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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미국 민사소송절차에서의 구술변론 관련법제와 

실무운용* **

1)

李 瑀 渶***

Ⅰ. 미국 민사소송 차에서의 구술주의의 역사와 특징

1. 연구의 목 과 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구술주의(口述主義)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심리주의를 

보충 으로 채택하고 있으나,1) 최근에 이르기까지 실무에서 변론기일에 구술변론

이 실질 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변론

비 차에서 철 한 비를 하도록 하고 변론기일에서 활발한 구술변론  증

거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함과 함께 소송 실무에서 구술변론이 본격 으로 실

시되기 시작하면서, 소송 실무에서의 구술주의의 실질 이고 극 인 실시를 둘

러싸고 법조계 내에서도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구술주의의 본격  실시에 

한 우리나라에서의 재의 입장 차이를 별하면, 비서면을 통해 이미 진술

한 바의 주장이나 증거조사결과에 한 의견 등을 변론기일에 복하여 진술하

는 것은 불필요하며 시간 등 자원의 낭비라는 입장과, 구술주의의 실제 시행은 

민사소송법의 원칙과 이상을 실 하는 것으로서 재 과정과 그 결과에 한 국

민의 이해와 감시․통제기능을 높여 민사소송과 사법제도 반에 한 이용자와 

국민의 신뢰를 확보․제고하는 길이라는 입장이 있다.2) 

 * 이 글은 2006년 5월 26일 대법원 사법제도비교연구회(제33회)에서 발표자로서 발표한 
바를 기초로 하여 이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6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공법)
 1)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134조, 241조 제1항, 제206조, 제331조 등 참조.
 2)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2006년5월9일 대법원에서 개최된 구술변론 본격실시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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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 에서, 우리나라의 민사소송 차 반에 있어서의 구술주의의 역

할과 그 지향하는 목표에 해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  법제를 검토하고 구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비교법  에서

의 연구도 이러한 노력에 일조하는 바 있을 것이다. 이 에서는 이러한 목  하

에 구술주의 련 다양한 법제와 실무운용을 검토․분석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미국 민사소송 차에서의 구술주의의 특징과 련법제  실무에서의 운용실태

를 미국 연방(聯邦)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이 용되는 연

방 민사 차 1심(trial)에서의 차를 심으로 분석한다. 각 주(州)의 민사 차에

서의 구술주의 련법제와 실무운용은 연방의 차에 비해 특징 인 것 일부만

을 해당부분에서 지 하며, 연방과 주(州)의 상소심(appeal) 차에서의 구술주의 

련법제와 실무운용은 별개의 소제목 하에서 기술한다.

연방국가인 미국은 연방과 개별 주(州)가 각각 서로 다른 민사소송 차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차는 각각 연방과 개별 주(州)의 성문법령과 례에 규정되어 

있다. 연방 차원에서는 1938년에 이르러 기존의 형평법(equity)소송 차와 보통법

(common law)소송 차를 통합하여 단일화한3)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간의 간담회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3)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제2조는 “There shall be one 

form of action to be known as ‘civil action.’”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연방에
서는 주(州)에서와 달리 1938년 이전에도 법원 자체가 보통법법원(court of law)과 형
평법법원(court of equity)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나, 1938년의 연방민사소송
규칙(FRCP) 채택 이전에는 보통법상과 형평법상 별개의 절차가 있었다가, 1938년 연
방민사소송규칙의 채택으로 절차가 통합․단일화되었다. 연방민사소송규칙(FRCP)의 
특징 중 이번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는, (i) 법원으로 하여금 원고의 소장보정 
신청을 ‘정의의 요청’(“when justice so requires”)을 기준으로 허락할 수 있도록 하였
고(1938 Federal Rules R. 15(a)), ‘소송상의 편의’(“in furtherance of convenience”)를 
기준으로 하여 재판을 나누어 진행할 수 있도록(power to order separate trials) 하였으
며(1938 Federal Rules R. 42(b)), 증거개시(證據開示)절차(discovery)관련 제재의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reasonable expenses or attorney's fees)을 포함하여 여러 종
류의 제재수단 중 법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1938 Federal Rules R. 37), 형평
법(equity)적 요소로서의 법원의 재량(discretion)을 통합․단일화된 민사절차의 전반에 
걸쳐 대폭 가미하였으며(이러한 특징에 대해서는 Douglas Laycock, “The Triumph of 
Equity”, 56 Law & Contemporary Problems 53 (1993), 특히 71-73면 참조); (ii) 재판
전(前)절차(pretrial procedures)의 관련규정이 정비되고 재판전(前)절차(pretrial 
procedure)의 재판에서의 역할과 비중이 크게 증대되면서 이와 더불어 민사절차 전반
에 걸쳐 법원의 개입이 FRCP채택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고; (iii) 적어도 당사자 중 한 
쪽이 배심재판을 신청하지 않는 한 (즉, 양당사자 중 어느 한 쪽도 배심재판을 신청하
지 않는 경우에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waiver)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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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Procedure; FRCP)이 제정․공포된 바, 연방민사소송규칙(FRCP)은 주(州)에 

비하여 연방의 민사 차에만 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부분의 주(州)에서 연

방민사소송규칙 채택 이후 이와 체로 유사한 내용의 주(州)민사소송법을 성문

법으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4) 연방민사소송규칙과 주(州)민사소송법의 해석

과 집행에는 보통법상의 원리가 함께 작용한다.

2. 구술주의 에서의 미국 민사소송 차의 특징

구술주의 에서의 미국 민사 차의 특징은, 첫째, 배심재 (jury trial)의 경

우에는 그 특성상 재 (trial)단계에서의 심리와 변론이 원칙 으로 공개된 법정에

서의 구술로 이루어지되 재 의 각 단계에서의 구술변론의 진행과 제한에 법원

의 재량을 넓게 허용하며, 둘째, 비(非)배심재 (nonjury trial)의 경우에는 서면주

의가 상 으로 강하게 채택되어 있어 비서면의 역할이 강조되고 법원은 재

량으로써 구술변론을 상당한 정도 제한할 수 있으며, 셋째, 재 (trial)이 배심재

으로 행하여지든 비배심재 으로 행하여지든 공히 재 前(pretrial)단계에서는 

당사자의 신청(pretrial motion)으로 결정 혹은 명령을 하는 경우 법원이 단을 

함에 있어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주요사실과 법  주장을 진술한 서면의 제

출을 필수 인 것으로 규정하고 구술변론은 그 허용여부와 제한의 정도를 각 법

원의 규칙과 재량에 따르게 하며, 넷째, 상소심에서는 특히 국과 비교할 때5) 

두었으며(1938 Federal Rules R. 38), 이러한 규정상의 변화 이후 민사절차에서의 배심
의 이용은 실제 계속하여 감소하였다. 

 4) 예를 들어 California州의 California Code of Civil Procedure, New York州의 New 
York Code of Civil Procedure 등이 있다.

 5) 미국과 대비되는 다른 보통법계 소송절차에서의 구술변론의 전통은 영국에서 기원하
여 영연방(the British Commonwealth) 여러 국가에 전파된 것으로, 캐나다를 제외하면 
오늘날에도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특히 상소심 소송절차에서 강한 구술주의 특징을 보
이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이러한 특징을 볼 수 있는 민사소송 관련규정으로서 
N.Z.Civ.P.: Privy Council & Ct. App. § 105 (2003)(LEXIS, Legal (Excluding U.S.) 
Library에 탑재) 참조. 호주의 상소심에서의 강한 구술주의 특징에 관해서는 Harry 
Gibbs, “Appellate Advocacy”, 60 Austl. L. J. 496 (1986), 499면 참조. 단, 호주에서는 
2000년 이후 서면주의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 점은 법원 실무지침인 
Austl. Prac. Direction 1 (2000)(http://www.hcourt.gov.au/filing_04.html.에 탑재) 참조. 
한편, 캐나다에서는 상고심에서, 형식요건․분량․법적 주장의 논리적 정치함의 諸측
면에서 미국의 상소장․상고이유서(appellate brief)에 준하는 서면(“factum”)을 필수적
으로 요구한다. Can. Sup. Ct. Rs. 35, 36, 42 (2002)(http://scc-csc.gc.ca/actandrules/ 
rules/index_e.asp에 탑재) 참조. 그러나 캐나다 역시 항소심에서는(the Federal Cour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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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주의가 원칙으로 그리고 구술주의는 보충 으로만 채택되어 있다는  등이

다.6) 특정 국가의 재 제도에서 련법령과 실무운용상 구술주의에 부여된 의의

와 비 은 궁극 으로는 당해 국가에서 재 과 사법제도의 정당성  이에 한 

국민의 신뢰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에 한 인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질 것

이다. 이러한 을 보다 상세히 지 하기 해 이하에서는 우선 국과 미국에서

의 민사 차 정립 기 이후의 련 배경과 역사를 구술주의 에서 간략히 살

펴보기로 한다.

