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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행복을 찍고

사진으로 즐거움을 나누는

수원지방법원 사진동호회 

회원들입니다. 

Cover Story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법원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Supreme Court of Korea  2016. 05.
vol.373

SMILE
카메라 앵글은 웃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업무를 함께 하는 직원들과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오늘도 활짝 웃어봅시다! 

법원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반짝반짝’ 빛납니다.



: 수원지방법원

04	 프롤로그

06	 법원 톡!톡!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큰	법원

10	 포토 카툰

	 수원지방법원	사진동호회

12	 Tour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수원에서		

	 보Go!	느끼Go!	걷Go!	맛보Go!

16	 Zoom-in

	 헤이그	법률지도	펼쳐보기

	 _	권오곤	재판관님과의	아쉬운	작별

20	 핫 이슈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별도의	집행감독사건	도입

22	 나의 일 나의 삶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24	 테마가 있는 글Ⅰ

	 남자의	기구한	일생

28	 테마가 있는 글 Ⅱ

	 열정!	크로스핏(Crossfit)

31 	 아주 특별한 경험

	 아~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까?

34	 조사심의관 코너 

	 전산	시스템을	이용한	문헌	검색

38	 생활법률

	 임대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면?

39	 법원으로의 초대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생의	대법원	견학

40	 스타일링 Q 

	 10년	만에	돌아온	5월의	신부	

	 _	박정현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무관

44	 만나고 싶었습니다

	 당신을	믿으세요!	아이를	믿으세요!	

	 _	육아	멘토	오은영	원장	

48	 심리 상담소

	 계속	반복되는	슬럼프는…

	 남편의	하얀	거짓말은	왜?

50	 트렌드 따라잡기

	 물론	송중기	같은	군인이	어디	있겠냐마는…

52 COURT NEWS

54 독자 마당 

photographer

소통으로 

공감으로 

행복으로



신록의 계절 5월,

아직도 봄인가 싶은데 스멀스멀 여름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봄을 보내기는 너무 아쉽지 말입니다. 

수원에는 위대한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도 있고 

등산하기 좋은 산과 걷기 좋은 길, 쾌적한 공원도 많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절정의 봄볕 아래 어디든 

진한 수다를 풀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도 지친 민원인들에게 

봄볕 같은 따사한 웃음과 안식을 주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글·사진_편집부

소통으로   • 수원지방법원 04



수원 광교산 등산로

05



06소통으로   • 법원 톡!톡!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큰 법원

경기 남부지역을 총괄하는 수원지방법원은 그 규모나 역사 면에서 전국 어느 법원 못지않은 

위용을 자랑한다. 본원 외에 5개 지원과 7개 시·군법원, 14개의 등기소를 두고 법관 267명과 

직원 1,383명이 상주하는 수원지방법원은 직원과 판사, 직원과 직원들 사이의 화합과 

소통이 오밀조밀,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곳으로 소문나 있다. 따뜻한 봄날, 광교 이전을 

기점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을 방문해 보았다. 
글_이경희·사진_고인순·영상_최의인

수원지방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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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년의 역사, 그보다 더 뜨거운 에너지

인구	800만	명이	거주하는	경기	남부지역을	맡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은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1984년	현재	청사로	이전한	이후	본관	건물	외에	5개의	별

관과	가정별관까지	증축해왔지만	늘어나는	법관과	직원들,	민원인들의	숫자를	감

당하기에는	역부족일	만큼	일	양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일	많은	법원’이	수원지방

법원을	설명하는	문장의	전부는	아니다.	일하는	직원이	많으면	관계의	밀도가	떨어

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극복한	곳이	바로	또	이곳	수원지방법원이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을	이끌고	있는	이종석	법원장은	지난	2월	이곳에	부임한	신임	법원

장이다.	그러나	2003년에는	부장판사로,	2009년에는	수석부장판사로	이곳을	거

쳐	간	만큼	누구보다	수원지방법원의	색깔과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리더다.

“여러	법원에	근무했지만	수원지방법원은	예나	지금이나	법원의	규모가	큼에도	불

구하고	직원들과	판사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합창

동호회,	영화동호회,	사진동호회	등	각종	동호회가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그	안에서	

직원과	판사들이	함께	어울리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분위기가	잘	조성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제	입장에서는	크나큰	복입니다.”

신중한	언행과	판단으로	주변인들에게	높은	신망을	얻고	있는	이종석	법원장이	특

유의	묵직한	저음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일까?	수원지방법원	곳곳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의	표정은	밝고	열의에	차	있

다.	좋은	일로	법원을	찾는	일이	거의	없는	민원인들과	온종일	부대끼면서도	조직	

자체가	갖고	있는	건강한	에너지가	사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고일광	부장판사는	

이	모든	것을	“업무로	분주한	와중에서도	직원들	모두가	서로	챙기고	배려하는	분

위기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덕분”이라고	말한다.

재판의, 재판을 위한, 재판에 의한 공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관할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이	실시하고	있

는	남다른,	주민	친화적인	법률	서비스는	지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수원과	경기	남부지역은	관할	인구가	많고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족이	많이	거주하

고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	등이	많고,	법적	분쟁사건도	증가하

는	추세에	있습니다.	수원법원은	재판하는	법원으로	그치지	않고	나	홀로	소송

을	진행하는	당사자를	위해	민사소송절차	설명회를	매월	개최하고	일반인과	

법무사	등을	상대로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절차	설명회와	전자소송에	관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에	열린	민사집행	전자소송	설명회	같은	경우	변호사	및	법무사	사

무실의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외에도	보호소년	학교	복귀	지원	프로그램(Hi	School)을	통해	학업	중단	보

➊ 박정주 실무관 
➋ 방웅석 과장

➌ 방가희 실무관

➍ 박성준 행정관

➎ 고일광 부장판사

➏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➐ 조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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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년의	학업	복귀를	지원하고,	관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재판	경연대회

를	열어	그	기간	동안	멘토법관을	지정,	모의재판	준비,	법교육,	진로상담	등의	멘

토링을	실시하기도	한다.

더불어	이종석	법원장이	각별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다.	바로	1심	재판	충실화	실

천	방안이	그것이다.	

“민사사건에	있어서	집중구술심리방식을	운영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

토	중에	있습니다.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	방식은	집중심리	재판부를	별도로	지정

해서	일반사건과	집중사건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집중사건의	경우	일반사건에	비

해	더	많은	변론시간을	부여하고	당사자들이	신청하는	증거를	가급적이면	모두	채

택해	심리함으로써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1심을	강화하도록	하

는	것입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	및	논의	중이며	빠르면	6월	중에	시행할	예정

입니다.”

재판의	무거움과	책임의식을	깊게	자각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의	행보에	향후	전

국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참	많은	얼굴을	가진	곳이다.	민원인들과	섞여	치열하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공간	한쪽에는	법원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길고양이	‘신청’이가	살고,	버

려진	공간을	활용해	꾸민	갤러리에는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와	지친	마음을	잠시	내

려놓는다.	전통과	혁신,	현재와	미래,	여유와	치열함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

는	곳	수원지방법원.	이곳의	미래를	모두가	관심	있게	지켜볼	일이다.

Mission Start _	수원법원	4행시!

수원지방법원은 

민사사건에 있어서 

집중구술심리방식을 

운영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르면 

6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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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방웅석 과장

늘 화기애애하게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해주는 가사과 직원들

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해 올 봄에는 세 가

지 일을 꼭 함께 해보고자 해요. 첫째, 우리 직원들과 프로야구

를 보면서 치맥 먹기, 둘째 수원 화성행궁의 역사 유적 탐방 및 

체험 후 순대국 먹기, 마지막으로 우리 과의 흡연자(저를 포함) 

7명이 모두 금연하는 것입니다. 근사하겠죠?(마지막 부분은 험

난한 여정(?)이 따를 것으로 보이네요)

방가희 실무관

근무한 지 2년이 좀 넘었는데 선후배를 잘 챙기고 끈끈한 법원 

분위기 덕에 근무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올 봄에는 함께 일

하는 우리 직원들과 함께 두 가지를 해보고 싶어요. 깜깜한 암

흑 카페에 가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대화를 나눠

보고 싶고요. 또 마니또 게임을 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계장님의 수호천사가 돼서 잘 챙겨드리고 싶어요. 

조실 판사

우리 직원들은 업무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작년 봄 처음으로 

집행/비송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전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

생한 에러들에 대해 함께 의논하여 해결하고, 매뉴얼 또한 잘 

숙지해서 현재 많은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 봄

에는 수원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직원들과 함께 참여

해 친목도 다지고 스트레스도 풀고 싶어요. 표를 어떻게 구할지

가 고민입니다. 하하. 

고일광 부장판사

우리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못지 않게 굉장히 바쁜 곳입니

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서로를 챙기는 분위기가 매우 좋은 곳

이죠. 일을 하면서 서로 조금 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지금

보다도 더 분위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봄에는 우

리 직원들과 수원화성 성곽이나 광교 호수공원을 산책하고 싶

습니다. 역사와 자연을 향유하고 호숫가를 걸으면서 봄나들이

를 하고 싶습니다.

박성준 참여관

민사집행과는 늘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업무가 

쉽지 않음에도 서로 도우면서 가족처럼 근무하는 게 특징이지

요. 제가 산을 좋아하는데 작년에만 제주도에서 휴전선 아래 

최북단 DMZ까지 60여 군데 등반을 했습니다. 복잡한 사건으

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엔 자연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소원이 있다면, 직원들과 함께 우리 민족의 영지이자 아름답기

로 유명한 백두산 천지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박정주 실무관

일하면서 힘든 점요? 없습니다. 하하. 규모는 크지만 워낙 가

족처럼 서로 잘 챙겨줘서 힘든 줄 모르고, 일을 해요. 저는 날

이 더 더워지기 전에 우리 직원들과 함께 방탈출 카페에 가보

고 싶어요. 여러가지 테마 방 중 하나를 선택해서 추리를 통해 

시간 내 탈출하는 건데요. 함께 추리를 하다보면 협동심과 동

료애를 키워줄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업무 스트레스도 해소

되지 않을까요. 하하. 

수원지방법원 사람들의 한 마디 올 봄,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MINI Interview

지난 2월 11일 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저는 법원가족들에

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기본에 충실한 법원, 

둘째 따뜻한 법원, 셋째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진 법원을 만

들자는 얘기였지요. 

기본에 충실한 법원이라 함은 법원의 기본적인 사명인 재

판을 제대로 잘 하자는 뜻입니다. 

이것은 대법원이 추구하는 사실심 충실화와 연관되어 있

는 것으로 1심 강화를 이루자는 의미입니다. 

둘째,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모두 어려운 상

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자들을 배려하는 우리 직

원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결국 법원에 대한 신뢰와 연

결이 되고, 법원 내부에서도 상호 간에 따뜻한 대화를 나눔

으로써 소통하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진 법원을 만들자고 한 

것은 최근 법원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언론을 통해 비판적

인 기사가 가끔 게재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법원 직원들

이 위축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서 법원가족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법원을 

만들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당부

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저는 수원지방법원을 찾는 

민원인들과 지역민들이 우리 법원과 좀 더 친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대법원에서는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수원지방법원에서도 그 일환으로 지역민과 활발한 

대화 및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법문화를 향상시키고 젊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지역의 유일한 법학전문대학원인 아주대 

로스쿨과 협약을 체결,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교육에 여

러 형태로 기여를 하고 있고 경기도문화의전당 등 유관기

관들과 함께 하는 지역의 문화사업에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지역민을 위한 사업으로

는 ‘수원법원 역사 찾기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수원

지방법원이 개원한 지 120년이 된 법원이지만 그럼에도 그 

역사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질 않습니다. 2019년 광교 신청

사로 이전할 때 지난 120년간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찾아서 

보존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법원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수원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역사 찾기 사업의 일환

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수원시민들이 지역의 법률문화

에 관심을 갖는 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기본에 충실한 따뜻하고 자부심 넘치는 법원을 만들겠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유튜브에서 취재 
동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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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이경희·사진_고인순

“행복을 찍고 
 추억을 남기는 
 가장 특별한 곳”

수원지방법원 사진동호회

우리에겐 

두 번째 눈이 

있다.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나의 눈

사진으로 

행복을 빚고, 

사진으로 즐거움을 

나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가 카메라를 

드는 순간, 모든 건 극복 

가능한 대상이 되죠.

우리는 

수원지방법원의 

사진동호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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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남 판사, 양보금 실무관, 유웅희 실무관, 조미연 부장판사, 정상헌 행정관, 박민호 실무관, 심하솜 실무관, 이장형 실무관, 주재돈 실무관

그러니까 

이런 빛에서는 

조리개를 더 열어야 

하는 거지.

“아웃포커싱 

기법으로 촬영을 하면 

공간의 깊이가 느껴지는 거야.”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넘치는 

부분은 나눠가지는 우리 

회원들~

궁금하다면 두드리세요~ 

남기고 싶다면 찍으세요~

행복을 기록하는 우리 사진동호회는 

수원지방법원의 자랑입니다~

촬영 준비부터 조명 

세팅까지 사진동호회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진행을 

도와주신 동호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미연	회장(부장판사)

수원법원 사진공모전 다문화 가족과 한컷 직원들 증명사진 촬영

우리에게 

촬영은 가족과의 

추억을 기억하고 삶의 

기록을 남기는 가장 

위대한 취미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전시회를 갖고, 

다문화 가족의 사진을 

찍어주며, 우리 법원 직원들에게 

새 증명사진을 찍어 선물하는 

재능기부의 달인 

사진동호회! 

