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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은 2014. 1. 1. 대법원 산하의 사법연구기관으로 설립된 후 독립 연구기
관으로서 조직과 업무체계를 갖추고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오
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법원조직법 제76조의7의 규정에 따라 지난 1년의 사법정책연구원 활동을 종
합하여 2015년도의 연구실적과 2016년도의 연구 추진계획 등을 담은 사법정책연구원의
두 번째 연간보고서입니다.

발 간 사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근대사법 100주년에 즈음하
여 1994. 1. 독립적인 사법연구기관의 설립을 제안한
이래 실로 오랜 논의 끝에 2014. 1. 사법정책연구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연구원은 연구의 객관
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연구조직을 구성하였
고,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업무를 체
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구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연구과제를 선정
하고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긴요한 사법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구원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급변하는 사법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연구 또한 수행
해 나갈 것입니다. 연구원은 사법부가 처한 상황과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으로 진단하고, 사
법부가 헌법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미래사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연구원 설립 후 두 번째로 발간하는 이번 연간보고서는 법원조직법 제76조의7에 따라 지
난 기간의 연구실적과 향후 연구 추진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연간보고서를 통하여 지
난 기간의 활동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소중한 계기
로 삼고자 합니다.
연구원은 사법부의 독립 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재판제도 발전의 초석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연구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소
명을 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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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법부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도 크게 변모하고 있다. 사법부가
전통적인 분쟁해결기능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법에 대한 접근성 보장과 복지적·후견적 사
법작용 확대를 통해 사회갈등의 치유와 사회통합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지향해
야 할 중·장기적인 사법제도 및 정책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그런데 사법부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사법부에 요구되는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
되어 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법학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문제
점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은 법학과 인접 학문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바탕을 두어야 함은 자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재야 법조계와 학
계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법원행
정처 소속 정책연구부서 및 대법원 산하 각종 위원회에 의한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
을 위한 기존의 연구만으로는 사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시의성 있는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중·장기적인 사법정책을 마련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설계하는 중·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고려에서 사법제도발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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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가 근대사법 100주년에 즈음하여 독립적 사법연구기관의 설립을 제안한 이래 사법제
도 전반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할 사법정책 연구기관의 설립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
나, 오랜 기간 동안 실제 설립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II. 설립 과정

1.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근거
가. 법원조직법의 일부 개정
2013. 5. 27. 사법부가 당면한 과제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서 대법원 산하에 사법정책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후 사법정책연구원 설립과 관련하여 사법부에 의
한 사법정책연구의 적절성, 인력운영 및 연구영역 중복의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이후 2013. 7. 2.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위 개정법률안의 수정
안이 의결되었고, 2013. 8. 13. 개정 법원조직법(법률 제12041호)이 공포되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041호)의 개정이유]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고, 인접 학문과의
유기적·통합적 결합을 통해 기존 법학이 해결하지 못한 사법의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해
결방안을 연구하며, 통일에 대비하여 관련된 사법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수행하고,
외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와 해외 각국과의 사법 교류 확대 및 한국 사법제도 전
파를 담당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서 대법원 산하에 사법정책연구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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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정 법원조직법의 주요 내용
개정된 법원조직법(법률 제12041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법정책연구원의 설치 및 구성
제1부

○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대법원 산하에 사법정책연구
원을 신설함
○ 사법정책연구원에 원장 1인, 수석연구위원 1인,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두고, 원장 및 수
석연구위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
명함
○ 연구위원 및 연구원은 판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외국의 변호사 자격 포함), 학사
나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실적이나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임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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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정책연구원에 사무국을 설치함
▣ 운영위원회 설치 및 보고서 발간
(법 제76조의6 및 제76조의7 신설)
○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법정책연구원에
운영위원회를 두되, 위촉위원 9인 중 과반수는 법관이 아닌 자로 함
○ 매년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과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을 담은 연간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2.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 준비과정
가. 설립위원회 구성

제1장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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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2,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5 및 제76조의8 신설)

대법원은 2013. 8. 13. 법률안이 공포되자 즉시 사법정책연구원 설립 준비에 착수하
여, 2013. 9. 16. 법원행정처에 설립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설립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차장
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장, 사법지원실장, 사법정책실장, 기획총괄심의관(간사),
전산정보관리국장, 인사총괄심의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 총괄교수를 위원으로 구성
되었고,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준비를 위한 실무작업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담당
하였다.
사법정책연구원 설립위원회의 회의일정과 안건은 다음과 같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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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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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연구위원 임용
•행정조직 구성 및 예산 등

나. 조직 구성 및 시설 확보
2014. 1. 1.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 전에는 사법정책연구원의 개원을 위한 조직구성 및
시설확보에 중점을 두고 설립준비작업을 진행하였고, 아울러 연구주제에 대한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등 연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작업을 함께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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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법정책연구원 시설 확보 및 홈페이지 개설
사법연수원 본관동 4층, 9층, 10층에 연구원장 및 수석연구위원실, 연구위원실, 총무과
및 연구지원과 사무실, 회의실, 연구자료실을 확보하였다.

원에 맞춰 국문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III. 사법정책연구원 개원 및 최송화 초대 사법정책연구원장 취임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 3. 10.(월)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하
였다. 개원식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국회
의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그 밖에 학계 및 유관 기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
팅, 현판 제막 및 기념식수 순으로 진행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치사를 통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은 현실과 이상, 실무와 이론을 조화
롭게 아우르는 사법제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구현이라는 헌법
적 소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의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목전의 문제에

제1장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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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구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개

그때그때 대응하는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탄탄한 이론과 학문적 연구에 기초하여 장기적,
근원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나아가야 할 사법의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산적한 사법부의 과제
를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리라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최송화 초대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취임사에서 ‘사법정책연구원은 수준 높은 정
책비전의 개발을 통하여 여러 변화에 대한 사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전문적 연
구기관으로 역할과 소임을 다해야 한다. 법관 연구위원 및 전문직 연구위원들은 연구의 전
문성 및 수월성, 연구의 독창성과 자주성, 연구의 객관성과 현실성, 연구의 윤리성을 갖춘
연구를 수행하여 경쟁력을 갖춘 탁월한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
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IV. 호문혁 제2대 사법정책연구원장 취임

사법정책연구원은 2016. 2. 1.(월)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
정실장,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비롯한 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호문혁 제2대 사법
정책연구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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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설계하고 연구하는 기관이라는 막중한 사명감과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
고 토론하여 지혜를 모으는 연구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제1장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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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김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법정책연구원이 국민을 위한 미래 사법의 모습을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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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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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야 할 사법의 방향을 모색하는 중·장
기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은 현실과 이상, 실무와 이론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사법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
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데 기여하고 미래 사법의 새 지평을 열어갈 것이다.

2.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법부의 싱크탱크
사법부는 사법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법치주의를 구현하여야 하고,
재판을 통한 전통적인 분쟁 해결과 함께 사회갈등의 치유와 해소, 사회의 통합을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한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앞으로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확보해 나가는 데 기
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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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의 목표

1. 사법제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지속적 · 체계적 연구
제1부

을 정리하고 분석한 다음, 그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외
국의 여러 제도를 살펴보고,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정책연구원은 기존의 단편적인 사법정책연구의 한계를 극
복하고 사법제도의 발전과 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바탕
으로 집중력 있는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2.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전문적 연구
법학과 인접학문을 연계한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연구를 통해 현행 사법제도나 재판제
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연구의
전문성 및 수월성, 연구의 독창성과 자주성, 연구의 객관성과 현실성, 연구의 윤리성을 갖
춘 전문적 연구를 수행하여 경쟁력 있는 탁월한 연구성과를 거둔다.

3. 통일을 준비하는 사법 연구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북한의
법령 및 사법제도를 연구하고,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에 따라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하여
적정한 사법적 해결방안 및 남북교류 관련 법제를 연구한다. 통일에 대비하여 이와 관련된
사법통합의 문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수행하고, 사법정책연구원이 통일사법 연구의 허브
로서 그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해 나간다.

제2장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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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법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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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사법정책연구원의 기능

I. 개요

사법정책연구원은 법원조직법 제20조의2,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
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와 대법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매년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과제별로 연구
책임자를 지정하며 연구과제 성과를 평가하여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을 발간한다. 연구
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과 교류하고, 대학 교수 등을 초
청하여 학술대회 등을 개최한다.

II. 정책연구

1. 연구계획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매
년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매 연도말까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는다(운
영규칙 제16조 제1항). 연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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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외부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운영규칙 제17조 제1항).

2. 연구수행

제1부

라 연구책임자를 복수로 지정하거나 합동연구반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운영규칙 제18
조). 특히 법관 및 전문직 연구위원 상호 간 협업에 의한 공동연구를 통해 다양한 법원 외
부의 시각을 반영함으로써 문제 원인 규명 및 해결 방안 수립의 타당성, 정책 방향의 적정
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에 연구자료의 수집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
청할 수 있으며, 외부의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운영규칙
제19조, 제20조).

3. 연구보고서 발간 등
연구원장은 주요 연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연구과제
의 성과를 평가하여 연구보고서를 발간한다(운영규칙 제21조, 제22조). 사법정책연구원은
매년 일반 현황,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 주요 행사 등의 내용
을 포함한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한다(법원조직법 제76조의7, 운영규
칙 제23조).

제3장 사법정책연구원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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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하고,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

III. 교류 및 협력

연구원은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역량
을 강화하고 사법제도와 사법서비스 발전에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운영규칙 제24조).
사법정책 및 사법부 관련 주요 사안에 관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를 초청하여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고,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를 교
환하며, 전문성 강화와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상호 교류 및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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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사법정책연구원의 조직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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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조직도
		

대법원장

운영위원회

사법정책연구원장

자문위원회

수석연구위원
연구과제심의위원회

연구
기획실

미래사법
정책센터

사법제도팀

통합사법
센터

통일사법
센터

해외사법
센터

법교육
센터

사무국

재판제도팀

제4장 사법정책연구원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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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원 현황

사법정책연구원은 법원조직법 제76조의2 제1항에 따라 원장 1인과 수석연구위원 1인
및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수석연구위원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정책연구원
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권한
을 대행한다(법원조직법 제76조의2 제2항, 제3항).
초대 연구원장은 서울대 부총장,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 등을 역임한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가 임명되었고, 초대 수석연구위원은 이광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게 되었
다. 이후 2015. 2. 12.자 법관정기인사에 따라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수석연구
위원으로 전보되었고, 2016. 2. 1.부터 서울대 법과대학 학장 및 초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
회 이사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을 역임한 호문혁 서울대 명예교수가 제2대 연구원장으
로 취임하였다.
연구조직은 법관 10명, 전문임기제공무원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정조직은 법원부이
사관 1명 등 일반직 직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2016. 8. 31. 기준). 법원부이사관은 사
무국장 업무를 담당하고 연구심의관을 겸임하면서 수석연구위원이 지정한 연구업무를 수
행한다(운영규칙 제13조).

[표 2] 사법정책연구원 인원구성표
2016. 8. 31. 현재

구분
정무직

특정직*

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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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현원

과부족

연구원장

1

1

0

수석연구위원

1

1

0

선임연구위원

2

2

0

법관연구위원

7

7(1)

0

법원부이사관

1

1

0

법원서기관

1

1

0

법원사무관

2

1

-1

비고

△정원 : 23
△현원 : 24

구분

현원

과부족

법원주사

1

2

+1

법원주사보

2

2(1)

0

법원서기

2

3

+1

법원서기보

1

1

0

등기서기

1

1(1)

0

사서시기보

1

0

-1

행정주사보

-

6(6)

+6

행정서기

-

4(3)

+4

행정서기보

8

0

-8

관리서기

0

1

+1

관리서기보

3

1

-2

전문직연구위원

8

7(4)

-1

초빙연구위원

1

1

0

속기사

1

1(1)

0

일반임기제

조사위원

2

0

-2

파견직**

파견연구위원

1

1

0

47

45(17)

-2

일반직

전문임기제

계

비고

제1부
사법정책연구원 현황

정원

△정원 : 23
△현원 : 24

(시간제)

＊판사는 겸임발령으로 사법정책연구원 소속 정원이 없음(정원과 현원을 동일하게 기재)
＊＊ 파견직은 별도 정원이 없음 ＊＊＊ 현원의 ( )안은 여성 숫자임

III. 연구조직 구성

1. 개요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 이래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조직으로 사법제도, 재판제도,
해외사법, 통일사법 센터가 논의되어 왔다. 이후 사법정책연구원 설립 준비 과정에서,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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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접학문의 유기적·통합적 연구를 통한 미래 사법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통합사
법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법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법교육센터의 설치가 추진되었다.

2. 연구센터
가. 미래사법정책센터
사법제도와 재판제도의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연구 등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모
습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부서로 미래사법정책센터를 설치하였다. 사법제도와 재판제도
분야의 과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미래사법정책센터는 연구센터 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내부적으로 사법제도팀과 재판제도팀으로 구성한다.

나. 통합사법센터
통합사법센터는 법학과 인접학문(법철학, 법사학, 법심리학, 법사회학, 법경제학 등 기
초법학 및 언론학)의 유기적·통합적 결합을 통한 연구를 담당한다.

다. 통일사법센터
통일 후의 사법부를 지원하기 위한 통일 대비 사법 연구, 북한 사법제도 연구 등을 담
당한다. 북한의 기본적인 법률 및 관련 판례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우리와 북
한의 사법제도 차이로 말미암아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사법질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
한 장기적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통일 후 부동산법제와 가족법
제 등의 정비·통합방안, 남북교류협력지역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분쟁의 처리방안, 통
일 후 사법 관련 조직과 인력의 정비·통합방안 등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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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외사법센터
국제규범, 외국 사법제도 연구 등 해외사법연구와 교류 업무를 담당한다. 연구를 위하
여 전제가 되는 법령이나 해외제도의 조사업무, 국제학술교류를 통한 공동연구 등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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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마. 법교육센터
국민의 사법 이해와 신뢰 제고를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일반국민 대상 법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IV. 위원회 현황

1. 운영위원회
가. 기능 및 구성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법정책연구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법원조직법 제76조의6). 운영위원회는 연구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기
본계획, 연구원의 연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운영규칙 제5조).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되고,
연구원 운영에 반영된다(운영규칙 제7조).
운영위원회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급 이상의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9인의 인사로 구성하고(법원조직법 제76조의6 제2항), 위원장
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운영규칙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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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31. 현재 위촉된 운영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표 3]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2016. 8. 31.자 기준)

구분

성명

위원장

권오곤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상임재판관

부위원장

김건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승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김자혜

한국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김용직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태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최영범

SBS 보도본부장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준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위원(7인)

소속/직위

나. 운영위원회 회의
(1) 2015년 운영위원회
2015. 5. 13. 사법정책연구원 중회의실에서 2015년도 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연
구원의 운영과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였다. 심의과정에서 연구위원의 전문성을 강
화하고 효과적인 협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피드백과 소통을 활성화하여 국민
과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법원 내부에 전달해주는 채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사법정책연구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수행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선정하기 위한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할 필
요가 있고, 비공식 세미나를 활성화하고 통합적인 학술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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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 운영위원회
2016. 6. 14. 사법정책연구원 중회의실에서 2016년도 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연
구원의 운영과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였다. 심의과정에서 연구과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연구과제가 집중성이나 체계성이 두드러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연구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법부나 관련 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필
요하고, 연구주제 상호 간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선행연구를 통한 연구성과가 후행연
구를 통하여 발전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2016년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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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문위원회
가. 기능 및 구성
연구원 운영개선과 발전에 관해 연구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운영규칙 제26조).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
성하는데, 연구원장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조
계·학계·언론 등 각계의 인사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한다(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2016. 8. 31. 현재 자문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 4]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2016. 8. 31.자 기준)

구분

성명

위원장
(2인)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 예술원 회원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장 (당연직)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권영설

중앙대 명예교수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건

법무법인(유한) 바른 명예대표변호사

김유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경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한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영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종원

서울YMCA시민사회개발부장

여현호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옥무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문위원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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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위

구분

자문위원
(24인)

성명

소속/직위
한국여성변호사협회 회장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

정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원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욱

통일연구원 원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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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나. 자문위원회 회의
2014. 12. 26.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자문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자문회의가 개최되었
다. 제1차 회의에서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목표 및 연구방향의 설정, 중장기적인 안목에
서 미래사법 정책에 관한 자문 등 자문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3.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가. 기능 및 구성
연구과제의 선정 및 수행, 연구결과의 평가, 연구보고서의 발간, 그 밖에 연구과제의 체
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과제심의위원회를 둔다(사법정
책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6조).
위원회는 위원장 및 연구원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수
석연구위원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사법정책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5조).

나. 연구과제심의위원회 회의
심의회의에서는 연간 연구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과제별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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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착수, 중간 및 최종 보고의 각 단계마다 보고서를 심의한다.
2015년부터 연구과제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를 정례화하여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안
건이 상정되는대로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2015. 1. 15.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5. 11. 26. 제29차 회의까지 연구과제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2016년도에
는 2016. 1. 26.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6. 8. 9. 제11회 회의까지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가 개최되었다(2016. 8. 31. 기준).

V. 사무기구

사법정책연구원의 행정지원을 위한 기구로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총무과와 연구
지원과를 설치하였다.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법원사무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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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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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사법정책연구원은 개원 이후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시
스템을 구축하고 조기에 조직의 정착·안정화를 도모하였고, 정책연구 등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여 업무처리시스템을 정비하였으며, 연구목표 및 연구방향을 설
정하고 연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정책연구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체계
를 구축하였다.
사법정책연구원 설립 취지, 연구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구목표와 방향을 설정
하였고, 2015년 연구과제로 모두 20건을 선정하여 연구계획을 수립하였다. 연구과제별로
연구의 착수, 중간 및 최종 보고의 각 단계마다 검토회의, 토론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편집회의를 거쳤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로부터 연구과제 수행 및 결과
에 대한 자문과 평가를 받았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5년도 연구총서로 총 17건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연구보고서 무료 배부 서비스를 통하여 사법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배부요청을
한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연구보고서를 제공하였다. 나아가 사법부 인트라넷인 코트넷과 인
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구보고서 전자책 파일을 무료로 제공하고, 페이스북과 뉴스레터
를 통하여 연구성과를 공유·전파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연구보고서가 사법정책의 수립
이나 제도의 개선을 위한 자료 또는 법교육 자료 등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연구위원 상호 간의 협업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다양한 각 연구위원의 전문성과
어학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우수한 연구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해외 법률 문헌 검색 방법」 세미나 등을 통하여 연구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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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연구과정에서 다른 연구위원의 연구결과물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워크숍, 정례 오찬 등을 통하여 자유롭게 소통하는 조직문
화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아울러 사법정책연구원은 외국사법제도연구회와
의 실무적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위원이 연구과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유관기관 문헌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학술정보 웹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해외자료 전
문번역 인력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연구역량을 강화하였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15년도에 연구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학술행사를 개최
하였다. 2015년에는 (1)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 (2) 「바람직한 사실심 심급
구조의 설계」, (3)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사법적 지원 방안」, (4)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규제
개혁」, (5) 「한국 공법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5건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공
동주최 포함), 모두 8건의 학술행사를 후원하였다. 또한 사법정책연구원은 정책개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개원 이래 국회입법조사처, 헌
법재판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학회 16곳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위상과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있다.
한편, 최신 연구성과와 학계동향을 확인하고 연구방향을 정하는데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성폭력
상담소장, 가사상담위원 등)를 초빙하여 의견을 구하는 비공개 전문가 세미나를 실시하였
다. 2015년에는 「가사상담 발전 방안에 관한 의견수렴」 등 모두 6개의 주제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연구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함으로써 실무
계와 학계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반영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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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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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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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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연구업무 시스템 구축

1. 개요
정책연구는 사법정책연구원 업무 중 가장 중요하면서 핵심적인 사항이다. 연구과제의
선정과 수행, 연구결과 평가 및 보고서 발간 등의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는 연구업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2. 연구업무의 개괄적 흐름
가. 연구수요조사 및 간담회
연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
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외부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한다(운영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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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연구과제 발굴 및 선정
연구수요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연구센터별로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구과제를 발굴
하고, 연구과제의 타당성, 공동연구 가능성, 선행연구와 차별성, 연구목적의 달성 가능성

제의 시의성 및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시로 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연구업
무 내규 제9조).

