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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은 2014. 1. 1. 대법원 소속 사법연구기관으로 설립된 후 독립 연구기관
으로서의 조직과 업무체계를 갖추고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오
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법원조직법 제76조의7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의 2016년도 활동 및 연구실
적과 2017년도의 연구 추진계획을 담은, 사법정책연구원의 세 번째 연간보고서입니다.

발 간 사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2014년에 대법원 산하 독립 연구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에도 불구하고 사법정책연구원은 바람직한 사법의 미
래를 제시한다는 소명을 가지고 실용성이 탁월한 연
구 결과를 다수 내놓았고, 이로써 사법부의 나아갈 방
향을 제시하는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서 위상을 확고
히 하였습니다.
또한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제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지금 이 시
점에 가장 필요한 연구과제가 무엇일지 살펴보고, 사법부가 사법부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가는 데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공모·선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꾸준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법정책연구원은 정책연구라는 본연의 사명 이외에도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교육기
관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법제도 및 사법서비스 향
상에 적극 기여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나아가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사법정책연구원이 되기 위하여 여러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해외 사법기관 및 학술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다양한 매체를 통한 연구결과의 홍보 등 국민과의 교류 및 소통 활
동 역시 게을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설립된 후 세 번째로 발간되는 이번 연간보고서에는 사법정책연구원이
2016년 및 2017년 상반기에 수행한 연구 실적 및 교류·협력 활동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장
차 사법정책연구원이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연간보고서
로써 2016년의 활동에 대하여 엄정한 평가를 받고, 이를 사법정책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소
중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사법정책연구
원이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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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 경과
제1부
사법정책연구원 현황

I. 설립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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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설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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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정 법원조직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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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원조직법(법률 제12014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법정책연구원의 설치 및 구성
○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정책연구원을
제1부

◦ 사
 법정책연구원에 원장 1명, 수석연구위원 1명,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두고(제76조의2
제1항), 연구원장 및 수석연구위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
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함 (제76조의3 제1항)
○연
 구위원 및 연구원은 ① 판사, ②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외국의 변호사 자격 포함),
③ 학사나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실적이나 경력이 있는 자, ④ 박
사학위 취득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
함 (제76조의3 제1항, 제2항)
○연
 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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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법정책연구원에 사무국을 설치함 (제76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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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 준비과정
가. 설립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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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함 (제20조의2)

대법원은 개정 법원조직법이 공포되자 즉시 사법정책연구원 설립 준비에 착수하여
2013. 9. 16. 법원행정처에 설립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설립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
원장으로, 기획조정실장·사법지원실장·사법정책실장·기획총괄심의관(간사)·전산정보
관리국장·인사총괄심의관·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 총괄교수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
었고, 구체적인 설립준비 실무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였다.
사법정책연구원 설립위원회의 회의일정과 안건은 아래와 같다.

설립위원회 회의일정
구분

개최 일자

안건

제1차

201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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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2013. 11. 14.

•연구조직 및 행정조직 구성 방안
•사법정책연구원과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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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법원조직법의 시행일(2014. 1. 1.) 이전에는 사법정책연구원의 개원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시설확보에 중점을 두고 설립 준비작업을 진행하였고, 아울러 연구주제에 대한 공
모절차를 진행하는 등 연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준비작업을 함께 병행하였다.

다. 사법정책연구원 시설 확보 및 홈페이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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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본관동 4층, 9층, 10층에 연구원장실 및 수석연구위원실, 연구위원실, 총무
과 및 연구지원과 사무실, 회의실, 연구자료실을 확보하였다. 또한 연구성과의 확산 및 연구
업무의 투명성을 위하여 사법정책연구원 개원에 맞춰 국문 홈페이지(https://jpri.scourt.
go.kr)를 개설하였다.
제1부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 3. 10.(월)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
하였다. 개원식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국
회의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그 밖에 학계 및 유관 기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
테이프 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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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
법적 소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의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목전의 문
제에 그때그때 대응하는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탄탄한 이론과 학문적 연구에 기초하여 장
기적, 근원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나아가야 할 사법의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산적한 사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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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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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시
각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공동의 성과를 이루어내야 하며, 연구의 전문성 및 수월성,
연구의 독창성과 자주성, 연구의 객관성과 현실성, 연구의 윤리성을 갖춘 연구를 수행하여
경쟁력을 갖춘 탁월한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는 뜻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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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연구원장(현 연구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호문혁 제2대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 개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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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출범한 이래 지난 2년 동안 27권의 매우 수준 높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10회의 학술
대회를 개최하는 등 연구기관으로서 초석을 다져왔다. 앞으로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사법정책에 관한 국내 연구의 중심이 됨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싱크탱크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여야 한다. 국민을 위한 미래 사법의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구공동체로서의 사법정책연구원을 만들어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제1장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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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막중한 사명감과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여 지혜를 모으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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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사법정책연구원 설립의 의의

I.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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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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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16 연간보고서

II. 연구의 목표 및 연구방향

연구
목표

1

제1부
사법정책연구원 현황

연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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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사법의 청사진을 제시할 중·장기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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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방향

2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전문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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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방향

3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을 위한 사법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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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사법정책연구원 설립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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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사법정책연구원의 기능

I. 개요

사법정책연구원은 법원조직법 제20조의2,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법원조직법 제76
조의9의 위임에 따라 대법원규칙 제2512호로 제정됨, 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와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를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매년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과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한다.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연구기관이
나 교육기관 등과 교류하고, 대학 교수 등을 초청하여 학술대회 등을 개최한다.

II. 정책연구

1. 연구계획
연구원장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다음 연도
의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매 연도 말까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운영규칙 제16조 제1항). 연구원장은 연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급 법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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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외부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
를 반영할 수 있다(운영규칙 제17조 제1항).

2. 연구수행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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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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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사법정책연구원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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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장은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고, 연구수행은 연구과제의 성격

III. 교류 및 협력

연구원장은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
을 할 수 있다(운영규칙 제24조). 또한 연구원장은 사법정책 및 사법부 관련 주요 사안에 관
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를 초청하여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등
을 개최하고,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를 교환하며, 전문성 강화와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상호 교류 및 협력한다(운영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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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사법정책연구원의 조직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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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조직도
		

대법원장

운영위원회

사법정책연구원장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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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원 현황

사법정책연구원은 원장 1명, 수석연구위원 1명, 연구위원 및 연구원으로 구성된다. 원
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
독한다. 수석연구위원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
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법원조직법 제
76조의2 제1, 2, 3항).
서울대 부총장,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 등을 역임한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가 초대
연구원장으로 취임하였고, 초대 수석연구위원은 이광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게 되
었다. 이후 2015. 2. 법관정기인사에 따라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수석연구위원
으로 전보되었고, 2016. 2. 1.부터 서울대 법과대학 학장 및 초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
사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을 역임한 호문혁 서울대 명예교수가 제2대 연구원장으로 취
임하였으며, 2017. 2. 법관정기인사에 따라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수석연구위
원으로 새로 전보되었다.
현재(2017. 4. 30. 기준) 연구조직은 특정직(법관) 연구위원 10명, 전문직 임기제 연구
위원 8명, 임기제 조사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조직은 법원부이사관 1명 등 일반
직 직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원부이사관은 사무국장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연구심
의관으로서 수석연구위원이 지정한 연구업무를 수행한다(운영규칙 제13조 제2, 3항).

사법정책연구원 인원구성표
(2017. 4. 30. 현재)

구분
정무직
특정직＊
(현원 10)

임기제
(현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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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현원

과부족

연구원장

1

1

0

수석연구위원

1

1

0

선임연구위원

2

2

0

법관연구위원

7

7(1)

0

전문직연구위원

8

8(5)

0

초빙연구위원

1

0

△1

비고

가급(7), 나급(1)

구분

정원

현원

과부족

비고

조사위원

0

2(1)

2

일반임기제7호

속기사

1

1(1)

0

법원부이사관

1

1

0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2

2

0

법원사무관

1

0

△1

법원주사

1

2

1

법원주사보

2

2(1)

0

법원서기

3

3

0

등기서기

0

1(1)

1

법원서기보

1

1

0

사서서기보

1

1(1)

0

행정주사보 또는 속기주사보

2

0

△2

행정주사보

-

5(5)

5

행정서기 또는 속기서기

-

4(3)

4

행정서기보 또는 속기서기보

8

0

△8

관리서기

-

1

1

관리서기보

3

2

△1

파견연구위원

1

1

0

47

48(19)

1

임기제
(현원 11)

파견직＊＊
계

사법정책연구원 현황

일반직
(현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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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25
•현원 : 25
•육아휴직 : 2
-등기서기(1)
-행정서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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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은 여성 숫자임

△ 결원

III. 연구조직 구성

1. 개요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조직으로 사법제도 센터, 재
판제도 센터, 해외사법 센터, 통일사법 센터가 논의되어 왔다. 이후 사법정책연구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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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과정에서, 법학과 인접학문의 유기적·통합적 연구를 통한 미래 사법의 연구가 필요
하다는 점에서 통합사법 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이해 증
진을 위한 법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법교육 센터의 설치가 추진되었다.

2. 연구센터
가. 미래사법정책 센터
사법제도와 재판제도의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연구 등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모
습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분야의 과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미래사법정책 센터는 연구센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내부적으로 사
법제도팀과 재판제도팀으로 나뉜다.

나. 통합사법 센터
통합사법 센터는 법학과 인접학문(법철학, 법사학, 법심리학, 법사회학, 법경제학 등 기
초법학 및 언론학)의 유기적·통합적 연구를 담당한다.

다. 통일사법 센터
통일 후의 사법부를 지원하기 위한 통일 대비 사법 연구, 북한 사법제도 연구 등을 담당
한다. 북한의 기본적인 법률 및 사법제도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우리와 북한의
사법제도 차이로 말미암아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사법질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
기적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통일 후 부동산법제와 가족법제 등
의 정비·통합방안, 남북교류협력지역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분쟁의 처리방안, 통일 후
사법 조직과 인력의 정비·통합방안 등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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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외사법 센터
국제규범, 외국 사법제도 연구 등의 해외사법연구와 해외와의 교류 업무를 담당한다.
연구의 전제가 되는 해외 법령이나 해외제도의 조사업무, 국제학술교류를 통한 공동연구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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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수행한다.

마. 법교육 센터
국민의 사법 이해와 신뢰 제고를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3. 연구위원별 담당 사무 분장
현재(2017. 4. 30.) 호문혁 연구원장, 강영수 수석연구위원, 고상근 파견연구위원을 제
외한 20명의 연구·조사위원은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 취지, 중점 연구과제의 성격, 연구
위원 개인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크게 미래사법정책 센터(9명), 통합사법·통
일사법·해외사법·법교육 센터(8명), 기획·조사 업무(3명)로 나뉘어 연구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가. 미래사법정책 센터 (9명)
직위

성 명(기수)

선임연구위원

홍진표(29)

사법·재판제도 연구 총괄

(미국)

김윤정(32)

재판제도 연구

(가사, 일본)

오규성(33)

재판제도 연구

(미국)

김주경(34)

사법제도 연구

(미국)

하상익(34)

사법제도 연구, 기획·공보

(지재, 독일)

법관연구위원(4)

사무분담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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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 명(기수)

전문직 연구위원(3)

연구담당관

사무분담

비고

계인국

사법·재판제도

(행정, 독일)

김정환

사법·재판제도

(민소)

하민경

사법·재판제도

(형사, 미국)

조호성

사법·재판제도

법원사무관

나. 통합사법·통일사법·해외사법·법교육 센터 (8명)
직위

성 명(기수)

사무분담

선임연구위원

염호준(29)

통합사법·통일사법·해외사법
·법교육 연구 총괄

(지재, 미국)

오세용(32)

통일사법·해외사법 연구

(도산, 중국)

표현덕(33)

통합사법·법교육 연구

(벨기에)

이혜영

통합사법·법교육 연구

(국제법, 미국)

송현정

통합사법·법교육 연구

(미국헌법, 미국)

이제우

통합사법·법교육 연구

(민법, 러시아)

안문희

통일사법·해외사법 연구

(가족법, 프랑스)

변지영

통일사법·해외사법 연구

(영미법, 미국)

법관연구위원(2)

전문직 연구위원(5)

비고

다. 기획·조사 (3명)
직위

성 명(기수)

기획연구위원

모성준(32)

연구기획, 행정지원

(미국)

법관

최유나

일본법 관련 조사·번역 등

(일본)

변호사

서용성

독일법 관련 조사·번역 등

(독일)

조사위원(2)

IV. 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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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담

비고

1. 운영위원회
가. 기능 및 구성

운영위원회를 둔다(법원조직법 제76조의6 제1항). 운영위원회는 연구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연구원의 연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
의한다(운영규칙 제5조). 연구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
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연구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운영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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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법원조직법 제76조의6 제2항, 운영규
칙 제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운영규칙 제4조 제1항).
2017. 4. 30. 현재 위촉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다(가나다순).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2017. 4. 30. 기준)

구분

성명

위원장

권오곤

한국법학원 원장·김앤장 국제법연구소 소장
[前 ICTY(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

부위원장

김건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자혜

한국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박기태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

오정환

MBC 보도본부 본부장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태종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

심준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유상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위원(7인)

소속/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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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법정책연구원에

나. 2016년 운영위원회 회의
2016. 6. 14. 사법정책연구원 중회의실에서 2016년도 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연
구원의 운영과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였다. 심의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연구과제의 집중성이나 체계성이 두드러지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연구과제의 우선순위
를 정해서 사법부나 관련 기관에 도움이 될 연구에 집중함이 필요하고, 연구주제 사이의 유
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선행연구가 후행연구의 발전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
견 등이 제시되었다.

2016년 운영위원회

다. 2017년 운영위원회 회의
2017. 4. 27.(목) 10:00 사법정책연구원 중회의실에서 2017. 3. 28.자로 신규위촉된 3
인의 운영위원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2017년도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권오곤 운영위
원장을 포함하여 8인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정책연구원의 2016년도의 성과 및
2017년도의 운영·연구방향에 관하여 진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운영위원들은 사
법정책연구원의 연구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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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원 운영 관련 개선방안뿐만 아니라 중요하고도 시의적절한 연구주제까지 제안하
였다. 구체적으로, 운영위원들은 ① 학계, 실무계, 언론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
여 사법정책연구원의 귀중한 연구성과가 널리 알려지도록 하고, ② 각 센터별로 연구위원
을 보충하고 연구위원들의 재직기간을 보다 장기화함으로써 기존 연구 결과에 대한 지속적

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및 국가기관 등과도 공동 학술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학술적 접근을 확대하고, ④ 재판실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제도개선
에 즉시 반영될 수 있는 주제를 발굴하고, ⑤ 보다 폭넓은 대국민 소통을 위하여 뉴스레터
형식의 연구보고서 요약본 발간 및 e-pub 형식의 전자책 제공 등, 여러 가지 심도 있고 건
설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자문위원회
가. 설치근거
연구원 운영개선과 발전에 관해 연구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운영규칙 제26조 제1항). 자문위원회는 공동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자문

제4장 사법정책연구원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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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후속 연구 및 오랜 연구기간이 소요되는 연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③ 학술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조계·학계·언론 등 각계의 인사 중에서 연구원장이 위촉하고, 연구원장은 당연직 위원
장이 된다(사법정책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나. 현황
사법정책연구원이 개원한 2014년에 26명의 자문위원이 위촉되어 2014. 12. 25. 자문
위원 20명이 참석한 첫 자문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2015년도에는 자문위원회가 개
최되지 않았고, 2016. 12. 14. 자문위원 8명이 참석한 2016년도 자문위원회가 개최되었다.
2014년에 위촉된 자문위원들의 임기는 현재 모두 만료되었고(2016. 12. 25. 임기만료)
그 후 자문위원의 재위촉 및 신규위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운영위원회와의 관계를
재설정 내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외부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즉, 운영위원회는 법원
조직법 제76조의6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이에 따라 9명의 운영위원이 매년 사
법정책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에 관하여 심의하고 있다. 반면 자문위원회는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6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설치 및 개최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고, 자문대상 역
시 연구원의 ‘운영개선과 발전’으로 되어 있어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상당 부분 중복된
다. 또한 자문위원회의 위원 수가 많아 효과적인 회의진행이 어렵고 자문위원들의 참여율
이 저조하다는 실무적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은 현재 ① 운영위원회 위원을 소규모로 증원하는 대신 자문
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안, ② 운영위원회를 현상 유지하되 자문위원회 위원수를 줄이는 방
안, ③ 두 위원회를 모두 현상 유지하되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운영위원회와 차별화하는 방
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3.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가. 기능 및 구성
사법정책연구원은 연구과제의 선정 및 수행, 연구결과의 평가, 연구보고서의 발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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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연구과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 내에 연구
과제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수석연구위원
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은 연구기획실장 1명, 선임연구위원 2명, 법관 연

명으로 하며 연구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구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사법정책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5조, 제6조).
2017. 4. 30. 현재 연구과제심의위원회 위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연구과제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2017. 4. 30. 기준)

구분

성명

소속/직위

위원장

강영수

수석연구위원

홍진표

선임연구위원

염호준

선임연구위원

박찬익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김영진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김윤정