기존의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국의 구술주의 통은 국 민사 차가 정립

된 13세기 무렵에 생성되었다고 한다.7) 당시는 국에서 법조(法曹)가 형성되기 

시작한 기단계 으며, 부분의 당사자가 소송 리인 없이 소송을 수행하 고, 

문맹률이 높았으며,8) 인쇄술이 개발․보 되기 이 이었고,9) 공문서의 제작기술

도 원시 인 상태 다. 13세기경 국의 민사소송은 소답(訴答)단계(pleading 
phase)와 재 단계(trial phase)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소답단계(pleading phase)

에서 소송당사자들은 법 에게 ― 즉, 배심은 없는 상태에서 ― 각자의 입장에서 

본 사실 계를 구술로 진술하여야 했다. 원고의 사실 계에 한 구술의 진술이 

있은 후에는 피고가 사실 계에 해 다투되 실체법  쟁 을 주장하지 않으면 

사안은 곧장 배심재 으로 넘겨졌으나, 피고가 실체법  쟁 을 주장하는 경우에

는 비록 법 은 배심재 을 생략하고 법  쟁 을 단하여 기각 결을 할 수는 

없었으나 배심재  이 에 법원이 이러한 쟁 에 해 원고로 하여  명확하게 

Appeal)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의 요지만을 기재하는 간략한 서면(memorandum of fact 
and law)만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an. Fed. Ct. R., Part 6, § 346 
(http://www.fja.gc.ca/fed_rules/index_e.html에 탑재) 참조. 

 6) 구술주의 관점에서의 영국과 미국의 소송절차에 대한 비교연구로서는 Suzanne 
Ehrenberg, “Embracing The Writing-Centered Legal Process”, 89 Iowa Law Review 
1159 (2004) 등 참조.

 7) Roscoe Pound, THE LAWYER FROM ANTIQUITY TO M ODERN TIME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DEVELOPMENT OF BAR ASSOCIATIONS IN THE 
UNITED STATES, West Publishing Co. (1953), 특히 78면 참조.

 8) Jeffrey L. Singman, W ill McLean 共著, DAILY LIFE IN CHAUCER'S ENGLAND, 
Greenwood Press (1995), 47면. 이 연구에 의하면 15세기 말에 이르러서도 영국의 성
인남성의 문맹률은 90% 정도였다고 한다. 같은 책 50면 참조.

 9) 영국에 인쇄술이 보급된 것은 1470년대 후반이라고 한다. 법령이 최초로 인쇄된 것은 
1481년이었으며 법원의 판결문은 1537년에 최초로 문서로 인쇄되었다고 한다. M. 
Ethan Katsh, THE ELECTRONIC MEDIA AND THE TRANSFORMATION OF LAW, Oxford 
University Press (reprint ed. 199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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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게 하거나 배심재  개시 후 종결 에 법  쟁 에 해 단할 수 있도

록 하 고, 13세기 경의 국의 소송 련법제는 이러한 재 (trial) 이  단계

(preliminary proceeding)를 심으로 발 하 다. 소답(pleading)단계가 소송에서 

당사자의 승소가능성에 결정  향을 주었으므로, 이 무렵 국의 소송실무에서

는 변호사(attorney)라고 불리며 재 에서 소송 리를 하던 법률 문가 이외에 별

도로 와 같은 소답(pleading)단계에서 필수 으로 요구되던 진술과 주장의 구술

을 신 수행하는 구술 리인(narrator)을 고용하는 행이 보 되었다. 세의 구

술 리인(narrator)과 변호사(attorney)는 각각 재 국 법조의 법정변론 문변호

사(barrister)와 송무담당변호사(solicitor)의 기원이 되었다.10) 

14세기 말경 구술 리인(narrator)들은 ‘serjeant’라고 불리며 배타  이익집단

(guild)을 형성하 고, 법조(法曹)와 사법제도 반에 인 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사는 ‘serjeant’ 에서만 배출되었으며, 당시 일반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주된 법원이었던 ‘Court of Common Pleas’에서는 ‘serjeant’만이 구술로 변론을 

할 수 있었다.11) 이러한 ‘serjeant’단체의 향력은 이후 법정변론 문변호사

(barrister)에 의해 행사되게끔 되었고, 이러한 독  향력과 구술변론 담당기

능이 소송 차정립 기의 구술 통과 맞물려 오늘날까지 국에서 구술주의가 

강하게 유지된다고 하는 것이 국의 강한 구술주의 특징에 한 일반  설명이

다.12) 상소심에서의 구술주의 역시 1심에서의 구술주의의 연장이자 그 결과로서 

설명될 수 있다.13) 이 듯 강한 구술주의 통은 16세기에 소장  답변서를 서

면으로 제출(written pleading)하게 함으로써 다소 약화되었으나, 체로 1900년  

반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왔다.

1950년 에 들어 국의 법조에서는 상소심 차  실무의 개선방향을 연구

10) Roscoe Pound, THE LAWYER FROM ANTIQUITY TO MODERN TIMES (1953), 78면; 
Maimon Schwarzschild, “Class, National Character, and the Bar Reforms in Britain: 
Will There Always Be an England?”, 9 Conn. J. Int'l L . 185 (1994), 186면. 

11) Theodore F. T. Plucknett, A CONCISE HISTORY OF THE COMMON LAW, Lawbook 
Exchange, Ltd. (5th ed. 2001), 223면. 

12) S. Potter, HISTORICAL INTRODUCTION TO ENGLISH LAW, Universal Law Publishing 
Co., Ltd. (1999), 335-339면.

13) 이제 2005년 Constitutional Reform Act에 의해 영국 대법원이 설립될 것이나, 현재까
지 영국의 최고법원인 상원의 the Appellate Committee of the House of Lords의 심리
절차에서도 역사적으로 구술변론이 원칙으로서 주(主)가 된다. 다만, 이제는 “case”라
고 불리는 변론 준비서면(argument summary)을 변론기일에 앞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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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원회를 발족하여 처음으로 국식 구술주의의 변화와 개선을 모색하기 

시작하 다.  원회는 1954년 미국의 제도를 검토한 후 미국 상소심에서의 

제한  혹은 보충  구술주의 혹은 강한 서면주의 원칙은 국제도의 개선방향

으로서 부 하다고 일단 단하 는데, 당시 이 원회가 제시한 근거는 국

에서의 ― 그리고 일반 인 ― 극  구술주의 지지의 근거와 상통하는 것으로

서, 다음과 같다. 첫째, 국에서처럼 제한 없이 구술변론을 허용하는 것이 각 사

안에서의 법  쟁 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며, 둘째, 공개된 

법정에서의 제한 없는 구술변론과 심리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에 해서는 

항소  상고의 비율이 낮고, 셋째, 미국에서와 같이 소정요건을 갖춘 비서면 

(written briefs) 등을 각 단계에서 필수 으로 제출하도록 하면 재 이 지연되는 

결과가 래되고, 넷째, 소송의 여러 단계에서 서면의 제출을 필수 으로 요구하

게 되면 소송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이 증가된다는 것이다.14) 그러나 1954년 

원회의 활동을 기 으로 하여 차 국에서도 부분 ․보충 으로 서면주의를 

채택하기 시작하여, 1982년에는 항소심(Court of Appeal) 단계에서 구술변론에서 

다룰 사항의 핵심과 그 근거(principal points and authorities)를 시하는 비서

면(“skeleton argument”)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1989년에는 이러한 

비서면의 제출이 필수 인 요건이 되었다.15) 

국에서 주창되는 바 구술주의 통의 우월성의 근거로는 1심에서든 상소심

에서든 법 이 사안에 해 단을 게 가질수록 선입견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

한 단을 할 수 있다는 것, 즉, 법 이 공개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서면으로 진

술된 주장을 읽음으로써 단을 하게 되면 단과정의 결정  부분이 공개된 법

정 밖의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을 지 한다. 이에 더하여 소송의 당사자  

리인이 법 의 질문 등을 통해 법 의 사고  단의 흐름을 알 수 있어 변

론 에 강조할 을 이러한 흐름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며 법 의 질문에 답할 

14) Robert J. Martineau, APPELLATE JUSTICE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William S. Hein & Co. (1990). 특히 127-128면 참조. 

15) Robert J. M artineau, APPELLATE JUSTICE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1990), 121-122면, 129면 참조. 이와 함께 1989년에는 실무지침에서 법원에 전문인력
을 두어 각 사안별 구술변론 소요시간을 예상하여 이 예상수치를 기준으로 법원이 구
술변론의 길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사들로 하여금 구술변론에 앞서 당사자
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반드시 사전에 읽도록 하였으며,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구술
변론에서 사실관계는 제외하도록 하고 법적 쟁점에 관한 변론은 핵심적인 것만을 다
루도록 제한하였다.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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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상 방 당사자의 주장을 즉시 반박할 수 있다는 , 

그리고 공개된 법정에서 방청하는 일반인들 역시 법원이 결에 이르게 되는 

(全)과정을 찰할 수 있다는 을 들고 있다.16) 따라서 국에서도 1980년  이

후에는 구술변론에 앞서 변론할 사항의 요지를 기술한 비서면을 법원에 사

으로 제출하게끔 제도를 변경하 으면서도 이러한 서면은 법 에게 단을 형

성하지 않으면서 다만 변론에서의 쟁 이 무엇일지를 알게 하는 최소한의 역할

을 해야 한다는 을 강조한다.17) 이 듯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오는 국의 강한 

구술주의 통은 공개된 법정에서의 구술변론이 1심(trial)이든 상소심이든 불문하

고 사법제도와 재 차에 한 공 의 신뢰를 확보하는 가장 주된 기제라는 역

사  인식에 기인한다.18) 

한편, 미국의 경우를 보면, 연방성립 후 무렵에는 국의 향으로 상소심 

소송 차에서 변론과 심리는 구술로 함이 원칙이었으나, 지의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구술주의가 국에서와 같이 실질 으로 혹은 극 으로 시행되지는 않

았고, 이후 차 소송 차 반에 걸쳐 구술주의가 후퇴하 다. 첫째, 국에서 

강한 구술주의 통이 유지되는 데 요한 역할을 한 법정변론 문변호사

(barrister)와 같이 구술변론을 담당할 훈련된 문법조인의 수가 부족하 다.19) 

16) Robert J. M artineau, APPELLATE JUSTICE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1990), 102-103면.

