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사법정책연구원

연간보고서
J P R I

사법정책연구원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A n n u a l

Re p o r t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 1. 1. 대법원 소속 사법연구기관으로 설립된 후 독립 연구기관
으로서의 조직과 업무체계를 갖추고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오
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법원조직법 제76조의7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의 2018년도 활동 및 연구실
적과 2019년도의 연구 추진계획을 담은, 사법정책연구원의 다섯 번째 연간보고서입니다.

발 간 사

안녕하십니까, 제3대 사법정책연구원장 강현중입니다. 사법정
책연구원은 2018년에 「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광역소송을 중심으로-」 등 전부 17편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고, 2019년에는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법
관 임용제도」 등 총 14건의 기본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에 전
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2014년에 대법원 산하 독립 연구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 5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
하고 사법정책연구원은 바람직한 사법의 미래를 제시한다는 소명을 가지고 실용성이 탁월한 연
구 결과를 다수 내놓았고, 다양한 국제교류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그 연구 성과를 높이 평가 받
아 명실상부한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사법정책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법정책과
제도를 전망하고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 사법정책 및 글로벌 사법정책을 제시할 수 있
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꾸준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법정책연구원은 정책연구라는 본연의 사명 이외에도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등
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법제도 및 사법서비스 향상에 적
극 기여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나아가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사법정책
연구원이 되기 위하여 여러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해외 사법기관 및 학술단체와의 긴밀
한 협력, 다양한 매체를 통한 연구결과의 홍보 등 국민과의 교류 및 소통 활동 역시 게을리 하
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설립된 후 다섯 번째로 발간되는 이번 연간보고서에는 사법정책연구원이
2018년 및 2019년 1/4분기에 수행한 연구 실적 및 교류·협력 활동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장차
사법정책연구원이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연간보고서로써
2018년의 활동에 대하여 엄정한 평가를 받고, 이를 사법정책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계기
로 삼고자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사법정책연구원이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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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 경과
제1부
사법정책연구원 현황

I. 설립 배경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법적 분쟁의 등장,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재판기법의
혁신, 세계화에 따른 초국가적 법적 분쟁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사법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
하고 있다. 사법부가 분쟁 해결이라는 전통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지혜롭게
대응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보장함과 아울러 복지적·후견적 사법을 통해 사
회갈등을 치유하고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중·장기적인 사법정
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이처럼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에 관하여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사법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재야 법조계와 학계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의 참여 아래 참신한 시각에
서의 깊이 있는 연구, 그리고 이를 통한 새롭고도 사려 깊은 패러다임의 제시가 필요하다.
그런데 법원행정처 소속 정책연구부서 및 대법원 산하 각종 위원회에 의한 기존의 연구 방
식만으로는 사법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중·장기적인 사법정책을 적시에 마련하는 데 일정
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설계하는 중·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고려에서 사법제도발전위
원회가 근대사법 100주년에 즈음하여 독립적 사법연구기관의 설립을 제안하였고, 이에 사
법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할 사법정책 연구기관의 설립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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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오랜 기간 동안 실제 설립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II. 설립 과정

1.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근거
가. 법원조직법의 일부 개정
사법부가 당면한 과제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문적 연구기관으로서
대법원 산하에 사법정책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2013. 5. 27.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사법부에 의한 사법정책연구의 적절
성, 인력운영 및 연구영역의 중복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 2013.
7. 2.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위 법률안의 수정안이 의결되었고, 2013. 8.
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041호)이 공포되어 2014. 1. 1.부터 시행되었다. 법
원조직법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041호)의 개정이유]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고, 인접 학문과
의 유기적·통합적 결합을 통해 기존 법학이 해결하지 못한 사법의 문제점에 대한 새
로운 해결방안을 연구하며, 통일에 대비하여 관련된 사법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
를 수행하고, 외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와 해외 각국과의 사법 교류 확대 및
한국 사법제도 전파를 담당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서 대법원 산하
에 사법정책연구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나. 법원조직법의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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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041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법정책연구원의 설치 및 구성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정책연구원을
둠(제20조의2)

제1항), 연구원장 및 수석연구위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
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함(제76조의3 제1항)
○연구위원 및 연구원은 ① 판사, ②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외국의 변호사 자격 포함),
③ 학사나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실적이나 경력이 있는 자, ④ 박
사학위 취득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
함(제76조의3 제2항)
○연구위원 및 연구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등을 초빙연구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
고, 다른 국가기관 등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해 연구위원 및 연구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제76조의5 제1항, 제76조의8, 제74조의4)
○사법정책연구원에 사무국을 설치함(제76조의8, 제75조)

▣ 운영위원회 설치 및 보고서 발간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법정책연구원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과반수는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함(제76조의6 제1항, 제2항)
○매년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과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을 담은 연간보고서를 발간하
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제76조의7)

2.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 준비과정
가. 설립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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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에 원장 1명, 수석연구위원 1명,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두고(제76조의2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041호)이 공포되자 즉시 사법정책연구원
설립 준비에 착수하여 2013. 9. 16. 법원행정처에 설립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설립위원회
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조정실장·사법지원실장·사법정책실장·기획총
괄심의관(간사)·전산정보관리국장·인사총괄심의관·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 총괄교수
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었고, 구체적인 설립준비 실무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담
당하였다.
사법정책연구원 설립위원회의 회의일정과 안건은 아래와 같다.

설립위원회 회의일정
구분

개최 일자

안건

제1차

2013. 10. 28.

•2014년 연구주제 수요조사(법원 내부)
•전문직 연구위원 채용일정
•사법정책연구원 운영 규정 등

제2차

2013. 11. 14.

•연구조직 및 행정조직 구성 방안
•사법정책연구원과 법원행정처 상호 간 업무협력방안

제3차

2013. 11. 25.

•전산시스템과 홈페이지 개발 방안 등

제4차

2013. 12. 12.

•사법정책연구원 설립 관련 제 · 개정 필요 규칙
•개원 홍보 계획
•사법정책연구원 입주 공간 공사 등

제5차

2014. 01. 05.

•연구위원 임용
•행정조직 구성 및 예산 등

나. 조직 구성 및 시설 확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041호)의 시행일(2014. 1. 1.) 전에는 사법정책연
구원의 개원을 위한 조직구성 및 시설확보에 중점을 두고 설립 준비작업을 진행하였고, 아
울러 연구주제에 대한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등 연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준비작업
을 병행하였다.

다. 사법정책연구원 시설 확보 및 홈페이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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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본관동 4층, 9층, 10층에 연구원장실 및 수석연구위원실, 연구위원실, 총무
과 및 연구지원과 사무실, 회의실, 연구자료실을 확보하였다. 또한 연구성과의 확산 및 연
구업무의 투명성을 위하여 사법정책연구원 개원에 맞춰 국문 홈페이지(jpri.scourt.go.kr)
를 개설하였다.

제1부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 3. 10.(월)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하
였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국회의원, 헌
법재판소 사무처장, 그 밖에 학계 및 유관 기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 테이프 커
팅, 현판 제막 및 기념식수의 순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치사를 통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은 현실과 이상, 실무와 이론을 조화
롭게 아우르는 사법제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구현이라는 헌
법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의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목전의 문제
에 그때그때 대응하는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탄탄한 이론과 학문적 연구에 기초하여 장기

제1장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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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법정책연구원 개원 및 최송화 초대 사법정책연구원장 취임

적, 근원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나아가야 할 사법의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산적한 사법부의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최송화 초대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취임사에서 “사법정책연구원은 수준 높은 정
책 비전의 개발을 통하여 여러 변화에 대한 사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전문적 연
구기관으로 역할과 소임을 다해야 한다. 법관 연구위원 및 전문직 연구위원들은 다양한 시
각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공동의 성과를 이루어 내야 하며, 연구의 전문성 및 수월성,
연구의 독창성과 자주성, 연구의 객관성과 현실성, 연구의 윤리성을 갖춘 연구를 수행하
여 경쟁력을 갖춘 탁월한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라
는 뜻을 밝혔다.

IV. 호문혁 제2대 사법정책연구원장 취임

사법정책연구원은 2016. 2. 1.(월)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비롯한 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호문혁 제2대 사법정책연
구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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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문혁 제2대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 개원하
여 출범한 이래 지난 2년 동안 27권의 매우 수준 높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10회의 학술
대회를 개최하는 등 연구기관으로서 초석을 다져왔다. 앞으로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사법정책에 관한 국내 연구의 중심이 됨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싱크탱크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여야 한다. 국민을 위한 미래 사법의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구공동체로서의 사법정책연구원을 만들어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V. 강현중 제3대 사법정책연구원장 취임

사법정책연구원은 2018. 2. 1.(목)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비롯한 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현중 제3대 사법정책연구
원장(현 연구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과거나 현재의 일부 사법시스템과 정책을 변경하거나 융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제1장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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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막중한 사명감과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여 지혜를 모으는 연

으로도 예견되며, 새로이 생성된 권리·의무를 둘러싼 새로운 사법정책과 제도를 창출시킬
것으로도 예상된다. 그리고 사법정책과 제도에 관련한 글로벌화를 촉진시킬 것으로도 진단
된다. 과거와 현재의 우리나라 사법정책의 변화를 재검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새 사
회의 흐름에 부응하는 사법정책과 제도를 전망하고 연구함으로써, 미래 우리나라의 사법정
책 및 글로벌 사법정책을 제시하는 사법정책연구원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
고자 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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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사법정책연구원 설립의 의의
제1부
사법정책연구원 현황

I.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명

1. 미래 사법의 청사진을 제시할 중 · 장기적 연구기관
사법정책연구원은 목전의 문제에 그때그때 대응하는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현실적 문
제에 대한 장기적, 근원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중·장
기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제도에 관하여 현실과 이상, 실무
와 이론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데 기여하고 미래 사법의 새 지평을 열어갈 것이다.

2.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법부의 싱크탱크(Think Tank)
사법부는 사법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법치주의를 구현하여야 하고,
재판을 통한 전통적인 분쟁 해결과 함께 사회갈등의 치유와 해소, 사회의 통합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앞으로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확보해 나가는 데에도 크게 기
여할 것이다.

제2장 사법정책연구원 설립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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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의 목표 및 연구방향

연구
목표

연구
방향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국민을 위한 사법의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 중·장기적 연구

1

미래사법의 청사진을 제시할 중·장기적 연구

■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체계적인 미래사법 정책연구
■ 법학과 인접 학문의 연계를 통한 다학문간 통합사법 연구
■ 통일에 대비한 통일사법연구
■ 사법의 국제화를 추구하는 해외 사법 연구
■ 국민의 사법에 대한 이해와 신뢰의 제고를 위한 법교육 연구

연구
방향

2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전문적 연구

■ 연구의 전문성 및 수월성, 연구의 독창성과 자주성, 연구의 객관성과 현실성 및
연구의 윤리성을 갖춘 전문적 연구
■ 현실과 이상, 실무와 이론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사법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 새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사법의 모습을 제시하는 선도적 연구

연구
방향

3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을 위한 사법의 연구

■ 사회갈등의 치유와 해소,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법의 연구
■ 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
■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사법정책연구
■ 변화된 사법 환경의 시대적 요청에 대응하는 한국적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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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사법정책연구원의 기능
제1부
사법정책연구원 현황

I. 개요

사법정책연구원은 법원조직법 제20조의2,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법원조직법 제76
조의9의 위임에 따라 2013. 12. 31. 대법원규칙 제2512호로 제정되어 2014. 1. 1.부터 시
행됨. 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와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매년 연구계획을 수립
하고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과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한다. 연구
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과 교류하고, 대학 교수 등을 초
청하여 학술대회 등을 개최한다.

II. 정책연구

1. 연구계획
연구원장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다음 연도
의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매 연도 말까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3장 사법정책연구원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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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칙 제16조 제1항). 연구원장은 연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급 법원, 법
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외부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
를 반영할 수 있다(운영규칙 제17조 제1항).

2. 연구수행
연구원장은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고, 연구수행은 연구과제의 성격
에 따라 연구책임자를 복수로 지정하거나 합동연구반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운영규칙
제18조). 특히 법관 및 전문직 연구위원 상호 간 협업에 의한 공동연구를 통해 다양한 법원
외부의 시각을 반영함으로써 문제 원인 규명 및 해결 방안 수립의 타당성, 정책 방향의 적
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연구원장은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
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에 연구자료의 수집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운영
규칙 제19조),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공동
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운영규칙 제20조 제1항).

3. 연구보고서 발간
연구원장은 주요 연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운영규칙 제
21조), 연구과제의 성과를 평가하여 연구보고서를 발간한다(운영규칙 제22조). 사법정책
연구원은 매년 일반 현황,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 주요 행사
의 내용 등을 포함한 연간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한다(법원조직법 제76조의
7, 운영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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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교류 및 협력

연구원장은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
을 할 수 있다(운영규칙 제24조). 또한 연구원장은 사법정책 및 사법부 관련 주요 사안에 관

을 개최하고,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를 교환하며, 전문성 강화와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상호 교류 및 협력한다(운영규칙 제25조).

제3장 사법정책연구원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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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를 초청하여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등

JPRI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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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조직도

대법원장

운영위원회

사법정책연구원장

자문위원회

수석연구위원
연구과제심의위원회

연구
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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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법
센터

통일사법
센터

해외사법
센터

법교육
센터

사법제도
센터

사무국

II. 인원 현황

사법정책연구원에는 원장 1명, 수석연구위원 1명,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둔다.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법원조직법 제76조의2
제1 내지 3항).
서울대 부총장,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 등을 역임한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가 초대
연구원장으로 취임하였으며, 초대 수석연구위원은 이광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게
되었고, 2015. 2. 법관정기인사에 따라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수석연구위원으
로 전보되었다. 2016. 2. 1.부터 서울대 법과대학 학장 및 초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
사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을 역임한 호문혁 서울대 명예교수가 제2대 연구원장으로 취
임하였으며, 2017. 2. 법관정기인사에 따라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수석연구위
원으로 전보되었다. 2018. 2. 1.부터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
국민대 법대 학장을 역임한 강현중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변호사가 제3대 연구원장으로
취임하였고, 2019. 2. 법관정기인사에 따라 김우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수석연구위
원으로 전보되었다.
현재(2019. 3. 31. 기준) 연구조직은 특정직(법관) 연구위원 12명, 전문임기제 연구위
원 6명, 시간제전문임기제 연구위원 1명, 일반임기제 조사위원 2명, 일반직 연구심의관 및
연구담당관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전문임기제 연구위원 3명에 대한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
다), 행정조직은 법원부이사관 1명 등 일반직 직원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원부이사관
은 사무국장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연구심의관으로서 수석연구위원이 지정한 연구업무를
수행한다(운영규칙 제13조 제2, 3항).

제4장 사법정책연구원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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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연구위원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

사법정책연구원 인원구성표
(2019. 3. 31. 현재)

구분

정원

현원

과부족

연구원장

1

1

0

수석연구위원

1

1

0

선임연구위원

3

3

0

법관연구위원

8

8

0

전문직연구위원

9

6

△3＊＊

초빙연구위원

1

1

0

조사위원

2

2

0

속기사

1

1

0

법원부이사관

1

1

0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3

3

0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3

3

0

법원주사

4

4

0

법원주사보

1

1

0

법원서기

5

5

0

법원서기보

1

1

0

사서서기보

1

1

0

행정주사보

-

4

4

행정서기 또는 속기서기

-

5

5

행정서기보 또는 속기서기보

9

0

△9

관리주사보

1

1

0

관리서기

1

1

0

관리서기보

1

1

0

파견연구위원

1

1

0

58

55

△3

정무직
특정직＊
(현원 12)

임기제
(현원 10)

일반직
(현원 31)

파견직＊＊＊
계

＊판사는 겸임발령으로 사법정책연구원 소속 정원이 없음(정원과 현원을 동일하게 기재)
＊＊전문직 연구위원 3명에 대한 채용절차 진행 중
＊＊＊파견직은 별도 정원이 없음(정원과 현원을 동일하게 기재)
△ 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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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가급(5), 나급(1)

일반임기제 7호

•정원: 31
•현원: 31

국회

III. 연구조직 구성

1. 개요

내규 제2호, 이하 ‘직제 내규’라 한다)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고 있다(제1조).
직제 내규는 연구원에 연구센터 및 연구기획실을 두고(제3조 제1항), 연구센터로는 미
래사법정책센터, 통합사법센터, 통일사법센터, 해외사법센터, 법교육센터를 두도록 하였
다(제2조, 제5조 제1항). 그리고 연구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되 선임연구위원으로 보하며(제
3조 제2항), 연구기획실에는 실장을 두되 실장이 공석일 경우 수석연구위원이 실장을 겸하
도록 하였다(제3조 제4항).
2018. 6. 승인되어 2018. 7. 1.부터 시행된 사법정책연구원 직제 내규 일부개정내규(사
법정책연구원내규 제11호)는 미래사법정책센터의 명칭을 미래사법센터로 변경하고 사법제
도센터를 신설하였으며(제5조 제1항, 제2항 개정), 사법제도센터의 센터장은 연구심의관으
로 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조 제2항 단서 신설).

연구조직도
(직제 내규 제2조 별표)

사법정책연구원장

수석연구위원

연구
기획실

미래사법
센터

통합사법
센터

통일사법
센터

해외사법
센터

법교육
센터

사법제도
센터

제4장 사법정책연구원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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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4. 승인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사법정책연구원 직제 내규(사법정책연구원

2. 연구기획실 및 연구센터
가. 연구기획실
연구사업 기획·조정, 예산, 규정, 홍보, 연구부정행위 제보·예비조사 등과 관련된 업
무 등 연구업무를 총괄한다(직제 내규 제6조).

나. 미래사법센터
사법제도와 재판제도의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연구 등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모
습에 관한 연구 등을 담당한다(직제 내규 제5조 제2항).

다. 통합사법센터
법학과 인접학문(법철학, 법사학, 법심리학, 법사회학, 법경제학 등 기초법학 및 언론
학)의 유기적·통합적 결합을 통한 연구 등을 담당한다(직제 내규 제5조 제3항).

라. 통일사법센터
통일 후의 사법부를 지원하기 위한 통일 대비 사법 연구, 북한 사법제도 연구 등을 담당
한다(직제 내규 제5조 제4항). 북한의 기본적인 법률 및 사법제도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우리와 북한의 사법제도 차이로 말미암아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사법질서의 혼
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방안에 관하여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통일 후 부동산
법제와 가족법제 등의 정비·통합방안, 남북교류협력지역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분쟁
의 처리방안, 통일 후 사법 조직과 인력의 정비·통합방안 등을 연구한다.

마. 해외사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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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범, 외국 사법제도 연구 등의 해외사법연구를 통한 사법적 성과 교류 업무 등을
담당한다(직제 내규 제5조 제5항). 연구의 전제가 되는 해외 법령이나 해외제도의 조사업
무, 국제학술교류를 통한 공동연구 등을 수행한다.

바. 법교육센터
제1부

하는 법교육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직제 내규 제5조 제6항).

사. 사법제도센터
재판절차, 비송절차, 강제집행절차 등 사법제도 일반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연구를 담
당한다(직제 내규 제5조 제7항).

3. 연구위원별 담당 사무 분장
2019. 3. 31. 현재 강현중 연구원장, 김우진 수석연구위원, 박용철 초빙연구위원, 최용
훈 파견연구위원을 제외한 25명의 연구·조사위원, 연구심의관, 연구담당관은 사법정책연
구원의 설립 취지, 중점 연구과제의 성격, 연구위원 개인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크게 연구기획실(5명), 미래사법·통일사법센터(5명), 해외사법·통합사법·법교육센터(9
명), 사법제도센터[6명(2명은 겸임)]로 나뉘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 연구기획실(5명)
직위

성명(기수)

사무분담

연구기획실장(법관)

한성수(29)

연구기획 총괄

(미국)

기획연구위원(법관)

장지용(34)

연구기획

(미국)

제4장 사법정책연구원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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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법 이해와 신뢰 제고를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직위

성명(기수)

연구위원(기획, 공보) (법관)

정성민(36)

연구기획, 공보

(독일)

서용성

독일법 관련 조사 · 번역

(독일)

김성화

일본법 관련 조사 · 번역

(일본)

조사위원(2)
(일반임기제)

사무분담

나. 미래사법·통일사법센터(5명)
직위

성명(기수)

사무분담

선임연구위원(법관)

이수진(31)

미래사법 · 통일사법센터 총괄

(미국)

이선미(34)

미래사법 연구

(미국)

문선주(34)

통일사법 연구

(미국)

차성안(35)

미래사법 연구

(독일)

김정환(가급)

미래사법 · 통일사법 연구

(민사소송)

법관연구위원(3)

전문직 연구위원(1)

다. 해외사법·통합사법·법교육센터(9명)
직위

성명(기수)

선임연구위원(법관)

이종엽(30)

해외사법 · 통합사법 · 법교육센터 총괄

(헌법, 미국)

이종훈(34)

법교육 연구

(영국)

김현범(35)

통합사법 연구

(중국)

김신유(35)

해외사법 연구

(독일)

안문희(가급)

해외 · 통합사법 · 법교육 연구

(가족법, 프랑스)

송현정(나급)

해외 · 통합사법 · 법교육 연구

(헌법, 미국)

이혜영(가급)

해외 · 통합사법 · 법교육 연구

(국제법, 미국)

김봉철(가급)

해외 · 통합사법 · 법교육 연구

(행정법, 독일)

김효정(가급)

해외 · 통합사법 · 법교육 연구

(국제거래법, 미국)

법관연구위원(3)

전문직 연구위원(5)

라. 사법제도센터[6명(겸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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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담

직위

성명(직급)

사무분담

비고

연구심의관

김학구(부이사관)

사법제도센터 총괄

사무국장 겸임

연구담당관

이동선(서기관)

연구 전담

연구담당관

김경오(서기관)

연구 전담

연구담당관

이혜정(사무관)

연구 전담

연구담당관

정호경(사무관)

연구 전담

연구담당관

서현웅(사무관)

연구 및 자료조사분석

제1부

IV. 위원회 현황

1. 운영위원회
가. 기능 및 구성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법정책연구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법원조직법 제76조의6 제1항). 운영위원회는 연구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연구원의 연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
의한다(운영규칙 제5조). 연구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
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연구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운영규칙 제7조 제2항).
운영위원회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급 이상의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
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법원조직법 제76조의6 제2항, 운영규칙
제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운영규칙 제4조 제1항). 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76조의6 제2항).