연구위원(판사)

김정환

연구위원(전문직)

조호성

연구담당관(법원사무관)

모성준

기획연구위원

위원
(7인)

간사

나. 연구과제심의위원회 회의
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연간 연구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개별 연구
과제별로 연구의 진행 단계에 따라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심의하며, 최
종보고서의 발간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연구과제의 진행 정도에 따라 수시로 개
최되고 있으며, 2015년에 29회, 2016년에 19회의 심의위원회 회의가 각 개최되었고, 2017
년에 들어서도 4월까지 이미 4회의 연구과제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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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위원 1명, 전문직 연구위원 1명,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2명 및 연구원 소속 법원공무원 1

V.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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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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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과

2. 도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연구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연구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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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개선 및 발전 방향

사법정책연구원은 개원 초기에 다양한 분야의 사법정책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 분야를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이를 담당할 5개의 센터(미래사법정책 센터, 통합사법 센터, 통일사법
센터, 해외사법 센터, 법교육 센터)를 사법정책연구원 내부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5개의 센
터에 배치될 연구위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과제의 시급성, 연구위원의 전문성 등을 고
려하여 ‘미래사법정책 센터’와 ‘통합사법·통일사법·해외사법·법교육 센터’의 2개 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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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연구를 수행해 왔다. 또한 사법정책연구원의 기능 및 규모를 감안할 때 연구기획 업
무를 전담할 연구기획실이 필요함에도 역시 연구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연구기획실이 설치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일부 연구위원이 연구업무 이외에 연구기획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넉넉지 않은 인력사정에도 불구하고 사법정책연구원은 연구위원들의 열

에서도 고르게 뛰어난 연구성과를 달성해 왔다.
다만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장차 통합사법, 통일사법, 해외사법, 법교육 분야에 대한 연구수요가 늘어날 것
은 명백히 예견되므로, 사법정책연구원은 연구분야의 전문화와 심층화, 연구결과의 내실
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연구인력의 확보 및 연구 기반시설의 확대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제4장 사법정책연구원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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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노력에 힘입어 미래사법정책 분야 이외에 통합사법, 통일사법, 해외사법, 법교육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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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위해 설립되었으므로(
법원조직법 제20조의2), 정책연구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존립 근거이자 핵심 업무이다. 이를
위해 사법정책연구원은 개원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업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고, 그 결과 현재 연구과제 발굴부터 연구보고서 발
간에 이르기까지의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완비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3년이라는 짧은 기
간 내에 40권이 넘는 깊이 있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실무와 이론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한편 학계와의 긴밀한 교류를 통하여 사법제
도 및 재판제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기 위해 사법정책연구원은 다수의 학술행사를 주
최 및 후원해 오는 한편 다수의 대학, 학회 및 연구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는 사법정책연구원의 2016년 주요 활동을 정책연구, 교류·협력, 연구원 내부
소통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본다(본 연간보고서 작성 기준일이 2017. 4. 30.임을 고려하여
2017. 4.까지의 주요 활동도 포함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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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업무의 개괄적 흐름

1. 연구수요 조사 및 간담회
연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
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외부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운영규칙 제1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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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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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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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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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연구실시계획서, 착수 · 중간 · 최종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실시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업무내규 제12조). 연구의 각 진행 단계에 따라 ① 연구 착수시 연구의 전반적인 방향
을 보고하기 위한 착수보고서, ②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그 진행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중간보고서 및 ③ 연구가 종료되었을 때 그 연구결과물인 최종보고서를 연구과제심의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연구업무내규 제15조, 제16조, 제23조).
연구일정에 따라 착수·중간·최종보고서는 일괄하여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착수·

제2장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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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서에는 연구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적절한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그때까지의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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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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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업무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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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수요
조사

•법원 내 · 외부 연구수요조사

② 연구목표
설정

•연구원장이 연구목표와 방향 설정

연구업무 내규 §4

③ 연구과제
발굴

•선임위원이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수석위원에게 보고

연구업무 내규 §7

④ 연구과제
선정

•연구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수석위원 과제선정
•연구원장 선정승인

2016 연간보고서

운영규칙 §17

연구업무 내규
§8, 9

•연구원장이 다음 연도 연구계획 수립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 승인

⑥ 연구책임자
지정

•수석위원이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 지정

⑦ 실시계획서
제출

•선임위원을 거쳐 수석위원에게 제출
•연구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연구원장 승인

⑧ 착수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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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중간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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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최종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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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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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 연구보고서
발간

•연구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우수연구보고서 선정
•연구원장 발간결정

운영규칙 §16

운영규칙 §18
연구업무 내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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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간
연구계획 수립

연구업무 내규
§15, 18

연구업무 내규
§16, 18

연구업무 내규
§23, 24

연구업무 내규
§21, 24

운영규칙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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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2016년도 연구과제 선정 절차

1. 연구수요조사 실시
연구원장은 2016년도 연구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5. 9. 9.부터 2015. 9. 30.까지 법원
내·외부를 상대로 연구수요를 조사하였다.

2. 의견 수렴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사법정책연구원은 2015. 5. 13.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였다. 연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연구주제에 대한 간담회 또는 세미
나를 개최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고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하고, 사법정책연구원의 장점을 살려 비교우위에 있는 연구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와 재판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법교육 프로
그램 및 교재개발에 관한 연구, 사법 통계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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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수요조사 간담회 개최
사법정책연구원은 2015. 11. 1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3개 시민단체 대표자가 참
가한 가운데 연구수요조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법정책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집단적인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 도입 등 소송제도 개
선에 관한 의견 등이 개진되었다. 연구수요조사 간담회에 참가한 시민단체 및 참석자의 성
명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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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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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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과제 관련 기타 의견수렴 절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원으로부터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주
제를 제안받았으며(12개), 그 밖에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5개), 법원행정처(15개)로부
터도 연구주제를 추천받았다.

5. 2016년도 기본연구과제 최종 선정(21건)
사법정책연구원 내부의 3차례 검토회의를 거친 후 2016. 2. 18. 개최된 연구과제심의
위원회의 심의와 연구원장의 승인을 거쳐 2016년도 기본연구과제 21건이 최종적으로 선
정되었다.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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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1

북한의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2

주요 대법원 판결이 사회 변화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3

중재 관련 재판의 전문화를 위한 실무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4

각국의 법조일원화 제도 연구

5

법조 윤리규범에 관한 연구

6

시니어 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7

피고인의 형벌 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8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재판장설명서에 관한 연구

9

민사소액재판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10

각국의 재판 중계 제도에 관한 연구

11

해사(海事) 법원 제도에 관한 연구

12

대륙별 인권법원의 설립 경과 및 현황에 관한 연구

13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14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15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 연구

16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이후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

17

네덜란드의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2016 연간보고서

순번

연구과제명

18

The Thirteen – An Inside Look at the Most Prominent Government Institution in Korea(대한민국
대법원에 관한 고찰)

19

법률문헌 등의 인용 방법에 관한 연구 (증보 발간)

20

미국 특허쟁송실무방식에 관한 연구 –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미
국특허청(USPTO)을 중심으로 -

21

프랑스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제도에 관한 연구
제2부

6. 2016년도 기본연구과제의 제안 취지 및 연구 필요성
(1) 북한의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통일 후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북한 신분등록제도의 현황을 고찰함
○남
 한은 2005년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2008년에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
도를 도입한 반면, 북한은 1955년에 이미 호적제도를 폐지하였음
○통
 일 후 북한 주민을 포함하여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대비책으로서 북한
의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주요 연구내용
○ 북한의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북
 한의 신분등록제도 관련 법령
○북
 한의 신분등록제도 운영 현황
○남
 한의 신분등록제도와의 비교
○통
 일 후 북한 주민을 포함하여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통
 일 후 북한 주민을 포함하여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
제점 및 해결 방안

(2) 주요 대법원 판결이 사회 변화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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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법의 지배(rule of law)’를 구현하기 위해서 주요 대법원 판결을 시대별, 분야별로 고
찰하고 그러한 판결이 사회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함
○ 대법원 판결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임
○ 사회의 변곡점이 된 주요 대법원 판결 및 그로 인한 사회 변화를 분석·정리함으로써
사회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법원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 광복 이후 주요 대법원 판결 선별 및 주요 내용 분석
○ 주요 대법원 판결 이후 나타난 구체적인 사회 변화 분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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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재 관련 재판의 전문성 제고에 대한 요구 증대
○ 현행 중재사건 처리 실무에 대한 보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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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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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료 축적의 필요성
○ 법조일원화에 부합하는 임용절차에서의 검증 과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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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법조일원화에 따른 임용대상자에 대한 자료 수집의 필요성
○ 각국의

객관적인 자료 수집 및 법조일원화에 따른 임용대상자의 검증을 위한 객관적
인 검증 실태
○시
 사점 도출

(5) 법조 윤리규범에 관한 연구

제2부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법조일원화가

정착되면 변호사들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게 되고, 그 임용과정에서 변
호사 활동 중의 업무, 경제활동, 사생활 등이 공직자 윤리 기준에 적합하였는지가 문
제될 수 있음
○미
 래의 법관 임용 대상인 법조 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공직 윤리 지침’이 요구됨
○현
 행 법관윤리강령, 변호사윤리규범 등은 다소 피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행위
규범으로 작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법조 윤리규범 제정의 필요성 고찰
○각
 국의 법조 윤리규범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및 시사점 도출
○구
 체적인 사안(사례)별 질의응답의 축적(예: 동창회에서 골프를 갔는데 변호사 친구와
만났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우
 리 법조 윤리규범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 및 그 활용 방안의 제시
○법
 조윤리에 관한 구체적이고 각론적인 규범의 제안

(6) 시니어 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하여 원로법관 내지 퇴직법관의 인력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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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일원화 환경에서 법조의 일원인 판사, 검사, 변호사가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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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함
○ 법관들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일률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은퇴 후
생활방식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퇴직법관의 인력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발굴하여 그에 알맞은 인력의 활용 방안을 구
상하고 인력활용 정책에 반영함

▣ 주요 연구내용
○ 퇴직법관의 인력 활용 실태, 퇴직법관의 인력에 대한 다양한 수요
○ 각국의 퇴직법관 인력 활용 실태 및 그 시사점
○ 구체적 인력 활용 방안 제안
○ 사회공헌, 프로보노 등

(7) 형벌 감수성(수용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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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형에 있어 신분상 불이익을 고려할 것인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있음(광주지방법원
의 의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벌금 선고 등)
○ 피고인의 형벌 감수성을 양형에 반영할 것인지에 관한 검토 필요

▣ 주요 연구내용
○ 각국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형벌 감수성을 양형에 반영하는지 여부
○ 실무 현황, 반영 가부에 관한 이론적, 실체법적 근거 검토
○ 우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형벌 감수성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관한 시사점 도출

(8)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재판장설명서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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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심 충실화와 관련하여 국민참여재판에서의 효율적인 재판장설명방안에 관한 논의
를 정리하고 모델(모범) 재판장설명서를 제안하고자 함
○ 국민참여재판에서

개별사건마다 재판부가 만든 배심원설명서를 사용하고 있어, 해당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국
 민참여재판에서 각급 재판부가 실무상 활용하고 있는 재판장설명서의 주요 사례를
수집, 정리하고,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형사재판부에서 실무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제2부

있는 국민참여재판 재판장설명서의 기본 내용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현행 재판장설명 현황(사례) 분석, 모범 배심원설명서 개발의 필요성
○각
 국의 재판장설명 현황(재판장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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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사재판부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 재판장설명서의 기본 내용 제시
○모
 범 재판장설명서 개발
○고
 의, 과실, 위법성, 책임능력, 증거법칙 등
○범
 죄별 구성요건에 관한 내용

(9) 민사소액재판실무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사실심 충실화를 위하여 민사소액재판실무의 개선 방안을 모색함
○ 민사소액사건은

사건 수가 많고 일반 국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다운 재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으로 사법신뢰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함
○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소액재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남소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음
○민
 사소액재판의 실무적 개선에 관한 대책 마련 필요
○각
 국 민사소액재판의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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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민사소액재판의 현황 및 문제점(사건 관리 측면, 소송당사자의 재판 만족도 측면)
○ 각국 민사소액재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및 시사점 도출
○ 민사소액재판제도의 실무적 개선 방안 제안

(10) 각국의 재판 중계 제도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각국의 재판 중계에 관한 현황·평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재판 중계 제
도의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재판에 관하여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재판 중계에 관한 요
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재판 중계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각국의 재판 중계에 관한 현황과 그에 대한 평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재
판 중계 제도의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각국의 재판 중계에 관한 각종 규정 및 현황의 조사·분석
○ 각국에서 재판 중계로 인하여 발생한 긍정적인 효과 및 문제점 조사·분석
○ 우리나라의 재판 중계 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 도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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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서 해운, 항만 분야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해사사건을 위한 전문법원
이 없어 그에 관한 소송이 지연되고 신뢰도가 낮다는 비판이 있고, 실제로 최근에 부산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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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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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우리나라의 해사사건에 관한 재판 현황 및 문제점 조사·분석
○해
 사법원 제도를 두고 있는 각국의 제도 및 평가 조사·분석
○우
 리나라의 해사법원 제도 도입 필요성 및 바람직한 모습 도출

(12) 대륙별 인권법원의 설립 경과 및 현황에 관한 연구
제2부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국경을 초월하여 설치되거나 설치가 추진 중인 인권법원의 제도 전반 및 그에 대한 평

○유
 럽인권법원, 미주인권법원, 아프리카인권법원, 아랍인권법원 등이 이미 설치되었고,
최근에는 아시아인권법원의 설치가 추진되고 있음
○국
 경을 초월한 인권법원의 설립 이유·구조·역할·현황 및 그에 대한 평가를 조사·
분석하고 아시아인권법원의 설립 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유럽인권법원, 미주인권법원, 아프리카인권법원, 아랍인권법원의 설립 이유·연혁·조
직·구성원·역할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조사·분석
○유
 럽인권법원, 미주인권법원, 아프리카인권법원, 아랍인권법원의 현황 및 평가 조사·
분석
○아
 시아인권법원 등 새로운 인권법원의 설립 가능성 등의 검토

(13)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노동쟁송절차가 차지하는 중요성 및 처한 현황에 비추어 현재의 쟁송절차에 비하여 보
다 효율적인 제도적 개선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노
 동분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노동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는 종래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유용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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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조사·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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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분쟁을 사건의 ‘처리’가 아닌 ‘해결’의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현재
의 쟁송절차로는 그에 부응하기에 여러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전체적이
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주요 연구내용
○ 현재 노동쟁송절차의 개요·현황 및 문제점, 특히 노동위원회 제도에 관한 부분 조사·
분석
○ 각국에서 노동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특징 있는 제도의 조사·
분석
○ 우리나라의 노동쟁송절차에서 신속·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예컨
대 절차적 특례규정이 필요한지 등 제도적 개선 방안 검토

(14)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도입 후 2년이 지난 성년후견 제도의 현재까지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활성화
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모색함
○ 성년후견 제도는 종래의 행위무능력 제도와는 이념적 기초를 달리하는 만큼 기존의 제
도적 장치와 실무는 큰 도움이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음
○ 도입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그동안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제도
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도입 취지, 개요, 실무 현황의 조사·분석
○ 성년후견 제도의 시행 성과 및 문제점 조사·분석
○ 각국의 유사 제도 및 특징 있는 제도적 장치 조사·분석
○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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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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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문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정에 맞추어 그들에 대한 사법적인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커
제2부

지고 있음
○다
 문화 가정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소수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사법

▣ 주요 연구내용
○ 다문화 가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 분쟁의 현황 조사·분석
○다
 문화 가정 구성원들과의 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해 그들이 겪고 있는 법률적인 애로
사항 조사·분석
○제
 도적인 사법적 지원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안 검토

(16)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이후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도산절차를 거친 채무자들의 생활사를 조사·분석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데 시사
점을 도출함
○2
 005년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대폭 늘어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들이 면책 결
정을 받은 후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새로운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성공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음
○도
 산절차 이후의 생활사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통합도산법 시행의 취지·개요·실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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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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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네덜란드의 사법 제도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효율적인 제도로 평가받는 네덜란드 사법 제도의 특징을 연구하여 우리나라 사법 제도
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네덜란드의 사법 제도는 주요 국가의 제도에 비하여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효율적으로 평가받고 있고, 특히 법조인 양성 제도와 관련하여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제도를 조화롭게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됨
○ 네덜란드의 사법 제도를 연구하여 그 장점을 본받아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 개선에 관
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네덜란드 사법 제도의 연혁, 조직 등 개요 조사
○ 네덜란드 사법 제도의 특징 및 사회적 평가 조사·분석
○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시사점 도출
※ 향후 중점 연구내용을 특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임

(18) The Thirteen – An Inside Look at the Most Prominent Government Institution in
Korea (대한민국 대법원에 관한 고찰)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 대법원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법원의 주요 인물 및 판결, 조직 등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소개함
○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게 우리의 법제도를 널리 알리는 것도 필요한데 그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소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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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에 관한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소개하여 각국의 주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음