라. 연간 연구계획 수립
연구원장은 선정된 연구과제를 토대로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
원장의 승인을 받는다(운영규칙 제16조).

마. 연구책임자 지정
수석연구위원은 연구수행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한다(연구업무 내
규 제10조).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연구책임자를 복수로 지정하거나 합동연구반을 구성
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운영규칙 제18조).

바. 연구실시계획서, 착수·중간·최종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실시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업무 내규 제12조). 연구의 각 진행 단계별로, 연구의 전반적인 방향을 보고하기 위한
착수보고서, 연구가 절반 정도 진행되었을 때 연구의 진행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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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점검하여 기본연구과제를 선정한다(연구업무 내규 제7조, 제8조). 연구원은 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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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및 연구가 종료되었을 때 연구결과물인 최종보고서를 연구과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연구업무 내규 제15조, 제16조, 제23조).
연구일정에 따라 착수·중간·최종 보고서는 일괄하여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착수·
중간보고서에는 연구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의 연
구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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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구보고서 발간
연구원장은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참고하여 연구보고서 발간 여부를 결정한다(
운영규칙 제22조, 연구업무 내규 제26조). 연구책임자는 연구보고서의 발간이 결정되면 지
체 없이 편집회의 준비 등 발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연구업무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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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수요
조사

•법원 내 · 외부 연구수요조사

② 연구목표
설정

•연구원장 연구목표와 방향 설정

연구업무 내규 §4

③ 연구과제
발굴

•선임위원은 연구과제 발굴하여 수석위원에게 보고

연구업무 내규 §7

④ 연구과제
선정

•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수석위원 과제선정
•연구원장 선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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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칙 §17

연구업무 내규
§8, 9

•연구원장 다음 연도 연구계획 수립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 승인

⑥ 연구책임자
지정

•수석위원은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 지정

⑦ 실시계획서
제출

•선임위원을 거쳐 수석위원에게 제출
•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연구원장 승인

⑧ 착수보고서
제출

•착수 후 1개월 이내
•선임위원을 거쳐 위원회 제출
•토론회 개최
•과제심의위원회 심의

⑨ 중간보고서
제출

•연구기간 1/2 경과
•선임위원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
•토론회 개최
•과제심의위원회 심의

⑩ 최종보고서
제출

•수석위원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
•토론회 개최
•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운영규칙 §16

운영규칙 §18
연구업무 내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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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업무 내규

연구업무 내규
§15, 18

연구업무 내규
§16, 18

연구업무 내규
§23, 24

⑪ 연구수행평가 •착수 · 중간 보고서에 대한 평가(연구수행)
연구결과평가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연구결과)

연구업무 내규

•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우수연구보고서 선정
•연구원장 발간결정

운영규칙 §22

⑫ 연구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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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간
연구계획 수립

§21, 24

연구업무 내규
§6,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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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연구보고서
배부

⑭ 연구결과
보고

⑮ 연간보고서
국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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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 보고

•다음 연도 연구추진계획, 해당 연도 연구실적을
담은 연간보고서 발간

연구업무 내규 §27

운영규칙 §21

법원조직법 §76의7
운영규칙 §23

III. 연구수행 절차 개선

1. 효율적 연구진행 프로세스 정립
가. 연구책임자 지정 및 연구위원 간 협업
법관 및 전문직 연구위원 가운데 전공과 어학능력, 희망을 고려하여 각 연구주제별 연
구책임자를 지정하되, 실무와 이론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체계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필
요한 경우 연구위원 상호 간의 협업이나 공동연구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연구위원 상
호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협업연구 업무프로세스』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였다.

나. 연구진행 및 보고서 제출 방식
연구업무 집중도와 연구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과제씩 순차적으로 착수하고 순
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 진행단계별로 과제별 특성에 맞도록 보
고서를 작성하고, 실제 집필내용을 첨부하여 연구방향 및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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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회의, 심의회의 및 편집회의 개최
수석연구위원은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검토회의, 심의회의 및 편집회의
등을 통해 연구실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보고서 발간에 이르기까지 연구업무 전 과정을 체계
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연구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고서 발간이 결정되면 연구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편집
회의를 개최하고 연구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내실 있고 가독성이 높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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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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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자료 수집 및 관리
가. 외국의 사법제도 및 정책자료 수집
외국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에 관한 연구자료는 외국에서 연수 중인 판사나 외국의 실무
가·학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각 국가별로 관련 자료를 축적시켜 나가고 있다. 이
를 위하여 수집한 해외사법자료 및 내부 보고서 등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자료실을 운영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나. 유관기관과 문헌정보 네트워크 구성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에 연구자료 수집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바(운영규칙 제19조), 위
각 유관연구기관과 학술정보 웹DB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선행 연구자료를 제공받아 연구
원 내부 연구자료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 사법제도 및 정책에 관하여 추가 자료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연수법
관에 대한 과제부과를 요청하고, 법관 연구위원이 해외연수법관의 연수과제 결과물을 공유
하여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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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종료 후 연구자료 관리
연구자가 연구를 종료하고 나면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산한 자료 일체를
연구원에 제출한다. 연구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 한 후 이를 체계적·통일적으로 관리함으
로써 장차 연구자료의 검색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3. 외부전문가 협력 강화
원칙적으로 연구진행 초기부터 과제별로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비공개 전
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초기부터 전문가와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연구진행 시 필
요한 조언 및 자료 등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6회, 2016년(2016.
8. 31. 기준)에는 2회의 전문가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또한 착수·중간 및 최종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토론자로 참석하게 하거나,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검토자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표 5] 전문가 세미나 개최내역
(2016. 8. 31. 기준)

일자

세미나 명칭

참석 외부 전문가

2015. 6. 4.

『프로보노 활동의
현황과 법원의 역할』

권태상 교수(이화여대), 김제완 교수(고려대), 양동수 변호사(공익재
단 동천), 염형국 변호사(공감),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김민
조 변호사(김앤장)

2015. 7. 8.

『가사상담 발전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문성원 교수(우석대), 양윤란 박사(마인드빅 상담센터소장), 이우경
교수(서울사이버대), 임세라 교수(능인불교 대학원), 조숙현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이한본 변호사(법무법인 정도)

2015. 7. 15.

『상담위원이 바라본
가사상담 제도의
발전방안』

강은숙 상담위원(서울가정법원), 김희정 상담위원(서울가정법원), 성
능모 상담위원(서울가정법원), 윤상희 상담위원(서울가정법원), 이숙
영 상담위원(서울가정법원), 제오복 상담위원(서울가정법원), 최형선
상담위원(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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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미나 명칭

참석 외부 전문가

2015. 8. 7.

『각국 법원모욕제도의
시사점에 관한 논의』

김연 교수(경북대), 양천수 교수(영남대), 이근우 교수(가천대), 이상
돈 교수(고려대), 정진아 판사(사법연수원)

2015. 11. 2.

『성폭력 피해자 증인
신문 가이드라인(안)
연구』

류정원 부장검사(고양지청), 박용철 교수(서강대), 신종열 부장판사
(부천지원), 이미경 소장(한국성폭력상담소), 정혜선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2015. 12. 8.

『정식재판청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보학 교수(경희대), 성수제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정상철 심의관
(법원행정처), 김민정 판사(서울중앙지법), 전아람 판사(수원지법), 오
기찬 검찰연구관(대검찰청), 이용구 변호사(LKB&파트너스), 고재현
변호사(서울중앙 국선담당)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요소들에 관한 다양한
의견』

김상용 교수(중앙대),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조경애 법률구
조부장(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송효진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5. 23.

『피고인의 형벌감수성
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논의』

최형표 부장판사(재판연구관), 안종열 판사(법원행정처 심의관), 이주
형 차장검사(대구지방검찰청), 채명성 변호사(양형위원회 위원, 법무
법인 화우), 최석윤 교수(비교형사법학회장, 해양대학교 경찰행정학
과), 오경식 교수(피해자학회장,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박형관 교수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프로보노 활동의 현황과 법원의 역할 전문가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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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15년도 연구계획 수립 절차

1. 기초조사
가. 연구수요조사 실시
연구원장은 2015년도 연구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4. 8. 18.부터 2014. 9. 5.까지 법원
내부 및 외부의 연구수요를 조사하였다. 수요조사결과 법원 내부에서 법관 및 일반직 공무
원 47명으로부터 모두 85건의 연구주제를, 법원 외부에서 대한변호사협회(박충규 변호사)
등 유관기관, 노동법연구소 해밀(김지형 소장) 등 연구기관,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이동률
교수) 등 25명의 제안자로부터 모두 27건의 연구주제를, 일반 시민 6명으로부터 모두 6건
의 연구주제를 제안받았다. 여기에 법원행정처로부터 39건의 연구과제 추천을 받은 것을
포함하면, 모두 72명의 제안자로부터 151건의 연구과제를 제안받았다.

나. 운영위원회 개최
연구원은 2014. 4. 29. 제1차 운영위원회, 2014. 10. 16.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
여 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였다. 2015년 연구계획 수립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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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① 연구과제 구성 시 외부의 연구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 ②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를 중심으로 연구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③ 법정모욕 및
증인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문제에 관한 연구주제의 선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④ 재판
이나 사법행정 등 법원 실무에 조금 더 가까운 연구주제(예: 법정 질서유지 등) 선정을 통해
연구원의 존재의의 및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 연구과제 관련 의견수렴

제2부

하는 집담회(2014. 12. 10.)를 개최하여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법
원행정처로부터 각급 법원의 연구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과제 추천을 받았다.

2. 기본연구과제 선정
2014. 12. 5.까지 연구센터별로 법원 내·외부 연구수요조사 결과, 연구위원 제안, 운
영위원회 등 심의 결과, 법원행정처의 추천 등을 통하여 수집한 연구과제후보 중에서 사
법부가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필요한 시의성 있는 연구주제인지, 사법부의 정책결
정 및 제도개선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주제인지를 고려하여 연구과제를 발굴하였
고, 2014. 12. 16. 연구과제의 타당성, 공동연구 가능성, 선행연구와 차별성, 연구목적의
달성 가능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연구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년도 기본연구과제
를 선정하였다.
아울러 연구과제후보 중 연구과제로 선정되지 못한 주제에 관하여도 연구수요조사 결
과나 연구과제 제안 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접근하고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연구
수요조사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3. 연구계획 수립

제3장 정책연구

49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2차례에 걸쳐 연구위원 전원으로부터 연구주제 제안을 받았고, 전체 연구위원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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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장은 위와 같이 선정된 「2015년도 기본연구과제(안)」을 승인하였으며, 이를 토
대로 연구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사법정책연구원의 정체성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II. 2015년도 연구계획

1. 2015년 연구과제(20건)
연번
1

전문가 감정 및 전문심리위원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

전문재판부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3

대형 경제 형사사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증거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
-각국의 경제 형사사건 전담재판부 운영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4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의 손해배상 실무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5

증인신문 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

6

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

7

지적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연구
-피해자 진술의 분석 기준 개발을 중심으로-

8

영국과 미국의 법관에 의한 중재 및 그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9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10

가사사건의 상담제도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11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에 관한 연구

12

법원의 프로보노(pro bono) 활동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13

각국 법원모욕의 제재 방식에 관한 연구

14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유형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15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16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을 위한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연구

17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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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연구과제명

18
수시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 연구

19
수시

재산분할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

20
수시

전자정보에 관한 증거조사방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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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과제 상세내역
가. 전문가 감정 및 전문심리위원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사회가 발달하면서 지식과 기술이 전문화되고 분쟁의 복잡성 또한 증가함에 따라 법관
에게 분쟁과 관련된 각종 전문 분야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데, 법관이
모든 유형의 사건에 있어서 전문성을 온전히 갖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현재 전문가 감정인 제도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두고 있는데 전문가 감
정인 제도는 감정인 선발과정의 공정성 문제나 감정결과의 부실 등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고, 2007년 도입된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하여 제대로 활용
되지 못하고 있음
- 전문가 감정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
으로 파악하고, 전문가의 분쟁해결절차에의 참여에 관한 외국의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전문가 감정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의 유사제도 운영 현황 조사
- 우리나라에의 도입 가능성 검토 및 구체적 개선 방안 모색

제3장 정책연구

51

나. 전문재판부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특정 유형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재판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
실심 충실화의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전문재판부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현재 전문재판부 구성 및 운영 실태 조사
- 각국의 전문재판부 구성 및 운영 방식 연구
- 구체적인 개선방안 모색

다. 대형 경제 형사사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증거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
- 각국의 경제 형사사건 전담재판부 운영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대형 경제 형사사건 수가 늘어남에 따라 재판부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건처리방
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대형 경제 형사사건에 대응하고 사실심의 충실화를 꾀
할 필요가 있음
- 대형 경제 형사사건의 사건처리방식의 개선 방안을 모색함
▣ 주요 연구내용
- 과거 대형 경제사건의 유형별 정리
- 각국의 경제사건 전담재판부 구성 및 운영 실태, 판결 분석

라. 대학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의 손해배상 실무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맥브라이드 표는 1950년대 미국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현재 우리나라 실무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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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사건의 심리 충실화를 위하여 신체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비율의 평가 기준을 개
선할 필요가 있음(참고로, 대한의학회에서는 2011년 한국적 상황에 맞는 장애평가기준
을 만들기 시작하였음)
▣ 주요 연구내용
-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손해배상소송 실무에 적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발굴하여 수정제안
제2부

- 항목별 사례 정리 및 적용 가이드라인 초안 작성

마. 증인신문 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증인신문기법 및 증언의 신빙성 판단을 위한 증인진술분석 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법정 중심의 증거조사 활성화, 법정 내 실체적 진실규명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확인
함과 아울러 법정녹음 환경에서 유효적절한 개입신문의 범위를 밝히고, 자칫 위축될 수
있는 보충신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법심리학 또는 진술심리학적 연구성과 반영
- 현행 신문기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례수집과 분석
- 증인신문방식별, 상황별 신문사항 및 증인진술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결과 제시

바. 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증대되
고 있으므로, 성폭력 사건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유형별 증인신문 가이
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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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장애인, 피고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등 피해자 유형 설정 ⇨ 유형별 사건 분석
- 외국의 Rape Shield Law 및 기존 정책연구용역 결과 조사 및 분석
- 피해자, 수사기관, 변호사 등 인터뷰
- 피해자 유형별 증인신문 가이드라인 제시

사. 지적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연구
- 피해자 진술의 분석 기준 개발을 중심으로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성폭력 사건에서의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연구함
- 지적 장애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당부를 고찰하고, 진술 신빙성
판단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2014. 12. 관련 정책연구용역 결과 분석 및 활용방안 모색
- 지적 장애인의 진술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 분석
- 관련 사건의 진술 내용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

아. 영국과 미국의 법관에 의한 중재 및 그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분쟁해결수단의 다양화 또는 멀티도어 코트하우스(multi-door courthouse)의 측면에
서 다른 나라의 법관에 의한 중재제도의 현황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우
리나라에서의 도입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중재제도에 관한 개괄적 고찰
- 영국 중재법상 법관 중재인 제도와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법원 중재절차에 관한 조사
- 법관에 의한 중재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고찰
- 법원의 관점에서 본 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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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형사소송법개정으로 정식재판청구에 관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도입된 이후 정식재판
청구가 남용되어 형사사건 중 정식재판청구 사건이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형사사건에
대한 충실한 심리와 국민의 권리구제가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정식재판청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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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증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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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정식재판청구권 남용사례 수집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는 경우의 대안 마련
- 공판절차, 판결문 작성 및 상고이유 등 쟁점과 관련하여 합리적 규율방안 마련

차. 가사사건의 상담제도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현행 가사상담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외부의 비판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각급 법원의 가사상담제도의 현황을 검토한 결과와 외국의 가사상담제도에 대한 비교
법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를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이론적·입법적 근거를 마
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우리나라 가사상담제도의 현황, 각급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사상담의 유형, 가사상
담의 실제 효과에 대한 실증적 사례 분석
- 미국,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호주 등 각국의 가사상담제도 현황 조사
- 가사상담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따른 가사상담의 필요성을 분석하여 발전
방안을 제안(가사사건에서 각 사건 유형별, 단계별 상담제도의 구성, 상담의 대상 확대,
상담제도 시행의 근거 확립, 담당 판사, 전문조사관, 상담위원, 외부 상담기관 등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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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분담안 등을 제시함)

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로스쿨 제도 시행 후 다수의 신규 법조인이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을 통해 배출되고 있으
나,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합격 후 이루어지는 6개월 실무연수만으로는 법조인으로
서 실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
한 실무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해결책으로 새로운 실무연수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과정 및 각국의 실무연수 과정 비교  분석
-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의 다각적·쟁점별 검토 ⇨ 새로운 실시방안
제시

타. 법원의 프로보노(pro bono) 활동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법률 전문가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은 활
발하지 아니한 상황임(특히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생이나 변호사
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이들에게 공익적 활동을 할 기회가 제공되
지 않고 있음)
- 법원과 연계되거나 법원에 기반을 두고 법률 전문가의 공익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국내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의 공익활동 현황 조사
- 외국의 로스쿨학생 및 변호사의 공익활동 종류 및 매커니즘, 법원이 관여하는 공익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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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례 조사
- 법원의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 모색

파. 각국 법원모욕의 제재 방식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사법부가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이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는 법정의 질서가 지켜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법원의 판단에 실효성이 확보

- 각국의 법원모욕에 대한 처리방식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원모욕 처리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각국의 법원모욕 해당 행위의 유형과 대응방안에 대한 비교법적 조사  분석
- 우리나라의 법원모욕 처리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