출사를 

통해 동료와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은 우리 동호회만이 

가질 수 있는 

즐거움!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사진 강의를 듣는 

프로의식과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수원. 가는 곳마다 깊고도 그윽한 옛 문화와 정취가 구석구석 배어 있다. 특히 올해가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여서 그런지 유독 수원화성에는 해외 관광객들이 눈에 많이 띈다. 찬란했던 어제와 풍요로운 

오늘이 공존하는 도시, 수원시만이 가진 특별한 매력을 느껴보자.  
	글_김화숙·사진_수원시청	협조

수원지방법원 주변 여행지

1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수원에서 
보Go! 느끼Go! 걷Go! 맛보Go!

칠보산

수원지방법원 
주변 여행지 수원화성

수원역

화성행궁

광교산

광교중앙역

수원지방법원

광교저수지

통닭거리

지동시장

영동시장

권선시장

광교호수공원

팔달산

12소통으로   • Tour



수원화성에서 만난 수원의 찬란했던 어제와 오늘

수원화성에	도착하기도	전,	저	멀리서	팔랑이는	플래카

드	하나가	시선을	끈다.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라는	

문구가	그것.	올해로	수원화성	축성	220주년을	맞는데

다,	올	1월	수원화성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겹경

사가	터지면서	수원시가	관광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취지로	전면에	내건	캐치프레이즈다.	수원화성이	

수원의	관문이면서도	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수원시의	

상징이자,	수원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기에	수원시민의	

애정도	각별하다.	

수원화성은	사적	제3호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데,	여

기에는	팔달문(보물	제402호),	화서문(보물	제403호),	

서북공심돈(보물	제1710호)	등	수많은	문화재들이	있다.	

특히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지금은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사랑받고	있다.	수원화

성은	정조가	당쟁에	휘말려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뒤주	

속에서	생을	마감한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양주	배봉

산에서	조선	최대의	명당인	수원	팔달산	아래인	지금의	

위치로	옮기면서	축성되었다.	1794년	1월	착공해	1796

년	9월에	완공한	수원화성은	건축	기간에	있어서도	세계

를	깜짝	놀라게	한다.	일본	히메이지	성이	8년,	중국	자

금성이	14년	정도	걸린	것에	비하면	비약적인	단축이	아

닐	수	없다.	여기에는	정약용의	거중기와	녹로,	유형거를	

활용한	과학적인	성곽건축	방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수원화성을	걷다보면	장엄하면서	우아하며	과학적이기

까지	한	화성의	자태에	한	번	놀라고,	화성을	둘러싸고	

2

화성열차 타고 수원화성 한 바퀴 go! go!
TiP

수원화성을 어떻게 다 돌지? 막상 아이

들과 손잡고 수원화성에 도착하면 넓게 

펼쳐진 화성 전체를 걸으면서 관람하기

란 무리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이런 분

들을 위해 든든한 두 발이 되어줄 ‘화

성열차’가 있다. 창룡문 연무대에서 팔

달산 성신사 사이 3.2㎞를 왕복 운행한다. 코스는 연무대-화홍

문-장안문-장안공원-화서문-팔달산. 여기에 하나 더 반가운 

소식이 있다. 수원시는 6월부터 화성열차를 화성박물관, 화성행

궁, 통닭거리 등 관광명소가 있는 도심 일반도로를 순환하는 코

스로 변경할 계획이다. 

수원화성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고 싶다면, ‘수원화성 달빛

동행’에 참가해보자. 야간 화성열차를 타고 화성행궁을 시작으

로 팔달산→장안문→화홍문→방화수류정→용연→수원천→행

궁광장으로 이어지는 3.84km의 달빛 관람 코스다.  

1 수원화성 전경

2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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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약	6km	성곽에	또	한	번	놀라게	된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감탄사와	함께	동서양을	통틀어	최고의	성

곽으로	인정받는	이유를	단번에	알게	된다.

한편,	정조는	수원화성을	축성하면서	화성행궁,	중포사,	

내포사,	사직단	등	많은	시설물을	세웠는데,	전란으로	소

멸되고	현재	화성행궁의	일부만	남아있다.	사적	제478

호인	화성행궁은	팔달산	동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온전히 걸으며 맛보는 수원의 참 매력   

수원에는	‘수원화성’만큼	이름난	명산도	많고	걷기	좋은	

길도	많다.	가족,	친구,	동료,	누구든	좋다.	배낭	하나	메

고	함께	길을	나서보자.	수원화성을	품고	있는	수원의	심

장부	팔달산도	좋고	‘광교적설(光敎積雪)’로	유명한	광교

산이나	칠보산도	좋다.	걸으면	걸을수록	곱씹어지는	수

원의	참맛.	땀으로	밑간을	해서일까,	짭조름하면서도	달

큰하고	향긋하다.		

그럼,	팔달산부터	올라보자.	정조가	사도세자의	묘를	이

곳으로	옮겼을	만큼	예부터	명당으로	이름난	산이다.	비

록	도심	속의	낮은	산이지만	정상에	오르면	동서남북으

로	시야가	탁	트여	수원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산

의	능선을	따라	축조된	수원화성과	산의	조화가	고풍스

러운	미를	자아낸다.	광교산은	시가지를	품에	안고	있는	

수원의	주산으로	능선이	매우	완만하고	사방에	수목이	

우거져	있어	삼림욕을	즐기기에	좋다.	특히	광교산에	눈

이	내려	나무에	수북이	쌓여	있는	경치(광교적설)는	수

원	8경	중	첫	번째로	손꼽힐	정도로	아름답다.	거기다	광

교산	아래에는	광교호수공원과	저수지	등	시민들을	위

한	휴식처도	많다.	수원화성이	200여	년	전	조선을	대

표하는	신도시였다면,	광교신도시는	수원,	아니	경기도

를	대표하는	신도시가	되었다.	높아진	몸값만큼	광교산	

아래의	자연친화적인	수변	공원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파른	오르막과	내리막이	부담스럽다면,	걷기	좋은	수

원	팔색길을	추천한다.	이	길은	수원의	역사·문화·자

연을	체험할	수	있는	8갈래의	길로		모수길,	지게길,	매

실길,	여우길	등이	있어	입맛에	맞게	골라	걸을	수	있다.

타박타박	걷다보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동안	

몰랐던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의	고마움과	소중함,	삶의	

진정한	행복,	복잡한	일들의	실타래...	여기에	하나	더	보

태면	수원의	본색을	새삼	느끼게	된다.	예스럽다	싶으면	

다시	현대스럽고,	참신하다	싶으면	다시	고풍스러워지

는	수원의	미.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수원만의	진한	매

력이다.	직접	둘러보며	그	맛을	느껴보자.

3 화성행궁

4 수원화성

5 광교산 형제봉에 밧줄을 타고 오르는 등산객들

6  광교 마루길 벚꽃 구경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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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

수원하면	전통시장이	유명하다.	양념갈비,	통닭,	순대,	족발	등	수원의	소

문난	먹거리들은	전통시장에서	낳아	키운	알토란	같은	녀석들이다.	매스

컴을	타고	전국	방방곡곡까지	알려졌으니	효자	중에	효자다.	수원을	대표

하는	‘효자’	먹거리들을	소개한다.					

5 6

다채로운 수원의 맛은 바로 전통시장의 힘! 

TiP

수원	양념갈비

수원에는 옛날에 큰 소시장이 있어서 소

를 이용한 음식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었

다. 수원 양념갈비는 수원 영동시장 싸전거

리에서 ‘화춘옥’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시

작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참기름, 마늘, 파, 

볶은 통깨, 배 등 수원양념갈비만의 온갖 

재료를 넣어 맛을 낸 뒤 은근한 숯불에 구워 먹는데 그 맛이 천

하일품이다. 지금은 국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는 수원의 향토음식이 되었다.  

수원	통닭

수원 투어 후 시원한 맥주와 치느님을 영접

하고 싶다면,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의 통닭

거리로 가자. 각종 매스컴을 통해 소개되면

서 국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찾아

올 정도로 수원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가

마솥 옛날 통닭부터 현대판 변종 통닭까지 

넓고도 깊은 통닭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똥집 튀김과 닭발 

튀김이 서비스로 나오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수원	순대

수원 지동시장 먹자골목 안에 위치한 순대 

타운. 서울 신림동에 버금가는 순대 타운은 

매콤하면서도 깔끔한 맛과 푸짐한 양으로 

수원지역 사람들은 물론 외지에서도 찾아

오는 명소가 되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맛보

기로 주는 순대 서비스는 Good! 순대와 곱

창, 갖은 양념을 깔고 그 위에 야채와 라면 사리를 얹은 순대곱

창볶음도 강추.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을 둘러보고 10분 정도 걸

으면 이곳에 도착하니, 꼭 한번 들려 맛을 느껴보자.  

수원	족발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권선시장에는 10여 

개의 족발집이 모여 골목을 형성했다. 족

발을 시키면 착한 가격에 푸짐한 양, 푸근

한 인심까지 얹어준다. 그것도 모자라 순대

와 순댓국까지 무한 서비스를 준다. 특별한 

족발을 원한다면 불족발, 부추족발 등 이색 

메뉴가 있다. 많이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 5,000원 미니 족발도 

있으니 부담 없이 찾아가보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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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곤 재판관님과의 
아쉬운 작별

권오곤 재판관님의 환송 리셉션에서 인사말씀을 듣는 청중들 

공감으로   • Zoom-in _ 헤이그 법률지도 펼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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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ovan Karadzic 사건, 세기의 판결이 선고되다

2016.	3.	24.	세계의	이목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경력을	쌓은	구	유고슬라비아	국

제형사재판소(이하	ICTY)	권오곤	재판관님께	집중되었습니다.	바로	ICTY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히는	라도반	카라지치	사건의	판결	선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본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재판장인	권오곤	재판관님은	100여	분에	걸쳐	준엄한	목

소리로	요약된	판결	이유를	설시한	뒤	피고인에게	40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	

선고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영국	BBC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이	소식을	속보로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라도반	카라지치는	1945년	생으로	스르프스카	공화국(the	Republika	Srpska,	구	유

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해체로	등장하였던	보스니아	공화국	내의	세르

비아계	분리	자치공화국)의	대통령이자	군	통수권자였습니다.	카라지치의	공소사실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바로	스레브레니차(Srebrenica)	지역에서의	제노사이드	

(일정	집단을	파괴할	의도로	행하는	살인,	추방	등	제노사이드	협약에	규정된	행위)

에	관여한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잔혹하기 그지없는 스레브레니차에서의 학살

스레브레니차는	유엔	보호	하의	“안전지역(safe	area)”으로	지정되어	있던	지역으

로서	이슬람계	보스니아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1995년	7월	스르프

스카	공화국	군대가	이	지역을	점령한	뒤	30,000명에	이르는	이슬람계	보스니아

인	여성,	아이,	노인들을	그	지역으로부터	추방하는	한편,	군대	적령기의	16세	내지	

70세의	남성(able-bodied	men)	전원을	이	지역의	여러	곳에	구금한	후	체계적으

로	살해하였는데,	제시된	DNA	증거	등에	의할	때	최소한	5,115명의	이슬람계	보스

니아인	남성들이	살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카라지치가	

대통령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이	사람들이	살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의	살해를	지시하였다고	이유를	설시하며	제노

사이드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외에도	카라지치는	반인도범죄(a	crime	against	

humanity)로서	박해,	절멸(extermination),	살인,	추방,	비인도적	강제이주에	관

하여,	전쟁범죄(a	violation	of	the	laws	or	customs	of	war)로서	살인,	테러,	위법

한	민간인	공격,	인질억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ˇ ′

1

2

1  카라지치 사건의 판결을 선고 

중인 권오곤 재판관님

2  스레브레니차 인근 Potocari에 위치한 

스레브레니차 제노사이드 추모공원

ˇ

“…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

소사실 중 제1항의 제노사이드에 관하여 무죄로, 제2항의 제노사이드, 제3, 4, 5, 7, 8항의 반

인도범죄, 제6, 9, 10, 11항의 전쟁범죄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

고인 라도반 카라지치(Radovan Karadzic)에게 40년의 구금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구금

되었던 2008. 7. 21.부터의 미결구금일수는 규칙 101조 C항에 따라 위 형에 산입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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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26.	시작된	본	재판을	위하여	재판부는	497일간	개정하며	337명의	검

찰측	증인,	248명의	변호인측	증인,	1명의	직권	증인을	신문하였고,	소송기록은	

330,000	페이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총	2,590	페이지에	이르고,	20,000개가	넘는	

주석이	포함된	판결문만	보더라도	재판관님을	비롯한	ICTY	소속	법률가들,	직원

들의	열정과	노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제2의 고향, 헤이그와의 아쉬운 작별

판결	선고에	앞선	2016.	3.	4.	제1차	만국평화회의	때	외교사절들과	정부요인들의	

숙박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였던	역사	속의	호텔	Des	Indes에서는	주	네덜란드	대한

민국	대사관	주최로	재판관님의	환송	리셉션이	개최되었습니다.	재판관님과	함께	

근무하였던	ICTY의	재판관님들,	소속	법률가들을	비롯하여	헤이그	소재	주요	국

제기구의	요인들과	각국의	대사들까지	350여	명에	이르는	인사들이	참석하였습니

다.	이별을	아쉬워하는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재판관님의	모습에서	지

난	14년간	쌓아온	따뜻한	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판관님은	환송	연설에서	법의	지배(the	rule	of	law)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통하

여	국제사회에서의	정의실현에	기여하면서	이	분야의	성장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은	아주	흥미로운	경험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헌신할	수	있도록	UN	재판관

으로	당선되게	해준	대한민국에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히셨습니다.	또한	다양한	법

률배경을	가진	뛰어난	법률가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유쾌한	도전이었다면서	동료

들에	대한	감사인사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	고국을	떠나	고락

을	함께해	온	아내	신수경	여사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때에는	가슴이	뭉클하

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근무할	때에는	근무지를	계속	옮겼기	때문에	헤이

그가	재판관님	인생을	통틀어	가장	오래	머무른	도시라면서	제2의	고향	헤이그를	

떠나는	아쉬움도	표현하셨습니다.	

