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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 사법부의 미래를 설계하는 사법정책연구원, 원장 강현중입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함께 『정보화시대와 영상재판』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뜻 깊은 이번 모임을 위하여 이 자리를 빛내 주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님, 이번 행사의 성공
적인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님, 한국민사
소송법학회 한충수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법정책과 제도
를 전망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재판은 당사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
로 가상법정에 접속하여 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재판입니다. 이미 영국, 중국 등 외국
에서는 이러한 온라인 재판 내지 가상 재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의 활성화로 전세계
의 많은 유통매장들이 폐점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시스템 또한 이러한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 출석의 개념 또한 기존의 물리적
인 법정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접속 등을 통한 참여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
어야 할 것입니다.
19세기 초엽 산업혁명의 거센 흐름을 누르고자 영국에서 일어났던 기계 파괴운동, 즉 러다
이트 운동이 종국에는 실패하였듯이 변화의 흐름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해서는 4차 산업혁
명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여시구진
(與時俱進)의 자세로 다가오는 세기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사법부의 싱크탱크인 사법정책연구원도 미래형 재판인 영상재판을 통하여
재판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오늘의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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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사법부는 정보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른 공공기관은 물론 기술 혁신 시대에 대비하는 민간 분야의 지혜
와 노력을 배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심포지엄이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력 하에 다가오는 미래 사회를 슬기롭게 준비하는 새로운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모임을 헌신적으로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26.
사법정책연구원장

강 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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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님,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님, 한충수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
님, 발표자·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협이 사법정책연구원,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함께 정보화시대와 영상재판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상재판은 재판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중계시설이나 영상장치를 활용하여 법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상회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당사자나 대리인의 소재지가 법원과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경우, 또는 당사자나 대리인이 병상에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화상회의 방식
을 적극 고려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전국법원 최초로 화상회의방식의 변론준비절차를 시행해, 사건당사자 및 소송대
리인이 대법원 화상회의실에 참석하여 주요 절차 및 기일을 협의하는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했습
니다.

대한변협 또한 재판에서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형사기록 열
람·등사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인지대를 감액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인적사항 없이 형사 공탁을 가능케 하는 공탁법 개정안도 발의하였습니다. 이
밖에 지난 2월에는 금감원 조사 시 변호사 입회를 허용하게 하여, 조사당사자가 마음 놓고 변호
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좋은 재판은 당사자의 권리 보호에 충실한 재판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
서는 사법정보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영상재판이 확대되어, 변론준비절차
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출석 등의 부담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던 사건에서 온라인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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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늘 재판당사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앞으로도 사법정보화에 적극 협력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8. 6. 26.
대한변호사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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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정보화시대와 영상재판」 심포지엄에 공동으로 참
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변호사 직역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도 공
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오늘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결과가 재판실무에 바로 반영되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두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06년 「독촉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
여 전자독촉시스템을 정착시킨 이래 2010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11년 동 규칙의 시행 후 2015. 3. 23.부터는 민사집행 및 비송 사건에 대해 전자소송 서
비스가 개시됨으로써 형사사건을 제외한 전 민사사건 등에서 전자소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놀라운 변화 과정과 속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자소송의 접수 비율(1심 민사 본안 사건)
도 2015년에는 60.8%, 2016년에는 65.9%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
한 전자소송의 안정적 도입에 따라 대법원은 음성과 영상의 송수신을 통한 재판을 현재 지향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2024년 스마트 법원 4.0」 이라는 슬로간 아래 인공지능
챗봇 등의 도움으로 누구나가 나홀로 소송을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
주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노력은 부수적으로는 재판운용의 효율성
제고 측면도 있겠지만 모두 사법자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익 증진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생
각됩니다.
오늘 논의되는 영상재판의 도입 역시 그러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는 단순
히 종이 없는 전자소송을 넘어 물리적인 공간의 벽을 넘어서는 비대면의 재판을 목표로 하고 있
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재판의 과정과 내용도 수요자 친화적으
로 변화되어야 하고 정보화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동조하여야 함은 당연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의 최근의 변화 노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 노력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려는 사법정책연구원의 노력
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민사소송법학회에서도 이러한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보
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이소송 시대의 민사소송의 전통적인 가치가 새로운 정보화시대
의 재판 모습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
다. 우선, 재판공개주의와 직접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는 없는 것인지, 생성초기부터 전자정
보로 존재하는 증거방법을 관리하는 방법이나 증거조사 방법은 무엇인지 등 아직 논의되고 있
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을 통해 물리적인 공간의 벽을 넘어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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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재판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기존의 고민을 해결할
단초도 찾을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끝으로 이 심포지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님,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
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발표와 토론에 임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학회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 6. 26.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

한 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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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사법정책연구원 강현중 원장님,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님,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충수 회장님,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사법정책연구원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함께 오늘 『정보화시대와 영상재
판』 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 또한 이러한 혁신의 물결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오
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특허법원에서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행한 이래 2015년 집행사건 전자
소송 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현재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법원에 450여 개의 전자법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상재판은 이러한 전자소송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당사자들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서
도 영상재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판입니다. 영상
을 통한 원격재판이 가능해질 경우 국민의 사법접근권 향상, 사회적·경제적 비용 절감, 신속한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행 민사소송법의 해석으로는 변론기일이 아닌 변론준비절차의 협의 정도만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원격 영상신문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일반 민사재판에서는 거의 활용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전국적으로 6개 시범재판부를 지정하
여 영상재판 프로그램을 활용한 변론준비절차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영상재판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이러한 영상재판의 실제와 전망, 그리고 정보화 시대와 재판의 변화에 관하
여 실무와 학계를 아우르는 의견 청취의 장을 마련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 심포지엄이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력 하에 다가오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새로운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
기를 기대합니다.
사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좋은 재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과감히 도입하는 등 미래의 사법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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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번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사법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및 한국민사소송법
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발표 및 토론을 맡아 주신 전문가와 영상재판을 시현하여 주신 시범재판
부 담당자 여러분,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26.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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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진행 시범 실시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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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영상통화를 이용한 재판진행
수원지방법원
시범실시 결과보고서

안산지원 부장판사 손

주

철

손 주 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1. 영상재판 실시 배경
1)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근거지를 둔 소송
대리인 또는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하느라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소송대리인 등에게 편리한 변론 시간을 지정하고, 기일의 진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어
느 정도 편의를 제공하여 줄 수 있으나, 그래도 출석에 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
지입니다.
2) 소송대리인 또는 당사자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영상통화를 이용한 재판의 시범 실시를 의뢰받았습니다.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와 스마트폰, 그리고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영상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면, 재판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
이고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영상통화를 이용한 재판의 시범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3) 아래에서는 제가 소속된 재판부를 비롯한 시범 실시 재판부의 실시 결과를 정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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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시범 재판부 현황
권역
서울권

경인권

지방권

합의 / 단독

재판부

재판장

민사합의

서울북부지법 12민사부

김양호 부장판사

민사단독

서울북부지법 14민사단독

박진영 판사

민사합의

수원지법 안산지원 1민사부

손주철 부장판사

민사단독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7민사단독

임선지 부장판사

민사합의

광주지법 순천지원 2민사부

김창모 부장판사

민사단독

부산지법 서부지원 3민사단독

남현 판사

시범 재판부는 서울권(민사합의부 1, 민사단독 1), 경인권(민사합의부 1, 민사단독 1),
지방권(민사합의부 1, 민사단독 1)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시범 실시를 진행하였거
나 진행 예정인 재판부입니다.

3. 영상재판의 준비
1) 하드웨어 준비
① 특허법원에서 2016. 무렵 실시한 ‘화상회의방식 변론준비절차’는 대법원 화상회의실
과 특허법원 법정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고정식 영상회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대법
원 화상회의실에 소송대리인들이 출석하고, 특허법원 법정에 이동식 화상회의 장비
를 설치하여 법관이 출석하는 방식입니다.

<특허법원 법정 -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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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은 소송대리인이 대법원 화상회의실(또는 각급 법원에 마련된 원격영상증언실과
같은 시설)에 출석하는 부담을 지게 되고, 법원 내 시설의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며, 영상재판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경우 법원에 화상회의실과 같은
하드웨어를 증설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②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
고 현실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영상재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범 실시에서는 재판부의 경우 재판부 사무실 또는 법정
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고, 소송대리인의 경우 각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영상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재판부에서도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패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근무하는 사무실
또는 법정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스마트폰을 와이파이(WiFi) 연결 없이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는데 따르는 부담,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 스마트패드를 사용할 경우
에는 확보 문제 등이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하였습니다. 영상재판이 본격적으로 시행
되고 근무 시간 이후에 근무 장소가 아닌 공간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스마트폰
이나 스마트패드 사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범 재판부 중에서는 공적
인 재판 절차를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④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 화상카메라, 헤드폰(또는 스피커), 마이크(헤드폰과 마이크
를 합친 헤드셋)가 필요합니다. 다만, 영상통화 연결 이후 영상 또는 음성의 안정적
송수신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능이 보장된 장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추후 종합적
인 테스트를 하고 하드웨어의 권장 성능을 정해 두는 것이 요구됩니다.

2) 어플리케이션 준비
①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이미 공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
래 전부터 사용되던 Skype나 아이폰 계열에서 사용하는 Face Time 등이 대표적입니다.
② 법원에서는 법원 내 화상회의 전용프로그램으로 Vidyo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Vidyo 앱의 일부 기능을 수정하여 영상재판시스템(주로 영상증언에 사용하는 프로
그램입니다)도 영상재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Vidyo 앱은 컴퓨터, 스마프폰(아이
폰, 안드로이드), 스마트패드에서 모두 무료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Vidyo 앱을 일
부 수정한 영상재판시스템은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또는 재판부로부터 설치 파
일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앱의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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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전산정보관리국으로부터 로그인에 필요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발급받아 사전
에 소송대리인에게 알려준 후, 약속된 시간에 미리 로그인하여 방을 개설합니다. 소
송대리인은 지정된 시간에 앱을 실행하여 로그인한 후, 재판부에서 미리 개설하여
둔 방에 접속합니다. 재판부와 소송대리인이 모두 연결된 후 영상통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시범 실시 재판부에서는 대부분 Vidyo 앱(또는 영상재판시스템)을 사용하여
영상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로그인 화면>

<② 개설된 방에 입장하기 전 화면>

<③ 접속 화면>

③ Vidyo 앱(또는 영상재판시스템)을 대신하여, 종래 화상통화에 많이 이용되었던
Skype 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범 실시 초기 단계에서 1개 재판부에서
Skype 앱을 이용하여 영상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Skype 앱은 컴퓨터 또는 스마트
폰에서 무료로 설치할 수 있고, 다자간 영상통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와 소송대리인이 개별적으로 아이디를 발급받은 후, 재판부가 쌍방 소송대리인에게
영상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3자간 영상통화가 가능합니다. Skype 앱은 오래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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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녹음 또는 녹화를 지원하는 별도의 앱이 있어서
녹음 또는 녹화를 하면서 재판 진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영상재판 대상 사건의 선정
1) 영상재판에 적절한 사건의 선정
① 영상재판이 변론준비절차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소 제기 이후 변론이 진행되지
않은 사건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변론이 진행되었더라도 변론준비절차가
필요한 사건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범 재판부에서는 신건, 변론 진행 중
사건을 대상으로 한 재판부가 모두 있습니다.
② 이번 시범 실시를 위하여 별도로 대상 사건 선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소가
제기되고 소장 송달 후 답변서가 제출되면 조기조정 대상 사건 정도만 선별하고 나
머지 사건은 대체로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영상재판을 위한 사건
선정 작업이 재판부 업무 가중 사유로 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 선정을 위해 소송대
리인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소송
대리인 또는 당사자에게 영상재판 제도가 있음을 알리면서, 영상재판 이용을 신청할
것인지 미리 고지함으로써 신건 사건 관리 및 사건 선별 업무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사무실 위치 및 소송대리인의 반응
① 법원이 소송대리인의 사무실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출석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
하면, 법원과 사무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소송대리인에게 영상재판 이용을 권유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제가 소속된 재판부의 경우도 안산 인근에 사무실이 있는 소
송대리인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는 소송대리인이 보다 적극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쌍
방이 모두 서울에 있는 사건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영상재판을 실시한 사건
중 1건은 안산에 사무실이 있는 소송대리인의 의향도 알아볼 겸 영상재판을 권유하
여 보았고 권유에 응하여 영상재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른 시범 재판부의 경우도
비슷하였습니다. 예컨대, 서울북부지법의 경우 서울 서초동 또는 인근 지역 소송대
리인들을, 부산서부지원의 경우 부산 본원 지역 소송대리인들을 대상으로 영상재판
을 하였습니다. 모두 소송대리인 근거지와 법원이 적어도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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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범 실시 재판부로부터 영상재판 권유를 받은 소송대리인들은 대체로 잠시 머뭇거
리면서도 흔쾌히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영상재판이라는 새로운 시도에 주저하면서
도 법정 출석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면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판
단하였다고 보입니다.

5. 영상재판 준비상황 점검
1) 시범 재판부에는 전산정보관리국에서 하드웨어를 점검하고 Vidyo 앱(또는 영상재판
시스템)의 사용방법 등을 알려 주어 별다른 무리 없이 준비가 가능하였습니다.
2) 영상재판을 하게 될 소송대리인 중 컴퓨터 등 하드웨어 준비, Vidyo 앱(또는 영상재
판시스템) 또는 Skype 앱 사용에 어려움을 토로한 대리인은 없었습니다. 사소한 문제 정
도는 있었겠지만, 대체로 직접 해결 가능한 정도인 것 같았습니다. 영상재판시스템은 재판
부가 전산정보관리국으로부터 받은 설치 파일을 전달받아 소송대리인에게 다시 전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 저희 재판부에서는 영상재판 실시 약 1주일 전에 영상재판 예정 시간, 앱 등 준비상
황 체크, 즉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제공 요청, 지정된 시간보다 10분 전에 미리 로그
인하여 줄 것 등을 요청하는 석명준비명령을 하였습니다. 특히, 아직 영상통화 연결이 안
정화되지 않은 탓인지 연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고, 그 때 즉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로 음성 연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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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상재판의 실시
1) 실시 예 사진

< 북부 - 영상재판시스템 이용 >

<북부 - 영상재판시스템 이용 >

< 안산 - 스카이프 앱 이용 >

< 부산서부 - Vidyo 앱 이용 >

2) 영상통화 방식의 변론준비절차 가능 여부
민사소송규칙 제70조 제5항에서는 ‘재판장등은 기일을 열거나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양
쪽 당사자와 음성의 송수신에 의하여 동시에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음성의 송수신’과 함
께 ‘영상의 송수신’도 이루어지는 영상통화 방식으로 변론준비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해
석하는 데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특허법원의 2016. 3. 16. ‘특허등 심결취소
소송 심리매뉴얼’과 사법지원실의 2016. 11. 7. ‘재판제도개선협의회 회의자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해석하였습니다.
3) 쟁점과 증거의 정리 가능 여부
① 민사소송규칙 제7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음성의 송수신에 의하여 동시에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변론의 준비와 진행 및 변론에 필요한 시간에
관한 협의(제3항)’과 ‘준비서면의 제출횟수, 분량, 제출기간 및 양식에 관한 협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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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0조 제1항(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
에서 쟁점과 증거의 정리, 그 밖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항(당사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할 수 있다. 재판장등은 당사자에게 변론진
행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은 ‘음성의 송수신에 의
하여 동시에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내용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영상통화 방식에 의하여 쟁점과 증거의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논의
가 필요합니다.
② 제1항에서 표현한 ‘쟁점과 증거의 정리’를 제5항에서 명시적으로 가능한 대상에 포함
시키지는 않았으나, 제3항의 ‘변론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협의’를 폭넓게 해석하면
‘쟁점과 증거에 관한 협의’도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범 재판부에
서도 ‘쟁점과 증거에 관한 협의’를 모두 큰 이견은 없는 것 같고, 실제 실시 사항에
서도 쟁점 정리와 증거 신청에 관한 사항까지 모두 다루어졌습니다. ‘쟁점과 증거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영상재판의 활용도는 매우 떨어질 것입니다. 법
령의 개정으로 영상 재판에서 ‘쟁점과 증거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쟁점과 증거에 관한 협의’를 한 재판부에서는 협의 결과를 토대로 서면에 의한 준비
명령(법원 내 마련된 전산양식 이용함)을 하였습니다. 실제 준비명령을 별지 1~2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진행을 위한 전제로서
영상통화가 이용된 것입니다.
4) 변론준비기일의 가능 여부
① 영상통화 방식으로 ‘쟁점과 증거에 관한 협의’를 변론준비기일의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범 재판부에서 대체로 현재 민사소송규칙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재판부를 제외한 다른 시범 재판부에서는 모두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진행을 위한 전제로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변론준비기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법지원실에서도 현행법 하에서는 ‘음성(영상) 송수신에 의한 통화방
법’은 이를 통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장등이 준비명령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 중 일부로 보아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② 다만, 제가 소속된 재판부에서는 변론준비기일의 형식으로 영상재판을 진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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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후 변론준비기일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별지 3~5 참조). 이미 영상재판을 권
유하면서 변론준비기일로의 진행을 고지하였고, 변론준비기일과 같이 재판부와 대면
하여 기일을 진행하는 것과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를 위한 전제 절차로 진행하는
것에는 소송대리인의 절차 진행에 임하는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법령의 개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적어도 변론준비기일의 진행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시범 재판부로서 미리 진행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변론준비기일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시범 재판부에서도
변론준비기일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③ 참여관의 참여없이 변론준비기일로 진행하였으므로, 변론준비기일조서는 민사소송법
규정(제283조 제2항, 제152조 제1, 3항)에 따라 녹음을 실시하고 참여관이 재판장
의 설명을 듣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④ 변론준비기일로 진행하면 기일의 불출석에 따른 제재, 실권효 적용, 재판의 공개 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실제 영상재판 진행시 나타난 문제점
① 영상재판시스템을 사용한 시범 재판부 중 프로그램 버전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변경
되는 바람에 영상 및 음성 송수신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Vidyo
앱을 사용한 재판부나 Skype 앱을 사용한 재판부에서 모두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
문제(음성이 끊어지거나, 영상 화질이 좋지 못한 상태를 포함합니다)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영상통화시 사용된 하드웨어(마이크, 스피커)의 성
능이 떨어지거나 통신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판부에서는 한 쪽 소송대리인의 음성이 갑자기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다음 속행 기일에서는 소송대리인이 마이크와 스피커를 교체하였고 별다
른 문제없이 연결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연결상 문제는 대부분 시범 재판부에서
발생하였고 해결에 다소간 시간이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연결상 문제점을 즉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영상재판 진행을 할 수 없게 되거나 곤란을 겪게 되는 점은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재판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결시 필요한 하드
웨어의 사양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② 법원에서는 영상재판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으로 Vidyo 앱(또는 영상재판시스템)을 공
식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Vidyo 앱(또는 영상재판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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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은 흔히 사용되는 앱이 아니어서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현재 Vidyo 앱의 간략한
접속 설명서는 제공되었습다만, 특히 소송대리인들에게는 사용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나 연결 방법, 이상 유무를 점검에 필요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영상재판을 녹화 또는 녹음 여부는 보다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참여관의 참
여 없이 변론준비기일로 진행하고 변론준비기일조서를 작성하려면 최소한 녹음은 필
요합니다.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원격영상재판의 진행상황 전부를 녹
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제7조). Vidyo 앱(또는 영상재판시스템)을 사용
하여 영상재판을 진행하려면, 녹화 또는 녹음 기능의 지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현
재 전산정보관리국에서 재판부에 한정하여 녹화를 할 수 있는 기능 개발 중에 있다
고 합니다.
④ 법정에서 영상재판을 실시한 시범 재판부에서는 소리울림(하울링)이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여 보입니다.
⑤ 시범 재판부 중에서 참석한 소송대리인 또는 당사자들의 신분 확인 절차에 관한 보
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7. 영상재판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1) 소송대리인들의 만족도
소송대리인들은 영상재판을 권유받았을 때 대체로 잠깐 주저하다가 승낙하였습니다만,
실제 시행 결과 소송대리인들의 만족도는 꽤 높아 보입니다. 시범 재판부에서 느낀 공통적
인 의견입니다. (변론준비기일로 진행하였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영상재판에서 쟁점과 증거
에 관한 협의가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정에 출석하여 쟁점과 증거에 관한 협의를 한
것과 별다른 차이가 느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법정 출석을 위한 시간은 현저히 줄
어들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만족도는 높아 보입니다. 북부지법에서 소송대리인들에게 직접
만족도에 대해 물어본 바에 의하더라도, 법정 출석을 위한 시간 절감에 대단한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소속된 재판부 진행한 사건의 소송대리인 중에는 영상재판이 확
대되면 법무법인 사무실에 영상재판실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도 있습니
다.
2) 재판부의 입장
매주 1일을 변론기일로 진행하면 기일 확보 문제, 소송대리인의 출석 어려움 등으로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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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시일에 기일을 진행하기 어렵고, 쟁점 정리 등이 모두 뒤로 밀리게 됩니다. 영상재판을
시행하면 기일 확보 또는 소송대리인의 출석 어려움 문제가 비교적 덜하므로, 사건 진행
초기 단계에서 쟁점 정리, 증거 협의, 절차 진행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입니다. 아울러 변론기일에 진행되어야 할 사건의 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충실한 변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영상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는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재판에
적합한 사건 선정 작업을 하는 것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법정에서 다수의
사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기일 진행에 비해, 영상통화를 연결하는 방식은 재판부 입장에
서는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재판부에서 대승적인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하겠지만, 업
무 부담 증가와 효율성 제고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연결 문제
2회 이상 영상재판을 진행한 사건의 경우 연결 상태가 점차 좋아지고 안정적으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설령 시범 실시 단계에서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 문제가 다소 발
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고, 영상재판이
확대되고 홍보가 이루어져서 필요한 하드웨어를 충분히 구비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됩
니다.
4) 법령의 정비 필요
시범 재판부로서, 특히 변론준비기일로 진행하여 본 재판부로서 영상통화 방식의 재판
이 법정에서 기일을 진행한 것과 비교해 재판으로서 큰 차이를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개
인적인 의견으로는 적어도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
입니다.
5) 영상재판 시범 실시 결과 원거리에 소재한 소송대리인들에게 법정 출석에 들이는 시
간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은 충분히 확인되었고, 하드웨어나 애플리케이
션도 대체로 구비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제시된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하고, 널리 홍
보가 되어서 영상재판이 활성화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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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 준비명령

2018. 5. 14. 변론준비절차에서 별지 ‘절차협의 내용’ 기재와 같이 절차에 관한 협의
가 이루어졌는바, 원․피고는 위 절차협의 내용 기재에 따라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증거
신청 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절차협의 내용

구분

원고
기한
2018. 5.
25.까지

피고
내용

기한

내용

-

-

신청 (갑 제3 내지

원고의

원고의

7호증에 관하여, 단

경우와 같음

경우와 같음

원고의

원고의

경우와 같음

경우와 같음

원고의

원고의

경우와 같음

경우와 같음

1차 진료기록감정촉탁
신청 (갑 제7호증에
관하여)

증거
신청

1차 감정결과
도착 후 2주
이내

1차 감정결과
도착 후 2주
준비

이내

서면
2차 감정결과
도착 후 3주
이내

2차 진료기록감정촉탁

필요시에 한함)
․ 분량 : 15쪽 이하
(서증 제외)

․ 글자 크기 :

12 포인트
․ 종합준비서면

․ 분량 및 글자 크기는
위와 같음

제1회
변론
기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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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 석명준비명령

석명준비사항
- 별지 절차협의와 같음
절차협의
구분

원고
기한

피고
내용

기한

내용

비고

◎분량 : 12쪽 이하
(서증을 포함하지
아니함)
□ 준비서면

2018. 7. 3. ◎글자의 크기

2018. 7. 3.

: 12 포인트

원고의
경우와 같음

◎제출횟수
: 2회 이하
□ 서증 또는
증거 신청

20 . . .

수시 제출

수시 제출

◎기일 : 2018. 7. 12. 11:05
□ 제1회
변론기일

◎예정 : 양쪽 당사자 서면 진술 및 쟁점 정리
서증조사, 원고측 증인 신청(현재로서는 “○○○”
임직원 1인, 피해자 가족 중 1인 예정)

□ 제2회
변론기일
□ 제3회
변론기일

※ 해당 증인
◎예정 : 원고측 증인신문, 피고측 증인신청(1~2인)

이 신문기일에
2회 불출석한

◎예정 : 피고측 증인신문
변론종결

경우 신청인은
증인신청을 철
회한다.

1. 양쪽 당사자가 2회를 초과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자 하는
□ 기타협의
사항

경우에는 사전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양쪽 당사자는 기일의 협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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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지방법원 ○○지원
변 론 준 비 기 일 조 서
1차
사건

2017가합○○○

재판장 판사

○ ○ ○

하자보수금등
기

일 : 2018. 4. 30. ○○:○○

장

소 : 703호 판사실

공개 여부 : 공개(화상재판)
고지된
조정기일 : 2018. 5. 28. ○○:○○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출석
각 출석

재판장
원고 대리인에게
하자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피고의 반박 주장을 들은 후 감정신청을 할 것을 명
피고 대리인
주식회사 ○○의 자력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주장하겠다고 진술
속행 (쌍방 주장입증을 위해)
이 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83조 제2항, 제15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일이 끝난 다음 판
사의 설명에 따라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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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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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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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지방법원 ○○지원
변 론 준 비 기 일 조 서
2차
사건

2017가합○○○

재판장 판사

○ ○ ○

하자보수금등
기

일 : 2018. 5. 28. ○○:○○

장

소 : 화상재판

공개 여부 : 공개
고지된
다음기일 : 2018. 6. 11. ○○:○○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출석
출석

원고 대리인
1. 피고 주식회사 ○○○의 무자력 여부에 대하여는 더 검토하여 의견을 진술하겠다.
2. 하자에 대한 감정을 신청할 예정이고, 감정에 앞서 조정을 진행하기를 원한다.
피고들 대리인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에 보낸 하자보고서를 검토하여 보고, 조정을 할 것인지
의견을 내겠다.
속행(조정회부 및 감정 채택 여부 결정을 위하여)
이 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83조 제2항, 제15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일이 끝난 다음 판
사의 설명에 따라 작성하였음.