하.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유형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고허가제를 통하여 소수의 핵심 사건에 대법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선고대상 판결에 대한 주목도와 사회적 영향을 극대화시키고 있음
-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고허가제의 판단 기준, 판결의 내용과 유형 및 그 사회적 영향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집중하여야 할
사건의 유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상고허가제도의 심리 및 판단 대상의 선정 기준 조사
- 최근 10년간 선고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내용 및 유형 분석
-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연방 및 주 입법주와 행정부, 그리고 미국 사회 전반에 미친 사
회  경제적 영향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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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되어야 함

제2부

거.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현재 시행 중인 원격영상재판제도는 그 활용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지만, 소송관계인
의 편의 증대를 위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원격영상재판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미 원격재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원격재판 운영현황을 조사하
여 우리나라의 원격재판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외국에서 원격재판의 운영현황이나 원격재판시스템의 실태 등에 대한 조사
- 우리나라의 원격영성재판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너.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을 위한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법조일원화 시대를 맞이하여 바람직한 법관상을 정립하고, 이러한 법관상에 해당하는
인품과 능력을 구비한 인재를 법관으로 임용할 필요가 있음
- 법관들에게 바람직한 법관상을 제시함으로써 법관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시킬 필
요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의 바람직한 법관상 정립을 위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가 부족한 상황임
- 각국의 바람직한 법관상 중 특히 미국과 영국의 바람직한 법관상을 심층적으로 연구함
으로써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법관상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주요 연구내용
- 미국과 영국의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 조사
- 미국과 영국의 바람직한 법관상 및 덕목에 대한 조사  분석
- 우리나라에서의 바람직한 법관상 모색을 위한 시사점 도출

더.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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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사법부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홍보 정책이나 국민의 신뢰도 제고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 및 법인식 조사 결과를 분
석·연구함
- 2014년도 기본연구과제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방
안에 관한 연구』의 연구업무 수행 일환으로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이해 및 법인식 조
제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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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자 : 주식회사 서울마케팅리서치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조사 대상 : 일반 국민(재판경험자 포함) 1,200명, 재판당사자 300명
•조사 기간 : 2014. 9. 22.부터 2014. 11. 19.까지 (약 2개월)
•조사 내용 : 사법절차 관련 정보취득 경로, 법원의 사법절차 안내 현황 및 효
과, 주관적  객관적 사법절차 이해도, 재판절차에 대한 인식(공정
성 포함) 및 법원의 신뢰도 등

▣ 주요 연구내용
-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법인식 조사 개관
- 사법절차 정보 습득 경로 및 사법부의 사법절차 안내 현황 분석
- 사법절차에 대한 인식 및 지식정도 분석
- 재판절차에 대한 인식 및 법원 신뢰도 분석

러.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014. 12. 1.부터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 제도의 시행으로 민사본안사건의 감소를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앞서 사법보좌관에 의한 독촉절차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독
일과 일본 등 외국에서도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 사례를 찾기 어려워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연구를 통해 제도 시행의 성과와 문제점 및 외국의 사례, 향후 발전 방향과 과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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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토함으로써 제도 정착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독촉절차는 전형적인 방식에 의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특수성 때문에 관련 선행연
구가 많지 않음
- 이번 연구는 실무 사례 및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점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함

머. 재산분할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실무상 논란이 되는 재량영역을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취해야 할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함
- 재산분할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재산분할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정립하여
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는 재산분할기준의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뿐만 아니라 당위성 확보를 위한 자
료가 될 수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세계 각국의 재산분할 대상의 편입기준 및 재산분할 비율 기준 조사
- 재산분할 대상의 재산이나 재산분할비율의 변경을 검토하게 하는 상급심의 고려요소
에 관한 연구
- 유형별 재산분할심판에 영향을 끼치는 고려요소 등에 관하여 연구
- 재산분할 기준 정립 방안을 위한 제언

버. 전자정보에 관한 증거조사방법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증거법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전자적 자료 또는 전자정보(ESI)의 증거조사
방법과 관련하여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표준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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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심 충실화 사업의 일환으로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의 도입, 문서제출명령 및 감
정제도 개선 등 증거조사 절차에 대대적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인데, 아울러 전자소송의
저변과 역량이 확산·축적됨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의 필요성 내
지 규범화 요청이 점증되고 있음
-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소송 분야를 아우르는 전자정보에 관한 증거조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제2부

▣ 주요 연구내용
- 최신 해외의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조사

대한 그 대응책을 마련함
- 우리 실정에 맞는 특화된 전자증거 조사방법 제안(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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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 전자적 자료에 대한 증거개시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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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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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성과

1.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4-05]
■발간일 : 2015. 2. 27.
■연구책임자 : 이재석 선임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변지영 연구위원
■주요내용

이번 연구는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사법행정
참여기구인 시민사법위원회와 시민사법참여단의 현
황을 살피고 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민의 사법 신뢰 증진과 법원과
국민 간 협력 및 소통 강화 차원의 ‘국민과 함께하는 사
법행정’을 위하여 사법행정 참여의 체계화, 실용화, 전
문화, 정착화 측면에서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분과위원회·운영위원회의 활성화,
구성원 다양화 및 소수자 배려, 온라인 자문 및 토론
환경 구축, 사법서비스의 이용자·담당자·사법행정 참여기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심
층 인터뷰를 통한 개선 과제의 발굴, 분과위원회 중심의 세부 과제 수행, ‘사법 발전 프로젝
트’의 시범 실시, 업무 담당자 연수 프로그램, 업무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 커뮤니티 개설,
사전 오리엔테이션 자료 개발, 예산의 안정적 확보, 법제화 논의 등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법원과 국민 간 발전적 협력 관계의 정립을 통한 제도의 발전 전략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안 및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3개년 세부 실행 계획의 구상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가 시민사법위원회 및 시민사법참여단의 운영 방식 개선에 관한 정책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논의의 확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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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
[별책 모의재판 시나리오 및 지도안]
[연구총서 2014-06]

■발간일 : 2015. 2. 27.
■연구책임자 : 박원규 선임연구위원
제2부

연구참여자 : 황승태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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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지영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주요내용

중·고등학생에 대한 법교육은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의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고능력을 함
양함과 더불어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법교육 방법 중에서도 미리 준비된 대본에 따라 진
행하는 시나리오 방식의 모의재판은 법률이나 재판절
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중·고등학생들로 하여금 가
상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어렵지 않게 법 원리와 재판
절차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사고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하면서도 재판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법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법교육 수단이 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각급 법원이 중·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모의재판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모의재판 시나
리오와 각급 법원의 법관이 모의재판 과정에서 참여한
중·고등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데 참고할 수 있
는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는 각급 법원
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원체험 프로
그램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모의재판 시나리오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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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오별 지도안도 수록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의 법교육 수준에 따라 중학생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3
편과 고등학생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4편을 개발하였고, 형사사건에 치우쳐 있던 기존 모의
재판 시나리오와는 달리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균형 있게 편성하였다(민사사건 3편, 형사
사건 4편). 여기에 중·고등학생의 흥미도와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주변에서 일
어날 수 있는 사건이나 실제사건을 모의재판 시나리오의 소재로 하였고, 아울러 이번 연구
를 통해 개발된 모의재판 시나리오가 이미 각급 법원에서 활용되고 있는 모의재판 시나리
오와 함께 활용될 것을 고려하여 이들 시나리오가 법리와 소재 면에서 가급적 중복되지 아
니하도록 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모의재판 시나리오가 주로 각급 법원의 법원체
험 프로그램용으로 활용되면서 법관이 직접 모의재판을 지도할 경우를 고려하여 모의재판
시나리오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일반적인 중·고등학생의 법교육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
준으로 설정하였다.
지도안은 총설과 모의재판 시나리오별 지도안 및 부록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설에
서는 각급 법원의 법관이 모의재판을 지도하는 데 알아두어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하
였고, 모의재판 시나리오별 지도안에서는 개별 모의재판 시나리오에 대한 해설자료와 지도
방법을 소개하였다. 부록에서는 각급 법원의 법관이 이 책의 모의재판 시나리오에 따라 모
의재판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록하였다. 한편, 각급 법원에서 모의재판을 지
도하는 법관이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제공되는 모의재판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재판을 실
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시간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모의재판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모의재판 시나리오와 지도안은 모의재판을 지도하는
법관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책자 형태로 제작하였다.

64

2015 연간보고서

3. 오스트리아 사법제도 연구
- 최고재판소, 행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 상호관계에 대한
헌법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총서 2014-07]

■발간일 : 2015. 2. 27.
제2부

■연구책임자 : 김태호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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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이번 연구는 최고사법기관 간의 관계에 관한 헌법
규정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고 오랜 헌법재판의 전통을
지닌 오스트리아의 사법제도와 최고사법기관 간의 관
계를 분석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최고사법기관은 헌
법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 최고재판소, 행정
재판소, 헌법재판소로 삼분되어 있는데, 한 최고사법
기관의 법률에 대한 해석은 다른 최고사법기관을 구속
하지 않는다. 이번 연구는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상 이
들 세 개의 최고사법기관이 그 기능을 어떻게 분담하
고 있는지, 특히 헌법재판 및 행정재판을 둘러싸고 초
래될 수 있는 권한 간 긴장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 왔는지, 최근의 주요한 세 차례
헌법 개정(2008년, 2012년, 2013년)은 최고사법기관 간의 역할 및 상호관계에서 어떤 의
미가 있는지를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법률 및 명령에 대한 규범통제기능을 갖는다. 반면 개별·구
체적 사건의 종국적 해결은 일반법원의 상고심인 최고재판소와 행정법원의 상고심인 행정
재판소가 담당한다.
오스트리아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와 행정재판소가 행정권의 사법적 통제
에 관여해 왔다. 종래 행정권에 의한 헌법적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행정재판소에 처분 등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도록 해왔다. 그런
데 2012년 헌법 개정에 따른 행정재판제도 개혁으로 행정사건의 1심을 담당하는 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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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설되면서 행정소송의 1심은 행정법원이 담당하게 되었다. 과도기적으로 망명사건을
전담하며 행정재판소의 기능을 대체하던 망명재판소는 폐지되고 현재는 망명사건 또한 연
방행정법원이 1심을 담당하고 있다. 만약 1심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헌법위반을 불복사유로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법률위반을 불복사유로 한다면 행정재판소
에 불복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와 행정재판소는 확정판결이 아닌 1심 행정법원의 판결을 각
각 헌법적 척도와 법률적 척도를 통해 통제하는데, 이는 행정작용에 대한 오스트리아 특유
의 통제 방식이다.
한편, 오스트리아의 민사·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상고심으로서 최고재판소가 최종심급
이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령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또는 위법명령심판이 제
청된 경우에만 그 법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판한다. 2013년 헌법 개정 전까지는 민사·
형사재판에서 일반법원의 제청이 없는 한 위헌법률·명령심사가 배제되었으나, 헌법 개정
으로 일반법원의 1심 판결 후에는 당사자인 개인도 헌법재판소에 적용 법령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
항에 따른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 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은 최고재판소, 행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한에 대하
여 우리나라에서라면 법률에서 정할 만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방헌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면서 최고사법기관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상정하기 어렵다. 가령 연방헌법은 위헌결정의 소급적용이나 잠정계속적용을 허용하고 있
는 반면, 변경결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도 변
형결정이 시도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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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관의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에 관한 연구
[별책 법관의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
[연구총서 2015-01]

■발간일 : 2015. 5. 22.
■연구책임자 : 황승태 연구위원
제2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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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법교육의 하나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법관의 강의가 증가하고 있고 그 중요성 또한 강조되
고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관의 강의는 학생들
에게 법제도와 법현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법적 문제
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도록 하는 한편, 교과서 등에서 접한 내용을 법관을 통
해 생생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이번 연구에서는 법관 강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반영하여, 법관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법교육 관련 강의를 하는 데 필요한 강의안을 개
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대상자인 학생의 법
교육 관련 수준에 맞는 강의주제와 내용을 개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법교육의 현황을 살펴보
고 초·중·고등학교의 법교육 관련 교과서와 법교육
교재 등의 내용을 두루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법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을 반
영하면서도 수준별로 강의주제를 달리 구성하여, 초등
학교 4~6학년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강의안을 개
발하였다. 초등학생용 강의안은 법제도에 대한 기초적
인 이해와 법의식의 함양에 중점을 둔 22개의 주제로, 중학생용 강의안은 사법제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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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이해에 중점을 둔 26개의 주제로, 고등학생용 강의안은 분쟁해결능력의 증진과
사법제도와 절차의 올바른 이해에 중점을 둔 31개의 주제로 구성하였다. 기본형 외에 강의
분량을 축소한 여러 변형안을 제시하여 강의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아울러 별책으로 강의내용, 핵심 단어, 교과서 관련 단원, 해설로 구성된 수준별 강
의안을 제공하고, 강의안과 더불어 첨부된 USB 메모리에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공하여 이
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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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5-02]

■발간일 : 2015. 5. 30.
■연구책임자 : 양시훈 연구위원
■주요내용

사법작용의 본질은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이므로,

제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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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판결은 법적으로나 사회 제도적으로 분쟁을 마무리하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새
로운 질서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이러한 판결의 기능은 일반국민들
이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법문화가 형성되고
정착될 때 비로소 실질적으로 구현될 것이다. 사법부
가 일반국민을 위해 판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기
반을 제공하고 홍보하는 여러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연구는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판결을 널리 알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반 국민은 판결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이해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
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사법부가 시행하는 판결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사례도 소개하였다. 외부 미디어(media)
를 통한 소통, 사법부 웹사이트 등을 통한 판결 소개 및 홍보, 판결 관련 문헌 발간, 대법원
법원전시관의 법원체험 프로그램, 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언론 업무 강화, 판결서 공개 확
대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이 그것이다. 나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통 프로그램 중 대국민
판결 이해도 제고와 관련된 내용도 살폈다. 아울러 외국의 관련 제도로 미국, 영국, 캐나다
와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연구의 목적인 판결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실천적 개선안은, 개선 방향에 대한 총론
적 원칙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방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개선 방향에 대한 원칙으로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강화, 광범위한 참여, 다양한 경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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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수요자 맞춤형 제도 개발,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강화, 철저한 사후 평가, 제도 운영과
홍보의 지속성 확보를 제시하였다.
구체적 개선 방안으로 ① 홍보가치가 높은 판결을 선정하고 이를 알리는 방안, ② 일
반국민을 위한 판결공부방 운영 방안, ③ 판결 홍보를 위한 언론계와의 협력 방안, ④ 초·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판결 소개 관련 개선, ⑤ 법원 인터넷 및 모바일 홈페이지 개선, ⑥
그 밖의 개선 방안(판결 홍보·교육 관련 업무 조정과 관리 및 담당기관 간 네트워킹 강화,
모의재판 시나리오에 실제 판결 사안 적용, 영화·드라마의 소재 제공, 유관기관에의 판결
해설 기고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이번 연구가 판결에 대한 홍보와 교육 제도의 발전을 위한 작은 계기가 되고, 나아가 국
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 확보와 자긍심 고취에까지 이르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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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모음집」 수록 [연구총서 2015-03]

■발간일 : 2015. 6. 10.
■연구책임자 : 최은정 연구위원
제2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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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를 막론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의재판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
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재판은 시행건수도 적
고 관련 자료도 찾기 어렵다.
이번 연구는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의 실증적
사례 수집을 통하여 각급 법원의 경험과 자료를 공유
하고, 각급 법원에서 새롭게 모의재판을 실시할 때 실
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데에 중점
을 두었다.
실시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먼저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를 최대한 수집하여 검토하고, 3편의 시나리오를 추가 개발함으로써 각
급 법원에서 용도에 맞게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모의재판 참여자
모집 및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인적 구성의 적절성이 사실상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
우할 수도 있으므로, 모의재판의 기획 의도나 목적, 수준이나 단계, 각급 법원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다양하게 접근하였다. 아울러 모의재판의 홍보 방안 또한 연구하였는데, 모의재
판은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이를 널리 알려 상호 이해의 영역을 확
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의재판 실시의 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추후의 정
책이나 재판에 반영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사법부와 국민 사이의 참신한 소통 방법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사법부가 국민 가까이에서 문제에 대한 인식과 고민을 함
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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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5-04]

■발간일 : 2015. 5. 29.
■연구책임자 : 김상철 연구위원, 양은상 前 연구위원
■주요내용

한해 1,000만 건 이상의 부동산 등기신청이 있고
이를 통하여 막대한 양의 정보가 쌓이고 있는 상황에
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도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춰서 변화할 수밖에 없다.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법
원이 이러한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를 관리하고 그 정
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당사자에게 제공하
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할 것인지를 진
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때가 온 것이다.
부동산 거래의 실제 모습에서는 거래당사자 간에
정보 불균형이 심하고 그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러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
전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이 부동산 거래를 하려는 사람에게
미리 부동산 권리관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제공 대상 정보로는 등기기록
정보 이외에도 사전공시 정보, 확정일자 정보, 전입세대 정보, 납세정보, 주민등록 및 후견
등기 정보 등이 있다. 정보 불균형 문제의 해소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안전이 제고되면, 국
민의 재산권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다.
매매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을 보
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매수인의 신청으로 매매계약에 관한 정보를 접수·관리하고, 대외
적으로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는 정보제공 제도(사전공시)가 필요하다. 그 사이에 소
유권 등기명의 변경신청이나 압류, 담보권 설정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사전공시를 신청한
매수인에게 이를 바로 알려주는 SMS 알리미 서비스제도를 결합하여 사전공시제도를 운용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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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증서는 현재 실무상으로 등기 후 반환 또는 폐기되고 있으나,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전자적으로 영구 보관하게 되면, 등기사항의 오류
를 바로 확인해서 경정하고, 부실등기에 대해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게 되어서 진실한 등
기신청이 담보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은 등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고, 행정기관도 상호 전산정보교환을 통하여 등기원인증서의 진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등기사항에 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
등기의 공신력 인정 여부는 법리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적 안정과 동적 안전 중 어느 쪽
에 무게를 두는지에 관한 정책 결단의 문제이다. 그 정책 결단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부

권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여건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부실등기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그 재원 마련 방안도 중요하다.
등기제도를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등기제도로부터 파생되는 위험을 분산한다는 의미
에서 등기특별회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등기수수료 중 일정액을 독립된 재원으로 하여
그 보상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등기신청 수수료는 향후 발생할 소유권 상실 등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확정액이 아닌 부동산 거래가액에 따
라 차등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부동산 등기제도는 그 나라의 문화적·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발전한 제
도이므로, 우리 부동산 등기제도도 우리나라의 발전된 과학기술과 정보지식의 기반을 반영
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준비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 ‘등기원인증서의 전자적 영구 보존’, 정보의 열위에 있는 부동산 거래당
사자에 대한 ‘부동산 권리관련 정보 제공’,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신속하게 대외적으
로 알려주는 ‘사전공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이 급속히 변화하고 막대한 양의 정보가
쌓이는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우리 부동산 등기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3장 정책연구

73

2
0
1
5
년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실등기 현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평가와 등기의 공신력 인정으로 피해를 보게 될 진정한

제2부

8. 효율적인 증거개시 · 수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5-05]

■발간일 : 2015. 6. 30.
■연구책임자 : 김정환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최은정 연구위원
■주요내용