- 사명감,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이들의 기본 덕목

재판관님은	1979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것을	시작으로,	청와대	파견근

무,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22

년간	대한민국	법관의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2001년	선거를	통해	한국인으로서

는	최초로	UN	국제형사재판관으로	당선된	후에는	ICTY에서	세계인의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재판	도중	사망한	유고연방의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세비치(Slobodan	

Milosevic)	사건의	심리를	담당하셨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ICTY	부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2009년부터는	카라지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재판을	이끌어	오셨으며,	2016년	카라지치	사건의	판결	선고와	함께	UN	재판관	임

기를	마치셨습니다.	근	37년간의	판사생활을	마친	재판관님께	국제사회에서의	법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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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배에	따른	정의실현에	관한	재판관님의	시각	등을	여쭈어	봤습니다.	

재판관님께서는	전쟁과정에서	민간인들이	겪는	참혹한	피해를	생각할	때,	피해자

들에게는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러한	일들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국

제형사재판소가	반드시	성공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뉘른베르크와	

동경의	전범재판	이후	첫	국제형사재판소인	ICTY의	경험이	좋은	교훈이	되기를	바

란다고도	덧붙이셨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정의실현에	이바지하고	싶은	이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사회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이	단순히	멋있

어	보이는	직업이라거나	이를	통해	무언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그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인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사

명감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평소에도	글로벌한	시

각으로	크게	보는	습관을	갖고,	국제무대에	진출한	후에는	자신이	갖고	있던	국내

적인	틀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글을	작성하면서	우연히	2001년	재판관님의	당선	소감이	실린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법조계의	위상과	한국인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카라지치	사건의	선고가	있던	날,	제가	근무하는	국제기구에서도	선

고는	단연	화젯거리였고,	그	자리에서	“오늘	선고하는	재판장님,	한국	법원에서	오

래	근무하신	분이야”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느꼈던	뿌듯함은	한동안	잊기	어려운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14년	전의	포부를	실현해	내신	재판관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재판관님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정의를	위해	하실	일들에	더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3  환송 리셉션에서 인사말씀을 하시는 

권오곤 재판관님

4  환송 리셉션에 참석한 ICC 

(국제형사재판소) 정창호 재판관님(좌),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최종현 

대사님(우)과 함께

5  환송 리셉션에 참석한 ICJ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전 ICTY 

재판소장) Patrick Robinson(좌), ICTY

의 전 재판관 Iain Bonomy(우)와 함께

6  권오곤 재판관님의 법복 

4

5 6

황인준 
인천지방법원 판사

헤이그국제사법회의

(HCCH) 파견 근무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붉어지면서 국민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아동보호처분의 집행과정 전반을 수시로 감독

할 수 있도록 해, 피해아동에 대한 상시적 보호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집행감독사건’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은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등을 개정해 올 7월 1일부터는 아동

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별도의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_편집부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별도의 
집행감독사건 도입
피해아동에 대한 상시적 보호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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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즉시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

하도록 하고, 집행이 종료되면 별도의 결정 없이 종료할 수 
있도록 함

•    집행감독사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9조, 아동보호심판규칙 제54조, 제55조제3항에 따른 집
행감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법 제40조, 제41조, 제42
조에 따라 직권 또는 피해아동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호처

분을 변경·취소·종료할 수 있음을 규정함

•   한편, 집행감독사건 역시 보호처분 변경을 전제로 한 아동

보호사건이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에 
따라서 전문가의 진단이 가능해짐 

※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    보호명령이 확정되면 즉시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

하도록 하고, 집행이 종료되면 별도의 결정 없이 종료할 수 
있도록 함

•    집행감독사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9조 제2항, 제90조, 제91조 
제2항에 따른 집행감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
우에는 위 법 제50조 제2항, 제3항, 제51조 제1항 단서, 제2
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해아동의 청구에 의하여 보호명령을 
변경·취소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규정함

•    한편, 집행감독사건 역시 피해아동보호명령 변경을 전제로 
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22조에 따라서 전문가의 진단이 가능해짐

대법원이	피해아동에	대한	상시적	보호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아동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

게	되었다.	

기존	아동보호사건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서는	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체계적인	

관리나	감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	예규	개정으로	별도의	집행감독사건을	신설해	집행감독만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피해아동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는	7월	1일부터	집행감독사건이	개시되면,	가정법원은	보호명령	또는	보호처분을	위한	심리단계에

만	가능했던	이	같은	점검을	아동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된	종국처분	이후의	집행감독

사건	내에서도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가정법원은	피해아동의	상태에	맞게끔	적정한	조치	등을	취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피해아동	등의	건강·심리상태와	보육환경	등

을	지속적으로	점검·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집행감독사건	시행성과	등을	확인한	후,	집행감독사건만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따로	두는	방

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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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을	통하여	꾸준히	변화하고,	발전하며,	성장한다.	나	역시	이야기를	듣기보

다	말하기를	좋아했지만,	잘	들어야지만	잘	기록할	수	있는	속기사라는	나의	직업을	통해	타인의	이야

기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변화를	겪고	있으며	성장	중이다.

나의	경우	직업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싶었으며	어딘가에	꼭	필수

적인	일을	하고	싶었다.	또한	직업을	통하여	내	자신이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고,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었다.	

사라지는	말을	기록하는	속기사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대학교	재학	당시	학과	교수님의	발표가	있는	

포럼에	참가하게	되면서부터다.	포럼장	한쪽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키보드와는	다르게	생긴	키

보드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을	보고	난	후	속기사라는	직업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기록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나에게는	생소하고	모험적인	분야로	느껴졌다.	그러나	기록	없이는	그	

어떠한	사실도	보존할	수	없고,	기록으로	남을	때만이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금언처럼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속기사	선배님의	말을	듣고	확신이	생겼고,	전문직을	원했던	나의	바람과	손으로	하는	것을	좋

아했던	나의	적성에	너무나도	잘	맞았다.

속기란	무형의	음성적	언어를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문자화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속

기사는	현재	법원,	검찰,	국회,	의회의	속기공무원과	관공서	및	군무원,	자막방송	및	교육속기,	프리

랜서,	현장	전문속기사	등	다양한	분야에	있고,	현재	법원에서는	약	700명의	속기사들이	근무하고	있

다고	한다.	

법원에	들어오기	전까지	단순히	법원은	나의	삶에서	가지	말아야	할	곳,	무서운	곳이라고만	생각했다.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공감으로   • 나의 일 나의 삶

글_이다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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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내가	법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선배	속기사	분들을	포함해	많은	직원	분들의	지도	아래	성장하

고	있다.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만	처음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다.	무엇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라	버

벅거리기	일쑤였고	내가	원하는	수준의	증인	즉,	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는	증인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낭독파일로	연습을	하는데	연습할	때	듣던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톤으로	녹음된	표준말이	아닌,	일정하지	않은	속도와	은어,	사투리	등은	정확하게	알아듣기	어

려운	경우가	많았다.	사례로	한번은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할아버지가	증인으로	나오셨다.	이가	다	빠

지시고,	사투리를	쓰시며,	귀가	어두우셨고,	사건	때문에	매우	화가	나서	흥분하신	할아버지셨는데	정

말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구나	느꼈다.	또	‘아는	만큼	들린다’는	말에	정말	공감했다.	누

구나	다	아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법에	관련된	지식이	없던	나는	재판	도중에	법률용어가	

나오면	잘	알아듣지를	못해	계장님들과	선배	속기사분들께	여쭤본	후	작성을	마쳤다.	

속기사는	사라지는	말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간의	집중력이	매우	필요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집중력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다.	이런	공개적인	곳에서	공개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에

피소드가	하나	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였을	때,	재판이	길어진	덕에	집중력이	매우	떨

어진	상태였다.	반복된	질문에	증인이	자꾸	“유애순에	줬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

면	증인이	유애순에	줬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들은	것이다.	앞선	증언의	내용

에서도	유씨의	인물이	언급되었고	또	앞뒤의	내용이	어색하지	않고	그럴듯하게	맞아	떨어져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증인신문을	작성해서	계장님께	보내드렸는데	얼마	후	계장님께서	“다인

씨,	유애순에	줬다는	게	아니라	usb에	줬다는	말이었네^^”라고	하셨다.	자리로	급히	돌아가	따로	mp3

에	녹음한	파일과	법정녹음시스템을	다	들어보니	정말로	“usb에	줬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들렸다.	정

말	창피했다.	내가	증인의	말에	100%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였던	것이다.	큰	사건이	아니라	정말	다

행이었지,	만약	중요한	사건이나	큰	사건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지금	생각해도	손에	땀이	난다.	그	

이후에	유난히	성명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신경이	곤두서곤	한다.^^;;

이렇게	일을	통하여	나의	장점으로	만들어가는	것,	나의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나는	더	많이	성장하고	싶다.	

‘타닥	타닥’	오늘따라	타이핑	소리가	참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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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으로   • 테마가 있는 글Ⅰ

저희	큰	형님이	가끔	농반진반으로	“여자들은	기름	같은	존재야.	쪼끔만	틈을	보이면	금방	그	사이로	

스며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해	버리지.	기름은	한번	자리를	차지하면	닦아내기가	힘들어.	열심히	닦아

내도	기름기가	남아서	미끈거리지.	그러니	절대로	틈을	보이면	안	된다.	알았지?!”	하곤	하시는데	정말	

여자들은	기름	같은	존재인가요?

Before
결혼	초기의	저는	개차반도	그런	개차반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따박따박	술	마시고	새벽	

서너	시에	들어가기,	들어갈	때	16층	아파트에	대고	와이프	이름을	크게	부르면	와이프가	그	시간에	일

어나서	문	열어주기,	들어가면	바로	자지	않고	베란다	유리창을	열고	“야~~나	들어왔다”	하고	소리	질

러서	동네망신	사기,	어떤	때는	맞은	편	아파트에서	“야	이	미친놈아	잠	좀	자자”라는	소리도	들었는데	

그래도	싸우지	않고	“죄송합니다.	더	이상	소리	안	지를	테니	얼릉	주무세요”	하고	꼬리	내리기,	술	마

시고	새벽에	앞동	사는	동기	불러내려고	동	앞에서	이름	크게	부르기	등등.

		어느	날	아침,	그날도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동에	사는	동기	와이프가	아침	8

시	반	정도에	전화를	해서	“대만	씨	어제	새벽	4시	반에	들어왔지?”	하길래,	“어떻게	아셨어요?”	했더

니	“어제	4시	반에	문	열고	소리	질렀잖아.	자다가	들었어.”	하길래	민망해	하며	웃었던	기억이	있다.

		술	안	마시는	날들은	주로	테니스	치러	다녔고,	때론	테니스+술	마시기를	반복했었다.	주말은	낮엔	테

니스,	저녁엔	술로	시간을	보냈다.	설거지?	청소?	분리수거?	애들	케어?	이런	건	다	여자가	하는	줄	알

았다.	남자는	그냥	가오	있게	술	잘	마시고	잘	놀면	되는	줄	알았다.	

After
주	중엔	한	주는	두	번,	한	주는	세	번	집에	일찍	들어간다.	일찍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

지	마무리한다.	어떻게?	

남자의 기구한 일생
글_김대만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참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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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도착하면	압력솥에	밥을	따근하게	해서	애들이랑	같이	먹은	후	설거지를	가오	있게	한다.	난	설거

지의	시작은	앞	사람이	해놓은	것을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아서	설거지할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설거

지의	마지막은	개수대를	비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그릇엔	나만의	서열이	있어서	설거지한	그릇

도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좌측부터	작은	순서대로	정렬을	한다.	포개어	놓은	그릇들도	그릇은	그릇끼리,	

반찬통은	반찬통끼리,	접시는	접시끼리	놓는다.	그래야	한눈에	어떤	그릇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싱크

대	주위와	가스레인지	닦기,	행주	빨기,	개수대	비우기로	설거지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하고	나면	보통	저녁	7시	30분	정도,	그러면	아파트	광장에	나가서	애들하고	축구나	배드민턴

을	하거나,	비가	오거나	너무	추운	날은	집에서	오목이나	장기,	열흘에	한	번	정도는	주중에	같이	영화

를	본다.	놀이는	9시	정도까지	하고	그	후부터	간식	먹으면서	독서록	및	숙제	검사,	가방	정리,	다음날	

준비물	체크	등을	한다.	그러고	나면	열시	정도.	애들	책	읽어주면서	재우면	열시	반,	그	이후부턴	내	시

간을	갖는다.	요즘	와이프는	일찍	들어오면	11시,	평균	11시	30분	정도다.