▣ 주요 연구내용
○ 우리나라 대법관 중 역사적인 인물 소개
○대
 법원이 선고한 주요 판결 및 사건의 결론을 내리는 구체적인 과정 등 소개
제2부

○대
 법원의 인적 구성과 현황 소개

(19) 법률문헌 등의 인용 방법에 관한 연구(증보 발간)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기존에 발간된 보고서에 비교법적인 연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
 존에 발간된 보고서는 비교법적인 연구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에 한정되
어 있음
○그
 외에 다른 국가들에 대한 연구도 추가하고 주요 국가들에 대한 내용도 업데이트하여
보고서의 활용 가능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러시아, 중국 등 여러 나라의 법률문헌 등의 인용 방법 조사·분석
○미
 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법률문헌 등의 인용 방법 업데이트

(20) 연방특허항소법원(CAFC)의 소송실무방식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CAFC의 소송실무를 국내에 소개
○ IP 허브법원을 추구하고 있는 한국 특허법원에 실무적 자료를 제공
○전
 형적인 법률심의 심리방식을 소개(1심 사실심 강화 및 항소심 법률심 성격 강화에 참
고자료)
○미
 국 연방 항소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원합의체 제도(en banc)의 소개
○미
 국 연방 법원의 준비서면 작성 방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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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연구자료)
○ 2013년 한미지재소송 컨퍼런스 당시 미국 연방특허항소법원 판사들의 토론 녹음파일
분석(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귀중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므로, 적절한 범위에서
소개), 해외사법자료 등

(21) 프랑스의 사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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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전에 이루어진 것이며, 사법제도 전반에 걸쳐
서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았음. 현 시점에서 전반적인 프랑스 사법제도의 이론과 실
무를 고찰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과는 매우 다르게 독자적인 모습으로 발전해 온 프랑스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 미래사법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프랑스 각 법원(일반법원, 행정법원, 특별법원)에 관하여 역사적 고찰을 한 후, 그 지
위에 관한 현황과 미래의 전망을 하고, 상호관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미래 사법제도
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함
※ 향후 중점 연구내용을 특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임

III. 연구보고서 발간

1. 연구보고서 발간절차
가. 최종보고서에 대한 심의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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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는 최종보고서를 연구과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장(수석연구위원)은
최종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연구업무내규 제23조). 연구
과제심의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방법 및 평가시기 등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
으며, 위원장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심의 및 평가결과를 연구원장에게 보고한다(연구업무내
규 제22조, 제23조 제2항, 제25조, 제26조).
제2부

나. 연구보고서 발간에 관한 심의
연구과제심의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심의를 마치고 위원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
를 실시한 후, 연구보고서로서 발간할 것인지 여부 등을 심의한다(연구업무내규 제6조 제
1항 제4호). 이 때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최종보고서 심의와 연구보고서 발간 심의를
동시에 진행한다.

다. 연구원장의 연구보고서 발간 결정
연구원장은 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참고하여 발간 여부를 결정한다(연구업무
내규 제26조). 연구원장이 연구보고서의 형식, 내용구성 등 발간에 관한 사항 중 중요사항
을 결정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과제심의위원회에서 연구보고서의 형식, 내용구성
등에 관하여 심의할 수도 있다.

라. 발간준비 및 출판업체 선정
연구책임자는 연구보고서 내용구성에 필요한 사항(국문·영문 초록 등)을 작성하고, 사
무국(연구지원과)에서 출판업체 후보를 물색하여 수석연구위원, 연구원장의 결재를 받아
업체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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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에 발간된 연구보고서(16권, 발간일 기준)
(1) 전문가 감정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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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기술의 발달과 가치관의 다양화에 따라 현
대 사회는 점점 전문화되고 복잡해지고 있고, 그에 따
라 소송의 내용도 변화하고 있다. 법관이 모든 전문
분야에 관한 지식을 갖출 수는 없으므로 사건을 올바
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감정제도를 오랜 기간 동안 활
용해왔고, 2007년부터는 전문가의 지식을 소송에 반
영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
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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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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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추어 이를 적절하게 운영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 중 독일, 일본, 프랑
스는 전문가 집단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고 이를 토대로 감정 제도에 관한 여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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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하여 제안된 여러 개선 방안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원과 전문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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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이에 공고한 협력 관계가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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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울러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

(2)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연구총서 2016-03]

■발간일 : 2016. 1. 14.
■연구책임자 : 계인국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박준선 前 연구위원, 안문희 연구위원, 양시훈 前 연구위원, 최은정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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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가장 주된 목적이 효율성의 증진과 증인보호에 있다는 점과 외국의 원격영상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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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소송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원격영상재판을 반성적으로 검토한다. 원격
영상재판의 기술적 측면과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에서 발견된 시사점을 토대로 하
여 원격영상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제2부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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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6-05]

■발간일 : 2016. 1. 15.
■연구책임자 : 이재석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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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재판참고사항은 성폭력 재
판을 담당하는 판사·검사·변호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관련성이 없는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증인신문을 제한하기 위해서 성폭력 피해자의
과거 성경험이나 성적 평판증거에 제한을 두는 각국 Rape Shield Law의 규정과 실무를 분
석하여 검토하였다. 재판참고사항에서는 제한의 대상이 되는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게 공
격적인 질문을 유형별로 제시하여 재판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재판참고
사항을 제안함에 있어서 반대신문권의 보장과 공정한 재판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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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을 위한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총서 2016-01]

■발간일 : 2016. 2. 16.
■연구책임자 : 박준선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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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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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산공시제도 및 동산담보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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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특히 중소기
업 및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조달 편의를 제고하기 위
해 2010. 6. 10.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2. 6. 11.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동
산담보대출은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높은 이용률을 보
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원인으로 다양한 문
제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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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우선 비교법적 고찰로서, 미국과 일본, UNCITRAL과 EBRD의 담보제도에 대해 살펴
보고,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동산담보제도에 대해 법률의 내용과 동산담보제도가 이용되
는 현황, 동산담보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
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동산담보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다룬 다음, 마지막으로는 동산담보목
적물의 관리나 동산담보권의 공시, 동산담보목적물 DB구축 등에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
으로 기대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동산담보목적물 관리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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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6-04]

■발간일 : 2016. 2. 26.
■연구책임자 : 황승태 前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계인국 연구위원
제2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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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대체적 분쟁 해결(ADR) 방법에 대한 관심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적인 보편적 현상으
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
은 분쟁을 신속·저렴하고 효율적·창의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입장
을 존중하고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지속하도
록 하는 등 분쟁의 실질적·종국적인 해결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대체적 분
쟁 해결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소송을 통한 분쟁이 줄
어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분쟁 해
결 절차의 다양성과 질을 제고하면서 사법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ADR에 장점이 많더라도 그것의 제도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각도의 탐구와 검토 및 꾸
준한 평가와 개선이 필요하며, 전통적인 분쟁 해결 방법인 소송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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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을 구체적으로 논구하였다. 기본적인 발전 방향으로 법원조정의 활성화, 소송과 조정의 분
리, 법원 외부 ADR의 활성화 도모, 신뢰성이 담보되는 효율적인 조정 절차의 마련, 당사
자를 존중하는 조정절차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세부 분야에서 조정 신청의 제고 방안, 조
정 전치, 조정 회부, 조정센터의 법제화, 분쟁 해결 방식의 다양화, 책임조정·법원 연계형
조정 등 새로운 조정 방식, 수소법원의 조정, 조정기일조서, 조정의 효력,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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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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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압수ㆍ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6-07]

■발간일 : 2016. 3. 28.
■연구책임자 : 손지영 前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김주석 前 연구위원
제2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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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형사소송법은 개인의 헌법상 자유의 보호 및 권리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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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한
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강제처분에 대해 적
법절차와 영장주의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도
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영장 발부 단계와
압수·수색 집행단계, 나아가 형사재판 본안에서의 위
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의거한 증거능력 판단에 이르
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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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으로는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 측
면만을 강조하여 실체 진실 규명과 정의 구현을 위한 수사의 실효성을 크게 희생시키는 결
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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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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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현행법상의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규정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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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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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6-08]

■발간일 : 2016. 3. 28.
■연구책임자 : 김형진 前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하민경 연구위원
제2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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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헌법상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권리를 가지며 특히 형사피고인은 헌법 제27조 제3항
이 정하는 바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
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약식명령
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이 도입된 이후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증가하여 형
사재판에서 정식재판청구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
아졌고, 이는 재판업무의 부담을 가중시켜 형사사건
전반에 대한 충실한 심리와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해 왔다. 이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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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정책연구

73

정식재판청구 단계에서는 정식재판청구사유에 따라 사건을 구별하여 별도로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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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된 사법자원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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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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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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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연구위원
제2부

이제우 연구위원, 강현주 前 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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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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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립에 있어서의 고려요소로서, 특유재산의 분할대상으로의 편입 기준, 새로
운 형태의 재산에 대한 기준, 균등분할의 원칙 등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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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U사법재판소(CJEU)와 유럽인권재판소(ECtHR)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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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은 선진화된 기술과 전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 통합시대의 국제재판소 및 초국
가재판소에 대한 의제를 선도해나가야 할 임무를 맡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지역적 사법통합
을 성공시킨 EU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의 사례
를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EU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의 구조 및 조직
에 대하여 살펴본 후, 이번 연구보고서는 두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에 주목한다. 먼저
구조와 절차에 있어서 이들 재판소는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성원의 조직에 있어서는 두 재판소 모두 구성
원의 임명에 있어서 절차적인 투명성을 높이고 모두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윤리 규정을 마
련하여 재판소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초국가적인 재판소의
특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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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판례에 대한 교육, 안내 및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하여 회원국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
계 국민에게 접근성을 향상시켜 사법심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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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유형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연구총서 2016-11]

■발간일 : 2016. 9. 8.
■연구책임자 : 이제우 연구위원
■주요내용

미국 연방대법원은 일반 소송사건의 최종심일 뿐

제2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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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만 아니라 위헌심사권까지 보유하는 미국의 최고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으로 상고허가제를 통하여 소수의 핵심 사건에 대법관
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선고대상 판결에 대한 주목도와
사회적 영향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미국 연방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권한
을 행사하여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균형잡힌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
내고, 시민의식과 사회 전반의 변화를 촉진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처럼 사회발전의 정도와 방향에 크게 기여한 미국 연방대법원 및 그
판결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미국 연방대법원의 역사 및 제도를 개관하고 상고허가
제도의 특성을 자세히 검토하였다. 심리·판단 대상의 선정 기준과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미국 연방대법원이 어떤 이유에서 그리고 어떻게 사건이송을
명령하는지 알아보았고, 그 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유형화하고
대표적인 판결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갖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살펴본 후 개별 판결이 구체적으로 연방 및 주(州) 입법부와 행정부 등 미국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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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증인신문 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6-12]

■발간일 : 2016. 9. 30.
■연구책임자 : 김주석 前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김정환 연구위원
■주요내용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
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이에 따라 사실인정을 할 때 소송에 현출된
증거자료 중 어느 것을 취할 것인지는 사실심 판사에
게 일임되어 있고, 서증, 인증 등 증거의 종류에 따라
그 증명력에 우열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증인은 서증에 비해 열등한 증거
방법으로 여겨져 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교호신
문제도 아래에서 법관의 적절한 소송지휘나 직권신문은 부차적이라는 인식도 적지 않았다.
최근 법정녹음의 시행으로 증인신문에 소극적인 경향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실발견자인 법관의 입장에서 증인신문은 서증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
에서는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증을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증거조사의 최종 단
계에서 이미 형성한 심증을 확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증언의 신빙성 판단에 따라 소
송의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증인신문은 활용하기에 따라 실체 진실 규명
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고, 원활하게 진행되는 증인신문의 모습 자체만으로도 재판에 대
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최근 법정녹음의 시행은 증인신문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
기가 될 수 있다.
증인신문의 방식은 법관이 직권으로 증인신문을 주도하는 대륙법계 방식과 신청한 당
사자가 증인신문을 주도하는 영미법계 방식으로 크게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영미법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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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당사자가 증인으로 하여금 오도되거나 편향된 증언을 하게 할 위험성이 있지만,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증인신문을 주도함으로써 상세한 부분까지 증
언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배심원단, 법관 등 사실발견자는 객관적 입장에서 증언 내용을 평
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거론된다. 이에 대하여 대륙법계 방식은 증인으로 하여금 당
사자의 증인이 아닌 법원의 증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여 허위 증언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법원이 증인신문을 주도함으로써 증언의 냉정한 평가가 어려울 수 있
제2부

문의 방식에서는 교호신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법관이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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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으로 개입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권주의의 요소도 가미되어 있다. 각국의 증
인신문에 관한 입법례 및 실무례는 우리 법령에서 정한 여러 증인신문 방식을 이해하고 활
용하는 데에 참고가 될 수 있다. 교호신문과 직권신문의 각 장점, 단점에 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사건과 증인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증인과 진술에 관한 심리학 등 사회과학적 연구도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증언의 증거가
치와 증명력을 평가해야 하는 법관에게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인간의 기억, 행동에 대한
연구 결과는 증인의 진술이 신문 방법 등 여러 외부적 영향, 인지적 오류 및 편향 등에 의
해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외부적 영향 등에 의한 진술의 왜곡을 줄이고자 하는
다양한 신문 기법이 고안되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이 우리의 증인신문 실무 개선에
도 도움이 될 것임은 물론이다.
본 연구는 주로 민사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의 입장에서 증인신문을 효과적으로 준비, 진
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현행법상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과 실무례 등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의 증인신문 관련 법령과 그 해석, 적용을 둘러싼 논의를 소개하였으며, 관련된 사회과학
적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내용과 함께 실무적으로 언급되는
증인신문의 다양한 노하우를 참고하여 법정녹음 환경 하에서 법관이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직접 신문을 하는 데에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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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로 분류되나, 증인신

(13)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연구총서 2016-13]

■발간일 : 2016. 10. 17.
■연구책임자 : 하민경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표현덕 연구위원, 강현주 前 연구위원
■주요내용

‘형벌이 범죄자 개인에게 미치는 고유한 영향 및
고통의 정도’를 뜻하는 형벌감수성은 양형 과정에서
줄곧 고려되어 온 감경적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최
근 들어 특정 직업군 봐주기 판결을 한다는 사법 불신
에서 비롯된 일반 시민들의 오해가 깊어지고 범죄인
에 대한 사회적 처벌감정이 고조되면서, 피고인의 형
벌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이 형성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형사법 체계
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 형벌감수성을 어
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양형 체계의
수립을 위한 형벌감수성의 활용을 위하여 각 국가의 시사점을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형벌감수성의 정확한 개념과 인정 논거를 정립하였다. 그리고 우리 실무에서 고
려하고 있는 형벌감수성의 유형들(양형 선고에 수반되는 불이익으로서, 피고인이 겪게 되
는 형벌 외의 고통인 직업 상실이나 취업 기회의 박탈, 부양가족이 겪게 되는 불이익, 피고
인의 건강상태나 연령의 문제로 인하여 초래되는 피고인에게 특수한 불이익 등)을 중심으
로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형벌감수성을 고려한 판례들의 소개와 현직 법관들
을 대상으로 한 형벌감수성에 대한 설문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후,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일본에서 각각의 법령, 판례, 학설, 제도가 이 요소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각국에서 우리 양형 체계에 제
공해 주는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획일화된 양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형벌감수성 요소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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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이탈 요소로 삼고 있는데, 양형 이탈이 금지되는 ‘사회적 신분’ 요소가 ‘직업 상실’과 동의
어가 아니라고 보는 판례의 태도에서 형벌감수성의 고려가 특정인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
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는 합리적 양형의 수단이라고 보는 입장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형벌에 수반되는 부수적 결과를 누구나 검색해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도적으로도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형벌 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
록 보장해주고 있다. 한편 영국은 개별 법관에게 형벌감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
제2부

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독일의 경우에는 형법 규정에서 형벌감수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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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판례는 형벌감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스웨
덴에서도 형법 규정에서 형벌감수성과 그 유형의 명시를 함께 하면서 감경 또는 면제까지
할 수 있는 사유로 두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형벌의 종류를 다양하게 두어 개별화를 실현하
고 범죄기록카드에의 기재 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직업 상실 등의 효과가 좌우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일본에서는 사회적 처벌감정을 양형에서 반영하는 동시에, 피고인이 형
벌 외에 겪게 되는 다양한 불이익 및 제재를 대체적 해악으로 산입하여 형을 선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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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여하여 양형가이드라인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기준을 벗어나는 작업

(14)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6-15]