오늘날 행정소송, 공해·환경소송이나 의료과오
소송, 제조물책임소송 등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의료기관, 기업체 등에 증거가 집중되어 있고,
그 상대방인 일반국민이나 소비자, 환자 등은 자기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매
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그대로 방치
하게 되면, 환자 등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중요한 증
거를 제출하여 주지 않는 한 증명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증명책임분배원칙에 따라 패소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증거개시·수집을 위하여 적절한 증거개시·수집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연구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증거개시·수집을 위하여
현재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선, 증거의 개시 및 수집을 위한 현행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문서제출명령과 증거보전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효율적인 증거개시·수집을 위한 각국의 제도에 대해 미
국의 증거개시제도와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 일본의 당사자조회제도를 중심으로 제도의
내용과 운용실태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증거개시·수집을 위하여 현
재의 우리 제도에 어떠한 개선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현행 법령의 개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이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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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 · 고등학생을 위한 법원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별책 중 · 고등학생을 위한 법원체험 프로그램 안내]
[연구총서 2015-06]

■발간일 : 2015. 6. 26.
■연구책임자 : 황승태 연구위원
제2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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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법원체험은 청소년들에게 교과서를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통해 간접적으로 배운 법원의 기능과 역할을 생생히
경험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교육 효과가 있을 뿐만 아
니라,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
게 된다. 또한 청소년들이 법원을 자주 접하면서 그 기
능과 역할을 체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법에 대한 부
정적인 인식이나 오해를 극복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갖게 됨으로써 법원을 신뢰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현재 청소년들의 법원체험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특히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시
행에 따라 법원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원체험의 중요성
과 필요성을 반영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법원체
험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
다. 법원체험에는 법교육과 진로교육 관점에서의 접
근이 필요함을 확인한 후 법교육과 진로교육의 내용,
특징과 방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
는 국내외 법 관련 프로그램의 내용을 검토하여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일선 법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원체험 프로그램의 유형과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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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진행 방법을 제시하였다. 프로그램은 교육과정과 목적에 따라 법교육형과 진로교육형으
로, 기간과 형태에 따라 반일형, 1일형, 2일형, 캠프형으로, 횟수에 따라 처음 방문형과 재
방문형으로 구별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내용을 청사 견학, 법원 관련 동영상 시청, 법
원과 재판에 관한 법관의 강의, 재판 방청, 업무 참관과 인터뷰, 법 관련 퀴즈, 토론과 토
의, 발표하기, 그림 그리기, 법 관련 영화·드라마 시청, 모의재판, 모의 조정, 법관 업무
체험, 역할 놀이, 법률 서식 작성, 규칙 만들기, 전자소송 체험 등으로 구성하고, 구체적인
소재와 진행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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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국의 양형기준제도
		 - 양형기준제도의 법령 및 현황 [연구총서 2015-07]

■발간일 : 2015. 7. 13.
■연구책임자 : 변지영 연구위원
제2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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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양형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양형기준제도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대
시키고 나아가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양형기준제도
를 고안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한 일이 아니
며,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민과 연구 및 검토가 선행되
어야 한다. 영국의 양형기준제도의 법령 및 현황에 대
한 연구는 영국식의 범죄유형별 서술식 모델과 유사
한 모델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양형기준제도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와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과
정 중의 하나라 할 것이다.
이번 연구는 영국 양형기준제도의 법령과 현황에 관련한 분석을 한 후, 다음과 같은 점
에 주목한다. 먼저, 영국은 양형을 위한 사고의 출발점을 양형시작점으로 명확히 제시하
고 있으며, 양형의 결정 과정도 9단계의 사고판단 과정으로 구분되어 양형의 과정이 쉽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영국의 양형위원회는 국민의 양형에 대한 이해를 향
상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영국의 양형위원회
는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하여 양형에 대한 연구·조사를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
이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에서 합리적인 양형기준정책을 구상해 나가는 데 좋은 참고
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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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5-08]

■발간일 : 2015. 6. 30.
■연구책임자 : 손지영 前 연구위원, 김주석 연구위원
■주요내용

정보 기술의 발달과 고도화로 인하여 형사법정에
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증거가 제출되는 사례가 증
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전문법칙 등 종래의 증
거능력에 관한 규정을 디지털 증거에 적용함에 있어
그 특성을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인지도 문제이고, 디지
털 증거의 특성에 착안하여 다른 증거와 달리 특유한
증거능력 요건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도 문제이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증거와 디지털 포렌식에 관하
여 논의되는 바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증거능력 판단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디지
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 참고할 만한 실무상 기준을 모색하였다.
먼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관련하여 미국의 사례는 주로 불합리한 압수·수색으로
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영장주의를 규정한 연방 수정헌법 제4조를 중심으로 디지털 증거의
증거 배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독일에서는 미국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
칙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증거사용금지의 법리가 형성되어 있고, 기본권 침해에 대한 비례
성 원칙에 따라 증거 배제 여부를 판단한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의 집
행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관련성이 있었는지, 영장과 법에서 허용한 범위와 방법을 위반
하였는지 등이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 대법원은 최근 일련의 판결을 통하여 디지털 정보에 대해 그 변개가 용
이한 점 등의 특성에 근거하여, 그 압수에서부터 출력에 이르기까지의 무결성 내지 동일성
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 증거법상 무결성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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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 요건에 관한 일부 논의와 유사하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전문법칙 적용과 관련한 증거 배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미국의 사례는 해
당 디지털 증거가 전문증거인지, 만약 전문증거라면 어떠한 정황이 있을 때 전문법칙의 예
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이 주된 쟁점이 되고 있음에 비하여,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
는 디지털 증거가 전문증거인 경우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법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
하였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판단 사례를 참고하여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
부가 문제되었을 때 심리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내지 검토 기준을 증거의 유형별로 제시

이번 연구를 통하여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학계와 실무계의 논의가 더
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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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해 보았다.

제2부

12. 커뮤니케이션학에 기초한 바람직한 법정 소통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5-09]

■발간일 : 2015. 7. 31.
■연구책임자 : 정채연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양시훈 연구위원, 최은정 연구위원
■주요내용

이번 연구는 커뮤니케이션학과의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하여, 커뮤니케이션학의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법정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
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의 실천적 활용을 위해 바람직
한 법정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정립하며, 법관의 올바
른 법정 언행 확립과 법정 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구
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
고 있다.
이번 연구는 먼저 커뮤니케이션학의 주요 이론과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법 및 전략을 검토하고, 이
들이 구체적으로 활용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유형별로 비교분석하여, 법정 커뮤니
케이션 모델 정립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법정 커뮤니케이션의 다원적 요소와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법정의 설득 및 공감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호주관적인 법정 커뮤니케이션 모델로의 방향성을 제
시하였고 다음으로 법정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였으며 기존에 사법부에서
제시된 바 있었던 AFIR 모델을 토대로 법정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발전적 정립을 시도하였
다. 나아가 법정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모델을 바탕으로 민사재판, 민사조정, 형사재판, 국
민참여재판과 같은 구체적인 재판 유형별 쟁점 및 고려사항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에서 정립된 법정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활용과 바람직한 법정 커
뮤니케이션 문화의 확립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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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국과 미국의 법관에 의한 중재 및 그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5-10]

■발간일 : 2015. 7. 17.
■연구책임자 : 이재석 선임연구위원
■주요내용

현직 법관에 의한 중재에 관해서 커먼로(Common

제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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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국가들은 비교법적으로 입장을 달리한다. 영국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잉글랜드·웨일즈)에서는 중재법 제93조에 근거하
여 상사법원(Commercial Court)과 기술건설법원
(Technology and Construction Court, TCC)에서
법관에 의한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코틀랜드 중
재법 제25조도 법관-중재인의 상사중재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 현직 법관에 의한 중재는 델라웨
어주 형평법법원의 중재(델라웨어주법 제10장 제349
조, 형평법법원규칙 제96조 내지 제98조)가 유일한
데, Delaware Coalition for Open Government v. Strine 소송에서 비공개하에 비밀
유지되는 형평법법원 중재가 수정헌법 제1조의 재판공개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헌으로 판단되었고, 델라웨어주도 법률 개정을 통하여 델라웨어주 신속중재법(Delaware
Rapid Arbitration Act, DRAA)을 시행하여 더 이상 현직 법관의 중재인 직무 수행을 허
용하지 않고 있다.
법관-중재인 제도의 비공개성을 둘러싼 헌법적, 소송법적, 중재법적 쟁점에 관한 법적
논쟁의 소지가 크고 사회 일반의 인식 및 윤리적 측면, 중재 대상 측면, 효율성 측면, 실무
적 관점에서 제도의 실시 여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현 단계에서 법관에 의한
중재를 도입, 실시하기는 어렵다.
우리 현실을 고려하여 중재 활성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중재와 관련한 다양한 ADR을
개발할 필요성이 크다. 퇴직 법관에 의한 중재인 직무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중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을 양성하는 방안과 중재전담법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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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내지 중재전문재판부의 설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법원의 일정한 관여하에 법원연계형 중재의 일환으로, 전국 10개 법원 산하에 설치·운
영되고 있는 조정센터 소속 상임조정위원이 중재인을 맡는 ‘중재 프로그램’ 또는 조정절차
와 연계한 ‘조정-중재 프로그램’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임조정위원을 활용한 중재
절차는 경륜 있는 법조인의 중재인 직무 수행에 따른 전문성, 공정성에 대한 당사자의 만족
도를 높이고 기관중재에 비하여 중재인 보수 및 비용을 절감하여 당사자의 부담을 줄어들
게 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상임조정위원을 활용한 중재제도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법원
이 필요한 업무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중재법 개정, 상임조정위원의 추가 위촉, 중재
인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 심리실의 양적·질적 확충, 사건 관리를 위한 법원의 인
력 충원 등의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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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판기록 및 조서에 관한 실무 개선 방안 연구
- 재판서 · 조서의 전자화, 법정녹음 시행을 중심으로 [연구총서 2015-11]

■발간일 : 2015. 7. 24.
■연구책임자 : 김형진 연구위원
제2부

연구참여자 : 김정환 연구위원, 이재석 前 연구심의관

2
0
1
5
년

■주요내용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우리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
기 위하여 재판절차의 신속성,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
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 왔다. 「민
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
거하여 법원이 작성하는 재판서·조서의 전자화를 추
진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법정에서의
변론내용을 녹음의 방식으로 기록하는 법정녹음 제도
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재판서·조서의 전자화 및 법정녹음
시행이라는 재판환경을 분석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이
에 관한 외국의 재판실무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얻은 후, 이를 바탕으로 재판기록 및 조서에
관한 실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에서는 재판서·조서의 전자화, 법정녹음의 시행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과
제를 발굴하였고, 제3장에서는 전자소송, 법정변론 기록에 관한 미국, 독일 등 외국의 재판
실무를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비교법적 검토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 재
판실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종이소송사건에서 재판서·조서의 전자화에 따라 하나의 재판기록이 종이기록과
전자기록으로 분리되면, 재판기록 중에서 전자기록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종이기
록은 종이소송사건 처리방식에 따라 각각 이원적으로 관리된다. 이원적 기록관리에 따른 가
독성 저하 문제는 충실한 조서 작성, 조서목록 및 통합조서 활용 등의 방법으로 극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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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참여관, 실무관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재판
장과의 유기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재판기록 및 조서에 관한 적절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안정적이고 편리한 전자소송시스템을 구축
하며, 종이문서를 전자기록화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전자소송을 활성화한다.
넷째, 법정변론을 녹음의 방식으로 기록할 때 변론내용을 2중, 3중으로 중복하여 기록
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쟁점목록 및 절차협의안, 요약조서, 증인진술서 등을 적절하게 활용
하여 효율적인 심리 방식을 정착시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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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에 관한 연구 및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 표준안[시안]
[연구총서 2015-12]

■발간일 : 2015. 9. 14.
■연구책임자 : 변지영 연구위원
제2부

연구참여자 : 이덕환 前 연구위원, 양시훈 연구위원, 계인국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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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이번 연구는 법률문헌 등을 인용함에 있어 합리적
이고도 적절한 인용 표시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먼저 문헌의 인용에 대한 필요성과 원칙에 대하
여 간단히 살펴보고,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의 실태를 정리하고 이
를 검토하였다. 또한, 사회과학분야에서의 인용방법
은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지도 알아보았다.
적절한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을 제안하기 위하
여 외국의 법률문헌 인용방법과 그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이러한 현황의 검토 및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표준
안 개발의 기본 방향과 표준안의 특징 등을 논하고, 다
수의 전문가 감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이 될 수 있는
시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법
률문헌 등의 인용방법 표준안(시안)이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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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의 분석
[연구총서 2015-13]

■발간일 : 2015. 11. 25.
■연구책임자 : 장수영 연구위원
		

이덕환 前 연구위원

■주요내용

사법절차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을 적용함
으로써 권리관계를 확정하거나 어떤 사항의 적법성 또
는 위법성을 판단하는 절차이다.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는 법교육과 대중매체(TV, 신문, 인터넷
등)의 보도를 통하여 제공되는 사법에 대한 정보의 범
위와 정확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일반국민의 재판에
관한 인식은 사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적정성을 판단
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재판당사자의 실제 재판에 관
한 인식은 사법 서비스의 만족도, 공정성 및 적정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법절차에 관한
법원의 안내에 대한 재판당사자의 평가는 법원이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하는 여러 활동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는 잣대로 삼을 수 있다.
이번 연구는 1,500명의 국민에게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와 재판에 관한 인식 등을 설
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을 통해 법교육과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 방안 및 정당성이 담보된 사법제도
구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하여서는 ① 국민이 사법절차와 재판절차에 관한 정보
를 어떤 경로로 얻는지, ② 국민은 주관적으로 사법절차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③ 국민은 객관적으로 사법절차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분석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법절차에 관한 정보는 사법절차에 관한 기초적 정보(민사, 형사 및
행정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구별, 재판절차에 사용되는 당사자 호칭의 구별 등),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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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관한 정보(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및 민사판결의 효력 등) 및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피해자의 범죄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 위법수집증거배
제의 법칙, 무죄추정의 원칙)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재판에 관한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재판당사자로서의 경험이 없는 국민(일반국민)과 과
거 또는 현재 재판당사자로서의 경험이 있는 국민(재판경험자 또는 현재 재판당사자)으로
구분하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는 일반적인 재판에 관한 인식인 재판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제2부

대한 문제 인식 및 법원에 대한 신뢰도 등을 분석하였고, 재판경험자와 현재 재판당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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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는 실제 참여한 특정 재판에 관한 인식인 실제 재판결과에 대한 만족도, 실제 재판
의 공정성에 관한 인식, 재판을 통한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 상승 정도 및 재판을 통한 법원
에 대한 신뢰 변화 정도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다양한 통계분석을 통해 일반국민, 재판경험자 및 현재 재판당사자 간 비교, 인
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비교, 재판과 관련된 특성(재판유
형,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유무)에 따른 비교 및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와 재판에 관한
인식 간 상관관계 등도 분석하였다.

제3장 정책연구

87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인식, 재판결과의 공정성에 관한 인식, 재판절차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재판절차 자체에

1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5-14]

■발간일 : 2015. 11. 13.
■연구책임자 : 이학인 연구위원
■주요내용

분단 70주년이 되는 2015년까지 북한을 탈출하
여 남한으로 입국한 2만 8천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
은 남한 주민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 제
27조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
고 있다.
그러나 정치·경제·사회·문화가 전혀 다른 북
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헌법
상 보장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고, 이는 재판청구권의 행사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이번 연구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법률분쟁의 현황과 북한이탈주민이 사법절차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적 지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
에 대응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주민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사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적 지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재판절
차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존 사법적 지원제도에 접근한 경로, 사법적 지
원제도와 재판절차를 이용하면서 경험한 어려움 등에 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리고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변호사 등을 포함한 전문가들을 면담하여 기존 사법적 지원제
도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자문을 받았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분단 상황에서 북
한 체제를 이탈하여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과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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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소수자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통일 전후의 독일
의 사례와 각국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법적 지원제도 또한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을 사법접근성
제고 방안, 재판절차에서의 지원 방안, 법교육을 통한 지원 방안, 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원
방안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은 현재 우리 사회를 살아
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제2부

최소화하고, 이들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북한 지역 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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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가 오늘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과 남한 주민의, 그리고 통일 후 남한 지역 주민과 북한 지역 주민 사이의 진정한 통합에 기
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3장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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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이는 통일 이후 북한 지역주민이 대한민국의 재판절차를 이용하면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18. 각국 법원모욕의 제재 방식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5-15]

■발간일 : 2015. 11. 27.
■연구책임자 : 하민경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양시훈 연구위원, 계인국 연구위원, 안문희 연구위원
■주요내용

이번 연구는 사법질서의 보호 및 법치주의의 확립
을 위해 각국 법원모욕의 제재 방식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각 제도들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
출해 보았다.
제1장은 우리 법제도의 현황을 다루고, 법원모욕
의 유형을 나눈 기준에 관하여 설명한다. 제2장은 재
판진행을 방해하거나 법정질서를 침해하는 법원모욕
행위를 규제하는 외국의 입법례와 사례들을 소개한다.
판사가 법원모욕행위를 직접 목격한 경우 간이한 절차
로 형사제재를 가할 수 있는 영미법과 형법상 범죄로
도 취급하지 않는 독일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제재방식을 국가별로 살펴본다. 제3장은 법원
의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법원모욕으로 다루는 영미법계 국가들의 법원모욕 요건과 제재방
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소제기의 남용행위와 사법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
행위를 법원모욕으로 다루는 외국의 법제도를 소개하고, 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
한 규제의 필요성도 아울러 논한다. 제5장은 앞서 살펴본 각 국가별 법원모욕 제재의 특성
을 요약하였다.
각국의 법원모욕제도를 소개하고 분석한 이번 연구가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규
제하고 원활한 사법기능을 회복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도움
을 줄 수 있는 자료로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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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사사건의 상담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5-16]

■발간일 : 2015. 11. 9.
■연구책임자 : 최은정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계인국 연구위원, 정채연 前 연구위원
제2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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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가족관계의 지속적 재구성을 위한 가사상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담제도는 최근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연
구는 현행 가사상담제도의 체계와 운영 현황을 돌아보
고, 가사상담제도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가사상담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검토한 다음,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오스트리아,
호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가사상담제도를 조사
하였다. 그리고 우리 각 법원의 가사상담제도 운영 실
태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였다.
이를 통하여 가사상담의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 방안, 쟁점별 방안, 입법론으로 나누어
가사상담제도의 발전방안을 정리하였는데, 일반론으로는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
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 제4조 제1항의 준수, 법원의 적극적 홍보와 안내 등을 제안하고,
쟁점별로는 원칙적 상담제도, 상담위원의 관리, 가이드라인의 설정, 비송사건에서의 상담
활성화, 상담 비용의 문제 등을 다루었다. 그리고 일반적 상담 의무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선택적 상담명령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이혼 절차에서의 가사상담이 미성년 자녀를 비롯한 가족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활성화하는 의미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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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각국 법관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5-17]