나. 2018년도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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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현황

연구지원과장 겸임

2018. 4. 19.(목) 10:00 사법정책연구원 중회의실에서 2018년도 운영위원회가 개최되
어 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였다. 비법관 연구위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 파견연구위원·초빙연구위원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전관예우 연구과
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운영위원들의 개별 의견으로는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 조성,
개헌 관련 연구의 필요성, 시대 흐름을 반영한 연구과제 선정, 연구업무 부담의 경감, 장기
연구계획의 필요성, 변호사 양성 제도 관련 연구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2018. 4. 19. 기준)

구분

성명

위원장

권오곤

한국법학원 원장
[ICC(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 의장]

부위원장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기태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권석천

JTBC 보도국장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정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김기동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승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위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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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

다. 2019년도 운영위원회
2019. 4. 17.(수) 10:00 사법정책연구원 중회의실에서 2019년도 운영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현재의 운영위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2019. 3. 31. 기준)

성명

위원장

권오곤

한국법학원 원장
[ICC(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 의장]

부위원장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채문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정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노승권

사법연수원 부원장

최수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위원(7인)

제1부

소속 / 직위

사법정책연구원 현황

구분

2. 자문위원회
가. 설치근거
연구원 운영개선과 발전에 관해 연구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운영규칙 제26조 제1항). 자문위원회는 공동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자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조계·학계·언론 등 각계의 인사 중에서 연구원장이 위촉하고, 연구원장은 당연직 위원
장이 된다[사법정책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사법정책연구원내규 제9호, 2014. 5. 30.
승인) 제2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사법정책연구원 자문위원회 운
영규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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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황
사법정책연구원이 개원한 2014년에 26명의 자문위원이 위촉되어 2014. 12. 26. 자문
위원 20명이 참석한 첫 자문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2015년도에는 자문위원회가 개
최되지 않았고, 2016. 12. 14. 자문위원 8명만이 참석한 2016년도 자문위원회가 개최되었
으며, 2017년도에는 자문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2014년에 위촉된 자문위원들의 임기는 현재 모두 만료되었고(2016. 12. 25. 임기만료)
그 후 자문위원의 재위촉 및 신규위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운영위원회와의 관계
를 재설정 내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외부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사법정책
연구원은 현재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연구수요조사절차에서 개최하는 시민
단체 간담회가 실질적인 자문위원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가. 기능 및 구성
사법정책연구원은 연구과제의 선정 및 수행, 연구결과의 평가, 연구보고서의 발간, 그
밖에 연구과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 내에 연구
과제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사법정책연구원 연구업무 내규(사법정책연구원내규 제4호,
2014. 4. 4. 승인. 이하 ‘연구업무 내규’라 한다) 제1조, 제5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수석연구위원
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은 연구기획실장 1명, 선임연구위원 2명, 법관 연
구위원 1명, 전문직 연구위원 1명,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2명 및 연구원 소속 법원공무원 1
명으로 하며 연구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구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연구업무 내규 제5조 제2 내지 5항).
2019. 3. 31. 현재 연구과제심의위원회 위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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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2019. 3. 31. 기준)

성명

소속 / 직위

위원장

김우진

수석연구위원

한성수

연구기획실장

이종엽

선임연구위원

이수진

선임연구위원

박노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강지웅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이종훈

연구위원(법관)

김정환

연구위원(전문직)

김경오

연구담당관(법원서기관)

장지용

기획연구위원

위원
(8명)

간사

제1부
사법정책연구원 현황

구분

나. 연구과제심의위원회 회의
연구과제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연간 연구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개별 연구과제별로 연구의 진행 단계에 따라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심
의하며, 최종보고서의 발간 여부를 결정한다. 연구과제심의위원회는 연구과제의 진행 정도
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고 있으며, 2015년에 29회, 2016년에 19회, 2017년에 15회, 2018년
에 21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회의가 각 개최되었고, 2019년에 들어서도 3월까지 이미 4회
의 연구과제심의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V. 사무국

사법정책연구원의 행정지원을 위한 기구로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과를 둔다. 국장
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
관으로 보하며, 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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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휘·감독한다(법원조직법 제76조의8, 제75조).
사무국에는 총무과와 연구지원과가 설치되어 있고 그 분장사무는 아래와 같다(법원사
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별표 2의2).

과명

분장사무
1. 서무, 인사, 문서, 연금, 통계, 표창 및 회계에 관한 사항과 관인의 관수

총무과

2. 도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연구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연구지원과

3. 연구자료의 수집, 작성, 편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물 발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VI. 개선 및 발전 방향
사법정책연구원은 개원 초기에 다양한 분야의 사법정책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 분야를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이를 담당할 5개의 센터(미래사법정책센터, 통합사법센터, 통일사법
센터, 해외사법센터, 법교육센터)를 사법정책연구원 내부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5개의 센
터에 배치될 연구위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과제의 시급성, 연구위원의 전문성 등을 고
려하여 ‘미래사법정책센터’와 ‘통합사법·통일사법·해외사법·법교육센터’의 2개 센터로
사실상 연구를 수행하였고, 2018년도 법관 정기인사에서 선임연구위원이 충원되어 2018.
2. 26.부터 3개의 센터(미래사법정책센터, 해외사법·통일사법·법교육센터, 통합사법센
터)로 운영하였다. 그리고 2018. 7. 1. 사법제도센터가 신설되어 현재는 미래사법·통일사
법센터, 해외사법·통합사법·법교육센터, 사법제도센터의 3개 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이
처럼 넉넉지 않은 인력사정에도 불구하고 사법정책연구원은 연구위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힘입어 미래사법정책 분야 이외에 통합사법, 통일사법, 해외사법, 법교육 분야에서도 고르
게 뛰어난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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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장차 통합사법, 통일사법, 해외사법, 법교육 분야에 대한 연구수요가 늘어날 것
은 명백히 예견되므로, 사법정책연구원은 연구분야의 전문화와 심층화, 연구결과의 내실
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연구인력의 확보 및 연구 기반시설의 확대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제1부
사법정책연구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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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제2부

법원조직법 제20조의2), 정책연구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존립 근거이자 핵심 업무이다. 이를
위해 사법정책연구원은 개원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업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고, 그 결과 현재 연구과제 발굴부터 연구보고서 발
간에 이르기까지의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완비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5년이라는 짧은 기
간 내에 70권이 넘는 깊이 있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실무와 이론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한편 학계와의 긴밀한 교류를 통하여 사법제
도 및 재판제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기 위해 사법정책연구원은 다수의 학술행사를 주
최 및 후원해 오는 한편 다수의 대학, 학회 및 연구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는 사법정책연구원의 2018년 주요 활동을 정책연구, 교류·협력, 대외 홍보·
소통, 연구원 내부 소통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본다(본 연간보고서의 작성 기준일이 2019.
3. 31.임을 고려하여 2019. 3.까지의 주요 활동도 포함하여 소개한다).

제1장 개관

41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위해 설립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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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업무의 개괄적 흐름

1. 연구수요 조사 및 간담회
연구원장은 연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
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외부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운영규칙 제17조).

2. 연구목표 및 방향 설정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설립목적,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수요조사 결과, 사법부 주변
의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목표와 방향을 설정한다(연구업무
내규 제4조).

3. 연구과제 발굴 및 선정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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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요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연구센터별로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구과제를 발굴
하고, 연구과제의 타당성, 공동연구 가능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의 달성 가능
성 등을 점검하여 기본연구과제를 선정한다(연구업무 내규 제7조, 제8조). 그 밖에 연구원
은 연구과제의 시의성 및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시로 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할 수 있
다(연구업무 내규 제9조).

4. 연간 연구계획 수립

제2부

원장의 승인을 받는다(운영규칙 제16조).

5. 연구책임자 지정
수석연구위원은 연구수행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한다.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연구책임자를 복수로 지정하거나 합동연구반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
다(운영규칙 제18조, 연구업무 내규 제10조).

6. 연구실시계획서, 착수 · 중간 · 최종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실시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업무 내규 제12조). 연구의 각 진행 단계에 따라 ① 연구 착수 시 연구의 전반적인 방
향을 보고하기 위한 착수보고서, ②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그 진행상황을 보고하
기 위한 중간보고서 및 ③ 연구가 종료되었을 때 그 연구결과물인 최종보고서를 연구과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연구업무 내규 제15조, 제16조, 제23조).
연구일정에 따라 착수·중간·최종보고서는 일괄하여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착수·

제2장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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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장은 선정된 연구과제를 토대로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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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서에는 연구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적절한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그때까지의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7. 연구수행 및 결과 평가
연구과제심의위원회는 연구과제별로 착수·중간보고서에 대한 연구수행 평가, 최종보
고서에 대한 연구결과 평가를 실시한다(운영규칙 제22조, 연구업무 내규 제21조, 제24조).

8. 연구보고서 발간
연구원장은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참고하여 연구보고서의 발간 여부를 결정한
다(운영규칙 제22조, 연구업무 내규 제26조). 연구책임자는 연구보고서의 발간이 결정되
면 지체 없이 편집회의 준비 등 발간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연구업무 내
규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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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수요 조사

•법원 내 · 외부 연구수요 조사

② 연구목표 설정

•연구원장이 연구목표와 방향 설정

연구업무 내규 § 4

③ 연구과제 발굴

•선임연구위원이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수석연구위원에게 보고

연구업무 내규 § 7

④ 연구과제 선정

•연구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수석연구위원 과제선정
•연구원장 승인

연구업무 내규
§§ 8, 9

⑤ 연간 연구계획
수립

•연구원장이 다음 연도 연구계획 수립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 승인

운영규칙 § 16

2018 연간보고서

운영규칙 § 17

⑥ 연구책임자 지정

•수석연구위원이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 지정

운영규칙 § 18
연구업무 내규 § 10

⑦ 실시계획서 제출

•선임연구위원을 거쳐 수석연구위원에게 제출
•연구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연구원장 승인

연구업무 내규 § 12

⑧ 착수보고서 제출

•착수 후 1개월 이내
•선임연구위원을 거쳐 연구과제심의위원회에 제출
•토론회 개최
•연구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연구업무 내규
§§ 15, 18

⑨ 중간보고서 제출

•연구기간 1/2 경과
•선임연구위원을 거쳐 연구과제심의위원회에 제출
•토론회 개최
•연구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연구업무 내규
§§ 16, 18

⑩ 최종보고서 제출

•수석연구위원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
•토론회 개최
•연구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연구업무 내규
§§ 23, 24

•착수 · 중간 보고서에 대한 평가(연구수행)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연구결과)

연구업무 내규
§§ 21, 24

⑫ 연구보고서 발간

•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우수연구보고서 선정
•연구원장 발간결정

운영규칙 § 22
연구업무 내규
§§ 6, 25, 26

⑬ 연구보고서 배부

•발간결정에 따른 조치(인쇄업체 선정, 초록 작성 등)
•발행 및 배부

연구업무 내규
§ 27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 보고

운영규칙 § 21

⑭ 연구결과 보고

⑮ 연간보고서
국회 보고

•다음 연도 연구추진계획, 해당 연도 연구실적을
담은 연간보고서 발간
•국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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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연구수행평가
연구결과평가

제2부

법원조직법 § 76의7
운영규칙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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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18년도 연구과제 선정 절차

1. 연구수요조사 실시
연구원장은 2018년도 연구과제 선정을 위하여 법원 내·외부를 상대로 2017. 8. 28.부
터 2017. 10. 13.까지 약 7주에 걸쳐 연구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절차를 통하여 총 129
개의 연구주제가 제안되었다. 연구수요조사의 홍보를 위하여 코트넷 주요 공지사항, 사법
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에 안내글을 게시하고 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에 협
조공문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연구수요조사는 법원 내·외부의 소통과 연구원 홍보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 특히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연구과제 제안을 위한 퀵 메
뉴(Quick Menu, 바로가기)를 설치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언제든지 손쉽게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2. 의견 수렴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사법정책연구원은 2017. 4. 27.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였다. 연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① 법원의 개인정보보호방식, ② 선
거재판 관련 기준 설정, ③ 변리사의 특허소송 공동수행, ④ 각국 법원의 법관 인사제도 등
에 대한 연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3. 연구수요조사 간담회 개최
사법정책연구원은 2017. 10. 1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1개 시민단체가 참가한 가
운데 연구수요조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법정책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간담회
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해결(중재기구 설치 등), 친생부인 제도의 개선방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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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주의 도입 관련 사회적 약자 지원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연구수요
조사 간담회에 참가한 시민단체는 아래와 같다.

2018년 연구수요조사 간담회
순번

기관명

참석자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주희 사회실장

3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정술 사무총장

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5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7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8

한국NGO 학회

9

한국YMCA전국연맹

10

한국YWCA연합회

11

흥사단

김삼수 정치사법팀장

제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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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윤 명 사무총장
서유경 부회장
심유경 안산YMCA 사무국장
유성희 사무총장
문성근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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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과제 관련 기타 의견수렴 절차
사법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위원, 법원행정처, 법원공무원교육원 등 법원 내부를 상대로
연구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결과 연구위원으로부터 16건, 법원행정처로부터 16
건,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부터 3건의 연구과제를 제안받았다.

5. 2018년도 기본연구과제 최종 선정(13건)
2017. 12.부터 2018. 1.까지 수차례의 내부 검토회의가 개최되었고, 2018. 1. 17.(수)
연구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연구과제의 타당성 및 시급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등
을 고려하여 2018년도 기본연구과제 13건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2018년
도 기본연구과제는 아래와 같다.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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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8년도 기본연구과제의 제안 취지 및 연구 필요성
(1)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평가 방식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ECD의 「Government at a Glance 2015」(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 중 ‘사법시
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27%로 조사됨. 이에 대해 ‘한국 사
법제도 신뢰도 42개국 중 39위’, ‘한국 사회신뢰도 바닥, OECD 34개국 중 33위’ 등의
제2부

언론기사가 쏟아졌고, 현재까지 각계각층에서 위 수치를 반복하여 인용하고 있음
○그러나 위 보고서 내에서 인용하고 있는 World Justice Project의 2016년 우리나라 법

은 수준임.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5」 보고서도 우리나라 사법절차의 수
준을 높이 평가하였음
○우리나라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현재 사법
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임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국제적 사법 평가 지표들이 어떤 방식으로 신뢰도를 평가하는
지, 평가 지표들이 중시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기존 평가 결과의 구체적·실질적 의미
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사법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 도출에 있어 새로
운 시각을 던져줄 수 있음

▣ 주요 연구내용
○사법신뢰도의 의의, 중요성 및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신뢰도 현황
○사법신뢰도에 관한 다양한 국제 지표들의 소개
○OECD(Government at a Glance), World Justice Project(Rule of Law Index),
World Bank(Doing Business, WGI), World Economic Forum(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등 사법부와 관련된 주요 국제 지표들의 평가 방법, 평가 내
용 비교·분석
○분석 내용을 토대로 사법신뢰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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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는 113개국 중 8위(민사) 및 17위(형사)로서 무척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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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과정과 사법과정의 정보협력 강화 방안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입법부와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상호 독립하며 견제와 균형관계에 있어야 하나, 법규범
의 제정과 해석이라는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유기적이고 긴밀
하게 협력해야 할 필요성도 존재함
○우선 법원의 입장에서, 재판을 함에 있어 법규범을 올바르게 해석·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규범의 입법연혁, 입법취지, 입법과정, 입법영향 등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이
며 신뢰가능한 정보가 필요함
○또한 입법부 역시 재판 및 판결을 통해 현출된 입법적 미비사항과 개선사항을 정확히 파
악한 후 이를 법 개정 시 적극적이고 신속히 반영시켜 입법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처럼 입법부와 사법부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이 긴밀히
소통 및 협력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확대·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
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입법과 사법의 관계
○입법 및 재판 과정에서 상호 소통 및 협력의 필요성, 현재의 실태와 문제점
○국내외 입법부·사법부 사이 정보교류 및 연계 제도, 현황
○구체적인 정보교류 및 소통 강화 방안
- 재판규범에 관한 입법정보의 교류·제공방안
- 재판 및 판결을 통해 드러난 입법 개선사항의 환류 방안

(3) 청소년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법이 갈등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원칙이나 수단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자체의
내용 못지않게 시민들이 높은 수준의 법의식과 법적 소양을 갖출 것이 요구됨. 특히 청
소년기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올바른 법의식을 배양하기 위한 법교육이 절
실히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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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를 중심으로 청소년 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교육의 양과 질이 부족(초등·중등)하거나 어렵고 추상적인 지식 전달 위주(고등)라
는 지적이 있음. 그 외 국가기관과 민간기관의 법교육의 경우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명
확히 알려져 있지 않음
○청소년의 법의식과 법교육에 관하여 법무부의 용역보고서[「법교육 프로그램 평가지표
개발」 (2006) 및 「청소년 법의식 수준 평가를 위한 척도 개발」 (2007) 등] 기타 선행연
구들이 있으나, 오래되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거나 경험적·실증적 측
제2부

면이 부족함
○따라서 현재 청소년의 법의식과 법교육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 문

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인 연구가 필요함
○특히 연구 결과를 향후 사법부에서 청소년 대상 법교육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법교육의
다양화·활성화와 함께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사법에 대한 이해와 사법신뢰 증진에도 이
바지할 수 있음

▣ 주요 연구내용
○청소년의 법의식 및 청소년 대상 법교육의 실증적 분석의 필요성
○청소년의 법에 대한 인식·이해·지식에 대한 실증적 조사·분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 현황
- 사회과 교과과정을 통한 학교 법교육 실태
- 민간 기관의 법교육 실태
- 법원, 법무부 기타 국가기관의 법교육 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법교육의 구체적 개선 방안 모색
- 사법부의 법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과도 연계하여 연구

(4) 국제법의 재판규범성에 관한 연구 – 주요 국제인권규범을 중심으로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국제법이 국내 법원의 재판규범으로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두 가지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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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개발하고, 이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수집 및 분석과 일선 학교 교사와 관련 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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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매우 중요함
-①국
 내 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의 중요한 법원(法源)으로 작용하므로, 국내 법원에서
국제법이 활발히 활용되지 못한 국가들은 국제법 형성과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
음
-②국
 제법에 어긋난 국내 판결은 국제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그 국가의 국제법적 책
임을 유발할 수 있음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 각국 법원은 국제법을 전 영
역에 걸쳐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음
- 특히 국제인권규범의 경우, 최고법원부터 하급심까지 규범 및 해석기준이 여러 측면
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고, 이러한 판례들은 각국의 국제법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 사법부가 국제법을 재판규범으로 원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재판과정에서 잠재적인 국제법적 쟁점이 제대로 제기·심리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주요 국제법 교과서에서 국내 판결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낮음
○헌법이 국제법규에 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국제법 쟁점이 다뤄
진 소수의 판결들은 대체로 국적, 남북한 관계, 국내 외국인의 지위 등 한정된 영역만을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임
- 국제인권법 영역의 경우, 지난 10~20년 동안 하급심은 물론 대법원도 국제인권규범
을 의식하거나 언급한 판결을 선고하고 있으나[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 판례 평
석, 박영사 (2017) 참조], 그 범위가 양심적 병역거부 내지 난민사건 등 몇 가지 유형
에 집중되어 있고, 국내 판례의 주류적 해석이 국제인권법의 국제적 해석 기준과 상
이하다는 지적도 있음
- 또한 자유권에 관한 국제규범을 원용한 판결은 종종 발견되나, 사회권에 관한 국제규
범을 재판규범으로 적용한 사례는 찾기 어려움
○따라서 국내 법원에서 국제인권규범을 재판규범으로 적용 내지 활용하는 실태를 진단하
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 위하여 해외 각국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주요 국제인권규범
들이 재판규범으로 활용되는 예를 유형별로 정리하는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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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우리 사법부에서 주요 국제인권규범이 재판규범으로 활용된 사례를 소개하고 현황을
진단함
○해외 각국 법원에서 주요 국제인권규범이 재판규범으로 활용된 예를 수집·정리한 후
나라별·주제별로 유형화하여 소개함. 특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A규약)의 재판규범성을 집중 연구함
○비교법적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사법부에서 주요 국제인권규범이 재판규범으로 보다
제2부

더 활발히 해석·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5)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적정한 재판운영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법원은 소송사건을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
고, 이는 사법부가 천명하는 「공정하게 좋은 재판」을 위한 필수 전제임
○따라서 우리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이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판장은 사실상·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석명권 내지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소송관계
를 명료하게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점에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는 적정하게 조화
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실제 재판(특히 당사자 본인소송)에서 어느 정도로 석명권 내지 소송지휘권을 행
사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무척이나 어려운 문제임
- 석명권의 소극적 행사는 소송당사자 내지 피고인에게 법원이 진실을 외면한다는 인상
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석명의무 위반으로 상급심에서 파기될 위험이 있음
- 반면 석명권의 적극적 행사는 당사자주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에게
편파적인 진행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큼
○결국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적정한 조화는 「좋은 재판」을 통해 사법신뢰를 확보하
기 위한 핵심 요소임에도, 현재 이에 관한 뚜렷한 기준이 없이 개별 법관의 개인적 견
해, 가치관 및 경험에 의존하는 실정이므로, 적정한 조화 방안을 제시하여 사법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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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재판에 있어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원칙의 의미·필요성, 위 원칙이 구체화된 제도 내
용
○석명권 내지 소송지휘권 행사 범위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및 실무례
○당사자주의 위반 또는 석명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례들에 대한 분석 및 유형화
○실제 재판에서 석명권 내지 소송지휘권 행사 여부를 고민한 사실심 재판장에 대한 인터
뷰, 이러한 실증적 조사를 통한 사례 유형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적정한 조화 방안

(6)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영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punitive damages)를 우리 법체계에 도입할 것인지의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고,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9개의 개별 법률
이 3배 배상 제도를 도입하였음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 도입하겠다는 방침이 여러 관계부처에서 발표되고
있고(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나아가 불법행위 전반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안 역시 국회에 이미 여러 건 계류 중임(금태섭 의원 등 발의안, 박주민 의
원 등 발의안 등)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력한 반대의견이 있고, 현재까지 도입된 3배 배
상 제도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우리 사법제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정한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시급함

▣ 주요 연구내용
○영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내용
○대륙법계 국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사례 및 그 도입 범위(독일,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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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 등)
○현재 입법화된 3배 배상 제도의 내용, 효과, 입법 타당성 검토
○징벌적 손해배상의 확대 도입 여부 검토
○현행 사법제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 심리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인정요건, 배상액
산정 기준, 정보 비대칭과 증거개시 방법, 손해액 입증 등)

(7) 국민의 법의식에 맞는 정당방위 판단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제2부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형법상 정당방위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 역시 정

어 왔음
○특히 최근의 ‘도둑 뇌사’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부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여론의 비
판이 높았고, 정당방위 인정 여지가 높은 쌍방 폭행 사건에 대하여 일단 합의를 종용하
는 수사기관의 편의적 처리 역시 국민으로부터 강한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음
○한편,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특정 유형의 폭력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인정 범
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꾸준히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가
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되었음(2017. 12. 22. 정
춘숙 의원 등)
○국민들의 향상된 권리의식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정당방위가 좀처럼 인정되지 않고
판단기준 역시 모호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법의식은 형사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킬 뿐
만 아니라 사법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국민의 권리의식 내지 법의식, 가해행위의 유형, 사회적 소수자 보호의 필요성
등 다양한 사법정책적 시각을 반영한 정당방위 허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
여 정당방위에 관한 나름의 판단기준을 정립해 온 미국의 사례, 그리고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는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우리나라 정당방위 제도 현황, 판결례 및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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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대륙법계 국가(독일, 일본 등)에서의 정당방위 제도 운영 현황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정당방위 가이드라인 제시

