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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사진>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호랑이’를 품고 있다. 

그 ‘호랑이’가 되기 위해 한발 물러서기도 하고 

맹렬히 달려가기도 한다. 

| 작가: 최민금 |

부산예술고등학교 졸업

신라대학교 산업미술과 졸업 (디자인 전공)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수료 (한국화 전공)

동의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박사과정 재학중

■ 주요단체전

  •2012 문인화 정신과 바람전 (문인화정신연구소/서울)
  •2014 부산 한국화전 (시청미술관/부산)
  •2016 지상에서 2cm(Ⅰ)(Ⅱ)전 (경성대 제1전시관/부산)
  •2016 오인 오색전 (공간 쌈/부산)
  •2017 가려지지 않는 욕망 (해운 아트 갤러리/부산)
  •2017 지상에서 2cm(Ⅲ)전 (경성대 제1전시관/부산)
  •2019 부산국제 아트페어 부스전
  •2020 부산국제 아트페어 부스전  

■ 수상경력

  •2016 부산미술대전 우수상 (한국화 부문)
  •2017 부산미술대전 특선 (한국화 부문)
  •2018 부산미술대전 특선 (한국화 부문)



● 10/8(금) 17:00
제49차(제5기 제6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장	소	:	춘천	산속의닭갈비

참	석	:	회장

● 10/22(금) 14:00
제소전화해 10월 재판 (308호 법정)

신	청	인	대리인	:	김인일	변호사,	권인칠	변호사

피신청인	대리인	:	안형주	변호사,	강동규	변호사

● 10/28(목) 14:00
2021 법무보호복지대회&제38회 작은 결혼식

장	소	:	W-웨딩	에메랄드홀

<상임이사회> 

● 10/5(화) 11:30
제20차 상임이사회
의	안	:	법무보호시설	청소년	장학금	지급	논의의	건	등

장	소	:	가야골

● 10/18(월) 11:00
제21차 상임이사회
의	안	:	경유업무의운영에관한지침	개정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위원회> 

● 10/5(화) 12:00
제7차 소식지편집위원회
의	안	:	143호	소식지	편집	논의의	건	등

장	소	:	풍미추어탕

● 10/13(수) 12:00
도서위원회
의	안	:	신간	법률	도서구입의	건

장	소	:	가야골

● 10/15(금) 11:30
제4차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의	안	:	청년변호사대회를	위한	논의의	건	등

장	소	:	대회의실

● 10/18(월) 11:30
제3차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의	안	:	2021년	법관평가표	제출	독려의	건	등

장	소	:	대회의실

회무일지 회의일지 제20차 상임이사회 의사록

[ 의결 사항 ]

가. 법무보호시설 청소년 장학금 지급 논의의 건
원안대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전년도와 같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

달하기로 하다.

나. 변호사수첩 제작 논의의 건
주력부분을 빼고 2022년 변호사수첩을 제작하기로 하되, 수첩은 사전 신청한 회원에 한하여 배부하

기로 하다.

01
총무상임이사 
소관 회무

가. 경유증표 부착의무 위반 논의의 건(재상정)
OOO회원에게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하기 위해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경유사건 종류 구별 논의의 건
경유증표를 부착하지 않고 제출한 법무법인 OO의 위임장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

기로 하고, 경유사건의 종류 구별을 위해 차기 상임이사회까지 경유업무의운영에관한지침 개정안을 

법제상임이사가 마련하기로 하다.

02
재무상임이사 
소관 회무

○ 인스타그램 활성화방안 논의의 건
시민 및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우리 회 홍보를 위해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를 원안

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인스타그램 홍보대사 선정을 위해 상임이사별로 적절한 전문가를 물색하여 

적임자를 추천하기로 하다.

03
홍보상임이사 
소관 회무

○ 대한변협 세무·회계 실무연수 수강료 지원의 건
대한변협에 온라인 강의를 신청한 회원에 한하여 전 과목 이수(총 81시간)를 조건으로 최대 15만원

을 지원하기로 하다.

04
교육상임이사 
소관 회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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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상임이사회 의사록

[ 의결 사항 ]

가. 자이언츠파크스크린앤골프 협약 체결의 건
원안대로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다.

나. 변호사수첩 제작 논의의 건(재상정)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주력 부분을 넣어서 2022년 변호사수첩을 제작하기로 하다.

01
총무상임이사 
소관 회무

○ 부산 분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위반사항 검토의 건
부산 분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회장이 적절한 조사와 계도를 통해 진행상황을 

차기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02
회원상임이사 
소관 회무

가. 급여규정 개정의 건
제12조(위로금) 제1항 ‘회장은 퇴직하는 직원에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로 자구 수정하고, 제3항은 삭제하여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경유업무의운영에관한지침 개정의 건
개정안을 좀 더 검토한 후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03
법제상임이사 
소관 회무

부산 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회원동정

2021. 10. 31.
총 회 원 : 1127명

개업회원 : 983명

(본원 819명, 동부 102명, 서부 62명), 휴업회원 140명, 준회원 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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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38        
(거제동, 로펌빌딩) 201호

전   화 791-1917   
팩   스 791-1918
이메일 eunnysun@naver.com
약   력  1986년생, 경주여자고교, 서울대, 

부산대 법전원, 변시 10회

10/21   박은새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2 
(거제동, 대한타워빌딩) 702호

전   화 507-3282   
팩   스 507-3283
이메일 yongjoo61@naver.com
약   력  1962년생, 부산금정고교, 부산대, 

사시 30회

10/12   김용주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2층 205호, 
7층 8층

전   화 506-6760   
팩   스 506-6791
이메일 korea1835@naver.com
약   력  1988년생, 양정고교, 고려대,   

경북대 법전원, 변시 10회

10/21   백인화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북로 86, 8층 
(거제동, 만해빌딩)

전   화 714-6661  
팩   스 714-6011
이메일 lawyer_sohee@naver.com
약   력  1995년생, 영남대, 원광대 법전원, 

변시 10회

10/21   이소희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2층 205호, 
7층 8층

전   화 506-6760   
팩   스 506-6791
이메일 minku97831@naver.com
약   력  1993년생, 경남외국어고교, 서강대, 

서울대 법전원, 변시 10회

10/21   김민규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28, 501호, 
903호 (거제동, 부산법조타운)

전   화 949-9897  
팩   스 949-9896
이메일 gyeong7211@naver.com
약   력  1994년생, 대진고교, 연세대,    