■발간일 : 2015. 12. 23.
■연구책임자 : 양시훈 연구위원, 최유경 前 연구위원
■주요내용

사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법관의 자질과 능
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법관
이 사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국민들로부터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법관이 독립적으
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
러나 법관 또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법관의 책임이 경시되어야 한다거나, 법관
의 부적절한 언행이 면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오히려 법관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는 적절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자명하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징계가 자의적이거나 지나치게 엄중하게 이루어진다면
법관의 소신있는 업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
사법부는 그동안 끊임없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법관 징계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왔지만, 외국 여러 나라의 법관에 대한 징계제도 및 운영 현황을 검
토함으로써 우리 제도를 보완하고 그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중국 순
으로 총 9개국의 법관 징계제도를 살폈다. 각국의 제도를 가급적 일관적이고 체계화된 분
석틀을 이용하여 검토함으로써,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도의 피상적인
나열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운영 형태, 관련 통계, 실제 사례 등을 풍부하게 소개하
고, 이를 통하여 국가별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번 연구가 우리나라 법관 징계제도를 점검하고 이를 한 단계 더 발전하게 하는 데 보
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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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을 위한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총서 2016-01]

■발간일 : 2016. 2. 16.
■연구책임자 : 박준선 연구위원
제2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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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일정한 경력을 갖춘 법조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이른바 영미식 법관
임용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우리나라에 법조일원화시
대가 도래하였다.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을 중
심으로 하는 획일화된 기준으로 법관을 선발하던 과
거와는 달리, 지원자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훌륭
한 자질을 갖춘 법관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선발방식
및 기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우
리나라의 법조일원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과정
에 참고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법조일원화국가인 미
국과 영국에서 이상적인 법관상을 구현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법관을 임용하고 있는
지를 검토하였다.
법관인사 제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법관에 대한 자정기능과 감시기능을 개발
하는 것이다. 사법제도의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관임용 제도를 개선하여 인재
를 발굴하여 법관으로 임명하는 것 못지않게 현직 법관이 자기 자신의 자질을 유지·발전
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대표적인 법조일원화
국가의 법관평가방식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 법관인사 제도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할 것
이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이상적인 법관상 구현을 위해 미국과 영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법
관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법관임용 및 평가방식에 관한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관임용 및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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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문가 감정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6-02]

■발간일 : 2016. 1. 13.
■연구책임자 : 강성수 선임연구위원
■주요내용

과학 기술의 발달과 가치관의 다양화에 따라 현대
사회는 점점 전문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
라 소송의 내용도 변화하고 있다. 법관이 모든 전문 분
야에 관한 지식을 갖출 수는 없으므로 사건을 올바르
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법원은 감정제도를 오랜 기간
동안 활용해왔고, 2007년부터는 전문가의 지식을 소
송에 반영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전문심리위원 제
도를 도입하였다.
감정 제도에서는 법원이 선정한 전문가인 감정인
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전문 지식을 적용한 감정 결과가 독립적인 증거가 되는데, 전문 지
식이 반영된 감정 결과는 소송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 중요성은 매우 크
다. 한편, 전문심리위원은 법관의 보조자로서 소송에 필요한 전문 지식에 관한 설명을 하거
나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자체로는 증거가 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판의 결과나 진행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감정 제도에 관하여 감정인 선정 및 감정 결과의 적정성, 감정 비용의 적절성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전문심리위원 제도에 관하여도 활용도가 높지 않
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전문가의 전문 지식을 소송에 반영하는 수단으로 미국은 전문가 증언 제도를, 독일, 일
본,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같은 감정 제도를 각 채택하고 있는데, 위 국가들은 제도와 여건
에 맞추어 이를 적절하게 운영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중 독일, 일본, 프랑
스는 전문가 집단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고 이를 토대로 감정 제도에 관한 여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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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위 국가들의 방안을 참고로 하여 감정 제도에 관하여 제도 및 운용실
태에 있어서의 개선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제안한 전문심리관 제도의 도입을 비롯하여 이미 마련된 개선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고, 아
울러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
하여 제안된 여러 개선 방안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원과 전문가 집
단 사이에 공고한 협력 관계가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선

제2부
2
0
1
5
년

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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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연구총서 2016-03]

■발간일 : 2016. 1. 14.
■연구책임자 : 계인국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박준선 연구위원, 안문희 연구위원, 양시훈 연구위원, 최은정 연구위원,
		

하민경 연구위원

■주요내용

원격영상재판이란, 음성과 영상의 실시간 쌍방향
전송기술인 영상회의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상태에 있
는 소송관계인들이 법정에 물리적으로 출석하지 않
고 진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원격영상재판은 정
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사법제도를 전자화, 정보화하
는 전자사법제도의 발전 단계의 정점에 있는 제도이
기도 하다.
이번 연구는 원격영상재판을 개관하고 외국의 이
용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원격영상재판 실
시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원격영상회의기술이 재판절차에서 이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원격영상
회의기술의 구현방식 등을 간단히 소개하고 원격영상회의기술의 이용현황을 살펴보았다.
기술적 측면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보다도 원격영상재판을 실시하
기 위한 영상회의기술 수준이 항상 기술적으로 완전무결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오히
려 현재 이용가능한 기술을 토대로 하여 최적의 제도를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조사하였다. 원격영상재판을 활발히 이용
하고 있는 국가는 물론, 최근 도입이 시작된 예를 함께 조사하여 국가별로 나타나는 특징과
공통점을 추출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특히 원격영상재판의 제도 설계와 관련하여 원격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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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가장 주된 목적이 효율성의 증진과 증인보호에 있다는 점과 외국의 원격영상재판은
각 소송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원격영상재판을 반성적으로 검토하였다. 원
격영상재판의 기술적 측면과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에서 발견된 시사점을 토대로
하여 원격영상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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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6-04]

■발간일 : 2016. 2. 26.
■연구책임자 : 황승태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계인국 연구위원
■주요내용

갈수록 대체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는데, 이는 전세계적인 보편적 현상으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은 분쟁을 신
속·저렴하고 효율적·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입장을 존중하고 당
사자 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지속하도록 하는 등 분쟁
의 실질적·종국적인 해결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대체적 분쟁 해결이 활성
화되면 그만큼 소송을 통한 분쟁이 줄어 충실한 재판
이 가능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분쟁 해결 절차의 다양성과 질을 제고하면서 사법 자원의 합
리적인 배분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ADR에 장점이 많더라도 그것의 제도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각도의 탐구와 검토 및 꾸준한 평가와 개선이 필요하며, 전통적인 분쟁 해결 방
법인 소송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 또한 요청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ADR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되어 온 다양한 ADR의 방법을 살펴보고 미국, 독
일, 영국, 프랑스,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 ADR의 전개와 현황을 검토하여, 각국의 ADR
의 운영 현황 및 그 특징과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으로서 민사조정제도의 연혁과 그 내용을
살펴본 다음, 최근 일선 법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조정 방식을 알아보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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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정의 전반적인 성과를 논의하였으며, 우리나라 법원 외부의 행정형, 민간형 ADR의 현
황도 파악하였다.
위와 같은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에 적합한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하였다. 기본적인 발전 방향으로 법원조정의 활성화, 소송과 조정의 분리, 법
원 외부 ADR의 활성화 도모, 신뢰성이 담보되는 효율적인 조정 절차의 마련, 당사자를 존
중하는 조정절차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세부 분야에서 조정 신청의 제고 방안, 조정 전치,
제2부

새로운 조정 방식, 수소법원의 조정, 조정기일조서, 조정의 효력,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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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조정 절차의 비밀 보호, 조정위원, 당사자의 출석 확보 방안, 예산
확보 방안 등 조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 민사조정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
내용을 해설하였다. 부록으로 대표적인 ADR 관련 법령인 미국의 「표준 조정법」, 「국제연
합 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상사조정에 관한 모델법」, 「유럽연합 조정지침」과 조정인의 행위
기준과 관련한 미국의 「모델 조정인 행위준칙」, 「유럽연합 조정인 행위규약」의 원문과 번역
문을 수록하였다.
이번 연구는 바람직한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작은 시도이지만, 이번 연구
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보다 효율적이면서 합리적인 분쟁 해결 제도가 마련되고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

제3장 정책연구

99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조정 회부, 조정센터의 법제화, 분쟁 해결 방식의 다양화, 책임조정·법원 연계형 조정 등

25. 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6-05]

■발간일 : 2016. 1. 15.
■연구책임자 : 이재석 선임연구위원
■주요내용

성폭력 재판에서 증언을 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증인들은 심리적으로 민감하고 취약하며 고통
스러운 입장에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재판절차에서
받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심리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부적절한 반대신문의 내용 및
방식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는 성폭력 재판절차에서 증언하는 피해
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성폭력 피
해자 증인신문과 관련한 재판참고사항을 제안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련성이 없는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증인신문을 제한하기 위해서 성폭력 피해자의
과거 성경험이나 성적 평판증거에 제한을 두는 각국 Rape Shield Law의 규정과 실무를 분
석하여 검토하였다. 성폭력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검사·변호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작
성된 재판참고사항에서는 제한의 대상이 되는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게 공격적인 질문을
유형별로 제시하여 재판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재판참고사항을 제안함
에 있어서 반대신문권의 보장과 공정한 재판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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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동산공시제도 및 동산담보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6-06]

■발간일 : 2016. 2. 25.
■연구책임자 : 김정환 연구위원
■주요내용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특히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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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및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조달 편의를 제고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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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010. 6. 10.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2012. 6. 11.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동산담보대출은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높은 이용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원인으로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현행 동산담보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
러 문제점 및 그 원인을 분석하고, 동산담보제도 활성
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동산담보제도가 원래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우선 비교법적 고찰로서, 미국과 일본, UNCITRAL과 EBRD의 담보제도에 대해 살펴
보고,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동산담보제도에 대한 법률의 내용, 동산담보제도의 이용현
황, 동산담보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동산담보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다룬 다음, 마지막으로는 동산담보목
적물의 관리나 동산담보권의 공시, 동산담보목적물 DB구축 등에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
로 기대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동산담보목적물 관리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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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압수 · 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6-07]

■발간일 : 2016. 3. 28.
■연구책임자 : 손지영 前 연구위원, 김주석 연구위원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은 개인의 헌법상 자유의 보호 및 권리
침해의 최소화와 범죄로부터 사회 안전의 확보라는 상
충될 수 있는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압수·수색 절차는 대물적 강제수사로서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와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하
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강제처분에 대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영장 발부 단계
와 압수·수색 집행단계, 나아가 형사재판 본안에서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의거한 증거능력 판단에 이
르기까지 압수·수색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통제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진다.
종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당사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나 업무에 과
도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주로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서류 전체 또는 컴퓨터 장비 일체를 일괄적으로 수사기관의 사무실로 옮긴 다음
장기간에 걸쳐 대량의 물건, 정보를 대상으로 은밀한 탐색을 행하는 관행에 기인한다. 압
수·수색 절차의 적정화, 합리화가 시급한 이유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 측면만을 강조하여 실체 진실 규명과 정의 구
현을 위한 수사의 실효성을 크게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도 곤란하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우선 상반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조화시키고, 적정한 압수·
수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국이 어떠한 압수·수색 절차를 마련하여 운용하는지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현행법상의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규정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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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등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일본,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압수·수색 관련 법령과 그 해
석, 적용을 둘러싼 학계와 실무계의 중요한 논의 동향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이를 참고하여 우리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입법적, 실무적 개선방안을 모색
하여 보았다. 구체적으로 영장 발부 요건에 관한 실질적 심리 제도, 전자영장 절차의 도입,
수색영장과 압수영장의 분리 발부, 적정한 사전적 제한 방법의 부가, 참여권 보장, 집행 후
사법적 통제 방안, 환부 및 가환부 제도의 활성화 등 기존에 논의되어 온 개선방안들을 소
개함과 아울러 새로운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부

이번 연구가 우리나라의 압수·수색 제도와 그 실무 현황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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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모색하는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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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6-08]

■발간일 : 2016. 3. 28.
■연구책임자 : 김형진 연구위원, 하민경 연구위원
■주요내용

모든 국민은 헌법상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특히 형사피고인은 헌법 제27조 제3항
이 정하는 바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도입된 이후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증가하여 형사
재판에서 정식재판청구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졌고, 이는 재판업무의 부담을 가중시켜 형사사건 전
반에 대한 충실한 심리와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
판을 받을 권리를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해 왔다.
이번 연구는 정식재판청구제도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온전히 구현하면서 다른 목적을
위해 남용되지 않도록 그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정식재판절차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전국 지방법원 및 지원의 형사
재판 담당 재판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식재판청구제도의 현황을 파악하였
으며(제2장), 약식명령 청구부터 정식재판 종국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의 진행 단계별로 나
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제3장).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경미사건처
리절차 및 관련 제도를 검토한 후(제4장), 위와 같은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정식재판청
구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제5장).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유입통로인 약식명령 단계에서는 약식명령 대상 사건의 확대, 약
식절차에 대한 설명 및 의사확인, 약식명령 고지를 위한 송달장소 확인 등 약식절차의 신속
화·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식재판청구 단계에서는 정식재판청구사유에 따라 사건을 구별하여 별도로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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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과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례를 제안하였다. 특히 불이익변
경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폐지의 필요성을 논증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대
안으로 정식재판청구제도에 관한 안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정식재판청구시 서면심리
절차의 진행, 구속 시기 제한, 필요적 양형이유 기재, 정식재판절차에서의 양형원칙 수립
등을 검토하였다.
정식재판 단계에서는 공판절차의 간이화 방안, 양형 편차 해소를 위한 방안, 벌금형의
효율화 방안을 살펴보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으로 형사사건 처리절차의 이원화 방안, 전
자약식절차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순·경미한 사건은 간이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복잡·중대한 사건은 신중한 심리
과정을 거쳐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식재판에 유입
되는 사건의 양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정식
재판청구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은 피고인의 방어권보장과 적법절차의 확립을 위하여 시
급히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국민적 관심과 입법적 추진력
을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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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사법자원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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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
[연구총서 2016-09]

■발간일 : 2016. 4. 4.
■연구책임자 : 최은정 前 연구위원, 안문희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변지영 연구위원, 김정환 연구위원, 계인국 연구위원, 박준선 연구위원,
		

이제우 연구위원, 강현주 조사위원

■주요내용

재산분할제도는 법원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
된 가사비송사건이다. 이번 연구는 재량적 분할의 장
점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당사자에게는 어느 정도
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주고 법관들에게는 판단의 참
고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는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
발하였다.
실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재산분할제도의 연혁 및 현
재의 상황을 돌아보고, 특히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
에 관한 실무의 운영모습을 살펴보았다. 참고할 수 있는 해외 각국의 재산분할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도 병행하였다.
또한 기준 정립의 고려요소로서, 특유재산의 분할대상으로의 편입 기준, 새로운 형태의
재산에 대한 기준, 균등분할의 원칙 등도 제안하였다.
이번 연구보고서가 향후 법률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상황과 국민의 법의식까
지 수렴한 합리적인 재산분할 기준을 정립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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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U사법재판소(CJEU) 및 유럽인권재판소(ECtHR)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6-10]

■발간일 : 2016. 8. 26.
■연구책임자 : 변지영 연구위원
■주요내용

대한민국 법원은 선진화된 기술과 전문적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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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아시아 지역 통합시대의 국제재판소 및 초국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가재판소에 대한 의제를 선도해나가야 할 임무를 맡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지역적 사법통합
을 성공시킨 EU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의 사례
를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EU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
판소의 구조 및 조직에 대하여 살펴본 후 두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에 주목한다. 먼저
구조와 절차에서 이들 재판소는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성원의 조직에 있어서는 두 재판소 모두 구성원의
임명에서 절차적인 투명성을 높이고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윤리 규정을 마련하여 재판
소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초국가적인 재판소의 특징에 따
라 다양한 언어와 법체계, 사법적 배경에 대한 상호존중 및 상호협력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두 재판소가 유럽의 통합에 큰 구심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재판소 모두 판례를 통하여 EU법과 국제인권법, 국제법 등을 발전시키고, 이러
한 판례에 대한 교육, 안내 및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하여 회원국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에게 접근성을 향상시키어 사법심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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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성과 확산

1. 개요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각종 제도 개선, 법원 소통사업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성과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 전자책(E-book) 무료 제공
사법정책연구원은 연구보고서 및 학술대회 자료집 등 연구성과물을 전자책으로 출판
하여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등 유관기관과 교보문고, 예스
24,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네이버, 구글 등 전자책 전문 업체에 제공하기로 하고, 2014년
부터 2016년 8월까지 유관기관과 전자책 전문업체 등을 통하여 총 33권의 연구보고서를 전
자책의 형식으로 무료로 제공하였다.
또한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발간자료’란에 전자책으로 출판된 연구보고서를 게시하
여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원 인트라넷인 코트넷의 ‘업무마당’에도 전자
책 형식의 연구보고서를 게시하여 법원 내외부에서 편리하게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
도록 하였다.

3. 연구보고서 책자 무료 배송
법원 구성원이나 일반 국민이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책자를 개인적으로 수령
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연구보고서 배송신청을 하거나, 이
메일, 전화 또는 팩스로 연구보고서의 제목, 수령자의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배
송을 요청하면, 사법정책연구원은 해당 책자를 무료로 배송하고 있다(다만, 배송비는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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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부담).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배송 신청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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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에는 법관 및 법원 직원 531명, 법률연구기관 및 변호사, 일반 국민 653명 등
합계 1,184명에게 모두 1,412권의 연구보고서를 무료로 배송하였고, 2016년도에는 법관 및
법원 직원 610명, 법률연구기관 및 변호사, 일반 국민 1,115명 등 합계 1,725명에게 모두
2,499권의 연구보고서를 무료로 배송하였다(2016. 8. 31. 기준).