법 원 주 사

○ ○ ○

재판장 판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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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

○○지방법원 ○○지원
변 론 준 비 기 일 조 서
3차
사건

2017가합○○○

재판장 판사

○ ○ ○

하자보수금등
기

일 : 2018. 6. 11. ○○:○○

장

소 : 703호 판사실

공개 여부 : 공개(화상재판)
고지된
조정기일 : 2018. 7. 16. ○○:○○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출석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출석

피고들 대리인
원고가 보내 준 하자보고서의 검토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나, 피고들도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
원고 대리인
조정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하자감정 절차는 조정절차가 끝난 후에 진행되기를 원
한다고 진술
재판장
화상재판에 의한 변론준비기일은 이번 기일로 종료하고, 변론의 진행에 앞서 조정기일
을 진행하겠다고 고지
변론준비절차 종결
이 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83조 제2항, 제15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일이 끝난 다음 판
사의 설명에 따라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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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션] 영상재판의 실제와 전망

[제

2건의 화상회의 방식 변론준비절차 진행을 마치고

2건의 화상회의 방식 변론준비절차
진행을 마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박진영
박 진 영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법원장님으로부터 화상회의 방식의 변론준비절차 시행을 위한 시범재판부를 맡아보면
어떻겠냐는 권유 전화를 받고, 바로 “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후 수화기를 놓았다.
많은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기는 하구나”, “먼 길 오지 않아도 되니 대
리인들이 좋아하겠구나”라는 생각부터 “법에 근거규정이 있었나?”, “참여관님과 실무관님
이 일 많아졌다고 싫어하지는 않을까?”, “당사자들이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 “다른 변론
사건과 같이 진행을 해야 하나, 따로 시간을 내어야 하나?” 등의 실무적인 고민까지, 찰라
지간에 수많은 생각들이 뇌리를 스쳐갔다.
사법정책연구원 소속 부장판사님으로부터 받은 안내 메일을 읽어보고, 법원장님으로부
터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은 뒤, 곧바로 사건 선별에 들어갔다.
① 변론기일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건을 택하자, ② 원․피고 모두 변호사 대리인이
있는 사건에 대해 우선 시행해 보고, 당사자 본인 사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행하자, ③ 진
료기록감정이나 신체감정 등 절차가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에 대한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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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의료사건에 대하여 먼저 시행해 보자, ④ 대리인 사무실이 우리 법원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건은 배제하자 등 일응의 기준을 세운 뒤, 그에 맞는 5개의 사건을 골라냈다.
5개의 사건 중 1개 사건을 다시 골랐다. 소 제기 이후 변론이 진행되지 않고 있던 신건
으로, 보정권고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여, 조속한 피고 의사 확인이 필요한 사건이었다. 사건 해결을 위해 진료기록감정이
필요하였는데, 원고 또한 피고의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인지 진료기록감정 신청 등
절차를 밟고 있지 않아 원고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도 했다. 우리 법원 소재지인 서
울 도봉구에서 약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서울 역삼동과 서울
서초동에 대리인들의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것도 선택의 이유가 되었다.
대리인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였다. 평소 법정 외에서는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들과 대화
를 나누지 않지만, 참여관님과 실무관님이 화상회의 방식의 변론준비절차가 생경하다고 하
신 터라, 설명과 권유를 직접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대리인들에게 권유를 하면서, 선정 이유와 절차, 대리인들이 준비할 장비 등에 관해 설
명을 하고, 2018. 5. 14. 15:00로 날짜와 시간 약속을 하였다. 대리인들은 처음에는 머뭇
거리는 듯 했으나, 설명을 듣고는 흔쾌히 수락하면서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겠다고 하였다.
이후에는 실무관님을 통해 대리인들과 소통하면서 화상회의 관련 프로그램인 ‘Vidyo’를
설치하게 하고, 사법정책연구원 측이 제공한 프로그램 이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대리인용
안내문 등을 보내어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였다.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장소로는 법정을 택했다. 다른 판사님과 같이 사무실을 공동 사
용하는 단독판사로서는 사무실보다 법정이 보다 자유롭다. 양해해 주실 것이 분명하지만,
룸메이트의 업무가 방해될까봐 조심스럽기도 하였다.
우리 법원에서 진행하는 첫 사건이어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서 파견된 직원분들이
미리 우리 법원으로 직접 와 법정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고 사용법도 안내해 주
며,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때에도 와서 옆에서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실무관님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큰 문제없이 대리인들과의 연결 테스트를 마쳤다는 말을 듣고 별다른 걱정
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면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원고 대리인과의
영상 및 음성 송․수신에는 수신 음량이 조금 작다는 것 외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피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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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영상 수신을 하지 못하였다.
테스트 과정에서 사용했던 프로그램 버전이 다른 버전의 프로그램으로 교체되었는데,
이에 필요한 그래픽 카드가 피고 대리인 노트북에 없는 것이 원인인 것 같다고 하였다.
피고 대리인이 다른 노트북으로 교체하여 접속하였으나, 이번에는 영상 송․수신이 모두
되지 아니하였다.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였고, 쌍방 대리인의 양해를 받아 피고 대리인과
는 음성 송․수신만으로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약 10분 정도 절차가 지
연되었다.
절차 지연에도 불구하고, 쌍방 대리인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것 같았다. 각자의 사무실
에서 비교적 평안하게 재판부와 소통하고, 먼 거리를 왕복하지 않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
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 2018. 5. 24.에 진행되는 우리 법원 합의 시범재판부의 변론
준비절차에는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
정하기 위해 시험 중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았고, 이에 관한
사전 설명도 듣지 못해 약간 어리둥절했다.
선정해 두었던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절차 진행일을 2018. 5. 24. 이후로 미루기로 했
다. 화상회의 방식의 변론준비절차에 관한 심포지움이 있기 전에 되도록 많은 사례를 남기
고 싶기는 했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모의재판이 아닌 실
제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나 대리인들에게 불안정한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편을 끼치는
것은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2018. 5. 24. 진행된 합의 시범재판부의 변론준비절차가 별 문제 없이 마무리된 것을
확인한 후, 선정해 둔 사건들 중 1개의 사건에 대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
사이 나머지 3개 선정 사건에 관하여서는 대리인들로부터 절차에 관한 신청이 들어와 있었
다.
종전과 동일하게 대리인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권유․설명을 하고, 2018. 6. 4. 15:00
로 약속을 하였다. 대리인들 중 1명은 화상통화를 해 보긴 하였지만 몇 년 전의 일이라면
서 난색을 표하기도 했으나, 곧바로 수긍하며 잘 준비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진행일이 2018. 6. 11. 15:00로 변경되었고, 실무관님은 이번엔

발표문

37

정보화 시대와 영상재판

충분히 준비해서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보겠다면서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그런데, 진행일 3일 전 준비 상황 점검을 하던 중, 실무관님으로부터 우리 법원 합의
시범재판부가 사용했던 ‘원격 영상 재판시스템’ 프로그램으로 여러 차례 대리인들과 테스트
를 해 보았는데, 쌍방 대리인들 모두와는 동시 접속이 되지 않고, 피고 대리인 측으로부터
의 영상 수신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난감했지만, 실제 진행시까지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실무관님의 말에 조금 더 지
켜보기로 했다.
테스트는 변론준비절차 진행 당일 오전까지 계속되었다. 동시 접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
아 정식 버전이 아닌, 정식 배포 전의 간이 버전을 지원받아 설치하고 다시 테스트를 거친
후,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였다. 각 테스트 시행 때마다 2 내지 3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는데, 수고한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다행히 큰 문제없이 변론준비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다만,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수신되는 영상의 화질이 원고 대리인의 것보다 상대적으로 나빴는데, 전산실 직원분은 피
고 대리인이 사용한 PC와 화상카메라의 사양 내지 성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PC를 사용할 때 통신 품질이 더 나쁜 경
우가 있다고 하였다.
이번엔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후, 직접 쌍방 대리인들에게 화상회의 방식의 변론준비절
차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부탁하였다.
원고 대리인은 “시간과 비용 절약 측면에서 화상회의 방식의 변론준비절차가 활성화되
었으면 좋겠고, 준비과정에서도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 평소 변론에서 1, 2마디 정도 진
술한 후 돌아와 동료 변호사들과 화상회의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
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실제로 접하고 나니 편리한 것 같다. 사무실이 교대역 근처에 있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있는 날이면 재판시간 2시간 전에 출발하곤 했는데, 시간적
으로 절약이 많이 되었다. 재판장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도 같다”고 평가해 주었다.
피고 대리인은 “처음이어서인지 많이 어색하지만, 시간적으로 많이 절약되는 것 같다.
준비과정에서 영상이 잘 안 보이고 음량도 너무 작게 들린다고 하여 걱정이 많았다. 실제
진행에 앞서 2시간 정도 기기 조정을 하였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 절차 진행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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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안 되면 어쩌나 하고 염려했다. 진행 직전에 이상 현상이 잘 해결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해 주었다.
2건의 화상회의 방식의 변론준비절차를 실제 진행해 보니, 진행해 보기 전의 희망적인
생각에 우려가 섞이고 있음을 느낀다. 대부분 불완전한 시스템으로 인한 걱정이다.
그러나, 화상회의 방식의 변론준비절차는 주로 서면심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재의 민
사소송절차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먼 거리를 달려와 5 내지 10분 남
짓한 변론을 마치고 돌아가던 당사자나 대리인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해 줄 수 있
고, 신속한 쟁점정리나 증거절차 진행을 통해 재판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현재의 전자소송도 그 시행 초기에는 많은 시스템의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일반 회사
나 공공기관 등과 다른 법원의 특성을 고려한 훌륭한 프로그램 및 시스템이 조속히 완비되
고, 논쟁이 되고 있는 법 규정에 대한 정비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수십, 수백 건을 진행한 후 작성할 소감문은, 단 2건을 진행하고 적은 이 소감문 내용
과는 달리 칭찬 일색이기를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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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션] 영상재판의
실제와 전망
- 전자소송
및 원격영상재판의 개념과 그 관계 설정을 기반으로 -

[제

화상회의 변론준비절차에 대한 검토
-전자소송및원격영상재판의개념과그관계설정을기반으로-

임 상 혁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Ⅰ. 들어가며
사회 각 분야의 전자화 물결은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다. 전자소송이라는 말은 이미 일
상화되어 있다. 법원에서 ‘전자소송’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표방하게 된 것은 2010년 3월에
발효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민소전자문서법)을 준비
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이는 입안한 당시에 “‘전자소송법’(안)”이란 명칭으로 국회에 제
출되기도 하였다.1) 같은 법은 소송에서 이용되는 문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런 방식의 도입은 2006년에 이미 독촉절차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9년 말 헌법재판소법은 ‘제5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절차의 수행’을, 2010년
초 행정심판법은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을 신설하여, 행정
심판과 헌법재판에서도 전자문서를 이용한 사건관리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다. 하
1) 장래에 전자소송이 본격화될 경우에 이용 범위를 개정하여 확대할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 한다.

발표문

41

정보화 시대와 영상재판

지만 어느 경우도 전자소송이라 부르지는 않았다. 소송과 관련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주
고받고 관리하는 일은 전자적 사건관리(electronic case files system. electronic case
management 이하 ‘ECF’라 하기도 함) 또는 전자문서 교환(관리) 체계(electronic filing
system)에 관한 사항으로2) 다루어지는데, 당시까지는 일반적으로 이런 ECF를 전자소송이
라 부르지 않았던 것이다.
법원에서도 민소전자문서법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
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독촉전자문서법)3)을 2006년에 제정할 때에는 전자소송을
한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민소전자문서법에서는 전자소송을 내세웠고, 그런 만큼 독촉
전자문서법과 차이를 두려했는지 ‘증거조사에 관한 특례’라는 제목을 단 제13조를 삽입하여
서증4)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기도 하였다.5)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문서를 작성, 제출, 접수
하는 시스템으로서의 ECF와 구별해야 할 것은 법원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온라인
재판을 들 수 있다. 이는 말 그대로 온라인으로 또는 무선통신으로 법정에서 변론과 심리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좁은 의미에서 전자소송이란 이것을 의미한
다. 하지만 ECF는 전자소송에서 필수적인 것이라 하겠기에 넓게는 그것도 전자소송에 포
함된다고 해도 된다.6) 따라서 법원이 ECF를 전자소송이라 포장하는 것 자체는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 질적인 개념 차이를 구별하면서 접근하여야 입법과 정책에 혼선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꾸준히 전자소송을 밀고 나아가면서 두 달 전에는 ‘2024년 스마트법원
4.0’(이하 ‘스마트법원 계획’이라 함)을 추진한다는 발표를 하였고, 그 방향으로 ““N클릭”만
으로 사법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이라는 모토를 제시하였다.7) 그 내용에 온라인 재판도 들어가 있다. 스마트법원 계획에서
2) 법원행정처, 민사전자소송 실무편람, 2012, 3∼4쪽; 정영환, ｢우리 사법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고찰 - 전자소송
등의 상황에서 -｣, 저스티스 146-2 (2015. 2), 413쪽; 오민석, ｢전자소송의 현황과 미래｣, 민사소송 21-2(2017.
11.), 9쪽에서는 소송서류의 제출, 작성, 열람, 보존에 관한 것을 전자적 소송서류관리(e-filing)로, 사건에 대한
재판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전자적 사건관리(e-case management)라 구별한다. 양자는 소송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하나로 묶어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전자적 사건관리’라는 용어로
양자를 포괄하기로 한다.
3) 2014년에 민소전자문서법이 있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4) 서증조사신청서란 말에서 보듯이 서증에 대하여 ‘문서인 증거방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그 경우에는 그냥 ‘문서’라고 하면 될 것이다. 문서라고 하면 전자문서와 혼동할 우려 때문에 서증이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항) 하지만 뒤에 보겠지만 혼용하는
용어 관행이 오해를 낳을 우려도 있다. 이 글에서는 서증은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4절에서 규율하는 증거조사의
방법이라는 의미로만 쓴다.
5) 이에 관한 문제점을 다룬 것으로는 임상혁, ｢이른바 전자소송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문서와 서증의 의미를
중심으로 -｣, 민사소송 16-1(2012 05).

6) 사법정책연구원,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 2016, 20∼24쪽에서는
ECF를 전자소송으로, 온라인재판을 전자법정의 첨단 형태로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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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온라인 재판에 대하여 “스마트폰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재판 출석이 가능하여 국민 편
익 중심의 사법서비스 제공. 기존 법정 여유율 증가로 충실한 구실심리 가능”이라 설명하
고 있다. 곧, 스마트폰만을 이용하여(라인도 없이, 곧 무선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 없이 기
일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가겠다는 것이며, 이를 온라인 재판으로 인식하
고 있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 법원은 변론준비절차에서 영상을 이용하는 방식을 도입, 확
대하려는 중이다. 이미 2015년부 특허법원에서 화상회의 방식의 변론준비절차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이제는 민사소송에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6개 재판부를 정하여 시범 실시하
고 있다. 스마트법원 계획에서 온라인 재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에 대
한 시범이기도 한 듯하다. 하지만 변론준비절차와 변론기일절차로만 나누어 생각할 일은
아니고, 변론 준비에서 시작하여 기일의 변론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일도 아니다.
법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양쪽에 포괄적으로 걸치는 면이 있는 것이다. 기본적인
사항부터 짚어 보려한다.

Ⅱ. 전자소송과 관련한 개념의 정리
(1) 개념에 따른 용어의 정리
전자소송과 관련하여 사실 많은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고, 그 개념은 혼용되는 실정이
다. 전자소송, 원격영상재판, 온라인 재판, 전자법정(electronic courtroom), 가상법정, 사
이버법원(cyber court), 디지털 법정(digital courtroom, hi-tech courtroom), 등의 낱
말들이 통용되면서 서로 다른 형태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는 구별 없이 섞어 쓰기도 하는
등 저마다 나름대로 대강의 의미로서 사용하는 듯하다.8) 일단 개념을 구분하는 작업부터
진행하여야 그에 맞는 용어를 다루어볼 수 있을 것이다. 크게 정리해 보면 대체로 이들 용
어들은 다음 세 가지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쓰이는 것 같다.9)

7) 대법원 홈페이지 대국민 서비스 2018. 4. 18. 보도자료.(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
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464&gubun=6)

8) 예를 들면, 안경옥, ｢전자법정의 도입과 앞으로의 발전방향｣, 형사정책 제16권 제2호(2004년), 285쪽에서는
“재판의 모든 절차를 가상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것은 ‘가상법정’, 혹은 ‘사이버법정’이라고 부르고
단지 재판의 일부만을 디지털 기술 등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전자법정이라”는 개념을 채택한다.
반면에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22∼23쪽에서는 전자를 ‘전자법원’이라 하고, 후자의 전자법정은 의미를
좀 달리 이해한다.

9) 이 구분은 임상혁·권재문, 전자법정의 실현에 관한 법적 조건과 전망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정보통신연구진흥
원, 2005. 19∼21쪽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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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 외의 다른 기관이나 업체에서 온라인상으로 재판 형식의 법률 서비스를 하거나
모의재판을 하는 경우
② 법정에 첨단 전자 설비를 갖추어 소송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
③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류의 접수, 송달, 관리 등 법원 업무를 수행하며, 나아가 심리
와 변론 같은 재판의 절차까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
이 가운데 ①의 형태를 사이버 법정(가상법정), 인터넷 법원 등의 이름으로 서비스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10) 이는 법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므로 이 글의 논의에서는 제외
되어야 할 것이다. ②는 법정에 영상, 음향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적 설비를 갖춰 전자
적 증거방법과 같은 자료의 현출, 원격 화상 시스템 등을 변론과 심리에서 구현하려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많이 이야기되는 원격영상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시설이다.
말하자면 법정의 하드웨어 부문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전자법정이라 일컫는 경우가 많은
데, 이 낱말은 온라인 재판, 사이버 법정 등으로 이해되기도 하여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
고, 전자소송과 서로 바꿔가며 사용되기도 하였다. 더구나 전자소송이 진행되는 법정이라
는 의미로 이해되기도 하는 탓에, 글쓴이는 ‘첨단법정’(hi-tech courtroom)이라는 용어를
써서 컴퓨터 장치를 이용한 물적 기반으로서의 의미로 한정하여 이해되도록 시도한 적도
있다.11) 하지만 현재 법원은 첨단 전자 설비를 갖춘 법정을 전자법정으로 부르는 추세이므
로 여기서도 따르기로 한다. 그런데 거론되는 전자소송과 관련하여 의미를 갖는 것은 ③의
개념이다. 특별히 입법까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스마트법원 계획에서 언급하는 전자소송이 ③의 의미에 가깝다. 법리적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도 이것이다. 이 글에서는 법원의 사용례에 맞춰 용어를 정리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③을 의미하는 말을 전자소송이라 하겠다. ③은 두 글월이 묶여져 있다. 앞부분,
곧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류의 접수, 송달, 관리 등 법원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과 뒷
부분, 곧 온라인으로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은 전자적 사건관리(ECF)로 이야
기되던 개념으로 민소전자문서법이나 독촉전자문서법에서 다루는 부문이다. 법원을 이것을
2010년부터 전자소송이라 불러 왔다. 그런데 스마트법원 계획의 전자소송에 포함시킨 온
라인 재판은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어감으로는 이것이 전자소송에 가깝다. 이제까
지의 검토에 따라 ②는 ‘전자법정’, ③은 ‘전자소송’이라 하고, ③에서 ㈀은 전자적 사건관리

10) 용어 사용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실제 법원에서도 이런 명칭을 쓰는 일도 있다. 작년 중국은 항저우 인터넷
법원(Hangzhou Internet Court)이라는 이름으로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을 위한 사이버 법원(cyber-court)을
열었다.(BBC News, 2017. 8. 18 [https://www.bbc.com/news/technology- 40980004])
11) 임상혁, 전자법정의 실현에 관한 법적 조건과 전망에 관한 연구,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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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온라인재판이라 하는 것이 법원에서의 용례를 기반으로 한 용어 정리가 되겠다.

종

류

전자법정
전자적

전자

사건관리

법원
(민사)

전자소송

온라인
재판

의

미

법정에 첨단 전자 설비를 갖추어 소송의 효율성
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것 또는 그렇게 된 법정

비고
하드웨어 부문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류의 접수, 송달,
관리 등 소송 업무를 수행
광의
협의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변론과
심리 등의 소송 절차를 진행

화상회의
변론준비절차,

온라인으로 기일 절차와 본안과 관련된
소송 절차를 진행

원격영상재판

< 도표 1 > 전자소송과 관련한 개념과 용어의 정리
(< 도표 1 > : 광의와 협의로 나눈 것은 뒤에 서술할 온라인 재판의 기준과 관련)

실은 우리 법원은 이미 이런 온라인 재판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 1995년 말부터 '원격
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여 울릉도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원격영상재판에관
한규칙'에는 춘천지방법원의 양구군법원과 인제군법원까지 규정되어 있다) 원격영상재판을
시범 운영한 이래 울릉도에서는 1998년 11월까지, 양구, 인제의 군법원에서 2001년 4월
까지 5년 남짓 영상재판을 운영한 것이다.12) 하지만 이를 온라인 재판이라 하거나 전자소
송이라 하지 않았다. 법원이 발전된 전자소송의 형태로 도달하고자 한 모습이 이미 시행된
적이 있다는 데다가 정작 시행되던 때에는 전자소송이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이러니이
기도 하다. 이 원격영상재판은 ㈁에 걸맞는 방식이다. ㈀과 ㈁을 두루뭉술하게 생각하고
막연히 전자소송이 전자 기술을 진보에 따라 변화할 뿐인 듯이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는
뚜렷이 구별하여 생각하여야 하며, 실은 구별을 생각지 않은 탓에 민소전자문서법에서는
오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2)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에 대한 이해와 취급
민사소송법상의 증거조사에서 수많은 물적 증거 가운데 오직 문서에 대해서만 따로 서
증이라는 방식을 규율하고 있다. 그밖의 모든 물증은 검증의 대상이다. 그런데도 민사소송
법은 제2편 제3장 ‘증거’ 제5절 ‘검증’에 3개의 조문(제364조∼제366조)만 두고 있으면서,

12) 원격영상재판의 시행 전말에 관해서는 위의 책, 44∼4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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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물적 증거의 단 한 종류에 지나지 않는 문서에 관하여는 제4절 ‘서증’에 20개가 넘
는 조문(제343조∼제363조)을 실어 규율하고 있다. 문서가 무엇이기에? 일반적으로 소송
법에서 문서는 문자나 기호, 부호로써 작성자의 일정한 사상을 표현한 유형물13)이라 정의
한다. 검증물과 다른 점은 바로 ‘문자나 기호, 부호’를 통하여 ‘사상’에 접근해야 하는 특별
한 물적 증거라는 데 있다.
법전에 있는 용어로서 “문자나 기호, 부호”에 해당하는 낱말은 “문자정보”14)라 할 수
있겠다. 서증은 이 문자정보로써 사상을 인식하는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증거조사이다. 글
쓴이는 이를 ‘해독적 인식’15)으로써 지각하게 되는 방식이라 분석하였다. 서증의 본질은 바
로 이 해독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비석 자체를 볼 때 그 비석은 검증물이 되지만, 그 비
석의 내용이 쟁점으로 될 때에는 문서가 되어 서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
디오테이프에 담긴 동영상을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과 디지털 정보로 된 같은 동영상을 보
는 것이 사실 판단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전자는 검증이고 후자는 서증이라 하겠는가? 그
러므로 문자정보뿐 아니라 영상정보도 열람의 대상이라 해석하여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증거조사의 대상이 문자정보이면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4절에 따른 조사 방식에 입각해서 사실을 판단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증
거조사 해야 하거나, 문자정보를 담고 있더라도 그것의 형식이나 내용이 아니라 저장매체
의 성질 따위가 조사 대상이라면 한다면 제5절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제4절과 제5절의
차이는 사실을 판단해가는 방식의 차이인 것이다. 문서와 서증의 의미를 되새겨서 해석해
야 할 것이다. 불편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녕 필요하다면 입법이나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일일 것이다.
자료가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실의 서류에서와 달리 문자정보나 화상정
보뿐 아니라 음성정보, 영상정보까지도 하나의 서류철에 묶여 관리될 수 있다. 민소전자문
서법 제2조 1호에서는 전자문서를 이렇게 정의한다.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
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정의는 전자문서의 일반 법률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약칭 : 전자문서
법)에서의 정의와 그리 다르지 않다.16) 문언상 여기에는 동영상, 음성까지 포함된 광범위
13) 호문혁, 민사소송법(제13판), 법문사, 2016, 538면. 이시윤, 新民事訴訟法(제9판), 박영사, 2015, 489면에서
도 마찬가지로 “문서란 문자, 그 밖의 기호의 조합에 의하여 사상적 의미를 표현한 종이쪽지 그밖의 유형물”이라
정의한다.
14) 민사소송규칙 제120,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8조,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7,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7.
15) 임상혁,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전자문서의 개념과 증명력｣, 민사소송 8-2(2002. 10.) 2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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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법무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행한 자료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17) 사실상 거의 모든 디지털 정보를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그리하여
전자문서에는 문서정보뿐만 아니라 화상정보나 음성정보, 영상정보까지 포함한다고 해석된
다. 다만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약식전자문서법)에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보
로서 문서형식이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고 하여 제한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여지를 두고
있다.
소송과 관련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주고받고 관리하는 것을 대체로 전자문서 교환 체
계(시스템), E-파일링, 전자적 사건관리 등으로 부른다. 전자적 사건관리라는 용어가 적절
하다고 여겨져 이 글에서는 이미 앞에서 그것을 채택하였다. 법전에서도 채택된 전자문서
라는 용어가 익숙한 관게로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이라는 말이 더 일반적이다. 그런데 민소
전자문서법에서는 ‘전자문서’보다는 ‘전자서류’라는 용어를 써서 서증의 대상이 되는 문서와
헛갈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같은 필요성이 느껴지기까지 한다.
민사소송법에서 문서는 문자정보로 되어 있어 그것의 해독적 인식이 필요한 서증의 대
상이 되는 유형물의 의미로 쓰인다. 따라서 문자정보가 새겨진 물건이 종이나 가죽, 돌, 비
단인지는 문제되지 않으며, 그 점에서 서면이나 서류와 구별된다. 민사소송법 제140조 제1
항 2호에서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문서, 그 밖의 물건으로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
는 것을 제출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하다. 전자소송은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것을 표방하면서 시작했다. 이 종이문서는 글씨가 쓰인 지면이라 할
것이고, 이런 의미로 민사소송법에서 쓰이는 말은 ‘서면’이다. 서류는 주로 서면이겠지만
도면까지도 포함할 수도 있겠다. 민사소송법에서 개념을 구별하여 그에 따라 별개의 용어
로 쓰고 있는 것을 무단히 혼용하여 차이를 없애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음성·영상정보까지 포함하는 의미의 전자서류(전자문서)들이 문자정보와 함께 전자적
인 방식으로 하나의 소송서류에 묶여 관리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전자소송에서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자적 사건관리 시스템에서 문자정보인지 화상·음성·영상정보인
지를 따질 것 없이 전자문서를 소송서류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성·화상·영상정보가 전자문서라 하여 서증의 대상이 되는 문서라 하는 것은 서증
에 대한 몰이해라 할 터이다.18) 그런데 민소전자문서법 제13조는 ‘증거조사의 특례’라는
1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1호 :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17) 법무부·미래창조과학부, 전자문서법해설서 – 전자문서 효력의 일반적 인정과 예외 및 전자문서 활용 -, 2017,
9쪽.
18) 예를 들면, 최은희, ｢전자문서의 증거조사 - 주로 전자소송의 경우｣, 인권과 정의 460(2006), 159쪽 : “전자문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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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를 붙이면서 그 제1항과 같은 규정을 두어 오해를 일으켰다.
①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사진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방법
2. 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전자문서를 청취하거나 시청하는 방법

②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
송법｣ 제2편 제3장 제3절부터 제5절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법 제13조가 증거조사에 관한 특례라 한 데 대하여 많이들 모든 전자문서의 증거
조사는 서증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19) 문자정보와 화상정보를 함께 규율하는 것
을 양자가 서류의 형태로 묶일 수 있어서 서증의 대상으로 일부 오해되는 사례를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시각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음성·영상정
보는 청각도 동원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규율한 데 대하여 서증이라 이해하는 것은 문
서와 서증의 원리에도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규칙 제120조, 제121조와도 배치
된다. 전자에서 문자정보와 화상정보는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규율하며, 후자에서 음
성·영상정보는 검증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민소전자문서법은 제13조는 전
자문서는 굳이 출력할 필요 없이 전자 기기를 이용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
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며, 굳이 그에 대해서 서증이라고 하는 지나친 해석은 하지
않는 쪽이 적절하다고 본다.20)
전자소송과 관련하여 이해할 때 전자문서를 소송서류로 관리하는 것은 전자적 사건관리
의 부문이라 할 것이고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온라인 재판의 부문이 될 것이고 이때
에는 증거조사의 대상이 문자정보인지 아닌지에 따라 서증과 검증과 방식이 결정되는 것이
다. ‘문서’라는 명칭으로 달고 있다고 해서 대상의 성질을 따지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다
가는 모든 종류의 전자문서가 서증의 대상이라 하게 되는 오해를 일으키는 것을 살폈다.
이는 ECF의 영역과 온라인 재판의 영역은 질적으로 다른 영역임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이
기도 하다. 따라서 양자는 서로 다른 규율 체계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
라야 하는지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같은 맥락으로 살펴봐야
문자 등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음성이나 영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묻지 않고, 증거방법으로서의 전자문서는
서증에 유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오민석, ｢전자소송의 현황과 미래｣, 23쪽(각주 20.)도 같은 경우이다.

19) 吳旻錫, ｢전자문서를 이용한 소송절차에 대한 고찰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즈음하여 -｣, 法曹, 2010. 6, 118면; 유병현, ｢독일민사소송법상 전자문서에 의한 소송절차 - 우리나라의
전자소송법안과 관련하여｣, 고려법학 55, 2009, 281∼283면; 유병현, ｢전자소송의 내용과 규율방향｣, 고려법학
 62, 2011. 9, 202면 등에서는 이를 서증으로 하겠다는 취지라 보았다.
20) 임상혁, ｢이른바 전자소송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문서와 서증의 의미를 중심으로 -｣, 476, 4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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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 있다. 서면으로 진행되는 업무를 전자문서 관리 체계가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기
능을 가졌다는 것은 현재 실증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의 기일 심리 또한
온라인 재판으로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는, 법원이 스마트법원 계획의 실현을 준
비하는 상황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Ⅲ. 온라인 재판
(1) 과거 원격영상재판의 경험
앞에서 전자법정을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첨단 전자 설비가 갖추어
진 법정으로 보았다. 전자법정의 전자 장비를 이용하여 소소서류를 양당사자와 법관이 동
시에 열람, 현출하면서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경우에 따
라서는 프리젠테이션 하듯이 구술변론을 할 수도 있겠다.21)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문서의 원본 자체가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는 일이 압도적으
로 많아졌다는 현상이다. 이들이 증거로 제출되어 위·변조의 항변이 제기될 때 진정 성립
등은 전자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추세에서 맞추어 이제 대부분의 법원은 전자
적 설비를 갖춘 법정이 있다. 여기까지가 전자법정이라 하겠다. 곧, 법관이 있는 법정에 당
사자가 출석하여 전자 장비를 이용하여 능률적·경제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온라
인 재판은 법정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서 기일 변론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원격영상재판이 그 예이다.
1996년 2월 9일 11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3호 법정과 울릉등기소 법정 사이에 처
음으로 원격영상재판이 실시되어 민사조정 사건 1건과 즉결심판 사건 3건을 심리하였다.
시작하기 한 시간 전에는 개통 행사도 가졌다. 같은 달 21일에는 판사가 상주하는 춘천지
방법원 홍천군법원과 그렇지 않은 인제군법원 및 양구군법원 사이에서 영상재판이 시작되
었다. 1995년 12월 6일 제정된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에서는 원격영상재판을 "재판관
계인이 교통의 불편등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판관계인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의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
판"이라 정의한다(제2조 제2호). 곧, 온라인 재판의 일종이라 할 수 있을 터인데, 20년도
더 전에 이미 실시되었던 것이다.22) 세계적으로도 거의 최초에 가까울 것이다.
21) 이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빈부 격차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22) 이에 관하여는 임상혁, 전자법정의 실현에 관한 법적 조건과 전망에 관한 연구, 60∼61쪽;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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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온라인 재판을 위해 1995년 8월부터 1996년 1월까지 약 6개월간의 구축기간을 거
쳤다. 당시로서는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는 2,040Mbps 속도의 EI급 초고속 정보통신망
을 구축하였다. 법정에는 이를 위해 천연색 동영상 촬영장치, 대각선길이 60센티미터 이상
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대각선길이 100센티미터 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마이크와
스피커 등이 설치하여(영상재판규칙 제2조) 영상회의시스템을 갖추었고, 소송서류의 입·
출력, 검색 등의 전송 처리를 위한 사건서류전송시스템도 운영하였다. 당시로서는 첨단법
정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대상 사건은 민사소액사건, 화해, 독촉, 조정사건, 즉결심판,
협의이혼사건으로 하였다.(영상재판규칙 제3조에 의거)
애초에는 확장 발전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듯한데 실제로는 더 이상의 확대 운영은 없
었다. 오히려 1998년 11월 포항지원이 신설되어 울릉군의 관할이 포항지원으로 이전되면
서 설비 이전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등으로 시스템 사용이 중단되었다. 홍천군법원과 인
제·양구군법원 사이에 설치된 영상재판시스템 또한 과도한 운영비의 지출, 장비의 노후화
등의 문제로 2001년 4월 폐지되었다. 따라서 결국 원격영상재판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
가할 만하다. 그 원인에 대하여 영상시스템의 기종 낙후, 법정질서 유지 곤란, 과다한 운영
비용의 지출 등을 들고 있다. 곧, 법원 쪽의 입장에서는 비용에 대비할 때 효과가 적었다고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23) 하지만 이보다는 이용자 입장에서 더 살펴야 할 것이다. 사람
들은 직접 심리한다는 느낌이 매우 떨어진다거나 심리가 오히려 지연된다는 불만을 제기하
였다.24)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온라인재판이 갖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
다.