부산대 법전원, 변시 10회

10/21   조주경 회원

신규개업신규개업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2층 205호, 
7층 8층

전   화 506-6760   
팩   스 506-6791
이메일 wjchoi2021@gmail.com
약   력  1996년생, 경남외국어고교, 

이화여대, 경북대 법전원, 변시 10회

10/21   최원정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1202호(거제동, 세종빌딩)

전   화 507-2772  
팩   스 507-2772 
이메일 theeternalsea@naver.com
약   력  1989년생, 해운대고교, 경북대, 

부산대 법전원, 변시 10회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북로 86, 8층 
(거제동, 만해빌딩)

전   화 714-6661    
팩   스 714-6011
이메일 ssmlawyer@kakao.com
약   력  1988년생, 부산중앙여자고교, 

경북대, 원광대 법전원, 변시 10회

10/21   윤종휘 회원 10/22   심승미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12층전체, 
13층

전   화 911-6161   
팩   스 911-3334
이메일 hsv8342@gmail.com
약   력  1983년생,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산대 법전원, 변시 10회

10/21   하승빈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12층전체, 
13층

전   화 911-6161 
팩   스 911-3334
이메일 hoonsung87@naver.com
약   력  1987년생, 부산국제고교, 고려대, 

부산대 법전원, 변시 10회

주   소  부산 남구 수영로 180, 301호 
(대연동, 아이홈 대연)

전   화 637-9575   
팩   스 637-9576
이메일 elvisshin86@gmail.com
약   력  1986년생, 부산대사범대학부설고교, 

한국외국어대, 경북대 법전원,    
변시 10회

10/21   문훈성 회원 10/21   신정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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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우동, 
에이스하이테크21) 909호

전   화 *  
팩   스 *
이메일 *
약   력  1985년생, 덕원고교, 동아대 법전원, 

변시 10회

10/29   박세훈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거제동, 로윈타워빌딩) 1301호

전   화 507-9900   
팩   스 507-9920
이메일 jayyoo9@gmail.com
약   력  1984년생, 혜광고교, 고려대,    

동아대 법전원, 변시 10회

10/22   유재준 회원

주   소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1    
(우동, 선프라자) 2층 202호

전   화 746-3986   
팩   스 746-3987
이메일 lsylaw1038@hanmail.net
약   력  1983년생, 서울대, 고려대 법전원, 

변시 10회

10/29   이승엽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8층. 905호, 906호, 907호                    
(거제동, 로윈타워빌딩)

전   화 506-5016   
팩   스 506-5018
이메일 jjwoo0326@kakao.com
약   력  1988년생, 부산국제고교, 성균관대, 

부산대 법전원, 변시 10회

10/22   우종진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0, 602호, 6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   화 506-9911   
팩   스 506-9913
이메일 ohoshiny@naver.com
약   력  1982년생, 부산중앙여자고교, 

이화여대, 원광대 법전원, 변시 10회

10/29   곽빛나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28,501호,903호 
(거제동,부산법조타운)

전   화 949-9897  
팩   스 506-5018
이메일 jjwoo0326@kakao.com
약   력  1988년생, 부산국제고교, 성균관대, 

부산대 법전원, 변시 10회

10/25   배민규 회원

신규개업신규개업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0, 602호, 6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   화 506-9911   
팩   스 506-9913
이메일 ehdrnr2643@naver.com
약   력  1991년생, 내성고교, 동아대, 동아대 

법전원, 변시 10회

10/29   한동국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2층 
(거제동, 로윈타워빌딩)

전   화 * 
팩   스 *
이메일 bluesky100a@daum.net
약   력  1988년생, 지산고교, 동아대, 동아대 

법전원, 변시 10회

10/29   이동언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12층전체, 
13층

전   화 911-6161   
팩   스 911-3334
이메일 justina6067@naver.com
약   력  1993년생, 부산외국어고교, 고려대, 

부산대 법전원, 변시 10회

10/26   김소희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4, 3층 
(거제동, 청담빌딩)

전   화 505-3399  
팩   스 505-3399 
이메일 boo_123@naver.com
약   력  1994년생, 영광여자고교, 부경대, 

부산대 법전원, 변시 10회

주   소  부산 금정구 수림로 107       
(장전동, 현대1차아파트) 1309호

전   화 514-0936    
팩   스 *
이메일 kdr4845@gmail.com
약   력  1981년생, 브니엘고교, 고려대, 

영남대 법전원, 변시 10회

10/26   손예린 회원 10/26   한경훈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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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1205호

전   화 506-0814         

팩   스 506-0840

이메일 92jieun81@daum.net

약   력  1992년생, 브니엘여자고교,    

부산대, 동아대 법전원, 변시 8회

10/20   이지은 회원

주   소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32번길 30 

(재송동, 법률사무소)

전   화 784-2333          

팩   스 784-2338

이메일 gokorea06@naver.com

약   력  1990년생, 명신고교, 연세대,    

부산대 법전원, 변시 10회

주   소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75호 (명지동, e편한세상 명지)

전   화 203-4110        

팩   스 203-4115 

이메일 kisskys@unitel.co.kr

약   력  1954년생, 대구계성고교, 서울대, 

사시 30회

10/21   하현열 회원 10/26   권영상 회원

소속변경

사무소이전

사무소주소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명지동, e편한세상 명지) 

상가3층 46호
전 화 번 호  710-9925  

팩          스  710-9924

이전년월일 2021. 10. 12.

10/14    이지혜 회원

사무소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거제동, 정림빌딩) 1408호

전 화 번 호  *  

팩          스  502-7175

이전년월일 2021. 10. 27.

10/29    이영욱 회원

사무소주소  부산 영도구 태종로 40 (대교동1가, 브릿지타워) 301호

전 화 번 호  405-9900 

팩          스  418-9950

이전년월일 2021. 10. 19.

10/18    권락훈 회원

사무소주소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60 (연산동) JH빌딩 420호

전 화 번 호  070-4024-9148 

팩          스  070-4038-9148 

이전년월일 2021. 10. 29.

10/29    정태용 회원

10/29 이대승(⇒서울회)               

재개업

주   소  부산 중구 중앙대로 94,5층 (중앙동4가,외환은행빌딩)

전   화 463-7801        

팩   스 463-7809

이메일 pyslaw0515@naver.com

약   력 1955년생, 부산고교, 서울대, 사시 23회

10/21    박윤성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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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후원단체 및 개인 후원금 후원단체 및 개인 후원금

김백영 50,000 법무법인 서면 50,000

김용대 20,000 법무법인 신성 80,000

김유리(1982년) 10,000 정덕관 10,000

법무법인 부산 50,000 조성제 200,000

합계 470,000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 
후원금 현황

2021. 10. ~ 2021. 10.