(8) 비법인사단성 심사에 관한 효율적인 법적 제도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비법인사단은 민법상 권리주체로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소송에서도 당사자능력이 인
정되고, 재산권과 관련하여 등기능력도 인정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권리주체성을 인정
받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교회, 종중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들이 조세 등의 이유로 비법인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사회에서 비법인사
단의 취급 문제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그러나 모든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권리주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단체
가 독촉절차·등기절차·공탁절차 등의 당사자(특히 소극적 당사자)가 되는 경우 당사
자능력 또는 등기능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사단성이 문제됨
○이러한 경우, 단체의 입장에서는 각 절차를 이용할 때마다 사단성을 소명하여야 하는 번
거로움이 있고, 한편 법원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정식 재판절차가 아닌 해당 각 절차에서
단체의 사단성을 매번 심사해야 하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절차적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비법인사단에 대한 별도의 인증절차 내
지 등록절차 도입 기타 비법인사단성을 심사할 효율적인 법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현행법상 비법인사단의 지위 및 비법인사단이 당사자가 된 각종 절차에서 발생하는 실
무상 문제점
○비법인사단의 법적 취급에 관한 주요 국가의 제도 고찰 및 시사점 도출
○비법인사단에 대한 (사전)인증 제도 내지 등록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구체적 제도 내
용 검토

(9) 주요 국가의 해외부패방지 법제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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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 등은 최근 10년간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위반 사건에 관한 수사와 집행에 역점을 두어 왔음. 이로 인하
여 그 의율건수와 집행된 민·형사상 징벌금 액수가 급증하였음(예컨대 2016년에는 27
개 기업으로부터 총 24억 8,000만 달러를 징수함). 특히 외국 기업에 대한 FCPA 적용
이 두드러짐(예컨대 2008년 독일 기업 Siemens에 부과한 벌금액수는 8억 달러에 달함)
○영국도 2010년 뇌물법을 제정하였는데(UK Bribery Act), 법의 내용이 미국의 FCPA보
다 더 엄격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미국 기업 IBM과 영국 주류회사 Diagio가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안
으로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FCPA 위반을 이유로 제재금 등을 부과받은 사례도 있음

에도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는 미진한 상태임. 한편 우리나라 역시 1997년 OECD
부패방지협약에 가입하고 1998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을 제정한 바 있으나, 실제 적용사례 및 그에 대한 연구는 미미함
○장차 우리 기업이나 국민이 직접 미국 FCPA 등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각
국의 해외부패방지 법제에 대한 연구는 국내법의 해석과 운영, 향후 관련 법제의 입법 및
정비, 나아가 각국 사법당국의 사법공조 및 국제적 통일규범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주요 연구내용
○FCPA의 연혁 및 내용
- 개론적·추상적 선행연구는 많은 편이므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하여 사실
관계, 수사 내지 재판의 진행과정 및 최종 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봄
- 특히 FCPA 규정 중 뇌물금지조항에 대한 국내 연구는 다수 있으나 회계조항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회계조항을 중점 연구
○미국 사법당국의 공격적인 FCPA 적용에 대한 비판적 논의 소개
○영국, EU 등의 해외부패방지 관련 법제의 현황 및 실무 개관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도출

(10) 사회적 소수자 보호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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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세계적으로 해외부패방지 법제에 대한 관심 및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제2부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보호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법치주의의 핵심 과제이며 사
법부의 중대한 사명임. 특히 최근 한국에서는 사회 전반의 높아진 인권의식으로 인해 여
성 혐오, 다문화 가정과 인종 차별, 성(性) 소수자 문제 등 사회적 소수자의 보호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가족형태,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비합리적 차별을 금지하는 소위 ‘차별금지법’이 2007년부터 최근
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발의되었으나, 일부 집단의 강한 반발로 인해 번번이 무산되었음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는 현재 우리 사회의 중대 현안
이자 사법부에 대한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보호 방법에 관해서는 충분
히 연구되었거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보기 어려움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종(race), 성(gender), 성적 지향
(sexual orientation) 등을 이유로 한 권리침해 사안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풍부한 법리를 정립해 왔음
○우리보다 훨씬 앞서 사회적 소수자의 보호 문제를 고민해 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례
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현실에 맞는 사회적 소수자 보호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 보호 필요성
○현재 우리 사회의 사회적 소수자 관련 논의 현황
○사회적 소수자 보호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례 분석 및 이를 통한 보호 원
칙 내지 기준 도출
○사회적 소수자 보호에 관한 바람직한 사법정책 제시

(11)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세계 경제규모 11위인 한국과 12위인 러시아는 각각 상당한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이지
만, 정치·경제적 이유 등으로 양국의 경제적 교류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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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러시아와의 무역 규모는 꾸준히 성장해 왔고, 특히 2017. 12. 7. 유라시아 등 북
방지역과 경제 분야 등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같은 날 민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한·러 기업협의회’ 역시 출범하여,
러시아와의 경제 교류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이 분명함
○러시아 역시 예전부터 외국인 투자 유치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생산품분배계약법(1995),
외국인투자법(1999), 특별경제구역법(2005), 외국인투자절차법(2008), 극동 선도개발
구역법(2014), 블라디보스톡 자유항법(2015) 등 각종 특별법을 제정하고 여러 가지 조
제2부

세혜택도 제공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음
○이러한 상황임에도 러시아 법제 및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분석이 미진하여 양국의 경제

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연구를 통하여 양국의 경제교류는 물론 사법교류의 확대에도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러시아 법제에 대한 개관. 특히 외국인 투자와 관련되는 기본법(민법, 민사소송법, 국제
사법 등) 내용 소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러시아 특별법의 내용 소개 및 최근 개정내용
분석
○2017년 러시아연방 대법원이 발간한 ‘외국인 투자자 보호 관련 판결사례집’ 내용 소개
○외국인 투자 관련 러시아의 분쟁해결 제도 소개

(12) 중국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중국이 정치·사회·경제·문화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고,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
고 있음
○그럼에도 미국, 일본, 독일과 달리 중국의 사법제도는 우리에게 여전히 생소한 것이 현
실임. 중국의 사법제도는 중국의 사회주의적 정치·경제구조를 반영하여 매우 독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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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담고 있음에도 그 특징이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있음
○특히 1997년 중국공산당 제15차 당대회에서 의법치국(依法治國)이 새로운 당방침으로
채택되면서 사법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현재 중국은 제4차 5개년 개혁요강(2014
~ 2018)을 수립·시행 중임. 구체적인 사법개혁 내용으로는 사법정보화 발전, 사법의
투명화, 판결문 공개, 법관인사제도 개선, 법원 인원의 전문화·정규화, 사법권의 독립,
사법관할제도 개선 등이 있는데, 이러한 사법개혁 내용 자체는 다른 법체계를 가진 우리
나라에도 매우 구체적이고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중국의 사법제도 및 사법개혁의 내용에 관한 포괄적이고도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가 시급함
○주제가 방대하므로, ① 개괄적인 내용을 담은 총론편, ② 세부 주제(의법치국의 확립 및
사법·재판제도의 개선, 법관의 신분보장 및 인사제도의 개선, 사법공개주의 및 사법정
보화시스템의 구현)를 심도있게 다루는 각론편(1) ~ (3)으로 나누어 장기적으로 연구하
는 방안도 검토(총 4권)

▣ 주요 연구내용
○중국 사법제도의 연혁과 현황, 사법개혁의 추진 배경, 경과 및 현황
○중국 사법개혁의 특징·구체적 사례·평가 및 시사점, 향후 추진 과제 및 전망
○중국 사법개혁이 우리나라의 사법개혁에 던져주는 시사점

(13)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해외 각국의 제도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전관예우는 오랫동안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해하는 가장 중대한 병폐로 지적되어 왔음.
우리나라는 퇴직 법관의 개업지 제한, 개인적 연고 있는 변호사 선임 시 재배당 제도 등
을 통해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대다수 국민은 여전히 전관예우가 사실
상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현실임
○이에 2017. 11. 13. 출범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 역시 「4대 사법개혁 과제」
중 첫 번째로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
안 마련’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였음. 나아가 최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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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밝힌 개헌안에도 ‘전관예우 금지’가 명시적으로 포함될 정도로, 전관예우 방지는 우
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임
○그런데 우리나라 이외의 해외 각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하게 제
기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관예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연 해외 각국에서는 어떠한 제도적 뒷받침 또는 실정법적 규제·규율을 통해 전관예
우를 사전적·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있는지를 폭넓게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얻
을 필요가 있음
제2부

○전관예우의 의미, 전관예우의 실태 및 이에 대한 국민의 법의식
○주요 해외 각국에서의 전관예우 문제 논의 실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해외 각국의 근본적·구조적 제도 내용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해외 각국의 구체적인 법규·윤리강령 내용
- 특히 전직 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된 제도(법원의 사건 재배당 등)가
있는 경우, 그 구체적 내용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7. 2018년도 수시연구과제 선정
사법정책연구원은 기본연구과제와 별도로 연구과제의 시의성 및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에 수시로 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연구업무 내규 제9조 제1항).
수시연구과제는 ① 연구원장이 수시연구과제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연구과제심의위원회에서 사법부 정책현안에 대한 시급한 대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③ 법원행정처에서 수시연구과제 수행요청을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선정하고(연구업무 내규 제9조 제2항), 연구기간 3개월 이내의 수시연구과제에 대하여
는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연구업무 내규 제6
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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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2018년도에는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아래와 같이 총 6건의 연구
과제를 수시연구과제로 선정하였다.
순번

수시연구과제명

제안기관

비고

1

외국인 인신구속 시 영사 통보 관련
외국 입법례, 실무례 등 비교법적 연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2018. 4. 26.
제8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2

민사소송 등 소가 산정 및
인지 계산 간소화 방안 - 비교법적 검토

사법정책연구원

2018. 6. 21.
제11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3

법원 임기제공무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위와 같음

4

사법보좌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위와 같음

5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윤리기준 관련
외국 입법례, 실무례 등 비교법적 연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위와 같음

6

신분등록제도와 관련된
외국 입법례, 실무례 등의 비교법적 검토와
(가족관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위와 같음

III. 연구보고서 발간

1. 연구보고서 발간절차
가. 최종보고서에 대한 심의 및 평가
연구책임자는 최종보고서를 연구과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장(수석연구위원)은
최종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연구업무 내규 제23조). 연구
과제심의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연구업무 내규 제24조).

나. 연구보고서 발간에 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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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심의위원회는 최종보고서를 연구보고서로 발간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한다(연
구업무 내규 제6조 제1항 제4호).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최종보고서 심의와 연구보고
서 발간 심의를 동시에 진행한다.

다. 연구원장의 연구보고서 발간 결정
연구원장은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연구보고서 발간 여부를 결정
한다(연구업무 내규 제26조).

제2부

라. 발간준비 및 출판업체 지정
연구책임자는 연구보고서의 발간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발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연구업무 내규 제27조). 연구책임자는 연구보고서 내용구성에 필요한 사항(국문·
영문 초록 등)을 작성하고, 사무국(연구지원과)은 지정 출판업체에 연구보고서 발간을 의
뢰한다.

제2장 정책연구

63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2
0
1
8
년

2. 2018년에 발간된 연구보고서(17권, 발간일 기준)
(1)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8-02]

•발간일 : 2018. 2. 22.
•연구책임자 : 홍진표 선임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변지영 연구위원, 서용성 조사위원,
		

최유나 조사위원

•주요내용

다문화 가족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이나 법원,
재판절차 등의 사법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하고 우리의 언
어에 능숙하지 않아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는 일정
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장애인이나 북한이탈주민 등과 같
이 사법 접근에 제약이 있는 다문화 가족으로 하여금 우리의 사법시스템에 접근하여 사법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사회통합
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족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이
접촉하는 모든 지점에서부터 판결 선고 및 집행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한국
어에 대한 구사 및 이해능력 부족과 국내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법서비스 제공
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주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우호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미
국, 캐나다, 호주와 최근 아프리카, 시리아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고 있는 영국, 독
일, 프랑스 및 사법제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자국의 사법시스템에 차
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여러 정책은 다소
간의 차이는 있어도 자국 사법시스템에 외국인의 차별 없는 접근을 지원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법 지원 정책은 우리의 다문
화 가족에 대한 공정한 사법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 가족의 사법 지원을 위해서 오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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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해 오고 있는 변호사, 활동가 등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
인 사법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효적인 사법적 지원 방안의 수립 및 실시를 위해서는 다문화 가
족 형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
적인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효적인 사법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점진적·단계별로
계획을 실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관리조직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리주체는 다문
화 가족을 포함한 체류 외국인 전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 지원을 위하여 모든 접촉지점에
서 로드맵을 수립한 후 로드맵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아울러 다
문화 가족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요구된다.

적인 방안의 수립·실시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① 한국어와 사법시스템에 능숙하지 않
은 다문화 가족이 사법부 제공 정보에 대한 온라인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모바일 접속 지원 확대, 웹사이트의 사용자 편익 극대화를 위한 체제 및 내용 개편,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법원을 방문하여 각종 신청서
를 제출하거나 재판을 받으려는 것과 같이 법원에서 직접 사법시스템에 접촉하는 다문화
가족을 위하여 법원 시설의 다국어 표시를 확대하고, 외국인 전용 창구의 점진적 확대와 함
께 그 창구에서의 충분한 언어 서비스 제공 및 필요한 책자, 양식,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져
야 한다. ③ 법정에서의 통역과 번역 등 언어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서 공적인 통·
번역 서비스 확대를 고민하고, 통역인 명부에 등재된 통역인과 그렇지 않은 통역인을 구분
하여 각각의 통역인 풀을 확대하고 통역인 관리 및 교육을 강화하여 일정한 수준 위로 통
역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 ④ 법 제도 등에 익숙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
는 다문화 가족이 변호사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전담 소송구조 변호사
제도를 확대 및 개편하고,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률구조와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⑤ 법원 내 다문화 가족 업무 관계자인 판사, 직원, 조정위원 등이 다문
화 가족 및 이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다문화 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교육 및 연
수를 실질화하며 아울러 이주민 등 다문화 가족 자체의 인식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이다. ⑥ 사법부 이외에 직·간접적인 사법적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유관 기관, 단체 등과
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의 채널 구성 및 협력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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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에게 차별 없는 공정한 사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

제2부

앞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 없
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그 정책들에 의하여 다문화 가족
의 인권 및 사법 지원이 한층 더 보장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공고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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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연구총서 2017-14]

•발간일 : 2018. 3. 30.
•연구책임자 : 하민경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강민애 사서
•주요내용

본 연구는 광복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에서 사

제2부

하여 각 판결이 가져온 사회 변화를 살펴본다. 판결 선고
이전의 우리 사회의 상황과 그 이후의 사회 변화를 살펴보
는 작업은 판결의 쟁점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변천 과정을
파악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의무가 충돌한 분야의 대표적인 사안으로 존엄사
문제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문제를 다룬다. 전통의 변화에 관한 제3장에서는 처(妻)의
행위능력 인정 문제, 여성의 종중원 지위 인정 문제,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문제, 개명의 자
유에 대한 문제, 사실혼배우자에 대한 보호 문제, 부부강간의 성립 여부, 양자(養子)의 보
호 문제를 다룬다. 제4장에서는 소작농, 주택임차인, 환경오염 피해자, 여성 피고용인, 비
정규직 근로자, 중소상업인 등 경제 발전 과정에서 생긴 약자에 대한 보호 문제를 다룬다.
제5장에서는 위헌적 법률을 심사한 판결, 위법한 판결과 이후의 재심판결, 국가의 피해자
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등의 문제를 처리한 대법원 판결을 다룬다. 제6장에서는 형사사건
피의자,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 변호사에게 형사사건을 의뢰한 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근로자, 성희롱 피해자 등의 인권 문제를 다루었다. 제7장에서는 저작권 문제, 행정소송에
서 원고적격과 재판대상의 확대 문제, 납세자의 보호 문제 등 일상영역에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 문제를 다룬다.
소송절차는 소송당사자들 외에도 그들과 견해를 같이하는 그 밖의 사회 구성원들도 함
께 참여하는 마당이다. 때문에 어떤 분쟁을 최종적으로 일단락시킨 대법원 판결이 사회정
책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 분쟁의 양상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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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이 컸던 30개의 판결을 선별

다양화되면서 대법원의 판결도 능동적인 모델로 변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 본 연구
가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률교양서
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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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양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8-03]

•발간일 : 2018. 4. 30.
•연구책임자 : 안문희 연구위원
•주요내용

미성년자 입양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자의 복리를 실
제2부

가진 양부모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우리 입양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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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법은 국가적 개입 없이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
한 입양을 허용했었으나, 이로 인한 많은 문제점으로 미
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개정
이 최근에 있었다.
그러나 법원 허가만으로는 입양의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으며, 양부모 될 자의 자격
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 예비 양부모에 대한 교육, 실제 문제 발생에 있어서의 해
결을 위한 관련 지식의 제공, 입양기관 실무가들의 전문성 및 객관성 등이 보장되지 않는
다면, 양부모에 의한 입양아동의 학대라는 사회적 문제는 여전히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입양 관련 문제의 배경은 우리 입양제도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제 입양의 시작을 우리나라의 전쟁고아에 대한 외국 양부모의 입양으로 보
는 시각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국제 입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에 해당한다. 그
럼에도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입양의 전반적인 절차에 관여하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는 역
사적·사회적 이유로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입양이 이루어져 왔고, 이는 현재에도 마찬가
지이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 입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양부모 될 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의 민간 입양기관의 주
된 업무는 입양 가능한 아동에 대한 소개나 입양 후의 서비스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우리
또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기존에 민간 입양기관들의 업무였던 입양기관 실무자들에 대
한 자격심사·교육, 예비 양부모에 대한 교육, 입양전제 가정위탁을 위한 결정·관리 등을
전담함으로써 우리의 입양제도의 운용에 대한 전문화와 객관화, 절차에 대한 일원화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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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자격을

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대원칙과 같이 입양보다는 원가정 보호
가 가장 우선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경제적, 사회적 도움을 통해 가능한 한 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친부모에 의한 양
육이 불가능한 경우에, 친족에 의한 입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이마저도 불가능한 경
우에 국내 입양과 국제 입양을 순차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해서는 입양은 최선책이 아니라 최후의 대안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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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연구총서 2017-15]

•발간일 : 2018. 4. 30.
•연구책임자 : 김정환 연구위원, 박준선 前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김윤정 前 연구위원, 계인국 연구위원,
		

안문희 연구위원
제2부

•주요내용

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수
단이다. 특히 국제거래에서는 상대방 국가의 법체계에 대
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법원은 편파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인해
소송보다 중재를 선호한다. 게다가 중재는 해당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다. 큰
규모의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할 경우, 해당 국가에 법률서비스, 호텔, 중재센터 등 많은 일
자리를 창출하므로 세계 각국이 자국에 중재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중재는
사적 자치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이지만, 그 성격상 법원의 역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중재와 법원의 관계를 논할 때 가능하면 법원이 중재에 최소한으로 관
여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중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법원이 중재절차
진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특히 국제중재를 중심으로 하여
중재제도 일반에 대해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와 외국의 중재제도와 그 절차 안에서의 법원
의 역할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해 법원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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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

(5)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8-04]

•발간일 : 2018. 6. 15.
•연구책임자 : 계인국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김현범 연구위원
•주요내용

온라인 분쟁해결이란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각 당사자의 주된 소통과정이 온라인 소통방식을 통해 이
뤄지는 것을 말한다. 공식적인 사법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이 등장하였다면, 온라인 분쟁해결은 소
통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이들을 더욱 보완하고 개선하는
분쟁해결방식이 된다.
온라인 분쟁해결은 종전의 대면방식의 분쟁해결절차를 온라인상의 비대면 방식으로 전
환시킴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과 편의성 등을 증진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위
해서는 공정성과 신뢰성 및 합법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온라인 분
쟁해결의 프레임워크가 되는 필요조건을 정리하고 제도의 기본 설계 방식을 소개하였다.
한편, 온라인 분쟁해결은 전자상거래, 특히 국제 전자상거래에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종래 OECD나 UNCITRAL에서 논의되어 온 국제적 차원의 규율 내지
가이드라인의 형성과정을 간략히 소개하였고 이어서 특기할 만한 해외의 사례로 미국, 유
럽연합, 네덜란드, 일본 그리고 중국의 온라인 분쟁해결 이용현황을 살펴보았다.
사법이 온라인 분쟁해결의 관념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리걸테크
와 사법접근권이라는 두 가지 큰 방향을 먼저 설정한 뒤, 멀티도어 코트하우스 모델과 전자
사법제도에서 온라인 분쟁해결 관념의 수용, 특히 나홀로소송과 온라인 분쟁해결의 연결점
을 통해 실천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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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랑스, 독일, 일본 상고심의 민사 판결서 작성 방식
[“사법”지 제44호(2018년 여름호) 게재]

•발간일 : 2018. 6. 15.
•연구책임자 : 하상익 연구위원
•주요내용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서의 개선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제2부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의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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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는 2017. 9.경 완성된 연구보고서 초안에 대하
여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의 검토를 요청하였고, 내부 논의
결과 “대법원 판결서 개선 방안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모
아 법원도서관이 발간하는 “사법”지(사법발전재단)에 특
집으로 함께 게재함으로써, 법조계·법학계는 물론 일반 국민을 상대로 판결서 개선에 관
한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연구책임자는 연구보고서를 논문 형태로 게재하는 것에 관해 사법정책연구원장의 승인
을 얻은 후(연구업무 내규 제14조) 기존 연구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책임자의
사견(私見)을 추가하여 논문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위 논문은 2018. 6. 15. “사법”지 제44
호(2018년 여름호)에 게재되었다. 특집의 최종 구성은 다음과 같다.
<소특집> 대법원 판결서 작성방식의 발전적 대안 모색
○재판연구관 의견서 개선방안에 관하여(고홍석).... 3
○대법원 판결서 개선의 당위성과 방향성(권영준)... 43
○국어학적 관점에서 본 대법원 판결서의 문체 개선 방향(박진호)... 85
○프랑스, 독일, 일본 상고심의 민사 판결서 작성 방식(하상익)... 115
사법정책연구원 연구과제심의위원회는 ‘본 연구과제 수행과정의 적절성’ 및 ‘“사법”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본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를 갈음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평가’에 관하
여 심의한 후 ‘적정 및 합당’ 의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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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고자 하는 본 연구과제의 특성상, 연구 수행 과정에서

(7) 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8-05]