(2) 온라인 재판의 한계와 그 시행의 기준
온라인 재판이 법정의 존엄을 해치거나 재판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나
아가 공개재판의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
판은 국외의 사례에서도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원․피고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다.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나타났다. 원격영상재판 시행 이
듬해의 신문 기사에서는 “화면을 보고서는 할 말을 제대로 못하겠다”거나 “화면을 보고 말
을 하다보면 맥이 빠진다”는 이용자 반응을 전하면서, 당사자들이 제소전화해로 유도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도하였다.25) 폐지 이듬해의 기사에서는 투자비에 비해서 성과가 기대에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152∼161쪽 참조.

23) 사법정책연구원,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158쪽.

24) 임상혁, 전자법정의 실현에 관한 법적 조건과 전망에 관한 연구, 61쪽.
25) ｢중앙일보｣, 1997. 4. 12, 21쪽.

50

session 01. 영상재판의 실제와 전망

훨씬 못 미쳤다고 평가된다고 하면서, 직접 심리한다는 느낌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데 대한
소송당사자들의 거부감을 주요원인이라 분석하였다.26) 이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신중히 접
근하길 바란다는 주문도 하였다. 이런 점들은 비대면성에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문제로서
장비의 성능이 높아지고 가격이 낮아진다고 해서 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27) 온라인 재
판이 어느 정도 안고가야 할 문제이다.
온라인 재판으로 현실 소송의 모든 것을 구현할 수는 없다. 격지성과 비대면성이 모니
터의 화면만으로 완전히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증거원인의 하나로 규정된 변론 전체의 취
지(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제150조[자백간주], 제202조의2[손해배상액수의 산
정]에서도 규정)가 세밀히 파악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검증도 화상이나 영상만
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서증에서 원본이 종이 문서인 경우에 그것의 전자화
문서28)로 진행할 수 있겠지만 위·변조가 문제되었을 때 그것을 온라인으로 증거 조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되기 쉽다. 현재 법원의 원격영상재판 시행 준비 상황에 관하여 전해지
는 것을 보면 필요와 효율은 충분히 강조되는 반면에 이전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심
은 찾기 어렵다. 최근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전자법정을 이용하여 원격 영상으로 증인신문
(제327조의2)이나 감정인신문(제339조의3)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 실행의 결정권은 법원
에 있다. 법령상으로는 증인을 신청한 사람이 반대해도 원격 신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는 점에서는 더 고려할 점이 있다고 여겨진다.
소송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일까. 앞에서 살핀 대로 전자문서를
활용한 전자적 사건관리에서는 무방하다. 문제는 온라인 재판에서이다. 일상에서 재판은
소송 절차와 또는 기일의 심리와 같은 의미로 쓰는 일이 많고 온라인 재판이란 용어에서도
사실 그러하다. 엄밀히 민사소송법에서 재판은 법원이 내리는 판단으로서 판결과 결정, 명
령이 있다. 그 판단의 대상에 관하여 중요한 본안에 관한 사항은 판결로써 하도록 하며 그
부수적인 절차나 기타 사항은 결정이나 명령으로 하도록 한다. 그 때문에 전자는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의 엄격성이 강하게 요청되지만, 후자에서는 진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그것을 다소 떨어뜨리는 것이다. 곧, 판결에서는 필수적 변론이 원칙이고 기속력이
생기며 법관의 서명 날인이 있는 판결서로써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결정이나 명령
26) ｢법률신문｣, 2002. 8. 13.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406
&page=4)

27) 김도훈,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소고｣, 원광법학 30-4(2014), 131∼133쪽에서는 기술적인
문제와 인식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고 개선방향으로는 장비와 설비의 확충 방안을 논의한다.

28) 공증인법 제1조의2 3호 :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
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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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속력이 없는 데다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하여 증거조사에서
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의 정도에 이르는 증명을 해야 하지만, 파생적 사항이나 신속이 필
요한 사항에서는 소명이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온라인 재판에서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본안 심리 이외의 절차나 그에 부수적인 절차에 관한 것들은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본안에 대한 변론을
거치지 않는 절차인 독촉절차로 이미 시행중이다. 하지만 이 절차는 소송이 아니라 할 수
도 있다. 소송에서는 소장 보정 절차 같은 경우는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하는 절차이다. 이 절차의 관리는 이미 전자적 사건관리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그를 통해 진행되는 소장심사는 법관이 수행하는 온라인 재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근
래 법원 직원에게 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여(민사소송법 제245조 제1항) 모호해진 면이 있
기는 한데, 그래도 재판장의 위임에 의한 것이므로 법관의 업무라 해야 한다. 이처럼 본안
이외의 재판이라 할 수 있는 관할의 지정,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소송비용의 확정 등에서
는 온라인 재판의 진행에 큰 무리가 없겠다. 그런데 문제는 영상으로 당사자의 출석을 갈
음하여 온라인 재판하는 것이다.
집행에서 집행문 부여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해도 무방할 것이다. 추심명령·전부명령
절차도 또한 채권의 실체적인 면을 심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재판에 무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는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채무자나 제3자를 (‘신문’이 아니
라) 심문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34조) 이러한
심문을 하는 경우는 채권의 실체적 존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격영상재판을 통
해 심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무리 없이 허용할 만하다. 하지만 증거조
사와 같이 본안 심리에 관련된 시항은 온라인 재판이 엄격한 요건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야 한다. 대체로 기일의 변론 및 심리 절차는 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기
준이 온라인 재판의 실시 대상과 요건의 원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Ⅳ. 화상회의 방식의 변론준비절차
(1) 화상회의와 변론준비기일
재판은 당연히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온라인 재판은 그에
대해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이어야 한다. 그 까닭은 ⓐ 격지간에 화상이나 영상의 송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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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비대면성으로 말미암아 사건을 세밀히 살피는 데 있어서 상실되는 부분이 본질
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며, ⓑ 그런 점을 감수하더라도 온라인 재판을 하는 쪽이 더 큰 이
득이 된다고 인정되기에29)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 경우에는 이익 형량과 같은 고려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앞 장에서 그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있는 (A) 기일의 절차, 그리고 본안 심리에 관련된 절차는 온라인 재판이
보다 엄격한 요건 규정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준(< 도표 1 >에서 협의의 온라인 재판
에 해당)을 들었다. 그리고 ⓐ와 같은 손상이 발생할 여지가 적은 분야라 할 수 있는 (B)
본안 심리 이외의 절차나 그에 부수적인 절차에 관한 것들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도 된다고 보았다.(< 도표 1 >에서 온라인 재판에서 협의의 것을 사항에
해당)
소송에는 기일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가 있다. 이를 흔히 광의로 변론준비절차라 부른
다. 변론기일의 절차에 대하여는 온라인 재판의 실시를 엄격히 법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
는데, 이를 반대해석하여 변론준비절차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바로 말할 수는 없
다. 변론준비절차란 것이 단일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절차들을 묶어서 지칭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는 본안에 관련되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민사소송법 제281조에서
는 변론준비절차에서 증거조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영상으로 하고자 한다면
입법이 필요하고, 오히려 준비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법규에서의 요건은 더욱 엄격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기일에서의 영상 증인신문은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를 신설하여 정해
진 요건 아래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변론준비기일이라는 애매한 부분까지 존재하는데
이 또한 변론준비절차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에 비하여 서면에 의한 쟁점 정리나
변론준비기일의 지정과 같은 것은 영상을 이용할 필요 없이 온라인 재판과 전자적 사건 관
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문제는 영상을 이용하여 당사자들과 쟁점 정리를 하거나 나
아가 증거조사를 하고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되겠다.
법원은 화상회의 방식을 통한 변론준비절차를 활성화하려 한다. 그것을 위해 2007년
민사소송규칙에 아래와 같이 신설된 규정을 활용한다.
민사소송규칙 제70조(변론준비절차의 시행방법)
①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의 정리, 그 밖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
진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
29) 이미 시행되고 있는 증인신문(제327조의2)이나 감정인신문(제339조의3)과 관련하여서는, 증인, 감정인들의 신체적
불편함, 출장 등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여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 등이 이점으로 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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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사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할 수 있다. 재판장등은
당사자에게 변론진행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하여 당사자와 변론
의 준비와 진행 및 변론에 필요한 시간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
11. 28>
④ 재판장등은 당사자와 준비서면의 제출횟수, 분량, 제출기간 및 양식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는 그 합의에 따라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1. 28>
⑤ 재판장등은 기일을 열거나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양 쪽 당사자와 음성의 송수신에
의하여 동시에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 11. 28>
이에 따르면 당사자와 변론의 준비와 진행, 변론에 필요한 시간에 관한 협의, 구체적으
로는 준비서면의 제출횟수, 분량, 제출 양식, 제출 기간에 관한 협의를 ‘음성’의 송·수신으
로 진행할 수 있다. ‘영상’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법원은 “음성의 송수신”이 허
용되므로 이에 더하여 ‘영상의 송·수신’도 당연히 허용된다고 해서하여 특허법원에서
2016년부터 적용하고 있다.30) 그리고 일반 법원에서도 시범 재판부를 정하여 화상회의 방
식의 변론준비절차를 시행하고 있는데,31) 활용 정도가 높지 않다고 한다. 삼대면 동시가
아니라 전화 통화로도 제70조 제3, 4항의 내용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만한 것이어서 화
상회의까지 할 일이 적을 것이라 여겨지긴 한다.
법령상 음성의 송·수신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영상의 송·
수신’까지 덧붙여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것도 허용되는 사항이라고 보는 데 대하여는 수긍
할 만하다. 영상이 더해진다는 것은 회의의 위력을 대단히 상승시킨다. 앞의 글월에서 표
현한 덧붙인다는 말은 대상이 뒤바뀐 듯한 느낌이다. 사실 음성통화로는 3자간의 협의조차
충분히 원활하지 않다. 그러나 영상을 이용한 화상회의는 효용은 소통의 원활에 그치지 않
는다. 법원이 이를 이용해 법정을 열려는 모색까지 하고 있을 정도이다.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확
대해 나아갈 수는 없다. “음성의 송수신”을 원활히 하면서 그 규정이 의미하는 바를 변화시
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적으로 지원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디
까지나 음성의 송·수신에 관한 규정에 기대어 인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30) 특허법원,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심리 매뉴얼(2016. 9. 1. 제정)
31) 서울, 부산, 수원, 고양, 순천에서 총 6개 재판부(합의부 3, 단독 3)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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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더할 수 있다는 해석에 터잡아 변론준비절차에서 화상회의를 연다면 법원과 양
당사자가 날을 잡아서 하게 될 것이다. 이 날을 변론준비기일처럼 운영할 수 있을까? 결론
적으로 말하자면 아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규칙 제70조의 제3항과 제4항은
변론준비기일에 할 수도 있는 내용이 있긴 한데, 그래도 변론준비기일에 열리는 것을 염두
에 두고 있다기보다는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을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 볼 여지가 많은
조문이다. 그 까닭은 무엇보다도 다름아닌 제5항 때문이다. 같은 항에서는 “음성의 송수
신”으로 “협의”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법관과 당사자가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음성
의 송수신”을 서로 주고받는 협의는 변론준비기일의 법정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절차이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일어나지 않을 상황에 맞춰 허용한 음성 송·수신의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영상도 붙일 수 있다고 해석하고 나서, 영상을 덧붙인다면 화상회의를 할 수가 있
고, 화상회의가 열린다면 기일과 다를 것 없지 않겠느냐고 풀이한다면, 더부살이가 집주인
을 몰아내는 격이 될 것이다.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때에도 영상 진행에 대한
규율을 포괄적인 허용 규정으로 입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변론준
비절차에서는 증거조사와 같이 본안과 관련되는 절차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항을 따
져서 따로따로 정해져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기일에 진행되어야 하는 증인과 감정인에
관한 사항도 저마다 개별 신설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증인신문은 제327조의2, 감정인
신문은 제339조의3) 예외적으로 변론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증인 신문을
명시적 개별 규정도 없이, 또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 진행되도록 만드는 것은 균형
에도 맞지 않는다.

(2) 화상회의를 이용한 쟁점·증거의 정리
협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쟁점이나 증거의 정리에 관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다루는 것
은 허용할 것인지도 생각해볼 만하다. 제70조 제1항에서 “쟁점과 증거의 정리, 그밖에 효
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협력할 의무를 천명한다.
제2항은 그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며 법원은 그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70조는 제2항까지밖에 없다가 2007년말에 제3∼5항이 신설되었다.32)
신설조문들의 의의는 법관과 양 당사자라는 3방이 서로 통화의 방법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그리고 제2항과 달리 협의의 대상을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이라 하지 않고,
“변론의 준비와 진행 및 변론에 필요한 시간”(제3항), “준비서면의 제출횟수, 분량, 제출기
3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 올라 있는 신설 이유는 “변론준비절차에서 절차에 관한 협의 규정을
신설하고 준비서면 의 제출횟수, 분량, 제출기간 및 양식에 관한 협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3자간 통화방법에
의한 절차 협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70조 제3항 내지 제5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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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및 양식”(제4항)이라 하여 구체적인 절차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쟁점이나 증거
의 정리의 의미를 끌어올 수 있는지 살펴볼만한 사항은 “변론의 준비와 진행”이라 하겠다.
쟁점·증거의 정리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도록 하는 것이 신설된 제3항에서 든 변론의 준비
와 진행에 포섭된다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쟁점과 증거의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279조 제1항에 맞춰 규정된 민사소송규칙 제70
조의 의의는 제1항에서 표방되고 있다. 곧, 법관은 “쟁점과 증거의 정리, 그밖에 효율적이
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당사자는 그에 협력해야 하다는
것이다. 이 인용한 구절은 ‘쟁점과 증거의 정리’가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한 준
비’의 예시로 서술되는 형식이다. 같은 조 제3, 4항에서 전자를 명시적으로 들고 있지는 않
지만 제3항에서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하여 당사자와 변론의 준비와 진행 및
변론에 필요한 시간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후자와 큰 의미 차이 없이 연
결된다. 따라서 제3항은 법관과 당사자들은 쟁점·증거의 정리를 서로 협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제5항에 따라 음성의 송·수신으로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는 영
상을 덧붙인 화상회의로 해도 된다고 하겠다.

Ⅴ. 맺으며 – 온라인 재판으로의 진로
사법 환경이 예기치 않은 새로운 상황을 맞을 때 기존의 질서가 대처하기 어려울 것처
럼 보여 혼선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것을 해결해 가면서 새로운 원리를 등장시키기도 한
다. 하지만 신국면의 등장은 기존 관행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기도 한다. 정보통
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소송법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법조계는 혼란은 있지
만 전자문서를 받아들이고, 전자적 사건 관리를 운영하며 발전해 나아간다. 그러는 가운데
새로운 형식의 매체의 등장과 관련하여 과연 문서의 본질을 고민하게 되고,33) 전자문서의
개념과 관련하여 서증을 생각해 보게 한다. 온라인 재판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에는 과연 소송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
지고 이 글에서는 법원이 스마트법원으로 가는 과정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화상회
의 방식의 변론준비절차를 매개로 하여 위에서 든 사항들을 건드려 보면서, 가능한 것과
33) 이를 다룬 것으로는 임상혁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전자문서의 개념과 증명력｣, 민사소송 8-1호(20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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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못한 것들을 따져 보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는 나름의 적용 및 입법상의 분
류 기준을 세워보려고 시도하였다. 초유의 것이 보이더라도 우선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함
께 따져보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리하여야 사법 정책이 나아가는 진로도 바로
잡힌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밑바탕에서 법원 전자화의 전개도 고민해보
아야 할 것이다.
스마트법원 계획에서도 나타나듯이 법원은 온라인 재판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격영상재판은 그것의 주요한 모형으로 추진되고 있다. 굳이 해석을 통해 화상회의 방식
의 변론준비절차를 활성화하려는 것도 그 진행 과정의 초석으로 삼으려는 것처럼 보인다.
온라인 재판으로의 진로는 당연히 나아가야 할 추세인 것처럼 하고 당연시한다. 그러면서
과거의 선구적인 시행 경험은 망각한 듯하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장비와 비용의 문
제는 거의 극복되었겠지만 격지성에서 일어나는 변론 및 심리 미진의 가능성을 솔직히 인
정하는 모습은 드러내지 않는다. 간접성과 비대면성에서 오는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는 찾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
는 배려, 그리고 헌법상 규정하는 공개재판의 원칙, 재판 받을 권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고려 등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왜 온라인 재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편리를 내세우지만 따지고 보면 실은 법원의 편의이다.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서 온라인 재판이 그에 대한 해결이 된다는 접근이
아니다.
미국 텍사스의 경우 인구는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인데 넓이는 7배 가까이 된다. 이런
지리적 요인을 보자면 참으로 온라인 재판이 활발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원격영상
재판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전자적 사건 관리나 전자법정을 하는 정도이다. 물론 기술적
낙후성 때문은 아니다. 조그만 법원에서조차 판사가 순회를 할지언정 본연의 재판을 하려
한다. 텍사스에는 주 지방법원(district court)이 456개가 있다.34) 우리는 18개이고 40개
지원까지 합해봐야 58개이다.35) 8분의 1 수준이니, 인구로 볼 때 법원이 텍사스보다 15배
나 적은 것이다. 땅 넓이로 따져도 법원들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더 먼 셈이다. 여기다 우
리의 몇 안 되는 시·군법원에 해당하는 카운티 법원이 동네마다 있어 몇백 개에 이르는
것까지 생각하면 우리 법원의 수는 따져볼 엄두도 나지 않게 턱없이 모자란다. 이를 감안
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법원 하나 생기기는 것이 텍사스에서보다 적어도 20배 이상 효과를
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맞는 효과적 개선책은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34) https://en.wikipedia.org/wiki/Texas_District_Courts
35)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judiciary/organization/distric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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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재판 쪽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 극소수 법원·법관제를 고집하려는 안간힘의 한
단면으로 비춰지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온라인 재판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민에게
질 높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의 고민을 함께 하면
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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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와 전망
1세션] 영상재판의 실제와영상재판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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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 이 종 우

이 종 우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

1. 들어가며
“재판장님, 증인은 지금 증거도 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의를 기각합니다. 원고측 대리인 신문을 계속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쯤은 들어봤음직한 드라마에 비춰진 법정에서의 상황입니다. 저
또한 얼마전까지 ‘소송’하면 떠오르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송절차에 임하면서 목격하게 된 재판의 진행은 이와 많이 달랐습니다.
10분 단위로 빼곡하게 채워진 기일진행상황표, 이미 제출된 서면을 진술하고 향후 입증계
획을 밝히거나 상대방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면 담당한 사건에 할당된 시간은
이미 지나있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더구나 그 재판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소 소재지
에서 멀리 떨어진 법원에서 열린 것이라면 2∼3시간을 이동해 5분, 10분간의 변론을 마치
고 다시 복귀하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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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재판 경험기
4월의 어느 날 저는 부산에 소재하는 어느 피고를 상대로 한 사건을 배정받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소장을 접수시키면서 ‘부산이 멀기
는 하지만 이제 추위도 다 물러간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겠다’며 앞으로 장거리 재판을 몇
차례 다녀야 할 각오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남현 판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
다. “변호사님, 이번에 영상재판 시범재판부로 선정이 되었는데, 양쪽 소송대리인 모두 저
희 법원에서 거리가 있으신 관계로 이 사건의 재판준비절차를 영상으로 진행해보려고 합니
다” 판사님의 말씀은 귀를 의심할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판
사님의 이어지는 말씀이셨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당장 내일 진행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
까?”
적어도 보름에서 한 달 이전에 재판기일 통지서가 송달되고, 중복된 재판이 없으면 지
정된 날짜에 맞추어 교통편 등을 검색·예약하고 준비를 한 다음 실제 재판에 참석하는 것
과 비교하면 파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더구나 지역적으로 멀리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
원 관할 사건을 영상재판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영상재판의 준비 및 진행은 순조로웠습니다.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에
Vidyo 어플을 설치한 후 개설되어 있는 방에 접속하니 판사님과 상대방 변호사님의 모습
이 보였고, 통상의 재판준비절차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오직 하나, 제
가 제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영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뿐이었습니다.

3. 향후 영상재판의 전망
변호사의 입장에서 영상재판은 원거리 재판참석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혁명적인
진행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더구나 소송 초기 쌍방의 주장사항을 정리하고 향후 입증계획을
밝히며 소송진행의 방향을 결정하는 변론준비절차의 경우 영상재판의 장점을 몸으로 체험
했습니다.
영상재판 실시 이후 해당 사건에서 전문가에 의한 감정절차가 진행중이어서 아쉽게도
변론준비절차 이후 추가적인 변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단 한 차례

60

session 01. 영상재판의 실제와 전망

뿐 이었던 영상재판이지만 미래 다가올 큰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듯한 소중한 시간이었
습니다.
물론 소송절차를 규정한 기존의 많은 법령들과의 조화 문제가 필연일 수밖에 없을 것입
니다. 그러나 전자소송 시스템이 민사소송의 대세로 자리잡았듯이 향후 영상재판의 단점들
을 보완해나간다면 언젠가는 드라마에서도 영상재판 진행모습이 방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상
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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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재판
1세션] 영상재판의
실제와 전망 실시에서 고민해볼 문제들

[제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문
영상재판 실시에서 고민해 볼 문제들

전성철 동아일보 법조팀장

전 성 철 동아일보 법조팀장

‘정보화 시대와 영상재판’ 심포지엄 토론자 참석을 제안 받고 잠깐 당황했습니다. 10년
가까이 법조계를 취재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법률가도 아니고 재판에 대해서는 전문성도 없
습니다. 그래서 사법정책연구원 하상익 판사님으로부터 발표문과 각종 자료를 받아서 읽어
본 뒤에도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 지 고민했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기자들이 잘하는 일을 하라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행을 앞둔 제도에 대해 이런저런 상상력을 동원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일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영상재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한적인 범위의 재판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한 결과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
상재판이 준비절차 기일이 아닌 본 재판으로 확대 실시될 것을 가정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과 변호사업계에 계신 분들의 조언
을 참고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문제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영상재판의 도입취지에는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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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영상재판 참여방식에 일종의 규제를 두자는 겁니다. 법정이 아닌
장소에서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소송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재판에 부정이 일어날 위험성도 안고 있습니다.
가령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 하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스마트기기 화
면에 보이지 않는 사각에서 제3자가 코칭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내지는 소송당사
자나 증인 등이 누군가로부터 감시나 협박을 받는 상황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위험을 피하면서 동시에 영상재판 확대의 성과를 거두려면 특정 장소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면, 변호인에게 이용 가능한 가
까운 법원을 이용하도록 방문하도록 요구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폭을
넓힌다면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제3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영상재판에 임하도록 요구하는 것
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고령자라면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듯 합니다.
그 같은 제한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영상재판 과정에서 고의적인 퇴정을 막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스마트 폰을 이용한 영상재판의 경우 소송당사자나 증인 등이 재판부나 상
대측으로부터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퇴정을 하더라도 제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
다. 기계 오작동 등의 핑계를 대면 이를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영상재판의 본격 도입 이전에 어떤 경우에 영상재판을
할 것인지 원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영상재판은
엄격한 요건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언론사에서는 취재를 할 때, 가급적 전화통화보다는 현장에 가서 취재원을 만날 것을
요구합니다. 얼굴과 태도, 상황 등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들어야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관이 하는 일이, 저희가 하는 일과 정확히 같은 일은 아니지만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
지를 가려낸다는 목표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재판에서 법정에 출석
을 요구하는 것은 단지 영상재판을 할만한 기술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
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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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영상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에 대해서도 기준을 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영상재판은 예외적 상황에
서 하는 게 옳다고 보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영상재판을 하지 않는 것
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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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화상회의방식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문
화상회의방식에 의한 변론준비 절차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영수
정 영 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느 분야에서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법원이 영상
통화의 방법을 재판에 도입하는 데에도 끊김 현상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나 당사자(또는 소
송대리인)의 의견을 일일이 청취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여 영상재판을 시도하는 법원의 노력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
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영상통화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간단
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통화의 방법이 변론준비절차에 시범적으로 실시된 것은 아마도 변론준비절차가 임
의적 절차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8조 제
1항에 의하면, 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하나,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입니다. 이것은 민사소송의 중심이 변론절차에 있으며 변론준비절차는 예외적으로 거치는
절차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임의적 절차라고 해서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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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절차는 쟁점과 증거의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며 당사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0조에 의하면, 법원과 당사자는 변론의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변론
의 준비와 진행 및 변론에 필요한 시간, 준비서면의 제출횟수, 분량, 제출기간 및 양식)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으로 “양 쪽 당사자와 음성의 송수신에 의하여 동시에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성의 송수신’과 함께 ‘영상의
송수신’도 이루어지는 영상통화 방법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통화의 방법을 활용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준비’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변론준비절차의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론준비절차의 방식에는 서면방식(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과 기일방식(변론준비기
일)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
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
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당사자가 말로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합
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변론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되므로 석명권의 행사, 진술간주,
자백간주 및 쌍불취하 등이 적용됩니다. 또한 증거조사, 재판상 자백,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도 가능합니다. 특히 변론준비절차가 종료되면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원칙적으로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변론준비기일은 법
원과 당사자에게 중요한 절차로서 상호 대면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영상통화의 방법으로
진행하려면 어느 장소를 허용할 것인지, 기일출석과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어떤 소
송행위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변론준비절차 이외에서 영상통화 방법이 이용되는 경우로는 증인과 감정인에 대한 영상
신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
기 어려운 경우,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인을 법정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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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으로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 설치된 곳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
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정 안의 법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과 법정 밖의 증인이 상대
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소법원 대신 거주지 부근 법
원의 영상신문실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되는데, 이것은 외부의 부당한 영향의 가능성을 최
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
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 증인과 달리 감정인은 자신의 사
무실이나 주거지에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진술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와 같이 영상통화의 방법이 활용될 수 있는 절차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
다. 예를 들어,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증거조사, 화해 등의 소송절차를 원활
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영상통화의 방법을 이용해볼 수도 있을 것 같
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신속·경제라는 민사소송의 이념을 구현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
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에 도입할 것인지는 그 절차 본연의 모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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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판사

김 보 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1. 총론
발표자이신 임상혁 교수님께서 적절히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장치(예 : 비디오 등 중계장치, 각 법원에 설치된 영상신문실, 개인 소유의 인터
넷이 연결된 컴퓨터·스마트폰 등)”를 이용한 재판의 형태을 가리키는 용어조차 정리되지
않아 온라인 재판, 원격영상재판, 영상재판 등으로 그 용어가 혼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위와 같은 재판의 형태를 무엇으로 칭하여야 하는지 고민이지만, 이하 토론문에서는 본 심
포지엄에서 이를 가리키는 용어로 선택하신 “영상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영상재판에 관한 물적 시설 · 시스템 · 제도가 전혀 정비되지 않은 열악한 상황
하에서 시범재판부를 맡아주시고, 그에 따른 경험을 공유해주신 시범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영상재판의 필요성에 심취하여 재판의 본질을 간과할 위험성을 지
적하여 주신 임상혁 교수님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익한 내용을 발제해
주신 덕분에 영상재판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고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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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상재판과 관련한 사항들에 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 내지는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
론을 갈음하겠습니다.