와이프랑은	주중,	주말을	서로	나눠서	사용하는데,	주말에	누구든지	일이	있는	사람은	이틀	전까지	상

대방에게	알리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무실	가서	일을	하든지,	친구를	만나든

지,	영화를	보든지	그건	알아서	한다.	하여간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정해진	시간에	들어오기만	하면	된

다.	예전엔	난	주로	테니스	시합을	나가는데	사용했었다.	한	달에	주말이	팔일인데	평균적으로	각각	이

틀씩	사용하고	나머지	사일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평일	아침은	5시	정도에	기상해서	신문보다가	6시에	운동가서	7시	반에	집에	도착,	방	청소하고	밥	먹

고	출근한다.	내	담당은	방	청소,	빨래,	음식물	쓰레기	및	일반	쓰레기	버리기	등이다.	와이프	담당은	아

침밥	준비,	애들	먹을	간식,	반찬	등	준비다.	빨래는	저녁에	세탁기	돌려놓고	아침에	운동	갔다와서	널

곤	한다.	운동에서	조금	늦게	온	날은	청소할랴,	빨래	널랴	갤랴,	옷	입을랴,	밥	먹을랴	시간이	촉박하

다.	이럴	때는	밥을	입안에	한가득	넣고	청소기	돌리면서	먹거나	빨래	널면서	먹거나,	옷	입으면서	먹으

면	된다.	이렇게	하면	가족들과	오붓하게	아침	식사는	못	하지만	밥을	꼭꼭	오래	씹어	먹는다는	장점이	

있다.	한번	해보시라.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밥을	꼭꼭	오래	씹어	먹게	된다.	더불어	아무리	맛없는	것이

라도	입	안에	가득	넣고	오래	씹다보면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와이프	없이	애들하고만	주말을	보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에만	있는	게	젤	힘들다.	이걸	안	다음

부터는	무조건	외출이다.	첫째와	둘째가	못	걸을	때부터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하다보니	지금은	도가	

텄다.	애들이	어릴	때는	과천과학관,	과천경마장,	서울대공원,	용인청소년	수련원,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전쟁기념관	등을	숱하게	다녔다.	특히	과천경마장은	거의	안방	수준이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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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사람들은	나를	마누라	도망간	놈으로	보는지	측은한	눈빛으로	본다.	사실이	아니기에	개의치	않는

다.	언젠가는	동기	자녀들이랑	같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갔더니(난	아들	둘,	동기는	딸	둘	=	와이프들	없

이	남자둘에	애가	넷)	매표원이	우리가	홀아비인	줄	알고	돌아서서	키득거리길래,	“우리	홀아비	아니

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또	언젠가는	후배	돌잔치가	있어서	걷지도	못하는	애	둘을	업고	안고	분

당까지	갔더니	어떤	선배님이	와이프랑	당연히	같이	온	줄	알고,	“제수씨	어딨냐?	인사나	하게”	하길

래,		“와이프는	일이	있어서	못	오고	혼자서	왔습니다.”	했더니	어이없는	표정	같기도	하고,	나를	불쌍

히	여기는	표정	같기도	하는	이상	야릇한	표정을	지었던	기억도	생생하다.	지금은	애들이	초등학생이

라	아주	편하다.	놀아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같이	논다.	셋이서	같이	영화	보고	외식하고,	자전거	타고,	

축구하고,	특히나	4년	정도	스노보드를	가르쳤더니	지금은	상급에서도	곧잘	타서	겨울엔	같이	보드	타

러	다니는	게	아주	즐겁다.	

집에 있는 주말은 어떻게 보내냐,

평균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서	운동	갔다오면	9시,	일단	밥을	먹고	신문을	본다.	40분	정도	보

면	약간	나른하다.	그러면	이불을	개고	청소를	15분	정도	한다.	그리고	다시	신문이나	책을	본다.	40분	

정도	보고	나서	다시	15분	정도	윗몸	일으키기	또는	책장	정리를	한다.	그리고	다시	신문이나	책	보기	

또는	영어	공부하다가	나른하면	이번엔	냉장고	등을	정리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리하는	시간이다.	

정리하는	주	목적은	잠을	쫓기	위해서이다.	고로	15분	정도만	한다.	15분	정도	책장	정리나,	옷장	정리,	

애들방	정리,	청소를	하고	나면	졸음이	달아난다.	그러면	다시	본래	의도한	일을	한다.	정리하려고	아

무리	많은	짐을	꺼내	놓았어도	정리만	계속하지	않는다.	딱	15분	정도만	하고	다시	본래의	일을	하고,	

졸리면	다시	정리하기를	반복한다.	이렇게	집에서	주말을	보내고	나면	집안도	정말	깨끗해지고	나	자

신도	많이	발전하는	것	같다.	물론	저도	인간인지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매주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마인드가	이렇다는	이야기다.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서,

내가	직장이	없나?	사지를	못	쓰나?	누구처럼	재테크한다고	가산을	탕진하길	하나?	많이는	아

니어도	따박따박	매달	월급	받아오지,	일년에	책	80~90권	읽지,	티브이	안보지,	아침에	일찌감

치	일어나서	매일	신문	6개씩	보면서	꼼꼼하게	스크랩하지,	주말에	테니스	시합	안	나가고	영어학

원	다니면서	공부하지,	결혼초와	비교하면	상전벽해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요,	경천지동할	일인

데,	결혼초의	개차반에서	양보하고,	양보하고,	고치고,	고치고,	고쳐서	이	정도까지	발전을	했으

면	엄청	고맙게	생각하고	서방님을	우러러	보면서	잘	보좌할	생각을	해야	할텐데	그러지	않고	자꾸		

“뭐는	더	해달라,	뭐는	하지	말아달라,	상대방	입장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달라,	명령조로	말하지	말

고	대화하듯	얘기	해달라,	자기만을	위한	이벤트가	없다”느니,	“당신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감정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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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한다”느니	하면서	요구사항이	줄어들질	않으니	이게	어찌된	일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일전엔	“유시

민	의원이	생각난다”	길래	뭔	소린가	했더니,	모	국회의원이	유시민	의원한테	했다는	“옳은	말을	참	싸

가지	없이	한다”는	얘기였다.	나참!	요즘	들어	‘결혼초	때의	개차반	스타일로	계속	밀고	나갔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종종	드는	건	나도	어쩔	수	없다.	(물론	여기에	열거하지	않은	약점도	많고,	특히나	열	받으

면	성질이	좀	포악하긴	하지만	이에	비해	장점이	확실하지	않은가)	

이렇게	해도	불만이	있고,	저렇게	해도	불만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갑자기	오래전	보

았던	유머	같지	않은	유머가	생각났다.

아~~남자들이여!

상대방이	하나를	양보하면	나도	일정	부분	양보를	해서	평화롭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야	하는데	그러질	않고	하나를	양보하면	또	다른	영역을	침범하니,	신이시여,	정녕	여자는	기름과	같

은	존재란	말입니까?	당신이	여자를	만들	때	정말로	갈비뼈에	기름을	살짝	발랐단	말입니까?	오늘도	

와이프랑	싸우고	“에이	나몰라	니	혼자	다	해먹어라”	하곤	사무실에	와서	책	보다가	답답한	마음에	몇	

자	적어봅니다.	적다보니	‘결혼초에	너무	개차반으로	해서	지금	벌받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아

니겠죠?	̂ 0^.

지금까지의	글은	와이프의	생각이나	감정,	불만,	입장	등은	눈곱만큼도	배려치	않고	오로지	제	입장에

서만	작성된	매우	이기적인	글임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이	글로	나	자신을	높이고	싶다거나,	여성을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으며	단지	현장감	있게	글을	쓰려다	보니	표현이	조금	거친	부분이	있

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읽으시는	분들의	너그러운	이해	바랍니다.

1. 남자가 결혼 후에 돈을 잘 못 번다고 치자. 그럼 난리가 난다. 능력도 안 되면서 결혼했다고. 무능력하다고, 이혼하자고.

2. 남자가 결혼 후에 돈을 잘 번다고 치자. 그럼 또 난리가 난다.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다냐고. 집에 일찍 좀 들어오라고.

3.  남자가 결혼 후에 돈도 잘 벌고, 집에도 일찍 들어간다고 치자. 그럼 또 난리가 난다. 돈 잘 벌고, 집에 일찍 오면 다냐고. 부부생활

에 문제 있다고.

4.  남자가 결혼 후에 돈도 잘 벌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부부생활도 잘 한다고 치자. 그럼 또 난리가 난다. 그게 다냐고, 가사분담 좀 

하라고.

5.  남자가 결혼 후에 돈도 잘 벌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부부생활도 잘 하고, 가사분담도 잘 한다 치자. 그럼 또 난리가 난다. 그게 다

냐고, 육아는 왜 혼자 하냐고, 애는 나 혼자 낳았냐고.

6.  남자가 결혼 후에 돈도 잘 벌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부부생활도 잘 하고, 가사분담도 잘 하고, 육아도 충실히 한다 치자. 그럼 또 

난리가 난다. 그게 다냐고, 나한테 관심 좀 가지라고. 우울증 걸린다고.

7.  남자가 결혼 후에 돈도 잘 벌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부부생활도 잘 하고, 가사분담도 잘 하고, 육아도 충실하고, 아내한테 관심을 

가진다 치자. 그럼 또 난리가 난다. 그게 다냐고, 시댁 식구들 때문에 살기 싫다고....



들어가며

“자,	한	개만	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파이팅”

오늘도	크로스핏	박스에서는	기합과	응원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림	속에	적힌	헬렌(HELEN),	프란(FRAN),	린다(LINDA)	등을	국내	이름으로	개명하자면	영희,	민

서,	민정,	수정이	되겠지요.	즉,	불리어지기	쉽고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이	곱디고운	이름들(WOD-

Workout	Of	the	Day)	속을	들여다보면	어찌나	가혹하고	아찔한지...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크로스핏의	세계로	한	번	빠져볼까요.

크로스핏이란

크로스핏은	법원	가족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낯설지도	모릅니다만,	최근	몇	년	동안	각종	매체에	자주	등

장하면서	국내에서도	다소	대중화가	이루어진	스포츠입니다.	웨이트리프팅(역도	운동	등),	체조	운동(맨

열정! 크로스핏(Crossfit)

공감으로   • 테마가 있는 글Ⅱ

글_	이종민	대구가정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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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운동),	유산소	운동이	혼합된	복합	전신	강화	운동으로	그날그날	주어

진	WOD-Workout	Of	the	Day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람은	신체	전반에	근육과	신경이	분포되어	있는데,	전신의	신체능력

을	기능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양소가	공급되어야	

하고(Nutrition),	신체의	운동능력-근력(Power),	근육	간의	협응력

(coordination),	스피드,	지구력(stamina)	등-	향상을	위한	훈련이	요

구됩니다.	

크로스핏은	W(Weightlifting&Throwing)-G(Gymnastics)-

M(Metabolic	Conditioning)을	체계적으로	분류,	구성하여	WOD를	제공하고,	이를	수행하게	하여	전

신의	신체능력	향상을	가져오게	하는	운동입니다.

보통	WOD는	W,	G,	M	중	하나의	종목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WG나	GM으로	구성되는	경우,	WGM	세	

가지	종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종목이	한	가지로	구성된	WOD는	소위	피트니스

의	부분관절	운동과	비슷한	체계이며,	일정한	동작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WOD의	내용이	백스쿼트	1-1-1-1-1-1-1-1이라고	가정하면,	백스쿼트1)를	1회씩	수행할	때마

다	점차적으로	무게를	올려가며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로	구성된	WOD는	주어진	종목을	얼

마나	빠르게	진행하는	지를	측정하는	방식이며,	세	가지로	구성된	WOD는	정해진	시간	내에	주어진	종

목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	지2)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크로스핏인가

약	13년여	동안	꾸준히	신체	강화	운동을	하였고,	그	중에서	크로스핏을	접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음

에도	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로스핏의	차별화된	매력	때문입니다.

크로스핏은	일단	재미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로	접한	신체	강화	운동은	대개	부분관절운동을	수행

하면서	근육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피트니스(헬스)인데,	헬스는	주어진	프로그램을	단순	반복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루함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크로스핏은	WOD가	다양하

고(이론상으론	종류가	무한대이죠),	박스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	또는	협동(TEAM	WOD도	존재합

니다)하면서	진행되어	여타	구기	종목에서	느낄	수	있는	‘함께	하는	재미’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습니다

(물론	WOD	수행	중에는	지옥을	다녀오는	경험을	할	때가	많아	그	재미를	느낄	겨를이	없긴	합니다).

크로스핏은	오히려,	전문	선수들보다는	일반인들에게	더	적합한	운동입니다.	올림픽	선수처럼	전문	

[크로스핏의 발전적 이론 계층 모형]

1)  바벨을 뒷목과 어깨에 걸치고 하는 하체운동을 말합니다.   2)  AMRAP-As Many Rounds As Possible

NUTRITION

SPORT

METABOLIC CONDITIONING

GYMNASTICS
(BODY CONTROL)

WEIGHTLIFTING
&THR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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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에게는	특화된	운동	종목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에	최적화된	훈련	방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100%의	신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일반인들은	전신의	균형	

잡힌	신체-근육,	관절,	뼈-가	중요하고,	신체	모든	부위가	75%	이상의	능력을	발휘한다면	어떠한	스

포츠나	신체활동에서도	원활한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크로스핏을	통한	신체	전반의	강화는	이와	일맥

상통한	것이죠.