연구보고서 무료 배부 서비스 신청자 현황(2016. 8. 31. 기준)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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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2016. 8. 31. 기준)

합계

4. 뉴스레터 송부
사법정책연구원은 연구활동을 홍보하고 연구성과물을 전파하기 위하여 각종 연구보고
서와 학술행사 자료, 연구원 행사 일정을 담은 뉴스레터와 홍보이메일을 법학교수와 변호
사 등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송부하고 있는데, 2015. 6.
4.부터 뉴스레터를 송부범위를 꾸준히 넓혀서 2016. 8. 31. 현재 전국 법과대학 및 법학전
문대학원 소속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대한변리사회 회원 등 총 20,681명에게
뉴스레터를 송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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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뉴스레터

제2부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2
0
1
5
년

V. 홍보역량 강화

1. 홈페이지 개편
가.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설립 첫해인 2014년에 개통한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는 출범 초기 최소한의 안내 기
능 및 기본적인 메뉴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연구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에 그치는 수준의 홈
페이지로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홈페이지가 정보전달 및 홍보 기능
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홈페이지 이용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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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많지 않았다.
이에 2015년에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이용자가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 목록 등의
업무현황을 손쉽게 파악하고, 연구보고서 및 학술대회 자료집 등 사법정책연구원의 주요
연구성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 등에 대한 접
근성을 제고하였다.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국문)

개편된 홈페이지는 방문자의 필요에 부응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첫 화면에
퀵메뉴를 배치시켜 연구보고서, 해외사법소식, 판례 검색 등 원하는 메뉴를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요사이트 바로가기를 첫 화면에 노출시켜 유관기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
였다. 아울러 사법정책연구원의 홍보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
스, 네이버밴드 등 소셜미디어에 바로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국문 홈페이지뿐
만 아니라 영문 홈페이지도 함께 구축하여 외국의 연구자들이 사법정책연구원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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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아울러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모바일 홈페이지(국문 및 영문)를 구축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쉽게 정보를 검색하고 연구성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제2부

국문 모바일 웹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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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모바일 웹 화면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2. 페이스북 운영
전파력이 높은 페이스북을 통해 연구성과에 대한 이슈를 보다 넓게 확산시키고 이용자
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소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터넷 활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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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춘 국민에게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성과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사법
정책연구원은 2015. 4. 7.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2016. 7.
11. 게시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채용시험 시행』은 12,058명에게 도달하였고, 그 중
1,000여명 이상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좋아요(Like)’를 표시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
다(2016. 8. 31. 현재).

사법정책연구원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사법접근성(Access to Judicial
Information)을 높이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모바일 검색시 연구보고서가 보다 편
리하게 검색될 수 있도록 페이스북에서 해시태그(#hashtag)를 활용하고 있고, URL 주소
단축기(URL shotener)를 이용하여 홈페이지의 게시글을 링크함으로써 단축 주소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QR코드를 적극 활용하여 모바일을 통해 별도의 주소를 입력
하지 않아도 홈페이지의 해당 게시글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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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장기적으로 사법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
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은 모의재판 시나리오 제작 및 배포 등을 통한
법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간한 법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은 『중·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
제2부

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에 관한 연구』(2015. 5. 발간), 『중·고등학생을 위한 법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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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2015. 6. 발간), 『국민과 함께 하는 모의재판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모음집」수록』(2015. 6.발간)이 있고, 법교육 교재의
무료 배부 서비스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6] 법교육 교재 발간 및 배송 현황
(2016. 8. 31. 기준)

배송신청자 수
법원내부

법원외부

합계

배송
부수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

31

80

111

158

모의재판 시나리오 및 지도안

32

80

112

300

법관의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본책)

103

71

174

220

법관의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별책)

116

70

186

252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25

53

78

113

중 · 고등학생을 위한 법원체험 프로그램 안내(본책)

18

45

63

99

중 · 고등학생을 위한 법원체험 프로그램 안내(별책)

18

45

63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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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 [별책 시나리오 및 지도안]』(2015. 2. 발간), 『법관의 초·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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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교류 및 협력

I. 학술행사 개최

1. 학술행사 개최 현황
가. 2015년도 학술행사 개최 현황 ⇨ 단독주최 1회, 공동주최 4회
순번

일자

장소

1

2015. 8. 29.

서울대
우천기념관

2

2015. 9. 11.

서울대
우천기념관

행사명
『한국 공법학의 과거, 현재, 미래』
- 목촌 김도창 박사 10주기 추모학술대회
공동주최 :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한국법제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규제개혁』 학술대회
공동주최 : 한국규제법학회,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사법정책연구원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
- 사법정책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

3

2015. 10. 19.

서울법원청사
1층 대회의실

4

2015. 11. 9.

서울법원청사
4층 중회의실

5

2015. 12. 14.

서울가정법원
대강당(융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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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최 : 사법정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규제법학회, 도산법연구회,
서울대 법학연구소, 고려대 법학연구원
『바람직한 사실심 심급 구조의 설계』
단독주최 : 사법정책연구원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사법적 지원 방안』
공동주최 : 사법정책연구원, UN인권사무소(서울)

나. 2016년도 상반기 학술행사 개최 현황 ⇨ 공동주최 4회
순번

일자

장소

2016. 4. 29.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207호

『한국공법학회 60년과 사법』

1

2016. 5. 20.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405호

『돌봄노동의 실태와 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

2

3

2016. 5. 30.

공동주최 : 사법정책연구원, 한국공법학회,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주최 : 사법정책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연구소

제2부

『미래사회와 법(Law: Future Direction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공동주최 : 사법정책연구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UC Berkeley Law school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
공동주최: 사법정책연구원, 입법조사처
•집단소송 요건 완화 및 확대 방안
- 발표자 : 홍정아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변호사)

4

2016. 6. 27.

서울법원종합
청사 대강당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 방안
- 발표자 : 이창현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증책임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
- 발표자 : 권대우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조물 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
- 발표자 : 김차동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사건에서 국민참여 방안
- 발표자 : 정준영 고법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2. 학술행사 상세내역
가. 『한국 공법학의 과거, 현재, 미래』
사법정책연구원은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한국법제연구
원과 공동으로 2015. 8. 29.(토)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3층에서 『한국 공법학의 과거, 현
재, 미래 - 목촌 김도창 박사 10주기 추모학술대회』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
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목촌 김도창 박사의 10주기를 맞이하여 공법학자의 시대적 사명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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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7동 6층 서암홀

행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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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주적 행정법학의 발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
에는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이 참석하여 추모사를 하였고, 박윤흔 교수가 ‘목촌 김도창 박
사의 생애와 학문세계’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였다.
제1세션 제1부에서는 김선욱 교수(이화여대)의 사회로 박정훈 교수(서울대)가 ‘공법학
방법론의 형성·전개·발전’이라는 주제로, 오준근 교수(경희대)가 ‘행정절차법, 행정쟁송
법의 제·개정과 공법학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각 발표를 하고, 안철상 부장판사(서울고
등법원)와 홍준형 교수(서울대)가 위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제2부에서는 박인수 교수
(영남대)의 사회로 김종철 교수(연세대)가 ‘헌법개정과 공법학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
헌환 교수(아주대)가 ‘계엄정국에 처한 공법학과 공법학자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각 발표를
하고, 김하열 교수(고려대)와 이계수 교수(건국대)가 위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제2세션 제1부에서는 이광윤 교수(성균관대)의 사회로 김유환 교수(이화여대)가 ‘법치
행정의 이론체계로서의 행정법 총론’이라는 주제로, 김용섭 교수(전북대)가 ‘법규 개념과 행
정규칙’이라는 주제로 각 발표를 하고, 박균성 교수(경희대)와 김성수 교수(연세대)가 토론
을 하였다. 제2부에서는 김재호 교수(충남대)의 사회로 이세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이 ‘목촌 김도창 박사의 경찰행정법’이라는 주제로, 하명호 교수(고려대)가 ‘목촌 김도창 박
사의 복리행정법’이라는 주제로 각 발표를 하고, 김형훈(광진경찰서), 계인국 연구위원(사
법정책연구원), 최환용(법제연구원), 최은정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이 위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나.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규제개혁』
사법정책연구원은 한국규제법학회,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와 공동으로 2015. 9.
11.(금)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3층에서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규제개혁)』이라는 주제로 공
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ICT는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우리 삶의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고, 새로운
스마트 기기의 탄생, 사물인터넷의 등장 등 ICT의 기술발전이 일상생활의 곳곳에서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ICT의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규제개혁은 충분하지 못했다
는 고려에서 규제개혁의 법적 현황, ICT 발전에 따른 규제개혁의 법적 과제 등을 심도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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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유환 한국규제법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이
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환영사를,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이 축사를 하였다.
제1세션에서는 정하중 교수(서강대)의 사회로, 권대우 교수(한양대)가 ‘규제개혁과 계
약법’이라는 주제로, 계인국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이 ‘규제개혁과 행정법’이라는 주제
로 각 발표를 하였고, 김대용 교수(KDI), 홍명수 교수(명지대), 김도승 교수(목포대)가 이
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김광수 교수(서강대)의 사회로 정균현 교수(단국대)가 ‘정보통신기술 발
전과 보안규제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고민수 교수가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방송규제의 개

(서울대)가 이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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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이라는 주제로 각 발표를 하고, 김기창 교수(고려대), 황성기 교수(한양대), 김태호 강사

제2부

다.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
사법정책연구원은 2015. 10. 19.(월)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
사처,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한국규제법학
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도산법연
구회 등 13개 업무협약 기관과 공동으로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이라는 주제
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제1세션에서는 송기춘 한국공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오동석 교수(아주대, 한국공법학
회)가 ‘지방분권과 사법제도’라는 주제로, 김광수 교수(서강대, 한국행정법학회)가 ‘지속가
능 사회의 법해석과 사법정책’이라는 주제로, 이원복 교수(이화여대, 한국규제법학회)가 ‘
첨단규제 관련 소송에서의 전문가 참여확대’라는 주제로, 이재협 교수(서울대, 서울대 법
학연구소)가 ‘법조인은 용인가? : 직업경로, 업무환경,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각 발표를 하고, 이상경 교수(서울시립대, 한국헌법학회), 정호경 교수(한양대, 한국행정판
례연구회), 계인국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조규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
에 참여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의 사회로, 권영준 교수(서울대,
한국민사법학회)가 ‘민법학,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법원’이라는 주제로, 이진기 교수(성균
관대, 한국비교사법학회)가 ‘민법의 과제’라는 주제로, 함영주 교수(중앙대, 한국민사소송
법학회)가 ‘유럽연합 민사소송절차의 운용원리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김재봉 교수(한
양대, 한국형사법학회)가 ‘남북통합과 북한주민 범죄의 준거법 결정’이라는 주제로 각 발표
를 하고, 심활섭 고법판사(서울고등법원, 도산법연구회), 김상중 교수(고려대, 고려대 법학
연구원), 김정환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과 장수영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이 이에 대
한 토론을 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법학의 최근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각계 전문가의 귀중
한 식견과 지혜를 모아서 사법정책의 비전과 사법부의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
이 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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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바람직한 사실심 심급 구조의 설계』
사법정책연구원은 2015. 11. 9.(월) 서울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사
실심 심급 구조의 설계』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항소제도는 민사사법시스템의 원활한 기능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항소심의
구조와 실무운용은 1심의 그릇된 판단으로부터 재판당사자를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
제2부

그런데 우리 항소심에 대하여는 1심의 당부를 판단하는 속심적 구조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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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왔는데, 이는 재판부와 당사자의 소송 진행방식에 따라서는 1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하
게 되면서 항소심의 심리부담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소송완결이 지연되는 등 사법불신
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사법정책연구원이 바람직한 항소심 구조를 설계
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과 실무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였고, 김용담 한국법학원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권기훈 수석교수(사법연수원)의 사회로 전병서 교수(중앙대)가 ‘
항소심 구조 개편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김유범 고법판사(서울고등법원)
가 ‘현행 항소심 제도의 사후심적 운용 방안: 민사재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각 발표를
하고, 정영수 교수(서울시립대), 최재혁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이명숙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정철근 논설위원(중앙일보), 이헌욱 본부장(참여연대 민생희망
본부), 이충상 변호사(법무법인 바론), 이재석 선임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이 이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번 학술행사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항소심의 심리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신속하고도 충실한 심리모델을 개발하여 사법절차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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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사법적 지원방안』
사법정책연구원은 UN인권사무소(서울)와 공동으로 2015. 12. 14.(월) 서울가정법원
대강당(융선당)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사법적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
를 개최하였다.
사법정책연구원은 통일사법센터를 설치하여 북한 사법제도를 연구하고 있고, 특히
2015. 11. 1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책자를 발간한 바 있
는데, 이번 세미나는 북한 주민의 인권 제고 및 다양한 사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
여 마련되었다.
북한 인권 분야의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Signe Poulsen 소장(UN인권사무소)
과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였다. 이후 김형두 수석연구위원(사법정책
연구원)의 사회로 안운교 인권관(UN인권사무소)이 ‘북한 인권에 대한 UN의 입장과 권고’
라는 주제로, 이학인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
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각 발표를 하였고, 박경서 교수(동국대, 초대 대한민국 인권대사),
이승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John Sagar 1등 서기관(주한유럽연합대표부), 박형
중 선임연구위원(통일연구원), 신효숙 팀장(남북하나재단), 김태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환 국장(전환기정의워킹그룹, TJWG), 이영종 통일전문
기자(중앙일보), 김성수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유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지
정토론자 및 종합토론자로 참석하여 토론을 하였다.
유엔의 북한에 대한 인권조사위원회는 2014. 2. 17. 발간한 보고서를 통하여 북한 정부
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였
다. 유엔 총회 또한 2014. 12. 18.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고, 2015. 12. 17.에도 다시
유엔 총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되어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인권사
무소(서울)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여 북한 인권의 개선을 논의한 것은 북한인권에 대
한 주의를 환기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
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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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한국공법학회 60년과 사법』
사법정책연구원은 한국공법학회,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2016. 4. 29.(금)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 대강당에서 『한국공법학회 60년과 사법』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공법학회는 1956년 발족한 이래 정기적으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꾸준히 학술
제2부

하고, 원로 학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게 한 중요한 소통의 공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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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번 공동학술행사는 지나온 60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의 공법과 한국공법학회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
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공동학술행사에서는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장과 김중권 교수(중앙대, 한국공법
학회 회장)가 개회사를, 장재옥 법학연구원장(중앙대)이 환영사를 하였고, 김남진 고문(한
국공법학회,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 ‘시대와 호흡을 함께 하는 공법학과 사법’이라는 주제
로 기조발제를 하였다.
1세션에서는 황성기 교수(한양대)의 사회로, 이헌환 교수(아주대)가 ‘한국공법학회 60
년과 사법: 불협화음의 이중주’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장영철 교수(서울시립대), 김창조
교수(경북대), 김주경 판사(사법정책연구원)가 지정토론자로 토론에 참여하였다.
2세션에서는 이희정 교수(고려대)의 사회로, 김남철 교수(부산대)가 ‘행정법 판례형성
에 있어서의 행정법학의 기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조성규 교수(전북대), 남복현 교수(
호원대), 계인국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이 지정토론자로 토론에 참여하였다.
곧이어 열린 3세션에서는 박인수 교수(영남대)의 사회로, 김수갑 교수(충북대), 서규영
변호사(정부법무공단), 방승주 교수(한양대), 김광수 교수(서강대), 김병기 교수(중앙대)가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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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신진 학자들에게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사. 『돌봄노동의 실태와 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
사법정책연구원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연구소와 공동
으로 2016. 5. 20.(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405호에서 『돌봄노동의 실태와 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과 법적 지위 및 법적 보호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기획된 학술대회로,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최승원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의 개회사와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장의 환영사로 시작
하였고, 모두 5개의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1부에서는 이승길 교수(아주대)의 사회로, 김광병 교수(청운대)가 ‘사회복지시설 종
사자의 노동환경과 법적 지위’라는 주제로, 서동민 교수(백석대)가 ‘요양보호사의 노동 현실
과 노인장기요양법’이라는 주제로, 이소아 변호사가 ‘아이돌보미 근로관계의 법적 검토’라
는 주제로 각 발표를 하고, 윤석진 교수(강남대), 김나경 교수(성신여대), 김윤정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이 지정토론에 참여하였다.
제2부에서는 정현미 교수(이화여대)의 사회로, 차선자 교수(전남대, 한국젠더법학회장)
가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지원’이라는 주제로, 박선영 선임연구위원(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이 ‘가사근로자의 법제도적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각 발표를
하고, 표현덕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장명선 교수(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가 지정토
론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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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미래사회와 법(Law: Future Direction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사법정책연구원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버클리 대학교 로스쿨과 공동으로
2016. 5. 30.(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6층 서암홀에서 『미래사회와 법(Law:
Future Direction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
최하였다.
제1세션은 정상조 교수(서울대)의 사회로, Laurent Mayali 교수(UC Berkeley)와
John Yoo 교수(UC Berkeley)가 ‘반테러리즘에 대한 미국과 유럽에서의 접근(U.S. and
European approaches to counter-terrorism)’이라는 주제로, 이상원 교수(서울대)가 ‘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Search and Seizure Procedure of Digital Evidence)’라는
주제로 각 발표를 하고, 김주석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김한조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
청), 이제우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이 지정토론에 참여하였다.
제2세션은 이근관 교수(서울대)의 사회로, Amanda Tyler 교수(UC Berkeley)가 ‘
법관의 국가안보목적 구속적부심사권(The Authority of Judges to Review National
Security Detention)’이라는 주제로, 원호신 부장판사(대구지방법원)가 ‘정보통신의 관점
에서 본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미래사법 실현방안(Measures to realize a sustainable
and efficient 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이
라는 주제로 각 발표를 하고, 이우영 교수(서울대), 이계정 교수(서울대), 임영익 변호사(인
텔리콘 법률사무소)가 지정토론에 참여하였다.
제3세션은 고학수 교수(서울대)의 사회로, Daniel Farber 교수(UC Berkeley)가 ‘환경
법에서 성문법과 규제기관이 실제 집행하는 법과의 차이(The gap in environmental law
between the written law and law as it is actually enforced by regulators)’라는 주
제로, 허성욱 교수(서울대)가 ‘한국 환경법과 환경정책의 최근 이슈 및 동향(Recent Issues
and Trends of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in Korea)’이라는 주제로 각 발표를 하
고, Taeku Lee 교수(UC Berkeley), 이유봉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최지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지정토론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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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
사법정책연구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2016. 6. 27.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최근 가습기 독성 살균제 사건, 대기오염의 원인인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규모 위험이 발생하여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 및 우려가 매
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존의 법
제도가 적절한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
다. 이에 사법정책연구원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
의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
단체, 경영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집단소송의 확대 방안, 위자
료의 현실화 방안, 입증책임 완화 방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방안, 민사사건의 국민
참여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학술대회의 각 세션별 주제와 사회자, 발표자 및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1) 제1주제 : 「집단소송 요건 완화 및 확대 방안」
▣ 사회자 : 손한기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자 : 홍정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변호사)
▣ 지정토론자
- 함영주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 서희석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소비자법학회장)
- 좌혜선 사무국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변호사)

(2) 제2주제 :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 방안」
▣ 사회자 : 윤진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자 : 이창현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지정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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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진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권석천 논설위원(중앙일보)
- 최재홍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 이제우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3) 제3주제 : 「입증책임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
▣ 사회자 : 정영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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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토론자
- 계경문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백대용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 백경일 교수(숙명여자대학교)
- 서여정 판사(인천지방법원)

(4) 제4주제 : 「제조물 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
▣ 사회자 : 고학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자 : 김차동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지정토론자
- 이점인 교수(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신석훈 기업연구실장(한국경제연구원)
- 박지호 간사(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박지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변호사)

(5) 제5주제 : 「민사사건에서 국민참여 방안」
▣ 사회자 : 김상준 변호사
▣ 발표자 : 정준영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 지정토론자
- 박광배 교수(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제4장 교류 및 협력

135

- 이우영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박지원 법률자료조사관(국회도서관)
- 유재원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변호사)

심포지엄 개회식

심포지엄 발제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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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업무협약(MOU) 체결

1. 개요
사법정책연구원은 전문분야별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개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사법제도 및 사법서비스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2곳, 학회 11곳, 대학연구소 3

발효일

만료일

주요내용

2014. 6. 16.