10/1(금) 신유천 변호사 부친상
빈 소 : 부산 시민장례식장 603호 10/2(토)

한준성 변호사 모친상
빈 소 :  고성 영락원장례식장 3층 

특3호실

10/3(일) 정지훈 변호사 빙모상
빈 소 : 진주 센텀장례식장 VIP룸 10/8(금) 김영길 변호사 모친상

빈 소 : 대동병원 장례식장 VIP실

10/9(토)
13:00

신창수 회원 차남 주용 결혼
장 소 :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대연회장)
10/13(수) 박영근 변호사 모친상

빈 소 : 아시아드장례식장 5층 1호실

10/16(토) 김정화 변호사 본인상
빈 소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4호실

10/17(일)
12:00

박동일 회원 본인 결혼
장 소 : 센텀시티 W웨딩홀 벡스코점

10/22(금) 정인권 변호사 빙모상
빈 소 : 부산시민장례식장 401호실

10/30(토)
11:00

이은수 회원 본인 결혼
장 소 :  W웨딩홀 벡스코점 지하    

1층 벡스코홀

2021년도 
무료법률상담    

현황

참여 변호사 : 

98명
(본원 86명, 동부 12명) 법원종합청사 무료법률상담 건수

월 상담건수
1월 342
2월 294
3월 369
4월 345
5월 229

본회 경유한 무료법률상담 건수
월 상담건수
1월 7
2월 6
3월 7
4월 7
5월 7

6월 8
7월 6
8월 3
9월 4
10월 5
합계 60건

6월 331
7월 313
8월 317
9월 292
10월 308
합계 3,140건

법무법인 등 구성원 변경

10/  5   법무법인 부강 : 김상미	회원	구성원변호사	탈퇴	

10/  5   법무법인(유한) 국제 : 이원철	회원	구성원변호사	탈퇴

10/14  법무법인 백경 : 김상미	회원	소속변호사	채용

10/14  법무법인(유한) 청률 : 이동명	회원	소속변호사	채용

10/18  법무법인 삼양 : 정태용	회원	구성원변호사	탈퇴

10/25  법무법인 삼양 : 박윤성	회원	구성원변호사	가입

10/19  법무법인 성헌 : 문지영	회원	구성원변호사	가입

10/19  법무법인 진심 : 류제성	회원	구성원변호사	가입

10/26  법무법인 친구 : 정민혜	회원	구성원변호사	가입,	남현혜,	박소희	회원	구성원변호사	탈퇴

10/26  법무법인 율한 : 주대경	회원	대표변호사	사임

10/26  법무법인 무한 : 서정규	회원	소속변호사	탈퇴,	이소희	회원	소속변호사	채용

10/26  법무법인(유한) 국제 : 백인화,	김민규,	최원정	회원	소속변호사	채용

10/26 법무법인 프런티어 : 신정우	회원	소속변호사	채용

10/26 법무법인 진앤김 : 박서영	회원	소속변호사	탈퇴

10/26 법무법인 하늘 : 배민규,	조주경	회원	소속변호사	채용

10/26 법무법인(유한) 정인 : 하승빈,	문훈성,	김소희	회원	소속변호사	채용

10/26 법무법인 진심 : 윤종휘	회원	소속변호사	채용

10/26 법무법인 상유 : 이승호	회원	소속변호사	탈퇴

10/26 법무법인 해인 : 우종진	회원	소속변호사	채용

10/29  법무법인 해인 : 신보관	회원	소속변호사	탈퇴

10/29  법무법인 석률 : 곽빛나,	한동국	회원	소속변호사	채용

10/29  법무법인 해인 : 유민욱	회원	소속변호사	탈퇴

10/29  법무법인 가화 : 법무법인	가화	설립																																																																																						
	 구성원변호사 : 안영주,	남현혜,	박소희	회원

10/29  법무법인 성안 : 손예린	회원	소속변호사	채용

10/29   법무법인 율한 : 이지은	회원	소속변호사	채용

휴 업

10/5  김은솔 회원 10/18  이원철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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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변호사

삼손은 성경에서 말하는 괴력의 사나이다. 데리라는 삼손의 머리칼에서 신통

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삼손에게서 듣고 자신과 정사 후 잠에 빠진 삼손의 머

리칼을 자른다. 신통력을 잃고 눈이 먼 삼손은 블레셋족의 노예로 전락하여 

감옥에 갇히는데, 여호와를 찾으며 참회한다. 그동안 삼손의 머리칼은 남모르

게 자라고 마침내 10년 후 블레셋족의 잔치가 있던 그 날 삼손을 끌어내 희롱

하려고 한다. 그때 삼손은 거대한 팔레스타인 사원의 기둥을 잡고 자신의 마

지막 힘을 다 써서 적을 무너뜨린다. 처음에는 비웃던 사람들이 삼손의 괴력

으로 빚어진 참사에 놀라고, 데리라 역시 그 소동의 와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

이한다.

네델란드의 화가 루벤스의 초기 작품(1609, 런던 내셔날 갤러리 소장)에서 ‘삼

손과 데리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성경에서 소재를 가져온 삼손과 데리라는 

욕정과 관능, 배신과 도덕이 뒤엉킨 그림이다. 삼손과 데리라는 방금 사랑을 

나누고 난 뒤의 모습이다. 삼손은 자신을 유혹하여 욕구를 충족시켜준 데리라

의 무릎에 엎어져 잠을 잔다. 데리라는 승리감과 동정심이 뒤섞인 묘한 표정

을 하고 있다. 데리라는 배신한 삼손을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려 한다. 하녀와 

포주로 보이는 사람이 삼손의 머리를 자르고, 블레셋 사람은 문간에서 기다리

고 있다. 삼손은 삼손의 몸은 아주 근육질이고 위풍당당한 모습이지만 끊어지

는 머리카락과 더불어 거대한 힘이 사라져버리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삼손의 

등을 어루만지는 데리라의 손길은 육체적 쾌락이 결국 비극을 불러온다는 의

미를 표현한 듯 했다. 

사랑을 배반한 여인 딜라일라(Delilah), 딜라일라는 구약성경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영웅 
삼손(Samson)을 배신한 들릴라의 영어식 발음이다. 우리에게는 ‘삼손과 데리라’라는 영화에서 보았듯이 
데리라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다. 