17) “The purpose of having the judges read a pre-hearing submission is not to form any 
view of the merits of the appeal, but to familiarise [the judges] with the issues and 
scope of the dispute and thereby avoid the necessity for a lengthy ... opening of the 
appeal.” U.K. Ct. App. Civ. Div. Prac. Direction, 3.3.1.

18) Suzanne Ehrenberg, “Embracing The Writing-Centered Legal Process”, 89 Iowa Law 
Review 1159 (2004), 1163면; Robert J. Martineau, APPELLATE JUSTICE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1990) 참조. 이에 더하여, 소송에서 구술변론을 독점적으
로 담당하며 영국 사법제도 전반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법정변론전문변호사
(barrister)단체에서 구술주의의 축소를 직역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여 구술주의의 축
소와 서면주의의 확대에 반대하는 것을 영국에서의 강한 구술주의 전통의 유지의 부
분적 요인으로 분석하는 견해도 있다. Robert J. Martineau, APPELLATE JUSTICE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1990), 130면.

19) Robert J. M artineau, “The Value of Appellate Oral Argument: A Challenge to 
Conventional Wisdom”, 72 Iowa L. Rev. 1 (1986), 8-9면. 미연방성립 무렵의 미국의 
법조(法曹) 형성을 보면, 17세기에서 18세기 초까지는 많은 식민지(colonies)에서 법조
(法曹) 직역에 적대적인 성문법률을 제정하였으며 대체로 소송에 있어 모든 당사자들
이 소송대리인 없이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제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들이 비전문가에게 질(質) 낮은 도움을 받게 되는 역효과를 낳게 되었고,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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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리  함에서 기인하여 정치과정과 통치작용 반에서 구술의 진술보

다는 문서가 주된 의사  주장의 소통경로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러한 특징이 

소송 차의 운용에도 향을 주었다. 셋째, 국에서 소송 차가 정립된 13세기

에 비해 인쇄기술과 매체가 월등하게 발달되어 있었다. 물론 (現)시 에서도 

미국의 소송 차 반에서 구술변론이 일정한 상징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배심재 의 경우20) 주요사실에 한 배심의 단을 한 심리와 변론의 경우 구

술이 원칙이 되고 있으나, 지난 150여년에 걸쳐 차 1심과 상소심에서 기일 이

에 비서면 등 소정의 서면을 필수 으로 혹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제출하게 

하고 이러한 서면에 한 형식요건을 강화함과 동시에 재 의 각 단계에서의 구

술변론의 허용여부와 진행상 제한에 한 법원의 재량을 강화해옴에 따라, 오늘

날 미국에서 민사소송의 1심과 상소심 차에서 당사자가 법원을 상 로 주요사

실과 법  쟁 에 한 자신의 주장을 보이고 법원을 설득하는 데 있어 가장 비

 있는 방식은 서면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당사자들은 1심에서의 재 前(pretrial)단계에서 각종의 신청(motion)을 함에 

있어 필수 으로 제출해야 하는 비서면(memorandum of points and authorities)

을 통해서 련 주요사실과 법  주장을 진술하고 법  주장에 한 근거와 증

거자료를 한 제시한다. 1심에서의 재 (trial)단계에서도 각 법원의 규칙에 따라 

부분 서면(trial brief)의 제출을 요구한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경우를 보면, 항

소심에서의 항소장이나 상소심에서의 상소장  상고이유서(appellate brief)는 재

前(pretrial)단계의 비서면이나 재 (trial)에서의 제출서면(trial brief)보다 그 

기 초를 지나면서 대부분의 식민지(colonies)에서 전문 법조직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조인자격을 부여하는 공식 절차를 정립하기 시작하였다. Roscoe Pound, THE 
LAWYER FROM ANTIQUITY TO MODERN TIMES (1953), 135-142면, 144-145면, 157면. 
18세기까지 미 대륙의 법조인의 상당수는 영국의 Inns of Court에서 법정변론전문변호
사(barrister)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최고수준의 법조인으로 평가되었으나, 
미 대륙에서의 수요에 비해 그 수(數)가 불충분하였다. Robert J. M artineau, “The 
Value of Appellate Oral Argument: A Challenge to Conventional Wisdom”, 72 Iowa 
L. Rev. 1 (1986), 8면.

20) 현재 미국 연방민사소송에서 배심재판의 이용도를 보면, 미연방법원 법원행정처(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의 통계자료에 의할 때 2003년 1년간 연방 1
심법원(federal district courts)에서 처리한 민사사건은 250,000건이며, 이 중 1.7%인 
4,206건이 재판(trial)단계까지 가서 해결되었고, 이러한 4,206건 중 배심재판(jury trial)
은 2,674건, 비배심재판(nonjury trial)은 1,532건이었다. 배심재판 중 약40%는 민권침
해(civil rights violations) 관련 소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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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요건이 더욱 강화되어있을 뿐 아니라 체로 분량도 길고,21) 법  쟁 에 

한 주장을 정치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수단이 된다. 이와는 조 으로 상소심에서의 구술변론은 시간상 길이가 짧을 

뿐 아니라22) 기능면에서도 서면을 통해 제출된 주장을 보충 으로 명확히 하거

나 강조하기 해 이용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구술변론 없이 

제출서면에 기 한 결이 내려지기도 한다.23) 미국의 1심과 상소심 각각에서의 

구술변론 련 법제와 실무운용은 이하에서 각 단계별로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

기로 한다.

국과 미국의 소송 차에서 특히 양국(兩國)의 상소심을 비교할 때 선명하게 

드러나는 구술주의에 부여된 비 과 역할의 차이는 결국 사법작용과 소송 차에 

한 이용자와 시민의 신뢰가 무엇에서 비롯되느냐에 한 양국(兩國)에서의 인

식의 차이로써 설명할 수 있다. 즉, 국에서는 사법제도에 한 신뢰가 소송

차 반에 걸친 구술주의의 구 에 의해 소송 차의 이용자인 당사자와 찰자

인 일반인이 각 쟁 에 한 심리와 단의 과정을 찰하고 감시할 수 있는 데

에서 비롯된다고 에 비해, 미국에서는 사법제도에 한 신뢰는 변론의 (全)

내용을 기술한 서면과 이에 응하여 결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결문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다.24) 

21) 미국 연방항소규칙(the Federal Rules of Appellate Procedure)에서는 항소장(혹은 항소
이유서)(“appellate brief”)에 기재할 사항을 목차(table of contents), 서면에 인용된 법령 
및 판례의 목차(table of authorities), 관할(jurisdictional statement),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statement of facts and statement of issues), 주장(argument) 등으로 명시적으로 열
거하고 있다. Fed. R. App. P. 28(a). 또한 위 규칙에서는 용지 및 제본․표지의 규격, 
여백, 줄 간격, 글씨크기 등에 관해서도 상세한 기준을 제시한다. Fed. R. App. P. 
32(a)(1)-(6). 본문의 길이는 30쪽 이내여야 한다. Fed. R. App. P. 32(a)(7)(A). 미연방
대법원에서는 제출되는 서면에 대해 더욱 상세한 형식요건을 요구한다. Sup. Ct. R. 
24, 33(1)(a)-(f). 미연방대법원에 제출하는 변론서는 본문의 길이가 50쪽 이하여야 한
다. Sup. Ct. R. 33(1)(g).

22) 미연방대법원에서의 구술변론의 길이는 각 당사자별 30분으로 제한된다. Sup. Ct. R. 
28(3). 연방항소절차에서의 구술변론에 대해서는 시간제한 규정은 없으나 실무에서 통
상 각 당사자별 15분에서 30분 사이로 제한되고 있다. Robert J. M artineau, 
APPELLATE JUSTICE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1990), 215면.

23) Fed. R. App. P. 34(a)(2)(A)-(C) 참조.
24) 이러한 설명으로서 Suzanne Ehrenberg, “Embracing The W riting-Centered Legal 

Process”, 89 Iowa Law Review  1159 (2004), 1163-116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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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 민사소송 차에서의 구술변론: 련법제와 실무운용

1.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상의 1심 

민사소송 차에서의 구술변론 련법제와 운용실태

미국 민사소송 차에서의 1심 차는 연방과 주(州)에서 공히 재 (裁判前)

차(pretrial procedure), 재 (裁判) 차(trial procedure), 재 후(裁判後) 차(posttrial 

procedure)로 구성되어 있다. 이  裁判(trial) 차에서의 심리(審理)는 ① 원고의 

개시진술(開始陳述)(opening statement), ② 피고의 개시진술(開始陳述)(opening 

statement), ③ 원고의 증거제출(production of evidence on plaintiff's 

case-in-chief), ④ [피고가 개시진술(opening statement)을 유보한 경우에는 이 시

에서 피고가 개시진술(opening statement)을 한다.] 피고의 증거제출(production 

of evidence on defendant's case-in-chief), ⑤ 원고의 반증(反證)(rebuttal evidence) 

제출, ⑥ 피고의 반증(反證)(rebuttal evidence) 제출, ⑦ 배심(陪審)을 상으로 한 

원고의 변론(argument), ⑧ 배심을 상으로 한 피고의 변론(argument), ⑨ 원고

의 종결진술(終結陳述)(closing argument), 피고의 종결진술(終結陳述)(closing 

argument),  배심에 한 사의 설시(說示)(jury instructions),25)  배심의 평

결(評決)(verdict),  사의 결(判決)의 순서로 진행된다.