2. 영상재판의 득과 실
대한민국 영토의 크기 및 교통의 발전상황에 비추어 전국이 반일 생활권이 되었다고는
하나, 재판의 당사자·소송대리인 등(이하 “당사자 등”이라 함)이 재판이 열리는 법정과 원
거리에 생활의 근거지를 둔 경우 실제 재판에 임하는 시간에 비하여 과도한 이동시간을 허
비하고 이동의 수고를 감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거리를 이유로 한 이송신
청이 상당한 건수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등에게 위와 같은 사항은 꽤 큰 불편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영상재판을 이용하여 당사자 등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각자 편리한 장소에
서, 심지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재판에 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한다면 이는
당사자 등에게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 영상재판의 경우 임상혁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대면성·간접성으로 인
한 당사자들의 만족도 감소, 심리미진의 가능성, 법정(재판) 질서 유지의 곤란함, 법정(재
판)의 위신 감소 등의 문제점도 일부 발생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영상재판을 제도화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
로 적용 범위 ·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영상재판의 적용 범위
가. 사건의 유형
1995.경 교통이 불편한 도서·산간벽지의 주민이 원거리에 있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고,
위 법률에 근거하여 수년 간 원격영상재판이 행하여진 바 있습니다(현재 위 법률이 폐지되
지는 않았으나, 이 법률에 근거한 원격영상재판이 실시되지 않은지 오랜 시간이 지나며 현
재는 사문화된 법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위 법률은 원격영상재판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① 시·군법원의 관할사건 중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사건,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② 원격영
상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법정질서유지 명령 위반, 허가 없는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이유로 한 감치사건, ③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군법원의 권한에 속한 사건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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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통상 1회 기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률전문가인 소송대리인의 원조를 받을 필요가 적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위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건들만
을 적용 범위로 하였기 때문에 그 이용률이 저조하여 원격영상재판이 사실상 실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즉, 1회 남짓의 출석이 당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재판을 업
으로 하는 소송대리인의 관여가 없는 경우 위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법률적 쟁점에 대한 주장・입증보다는 법관 대면을 통한 호소에
의 열망이 보다 강한 유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원격영상재판의 사실상 실패는 그
외에도 여러 기술적 원인 등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이용률 저조로 인하여 사실상 사문화
된 제도라는 점에서 실패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그 시도 자체에서 주는 큰 의미가 존
재하므로 함부로 이를 실패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향후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적
용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발표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나. 사건의 진행단계에 따른 적용 여부
민사사건을 예로 들면, 한 사건에 관하여도 그 진행에 따라 여러 단계가 존재할 수 있
습니다. 증거보전, 변론준비절차(변론준비기일 포함), 변론기일, 증인신문기일, 당사자신문
기일, 감정인신문기일, 검증기일, 조정기일, 판결선고기일 등이 있습니다. 현재 시범재판부
는 영상재판을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의 일환으로 활용하시거나 변론준비기일의 형태로
활용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일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당사자 등이 각자 편리한 장소
에서 영상재판에 임하는 것을 법정에의 출석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
다. 또한 기일 불출석의 경우 법률상 제재(예 : 원고가 2회 불출석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가 수반되므로(일방에 대한 제재가 상대방에 대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를 임의적으로 볼 수 없음) 기일의 형태로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느 단계의 기일에서 영상재판을 허용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영상재판이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은 쟁점을 정리하고
절차 진행을 협의하는 등의 변론준비기일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 외의 절차에서도
필요에 따라 영상재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허용의 범위를 넓히되, 구체적 사건에서
각 절차의 대면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영상재판을 행할 것인지, 법정에서의 대면
재판을 행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님께서는
어떤 진행단계까지의 영상재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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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공개의 원칙과의 관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는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즉 공개하여 행하여
야 합니다. 이는 재판권 행사의 공명정대함을 국민에게 보여주어 재판에 대한 신뢰를 두텁
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1) 다만, 재판의 모든 절차에 대하여 공개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상 실체적 권리관계 자체를 확정하는 변론절차와 판결선고절차가 그 대상이
며, 이에 어긋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상재판
이 이러한 재판 공개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공개가 원
칙인 변론기일 등은 당사자 등이 영상재판을 이용하는 경우이더라도 적어도 재판부는 공개
된 법정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방청이 허용되는 형태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고, 영상재
판에 임하는 당사자 등의 음성과 영상이 재판부뿐 아니라 공개된 법정에 있는 일반인이 방
청할 수 있는 형태로 행하여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상재판이
재판공개의 원칙과 배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 결어
2017년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71.5%라고 합니다. 이는 (특히 성인에 한정한다
면)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특별한 추가비용의 부담 없이 영상재판을 위한 어플리케이
션을 다운받아 실행할 수 있는 물적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반면
과거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원격영상재판을 처음 도입했던 1995년은
그 물적 기반이 미미하고, 재판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도 영상의 송수신이 무척
낯설던 시대였습니다.
과거 원격영상재판은 비록 그 활용도 측면에서는 실패하였지만 물적 환경이 매우 열
악함에도 당사자 등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내고 이를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 무척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현재는 물적 환경이 그 때와는 비
교할 수 없을 만큼 개선되었기 때문에 재판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등
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영상재판을 본격화하기에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바람직
한 영상재판제도의 구현 및 운용을 위한 중지가 모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편익을 제
고하되 재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제도로 자리 잡길 기대하며, 본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1) 2017년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Ⅱ] 제21장 제2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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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장된 재판 받을 권리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

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
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

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
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
에서 진술할 수 있다.
June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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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원격영상재판

대상
1.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재판관계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법정(法廷)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送受信)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遠隔地)의 법정에 출석
하여 진행하는 재판

2. 화해·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
3.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중 즉결심판하는 사건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사건
5. 원격영상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의 사건
6. 재판장의 질서유지명령 또는 재판장의 허가 없는 녹화 등의 금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
7. 다른 법률에 따라 시법원(市法院) 또는 군법원(郡法院)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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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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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법정

전자법정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실시간 전자기록
접속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빔프로젝터,
실물화상기, 대형
모니터 등의
전자매체를 통하여
재판부는 물론
소송관계인 모두가
화면을 공유할 수 있음
June 26, 2018

KYOUNGJI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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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재판 - 영상신문

June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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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원격 영상신문

June 26, 2018

KYOUNGJIN CHOI

14

온라인 상의 압수수색과 디지털 증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
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압수·수
색영장의 집행을 원활하고 적정하게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

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대물적 강제처분 행위로서 허용되며,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
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June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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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의 압수수색과 디지털 증거
미국 The 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or CLOUD Act (H.R. 4943)
외국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
• 미국 기반의 기술 기업들이 전세계 어느 곳에 저장하는 정보이건 그에 대하여 법집행영장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
확히 함
• 기업들에게는 정보가 소재하는 국가의 프라이버시법에 기초하여 법집행영장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외국정부의 미국 내 정보에 대한 접근
• 미국 CLOUD Act는 외국 정부가 미국 기술 회사가 보유하는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 협정을
채결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
June 26, 2018

KYOUNGJIN CHOI

16

ICT 환경의 변화 –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

June 26, 2018

KYOUNGJIN CHOI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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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환경의 변화 – 글로벌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

people

things

Information

process

June 26, 2018

KYOUNGJIN CHOI

18

글로벌 지능정보사회와 분쟁의 글로벌화

June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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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장된 재판 받을 권리의 재조명

June 26, 2018

KYOUNGJIN CHOI

20

미래 정보화사회에서의 ICT 활용의 필요성

June 26, 2018

KYOUNGJIN CHOI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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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정보화 사회에서의 재판의 변화 방향

• 민사소송이나 지적재산권 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을 비롯한 모든 분야로 전자소송 확대
• 소송의 제기, 증거 제출 및 증거 조사, 변론, 증인신문, 판결 등 가능한 모든 절차의 전자화

• 판결문을 비롯한 재판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확대

• PC와 인터넷을 통한 재판 절차에 대한 접근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접근 허용
June 26, 2018

KYOUNGJIN CHOI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jchoi@gach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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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2세션] 정보화 시대와 재판의원격영상재판과
변화

[제

원격영상재판과 법원의 변화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 준 명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제1장 시작하면서
1. 논의의 배경과 개념
그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과학기술의 성과는 전산화․정보화․전자화 등의 용어로써
법원업무의 곳곳에 투입되면서 그 업무환경은 최근 약 20여 년간 그 이전과 비교할 때 커
다란 변화를 보였으며, 과학기술 발전의 끝을 알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아무리 유용
하더라도 법원의 구성과 운영 및 재판 방식에 일정한 원칙과 규범이 작동하고 있는 이상
무조건 수용될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법원으로서는 과학기술의 성과를 수용함에 있어
그것이 법원과 재판에 작동하고 있는 원칙 및 규범과 조화를 이루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리어 지금까지 작동해 오던 원칙과 규범을 변경하여야 하는지도 검토할
수 있다. 한편으로 법원이 지속적으로 폭증해 온 사건 부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과학기술의 성과를 활용하였던 것처럼 법원은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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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본 글은 오늘날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중 원격영상
기술을 중심으로 그와 같은 기술이 법원과 재판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법원과
재판이 어떠한 미래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바뀌어야 한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
지를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원격영상기술을 활용한 재판의 개념은 이미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접어들면서 미국, 프랑스, 호주 등의 국가에서 등장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이하 ‘원격영상재판법’이라 한다) 시행을 전후하여 미국으로
연수를 다녀온 법관들이 당시 미국에서 추진 중이던 원격영상제판을 소개하기도 하였다.(황
찬현, 원격영상재판, 정보화의 현황과 전망, 재판실무 제79집, 1998; 노태악, 미국 연방법원의 자동화․
전산화 추진 현황, 정보화와 재판실무 제79집, 1998; 강민구, 함께 하는 법정-21세기 사법정보화와 열
린재판-, 박영사, 2003)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도 2008년 사법정보화 발전방향을

위한 전자법정 개념 속에 ‘원격지 법원 간 연결 및 인터넷 출두’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법
원행정처, 사법부 정보화의 현황과 전망, 2008), 최근(2016. 9. 30)에는 민사소송법에 증인, 감

정인, 통역인 신문 시 일정한 요건 아래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
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원격영상재판은 법관에게는 물론 일반인
에게 매우 친숙하지 않은 관계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전히 재판 현장에서 거의 활용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초고속인터넷연결망이 사회
인프라로 구축되어 있어 누구라도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디바이스와 카메라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화상을 통해 상대방과 대면할 수 있고, 그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화상회의
(videoconference)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점차 확산되고 있는 스
마트워크와 점차 익숙해지는 가상 및 증강현실까지 더해진다면, 이와 동일한 기술이 적용
될 수 있는 원격영상재판은 현재와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게다
가 국제적으로 사람들의 이동 내지 교류가 잦아지고 직구 거래와 같은 소규모 거래 등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거기서 불거지는 분쟁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어 그에 대한
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시간적, 장소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원
격영상재판 또는 사이버재판이 그 대안으로 상정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록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원격영상재판 내지 사이버재판의 존재
감이나 그 비중이 미약하나,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그러한 재판방식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정착될 경우 그와 같은 원격영상재
판이나 사이버재판은 단순히 편리한 재판방식이라는 개념에 머물지 않고 기존 재판의 이미
지, 즉 재판관계인이 일시에 물리적 공간인 법정에 모여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을 근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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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고, 그 영향은 단순히 재판방식의 변화에 머무는 것이 아
니라 법원 조직의 인적․물적 환경에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파급 효과도 적지 않아 법원에 커
다란 변화를 자져올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원격영상재판, 사이버재판이라는 용어에서 대강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나, 논의
의 편의를 위해 우선 그 개념부터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는 한, 하나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당해 법관, 법원공무원, 검사, 변호사, 당사자 등이
현재와 같은 물리적 공간인 법원(courthouse)의 법정(courtroom)에 직접 출석하여 재판하
는 ‘기존 재판’ 방식은 원격영상재판, 사이버재판 개념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그리고 단순
히‘법정’이라는 용어 역시 물리적 공간인 법정을 가리킨다. 다음으로 법정의 존재를 전제하
면서도, 재판관계인들이 같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신 법정에서 원격지 송출 영상
을 실시간 쌍방향 재생하는 형태로 대면하여 재판하는 방식을 상정할 수 있다. 이를‘원격영
상재판’이라 부른다. 다음으로 법정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그러하기에 재판관계인들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상 가상으로 정립된 법정에 접속하고, 그 가상법정
에 원격지 송출 영상이 실시간 쌍방향 재생되는 형태로 대면하여 재판하는 방식을 상정할
수 있다. 이를‘사이버영상재판’이라 부른다. 그 외에 사이버영상재판 중에서도 실시간 쌍방
향 재생되는 원격지 송출 영상을 배제한 형태로 비대면하여 재판하는 방식도 상정할 수 있
다. 이를‘사이버재판’이라 부른다. 이상의 개념을 그 특징에 따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구분

법원 시설

출석

실시간 대면

기존 재판

○

○

○

원격영상재판

○

×

○

사이버영상재판

×

×

○

사이버재판

×

×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재판과 원격영상재판, 사이버재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는 모든 당사자의 법정 출석 여부에 있고, 이 점에서 기존 재판과 사이버재판은 그 개념을
완전히 달리한다. 다만 본 글에서 기존 재판과 대립되는 원격영상재판, 사이버영상재판, 사
이버재판을 가리킬 때는‘원격영상재판’이나‘사이 버재판’이라는 용어로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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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재판에 있어 원격영상시스템 활용 현황
우리나라도 주요 사법 선진국이 재판에 원격영상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논의하던 무렵인
1995년 「원격영상재판 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경주와 울릉도, 홍천과 인제․양구 사이
의 법원에서 소액심판, 독촉, 즉결심판 등 제한된 범위의 사건에 국한하여 원격영상시스템
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 당시 법관이 있는 법정에는 원격지 법정에 출석한 당사자의 모
습을 보기 위해 판사 전용 20인치 모니터가 설치되고, 법관이 있는 법정의 당사자나 방청
객이 원격지 법정에 출석한 재판관계인을 보기 위해 29인치 모니터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원격지 법정에는 법대 중앙 부위에 52인치 모니터가 설치되었다. 여기에 재판서류 전송을
위한 펜티엄급 PC 3대, 레이저프린터, 스캐너, 작은 물건의 모습을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뷰어 등이 설치되었다.(황찬현, 위 원격영상재판) 그러나 야심차게 추진한 우리나라 최초의 원
격영상시스템은 전체적인 이용 건수가 1996년 183건, 1997년 251건, 1998년 778건,
1999년 747건, 2000년 400건 정도의 추세를 보이면서 그 이용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얼마 가지 못해 2000년을 전후해서 중단되고 말았다. 이러한 실패의 원인에 대하여, 사법
정책연구원 계인국 연구위원은 당시 사법정보화 수준이 원격영상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수
준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물리적 대면이 없는 대판방식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이용
자의 불안 내지 거부감이 작용하였을 가능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계인국, “원격영상재판에 관

한 연구 –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158, 159쪽).덕성여

자대학교 김도훈 교수는 1995년부터 2001년 사이 급격한 기술변화에 따른 장비 노후화를
적시에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을 뿐더러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원격영상재판에 오히려
비용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기술적 요소에 따른 문제, 그리고 2000년
대 초반까지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조차 어색하고 불편해 하는 기성세대의 거부감에 관한
인식의 문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김도훈,「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소고, 원광법학연구
소, 2014, 130쪽)

그러함에도 그 이후 최근까지 소수이기는 하나 재판에서의 원격영상시스템 도입 가능성
내지 필요성에 관한 주장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년을 전후
하여 미국으로 연수를 다녀온 법관들이 당시 미국에서 추진 중인 원격영상재판을 소개하
고,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도 2008년 사법정보화 발전방향을 위한 전자법정 개
념 속에 ‘원격지 법원간 연결 및 인터넷 출두’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정응석 교
수(형사절차에서 원격영상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 동향, 제25호, 대검찰청 검찰미래기
획단,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지영 부연구위원(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방안, 한
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덕성여자대 학교 김도훈 교수, 사법정책연구원 계인국 연구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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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존 재판의 보완적 수단으로서의 의미이기는 하나 원격영상시스템의 도입을 더욱 확대
된 범위에서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무상으로도 최근 들어 2016. 9. 30. 민사소송법에 증인, 감정인, 통역인 신문 시 일
정한 요건 아래 원격영상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시범
적으로 2016.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증인에 대하여 원격
영상으로 신문하였고, 2017. 3. 16. 서울고등법원에서 난민 사건 관련하여 원격지에 있는
통역인에 대하여 원격영상을 통해 통역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러한 시도에 불구하고, 그 이후 원격영상시스템이 이용된 재판 건수는 2018. 6.
현재까지, 2017년 3. 24. 서울중앙지법과 목포지원 사이, 5. 18. 속초지원과 통영지원 사
이, 6. 14. 부산동부지원과 서울남부지법 사이, 9. 13.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 사이,
2018년 1. 12. 속초지원과 미국 LA영사관 사이, 1. 24. 서울중앙지법과 안산지원 사이,
4. 27. 서울서부지법과 장흥지원 사이, 5. 17. 제주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사이, 6. 20. 서
울고법과 해남지원 사이, 수원지법과 대구지법 사이 등에서 증인신문절차만 10건 진행되었
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유독 원격영
상시스템에 의한 재판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과학기술을 적극 수용한 다른 영역과 달리 과
학기술 발전 수용에 더딘 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3. 문제제기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현재의 기존 재판이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으로 전환될 경
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첫째, 우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은 사법의 목적, 그리
고 그를 위한 원칙 및 규범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이다. 법원의 구성과 운영 및 재판 방
식에는 일정한 원칙과 규범이 작동하고 있기에 발전된 기술이 법원의 구성과 운영 및 재판
방식에 그대로 수용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아무리 발전된 기술이라 하더라도 사
법 기능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정의실현, 소수자보호, 법치주의, 사회질서 유지
등의 이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은 쉽사리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은 국민들로부터 수용되어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이
다. 법원이 주어진 사법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법의 독립과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법원이 사법 기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목표 아래 발
전된 기술을 수단적으로 활용하여 사법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를 더욱 강하게 확보할 수 있
다면 그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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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 추세에 있고, 그 주된 원인으로 이용자에 대한 높은 문턱, 전관예우 논란, 사법 독립
에 대한 위협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상
정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위 첫째 질문과 둘째 질문에 대하여 그 중 하나라도 답할 수 없다면 기술적으로 아무리
실현 가능하더라도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의 추진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과
학기술의 사회적 통제와 수용성 평가를 다루는 과학기술사회학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
다.
셋째,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은 법원(courthouse)이라는 물적 시설을 없애고, 인
적 운용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가이다.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이 널리 보급되고 활
용될 수 있다면 시설 측면에서의 비용절감은 물론, 관리 인력도 대폭 감축시킬 수 있을 것
이다. 이 질문은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의 정착이 가져올 2차적 변화에 관한 것으로
서 그 영향력에 따라 법원의 미래를 달리 그려볼 수 있는 주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넷째,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의 요청 또는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원은 어
떠한 대응을 하여야 하는가이다. 이 질문은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이 출현할 수밖에
없다고 볼 경우 이 때 법원이 취하여야 할 바람직한 대응이 무엇이고, 반대로 출현하기 어
렵다고 볼 경우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의 도입을 기대하였던 사회적 요청 내지 동력
(driving force)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서, 전략적 비전의 제시를 요구한
다.

제2장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 변화 이해의 선행 검토
1. 커뮤니케이션·미디어 기술발전에 의한 사회변화
사회변화를 설명하는 담론에는 크게‘생산방식의 의한 사회변화’와 ‘커뮤니케이션과 미디
어 방식에 의한 사회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두 가지 담론 모두 기술이 인간사회를 변화시
키고 규정한다는 기술결정론적인 한계를 갖고 있으나, 오랫동안 사회변화를 설명하는 주요
한 이론적 배경이 되어 왔다. 특히, 미디어 결정론은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기술발전이
인간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기술진보가 어떻게 인류의 진화에서 새로운
사회구조를 만들어 냈는지를 설명한다. 이러한 이론들은 거시적 차원에서 문명의 발생 이
전인‘구술 시대(Oral Age)’에서‘문자시대(Writing Age)’로, 다시 문자시대에서 훨씬 더 확
산적인‘활자인쇄시대(Printing Age)’로, 그리고‘전자매체시대(Electronic Media Age)’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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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인터넷 통신시대’로 이어지기까지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기술발전이 인간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루고 있다.(Marshall, The Gutenberg Galaxy: the Making of
Typographic ma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62; McLuhan, Marshall,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New York, Random House, 1967; Eisenstein, Elizabeth, The Printing
Press as an Agent of Change: Communications and Cultural transformation Ong, Walter J,
Orality and Literacy: The Technologizing of in Early Modern Europ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the Word. Terence Hawkes, New York, Methuen, Goody, Jack, The
Logic of Writing and the Organization of Society, University Press, 1986; Katsh, M. Ethan,
The electronic media and the transformation of law,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Plenum, 1998; Dewar. A. James, The Information Age and the Printing Press: Looking
Backward to See Ahead, Landaper, Document Number P-8014,1988). 이러한 논의는 재판방

식의 변화에도 그대로 유효하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구술에서 문자로
미국의 역사학자 Walter Ong(1982)은 인류에게 문자가 없던 시대에서 문자가 발명되
면서 나타난 여러 변화를 역사적·경험적 맥락에서 관찰하였다. Ong의 경험적 연구는‘말
(speech)’에서‘글쓰기(writing)’로의 기술진 보가 어떻게 인간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으며,
새로운 문화를 형성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 Ong은 고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서 알파벳이 발명되면서 나타난 변화들의 관찰을 통해 문자의 출현이 인간으로 하여금 청
각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시각이 지배하는 세계로의 인식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인류학자 Jack Goody(1986)는 1950년대와 60년대 초 서아프리카의 인류학적
현장 연구를 통해 보다 진화적이고 사회문화적이며, 역사적인 맥락에서‘글쓰기’가 인간의
인지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찰하였다. Goody는 글쓰기의 사회적 행동과 조
직을 구축할 수 있는 사회적 차이에 주목하면서 글쓰기 및 기록 보관 시스템의 등장으로
인해 사회 권력 구조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Goody는 서아프리카에서의
연구를 통해 중앙집권적인 정치적 행동이 문자와 글쓰기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문자를 읽고 활용할 수 있는 자들이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으며, 이는 보다 중앙
집권화된 권력과 정치형태의 출현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Goody의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문해력이“조직의 구조적 자율성”을 강화시켰으며, 종교는 문자가 가져온 초기 문명
에서“암묵적인 것을 명시적(to make the implicit explicit)”으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하면
서“구조적 자율성”이 가장 진보된 영역이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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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자에서 활자인쇄술로
Ong와 Goody의 연구가 구술시대와 문자시대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정의와 비교를 제
공한 반면, Marshall McLuhan(1962, 1964)과 Elizabeth Eisenstein (1979)은 활자인
쇄술 등장 이후 수 세기 동안의 사회변화에 주목했다. 이러한 관점은 활자인쇄술의 등장이
문맹 퇴치를 위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면서 기존의 문자문화를 크게 확장시켰다는데 초점
이 맞추어져 있다. 문자의 발명과 글쓰기 문화가 가져온 광범위한 발전과 마찬가지로, 인
쇄술의 등장은 인간의 의식과 지식체계에 보다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미디어 학자 Marshall McLuhan(1962, 1964)은 활자인쇄술이 인간의 의식에 미친 여
러 미묘한 변화들에 주목했다. 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 중의 하나인“The Gutenberg
Galaxy: Typographic Man”에서 McLuhan은 인쇄기의 발명과 활용이 인간이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는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고, 문자 발명 이후 일어났던 문
화적, 인지적 변화가 크게 가속화되고 강화되었다면서 사회조직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
고 주장한다. McLuhan 주장의 핵심 개념은 이후 “The Medium is the Massage”에서
더욱 정교화되었다. 문자, 활자인쇄기, 심지어 연설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기
술이 인간의 인지능력에 중력 효과를 발휘하여 사회조직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McLuhan은 개인주의, 민주주의, 개신교, 자본주의, 민족주의와 같은 서구 근대를 이루는
여러

현상들이

대부분

활자인쇄기술의

출현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Eisenstein(1979)은 유럽의 중세 후반기에 등장한 활자인쇄술은 상류 기득권층보다는 일
반 대중에게 훨씬 더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기술하고 있다. 필사 작업이 갖고 있는 부정
확성과 어려움은 종종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관계로 대량의 지식 복사나 서적 생산
이 어려웠다. 또한 필사본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오랜 시간은 새로운 지식의 전파를 어렵게
만들었다. 반면, 활자인쇄술의 보급은 짧은 시간에 대량의 복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비용
의 절감뿐만 아니라, 지식이나 정보의 급속한 확산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Eisenstein은 필사본이 가질 수 없었던 활자인쇄의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소위
“인쇄문화(the print culture)”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활자인쇄기의 출현
으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인쇄문화의 요소에는 확산과 보급, 표준화, 재구성, 데이터 수집,
보존 등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필사본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다. Eisenstein
은‘표준화(standardized)’가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하나의 표준화된 텍스트로 가져옴으로써
문화 확산의 패턴을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인쇄기에 의해 도입된 새로운 기능 가운데 가
장 중요한 것은 사본이 인쇄기에 의해 손상되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Eisenstein은 귀중한 정보나 데이터가 비밀로 유지되기보다는 대중에게 공개됨으로써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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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존될 수 있다는 사고가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사고는 근대 과학과 계몽주의의 기반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Eisenstein은 근대 유럽 형성의 결정적 세 가지 움직임인 르네상스,
종교개혁, 과학혁명도 활자인쇄술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즉, 활자인쇄술의 등장은 유
럽이 한 사회(중세)에서 다른 사회(초기 근대)로의 전환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이다.

4. 인쇄매체에서 전자매체로
도발적인 미디어 이론가이자 미래학자인 Marshall McLuhan은 1960년대 초반 커뮤니
케이션․미디어, 특히 전자매체가 커뮤니케이션의 내용과 본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전자매체라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간은 사물을 이해하는 관점이 변
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cLuhan에 따르면, 인류는 지난 수세기 동안 활자인쇄술에 의
해 고정된 견해와 관점, 정지된 판단을 해왔으나,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과 같은 20세기
의 새로운 미디어 기술은 이러한 사고들을 허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McLuhan and
Fiore, 1967).
McLuhan은 인류 역사를 원시부족시대, 문자시대, 활자인쇄시대, 전자시대 네 가지의
시대로 구분하였다. 그는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의 변화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
즉 문자, 인쇄기, 전신에 의해 견인되었다고 주장한다. McLuhan에 따르면 문자의 발명으
로 인해 구술문화가 문자문화로 전환되었으며, 인쇄혁명으로 인해 근대사회가 도래했다고
주장한다. 활자인쇄기술은 근대 문화의 동질성을 가져왔으며, 계층과 관료주의, 개인주의,
민족주의와 같은 많은 근대적 속성들의 강력한 동인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McLuhan은 인
쇄기술로 인해 대량의 서적이 보급되면서 일반 개인들도 쉽게 서적을 구입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개인들은 혼자 조용히 독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개인주의의 시발이라고 주장
함과 동시에, 인쇄물은 대중 매체의 인쇄물을 이전에 사용할 수 없었던 정치 중심주의의
새로운 도구로 만들면서 정부의 통제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 (McLuhan 1962, 238). 즉,
인쇄기의 발명은 개인 사생활의 감각과 민족주의의 위대한 감각을 고취시킴으로서 개인주
의와 통일성을 동시에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McLuhan은 문자와 인쇄기의 발명으
로 인해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활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문자와 인쇄술 이전의 커뮤
니케이션 방식은 암묵적이었고, 비연속적이었으며, 즉흥적이 었다. 뿐만 아니라, 구술시대
의 사람들은 청각과 시각의 적절한 균형감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시각에 편향된 인쇄물
의 확산은 인간들의 사고를 분명하고, 균일하게 만들었다.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문자에서
인쇄술로

바뀌면서

의사소통의

방식이

글쓰기에서

활자인쇄로

바뀌면서‘분명함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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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ulation)’이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심 가치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이 기
본적으로 갖고 있던 풍부한 표현력이 상실되고, 인간의 의사소통이 화석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McLuhan은 이와 같이 화석화된 커뮤니케이션과 문화를 근대성의 특성으로 보았
다.
그러나 McLuhan은 개인주의적인 인쇄문화가 곧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새로운 전자매체의 등장에 의해 끝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McLuhan은 전자 미
디어의 출현을 세계를 인식하는 집단적 방식으로의 복귀로 보았다. McLuhan에게 있어 전
자 미디어는 인쇄매체보다 편향성이 적은 전자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구텐베르크 시대에 몰
락한 인간의 다양한 표현력을 회복시켜줄 것으로 기대했다(McLuhan, 1964).

5. 전자매체에서 디지털모바일 통신으로
1990년대의 디지털 붐 이래로 인터넷기술은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
왔다.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등장은 인쇄 및 방송 미디어의 전통적인‘1대1’전송 모드 (즉,
많은 독자, 청취자 또는 시청자에게로의 일방향 전송)에서‘다수 대 다수’의 상호 작용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양방향 이동통신기술 및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인한
소위‘디지털 혁명’은 중세 유럽의 인쇄혁명에 버금가는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미
국 랜드연구소(Land Cooperation)의 James A. Dewar(1998)에 따르면, 네트워크로 연
결된 인터넷과 초기 활자 인쇄시대에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변화에는 도발적인 유사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각각의 기술은 인간이 상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중요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으며, 지식을 획득하고, 보존하고, 소유하고, 업데이트하고 확산하는 방법
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Dewar는 정보화 시대의 변화는 유럽의 중세
시대와 마찬가지로 극적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활자인쇄술의 발명은 종교개혁, 르네상
스 및 과학혁명을 견인하였으며, 이들 모두는 당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이미 심오한 변화가 진행 중에 있다.
Howard Rheingold(1991)는 디지털기술 개발과 관련하여“가상(virtual)”이라는 용어에
착목한 최초의 미래학자 중 한명이다. Rheingold는 가상현실의 발달단계, 관련기술, 장치
등을 포함해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술이 사회 전반의 변화에 미 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Rheingold에 따르면, 가상현실은 창의력이 뛰어나고 재미있는 상상
력이 풍부한 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그래픽 및 디지털기술의 활용은 사용자에게 3D 환경
에서의 시각적 집중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가상현실기술은 사용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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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마치 실제와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간의 경계가
모호해 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현재 인류는 정보의 저장, 처리 및 전달 기술 혁신의 중
심에 서 있다. 전자매체의 등장은 기업, 정치, 사회 기관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왔다. 다국
적 기업, 정치 캠페인 등은 몇 세기 전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 그러나 법률과 법체계만큼은
이러한 변화로부터 분리된 채 예외로 남아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대중의 인식이다.
Ethan Katsh(1989)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전자매체와 정보통신기술의 진보가 법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Katsh는 현재 광범위한 변화가 법체계에서 일
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는 전자매체의 발전이 있다고 주장한다. Katsh는 광범위한
역사적 증거 조사를 통해 기술의 특성과 제약에 의해 법률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변화되
었는지에 대해, 그리고 현대법이 이전의 법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다. Katsh는 법
률을 혈액이 정보이고 혈관과 동맥이 커뮤니케이션 매체인 살아있는 유기체에 비유하면서
혈관과 동맥이 변함에 따라 유기체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변화함에 따라 법률과 법체계도 필연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Katsh에 따르면 전자
매체는 저장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급속하게 늘림으로써 변화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키
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속도, 정보의 복사 및 수정의 용이성 등도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시
키는 주요 요인들이다. Katsh는 인쇄매체에서 전자매체로의 전환은 필사본에서 인쇄본으
로의 전환만큼 이나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Katsh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맥락에서 법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 안
정의 원천으로서, 분쟁의 해결 방법으로서, 그리고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방법 등 각각
의 맥락에서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에 따른 법체계의 발전과 변화를 추적했다. Katsh는
구술, 문자, 인쇄 및 전자의 네 가지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통해 법률이 각각의 시대에서 어
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조명한다. 예를 들어, 판례의 활용은 활자인쇄술 이후에 발전했으며,
이는 이전의 결정을 정확하게 복사할 수 있었기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Katsh가 주
장하는 전자매체는 단순한 인쇄본보다 강력하지만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메커니즘이
다르므로 법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매체가 법체계를 변화시키
는 한 가지 방법은 사회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Katsh에 따르면 사회변화의 속
도가 증가하면서 사회의 안정성과 규칙을 제공해 왔던 판례의 역할이 바뀔 것이라고 주장
한다. 예를 들어, 구전에만 의사소통을 의지했던 문자 이전의 시대에는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 분석, 수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회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본질적으로 빠르
게 변화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변화의 속도를 제어하는 법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문자의 발명은 정치제도와 사회관습을 보다 그럴듯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문자의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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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변화의 속도를 크게 가속화시키지 못했다. 첫째, 글을 쓸 수 있
는 사람들은 보통 현상 유지를 원했다. 둘째, 사본 및 대본의 오류는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
을 일으켰다. 결국, 필사본 작업의 신뢰도 문제로 인해 함무라비 법전, 십계명 등과 같은
고대의 법률은 주로 돌에 새겨졌다. 활자인쇄술의 발명은 법의 본질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
으로 변화시켰다. 필사본의 정확한 사본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법관들은 확신을 가지고
판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인쇄술이 도입되기 전에 법관들은 필사본의 판례를 정확하
고 권위 있는 진술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쇄술의 도입으로 정확한 사본이 만들어지
게 되면서 판례의 활용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다.
Katsh는 전자매체가 대안적인 분쟁해결방법의 사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견한다.
구술사회는 일반적으로 갈등을 피하거나, 중재 또는 다양한 형태의 연설을 통해 분쟁을 해
결했다. 문자의 발명은 구술시대의 분쟁해결방법에서 크게 바뀐 것이 없었다. 글쓰기는 사
회변화를 조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거의 없
었던 것이다. 실제로, 문자시대의 초기에 작성된 규범은 일반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
다 권력자를 식별하는 데 더 많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인쇄술의 등장과 함께 갈등과 분쟁
해결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인쇄된 정보가 구두나 필사된 정보보다 더 정확하
고 권위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인쇄술의 발명은 현대의 분쟁해결방법, 특히 인쇄된 법
령이나 사전 결정에 근거한 분쟁해결을 이끌어 낼 수있었다. Katsh는 전자매체의 활용이
사회에서의 분쟁의 양과 그것을 다루는 수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전자매
체는 정보의 흐름을 확대하고 가속화함으로써 사람들 간의 차이를 강조하고, 갈등을 증가
시키는 경향이 있다. 갈등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방법(예를 들어 컴퓨터 시뮬레이
션과 같은) 중 일부는 의심의 여지없이 전자매체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Katsh는 전자기술이 법률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이기 때
문에 전자매체가 법률 관련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문자가 발명되면서 법적인 지식을 획득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나타났으며, 인쇄술의 발명은 법률 관련 직업을 더욱 확고히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전자매체의 발달로 법률지식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면
서 법률업에 종사하는 전문직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예견한다. Katsh는 이러한 변화가 대
중의 변호사 필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변호사들을 향후 더 심한 경쟁으로 이끌 수 있
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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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원격영상재판, 사이버재판 도입을 위한 전제 요건 검토
1. 기술적 가능성(Possibility)
원격영상재판, 사이버재판이 도입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러한
재판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1995년에 도입한 원격
영상재판이 실패로 끝난 원인 중의 하나로 기술적 한계가 거론되고 있음은 이를 잘 보여준
다고 하겠다. 그동안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고 현재도 진행형이기는 하나
그 기술적 가능성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가. 전자소송의 구축
우리나라는 2010년 3월 24일「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시
행함에 따라 업무처리절차 전산․정보화, 법정 전자화, 소송자료 전자 파일링 등을 기반으로
하여 2010년 특허사건, 2011년 민사사건, 2013년 가사․행정․신청사건, 2014년 회생․파산
사건, 2015년 집행․비송사건 순으로 전자소송의 대상을 확대하였고, 시행 초기의 우려에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전자소송 환경은 접속권한이 있는 재판
관계인이 인터넷과 연결될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에서든지 소송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재
판을 주재하는 법관이나 상대방과 사이에서도 동시간대에 접속하는 경우 함께 접근할 수
있는 동일 소송자료를 토대로 재판이 가능한 기반을 조성하여 준다. 이러한 전자소송 환경
구축에 대하여“현재 전자소송제도는 소송절차에서 소위‘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으나, 내재적으로는‘온라인 법정’에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제도
라는 점에서‘원격영상재판’활성화를 실현시켜 줄 수 있다.”는 평가가 있기도 하다(김도훈, 위
「원격영상 재판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소고」).