■발간일 : 2016. 10. 21.
■연구책임자 : 김윤정 연구위원, 양시훈 前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계인국 연구위원, 박준선 前 연구위원, 안문희 연구위원, 표현덕 연구위원
■주요내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
7. 27. 제정된 후 법학전문대학원이 2009년부터 첫
입학생을 맞은 이후로 7년이 지났다. 법조인 양성 제
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나라마다 문화와 역사, 정치적
배경 등에 따라 다르지만, 자국의 법조인 양성 제도를
통하여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 연구는 법조인 양성 과정 중에서도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연수에 관한 부분에 집중하여 살펴보았
다. 이를 통하여 현행 실무연수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
하고, 실무연수 본연의 목적에 따라 양질의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연수 방안
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실무연수의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하여 주요 국가의 법조인 양성 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독
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의 법조인 양성 제도의 발전 과정과 현황을 검토
하여, 각국의 법조인 양성 과정의 배경과 특징 및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률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은 법과대학원 체제로 개혁한 후 신(新)사법수습 제도
를 설계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는바, 이 부분에 관하여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정리하였다.
그리고 실무연수와 관련하여, 국가 주도형 시스템을 선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일본
제도와 사실상 별도의 실무연수 체제를 두지 않고 곧바로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미국
제도의 장·단점과 그 현황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미국 변호사와 일본 변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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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한 인터뷰도 병행하였다.
다음으로, 법조인 양성 과정 중 첫 단계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 단계부터 변호
사시험 합격 후 이루어지는 실무연수 단계까지 실무교육 또는 실무연수의 현황을 조사하였
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현행과 같은 실무연수 제도를 경험한 변호사들을 대
상으로 하여 기존 실무연수 제도의 효용과 개선방안, 실무교육 또는 실무연수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연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는데, 법조인 양성 제도와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

가능한 실무연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변호사시험 합격 이후
의 실무연수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사법시험 존폐 문제
와 관련한 논의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법조인을 어떤 방식으로 양성할 것인가는 법조인 그 개인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은 아니
다. 어떠한 법조인을 양성할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
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을 두고 다양한 논
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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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교수, 대한민국 변호사 및 외국 변호사 등을 포함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실현

제2부

(15) 네덜란드의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6-14]

■발간일 : 2016. 10. 25.
■연구책임자 : 김주경 연구위원
■주요내용

네덜란드는 국민의 사법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
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고유의 실용성을 바
탕으로 한 사법제도를 수립하였다. 우리나라의 초기
법조일원화에 의한 법관선발 방식도 네덜란드를 모
델로 하였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사법제도는 다른 유
럽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
한 결과, 국내의 연구 성과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한편 네덜란드 사법제도 중 ‘사법개혁’과 ‘법관선
발 및 연수제도의 개선’은 국민의 사법신뢰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산물이며, 본 연구의 초점도 여기
에 있다.
네덜란드의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사법개혁의 배경, 사법위원회 설립, 전략적 장기계
획과 4년 단위의 의제수립, 사법의 질적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언론소통을 위한 공보실 및
공보 판사 제도, 법원 관할구역 개혁, 전자소송제도의 도입 및 사법개혁의 성과 등에 대하
여 살펴본다. 네덜란드의 법관선발 및 연수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법관임용제도의 연혁,
개선 배경, 현행 법관후보자 선발 및 연수제도의 특징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네덜란드의 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로서, 네덜란드 법원의 구성 및 관
할, 네덜란드 법관과 관련된 각종 통계, 네덜란드 검찰제도 일반, 변호사 및 교수 양성제도
등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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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을 중심으로 [연구총서 2016-18]

■발간일 : 2016. 11. 18.
■연구책임자 : 송현정 연구위원
제2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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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무형자산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을 활용한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증가하면서 국
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국제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제 특허분쟁이다. 특히
2011년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의 시작으로 한국과
미국 간 국제 특허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
은 상황에서 미국의 유관기관별 특허쟁송 관련 절차
및 법관의 실무에 대한 이해는 미국 내 특허분쟁에 개
입되었을 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의 특허쟁송은 특허침해와 특허무효로 대별된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혐의자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주장하면서 법적·행정적 구제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이
에 대응하여 특허침해 혐의자는 특허권자의 특허 자체가 무효이므로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면하고자 한다.
특허침해를 다툴 수 있는 기관은 연방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있다. 연방지
방법원의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혐의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대한 소를 제
기함으로 시작되며,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연방지방법원에서 승소하면
특허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 한편 특허
권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이 미국에 등록된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면 연방지방
법원뿐만 아니라 불공정무역 행위를 조사하는 준사법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선
택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특허침해조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특허침해조사를 통해 특허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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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침해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다.
특허무효를 다툴 수 있는 기관은 연방지방법원과 특허청(USPTO)이 있다. 특허권자
에 의해 연방지방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이 개시된 경우에 특허침해 혐의자는 특허권자의
특허 자체가 무효이므로 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거나, 특허무효 확인판결을 위
한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또한 2011년 개정 특허법에 의해 전면적으로 개편된 특허청
(USPTO)의 특허무효심판[등록 후 무효심판(PGR),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무효심
판(CBMR), 당사자계 무효심판(IPR)] 및 특허무효심사[결정계 재심사(EPX)] 제도를 활용
할 수 있다. 드물게는 특허권자에 의해 특허침해소송이 개시되기 전에 특허침해 혐의자가
능동적으로 연방지방법원에 특허무효 확인의 소를 먼저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일차적으로 특허쟁송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여러 개다 보니 기관 간 절차
가 병행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미국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무효의 소를 제기하면
특허무효심판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법적으로 두 절차의 병행을 허용하지 않거나, 연방
지방법원 법관에게 특허청(USPTO)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송을 중지시킬 수 있는 재
량권을 부여하는 등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있다.
특허침해소송 또는 특허무효 확인소송을 통해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판결, 특허침해조사
를 통해 국제무역위원회가 내린 최종심결, 특허무효심판 및 특허무효심사를 통해 특허청이
내린 심결에 불복하는 자는 특허법 관련 사건에 대한 전속 관할권(exclusive jurisdiction)
을 가지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 또는 불복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국 내 특허쟁송
은 법률심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으로 귀결되므로 특허분쟁의 판단 기준은 연방순회
항소법원(CAFC)을 통해 통일성 있게 정립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연방대법원이 연방순회
항소법원(CAFC)에 의해 정립되어 온 기준들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고 있어, 특허전문성을
구축하여 온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을 견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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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에 발간된 연구보고서(5권, 2017. 4. 30. 기준)
(1) 민사소액재판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6-19]

■발간일 : 2017. 1. 24.
제2부

■연구책임자 : 표현덕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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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
리하기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이 제정된 후, 현재 민
사소액사건은 법원에 접수되는 제1심 민사본안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각각의 민사소액
사건은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
는 분쟁으로 비록 액수가 적더라도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재판이고, 그 재판절차를 통해 법원에 대한 인
상이 형성되므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된다.
이 연구는 민사소액재판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소
액재판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원래 입법 취지에 맞게,
그리고 당사자가 절차상 납득하며 만족스럽게 운영되는지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을 분석한 다음 국민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소액재판의 실무와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소액재판절차
를 비롯하여 각국의 통계와 실무 운용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사소액재판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법연감을 참고하고 소액법정을 방청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소액재판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소액재판의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등을 비롯하여 소액재판을 담당하는 법
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민사소액재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인
식을 조사하였다. 위와 같은 논의를 거쳐 민사소액재판의 소의 제기 단계, 심리 단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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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와 그 이후 단계별로 실무와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도 함
께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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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형 경제 형사사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증거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6-16]

■발간일 : 2017. 2. 23.
■연구책임자 : 홍진표 선임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계인국 연구위원, 안문희 연구위원
제2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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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사법자원을 감안할 때 증인이 수십 명에 이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르고 증거서류가 수백 권에 이르는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관련 형사사건에 무제한의 시간과 비용 등을 투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
판중심주의를 구현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책임
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법적 정의
와 법적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복
잡하고 어려운 경제관련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엇보다
효율적인 관리 및 증거조사방법이 요구된다. 우리나
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각자의 정치적·경제적·사
회적·역사적 배경 등을 토대로 형성해 온 사법제도와 운영시스템 안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관련 형사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증거조사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우리나라 법원에 접수되어 처리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관
련 형사사건의 재판실무 내지 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그 장·
단기적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에서 경제관련 형사사건 내지 경제범죄의 의의 및 유형, 피
고인이 공소사실을 상대적으로 더 다투어 다른 형사사건보다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에 많
은 시간과 비용 등이 투여되는데도 무죄를 선고받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경제관련 형사사건
의 일반적 특성, 경제관련 형사사건을 전담하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재판부의 설치 및 그
현황,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관리 및 증거조사방법 등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등
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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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의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사건
을 관리하고 증거조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그 공통점 및 차이점 등을 파악한다.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 및 재판실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장·단기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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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정보의 증거조사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
[연구총서 2016-22]

■발간일 : 2017. 2. 28.
■연구책임자 : 강성수 前 선임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송현정 연구위원, 서용성 조사위원
제2부

■주요내용

2
0
1
6
년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사용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되면서 사람들은 갈수록 전자정보를 많이 이용하고 있
다. 기존의 유형물 자료와 비교하면 전자정보는 관리
에 시간 및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이다. 전자정보
는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소송에서도 증거로 제
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전자정보는 매체 독립성, 방대성, 유동성 등의 특
성이 있어 기존의 유형물 증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증거조사 방법의 분야에서 전자
정보에 관한 간단한 법령 규정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
실무가 확립되고 있으나 전자정보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증거 수집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의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비롯하여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제안한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개선 방안과 소 제기 전 증거조
사절차에 전자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이 부족하다.
미국에서는 전자정보의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깊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증거개시 제
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전자정보에 관한 논의는 증거개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영국, 독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자정보의 증거조사에 관한 논의는 미국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제도가 다른 미국의 전자정보에 관한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에 그
대로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문제의식과 기본 원리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전자정보의 증거조사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현황을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
고 미국의 연구 내용을 참고하여 개선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을 발굴하였다. 현

제2장 정책연구

91

재의 법령 규정에 관한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증거조사 방법 및 증거 수집의 측
면에서 전자정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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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프로보노 활동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6-17]

■발간일 : 2017. 3. 13.
■연구책임자 : 김상철 前 연구위원
■주요내용

프로보노의 본래적 의미는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

제2부
2
0
1
6
년

이 없는 사람에게도 사법접근을 확대하는 법률가의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사회공헌 활동이었다. 미국 사법제도의 불완전성으로
태동한 프로보노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료변론’
에서 시작하여 ‘사회 개혁적 공익운동’으로 그 영역
을 확장하였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그 중요성
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 대법원 명령·
규칙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법접근위원회(Access to
Justice Commission)가 프로보노 활동의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법접근위원회는 법률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고, 법률 서비스 제공자 및 프로보노 중개소를 지원하고 재원
을 확충하는 방안을 개발하며, 나홀로소송 당사자 및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을 향상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영미법계 또는 대륙법계를 불문하고 세계 각국이 프로보노 활동을
모범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소송비용과 법률상담비용까지 구
조하고 권리보호보험제도도 활성화된 독일에서도, 최근 기존 제도가 포섭하지 못하거나 미
진한 영역을 중심으로 프로보노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본래적 의미의 프로보노 활동은 있어왔으나, 최근에는 이를 ‘프로보노’
라고 부르고, 일부 변호사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에서 더 나아가 사회전반의 제도화된 활동
으로 정착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공정한 사법접근의 보장은 사회적 통합과 신뢰의
기초이다. 따라서 국가기관과 민간 영역은 공정한 사법접근의 보장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
야 하고, 국가기관 중에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사법제도 운영을 위임받은
법원은 유관기관 및 민간영역과의 협력을 통하여 프로보노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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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노 활동도 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법원을 기반으로 하거나 법원과 연계될 때에 비
로소 보다 체계적·효율적인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따라서 프로보노 활동에 관한 관
심과 노력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구성하고 관리하는 법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사법접근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사법접근위원회는 ‘사법 격차 해소’라는 의제에 관하여 다양한 법조직역과 공감대를 형
성하고, 구체적 의제의 발굴 및 실현 방안을 서로 협의해 나아가야 한다. 공익활동의 현황
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 ‘공익활동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책과
향후 활동 목표 및 전략을 담고 있는 ‘프로보노 활동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
법접근위원회는 사법접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특색과 현황에 맞게
사법접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①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 지
원, ② 지역간의 사법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맞춤형 사법접근 지원, ③ 나홀로소송 지
원, ④ 외국인·이민자의 언어접근(Access to Language) 지원, ⑤ 각 지역의 법원,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을 통한 법률정보 접근(Access to Legal Information) 지원, ⑥ 로
스쿨생 등 예비 법조인 교육과 프로보노 활동의 기회 제공, ⑦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
법접근(Access to Justice Technology) 보장, ⑧ 최근 미래 사법의 한 모습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전자소송의 확대와 온라인을 통한 분쟁 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방안 등이 그러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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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익소송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총서 2016-20]

■발간일 : 2017. 3. 30.
■연구책임자 : 김정환 연구위원, 김태호 前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안문희 연구위원, 송현정 연구위원
제2부

■주요내용

2
0
1
6
년

최근 공익소송(public interest litigation, PIL)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관심
으로 인해 공익소송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가 다수 도
입되었고, 공익활동(pro bono)을 추구하는 법조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소위 공익소송
과 관련하여 마련된 제도들의 활용도를 보면, 공익소
송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공익소송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본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공익소송의 제도화와 법률시스템화의 상황 및 공익소
송과 관련한 여러 이론적 논의의 상황, 공익소송 제도의 발전에 대한 대안 제시의 상황을
정리·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공익소송과 관련된 논의의 전제조건
으로서 공익소송 및 공익의 개념, 공익소송의 기능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공익
소송과 관련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다른 국가에서의 공익소송의 개념 정의나 공익소송
을 위해 마련된 제도의 모습, 그 활용 정도나 특징 등을 분석하여 일정한 경향 내지는 시사
점을 도출하여 우리의 제도에 대한 분석의 준거로 삼고자 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우
리 공익소송의 현황과 관련하여 현재 마련된 제도와 그 구조, 제도의 활용 현황 및 대표적
인 사례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의 공익소송 제도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점이 제
기되고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는 대안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분석하
고 바람직한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탐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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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효율적 연구진행 프로세스 정립

1. 연구책임자 지정 및 연구위원간 협업 절차 개선
사법정책연구원은 법관 및 전문직 연구위원 가운데 전공과 어학능력, 개인 의사를 고
려하여 각 연구주제별로 연구책임자 1명을 지정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하게 된다.
그러나 이론과 실무, 현실과 이상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법
관 및 전문직 연구위원 상호 간의 협업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해결방향의 타당성과 정책안
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책임자의 전공이나 어학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자
료에 관하여 해당 언어에 대한 어학능력을 겸비하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연구위원
으로부터 도움을 받음으로써 어떠한 연구과제에 대하여도 비교법적으로 충실한 연구를 수
행할 수 있게 된다.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협업 연구를 위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및
해외연수법관 과제부과 절차 등을 참고하여 2016. 9. 「사법정책연구원 협업연구 프로세스」
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세스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협업을 요청하는 연구위원이 협업연구위원 또는 협업조사위원을 지정한 후, 협업요
청사항에 대한 「협업요청서」를 작성한다.
② 요청연구위원이 협업연구위원 또는 협업조사위원에게 「협업요청서」를 전달한다. 이
때 수석위원, 선임위원, 연구기획실에도 사본 각 1부씩을 전달한다.
③ 협업연구위원은 협업요청서를 「협업요청」 폴더에 게시한 후 「협업대장서」을 작성한다.
④ 협업연구위원은 요청연구위원에게 협업결과를 송부하고 「협업결과」 폴더에 게시한
후 「협업대장」을 작성한다. 「협업대장」은 추후 연말 근무평정 자료 등으로 활용한다.

2. 연구진행 및 보고서 제출 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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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개원 당시인 2014년에는 연구책임자가 2~3개의 연구과제를 병행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연구업무의 효율과 집중도가 떨어지고 연구의 종
료가 지연되며 연구관리가 곤란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연구업무의 집중도와 연
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는 연구책임자가 2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
할 경우 1개씩 ‘순차적’으로 착수하여 그 과제 종료 후 다음 과제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였다.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별로 연구단계에 맞춰 실시계획서, 착수·중간·최종 보고
서를 순차로 제출하되, 보고서 제출시 실제 집필내용을 첨부하도록 하여 연구방향 및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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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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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회의, 심의회의 및 편집회의 개최
수석연구위원은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검토회의, 토론회, 심의회의 및
편집회의 등을 통해 연구실시계획 단계부터 보고서 발간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구업무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16년도에는 108회의 검토회의, 19회의 토론회, 19회
의 연구과제심의위원회, 38회의 편집회의가 열렸다.
연구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연구보고서 발간이 결정되면 연구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편
집회의를 통하여 연구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4. 연구보고서 발간 후 활용계획에 대한 검토회의
연구책임자는 자신이 집필한 연구보고서가 사법정책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보고서 발간 후 활용계획을 제출한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이에 대한 검토회의를 거쳐
법원행정처에 활용계획을 송부하면 행정처의 주무심의관이 구체적인 실행플랜을 마련하게
되고,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연구보고서가 실제 정책으로 입안·실행될 수 있도록 사후적
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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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일정의 체계적 관리
사법정책연구원은 체계적으로 연구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매주 2회 연구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연구책임자의 연구진행 상황 및 협업연
구 상황의 점검이 이루어지고, 연구위원들도 각자 연구업무 진행상황을 발표하고 상호 의
견을 교환하며 연구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함으로써 연구원 내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연구수
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연구위원 상호 간 연구자료를 공유하고 일정 및 의견의 교환을 위해 사법부 인트
라넷인 코트넷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커뮤니티」를 개설하였다. 위 커뮤니티의 ‘일정
관리’ 공간을 통해서 연구업무에 관련된 사항과 연구원의 주요 행사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V. 체계적인 연구자료 수집 및 관리

1. 문헌정보 검색 데이터베이스 확보
사법정책연구원은 연구위원들의 연구 활동을 충실히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법
원도서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문헌정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특히
국회도서관과 상호협력협정을 체결하여 국회전자도서관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회선 ID(13개)를 부여받아 설치하였고, 법원도서관을 통하여 국내 3대 학술정보
보유업체인 누리미디어(DBPIA), 한국학술정보(KISS), 교보문고 스콜라 Web DB의 자료
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법원도서관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헌법재판소도서관과 기관 협정을 맺
어 상호대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법정책연구원은 법원도서관을 통하여 위 협정체
결 도서관의 소장 자료 역시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과제별 보고서와 연구자료, 연구수행 관련 서식 등 연구 관련 자료를 후행
연구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법정책연구원 공용 폴더에 연구 관련 자료 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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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공유하고 있다.
나아가 사법정책연구원 9층에 운촌자료실을 설치하고 일반 도서관에서 접하기 어려운
내부 보고서, 해외사법자료, 연구보고서 기초 자료를 운촌자료실에 소장함으로써 차별화되
고 수준 높은 연구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2. 해외 법률문헌 검색 방법 세미나 개최

제2부

필요가 있으나 개별 연구위원들이 모든 나라의 언어와 사법제도에 전문성을 가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사법정책연구원은 특정 언어권에 능통한 연구위원이 다른 연구
위원에게 해당 언어로 된 법률문헌의 검색 방법을 알려 주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
고 있고, 2017년도에도(2017. 3. 3.) 새로 전보된 연구위원들을 상대로 법률문헌 검색 방
법 특강을 실시하였다.