딜라일라
D
E
L
IL

A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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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명가수 톰 존스(Tom Jones)가 1968년경 이 배신녀 데리라를 주제로 한 노래 딜라일

라(Delilah)를 불러 세계적으로 공전의 히트를 계속하였다. 톰 존스는 2006년 3월 엘리자베스 2

세 여왕으로부터 그 동안 대중음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사 작위를 받았다. 가수의 이

름 앞에 경어(Sir)를 붙인다. 그는 2012년 6월 4일,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버킹엄 궁

전 (Buckingham Palace)에서 여왕의 즉위 60주년을 기념해 열렸던 ‘더 퀸스 다이어몬드 쥬빌

리 콘서트 (The Queen's Diamond Jubilee Concert)’의 톰 존스 경(Sir Tom Jones)파트를 맡

아 딜라일라 (Delilah)를 노래불렀다. 그가 40여 전에 불렀던 노래와 비교해 보면 그 동안의 경

륜을 느끼게 하는 창법으로 대중을 휘어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톰존스가 부른 영어 원곡에서는 주인공이 밀회를 나눈 남자가 사라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비수

를 품고 들어가 부정한 연인 딜라일라를 살해하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한마디로 피가 낭자한 

치정살인 팝송이다. 팝송도 음악이고 노래 자체로만 즐긴다지만 가사에 이러한 비참한 사연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울 정도다. 

네델란드의 화가 루벤스의 초기 작품(1609, 런던 내셔날 갤러리 소장)
에서 ‘삼손과 데리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성경에서 소재를 가져온 삼손과 데리라는 욕정과 관능, 
배신과 도덕이 뒤엉킨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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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밤중에 그녀의 집 앞을 지나가는데 창밖으로 불빛이 보였다.

블라인드를 통해 흔들거리는 사랑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 여자는 내 여자. 나를 속이는 그녀를 보고 나는 정신이 나가버렸다.

나의 사랑 딜라일라. 왜 그런 짓을 했나. 딜라일라.

그녀는 내게 나쁜 짓을 할 여자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었다.

그러나, 그녀에게서 벗어나기에는 난 이미 노예처럼(삼손처럼) 이성을 잃은 사람이 됐다.

그 남자가 차를 몰고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 동이 틀 때. 

나는 길을 건너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웃는 낯으로 문을 열어주었다.

내 손엔 칼이 들려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다.

나의 딜라일라, 왜 그랬나.

사람들이 문을 쳐부수고 들어오기 전에 단죄를 해야겠다.

용서해라. 딜라일라. 

나는 (그녀가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지내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I saw the light on the night that I passed by her window.

I saw the flickering shadows of love on her blind;

She was my woman. As she deceived me I watched and went out of my mind.

My my my Delilah. Why why why Delilah.

I could see that girl was no good for me.

But I was lost like a slave that no man could free.

At break of day when that man drove away I was waiting

I crossed the street to her house and she opened the door.

She stood there laughing. I felt the knife in my hand and she laughed no more.

My my my Delilah. Why why why Delilah.

So before they come to break down the door.

Forgive me Delilah. I just couldn't take any more

She stood there laughing. 

I felt the knife in my hand and she laughed no more.

My my my Delilah. Why why why Delilah.

So before they come to break down the door.

Forgive me Delilah. I just couldn't take any more.

Forgive me Delilah. I just couldn't take any more.

Delilah
Tom Jones

아무튼 성경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이고 삼손이 등장하지도 않지만 팜므파탈적

인 비극을 노래에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대중음악이 폭발적인 인기

를 얻은 데는 반드시 그 무언가가 있다. 팜므파탈은 남성을 유혹해 죽음이나 고통 등 극

한의 상황으로 치닫게 만드는 ‘숙명의 여인’을 뜻하는 사회심리학 용어다. 팜므는 프랑

스어로 ‘여성’, 파탈은 ‘운명적임’을 뜻한다. 팜므파탈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될 숙명을 타고난 여성이다. 톰 존스에게는 딜라일라가 성경의 데

리라를 차용한 팜므파탈인 셈이다. 팜므파탈이 처음 나타난 것은 문학작품이다. 19세기 

낭만주의 문학에 나타나기 시작한 팜므파탈은 이후 미술·영화 등 다양한 장르로 확산

되어, 남성을 죽음이나 치명적 고통으로 몰고 가는 ‘악녀’를 뜻하는 말로까지 변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팝송 딜리일라가 많은 인기를 누린 이면에는 팜므파탈의 문학적인 비극

을 노래에 잘 표현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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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도의(商道義)의 확립을 바란다.

(1) 내가 사는 부근에는 메가마트라는 대형 마트가 있는데 어느날 위 

마트에 가서 정식 상품진열대가 아닌 통로의 가운데에 방역마스크를 

다섯 개를 한 봉지(팩)에 넣어서 팔고 있었다. 그 진열대를 전후로 양

분하여 세워 놓은 칸막이에는 가격이 1,500원이라고 크게 써 붙여 놓

았고 그 큰 글자 밑에는 위 글씨보다는 훨씬 작은 글씨로 카드결제라

고 적혀 있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마스크는 이제 생활필수품이 

된 관계로 2 팩을 들고 가져가서 부산은행 카드로 결제하니 3,400원이

라고 한다. 왜 3,000원이 아니냐고 하니 카드의 종류에 따라 1,700원인 

것도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 그래서 환불 등을 처리하는 곳의 근무자

에게 가서 물으니 4가지 종유의 카드만 개당 1,500원이라고 하여 다른 

카드를 내어서 3,000원에 결제하였다. 그 후 바로 위 상품을 진열한 곳

에 가서 카드결제라고 쓴 곳의 밑의 상품을 일부 치우고 보니 아주 작

은 글씨로 4개의 카드 모양을 찍어 놓은 것이 보였다. 그렇다면 알아보

기 쉽게 위 카드결제라는 글의 바로 밑에 그 글씨와 같은 크기로 4개의 

카드사 이름을 써놓았다면 그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2) 요사이는 중형 정도의 수퍼마켓에서 회원으로 등록하면 회원에게

도 가격은 동일하나 사용한 금액에 따른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가게가 

많다. 나도 몇 군데서 회원으로 등록하여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있다. 