•발간일 : 2018. 8. 31.
•연구책임자 : 이종훈 연구위원, 표현덕 前 연구위원
•주요내용

오늘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발
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법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법의식
을 함양하기 위한 법교육의 필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의 법교육은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있
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의 규범적 가치를 익히고 향후
겪게 될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학교 법교육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학생
들에게 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법은 그 내용이 대단히 복잡하고 양도 방대한 반면,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등
의 교육과정에서 법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법과 관련된 수업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사로 임용된 후에도 교사들을 상대
로 사법부나 법무부 등 여러 국가기관에 의해 재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그 횟수나 프
로그램의 구성 등에 있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교사들에 대한 법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교사들이 실제로 초·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수준별 강의안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강의안이 교사의 법교육에 대한 전문성
과 교수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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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7-13]

•발간일 : 2018. 9. 20.
•연구책임자 : 염호준 선임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표현덕 前 연구위원, 서용성 조사위원
•주요내용

현행 재판 중계방송 관련 법령에 의하면 하급심 재판

제2부

선고 시에 한하여 가능하고 공판 또는 변론에 대한 중계방
송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재판 중계방송의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고, 해외의 재판 중계방송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
리나라에서 재판 중계방송의 허용 범위 및 향후 정책판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
였는데, 해외의 재판 중계방송 사례를 통하여 점차 재판 중계방송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
으로 나아가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사회의 변화에 따른 재판의 복잡화 및 다수당사자 사건의
증가, 재판 중계방송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재판 중계방송을 어떠한 요건
하에서 어느 범위까지 허용함으로써 재판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
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논의를 집중하였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는,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재판장의 허가
대상 범위를 확대하되 재판장이 각 사건의 특성에 따라 각 진행단계별로 허가할 수 있는 재
량을 부여하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역사적 기록물
을 보존하기 위하여 직권에 의한 재판 중계방송 근거규정을 신설하되, 음성녹음 및 음성방
송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재판 중계방송 방식에 대하여, 신속한 정보제공의 요청에 부응하면서도 생중계 방송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려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지연중계 방송하
는 방안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재판 녹화방식과 관련하여, 법원이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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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중계방송은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의

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는 방안에 의하면 영상녹화 전반에 대한 법원의 관리가 가능하기 때
문에 촬영과정에서 재판당사자나 방청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될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
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재판 송출방식에 관하여, 법원으로서는 기존 방송사의 방송채널을
이용해서 재판 중계방송을 송출하는 방식과 병행하여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하여 재판에 대한 동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하급심 재판 중계방송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시범실시법원 또는 시범
실시재판부를 선정하여 시범프로그램을 충분히 운영하고, 사법부 내에 본격적인 재판 중
계방송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원방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
안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하급심 재판 중계방송의 허용 여부에 관한 향후 정책판
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판 중계방송을 허용하기 위한 전제조건, 허용범위 및 중계 방
식, 재판 녹화 및 송출 방식에 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 같
은 연구결과가 하급심 재판 중계방송의 허용 여부에 관한 향후 정책판단에 활용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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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국 연방파산관리인(U.S. Bankruptcy Administrator) 제도 연구
[연구총서 2018-06]

•발간일 : 2018. 10. 10.
•연구책임자 : 김현범 연구위원, 오세용 前 연구위원,
		

최유나 前 조사위원

•주요내용

현대 경제사회에서 도산하는 기업과 개인의 발생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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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현상이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효율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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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도산제도의 운영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
여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이후 10여 년 동안 도산분
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고, 2017. 3. 1.에는 도
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도산제도의 발전과 함께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 도산관리감
독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연방관리
관 제도와 같이 행정부가 주관하는 도산관리감독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
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도산관리감독 제도로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연방관리관 제도뿐만
아니라 법원이 주관하는 연방파산관리인 제도도 있다. 미국의 연방파산관리인 제도는 당초
일부 지역에서 연방관리관 제도를 시행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의도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연방관리관 제도가 중앙집권적 행정조직 특유의 경직성으로 채무자들에게 행정업
무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온 것과 달리, 연방파산관리인 제도는 파산법원과의 협조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가능하게 한
다는 장점을 인정받아 현재는 영구적인 제도로 정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산관리감독 기구로 법원이 주관하는 관리위원회와 회생·파산위원
회가 설치되어 이미 많은 경험을 축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조직과 업무 노하우를
사장시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미국 연방관리관 제도와 같은 행정부 내의 새로운 도산관
리감독 기구를 설치하기 보다는,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행 제도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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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이러한 입장
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미국의 도산관리감독 제도 중 우리나라의 기존 제도에 보다 가까운
연방파산관리인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도산관리감독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보고서를 계기로 향후 도산관리감독 기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에 관하여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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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연구총서 2018-08]

•발간일 : 2018. 10. 11.
•연구책임자 : 이종엽 선임연구위원, 김주경 前 연구위원
•주요내용

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명시적으로 분장
제2부

아니라, 그 본질적 기능인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법률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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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적용에서도, 최고규범인 헌법을 해석의 토대로 삼아
헌법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해석·
적용하여야 하므로 법원의 일반 재판은 헌법판단을 전제
하고 수반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헌법판단과 관련하
여 법률해석·적용을 지배하는 법원리가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이다. 합헌적 법률해석
에 의해서 법률조항의 의미내용이 합헌적인 범위 내로 축소, 배제, 보충, 수정이 이루어지
게 되므로, 합헌적 법률해석은 실질적으로 규범통제와 동일한 기능과 효과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법원은 일상적 법률해석에 있어서도 최고규범인 헌법의 기능과 효과가 투영
되는 이상 자신이 채택한 법률해석이 헌법에 합치적인 것인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결정하여
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 그 위헌 여부의 판단 기준과 척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헌심사기준’은 ① 헌법판단의 목적이 된 심사대상의 위헌 여부를 심사·논증하는 ‘척
도 내지 방법’ 또는 ② 심사대상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강도’를 의미한다. 헌법재판에서
의 심사기준은 그와 관련된 기본권적 중요성, 침해의 심각성, 침해의 빈도 등에 따라 개별
기본권에 따른 고유한 기준이 발달하기도 하고 강도를 달리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 위헌심사기준으로서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소급입법금지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을, 그리고 개별적 기본권 영역에서 발생하는 심사
기준의 문제들을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사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
고 그와 같은 헌법원리와 심사기준들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실무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한 상반된 판단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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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위헌법률심판제청권,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뿐

이러한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은 근본이념에 맞닿은 고도의 추상성으
로 인해 정교화와 개별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즉 문제되는 개개의 사안의 기본적 중요
성과 사안이 갖는 특성에 따라 심사기준은 차등화되고 개별화될 수밖에 없다. 이 연구를 통
해 이러한 개별화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이라는 헌법이념의 실현과 이를 국가공동
체에서 갈등하는 권리와 원리들을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과정임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원이 비록 소수의 사건이지만 기본권에 관한 구제적(救濟的) 관심을 가지고,
기본권의 실질적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법
원의 적극적 역할이 진정한 의미에서 헌법을 실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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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8-01]

•발간일 : 2018. 11. 2.
•연구책임자 : 모성준 前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서용성 조사위원, 최유나 前 조사위원
•주요내용

미국의 시니어판사 제도는 미국연방법원에서 지속적

제2부

담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최선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당초 시니어판사 제도는 종
신직인 연방법원 판사(Article III judge) 제도의 문제점
을 최소화하고 연방법원 판사의 명예로운 은퇴를 돕기 위
하여 창안되었지만, 이후 시니어판사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결합하여 법원의 효율성과 독립
성을 증진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에 비종신직
인 연방법원 판사들과 주 법원 판사들에게까지 시니어판사 제도가 확대되었으며, 현재 캐나
다, 영국, 싱가포르, 홍콩 특별행정구 및 대만을 포함한 국가들 또한 시니어판사 제도를 채
택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일본 또한 시니어판사 제도와 유사한 기
능을 수행하는 시간제 판사 제도 또는 간이재판소 판사 제도 등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법원의 독립성이나 재판기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사
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들이 도입되어 왔지만, 여전히 사법의 공정성에 대
한 의구심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재판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통한 사법서비스의 개선에 있
어서도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서 법원의 효율성과 독립성을 증진시키
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둔 시니어판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
가 있다. 특히 법관임용방식의 전면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되는 법관 부족
상황을 해결하고 법원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시니어판사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나아가 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재판기능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회복시
키는데 있어서도 시니어판사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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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생하는 연방법원 판사의 결원과 이로 인한 사건부

(12) [법원 인물사] 조진만 전 대법원장
[연구총서 2018-09]

•발간일 : 2018. 11. 20.
•연구책임자 : 김봉철 연구위원, 김대홍 前 연구위원,
		

양은상 前 연구위원, 최유나 前 조사위원

•주요내용

故 조진만(趙鎭滿) 전 대법원장은 1903년에 출생하여
1979년에 별세하였다. 이미 별세한 지 약 40여 년이 되어
서야 조진만 전 대법원장의 발자취에 대하여 연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조진만
전 대법원장의 생애와 업적, 이를 통한 사법부와 사법제도
의 역사와 발전과정, 그리고 바람직한 법관상을 법조인뿐
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보여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조진만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취임 이전의 발자취’, ‘대법원
장으로서의 발자취’, 한 인간이자 법조인으로서 ‘조진만 전 대법원장에 대한 다양한 평가’
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장 취임 이전의 발자취에는 3·1만세운동에 참가한 학생, 고등문관시험에 합격
한 청년, 일제 강점기에서의 판사와 조선인 최초의 부장판사로서의 삶이 조명된다. 아울러
소신을 가진 재야변호사이자,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한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조진만의 삶이
그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서술되었다.
조진만 전 대법원장에 대한 연구의 중심은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부 근대화 및 사법제
도의 발전에 기여한 그의 업적에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판결서의 한글화에 힘을 기울여
일반 국민이 판결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 우리말로 된 쉬운 법률용어 사용의 계기를 마련하
였으며, 판결서 작성을 간소화하여 법관의 업무량을 경감하고, 증인신문방식을 직권신문
방식에서 당사자에 의한 교호신문제로 바꾸었다. 또한 법원의 사건 과중에 대처하여 신속
한 사건처리를 위한 고등법원 상고부 및 지방법원 항소부를 설치하고, 대법원에 재판연구
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을 신

82

2018 연간보고서

설하였고, 선진적인 법조양성 시스템을 위한 사법대학원 설립에 기여하였다. 더 나아가 ‘법
복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법복을 개선하였다. 아울러 대법원장 재직시절 법원에 대한 국
민의 신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특히 이를 위해 꼿꼿하고 절제된 삶을 몸
소 실천하였다.
조진만 전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를 서술함에 있어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평가보다는 균
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고자, 보다 많은 객관적 자료를 그 바탕으로 하였다.
일제강점기부터 박정희 정부 때까지 법조인으로서의 조진만 전 대법원장의 삶이 이어
졌다. 그의 법조인으로서의 삶, 특히 제3·4대 대법원장으로서의 삶은 사법부의 근대화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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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가 조진만 전 대법원장에 대한 모든 것을 담기는 어렵지만, 그의 행적은 이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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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
- 광역소송을 중심으로 [연구총서 2018-10]

•발간일 : 2018. 12. 26.
•연구책임자 : 장지용 연구위원, 이제우 前 연구위원
•주요내용

복잡소송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한정
된 사법 자원을 관리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배상액
을 잘 분배하기 위하여 일반소송과 다른 절차가 필요한
소송을 뜻한다. 미국의 복잡소송제도로 대표당사자 소
송제도(Class Action)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대표당사
자 인증요건이 엄격해짐에 따라, 최근에는 광역소송제도
(Multidistrict Litigation)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광역소송사법위원회(JPML)가 사건 관련성, 출석의 편의, 해당 판사의 경
험 등을 고려하여 수이송법원을 정하여 사건을 이송하면, 수이송법원이 사건을 병합하
여 변론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변론전 절차가 종결되면 사건을 다시 이송법원으
로 환송하여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그 이전에 화해로 종결된다. 이 과정에서 시범소송
(Bellwether Trial)을 진행하기도 하고, 부판사(Magistrate Judge), 특별관리인(Special
Master) 등의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판사에게 사건관리, 증거개시 등에 관하
여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이러한 광역소송은 분쟁의 모순 없는 해결, 적극적이고 효율
적인 사건관리 등의 장점을 가지며, 개개인의 완벽한 정의를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사
람들의 ‘대략적인 정의(rough justice)’를 신속하게 보장한다는 점에서 복잡하면서도 빠르
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 적합한 분쟁해결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태안유류오염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개
인정보 유출사건 등 피해의 범위가 크고 복잡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집
단적 분쟁해결방법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 민사소송에도 미국 광역소송제도의 장점
을 반영하여 적극적 이송, 사건의 분류 및 병합을 통한 관할 집중, 법원의 적극적 소송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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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손해배상액의 분배, 대표사건 우선 진행, 화해 내지 대체적 분쟁해결 활용 방안 등
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소제기 전 증거개시제도, 재판부의 업무연속성 확보, 조정
위원, 관리위원 등 전문 인력의 확보방안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에 대하여도 시사점을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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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8-12]

•발간일 : 2018. 12. 27.
•연구책임자 : 오규성 연구위원
•주요내용

1977년에 미국 의회는 미국 기업들의 광범위한 해외뇌
물제공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을 제정하였다. 미국 의
회는 동법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제재하
고 미국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에 일정한 회계의무를 부과
하였다. 그런데 동법이 미국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
시킨다는 비판이 지속되자, 의회는 1988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동법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법개정 및 관련 법집행을 통하여 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까지도 동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고 기업경영과 관련한 반부패의 중
요성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인식이 제고되었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은 크게 반뇌물규정과 회계규정의 두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반뇌물규정을 보면, 이는 다시 행위주체에 따라, ① 미국증권발행회사(issuer)의
증뢰죄, ② 미국 국내업체(domestic concern)의 증뢰죄, ③ 미국증권발행회사도 미국 국내
업체도 아닌 자, 즉 비거주외국인(foreign non-resident)의 증뢰죄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
다. 이 중에서도 우리의 기업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위 ③의 비거주외국인에 대한 적용요
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법무부는 그 적용요건 중의 하나인 ‘미국에 있는 동안’을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고, 일부 연방법원은 이러한 법무부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거주외국인에 대한 공모범죄 또는 교사·방조범죄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연방제2항소법원이 “해외부패방지법위반죄의 정범으로 처벌될 수 없는 자는 동 죄의 공모
범이나 교사범, 방조범으로도 처벌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법무부가 해외부패방지
법위반죄에 관하여 공모범 내지 교사·방조범의 법리를 동원하여 동법을 광범위하게 역외
적용·집행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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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나올지 또는 위 판결이 향후 미국 법무부의 법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음으로 회계규정에 관하여 보면, 이는 반뇌물규정과는 달리 오로지 미국증권발행회
사(issuer)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기록유지의무(Books and Records)와 내부회계관리
체계 수립의무(Internal Accounting Controls)로 나누어진다.
해외부패방지법위반에 대한 처벌 및 제재는 크게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무부는 반뇌물규정의 위반행위 및 의도적인 회계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법
집행과 위 각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 법집행의 권한이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미국증
제2부

에 대한 민사 법집행의 권한이 있다. 형사책임으로는 법인에 대한 벌금형과 개인에 대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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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및 벌금형, 그리고 몰수형이 주로 문제되는데, 특히 기업에 대한 벌금액수를 산정함
에 있어 대안벌금법(Alternative Fines Act)을 근거로 ‘범죄로 얻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하
여 천문학적인 액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왔다. 민사책임과 관련하여서
는 특히 증권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온 이익환수처분(disgorgement)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익환수처분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자의 불법수익을 박탈하고 장
래의 증권거래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형평상의 개선방안으로 인식되어
왔고, 앞서 본 형사벌금과 마찬가지로 증뢰범죄를 통하여 기업이 취득한 수익을 박탈함으
로써 강력한 범죄억지적 효력을 발휘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의 법집행을 결정 유형별로 살펴보면, 법원에 형사기소
또는 민사제소를 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지만, 그보다는 불기소처분 또는
부제소종결(Declination), 불기소합의 또는 부제소합의(Non Prosecution Agreement),
공소유예합의 또는 제소유예합의(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등으로 종결되는 경
우가 다수이고, 판결 역시 유죄인정합의(Plea Agreement)를 기초로 선고되는 경우가 다
수로서, 결국 법집행기관과 당사자인 기업이나 개인 사이의 협상을 통하여 사건이 종결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및 그 법집행 실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
다. 첫째, 뇌물죄와 관련하여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하고 이를 위
하여 입법적으로 관련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뇌물 관련 범죄의 억지를 위하여,
뇌물공여자가 뇌물제공을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방안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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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발행회사와 그 임직원 내지 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 반뇌물규정과 회계규정의 위반행위

수적이다. 셋째,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자회사 또는 중개인 등
도 반부패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준범감시체계를 수립·
운영하는 등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대비한 충분한 인식과 준비가 필요하다.
이 연구보고서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전반 및 최신 경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후속
논의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학계와 법조계뿐만 아니라 기업들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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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아시아 · 태평양인권법원 설립 전망과 과제
- 지역별 인권법원 설립 경과 중심으로 [연구총서 2018-11]

•발간일 : 2018. 12. 28.
•연구책임자 : 이혜영 연구위원
•주요내용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럽과

제2부

를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하여 구속력 있는 판결을 선고하
는 지역인권법원을 설립·발전시켜 왔으나, 아시아·태평
양은 지역을 아우르는 인권보장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유
일한 지역으로 남아있다. 다른 지역인권법원들의 성과가
눈부실수록 아시아·태평양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보였으나,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좀처
럼 좁혀지지 않았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이 연구보고서는 유럽과 미주, 아프리카의 지역
인권법원의 구체적인 설립 경과와 발전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각 지역의 인권보장체제의 현
주소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고, 이와 더불어서 지역을 아우르는 인권보장체제가 부재하
는 유일한 지역인 아시아·태평양에 지역인권체제 구축을 위한 지난 노력들의 성과를 바탕
으로 향후 설립 전망과 과제를 고찰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 사법부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유럽과 미주, 아프리카에 현존하는 지역인권법원의 설립 경과와 현황을 살펴본다.
현존하는 지역인권법원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의 발전사를 조망해 보면 공통된 방향
성을 관찰할 수 있다. 즉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보호하는 실체적 인권을 확장하고, 이
행 감독 기구에 의한 절차적 보장을 강화하며, 기구의 결정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는 감독
장치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인권체제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다만
발전의 속도와 실효성의 현주소는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강제관할권을
가지고 개인의 직접 제소를 허용하는 상설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유럽인권법원이 가장 진보
된 형태라 할 수 있고, 미주와 아프리카는 유럽에 비해서는 법원의 관할과 절차에 아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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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지역 국가들이 인권 보호 의무

계가 있다. 이렇듯 각 지역 국가들이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상호 합의를 이끌어내고
타협해 온 과정은 현재까지 지역인권체제가 없는 아시아·태평양에 새로운 체제 설립을 고
려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다음으로 아시아·태평양인권법원의 설립 전망을 검토하고 설립 방안을 제언한다. ‘아
시아·태평양’이 지리적인 명확한 경계나 정치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부재하는 열린 개념임
을 전제로, 아시아·태평양에도 지역인권체제가 필요함을 논증하고, 그 동안 지역 내 인권
체제 구축을 방해해 온 장애요인들이 극복가능한 성질의 것임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변화
들을 소개한다. 이 연구는 지난 30여 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특기할 만한 지역통합
의 움직임과 지역인권체제의 맹아가 등장하였음을 인지하면서, 이러한 지역의 현 상황을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인권체제 설립 방안을 제시한다. UN인권이
사회 자문위원회는 성공적인 지역인권체제 정착을 위한 3가지 선결요건으로 지역 국가의
헌신, 실효적이고 공정한 절차, 다양한 행위자 간의 협력을 제시하였는데, 이 요건은 아시
아·태평양 지역인권체제 설립을 제언함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건임을 확인
한다. 이를 바탕으로, UN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접근법, 즉 일부 국가들
중심으로 강력한 체제를 구축한 후 가맹국을 확대해 나가는 좁은 접근법과, 넓은 국가들을
아우르는 느슨한 체제를 구축한 후 체제를 강력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넓은 접근법, 다양한
인권체제가 병존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네트워크 접근법을 검토한다. 궁극적으로는 네
트워크 접근법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에서 이미 발달해 온 기존의 소지역 단위의 정
치적 연합체를 중심으로 인권체제를 발전시키는 방안과, 지역 내 공통의 인권문제를 중심
으로 한 개별지역인권체제 구축방안,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 중심의 일반지역인권조약 채택
방안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해서 우리 사
법부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원 내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이해제고 및 올바른 원용
을 통한 기여 방안과,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사법협력을 주도함으로써 지역 내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방안, 지역인권체제 설립 논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함으로써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각 국의 사법부가 국제인권법의 실현 및 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함을 고려할 때, 이 연구가 사법부 내 국제인권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나
아가서 우리 사법부가 지역 내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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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8-13]

•발간일 : 2018. 12. 28.
•연구책임자 : 한성수 선임연구위원
•주요내용

사법신뢰 증진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사법신뢰
제2부

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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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법제도의 수행영역에 관한 다양한 측정지수 사이에
는 일부 사소한 차이를 넘어 현저한 수준 차이가 발견되
는 경우가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 사법제도 수행영역에 대한
평가, 특히 사법신뢰도 수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전제로서, 여러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지수가 생성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특성과 한계를 확인한다. 이를 통
해 각종 측정지수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차이점으로부
터 발견할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의한다. 그 과정에서 각종 측정지수에는
사법신뢰도 자체를 측정하는 것과, 사법제도의 여러 수행영역을 측정하는 것이 있다는 사
실을 알 수 있었고, 후자는 사법제도의 능력, 호의, 성실성, 일관성, 개방성 등 사법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에 관한 지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종 측정지수는 조사목
적, 조사범위와 규모, 조사항목과 방법 등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었고, 이런 특성이 우
리나라 사법신뢰에 관한 각 측정지수 사이의 수준 차이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각종 측정지수에 나타난 우리나라 현황을 종합하면, 전통적으로 특히 사법제도의 능력
영역에서 좋은 성과와 평가를 이루어냈으나, 나머지 사법신뢰 구성요인인 호의나 성실성,
일관성과 개방성 영역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와 평가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
이 낮은 사법신뢰도의 한 가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사법신뢰 증진정책은
각종 측정지수의 실질적 의미와 특성, 사법신뢰의 구성요인과 그 구체적 현황에 관한 이해
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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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대한 냉정하고도 정확한 파악과 평가, 진단이 선

(17) 미국 법관윤리규범에 관한 연구: 외관을 중심으로
[연구총서 2018-14]