나. 현실감 강화 텔레프레즌스 기술
현재 원격영상회의 기술은 보급형으로 상용화되어 있고,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
다. 그러나 재판은 심리과정에 있어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고, 당사자에게서 발견되는 언어
적, 비언어적 언행이나 태도, 감정 등이 심증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원격영
상재판을 하는 경우 역시 그러한 논쟁이나 당사자의 언행, 태도, 감정 등이 현실감 있게 그
대로 현출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술로써 실감형
텔레프레즌스 기술, 증강현실 원격협업 기술, 홀로그래피 기술 등을 들 수 있다.
텔레프레즌스 기술은 기존의 영상회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나, 실제 사람들이 모여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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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것처럼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품질 실감형 영상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 이를 위해 상대방과 시선을 맞추어 회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시선처리 기
술, 화면상 화자의 말이 좌우스피커에 실감적으로 표현됨으로써화자가 이동하는 방향에 따
라서 음향도 이동하는 실감 오디오 기술, 끊김 없는 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손실된 미디어
패킷을 실시간으로 복구하는 기술 등과 같은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된다. 시스코(Cisco),
폴리컴(Polycom), 화웨이(Huawei) 등 외국에서는 많은 상용화 제품이 출시된 상태이고,
ITU-T, IETF 등 국제표준화단체에서 여러 유형의 영상회의 또는 텔레프레즌스 시스템간
상호 연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입체 영상을 제공할 수 있
는 3D 영상 기반, 실물크기의 사람을 공간상에 표시할 수 있는 홀로그램 기반 등에 관한
표준화도 포함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
다(이종화, 강신각, 텔레프레즌스 기술 표준화 동향, 정보와 통신, 2012년 12월호; 정옥조 등 3인, 텔
레프레즌스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 방안, 한국통신학회 2013년 추계종합학술발표자료; 이미숙 등 5인,
Tele-Experience 실감 스마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텔레프레즌스 기술, 정보와 통신 2014년 3월호).

증강현실 원격협업 기술은 원격지에 있는 다수의 사용자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공동
의 주제를 갖고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현재 물리적인 상황을 촬
영, 전송, 재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존 영상회의 시스템만으로 정보 교환과 상
호 교감에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극복하고자 증강현실, 착용형 컴퓨터 기술, 공감형
컴퓨팅 등과 융합함으로써 사용자간의 감성적인 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려 한다. 특히 원격영상회의에 있어서는 회의 상대방의 시선 방향을 알 수 없어 회의의 집
중도가 떨어지나, 시선 추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상대방의 시선을 공유함으로써 음성을
통한 의사소통에 공간적인 맥락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나아가 사용자의 시선뿐만 아니라
심박수, 피부전도도 등의 생체 정보까지 전달하여 감성정보를 추출하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이영호 등 3인, 증강현실기반 공감형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원격협업기술 동향, 정보과학회지,
2016년 12월).

이 외에 원격영상회의에 있어 사용자에게 보다 높은 현실감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홀로그래피 기술이 있는데, 이는 360도 어느 각도에서도 물체의 상을 완전한 입체 형태로
기록할 수 있고 특수안경이나 모니터 없이 구현이 가능한 차세대 3D 기술로 평가되고 있
다. 3D 홀로그래피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 공간에서 자연스러운 입체영상을 사용자
들이 전용 안경을 쓰지 않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그 활용분야로 전시, 공연, 홍보
및 영상회의 등이 있는데, 그 사례로서 시스코가‘온-스테이지 텔레프레즌스(On-Stage
TelePresence)’ 로 불리는 홀로그래피 기술을 이용하여 8,000마일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영상회의를 진행한 바 있었다(김문석, 디지털콘텐츠의 홀로그래피 구현을 위한 유형 연구, 디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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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저널 25호, 한국디자인지식학회, 2013).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

스(MWC) 2017에서 국내 기업인 SK텔레콤이 5G와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홀로그래피
통화 솔루션으로 사용자가 증강현실로 구현된 상대방의 아바타와 마주하고 실시간으로 소
통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인바 있어 원격영상회의의 현실감 강화 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으
로 기대된다.
아래 그림에서 바로 이러한 고품질 실감형 텔레프레즌스의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다.

(폴리컴 제공 텔레프레즌스)

다. 본인 인증 및 식별 기술, 시스템 보안 기술 등
원격영상재판 내지 사이버재판에 있어 재판 당사자에 대한 본인 인증 및 식별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현실 법정재판의 경우는 직접 대면한 상태이므로 출석 당사자에
대하여 간단한 신문 내지 신분증 확인 절차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으
나,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재판의 경우 재판에 관여하는 관계인의 본인 인증
및 식별은 재판의 정확성과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요구될 수밖에 없다. 원격영
상재판의 원격지가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원격지 소재 법원 내
법정일 경우에는 본인 인증 및 식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을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를 상정하고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본
인 인증 및 식별 기술은 패스워드, 실시간 송부된 인증번호 입력, 공인인증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유출, 분실, 복제, 위조, 도용 등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생체인식 기술이 다방면으로 연구되고 있다. 생체인식
정보는 개개인의 평생 불변의 특징적 인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데, 크게 신체적 정보와 행
동학적 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적 정보는 다시 신체 외부 및 표면에서 취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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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문, 얼굴, 홍채, 망막, 손가락․손등 정맥 등과 신체 내부에서 취득할 수 있는 심전도,
심장음, 뇌전도, 근전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동학적 정보로는 음성패턴, 서명 패턴
등이 있다(최규호 등 3인, 생체신호 기반 바이오인식 시스템 기술 동향, 디지털융복합연구, vol 15,
2017). 이러한 생체정보 역시 지문의 경우 조작, 얼굴의 경우 변장, 조명, 홍채의 경우 모

조 안구, 원거리, 정맥의 경우 고령자 등과 같은 요인으로 취약성을 갖고, 음성의 경우 변
조, 서명 및 걸음걸이의 경우 부정확성 등과 같은 요인으로 취약성을 갖는다는 한계가 있
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책과제의 일환으로 2012년 모바일 바이오인식 표준연구회
를 발족하여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2015년 모바일 생체신호 인증
기술 표준연구회를 발족하여 2018년 2월까지‘스마트 융합보안서비스를 위한 텔레바이오인
식기술 표준개발’ 에 착수한 상태이다.(김재성 등 4인, 텔레바이오인식기반 비대면 인증기술 표준
화 동향, 정보호호학회지 제25권 제4호, 2015).

이와 같은 본인 인증 및 식별 기술에 더하여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 관련 시스템
에 대한 외부 공격 차단, 재판관계인이나 소송자료에 관한 정보의 외부 유출 방지 등과 같
은 보안 시스템이 각별히 요구됨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우리 법원에서도 사이버안전센터 설치, 시스템 운영조직과 보안조직의 분리, 사법업무망과
인터넷망의 분리,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운영, 개인정보 암호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
다.
한편 본인 인증 및 식별이나 시스템 보안과 관련하여 그에 관한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
더라도 유용성과 위험성은 항상 내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비록 그 위험성 때
문에 완벽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유용성이 위험성을 상쇄하고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그 위험성이 제도 시행에 우려를 자아낼 정도로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것이
아닌 이상에는 그 기술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하겠다. 다만 그와 더불어 내포
되어 있는 그 위험성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둠과 아울러 그 장치
가 금지를 침해하는 규범적인 내용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 등의 제재와 책임 추궁
으로 대응하는 운용의 묘를 보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실시간 제공 자동 통․번역 기술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이 국경을 넘는 국제분쟁에 활용되는 경우(원격영상재판이
나 사이버재판의 필요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영역이기도 하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어뿐
만 아니라, 그 외의 언어에 관하여도 사실상 자동적․실시간으로 통․번역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그에 관한 기술의 발전 동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통․번역수요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통․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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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기술 역시 개발 방식과 컴퓨팅 수준에 맞추어 크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번역 기
술은 크게 대상언어 인식(Speech Recognition) ‒ 자동번역(Machine Translation) - 변

환 언어 합성(Speech Synthesis)의 형태를 거치게 되는데, 그 중 핵심기술이 언어인식과
자동번역이며, 언어인식 기술수준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른 상태이고, 자동번역은 최
근 딥러닝 기술이 적용되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자동번역 기술은 크게 규칙기반, 통
계기반,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병용하는 하이브리드기반으로 구분되는데, 규칙기반은 다시
중간언어방식과 변환방식으로 세분화되어 주로1980년대까지 사용되던 방식이고, 1990년
대 이후 규칙을 모델링하고 머신러닝과 빅데이터로 대량의 말뭉치(corpus) 확보가 용이해
지면서 학습된 통계정보를 활용하는 통계기반이 사용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두 가지 기
술을 병용하는 하이브리드기반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통․번역 디바이스가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고, 관련 개발업체 사이에서 공개된 플랫폼 경쟁이 추진되고 있으며, 실시간
동시통역 서비스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자동 통․번역은 실시간 동시통역으로 진화되
어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달로 그 실현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리고 이러한 통․번역은 양국어에서 다국어로 확장되어 그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영어를 중심으로 한 통․번역은 70 80% 수준에 이르고 있고, 동양권 언어의 통․
번역이 상대적으로 어렵기는 하나 70 -80% 수준을 보이고 있다(김영길, 언어 확장형 다국어
자동통번역 기술 개발 현황, 2013년도 대한전자공학회 하계학술대회 제36권 1호, 1850쪽 이하; 조근회
외 1, 자동통번역 관련 SW 시장 및 국내외 업계 현황, 2016년도 한국통신학회 하계종합학술발표회,
602쪽 이하: 최승권 외 1, 다국어 자동 통번역을 위한 공통 변환 기반 하이브리드 자동번역 방법, 통번
역학연구 제20권 3호, 2016)

마. 정리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법정보화, 즉 업무전산․정보화 - 법정 전
자화 - 재판자료 전자파일링 - 민원업무 전자화 - 전자소송화 등의 발전 과정을 염두에
두면 단계적 측면에서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을 도입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은 갖추
어져 있다고 보아도 무방해 보인다. 또한 비대면 재판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정확성과 신뢰
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판관계인에 대한 본인 인증 및 식별 기술이나 시스템 보안 기술 등
에 있어서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의 도입을 주저하게 할 만한 요소는 그다지 없어
보인다. 관건은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이 기존 재판과 비교할 때 현장감․현실감과 관
련하여 어느 정도의 괴리가 존재하게 될 것이고, 만일 그러한 괴리가 존재한다면 그 괴리
의 존재는 현재의 원격영상회의 기술 내지 진보된 현실감 강화 텔레프레즌스 기술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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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가에 있다. 거기에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을 다국가 간
국제분쟁으로까지 확대할 경우 거기에 필요한 소통을 위한 통․번역시스템이 어느 정도 뒷받
침될 수 있는가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2. 규범적 허용성(Allowability)
위에서 본 기술적 가능성은 관련 정보통신기술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수단의
문제이다.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미 현재까지의 기술 조합으로도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러나 기존 재판과 같은 법정 출석을 요구하지 아니
하는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에 대하여 법정 출석의 전제 아래 형성․확립되어 있는 법
원칙이나 이념의 관점을 그대로 관철시킬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이 지금까지 형성된 법원칙이나 이념 아래에서도 그대로 유효
할 수 있는가, 유효할 수 없다면 그 법원칙이나 이념을 변경하여서라도 허용할 수는 있는
가 하는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과 저촉될 수 있는 법원
칙이나 이념으로 출석주의, 공개주의, 구술변론 주의, 직접주의, 교호신문주의(피고인의 방
어권 보장) 등을 들 수 있다.
가. 출석주의 저촉 여부
1) 현행 법령
재판은 법정에서 한다. 다만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56조). 이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의 공판기일은 재판관계인이‘공판정’에‘출
석’하여 진행되고(형사소송법 제275조), 특히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76조)43). 여기서‘공판정’이라 함은
법원조직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이나 공판정 배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3항의 규
정에 비추어 공판기일에 재판관계인이 출석하여 회동하는 공개된 장소인 물리적․공간적 형
태의‘법정’을 가리킨다는 데에 별다른 의문이 없으며,‘출석’이라 함은 사전적으로 나아가 참
석한다는 의미를 가리킬 뿐 별도의 법적 정의가 있지 아니하다. 민사재판의 경우 변론기일
진행 장소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원조직법 제56조 제1항에 따
라 법정에서 진행하며, 변론기일이 아닌 변론준비기일, 조정기일, 검증기일 등은 재판을 주
재하는 법관이 정하는 장소에서 진행하게 된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 재판을 주재하
는 법관이 변론기일 진행 일시를 재판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지정된 변론기일에서 재판관계
인이 출석하면 절차가 진행되며, 재판관계인이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법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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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불이익 내지 제재를 받게 된다.
2) 검토
우리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제339조의3에 따른 각 규정에 의하면 출석의무가 있는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비디오 등 중계장치(감정인에 대하여는 인터넷 화상장치까지 포
함한다), 즉 원격영상에 의하여 신문을 할 수 있다. 나아가 고도의 심증 형성이 요구되는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비록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기는 하나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의 규
정에 따라 일부 증인에 대하여 원격영상에 의하여 신문할 수 있다. 그런데 재판에 있어 판
사가 오감을 사용하여 심증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조사가 바로 증인신문이고, 그러
한 증인신문까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영상에 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사
자 또한 굳이 법정에까지 출석하지 않고 원격영상에 의하여 출석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규범적으로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특히 민사재판의 경우를
보면,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당사자 아닌 소극적 당사자(예를 들면 피고, 피항소인 등)
의 경우 굳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역시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소송의 진행을 해태한 것에 대한 불이익이 가해
질 수 있을지언정 반드시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하기에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가 변론기일 이전에 미리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민사소송법 제148조). 필
요적 변론이 필요없는 신청사건이나 지급명령사건의 경우 역시 당사자의 출석없이 재판이
진행된다. 소액재판과 같이 소송물가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미사건의 경우 소요되는 재판
비용(금전, 시간, 노력 등)을 고려하면 굳이 법정에까지 출석하게 하여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 많은 사건에서 소송대리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으
며, 소송물가액이 상대적으로 큰 일반사건의 경우도 당사자 본인보다 소송대리인만이 법정
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재판에 있어 당사자를 포함한 관계자를 법정에 출석
토록 하는 것은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용이하게 수집하는 데에 주된 의의가 있어 보일 뿐,
반드시 그 출석이 법원칙에 비추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
려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을 도입하는 경우 재판을 하는 법관의 입장에서 보면 일정
일시에 법정이라는 장소에 모여 그곳에서 비로소 재판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보다 필요 시
수시로 당사자나 증인 등과 연결하여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
다. 당사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법정에 직접 출석할 수 없는 장애가 해소되어 재판에 대한
직접 참여를 더욱 촉진할 수 있어 재판에 대한 참여권을 더욱 보장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발표문

109

정보화 시대와 영상재판

있다. 더욱이 국경을 넘는 국제분쟁이 증가하는 경우 법정으로의 출석은 더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결국 재판에 있어 물리적 공간인 법정에의 출석은 규범상 반드시 양보할 수 없는 법원
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영상재판에 따른 ‘재판관계
인과의 연결’ 자체를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공간(그 공간은 물리적 공간이든 사이버 공간이
든 법정일 수밖에 없다)으로의 출석으로 보아도 해석상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해석
상 그 범위를 넘어선다고 볼 경우에는 원격영상재판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제2
항과 같이 그 연결을 물리적 공간인 법정에의 출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공개주의 저촉 여부
1) 현행 법령
재판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여기서 공개라 함은 일반 국민이 자유로이 법정에 들어와서 재판을 방청할 수 있
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재판권 행사의 공명정대함을 국민에게 보여주어 재판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재판의 공개는 비밀재판이 범하
기 쉬운 절차의 졸속과 심리과정에서의 인권유린 그리고 불공정한 소송진행 등을 제도적으
로 방지함으로써 사법절차에서 기본권을 실현 내지 보호한다는 인권보호적인 기능을 갖는
다. 또한 공개된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법관에게는 물론이고 소송당사자에게도 실
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이 되는 통제효과를 나타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의 규모 때
문에 방청인의 수를 제한하여야 하거나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방청인의 출입을 통제할 필
요가 있는 경우‘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정질서유지 차원에서 제한될
수 있다.
한편 공개주의와 관련하여 언론인의 법정 출입, 통상의 취재 행위 역시 일반 국민의 방
청과 별반 다를 바 없으나,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
위를 하지 못한다(법원조직법 제59조).이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재판의 존엄성을 유
지하기 위하여 보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주요 사건에 있어 그 재판 과정을 중계방송하여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대두됨
에 따라 그 허용 여부 및 범위에 관한 논란 끝에 법원은 2017. 8. 4.‘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그 전까지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에 한하여 촬영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판결 선고 시에도 촬영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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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행위에 의한 공개 범위를 확대하였다(여전히 재판 과정 자체에 대하여는 촬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검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재판 공개의 목적, 기능 및 효과가 재판권 행사의 공명정대함
과 인권보호, 진실발견 등에 있고 이를 통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는
데에 있으며, 이는 헌법상 요청사항이므로, 헌법의 규범력이나 그 목적, 기능 및 효과에 비
추어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법원칙임이 분명하다. 여기서 법정을 기반으로 한 원격영상재
판의 경우는 공개주의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인다. 반면 법정
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사이버영상재판, 사이버재판 등으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공개주의
원칙을 과연 구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제될 수 있다.
사이버재판은 그 재판 진행 경과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을지언정 실제 재판하는 장
면만큼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어떠한 형태로 진행하여도 일반인에게 공개될 수 없다. 결
국 기존 재판에서도 법정에서 진행되지 않는 서면 재판 사건에서는 공개주의가 그대로 적
용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이버재판 역시 공개주의 원칙상 서면 재판 사건에 국한
하여 구현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한편 법정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사이버영상재판의 경우는 분명 실제 재판하는 장면이
존재함에도 일반 방청인이 접근할 수 있는 법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공
개주의 원칙을 구현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의 공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재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우선 기존 재판에서도 일반 방청인은 법원이라는 물리적 공간으로
나와야 재판을 방청할 수 있고, 그러한 방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어떠
한 재판이 어느 법원, 어느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 공개주의를 관철시키고자 자신과 무관한 재판을 방청하
기 위해 굳이 법원으로 나오는 사람도 극히 드물다. 그나마 이루어지는 법정 방청은 일정
한 목적을 갖는 견학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하기에 실제 법정에서는 자신의 재판을 기다리
는 재판관계인의 대기 장소로 전락해 있을 뿐이고, 더욱이 최근에는 시차제 소환을 강화하
고 있는 추세이기에 대기하는 재판관계인도 없어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에 재판관계인 외에
는 아무도 재정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면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주요 사건의 경
우에는 수많은 방청인들이 몰림에도 불구하고 법정의 물리적 한계로 방청이 제한되고 그로
인해 방청인들이 줄을 서서 방청권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어느 경우에도
공개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데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발표문

111

정보화 시대와 영상재판

그러나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영상재판은 일반 방청인으로 하여금 누구든지 언제 어
디에서나 그 재판 일정을 인터넷상으로 확인하고 재판을 방청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사회
적으로 이목을 끄는 재판이 아닌 일반적인 재판의 경우라도 사건과 무관한 일반인뿐만 아
니라 재판과 관련 있는 그 누구든지 굳이 법정에까지 오지 않더라도 실시간 재판 장면을
인터넷상 스트리밍(streaming) 방식을 이용해서 그 재판 장면을 용이하게 방청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공개주의 원칙을 더욱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나아가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재판의 경우도 인터넷 접속 용량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청을 할 수
가 있어 법정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위와 같이 방청권을 얻기 위해 줄을 서야
하는 불편을 더 이상 겪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즉 법정 방청의 개념을 원격 방청으로 확
대하여도 무방하다고 여겨진다. 이를 통해 재판의 공개로써 구현하고자 하였던 목적이나
효과가 극대화되어 재판에 대한 신뢰를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보
면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영상재판은 재판 공개주의 원칙과 매우 친화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공개주의와 관련하여 재판의 공개는 일반인에게 공개될 수 있는 상태를 보장하면
충분하고, 언론매체에 의한 중개 등 매스컴 공개를 널리 허용할 경우 재판관계인에게 예측
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법관도 왜곡된 여론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 언론
에 의한 공개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배종대 외 3인, 형사소송법, 홍문사,
2015년, 401-402쪽). 이러한 견해에 귀를 기울인다면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영상재판에

대한 공개가 자칫하면 언론매체에 의한 공개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경우 그로 인하여 재판
관계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개되는 인권침해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굳이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영상재판을 도입할 필요가 없거나 도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는 비판이 제기될 소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도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더욱 그러한 요소가 잠재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원격영상
재판이나 사이버영상재판을 도입할 경우 공개주의 원칙이 의도하였던 목적이나 기능, 효과
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
다.
결국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영상재판은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대비책이 마련된다고 한다면 공개주의 원칙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112

session 02. 정보화 시대와 재판의 변화

다. 구술변론주의 저촉 여부
1) 현행 법령
소송을 하는 당사자는 법정에서 변론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본문).
그리고 그 변론은 말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형사소송법도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75조의3). 이를 구술심리주의라고 하고 서면주의와 대립한
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사실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에서 진술하지 않는 이상 해당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1. 12,14.
선고 2001므1728 판결). 구술주의와 서면주의는 아래 표와 같은 차이를 보인다(주석 민사소
송법(2) 제7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년, 300쪽).

구분
장점

구술주의

서면주의

- 당사자의 진의 파악 용이

- 소송진행의 신중성과 명확성

- 불명확한 주장 정리로 심리 촉진

- 심리결과 보존 용이 및 재검토 가능
- 당사자의 진의 파악 어려움

- 주장 누락 발생 우려
단점

- 소송과정이 방대해질 우려

- 심리결과에 대한 기억력의 한계

- 서면작성, 교환 등의 노력 ․ 비용 발생

- 명확성, 안전성 취약

- 서면을 열람하지 않는 법관은 합의에
개입하기 어려움

특징

- 직접주의, 공개주의와 결합 용이

- 직접주의, 공개주의와 결합 어려움

두 심리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에 우리 민사소송법은 변론 시 구술주의를 원칙으
로 하면서도, 소 제기, 청구 변경, 항소 및 상고 제기, 이유서 제출 시 반드시 서면으로 하
여야 하고, 조서 및 준비서면의 허용 등을 채택함으로써 구술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서면
주의의 장점을 가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검토
재판 방식에 있어 구술주의와 서면주의 중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지는 정책적인 사항이
므로, 어느 방식만이 규범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하겠다. 실제 우리 소송절차
도 비록 구술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서면주의를 가미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구술주의를 채택한 것은 당사자의 진의를 파악하기 용이하고 재판관계
인이 대면하여 즉석에서 쟁점을 정리하여 실체적 진술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런데 그러한 구술주의라 하더라도 이는 현존하는 기술적 허용 범위에서 형성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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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에 같은 공간 내에서 직접 대면하는 경우에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서로 다른 공간에 있더라도 직접 대면하는 경우와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구술주의 구현은 가능
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현재의 재판 방식은 공간적․시간적 한계로인하여 재판 당사자는
물론이고, 전문가인 전문심리위원, 감정인 등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보다는 대리인을 내
세우거나 서면, 감정서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어 구술보다는 서면이 더욱 우위
를 점하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더욱이 소송대리인이 제출하는 준비서면은
법정에서 그대로 진술된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대리인이 당사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가공된 것이기에 실체적 진술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간적․시간적 한계로
미처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당사자나 전문위원, 감정인 등이 원격영상으로라도 재판에 관
여하여 구술로 사실관계나 전문적 식견을 설명할 수 있고, 법관이 그들에 대하여 직접 신
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욱 충실한 재판을 도모할 수 있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술주의에 더욱 부합하고 구술주의를 보다 활성화하는 재판 방식
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술적으로도 법정에서는 물론 법관 사무실과 변호사, 증인, 감정인, 전문위원 등이 현
재 위치하고 있는 집이나 사무실 등을 포함해서 재판을 위한 장소로 적정하다고 볼 수 있
는 공간이 될 수만 있다면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영상재판 방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술
주의에 따라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결국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영상재판은 구술주의 원칙에 있어서도 저촉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친화적이라 할 수 있고, 그러할 경우 구술주의와 결합이 용이한 공개주의나 직접주
의와도 친화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라. 직접주의 저촉 여부
1) 관련 법령
국민은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헌법 제27조 제1항). 이에 판결은 변
론과 증거조사에 직접 관여한 법관에 한하여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이를
‘직접주의’라 한다. 직접주의 역시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직접 증거조사를 하고, 그와 같은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 법관으로
하여금 정확한 심증을 형성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게 한다는 데에 그 이론적 근거를 갖
고 있다. 다만 직접주의를 철저하게 관철할 경우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다대한 노력과 비용
을 부담케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하여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변경된 경우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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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부터 심리를 다시 하게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새로 심리에 관여한 법관의 면전
에서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하였고(민사소송법 제204조 제2항),
소액사건에서는 법관 변경이 있더라도 종전 변론결과를 진술할 필요가 없도록 하여(소액사
건심판법 제9조 제2항) 직접주의를 완화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법원 밖에서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재판부 구성원 중 한 명인 수명법관,
다른 법원 법관인 수탁판사에게 증거조사를 하도록 하여 그 조서를 재판자료로 삼을 수 있
도록 하였고(민사소송법 제297조, 제298조), 외국에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나
라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대사, 공사, 영사 또는 그 나라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하여(민사소송법 제296조), 이러한 경우에도 직접주의를 완화하고 있다.
2) 검토
직접주의와 관련하여 법관이 증거를 조사함에 있어 물리적 공간인 법정에서의 증거조사
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정도로 청각적․시각적 방법을 통해 심증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한 증거조사에 대하여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기회가 부여되어 직접주의가 구현하
고자 하는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설령 법관과당사자 또는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증거와 공간적인 거리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주의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오히려 법정을 벗어나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공간적․시간적 한계로 인
하여 직접 증거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주의를 완화하여야 하였던 경우에까지 그 한계를 극
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와 같은 방법을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원격영상재판
이나 사이버영상재판을 채택하여 그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재판이 종결될 때까
지 녹화된 영상이 소송자료로 남아 있게 되는 경우 법관이 변경되더라도 교체된 법관이 그
영상을 통하여 재차 심증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직접주의는 더욱 공고히 구현될 수도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원격영상재판 과정에서 송수
신된

데이터

자체를

기록하는

것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음은

참고할

만하다

(Zivilprozessordung §128a Rdnr. 3).