내 집에서는 상당히 떨어진 민락골목시장에서 200 미터 정도 더 가면 

내가 회원으로 등록하여 물건들을 사는 마트가 있는데, 나는 걷기 운

신의(信義)는 헛된 것인가

황형모 변호사 (휴업)

알아보기 쉽게 위 카드결제라는 
글의 바로 밑에 그 글씨와 

같은 크기로 4개의 카드사 이름을 
써놓았다면 그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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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삼아 위 시장과 위 마트에 자주 간다. 어느날 위 마트에 가서 보니 봉지에 넣은 

바나나를 진열해 놓는 곳의 뒤의 유리창문에 바나나 한 봉지 2,500원이라고 써붙

여 놓은 것을 보고 두 봉지를 들고 가서 결제를 하는데(다른 상품도 같이) 내가 암

산한 가격보다 2,000원이 비쌌다. 왜 2,500원이라고 써붙여 놓고 3,500원을 받느

냐고 하니 봉지마다 가격이 붙어 있는데 이것들은 3,500원 짜리라고 하였다. 그래

서 다시 진열대로 가서 봉지마다 살펴 보니 왼편에 진열된 봉지들에는 2,500원의 

가격표가 오른편에 진열된 봉지들에는 3,500원의 가격표가 붙여져 있었다. 그래

서 계산하는 분에게 그렇다면 차이가 나는 가격표가 모두 붙여져 있는데 왜 저렇

게 따로  2,500원이라고 큰 글씨로 써 붙여 놓았냐고 항의하니 그 사람이 즉시 위 

2,500원이라고 써붙인 종이를 제거하여 버렸다. 

또 며칠 뒤에 다른 마트에 가서 몇 가지 물품을 사면서 마른 멸치도 사게 되었다. 

나는 멸치를 칼슘 보충제라 생각하고 멸치만 입에 넣어 그냥 씹어서 먹는데 판매

하는 아가씨에게 이것을 그냥 바로 먹어도 되냐고 물으니 이것은 6,500원인데 다

시 멸치라고 하여 그러면 그냥 먹을 수 있는 멸치는 없냐고 하니 다른 아줌마를 불

러서 물어보니 그것은 저쪽에 있다고 하기에 그곳에 가서 그 상품을 보면서 얼마

냐고 하니 그 상자에 붙어 있는 가격표대로 12,800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상자 

안에 든 멸치를 사게 되었다. 계산을 한 후 위 멸치를 진열한 곳의 바로 위에 가격

을 써 붙여 놓은 종이에는 1.5 킬로그램이 9,900원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위 상

자에 든 멸치의 그램을 살펴보니 잘 눈에 띄지 않았다.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1.5 

킬로그램이라고 되어 있기에 그 계산하는 아가씨로 하여금 위 써 붙여놓은 가격

표를 확인시키고 이 멸치도 1.5 킬로그램 아니냐고 하니 잘못 되었다고 하면서 먼

저 한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정정된 결제를 해 주었다.  

써 붙여 놓은 가격공시 종이와 차이가 나는 일을 몇 번 겪고 나서 생각해 보니, 그러

한 행태가 전자계산장치에 의한 가격의 집계에 오류가 없다고 믿고 그 상품마다의 

단가를 확인하지 않고 합계액만 결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런 틈새를 이

용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봉지마다 서로 다

른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도 가격공시 종이를 따로 써 붙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1)

요사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외출하는 사람들이 줄고 그에 따라 매출도 줄어서 유

통업의 형편이 어려운 현실에서 대형 마트가 아닌 중소형 마트나 마켓들을 생각

하니 안타까운 생각도 든다. 위 바나나를 산 마트에서 당근 3개 들이 한 봉지와 부

추 1묶음을 각각 1,000원에 샀는데 아주 싸다고 생각되고 농민들과 이러한 유통

업체에 고마운 생각도 든다. 

1)  이에 관련된 글을 써 볼 생각으로 그 3
일쯤 후에 위 메가마트에 가보니 마스
크 상품은 종전처럼 진열해 놓고 파는
데, 이번에는 카드 사용에 따른 차이가 
없이 낱개의 가격은 300원, 5개 들이 1
팩의 가격은 1,400원이라고 공시하여 
놓았다. 이렇게 바꾼 이유가 나 외에도 
결제시에 공시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의 항의가 더 있어서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3) 뉴스에 나온 부도덕한 상행위로는, 국내기업인지 외국기업인지는 모르겠으나 

맥도날드라는 업체가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6개월간(?) 판매하였고, 또 다른 

업체는 일본산 홍어를 4년간 국산으로 속여서 팔았다고 한다. 위 업체들이 어느 

정도 규모의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건강에 직결되는 식자재에 대해 위와 

같은 짓을 한 것을 보면 한심한 생각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길거리의 노점상도 

원산지를 속이지 않고 당당하게 밝히는 경우도 있었다. 내가 지하철을 타려고 다

니는 길의 중간에 옥수수를 파는 노점상에서 삶은 옥수수 3봉지를 사면서 지하철 

입구 부근의 노점에서 파는 것보다 굵기가 작다고 하니 이것들은 국산이고 거기 

것은 중국산이어서 그렇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뒤에 위 지하철 입구 부근의 노점

에서 옥수수 한 봉지를 사면서 “이것 중국산입니까?” 하니 상해 쪽에서 건너온 중

국산이라고 하면서 중국산이 품질도 더 좋고 맛도 더 좋다고 하였다. 비닐봉지에 

원산지를 써 놓은 것도 아니므로 국산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도 당당하게 

밝히면서 품질이 국산보다 못하지 않다고 한다. 품질에 대해서는 그 당부를 알 수 

없으나 이런 노점상 할머니도 그 원산지를 속이지 않았다. 그 이틀쯤 뒤에 위 먼저 

번에 국산 3봉지를 산 노점에서 검은 점박이 옥수수와 그냥 노란 옥수수를 파는데 

여기에서 파는 것은 모두 국산이리라고 생각하고 노란 옥수수를 가리키면서 “이

것도 국산입니까?” 하고 물으니 그것은 중국산이고 검은 점박이는 국산이라고 하

였다. 아! 이런 노점상들도 원산지를 속이지 않는데 위 홍어 수입업체는 그 원산지

를 속였다. 상도의(商道義)의 확립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조선 말엽에 임상옥이란 거상의 선행과 상도의 및 상술에 관한 드라마 ‘상도(商

요사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외출하는 사람들이 줄고 
그에 따라 매출도 줄어서 
유통업의 형편이 어려운 
현실에서 대형 마트가 아닌 
중소형 마트나 마켓들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생각도 든다. 