•발간일 : 2018. 12. 31.
•연구책임자 : 송현정 연구위원
•주요내용

사법부의 권위는 궁극적으로 사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 이때 사법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
고 법관의 자질 내지 그 실체를 평가할 만한 마땅한 척도
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민은 외부로 표출되는 법관의 언행
에 의하여 법관이 관여하는 재판절차에 대한 신뢰를 구축
할 수밖에 없다. 곧 법관에 관하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
미지가 국민의 사법신뢰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
러한 점에서 법관은 실제로 독립성과 염결성, 공평성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외
관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외관이 실체와 불가결한 구성요소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외관에 중점을 두
고 법관의 독립성과 염결성, 공평성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외관의 형성에 주의하도
록 요구한다. 특히 미국 법관윤리의 전범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변호사협회가 채택한 모범법
관행위규범에서는 ‘부적절한 외관(appearance of impropriety)’을 창출하는 것조차 금지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법관이 실제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
도 부적절한 외관을 형성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법관을 징계할 수 있다. 사법부에 대한 공
중의 신뢰를 위해 법관에게 고양된 수준의 행위기준을 마땅히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법관윤리강령을 비롯한 관련 규범, 권고의견 등을 토대로 국민의 사법신
뢰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사이 법관들의 윤리의식은 크게 높
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관윤리에 대한 인식뿐
만 아니라 법관에 의해 창출되는 외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또한 낮은 편이다. 최근 사법
행정권 남용이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법관윤리의 문제
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1924년부터 구체적으로 부적절한 외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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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거듭해 온 미국의 모범법관행위규범의 발전과정, 관련 사례 등을 조사·분석한 이
연구가 우리나라 법관윤리강령 및 구체적 행동지침, 관련 규범 등을 재정립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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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효율적 연구진행 프로세스 정립

1. 연구책임자 지정 및 연구위원 간 협업 절차 개선
사법정책연구원은 법관 및 전문직 연구위원 가운데 전공과 어학능력, 개인 의사를 고
려하여 각 연구주제별로 연구책임자 1명을 지정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하게 된다.
그러나 이론과 실무, 현실과 이상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법
관 및 전문직 연구위원 상호 간의 협업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해결방향의 타당성과 정책안
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책임자의 전공이나 어학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자
료에 관하여 해당 언어에 대한 어학능력을 겸비하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연구위원
으로부터 도움을 받음으로써 어떠한 연구과제에 대하여도 비교법적으로 충실한 연구를 수
행할 수 있게 된다.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협업 연구를 위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및
해외연수법관 과제부과 절차 등을 참고하여 2016. 9. 「사법정책연구원 협업연구 프로세스」
를 마련하였고, 2018. 9. 3. 「연구협업 절차 개선 방안」을 통해 이를 개선하였다. 개선된 연
구협업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협업을 요청하는 연구위원은 선임연구위원과 협의를 거친 후 수석연구위원의 결
정으로 협업을 진행한다.
② 협업요청 연구위원은 「협업요청서」를 작성한 후 코트넷 사법정책연구원 커뮤니
티의 “연구협업정보” 게시판에 게시하고,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전체 연구위원
에게 이메일로 공지한다.
③ 협업연구위원은 「연구협업결과」를 작성하여 “연구협업정보” 게시판에 게시하고,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전체 연구위원에게 이메일로 공지한다.
④ 연구지원과는 게시판 게시 정보를 기초로 연구위원별로 취합·정리한 「연구협업
진행상황」을 작성하여 매주 금요일 전 연구위원에게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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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연구협업 절차를 통해 연구협업 상황을 전 연구위원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연
구협업 결과물을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위원들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지식 공유).
그리고 별도의 연구협업목록 등을 작성하지 않고 “연구협업정보” 게시판 게시 자료만으로
협업성과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업무 간소화).

2. 연구 진행 및 보고서 제출 방식 개선
제2부

사법정책연구원 개원 당시인 2014년에는 연구책임자가 2~3개의 연구과제를 병행하여

료가 지연되며 연구관리가 곤란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연구업무의 집중도와 연
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는 연구책임자가 2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
할 경우 1개씩 ‘순차적’으로 착수하여 그 과제 종료 후 다음 과제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였다.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별로 연구단계에 맞춰 실시계획서, 착수·중간·최종 보고
서를 순차로 제출하되, 보고서 제출 시 실제 집필내용을 첨부하도록 하여 연구 방향 및 진
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검토회의, 심의회의 및 편집회의 개최
수석연구위원은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검토회의, 토론회, 심의회의 및
편집회의 등을 통해 연구실시계획 단계부터 보고서 발간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구업무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110회의 검토회의, 28회의 토론회, 21회
의 연구과제심의위원회, 34회의 편집회의가 열렸다.

4. 연구보고서 발간 후 활용계획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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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연구업무의 효율과 집중도가 떨어지고 연구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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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는 자신이 집필한 연구보고서가 사법정책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보고서 발간 후 활용계획을 제출한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법원행정처에 활용계획을 송부하면 법원행정처의 주무심의관이 구체적인 실행플랜을 마련
하게 되고,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연구보고서가 실제 정책으로 입안·실행될 수 있도록 사
후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5. 연구일정의 체계적 관리
사법정책연구원은 체계적으로 연구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매주 1회 연구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연구책임자의 연구 진행 상황 및 연구협
업 상황의 점검이 이루어지고, 연구위원들도 각자 연구업무 진행 상황을 발표하고 상호 의
견을 교환하며 연구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함으로써 연구원 내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연구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연구위원 상호 간 연구자료를 공유하고 일정 및 의견의 교환을 위해 사법부 인트
라넷인 코트넷에 『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 커뮤니티를 개설하였다. 위 커뮤니티의 ‘일정
관리’ 공간을 통해서 연구업무에 관련된 사항과 연구원의 주요 행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V. 체계적인 연구자료 수집 및 관리

1. 문헌정보 검색 데이터베이스 확보
사법정책연구원은 연구위원들의 연구 활동을 충실히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법
원도서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문헌정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특히
국회도서관과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국회전자도서관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이
용할 수 있는 전용회선 ID(13개)를 부여받아 설치하였고, 법원도서관을 통하여 국내 3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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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정보 보유업체인 누리미디어(DBPIA), 한국학술정보(KISS), 교보문고 스콜라 Web DB
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법원도서관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헌법재판소도서관과 기관 협정을 맺
어 상호대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법정책연구원은 법원도서관을 통하여 위 협정체
결 도서관의 소장 자료 역시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과제별 보고서와 연구자료, 연구수행 관련 서식 등 연구 관련 자료를 후행
연구 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법정책연구원 공유 폴더에 연구 관련 자료 일체를
저장·공유하고 있다.

제2부

나아가 사법정책연구원 9층에 운촌자료실을 설치하고 일반 도서관에서 접하기 어려운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 해외 법률문헌 검색 방법 세미나 개최
사법정책연구원은 다양한 국가의 사법제도에 관하여 비교법적 연구를 폭넓게 수행할
필요가 있으나 개별 연구위원들이 모든 나라의 언어와 사법제도에 전문성을 가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사법정책연구원은 특정 언어권에 능통한 연구위원이 다른 연구
위원에게 해당 언어로 된 법률문헌의 검색 방법을 알려 주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
고 있고, 2019년에도(2019. 3. 5.) 새로 전보된 연구위원들을 상대로 법률문헌 검색 방법
특강을 실시하였다.

3. 외국의 사법제도 및 정책자료 수집
사법정책연구원은 외국 연수 중인 판사나 외국의 실무가·학자로부터 외국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에 관한 연구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와 같이 수집한 각 국가별 관련 자
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분류·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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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보고서, 해외사법자료, 연구보고서 기초 자료를 소장함으로써 차별화되고 수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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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원 공유 폴더를 통하여 연구위원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보다 현실적·구체적인
검색을 위하여 특정 해외사법자료들을 문서로 출력한 후 제본하여 사법정책연구원 9층 운
촌자료실에도 별도로 비치하고 있다.

4. 유관기관과 연구자료 공유 네트워크 구성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에 연구자료 수집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바(운영규칙 제19조), 사법
정책연구원은 위 기관이 내부적으로 작성 및 소장하고 있는 선행 연구자료를 제공받아 연
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 사법제도 및 정책에 관하여 추가 자료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
처를 통하여 해외연수법관에 대한 과제부과를 요청함으로써 그 결과물을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5. 연구 종료 후 연구자료 관리
연구책임자는 연구 과정에서 그 주제와 관련된 광범위한 기초 연구자료들을 수집·확
보하게 된다. 이러한 기초 연구자료는 해당 연구과제를 넘어 추후 다른 연구과제의 연구에
도 활용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므로, 사법정책연구원은 이처럼 이미 확보된 연구자료가
다른 연구위원들의 기초 연구자료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
다. 즉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가 종료되면 연구책임자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
취득, 생산한 자료 일체를 사법정책연구원에 제출하고, 사법정책연구원은 제출된 자료가
검색 가능하도록 이를 상세히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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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 강화

1.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 필요성
연구를 위해 전문적인 설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연구위원의 전공 및 어학능력만으로는
해외자료를 포함한 각종 선행 연구자료의 수집과 검토가 곤란한 경우, 현지 인터뷰나 견
학·방문을 통하여 생생한 현장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외부 전문가의 지
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근의 쟁점과 경향에 대한 조언, 연구 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을 위하여 전문가 세미나를 개
최하는 등 개원 초기부터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
여 왔다.

2. 전문가 협력 및 전문가 세미나 진행
2018년에는 총 24명의 전문가와 면담 및 자문을 실시하였고, 4회에 걸쳐 전문가 세미
나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전문가 면담 등 실시 내역
순번

일자

연구과제명

전문가

1

2018. 2.

입양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옥림 변호사, 노혜련 교수

2

2018. 4.

지역별 인권법원의 설립 경과 및
현황에 관한 연구

백범석 교수, 서창록 교수,
김성진 헌법재판소 연구관

3

2018. 4.

학교 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

4

2018. 6.

미국의 복잡소송에 관한 연구

5

2018. 6.

정당방위 판단 기준

이지혜 교사, 이선영 교사, 이수정 교사,
전윤경 교사, 이수경 교사
권덕진 부장판사, 이제우 교수
이상돈 교수, 양천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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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업무 수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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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일자

연구과제명

6

2018. 6.
~ 2018. 7.

해사 쟁송제도

7

2018. 7.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해외 각국의 제도

8

2018. 8.

지역별 인권법원의 설립 경과 및
현황에 관한 연구

9

2018. 9.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해외 각국의 제도

전문가
윤성근 부장판사, 김인현 교수,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성우린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서보학 교수, 이승태 변호사,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진 헌법재판소 연구관
김승열 변호사

전문가 세미나 개최 현황
순번

일자

세미나 명칭

1

2018. 5. 17.

지역별 인권법원의
설립 경과 및 현황

2

2018. 7. 17.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해외 각국의 제도

3

2018. 8. 16.

지역별 인권법원의
설립 경과 및 현황

4

2018. 9. 20.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해외 각국의 제도

참석 전문가
백태웅 교수(미국 하와이대)
서보학 교수(경희대)
이승태 변호사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신혜성 판사(서울가정법원)
왕미양 변호사
김성진 헌법재판소 연구관

김승열 변호사

VII. 법교육 지원

1. 초 · 중 · 고 사회과 교과서 수정 · 보완 업무
사법정책연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학교에 대한 법교육 지원을 구체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법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특히 사회과 교과서
의 수정·보완 작업을 통하여 미래 세대를 구성할 학생들에게 법과 사법제도에 관한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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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사법제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교정하여 사법신
뢰를 높이고 있다.
개원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법교육 관련 교과서에 대하여 수정·보완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중학교 도덕1·사회1·도덕2·사회2,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
과서에 대하여 검토한 후 교육부에 수정 의견을 전달하였다. 또한 기존에 수정·보완 요
청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였고, 재판 및 법원 사항 관
련 내용 이외에 법 관련 일반 사항, 사법기관의 조직 등에 대해서도 최신 내용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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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장기적으로 사법 신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
이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준
법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법교육 교재 또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여 왔다. 이에 따
라 지금까지 「중·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시나리오
및 지도안)」(2015. 2. 발간), 「법관의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에 관한 연구」
(2015. 5. 발간), 「중·고등학생을 위한 법원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2015. 6. 발간), 「
국민과 함께 하는 모의재판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모음
집 수록」(2015. 6. 발간), 「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2018. 8. 발간) 등의 연
구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또한 2015년 정책연구용역 ‘만화 법교육 교재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 「바로미와 함께
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제5, 6권 -’을 순조롭게 진행하여 2016년 하반기에 그 연구 결
과를 제출하였는데, 위 교재는 2017. 2. 하순경 전국 초등학교에 배부되었다. 2018년에 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의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를 기본연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나, 대규모 설문조사와 전문적인 통계분석이 필요하
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전환하기로 하여 「청소년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
에 관한 연구 – 법원 및 사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가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채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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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8. 12. 26.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손병덕 교수)과 용역계약을 체결하
였고,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다.

VIII. 통일을 준비하는 사법 연구

1. 북한의 법령 및 사법제도 실태에 관한 자료수집 · 연구
가. 특수자료실 이관 및 북한 원전의 e-book화 사업
특수자료실은 북한 원전 등 특수자료를 수집해 놓은 별도 자료실로서 그동안 법원행정
처 사법정책실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5. 6. 24. 사법정책실에서 사법정책연구원
자료관리실(사법연수원 본관 410호)로 특수자료(특수자료 1,491건, 기타자료 3,407건, 서
버용 컴퓨터 등)를 이관한 이래 사법정책연구원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09년경부터 북한 원전 등을 PDF 파일로 전환한 뒤 e-book화하는 작업이 진
행되어 왔는데, 2015년 이후부터는 사법정책연구원이 그 업데이트 작업을 담당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다.
① 1차 e-book화 : 2009년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② 2차 e-book화 : 2013. 10. 북한 원전 88권 업데이트
③ 3차 e-book화 : 2015. 11. 복사물 형태 특수자료 약 14,000페이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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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4차 e-book화 : 2016. 11. 북한 원전 등 특수자료 약 15,300페이지 업데이트
⑤ 5차 e-book화 : 2018. 11. 북한 원전 등 특수자료 약 8,550페이지 업데이트
이러한 특수자료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016. 3. 사법정책연
구원 내에 특수자료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위원장: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국가정보원
의 특수자료취급지침 개정(2016. 3.)에 맞추어 특수자료등록대장 등 특수자료 관련 각종
대장의 서식을 개선하였고,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 점검, 각종 대장 기록 유지 등 특
수자료 관리 실태에 관하여 정기적·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매년 2회 정기 점검 실
시), 정기간행물(노동신문, 민주조선) 제본 및 조선사회과학학술집 등의 수집 활동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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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이탈주민 상대 북한의 재판실태 조사
현재 북한의 재판소 체계, 재판실태에 관하여는 국내 연구 자료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
라 연구기초자료의 입수도 쉽지 않아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사법정책연구원은
2016. 8.경부터 북한의 재판을 실제로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직접 심층면접,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북한의 재판실태 및 사법자료를 수집·축적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법정책연구원은 북한의 민·형사재판 실태 자료를 꾸준히 수집·축적하는
한편 이를 기초로 북한의 사법제도와 재판실태를 집대성함으로써 통일 대비 사법제도 구
축, 북한 판사 등 법조 인력의 활용 가능성 모색, 북한 판결의 효력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사
법정책 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2. 통일을 대비한 사법제도 연구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 개원한 이후 연구원 내부의 통일사법센터를 중심으로 통일
이후의 사법질서 통합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여 왔다. 그 결과 2017. 6. 「북한
의 신분·공민·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 2017. 9.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
기제도의 수립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2016. 11. 「통일사법정책연구(3)」, 2018. 3. 「

제2장 정책연구

103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2
0
1
8
년

히 진행하고 있다.

통일사법정책연구(4)」를 발간하였다. 나아가 2017. 12. 5. 서울지방변호사회, 북한법연구
회와 공동으로 「통일과 우리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법정책연구원은 통일사법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함으로써 통일사법 연구에
이바지하고 있다. 2015년에는 「독일의 구 동독 지역 재산권 처리에 관한 연구 - 미해결재
산의 처리현황과 관련 분쟁을 중심으로」 용역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출하였고, 2016년에는
「사법분야에서의 통일 준비 과제의 도출」 용역에 대한 연구결과, 2017년에는 「북한에서 시
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 중 발생할 법적 문제점 및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중국, 베
트남, 러시아, 헝가리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용역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출하였
다. 그리고 2018년에는 「남북경협지구에서 발생할 법적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
안 연구」, 「통일 후 북한지역 법관·법원공무원 충원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
출하였으며, 현재 「독일통일 이후 구 재산권 회복 관련 분쟁사례 연구 – 독일판례의 유형
별 쟁점과 해결 법리를 중심으로」 용역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사법정책연구원은 지속적으로 통일을 대비한 사법제도 연구를 통하여 통일
대비 사법제도 연구의 허브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할 계획이다.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실시
2015. 11. 발간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제
안된 방안 중 하나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재판절차 안내」 발간을 위해 2016. 6.부터 통일
사법정책연구반 법관들을 중심으로 집필 작업이 이루어졌다. 집필 담당 법관들은 북한이
탈주민을 비롯하여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남북하나재단의 전문상담사 등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받은 후 원고를 완성하였고, 이에 사법정책
연구원은 2017. 2. 위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재판절차안내」 책자를 발
간하였다.
한편 현재 각급 법원의 법관이 하나원(정식명칭: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
이탈주민보호센터 등 정착지원시설을 방문하거나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하여 법교육을 실시
하고 있으나, 이는 담당 법관의 개인적 역량에 의존하는 형태여서 담당 법관에게 큰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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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왔고,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이나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에 사법정책연구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하였던 하나원
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등에 대한 법교육 강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제도화하
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과의 협조 아래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추진하
였다. 나아가 사법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위원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사정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통일사법 연구에 반영하기 위하여 2017. 4. 25.(화)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하나원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사법정책연구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하나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
터, 남북하나재단)에서의 법교육 지원을 확대 및 정례화하고,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관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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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를 통해 법교육 수요자의 요청사항을 꾸준히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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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사법 관련 외부 행사의 지원
사법정책연구원은 위와 같이 개원 이후 통일 이후를 대비한 사법제도에 관하여 지속적
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를 산출해 왔다. 이에 더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은 유관기관과
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소통을 통하여 통일사법 연구의 허브로서의 위상을 굳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법정책연구원은 북한법연구회 월례·특별 세미나 참여,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와 심포지엄 공동주최(2015. 12. 14.), 헌법재판연구원 통일학술대회 참석(2016. 6.
15.),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지원변호사단 워크숍 특강(2016. 9. 26.), 통일연구원 학술대
회 참석(2016. 9. 30.), 통일법제 학술포럼 참석(2016. 10. 22.),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통
일법 포럼 참석(2016. 11. 18.), 대한변협 주최 북한인권백서 세미나 참석(2016. 11. 21.),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통일과 법률 심포지엄, 법무부 주최 통일 관련 국제학술대회, 한국
법제연구원 주최 통일법포럼, 헌법재판연구원 주최 통일학술대회 등 통일사법과 관련된 외
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북한법 및 통일법 분야와 관련된 근무 경력이 있거
나 전문적인 연구역량을 갖춘 법관들로 구성된 통일사법정책연구반의 워크숍을 사법정책
연구원이 주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통일사법정책연구반과 대법원 통일사법연구위원
회의 합동 세미나(2018. 5. 11.), 통일사법정책연구반 워크숍(2018. 11. 30.)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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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도 사법정책연구원은 헌법재판연구원의 통일 관련 헌법연구사업 참여, 남북하나
재단·통일연구원·유엔인권사무소 등 통일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통
일 사법제도 연구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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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술행사 개최

사법정책연구원은 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고 연구원의 위상 및 정체성을 강
화하기 위해 2018년에 총 19회의 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법정책연구원이 주도적으로 개최한 주요 학술행사
가. 헌법과 사법의 미래
(1) 개요
○일시 : 2018. 2. 6.(화)
○장소 :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
○공동주최 : 사법정책연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헌법학회

(2) 행사 내용
○제1세션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 기본권 보장이 갖는 헌법적 의미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현행 기본권 체계의 재구성 문제를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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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살펴봄
○제2세션 「우리 사법의 미래」 : 사법개혁 논의와 사법평의회 제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하였고, 나아가 대법원 및 대법원장의 권한에 대한 개헌 필요성 여부, 전
관예우의 문제, 사법조직의 독립 필요성 및 사법행정의 자율성 확보 방안도 논의하였음

(3) 의의
○당시 국회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 구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는 등 헌법 개정에 관한 가
시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사법부로서는
개헌에 관한 법조계·학계 및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편견 없이 귀담아듣고 바
람직한 개헌 방향을 함께 고민할 책무가 있음. 이에 한국헌법학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심포지엄을 기획함

(4) 성과
○개헌 문제에 관해 깊이 연구해 온 헌법학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현직 법관
및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충
실히 보장하고 헌법의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바람직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 충실하고도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음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하여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
이영두 법률신문사 사장 등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과 한국헌법학회·한국민사법학회 등
학술단체 회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언론인 등 총 150명이 넘는 각계각층의
청중으로 심포지엄 행사장이 만석을 이루어, 개헌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뜨거운 관
심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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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화시대와 영상재판
(1) 개요
○일시 : 2018. 6. 26.(화)
○장소 :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
○공동주최 : 사법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 행사 내용
○제1세션 「영상재판의 실제와 전망」 : 현행 민사소송규칙을 토대로 화상회의 방식의 변론
준비절차에 관한 모든 문제를 살펴봄(시범재판부의 시연, 현행 법제의 분석 등)
○제2세션 「정보화 시대와 재판의 변화」 : 영상재판 내지 온라인 재판·가상법정의 가능
성, 필요성 및 필연성, 도입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현실적 문제점 및 장래 변화의 방향
을 심층적으로 살펴봄
○각 세션별로 학계와 실무계 각 1인의 발표자, 4인의 토론자로 구성. 일반 국민의 관점
도 반영하기 위하여 전성철 동아일보 법조팀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토론자
로 참석함

(3) 의의 및 성과
○영상재판은 당사자들이 멀리 떨어진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영상재판 프로그램을
이용,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판임
○세계 각국에서 이미 영상재판과 가상법정을 활용한 재판이 시도되고 있음. 우리나라 법
원에 원격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현행 법령상 변론기일을 영상재판의 방식으로 진
행하기는 어려움
○이에 영상재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변론준비절차 협의를 진행한 시범재판부의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의 온라인 재판·스마트 법정에 관하여 논의할 기회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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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8 사법정책연구원 국제 컨퍼런스
(1) 개요
○일시 : 2018. 12. 4.(화) ~ 2018. 12. 5.(수)
○장소 :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그랜드볼룸)
○공동주최 및 후원 : 사법정책연구원과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공동주최,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후원
○주제 : 국제화와 우리 사법의 미래
○총 310명이 참가하였고, 해외참가자도 20개국 49명에 달함: Lee Ming CHUA 싱가포
르 대법관, Barbara Rothstein 미국 워싱턴주 서부연방지방법원 시니어판사(전 미국
연방사법센터장), Carl Barbier 미국 루이지애나주 동부연방지방법원 판사, Vanessa
Ruiz 세계여성법관회의 회장, Robin Knowles 영국 항소법원(상사법원) 판사, David
Cook 영국 항소법원 여왕좌부 판사, Richard Fentiman 캠브리지대 교수, William
Blair 홍콩항소법원 판사(런던 퀸메리대 교수), Thomas Andrieu 프랑스 법무부 민사
국장(판사), Beate Gsell 뮌헨대 교수(뮌헨고등법원 판사), Defeng NI 중국 항저우 인
터넷법원 부원장 등 세계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