2017. 6. 15.

•교류와 협력의 증진을 통한 상호발전 도모
•상호 협력 분야
- 주요 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 그 밖의 상호 교류 · 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2014. 8. 21.

2017. 8. 20.

국회입법조사처

헌법재판연구원

한국공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4. 8. 22.

2017. 8. 21.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4. 9. 17.

2017. 9. 16.

고려대 법학연구원

2014. 10. 18.

2017. 10. 17.

서울대 법학연구소

2014. 11. 7.

2017. 11. 6.

한국규제법학회

2015. 9. 11.

2018. 9. 10.

도산법연구회

2015. 10. 26.

2018. 10. 25.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1. 18.

2019. 1. 17.

한국법경제학회

2016. 3. 21.

2019. 3. 20.

한국헌법학회

•전문분야별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구 역량
을 강화함
•상호 협력 분야
- 주요 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의
개최
-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 전문성 강화와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상호
교류
- 그 밖의 상호 교류 · 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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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 등 총 1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체결 기관

제2부

한국규제법학회와 업무협약체결

2. 업무협약 체결기관과의 교류 · 협력
사법정책연구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헌법재판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연구성과
확산 및 정책개발 연구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에 대하여
입법과 사법을 아우르는 공동연구를 확대해 나가며, 나아가 다양한 학문영역 전문가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 법원 외부와 소통 증진에도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사법정책연구원은 한국공법학회 등 11개 학회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등 3개
법학연구소와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의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
의 교환, 전문성 강화와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상호 교류, 그 밖의 상호 교류·협력 증
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협력해 나가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학회와 업무협약
은 사법정책연구원이 학계와 유기적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확산 및 정책개
발 연구역량의 제고에 기여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으로 추진되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연구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업무협약 체결기관과 공동으로 다수
의 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2015년에는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 「북한 주민
의 인권과 사법적 지원 방안」,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규제개혁」, 「한국 공법학의 과거, 현
재, 미래」를 주제로 한 4건의 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하였다. 2016년에는 「한국공법학회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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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법」, 「돌봄노동의 실태와 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 「미래사회와 법」, 「국민의 생명, 신
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한 4건의 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하였다.

III. 외국 연구기관과의 교류
제2부

1. 일본 법학교수단 방문
사법정책연구원은 2015. 9. 4. 사법정책연구원 10층 중회의실에서 ‘한국연구재단(NRF)
일본학술진흥회(JSPS)의 양국간 교류사업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가토 데쓰오 교
수 등 일본법 교수단을 초청하여 양국의 사법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일본 법학교수단 방문

2. UN 특별보고관의 사법정책연구원장 면담
연구원장은 2015. 11. 24.(화) UN인권사무소(서울) 내 회의실을 방문하여 UN 특별보
고관 마루즈끼 다루스만을 면담하고,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가해자 책임규명 방안, 국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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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함의, 사법정책연구원의 통일사법 연구성과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UN 특별보고관 면담

3. 독일 프라이부르크 법과대학 학장 내방
한스켈젠(Hans-Kelsen) 연구소 소장 겸 독일 프라이부르크 법과대학 학장인 마티아
스 예스테드(Matthias Jestaedt) 교수가 2016. 3. 22.(화) 사법정책연구원을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마티아스 예스테드 학장은 연구원장 및 수석연구위원 등과 양국간의 사법제도
의 현안 등에 관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법과대학 학장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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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구성원 상호간 이해 증진

1. 개요
법관 및 전문직 연구위원의 협업에 의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원 구성원 사이의
이해 증진 방안을 모색하며 연구원 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 증진, 연구원 및 법원에 대한 소
속감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가고 있다.

2. 연구방법론 특강
법관과 전문직 박사 등 다양한 배경의 실무가와 이론
가들이 함께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법정책연구원
의 연구인력을 구성하게 되었다. 연구원은 신설 연구기
관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을 통합함으로써 연구위원 협업
에 의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내부 소통을 강화하기 위
하여 협업연구 프로세스 정비, 협업 친화적 연구위원실
구조 개편, 정례회의 개최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제5장 연구원 내부 소통 활성화

143

나아가 연구원은 구성원 모두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을 통하여 사법정책에
관한 연구를 추진할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김형두 수석위원이 집필
한 ‘연구방법론 소고’를 바탕으로 계속적인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연구방법론 소고’는 (1) 연구위원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 (2)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관련
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선행 연구자료 및 선행 연구자, 협업, 외부 전문기, 내부 토론회,
연구 스피드, 비교법적 연구, 보고서 쓰는 방법), (3) 연구자료에 관한 참고사항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창기 사법정책연구원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 진단과 해결 방안 제시하고자 수석연구위
원이 ‘연구방법론 소고’를 집필하여 발간함
- ‘연구원의 자기평가’ ⇨ 사법정책연구원을 민간기업이라고 가정했을 때, ‘발간된 보
고서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라는 화두를 제시
- ‘연구원의 역할’ ⇨ 사회 프레임 변화의 감지하고 사법정책연구원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차별된 브랜드 파워를 만들자고 제안
- ‘연구원의 위상’ ⇨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소를 지향(NCSC, TED, RAND 벤치마킹)
▣ 연구위원 자세 관련
- 김경문 감독의 리더십 ⇨ 절실함이 있는 선수에게 출전기회를
- 좋은 분위기 형성을 위해 의욕이 넘치는 연구위원이 필요
- 자신의 의견을 감추지 마라
- 전문직 연구위원들이 퇴직 후에 잘 되어야 법원에도 좋다 ⇨ 학계에 진출할 수 있
도록 도와야
▣ 연구주제 관련
- 사법제도의 개선 및 재판실무에 도움이 되는 사항 연구
- 사법제도의 모순,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방안을 제시
- 사법부에 대한 컨설팅 기관의 역할 ⇨ 사법제도의 각종 측면에 관하여 컨설팅 의견
을 생각하고, 민간의 컨설팅기법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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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 관련
- 선행 연구자료 파악하여 융합시켜야
- 선행 연구자, 외부 전문가의 조언 필요 ⇨ 전문가 세미나 중요
- 협업의 중요성 ⇨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 보고서 쓰는 방법 ⇨ 김훈의 ‘보고서를 쓸 때 지켜야 할 문장의 원칙’ 등
- 편집회의 중요 ⇨ 편집의 힘으로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기른 펭귄 출판사를 벤치

제2부

마킹

김형두 수석연구위원은 2015. 4. 1., 2015. 8. 3., 2016. 2. 2., 2016. 2. 22. 및 2016.
3. 11. 다섯 차례에 걸쳐 연구위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한 연구방법론 특강을 실
시하여 연구위원들 사이의 협력을 증진하고 연구업무의 개선을 꾀하였다.

II. 바람직한 조직문화 형성

1. 워크숍 등을 통한 소통활성화
주요 현안 및 연구업무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함으로써 연구위원 상
호간의 내부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2015. 4. 24.(금)부터 4. 25.(토)까지 2015년 연
구위원 전체 워크숍을 개최하여 ‘2015년도 연구목표 및 연구방향’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을
하였고, 2016. 4. 8.(금)부터 4. 9.(토)까지 2016년 연구위원 전체 워크숍을 개최하여 ‘동
영상을 통해 본 각국의 재판 현황과 시사점(김형두 수석연구위원)’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의
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2015. 11. 13.(금)부터 11. 14.(토)까지 강릉 솔가람에서 2015년 일반직 실무연구
회를 개최하여 ‘회생절차 제대로 알기’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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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구위원 전체 워크숍

2016년 연구위원 전체 워크숍

2. 정례회의 등을 통한 소통 활성화
수석연구위원 주재 하에 연구위원 전체회의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연구업무 수행
을 위한 점검뿐만 아니라, 연구원 운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하는데 노력하
고 있다. 이를 통해 주요 현안 및 연구업무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함으로
써 연구위원 상호간 내부 소통에 기여하고 있다.

146

2015 연간보고서

3. 각종 동호회활동 및 봉사활동
사법정책연구원은 구성원 상호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활기찬 업무 분위기를 창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원 구성원들의 내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고, 봉사활
동 및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연구원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법정책연구원 사랑나눔봉사단’을 구성하여 소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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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고, 봉사활동을 통하여 이웃주민과 소통의 기회를 갖고 있다.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2015. 9. 16. 신애원 방문

아울러 2015. 4. 산악회를, 2016. 4. 탁구회를 조직하는 등 연구원 구성원의 각종 동
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연구원장, 수석연구위원은 각 직급별로 직원들과의 오
찬을 정례화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연구원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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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제3부

지금까지 거둔 성과를 토대로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지속적이

있는 효율적 연구진행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전문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외부 전문가와
의 협력을 강화하며, 검토회의, 편집회의 등 정례회의를 통해 연구실시계획 단계부터 보고
서 발간에 이르기까지 연구업무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
축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은 2016년 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연구수요조사 대상을 확
대하여 법원 내·외부 연구주제 공모, 13곳의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연구수
요조사 간담회, 연구위원·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 의견수렴 및 법원행정처 연구과제 추
천을 거쳐 연구과제후보를 발굴하였고, 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수요
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여기에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수시로 연구과제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수요조사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사회적 변화
에 대응하여 시의성 있는 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선정절차를 개선하였다.
사법정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하여 학계와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미래 사법정책의 연구
동력을 구축하고, 연구보고서가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 무료 제공, 연구보고서 책자 무료 배부, 뉴스레터 송부 등을 통해 연구성
과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모바일 홈페이지의 주목성
을 강화하는 등 홍보 방법을 개선하여 외부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1장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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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주요 업무계획

I. 효율적 연구진행 프로세스 정립

1. 법관 및 전문직 연구위원의 협업
법관 및 전문직 연구위원 가운데 전공과 어학능력, 희망을 고려하여 각 연구주제별 연
구책임자를 지정하되, 연구과제 중에서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 등 법원실무와 관련
이 높은 과제는 과제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 연구위원 중심으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한다.
다양한 외부 시각을 반영하여 문제의 원인 규명, 해결 방향의 타당성, 정책안의 효율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관 및 전문직 연구위원의 협업에 의한 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추
진해 나간다. 이러한 전문적·실천적 정책연구를 통해 연구결과를 법원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협업연구 프로세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실질적
인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발전된 협업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2. 연구진행 방식
기본적으로 각 과제별로 추진 계획과 일정을 수립하여 진행해 나가도록 한다. 연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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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도와 연구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 과제씩 순차적으로 착수하고 진행해 나간다.
연구의 각 진행단계별로 제출하는 보고서 형식은 연구과제별, 연구단계별 특성에 맞도
록 작성하되, 특히 연구실시계획서는 가능한 한 상세하게 작성하여 실시계획단계부터 토론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착수·중간 보고는 실제 집필내용을 첨부하여 연구방향 및 진
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II. 선행 연구자료 수집 및 관리
제3부

1. 외국의 사법제도 및 정책자료 수집
사법제도나 정책자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있을 때 창의적인 해결책을 마련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구과제에 대한 선행 연구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정확하게 파악한
다. 연구책임자는 해당 분야에서 최신,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권위자를 찾아가서 인
터뷰를 하고 조언을 구한다. 외국 제도에 관한 연구자료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급적 외국에서 연수중인 전문가나 외국의 실무가·학자로부터 직접 입
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외국의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에 관한 연구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각 국가별로 관
련 자료를 축적해 나가고, 해외 연수법관이 작성한 연수보고서 등 해외 사법 자료를 효율적
으로 관리하여 활용한다. 수집한 해외사법자료, 내부 보고서 등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 자
료실을 운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축적된 자료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2. 유관기관과 문헌정보 네트워크 구성
국회전자도서관 등 유관 연구기관과 문헌정보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
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15. 5. 14.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교류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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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결하고 국회전자도서관 DB 이용을 위한 ID를 배정받아 자료실에 설치한 것(전용
회선 13개)을 비롯하여, 한국연구재단(NRF),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정책연구관리
시스템(PRISM), Westlaw, HeinOnline, Juris, Beck-Online, Eurolaw, LexisNexis
JC, LawinfoChina, EBSCOhost, 제일법규법률정보, TKC Law Library, 삼일아이닷컴,
KISS, eLabor, Dalloz(2016. 7.말) 등의 문헌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내외 각종 문헌검
색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III. 외부 전문가 협력 강화

1. 전문가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연구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연구진행 초기부터 연구과제별로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비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주제는 사법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연구원 내부의 연구 인력으로 충분한 토론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토론자로 선정한다. 전문가로부터 최근의 쟁점과 경향에 관한
코멘트를 듣게 되면 연구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구초기에 전문가와 인
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연구진행 시 필요한 조언, 자료 등을 얻고, 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
장시켜 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계획이다.

2. 과제자문전문가 위촉 및 합동연구반 구성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연구업무 수행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합동연구반을 구성하여 과제를 수행한다. 합동연구반 구성 및
임무, 활동계획서 제출, 활동내역 및 변동사항 보고,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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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IV. 통일을 준비하는 사법 연구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북한의 법
령 및 사법제도를 연구한다.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에 따라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하여 적
정한 사법적 해결방안 및 남북교류 관련 법제를 연구하고,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률 검토 및
사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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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연구계획

I. 2016년도 연구계획 수립 절차

1. 기초조사
가. 연구수요조사 실시
연구원장은 2016년도 연구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5. 9. 9.부터 2015. 9. 30.까지 법원
내부 및 외부의 연구수요를 조사하였다. 수요조사결과 법원 내부에서 법관 및 일반직 공무
원 24명의 제안자로부터 모두 33건의 연구주제를 제안받았고, 법원 외부에서 대한변호사
협회(임은경 변호사) 등 유관기관, 대한민국 학술원(김효전 회원) 등 연구기관, 한국공법학
회(김중권 회장) 등 유관학회,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옥무석 교수) 등 26명(일반 시민 5
명 포함)의 제안자로부터 모두 34건의 연구주제를 제안받았다.

나. 운영위원회 개최
연구원은 2015. 5. 13.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
을 심의하였다. 연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연구주제에 대한 간담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
여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고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하고,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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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원의 장점을 살려 비교우위에 있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
으며, 구체적으로는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와 재판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법교
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에 관한 연구, 사법 통계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
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 연구수요조사 간담회 개최
연구원은 2015. 11. 1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2곳의 시민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연
제3부

는 시민단체로부터 사법정책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소비자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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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 도입 등 소송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등이 개진
되었다.
2015. 11. 16. 연구수요조사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및 참석자의 성명은 다음과 같
다.

순번

기관명

참석자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삼수 법무팀장

2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주희 사회실장

3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최용상 사무국장

4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정지웅 실장

5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고주애 부장

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은경 상담위원

7

한국소비자시민모임

이은영 사무총장

8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영옥 사무총장

9

한국NGO학회

차명제 교수

10

한국YMCA전국연맹

심유경 팀장

11

한국YWCA연합회

차경애 회장

12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13

흥사단

문성근 정책국장

제3장 연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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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요조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일반 국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고 있

2016년 연구수요조사 간담회

라. 연구과제 관련 의견수렴
연구위원 전원으로부터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주제를 제안받았고
(12건),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부터도 연구주제를 제안받았으며(5건), 법원행정처로부
터도 각급 법원의 연구수요조사 결과를 취합한 연구주제를 추천받았다(15건). 위와 같이 운
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법원행정처로부터 모두 20건의 연구과제 추천을 받은 것을 포함
하면, 제안받은 연구과제는 모두 87건에 이른다.

2. 기본연구과제 선정
수석연구위원은 취합한 연구과제의 타당성, 공동연구 가능성, 선행연구와 차별성, 연구
목적의 달성 가능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3차의 검토회의를 거친 다음, 2016. 2. 18. 연구
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도 기본연구과제 21건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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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계획 수립
연구원장은 「2016년도 기본연구과제(안)」을 승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의 공신력
을 제고하고 사법정책연구원의 정체성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계획을 수립하였다.

II. 2016년도 연구계획
제3부

1. 2016년도 연구과제(21건)

사법정책연구원 활동 계획

순번

2
0
1
6
년

연구과제명

1

북한의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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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20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
원회(ITC), 특허청(USPTO)을 중심으로 ‐

21

프랑스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제도에 관한 연구

2. 연구과제 상세 내역
가. 북한의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통일 후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북한 신분등록제도의 현황을 분석함
- 남한은 2005년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2008년에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
도를 도입한 반면, 북한은 1955년에 호적제도를 폐지하였음
- 통일 후 북한 주민을 포함하여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대비책으로서 북한의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주요 연구내용
- 북한의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 통일 후 남북한 주민에 대한 신분등록제도를 통합한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운영하기 위
한 방안에 관한 연구

나. 주요 대법원 판결이 사회 변화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법의 지배(rule of law)’를 구현하기 위해서 주요 대법원 판결을 시대별, 분야별로 고찰
하고 그러한 판결이 사회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심층 분석함
- 대법원 판결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므로, 사회의 변곡점이 된 주요 대법원 판결
및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분석·정리함으로써 사회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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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위상을 파악할 수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대법원 판결 중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 판결을 선별하여 그 주요 내용을 소개
- 주요 대법원 판결 이후 나타난 구체적인 사회 변화 분석

다. 중재 관련 재판의 전문화를 위한 실무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중재 재판의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재판부, 전문법관의 양성 방안을
모색함

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주요 연구내용
- 각국의 중재사건 전문 법관 운영 실태
- 중재 관련 사건의 관할 집중 방안
- 중재전문재판부 내지 중재전문법관의 별도 선발 필요성 내지 구체적 개선 방안 제안

라. 각국의 법조일원화 제도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 임용을 위한 평가자료 축적 및 검증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관임용 이전의 법조 경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축적하고, 법조일원화에 부합
하는 임용절차에서의 검증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법조일원화에 따른 임용대상자에 대한 자료 수집의 필요성
- 각국의 객관적인 자료 수집 및 법조일원화에 따른 임용대상자의 검증을 위한 객관적인
검증 실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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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 관련 재판의 전문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현행 중재사건 처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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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조 윤리규범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법조일원화 환경에서 법조의 일원인 판사, 검사, 변호사가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법조일원화가 정착되면 변호사들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게 되고, 그 임용과정에서 변호
사 활동 중의 업무, 경제활동, 사생활 등이 공직자 윤리 기준에 적합하였는지가 문제
될 수 있음
- 미래의 법관 임용 대상인 법조 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공직 윤리 지침’이 요구됨
- 현행 법관윤리강령이나 변호사윤리규범 등은 다소 피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행
위규범으로 작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법조 윤리규범 제정의 필요성 고찰
- 각국의 법조 윤리규범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및 시사점 도출(구체적인 사안별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
- 법조 윤리규범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 그 활용 방안의 제안(구체적이고 각론적인 규
범 포함)