商
道
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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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가 인기가 있는 연속극으로서 방송된 것으로 기억된다. 나는 중국을 여행하면

서 상도의에 어긋나는 장사를 하는 사람을 본 후 여관으로 돌아와 여관 주인과 입

과 필담으로 그날 겪은 일을 얘기하면서 “장사에도 도가 있는데 곧 상도이다(商也

有道, 就是商道)2)”라고 서툰 중국말로 하니 그 주인도 나의 말에 동의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의 향상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상도덕, 나아가서 일반적인 도의심 함양에 관심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것이 진실

로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2.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에 대한 믿음

(1) 고금의 종교나 동양과 서양의 사상을 막론하고 선한(착한) 행위에는 선한(좋

은) 결과가 따르고, 악한(나쁜) 행위에는 악한(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믿음이나 말

이 세대를 거듭하여 전해져 왔다. 동양의 고전으로는 공자가어와 명심보감(계선

편)에서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으로써 갚고, 착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화(재앙)로써 갚는다.’라고 하였고, 법구경(악행품)에서는 

‘작은 악은 재앙이 없을 것이라고 여겨 가벼이 여기지 마라. 물방울이 비록 작지만 

점차로 큰 그릇도 채우나니 무릇 (세상에) 충만한 죄도 작은 것이 쌓여 이루어진

다.’라고 하였으며, 또 ‘작은 선은 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가벼이 여기지 마라’라

고 하면서 위 악에 관한, 같은 논리를 설하고 있다. 명심보감(계선편)에서도 같은 

취지를 말하고 있다.3) 명심보감(계선편)에는 또 삼국지의 유비가 임종에 가까워지

자 그 아들에게 한 말로서 ‘선이 작다고 하여 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악이 작다고 

하여 하여서도 안 된다.’라고 훈계하였다. 

(2) 모든 종교나 도덕에서 선인선과 악인악과를 가르치고 주장하지만 우리의 현

실 행동에서 그것이 잘 실천되지 않는 것은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

이 아닌가 한다. 한 인간의 일생 동안 외견상으로 보이는 바로는, 악한 사람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기거나 영화를 누리기도 하고, 선한 사람도 불행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채무회

피를 위해 명의신탁을 하면서 신탁자의 요구가 있으면 명의를 되돌려 주기로 약

정하였으나 수탁자가 배신하는 경우, 그 수탁자도 나쁘지만 신탁자도 자기의 악

행에 대한 과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도덕경에서의(73장), ‘하늘의 그물

은 넓고 커서 성긴 듯하지만 놓치는 일이 없다.(天網恢恢 疎而不失, 천망회회 소

이부실)’이라는 말 그대로다. 사기를 친 법죄자가 나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

기죄에서 피해자에게도 허황한 사탕발림의  거짓말에 속은 데는 탐심에 눈이 가려 

그 허위성을 간파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가 많다. 악(惡)에는 나쁘다 

악하다의 뜻 외에도 ‘잘못하다’의 뜻이 있는데, 나쁜 결과를 피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을 악이라고 보아 위 욕심에 취해 피해를 당한 것도 악인악과라

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4)  

요사이 학생들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중압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노

력이 있는데 이것도 좋지만 어쨌든 사회에 나가면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요사

이 코로나19로 인해 등교를 못함으로 인해 학력의 저하가 심화된다고 하는 것도 

감안하면 너무 경쟁을 죄악시 할 것은 아니라고 보며, 공부의 중압감을 가볍게 하

는 대신 사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을 함양하는 교육을 많이 하기 바란다. 내

가 그렇게 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요사이 기본적인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

는 젊은이들이 우리가 자랄 때보다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것을 지적하면 오히려 

부끄러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부라리며 폭행을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젊

은이들도 있다. 또 아직은 제20대 대통령의 예비후보를 선정하는 단계인데도 여

야간에 어떤 사태에 관해 고소고발을 하거나 서로 사실이 아닌 정치적 조작이라

고 주장하는 뉴스가 자주 보도된다. 진실은 하나일 것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도 선인선과 악인악과를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유권

자인 국민이 바른 판단을 함으로써 이러한 풍조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

에서 지식이나 기술의 전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바른 가치관이나 도덕관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문화 국민을 양성하고 행복한 삶을 가

능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고 본다.   

2)  샹예요우따오 쥬시 샹다오(중국 발음, 
한국의 음은 상야유도 취시상도).道(도)
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명사로는 
길, 도리, 인의, 술책 등의 뜻이 있는데, 
술책의 뜻으로 보면 상도는 장사하는 
술책(기술)이란 뜻이 되는데, 위 말에서 
이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리, 인의
의 뜻으로 상도는 장사를 하는 올바른 
도리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3)  그 원문은 善有善報 惡有惡報 若還不
報 時晨未到(선유선보 악유악보 약환
불보 시신미도)인데, 뒷부분은 ‘만약 아
직도 갚음이 없으면 때가 이르지 않았
기 때문이다’의 뜻이다.

 4)  善의 뜻에도 착하다는 뜻 외에 ‘잘하다’
는 뜻도 있는데 申師任堂善畵(신사임
당선화)는 신사임당이 그림그리기 잘
했다는 뜻이다.

악(惡)에는 나쁘다 악하다의 
뜻 외에도 ‘잘못하다’의 

뜻이 있는데, 나쁜 결과를 
피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을 
악이라고 보아 

위 욕심에 취해 피해를 
당한 것도 악인악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善
因
善
果

惡
因
惡
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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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간된	송길영의	‘그냥	하지	말라'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송길영은	대한민국의	빅데

이터(big	data)	전문가로	방송에도	가끔	출연해서	대중에게도	어느	정도	친숙한	사람입

니다.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통칭하는	말로,	현대사회에서는	이

를	관리하고	분석해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빅데이터를	통해	현재를	읽을	수	있고	나아가	앞으로의	변화를	볼	수	있으므로,	다

가올	미래,	즉	변화를	예측하고,	그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지,	무엇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극적으로는	살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독자와	함께	고민합니다.	

책의	제목은	그냥	하지	말라인데,	책을	읽어보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

고,	‘그냥’	하지는	말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Don't	Just	Do	It).	무조

건	열심히만	하는	것은	답이	아니며,	먼저	생각을	하여	방향-특히	변화에	

대한	방향-을	잡은	다음에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빅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주목한	변화는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는	

1인	사회로의	분화,	두	번째는	장수하는	사람의	증가,	세	번째는	비대면의	

확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3가지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해	그	속도가	빨라

졌다고	하죠.	