(2) 프로그램 주요 내용
○제1세션 「복잡분쟁의 해결(Complex Dispute Resolution)」 : 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집
단·복잡 분쟁인 딥워터호라이즌 시추선 폭발사고의 재판장이었던 Carl Barbier 판사
가 광역소송 소개(연방법원에 제기된 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집중시켜 변론전 절차를 진
행하는 제도), ② Beate Gsell 뮌헨대 교수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계기로 도
입된 독일의 시범확인소송제도 소개 후 Thomas Andrieu 프랑스 법무부 민사국장 등
이 토론자로 프랑스, 미국, 한국의 집단소송제도 소개
○제2세션 「온라인 분쟁해결과 온라인 법원(Online Dispute Resolution and Online
Court)」 : ① David Cook 영국 항소법원 여왕좌부 판사가 영국의 소액사건에 적용되는
온라인 법원제도와 영상신문 소개, ② 중국 인터넷법원의 Defeng NI 부원장이 중국의
온라인재판 소개 후 Barbara Rothstein 미국 워싱턴주 서부연방지방법원 시니어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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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미국연방사법센터장) 등이 토론자로서 미국,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브라질, 독
일, 우리나라의 입장 소개
○제3세션 「전문법원: 국제상사법원 & 해사법원(Specialized Court: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 Maritime Court)」 : ① 영국(Richard Fentiman 캠브리지대
교수, William Blair 판사, Robin Knowles 판사), 중국(Chan YANG 판사), 싱가포
르(Lee Ming CHUA 대법관), 프랑스(Thomas Andrieu 법무부 민사국장), 네덜란드
(Marta Pertegás 교수), 한국(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전문법원제도 소
제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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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립된 세계 상사법원 네트워크(Standing International Forum of Commercial
Courts)에 대한민국 법원의 가입 권유, ④ 영국과 싱가포르의 사법부는 대한민국 사법
부와 교류를 희망함
○제4세션 「사법의 투명성과 인공지능(Judicial Transparency and AI)」 : ① Diana
Graski 미국 국립주법원센터(NCSC) 기술 자문,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공정할 것인지, 대중이 AI 판사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
일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등 사법의 투명성
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② Clementina Barbaro 유럽평의회 사법
제도평가 연구반장은 유럽평의회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유럽헌장을 채택하였다는 소식
을 영상으로 알려왔음
○제5세션 「사법의 첨령성(Judicial Integrity)」 : ① Tatiana Balisova UNODC 범죄예
방담당관이 세계 사법청렴성 네트워크(Global Judicial Integrity Network)에 대한 설
명을 하고, Lillian Tibatemwa-Ekirikubinza 우간다 대법관이 구체적 사례와 함께 사
법청렴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 ② Sanji Monageng 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이
영환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두헌 UNODC 파견검사가 추가 토론
○제6세션 좌담회(Final Plenary Session): ① 좌장인 송상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의 사회하에 Lee Ming CHUA 싱가포르 대법관, Lillian
Tibatemwa-Ekirikubinza 우간다 대법관, Barbara Rothstein 미국 워싱턴주 서부연
방지방법원 시니어판사(전 미국연방사법센터장), Carl Barbier 미국 루이지애나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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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및 토론, ② 싱가포르는 2016년도에 국제상사법원(SICC)을 설립하였고, 최근 유럽

부연방지방법원 판사, Richard Fentiman 캠브리지대 교수, Beate Gsell 뮌헨대 교수,
Defeng NI 중국 인터넷법원 부원장이 토론 진행, ② 각 토론자는 각 세션별 주제를 정
리하고, 미래 사법에 대한 의견 제시

(3) 성과
○국제적 관점에서 우리의 사법제도, 재판제도를 조망하고 향후 우리 사법을 개선, 발전시
키는데 시사점을 얻는 계기가 되었음
○참가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사법정책연구원(JPRI)의 위상을 확인시키고 이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제 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사법정책연구
원이 국제적인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음
○이번 행사에서 확립된 국제적 네트워크와 국제회의의 개최 경험, 역량을 토대로 향후 정
기적인 국제행사 개최, 외국 사법부·국제기구·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국제 교류
를 확대할 예정임
2018 사법정책연구원 국제 컨퍼런스(2018. 12. 4. ~ 201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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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 학술행사 전체 내역
순번

일자

장소

공동주최

행사명

1

2018. 1. 19.

홍익대학교 Q동 5층
국제회의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형사사법정보의
이용과 보호」

2

2018. 2. 6.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

사법정책연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헌법학회

「헌법과 사법의 미래」

3

2018. 4. 23.
~ 2018. 4. 24.

서울법원종합청사

사법정책연구원, 뉴욕주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뉴욕주변호사협회
2018 지역회의」

4

2018. 5. 1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

한국공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

「공법상 손해전보의
제문제」

5

2018. 6. 22.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

6

2018. 6. 26.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

사법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정보화시대와
영상재판」

7

2018. 7. 6.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관
4층 모의법정

한국행정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사법적 통제」

8

2018. 7. 13.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405호

한국환경법학회, 법률사무소 엘프스,
사법정책연구원, 동국대 비교법문화원

사법정책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젠더법학연구소, 한국장
애인복지학회, 사회복지법제학회

「환경판례의 최근 동향」

「장애인 관련 정책 · 법제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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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일자

장소

공동주최

행사명

9

2018.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의실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검토」

10

2018. 10. 20.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정책연구원,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 현안과
한국의 대응」

11

2018. 10. 27.

포스코 P&S타워
(3층 이벤트홀)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특허법학회

「의약용도발명의
주요 쟁점」

12

2018. 11. 9.

반포원(라벤더 룸)

13

2018. 11. 21.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6층)

14

2018. 11. 23.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

2018. 12. 1.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사법정책연구원,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6

2018. 12. 4.
~ 2018. 12. 5.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사법정책연구원,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17

2018. 12. 8.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정책연구원,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한불민사법학회

「프랑스 상속법」

18

2018. 12. 15.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층

사법정책연구원, 한국민사법학회,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손해배상법의
새로운 쟁점들」

19

2018. 12. 21.

엘타워 5층 데이지홀

사법정책연구원, 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와 사법정책」

사법정책연구원, 법무부,
한국헌법학회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비한 법제도 현황과
과제」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판례와 형법이론」

사법정책연구원, 한국규제법학회,
식품안전정보원,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식품안전 규제 법제의
발전 방안」
「로스쿨 도입 10년과
민사소송법학의 현황
및 전망」
「2018 사법정책연구원
국제 컨퍼런스」

II. 업무협약(MOU) 체결

사법정책연구원은 전문분야별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개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사법제도 및 사법서비스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8년에도 6개의 기관(한국형사정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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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한국토지법학회, 한국국제사법학회, 중국 북경대학교 법학원, 한국특허법학회, 대한
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에는 2019. 3. 31.까지 2개의 기관(대한변
호사협회, 한국법학원)과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2019. 3. 31.)까지 아래와 같
이 총 29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이러한 업무협약을 통해 사법정책연구원
은 연구성과를 널리 알리고 정책개발 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중요한 사법
현안에 대하여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다양한 학문 영역의 전문가들과 교류함으로써 법원 외
부와의 소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2부

체결 기관

발효일

1

한국공법학회

2014. 8. 21.

2

한국민사법학회

2014. 8. 21.

3

한국형사법학회

2014. 8. 21.

4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8. 21.

5

한국행정법학회

2014. 8. 22.

6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4. 8. 22.

7

한국헌법학회

2014. 8. 22.

8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4. 9. 17.

9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10. 18.

1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1. 7.

11

한국규제법학회

2015. 9. 11.

12

도산법연구회

2015. 10. 26.

13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1. 18.

14

한국법경제학회

2016. 3. 21.

15

대한국제법학회

2016. 9. 28.

16

법률신문사

2017. 4. 20.

17

한불민사법학회

2017. 4. 28.

18

한국환경법학회

2017. 6. 30.

19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7. 21.

20

국회입법조사처

2017. 10. 26.

21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 법과대학

2017. 11. 14.

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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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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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체결 기관

발효일

23

한국토지법학회

2018. 7. 4.

24

한국국제사법학회

2018. 7. 5.

25

중국 북경대학교 법학원

2018. 7. 23.

26

한국특허법학회

2018. 8. 22.

27

대한상사중재원

2018. 11. 16.

28

대한변호사협회

2019. 1. 9.

29

한국법학원

2019. 1. 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8. 1. 18.)

한국토지법학회(2018.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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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사법학회(2018.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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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경대학교 법학원(2018. 7. 23.)

한국특허법학회(2018.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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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2018. 11. 16.)

대한변호사협회(2019. 1. 9.)

한국법학원(2019.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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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외 사법기관 및 학술단체와의 교류

사법정책연구원은 국내를 넘어 국외에서도 사법부를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함과 아울러 비교법적 연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사법기관 및 학술
단체와의 교류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2018년 및 2019. 3.까지 이루어진 국외 교류
사례는 아래와 같다.
제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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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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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1. 방문 행사
가. 2018. 4. 23. ~ 2018. 4. 24.
뉴욕주변호사협회와 아시아 지역 모임 개최
(1) 개요
○행사명 : 뉴욕주변호사협회 2018 지역회의(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2018
Regional Meeting)
○일시 : 2018. 4. 23.(월) ~ 2018. 4. 24.(화)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청심홀)
○공동주최 : 사법정책연구원, 뉴욕주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Cecelia G. Morris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장, Sidney H. Stein 뉴욕남부연방법원 시
니어판사, 아시아 여성 최초로 미국국제통상법원(CIT) 판사로 임명된 한국계 제니퍼 최
그로브스(Jennifer Choe-Groves) 판사 등 미국 사법부의 주요 인사와 Sharon Stern
Gerstman 뉴욕주변호사협회장, Nancy M. Thevenin 뉴욕주변호사협회 국제부장이
뉴욕주 변호사 약 40명과 함께 참석

(2) 주요 행사내용
○사법부 총회(4/23) : 증거조사 및 재판진행, 법조윤리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하여 심도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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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논의를 하였음
○통상분쟁 및 한미FTA(4/24): 트럼프 정부의 통상규제 강화에 따른 무역 분쟁과 외국 기
업의 대응방안, 한미FTA 및 지적재산 분야에 대하여 논의, 철강 등 관세 분쟁 발생 시 불
복방법으로서 미국국제통상법원(CIT)에 대한 제소를 WTO에의 제소와 비교하여 논의
○반부패범죄 처벌(4/24): 해외에서 이루어진 기업들의 부패범죄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미
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대하여 논의, 미국의 부패범죄 자진신고제도, 준법경영
제도 등 소개, 우리나라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도 소개

(3) 의의
○뉴욕주변호사협회는 지역 분과의 주도 아래 매년 지역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번 행사
는 아시아에서 열린 최초의 지역회의임
○이번 지역회의에서는 한미 통상분쟁 및 FTA, 국제 도산, 부패방지 법제, 국제 중재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법적 현안에 관하여 미국과 한국의 법률 전문가들이 실질적이고도
유용한 논의를 하였음
○미국에서는 연방판사 3인과 약 40명의 뉴욕주 변호사들이 참석하였고, 특히 한국계 제
니퍼 최 그로브스 미국국제통상법원 판사의 참석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음

(4) 성과
○서울회생법원과 미국에서 가장 많은 국제도산사건을 처리하는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이
상호 사법공조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미국연방사법센터에서 국제사법교류를 담당하는 Sidney H. Stein 시니어판사를 통하
여 사법정책연구원과 미국연방사법센터 사이에 상호 교류의 토대 마련
○법정 방청 시 재판장(성창호 부장판사)과의 대화, 일선 법관들과의 티타임 및 대화 등을
통하여 한미 사법교류의 장을 제공
○사법정책연구원이 단독으로 주관하여 연방법원 판사 3인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
고, 17개 언론사에서 참석, 보도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음
○사법정책연구원에서는 통역비만 부담하였지만, 연방법원 판사 3인 및 국제통상, 도산,
중재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심포지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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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과를 거두었음

제2부

나. 2018. 7. 23. 중국 북경대학교 법학원 업무협약(MOU) 체결
○중국최고의 법학교육·연구기관인 북경대학교 법학원(판지앤펑 법학원장)과 업무협약
(MOU) 체결
○연구 및 연구결과 제공 등에 있어 협력하고, 연구자료·출판물 기타 학술적 정보 등을
교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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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8. 10. 8. 독일 Jochen Taupitz 교수 특강
○강의자 : Jochen Taupitz 교수[독일 만하임(Mannheim) 대학교, 민법·민사소송법·
국제사법·비교법]
○강의 주제 : Germline Interventions in Humans - Challenges for Law and Ethics(
인간의 생식선 개입 – 법과 윤리에 대한 도전)
○강의 언어 : 영어
○공동초청기관 : 한독법학회

라. 2018. 11. 2.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수진 내방
○혼마 야스노리 교수(와세다대학교 법학학술원 학부, 민사소송법), 우치다 요시아츠 교수
[와세다대학교 법학학술원 대학원 법무연수과(로스쿨), 민사소송법]가 내방
○사법정책연구원과 와세다대학교 사이 교류·협력 강화 방안 및 공동 심포지엄 개최 방
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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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18. 12. 4 ~ 2018. 12. 5. 2018 사법정책연구원 국제 컨퍼런스 개최
○제3장 I. 1. 다. 부분(112~115쪽) 참조

바. 2018. 12. 6. ~ 2018. 12. 7.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세계사법
청렴성 네트워크(Global Judicial Integrity Network) 전문가그룹회의
(1) 개요
○명칭 : 젠더 관련 사법청렴성 문제에 관한 전문가그룹회의(Expert Group Meeting on
Gender-Related Judicial Integrity Issues)
○17개국 6개 기구 39명 참가[젠더법연구회 소속 대한민국 법관 5인 참가, Roxanne
George 가이아나 대법원장, Judith Ann Jones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법관, Eusebia
Munuo 탄자니아 대법관(항소법원) 등 세계사법청렴성 네트워크 소속 법관 30명 참석]

(2) 프로그램
○세계사법청렴성 네트워크 및 UNODC의 사법청렴성 관련 활동 소개
○Session I : 젠더 관련 문제가 사법청렴성에 미치는 영향
○Session II : 성적 희롱과 착취를 포함한 젠더 관련 문제가 사법체계에서 어떻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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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지
○Session III : 젠더 관련 현존하는 국내, 지역, 국제 규범, 가이드라인, 정책
○Session IV : 현재의 법관윤리가 젠더 관련 사법청렴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Session V : 사법 징계 및 책임 절차
○Session VI : 젠더 가이드라인과 정책의 감시와 이행
○Session VII : 사법교육과 훈련
○Session VIII : 젠더 관련 표준과 가이드라인과 책임 절차의 결합 및 사법 윤리규범의
표준화
○결론과 제언

(3) 의의 및 성과
○비엔나 유엔사무국 외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첫 세계사법청렴성 네트워크 공식행사였음
○내년에 카타르에서 개최될 세계사법청렴성 네트워크에 사법정책연구원을 공식 초청할
예정임

2. 학술자료 상호교환
사법정책연구원은 국외 연구기관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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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사법제도 및 비교법 연구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중국 연변대학교와 상호자료교
환협약을 체결하여 2016년부터 연구보고서 기타 발간물을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2018. 3.에는 연변대학교로부터 17건의 자료를 기증받았다. 또한 2018. 3. 미국의회도서
관과 상호자료교환협약을 체결하여 사법부 최초로 Web-DMEP(상호자료교환프로그램)을
이용한 적극적 상호교류를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자료를 미국
의회도서관에 제공하고 미국의회도서관으로부터 미국에서 발간되는 최신 도서자료를 제공
받게 되었다.
제2부

IV. 사법정책포럼 개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보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전문 지식을 함
양하자는 취지로 2017년부터 「사법정책포럼」을 시작하였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강사와
참석자 모두 도시락을 함께하면서 개최하여 참석자들에게는 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 자유롭고 편안한 대화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인근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고양지원의 적극적 참여로 인해 참석 인원이 점
차 늘어나, 2018. 1. 24. 호문혁 제2대 사법정책연구원장의 퇴임 기념 강의로 개최된 제4
차 사법정책포럼에는 인근 법조기관 및 사법정책연구원 전·현 구성원 등 70명이 넘는 청
중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2018년에는 4차례에 걸쳐 법학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영역(과학, 인문, 예술 등)의
전문가를 초빙함으로써 보다 다채로운 지식 공유의 장이 되도록 운영하였고, 회차를 거듭
할수록 청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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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포럼 개최 내역
순번

일시 · 장소

주제

강연자

1

2017. 5. 2.
사법정책연구원
중회의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건선별 기준,
심리방식, 판결의 유형 및 사회적 효과

이제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

2017. 7. 13.
사법정책연구원
중회의실

프랑스 법 · 문화 산책

김현진
인하대 교수

3

2017. 12. 11.
사법연수원
22강의실

창당 100주년을 앞둔 중국공산당의
조직체계와 운영원리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4

2018. 1. 24.
사법연수원
22강의실

대륙법의 전통과 민사법의 원리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장

5

2018. 4. 13.
사법연수원
22강의실

최종이론의 꿈

이종필
건국대 교수

6

2018. 7. 19.
사법연수원
22강의실

대항해시대와 대분기

주경철
서울대 교수

7

2018. 10. 18.
사법연수원
24강의실

배움과 깨달음의 사이에서

김정탁
성균관대 교수

8

2019. 1. 31.
사법연수원
24강의실

산다는 것의 의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2019. 1. 31. 사법정책포럼

128

2018 연간보고서

V. 법률신문「해외판례」연재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은 해외 각국의 사법제도 및 재판실무에 대하여 탁월한 전
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 중 하나로 2017년 하반기부터 법률
신문에 ‘해외판례’를 연재하고 있다. 연구위원들이 연구 과정에서 국내에 소개할 가치가 있
는 해외판례를 발견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원고를 작성하여 기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외
판례’ 연재는 법률신문사와 2017. 4. 20. 체결한 업무협약에 기반한 상호 협력 활동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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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이다.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해외판례 연재 내역
순번

일시

주제

기고자

1

2017. 7. 6.

외국인 아빠가 일본 외조부 상대 자녀인도청구 사건

김윤정 연구위원

2

2017. 8. 21.

해외에 소재한 재산에 대한 판결 후 개시절차
(postjudgment discovery)

김정환 연구위원

3

2017. 10. 19.

표현의 자유와 상표권

변지영 연구위원

4

2017. 11. 30.

개(犬)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러시아연방 판례

이제우 연구위원

5

2018. 3. 19.

캘리포니아주 법원
“동성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 거절은 표현의 자유”

송현정 연구위원

6

2018. 4. 20.

캐나다 대법원
‘아동의 상거소(Habitual Residence) 판단 기준’

장지용 연구위원

7

2018. 6. 29.

외국에서 성립된 동성혼 승인

장지용 연구위원

8

2018. 11. 11.

미 법무부의 FCPA 역외적용 확장에 제동 건 연방항소법원

오규성 연구위원

9

2019. 2. 28.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37조에 의한
‘영사 통보’의 준수여부

이선미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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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I. 인터넷을 통한 대국민 홍보 · 소통

1.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운영
사법정책연구원은 연구원의 대외 홍보 및 연구성과물의 대국민 제공을 위하여 2014년
개원 초기부터 홈페이지(jpri.scourt.go.kr)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
구보고서 발간과 학술행사 개최를 홍보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언제든 연
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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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NS의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로 SNS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각 게시글 하단에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 등
과의 연동 기능을 구현하였다.
앞으로도 사법정책연구원은 홈페이지의 체계적 관리 및 새로운 콘텐츠의 제공을 통하
여 홈페이지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2.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정보를 얻고 있는 현실에
발맞추어 사법정책연구원도 모바일용 홈페이지(국문, 영문)를 구축하였다(mjpri.scourt.
go.kr).

국문 모바일 웹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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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모바일 웹 화면

3. 사법정책연구원 페이스북(facebook) 운영
사법정책연구원은 2015. 4. 7.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jpri.scourt.
go.kr)를 개설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SNS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하여 사
법정책연구원의 연구성과물을 게시하고 학술행사 등 사법정책연구원의 활동을 홍보함으로
써 사법정책연구원은 일반 국민들에게 한층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페
이스북의 방송 기능을 활용하여 학술행사 등의 정보를 보다 생생하게 국민들에게 제공하
고 있다.

제2부

실제로 페이스북을 통하여 2017. 1. 20.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

24.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 학술행사를 생중계하여 총 4,351명이 시청하기도 하였
다. 그리고 2018. 12. 4. ~ 2018. 12. 5. 「2018 사법정책연구원 국제 컨퍼런스」를 페이스
북과 유튜브를 통하여 생중계하였다.
앞으로도 사법정책연구원은 법률전문가 및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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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를 생중계함으로써 총 805명(최종 중계 도달 5,175명)이 시청하였고,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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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활동 및 연구성과물의 홍보 강화

1. 코트넷을 통한 연구성과 게시
사법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연구보고서, 그리고 사법정책연구원이 개최하는 주요
학술행사를 사법부 인트라넷인 ‘코트넷’ 중 ‘업무마당’에 게시함으로써 법원 전체 직원에게
사법정책연구원의 활동을 신속하고도 폭넓게 알리고 있다.

2. 홈페이지를 통한 연구보고서 PDF 파일 제공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발간자료’ 란에 모든 연구보고서 전문(全文)의 PDF 파일을
게시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15. 1. 8.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절차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파일이 게시된
이후 2019. 3. 31.까지 총 77건의 연구보고서 PDF 파일이 게시되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요약보고서를 별도로 만들어 연구보고서와 함께 게시함으로써 연구보고서의 핵심적인 내
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9. 3. 31. 기준 연구보고서 77권에 대한 조회건수 합계가 12만 건을 넘어섰고, 특
히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수립방안」은 4,260회,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는 3,803회,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은 3,797회,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
을 위한 방안 연구」는 3,771회, 「각국의 법관 다양화에 관한 연구」는 3,681회의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였다.