(1) 1심 재 (裁判前) 차의 당사자 신청(pretrial motions)에 한 결정  명

령 차에서의 구술변론 련법제와 실무운용

가. pretrial motions 일반26)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은 제78조에서 각 

법원으로 하여  차의 신속한 진행을 하여 신청(motion)의 근거에 한 주장

과 이에 한 반  주장의 근거를 각각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고 구술심리(oral 

25) 법원의 배심에 대한 설시의 재판절차진행상의 순서는 법원의 재량에 의해 조정이 가
능하다. “The court ... may instruct the jury at any time after trial begins and before 
the jury is discharged.” FRCP 51(b)(3). 이 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각주66과 이에 수반
하는 본문도 참조할 것.

26)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38년 연방민사소송규칙(FRCP)의 채택으로 재판전(前)절차
(pretrial procedure)의 관련규정이 정비되고 재판에서 갖는 비중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그 부수적 효과로 소송절차에 재량을 수반한 법원(法院)의 개입을 촉진하여 미국에서
의 당사자주의의 성격에 다소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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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ing) 없이도 신청(motion)에 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27) 이 규정에 한 례의 입장은 신청(motion)에 기한 

차에서의 구술심리(oral hearing)는 헌법이 보장하는 법 차(due process)원칙

상 필수 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합헌이라는 것이다.28) 즉, 일반원칙으로

서 1심 재 (前) 차에서의 당사자의 신청(pretrial motion)에 해 결정하기 

해 구술심리(oral hearing)가 필수 으로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의 재량에 의해 기일에 임의 으로 구술변론이 허용되는지는 각 

지방법원(District Court)의 규칙(規則)(local rules)에 의해 결정된다.29) 일반 으로 

재 (前) 차에서의 신청(pretrial motion)에서 구술변론을 하기 해서는 기일지

정신청을 하여야 하도록 법원규칙이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신청(pretrial motion)

을 법원에 수시키기 해서는 체로 신청고지서(notice of motion), 기일지정

신청서(request for hearing), 송달증명서(proof of service)와 더불어, 련 주요사

실 계와 주장하거나 요구하는 바의 쟁 을 시하고 법  근거와 증거를 진술

한 서면(memorandum of points and authorities), 그리고 주장  요구를 뒷받침

하는 증거의 제출이 요구된다. 이러한 변론서(memorandum of points and 

27) FRCP Rule 78. M otion Day. 
Unless local conditions make it impracticable, each district court shall establish regular 
times and places, at intervals sufficiently frequent for the prompt dispatch of business, 
at which motions requiring notice and hearing may be heard and disposed of; but the 
judge at any time or place and on such notice, if any, as the judge considers 
reasonable may make orders for the advancement, conduct, and hearing of actions. To 
expedite its business, the court may make provision by rule or order for the 
submission and determination of motions without oral hearing upon brief written 
statements of reasons in support and opposition.

28) W ilkins v. Rogers (4th Cir. 1978) 581 F.2d 399); Spark v.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D.C.Cir. 1975) 510 F.2d 1277; Butterman v. Walston & Co., E.D.Wis. 1970, 
50 F.R.D. 189.

29) Lewis, Lewis and Van Etten Inc. v. M CI Telecommunications Corp. (E.D.N.Y. 1991) 
138 F.R.D. 25; Rose Barge Line, Inc. v. Hicks (8th Cir. 1970) 421 F.2d 
163(“[A]doption of such a local rule dispensing with hearings makes irrelevant and 
meaningless the notice of hearing required by FRCP Rule 6(d), unless the District 
Court expressly orders a hearing on a motion.”). 따라서 특정 지방법원의 규칙이 
FRCP 제78조를 근거로 구술심리(oral hearing) 없이 제출서면 만에 의해서도 당사자의 
신청(motion)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실제로 특정 사안에서 
구술심리(oral hearing) 없이 신청(motion)에 대해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재량남용이 되
지 않는다. Morrow v. Topping (9th Cir. 1971) 437 F.2d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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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ies)의 필수  기재사항은 각 법원의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나. 약식재 (略式裁判)(summary judgment motion)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제56(c)조는 재 (前) 차  약식재

(summary judgment motion)에서의 구술심리(oral hearing)는 어도 신청고지서

(notice of motion)의 송달 이후 10일이 경과하여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의 FRCP 제56조가 약식재 (summary judgment motion)에

서 구술변론을 필수 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해석하는 례의 입

장 역시 그러하다.30) 즉, 앞서 서술한 바 일반론으로서 연방민사소송규칙 제78조

는 각 법원에서 규칙(court rules)으로써 구술심리(oral hearing) 없이 변론의 내용

을 기재한 서면에 의해 당사자의 신청(motion)에 해 결정할 수 있게끔 허용하

고 있으며, 한 연방민사소송규칙 제83조는 각 법원이 연방민사소송규칙에 불일

치하지 않는 범  내에서 차에 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약식재 (summary judgment motion)에 있어서도 각 법원이 연방민사소송규

칙 제78조에 근거하여 구술변론(oral argument)을 자동 으로 보장하지는 않는 규

칙을 채택하여 운용할 수 있다.31) 즉, 약식재 (summary judgment motion)에서의 

구술변론은 헌법  권리가 아니며,32) 약식재 (summary judgment motion) 차에

서 구술변론을 희망하는 당사자는 원칙 으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구술변론을 

신청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구술변론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재량에 의해 

기일을 지정하여 구술변론을 들을 수 있으나,33) 신청이 없는 경우 법원이 구술변

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34) 련하여, 약식재 (summary judgment 

30) LeSane v. Hal's Sec. Analyst, Inc. (2nd Cir. 2001) 239 F.3d 206.
31) American Jurisprudence, Second Edition § 41. 다만, 모든 경우에 약식재판(summary 

judgment motion)에서의 구술변론(oral argument)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원규칙은 
허용되지 않는다. Fernhoff v. Tahoe Regional Planning Agency (1986, CA9 Nev) 803 
F.2d 979.

32) U.S. v. One 1974 Porsche 911-S Vehicle Identification No. 9114102550, C.A.1(Mass.) 
1982, 682 F.2d 283.

33) Rhoads v. Okamura, 98 Haw. 407, 49 P.3d 373 (2002). 
34) Loghry v. Rogers Group, Inc., 348 Ark. 369, 72 S.W.3d 499 (2002). 단, 반대당사자

가 적시에 구술변론(oral hearing)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구술변론(oral 
hearing) 없이 법원이 약식재판(summary judgment motion)을 결정한 것은 허용되지 않
는다는 판례가 있다. Jasinski v. Showboat Operating Co. (9th Cir. 1981) 644 F.2d 
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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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on)을 해 필수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인 변론서(“memorandum of 

points and authorities”)에는 약식재  신청을 뒷받침하는 법리와 근거를 구체

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재사항은 각 법원별로 규칙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다.35) 

연방 차에 비한 주(州)의 련 차로서 캘리포니아州의 를 들면, 캘리포

니아州에서의 약식재 (summary judgment motion)에서의 구술변론 련 법제  

실무운용도 연방과 체로 같다. 즉, 약식재 (summary judgment motion)에서의 

구술변론은 당사자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36) 약식재 (summary 

judgment motion) 차에서 구술변론을 면 ․ 으로 지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않지만 시에 기일지정과 기일에서의 구술변론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구술변

론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고,37) 구술변론을 허용하는 경우 그 내용과 

시간을 제한함에 있어 법원에 범 한 재량이 주어져 있다.38) 약식재

(summary judgment motion)을 포함한 재 (前)단계의 신청(pretrial motion)에서 

구술변론을 허용하는 것이 정의와 공정성에 한 일반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

여할 수 있다는 것이 캘리포니아州 례의 입장이다.39) 

(2) 1심 재 차(trial)에서의 구술변론 련법제와 실무운용

미국 연방민사 차의 재 (trial)단계에서 ‘trial brief’라고 불리는 서면의 제출은 

원칙 으로 법원이 재량으로 허용 는 불허할 수 있는 사항이나,40) 실무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trial brief’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Trial brief’를 제출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형식  기재할 사항은 각 법원

의 규칙과 실무 행에 따라 정하여진다.41) 

35) Sardo v. M cGrath, C.A.D.C 1952, 196 F.2d 20, 23. 
36) Jovine v. FHP, Inc. (App. 2 Dist. 1998), 76 Cal.Rptr.2d 322, 64 Cal.App.4th 1506.
37) Brannon v. Superior Court (App. 4 Dist. 2004), 8 Cal.Rptr.3d 491, 114 Cal.App.4th 

1203; Sweat v. Hollister (App. 4 Dist. 1995), 43 Cal.Rptr.2d 399, 37 Cal.App.4th 
603. 

38) Brannon v. Superior Court (App. 4 Dist. 2004), 8 Cal.Rptr.3d 491, 114 Cal.App.4th 
1203.

39) Victor v. Hedges (App. 2 Dist. 1999), 91 Cal.Rptr.2d 466, 77 Cal.App.4th 229, 
rehearing denied, review denied. 

