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설명해도
판사, 검사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더
라고요.

판사, 검사님들 앞에서는
주눅이 들고, 말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항상 과중한 업무와 기록에
시달려서 사건 하나하나

파악하는데 힘들어서...

상대방측이 계속 모호하게
사실관계를 흐리고, 관련

주장을 번복하는데...

(사법기관)

(당사자)

(변호사)

만화, 명확하고 직관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최적의 툴입니다!

- 만화변론, 어떤 사건에서 사용하면 좋은가요?
주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쉽게 파악하거나 빨리 이해하기 힘든 사건에서
사용합니다.
복잡한 법적 분쟁은 그 사실관계만 보아도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사람
이 등장하여,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
다. 또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
습니다. 나아가 사건에 자신이 없는 당사자의 경우 일부러 그러한 사실관계
를 왜곡하거나 혼동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만화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명히, 알기 쉽게 설명해주면 그 자체로
사건의 전체적인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만화변론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만화변론은 일단 사건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분석해서 완전히
소화한 다음, 사건에서의 주요 사실들을 관련자들의 말과 증거들
을 종합하여 만화로 꾸밉니다.
그 후 이를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거나 보기 쉽도록 책자 형태
로 만듭니다.
이를 법정에서 직접 시연하면서 설명하는데, 사건에 따라 차이
는 있지만 대략 20~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 만화변론을 한다면, 그 활용방안은 어떠한가요?
복잡한 분쟁의 경우, 단 하나의 사건만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보전처분, 민사, 형사, 행정처분 등 복합적으로 사건
이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 일단 제작된 만화변론 자료를 여러 개의 사건에서 동
시에 활용하여, 예컨대 4~5개의 재판 내지 심판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 그 활용 범위도 매우 클 수 있습니다.

- 효과는 어떠했나요?
항상 많은 기록에 시달리는 판사, 검사님에게는 이런 식으로 당시 상황을 시각
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재판부 또는 검사의 이해도 돕고 사건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글로 아무리 읽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당시 상황이나 주변의 모습,
당시 누가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등을 잘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 회 이상 만화변론을 해보았는데 재판의 결과도 모두 성공적이었
고, 의뢰인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 강호가 만화변론의 최적임자인 이유는요?
법무법인 강호는 국내에서 최초로, 또한 유일하게 수차례 만화변론을 성공
적으로 선보이고 전개해온 법무법인입니다.
강호에서 이를 주도하는 이영욱 변호사는 9년차 변호사이지만, 동시에
1999년 무렵부터 다수의 만화를 연재하고, 10여권의 만화와 법 관련 서적을
출간한 베테랑 만화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만화 ‘변호사25시’는 8년 이상 대
한변협신문에 인기리에 연재되고 있고, 다수의 만화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이트와 대법원 페이스북에도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영욱 변호사는 3년여간 광고회사인 LG Ad에 재직하면서 갈고 닦은
프레젠테이션 등 기술로 능숙한 커뮤니케이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 강호에서 만화변론을 전담하는 인력은 누가 있나요?
위에서 본 이영욱 변호사가 주된 역할을 맡는 외에 강호에서 현
재 근무하고 있는 권기현 만화가 겸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권기현 만화가는 순천대 만화학과를 졸업한 이래 10년 이상 만
화작업에 전념해왔고, 네이트만화에 웹툰을 발표하는 등 여러 작
품을 발표한, 수준 높은 작화와 채색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2013. 9. 17. 법률신문)

(2013. 9. 7. 조선일보)

 문의: 법무법인 강호(www.kangholaw.com)
대표전화 (02) 598-7474
메일 mail@kangholaw.com
 개별 재판에서 협력이 필요한 소송대리인께
서도 편안하게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