마. 교호신문주의(방어권 보장) 저촉 여부
이 부분은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미국 형사재판에 있어 수정 헌
법 제6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증인 대면권 보장 여부, 즉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
을 신문할 수 있는 권리인 교호신문(cross-examination)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지 여
부를 둘러싸고 원격영상재판에 의한 증인신문을 허용할 것인지가 다루어져 왔다. 우리나라
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물론,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원격영상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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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인신문을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이론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한다.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주신문하고 그 다음에 반대편 당사자가 반대
신문하며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한다. 이를 교호신문이라 한다. 영미(英
美)는 검사와 변호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법원은 개입하지 않으며, 독일은 법관이 주도한다.
우리나라는 검사와 변호인으로 주도하게 하고 법관이 보충적으로 직권 신문하므로 영미식
과 독일식의 절충형이라고 할 수 있다. 교호신문은 당사자에 의한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
신문, 추가신문(재반대신문), 법관에 의한 보충신문 순으로 진행된다. 교호신문은 당사자들
이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직접 지적공격하게 함으로써 실
체적 진실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한다(배종대 외 3인, 위 형사소송법, 495쪽). 구술주의에 의한
이와 같은 교호신문 과정을 거치면서 법관은 증인신문을 통해서 생생한 심증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호신문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뿐만 아니라 구술주의, 직접주의
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그러하기에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교호신문주의는 여전히 요구받을 수밖에 없고, 미국도 이러한 관점에서 교호신문주
의 가능 여부가 원격영상재판 허용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영상재판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비록 재판관계인이 법정에서 직접 대면한 것은 아니지만, 쌍방향 영상(two way
videoconferencing)을 통해 직접 대면한 것과 다름없을 정도의 시각적․청각적 대면이 가능
한 상태에서 교호신문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보장된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
은 아니라 하겠다. 실무에서도 원격영상에 의한 증인신문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
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Ⅱ, 228쪽). 헌법재판소도 피고인에
게 불리한 증거는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진술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이러한 권리보장은 적법절차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공개재판
을 받을 기본권 실현을 위한 여러 방법 중의 한 방법일 뿐이고,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8. 9. 30. 선고 97헌바51 결정). 더불어
교호신문을 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야만 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데, 공간적․
시간적 어려움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어려운 증인에 대하여 원격영상으로라도 신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방어권을 더욱 실질적
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불리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
행사가 방해된다는 반론은 규범 저축 여부를 떠나 수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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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리
재판에 있어 심리의 기본원칙은 그 시대의 국가관, 사회관, 정치적 여건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되어 온 역사적․연혁적 산물이다. 이러한 기본원칙은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와 견제, 공정성, 진실 규명의 용이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수단적 의미를 갖고
있기에,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의 규범적 허용성은 적
어도 영상재판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이 기존 재판에 있어서의 직접 대면과 동일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별다른 장애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는 결
국 원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상재판에 관한 기술적 수준과 이러한 영상방식을 통해 재판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사회 인식이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園田賢治 ,“
民事訴訟 における＇テレビ 会議 システム＇の 課題 と 展望 ”, 法政研究 72 卷 4 号 , 2006)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원격영상재판이 기술적인 보조 수단에 의해 시각적․청각적으로 직접
대면이 보장되는 이상 구술주의나 직접주의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되어 있는 점
(Stein/Jonas, Kommentar zur Zivilprozessordung,22. Auflage Band 3, 2005, §128a Rdnr. 3)

은 눈여겨볼 만하다.
결국,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 재판 심리에 있어 작동하고 있는 법원칙 내지 이념, 즉 출
석주의, 공개주의, 구술주의, 직접주의, 교호신문주의 등은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영상재
판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 적용에 있어 다소간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재판방식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될 정도의 저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뿐더러, 오히려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이 위와 같은 법원칙 내지 이념을
더욱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다.

3. 제도의 유용성(Availability)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규범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유용하지 않으면 무용
지물이다. 특히 제도 변화와 관련된 경우 그것이 목적이나 기능, 수단, 결과 등에 있어 단
점보다 장점이나 이점이 더 커야 된다는 점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재판의 경우 제도 변
화의 유용성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 분쟁의 적정한 해결,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효율성
등이 그 주요 척도가 될 것이다.
가. 기대되는 점
1) 접근성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은 재판관계인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 법정이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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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법원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바로 그 원격지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므로,
기존 재판보다 접근성 측면에서 매우 우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대 사회에 있
어 교통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국토도 그다지 크지 않으며, 전국에 설치된 법원으
로의 이동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굳이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
을 도입하여야 할 정도의 접근성 보강 필요성이 있는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
나 이는 사법서비스 공급자 관점에서 타당할 여지가 있으나 수요자 관점에서는 비판의 소
지가 있다. 우선 재판은 통상적으로 평일 근무시간(그것도 점심시간에는 열리지 않는다)에
만 개정이 된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제기당한 사람, 증인으로 나서야 하는 사람 모두
자신의 근무시간 중 재판을 받으러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게다가 휴가를 내지
않으면 이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멀리 떨어진 법정으로 가야 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당사자는 자신의 재판임에도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맡기고는 법정에 직
접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도 법정이 너무 멀어 가기 어
렵다는 사정을 들어 불출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통의 발전, 국토의 크기, 법원의 개수
만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다. 더욱이 향후 반드시 대비하여야 할 국경을 넘
는 재판에 대하여는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보다 크게 떨어지는 기존 재판의 접근성
만으로 대응하기에는 난망해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은 기
존 재판의 접근성 한계를 우월하게 보완할 수 있다.
2) 충실성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재판은 당사자나 증인의 법정에 대한 접근성에 한계가 있어 법
정 출석에 어려움이 있거나 법정 출석을 회피하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법정 참여
를 제약하고 있다. 그로 인해 법원으로서는 당사자나 증인의 말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
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원격영상재판은 법원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나 출석하지 않으려 하는 증인의 말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갖게
됨으로써 재판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다. 더욱이 현대 재판의 대상이 되는 분야는 갈수
록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법관이 그 분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여야
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법관으로서는 시의적절한 때에 분쟁 분야의 전
문가로부터 전문 식견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문가가 해외에 있을 수도 있다. 이 때 그 전문가 역시 시간적, 장소적 제약이 있어 법정
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 원격영상재판은 전문가에 의한 재판자료 제공을 용이하게
하여 재판을 매우 충실하게 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이는 그 유용성을 인정받아 현행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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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이미 전문심리위원에 대하여 원격영상에 의하여 신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점에
서도 잘 나타난다. 이러한 재판의 충실성은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영상재판의 경우 재판
관계인의 절차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만족감을 상승시킬 수 있다.
3) 신속성
신속성은 위 접근성이나 충실성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실제 재판에서는 재판에 참
석하여야 하는 당사자, 증인 등의 출석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문가의 의견이 재판
에 적시에 반영되지 않아 공전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그 공전은 짧게는 1개월에서 길
게는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경을 넘는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송달, 당사자의 출석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소요되는 재판기간 역시 상당하다.
그런데 모든 재판절차가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되는 사이버재판의 경우 그 신속성은 기존
재판보다 매우 우월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재판의 공전을 차단할 수 있는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은 현재
세계 최고수준에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 신속성을 더욱 촉진시켜 우리나라 재판이 세계 각
국의 사법서비스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4) 투명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판은 공개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공개의 상태에 놓
여 있음에 만족하고 있을 뿐(물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견해가 있다는 것도 앞서 본 바와
같다), 실질적으로는 방청인의 법정에 대한 접근성 한계로 재판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 아래에서는 평소 사법서비스를 그
다지 이용할 필요가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도 사법시스템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어떠한 방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데에 제약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영상재판의 경우 그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으로 접속
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판절차를 방청할 수 있으므로, 재판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기존
재판보다 더욱 제고할 수 있다. 게다가 일반인들이 재판절차나 재판방식에 관한 정보를 용
이하게 획득할 수 있으므로 정보제공차원에서도 기존 재판보다 우월하다하겠다.
5) 경제성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이 경제성 측면에서 기존 재판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소 정밀한 분석과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우선 재판관계인

발표문

119

정보화 시대와 영상재판

이나 방청인의 입장에서 법정에 접근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경제적이라고 보기
에 충분하다. 여기에 더하여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영상재판 도입에 관한 경제성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 도입에 따른 사회적 편익, 예를 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충실성, 투명성
이나 이에 기초한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 여기에 계속되는 기술 진보에
따른 원가 절감 등의 여러 요인들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원격영상재판
이나 사이버영상재판을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 유지, 관리하기 위해 적지 않
은 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1995년 우리나라에 도입하였던 원격영상재판에 있어서도
당시 기술의 수준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 설치, 유지, 관리에 적지 않은 비용이 요구되어
결국 폐지되는 상황에 이르렀던 전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관점은 향후 원격영상재
판이나 사이버영상재판 도입 여부를 검토할 때에도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 우려되는 점
1) 본인성의 결여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본인임을 가장하여
재판을 받거나 제3자가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할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의 도입을 위해 요구되는 실감형 텔레프레즌스
기술, 본인 인증 및 식별 기술 등을 전제할 경우 기술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그러
한 기술개발 전 단계에서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영상재판이 도입될 경우라도 일단 당사
자나 증인 등 재판관계인으로 하여금 현재 위치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공공기관이나 자
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설치된 원격영상 시설에 접근하도록 하여 그곳에서의 신원 확인으로
대응할 수 있다.
2) 현장성의 부족
이는 재판에 있어 요청되는 출석주의, 직접주의와도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재판을
하는 법관이 결론을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
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08조 또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긴다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법관이 재판의 기초로 되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증
거의 증거가치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오감을 통하여 느낄 수 있는

생생한 자료를 형성하지 못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진행된 흥미로운 실험결과가 잇어 소개하고자 한다(上田竹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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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訴訟手續 의ICT化 法律時報 83 卷 7 号 , 36쪽,)본 실험은 2009년 일본 총무성 용역에 따른

‘법률서비스에 있어서의 ICT 이용추진을 위한 조사연구’에서 이루어졌다. 소송 제기부터 판
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송절차를 원격영상시스템으로 진행하였는데, 인터넷을 이용한 영
상․음성을 256kbps-1024kbps 정도의 속도로 송수신하였고, 법원이나 원격지의 모습을
재판관계인이 파악할 수 있도록 각 거점의 모습을 앵글을 달리하는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
치하였다. 원격지의 장소는 법원에 한정하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 행정기관까지 확대하였
다. 방청도 원격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험결과 우선 쟁점정리절차에 있어서의 원격영
상시스템 사용에서는 별다른 위화감 표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당사자 본인신문이나
증인신문에 있어, 반대신문을 한 변호사로부터 원격지의 증인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파악하
기가 어려웠고, 특히 적대 증인을 추궁하기가 곤란하였다는 위화감 표명이 있었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실험에 참여한 上田竹志 교수는 당사자 본인신문이나 증인신
문의 경우 신문자와 피신문자 사이에서 단층적인 정보 교환 외에도 인간적인 비언어적․다층
적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되는데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의 획득이 없을
경우 법정 신문에 있어서는 충분한 신문기회가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반면, 쟁점정리
절차에 있어서는 그러한 비언어적․다층적 커뮤니케이션까지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
석하였다. 그러면서 上田竹志 교수는 원격영상재판을 법정 변론과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보장하여 법정의 개념을 확장하려는 경우 단순한 원격영상시스템만으로는 미흡함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변론 방식의 재정의와 그것에 따른 토탈 정보통신기술 환경 설계, 정비를
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일본에서의 이와 같은 당시 실험은 인터넷
속도가 현재와 비교할 때 턱 없이 느린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사자 본인이나 증인신문 시 신문자가 원격영상을 통해 느끼는 감정과 법정에서 느끼는
감정에서 괴리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겠다.
이러한 우려의 불식은 결국 텔레프레즌스 기술의 정도 및 법정에서 재판하지 않으면 아
니 될 정도로 요구되는 현장성과 원격영상재판을 통한 유용성과의 비교 형량을 거쳐 정책
적 결정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재판에서도 법관이 법정에서 형성하는 현장성
의 정도는 이미 당사자의 관여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였기에 그다지 높
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말보다는 글로 진행하던 측면이 강하던
기존 재판보다 영상을 통하여 글보다 말로 진행하는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영상재판의
현장성이 더욱 높다고 볼 여지도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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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성의 불안
이는 누구든지 재판 장면에 대하여 인터넷으로써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우려이다. 원격영상재판을 수용한 독일도 그와 같은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128조a 제3항에서 원격영상에 대한 녹화를 금
지하고 있기도 하다.
개인정보보호는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을 도입하지 않은 현재 상태의 전자소송에
서도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되는 사항이고, 이에 대하여 법원도 그에 상응하는 보안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다
만 디지털 정보의 보안문제는 비단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의 도입이 아니더라도 디
지털 생활을 수용한 사회 전반의 문제이자 전자적 정부를 구축하려는 공공시스템 전반의
문제로서 기술에 대한 신뢰 문제이기도 하다. 일단은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전자금융,
전자거래, 전자투표, 전자결제 등에 비추어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에서도 보안성의
문제는 충분히 극복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 권위성의 하락
재판절차나 재판방식이 디지털 사회의 환경에 맞추어 변모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
는 입장과 달리, 실체적 진실의 발견, 정의의 실현, 그에 대한 승복을 통해 사회의 분쟁을
해결하고 그를 통해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재판 자체가 갖는 목적이나 기능에 비추어 행
위적이고 의식적인 절차를 통해 일정 수준의 권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는 원
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에서의 권위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기존 재판보다 떨어진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법정에서 거짓말 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에 원격영상재판보다는 법
정으로 출석하는 기존 재판의 경우가 더욱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
장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이는 결국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의 사회적 수용성과도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정리
모든 제도나 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원격영
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을 도입할 경우 본인성 결여, 현장성 부족, 보안성 불안, 권위성 하
락 등의 우려에 대하여 법정 출석을 전제하는 기존 재판과 비교할 때 피할 수 없는 다소간
의 부정적 평가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부정적 평가는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
른 사회적 수용성의 확대로 극복될 여지가 커 보이고, 거기에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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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이 가져다주는 접근성, 충실성, 신속성, 투명성, 경제성 등의 긍정적 평가가 더해지면,
제도적 유용성은 기존 재판보다 크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4. 사회적 수용성(Acceptability)
가.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변화
1995년 원격영상재판법을 제정할 당시 교통이 불편한 도서․산간벽지 주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를 위해 원격영상재판을 도입하기로 하면서도, 입안과정에서 그동안 유래가 없고 재
판 정서에도 적응되지 아니한 상태이기에 원격영상재판으로 인하여 재판이나 법정의 존엄
을 해하거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원격영상재판법안, 의안번호
141218, 심사보고서 4쪽,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이 대두되어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로부터 15년이 경과한 2010년 12월경 제18대 국회에서 원격
영상재판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었는데, 그 개정안에 대하여 2011년 11월 법제사법위원
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타당하다는 심사까지 있었음에도 2012년 임기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비록 법률로까지 실제 개정되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된 아래
와 같은 심사보고서(원격영상재판법안,의안번호 1810139, 심사보고서 4쪽, 국회의안정보시스템)를
보면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크게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아래 심사보고
서의 밑줄은 필자가 그은 것임).

Ⅰ. 제안이유
1995. 12. 6. 제정․시행된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은 교통이 불편한 도서․산간 벽지의 주민이
원거리에 있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시․군법 원의 관
할 사건에 관하여 원격영상재판을 가능하게 하였음.
위 법률은 시․군법원에만 적용됨으로써 지역적으로 한정되었고, 민사소액, 화해, 조정 사건 및 즉 결
심판 등에만 적용됨으로써 사건의 유형이 한정됨으로써 원격영상재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의
범위가 협소하였음.
원격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법원을 확대하고 대상사건의 범위도 일반 소송사건으로 확대하
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사법서비스에 반영함으로써 원격지 거주자의 법정출석에 따른 불편을 해
소하고 사법접근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임.

Ⅱ. 주요 내용
가.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법정뿐만 아니라 그 밖의 장소도 포함시킴(안 제2조제2호).
나. 모든 법원의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사건 및 민사조정사건으로 대상법원 및 대상사건을 확대
함(안 제3조제1항).
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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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재판을 허가하도록 하고, 결정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원격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 대상법원 및 대상사건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보통신기
술의 발전을 사법서비스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1. 개정안의 취지
(중략)
원격영상재판은 시행초기에 실패하였으나 동법이 제정된 후 16년이 지난 현재는 단계적인 전자소송
이 시행되는 등 제반 사정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원격영상재판에 대하여 국민의 사법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동법을 개정하여 원격영상재판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함.

2. 장소의 확대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법정뿐만 아니라 그 밖의 장소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바람직함.
이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법정이 아닌 곳에서도 원격영상재판시스템
을 통하여 증인신문 등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규정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는 경우 주민센터 등에서도 원격영상재판이 가능할 것이므로 국민들의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향상에 기여할 것임.

3. 대상법원 및 대상사건의 확대
현행법은 시군법원의 소액사건 등을 원격영상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모든 법원
의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을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음.
2010년 4월 특허사건, 2011년 5월 민사사건에 전자소송 서비스가 도입되었고, 2012년에는 행정․가
사사건에도 전자소송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임. 이처럼 변화하는 사법시스템 속에서 원격영상재판도 올
바른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상법원 및 대상사건을 확대하는 개정안은 바람직함.
발전된 실시간 영상․음성 전송 기술을 활용한 원격영상재판이 실시되면 당사자나 증인의 불출석등으
로 지연되었던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소송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4. 실시요건
현행법의 원격영상재판 실시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재량사항을 당사자 일방이 원격영상재판을 신청하
는 경우 법원이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결정으로 허가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바람직함.
당사자는 절차 전부에 대하여 원격영상재판을 신청할 수도 있고, 특정한 절차에 한정하여 원격영상재
판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 안에서 필요한 범위를 정하여 원격영상재판
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원격영상재판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또한 상대방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것은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바람직한 규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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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터넷 이용실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2016 인터넷이용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7월 기준 만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88.3%,
이용자 수는 4,363만 명으로서 2003년 65.5%, 2,922만 명, 2006년 74.1%, 3,491만 명,
2011년 78.0%, 3,718만 명과 비교할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연령별 인터
넷 이용률을 보더라도 50대의 경우 94.9%에 이르고 있고, 60대의 경우 또한 74.5%에 이
르고 있으며, 70대의 경우도 25.9%를 보이고 있다.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99.2%로써 거
의 대부분의 가구에서 인터넷접속이 가능한 상태이다. 스마트폰 이용률 역시 83.6%로서
50대까지는 90%를 넘어가고 있고, 60대 이상도 64.1%를 보이고 있어 2010년 스마트폰
보급률이 4.9%에 지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할
것이다. 인터넷이용자의 대부분인 98.9%가 적어도 일주일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매일 이용하는 경우도 90.2%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16년 현재 만 6세 이상에서
의 인터넷 활용별 이용률을 보면, 메신저가 92.5%, SNS가 65.2%, 전자메일이 59.1%, 게
임이 49.7%, 쇼핑이 57.4%(쇼핑은 만 12세 이상)이다.
이와 같은 인터넷이용 실태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경제인구의 대부분이 인터넷문화에
노출되어 있을 정도로 인터넷문화는 일상생활화 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Tele-Experience 실감 스마트워크
스마트워크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근무함으
로써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업무 방식을 말하며,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부합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낮은 노동생산성 등의 사회문제 해소에도 이점이 있어, 정
부(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도 그 흐름에 맞추어 ‘2011년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 계
획’을 발표하였다(진영빈 외 1, “공공부문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연구: 경쟁가치모형을
이용한 현재문화와 적합문화의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7권 제4호, 2014; 이재
성 외 1, “스마트워크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3권 제4호, 2010; 김재생
외 1, “스마트워크의 핵심 기술 요소와 국내외 동향”, 한국콘텐츠학회 제14권 제1호, 2016).

사법부도 이에 동참하여 2016년부터 스마트워크를 시행하기 시작하여, 서울고등법원
13석, 서울북부지방법원 4석, 서울동부지방법원 20석, 행정부 서초 스마트워크센터 2석
등을 마련해서 2017. 10. 말 기준 총 40명의 법관이 스마트워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서
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스마크워크를 확대하여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2017. 11.부터
부산고등법원에서도 13석을 마련하여 13명의 법관이 추가로 스마트워크를 하게 되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스마트워크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 이러한 업무방식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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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그와 같은 스마트워크를 하는 법관을 중심으로 소속 근무지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원
격영상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될 경우이 역시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영상재판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 법률가 양성 방법의 변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양성되는 예비 법률가 또한 법률 지식 지득이나 강의 자체가 인터
넷 자료나 온라인영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갈수록 확산되는 정보통신기
술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방법론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그러한 예비 법률가가 법률 시장에
계속 진입할 경우 사법서비스 공급자 측면에 판이나서 원격영상재 사이버재판을 통한 재판
방식을 손쉽게 수용하거나 오히려 선호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여겨진다.
마. 원격영상시스템에 대한 적응과 신뢰
Milgram은
(Augment

우리가
Reality),

경험하는

환경을

실제환경(Real

증강가상(Augmented

Environment),

Virtuality),

증강현실

가상현실(Virtual

Environment)로 구분하고 그 연속을 합하여 혼합현실(Mixed Reality)이라 고 하였다
(Paul MILGRAM, Fumio KISHINO, A Taxonomy of Mixed Reality Visual Displays, IEICE
TRANSACTIONS on Information annd Systems, Vol. E77-D No. 12, 1994). 실제 현재 사회

와 가까운 미래 사회는 관련 각종 IT기술과 디바이스를 통해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는 혼합
현실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며 생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김희영, 혼합현실 콘텐츠의
현황과 발전방향, 만화애니메이션연구 제46권, 2017). 혼합현실은 현실, 증강현실, 가상현실의 상

호작용적 결합을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사실감과 현실감의 몰입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
를 실현케 해주는 웨어러블 기기 착용 방식이나 그 착용이 필요없는 텔레프레즌스 방식 등
에 관한 기술 개발,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확대가능성(아래 그림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혼
합현실과 같은 환경은 머지않아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이 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
러할 경우 원격영상시스템에 의한 상호작용에 대한 거부감은 거의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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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국경을 넘는 국제분쟁 증가에 따른 분쟁해결 필요성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이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사실 국내 재판보
다도 국경을 넘는 국제분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관세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 건
수만 하여도 2013년 1,116만 건, 2014년 1,553만 건, 2015년 1,586만 건에 이르고, 산
업은행 추계에 따르면 2018년 그 이용액이 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할 정도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분쟁 및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수요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해외직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무역비중이 크고 교류가 잦은 중국, 일본 등과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까지 더할 때,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을 활용하여 저렴하고
도 신속하게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수요 역시 자연스럽게 확산되어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
버재판의 수용성을 제고할 것이다.
사. 정리
인터넷 이용의 확산과 원격영상시스템에 대한 적응은 인터넷과 사이버가 우리 사회에서
생활양식의 한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거기에 법률가의 스마트워
크가 점차 확대되고, 예비 법조인이 정보통신기술의 도움을 받아 양성되는 현상도 강해져
가고 있다. 분쟁해결에 있어 재판관계인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여야 하는 국제분쟁
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법서비스의 수요자나 공급자, 환경등의 변화가 원격
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의 도입 가능성을 더욱 긍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그 결과 비록 무
위에 그치고 말았으나 2010년, 2011년 원격영상재판을 다시 본격적으로 도입하려 하였던
국회의 시도는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의 사회적 수용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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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원격영상재판, 사이버재판 관련 사례 분석
1. 해외 법원

2. 국내 재판 인접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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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사례를 통해서 우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세계 여러 나라의 재판절차 및 온라인분쟁
해결절차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재판 인접 영역인 수사나 교정, 공증에도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나 의료영역에 대하여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비단 이
러한 영역 외에도 사회시스템 전반에 걸쳐 개념이나 절차에서 변화를 이끌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도입 범위나 활성화에서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패하여 중단된 경우도 보이나,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중국까지 원격영상재판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절차법에 이를 반영하는 추세에 있다. 더욱이 분쟁의 또 다른
해결수단인 ADR이 온라인을 이용한 ODR로 재무장하여 국제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ODR을 포함해서 수사나 교정, 공증, 해양사고심판 등과
같은 재판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절차에서 계속하여 원격영상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배경,
시도는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을 도입하려는 배경이나 시도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기존 재판이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흐름을 외면할 수는 없어 보이고, 외면할 수 없다면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전향적인 자
세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정부도 이왕에 발전한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이용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고, 그 영향은 사법부에도 자
연스레 파급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 법원 내부에서도 원격영상회의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
된 상태이다. 아울러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만큼 그 위화감이 클 수 있는 원격영상
의료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먼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서 원격의
료 도입 과정상 나타난 이해관계인 사이의 갈등이나 조정, 나아가 주변 관련 의료정책이
원격의료제도에 도움을 주거나 방해가 된 사례 등도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 도입을
논의함에 있어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5장 원격영상재판과 법원 미래의 모습
1. 환경 탐색
우선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 도입 여부를 둘러싼 법원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기
위해서는 그 모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사회(Society),
기술(Technology),

환경(Environment),

인구

(Population),

정치(Politics),

경제

(Economy), 자원(Resource) 등 7개 영역에서 탐색 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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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환경탐색이나 뒤에서 보는 핵심동인을 결정함에 있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므로 그 탐색결과를 어
떻게 제시하고 핵심동인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그려보는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사결정에 있어 사용되는 방법론으로 흔히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 트렌드세터 관찰(Observing
Trendsetters), 전문가 견해(Expert Opinion), 그룹 견해(Group Opinion), 게임이론과 결정이론
(Game and Decision Theory), 직관(Intuition) 등이 있다(울프 필칸, Ulf Pillkahn 저, 박여명 역, 트
렌드와 시나리오, 리더스북, 2009). 이 글에서는 필자의 연구 한계로 그 중 직관을 사용하였는데, 직관
은 비록 명확하고 엄격한 도움이 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Insight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향후 또 다
른 의사결정방법론을 통해 그 결과를 서로 비교분석하는 연구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가. 사회적 요소가 미치는 영향
사회적으로 보편화되는 디지털, 초연결 환경은 사람들 사이에서 컴퓨터를 통해 커뮤니
케이션을 하는 데에 대한 익숙함을 제공한다. 국가간 이동이 잦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에 기반을 둔 영상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 역시 증가한다. 혼자 또는 자기중심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현상도 인터넷,
사이버와 친밀해진다. 그러하면서도 자신의 능력이나 개성을 인터넷을 통해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는 생활패턴도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영상이나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
케이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여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의 출현을 추동하는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이 일단 도입되면 그
효과로써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영상재판 방식을 통해 사법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기
존 재판보다 더욱 증가하여 그 영향력을 더욱 가속시킬 수 있다. 기존 재판보다 비교적 용
이하게 처리되는 사이버재판이 사법에 대한 관심․지식과 어우러지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갈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격영상재판
이나 사이버재판은 사회적 요소로부터 매우 강한 (+) 영향을 받게 된다고 추론해볼 수 있
다.
나. 기술적 요소가 미치는 영향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원격영상재판, 사이버재
판에 미치는 영향에 결정적일 수밖에 없음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특히 그 기술발전의
정도는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의 수용성 정도를 좌우한다. 나아가 원격영상기술이
사회 전반에 보편화될 경우 그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나 방
식에 표준화가 필요하게 된다. 현장성을 강화한 실감형 원격영상기술이나 국경을 넘는 커
뮤니케이션에 지장 없는 통번역 기술도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의 출현을 더욱 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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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그 전단계 기술에서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이 도입될 경우 원격영상재판이나 사
이버재판은 기존 재판에서 요구하는 현장감을 완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더욱 고도화된 기술의 발전을 요구할 것이다. 인터넷속도가 더욱 개선되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까지 더해지면 사이버재판의 출현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 다만 원격영
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을 위한 기술적 가능성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있고, 인공
지능에 의한 재판 가능성은 당분간 비교적 낮아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술적 요소는
사회적 요소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에 강한 (+) 영향을 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다. 환경적 요소가 미치는 영향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은 기본적으로 전자소송을 기반으로 하므로 기존 재판에
투입되던 막대한 종이의 사용을 상당한 정도로 감축시킬 수 있어 친환경적이라 할 수 있
다. 여기에 재판관계인의 법정으로의 출석 횟수가 감소하고, 이러한 원격영상재판, 사이버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및 법원 직원의 스마트워크로 이들의 이동도 감소할 경우 그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도 바라볼 수 있다. 이러한 편익도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의 출현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그러한 편익은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의 출현에 결정적
일 수 없다고 보이므로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에 대한 환경적 요소의 영향력은 미약
하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라. 인구적 요소가 미치는 영향
앞서 본 바와 같이 디지털,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세대가 갈수록 증가하고, 사람
들이 국내든 국외든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그 이동이 잦을 경우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는
절차는 매우 번잡스러울 수밖에 없다. 거기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경우 노인의 이동 또한
제한적 요소가 될 수 있어 원거리에 있는 물리적 공간인 법정으로의 출석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구적 요소 또한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에 대하여 어느 정도
(+) 영향을 준다고 추론할 수 있다.
마. 정치적 요소가 미치는 영향
갈수록 하락하는 사법부 신뢰로 인하여 국민의 사법에 대한 비판과 감시활동이 증가함
에 따라 재판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 설치 요구가 대두될 수 있다. 전자정부의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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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로 사법기능과 연계되어 있는 인접 행정 영역에서 이미 원격영상시스템이나 사이버시
스템에 의한 업무처리가 정착되어 사법부에 대하여도 이와 연계될 수 있는 원격영상재판이
나 사이버재판을 도입하여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 잦은 국제 교류와 국경을 넘는
국제거래에 따른 분쟁 증가로 이를 해결할 필요성을 느낀 각국의 정부 또는 국제기구는 그
해결을 위해 표준적인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의 도입을 시도할 수도 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 북한에 대한 사법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도 시설이나 인력 부족, 또는 안전
상의 문제 등으로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영상재판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
다. 나아가 정기적으로 근무지를 이동하여야 하는 법관인사제도의 개편 요구가 강하게 일
면서 스마트워크와 원격영상재판 또는 사이버재판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요소는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의 출현에 강한 (+)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기존 재판에 대한 우월성을 더욱 인정하거나 또는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존 재판을 고수하면서 규범적․제도적으로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의 도입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원 내부의 저항,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
재판의 도입으로 직역 범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변호사 단체의 반발이 거셀 경우 원격영상
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의 도입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국가간 갈등이 심화되어 국제
분쟁 해결에 대한 협력 의지가 낮을 경우에도 국제거래에 따른 분쟁 증가에 기반을 둔 원
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 도입 주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요소는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의 출현에 (-)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치적 요소는 결과적으로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에 대하여 매우
강한 영향을 준다고 추론할 수 있다.
바. 경제적 요소가 미치는 영향
원격영상이나 인터넷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 보편화하는 사회적 현상에 부응하여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그 영향으로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이 유도될 수 있다. 국경을
넘는 국제거래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그와 관련된 분쟁 증가로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극
복하는 분쟁해결절차 수요가 강하게 나타난다. 다만 산업인력의 상당 부분이 로봇이나 기
계로 대체되고, 사무실에 고정된 정규직에 의한 근로관계보다는 스마트워크, 프로젝트 중
심의 업무환경, 프리랜서 또는 파트타임 형태의 근로관계가 정착될 경우 사람들이 상대적
으로 시간적, 장소적 제약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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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에서 경제적 요소도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에 대하여 다소 강한 영향
을 주는데, 그 방향성은 (+) 와 (–)가 공존할 여지가 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사. 자원적 요소가 미치는 영향
기존 재판은 일정한 관할 구역 아래 그 관할 구역의 사건 수에 따라 일정 수의 법관,
직원을 투입하여 전국적으로 1개 대법원, 6개 고등법원(특허법원 포함), 25개 지방법원(5
개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포함), 40개 지원이 설치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법부 2017년 예산은 약 1조 8,000억 원(등기특별회계 포함)으로서 전체 . 원격영상재판
이나 사이버재판 도입․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그 도입으로 인하여 대체하거나 절감될 수 있
는 비용 등의 규모가 위와 같은 대략의 사법부 예산 아래에서 관리될 수 있는지 여부는 원
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
다. 또한 디지털, 인터넷, 사이버 등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 비
용 역시 고려되어야 할 항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의 도입
여부에 있어 자원적 요소 역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방향성은 기술의 발전 정
도와 시설 도입 물량에 따라 (+) 와 (–) 의 어느 한 쪽으로 정해질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
다.
아. 정리
이상과 같은 환경 탐색 결과를 종합하면,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의 도입은 사회
적 요소와 정치적 요소로부터 가장 강한 영향을, 기술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로부터 다음으
로 강한 영향을, 인구적 요소와 자원적 요소로부터 그 다음으로 영향을 각각 받으며, 환경
적 요소로부터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거나 미약한 영향을 받는다고 정리할 수 있다.