3. 연구보고서 전자책(e-book) 무료 제공
사법정책연구원은 4개의 국립도서관(법원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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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도서관) 및 16개의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단국대, 대
구대, 동아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원광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한국외국어
대, 한양대)과 「전자책 및 디지털 콘텐츠 제공과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보고서
전자책(e-book)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보문고, 인터파크, 로앤비, 스콜라, 한국이퍼브(예스24, 알라딘, 반디앤루니
스), 네이버 등 주요 전자책 유통업체에도 연구보고서 전자책(e-book)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2017. 2.부터는 학술 데이터베이스 업체(KISS, DBPIA)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보고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제2부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2
0
1
8
년

4. 뉴스레터 발송
사법정책연구원은 2015. 6.부터 연구보고서, 학술행사 자료, 연구원 행사 일정 등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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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법학교수, 변호사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함으로써 연구성과물을 전
파하고 연구원 활동을 홍보하고 있다. 2017년에는 4건의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발송하였고,
2018. 12. 기준 전국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 1,550명,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16,028명, 대한변리사회 3,032명, 홈페이지 메일링 서비스 신청자 220명 등 2만
명이 넘는 인원에게 뉴스레터를 서비스하고 있다.

5. 언론 홍보 강화
법관연구위원 중 1인을 공보관으로 지정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심포지엄 등
중요 행사가 있을 경우 공보관을 통해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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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에 대한 언론기관의 개별적 문의, 질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해서도 공보관
을 통해 공식적으로 응대함으로써 체계적 답변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법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심포지엄, 국제학술행사 등은 연합뉴스, KBS, 한국일보, 서울경제신문, 경향신
문, 법률신문 등 다수의 유력 언론매체가 기사화하였다.

6. 연구보고서 배송 서비스
제2부

사법정책연구원은 연구보고서의 수령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연구보고서 책자를

닐 경우 배송료는 착불 조건임). 연구보고서의 발간을 알리는 모든 홍보물 및 홍보수단(페
이스북, 뉴스레터 등)에 ‘연구보고서 배송 서비스’의 존재를 언급함으로써 위 제도를 홍보
하고 있으며,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도 ‘연구보고서 배송문의’ 퀵메뉴를 설치하여 배송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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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해 주는 ‘연구보고서 배송 서비스’를 2015. 5.부터 제공하고 있다(다만 법원 직원이 아

2
0
1
8
년

JPRI

5

제 장

2018 Annual Report

연구원 내부 소통 현황

I. 워크숍을 통한 소통 증진

2018년에도 사법정책연구원은 구성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친목 도모를 위하여 2018.
4. 5.(목)부터 2018. 4. 6.(금)까지 이틀에 걸쳐 충남 태안군 리솜오션캐슬에서 소속 구성
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2018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서 연구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은 ‘스마트한 직장문화’(김학구 사무국장), ‘
입법과정의 이해’(이정은 파견연구위원), ‘연구보고서 발간 절차 개관’(김현정 실무관), ‘조
직·사람·혁신 - 혁신조직은 무엇이 다른가?’(서현웅 연구지원과장), ‘티베트 소개’(김현
범 연구위원), ‘행사 계획, 상상, 실행’(정철준 행정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관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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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개념’(김정환 연구위원), ‘심포지엄과 검토회의에 관한 이야기’(차성안 연구위원)라는 주
제로 발표를 한 후 자유로운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2019년에도 4월 25일(목) 남이섬에서 연구원 전체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II. 정례회의, 오찬 등을 통한 내부 소통 활성화
제2부

사법정책연구원은 수석연구위원의 주재 아래 연구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정례회의를 매

유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연구원장, 수석연구위원이 연구위원 및 각 직급별 직원들과 정례적으로 오찬을 가
짐으로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반영하고 있으며, 연구보고서 발간 시 연
구책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연구원장이 연구책임자 등 연구보고서 발간에
힘쓴 연구위원들을 상대로 오찬을 주최하고 있다.

III. 각종 동호회 및 봉사 활동

사법정책연구원은 2015. 4. 산악회, 2016. 4. 탁구회, 2017. 7. 문화사랑동호회를 조
직하는 등 연구원 구성원의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연구원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
는 체육행사 역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활기찬 업무 분위기를 창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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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개최함으로써 연구업무 수행 점검뿐만 아니라 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인식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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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체육대회(2018. 5. 24.)

또한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정책연구원 사랑나눔 봉사단’을 구성하고 봉사활동을 통하
여 소외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고 이웃주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2017. 9.
21. 아동복지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신애원’을 방문하였으며, 2017. 12. 20.에는 신애원 소
속 아동들로 구성된 ‘신애 오케스트라’와 함께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사랑나눔 음악회’를
개최하였고, 2018. 9. 19. ‘신애원’을 다시 방문하여 지속적인 후원과 교류를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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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연구과제 선정

I. 2018년 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수렴

제3부

2018. 4. 19. 개최된 2018년도 운영위원회에서 2019년도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① 헌
법 개정에 대한 연구, ② 변호사 양성 제도 관련 연구, ③ 다른 연구기관과 차별화된 연구,
④ 시대 흐름을 반영한 연구과제 선정, ⑤ 장기적인 연구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제시되었다.

II. 연구수요조사

사법정책연구원은 2019년도 연구과제 선정을 위하여 법원 내·외부를 상대로 2018.
8. 29.부터 2018. 10. 12.까지 약 7주에 걸쳐 연구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절차를 통하
여 총 87개의 연구주제가 제안되었다. 연구수요조사의 홍보를 위하여 코트넷 주요 공지사
항,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에 안내글을 게시하고 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에 협조공문도 발송하였다. 또한 모든 제안과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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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수요조사 간담회 개최 및 내 · 외부 의견 수렴

사법정책연구원은 2018. 10. 17.(수) 사법정책연구원 중회의실에서 10개 시민단체와 함께
연구수요조사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참석자들은 각 단체마다 고유한 활동 영역에서 경험한 문
제의식과 연구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였다. 간담회 참석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순번

기관명

참석자

1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은순

2

안전생활실천연합

사무총장 이정술

3

한국NGO학회

부회장 서유경

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부장 조경애

5

어린이재단아동복지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손희경

6

서울YMCA

부장 서영경

7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박주희

8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사무총장 강태언

9

한국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윤 명

10

피난처

간사 이주양

IV. 2019년도 기본연구과제 최종 선정 및 대법원장 승인

운영위원회 심의내용, 연구수요조사 및 간담회 결과, 의견 수렴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정리한 과제후보를 대상으로 하여 2018. 12.부터 2019. 1.까지 수차례의 내부 검토회의를
개최하였고, 2019. 1. 22. 연구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의 타당성 및 시급성,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연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14
건의 ‘2019년도 사법정책연구원 기본연구과제’를 승인하였다.
최종 선정·승인된 2019년도 기본연구과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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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제안기관

1

재판연구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연구수요조사

2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기술의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연구수요조사

3

사회보장 사건의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 현황과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법관연구위원)

4

혐오 표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사법정책연구원(전문직연구위원)

5

독일 법관법(Deutsches Richtergesetz)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전문직연구위원)

6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법관연구위원)

7

주민 자율조정을 통한 이웃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연구수요조사(시민조사간담회)

8

법적 판단에 있어 인지적 편향과 극복 방안

사법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9

민사집행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연구담당관)

10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법관 임용제도

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실)

11

공탁절차와 공탁금 관리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연구담당관)

12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법원행정처(전산정보국)

13

미국 연방사법센터의 위상, 기능, 역할

사법정책연구원(법관연구위원)

14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연구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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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V. 2019년도 기본연구과제의 제안 취지 및 연구 필요성

1. 재판연구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재판연구원 제도는 시니어판사(내지 원로법관) 제도, 대등재판부, 1심 전면 단독화 및
항소심 일원화 등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현안과 직·간접적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음
○2012년 재판연구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금까지 재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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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성과, 실제 운영 결과 드러난 장·단점, 장래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실증적·구체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음
○현재 우리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에 관하여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사법체계 및 현재 처해 있는 사법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재판연구원 제도
의 모습과 운영방안은 어떠한 것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사법제도·재판제도와 재판연구원 제도의 연관성
○각국의 재판연구원 유사 제도의 내용 및 실제 운영 현황
○우리나라 재판연구원 제도의 내용 및 운영 성과
- 재판연구원 관련 현행 매뉴얼 내지 직무교육 자료 검토
- 전·현직 재판연구원, 재판연구원과 함께 업무를 수행해 본 법관, 재판연구원 지원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재판연구원의 업무 범위 및 법관과의 바람직한 협업 방식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재판연구원 제도의 모습 및 운영방안

2.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기술의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유전자 편집(gene editing) 기술은 유전체(genome)에서 특정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인
식하여 일부 DNA를 삽입·제거·수정하는 기술로서, 특히 크리스퍼(CRISPR-Cas9)
라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정확성, 신속성, 경제성이 크게 향상되었음
○유전자 편집 기술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인간 배아를 대
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첨예한 윤리적·법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
에 따라 유전자 편집 기술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각국마다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첨예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전자 편집 기술은 조만간 실용화 및 상용화의 길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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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리라 예상됨. 그런데 우리나라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배아 등’에 대한
유전자 치료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제47조 제3항), 과연 이러한 입법 태도가 타당한 것
인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기술 현황 및 국민 법의식에 맞
는 바람직한 법적 규율 방향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선제적 연구가 필요함

▣ 주요 연구내용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기술의 내용 및 현재의 기술 수준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각국의 윤리적·법적 논의 현황 및 각국의 구체적
인 법적 규율 내용

제3부

○생명윤리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적 규율 현황과 문제점

율 방향 모색

3. 사회보장 사건의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 현황과 개선방안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사회보장이란 장애, 질병,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
스를 의미함(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현대 산업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사회보장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역시 갈수록 막중
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의 침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등 사
회보장과 관련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사회보장 관련 법률의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개별 사회보장 관련 법
률 분야마다 상이한 권리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분쟁의 해결을 전담하
는 기구도 없는 등, 사회보장 관련 사건에 대한 절차적 구제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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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편집 기술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법의식 및 법체계에 걸맞은 바람직한 법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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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권리구제 절
차가 필수적임. 따라서 사회보장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바람직한 권리 구제절차를 고
민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사회보장 사건의 법적 특수성
○사회보장 관련 분쟁의 소송 이전 단계 분석 - 법률상담, 행정적 구제절차, 국가인권위
원회 구제절차 등
○사회보장 관련 재판의 현황 분석
- 사회보장 관련 사례 수집, 유형화 및 통계 분석
- 사회보장 사건의 절차진행 분석(소제기 형식, 소송비용, 소송구조, 심리절차, 감정
절차 등)
○독일, 오스트리아 등 주요 국가의 사회보장 사건 처리 절차 및 실무
○사회보장 사건의 바람직한 해결방안 모색(사회법원, 사회노동법원 혹은 사회보장 전담
재판부 등 검토)

4. 혐오 표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여성, 성적 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을 향한 혐오 표현(특히 인터넷을 통한 혐오
표현)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 역시
확산되고 있음
○혐오 표현의 규제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직접 관련되는 문제임에도 기존의 연구는 표
현의 자유 측면보다 차별과 평등의 측면에서 각국의 입법례 혹은 선례를 분석하고 있음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혐오 표현 금지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혐오 표현의 규제 필요성
에 대한 국제적 합의도 높은 수준임. 반면 미국은 유럽과 다른 방식으로 혐오 표현 문제
를 규제하고 있음.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나라로서 혐오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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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중시함
○우리나라는 아직 혐오 표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규제가 전무한 수준으로서 국제적 흐
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과 미국으로 나누어 혐오 표현의 판
단 기준 및 대처방식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법원이 혐오 표현의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혐오 표현의 규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차별 금지법과의 관련성
○혐오 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와의 관련성(명예훼손과의 관련성 포함)
○미국 및 유럽 주요 국가의 혐오 표현 규제 내지 차별 금지법 현황

제3부

○혐오 표현 규제에 관한 국제적 척도 내지 논의내용

구체적 판단 기준 도출

5. 독일 법관법(Deutsches Richtergesetz)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사법부의 핵심인 ‘법관’에 관한 연구는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 사법 신뢰의 제고, 바람직
한 사법행정 등 사법정책에 관한 모든 연구의 근본을 이루는 문제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독일은 이미 1961년부터 법관에 관한 기본법인 독일 법관법(Deutsches
Richtergesetz)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바, 이 법은 법관의 법적 지위 및 신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성, 법관 구성의 다양화, 법관의 신분보장, 법관의 의무, 법
관의 자율조직, 법관의 권리보장 등 법관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기존 문헌은 독일 법관법의 조문 및 내용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는바, 독일 법
관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법관의 독립 및 사법신뢰의 회복에 관한 다양한 시
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임

제1장 2019년도 연구과제 선정

149

사법정책연구원 활동 계획

○혐오 표현의 판단 기준에 관한 주요 각국의 판례 분석 및 우리 법원이 활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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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독일 법관법의 제정 배경, 입법 연혁
○독일 법관법의 내용 - 법관 신분의 취득 및 상실, 법관의 독립성, 법관의 권리와 의무,
법관 구성의 다양성, 법관의 권리구제, 법관의 자율조직
○독일 법관법에 관련된 다양한 독일 판례 소개 및 시사점 분석
○독일 법관법의 내용 중 우리 사법제도에 수용 내지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의 도출

6.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국제거래와 국제분쟁의 증대, 대한민국 국민 또는 개인을 당사자로 한 외국재판의 양적
증가와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외국재판에 대한 승인 및 집행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기존에 문제되었던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각국뿐만 아니라 중국, 호주,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의 외국재판이 함께 문제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민사소송법상 ‘상호보증’이 외국재판 승인의 요건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 이 요건의 충족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바(동
조 제2항),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요 국가의 외
국재판 승인 제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음
○한편 현재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CCH)가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국제협약
(Judgments Project)을 준비하고 있으며 위 국제협약의 최종 회의가 2019. 6.경 예정
되어 있는바, 본 연구를 통하여 위 국제협약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임

▣ 주요 연구내용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이론적 분석
○다양한 나라의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 관련 제도 및 실제 사례 분석
○EU의 브뤼셀규정 또는 루가노협약에 관한 실무와 대표적인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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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CH의 Judgments Project에 관한 논의 소개 및 우리나라의 입장 정리

7. 주민 자율조정을 통한 이웃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층간소음, 주차 문제, 애완동물 문제, 쓰레기·흡연·생활악취 등 다양한 유형의
이웃분쟁이 급속히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웃분쟁은 당사자가 느끼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생활가치관의 대립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 갈등 해결이 어려운 데 비해 소가(訴價)나 실제 배상액은 소액인 경우가 많
아, 기존의 분쟁해결 절차(특히 재판절차)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특징이 있음

자치단체에 의해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바, 주민 자율조정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주민 사이의 관계 회복 및 조화로운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ADR 제도와 다른 독자적 의미를 가짐
○이에 새로운 ADR 제도 내지 새로운 시민참여 사법의 한 형태로서 주민 자율조정에 대
해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함

▣ 주요 연구내용
○이웃분쟁의 특수성, 유형 및 사회적 문제점
○기존 분쟁해결 제도를 통한 이웃분쟁 해결의 한계 및 주민 자율조정 제도의 필요성
○주민 자율조정 제도의 의의, 특징, 유형, 국내외 주민 자율조정 제도 운영 현황
○바람직한 주민 자율조정 제도의 설립·운영방안 및 이를 위한 입법적 제안
○시민참여 사법과 주민 자율조정 제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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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분쟁의 해결을 위해 최근 주민 자율조정(community mediation) 제도가 전국 지방

제3부

8. 법적 판단에 있어 인지적 편향과 극복 방안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간은 합리적 이성이 아니라 일종의 어림법과 체계적 편향인 대표
성 휴리스틱, 앵커링, 가용성 휴리스틱을 판단에 사용한다는 ‘휴리스틱(heuristic)’ 이론
은 인지심리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음은 물론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 의사결정’이 늘 문제되는 법학에도 큰 영향을 끼쳤음
○휴리스틱 이론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성과의 소개는 곧바로 재판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신뢰에도 직접적이고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바, 이는
일종의 ‘재판의 과학’으로서 법관에게 가장 긴요한 학제적 연구라 할 수 있음
○기존에 법적 판단에서의 인지적 편향과 오류를 분석하려는 작업이 없지 않았으나 체계적
인 완성도가 미흡하였고 재판 실무와의 연계성도 부족하였음. 본 연구를 통하여 인지적
편향과 휴리스틱을 기존의 판례와 일상적 재판 실무에 대입·응용해 봄으로써, 법관들
이 인지적 편향과 오류 분석의 성과를 인식하고 실제로 재판 실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연구내용
○휴리스틱과 인지적 편향 이론의 일반적 검토
○법적 판단에 관한 기존의 국내외 인지심리학적 연구결과 소개
○법적 판단에 있어 예상되는 인지적 편향의 내용 분석
- ① 기저율 무시(베이지안 확률이론), ② 앵커링(조정, 검사구형, 청구금액), ③ 대표
성 휴리스틱(특히 형사재판에서 유무죄의 분류적 판단), ④ 확증편향(가설형성의 위
험성), ⑤ 후견편향(과실판단의 오류), ⑥ 근본적 귀인오류(책임판단에 있어 상황적
요인의 무시), ⑦ 사회적 동조(여론 재판), ⑧ 기억의 재구성적 특성에 대한 간과와
신빙성 판단오류 등
○인지적 편향의 유형 및 이러한 편향이 법관의 판단에 실제로 미친 영향(판례 고찰, 가상
사례), 편향의 자각적·제도적 극복 방안
○연구 결과를 재판 실무에 실제로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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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사집행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채권자가 어렵게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
는 효과적인 집행 체계를 갖추지 않는 한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음
○그런데 현대 사회의 복잡성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인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정보
에 접근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제집행의 대상인 재산을 구체적
으로 특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
○강제집행 제도의 정비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바, 강제집행에 관한 국제적 논의 수준 및 일본·미국·독일 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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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각국의 채무자 재산정보 수집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국제적 수준에 걸맞은 민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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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현재 민사집행 제도의 문제점 개관
○민사집행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제도와의 충돌 지점 및 충돌 양상 분석
○민사집행에 관한 국제적 논의 소개
○주요 각국의 채무자 재산정보 수집 제도(재산정보 제공 거부 시 채무자 제재 제도 포함) 검토
○우리나라 민사집행 제도(특히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내지 시
사점 도출

10.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법관 임용제도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가 즉시 판사로 임용될 수 있
었던 기존 제도와 달리 2011년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도 소위 ‘법조일원화’ 제도를 전면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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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음
○다만 부칙을 통해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3년 이상,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5년 이
상,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2026년부터는 예외 없이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만이 판사로 임용될 수 있음
○이처럼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활동해 온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될 것임에도 현재의 법
관 임용제도는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던 과거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
어, 선발기준 및 능력검정방식에 있어 법조일원화로 인한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
○따라서 장차 다가올 전면적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법관 임용제도를 사전에
연구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새로운 법관 임용제도를 정립함에 있어 사법연수
원 등 유관 기관의 역할 분담 및 구체적인 협력 체계도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법조일원화 체계를 갖춘 다른 국가의 법관 임용방식 - 임용절차 개관, 담당 기관, 법률
지식 평가 방식(서면평가, 면접평가의 존부 및 구체적인 방식), 법조경력 평가 방식 등
○현재 우리나라 법관 임용방식의 한계
○법조일원화 시대의 새로운 법관임용 방식 - 임용절차 담당 기관, 법률지식·법조경력
등의 평가 방식
○우수한 인재 임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 - 법관인사(전보, 평정 등), 법관에 대
한 처우 등

11. 공탁절차와 공탁금 관리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공탁제도는 재판제도 못지않게 국민의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임에도 그동안
공탁제도의 실무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논의는 부족한 편이었음
○이에 변화하는 시대상에 발맞추어 공탁제도가 여러 분야에서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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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공탁금의 국고귀속에 관해서는 과잉귀속 방지를 위
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청을 국회로부터 매년 받고 있고, 공탁금의 저조한 출급 현황
에 대해서도 국회로부터 꾸준히 해명을 요청받고 있으며, 공탁금 관리은행 선정과 관
련된 개선요청도 지속되고 있음. 한편, 공탁과 채권배당 절차의 이원적 운영으로 인한
금전 사고(가압류금액의 출급 등)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 공탁제도 및 공탁금 관리정책의 여러 문제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조망하
여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현행 공탁제도, 공탁금 관리은행 선정 실무 및 공탁금 운용 관련 실무의 현황과 문제점

제3부

○국고 귀속 공탁금 감소 방안에 대한 검토(공탁금 출급건수 증대 방안에 대한 검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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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절차와 배당절차의 이원적 운영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검토
○새로운 공탁유형의 검토
○기타 공탁과 관련된 제문제 검토

12.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형사 전자소송은 실질적 공판중심주의의 구현, 피의자·피고인 및 변호인의 방어권 보
장, 적법절차의 강화 및 사법의 투명성 제고, 전자적 업무 재설계를 통합 업무 효율의 극
대화, 형사 전자정보의 활용성 증대 등을 위해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도입 필요성에 비해 형사 전자소송의 법제화에 대한 연구, 형사 전자소송 시행
시 예상되는 단계별 법적 쟁점에 대한 이론적 연구, 형사 전자소송에 관한 국제적 흐름
내지 최신의 외국 사례에 대한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형사 전자소송은 재판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사안일 뿐만 아니라 검찰, 변호사 등
다른 법조 직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할 분야인바, 사법부 차원에서 형
사 전자소송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공개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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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형사 전자소송 관련 외국의 법제화 현황 및 참조사항
○형사기록(수사기록, 공판기록) 전자화 방안 및 전자문서 관련 쟁점 검토(전자문서 작성,
유통 및 열람, 등사)
- 특히 법무부 KICS 시스템과의 조화 방안(정보연계 방식, 자료제출 방식 등) 검토
○소송단계별 예상 쟁점 검토, 소송참여자별 예상 쟁점 검토, 그 외 절차별·사건유형별
예상 쟁점 검토
○형사 전자소송 시행 시 실무상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 검토 - 소송기
록 스캔, 전자캐비닛 단계 정의, ‘원본’ 개념의 정의 등
○형사 전자소송을 위한 법규(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등) 개정 필요성 내지 입법 필요성

13. 미국 연방사법센터의 위상, 기능, 역할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미국 연방사법센터는 의사결정 최고기관인 연방 법관대표회의와 그 상임위원회 등에서
요청하는 연구주제를 연구함과 동시에 법원 구성원의 교육·연수 기능(우리나라의 사법
연수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 사법행정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연구·의사결정·집행 기능
의 분산이 논의되면서 미국 연방법원의 사법행정 구조가 주요모델로 참고되고 있는바,
특히 정책연구·사법연수 기능과 관련해서는 미국 연방사법센터가 중요하게 검토되고
있음. 사법정책연구원이 설립될 당시에도 미국 연방사법센터는 비교법적 모델로 주요
하게 참조된 바 있음
○따라서 미국 연방사법센터의 위상(연방법관대표회의, 연방법원행정처와의 관계설정 포
함)과 기능, 역할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사법정책연구원의 바람직한 위상 정립,
나아가 사법행정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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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사법센터의 연혁, 구조, 기능
- 기능, 역할, 구조별로 변천 과정을 미국 연방법원, 그 사법행정 구조의 변화, 발전과
정과 매개시켜 설명. 관련 규정,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 규정 체계 검토
○연방사법센터 연구 부문의 구체적 작동방식
- 연구주제, 연구방법론, 내부 토론·관리·지원 방식 등 분석
- 연구결과의 형식, 영향력, 활용도
○연방사법센터 연수·교육 부문의 구체적 작동방식
- 연수·교육자료,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 등
- 연구와 연수·교육 기능 사이의 피드백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발전 방향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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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성폭력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특히 진술의 신빙성을 배
척할 때 ‘경험칙상 피해자라면 하지 않았을 언동’(피고인과 같이 범행 장소에서 걸어 나
왔다, 피고인에게 평상시처럼 안부 문자를 하였다, 친구들과 웃는 모습을 SNS에 올렸
다는 등 범행 후 피해자의 언동)을 근거로 드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경험칙’을 이유로 ‘피해자의 언동’을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은 경우,
그러한 판단이 객관성과 설득력을 가지려면 실제 형사 재판에서 신빙성 판단 근거로 언
급된 간접사실들을 토대로 ‘경험칙’을 구체화 및 유형화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경험칙’ 이외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기준이 되는 다양한 이론적
성과를 조망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위한 경험적 및 이론적 기준을 제
시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최대한 많은 재판례(특히 하급심 판결문)로부터 성범죄의 유·무죄 근거로 거시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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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추출하여 유형화
- 범행 시간, 장소, 대상, 행위 태양 및 언동, 피해자의 반응 정도(저항의 유무와 정도),
피해 발생 후 상황(피해자의 언동, 범행 신고 여부나 시간 이격성) 등 다양한 간접사
실 검토
○이를 기초로 어떠한 요소로 인해 결론이 달라졌는지, 경계 선상에 있는 사실관계는 어떠
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에 참조할 기준을 모색
○‘경험칙’ 이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에 관한 경험
적, 이론적 성과 소개 및 구체적인 활용방법 검토

VI. 연구수요조사 결과의 체계적 · 지속적 활용

연구과제 선정절차를 통하여 제안된 연구과제 중 현실적 여건 등의 사유로 선정되지
않은 과제라 하더라도 그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사법정책
연구원은 연구수요조사 결과를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
함으로써 추후 연구과제 선정이나 대법원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제안연도 및 제안처에 따라 연구과제에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고(예: 2018-01, 2018간001, 2018-운001) 연구주제 명칭, 제안자 정보 등을 입력하여 연구수요조사 종합목차를
구축하였으며, 연구과제명 클릭 시 해당 연구과제의 제안서로 연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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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향후 계획

앞으로도 사법정책연구원은 사회변화에 발맞춘 시의적절한 연구주제를 선정한 후 폭넓
고도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나 고령화 등
으로 인한 사회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해외사법 관련
연구기관의 최신 동향도 예의 주시함으로써, ‘미래를 여는’ 사법정책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다 널리 알리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법 정책 수립에
연구 결과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① 개별 연구보고서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담긴 활용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한 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② 코트넷·홈페이지·
페이스북·뉴스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연구보고서의 발간 사실 및 그 구체적인 내
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계획이다.