위	3가지	변화	중	비대면의	확산	부분을	살펴보면,	‘재택근무’라는	단어는	

한국	사회에서	2019년	4분기,	즉	코로나19	전까지는	거의	쓰이지	않는	단

어였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

서	일상적으로	언급되는	단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재택근무와	같은	변화

를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앞으로도	꼭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해야	하

는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근무환경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되고,	근무방식을	

바꿔도	되겠다는	생각을	많은	구성원이	공유하게	되면	그것이	실제적인	변

화로	이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가치관의	액상(液狀)화’라고	

표현합니다.	즉	사무실로의	출근과	같이	별다른	의문	없이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원래	가졌던	가치관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저자는	우리에게,	변화의	조짐을	관찰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변화를	예측하

여	기회로	만들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조계도	비대면과	관련한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	

심각할	때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의

뢰인과의	상담은	유선으로	진행하고,	드롭박스,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각

종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사무실에	앉아서	서면을	작성하든	집에서	서면을	

송길영의 <그냥 하지 말라>를 읽고

박영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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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든	바로	동료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서면	제출도	가

능하니,	사실	장소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법원에서도	변론준비기일	등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하여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에	

영상재판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1.	11.	18.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일반	변론기일에서도	영상재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

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니	영상재판의	활성화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민사소송

법	제287조의2	참조).	영상재판이	활발해지면	기일	변경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변호

사가	짧은	재판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일도	없어지겠죠.	그	전에	물론	영상의	외

부	유출,	소송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의	관여	등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함께	활

발히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1.	10.	19.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서	

이르면	2024년부터	형사소송도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형사재

판은	의견서도	종이로	제출해야	하고,	민사재판과	달리	매번	증거기록도	열람	․	복사

해야	해서	재판부	실무관님이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라도	되면	복사를	할	수	없어서	업

무에	어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형사소송까지	전자화가	되면	법조계의	근무환경에	

관해서도	기존	가치관의	액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

로	인해	생길	기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자는	어떤	변화가	올지	예측한	뒤에는	어떻게	변화에	적응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고	했습니다.	현대에서는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기에	과정별,	단계별로	증거가	남는	점

이	과거와	다르다고	말합니다.	예전	회사에서는	박대리가	작성한	보고서를	출력해서	

이과장에게	올리고,	이과장은	3일간	묵히고	있다가	김부장에게,	김부장은	수정	하나	

없이	상무님에게	올리고	생색(?)을	내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사내	인트라넷에	모든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박대리가	작성한	보고서가	수정	없이	상무님에게	올라갔다

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무임승차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대충하거나	묻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했던	일의	단

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자는	교과서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매	단계가	투명하

게	보이게	되고,	매	단계가	검증되므로	본인의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이죠.	이에	더해서	저자는	사람의	일자리를	AI(artificial	intelligence)가	대체한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지금,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

한	답도	살짝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platform)	소유주가	되는	것(법조계에서	

플랫폼의	문제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두	번째는	장인(匠人)이	되는	것.	이도	

저도	아닌	중간에	속하게	되면	AI에	대체될	가능성이	커질	뿐이니,	결국	어벤져스와	

같은	‘진짜’	프로,	진짜	장인(匠人)이	되어야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는	답을	제시합니다.	

저도	저의	대체가능성에	대해	자주	고민합니다.	변호사는	변호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	변호사자격증을	가진	변호사들	사이에서	보면,	제가	하

는	일이	특별하지	않고	언제나	다른	변호사로	대체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변호사도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요.	이	책은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먼저	생각하

고,	변화를	읽은	다음	행동해서	‘진짜’가	되자.	준비된	사람에게는	더	선명한	미래가	오

겠지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나누고	조금	덜	수	있게	한	책,	‘그냥	하지	말라’

였습니다.

THINK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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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법
률

항만법 · 항만공사법 이정훈 외 1 BOOKK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김주관 외 1 대원

개정 주식회사 변경등기 실무 변강림 로북스

[제15판]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선거법강의 이용복 박영사

[제13판] 형사소송법 이재상 외 2 박영사

공정거래법 : 이론과 실무 임영철 외 1 박영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이상복 박영사

[제4판] 민법 Ⅲ : 권리의 보전과 담보 양창수 외 1 박영사

국토계획법 전진원 박영사

민사판례연구 43 민사판례연구회 박영사

토지보상행정법 박균성 외 1 박영사

정보통신망법 : 이론&실무 이창범 외 2 박영사

신탁과 세제 김병일 외 2 박영사

[제8판] 건설분쟁 관계법 : 건설소송의 
쟁점과 실무

윤재윤 박영사

[제6판] 민법총칙 송덕수 박영사

[제6판] 보험법 박세민 박영사

해양안전심판 실무 이정훈 박영사

[제3판] 주석 신탁법 
무궁화

신탁법연구회 외 1
박영사

도시정비법의 주요쟁점 범현 박영사

[제2판] 민사소송법 강의 전원열 박영사

[제10판] 민사소송법 김홍엽 박영사

[제3판] 회사법 이종훈 박영사

[제7판] 회사법 : 사례와 이론 홍복기 외 7 박영사

시민을 위한 환경법 입문 홍준형 박영사

[제10판] 환경법 박균성 외 1 박영사

산재사고 보상과 소송실무 이광석 백영사

법무(法務) 도우미 서남철 외 2 백영사

출입국관리법 이론과 실무 김흔수 법률&출판

[제4판] 채권자(대위권·취소권)의 재판실무 임호택 법률정보센터

[개정 제9판] (新) 부동산 신탁법 실무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환지 및 재개발 · 재건출의 실무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새로운 재개발 · 재건축 질의회신 안재길 법률정보센터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실무편람 유재복 법률정보센터

가족관계등록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협동조합설립 절차실무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가사조정이론과 사례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개정 7판] 종중 소송 매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구분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법
률

법원실무 핸드북 유상규 법률정보센터

비영리사단법·재단법인·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특수법인 설립절차 
실무총람

김동근 법률출판사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실무총람 김동근 법률출판사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절차 
실무총람

김동근 법률출판사

[개정4판]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실무 김동근 법률출판사

[제5판] 채무자회생법 전대규 법문사

배임죄 판례 백선 김신 법문사

[제12정판] 형법각론 임웅 법문사

[제2판] 해상보험법 김인현 외 1 법문사

[제6판] 형법총론 이형국 외 1 법문사

[제13판] 형법총론 신동운 법문사

[제14판] 경제법 권오승 외 1 법문사

국헌학 강경근 법문사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 도시정비 및 
보건·의료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사법발전재단