물론,	크로스핏에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초기	진입장벽과	접근성입니다.	즉,	시간과	돈의	문제에서	상

당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크로스핏을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박스에서	상당기간	훈련된	코

치	등	스태프를	통해	정확한	동작과	자세를	배워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헬스장에서는	클린	등	역도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크로스

핏	박스가	아닌	곳에서는	W가	들어가는	WOD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월	회비

가	30만	원에	육박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크로스핏은	추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크로스핏이라는	매력적인	

운동을	필력의	한계로	이	정도로	밖에	표현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남은	생애에	가장	젊은	날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차다면	속는	셈	치

고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마치며

근	1년	6개월	만에	<법원사람들>에	재차3)	기고하며	‘주제’	선정에서	상당한	고심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배워먹은	게	도둑질이라고	이번에도	감히	운동을	주제로	한	글을	씁니다.	아내는	법원	가족	분들이	당

신	뇌에	근육만	차	있겠노라고	오해할까봐	걱정하지만,	이	기회에	한분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	동참한다

면	그것이	곧	기쁨이요	행복이지	않을까요.	

죽을	땐	눕더라도	죽기	직전까진	직립보행	하겠다는	각

오로	오늘도	긴장하면서	WOD를	시작합니다.	물론,	그	

끝엔	성취감과	미소가	가득하겠죠?!	

여러분들도	이	기쁨	함께	나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3)  궁금한 분은 <법원 사람들> 2014년 9월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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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부터	어느	사설합창단에	다니고	있다.	지인의	권유로	다니게	되었는데	처음	일	년	동안은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했었다.	합창단은	출석	여부를	엄격히	관

리하였기에	결석이나	지각이	반복되면	주의	또는	면담대상이	되었다.	그렇게	일	년의	시간을	보낸	후	

더	이상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과연	합창단을	다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	들어갔다.	합창단에서	월

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다녀야	하나...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	이	합창단은	다닐만한	가

치가	있다고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

합창단은	1990년에	창단되었으며,	합창단의	운영은	합창단원들	월	회비	3만	원과	합창단원들이	돌

아가면서	저녁	간식으로	간단한	김밥	등을	준비하는	것이	고정비용의	전부다.	지휘자님도	본인의	사

명감으로	지휘를	하시며	사례를	받지	않고	봉사해	주신다.	지휘자님은	작곡자이자	연주자로	대학	출

강,	합창지휘와	악기	개인레슨을	하시는	등	직업이	있으시다.	사설	합창단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사유	중	큰	부분이	지휘자님의	월	사례비	지급을	충당할	만한	재정여건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합창단	연습일은	주	월요일과	한	달에	한	번	화요일로	한	달에	총	5번이고	만일	공연	일자가	정해지

아~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까? 

글_김성기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참여관	

공감으로   • 아주 특별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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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바로	한	달	전부터는	매주	월,	화에	모여	연습을	하곤	한다.	가까

운	직장동료들과	저녁	약속이	겹칠라	하면	매번	합창단	연습일이라

고	하는	게	좀	그래서	그냥	‘오늘	고정	스케줄입니다’	하고	가급적	약

속을	잡지	않는다.

처음에	합창단원은	40명쯤	되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

다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무언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

서	갈등이	일어나고	해결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그러던	중	정말	사

소한	일이	발단이	되어	합창단원의	3분의	1이	그만두는	일도	있었다.	

나를	포함해서	요즘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

면	언제든지	단체를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합창단	존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자님의	역량이다.	지휘자님의	역량에	따라	합창단이	계속	유지	발전할	수도	있고,	흐지부지	소멸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휘자의	말과	행동이	모든	합창단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지휘자님은	계속해서	음악에	관련된	새

로운	지식을	전달하고	미진한	부분에서는	반복적으로	연습을	시킨다.

나는	음악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지휘자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클래식	음악에	대한	호감도

가	적었다.	하지만	합창단원들은	1년에	2~3번은	볼만한	공연관람을	홍보하는데	합창단	분위기상	따

라다닐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참석하기	싫었지만	이를	꽉	깨물고	공연관람을	따라다녔다.	그렇게	

4년을	따라다니다	보니	어느	순간에	‘이거	정말	좋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까지도	가급적

이면	현장공연을	가족들과	가려고	노력한다.	우리	아이들은	지루해	죽으려고	하지만	“너희들도	4년만	

참아봐”	하며	계속	끌고	다닌다.

작년	늦은	가을에	있었던	일이었다.	열	살	첫째와	여덟	살	둘째	아이가	피아노학원을	다니는데	피아노

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피아노에	관심을	가질까	하다가	롤모델을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던	차에	마침	백건우	씨가	인천에서	피아노	공연을	한다는	

광고를	보고	공연표를	세	장	구매하였다.	아이들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인천종합예술회관에	도착하

여	피아노	공연을	감상하는데	첫째는	자고	둘째는	계속해서	킁킁거리는	거였다.	알고	보니	둘째가	비

염이	있었는데	찬바람을	쐬면서	비염이	다시	재발한	것이었다.	결국	쉬는	시간에	옆에	앉은	젊은	여자

관객들이	“자리를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냐”는	항의와	같은	건의를	받고	아이들이	무안해	할까봐	이제	

갈	거라고	하면서	“저기	보이는	피아노	치는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남자요”	“그렇지?	너희도	피아

2010년 공연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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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열심히	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어”	하며	그냥	나왔다.	아이들의	표정은	집에	

가는	게	좋은지	연신	장난을	치고	있었고	나의	눈앞에는	티켓	값이	왔다갔다	했다.	

합창단을	다니다보니	주위에	음악을	대화	주제로	삼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게	되는데	음악을	자신의	교

양	수준과	생활	수준을	다른	사람들보다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생활비를	걱정하고	아이들	학원비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음악은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	또한	느끼게	되었다.

지휘자님의	나이가	벌써	예순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간다.	올해	들어	지휘자님이	연초에	합창단	운

영을	올해까지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씀하셨다.	시간과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	나	같은	일반인들

은	실력이	좀처럼	늘지	않아	좀	더	수준	있는	음악을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을	늘	아쉬워하시는	지휘

자님이셨다.	연습량이	많아야	실력이	늘고	잘	할	수	있어야	자신이	즐기면서	할	수	있다고	입버릇처

럼	말씀하셨다.	합창단을	다니고	있기에	음악에	대한	호감이	더	생겼고	음악이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

게	하는지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나의	세	아들이	음악을	즐기는	인생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아

이들과	피아노	연습	때문에	싸워가며	10년만	참아보라고	꼬시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언제까지	이	

합창단을	다니며	음악에	대한	체험과	지식을	나의	세	아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지	불안해	하고	있다.

아~	얼마나	합창단에	더	다닐	수	있을까?

2016년 리코더 합주 사진(필자 청색상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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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접속하려면	코트넷	초기	화면	왼쪽의	업무	관

련	프로그램	중	‘열린법률지식백과’	바로가기를	누르시

면	되고,	초기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온라인 주석서 

열린법률지식백과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비

스는	온라인	주석서입니다.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발간

한	기본법	주석서와	로앤비에서	발간한	21개의	특별법	

주석서(온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	업무	등을	위하여	문헌	검색을	할	때	종합

법률정보	시스템의	문헌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법원도서관은	1997년부터	약	20년간	법원도서

관	소장	문헌의	저자	등으로부터	저작물	사용	동의를	받

아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해왔고,	그	결

과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에	약	80,000건의	문헌	원문을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저작물	사용	동의를	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법원도서관은	한정된	예산으로	원문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고	있고,	저작물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한	문헌

은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에	원문을	수록할	수	없으므로,	

꼭	필요한	문헌인데도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에	원문이	

수록되어	있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의	문헌	서비스	외에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헌을	검색하는	방법에	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	내용은	열린법률지식백

과	시스템,	디지털도서관의	웹	디비,	코트넷	지식광장,	

국회전자도서관입니다.	

1. 열린법률지식백과 시스템

법원도서관이	2014년	개설한	열린법률지식백과	시스템

은	온라인	주석서,	재판실무서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공감으로   • 조사심의관 코너

전산 시스템을 
이용한 문헌 검색
글_나윤민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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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실무편람은	대외비	도서로	분류되어	법관에게

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 통합검색

열린법률지식백과	시스템은	엄선된	재판실무서들을	대

상으로	통합검색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열린법

률지식백과	시스템의	통합검색으로	여러	재판실무서에	

흩어져	있는	관련	자료를	한	번의	검색으로	찾아볼	수	있

습니다.		

2. 디지털도서관의 웹 디비(Web DB) 

디지털도서관의	웹	디비를	통하여	종합법률정보	시스템

에서는	원문이	보이지	않는	논문의	원문을	볼	수	있습니

다.	제	경험으로는,	웹	디비를	통하여	근래	발간된	국내	

논문의	원문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도서관은	사법부	전산망	외부에서	자료를	받아	

제공하고	있어	보안상	망분리된	법원에서는	가상망에서

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도서관에	접속하려면	가

상망	코트넷	초기	화면	왼쪽의	업무	관련	프로그램	중	‘디

지털도서관’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되고,	웹	디비는	디지

털도서관	초기	화면	오른쪽의	‘Web	DB’	바로가기를	누

르시면	됩니다.	

주석서를	참고하려고	하는데	찾고	있는	조문에	관한	주

석서만	없어	다른	방에서	빌려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럴	때는	코트넷	왼쪽	‘열린법률지식백과’	시스템을	이

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재판실무서 

열린법률지식백과	시스템에는	법원실무제요,	재판실무

편람,	사법연수원	교재,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를	수록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각종	업무편람,	매뉴얼	등	실무에

서	널리	이용되는	문헌을	선별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가. 국내 웹 디비

국내	학술지,	학위	논문	등의	원문을	제공하는	‘한국학

술정보	KISS’,	‘누리미디어	DBpia’를	통하여	수많은	논

문의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2016.	5.부터	‘교보문고	

SCHOLAR’도	웹	디비에	추가될	예정이니	많은	이용	부

탁드립니다.	

그	밖에	노동법	관련	중앙경제	eLabor,	조세,	회계	관련	

삼일아이닷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해외 웹 디비

해외	웹	디비로는	영미	법률	관련	Westlaw,	HEINON	

LINE,	EBESCO,	일본	법률	관련	D1-Law,	TKC,	독일		

법률	관련	beck-online,	juris,	프랑스	법률	관련	Lex	

isNexis,	유럽	경쟁법	관련	LexisNexis	Competition	

Law,	중국	법률	관련	CKLD	등이	있습니다.	

Westlaw는	이용법을	익히기가	까다로웠으나	근래에	구

글과	같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아래

는	Westlaw	검색창에	‘same	sex	marriage’라고	입력하

여	검색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혼	합헌	사건의	판결

문	중	결론	부분입니다.			

No union is more profound than marriage, for it embodies the 
highest ideals of love, fidelity, devotion, sacrifice, and family. In 
forming a marital union, two people become something greater 
than once they were. As some of the petitioners in these cases 
demonstrate,marriage embodies a love that may endure even 
past death. It would misunderstand these men and women to 
say they disrespect the idea of marriage. Their plea is that they do 
respect it, respect it so deeply that they seek to find its fulfillment 
for themselves. Their hope is not to be condemned to live in 
loneliness, excluded from one of civilization’s oldest institutions. 
They ask for equal dignity in the eyes of the law. The Constitution 
grants them that right.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Sixth Circuit is 
reversed.

It is so ordered.

웹 디비 수록 논문 등(2016. 4. 기준)

KISS 발행기관 1,358개, 간행물 3,448종

DBpia 발행기관 1,235개, 간행물 2,145종

SCHOLAR 발행기관 426개, 간행물 61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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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트넷 지식광장 

2008년	개설된	코트넷	지식광장에는	법원	가족들이	업

무를	처리하면서	흘린	땀방울이	배어	있는	생생한	자료

들이	무척	많습니다.	지식광장에	수록된	지식을	통하여	

법원	가족들의	노하우를	쉽게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정

식으로	발간된	문헌	검색으로	필요한	자료를	찾지	못하

신	경우,	코트넷	지식광장의	통합검색을	이용해보십시

오.	깜짝	놀랄	만한	자료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4. 국회전자도서관 

사법부	법률정보시스템을	모두	검색했는데	필요한	문

헌을	찾지	못하였을	때에는	국회전자도서관(http://

dl.nanet.go.kr)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전자도서

관은	법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관하여	방대한	원

문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고,	누구나	인터넷으로	

회원가입만	하면	문헌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밤늦은	시간에	급히	필요한	자료를	찾지	못하여	당

황하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회전자도서관

에서	검색을	하였는데	이곳에서	결정적인	자료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국회전자도서관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중	‘협정기관	이

용자’라고	표시되어	있는	문헌은	전산상	원문을	볼	수는	

없으나	법원도서관이나	각급	법원	도서실에	요청하시면	

원문	사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인보다 더 심오한 결합은 없다. 혼인은 사랑, 충실, 헌신, 희생, 가족

의 가장 높은 이상을 구현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혼인관계를 이룸

으로써 과거의 자신보다 더 위대해진다. 이러한 사건들의 일부 원고

들이 밝히듯이, 혼인은 심지어 죽음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사랑을 

상징한다. 그들을 혼인제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일컫는 것

은 그들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들은 혼인제도를 존중하고 있고, 진정

으로 이를 존중하기에 그들 자신들도 혼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요청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문명사회의 가장 오래된 제도에서 배제

된 채 외로이 살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은 법 앞에서 동등한 

존엄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은 그들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

한다. 