바. 시니어 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하여 원로법관 내지 퇴직법관의 인력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
을 제안함
- 법관들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일률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은퇴 후 생
활방식을 설계할 필요가 있고, 퇴직법관인력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발굴하여 그에 알맞
은 인력활용방안을 구상하고 이를 인력활용정책에 반영함
▣ 주요 연구내용
- 퇴직법관의 인력활용실태, 퇴직법관의 인력에 대한 다양한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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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퇴직법관의 인력 활용 실태 및 그 시사점
- 구체적 인력 활용 방안 제안

사. 피고인의 형벌 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양형의 적정화를 위해서 피고인의 형벌 감수성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
한 외국 실무례를 살피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양형과 관련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고려할 것인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 피고인의

제3부

▣ 주요 연구내용
- 각국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을 양형에 반영하는지 여부
- 우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형벌 감수성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관한 시사점 도출

아.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재판장설명서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사실심 충실화와 관련하여 국민참여재판에서의 효율적인 재판장 설명방안에 관한 논의
를 정리하고 모범 재판장설명서를 제안하고자 함
- 국민참여재판에서 개별사건마다 재판부가 만든 배심원설명서를 사용하고 있어, 해당 재
판부의 업무 처리에 적지 않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 국민참여재판에서 각급 재판부가 실무상 활용하고 있는 재판장설명서의 주요사례를 수
집·정리하고,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형사재판부에서 실무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
는 국민참여재판 재판장설명서의 기본 내용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현행 재판장설명 현황(사례) 분석, 모범 배심원설명서 개발의 필요성
- 각국의 재판장설명 현황(재판장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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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감수성을 양형에 반영할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 Manual of Model Criminal Jury Instructions for the District Courts of the
Ninth Circuit,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Criminal Jury Instructions 등 연방
법원, 주법원의 Criminal Jury Instruction 조사
- 형사재판부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 재판장설명서 제안

자. 민사소액재판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사실심 충실화를 위하여 민사소액재판의 개선 방안을 모색함
- 민사소액사건은 사건 수가 많고 일반 국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재판임에도 불구하
고 재판다운 재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으로 사법신뢰 저하의 한 요인으로 작용함
-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소액재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남소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사소액재판의 실무적 개선에 관한 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 각국 민사소액재판의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
▣ 주요 연구내용
- 민사소액재판의 현황 및 문제점(사건 관리 및 소송당사자의 재판 만족도 측면)
- 각국 민사소액재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및 시사점 도출
- 민사소액재판의 실무적·제도적 개선 방안 제안

차. 각국의 재판 중계 제도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재판에 관하여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재판 중계에 관한 요구
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재판 중계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각국의 재판 중계에 관한 현황과 그에 대한 평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재판 중계
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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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재판 중계에 관한 각종 규정 및 현황의 조사·분석
- 각국에서 재판 중계로 인한 긍정적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한 조사·분석
- 우리나라의 재판 중계 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

카. 해사(海事)법원 제도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해사법원 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의 도입 필요성 및 바람직한 모
습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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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해운, 항만 분야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해사사건을 위한 전문법원

부산을 중심으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있음
- 해사법원을 두고 있는 각국의 관련 제도를 연구하여 해사법원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지, 도입이 필요하다면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우리나라의 해사사건에 관한 재판 현황 및 문제점 조사·분석
- 해사법원 제도를 두고 있는 각국의 제도 및 평가 조사·분석
- 우리나라의 해사법원 제도에 관한 도입 필요성 및 바람직한 모습 도출

타. 대륙별 인권법원의 설립 경과 및 현황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국경을 초월하여 설치되거나 설치가 추진 중인 인권법원의 제도 전반 및 그에 대한 평
가를 조사·분석함
- 유럽인권법원, 미주인권법원, 아프리카인권법원, 아랍인권법원 등이 이미 설치 되었고,
최근에는 아시아인권법원의 설치가 추진되고 있음
- 국경을 초월한 인권법원의 설립 이유·구조·역할·현황 및 그에 대한 평가를 조사·분
석하고 아시아인권법원의 설립 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3장 연구계획

165

사법정책연구원 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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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유럽인권법원, 미주인권법원, 아프리카인권법원, 아랍인권법원의 설립 이유·연혁·조
직·구성원·역할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조사·분석
- 유럽인권법원, 미주인권법원, 아프리카인권법원, 아랍인권법원의 현황 및 평가 조사·
분석
- 아시아인권법원 등 새로운 인권법원의 설립 가능성 검토

파.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노동분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분쟁의 해
결을 위한 절차는 종래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
- 노동분쟁을 사건의 ‘처리’가 아닌 ‘해결’의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행 쟁
송절차는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 문제점과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유용하고 합리적인 분
쟁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현재 노동쟁송절차의 개요·현황 및 문제점, 특히 노동위원회 제도에 관한 부분 조사·
분석
- 각국에서 노동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특징 있는 제도의 조사·
분석
- 우리나라의 노동쟁송절차에서 신속·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예컨
대 절차적 특례규정이 필요한지 등 제도적 개선 방안 검토

하.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도입 후 2년이 지난 성년후견 제도의 현재까지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활성화
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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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 제도는 종래의 행위무능력 제도와는 이념적 기초를 달리하는 만큼 기존의 제
도적 장치와 실무는 큰 도움이 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성년후견제도의 중요성은 점
점 커지고 있음
- 도입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제도의 활
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도입 취지 및 개요, 실무 현황의 조사·분석
- 성년후견 제도의 시행 성과 및 문제점 조사·분석
- 각국의 유사 제도 및 특징 있는 제도적 장치 조사·분석

제3부

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분석하고 안정적
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
-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정에 맞추어 그들에 대한 사법적인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커
지고 있음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사법부가 소수자를 적극적으로 보호
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다문화 가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 분쟁의 현황 조사·분석
-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그들이 겪고 있는 법률적인
애로 사항 조사·분석
- 제도적인 사법적 지원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안 검토

너.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이후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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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도산절차를 거친 채무자들의 생활사를 조사·분석함으로써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사항
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함
- 2005년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대폭 늘어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들이 면책 결정
을 받은 후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새로운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지 여
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도산절차 이후의 생활사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통합도산법의 개요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 운영실무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 경험자들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그들의 생활사에 관한 조
사·분석
- 현행 제도의 성과·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적 및 운용 실태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
한 시사점 도출

더. 네덜란드의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 제도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효율적인 제도로 평가받는 네덜란드 사법제도의 특징을 연구하여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네덜란드의 사법제도는 효율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주요 국가들에 비하여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법조인 양성 제도와 관련하여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제도를
조화롭게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네덜란드의 사법제도를 연구하여 그 장점을 본받아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네덜란드 사법제도의 연혁 및 조직 등 개요 조사
- 네덜란드 사법제도의 특징 및 사회적 평가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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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시사점 도출

러. The Thirteen ‐ An Inside Look at the Most Prominent Government
Institution in Korea (대한민국 대법원에 관한 고찰)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는 최
고법원인 대법원의 주요 인물과 판결 등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임
- 대법원에 관한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소개하여 각국의 주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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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효과를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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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대법원의 인적 구성과 현황, 대법관 중 역사적인 인물 소개
- 대법원이 선고한 주요 판결 및 사건의 결론을 내리는 구체적인 과정 등 소개

머. 법률문헌 등의 인용 방법에 관한 연구 (증보 발간)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기존에 발간된 보고서에 비교법적인 연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존에 발간된 보고서는 비교법적인 연구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에 한정되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국가들에 대한 연구도 추가하고 주요 국가들에 대한 내용도 업데
이트하여 보고서의 활용 가능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러시아, 중국 등 여러 나라의 법률문헌 등 인용 방법 조사·분석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법률문헌 등 인용 방법 업데이트

버.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
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을 중심으로 -

제3장 연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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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
역위원회(ITC), 미국특허청(USPTO)의 소송실무는 국제적 특허소송에서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IP허브법원의 도입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법원으로서는 이를 자
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연방 법원의 법률심 심리방식, 전원합의체 제도(en banc), 준비서면 작성 방식 등
의 구체적인 쟁송실무 소개
▣ 주요 연구내용
- 2013년 한미지재소송 컨퍼런스 당시 미국 연방특허항소법원 판사들의 토론 녹음파일을
분석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소개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미국특허청(USP
TO)의 소송실무방식 조사 및 시사점 확인

서. 프랑스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제도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프랑스 사법제도를 최신의 관련 문헌과 전문가를 통하여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은 사법
의 국제화를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프랑스 사법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오래 전에 이루어진 것이며, 사법제도 전반
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았음. 현 시점에서 전반적인 프랑스 사법제도의 이론
과 실무를 고찰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과는 매우 다르게 독자적인 모습으로 발전해 온 프랑스
사법제도 중 특히 증거제도에 대한 연구는 비교법적으로 소중한 기초자료로서의 가치
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프랑스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제도에 대한 조사
-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제도에 대한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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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관련 법규
[법률 제14104호 2016. 3. 29. 일부개정]

법원조직법
제2편 대법원
제20조의2(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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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편 대법원의 기관
부록

제3장 사법정책연구원
제76조의2(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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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법정책연구원장 및 수석연구위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한다.
② 연구위원 및 연구원(이하 “연구위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사법정책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
이 임명한다.
1.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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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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비법관 연구위원등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76조의5(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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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법정책연구원
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
며 연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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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의8(준용규정)

사법정책연구원에 관해서는 제74조의4 및 제75조의 규정1)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수”
1) 법원조직법
제74조의4(교수요원의 파견)
①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원에 파견된 교수요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당을 지
급할 수 있다.
제75조(사무국)
① 사법연수원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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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위원등”으로 본다.
제76조의9(위임사항)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2041호, 2013.8.13>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②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③ 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
로 보한다.
④ 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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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제2512호

		

2013. 12. 31. 제정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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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의6에 따른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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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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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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는 사법정책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 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
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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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다.
⑤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
제7조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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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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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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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한다.

제4장 연구위원등
제11조 (연구위원등 임용자격)

① 법 제76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연구위원등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실적 또는 경력이 있어야 한다.
1.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통산 4년 이상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
무경력연수
2.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통산 2년 이상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
무경력연수
② 제1항에서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라 함은 전공분야 또는 그와 관련된 학과에
관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연수와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
사한 연수를, 실무경력연수라 함은 국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기타 산업체 등
에서 임용예정 전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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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
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심사의 실
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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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원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장 초빙연구위원 등
제14조 (초빙연구위원 임용절차 등)

① 법 제76조의5에 따른 초빙연구위원은 계약에 의해 연구원장이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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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
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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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택비 및 집기구입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연구요원의 파견요청)

① 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구원장이 외부기관에 연구요원의 파견을 요청하고자 할 때
에는 파견요청기관, 파견사유, 파견기간, 연구과제, 지급할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에 파견된 연구요원에게 지급할 수당은 연구기간, 연구의 난이도, 파견으로
인해 예상되는 수입의 상실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장
이 정한다.

부록

제6장 정책연구
제1절 연구계획
제16조 (연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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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구원장은 연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
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외부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연구수요조사와 관련하여 우수한 연구과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수행
제18조 (연구수행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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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연구수행은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연구책임자를 복수로 지정하거나, 합동연구반
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 (연구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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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구원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공
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공동연구 수행에 참여하는 외부의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게 예
산의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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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연구원장은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을 발간할 수 있다.
제23조 (연간 보고서의 국회 보고)

연구원이 법 제76조의7에 따라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연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
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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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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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학술대회 등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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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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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제27조 (위임규정)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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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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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연구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원내규로 정

II. 주요업무 일지(2015년)
2015

시행일

업무명

비고

2015년 시무식 및 신년하례

연수원 소강당

사무국장 인사발령

법원부이사관

『2015년도 연구계획』 대법원장님 승인

기본연구과제 20건

사무국 법원공무원 인사발령

법원주사 등 2명

1. 2.

1월

1. 5.
1. 12.

국회 파견연구위원 부임
1. 15.

제1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2. 12.

수석연구위원 인사발령

2. 12.~ 2. 24.
2월

3월

연구위원 및 사무국 업무보고

수석연구위원

2. 23.

법관연구위원 인사발령

선임연구위원 등 4명

2. 23.

속기사(전문임기제, 마급) 임명

속기사 1명

2. 28.

연구보고서 발간(3건)

[연구총서 2014-5~7호]

3. 3.

전문직연구위원 퇴임(4명)

3. 4.

정례회의 시행

3. 11.

협업연구 시스템 정비

3. 17.

연구위원실 구조 개편

3. 19.

제2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3. 26.

제3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4. 1.

주례 업무보고(월 09:30)
주간회의(월 10:00)
연구위원전체회의(화,목 10:00)

1인 1실 ⇨ 2인 1실

전문직연구위원 임명(4명)

박준선, 계인국, 하민경, 이학인 연구위원

수석연구위원 연구방법론 특강(1차)

대상 : 연구위원 전체

연구책임자 지정

기본 연구과제(20건)

친절, 부패방지, 성희롱예방 교육
4. 2.
제4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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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사법정책연구원 페이스북 개설

4. 9.

제5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4. 14.

사법정책연구원장 업무보고

4. 16.

제6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2015 연간보고서

대법원장님

2015

시행일

업무명
상고법원 및 사실심 충실화 설명회

비고
대상 : 연구위원 전체

4. 23.
제7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4월
4. 24.~ 4. 25.

사법정책연구원 워크숍

주제 : 2015년도 연구목표 및 연구방향

4. 30.

제8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5. 4.

연구보고서 책자 무료 배부 사업 시작

전자책(e-book) 무료 제공 등

운영위원 위촉 및 제1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2명 임명

사법정책포럼 개최(강연 : 권오곤 재판관)

주제 :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재판
실무의 제문제

5. 13.

제9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5. 14.
국회전자도서관 DB 이용을 위한 ID 배정

5월

PC 설치 완료

5. 21.

제10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5. 22.

강진중학생 법교육 및 모의재판 특강

5. 28.

제11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5. 29.

전문직연구위원 퇴직(1명)

전주열 연구위원

5. 31.

연구보고서 발간(4건)

[연구총서 2015-1~4호]

6. 5.

제12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6. 11.

제13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6. 18.

제14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6. 24.

특수자료 이관

6. 25.

제15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6. 30.

연구보고서 발간(3건)

7. 2.

제16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7. 8.

제2회 전문가 세미나 개최

주제 : 가사상담 발전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

7. 15.

제3회 전문가 세미나 개최

주제 : 상담위원이 바라본 가사사건 상담제
도 발전방안

7. 23.

제17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7. 31.

연구보고서 발간(3건)

황승태 법관연구위원
부록

6월

7월

사법정책연구원 서고(410호)

[연구총서 2015-6호 ~ 2015-8호]

[연구총서 2015-9~11호]

II. 주요업무 일지(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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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시행일
8. 3.

8. 7.
8월

업무명

비고

전문직연구위원 임명(1명)

안문희 연구위원

수석연구위원 연구방법론 특강(2차)

대상 : 연구위원 전체

제4회 전문가 세미나 개최

주제 : 각국 법원모욕제도의 시사점에 관한
논의

일본법조사위원 임명(1명)

강현주 조사위원

8. 21.
제18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8. 28.

전문직연구위원 퇴직(1명)

정채연 연구위원

8. 29.

목촌 김도창 박사 10주기 추모 학술대회
『한국 공법학의 과거, 현재, 미래』

공동주최: 사법정책연구원, 공법학회,
행정법학회, 행정판례연구회, 법제연구원

9. 3.

제19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9. 4.

일본 법학 교수연구진 방문

일본측: 가토 데쓰오 교수 등

9. 8.

2014년도 연간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수석연구위원이 국회 방문

9. 11.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규제개혁’ 공동학술
대회 개최

공동주최: 사법정책연구원, 한국규제법학
회,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MOU 체결(한국규제법학회)

9월
9. 14.

연구보고서 발간(1건)

[연구총서 2015-12호]

9. 16.

사랑나눔 봉사활동

아동복지시설 신애원 방문

9. 17.

제20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9. 21.

전문직연구위원 임명(1명)

9. 24.

제21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10. 6.

제22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10. 7.~ 10. 8.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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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정감사

10. 13.

제23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10. 19.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

10. 22.

제24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10. 23.

추계체육행사

10. 26.

MOU 체결(도산법연구회)

2015 연간보고서

이제우 연구위원

공동주최: 업무협약 체결기관 등 총 14개
기관

기상악화로 영화관람 및 만찬으로 프로그
램 변경

2015
10월

시행일

제25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10. 31.

대법원장기 전국법원 등산대회

경남 산청 동의보감촌

11. 2.

제5회 전문가 세미나 개최

주제 : 성폭력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
신문의 개선방안

11. 5.

제26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11. 9.

바람직한 사실심 심급구조의 설계 세미나
개최

단독주최

일반직 공무원 실무연구회 개최

주제 : 사무국 업무성과 현황 및 향후 과제

11. 16.

연구수요조사 간담회 개최

참가단체 : 시민단체 13곳

11. 19.

제27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11. 24.

UN특별보고관(마루즈끼 다루스만)의 사법
정책연구원장 면담

11. 26.

제28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11. 27.~ 11. 28.

통일사법정책연구반 워크숍 개최

부록

12월

비고

10. 29.

11. 13.~ 11. 14.
11월

업무명

11. 30.

연구보고서 발간(4건)

[연구총서 2015-13~16호]

12. 8.

제6회 전문가 세미나(비공개) 개최

주제 : 정식재판청구제도의 개선방안

12. 14.

북한주민의 인권과 사법적 지원방안 세미나 공동주최 : 사법정책연구원, UN인권사무
개최
소(서울)

12. 23.

사랑나눔 봉사활동

아동복지시설 신애원 방문

연구보고서 발간(1건)

[연구총서 2015-17호]

12. 30.

2015년 송년회

12. 31.

2015년 종무식

II. 주요업무 일지(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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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보고서 발간내역
(2016. 8. 31. 기준)

연구총서

보고서명

발간일

2014-01

재외국민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절차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4. 12. 30.

2014-02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4. 12. 30.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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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2. 30.

2014-04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2014. 12. 30.

2014-05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2015. 2. 27.

2014-06

2014-07

2015-01
2015-02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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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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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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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과 함께 하는 모의재판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모음집」 수록 ‐

2015. 2. 27.

2015. 2. 27.

2015. 5. 22.
2015. 5. 30.
2015. 6. 10.

2015-04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5. 5. 29.

2015-05

효율적인 증거개시 · 수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5. 6. 30.

2015-06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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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양형기준제도
‐ 양형기준제도의 법령 및 현황 ‐

2015. 6. 26.

2015. 7. 13.

2015-08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2015. 6. 30.

2015-09

커뮤니케이션학에 기초한 바람직한 법정 소통 방안에 관한 연구

2015. 7. 31.

2015-10

영국과 미국의 법관에 의한 중재 및 그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2015. 7. 17.

2015-11

2015-12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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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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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연간보고서

2015. 7. 24

2015. 9. 14.

연구총서

보고서명

발간일

2015-13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의 분석

2015. 11. 25.

2015-1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2015. 11. 13.

2015-15

각국 법원모욕의 제재 방식에 관한 연구

2015. 11. 27.

2015-16

가사사건의 상담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15.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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