3. 외국의 사법제도 및 정책자료 수집
사법정책연구원은 외국 연수중인 판사나 외국의 실무가·학자로부터 외국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에 관한 연구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와 같이 수집한 각 국가별 관련 자료
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분류·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사법정
책연구원 공유폴더를 통하여 연구위원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보다 현실적·구체적인 검
색을 위하여 특정 해외사법자료들을 문서로 출력한 후 제본하여 사법정책연구원 9층 운촌
자료실에 별도로 비치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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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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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 강화

1.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 필요성
연구를 위해 전문적인 설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연구위원의 전공 및 어학능력만으로는
해외자료를 포함한 각종 선행 연구자료의 수집과 검토가 곤란한 경우, 현지 인터뷰나 견
학·방문을 통하여 생생한 현장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외부 전문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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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업무 수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고, 최
근의 쟁점과 경향에 대한 조언, 연구 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을 위하여 전문가 세미나를 개
최하는 등 개원 초기부터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
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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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면담 및 전문가 세미나 진행 현황
2016년에는 총 59명의 전문가와 면담을 실시하였고, 4회에 걸쳐 전문가 세미나를 실시
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전문가 면담 등 실시 내역
순번

1

2

일자

연구과제명

2016. 4.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에 관한 연구 증보판
(변지영)

- 전일호 판사(광주지법)
- 최상수 판사(여주지원)
- 서여정 판사(인천지법)
- 이창섭 판사(고양지원)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하민경)

- 양천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정민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 이인석 고법판사(서울고등법원)
- 이의영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 백광균 판사(고양지원)

2016. 5. ~
2016. 7.

전문가

- 강서영, 박서용, 서경화, 이종형, 이향진,
이혜미, 이홍주, 임지영, 정선화, 조윤미,
최지영, 홍경화 변호사(이상 국내변호사)
3

2016. 8.
및 수시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에 관한 연구(김윤정)

- 김영대, Richard DeWeese, Philip K. Shin,
배여울, Maria Soo Chung 변호사
(이상 미국변호사)
- 二瓶 紗有実, 安田 榮哲, 이장, 김홍지,
한태영 변호사(이상 일본변호사)
- 최상수 판사(여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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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

일자

2016. 6. ~
2016. 10.

연구과제명

미국 특허쟁송 실무에 관한 연구(송현정)

5

2016. 6. ~
2016. 10.

시니어 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모성준)

6

2016. 10.

대한민국 법원 인물사 연구 (1) :
조진만 전 대법원장의 생애와 업적

전문가
- 강기중(삼성전자 IP센터 고문)
- 정준영 부장판사(서울고법)
- 한규현 부장판사(서울고법)
- 이규홍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 염호준 부장판사(광주지법)
- 박정훈 부장판사(창원지법)
- 손천우 재판연구관(대법원)
- 이헌 재판연구관(대법원)
- 장현진 판사(특허법원)
- 김영기 판사(의정부지법)
- 이인복 초빙교수(전 대법관)
- 권오곤 운영위원장
- 이한주 변호사
- 박영하 변호사
- 이용구 변호사
- 김병하 변호사
- Michele Sonen 광장 변호사(미국),
Anrea Lazarow 교수(미국)
- Birgit Daiber 교수(독일)
- 마츠다 키요시 판사(일본)
- Groot. S. De 판사(네덜란드)
- 정성민 판사(의정부지법)
- 백광균 판사(고양지원)
- 임상혁 교수(숭실대)
- 심희기 교수(연세대)
- 문준영 교수(부산대)

전문가 세미나 개최 현황
순번

1

2

102

일자

세미나 명칭

참석 전문가

2016. 1. 25.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요소들에 관한
다양한 의견(최은정)

- 김상용 교수(중앙대 법전원)
-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 조경애 법률구조부장(가정법률상담소)
- 송효진 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5. 23.

2016 연간보고서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하민경)

- 최형표 부장판사(대법원)
- 안종열 판사(법원행정처)
- 이주형 차장검사(대구지검)
- 채명성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 최석윤 교수(해양대학교)
- 오경식 교수(강릉원주대학교)
- 박용철 교수(서강대 법전원)
- 박형관 교수(가천대학교)

순번

3

2016. 6. 15.

2016. 10. 11.

세미나 명칭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방안에
관한 연구(김윤정)

“전자정보의 증거조사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 논의(강성수)

참석 전문가
- 정재헌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 문성호 판사(법원행정처)
- 조순표 판사(사법연수원)
- 이우영 교수(서울대학교 법전원)
- 박종흔 변호사(법무법인 신우)
- 데이빗 워터스 변호사(미국변호사)
- 김정욱 변호사(법무법인 광교)
- 오수근 원장(이화여대 법전원)
- 박정준 변호사(김앤장)
- 양계형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 유주성 교수(경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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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호 판사(서울남부지법)
- 김태균 판사(수원지법)
- 남현 판사(서울서부지법)
- 오현석 판사(인천지법)
- 이기리 판사(서울고법)
- 이연경 판사(수원지법)
- 이탄희 판사(안양지법)
- 한지형 판사(부천지원)
(정보화 TF 구성원)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4

일자

전문가 세미나 - 피고인의 형벌감수성과 양형 (201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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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사법교육 활성화

1. 초 · 중 · 고 사회과 교과서 관련 업무
사법정책연구원은 법교육지원법 제7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학교에
대한 법교육 지원을 구체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법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특히 사회과 교과서의 수정·보완 작업을 통하여 미래 세대를 구성할 학생들
에게 법과 사법제도에 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사법제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교정하여 사법신뢰를 높이고 있다.
2016년도에도 10월부터 12월에 걸쳐 초등학교 사회·도덕 교과서(국정), 중학교 사
회·도덕 교과서(검정교과서 각 6종),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를 검토한 후 교육부에
검토 의견을 전달하였다.

2. 법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장기적으로 사법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
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준법정
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법교육 교재 또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여 왔다. 이에 따라 지금
까지 「중·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시나리오 및 지도
안)」(2015. 2. 발간), 「법관의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에 관한 연구」(2015.
5. 발간), 「중·고등학생을 위한 법원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2015. 6. 발간), 「국민과
함께 하는 모의재판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모음집 수록」
(2015. 6. 발간) 등의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또한 2015년 정책연구용역 ‘만화 법교육 교재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 「바로미와 함께
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제5, 6권 -’을 순조롭게 진행하여 2016년 하반기에 그 연구 결
과를 제출하였는데, 위 교재는 2017. 2. 하순경 전국 초등학교에 배부되었다. 그리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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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연구과제로 선정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 연구」를 통하여 다문화 가
정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2016. 5. 17. ~ 19. 한국다문화교육학회가 주최한 ‘다문화교육의 새지평을 향하
여(Envisioning New Possibilities of Multicultural Education)’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
대회에 참가하여 다문화교육의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한국다문화교육학회에 회원
으로 가입하여 다문화 가정을 위한 법교육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중·고등학생 법교육 기본 교재 및 워크북 개발연구, 북한
이탈주민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확대 실시, 일선 학교 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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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법교육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제2부

VIII. 통일을 준비하는 사법 연구

1. 북한의 법령 및 사법제도 실태에 관한 자료수집 · 연구
가. 특수자료실 이관 및 북한 원전의 e-book화 사업
특수자료실은 북한 원전 등 특수자료를 수집해 놓은 별도 자료실로서 그동안 법원행정
처 사법정책실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5. 6. 24. 사법정책실에서 사법정책연구원
자료관리실(사법연수원 본관 410호)로 특수자료(특수자료 1,491건, 기타자료 3,407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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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용 컴퓨터 등)를 이관한 이래 사법정책연구원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09년경부터 북한 원전 등을 PDF 파일로 전환한 뒤 e-book화하는 작업이 진
행되어 왔는데, 2015년 이후부터는 사법정책연구원이 그 업데이트 작업을 담당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다.
① 1차 e-book화 : 2009년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② 2차 e-book화 : 2013. 10. 북한 원전 88권 업데이트
③ 3차 e-book화 : 2015. 11. 복사물 형태 특수자료 약 14,000페이지 업데이트
④ 4차 e-book화 : 2016. 11. 북한 원전 등 특수자료 약 15,300페이지 업데이트
이러한 특수자료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016. 3. 사법정책연구
원 내에 특수자료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위원장 :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취급지침 개정(2016. 3.)에 맞추어 특수자료등록대장 등 특수자료 관련 각종 대장
의 서식을 개선하였고,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 점검, 각종 대장 기록 유지 등 특수자
료 관리 실태에 관하여 정기적·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매년 2회 정기 점검 실시), 특
수자료 e-book화와 관련하여 2017년 하반기 중 서류형태의 특수자료 15,000페이지를 업
데이트할 예정이고, 정기간행물(노동신문, 민주조선) 제본 및 조선사회과학학술집 등의 수
집 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나. 북한이탈주민 상대 북한의 재판실태 조사
현재 북한의 재판소 체계, 재판실태에 관하여는 국내 연구 자료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
라 연구기초자료의 입수도 쉽지 않아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사법정책연구원은
2016. 8.경부터 북한의 재판을 실제로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직접 심층면접,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북한의 재판실태 및 사법자료를 수집·축적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법정책연구원은 북한의 민·형사재판 실태 자료를 꾸준히 수집·축적하는
한편 이를 기초로 북한의 사법제도와 재판실태를 집대성함으로써 통일 대비 사법제도 구
축, 북한 판사 등 법조 인력의 활용 가능성 모색, 북한 판결의 효력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사
법정책 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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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을 대비한 사법제도 연구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 개원한 이후 연구원 내부의 통일사법 센터를 중심으로 통일
이후의 사법질서 통합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여 왔다. 그 결과 2015. 11. 「북
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2014년도 연구과
제로 선정된 「통일 이후 북한 토지등기제도 수립의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
제2부

된 「북한의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도 역시 2017년도 상반기에 최종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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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사법정책연구원은 통일사법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함으로써 통일사법 연구에
이바지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독일의 구 동독 지역 재산권 처리에 관한 연구 - 미해결
재산의 처리현황과 관련 분쟁을 중심으로 -」 용역에 대하여 연구결과를 제출하였고, 2016.
4.에도 「사법분야에서의 통일 준비 과제의 도출」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하였다. 「북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 중 발생할 법적 문제점 및 그 대응방안 – 중국, 러시아 등 동
구권 국가, 베트남 등 체제전환국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용역 역시 2017년
상반기에 용역 결과 제출이 예정되어 있다.
앞으로도 사법정책연구원은 2017년도 연구과제 중 하나인 「북한의 재판 실무에 관한 실
증적 연구」를 수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통일을 대비한 사법제도 연구를 통하여 통일 대비 사
법제도 연구의 허브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할 계획이다.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실시
2015. 11. 발간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제
안된 방안 중 하나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재판절차 안내」 발간을 위해 2016. 6.부터 통일
사법정책연구반 판사들을 중심으로 집필 작업이 이루어졌다. 집필 담당 판사들은 북한이탈
주민을 비롯하여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남북하나재단의 전문상담사 등 관
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청취 및 자문을 받은 후 원고를 완성하였고, 이에 사법정책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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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2017년 상반기에 최종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2016년도 연구과제로 선정

2017. 2. 위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재판절차안내」 책자를 발간하였다.
한편 현재 각급 법원의 법관이 하나원(정식명칭: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
탈주민 보호센터 등 정착지원시설을 방문하거나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하여 법교육을 실시
하고 있으나, 이는 담당 법관의 개인적 역량에 의존하는 형태여서 담당 법관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고,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이나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에 사법정책연구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년~2016년 시행하였던 하나원과 북한
이탈주민보호센터 등에 대한 법교육 강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제도화하기 위하
여 수원지방법원과의 협조 아래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추진하였다.
나아가 사법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위원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사정 및 애로사항을 파악
하고 이를 통일사법 연구에 반영하기 위하여 2017. 4. 25.(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하나
원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사법정책연구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하나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
터, 남북하나재단)에서의 법교육 지원을 확대 및 정례화하고,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법교육 수요자의 요청사항을 꾸준히 파악할 계획이다.

4. 통일사법 관련 외부 행사의 지원
사법정책연구원은 위와 같이 개원 이후 통일 이후를 대비한 사법제도에 관하여 지속적
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를 산출해 왔으나 이러한 사법정책연구원의 역량 및 연구성
과가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다. 통일사법에 관한 실질적이고도 유익한 연구는 사법부
를 통하여야만 완성될 수 있으므로, 사법정책연구원은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
력·소통을 통하여 통일사법 연구의 허브로서의 위상을 굳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법정책연구원은 북한법연구회 월례·특별 세미나 참여,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와 심포지엄 공동주최(2015. 12. 14.), 헌법재판연구원 통일학술대회 참석(2016. 6.
15.),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지원변호사단 워크숍 특강(2016. 9. 26.), 통일연구원 학술대
회 참석(2016. 9. 30.), 통일법제 학술포럼 참석(2016. 10. 22.),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통
일법 포럼 참석(2016. 11. 18.), 대한변협 주최 북한인권백서 세미나 참석(2016. 11. 2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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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사법과 관련된 외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향후에도 사법정책연구원은 중국 내 한반도 연구중심대학인 연변대와 협력 추진, 헌법
재판연구원의 통일 관련 헌법연구사업 참여, 남북하나재단·통일연구원·유엔인권사무소
등 통일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통일 사법제도 연구에 적극 기여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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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술대회 등 개최

사법정책연구원은 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고 연구원의 위상 및 정체성을 강화
하기 위해 2015년에 이어 2016년도에도 총 13회의 학술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2회의 학술행사를 후원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번

일자

장소

행사명

1

2016. 4. 29.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207호

『한국공법학회 60년과 사법』
공동주최 : 사법정책연구원, 한국공법학회,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

2016. 5. 20.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405호

『돌봄노동의 실태와 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
공동주최 : 사법정책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연구소

3

2016. 5. 30.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7동 6층 서암홀

『미래사회와 법』
공동주최 : 사법정책연구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UC Berkeley Law school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
공동주최 : 사법정책연구원, 입법조사처
•집단소송 요건 완화 및 확대 방안
- 발표자 : 홍정아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변호사)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방안
- 발표자 : 이창현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증책임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
- 발표자 : 권대우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4

2016. 6. 27.

110

2016 연간보고서

순번

일자

장소

4

2016. 6. 27.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

5

2016. 10. 21.
~
2016. 10. 22.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관

6

2016. 11. 18.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행사명
•제조물 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
- 발표자 : 김차동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사건에서 국민참여 방안
- 발표자 : 정준영 고법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현대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국제법적 과제와 대응』
공동주최 : 사법정책연구원, 대한국제법학회, 국립외교원
제2부

『노동분쟁해결절차의 법적 현실과 미래 제안』
공동주최 : 사법정책연구원, (사)노동법연구소 해밀,
한국노동법학회

2016. 12. 2.

서울가정법원 융선당

8

2016. 12. 3.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동계학술대회』
공동주최 : 사법정책연구원, (사)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9

2016. 12. 9.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지진관련 재난법제의 현황과 과제』
공동주최 : 사법정책연구원, (사)한국행정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10

2016. 12. 10.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11

2016. 12. 15.

양재동 L타워

12

2016. 12. 16.

고려대학교 CJ 법학관

『인공지능과 윤리, 안전, 그리고 사회』
공동주최 : 사법정책연구원, Digital Asia Hub, 하버드대학교,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사)오픈넷

13

2016. 12. 17.