제6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한다.

이상과 같이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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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결심한 A남과 B녀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서울 직장 근처에 전셋집을 얻기 위해 

부동산 사무소를 돌아다니던 중 유난히 전세 

금이 싼 집(보증금 3천2백만 원)을 발견하였 

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2015. 12. 1. 

에 채권 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소액보증금은 무조건 보장된다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임대인 C의 말을 믿고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6. 2. 1. 

퇴근한 A에게 B가 법원에서 온 서류라며 “채무자에 대한 2016

개회OOO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

로 시작하는 종이를 내밀었고, 자세히 살펴보니 채무자 이름이 

바로 임대인인 C였습니다. A와 B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법제상	종종	저당권자와	유사하게	

취급되는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갖

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이하	법

명	생략)는	파산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다른	일

반의	개인회생채권보다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는	하지

만,	이	채권은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어서,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기보다는	별제권부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하여	취급한다는	것은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질상	준용될	수	없는	것은	제외하고	나

머지만	적용된다는	의미이므로,	저당권	등의	별제권자

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

진	사람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

요가	있습니다.

저당권	등	별제권자는	①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	

또는	폐지결정이	있은	이후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절

차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고,	②해당	경매절차에서	변제

받지	못한	채권액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절차상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

매신청을	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위	①

의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

되기는	하지만,	법	제415조에	의하면,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에	관하여	그	임차인이	그	주택	및	상가건물에	대하

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권한이	있다고	해

석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설문의	A와	B는	이	방법으로

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위	②의	방법이	가능한	지	살펴봅니다.	②의	

방법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절차상으로	변제받는	방법

이므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권이	없는	임차보

증금반환채권자는	다른	저당권자	등이	신청한	경매절차

에서	배당을	요구하여	받은	후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금

액에	대해	개인회생절차상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

서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자	D가	존재한다면,	D가	신청

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고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

해	개인회생절차상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면?

공감으로   • 생활법률

글_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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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법률	용어는	일반인들에게는	참	어렵다.	이를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바꾸는	통·번역가들에게는	어떨

까.	정치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통·번역	과정에	많은	이

해와	학습이	필요할	것	같다.	그	나라의	문화적	배경과	정

치	및	법	제도	등을	훤히	꿰뚫고	있어야	곡해	없는	올바른	

통·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0일,	대법원에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에서			

‘정치법률번역’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원생	30여	명이	방문

했다.	마냥	어렵게만	느껴졌던	정치법률번역에	조금은	자

신감을	얻어가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다.	

대한민국	법원의	역사와	법정의	모형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법원전시관부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세월호	사

건과	임병장	GOP	총기난사	사건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

결이	열린	대법정과	소법정을	둘러본	학생들은	뉴스로	본	

그	현장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설레는	표정들이었다.		

이어진	문성호	판사와의	대화	시간에는	그들의	궁금증도	

봇물	터지듯	터졌다.	“법원전시관	법정	모형을	둘러볼	때	

책상	위에	모니터가	있던데	그것은	왜	그런가요?”	한	학생

이	질문을	하자,	문성호	판사가	알기	쉽게	설명했다.	“현

재	대한민국은	형사재판을	빼고	모든	재판은	전자소송이	

가능해요.	그렇다보니	종이	대신	모니터와	스크린이	필요

하죠.	전자소송은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이뤄지며	단,	국

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은	모두	전자소송으로	진

행합니다.”	“그럼,	법정에서는	어떨	때	통역사가	필요한가

요?	통역을	잘못하면	처벌을	받나요?”	한	학생이	손을	들

어	전공과	관련된	질문을	던졌다.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

화사회다	보니	이와	관련	통역사가	필요할	때가	더러	있어

요.	저의	경험으로는,	서울행정법원	근무	시	난민재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통역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한	예로,	“양다리”를	“가교”로	잘못	통역

한	경우가	있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단어	하나	차이

로	판결이	정말	달라질	수	있거든요.	보통	통역사의	실수

는	처벌을	하지	않지만,	고의를	갖고	허위로	통역할	경우

는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문성호	판사의	답변이	끝나자

마자	또	다른	학생들의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사

법부	통·번역	수요는	어떻게	되냐”며	한	학생이	질문을	하

자,	문성호	판사는	“외국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일부	

법원에는	외국인	전용창구가	개설돼	있는데	앞으로	그	수

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법원

도서관에서	제작한	영문판례서를	참가한	학생들에게	선

물로	나눠주기도	했다.

“법률	용어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주신	영문판례서

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견학은	대한민국	법원

과	법정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법원의	역사도	훑은	

만큼	이를	머릿속에	시각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

아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지희	학생)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생의 대법원 견학

“ 어려운 정치법률 
 통·번역에 자신감 충전”

공감으로   • 법원으로의 초대

글_김화숙·사진_이지아



법원	사람들의	새로운	스타일	도전과	삶의	이야기를	담는		코너로,	

헤어부터	의상까지	스타일	변신의	기회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5월, 감격스러운 표정

으로 반지를 받던 새 신부는 어느덧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그리고 10주년을 기념하며 이

날 다시 새하얀 웨딩드레스와 색이 고운 한복

을 입어보았다. 이제는 능숙한 손길로 아이들

을 챙기고 어르는 그녀는 10년 전 자신의 모습

보다 지금이 훨씬 덜 예쁘긴 해도 지금이 10년 

전보다 100배는 더 행복하다고 말한다. 리마

인드 웨딩사진만 봐도 그녀가 느끼고 있는 행

복감이 듬뿍 묻어 나왔다.   
글_강나은·사진_이성원

10년 만에 돌아온 
5월의 신부

박정현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무관

행복으로  • 스타일링 Q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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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에서 올린 결혼식을 추억하며 

박정현	사무관은	올해로	결혼	10주년을	맞이했다.	많은	

하객을	초대해	공식적으로	올린	결혼식은	9월이었지만	

성당에서	조촐하게	반지를	주고	받은	결혼식은	2006년	

5월이었다.	이날	10년	전	그	결혼식이	더욱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건	그녀의	9살	난	첫째	아들이	엄마의	사진을	

찍어주고	있어서였는지도	모른다.	

한	명도	낳기	힘들다는	요즘,	세	명을	낳아서	기르고	있

는	다둥이	엄마인	그녀는	이제는	육아의	달인으로	불릴	

만큼	아이	돌보기에	능숙해졌다.	하지만	그녀도	첫째	아

이를	대할	때는	모든	것이	서투른	초보	엄마였다.	

“사실	나이	때문에	첫	애는	빨리	가지려고	노력하긴	했

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육아	초보인	남편과	저	둘	다	어

쩔	줄을	몰라	했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곧	둘째가	생겼

어요.	전화로	남편에게	‘당신	두	아이의	아빠가	될	것	같

아’라고	말했더니	남편도	마냥	좋아하기보다는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셋째도	계획에	없었던	건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둘째를	

낳고	난	뒤	체력을	기르겠다며	헬스를	등록하고	삼	개월

간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셋째	

소식을	들은	남편은	이날	연애	중에도	선물한	적	없었던	

꽃다발을	그녀의	품에	안겼다.	그렇게	그녀는		9살	아들,	

7살	아들,	6살	딸을	둔	엄마가	되었다.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등교

시키고,	남편과	함께	출근하고,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서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을	마치면	밤	11시예요.	그럼	남편

과	저	둘	다	파김치가	되어서는	차	한	잔	마시고	바로	잠

이	들죠.”

그나마	지금은	아이들이	자라서	손이	덜	가지만	큰	아이

가	네	살	때는	정말	육아와	일을	병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

았다.	아픈	어머니를	돌보느라	충주에서	법원까지	한	달

간	출퇴근을	했다.	게다가	딱	그	시기	즈음	아이들이	줄

지어	수족구병과	감기를	앓느라	일	년간	병원	문턱이	닳

도록	드나들어야	했다.

“솔직히	아이	여럿을	키우는	게	정말	힘들어요.	힘이	안	

든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하지만	힘든	것보다	몇	천

배	큰	기쁨이	있어요.	저희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거실

에서	다	같이	자는데	그	모습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것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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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파악할	수	있어요.	경기가	좋을	때는	법인등기를	할	

때	증자	등기가	많아요.	반대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청

산이	많이	들어오고요.	예를	들어	협동조합	육성	정책을	

펼치면	협동조합	설립	등기가	엄청	들어와요.	그러니까	

경제,	사회	문화가	모두	제가	하고	있는	등기업무와	연결

이	되어	있어요.”	

그녀도	신입사원	시절에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

루는	법인	등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같은	회사에서	몇	분	

차이로	각기	다른	대표이사	이름을	올리는	등기가	연달

아	들어온	적도	있다.	사실	등기	업무에서는	형식적	심사

가	원칙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등기를	처리해주고,	뒤

늦게	들어온	등기는	각하해야	한다.	하지만	그녀는	일주

일	넘게	고민을	하며	이	사건을	풀어내려고	애썼다.	결국	

그녀는	양	측의	법무사들만	남겨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

누었다.	‘법원에서	계셨던	분들인	만큼	솔직하게	말씀해

달라’는	그녀의	말에	한	법무사가	위조를	고백했다.	다행

히	회사	내에서도	양측이	타협을	해서	한	쪽에서	등기를	

취하하겠다고	알려왔다.	그녀의	작은	관심이	위조	사건

을	막은	것이었다.	

등기업무는	이런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아도	어렵고	힘

들다.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등기가	접수	완료되

어야	하기	때문에	야근을	해서라도	처리를	해야	한다.	하

루	종일	문서와	씨름하다보니	눈이	나빠지고	거북목이	

되기도	쉽다.	

“그래도	뿌듯하잖아요.	상상해보세요.	처음	집을	샀을	

때,	처음	회사를	차렸을	때,	국가가	기록하는	장부에	내	

이름이	찍혀있는	걸	확인하는	순간	얼마나	기분이	좋겠

어요.	힘든	업무지만	일에	대한	보람이	커요.	그리고	등

기	업무에	숙련된	분들을	보면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시

거든요.	새로	입사하시는	등기직렬	사무관	분들도	자부

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더라도	무엇인가를	이루고	난	뒤의	달콤함을	아는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행복함이	물씬	드러나는	웃음을	

띤	채	포즈를	잡았다.	앞으로	10년	뒤	지금보다도	더	커

질	행복함을	기다리며.

냥	행복해요.	아이들이	막	여기로	굴러가고,	저기로	굴러

가고	코	골고,	발로	이불을	걷어차고,	방귀	끼고,	아주	난

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쁜지	몰라요.	

낮에	힘들었던	게	다	보상이	되죠.”

힘든 만큼 가치 있는 또 한 가지

그녀는	힘든	만큼	가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로	자신이	하

고	있는	일을	꼽았다.	그녀는	등기직렬	사무관으로	입사

해	지금까지	등기업무를	하고	있다.	10년	넘게	같은	업무

를	하다보니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일반	법인등기	등	등기	업무는	

그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인지	익숙해질수록	더	재미있

어요.	예를	들어	상속	등기를	처리할	때	돌아가신	분들

의	생년월일을	볼	때면	제가	처음	일을	할	때보다	세월

이	많이	흘렀다는	생각도	하고요.	요즘	경제상황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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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 s h i o n
-

첫 번째 리마인드 웨딩 콘셉트에 맞는 웨딩드레스 

입니다. 보통 많이 입는 벨라인 탑 드레스보다는 

체형을 보완해줄 수 있는 슬림한 라인의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어깨를 덮어 우아한 디테일을 살리고, 

밋밋하지 않도록 비즈를 달아 여성스러움을 한층 

돋보이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물방울 모양의 큐빅 

이어링까지 더한다면 고급스러움을 더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제 막 폐백을 마치고 나온 듯한 느낌을 주는 

당의한복입니다. 화사한 노란색 저고리와 새 신부의 

설렘이 느껴지는 핑크색 치마로 단아함을 표현했고, 

한복에 딱 어울리는 핑크색 복주머니 가방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한복을 입을 때는 긴 머리를 

늘어뜨리는 것보다는 하나로 묶는 것이 깔끔하고 

정갈해 보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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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톤 밝은 파운데이션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피부톤과 

피부결을 정돈하고, 잡티를 촘촘하게 가려주었습니다. 

또한 신부화장이라고 해서 과한 메이크업을 하기보다 

는 이목구비를 살짝 강조하고, 피치와 핑크가 가미된 

컬러를 사용해 자연스러우면서도 화사한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머릿결이 좋아 보일 수 있도록 

머리카락을 펴는 동시에 컬을 넣어 연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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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님은 이목구비가 예쁘셔서 피부톤과 피부결 

정돈만 잘 해주신다면 훨씬 얼굴이 화사해 보이실 

것 같습니다. 또한 머리숱이 많고 곱슬인 헤어는 

잘못하면 얼굴이 커보일 수 있는데요. 매일 관리가 

힘드시다면 볼륨매직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의상은 데일리하거나 스타일리시한 의상이 아니 

었는데요. 평소에는 이날 입고 오신 어두운 의상 

보다는 화사한 컬러로 입으시면 더 잘 어울리시겠 

네요.