40) 86 A.L.R.2d 1233 (“Right to File Briefs in Trial Court”).
41) 대체로 다음의 사항에 관해 포괄적으로 혹은 일부에 관한 trial brief를 제출하고 경우

에 따라서는 법원이 trial brief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pleadings and obj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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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시(開始)진술(Opening Statement)

개시(開始)진술(opening statement)은 목 과 기능 면에서 종결(終結)진술

(closing argument)과 명확한 차이가 있는 바, 종결진술(closing argument)은 설득

을 목 으로 하며 연방헌법 개정6조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개념 으로 

연 되는 데 비해, 개시진술(opening statement)은 배심을 상으로 하여 입증 이

의 상태에서 각 당사자 입장에서의 주요사실과 법  주장을 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42) 배심재 을 받을 권리와 논리 으로 연 된다.43)44) 개시진술(opening 

statement)을 권리로서 인정하는 성문의 법률이나 규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든 

피고든 개시진술(opening statement)을 포기(waive)할 수 있으나,45) 배심재 의 실

무에서는 통 으로, 혹은 통으로서, 개시진술(opening statement)을 허용하여 

왔다.46) 개시진술(opening statement)의 허용여부와 길이제한은 연방민사소송규칙

(FRCP) 제39조와 제83조  이에 상응하는 각 법원의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 

thereto, venue, discovery processes, pretrial conference, motions in limine, voir dire of 
jury, opening statements, matters of evidence, judicial notice, presumptions, burden of 
proof, res ipsa loquitur, affirmative defenses, matters relating to damages, motions for 
directed verdict, summations, requests for instructions, court's charge, jury verdict, 
judgment, posttrial motions. American Jurisprudence, Trials § 89 참조. 

42) 거의 모든 배심에 대한 설시(jury instruction)에 개시진술(opening statement)은 증거가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된다. Morfeld v. Kehm (8th Cir. 1986), 803 F.2d 1452, 1455(각
주3); Federal Judiciary Benchbook for U.S. District Judges, § 6.05. 

43) 1791년 당시에는 보통법(common law) 절차상 개시진술(opening statement)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개시진술(opening statement)은 연방헌법 개정6조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으로서 보장되지는 않는다. United States v. Salovitz, 701 F.2d 17, 18-21 
(2d Cir. 1983)(“W e hold, however, that a defendant's unfettered right to make an 
opening statement, unlike his right to a closing argument, is not one of the traditions 
of the adversary factfinding process that has been constitutionalized in the Sixth and 
Fourteenth Amendments ... [T]he making and timing of opening statements can be left 
constitutionally to the informed discretion of the trial judge.”(Herring v. New York, 
422 U.S. 853 (1975) 판례를 인용하여 판시함)).

44) 다만 개시진술(opening statement)의 현실적 중요성 및 의의에 대하여는 배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개시진술(opening statement)이 종료된 시점에서 내린 사실관계에 대한 잠
정적 결론이 이후의 재판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Note, “Opening Statement: A Constitutional Right?”, 7 Am. J. Tr. Advoc. 624 
(1984), 628-629면 등 참조.

45) M atter of Yagman (9th Cir. 1986), 796 F.2d 1165, 1171(각주3).
46) United States v. Stanfield (9th Cir. 1975), 521 F.2d 1122, 1125(per curiam) 

(“[P]ermitting attorneys to make opening statements is a practice long accepted as 
established and traditional in jury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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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운용에 있어 각 당사자는 1회씩의 개시진술(opening statement) 기회를 가

지며, 통상의 경우 원고가 먼  그리고 피고가 이에 이어 개시진술(opening 

statement)을 한다. 개시진술(opening statement)의 길이는 법원의 재량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47) 실제로 부분의 법원에서 각 당사자별로 10분에서 30분으로 제한

되어 있다. 법원은 개시진술(opening statement)에서 당사자 아닌 자의 진술은 재

량으로 이를 지할 수 있으며,48) 개시진술(opening statement)의 진행과 련된 

사항은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한다. 비배심(非陪審)

재 (nonjury trial)은49) 개시진술(opening statement)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비(非)배심재 에서는 법 이 기(旣)제출된 소장(訴狀)․답변서 등의 서면

(pleading)과 기타 비서면 등을 숙독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에 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단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시진술(opening statement)을 시간

낭비로 인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 증거제출 후의 구술변론(Oral Argument)

1심 재 (trial) 차에서는 배심재 (jury trial)의 경우 배심재 을 받을 권리의 

내용으로서 반드시 당사자에게 구술변론(oral argument)을 허용하여야 하되, 법원

47) Glenn v. Cessna Aircraft Co. (10th Cir. 1994) 32 F.3d 1462, 1464. 
48) United States v. Brown (3rd Cir. 1976), 547 F.2d 36, 37.
49)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非)배심재판(nonjury trial)에 의한 재판이 가능

하다: (i) The claims involved are ‘equitable’ (rather than ‘legal’) in nature or the case 
involves admiralty or maritime claims (FRCP 38(e)) so that there is no right to a jury 
trial; (ii) The statutory claim involved is not analogous to an action at common law, 
and the statute does not expressly provide for a jury trial, or the statute expressly 
provides for a nonjury trial (Federal Tort Claims Act, 28 U.S.C. §§ 1346, 2402) - 
statutory claims may involve interpretation of a statute, which is an issue of law for 
the trial court (Fishermen Against Destruction of Environment, Inc. v. Closter Farms, 
Inc. (11th Cir. 2002) 300 F.3d 1294, 1296 참조); (iii) The right to jury trial has been 
waived by the parties. 하나의 소송에 보통법상 청구원인(legal claim)과 형평법상 청구
원인(equitable claim)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또는 법원이 직권으
로 나눌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각각의 해당부분을 배심재판과 비배
심재판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FRCP 42(b); Leicester v. Warner Bros. (9th Cir. 
2000) 232 F.3d 1212, 1215. 이 경우 보통법상 청구원인(legal claim)과 형평법상 청구
원인(equitable claim)에 공통되는 주요사실은 연방헌법 개정7조의 배심재판을 받을 권
리上 반드시 먼저 배심재판에 의해 확정되어야 하며, 법원은 비배심재판에서도 배심
의 사실판단에 기속된다. Bangert Bros. Const. Co., Inc. v. Kiewit Western Co. (10th 
Cir. 2002) 310 F.3d 1278, 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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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술변론의 진행을 감독․통제할 수 있으며50) 이에 있어 범 한 재량을 가

진다.51) 표 으로, 법원은 재량으로써 구술변론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52) 

각 당사자별로 구술변론을 할 수 있는 소송 리인의 수 역시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53) 

비배심재 (非陪審裁判)(nonjury trial)에서는 증거제출 종결 후 사안에 해 법

원을 상으로 구술변론을 하는 것은 권리가 아닌 특권(privilege)으로서, 이의 허

용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다. 비배심 민사재 에서 증거제출 종결 후 구술변론

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항소심에서 원심을 기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는 것이 례의 입장이기도 하다.54) 

다. 종결(終結)진술(Closing Argument)55)

민사재 에서 당사자에게 종결진술(closing argument)을 권리로서 인정하는 성

문법령  례는 존재하지 않으나, 실무운용에서 법원은 통 으로 혹은 통

으로서 종결진술(closing argument)을 허용해 왔으며, 종결진술(closing argument)

의 진행에 한 감독과 통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56) 이와 비교할 

때, 형사재 에서는 종결진술(closing argument)을 연방헌법 개정6조(the Six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가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50) American Jurisprudence, Second Edition, Trial § 211. 예를 들어, 법원은 재량에 의해 
구술변론에 시간제한을 둘 수 있다. American Jurisprudence, Second Edition, Trial § 
212.

51) 62 A.L.R.2d 249; American Jurisprudence, Trial §771.
52) American Jurisprudence, Trial § 461. 
53) American Jurisprudence, Trial § 494 이하.
54) Koyer v. W illmon (1909) 12 Cal.App. 87, 106 P. 599; Babis v. New York Extract 

Co. (1935) 120 Pa.Super. 73, 181 A. 846; Haas v. King (1926) 216 App.Div. 821, 
215 NYS 641; Oil Workers International Union v. Superior Court (1951) 103 
Cal.App.2d 512, 230 P.2d 71. 

55) 미국의 한 권위 있는 실무지침서가 열거한 종결진술(closing argument)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 introduction, reiteration of case theme, burdens of proof and standard of 
proof, witnesses' credibility (and rehabilitation), absence of evidence, expert testimony, 
weaknesses in opponent's case, weaknesses in your case, damages, conclusion with 
appeal to equity, reference to the theme and request for a favorable verdict. Robert E. 
Jones, Gerald E. Rosen, William E. Wegner, and Jeffrey S. Jones 共著, Rutter Group 
Practice Guide: Federal Civil Trials and Evidence, Chapter 14. Closing Argument, § 
14:450 참조.

56) Carlin v. Stringer (10th Cir. 1966) 365 F.2d 597,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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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서 즉 피고인의 헌법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으며,57) 종결진술(closing 

argument)을 불허하는 것은 형사 차에 요구되는 법 차(due process)원칙에 

배된다는 것이 례의 입장이다.58)

비배심재 (nonjury trial)에서의 종결진술(closing argument)의 허용여부는 

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며 종결진술(closing argument)을 희망하는 당사자는 이

를 명시 으로 신청하여야 하되,59) 부분의 경우 실무운용에서는 비(非)배심재

에서도 종결진술(closing argument)을 허용한다.60) 비배심재 에서는 종결진술

서면(closing brief)의 형식으로 이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

며, 구술의 종결진술(closing argument)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일반 으로 배심재

에서보다 내용과 시간을 더욱 제한한다. 구술의 종결진술(closing argument)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과 소송 리인간에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거나 법리에 한 

토론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종결진술(closing argument)의 진행에 해서는 법원이 범 한 재량을 가진

다. 당사자의 소송 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법원은 종결진술(closing argument)을 

할 소송 리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복수의 소송 리인이 종결진술(closing 

argument)을 하는 경우 총(總)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61) 상 방의 종결진술

(closing argument)에 해 반박을 하기 한 진술(rebuttal argument)의 허용여부 

역시 법원의 재량사항이며,62) 당사자간에 종결진술(closing argument)을 하는 순

서 역시, 입증책임을 진 측( 체로 원고)에서 먼  행하는 것이 일반 이기는 하

나, 법원의 재량사항이다.63) 종결진술(closing argument)의 길이 역시 법원이 재량

57) Herring v. New York, 422 U.S. 853, 865, 95 S.Ct. 2550, 2556 (1975) (“[D]enial of 
opportunity to make closing argument violates constitutional right to effective 
assistance of counsel.”).