고려대학교 CJ 법학관

『미래지식정보사회와 사법제도의 개선방향』
공동주최 : 사법정책연구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민법의 발전과 한국 민사법 60년』
공동주최 : 사법정책연구원, 한국민사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법무부
『행정판례와 사법정책』
공동주최 :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행정판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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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7

『직무상 비밀에 대한 헌법상 보호』
공동주최 :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헌법학회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
- 발표자 : 조재현 교수(동아대학교)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 · 의뢰인의 비밀보장
- 발표자 : 장철준 교수(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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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 (2016.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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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비밀에 대한 헌법상 보호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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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법정책연구원 2017년에 들어서도 아래와 같이 2개의 학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2017년 중순 및 하반기에도 다수의 학술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순번

1

일자

2017. 1. 20.

장소

서울가정법원 융선당

행사명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
공동주최 : 사법정책연구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
- 발표자 : 강동욱 교수(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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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일자

장소

1

2017. 1. 20.

서울가정법원 융선당

2

2017. 2. 18.

고려대 CJ법학관

행사명
•각국의 재판중계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 발표자 : 김재윤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급심 재판중계의 합리적 구현방안 모색
- 발표자 : 한동섭 교수(한양대학교)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15년, 회고와 전망』
공동주최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 (201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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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15년, 회고와 전망 (2017. 2. 18.)

II. 업무협약(MOU) 체결

사법정책연구원은 전문분야별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개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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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및 사법서비스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6년까지 총 17개의 기관과 업무협약
을 체결하였고, 2017년에도 2개의 기관(법률신문사, 한불민사법학회)과 업무협약을 추가
로 체결하여 현재(2017. 4. 30.)까지 아래와 같이 총 19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
이다. 이러한 업무협약을 통해 사법정책연구원은 연구성과를 널리 알리고 정책개발 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중요한 사법 현안에 대하여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다
양한 학문 영역의 전문가들과 교류함으로써 법원 외부와의 소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하였다.

순번

체결 기관

발효일

종료일

1

국회입법조사처

2

헌법재판연구원

2014. 6. 16.

2017. 6. 15.

3

한국공법학회

4

한국민사법학회

5

한국형사법학회

2014. 8. 21.

2017. 8. 20.

6

한국비교사법학회

7

한국행정법학회

8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4. 8. 22.

2017. 8. 21.

9

한국헌법학회

10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4. 9. 17.

2017. 9. 16.

11

고려대 법학연구원

2014. 10. 18.

2017. 10. 17.

12

서울대 법학연구소

2014. 11. 7.

2017. 11. 6.

13

한국규제법학회

2015. 9. 11.

2018. 9. 10.

14

도산법연구회

2015. 10. 26.

2018. 10. 25.

15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1. 18.

2019. 1. 17.

16

한국법경제학회

2016. 3. 21.

2019. 3. 20.

17

대한국제법학회

2016. 9. 28.

2019. 9. 27.

18

법률신문사

2017. 4. 20.

2020. 4. 19.

19

한불민사법학회

2017. 4. 28.

20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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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사와 업무협약 체결 (2017.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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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민사법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2017. 4. 28.)

III. 국외 사법기관 및 학술단체와의 교류

사법정책연구원은 국내를 넘어 국외적으로도 사법부를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위상
을 공고히 함과 아울러 비교법적 연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사법기관 및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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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단체와의 교류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2016년 및 2017. 4.까지 이루어진 국외 교
류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2016. 3. 22. 독일 프라이부르크 법과대학 학장 방문
방문자(2) : 마
 티아스 예스테트(Matthias Jestaedt) 독일 프라이부르크 법과대학 학
장, 이석민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수행)

2. 2016. 4. 28. 태국 내각사무처장단 간담회
방문자(8명) : 디스탓 홋라킷야(DISTAT HOTRAKITYA) 내각사무처 처장, 타나왓 숭
통(THANAWAT SUNGTHONG) 상임 법률자문관(태국 디지털-경제
법제 분야 총괄), 프라왓 임솜폴슷(PRAWAT IMSOMPORST) 법제정
보실장 등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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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 6. 3. 필리핀 법관 방문
방문자(1) : 마
 리아 콘셉시온 요망 판간(Maria Concepcion A. Yumang Pangan), 필
리핀 팜팡가 구아구아 지방법원 제53지원 판사 겸 필리핀 사법 아카데미
강사

제3장 교류·협력·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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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6. 9. 9. 일본 민사소송법학회 교수단 간담회
방문 교수 : 일본 민사소송법학회 - 아오야마 요시미츠(青山善充) 도쿄대학 명예교수,
이토 마코토(伊藤眞) 도쿄대학 명예교수, 가토 신타로(加藤新太郎) 츄오
대학 교수, 와가츠마 마나부(我妻学) 동경도립대학 교수, 데구치 마사히사
(出口雅久) 리츠메이칸대학 교수 등 14명
한국 민사소송법학회 - 강용현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변호사), 이호원
연세대 교수, 전병서 중앙대 교수 등 5명

5. 2016. 10. 20. UNCITRAL 아시아태평양사무소 대표 방문
방문자 : 호아오 리베이로(Joao Ribeiro) UNCITRAL 아시아태평양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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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6. 12. 16. 한중사법세미나 중국 참석자 간담회
방문자 : 리 샤오민 국가법관학원 부원장(겸 연구교수), 딩 하이후 광동성 고급인민법
원 파산심판 및 집행재판정 정장, 샹 청린 최고인민법원 정보기술서비스센터
운영유지보장처 처장 등 6명

제3장 교류·협력·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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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7. 3. 2. 일본 국제업무 담당 법관 사법정책연구원 방문
방문자 : 나카가와 마사타카(中川正隆) 판사(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비서과 참사관),
고이케 타다히로(小池忠太) 검사(주한 일본 대사관 일등서기관)

8. 2017. 3. 2. 일본 교수단 간담회
방문자 : 이누부시 유키코(犬伏由子) 교수(게이오 대학) 등 일본 가사소송 관련 교수단
9명이 사법정책연구원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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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인터넷을 통한 소통 기능 강화

1.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법정책연구원은 연구원의 대외 홍보 및 연구성과물의 대국민 제공을 위하여 2014년
제2부

내 기능 및 기본적인 메뉴로만 구성되어 있었던 초기 홈페이지로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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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및 홍보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홈페이지 이용자도 그리 많지 않았
다. 이에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이용자의 구체적인 니즈(needs)를
파악하여 2015년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고,
그 결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연구보고서 45권에 대한 조회건수 합계가 현재(2017. 4. 30.)
41,000건을 넘게 되었다.

또한 연구원 행사 일정, 채용정보, 뉴스레터, 교류협력기관 메뉴 등을 신설하여 홍보기
능을 대폭 강화하였고, 최신발간자료, 연간보고서, 연구보고서 배송신청, 연구 목표 및 방
향, 연도별 연구과제 메뉴 등을 신설하여 연구결과물에 관한 정보공유 기능 역시 대폭 강화
하였으며, SNS의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로 SNS로 공유

제3장 교류·협력·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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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당시 국문 홈페이지(https://jpri.scourt.go.kr)를 개설하였다. 그런데 최소한의 안

할 수 있도록 게시글 하단에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 등
과의 연동 기능을 구현하였다.
앞으로도 사법정책연구원은 홈페이지의 체계적 관리 및 새로운 콘텐츠의 지속적인 제
공을 통하여 홈페이지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대국민 접근성을 계속 높일 예
정이다.

2.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손쉽고 간단하게 정보를 얻
고 있는 현실을 발맞추어 사법정책연구원도 모바일용 홈페이지(국문, 영문)를 구축하였다.

국문 모바일 웹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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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모바일 웹 화면

3. 사법정책연구원 페이스북(facebook) 운영
사법정책연구원은 2015. 4. 7.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jpri.scourt.
go.kr)를 개설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SNS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하여 사
법정책연구원의 연구성과물을 게시하고 학술행사 등 사법정책연구원의 활동을 홍보함으로
써 사법정책연구원은 일반 국민들에게 한층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페
제2부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2017. 1. 20. 사법정책연구원이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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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최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 학술행사를 페이스북을 통하여
생중계함으로써 총 805명(최종 중계 도달 5,175명)이 중계를 시청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도 사법정책연구원은 법률전문가 및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게시물을 페이스북
에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V. 연구활동 및 연구성과물의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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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보고서 전자책(e-book) 무료 제공
사법정책연구원은 4개의 국립도서관(법원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헌법
재판소도서관) 및 12개의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동아대, 성균관

제3장 교류·협력·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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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북이 제공하는 방송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술행사 등 정보를 보다 생생하게

대, 서울시립대, 원광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한국외국어대)과 「전자책 및 디
지털 콘텐츠 제공과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보고서 전자책(e-book)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보문고, 인터파크, 로앤비, 스콜라, 한국이퍼브(예스24, 알라딘, 반디앤루니
스), 네이버 등 주요 전자책 유통업체에도 연구보고서 전자책(e-book)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2017. 2.부터는 학술 데이터베이스 업체(KISS, DBPIA)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보고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3. 뉴스레터 발송
사법정책연구원은 2015. 6.부터 연구보고
서, 학술행사 자료, 연구원 행사 일정 등을 담
은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법학교수, 변호사 등
에게 이메일로 송부함으로써 연구성과물을 전
파하고 연구원 활동을 홍보하고 있다. 2016
년도에는 8건의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연인원
142,325명에게 발송하였고, 2017. 4. 30. 현
재 전국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
1,551명,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16,052
명, 대한변리사회 3,034명, 홈페이지 메일링서
비스 신청자 111명 등 총 20,748명에게 뉴스레
터를 서비스하고 있다.

4. 언론 홍보 강화
사법정책연구원은 연구성과물 및 학술행사 관련 정보가 널리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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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상세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매체에 적극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2015년에 이어
2016년 및 2017년 상반기에도 연구보고서에 관한 보도자료 3건, 학술행사에 대한 보도자
료 3건을 언론 매체에 배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6. 6. 27.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
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 심포지엄, 2016. 12. 2. 「직무상 비밀에 대한 헌법상
보호」 공동 심포지엄, 2017. 1. 20.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 심포지엄,
2017. 3.경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재판절차안내」 책자 발간 등에 대하여 연합뉴스, KBS,
한국일보, 서울경제, 경향신문, 법률신문 등 다수의 유력 언론 매체가 이를 기사화하였다.

제2부

5. 연구보고서 무료 배부 서비스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의 수령을 희망하는 국민 누
구에게나 연구보고서 책자를 우송해 주는 ‘연구보고서 무료 배부 서비스’를 2015. 5.부터
제공하고 있다(다만 법원 직원이 아닐 경우 배송료는 착불 조건임). 연구보고서의 발간을
알리는 모든 홍보물 및 홍보수단(페이스북, 뉴스레터 등)에 ‘연구보고서 무료 배부 서비스’
의 존재를 언급함으로써 위 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도 ‘연구
보고서 배송신청 배너’와 ‘배송신청 퀵메뉴’를 설치하여 무료 배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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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내부 소통 활성화

I. 워크숍을 통한 소통 증진

1. 2016년 워크숍 개최
연구업무 및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고 연구위원
상호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은 2016. 4. 8.(금)부터 4. 9.(토)까지
강릉 ‘솔가람’에서 「연구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김형두 前 수석연구위원이 ‘동영상을
통해 본 각국의 재판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발표 후 연구위원들 사이
에 다양한 질문과 의견 교환의 시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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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 워크숍 개최
2017년에도 사법정책연구원은 구성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친목 도모를 위하여 2017.
4. 6.(목) ~ 4. 7.(금)에 걸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해월당’에서 총 38명(연구원장, 연구
위원·조사위원 21명, 사무국 16명)의 참석 아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16년 워크숍은
연구위원들만 참석하여 이루어졌으나 2017년에는 소통의 폭과 깊이를 더하기 위하여 연구
위원 이외에 사무국 소속 일반직 구성원들도 전원 참여하여 「연구원 전체 워크숍」을 개최
하였다.

오세용 연구위원), ‘러시아 문화’(이제우 연구위원), ‘프랑스의 익명출산제’(안문희 연구위
원)에 관하여 주제발표를 하였고, 사무국 구성원들 역시 ‘인신보호사건 실무운영 및 개선방
안’(정강실 비서관), ‘외국인 민원응대 매뉴얼’(박선우 행정관)에 관하여 주제발표를 한 후,
연구원 전체 구성원 사이에 자유로운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II. 정례회의, 오찬 등을 통한 내부 소통 활성화

사법정책연구원은 수석연구위원의 주재 아래 연구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정례회의를 매
주 2회 개최함으로써 연구업무 수행 점검뿐만 아니라 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인식을 공

제4장 연구원 내부 소통 활성화

129

2
0
1
6
년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워크숍에서 연구위원들은 ‘국회 입법과정’(고상근 파견연구위원), ‘중국의 사법정보화’(

제2부

유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연구원장, 수석연구위원이 연구위원 및 각 직급별 직원들과 정례적으로 오찬을 가
짐으로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반영하고 있으며, 연구보고서 발간시 연구
책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2016. 4.부터 연구원장이 연구책임자 등 연구보
고서 발간에 힘쓴 연구위원들을 상대로 오찬을 주최하고 있다.

III. 각종 동호회 및 봉사 활동

사법정책연구원은 2015. 4. 산악회를, 2016. 4. 탁구회를 조직하는 등 연구원 구성원
의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연구원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역시 정기적
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활기찬 업무 분위기를 창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
는 따뜻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정책연구원 사랑나눔 봉사단’을 구성하여 소외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눔은 물론 봉사활동을 통하여 이웃주민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2016. 9. 21.에는 아동복지시설 ‘신애원’을 방문하였으며 2016. 12. 26.에는 ‘신애원’ 오케
스트라와 함께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사랑나눔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사법정책연구원 체육대회 (201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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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연구과제 선정

제3부

I. 2016년 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수렴

2016. 6. 14. 개최된 2016년도 운영위원회에서 2017년도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① 성
년후견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신탁법 관련 부분 포함), ②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관련 연구, ③ 집중심리제도 하에서의 형사재판절차제도에 대한 연구, ④ 수사기관
의 증인진술조서 확인절차(proofing) 등에 대한 연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II. 연구수요조사

사법정책연구원은 2017년도 연구과제 선정을 위하여 법원 내·외부를 상대로 2016. 9.
9.부터 2016. 9. 30.까지 약 3주에 걸쳐 연구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절차를 통하여 총
91개의 연구주제가 제안되었다. 연구수요조사의 홍보를 위하여 코트넷 주요 공지사항, 사
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에 안내글을 게시하고 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에
협조공문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연구수요조사는 법원 내·외부의 소통과 연구원 홍보에
도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 특히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연구과제 제안을 위한 퀵
메뉴(Quick Menu, 바로가기)를 설치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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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언제든지 손쉽게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III. 연구수요조사 간담회 개최 및 내 · 외부 의견수렴

사법정책연구원은 2016. 11. 9.(수) 사법정책연구원 중회의실에서 14개 시민단체의 대
표자들과 함께 연구수요조사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아동·청
소년 관련법 통합 및 제정, 북한인권기록의 증거활용과 관련된 연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다. 간담회 참석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삼수 법무팀장
◦바른사회시민회의 양성옥 사회실 간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최용상 사무국장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정술 사무총장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고주애 부장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김석우 원장
◦시대정신 홍진표 대표이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경애 법률구조부장
◦한국소비자시민모임 홍민아 조사기획부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
◦한국NGO학회 차명제 교수
◦한국YMCA전국연맹 심유경 팀장
◦한국YWCA 연합회 이명혜 회장
◦환경운동연합 정남순 변호사

또한 사법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위원, 법원행정처, 국회의원을 상대로 연구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결과 연구위원으로부터 22건, 법원행정처로부터 10건, 국회의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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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3건(윤상직 의원 2건, 박주민 의원 1건)의 연구과제를 제안받았다.