제1장 2019년도 연구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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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부분은 2019. 3. 31. 기준 이미 시행한 업무)

2019

시행일

업무명

1. 2.

2019년 시무식 및 신년하례

1. 9.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1. 11. ~ 1. 13.

일본 와세다대학교 세미나 참석

1. 15.

2019년 제1회 과제심의위원회

1. 18.

공동학술대회(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책임과 생태손해”

1. 22.

2019년 제2회 과제심의위원회

1. 22.

한국법학원과 업무협약 체결

1. 25.

공동학술대회(한국토지법학회)

1. 31.

2019년 제3회 과제심의위원회

1. 31.

제8회 사법정책포럼

2. 13.

수석연구위원 전출행사

2. 14.

수석연구위원 전입행사

2. 22.

법관 연구위원 환송행사

2. 25.

법관 연구위원 전입행사

2. 28.

2019년 제4회 과제심의위원회

1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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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연구원장, 수석연구위원

강원대학교

부산대학교

2019

시행일

업무명

3. 5.

“법률문헌 검색방법, 인용방법, 연구윤리” 특강

3. 18.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사무국장 내방

4. 초

연간보고서 발간

4. 12.

공동학술대회(한국공법학회)
“공법의 근본개념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 17.

운영위원회

연구원 중회의실

4. 25.

연구원 워크숍

남이섬

4. 26.

공동학술대회(국제사법학회)
“헤이그관할합의협약 가입과 관련한 주요쟁점”

변호사교육회관

3월

4월

5. 초

비고

제3부

2019년도 상반기 체육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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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5.

“ELI/UNIDROIT project의 진행 경과와
European Collective Redress 현황:
한 · 중 · 일 절차법 및 집단소송의 조화 가능성”

5. 30.

공동학술대회(서울대학교, 미국 버클리대학교)

5. 31.

공동학술대회(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권 보장의 절차법적 과제”

6. 13.

공동학술대회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Key Issues in Sexual Assault Cases in
the Era of #Me Too”

중순

공동학술행사(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법학회)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7. 1.

법원 일반직 전입

중순

대법원 국정감사(예정)

중순

2019년 하반기 체육행사(예정)

11월

초순

연구수요조사를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
(예정)

12월

12. 31.

종무식

5월

6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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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학술대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한양대학교

10월

연구원 중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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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I. 법원조직법
[법률 제15490호, 2018. 3. 20. 일부 개정]

제2편 대법원

제20조의2(사법정책연구원)

제4부

제7편 대법원의 기관

제3장 사법정책연구원
제76조의2(조직)

① 사법정책연구원에 원장 1명, 수석연구위원 1명,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둔다.
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수석연구위원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연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사법정책연구원에 사법정책연구원장비서관을 둔다.
⑤ 사법정책연구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6조의3(사법정책연구원장 등)

① 사법정책연구원장 및 수석연구위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하

제1장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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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정책연구원을 둔다.

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한다.
② 연구위원 및 연구원(이하 “연구위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사법정책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 판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3.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제76조의4(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① 판사가 아닌 연구위원등(이하 “비법관 연구위원등”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비법관 연구위원등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
로 정한다.
제76조의5(초빙연구위원)

① 제76조의3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초빙연구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초빙연구위원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
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6조의6(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①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법정책연구원에 운
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과반수는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6조의7(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사법정책연구원은 매년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과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을 담은 연간 보고
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의8(준용규정)

사법정책연구원에 관해서는 제74조의4 및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수”는 “연
구위원등”으로 본다.
제76조의9(위임사항)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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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대법원규칙 제2512호, 2013. 12. 31.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편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사무)

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와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장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제3조 (위원)

법 제76조의6 에 따른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제4부
부록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5. 3급 이상의 공무원
6.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 (위원장,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
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방침과 방향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2. 연구원의 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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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는 사법정책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 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
집한다.
② 연구원장이 제1항의 소집요청을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도 위원장에게 특정 안건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연구원장에게 운영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
제7조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연구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연구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간사는 연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 (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연구원장
제10조 (연구원장)

① 연구원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② 법관이 아닌 사람이 연구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제4장 연구위원등
제11조 (연구위원등 임용자격)

① 법 제76조의3 제2항 제3호 에 따라 연구위원등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실
적 또는 경력이 있어야 한다.
1.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통산 4년 이상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
2. 석
 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통산 2년 이상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
②제
 1항에서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라 함은 전공분야 또는 그와 관련된 학과에 관하여

168

2018 연간보고서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연수와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한 연수를,
실무경력연수라 함은 국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기타 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전공
분야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연수를 말한다.
제12조 (비법관 연구위원등 임용절차 등)

① 비법관 연구위원등을 임용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② 비법관 연구위원등 임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연구실적,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참작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대법원장은 비법관 연구위원등의 임용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
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심사의 실시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④ 비법관 연구위원등은 총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제13조 (연구심의관 등)

① 연구원에 연구심의관 또는 연구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심의관 또는 연구담당관은 수석연구위원이 지정한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③ 연구심의관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연구담당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
무관으로 보한다.
제4부
부록

제5장 초빙연구위원 등
제14조 (초빙연구위원 임용절차 등)

① 법 제76조의5에 따른 초빙연구위원은 계약에 의해 연구원장이 임용한다.
②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구내용, 시간, 대우, 복무, 계약기간, 계약해지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초빙연구위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료, 차량임대료, 주택비
및 집기구입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연구요원의 파견요청)

① 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구원장이 외부기관에 연구요원의 파견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파
견요청기관, 파견사유, 파견기간, 연구과제, 지급할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에 파견된 연구요원에게 지급할 수당은 연구기간, 연구의 난이도, 파견으로 인해
예상되는 수입의 상실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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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정책연구
제1절 연구계획
제16조 (연구계획)

① 연구원장은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매 연도말까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원장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연구수요조사)

① 연구원장은 연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
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외부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연구수요조사와 관련하여 우수한 연구과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수행
제18조 (연구수행의 방법)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연구수행은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연구책임자를 복수로 지정하거나, 합동연구반을 구성
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 (연구협조)

연구원장은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
원 및 법원도서관에 연구자료의 수집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외부인력 활용)

① 연구원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
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공동연구 수행에 참여하는 외부의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
위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연구결과의 보고)

연구원장은 주요 연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연구보고서 발간 등
제22조 (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의 성과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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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원장은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을 발간할 수 있다.
제23조 (연간 보고서의 국회 보고)

연구원이 법 제76조의7 에 따라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연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 등
을 포함한다.
1. 일반 현황
2.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
3.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
4. 주요 행사

제7장 교류 및 협력
제24조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연구원장은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
을 할 수 있다.
제25조 (학술대회 등 개최)

연구원장은 연구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 소속 직원 또는 대학 교수 등을 초청하여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4부
부록

제8장 자문위원회
제26조 (자문위원회)

① 연구원 운영개선과 발전에 관해 연구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내규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27조 (위임규정)

연구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원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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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18 Annual Report

2018년도 주요 업무일지

시행일

업무명

비고

1. 2.

2018. 1. 1.자 전입행사

사무국장 김학구 외 7명

1. 2.

2018년 시무식 및 신년하례

1. 9.

제1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1. 11.

제2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1. 17.

제3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1. 18.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 19.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형사사법정보의 이용과 보호”

사법정책연구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1. 24.

제4회 사법정책포럼
“대륙법의 전통과 민사법의 원리”

호문혁 연구원장

1. 31.

제2대 사법정책연구원장 퇴임 행사

호문혁 연구원장

2. 1.

제3대 사법정책연구원장 취임식

강현중 연구원장

2. 6.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 개최

2. 12.

전출행사(2018. 2. 13.자)

심민선 실무관

2. 13.

전입행사(2018. 2. 13.자)

이강용 실무관

2. 14.

전출행사(2018. 2. 26.자)

모성준 연구위원

2. 20.

제4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2. 23.

전출(2018. 2. 26.자) 및
퇴직(2018. 2. 28.자) 연구위원 환송행사

홍진표 선임연구위원 외 4명

2. 26.

전입행사(2018. 2. 26.자)

한성수 선임연구위원 외 7명

3. 5.

퇴직 조사위원 환송행사(2018. 3. 9.자)

3. 7.

대한변호사협회장 예방

사법정책연구원 중회의실

사법정책연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헌법학회

2월

최유나 조사위원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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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회관

2018

시행일

업무명

비고

3. 7.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예방

변호사 회관

3. 8.

제5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3. 9.

국제법학회 임원진 내방

3. 13.

제6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3. 14.

법무부장관 예방

3. 20.

법률신문사 사장 예방

3. 21.

감사원장 예방

3. 21.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예방

3. 28.

입법조사처장 예방

국회입법조사처

3. 28.

헌법재판소장 예방

헌법재판소

3. 28.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예방

헌법재판소

3. 28.

헌법재판연구원장 예방

4. 2.

근속승진자 임명장 수여식(2018. 4. 1.자)

4. 4.

한국공법학회 임원진 내방

사법정책연구원 원장실

법무부장관실
법률신문사

3월

사법정책연구원 워크숍

4. 9.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임원진 내방

4. 13.

제5회 사법정책포럼
“최종이론의 꿈”

4. 16.

전문임기제공무원(연구위원, 가급) 채용 면접시험

4. 17.

성희롱, 성매매 등 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

4. 19.

2018년 운영위원회 개최

4. 19.

제7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오은아 행정관
사법정책연구원 원장실

제4부
부록

4. 5.
~ 4. 6.

감사원

충남 태안군
사법정책연구원 원장실
이종필 건국대 교수
사법연수원 본관동 406호

4월

4. 23.
~ 4. 24.

“뉴욕주변호사협회 2018 지역회의” 개최

4. 26.

한국행정법학회 임원진 내방

4. 26.

제8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5. 2.

국회(금태섭, 박주민, 박범계 의원) 예방

5. 11.

통일사법정책연구반 상반기 워크숍

사법연수원 소강당

사법정책연구원,
뉴욕주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정책연구원 원장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5월
더 플라자 호텔

제2장 2018년도 주요 업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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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시행일

업무명

5. 16.

한국헌법학회장 내방

5. 17.

“지역별 인권법원의 설립경과 및 현황 연구”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

5. 17.

한국국제사법학회장 내방

사법정책연구원 원장실

5. 18.

한국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사법정책연구원,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5. 24.

2018년 상반기 체육행사

6. 9.

산악회, 문화사랑동호회 행사

6. 11.

신임 연구위원 및 조사위원 임명장 전수식
(2018. 6. 11.자)

6. 12.

제9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6. 21.

제10회, 제11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6. 22.

한국환경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환경법학회,
법률사무소 엘프스,
동국대 비교법문화원

6. 26.

“정보화 시대와 영상재판” 심포지엄

사법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6. 28.

상반기 탁구동호회 탁구대회

6. 29.

전출행사(2018. 7. 1.자)

염명열 총무과장 외 5명

7. 2.

전입행사(2018. 7. 1.자)

송필량 총무과장 외 9명

7. 3.

사법제도센터 출범 행사

사법정책연구원 중회의실

7. 4.

한국토지법학회와 업무협약식

사법정책연구원 중회의실

7. 5.

한국국제사법학회와 업무협약식

사법정책연구원 중회의실

7. 6.

한국행정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행정법학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7. 13.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사법정책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젠더법학연구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사회복지법제학회

7. 17.

전문가 세미나 토론

7. 19.

제6회 사법정책포럼
“대항해시대와 대분기”

7. 23.

북경대학교 법학원과 업무협약식

7. 31.

제12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6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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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원장실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

사법연수원 체육관
제3땅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김봉철(연구위원),
김성화(조사위원)

사법연수원 체육관

사법정책연구원 중회의실
주경철 서울대 교수
북경대학교 법학원 사합원 회의실

2018

시행일

업무명

8. 2.

2018 국제 콘퍼런스 입찰 제안서 설명회

㈜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외 5곳

8. 10.

2018 국제 콘퍼런스 국제회의
전문용역업체(PCO)와 협상 및 계약 체결

사법정책연구원 중회의실

8. 16.

제13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8. 22.

한국특허법학회와 업무협약식

9. 5.

법원사람들 10월호 촬영

9. 14.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공동학술대회

9. 18.

제14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9. 19.

신애원 방문

10. 4.

제15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10. 8.

세미나
(독일 만하임 대학 Jochen Taupitz 교수 특강)

10. 10.

대법원 국정감사

10. 11.

제14회(속행) 연구과제심의위원회

10. 17.

연구수요조사 시민단체 간담회

10. 18.

제7회 사법정책포럼
“배움과 깨달음의 사이에서”

김정탁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10. 20.

대한국제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사법정책연구원, 대한국제법학회

10. 25.

제16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10. 27.

한국특허법학회 공동학술대회

11. 1.

2018 하반기 워크숍 및 체육행사

11. 2.

일본 와세다대학교 혼마야스노리 교수 내방

11. 9.

한국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11. 15.

2018 하반기 부패방지 교육

11. 16.

제17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해외부패방지법

11. 16.

업무협약체결(대한상사중재원)

연구원 중회의실

11. 2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공동학술대회

11. 23.

한국규제법학회 공동학술대회

8월

9월

11월

사법정책연구원 중회의실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해사쟁송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사랑나눔자원봉사회
복잡소송

해사쟁송
제4부

지역별 인권법원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특허법학회
인천 중구 ‘무의도’

사법정책연구원, 법무부,
한국헌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한국규제법학회,
식품안전정보원,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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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월

비고

2018

시행일

업무명

비고

11. 29.

제18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국제사법신뢰도

11. 30.

통일사법정책연구반 워크숍

더케이 호텔

12. 1.

한국민사소송법학회 공동학술대회

12. 3.

2018 사법정책연구원 국제 컨퍼런스 환영 리셉션

11월

12월

176

사법정책연구원,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삼청각

12. 4.
~ 12. 5.

2018 사법정책연구원 국제 컨퍼런스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12. 6.
~ 12. 7.

UNODC 전문가그룹회의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사법정책연구원, 한불민사법학회,
경상대법학연구소

12. 8.

한불민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

12. 11.

제19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12. 12.

연구과제선정회의(1차)

12. 13.

제20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12. 15.

한국민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

12. 18.

제21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가정법원 조사관제도

12. 21.

한국행정판례연구회 공동학술대회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2. 26.

연구과제선정회의(2차)

12. 31.

사법부 포상 전수 및 수여식, 전출행사, 종무식

2018 연간보고서

미국법관윤리

입법사법정보협력
사법정책연구원, 한국민사법학회,
중앙대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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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Annual Report

연구보고서 발간 내역

제 장

(2019. 3. 31. 기준)

I. 발간일순
발간일

보고서명

연구총서

1

2014. 12. 30.

재외국민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절차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4-01

2

2014. 12. 30.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4-02

3

2014. 12. 30.

파산법원 설치에 따른 회생 · 파산절차 관여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 · 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

2014-03

4

2014. 12. 30.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2014-04

5

2015. 2. 27.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2014-05

6

2015. 2. 27.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
[별책: 모의재판 시나리오 및 지도안]

2014-06

7

2015. 2. 27.

오스트리아 사법제도 연구
- 최고재판소, 행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상호관계에 대한 헌법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

2014-07

8

2015. 5. 22.

법관의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에 관한 연구
[별책: 강의안(PPT 및 해설 자료)]

2015-01

9

2015. 5. 29.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5-04

10

2015. 5. 30.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

2015-02

11

2015. 6. 10.

국민과 함께 하는 모의재판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모음집」 수록 -

2015-03

12

2015. 6. 26.

중 · 고등학생을 위한 법원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별책: 프로그램 안내]

2015-06

13

2015. 6. 30.

효율적인 증거개시 · 수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5-05

14

2015. 6. 30.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2015-08

15

2015. 7. 13.

영국의 양형기준제도
- 양형기준제도의 법령 및 현황 -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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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순번

발간일

16

2015. 7. 17.

영국과 미국의 법관에 의한 중재 및 그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2015-10

17

2015. 7. 24.

재판기록 및 조서에 관한 실무 개선 방안 연구
- 재판서 · 조서의 전자화, 법정녹음 시행을 중심으로 -

2015-11

18

2015. 7. 31.

커뮤니케이션학에 기초한 바람직한 법정 소통 방안에 관한 연구

2015-09

19

2015. 9. 14.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에 관한 연구
- 첨부: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 표준안 [시안] -

2015-12

20

2015. 11. 9.

가사사건의 상담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15-16

21

2015. 11. 13.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2015-14

22

2015. 11. 25.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의 분석

2015-13

23

2015. 11. 27.

각국 법원모욕의 제재 방식에 관한 연구

2015-15

24

2015. 12. 23.

각국 법관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2015-17

25

2016. 1. 13.

전문가 감정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6-02

26

2016. 1. 14.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

2016-03

27

2016. 1. 15.

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

2016-05

28

2016. 2. 16.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을 위한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2016-01

29

2016. 2. 25.

동산공시제도 및 동산담보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6-06

30

2016. 2. 26.

한국형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2016-04

31

2016. 3. 28.

압수 · 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6-07

32

2016. 3. 28.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6-08

33

2016. 4. 4.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

2016-09

34

2016. 8. 26.

EU사법재판소(CJEU)와 유럽인권재판소(ECtHR)에 관한 연구

2016-10

35

2016. 9. 8.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유형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

2016-11

36

2016. 9. 30.

증인신문 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

2016-12

37

2016. 10. 17.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016-13

38

2016. 10. 21.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에 관한 연구

2016-15

39

2016. 10. 25.

네덜란드의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2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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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연구총서

순번

발간일

40

2016. 11. 18.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을 중심으로 -

2016-18

41

2017. 1. 24.

민사소액재판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6-19

42

2017. 2. 23.

대형 경제 형사사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증거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

2016-16

43

2017. 2. 28.

전자정보의 증거조사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

2016-22

44

2017.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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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 모의재판 시나리오 및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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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계에 대한 헌법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

201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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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에 관한 연구
[별책: 강의안(PPT 및 해설 자료)]

2015. 5. 22.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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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30.

2015-03

국민과 함께 하는 모의재판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모음집」 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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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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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증거개시 · 수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5. 6. 30.

2015-06

중 · 고등학생을 위한 법원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별책: 프로그램 안내]

201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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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양형기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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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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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31.

2015-10

영국과 미국의 법관에 의한 중재 및 그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201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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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및 조서에 관한 실무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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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24.

2015-12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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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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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5

각국 법원모욕의 제재 방식에 관한 연구

2015. 11. 27.

2015-16

가사사건의 상담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15. 11. 9.

2015-17

각국 법관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2015. 12. 23.

2016-01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을 위한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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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

2016.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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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201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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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

2016. 1. 15.

2016-06

동산공시제도 및 동산담보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6. 2. 25.

2016-07

압수 · 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6. 3. 28.

2016-08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6. 3. 28.

2016-09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

2016. 4. 4.

2016-10

EU사법재판소(CJEU)와 유럽인권재판소(ECtHR)에 관한 연구

2016. 8. 26.

2016-11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유형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

2016. 9. 8.

2016-12

증인신문 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

2016. 9. 30.

2016-13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016. 10. 17.

2016-14

네덜란드의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2016. 10. 25.

2016-15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에 관한 연구

2016. 10. 21.

2016-16

대형 경제 형사사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증거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

2017. 2. 23.

2016-17

법원의 프로보노 활동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2017. 3. 13.

2016-18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을 중심으로 -

2016. 11. 18.

2016-19

민사소액재판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7. 1. 24.

2016-20

공익소송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7. 3. 30.

2016-21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2017.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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