58) 예를 들어, Thomas v. District of Columbia (1937) 67 App.D.C. 179, 90 F.2d 424, 
428 참조.

59) American Jurisprudence, Trial § 771.
60) 원고와 피고 모두 종결진술(closing argument)을 포기(waiver)할 수 있으나(Carlin v. 

Stringer (10th Cir. 1966), 365 F.2d 597, 599; Chevron, U.S.A., Inc. v. Hand (10th 
Cir. 1985), 763 F.2d 1184, 1187), 재판에 있어 종결진술(closing argument)의 중요성
상 이러한 포기의 결정은 변호사의 업무상과실(malpractice) 책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61) Jeter v. St. Regis Paper Co. (5th Cir. 1975) 507 F.2d 973, 980. 
62) Fernandez v. Corporacion Insular de Seguros (1st Cir. 1996), 79 F.3d 207, 209-210. 
63) M ontwood Corp. v. Hot Springs Theme Park Corp. (8th Cir. 1985), 766 F.2d 359,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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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한할 수 있되,64) 체로 재 (前) 차의 종결시 (구체 으로 final 

pretrial conference)에 법원이 양측 소송 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각 당사자에게 

주어질 종결진술(closing argument) 시간의 길이를 결정한다.65) 체로 각 당사자

에게 동일한 시간제한을 부과한다.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제51(b)(3)조에서는 배심에 한 법원의 설시(說

示)(jury instruction)의 재 차상의 시  혹은 순서를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

하고 있다.66) 따라서 법원은 배심에 한 설시 이후에 종결진술(closing 

argument)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실제 많은 법원에서 이러한 순서로 차를 진

행하고 있다. 배심에 한 설시를 종결진술(closing argument)의 후로 나 어 2

회에 걸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배심평결의 방식과 련된 설시

는 종결진술(closing argument) 이후에, 실체법  평결의 내용에 련된 설시는 

종결진술(closing argument) 이 에 하는 것이 보통이다.67) 종결진술(closing 
argument)은 재 의 주요 차의 하나로서 재 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68) 오늘날 

일반 으로 종결진술(closing argument) 시 에는 배심원이 메모를 하는 것을 허

용하고 있다.69) 

64) Joplin v. Denver-Chicago Trucking Co. (8th Cir. 1964), 329 F.2d 396, 397-340. 
65) FRCP 제16(d)조는 “The participants at [the final pretrial conference] shall formulate a 

plan for trial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6) “The court ... may instruct the jury at any time after trial begins and before the jury 

is discharged.” FRCP 51(b)(3). 이 점에 관하여는 위의 각주25와 이에 수반하는 본문
도 참조할 것.

67) Final pretrial conference에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은 배심에 대한 설시의 순서를 종결
진술(closing argument) 전에 할 것인지 후에 할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있으
며, 많은 경우 변호사들은 배심설시 이후에 종결진술(closing argument)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배심설시 이전에 종결진술(closing argument)을 하도록 순서가 정해
지는 경우에도 배심에 대한 설시의 내용은 FRCP 51(b)(1)과 (2)에 의해 종결진술
(closing argument) 시점 이전에 당사자에게 알려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The court ... 
must inform the parties of its proposed instructions and proposed action on the 
requests (for instructions) before instructing the jury and before final jury arguments 
are delivered.” FRCP 51(b)(1)&(2). 

68) Smith v. Danyo (3rd Cir. 1978) 585 F.2d 83, 88-89.
69) 다만, 배심원에게 종결진술(closing argument)의 메모를 허용하는 경우 법원은 배심원

은 평결과정에서 일차적으로 다른 배심원의 메모가 아닌 본인의 기억에 의거하여 평
결하여야 하며, 자신의 메모 역시 평결과정에서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설시하여야 한다. Chicago & N.W. Ry. Co. v. Kelly (8th Cir. 
1936) 84 F.2d 569, 577.



2006. 9.] 미국 민사소송 차에서의 구술변론 련법제와 실무운용 19

배심재 과 비배심재 에 따른 종결진술(closing argument)의 내용상 차이로서

는, 배심재 에서의 종결진술(closing argument)에서는 재 부의 해석과 상이한 

법의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나 비배심재 에서는 재 부의 법해석

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에 상치하는 해석을 제시․주장하는 것이 허용된다.70) 

비배심재 에서의 종결진술(closing argument)의 효용으로서는 주요사실과 법  

쟁   증거자료에 한 법 의 기억을 환기시키며 각 당사자의 입장에서 자신

에게 유리한 부분을 강조할 수 있고 법 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는  등을 들 수 있다.

2. 연방 민사항소심에서의 구술변론

연방 민사항소심에서의 구술주의는 연방 법원에서의 구술주의 련 법제  

운용의 변화와 마찬가지의 과정을 겪으며 차 축소되었다. 즉, 국의 향으로 

심리와 변론의 구술주의가 원칙으로 채택되고 서면에는 이에 한 보충  기능

만이 부여되었던 연방성립 이 의 시기로부터 출발하여, 차 기일에 앞서 간략

한 요지를 기재한 비서면의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하 고, 이후 변론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로써 구술변론을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 으며, 나아가 구

술변론에 시간제한을 가하기 시작하 다.71)72) 20세기 반 이후부터는 연방 민

사항소심에서는 구술변론 없이 항소 차를 진행하여 완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70) American Jurisprudence, Trial § 492 이하. 
71) R. Kirkland Cozine, “The Emergence of Written Appellate Briefs in the Nineteenth- 

Century United States”, 38 Am. J. Legal Hist. 482 (1994), 498-523면.
72)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법제도의 제(諸)영역에서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상소심과 1심에서 공히 영국에 비해 구술주의가 법제와 실무운용 
면에서 대폭 축소된 원인으로서는, 첫째, 영국에서 강한 구술주의 전통이 유지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법정변론전문변호사(barrister)와 같이 구술변론을 담당할 훈련된 전
문성을 가진 법조인의 수가 부족하였고, 둘째, 지리적 광대함에서 기인하여 정치과정
과 통치작용 전반에서 구술보다 서면에 의한 의사와 주장의 표현과 전달이 주된 의사
소통경로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러한 특징이 소송절차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셋째, 
영국에서 소송절차가 정립된 13세기에 비해 인쇄기술과 매체가 크게 발달되었다는 것 
등을 들고 있으며, 또한 보다 추상적 차원에서는 사법제도와 소송절차에 대한 대중 
혹은 공중의 신뢰가 구술보다는 문서의 형식을 갖춘 변론서와 판결문에 근거한다는 
인식을 들고 있다. Robert J. Martineau, “The Value of Appellate Oral Argument: A 
Challenge to Conventional Wisdom”, 72 Iowa L. Rev. 1 (1986) 9-11면; Suzanne 
Ehrenberg, “Embracing The Writing-Centered Legal Process”, 89 Iowa Law Review 
1159 (2004), 1163-1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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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73) 즉, 연방항소규칙(Federal Rules of Appellate Procedure) 제34조는 주요 

(법 ) 쟁 에 용되는 근래의 유효한 선(先) 례가 존재하는 경우(“the 

dispositive ... issues have been recently authoritatively decided”), 그리고 사실

계와 법  쟁 에 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원심의 소송기록과 항소장 등 항소심

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에 의해 충분히 제출되어있고 구술변론이 법원의 

단에 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단하는 경우(“the facts and legal 
arguments are adequately presented in the briefs and record, and the decisional 

process would not be significantly aided by oral argument”)를 포함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항소심 차에서 구술변론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74) 

련 실무운용을 보면, 를 들어 제8연방항소법원(the Eighth Circuit)에서는75) 

항소법원의 소속변호사(staff attorney)가 수된 모든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후 

각 사건별로 항소심에서의 구술변론의 허용여부와 허용시의 시간제한에 해 권

고안을 비하여, 구술변론 허용을 권하는 경우 ‘구술변론 일정(argument 

calendar)’에 올리되,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구술변론의 길이를 10분, 20분, 30분

으로 정한다. 이후 법  3인으로 구성된 사 심사 소부(screening panels)에서 다

시 한 번 항소장과 원심 소송기록을 검토하여 구술변론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사

심사 소부에서 법원소속 변호사의 권고를 받아들여 구술변론을 생략하기로 확

정하면 이후의 항소 차를 구술변론 없이 진행하며, 소부에서 구술변론을 허용하

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안은 ‘구술변론 일정’에 포함되어 이후의 항소

차에서 기일을 지정하여 구술변론을 연다.76)

3. 미국 연방 법원(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차에서의 구술변론

73) Daniel J. M eador, “Toward Orality and Visibility in the Appellate Process”, 42 Md. L. 
Rev. 732 (1983), 734면. 

74) Fed. R. App. P. 34(a)(2).
75) 미국 연방 제8항소법원(the Eighth Circuit)은 규칙 제10조(8th Cir. R. 10(a), (b) & (c))

에서 연방항소규칙(the Federal Rules of Appellate Procedure) 제34조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거하여 구술변론을 생략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
다.