- 장빛나 스타일리스트 -

박정현 님을 

위한 스타일링 TIP

처음 집을 샀을 때, 

처음 회사를 차렸을 때, 

국가가 기록하는 장부에 

내 이름이 찍혀있는 걸 

확인하는 순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힘든 

업무지만 일에 대한  

보람이 커요. 새로 

입사하시는 등기직렬 

사무관 분들도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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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믿으세요! 
아이를 믿으세요!
육아 멘토 오은영 원장 

육아계의 유재석, 국민 부모 멘토. 아이 교육

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오은영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특히 2006년부터 9년 동안 진

행된 프로그램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로 

그를 기억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15년 넘게 아동학대예방센터 전문위원으로 

일했던 오은영 원장은 현재 오은영소아청소

년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글_김은성·사진_고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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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국을 돌며 육아 강연을 하면서 만난 부모만 15만 명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선생님께 어떤 질문

들을 하는지 어떤 점을 힘들어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의	가장	큰	감정은	‘불안’이에요.	물론	부

모들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불안을	기반으로	살아가기에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같은	

문제가	터져나오는	것이겠지요.	부모들이	자신의	양육방

식을	너무도	믿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잘하는	걸까요?”	

“이	방식이	옳은	걸까요?”라며	끊임없이	회의하고	자료

를	찾아보는데요.	웹에서	육아	정보를	검색하면	어쩜	그

렇게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른지.	아이	간식	하나까지	모

두	엄마	손으로	만드는	‘완벽한	엄마’는	또	얼마나	많은

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불안을	부추깁니다.	예컨대	어떤	

엄마는	아이가	갑자기	울면	우는	아이를	옆에	두고	몇	시

간씩	그	이유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그럴	시간에	

아이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어야	하는데	말이죠.	

Q 이러한 환경에서 ‘부모가 꼭 지켜야 할 것’에 대해 생각

하셨을 듯 합니다.

내가	이상한	부모인지	의심하고	그	안에서	위축되면	아

이는	건강하게	자라지	못해요.	“제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두려워요.”	눈물	흘리며	이렇게	

호소하는	엄마들이	정말	많아요.	안타깝지요.	손을	꼭	잡

아주며	말합니다.	“그냥	부모가	되면	됩니다.	꼭	좋은	부

모가	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의	아이에게	필요한	건	완벽

한	부모,	대단한	부모가	아니에요.	자신의	말을	잘	듣고	

공감하는	부모가	필요하지요.”

Q 엄마들과 아빠들의 고민은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요즘	부쩍	박탈감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아빠들이	많습니

다.	텔레비전	육아	프로그램을	보면	아이들과	정말	잘	놀

아주는	연예인	아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좋은	곳도	많

이	다니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들	저렇게	아이와	친밀

하게	잘	놀아주는데	나는	모자란	아빠인가	보다,	생각하

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방송과	현실이	같을	수는	없어

요.	바쁜	회사생활	틈틈이	짬을	내어	놀아주고,	그	시간의	

질이	높도록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권유합니다.		

Q 최근 아동학대 및 살해 뉴스가 보도돼 많은 사람들이 충

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에게도	질문이	오는데요,		

“사회가	더욱	각박해져서	그럴까요?	어떤	사회적	요인이	

이런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일까요?”라고	물으시면	저는	

그래요.	“그	부모가	이상한	사람들인	겁니다.	본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나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대부

분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본능적으로	사랑해요.	그런

데	사건의	부모는	본래	인격에	큰	문제가	있고	일찌감치	

치료를	받았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린이는	사회

의	약자	중에서도	특히	약한	존재이고,	가족	안에서	은밀

히	벌어지는	폭력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은	무척	늦

게	알려져요.	그러다	보니	오래	묵은	사건들이	일순간	쏟

아져	나오는	일도	많지요.	

Q 긴 시간 아동학대예방센터 전문위원으로 일하셨습니

다.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이는	부모가	키워야지”라는	생각

이	강한	나라에요.	그러다	보니	폭력	부모에게로	아이를	

양육에 공식은 없어요. 하루 

3시간은 놀아줘야 한다거나 

출산 후 몇 년은 엄마가 

양육해야 한다거나 그런 

법칙은 잊으세요.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 상황에 

맞춰 기르면 됩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믿자, 내 

아이를 믿자’는 대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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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	저는	모든	종류의	체벌은	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성

적	체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매’란	말도	모순이

고요.	아이를	단	한	대라도	때리는	순간에	아이는	폭력에	

굴복하게	됩니다.	“힘으로	사람을	누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내	아이가	무력에	눌려서	말을	듣

는	상황을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논리로	가르쳐야지요.	

상담시	어떤	부모는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체벌할	수	있

다”고	고집하는데	저는	대답하지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말로	훈육하세요.”

Q 어린 시절 어떤 훈육을 받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팔삭둥이로	태어났어요.	출생	직후	2㎏이	안	됐지만	

그때	병원엔	인큐베이터가	모자라	퇴원해야만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집의	온도와	습도

를	임산부의	태내	환경과	유사하게	맞추어	놓을	정도였으

니	말	다했죠.	해외	의학	서적을	구해	공부해	가며	건강하

게	키워내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래도	크는	동안	밥을	잘	못	먹고	내내	병치레가	많았는

데요.	부모님께서	힘든	내색을	전혀	안	하신	점이	정말	감

사하지요.	어머니는	“네가	병원	단골인	걸	보니	의사가	되

려나	보네”라며	웃으시기만	했어요.	그	모습이	여전히	생

생하게	기억이	나는	걸	보니	정말	고마웠나	봐요.	대학	입

학	전까지도	음식을	가려	먹는	아이였는데	한번도	윽박지

른	적이	없으셨고요.	“뭐가	먹고	싶니?	언제든	이야기해.	

엄마가	다	만들어	줄게”	늘	그렇게	다정하셨어요.	아버지

도	마찬가지셨는데요.	한번은	크리스마스	때	동네	가게에	

걸린	스케이트를	보고	사달라고	했거든요.	당시	저희	집	

사정이	그리	넉넉지가	않아서	바로	사주시지	못했어요.	

아버지께서	언젠가	꼭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초

등학교	졸업	무렵	정말	그	빨강색	스케이트를	선물해	주셨

어요.	저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무려	6년	동

안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약속을	꼭	지키는	멋진	사람

이구나,	정말	나를	사랑해주시는구나	싶어	가슴이	뛰었어

요.	정말	좋은	부모님	아래	자랐다고	생각하고,	늘	감사해

하는	부분입니다.

돌려보내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말	

너무도	안타까웠지요.	한번은	계모가	아이를	밀어서	아

이가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이

미	폭력이	반복됐기에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격리	조치

를	권고했고	제가	아이를	치료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아

이를	계모에게	돌려보냈던	것이지요.	‘그래도	아이는	제	

부모가	키워야	한다’는	게	이유였죠.	아이를	떠나	보내고	

마음이	아파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현재

는	그	시절보다	법조항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까지	많이	

달라졌습니다.	

Q 꼭 극단적 폭력까지는 아니더라도, 훈육 중 체벌에 있어 

과한 부모가 많습니다. 또 체벌을 해야 하는지 아닌지 여전

히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요.

상담을	하면	부모들이	정말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이	‘체

벌’이에요.	체벌	도구를	지정하고,	아이에게	“몇	대	맞을

래”	물어보고	정해진	만큼만	때리면	안	되는지	물어요.	매	

대신	손을	들고	있는	식으로	벌을	주는	것도	안	되는지	묻



Q 요즘 아이들은 인내심이 없다거나 시련에 약하다는 말

이 많습니다. 

일정	정도는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

신의	아이가	위기를	겪게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

는데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없이	밥을	못	먹겠다고	아이

가	떼를	쓰면,	아이가	울거나	밥을	안	먹을까	봐	허용해	줍

니다.	아이가	걷기	싫다고	하면	차를	태워주고	뭘	사달라

고	하면	최대한	사주려	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참

을	수	있는	능력,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하는	의

무가	있어요.	학자	도널드	위니캇에	의하면	“사람이	인생

을	잘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동력이	‘공격성(aggression)’이

다”라고	해요.	그러한	공격성을	기르도록	이끌어야	합니

다.	역경을	딛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	힘,	도전,	인생의	고

비를	뛰어넘는	것,	새로움을	창조하는	것,	누군가	나를	비

난해도	당당한	것,	그만	두고	싶을	때	끝까지	버티는	것...

이런	것이	그가	말하는	공격성입니다.	난데없이	화를	내

는	것이	아니고요.

	

Q 소리치고 반항하고 드러눕고…. 아이를 컨트롤하지 못

할 때 동요하지 않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네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

리겠다”고	뚝심있게	버텨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행동

에	대해	동요하지	않으면	어느새	아이는	진정하게	될	거예

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반복하는	연습을	통해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Q <법원사람들>을 읽는 독자들에게 특히 해주실 조언이 

있으시다면요. 

대한민국에서	법조계에	종사한다는	것은	상위	몇	퍼센트

의	높은	학습	능력과	성취	에너지를	지녔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가	그러한	스스로를	인지하고	아이를	대

하는	게	중요해요.	본인	자신이	가진	‘공부를	잘하는	재능’

이	아주	드문	것이란	걸	아시고	아이가	자신과	다를	수	있

다는	걸	생각하셔야	해요.	예컨대	학력이	높은	부모는	공

부를	안	하는	자녀를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특히	아이가	

지능이	높으면	더	그래요.	그	좋은	머리로	왜	노력을	안	하

는지	속이	터지죠.(웃음)	그런데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재능이거든요.	아이가	공부	외에	다른	재능이	있을	수	있

다는	걸	아셔야	해요.	

Q 마지막으로 오늘도 고군분투 중인 모든 부모들에게 귀

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양육에	공식은	없어요.	하루	3시간은	놀아줘야	한다거나	

출산	후	몇	년은	엄마가	양육해야	한다거나	그런	법칙은	잊

으세요.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	상황에	맞춰	기

르면	됩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믿자,	내	아

이를	믿자’는	대원칙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세상을	바라

보는	최초의	창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대하

는	사람이	부모이고,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하냐

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믿으

세요.	믿기	어려우면	작은	싹이	보일	때까지	계속	노력하

세요.	그	믿음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내	아이를	지킬	힘이	

될	것입니다.

• 6월호 명사는 이왈종 화백입니다. 5월 18일(수) 오후 2시에 인터뷰 예정

이니 동행을 원하시는 법원직원들은 이메일 ‘법원사람들@scourt.go.kr’

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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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반복되는 슬럼프는…

30대	초반	남성	직장인입니다.	해마다	두

세	번씩	슬럼프가	찾아와	애를	먹고	있습

니다.	벌써	2주째	야근하며	일을	붙잡고	

있는데	업무	진행률은	제로입니다.	기한

은	다가오는데	좋은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고….	매번	위기를	맞이할	때면	이런	저

런	방법으로	극복했는데	이번에는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속	반복되

는	슬럼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글 윤대현	교수 ______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저서로는 <윤대현의 마음성공>, <마음 아프지 마> 등이 있으며, 라디오 <윤대현의 마음연구소>를 진행하고 있다.  

행복으로  • 심리 상담소

2주	연속	야근을	하고	계시다니	성실하고	열정적인	분이라	느껴집

니다.	자신을	밀어	붙여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을	때의	성취감을	이

미	경험했고	그런	쾌감을	즐기시는	분이란	느낌도	듭니다.	이런	캐릭

터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멋진	주인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자

신을	한계까지	밀어	붙여서	위기를	극복하고	성취하는	모습에	매력

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생활에선	이렇게	밀어	붙이는	형태로만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의	에너지도	고갈되기	쉽고	일의	효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심리

적으로는	불안	중독	현상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성취를	

이루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자동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

를	들어	2주간	야근을	하며	시간에	쫓기며	업무를	수행할	때	뇌는	전

투	상황인	것입니다.	전투를	할	때	주로	쓰는	감정	신호가	불안입니

다.	불안은	생존	행동을	일으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

을	높여	전투적으로	나를	밀어	붙인	상황에서	성취를	이루게	되면	불

안을	느껴야만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뇌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할	때	불안하지	않으면	불안하게	됩니다.	불

안하지	않으면	일을	잘	마치지	못한	것	같은	불안이	생기기	때문입니

다.	불안이	불안을	만드는	꼴이	됩니다.	

때론	불안	주도형	공격적	업무	스타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단기

적으로	위기를	돌파할	때	유용합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이런	스타

일로	업무를	하다보면	과불안	상태가	돼	전반적인	뇌의	기능이	떨어

집니다.	의욕도	줄고	창조적	사고도	잘	되지	않게	됩니다.	장기적으

론	삶의	성취를	오히려	떨어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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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남편,	왜	이럴까요?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일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차

라리	걸리지를	말던가!	저한테	늘	걸리는	

게	문제예요.	왜	거짓말을	하냐고	물어보

면	제가	싫어하니까,	그리고	저랑	싸우기	

싫어서랍니다.	아니!	거짓말하다	걸리면	

더	싸우는데	말이죠.	우리	남편	왜	이러

죠?	남자들	다	이런가요?	정말	이해	안	

돼요!