IV. 2017년도 연구과제 최종 선정 및 대법원장 승인

위와 같이 운영위원회 심의내용, 연구수요조사 및 간담회 결과, 의견수렴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정리한 과제후보를 대상으로 하여 2016. 12. 23.(금), 2017. 1. 5.(목), 2017. 1.
제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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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7. 2. 10. ‘2017년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계획’을 승인·통보
하였다. 최종 선정된 2017년도 연구과제는 아래와 같다.
순번

연구과제명

1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2

북한의 재판 실무에 관한 실증적 연구

3

법률서비스 보험제도 연구

4

학교 교사용 법 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 [별책 1, 2, 3] 초·중·고 교사별 법 교육 강의안

5

주요 국가 법원의 판결서 작성 및 선고방식에 관한 연구

6

난민재판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7

비밀심리절차(in camera)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8

온라인 분쟁 해결 제도(ODR)에 관한 연구

9

국내·국제 혼합법원(hybrid/mixed courts)의 설립과 운영 및 재판절차에 관한 연구

10

유럽연합(EU)의 분쟁해결절차 통합에 관한 연구

11

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 처리 실무에 관한 연구

12

영미법상 소각하 신청 재판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13

영미법상의 증거채부 재판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motion to suppress와 motion in limine를 중심으로)

14

도산 감독기구(Bankruptcy Administrator)에 관한 연구

15

입양허가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16

가정법원 조사관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17

통합가정법원(Unified Family Court)에 관한 연구

18

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의 통합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19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

미국 행정부의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ALJ) 제도에 관한 연구

21

싱가포르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

22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제1장 2017년도 연구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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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화) 3차례의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검토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 과제의 타당성 및 시

V. 2017년도 기본연구과제의 제안 취지 및 연구 필요성

1.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법관들이 구체적인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헌법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헌법상 기본
권의 의미와 각 기본권의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위헌심사의 기준과 방법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일선 법관들에게 소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기존의 연구 성과는 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제도적 부분에
집중됨(예: 재판소원의 인정여부, 명령·규칙에 대한 직접적 규범통제 권한 소재, 대법
원과 헌법재판소의 통합 등)

▣ 주요 연구내용
○ 재판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영역(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중
심으로, 해당 영역에서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판례 또는 결정을
소개하고, 적절한 헌법적 결론을 위한 바람직한 위헌심사기준을 제시
○ 주요 국가의 위헌심사기준(예컨대, 독일의 과잉금지원칙, 미국의 이익형량원칙 등) 및
이에 따른 주요 결정 또는 판례의 소개
○ 일반적인 위헌심사기준 정립 및 개별 기본권 영역에서 특수한 위헌심사기준 소개

2. 북한의 재판 실무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북한은 1976년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한 이래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등을 개정하면
서 재판제도를 정비하였으나, 현재까지 재판의 실태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어 북한에
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재판절차 내지 실무를 연구한 자료가 많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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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의 재판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면접조사를 실시함으로
써 문헌에서 얻기 어려운 북한법, 사법제도 및 재판절차 및 실무에 관한 이해를 제고
할 필요 있음
○통
 일 후 사법제도 및 재판시스템 구축 등 통일을 대비할 필요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에서의 법의식, 재판 및 사법제도, 수사기관 및 수사절
차 등에 관한 심층 면접·설문 조사
○북
 한의 사법제도, 재판절차에 관한 문헌 조사

제3부

○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과 기존의 문헌자료 및 통일과정을 경험한 국가의 비교법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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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등을 실시함으로써 통일 후 활용할 사법정책 및 재판시스템의 제안

3. 법률서비스 보험제도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법률서비스보험이란 변호사 선임 등 민·형사의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인데 소송대리인 변호사강제주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법률
서비스보험이 필요함
○법
 률서비스 선진국에서는 법률서비스보험에 의하여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을 강화하
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우리도 국민이 법률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법률서비스보험에

관한 주요국 모델의 검토 및 장·단점 분석 후 국내 관련 법규의 입
법방향을 제시하고 제도의 실시를 위한 규범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법률서비스보험의 본질
○각
 국의 법률서비스보험에 관한 법률과 관련 보험약관의 검토 및 법률서비스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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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용 현황, 장·단점 분석
○ 소송대리인 변호사강제주의 등 국내에서의 도입을 위한 관련 법규의 입법방향과 제도
의 실시를 위한 규범적 근거를 제시

4. 학교 교사용 법 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
[별책1,2,3] 초 · 중 · 고 교사별 법 교육 강의안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일선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 수준에 맞는 올바른 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실
시하는 교육연수 등과 연계하여 판사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법 강의를 할 필요 있음 ⇨
판사가 교육연수 등과 연계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법 강의를 할 때 필요한 강의안을 개
발할 필요가 있음
○ 일선 학교 교사들은 초·중·고 학생 수준에 맞는 법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의교재가 없
어서 현실적으로 충실한 법 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초·중·고 교사
별로 맞춤형 강의교재를 개발하여 교부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현행 법 교육 제도에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법 교육 강의안과 강의교재 관련 문
제점 검토
○ 해외에서의 법 교육 강의안과 강의교재 수집 및 검토
○ 초·중·고 교사별로 별책으로 분리한 법 교육 강의안(3권)과 강의교재(3권)의 개발

5. 주요 국가 법원의 판결서 작성 및 선고방식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대법원 및 하급심에서 판결서를 합리적이고 간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방식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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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필요가 있음
○ 전자소송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스템과 판결서 작성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필
요가 있음
○ 다른 국가의 대법원 및 하급심에서 모든 판결을 직접 선고하고 있는지, 선고할 경우에
당사자에게 어느 정도로 판결이유를 고지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우리나라 각 법원에서 판결서 작성 및 선고방식의 현황과 문제점
○주
 요 국가에서 사건유형과 심급별 판결서 작성방식 현황, 선고방식에 관한 실무 현황,
판결서 작성에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 현황

6. 난민재판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013년 「난민법」 제정 이래 최근에 이르기까지 난민사건 급증
○난
 민재판에 대해 제한 없이 3심을 허용하고 있고,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반복적인 소제
기로 법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보호받아야 할 난민에 대하여도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난민재판 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우리나라 난민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전반에 대한 진단
○각
 국의 난민재판 제도 및 실무 현황
○난
 민재판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 제시

7. 비밀심리절차(in camera)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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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리나라에서 합리적이고 간이한 판결서 작성 및 선고방식의 구체적 개선 방안 제안

제3부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기업의 특허 등 지식재산,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민·형사 등의 소송에서 비밀정보
에 대한 심리가 필요함. 이러한 경우에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움
○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비밀심리절차(in camera)를 활용하여 비밀정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식재산, 영업비밀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각국의 비밀
심리절차 현황을 검토한 후 이러한 지식재산, 영업비밀 등을 심리하기 위한 절차를 개
선하여 활성화할 필요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각국의 비밀심리절차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및 시사점 도출
○ 각국의 비밀심리절차 실무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비밀심리절차 개선 방안 제시

8. 온라인 분쟁 해결 제도(ODR)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법분야에서 판사, 변호사, 중재인들과 같은 법률 전문
가들이 ODR을 활용하여 시간, 비용 등을 줄이고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으므로 많은 논
의가 있음. 특히 소액사건 등에 사법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고, 국
제 상사중재에서도 활용되고 있음
○ e-bay는 소액사건 분쟁의 대부분을 ODR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
○ 미국 뉴욕주 사법접근위원회도 ODR 활용 시도
○ 영국 민사사법위원회도 법원제도에 ODR 도입 추진
○ 중국의 경우 전자상거래 분야 분쟁에서 ODR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항저우 법
원에서는 ODR을 전자소송에 연계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ODR 플랫폼(Rechtwijzer)을 개발하여 이혼, 건물임대차 및 고용분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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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 분쟁(relational dispute) 해결에 활용
○ 각국의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제도의 효율적 설계 방안을 모색

▣ 주요 연구내용
○ ODR의 개념과 방식에 관한 검토
○각
 국의 ODR 활용 현황(민간분야, 법원재판, 상사중재 분야 등 포함)
○O
 DR의 장·단점 및 적용 용이한 분쟁유형
○사
 법절차에서 ODR 도입 가능성 및 설계 방안
제3부

9. 국내 · 국제 혼합법원(hybrid/mixed courts)의 설립과 운영 및
재판절차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동티모르, 코소보, 시에라리온, 캄보디아, 르완다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범죄를 재판
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형사법원들은 실체법과 절차법, 법원의 인적구성, 설치 및 운영
등에 있어서 국내법원과 국제법원의 요소들을 혼합한 법원(hybrid/mixed courts)임
○한
 편, 싱가포르는 자국에 설치한 국제상사법원(Singapor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에서 다양한 국적의 판사들로 하여금 싱가포르법 또는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상사관련 국제분쟁을 해결하고 있음. 이는 두바이의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Court, 런던의 Commercial Court, 뉴욕의 Supreme Court’s Commercial
Division 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임
○특
 별혼합법원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통일 이후의 형사소송제도를 준비
하고, 상사관련 국제분쟁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혼합법원의 설립 여부 및 운영방향
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각 특별혼합법원의 설립과정, 재판부 구성, 관할권의 범위 및 재판절차, 구체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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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판진행내역 등 검토
○ 특별혼합법원의 국내 설립가능성 및 구체적 설립 방안, 설립시 관할권 및 재판절차 등
운영방안, 장기적 정책의 제시

10. 유럽연합(EU) 분쟁해결절차 통합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유럽연합은 분쟁해결수단의 적극적 통합을 이루고 있음.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유럽
연합 소액사건절차(European Small Claims Procedure)나 유럽연합 지급명령절차
(European Order for Payment Procedure) 등의 형태로 통합이 구체화되고 있음
○ 유럽연합 분쟁해결절차의 통합 움직임과 구체적인 제도의 모습 및 평가를 통하여 점점
증가하고 있는 동북아 또는 아시아 사이의 법적 분쟁 해결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법적 통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유럽연합 내에서의 분쟁해결절차 통합의 논의 배경, 논의 결과, 유럽연합 각국에서의
제도적 수용 및 운용 현황(예: 유럽연합 소액사건절차, 유럽연합 지급명령절차), 평가,
제도의 개정 논의 및 개정 과정, 시사점
○ 아시아(또는 동북아시아) 내에서의 법적 분쟁의 해결 절차 개선방안 내지 단계적인 법
적 통합안의 제시

11. 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 처리 실무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낙동강 페놀방류,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 가습기 살균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등
대규모의 복잡한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민사소송제도를 통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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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는 한계가 있음
○ 태안 기름유출사건(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으로 인한 소송에서 수만 명의 당
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여 소송수계절차를 밟는다는 등의 사유로 소송이 장기간 지연
된 사례도 있었음
○ 미국의 경우 일정한 사안(예: Deepwater Horizon Oil Spill case)에서 복잡소송을 활
용하여 다수의 사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구체적 실무 현황을 확인
하여 그 장점 등의 도입 검토 필요

▣ 주요 연구내용

제3부

○ 미국 복잡소송 절차 특색과 실무 현황(특정 판사에게 관련사건 이송 및 배당, 법원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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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사건관리방법, 특별조사위원 활용 등)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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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잡소송을 통한 성공적 문제해결사례 제시 및 검토
○우
 리나라 제도 내에서의 구체적인 도입 및 활용 방안

12. 영미법상 소각하 신청 재판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민사재판 중 소권남용 등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 변론절차를 거치게 되면 법원
의 업무자원을 불필요하게 낭비할 수 있음 ⇨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한
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민사소송법상의 소각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
용할 필요가 있음
○미
 국이나 영국의 경우 반복적 소제기로 인한 소권남용(Vexatious litigation)이나 전략
적 봉쇄소송(SLAPP)의 경우에 피고의 소각하 신청(motion to dismiss)에 대한 심리
를 신속하게 마친 후 소각하 결정(judgement of dismissal)을 통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있음(예: 캘리포니아주의 Anti-SLAPP Act 등)
○우
 리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나 불필요
한 제소가 남발되고 있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조기에 소각하 제도를 이용하여 합리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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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영미법상 소각하 신청 재판제도의 도입
여부 및 우리 소각하제도의 개선 방안을 연구함

▣ 주요 연구내용
○ 영미법상 변론전 소각하 신청(motion to dismiss) 제도의 내용과 실무 현황(소각하 결
정의 요건, 결정방식, 기능 및 구체적 사례 포함)
○ 영미법상 변론전 소각하 신청 제도 도입 및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안

13. 영미법상의 증거채부 재판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motion to suppress와 motion in limine를 중심으로)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형사재판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이 출현하는 디지털 증거 등에 대하여 그 채
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음. 또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공판절차 이전 단
계에서 증거채택 여부에 관한 충실한 심리가 진행되어 공판절차에 현출하지 않도록 해
야 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증거 등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그 채택 여부에 대한 의미 있는 기준
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공판절차에 앞서서 충실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증거채부
절차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영미법은 공판 전 단계에서 증거제한신청(motion in limine), 증거배제신청(motion
to suppress) 등에 의하여 증거채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특징과 현황 및
도입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증거제한신청(motion in limine), 증거배제신청(motion to suppress)을 중심으로 한
미국 증거채부 재판제도의 특징 및 실무 현황
○ 증거제한신청(motion in limine), 증거배제신청(motion to suppress)과 관련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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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례 검토 및 증거채부에 관한 기준 파악
○ 우리나라 형사소송절차에서 활용 가능한 증거채부기준 및 영미법상 증거채부절차의
도입방안

14. 도산 감독기구(Bankruptcy Administrator)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및 파산관재인 등에 대한 관리감독
기구를 전문화하고 그 관리감독에 경제·경영·금융전문가 등의 전문성을 반영할 필

○ 미국

내 도산 관리·감독기능은 크게 법무부 산하의 연방관재인(UST)과 법원 내부의
도산관리인(BA)으로 구분되는데, 관리감독기구를 전문화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선진
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도산관리인(BA)·연방관재인(UST) 등의 도입이 검토되
고 있음
○미
 국 도산관리인(BA) 제도와 연방관재인(UST)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서의 적정한 도산 감독기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미국 도산관리인(BA) 제도의 법적 근거, 실무 현황
○미
 국의 연방관재인(UST)과 도산관리인(BA)에 대한 장·단점 및 평가, 그 근거자료
○미
 국 도산관리인(BA) 제도의 도입방안
○우
 리나라에서의 도산 감독기구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감독 방안

15. 입양허가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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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음

제3부

○ 입양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인하여 입양허가제도의 개선 목소리가 내·외
부적으로 높음
○ 입양허가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제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각국 입양허가제도 현황을 참고하여 문제점에 대한 장·단기적 개선 방안 모색

▣ 주요 연구내용
○ 세계 각국 입양사건에서의 재판절차 및 이와 같은 재판을 도와주는 보조인력 등에 관
한 연구(사후감독 내용 포함)
○ 현행 입양특례법상의 문제점 파악 및 그 개선방안
○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 입양허가 사건과 친양자입양 사건의 문제점 파악 및 그 개선방안
○ 각 입양 유형별 적합한 심리방식의 제안과 이에 따른 대법원 규칙 등의 정비 방안

16. 가정법원 조사관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과 관련하여 조사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전문조
사관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 인력배치, 교육 내용, 담당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조사관과 전문조사관의 현황, 담당
업무의 형평성, 적정한 배치 등에 대하여 장·단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우리나라 조사관제도 현황 및 문제점
○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조사관제도 현황
○ 장·단기적 개선 방안 및 정책의 제시

17. 통합가정법원(Unified Family Court)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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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아동학대 사건, 가정폭력사건 등의 효율적 대처와 관련하여 미국의 통합가정법원
(Unified Family Court) 모델을 도입하자는 견해가 있음
○미
 국 통합가정법원(Unified Family Court)의 현황과 장·단점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
여 우리나라에서 도입 가능성 및 단계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미국 통합가정법원 제도와 그 실무적 현황 및 평가
○통
 합가정법원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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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제도 내에서 도입 가능한 부분의 모색 및 단계적 도입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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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의 통합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소년범과 관련된 현행 시스템은 형벌 부과를 위한 형사절차와 보호처분 부과를 위한 심
판절차가 분리되어 있음
○소
 년범에 대하여는 소년범과 관련된 특수한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 형사범과
달리 취급할 필요 있음. 현재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소년부로 송치할 것인
지를 소년 전문 검사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하고 있으므로 소년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쉽지 않고,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현행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소년범과 관련된 특수한 교육 이념을 실현하기 어려워 형사절차와
보호처분 부과를 위한 심판절차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우리나라 소년범 관련 형사절차와 보호처분절차의 문제점
○각
 국의 소년범 관련 형사절차와 보호처분절차 현황
○통
 합시스템 또는 법원 선의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의 구체적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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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시스템에서 통합 시스템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필요한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조직
개편 방안

19.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중앙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이에 대한 집행 과정에서 협상, 조정, 중재 등
의 방식으로 다양한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인 ADR이 활용되고 있음
○ 행정형 ADR은 행정기관 산하에 설치된 조정위원회나 중재위원회 등에서 운영되고 있
는데 그 절차 및 효력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비법률전문가의 주도로 진행되어 구체
적 타당성이 결여되기도 하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ADR 현황 조사를 기반으로 ADR 전반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 전문성 확보방안을 모
색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사법부 접근권 보장, 권력분립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장·
단기적 개선 방안을 연구할 필요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중앙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이에 대한 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의 ADR 제도와 실무 현황 및 문제점
○ 주요 국가에서의 행정형 ADR 제도 및 실무 현황
○ 우리나라 행정형 ADR의 절차 및 효력에 관한 통일적 기준과 개선방안 제시

20. 미국 행정부의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ALJ) 제도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자의 자격에 관해서 법률적 자격이나 소양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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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삼권분립과 적법절차의 원칙 및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 실
현이 어려워질 수 있음
○ 미국의 행정부에는 변호사자격, 일정 기간의 재판경력 등이 있는 행정법판사(ALJ)로
하여금 행정심판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제도 및 운영상황을 검토하여 우리나
라의 장·단기적 개선 방안을 모색함

▣ 주요 연구내용
○ 미국 행정부의 행정법판사의 임명 자격, 임명 요건, 임명 초기의 행정법판사의 업무수
행을 위한 역량·지식·기술·능력 정도, 임기 등