2. 핵심동인(Key Driving Force)의 추출
이러한 탐색결과를 토대로 하였을 때, 향후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의 도입에 가
장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즉 핵심동인이 무엇인지를 추출할 필요가 있다. 위에
서 본 바와 같이 가장 강한 영향력을 주는 요소는 사회적 요소와 정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적 요소와 정치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고 다른 요소까지 포함해서 원격영
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의 도입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면밀히 고찰하여 보면 이는 결국 사
법서비스의 공급영역과 수요영역으로 귀착된다.
즉, 사법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원이나 변호사 단체 입장에서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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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의 도입에 필요한 기술이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규범적으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도입에 필요한 비용도 막대하여 효율성이 크지 않다는 부정적 평가를 강하게
내세울 경우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의 도입은 난망에 이를 것이고, 그 반대일 경우
는 비교적 용이하게 도입될 것이다(①). 반면 사법서비스를 수요하는 국민, 사회 입장에서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이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하여 그 도
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경우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은 비교적 용이하게 도입될 것
이고, 반대로 국민이나 사회가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에 의한 재판방식을 외면할 경
우는 설령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이 도입되더라도 다시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②).
그러므로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 도입 여부에 따른 법원의 미래상은 크게 위 ①
과 관련한 법원의 수용 의지 및 위 ②와 관련한 사회의 수용 요구의 각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다.

3. 2×2 matrix 분할 시나리오의 구성

가. 시나리오 A
2030년 2월 14일, 국산 화장품 제조․수출업에 종사하는 나이 65세 김갑동은 직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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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연 매출액 1,000억 원 규모의 기업인으로 본사를 서울에 두고 지사도 전국 10곳에 두
고 있다. 주된 수출국은 일본이고, 간간히 중국이나 호주와도 거래를 한다. 거주지는 대전
이다. 주로 집에서 거주하고 본사 및 지사 직원들과도 집에 설치된 원격영상시스템으로 회
의를 하며, 외국 바이어들과도 원격영상시스템을 통해 거래협상을 하곤 한다. 평소 비즈니
스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던 김갑동에게 얼마 전 곤혹스러운 송사 2건이 한꺼번에
발생하였다. 약 5차례 거래하였던 일본 바이어에 대하여 화장품 수출대금 10억 원을 지급
할 것을 수차 독촉하였는데도 화장품에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억지를 쓰면서 대금을
보내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 변호사에게 해결 방법을 문의하였더니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
다고 한다. 여기저기 비즈니스 하여야 할 곳도 많은데 일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다니 엄두가 나질 않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일 전 감로수라는 업체로부터 자기들
의 화장품 제조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면서 고소를 당하였는데, 금방 특허침해죄로 기소되었
으니 2030년 2월 28일 오후 2시 원격영상법정에 출석하여 사건번호 20300214B123(사건
이 지역환할별로 배당되지 않고 전국 단위로 배당되므로 사건번호가 기존 재판과 달리 사건제기일자와
사건 유형-민사사건은 A, 형사사건은 B-, 그리고 당일 사건접수 순서 등으로 구성된다)으로 접속해

서 재판을 받으라는 공소장을 모바일로 통지받았다. 형사사건의 경우 중죄를 저지르면 구
속이 되어 교도소 원격영상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김갑동의 죄는 중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단 인근 가까운 법원, 통합 정부 원격영상센터나 변호사 사무실에 설치된 원격
영상시스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형사재판을 받기에 앞서 먼저 일본 바이어에게 화장
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두기로 마음먹고 인공지능 변호사에게 그 처리방법을 문의하였
더니 영상으로 그 절차를 세세히 알려주어 그대로 따라 했다. 2030년 2월 16일 우리말로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첨부해서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일본 바이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외국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제규약에 따라 전산에서 소송자료가 상
대방 언어로 자동번역 되어 원본과 함께 우리나라 법원을 통해 상대방 국가 법원으로 전송
이 되고, 다시 그곳 시스템에서 그 소송자료가 상대방에게 전자적으로 송달된다. 민사재판
일자는

2030년

2월

27일

오후

2시로

지정되었고,

원격영상법정에서

사건번호

20300216A12345호 접속하여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은 원격영상시
스템만 가능하면 어디서든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김갑동은 2030년 2월 27일 일
본 바이어사이에서 민사재판 1건, 그 다음날인 2월 28일 특허침해죄로 형사재판 1건을 받
아야 한다. 민사재판은 일단 먼저 받아보고 필요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나 형사재
판은 아무래도 불안하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려고 한다. 다만 형사재판을 받아본 적
이 전혀 없으므로 재판을 어떻게 받는지 알 수가 없어 불안한 마음에 다른 형사재판을 방
청하려고 하였으나, 대전에 법원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를 않는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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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알아보니 굳이 법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형사재판을 방청할 수 있
다고 한다. 그래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현재전국에서 특허침해죄로 형사재판이 진
행 중인 원격영상재판 방청시스템을 검색하여 거실 벽면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방청할
수 있었다. 피고인의 얼굴이 가려져 있는 것만 제외하면 화면 자체가 법정에 있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데다가, 화면에 설치된 설명자막을 통해서 재판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를 알려주고 있는 관계로 재판절차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 다소 안심이 된다.
2030년 2월 27일 오후 2시 집 거실에서 평소 직원들과 원격영상회의를 하듯이 법원 전
자소송시스템으로 접속하였더니, 벽면에 설치된 스크린에 법관과 상대방인 일본 바이어가
나타났다. 접속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등록된 생체식별과정을 거쳤다. 상대방은 일본말로
하였으나 스크린 하단에 자동번역문이 나타나고, 동시에 우리말로도 자동통역이 되어 전달
되었다. 일본 바이어가 화장품 대금을 주더라도 독성물질이 들어 있는 화장품 대금은 공제
하고 준다고 하여, 판매한 화장품에 독성물질이 들어 있는지를 감정해서 다음 재판기일에
서 확인하기로 하되, 그 감정은 감정물건이 현재 일본에 있는 관계로 법원이 일본 법원과
협조하여 일본 감정인을 선정해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음 재판기일은 2030년 3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되었다. 일단 연달아 있는 민사재판을 우선 종료하였다. 김갑동은 그 다음
날인 2030년 2월 28일 오후 2시 다시 형사재판을 받았다. 형사재판은 변호인으로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의 공인 원격영상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변호사 사무실의 원격영상시
스템은 집 거실에 있는 스크린과 달리 화면이 파노라마처럼 넓게 보여 마치 극장에 있는
느낌이었다. 재판은 대화를 하듯이 차분히 진행되었는데, 검사가 김갑동의 특허권 침해 여
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화장품 제조 권위자인 김희부 박사를 증인으로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더니 화면에 김희부 박사가 나타나더니 관련 사항을 증언하였다. 김갑동도 그
자리에서 조목조목 따져 물었는데, 김희부 박사는 화면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면
서 김갑동에게 매우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 일단 김갑동과 변호인도 다음 재판기일에서 유
리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고 종료하였다. 다음 재판기일은 2030년 4월 1일로 지정되었
다. 재판을 두 건이나 받았는데, 그것도 한 건은 외국인을 상대로 제기한 것인데, 김갑동은
법원이나 외국에 가지 않고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재판을 마쳤다. 분명 예전에는 재판을
받으려면 법원에 가야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나보다는 생각이든 김
갑동은 세상이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 때 김갑동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대전에 법원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변호사는 이렇
게 답해 주었다. 예전에는 지역마다 법원 건물이 있고, 법관들이 정기적으로 인사이동을
하면서 법정에서 재판을 하였는데, 이제는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영상으로 재판을 하니 굳

136

session 02. 정보화 시대와 재판의 변화

이 정기적으로 인사이동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사건도 전자적으로 접수되면 전국 어딘
가에 있는 법관 중 한 명에게 자동으로 배당되어 처리되고 있어, 이제는 각 지역마다 법원
이 필요하지는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변호사 자신도 사건을 접수하면 도대체 어느
법관에게 배당이 될지 알 수가 없다면서 법관들과 변호사 사이의 친밀도에 따라 사건이 좌
지우지된다는 속설도 이제는 거의 사라졌고 통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원 건물
에는 주로 행정업무 담당 직원만 상주하고 있고, 간혹 사건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예전처
럼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김갑동은 2030년 3월 31일 오후 2시 집 거실에서 다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민사재
판에 접속하였다. 며칠 전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서 일본 바이어에게 판매한 일부 제품에
약간의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일본 감정인의 감정서를 번역본, 근거자
료와 함께 받아보았고, 이를 우리나라 주변 전문가에게 다시 검증하여 보았더니 별다른 문
제없이 감정되었다면서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을 받아둔 상태였다. 그래서 원격영상
재판에서 문제가 있는 제품의 대가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받겠다고 하였더니, 일본 바이어
도 나머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보내겠다고 하여, 그 자리에서 합의 아래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 김갑동은 일본 바이어와의 분쟁인데도 신속 원만하게 처리되어 매우 다행
이라고 생각하면서, 재판시스템이 매우 편리하게 구축되어 있음에 놀라워했다. 한편 김갑
동은 감로수의 특허권을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지금까지 검토해 본 결과 자신이
결과적으로 감로수의 특허권을 침해할 꼴이 된 듯 하여 혹시 교도소라도 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다음날 있을 형사재판에 대해 걱정만이 앞선다.‘실형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내 발로
교도소에 가야 한다고 하던데’
나. 시나리오 B
2030년 7월 14일, 국산 화장품 제조․수출업에 종사하는 나이 65세 이을서는 직원 50
명, 연 매출액 1,000억 원 규모의 기업인으로 본사를 서울에 두고 지사도 전국 10곳에 두
고 있다. 주된 수출국은 일본이고, 간간히 중국이나 호주와도 거래를 한다. 거주지는 광주
이다. 주로 집에서 거주하고 본사 및 지사 직원들과도 집에 설치된 원격영상시스템으로 회
의를 하며, 외국 바이어들과도 원격영상시스템을 통해 거래협상을 하곤 한다. 평소 비즈니
스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던 이을서는 최근 곤혹스러운 송사 두 건에 휘말려 있는
상태이다.
한 건은 세 달 전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감로수라는 업체로부터 자기들의 화장품 제
조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면서 고소를 당한 사건이다. 하지만 이을서는 감로수가 주장하는

발표문

137

정보화 시대와 영상재판

특허권이 화장품 업계 제조업자라면 누구나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권으로 등록될
만한 기술이 아니라고 알고 있기에 감로수의 고소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을서는
평소 자문을 해 주는 박성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한 결과, 감로수의 특허권을 무효화시키
기로 하고 특허심판원에 그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이 대전에 있기는
하나 특허심판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었다. 인터넷으로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 사
무실에서 변호사 사무실과 연결된 특허심판원의 원격영상심판시스템을 통해 부산의 감로수
업체와 동시에 접속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심리 과정에서 변리사의 도
움도 필요해서 서울에 있는 변리사를 선임하였고, 그 변리사도 원격영상심판시스템에 접속
하여 도움을 주었다. 역시 이을서의 예상대로 감로수가 주장하는 특허등록은 무효라는 심
결이 나왔다.
그리고 그 심결 결정문을 고소가 제기된 부산 중부경찰서에 보냈더니, 며칠 후 부산 중
부경찰서로부터 원격영상시스템을 이용해서 조사를 할 테니 원격영상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대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집에 설치된 원격영상시스템으로
부산 중부경찰서 경찰관과 원격영상시스템을 통해 조사를 받았고, 경찰관으로부터 일단 감
로수의 특허등록이 무효라는 심결이 있으므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비즈니스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광주에 있는 박성실 변호사와 서울에 있는 변리사
의 도움을 받아 부산에 있는 업체를 상대로 대전에 있는 특허심판원 방문없이 심판절차를
진행하고 부산 역시 가지 않고 부산 중부경찰서와의 업무도 손쉽게 처리하였는데, 모든 절
차가 인터넷과 원격영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웬만한 업무 대부분은 이런 원
격영상시스템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을서는 이를 충분히 실감하고 있다. 아무튼 특허권
침해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나 싶었는데, 바로 오늘 박성실 변호사로부터 감로수가 특
허법원에 그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머지 한 건은 그동안 약 5차례 거래하였던 일본 바이어에 대하여 화장품 대금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수차 독촉하였는데도 화장품에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억지를 쓰면
서 대금을 보내지 않고 있는 사건이다. 박성실 변호사와 상담하였더니 현재 절차상으로는
소송 상대방이 될 일본 바이어가 우리나라 법원까지 오지 않을 수 있고, 증거가 될 독성물
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화장품도 일본 바이어가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실효성이 떨어져 일본으로 가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 대신 그 전
에 먼저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해서 원격영상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본인 바이어와 중재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저기 비즈니스 하여야 할 곳도 많은데다가 일본까지 가서 소송을 제기하
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서는 엄두가 나지를 않아 먼저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하여 사정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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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더니 한국소비자원에서 일본소비자원과 연결하여 일본 바이어가 중재절차를 수락하면
일단 원격영상시스템을 이용해서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고 하기에 그 절차에 따르기로 하
였다. 며칠 후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일본 바이어가 중재절차를 수락하였다
면서 7월 31일 오후 2시에 한국소비자원 원격영상회의실로 나오라고 한다. 7월 31일 오후
2시 한국소비자원 원격영상회 의실에서 일본소비자원 원격영상회의실과 연결된 상태 아래
영상 속에 한국, 중국, 일본 전문가 중재인과 상대방 일본 바이어가 등장하였다. 절차는 영
어로 진행이 되었는데, 평소 일본과 무역을 한 경험이 있는 이을서로서도 영어에 익숙하지
않아 불편하기 그지없다. 일본 바이어가 계속해서 수입해간 화장품 일부에 독성물질이 함
유되어 있다고 우기고 있고 이을서로서도 아무런 근거없이 이를 수용할 수가 없어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의 중재절차는 별다른 소득을 얻을 수 없었다. 이
을서는 어쩔 수 없이 박성실 변호사를 통해서 일본 다카무라 변호사에게 일본 바이어를 상
대로 한 소송을 의뢰하였다. 일본 다카무라 변호사와 사이에서는 원격영상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으나 일본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절차에는 참석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약 8개월이 지난 2031년 2월 28일 일본 다카무라 변호사가 원격영상시스템
을 통해서 재판결과를 설명해 주었다. 법원 감정 결과 일본 바이어 주장대로 수출한 화장
품 일부에서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
지 대금 5억 원만 승소하였다는 것이다. 도대체 일본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가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 화장품 대금의 절반이나 받지 못한다는 점에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은 여전하다. 그래도 이을서로서는 불리함을 감수하고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절반이
라도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위안 삼을 수밖에 없다. 왜 재판을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에서 하여야 하는지 답답할 노릇이다.
화장품 대금 소송이 일본에서 진행되는 동안 감로수가 제기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특
허소송 제1회 변론기일이 2030년 10월 15일 오후 2시 대전 특허법원에서 진행되었다. 원
격영상시스템으로 진행되었던 특허심판원과 달리 대전 특허법원으로 출석하여야 하였다.
법정으로 갔더니 광주에서 간 이을서 일행 외에도 부산에서 온 감로수 업체 대표이사, 그
대리인들, 서울서 온 변리사들이 모두 모였다. 법관은 대전 사람인가 궁금하다. 재판 첫 날
인데 변호사와 변리사들이 법정에서 판사와 그다지 알아들을 수 없는 몇 마디 대화를 나누
더니 다음 재판을 2030년 11월 30일에 다시 개정한다고 한다. 이을서는 이렇게 재판이 진
행될 줄 알았으면 변호사만 법정에 가라고 할 걸 하는 후회가 밀려들었다. 다음 재판에서
는 감로수가 등록한 특허가 과연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 것인지 한국대학교 나박사 교수
의 증언을 듣기로 예정되어 있다. 2030년 11월 30일 오후 2시 다시 대전 특허법원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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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다. 역시 전국 각지에서 재판 관계인들이 법정에 모였고, 이번에
는 제주에 거주하는 한국대학교 나박사 교수까지 법정에 왔다. 나박사 교수는 대학교가 서
울에 있으나 강의가 원격영상으로 가능하여 특별한 일이 아니면 굳이 서울에 가지 않고 평
소 제주에 거주하며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오늘 재판 때문에 부득이 대전까지 오
게 되었는데, 집에서 나와 청주공항을 거쳐 법원까지 오는데 무려 4시간이나 걸렸다고 한
다. 되돌아가는데도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재판은 나박사 교수 증언을 포함해서 약 1
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나박사 교수의 증언이 이을서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감
로수 측 소송대리인이 합성분자에 저명한 호주 멜버른 스미스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는 의사를 표명한다. 그러더니 법관이 스미스 교수를 이곳 법정에까지 출석시킬 수 있느냐
는 말에 시도를 해보겠다며 다음 변론기일에 그 여부를 밝히겠다고 한다. 나박사 교수에게
는 제주에서 대전까지 멀리 오가도록 하여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다시 재판을 2031년 1
월 15일에 개정한다고 한다. 그 때에는 그동안 진행된 재판결과를 토대로 이을서와 감로수
양쪽에서 기술설명이라는 변론을 하기로 하였다. 2031년 1월 15일 오후 2시 다시 대전 특
허법원에서 제3회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다. 쌍방이 준비해 온대로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었
다. 원격영상재판으로 하였더라면 이런 치열한 공방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
각이 들어 그동안 대전까지 오가야 했던 고생과 불평이 사라지는 듯 했다.
감로수 소송대리인은 스미스 교수가 원격영상으로 진술을 할 수는 있지만 한국 대전까
지 가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어서 증인신청을 철회하겠다고 한다. 이을서는 변론결과 거
의 승소가 확실하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법관이 조만간 법관 정기인사
가 있어 변론기일을 한번 더 열어야겠다고 한다. 오늘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법관이 인사되
어 변경될 경우 직접주의 원칙상 다시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하여야 하는데 그럴바에 법관
인사 이후 한번 더 변론기일을 열고 그 때 가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
는 것이다. 대리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이을서는 현재 재판을 주
재하는 법관을 상대로 그 동안 설득하느라 힘들었는데, 그 법관이 변경될 수 있다는 말에
불안감과 불만이 생겨났다.
이을서는 광주로 돌아오는 길에 박성실 변호사에게 왜 특허소송은 특허심판원이나 경찰
서처럼 원격영상시스템으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왜 수 개월이 걸리는 재판
도중에 법관인사가 있게 되면 그 불이익을 고스란히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를 물어
보았다. 박성실 변호사는 행정적인 회의를 하는 수준에서는 원격영상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재판은 일종의 의식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관이 재판하
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생생함을 통해서 심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서가 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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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개발된 기술수준으로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원격영상재판을 도입할 수 없다는 입
장이라고 한다. 게다가 변호사들도 원격영상재판이 도입될 경우 대리인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지 원격영상재판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미국이나 호주, 싱가포르, 유럽권 등의 선진국에서는 원격영상재판을 점차 확산시키고 있
는데, 아마도 재판에 대한 정서가 우리와 다르고, 기술개발수준이 우리보다 앞서는 데에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고 한다.
이을서는 최근 경험한 두 건의 분쟁을 겪으면서 자신도 대부분의 업무를 원격영상시스
템을 통해 해결하여 그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듯이, 법원도 조속히 원격영상재판을 도입해
서 일상이 바쁜 사람들이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재판받을 수 있고, 굳이 법정에까지 가지
않아도 재판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다. 시나리오 C
2030년 7월 14일, 국산 화장품 제조․수출업에 종사하는 나이 65세 박병남은 직원 50
명, 연 매출액 1,000억 원 규모의 기업인으로 본사를 서울에 두고 지사도 전국 10곳에 두
고 있다. 주된 수출국은 일본이고, 간간히 중국이나 호주와도 거래를 한다. 거주지는 대구
이다. 화장품 업계에서 사업을 한지 벌써 40년이 되어 간다. 처음 시작할 때인 1990년대
만 하여도 제조한 화장품을 판매원들이 일일이 들고 소비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영업을 하
였는데, 이후 2000년대 들어와서는 활성화된 대리점을 통해 영업을 하다가 2010년대에 들
어서는 홈쇼핑을 통해 영업을 하면서 매출액이 크게 늘었다. 2020년대 이후부터는 전자상
거래가 거의 정착되어 그 시장이 더욱 커지더니이제는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국제거래
가 거의 일상화되어 있다. 그동안 변해온 영업환경을 더듬어 보면 격세지감이 든다. 이제
매출비중을 보면 국내와 해외가 거의 절반 정도씩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 소비자들과의 거래가 일상화되고 원료도 대부분 해외에서 조달하다 보니 이제 국
경을 넘는 거래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 화장품 제조 공장도 거의 대부분 로봇에 의한
자동화로 대체되고 근로자들도 대부분 외국인들이다. 그러고 보니 요즘은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까지는 생활권 내에 들어와 있어 외국이나 외국인과의 접촉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북한과 통일이 되면 더욱 그 이동이 자연스러워질 것으로 여겨진다.
박병남은 최근 이러한 현상에 맞물려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분쟁에 걱정이 많다. 예전에
는 대부분 국내에서 벌어진 분쟁이고 화장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많았어도
재판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해외에 대한 매
출이 증가할수록 반품 요구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외국인과의 분쟁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

발표문

141

정보화 시대와 영상재판

그렇다고 그러한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도 없는데,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별다른 대
응책을 찾을 수 없는 상태이다. 박병남은 이러한 현상으로 브랜드 인지도나 평판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면서도 현재까지 해외 소비자들도 인터넷으로 항의와 불평만을 제기하고 있을
뿐, 마땅한 방법이 없는 탓인지 자신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박병남은 주변에서 중국도 10년 전부터 항저우에서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분쟁에 대
비하기 위해 인터넷법원을 개설하여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
결하고 있음을 들은 바 있는데, 그런 연유에서인지 항저우에 본점을 두고 있는 알리바바가
세계 최고의 인터넷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이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얼마 전 우
리나라에서도 중병이 아닌 경우는 원격영상을 통해서 간단한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원격영상의료처럼 재판에 있어서도 경미한 사건을 중심으로 원격영상재판을 도입할 수 있
다는 법원 발표를 들은 바 있었다. 그 발표가 있자마자 변호사와 법무사 단체에서 재판 당
사자를 법정에서 직접 만나지 않고 재판을 하는 것은 직접주의, 공개주의 등의 규범에 저
촉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도 불안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언론에서도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현장감이 부
족할 뿐만 아니라, 원격영상재판 도입으로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러함에도 재
판을 받을 권리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존재할 수 있어 기존 재판의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어
야 할 경우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고, 더욱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소송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격영상재판까지 도입할 경우 남발되는 소송이 더욱 증가하여 사
회적 폐해가 될 수도 있다면서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을 형성해가고 있었다. 그 이
후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원도 원격영상재판 도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
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는 와중에 박병남은 또 다시 최근 두 건의 곤혹스러운 송사에 휘말리게 되었다. 한
건은 세 달 전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감로수라는 업체로부터 자기들의 화장품 제조 특
허권을 침해하였다면서 고소를 당한 것이고, 나머지 또 한 건은 그동안 약 5차례 거래하였
던 일본 바이어에 대하여 화장품 대금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수차 독촉하였는데도 화장품
에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억지를 쓰면서 대금을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평소 자
문을 구하는 김정직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특허권 침해 사건은 감로수의 특허권 등록을 무
효화시키기로 하였고, 일본 바이어에 대한 대금청구 사건은 일본 변호사를 통해서 일본 법
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비즈니스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큼직
한 송사를 해결하여야 하니 너무나도 성가시다. 특허권 침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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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고소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부산 중부경찰서, 특허심판과 특허소송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대전에 있는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을 다니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였
는지 모른다. 일본에 제기한 화장품대금 사건도 얼마 전 일본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
데 절반만 이겼다고 한다. 대구에서 거주하느라 국제공항 가기도 쉽지 않아 일본에서 진행
되는 재판에 참석하기가 어려워 일본 변호사에게 맡겨둘 수밖에 없었는데, 박병남은 도대
체 왜 물건을 팔고서도 대금을 절반밖에 못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
다(특허권 침해 사건에 관한 특허법원에서의 소송과 화장품대금 사건에 관한 일본 법원에
서의 소송진행 경과에 관하여는 시나리오 B에서 언급한 부분으로 대체한다).
박병남은 예전부터 기존 재판을 통해 그 동안 발생하던 분쟁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관
리해 오고 있었는데, 최근 비즈니스를 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느낄 정도로 그 분쟁이 적
절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가 없다. 사회는 갈수록 변하고 있는데
법원이 그에 대하여 적정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다. 약 10년 전 쯤 우
리나라 법원의 분쟁해결능력이 세계에서 1위일 정도로 매우 우수하다는 뉴스를본 적이 있
었는데, 그 뉴스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도태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수년이 지나
도록 치유되지 않는 사법불신이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라. 시나리오 D
전자정부법 시행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에 터 잡아 그 동안 정부는 인터넷,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 등을 활용한 전자정부구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2030년대에
들어와서도 그와 같은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이미 행정기관의 업무 상당 부분이 전자정부
서비스로 전환되어 행정기관에서 민원업무 수행을 위한 공간이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고,
업무 방식 자체도 스마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원격영상시스템도 상당부분 확산되어
있는 편이다.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물론 중국조차도 원격영
상재판, 사이버재판 등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서는 국경을 넘는 거래가 증
가하고 국가간 이동이 잦아 국제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적극 필요한 상
황이다. 이에 법원은 그동안 구축한 전자법정과 전자소송에 기반을 두고 차세대 정보화사
업으로써 원격영상재판, 사이버영상재판, 사이버재판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원격영상재판 도입으로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러함에도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상당수 존재할 수 있어 그들의 재판받
을 권리가 부당하게 위축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소송을 남발하는 경향

발표문

143

정보화 시대와 영상재판

이 있는데 원격영상재판까지 도입할 경우 남발되는 소송이 더욱 증가하여 사회적 폐해가
될 수도 있다면서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을 형성하였다. 부득이 법원은 이러한 여론
을 무시할 수가 없어 일단 상당한 정도의 과도기를 거쳐 원격영상재판, 사이버재판을 도입
하기로 하고, 법원은 2030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원격영상재판을 기존 재판과 병행한 상
태에서 도입하였다. 원격영상재판을 이용하는 당사자는 거주지 인근 법원에 가서 그 법원
에 설치된 원격영상재판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법원은 원격영상재판을 도입한 지 4개월
이 지난 2030년 7월 1일 그 실태를 조사하여 보았다. 그런데 원격영상재판이 기대한 만큼
활용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영상재판은 거의 없고, 법정에 출
석하지 못하는 당사자를 위한 원격영상재판은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변호사들의 활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으며, 증인 신문이나 전문가 진술을 위한 원격영상재판은 그나마 상
당수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사재판에서도 원격영상재판에 친밀할 것으로 예상
하였던 영장실질심사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 원격영상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법원은 나름대로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첫째,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들은 그 사무실이 대부분 법원 주변에 있기에 굳이 원격영상재판을 이용할
실익이 적다. 그러나 원거리 법원까지 가야 하는 외지 변호사들은 사무실에 설치한 원격영
상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격영상재판을 활용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
째, 비록 공공기관에는 원격영상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기는 하나 당사자들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원격영상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
하여 당사자들이 거주지 인근 법원에 설치된 원격영상시스템을 활용하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다. 더욱이 재판 상대방은 법정에 출석하여 법관과 직접 대면하는데, 자신만 원격지에서
원격영상재판을 통해 재판을 하는 경우 법관에 대한 설득에 실패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어 다소 불편하더라도 재판 상대방이 법정에 출석하
는 이상 자신도 법정에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의식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강해 보이는데,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있어 그 인식이
쉽게 변하지는 않을 듯 하다. 셋째, 원격영상재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에
서 수사기관이나 교정 당국의 호송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형사 피고인들은 법관을 직
접 만나 사정하려는 의지가 강해서 수사기관이나 교정 당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원격영상
재판을 활용하려 하지 않는다. 넷째, 구속 피고인이든, 불구속 피고인이든 원격영상재판으
로 재판을 받을 경우 알게 모르게 재판상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어 가능하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법관에게 직접 호소하려고 한다. 다섯째, 원격영상재판
에 의한 영상물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를 염려하여 가능하면 재판을 받는 영상물이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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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원격영상재판을 기피한다. 여섯째, 그나마 다행인 것
은 역시 다른 사람의 재판에 부득이 관여하게 되는 증인이나 전문가들은 자신의 시간을 최
대한 활용하고 가능하면 법정에 나가는 것을 삼가기 위해서 원격영상재판을 더욱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원격영상재판 도입으로 당초 기대하였던 유용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반면, 법정의 유지와 원격영상재판을 위한 시스템 유지 병행이 쉽사리 해소되
지 않는 관계로 자원의 중복투입 논란이 우려된다. 법원으로서는 끝끝내 기존 재판이 원격
영상재판, 사이버영상재판 또는 사이버재판으로 신속하게 대체되지 못하고 병행 기간이 길
어질 경우, 사회적으로 원격영상재판 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장비교체 시 또다시 논란이 확
산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그 시기를 놓치게 되어, 1995년에 원격영상재판을 도입하였다
가 실패한 과거의 경험을 반복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재판관계인이 원격영
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분명
원격영상재판에 의한 장점이 존재하므로, 시일이 경과될수록 재판관계인의 원격영상재판이
나 사이버재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SWOT 분석
[시나리오 A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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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B에 대한 분석]