76) Internal Operating Procedures of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Eighth 
Circuit § I(C)(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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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 법원의 성립 기의 연방 법원규칙에는 구술변론도 상고이유서 등 

제출서면도  언 되어 있지 않으나, 연방 법원 성립 기에는 심리와 변론

에서 구술주의가 원칙으로서 큰 비 을 차지하 다.77) 미연방 법원에서의 차

에 서면의 제출이 요구되기 시작한 것은 1795년으로, 연방 법원규칙 제8조에서 

소송 리인으로 하여  주장의 핵심  내용(“a statement of material points of 

the case”)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 다.78) 1821년에는 연방 법원규칙 제30조

에 의해 이러한 서면의 제출에 한 요건이 강화되어, 법원에 제출하는 바의 모

든 사실과 주장, 서증  법  근거의 내용을 진술하거나 요약한 서면(“a printed 

brief or abstract ... containing the substance of all the material pleadings, facts 

and documents ... and the points of law and facts intended to be presented”)을 

필수 으로 제출하도록 하 다.79) 

미연방 법원이 국식의 강한 구술주의 통과 결별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1849년 채택한 연방 법원규칙 제53조로서, 이에 의해 연방 법원에서의 

구술변론은 각 소송 리인당 2시간씩으로 제한되었다.80)81) 1858년에는 구술변론

을 할 수 있는 소송 리인의 수가 당사자별 2인씩으로 제한됨으로써 연방 법원

에서의 구술변론은 최장 8시간으로 제한되었고, 1871년에는 구술변론의 시간이 

당사자별 최  2시간으로 더욱 제한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연방 법원규칙에 

의해 구술변론이 당사자별 30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행 연방 법원규칙은 제24
조와 제28조에서 각각 제출서면(상고장  상고이유서에 해당하는 서면 등)에 

한 형식요건과 구술변론에 해 규정하고 있다.82) 

77) 5 U.S. (1 Cranch) xvi (1803) (adopted August 8, 1791).
78) Sup. Ct. R. 8, established in 3 U.S. (3 Dall.) 120 (1795).
79) Sup. Ct. R. 30, established in 19 U.S. (6 Wheat.) xiii (1817).
80) Sup. Ct. R. 53, established in 48 U.S. (7 How.) iv (1849).
81) 단, 이 무렵까지는 당사자별로 각 당사자를 위해 구술변론을 할 수 있는 소송대리인의 

수를 제한하지는 않았으므로, 어떤 당사자가 두 명 이상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수인(數人)의 소송대리인이 한 당사자를 위해 각각 2시간씩 구술변론을 하는 것이 허
용되었다. 

82)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Rule 24. Briefs on the Merits: In General
1. A brief on the merits for a petitioner or an appellant shall comply in all 
respects with Rules 33.1 and 34 and shall contain in the order here indicated:
(a) The questions presented for review under Rule 14.1(a). The questions shall be 
set out on the first page following the cover, and no other information may 
appear on that page. The phrasing of the questions presented need not be 
identical with that in the petition for a writ of certiorari or the jurisdi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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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but the brief may not raise additional questions or change the 
substance of the questions already presented in those documents. At its option, 
however, the Court may consider a plain error not among the questions presented 
but evident from the record and otherwise within its jurisdictionto decide.
(b) A list of all parties to the proceeding in the court whose judgment is under 
review (unless the caption of the case in this Court contains the names of all 
parties). Any amended corporate disclosure statement as required by Rule 29.6 
shall be placed here.
(c) If the brief exceeds five pages, a table of contents and a table of cited 
authorities.
(d) Citations of the official and unofficial reports of the opinions and orders 
entered in the case by court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e) A concise statement of the basis for jurisdiction in this Court, including the 
statutory provisions and time factors on which jurisdiction rests.
(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treaties, statutes, ordinances, and regulations 
involved in the case, set out verbatim with appropriate citation. If the provisions 
involved are lengthy, their citation alone suffices at this point, and their pertinent 
text, if not already set out in the petition for a writ of certiorari, jurisdictional 
statement, or an appendix to either document, shall be set out in an appendix to 
the brief.
(g) A concise statement of the case, setting out the facts material to the 
consideration of the questions presented, with appropriate references to the joint 
appendix, e.g., App. 12, or to the record, e.g., Record 12.
(h) A summary of the argument, suitably paragraphed. The summary should be a 
clear and concise condensation of the argument made in the body of the brief; 
mere repetition of the headings under which the argument is arranged is not 
sufficient.
(i) The argument, exhibiting clearly the points of fact and of law presented and 
citing the authorities and statutes relied on.
(j) A conclusion specifying with particularity the relief the party seeks.
2. A brief on the merits for a respondent or an appellee shall conform to the 
foregoing requirements, except that items required by subparagraphs 1(a), (b), 
(d), (e), (f), and (g) of this Rule need not be included unless the respondent or 
appellee is dissatisfied with their presentation byt he opposing party.
3. A brief on the merits may not exceed the page limitations specified in Rule 
33.1(g). An appendix to a brief may include only relevant material, and counsel 
are cautioned not to include in an appendix arguments or citations that properly 
belong in the body of the brief.
4. A reply brief shall conform to those portions of this Rule applicable to the brief 
for a respondent or an appellee, but, if appropriately divided by topical headings, 
need not contain a summary of the argument.
5. A reference to the joint appendix or to the record set out in any brief shall 
include the appropriate page number. If the reference is to an exhibit, the page 
numbers at which the exhibit appears, at which it was offered in evidence, and at 
which it was ruled on by the judge shall be indicated, e.g., Pl.Exh. 14, Record 
199, 2134.
6. A brief shall be concise, logically arranged with proper headings, and free of 
irrelevant, immaterial, or scandalous matter. The Court may disregard or strike a 
brief that does not comply with this paragraph.

Rule 28. Oral Arg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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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ral argument should emphasize and clarify the written arguments in the briefs 
on the merits. Counsel should assume that all Justices have read the briefs 
before oral argument. Oral argument read from a prepared text is not favored.
2. The petitioner or appellant shall open and may conclude the argument. A 
cross-writ of certiorari or cross-appeal will be argued with the initial writ of 
certiorari or appeal as one case in the time allowed for that one case, and the 
Court will advise the parties who shall open and close.
3. Unless the Court directs otherwise, each side is allowed one-half hour for 
argument. Counsel is not required to use all the allotted time. Any request for 
additional time to argue shall be presented by motion under Rule 21 no more 
than 15 days after the petitioner's or appellant's brief on the merits is filed, and 
shall set out specifically and concisely why the case cannot be presented within 
the half-hour limitation. Additional time is rarely accorded.
4. Only one attorney will be heard for each side, except by leave of the Court on 
motion filed no more than 15 days after the respondent's or appellee's brief on 
the merits is filed. Any request for divided argument shall be presented by motion 
under Rule 21 and shall set out specifically and concisely why more than one 
attorney should be allowed to argue. Divided argument is not favored.
5. Regardless of the number of counsel participating in oral argument, counsel 
making the opening argument shall present the case fairly and completely and not 
reserve points of substance for rebuttal.
6. Oral argument will not be allowed on behalf of any party for whom a brief has 
not been filed.
7. By leave of the Court, and subject to paragraph 4 of this Rule, counsel for an 
amicus curiae whose brief has been filed as provided in Rule 37 may argue orally 
on the side of a party, with the consent of that party. In the absence of consent, 
counsel for an amicus curiae may seek leave of the Court ti argue orally by a 
motion setting out specifically and concisely why oral argument would provide 
assistance to the Court not otherwise available. Such a motion will be granted 
only in the most extraordinary circumstances. 

이외에도 제출서면 관련 요건과 구술주의에 대한 제한을 보여주는 연방대법원 규칙에
는 제16조와 제21조가 있다. 

Rule 16. Disposition of a Petition for a Writ of Certiorari

1. After considering the documents distributed under Rule 15, the court will enter 

an appropriate order. The order may be a summary disposition on the merits.

2. Whenever the Court grants a petition for a writ of certiorari, the Clerk will 

prepare, sign, and enter an order to that effect and will notify forthwith counsel of 

record and the court whose judgment is to be reviewed. The case then will be 

scheduled for briefing and oral argument. If the record has not previously been 

filed in this Court, the Clerk will request the clerk of the court having possession 

of the record to certify and transmit it. A formal writ will not issue unless specially 

directed.

3. Whenever the Court denies a petition for a writ of certiorari, the Clerk will 

prepare, sign, and enter an order to that effect and will notify forthwith counsel of 

record and the court whose judgment was sought to be reviewed. The order of 

denial will not be suspended pending disposition of a petition for rehearing except 

by order of the Court or a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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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結語: 미국에서의 구술주의 련 논의의 시사

결론에 신하여, 미국 민사 차(혹은 소송 차 반)에서의 구술주의와 서면

주의에 한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끊임

없이 구술주의와 서면주의의 장단 에 한 논의가 학계와 실무계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구술주의 에서의 재의 소송 차의 특징과 향후 가능한 개선방향을 

고려하여 이에 요구되는 소양을 장래의 법조인의 교육․양성과정에서 교육의 내

용과 방식을 통해 함양시키기 해 노력해 온 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

다고 할 것이다. 

Rule 21. Motions to the Court

1. Every motion to the Court shall clearly state its purpose and the facts on which 

it is based and may present legal argument in support thereof. No separate brief 

may be filed. A motion should be concise and shall comply with any applicable 

page limits. Rule 22 governs an application addressed to a single Justice.

2. (a) A motion in any action within the Court's original jurisdiction shall comply 

with Rule 17.3.