상속세와 증여세 실무 최성일 삼일인포마인

조세법 쟁론 강석규 삼일인포마인

[개정증보판] 상업등기실무 김상균 삼일인포마인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수록

권동용 세연T&A

재판의 이해 : 민사재판 강인철 유로

민사집행법 판례백선 Ⅱ 김신곤 유로

[제34판] 근로기준법 하갑래 중앙경제

도급과 근로자 파견 실무 : 도급과 
근로자 파견의 모든 것

최영우 외 1 중앙경제

[제8판] 강제집행실무 한병호 외 2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제5판] 최신 손해배상실무 장종운 진원사

[제10판]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 진원사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위한 국적법 조국현 진원사

[제7판] 특별형법 이인규 학연

[제5판] 주석 민법 (총칙) 김용덕 한국사법행정학회

[제5판] 주석 민법 (채권총칙) 김용덕 한국사법행정학회

[제6판] 주석 상법 (회사) 권순일 한국사법행정학회

신탁법 오영걸 홍문사

[제7판] 특별형법 이주원 홍문사

[11판] 상법강의 송옥렬 홍문사

구분 제휴기관 제휴내용

카드 부산은행•신한은행 카드 사용 시 부산지방변호사회로 기금 적립

금융 부산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 금리 우대

항공 에어부산 부산 ↔ 김포

상조 늘곁애 일반회원보다 14%∼15% 할인 

장례시설

부산의료원

장례시설 이용료 할인

해운대백병원, 개금백병원

좋은강안병원, 좋은삼선병원, 좋은문화병원, 
좋은삼정병원

온종합병원
리조트 대명리조트 회원권 구입으로 회원가로 적용

문화

부산은행조은극장 회원가로 할인

영화의전당 Rainbow회원을 특별회원으로 우대 

화지골프클럽 회원 등록시 제휴 할인
기장 동원로얄 컨트리클럽 클럽하우스, 그늘집 10% 할인

㈜화미주 펌, 염색 30% 및 컷 10% 할인
자이언츠파크 스크린 앤 골프 1:1 프라이빗 레슨비 5% 할인

건강검진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

건강검진료 할인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부산, 해운대 부민병원

좋은강안병원
부산의료원

온종합병원건강검진서면센터

호텔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객실 요금 할인호텔농심
아쿠아펠리스 호텔

병원

센텀뉴욕치과 비급여 할인 등
강남비율성형외과 비절개 눈매교정 20% 할인 등

오오치과병원 비급여 할인 등
뮬피부과 비급여 할인 등

로덴치과그룹 비급여 할인 등
온그룹의료재단 내 의료기관 비급여 할인 등

노블레스성형외과 모든 수술 및 시술 20% 할인
금정소아청소년과의원 비급여 5% 할인

센텀힐병원 비급여 15%, 건강검진 20% 할인 등
성재영이즈피부과 모든 시술 10% 할인 등

수영청담비뇨의학과의원 비급여 15% 할인 등

음식점

해도초밥 코스 요리 주문시 테이블 당 화요 1병 제공
해운대 오막집 전 메뉴 10% 할인

비스포레 5만원 이상 결제 시 전 메뉴 10% 할인 
마리나블루키친 모든 메뉴 10% 할인

체스154 모든 메뉴 10% 할인
시골한우시골돼지 식사 종류 관계없이 무료 서비스 (단, 면류 제외)

자동차

연산모터스 정비공임의 30% 할인 및 렌트카 무료 제공
대연정비 공임의 30% 할인 및 렌트카 제공 등

비전모터스 공임의 30% 할인 등
㈜서주모터스 월별프로모션할인 및 100만원 추가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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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실 

이용 안내

부산지방변호사회도서실

도서실 프로그림 접속 사이트입니다. 

http://kcms.kdot.co.kr/kcms_bsbar/Main/MA

대출을 희망하시는 회원 및 변호사 사무직원분들께

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각종 논문 등의 원문정보제공 이용안내

본회 도서실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보제

공을 위하여 국회도서관과의 학술정보 상호협력 협

정을 체결하여, 각종 학위논문을 비롯한 원문정보제

공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도서실을 경유하여야 하며,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

라, 위 정보 이용시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비용(1면

당 10~100원)을 부담하셔야 됩니다.

로앤비 이용안내

본회 도서실에서는 방대한 법률정보를 보유한 법률

포털 사이트 로앤비(www.lawnb.com)에 유료회원

으로 가입 하고 있어서 회원여러분들은 도서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앤비는 판례(전문, 하급심 판

례정보 포함), 법령정보, 법률용어, 법률 뉴스, 서식, 

학회논문, 법조인명록, 세무정보 등 다양한 ‘온라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식지

원고 및 표지 사진 모집

월간으로 발간되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식은 회원 

여러분의 소식지입니다. 이에 회보에 실을 회원 여러

분의 원고와 표지 사진을 모집 하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식지 원고

● 소 재  

    수필, 칼럼, 서평 등 제한 없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 2회 제한)

● 분 량 200자 원고지 15매 내

● 마 감 매월 25일까지

● 접 수 news@busanbar.or.kr

     ※ 소정의 비용을 드립니다.

표지 사진

● 소 재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직접 그린 그림 

    (제목과 간단한 설명 첨부)

● 마 감 매월 25일까지

● 접 수 news@busanbar.or.kr

※ 소정의 비용을 드립니다.

우리 회는 사무실 운영 등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회원들에게 서부지원 업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21년 1월 19일부터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니, 회원여러분(소속 사무직원 포함)의 많

은 이용을 바랍니다.

● 운행일자 : 매주 월요일∼금요일

● 이용대상 :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 및 사무직원

● 지  참  물 : 변호사 신분증 및 사무직원 신분증

● 셔틀버스 배차 시간표

배차 회수 평일운행 시간(토요일, 공휴일 운휴)

1

본원

부산법조타운빌딩(출발)

09:10

서부지원(도착)

09:50

2
서부지원(출발)

11:30

본원 

부산법조타운빌딩(도착)

12:10

● 탑승인원 : 선착순 14명

● 차량 및 기사 :  쏠라티 71저3438, 기사 채호신 010-4607-1515

셔틀버스(본원⇔서부지원) 운행 안내

BUSAN BAR 

ASSOCIATION

34

안내



가을은 익어가고, 늦가을의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수확이 마음에 다 차지 않더라도 한 해를 감사하며 

다시 풍성한 결실을 위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서로의 온기로 따뜻함을 함께 나누며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위원 이덕욱 -

편집인 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