제3부

○임
 명 이후 보수 및 징계 등의 인사 관리 기관, 신분 및 업무의 독립성 정도, 행정심판

○우
 리나라 행정심판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법판사(ALJ)의 도입을 비롯
한 장·단기적 개선방안의 제시

21. 싱가포르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싱가포르의 사법부는 1990년대 들어 국제거래와 금융의 활성화로 인한 법률 분쟁의 복
잡성이 증대되자 적극적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였음
○사
 법개혁과정에서 효율적 사건관리방안 마련, 법정진행절차 규율 강화, 재판수수료 현
실화, 업무절차 간이화 등을 실시하였음
○싱
 가포르 사법부는 200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법부 중 하나로 평가받을 정
도로 신뢰와 평판이 개선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과 성공 원인을 파악하여 우리의 경우
에 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싱가포르 사법제도와 사법개혁의 원인, 주요 내용,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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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의 성과와 그 원인 및 시사점
○ 국민의 사법부 및 재판신뢰 제고를 위하여 도입 가능한 제도 및 구체적인 도입 방안의
제안

22.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등기업무는 성질상 신속을 요하는 절차임에도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는 비송
사건절차법에 의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까지 수개월이 소요되어 등기업무의 성
격에 맞지 않게 운영됨
○ 우리 법이 예정한 이의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국민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기
능을 하지 못하고 법관에게도 업무 부담 초래
○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의 현황을 검토하여 사법보좌관이 결정을 하도록 하는 등
의 신속한 권리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 및 사법보좌관 업무 현황 분석
○ 다른 유사업무의 이의절차 및 외국에서의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현황 검토
○ 사법보좌관에 의한 이의사건 처리 여부와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
안 및 입법안 도출

VI. 연구수요조사 결과의 체계적·지속적 활용

연구과제 선정절차를 통하여 제안된 연구과제 중 현실적 여건 등의 사유로 선정되지
않은 과제라 하더라도 그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사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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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연구수요조사 결과를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
함으로써 추후 연구과제 선정이나 대법원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

2017년도 연구과제제안 데이터베이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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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향후 계획
앞으로도 사법정책연구원은 사회변화에 발맞춘 시의적절한 연구주제를 선정한 후 폭넓
고도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나 고령화 등
으로 인한 사회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해외사법 관련
연구기관의 최신 동향도 예의 주시함으로써, ‘미래를 여는’ 사법정책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다 널리 알리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법 정책 수립에
연구 결과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① 개별 연구보고서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담긴 활용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한 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② 코트넷·홈페이지·
페이스북·뉴스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연구보고서의 발간 사실 및 그 구체적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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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③ 연구보고서의 표지 디자인을 보다 세련되고 현대
적으로 개편하고, ④ 연구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연구결과 요약
본을 작성하여 별도로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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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사법정책연구원은 2017년에도 학계와의 교류와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며,

30.)를 기준으로 장래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학술행사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1

2

일자

2017. 5. 16.

2017. 5. 24.

장소

행사명

이화여대

『취약계층의 권리보호』 (예정)
공동주최 :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사법정책연구원 등
•법원의 프로보노 지원방안
- 발표자 : 김상철 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다문화가정 권리보호
- 발표자 : 고지운 변호사(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
- 발표자 :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
- 발표자 : 정현미 교수(이화여대 법전원)

서울법원
종합청사
대강당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
공동주최 : 사법정책연구원, 한국지식재산협회,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기조강연
- 권문식 현대차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참석예정)
- 김상헌 전 네이버 CEO
- 이 언 가천의대길병원 부원장
•자율주행차
- 발표자: 이진우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상무
•핀테크
- 발표자: 윤준태 다음소프트 부사장
•의료-바이오
- 발표자: 정현용 마크로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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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활동 계획

2017년에 접어들어 이미 2개의 학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도 하였다. 현재(2017. 4.

2
0
1
7
년

순번

일자

장소

행사명

3

2017. 7. 7.
~ 7. 8.

서울대
평창캠퍼스

4

2017. 7.

미정

공동학술대회(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주제: 동물법의 동향과 주요 쟁점

5

2017. 8.

미정

공동학술대회(한국헌법학회)
주제: 헌법 개정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6

2017. 9.

미정

공동학술대회(한국규제법학회)
주제: 빅데이터 혁명과 산업규제

7

2017. 10. 21.

미정

공동학술대회(도산법연구회)
주제 미정

8

2017. 11.

미정

공동학술대회(형사판례연구회)
주제 미정

공동학술대회(한국법경제학회)
주제 미정

앞으로도 사법정책연구원은 다양한 주제에 관한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추진 및 후원
할 예정이고, 특히 연구원의 위상과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사법정책 현안이 있
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한 유관 기관 및 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2016년에 이루어진 주요 활동의 취지와 성과를 그대로 계승하여 2017년에도 정책
연구 활동, 교류·소통 활동 및 연구원 내부 소통 활동에 적극적·진취적으로 임할 계획이
며, 특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의 활동 내역을 살펴보고 그 성취의 정도, 진행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냉정하게 분석·평가함으로써 2017년도에 보다 의미 있고 유익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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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제3부
2
0
1
7
년

(회색 부분은 2017. 4. 30. 기준 이미 시행한 업무)

1월

2월

3월

시행일

업무명

비고

1. 2.

2017년 시무식 및 신년하례

연수원 소강당

1. 2.

신임 사무국장 전입인사 관리 및 사서실무관 임명장 수여

1. 13.

홍형선 파견연구위원 전출행사

1. 20.

공동학술대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

1. 23.

고상근 파견연구위원 전입행사

1. 25.

허영재 초빙연구위원 퇴임행사

2. 7.

제1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2017년 연구계획)

2. 8.

김형두 수석연구위원 환송행사

2. 9.

강영수 수석연구위원 전입인사

2. 14.

권오곤 한국법학원장 내방

2. 17.

법관 연구위원 환송행사(2017. 2. 20.자)

2. 18.

공동학술대회(한국민사소송법학회)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15년, 회고와 전망”

2. 20.

법관 연구위원 전입행사(2017. 2. 20.자)

2. 28.

제2회 과제심의위원회

3. 2.

일본 국제업무 담당 법관 방문
- 마사타카 나카가와 판사, 고이케 검사

3. 3.

법률문헌 검색방법 특강

사법정책연구원 활동 계획

2017

국회이사관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국회이사관
(국토교통위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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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시행일

업무명

3월

3. 8.

김학용 국회의원 내방

4. 6. ~4. 7.

연구원 워크숍

4. 11.

제3회 과제심의위원회

4. 13.

제4회 과제심의위원회

4. 17.

대법원장 업무보고

4. 20.

법률신문-사법정책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4. 25.

하나원 방문

4. 27.

2017년 운영위원회

5. 11.

2017년도 상반기 체육행사

5. 16.

공동학술대회(이화여대 법학연구소)
“취약계층의 권리보호”

5. 24.

공동학술대회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

4월

5월

6월

공동학술대회(한국법경제학회)

7. 중

공동학술대회(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8월

8. 중

공동학술대회(한국헌법학회)
“헌법 개정 30주년”

9월

9. 중

공동학술대회(한국규제법학회)

중순

대법원 국정감사(예정)

10. 21.

공동학술대회(도산법연구회)

초순

연구수요조사를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예정)

초순

통일사법정책연구반 워크숍(예정)

11. 중

공동학술대회(형사판례연구회)

하순

송년회(예정)

12. 29.

종무식(예정)

10월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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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I. 법원조직법
[법률 제14470호, 2016. 12. 27. 일부 개정]

제2편 대법원
제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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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편 대법원의 기관

제3장 사법정책연구원
제76조의2(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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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법정책연구원장 및 수석연구위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하

제1장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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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20조의2(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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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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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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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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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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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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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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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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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의6 에 따른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제4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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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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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방침과 방향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2. 연구원의 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 (소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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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사법정책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 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
집한다.
②연
 구원장이 제1항의 소집요청을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도 위원장에게 특정 안건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연구원장에게 운영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
제7조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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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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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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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연구원장
제10조 (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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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연구위원등
제11조 (연구위원등 임용자격)

① 법 제76조의3 제2항 제3호 에 따라 연구위원등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실
적 또는 경력이 있어야 한다.
1.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통산 4년 이상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
2.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통산 2년 이상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
② 제1항에서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라 함은 전공분야 또는 그와 관련된 학과에 관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연수와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한 연수를,
실무경력연수라 함은 국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기타 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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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연수를 말한다.
제12조 (비법관 연구위원등 임용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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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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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초빙연구위원 등

제4부
부록

제14조 (초빙연구위원 임용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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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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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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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계획
제16조 (연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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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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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연구수행
제18조 (연구수행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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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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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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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장은 주요 연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연구보고서 발간 등
제22조 (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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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2016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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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교류 및 협력
제24조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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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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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자문위원회

제4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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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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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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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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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일지 (2016년)

시행일
1. 4.

2016년 시무식 및 신년하례

1. 4.

총무과장 인사발령 전입인사(2016. 1. 1.자)

1. 8.

전출직원 환송행사(2016. 1. 11.자 전출)

1. 11.

사무국 법원공무원 인사발령

1. 14.

국회 파견연구위원 전입행사(2016. 1. 14.자)

1. 18.

업무협약 체결

1. 25.

전문가 세미나 개최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요소들에 관한 다양한 의견”

1. 26.

제1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1. 28.

전문직연구위원 퇴직(1명)

29

2월

3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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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연수원 소강당
법원서기관
파견연구위원 1명, 일반직공무원 2명
법원사무관 등 2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학인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장 퇴임

최송화 연구원장

2. 1.

제2대 사법정책연구원장 취임

호문혁 연구원장

2. 5.

사무국 법원공무원 전출행사(2016. 2. 11.자)

관리서기 1명

2. 11.

사무국 법원공무원 전입인사(2016. 2. 11.자)

관리서기 1명

2. 11.

제2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2. 12.

전문직 연구위원 채용 면접 시행

2. 18.

제3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연수원 본관동 제405호 등

2. 19.

법관연구위원 전출 행사(2016. 2. 22.자)

법관연구위원 6명

2. 22.

법관연구위원 전입 행사(2016. 2. 22.자)

법관연구위원 6명

3. 11.

전문직 연구위원 임명장 전수식(2016. 3. 11.자)

송현정 연구위원

3. 21.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경제학회

3. 22.

프라이부르크 법대 학장 내방

4. 4.

상반기 친절 · 부패 방지교육

4. 8. ~4. 9.

4월

업무명

연구위원 워크숍 “세계의 재판”

4. 18.

대법원장 업무보고

4. 21.

제4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4. 28.

태국 내각사무처 방문단과 간담회

4. 29.

한국공법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한국공법학회 60년과 사법”

5. 4.

상반기 체육행사

2016 연간보고서

마티아스 예스테트
(Matthias Jestaedt)
연수원 소강당
강릉 솔가람

방문단 : 태국내각사무처장
(디스트랏 호라킷야) 외 7명

일산호수공원

2016

5월

6월

8월

9월

업무명

비고

5. 12.

제5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5. 16.

제401차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5. 19.

제6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5. 20.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3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돌봄노동의 실태와 종사자에 대한 법적보호”

5. 21.

산악회 등산

5. 23.

전문가 세미나 개최
“피고인의 신분상 불이익 및 형벌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

5. 30.

공동 워크숍 개최(사법정책연구원,
서울대학교법학대학원, 버클리 로스쿨)“미래사회와 법”

6. 3.

필리핀 법관 방문 간담회 “필리핀의 사법제도”

6. 14.

운영위원회 개최

6. 15.

전문가 세미나 개최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방안에 관한 연구”

6. 16.

제7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6. 27.

국민의 생명 · 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 심포지엄 개최

6. 30.

전출직원 환송식(2016. 7. 1.자)

7. 7.

제8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7. 8.

전출직원 환송행사(2016. 7. 11.자)

법원서기 1명

7. 11.

전입직원 인사(2016. 7. 11.자)

법원서기 2명

7. 20.

초빙연구위원 채용 면접시험 실시

7. 26.

제9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8. 2.

제10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8. 5.

초빙연구위원 퇴임식

8. 9.

제11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사법연수원 청사

파주 감악산

마리아 콘셉시온 판사

공동주최 : 사법정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사법보좌관 등 2명
제4부

연구원 중회의실

김성용 초빙연구위원

8. 10.

전문직 연구위원 채용 면접 시행

8. 11.

초빙연구위원 임명장 수여식

허영재 초빙연구위원

8. 12.

조사위원 채용 면접 시행

대법원 본관 404호 등

8. 16.

전문직연구위원 퇴임행사

박준선 연구위원

8. 22.

을지훈련 비상소집

9. 1.

전문직 연구위원 및 조사위원 임명장 전수식

9. 8.

제12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9. 9.

일본 민사소송법학회 교수단 등 간담회
“사법정책연구원의 현재와 미래”

9. 20.

제13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9. 21.

신애원 방문

9. 22.

제14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9. 28.

업무협약 체결

9. 29.

제15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부록

7월

시행일

연수원 본관 405호

연수원 본관 1층 로비
이혜영 연구위원(박사),
서용성 조사위원, 최유나 조사위원

봉사활동
대한국제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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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월

11월

시행일
10. 5.

정기 회계 및 물품 검사

10. 13.

제16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10. 14.

대법원 국정감사

10. 20.

UNCITRAL 아시아 · 태평양대표 방문 간담회

비고

호아오 리베이로(Mr. Joao RIBEIRO)

10. 21. ~
10. 22.

국제법학자대회

공동주최 : 사법정책연구원,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10. 25.

하반기 체육행사

일산 호수공원

10. 29.

전국법원 한마음 종합체육대회 참석

11. 1.

제17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경기도 이천

11. 9.

연구수요조사를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

연구원 중회의실

11. 11.

통일사법정책연구반 워크숍

리버사이드호텔

11. 18.

공동 심포지엄 개최
“노동분쟁해결절차의 법적 현실과 미래 제안”

11. 22.

제18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11. 25.

일반직 실무연구회 개최

11. 29.

제19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12. 2.

공동학술행사 개최
“직무상 비밀에 대한 헌법상 보호”

공동개최 :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헌법학회

12. 3.

공동학술대회 개최
“상고제도의 개선, 요건불비인 공시송달의 효력”

공동개최 : 사법정책연구원,
(사)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2. 9.

공동학술대회 개최
“지진 관련 재난법제의 현황과 과제”

12. 10.

공동학술대회 개최
“민법의 발전과 한국민사법 60년”

12. 14.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12. 15.

공동학술대회 개최
“행정판례와 사법정책”

12. 16.

공동학술대회 개최
“인공지능과 윤리, 안전, 그리고 사회”

12. 16.

한중사법세미나 참가자 간담회

12월

168

업무명

12. 17.

공동학술대회 개최
“미래지식정보사회와 사법제도의 개선방향”

12. 26.

사랑나눔 음악회 개최

12. 28.

송년회

12. 29.

사무국장 명예퇴임식

12. 30.

종무식

2016 연간보고서

공동개최 : (사)노동법연구소 해밀,
한국노동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

공동개최 : 사법정책연구원,
(사)한국행정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공동개최 : 사법정책연구원,
한국민사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법무부
공동개최 :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행정판례연구회
공동개최 : 사법정책연구원, Digital
Asia Hub,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사)오픈넷
연구원 중회의실
공동개최 : 사법정책연구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수원 소강당
일산 소재 “더 테라스”
김주완 사무국장

J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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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30. 기준)

I. 연구총서 번호순

연구총서

보고서명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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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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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 27.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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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 27.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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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5. 22.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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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5. 30.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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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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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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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6. 26.

2015-07

영국의 양형기준제도 - 양형기준제도의 법령 및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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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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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7. 24.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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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9. 14.

2015-13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의 분석

2015. 11. 25.

2015-14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2015. 11. 13.

2015-15

각국 법원모욕의 제재 방식에 관한 연구

201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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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부록

2014-01

연구총서

보고서명

발간일

2015-16

가사사건의 상담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15. 11. 9.

2015-17

각국 법관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2015. 12. 23.

2016-01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을 위한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연구

2016. 2. 16.

2016-02

전문가 감정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6. 1. 13.

2016-03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

2016. 1. 14.

2016-04

한국형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2016. 2. 26.

2016-05

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

2016. 1. 15.

2016-06

동산공시제도 및 동산담보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6. 2. 25.

2016-07

압수 · 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6. 3. 28.

2016-08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6. 3. 28.

2016-09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

2016. 4. 4.

2016-10

EU사법재판소(CJEU)와 유럽인권재판소(ECtHR)에 관한 연구

2016. 8. 26.

2016-11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유형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2016. 9. 8.

2016-12

증인신문 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

2016. 9. 30.

2016-13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016. 10. 17.

2016-14

네덜란드의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2016. 10. 25.

2016-15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에 관한 연구

2016. 10. 21.

2016-16

대형 경제 형사사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증거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

2017. 2. 23.

2016-17

법원의 프로보노 활동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2017. 3. 13.

2016-18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
2016. 11. 18.
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을 중심으로 -

2016-19

민사소액재판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7. 1. 24.

2016-20

공익소송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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