(b) A motion to dismiss as moot (or a suggestion of mootness), a motion for 

leave to file a brief as amicus curiae, and any motion the granting of which would 

dispose of the entire case or would affect the final judgment to be entered (other 

than a motion to docket and dismiss under Rule 18.5 or a motion for voluntary 

dismissal under Rule 46) shall be prepared as required by Rule 33.1, and 40 copies 

shall be filed, except that a movant proceeding in forma pauperis under Rule 39, 

including an inmate of an institution, shall file a motion prepared as required by Rule 

33.2, and shall file the number of copies required for a petition by such a person 

under Rule 12.2. The motion shall be served as required by Rule 29.

(c) Any other motion to the court shall be prepared as required by Rule 33.2; the 

moving party shall file an original and 10 copies. The Court subsequently may order 

the moving party to prepare the motion as required by Rule 33.1; in that event, the 

party shall file 40 copies.

3. A motion to the court shall be filed with the Clerk and shall be accompanied 

by proof of service as required by Rule 29. No motion may be presented in open 

Court, other than a motion for admission to the Bar, except when the proceeding to 

which it refers is being argued. Oral argument on a motion will not be permitted 

unless the Court so directs.

4. Any response to a motion shall be filed as promptly as possible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relief sought and any asserted need for emergency action, and, an 

any event, within 10 days of receipt, unless the Court or a Justice, or the Clerk 

under Rule 30.4, orders otherwise. A response to a motion prepared as required by 

Rule 33.1, except a response to a motion for leave to file an amicus curiae brief 

(see Rule 37.5), shall be prepared in the same manner if time permits. In an 

appropriate case, the Court may act on a motion without waiting for a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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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의 련 논의에서 지 되어온 바의 구술주의의 장 은, 첫째, 구술주의

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구성되지 않는 사법부에 투명성․책임감․신뢰의 요

소를 부여하는 기제이며,83) 둘째, 구술의 심리와 변론에서는 법 이 질문과 답변 

 법리에 한 소송 리인과의 토의 등의 과정을 겪으며 당사자들의 입장과 주

장을 단 없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84) 셋째,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도 상징 으로 그리고 실 으로 법 을 직  설득할 기회를 보다 실

질 으로 갖게 된다는  등이다.85) 이에 하여, 구술주의의 축소와 서면주의의 

강화를 정 으로 혹은 호의 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첫째, 우선 서면주의 방식

은 법원의 업무부담의 증가에 한 실 인 책 혹은 해결책이며,86) 둘째, 법

원의 입장에서 볼 때 부분의 사안에서 결의 향방에 실질 으로 향을 주는 

것은 법원을 상 로 한 구술심리나 구술변론이 아닌 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

는 서면이고87) 따라서 법 이 구술의 심리나 변론이 결에 실질  도움이 되지 

83) Myron H. Bright, “The Power of the Spoken Word: In Defense of Oral Argument”, 
72 Iowa L. Rev. 35 (1986). 

84) Shirley M. Hufstedler, “New Blocks for Old Pyramids: Reshaping the Judicial 
System”, 44 S. Cal. L. Rev. 901 (1971).

85) Robert J. Martineau, “The Value of Appellate Oral Argument: A Challenge to the 
Conventional Wisdom”, 72 Iowa L. Rev. 1, 11-20 (1986).

86) J. Martineau, APPELLATE JUSTICE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1990). 최
근 미국 연방1심법원(federal district court)의 민사업무 부담은 다음과 같다.
Table: U.S. District Courts. Civil Cases Filed, Terminated, Pending

Fiscal
Year

Authorized
Judgeships Filed Terminated Pending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575
649
655
665
665
680
379
678

217,013
248,335
259,517
250,907
274,841
252,962
281,338
253,273

214,435
229,820
259,637
248,174
259,537
253,015
252,761
271,753

241,512
242,274
249,261
252,935
265,926
261,065
286,053
266,216

Note: Since the last Omnibus Judgeship Bill in 1990(P.L. 101-650), thirly-four 
additional judgeships have been created in the district courts. In addition, five 
temporary judgeships created by the 1990 Act had lapsed as of September 30, 
2005.

Source: Statistical Table C and Federal Court Management Statistics
87) Robert E. Holmes, “In Support of Appellate Briefing”, 50 Ohio St. B. Ass'n Rep.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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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단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하고,88) 셋째, 구술변론이 가진 

장 이 있더라도 그 장  혹은 이익에 비해 이에 소요되는 사회  비용이 훨씬 

높다고 한다.89) 

구체 인 제도의 구상과 운용에 있어 구술주의와 서면주의를 각각 어떠한 비

으로 어떠한 형태로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업무부담의 정도, 변호사

의 수, 기일에서의 변론의 속기․녹취를 포함한 기록의 작성  리와 련된 

제반여건 등 그 사회가 처한 여러 가지 여건을 기 으로 단할 효율성의 문제

임과 동시에, 궁극 으로는 사법제도와 소송 차에 한 국민의 신뢰라는 차원에

서 그 사회에서의 공정성  정의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에 따

라 어떠한 방식으로 재 차와 내용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제고할 수 있겠

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이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구술주의 본격실시에 따른 

련법제와 실무운  방향설정의 논의에서 더욱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구술변론, 민사 차에서의 구술주의, 민사 차에서 구술변론의 기능  

역할

(1985). 
88) Jack Leavitt, “The Yearly Two Foot Shelf: Suggestions for Changing Our Reviewing 

Court Procedures”, 4 Pac. L. J. 1 (1973). 
89) Robert J. M artineau, “The Value of Appellate Oral Argument: A Challenge to 

Conventional Wisdom”, 72 Iowa L. Rev. 1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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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w and Practice Concerning Oral Argument in The 

Federal Civil Procedure of the United States
90)

Woo-young Rhee
*

The Code of Civil Procedure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adopted the 

element of oral argument as the principal means of conducting civil proceedings 

while simultaneously requiring the submission of written documents in various 

phases and procedures. Until recently, such orality has not been implemented as 

stated in the Code, in the actual practice. With the revision of the Code in 

2002, however, as the revised Code has adopted the mechanisms assuring further 
readiness of the parties prior to the court dates and enabling material arguments 

and findings over the legal positions of the parties and the facts and evidence of 

the case, oral argument has become an essential tool for conducting the civil 

litigation in all applicable proceedings. This change has invited a new round of 

discussions and debates both within and outside the South Korean legal 

profession on the strengthened orality in the civil proceedings. The split of 
positions largely between its redundancy repeating the previously stated facts and 

arguments and its actual and symbolic legitimacy-enhancing role calls for a 

further assessment of the functions of the oral element in the civil procedure and 

the larger purpose it may attain in the nation's justice administration as a whole. 

As a part of such effort, from the comparative perspective, this article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ality in the civil procedure in the United States, 
focusing on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and the actual practices mainly as 

applicable to the federal civil trial under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ederal civil procedure of the United States from the 

orality perspective include, first, a wide scope of discretion on the part of the 

 * Assistant Professor of Public Law,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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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in administering oral hearing notwithstanding the orality as the principal 

means of conducting a jury trial, second, strong written elements in a nonjury 

trial with the heightened role of various documents required for submission, 

third, the required submission of written documents stating the facts and legal 

positions of the parties at various pretrial motion proceedings, as regulated by 

the rules of each court and the discretion of the bench, and, fourth, the 
submission of written statements as the litigants' principal tool for arguing their 

case and the oral argument permissible at the discretion of the court, in the 

appellate proceedings. The merits of the strengthened orality in civil justice 

administration, as discussed in the United States, include, first, the clarity, 

responsibility and trust that the orality provides for the judiciary, second, the 

possibility for the court to perceive and understand the positions and arguments 
of the litigants more precisely and fairly, free of bias and preconceptions, 

through discussions with the parties before the court including questions and 

answers, and, third, the actual and symbolic opportunity on the part of the 

litigants to directly persuade the court. On the other hand, the proponents of the 

centrality of written elements in civil proceedings argue that, first, the 

requirement of written briefs and other documents is a realistic alternative 
solution for the increased burden of caseloads on the court, second, the court 

should be able to limit oral argument when the court concludes in a specific 

case that the argument in writing as submitted to the court and not the oral 

argument substantively and materially affects the decision of the court, and, third, 

despite certain clear merits of the oral argument, various social costs incurred by 

the oral argument significantly exceed and outweigh any such merits. 
The meaning and the weight provided for the oral element under the law and 

in the actual practice of civil procedure in a specific nation may differ, 

depending upon the unique understanding shared within that particular nation 

with respect to what is crucial for the legitimacy of the justice adminstration and 

for the trust of the public therein. The critical lesson we may draw from the 

U.S. experience in this regard may perhaps lie in their pragmatic effort to 
balance the oral and the written elements in the civil proceedings pursua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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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resources that are indispensable for a successful administration of the oral 

argument, as well as their rich tradition of educating their future generation of 

legal profession so that the qualities required for the oral as well as written 

elements in the practice of law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constitute part 

of the integrated curriculum of legal education. The specific design of a system 

concerning the respective weights of the oral element and the written element for 
advancing the argument and conducting the litigation concerns the question of 

efficiency that should be judged in terms of the various conditions that particular 

society faces, such as the workload of the court, the number of the attorneys, 

and the resources and infrastructure available for the judicial institutions including 

those for the production of the court record for each of the proceedings. At the 

same time, ultimately, such a design of a system has to do with the question of 
how fairness and justice is perceived and appreciated by the public in terms of 

the public trust in the litigation procedures and the justice administration, thus 

how the legitimacy of the procedure, substance and outcome of the litigation 

may be attained and promoted. 

Key words: oral argument, orality in civil procedure, merits and functions of oral 
argument in civil proced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