저도	뜨끔해지는	사연입니다.	거짓말에	대한	연구를	보면,	남자들이	

대체로	여자보다	거짓말을	더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정말	평생을	간직하는	깊숙한	거짓말은	여성에게	더	많다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남자들이	거짓말을	좀	쉽게	하는	편이고	걸리기도	잘	

한다는	것인데요.	영국	연구에서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지금	집에	들어가는	길이야’라고	하니	동서양	남자들이	아내한테	혼

날까	봐	거짓말로	대충	둘러대는	것은	비슷한	듯합니다.	아내가	화내

고	걱정하는	것이	싫어서	하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남편들은	항변

하지만,	거짓말임을	알게	된	아내의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감입니다.	남편이	나에게	거짓

말을	한	것을	알았을	때	공감의	느낌이	사라지기에	속상하고	분노하

게	됩니다.	여성은	공감의	느낌이	사라지면	남성이	나를	소중히	여기

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	자체가	후회되기까지	합

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여성을	무

시하는	것이냐고	아내	분들	속상해	합니다.	

그러나	남자의	마음을	좀	변호해	본다면,	아내를	무시해서	꼭	남편들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들이	센	척하지만	의외로	마음

이	굉장히	여립니다.	아내들이	왜	이렇게	늦게	들어	왔냐고	또는	매

일	술을	이렇게	먹을	것이냐고	잔소리를	해주면	사랑으로만	느껴지면	

좋은데	좌절감이	찾아	오게	됩니다.	나는	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못난	남자라고	말이죠.	남자는	내가	강하고	멋있다고	느낄	때	

자존감이	올라가는데	그렇지	못하니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의	잔소리가	싫어	거짓말을	하던지	화를	내던지	아

니면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남자의	거짓말을	합리화하려는	것은	아니고	부부	갈등이	남녀의	심

리적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말씀	드리려고	한	것

인데요.	남녀가	잘	지내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남편의 하얀 거짓말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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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장 뜨거운 남자 배우를 얘기하라면 단연 송중기가 아닐까. KBS <태양의 후예>로 그는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까지 최고의 스타 반열에 올랐다. 그런데 그의 직업이 재벌2세도 변호사도 아닌 군인이라는 점이 더 눈길을 끈다. 

그것도 수시로 국가의 부름을 받아 전장으로 날아가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전투도 해야 하는 군인. <태양의 

후예>에서는 이 군인이라는 직업이 대단히 매력적으로 그려진다. 심지어 “말입니다”라는 군대 말투는 마치 

유행어처럼 남녀노소가 일상에서 따라하는 현상을 만들었다. 물론 거기에는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판타지가 존재하지만 적어도 한때 ‘군바리’라고까지 비하되며 불렸던 군인이라는 직업이 

새삼 친근하게 다가오게 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글_정덕현(대중문화	칼럼리스트)

군대 안을 관찰카메라가 찍는다?

사실	군대만큼	폐쇄적인	집단도	없다.	또	그것은	응당	비

밀유지를	위해	그래야만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	

MBC	<진짜사나이>가	군대	안에서	관찰카메라를	찍는다

고	했을	때	그건	아예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진	게	사실이다.	

물론	MBC측은	과거	<우정의	무대>를	실례로	들어	이	프

로그램이	군대의	이미지를	바꿔줄	수	있을	거라	설득했지

만	실제로	군은	그	프로그램의	형식이	관찰카메라라는	점

에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다행스럽게도	한	고위급	장교

가	호의적인	입장을	설파했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방

송이	나갈	수	있었다.	방송이	나간	후	의외로	반응이	좋

자	이제는	여러	부대에서	서로	참여의사를	밝히는	상황

이	됐다고	한다.	

물론	<진짜사나이>의	내무반은	실제	보통의	군대	내무

반이	아니라	방송을	위해	특별하게	제작된	내무반이고,	

거기	참여하는	일반	사병들은	선별된	인원들인	게	맞다.	

물론 송중기 같은 군인이 
어디 있겠냐마는…

<태양의 후예>부터 <진짜사나이>까지 친숙해진 군대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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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진짜사나이>는	일반	사병들과	군	

체험을	하러	들어온	연예인들이	서로	교감하는	장면을	통

해	군대와의	소통의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얻었다.	그	체험

의	폭이	지금은	점점	넓어져	‘여군특집’은	물론이고	‘중년특

집’까지	방영되고	있다.	

<진짜사나이>가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건	그것이	군	

홍보라기보다는	군대와	일반인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데	더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이다.	남자들만	관심을	갖던	군

대는	당사자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사실	아버지,	어머니,	동

생,	누나	같은	보편적인	관심사라는	게	<진짜사나이>를	통

해	확인됐다.	군대이야기를	이제	누구나	관심을	갖고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유머, 군대를 친근하게 하는 코드들

<태양의	후예>에서	유시진이라는	군인이	특별하게	보이는	

건	그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걸	오히려	농담으로	풀어내

는	캐릭터라는	점	때문이다.	그는	마치	아우슈비츠에	끌려

간	<인생은	아름다워>의	아버지가	그	비극을	아들에게	감

추기	위해	짐짓	농담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거기에

는	상대방을	걱정	끼치지	않으려는	극도의	배려가	깔려	있

다.	<진짜사나이>는	혹독한	군	생활을	웃음의	코드로	바꿔	

보여준다.	실제로는	관등성명	하나	대는	것이	얼마나	군인

을	긴장시키는	일인가.	하지만	그	버벅	대는	모습은	관찰자

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웃음을	주고	나아가	인간적인	느낌

으로	다가온다.	

그러고	보면	웃음과	유머는	일찍부터	군대라는	딱딱한	조

직을	부드럽게	보여주는	최적의	장치들이었다.	한때	<푸른

거탑>은	군	소재	이야기를	가져와서	특유의	시트콤식	콩트

로	풀어내며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고,	<레미제라블>을	패

러디한	<레밀리터리블>은	그	진지함과	유머로	우리나라

는	물론이고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미국	언

론에도	호평을	받았다.	또	당시	싸이의	신곡이었던	<젠틀

맨>을	패러디한	이른바	<젠틀병>이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

었고,	<진짜사나이>에서도	훈련	받은	내용을	군	부대에서	

UCC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즉	군	소재	콘텐

츠들은	패러디라는	형식으로	훨씬	다양하고	재밌는	군

대	상황을	묘사	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

가갈	수	있었다.

대중들과 소통하는 열린 군대

물론	이런	대중문화의	노력들이	대중들에게	군대가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오게	해주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군대	문화가	단번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군대

의	많은	사건사고들이	지금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과	충격을	주기도	하는	게	현실이니	말

이다.	또	군대에	대한	이런	막연한	부정적	인식은	군	입

대를	꺼리고	나아가	기피하는	일까지	만들어내기도	한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닫힌	군대조직이	대중들

과	대중문화를	통해서나마	소통하는	건	좀	더	나은	군대	

문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군대는	그	조직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개방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폐쇄적으

로	운영되는	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보안이	필요한	부

분들이야	철저히	비밀이	지켜져야	하겠지만	또한	대중

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들이	마련된다는	건	어

떤	면에서는	군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좀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군대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데	꼭	필요한	일로	

보인다.	물론	송중기	같은	군인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

도	그런	이상을	세워두는	일은	바람직해	보인다.

▲MBC <진짜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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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법관 단장된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2016. 3. 30.(수) 15:00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 및 수석

부장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기 부산법원 어린이법관 

& 멘토법관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어린이법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

지고 있는 김주호 부장판사(제1형사부)를 멘토법관 단장

으로 선임하고, 임상민 판사(제1행정부), 주은영 판사(제

1행정부), 채대원 판사(제6민사부), 박재억 판사(기획법

관) 등 부산고법 판사 4명을 멘토법관으로 위촉하였습니

다. 또한, 2015년도 어린이법관 대상을 연제구 소재 초등

학교에 한정하였으나, 올해는 동래구 소재 초등학교까지 

확대해 어린이법관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어린이법관은 4개 팀으로 나뉘어 멘토법관들의 지도를 받으며 토론회와 사법골든벨, 모의재판 등에 

참여하고, 각 학교의 어린이 자치법정회나 학급회의 진행 및 학교 내 문제 해결에도 나서게 됩니다. 

토론회는 상·하반기 각 한 차례 어린이법관 전체모임에서 진행되며, 멘토법관이 지정한 주제에 관해 토론하고, 팀 대항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

입니다. ‘대한민국 법의 날’ 주간인 9월 13일을 전후해서는 사법골든벨 대회를 열어 어린이법관들이 법률에 관한 지식을 겨루는 경연을 펼치게 

될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률 지식을 겨루고 팀 대항 모의재판 경연대회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사 특강 - 요건사실론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은 2016. 4. 25.(월) 

15:00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사인 정태원 사무관을 초빙

하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민사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참여관들을 대상으로 참여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요건사실론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특강은 80여 명의 참여관들이 참여하여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강사로 초빙된 정태원 사

무관은 요건사실이야말로 소송의 실체관계 형성의 핵심

이므로 절차진행의 큰 축을 담당하는 참여관이 사건의 분

류 및 당사자들의 소송준비를 능동적으로 견인함으로써 

적정과 신속, 공평과 경제라는 민사소송의 이상을 실현하

기 위한 토대지식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요건사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되어 실무와 접목할 수 있게 되었다

고 자신감을 보이며,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법원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교육이 매

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참여관들의 전문성 제고와 사실심충실화에 기여하고자 이후 3차에 걸쳐 추가 특강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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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에 빠져도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지원장 장준현) 

봉사동호회인 ‘사랑나눔회’에서는 2016. 4. 11.(월) 따뜻

한 봄을 맞아 법원 인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법

원주변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우리법원 사랑나눔회에서는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자 법원 인근 청소를 해왔으며, 올해는 이에 더하여 인근 

공사현장에서 떠내려 온 공사 자재물과 나들이객들이 버

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법원 인근에 위치한 개천

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청소를 하였습니다. 이번 봉사활

동은 장준현 지원장을 비롯한 사랑나눔회 회원 130명이 

참여했으며, 두 개의 팀으로 나뉘어 1팀은 개천, 2팀은 법

원 주변과 호수공원 일대를 청소하였습니다. 법원 인근 개천의 ‘에코 지킴이’ 특명을 부여받은 1팀(지원장을 포함한 30여 명)은 작업복과 장화

를 갖춰 입은 후 하천으로 내려가 스티로폼 박스부터 담배꽁초까지 마대자루 80포대에 이르는 쓰레기들을 수거하였습니다.

특히 김정중, 이승규 부장판사는 자신의 망가짐을 마다하지 않고 조자룡 헌칼(찝게) 휘두르듯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마구 쓰레기를 소탕하는 혁

혁한 공을 세워 이날 최고의 에코전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 0 1 6    M A Y

●

구두변론의 활성화 법정 변론대 설치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2016. 4. 11.(월) 소송대

리인이나 당사자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장을 펼 수 

있도록 법정에 변론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변론대는 총 4

개로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대법정, 중법정에 각 1개, 민

사법정 2곳에 우선 설치하고, 향후 그 효과성을 보고 전 

법정에 확대 비치할 계획입니다. 과거와 달리 법정에서 

구술심리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프레젠테이션을 활용

한 변론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변론

대의 설치로 더 생동감 있고 효율적인 구술변론이 가능

해질 것이라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과정에서 자

기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원만한 사건해결과 실체적 진실이 구현될 수 있도록 법정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갈 것입니다.



54

법원 가족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원고가 채택된 분께는 소

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더불어 ‘스타일링 Q’와 ‘만나고 싶

었습니다’에 참여해 주신 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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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 http://www.instagram.com/sourthkorea/

서순봉 참여관 서울서부지법

조혜영 실무관 서울중앙지법

박민석 사무관 광주지법

함은희 실무관 춘천지법

하헌국 실무관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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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으로  • 독자마당

법원사람들

원고모집

지난호 퀴즈

당.첨.자.
지난호 퀴즈

정.답.

다른
그림찾기

서로	다른	부분을	

다섯	군데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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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민원안내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해가 시작되는 2016년 빛나는 하루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김○○입니다.

조금 전에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의 백미정 행정관과 

통화하였는데, 인지환급절차에 대한 안내를 매우 잘해주셔서 

기뻤습니다.  

그리하여 요즘 보기 드문, 참으로 친절한 민원안내에 대한 칭찬의 

글을 보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갖고 있던 

인지환급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상세하고 쉽게 설명해 주셔서 해당 

절차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친절한 백미정 행정관의 

설명에 너무 감격했습니다.

2016. 김 ○○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	백미정 행정관

행복으로  • 마음의 편지



법원전시관에서 뭐 보니?

우리나라의 법과 법원의 의미와 역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법원전시관에서 뭐 하니?

법복 입어보기, 모의재판 참여 및 판사와의
대화 등 재미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시관 견학은 어떻게 가니?

개인 견학도 단체 견학도 검색창에 법원전시관을 
검색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전화 : 02-3480-1973/1455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 (매주 토·일요일 및 국경일 등 공휴일은 휴관)
대법원 법원전시관 홍보대사
보니하니(신동우, 이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