[시나리오 C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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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C에 대한 분석]

5. 바람직한 법원 미래의 구상
가. 검토 필요성
지금까지 살펴본 법원 미래의 다양한 시나리오는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 도입 여
부를 둘러싸고 영향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의 핵심동인, 즉 공급적 측면에서
의‘법원의 수용성’과 수요적 측면에서의‘사회의 수용성’을 변수로 해서 two by two matrix
로 분할하여 구성된 탐색적(Explorative) 시나리오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위 두 변수만을
상정하여 나타날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볼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위 두 변수 외
에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변수
가 등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래의 모습이 반드시 위와 같은 시나리오만으로 나타난다고
볼 것도 아니다. 그리고 위 SWOT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 시나리오별로는 각각의 강
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단정 짓기도 어
렵다. 그러하기에 위 두 변수를 전제한 다양한 시나리오의 모습과 그 분석을 토대로 하여
우리가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Preferable) 시나리오를 구상해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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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바람직한 시나리오의 구상
수백 년, 수천 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이어오면서 공고하게 형성된 물리적 공간인 법정
에서 이루어지는 기존 재판의 가치와 장점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30년 현재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와 관련한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눈부신 기술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환경의 변화는 재판에 있어서도 그 변화를 유도․촉진하고 있고, 우리 법원도
그동안 구축한 전자법정, 전자소송이 형사사건까지 성공적으로 정착․운용되고 있는 상황이
기에 그 다음 단계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국경을
넘는 국제분쟁이나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분쟁 등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
지 않으면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사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사회도 사건에 대하
여 결론에 있어 적정․충실함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절차에 있어서도 신속하고 편리하
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세계
각국이 채택․운용하고 있는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연
스러운 진화의 모습이다. 법원은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의 도입을 대비하기 위해 이
미 10년 전부터 원격영상재판, 사이버재판에 대한 시범운용을 해 오면서 상당 부분의 성과
물을 구축해 두고 있었던 터였다. 다행히 법원 내부에서도 재판방식과 관련하여 기존 재판
이 원칙적이고, 원격영상재판은 예외적․보충적인 것에 그쳐야 한다는 인식에 절대적으로 얽
매일 필요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과감하게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을 원
칙적인 모습으로 하고, 기존 재판을 예외적․보충적인 모습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인식변
화가 형성되어 있다. 한편 변호사 그룹에서는 가뜩이나 인공지능에 의한 법률상담이 확대
되고 있는 마당에 사건관계인과 법원 사이의 접근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원격영상재판, 사
이버재판의 도입이 변호사․법무사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일부 부정적 의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원격영상시스템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
는 사회의 도입 요구를 거스르기에 역부족임을 인식한 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는 현명하게
도 이와 같은 흐름속에서 변호사․법무사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자 수년 전
부터 연구팀을 구성하여 대응하여 오고 있었다. 그 결과 대법원을 중심으로 정부기관, 변
호사․법무사단체, 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원격영상재판활성화 위원회’는 원격영상재판, 사이
버재판을 도입하고, 그 과정에서의 혼란과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기 안
에 재판방식을 기존 재판에서 원격영상재판, 사이버재판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물론
법정에서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사건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
여는 당분간 예외를 허용하여 두었다. 이제 재판관계인은 궁극적으로는 각자의 영역에 설
치된 원격영상시스템을 통해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영상재판을 받으면 되나,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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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확산되기 이전까지는 주거지 인근 법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변호사
사무실 또는 변호사 단체 건물, 정부통합전자센터 등에 설치된 원격영상시스템을 통해 재
판을 받아도 된다.
나아가 기존 재판과 같은 법정에서의 현장감을 최대한 확보하고, 개인정보유출을 방지
하며, 국제분쟁해결의 장애가 되고 있는 언어적 문제를 해결하여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
재판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관련 분야의 연구자, 엔지니어와의 협업을 전
개하여 그에 필요한 기술발전을 이끌어 내고, 고도화된 그 기술을 다시 국내외 재판현장으
로 환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더불어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에 대하여 그 이해
도가 부족한 일반인의 인식과 수용성을 제고시키려는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
다. 그 결과 많은 재판관계인들이 기존 재판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재판절차에 참여
하고 있으며, 증인과 전문가들도 법정 출석이라는 부담을 없애고 기꺼이 타인의 재판절차
에 참여하고 있어 재판이 충실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민들도 사법절차에 대한 관
심과 이해 수준이 더욱 높아지게 되어 예전과 달리 법원과 재판을 바라보는 인식이 상당
수준으로 개선된 상태이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국제분쟁에 대하여도 적극 대처하여 이
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분쟁해결능력 세계 1위라는 우리 사법제도의 위
상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분쟁해결시스템을 토대로 사회, 경제의
경쟁력이 우위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
국제적으로도 원격영상재판, 사이버재판을 도입한 선진국 중심의 세계 각국 사이에 원
격영상재판 시스템을 연동하여 국제 분쟁을 해결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그동안 형성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그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프로토콜 성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재판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사
건이 급증하거나 남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의 도입으로 기존
보다 더욱 신속하고 저렴하게 사건처리가 되는 경우 불필요한 사건이 남발될 수 있다는 지
적은 타당해 보인다. 이에 대한 보완책을 심도있게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민사재판
영역을 1차적으로 외부 민간 영역으로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
다.
한편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의 도입은 그동안 법원에 정착된 스마트워크와 맞물
리면서 법원의 고질적 문제였던 법관인사제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물
리적 공간인 법정의 개념과 현물로 존재하는 소송기록이 사라짐으로써 법관이 굳이 그 법
정과 소송기록이 존재하였던 법원에 가서 근무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전국 단위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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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배당과 처리가 가능하여 법관인사요인이 사라지고 있다. 일부 해당 법정이 있는 법원으
로 가서 근무를 해야 하는 법관이 남아 있기는 하나, 인사 대상 법관의 이주, 인사적체 등
의 부작용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다.
법원 업무의 민원인들 또한 거의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해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굳이 법원으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다른 행정기관과 마찬
가지로 법원 역시 도시 속 또는 사이버세계 어딘가로 내재화(Embedded) 될지도 모르겠
다.

제6장 마치면서
1. 전략의 구상
[원격영상재판, 사이버재판 추진 청사진]
기술적
토대

시스템의 안정적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등과의
업무 제휴 내지 컨소시엄 구성
시스템, 프로토콜 개발 및 모의실험
법령정비
비용산출 및 예산확보

환경적
협

토대

의
청

체

사

/

진

위
원
회
시계열
토대

사법부 내 낮은 수준의 원격영상재판 시스템 확대 설치

변호사/변리사 등 협회 ․ 개인사무실에 원격영상재판 시스템 설치
법관 ․ 법원 직원 업무 영역에서의 원격영상협의 시스템 설치

송

법원 내 스마트워크 확대

발

민원업무 ⇒ 간단사건 ⇒ 복잡사건

억

원격영상재판 ⇒ 사이버영상재판(사이버재판은 별도 트랙 구축)

지

특허사건 ⇒ 행정사건 ⇒ 민사사건 ⇒ 형사사건

대

대법원 공개변론 ⇒ 항소법원 ⇒ 1심 법원

책

민사사건 : 소액사건 ⇒ 중액사건 ⇒ 고액 및 합의사건
형사사건 : 단독사건 중 자백사건 ⇒ 약식명령이의사건 ⇒
단독사건 중 부인사건 ⇒ 합의사건
시범 법원 ⇒ 사이버영상재판 전문법원 ⇒ 전체 법원
국내사건 ⇒ 국제사건

150

소
남

session 02. 정보화 시대와 재판의 변화

[원격영상재판, 사이버재판 단계별 추진 전략]

1단계

- 법관 등과 소송대리인 사이의 원격영상협의
- 비재판 분야 민원업무에서 원격영상시스템 구축
-

대법원 공개변론
특허법원, 행정법원, 시범 법원
민사소액사건
형사단독자백사건

3단계

-

항소사건(이상 원격영상재판),
사이버 전문법원의 사이버재판(국내 사건)
사이버영상재판(사이버 전문법원 포함)
형사사건을 제외한 1심 법원까지 확대

4단계

- 약식명령 이의사건
- 나머지 형사사건까지 사이버영상재판
- 사이버 전문법원의 사이버재판(국제 사건)

2단계

- 법관인사시스템 개편
5단계

- 사이버 전문법원의 사이버영상재판(국제 사건)

2. 정보화 시대와 재판․법원의 변화
재판은 법관과 재판관계인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정보제공 및 그 처리를 통해서 형성되
는 문명적 진화의산물이다. 그러므로 재판에 사용되는 커뮤니케이션은 결국 당대에서 통용
되는 매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대에 정립되어 있는 법원칙이나 이념 역시 모
두 재판에 사용되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전제한 한계 내에서 형성된 것이다. 커뮤니케이
션 매체가 변경되거나 기능의 외연이 확장되면 재판의 본질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재판에
사용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 역시 변경된 매체에 따라 함께 변경될 수밖에 없다. 이는 자
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므로 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재판은 재판에 사용되는 커뮤니케이션 매체인 정보통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효과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되므
로, 사법부로서는 그 가능성과 타당성에 관하여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본문에서의 부기로 갈음하고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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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강 정화

강 정 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보사회에서 다양한 서비스나 상품이 효율적으로 생산·제공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
보기술을 구사한 기기나 시스템의 이용이 불가피해집니다.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되면 대부분의 영역에서
빠른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사법 영역, 재판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또한 기술 활용
의 결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술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보기술을 적용하는데 있어 다른 요소들 -그 사
회의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기술을 활용한 사법 분야 접근성, 신뢰성 제고 필요
주제 발표에서와 같이 영상을 통한 원격재판 등 편익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접근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ICT 기술을 활용한 재판 등의 서비스 역시 보안 문제는 이용자보호를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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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PC나 스마트
폰과 같이 소비자들이 휴대하는 수십억개의 장치에 존재하는 안전상의 하자는 해킹 등에
의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민감한 사안을 다루
는 재판에서 보안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방안 고민 필요
정보사회에서는 대부분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 높아지고 있으며 판결문 등이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등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운 일부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정보격차가 커져 더욱 견고한 구조가 만들어진 사회가 되기 쉽다
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판례 등의 사법 분야에서의 정보 제공이 양적인 부분
뿐 아니라 좀 더 쉬운 내용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보 제공이 확대될수록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판례정보의 활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 수집과 가공, 활용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
호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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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최경짂 교수님, 이준명 판사님의 주제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젂에 배포된 주제발표문 기준, 논지가 명확하게 제시된
이준명 판사님의 주제발표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최경짂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청취한 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부족과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정치한 논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이슈만 제기하는 점에 대해 너그러욲
양해를 구합니다.

2. 원격 영상재판 방식 도입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들
발제자의 원격영상재판의 정의 : 법정의 졲재를 젂제하면서도,
재판관계인들이 같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싞 법정에서
원격지 송출 영상을 실시간 쌍방향 재생하는 형태로 대면하여
재판하는 방식
가. 원격영상재판의 효용성과 비용 등 비효용성 비교교량 필요
(1) 원격영상재판제도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들과 우리
국가의 상황 비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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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충실한 구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의 고려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영상녹화짂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사개추위의 논띾
검찰은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조건에서 피의자 싞문과정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수사기관이 피의자싞문을 영상녹화하는 것 자체는 홖영할만한
일일 것임. 이는 피의자싞문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를 방지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짂술을 보젂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있는 수시간, 수일 동안의 모든 시간을 빠짐없이 녹화할 수 있는가, 또한
이를 즉 수시간 혹은 수일 동안의 상황을 그대로 법정에서 재생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미가
있는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임. 실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강압이나 회유 등은 조서를
작성하기 젂(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한 녹화의 주체가 수사기관인지라
언제든지 녹화를 중단하고 강압이나 회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역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임.
사실상 비디오재판을 초래해 조서재판보다 더 공판중심주의를 방해할 위험성이 매우 큼.

의문 – 원격영상재판은 위와 같은 논띾을 극복할 수 있는가?
짂술인이 음성으로 젂달하는 정보 뿐만 아니라 짂술을 할 당시의
표정, 태도, 동작, 주위 홖경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판단하는
것이 직접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취지에 부합.
화상짂술의 경우 카메라의 설치 위치, 조명, 설치 댓수 등에 따라
젂달 효과에 차이가 발생.
과연 몇 대의 카메라를 어떻게 설치해야 직접 공판정에서 심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그 정보를 일시에
시간적 지체 없이 젂송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스템을 구비해야
하는 것인지, 법원을 제외하고 어떤 시설에서 그와 같은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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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발제자의 제3질문-시설 측면에서의 비용젃감은 물롞, 관리 인력도
대폭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판단이라고
이해.
그러나 시설과 인력의 젃감 규모는 물롞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확한 계측 필요.
현행 젂자소송재판시스템의 실태에 대한 이용자 측면에서의 평가
고려 필요.
발제자의 제1질문-원격영상재판이 사법의 목적, 그리고 그를 위한
원칙 및 규범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및 의문
해소를 위한 과도한 비용에 따른 비효용성 우려.

원격영상재판의 경우 당사자나 증인이 짂술하는 공간이
물리적으로 법원의 지배하에 있는 공간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원격영상재판에서 이루어지는 짂술의 싞뢰성은 물롞
임의성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원격영상재판이 직접주의 또는 공판중심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것인지 의문.
영상재생 방식의 일반적인 효용성 : 단순한 정보의 젂달 또는 상호
싞뢰를 바탕으로 하는 컨퍼런스의 경우 / 재판에도 마찬가지?
공판중심주의가 구현되는 시스템을 위해 구축하여야 할 시설의
수준과 비용의 예측 곤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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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화격차 해소 방안의 모색

첨단 기술은 필연적으로 이를 충분히 향유하고 홗용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가짂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으로
이분화됨(이른바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
싞체적 장애로 인하여 밀티미디어 장비를 제대로 홗용할 수
없거나, 접귺조차 용이하지 않은 계층의 경우 사건의 실체와
무관한 장비 홗용 능력의 우열에 따라 재판의 성패가 달라질
우려.

다. 공정성 확보 방안 모색
(1) 당사자와 대리인 이외의 자가 재판에 관여할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방어방법 고려 필요성

(2) 구체적 사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초기170
증거보젂젃차(대한변협 2014 짂상조사보고서에서 발췌요약)
위 사건은 2013. 2. 13. 서욳중앙지방검찰청 이□□ 검사의 싞청에 의하여 2013.
3. 14. 10:00 안산지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위 증거보젂젃차는 비공개로
짂행되었으며 , 증인 유△△는 유○○의 여동생으로 유○○의 면젂에서
자유로욲 짂술을 기대 하기 곤띾하다는 검사의 주장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싞문이 이루어졌고 법정시스템으로 녹취가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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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증언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 방에 국가정보원의 성명불상 직원이
입회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당시 증거보젂젃차에 참여한 변호인과
유○○의 짂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음. 한편 증인이 증언 도중
점심식사 및 휴식을 취하는 동안 국정원 직원이 계속 증인 옆에 있었음.
짂상조사단은 이 문제에 관한 법원의 설명을 듣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별첨1과 같이 당시 위와 같이 국정원 직원이 유△△가 증언하는
증언실에 입회한 것이 재판장이나 법원의 허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국정원
직원이 무단으로 입회한 것인지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별첨2와 같이 현재 재판이 짂행 중인 사안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는 답변 이외에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답변하지 아니하였음.

(3) 소결
발제자의 제2질문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싞뢰가 하락 추세에
있고, 그 주된 원인으로 이용자에 대한 높은 문턱, 젂관예우
논띾, 사법 독립에 대한 위협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원격영상재판이 이러한 원인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 및 의문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서의 효용성 검증 필요.
예를 들어 법원이 관리하는 일정한 장소에 출석하여 재판하는
것을 젂제로 한다면, 이는 여젂히 당사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불완젂한 형태의 원격영상재판임. 이런 정도의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보다는 현행 소송법상 수명법관 제도나
수탁판사 제도를 제대로 홗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한편 법원 관리 장소 역시 위의 사례처럼 불완젂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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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효적인 질서유지 방안 모색 필요
영상재판 짂행 도중 임의로 퇴정해 버리는 경우, 재판장의
질서유지 명령에 불응하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성 짂술 등을
계속 하는 경우 어떻게 심리의 질서를 유지할 것인지 의문.

마. 영상재판에 선행하여 구축하여야 할 재판정보의 공유기반
확충 필요성
(1) 비실명화를 젂제로 하는 판결문 및 재판기록의 공개
(2) 심리과정 녹음․녹화의 확대

3. 결롞
법원은 얼리어답터(early adopter)가 아닌 레이트어답터(late
adopter)가 되어야
 발제자(이준명 판사님)에 대한 질문
(1) 원격지에 소재하는 증인싞문 등을 위하여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를 홗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비율이
저조하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2) 한정적 사법재원의 효과적 사용 측면을 고려할 때,
사법정책에 있어서 비실명화를 젂제로 하는 판결문 및
재판기록의 공개 방안과 원격영상재판의 방안 사이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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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성 및 실효적인 질서유지 방안에 대한 토롞자의 의문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은?
(4) 발제자의 논지-원격영상재판이나 사이버영상재판은 일반
방청인으로 하여금 누구든지 언제 어디에서나 그 재판일정을
인터넷상으로 확인하고 재판을 방청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재판이 아닌 일반적인 재판의 경우라도
사건과 무관한 일반인 뿐만 아니라 재판과 관렦 있는 그 누구든지
굳이 법정에까지 오지 않더라도 실시간 재판 장면을 인터넷상
스트리밍(streaming) 방식을 이용해서 그 재판 장면을 용이하게
방청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공개주의 원칙을 더욱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와 같이 누구나 재판상황을 실시간 시청할 수 있는
원격영상재판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심리과정의 녹음조차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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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보화시대와 재판의 변화(제2세션)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문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장정환
장 정 환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1. 序
먼저 ‘미래 정보화사회와 재판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신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님과 ‘원격영상재판과 법원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신 이준명 서울고등법원 판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정보화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
지·발전시키고,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활용 등 고도화된 미래정보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스마트법원을 구축하는 등 우리 사법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
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의 입장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특히 소
중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진 교수님께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인해 지능정보사회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전자소송의 확대, 재판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ICT 기술을 이용한 재판 이용
수단의 확대 등 다양한 재판의 변화 모습에 대하여 설명해 주신 점은 저희 사업의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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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준명 판사님께서 원격영상재판, 사이버영상재판에 대한 개념 정의와 함께 위 각
재판의 도입을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① 기술적 가능성(Possibility), ② 규범적 허용성
(Allowability), ③ 제도의 유용성(Availability), ④ 사회적 수용성(Acceptability) 측면에
서 검토해 주시고, 사법서비스 공급영역과 수용영역 측면에서의 시나리오와 추진 전략까지
말씀해 주신 점 역시 차세대 전자소송의 한 꼭지로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재판’에 큰 지침
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표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먼저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
리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미래모델’에 대하여 ‘국민 관점’에서의 주
요 추진과제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발표자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미래모델(국민 관점)
국민 관점에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이 그리는 미래 모습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 지능형 나홀로소송, 온라인재판1), 사법 통합민원포털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 지능형 나홀로 소송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판 절차와 법률용어는 여전히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인공
지능 챗봇서비스를 통해 24시간 소송절차 및 재판기간 안내, 나의 소송현황 정보 확인뿐만
1) 이준명 판사님의 발표문에서 ‘사이버영상재판’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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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묻고 답하기 식의 쉬운 방법을 통해 소송서류의 작성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와 미래의 모습, 개념도는 아래 표와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 일반 국민 눈높이에 여전히
어려운 재판 절차와 용어
- 자력소송 비율은 지속적 증가
추이

미래

‣ 똑똑한 인공지능 챗봇이 소송절차부터 소장 작성까지 안내
-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 사법 접근성 향상
- 법원 근무시간에 구애 없이 24시간 상담
- 간단한 소송서류 직접 작성 가능, 소송비용 절감

○ 미래모델 개념도

나. 온라인재판
2016년 기준 연간 법정에 참석하는 당사자수는 586만 명에 달합니다. 대다수 소액사건
의 경우 당사자들이 짧은 시간의 재판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법정에 참석하고, 법정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중자기적으로 온라인 재판 시스템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바일로 자택, 사무실 등 편한 장소에서 정해진 변론시간에 온라인으로 법
정에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와 미래의 모습, 개념도는 아래 표와 그림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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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래

기 이동에 따른 국민 불편 가중

- 국민 편익 중심의 사법서비스 제공, 3분 재판 국민 불만

- 몇 분 재판을 위해 법원 출석 대 ‣ 스마트폰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재판 출석
- 연간 기일 출석자 수 586만 명

해소
- 온라인 재판에 따른 물리적 법정 추가 증설 불필요, 기존
법정 여유율 증가로 충실한 구술심리 가능

○ 미래모델 개념도

온라인재판의 구축 이전, 단기적으로는 당사자와 대리인이 원격지 법원에 출석하여 재
판할 수 있는 원격영상재판의 확대를 추진하며, 2016. 9. 30.부터 시행 중인 원격영상증
언 제도를 위해 전국 전자법정 및 화상심문법정에 구축되어 있는 원격영상증언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용량 자료 유통 등을 위해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은 뒷
받침되어야 합니다.
다. 사법통합민원포털
현재 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국민서비스 포털이 12개에 달하는 등 대민서비스가 분
산되어 있습니다. 대민서비스 채널을 사법통합민원포털로 단일화하고, 사용자수준별 맞춤
서비스, 지능화된 서비스 제공확대, 모바일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합니다.
온라인재판을 당사자나 대리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사법통합민원포털에
온라인 재판 신청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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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래

- 법원에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포털 총 ‣ 12개 분산 채널의 단일화, 접근 편의성 향상
12개, 홈페이지마다 회원가입, 로그인 불편
- 법원 제증명 발급 제약, 방문 대기

‣ 모바일 서비스강화, PC 동일 수준 서비스 제공
‣ 법원 방문 없는 제증명 온라인 발급 대상 확대

○ 미래모델 개념도

3. 온라인재판의 공개 관련
이준명 판사님께서는 원격영상재판 등의 공개주의 저촉 여부와 관련하여, “재판은 공개
하는 것이 원칙인데(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법정
을 기반으로 한 원격영상재판의 경우는 공개주의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
는 없어 보이나, 법정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사이버영상재판의 경우 실제 재판하는 장면이
존재함에도 일반 방청인이 접근할 수 있는 법정이 존재하지 않아 공개주의 원칙을 구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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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고 하시면서, 실시간 재판 장면을 인터넷상 스트리밍(streaming) 방식을 이용해서
볼 수 있게 한다면 재판에 대한 공개주의 원칙을 더욱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
하고 계십니다.
사이버영상재판의 경우 장비와 시스템을 갖춘다면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으므로 기존 법정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재판 공개주의 원칙과 매우 친화
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다만, 실시간 재판 장면을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게 구현하는 경우 이는 단순히 재판 공개를 넘어 ‘실시간 재판 중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현재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법원 공개변론에 대한 인터넷 중
계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 판사님께서 발표문에 언급하신바와 같이 2017. 8. 4. ‘법정 방
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판결 선고 시에도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 개정 규칙에 따라 2018. 4. 6.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
의 판결 선고가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통해 방송으로 최초로 생중계되기도 하였습니
다. 중국의 경우 법정 재판활동 공개 플랫폼(tingshen.court.gov.cn)을 통해 2010년 9월
부터 법정재판을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있기는 합니다.2)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재판 과정 자체에 대하여는 촬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
고 재판 중계의 경우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는 어떠한지, 위와 같은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형사공판에서 원격영상재판, 사이버영상재판의 적용
이준명 판사님께서는 발표문에서 형사공판에서도 사이버영상재판의 적용을 전제로 논의
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사이버영상재판의 경우 재판 서류의 공유, 온라인 제출 등이 수반
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소송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소송이 전제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형사소송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 형사공판의 경우 경
우에 따라 법정구속 등 피고인의 신병을 바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격영상재판,
사이버영상재판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 다만, 사이버영상재판의 형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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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 정보화 시대와 재판의 변화

- 사법의 디지털화와 영상재판 -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문
사법의 디지털화와 영상재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계 인 국
계 인 국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I. 들어가면서
먼저 훌륭한 발제를 해주신 최경진 교수님과 이준명 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경진 교
수님께서 발제를 통해 정보화 시대의 사법의 오늘과 미래를 투영해주셨다면, 이준명 판사
님의 발제에서는 특히 영상재판으로 문제가 구체화되었고 이 점을 다각도에서 논의를 진행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발제를 통해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
다.
정보화 시대라는 단어 그 자체는 진부하게 보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4차 산업혁
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이미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렇기에 사법 정보화라든지 전자사법제도 등의 논의를 마주하게 될 때면 혹시 이번에도 또
그럴듯한 유토피아적 기대나 혹은 디스토피아적 비관론을 반복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
을 먼저 가지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 삶은 정보화시대 혹은 디지털 혁명기의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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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기술들이 현대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
음은 굳이 길게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정보화시대나 더 나아가 소위 4차 산
업혁명 등으로 표현되는 오늘날과 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측적 표현들이 과연 과거의 이
른바 1차~3차 산업혁명 당시 혁신적인 신기술(ex: 증기기관)과 어떤 점에서 다른 지를 먼
저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 혹은 혁명을 말하게끔 하는 것
이며, 그 진전단계에서 우리 사법부는 지금 어디에 이르렀는지, 무엇을 점검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소위 정보화 시대의 재판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출발점이 아닌가 생
각됩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취지나 발제문의 내용이 매우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의 논
의보다는 담론적 차원 내지 제도의 모델화에 맞춰져있음을 감안하여, 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간단한 소회와 함께 두 분의 발제자께 고견을 청해듣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합
니다. 이하의 토론문 내용은 제한된 토론시간을 감안하여 간략하게 요약 및 개조식으로 서
술되었음을 양해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II. 디지털화와 사법 정보화
▣ 정보화 시대와 재판의 변화
▶ 전산화, 재판사무시스템의 구비, 전자소송, 전자법정
▶ 원격영상재판
▶ 온라인 법정, 온라인 가상법정, 사이버(가상)법정, 아바타 법정
▶ 자동화된 결정시스템과 Forth Party, 인공지능(AI)
⇒ 사법 정보화를 설명하는 단서개념은 무엇인가?

1. 디지티제이션 - 디지털화 - 디지털 전환
▣ 디지티제이션(digitization)
▶ 아날로그 정보의 흐름을 0과 1의 디지털 비트로 변환하는 기술적 프로세스
▣ 디지털화(digitalization)
▶ 디지티제이션 프로세스를 거친 디지털 정보 혹은 원시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여 수익
을 창출하고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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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 디지털 데이터로의 전환과 디지털 수익창출을 넘어서는 모든 활동의 변화
▶ 기존 및 새로운 생태계 전반에 걸친 전체적 전환
▶ 예) IDX (Intelligence Digital Transformation), CPS (Cyber Physical System)

2. 사법 정보화의 현황
▣ 법원 내부영역의 정보화
▶ 1986년 사법행정정보시스템 종합계획에 따른 행정업무 전산화
▶ 디지티제이션의 차원
▣ 법원 외부영역의 정보화
▶ 1990년대 사법업무 전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작
▶ 자료의 전산화라는 점에서 여전히 디지티제이션의 단계
▶ 이후 전자소송의 확대를 통해 디지털화 단계로 진입
▣ 원격영상재판과 온라인 재판
▶ 법원 외부영역의 정보화이자 고도 사법 정보화의 단계
▶ 디지털 전환의 단계?
▣ 자동화된 결정시스템과 인공지능
▶ 디지털 전환의 출발점? 완결점?

3. 변화의 예측적 소개
▣ 법원 내부영역과 외부영역 간의 관계
▶ 피드백 → 융합
▶ 단계화 → 전제 및 필요조건
▣ 리스크 기반의 사법행정
▶ 제도의 도입과 시행 및 운영에 있어 리스크관리의 관점이 요청
▣ 세부영역
▶ 데이터의 대량유통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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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 알고리듬 통제
▶ 자동화된 사법행정 및 재판사무절차
▶ 자동화된 결정절차의 수용가능성
▶ 데이터기반(data-based) - 리스크 기반(risk-based) 사법행정

III. 원격영상재판
1. 법리적 장애요소
※ 법도그마적 문제와 법이론적 문제는 구별되어 판단되어야 함
▣ 대면권 및 교호신문
▶ 이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도 대면권과 전문법칙을 분리하고 교호신문을 대면권의 핵심
적 요소로 보고 있음(Crawford 판결)
▶ 직접주의의 형식적-실질적 판단
▶ 원격영상재판은 오히려 교호신문 기회를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음
▣ 법정의 미디어개방성
▶ 미디어 기술에 대한 법정의 개방적 태도는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법리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있으며 실상 하위규범의 형성문제

2. 정책적 장애요소
▣ 본인성, 현장감, 생동감
▣ 위의 요소를 충족하기 위한 고도 기술의 도입 및 유지 예산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 실제 사용횟수의 저조
※ 가상적 문제상황이 정책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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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전환과 원격영상재판
▣ 특수문제 -> 보편적 소통방식
▣ 고비용의 특수설비 -> 일상적 소통방식
▣ 사법 접근경로의 변화
※ 디지털 전환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가? 변화에 대한 불안요소에
집중하고 있는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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