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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 미국 면사절차상왜 사건관리 (case 

management)제도률 연구하는 의의 ? 그리고 

제도왜 간략한 역사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 제 134조， 241조 제 1항， 제206조， 제 

331조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구술주의(口述솟義)를 원칙으로 하고 서변심 

리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므기까지 실무에서 

변론기일에 구술변른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에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변론준비절차에서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 변 

론기일에서 활발한 구술변론 및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으며， 

소송 실무에서도 점차 구술변론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1) 구 

* 이 글은 2뼈년 9월 29일 대법원 사법제도비교연구회에서 발표자로서 발표한 바를 기초 
로 하여 이룰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이와 함께 소송 실무에서의 구술주의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실시를 둘러싸고 법조계 
내에서도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구숲주의의 본격적 실시에 관한 우리나라에서의 

현재의 입장 차이를 대별하면， 준비서연을 통해 이미 진술한 바의 주장이나 증거조사결 

과에 관한 의견 등을 변론기일에 중복하여 진술하는 것은 볼핍요하며 시간 등 자원의 
낭비라는 입장과， 구술주의의 심제 시행은 민사소송법의 원칙과 이상을 설현하는 것으 

로서 재판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감시 · 통제기능을 높여 민사소송과 사 
법제도 전반에 대한 이용자와 국민의 신뢰를 확보 · 제고하는 김이라뉴 입장이 있다. 이 
러한 입장의 차이논 2뼈년 5월 9일 대법원에서 개최된 구술변론 본격실시에 대한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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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제도의 구상과 운용에 있어 구술주의와 서변주의를 각각 어떠한 

비중으로 어떠한 형태로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업무부담의 정 

도， 변호사의 수， 기일에서의 변론의 속기 • 녹취를- 포함한 기록의 작성 

및 관리와 관련된 제반여건 등 그 사회가 처한 여떠 가지 여건을 기준으 

로 판단할 효율성의 문제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사법제도와 소송절차 

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차원에서 그 사회에서의 공정성 및 정의가 어떻 

게 인식되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재판절차와 내 

용 및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 o 제고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이며， 이러한 점 

이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구술주의 본격실시에 따른 관련법제와 실무운영 

방향설정의 논의에서 더욱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절차 전반에 있어서의 구술주의 

의 역할과 그 지향하는 목표에 관해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법제를 검토하고 구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비교법적 관점에서의 연구도 이러한 노력에 일조하는 바 있겠다. 이 글에 

서는 이러한 목적 하에， 구술주의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재판전(pretri외) 단계의 사건관리(case management)제도를 심층적 

으로 연구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미국 민사소송절차상의 관련법제 및 

실무에서의 운용실태를 미국 연방(聯J~)민사소송규칙 (Fecler머 Hu!es of 

Civil Proceclure)이 적용되는 연방 민사절차 1심( tri떠)에서의 절차를 대상 

으로 한국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영국 보통법하의 재판전절차(pretrial procedure)는- 소장과 답변서의 제 

출과정 (p!eading)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 

외하면 재판(tri머)에 이르기 전에는 각 당사자가 pleading과정에서 한 주 

장(allegations)의 사실적 토대를 검토할 수단이 마런되어 있지 않았다. 영 

국의 경우 현재의 미국 연방번사절차상 연방민사소송규칙 (Feder떠 Hules 

of Civil Proceclure, 이하 경우에 따라 본문에서 FRCP로도 인용함) 제 16 

변호사협회와 대법원간의 간담회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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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규정하는 pretrial conference와 상호 비교가능한 정도의 절차가 처 

음으로 등장한 것은 19세기 초반 경으로，2) 뼈l년 영국 의회 (Parliament) 

가 interpleader가 있는 소송에서 참가인 (a third-paπy cl려mant)을 법원 

에 출석시켜 청구의 성격과 내용을 진술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법관 

에게 주는 취지의 법률을3) 제정한 것을 그 시초로 본다 4) 이후 1868년 

영국 의회는 쟁점정리(“adjustment of issues")라는 절차를 신설하여 소장 

과 답변서의 제출 이후 법원에서의5) 법관에 의한 심리절차(he않ing)가 재 

판(tri떠)전에 필수적으로 열리도록 하였으며，6) 1883년에는 현재의 미국 

연방민사절차에서의 pretrial conference와 직접 비교될 수 있는 절차로서 

“summons for directions" 절차가 마련되 었다，7) 이 절차는 당사자들로 하 

여금 일반소환장(gener떠 summons)을 사용하여 재판(tri외)에 이르기 전 

까지의 모든 관련절차에 관한 법원의 지시를 구함으로써 다툼의 진정한 

성격을 밝히고 소장 및 답변서를 보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절차는 이후 

제정된 법률에 의해 필수적 절차로 규정되었다.8) 

미국에서 최초로 pretrial conference 절차를 사용한 것은 1929년으로서 

2) 영국에서의 pretrial conference 및 재딴전젤차(pretri외 procedure)의 역사적 연원에 관한 

상세 한 설 명 은 Sunderland, “The Theory and Practice of Pre-Trial Procedure," 36 
Michigan Lα1) Review 215 (]937) 참조 

3) 1831 Act - 1 & 2 Wm. 4, c. 58, par. 1. 
4) Charles Alan Wright, Arthur R. Miller, Mary Jay Kane 공자 ， Feder;띠 Practice & 

Procedure (2C뼈년 개정딴) Chapter 4, S 1521 (Westlaw 색인상 6A Fed. Prac. & Proc 
Civ.2d S 1521, 이하 이와 같이 인용함) 

5) 구체적으로 이러한 1868년볍에 의한 쟁점정리절차논 Scotland의 Court of Session에 적 
용되었다 Charles Alan Wright, Arthur R. Miller, Mary Jay Kane 공저， 6A Fed. Prac 
& Proc. Civ.2d S 1521 

6) 1868 Act - 31 & 32 Vict , c. 100, S 27 
7) Charles Alan Wright, Arthur R. Miller, Mary Jay Kane 공저， 6A Fed. Prac. & Proc. 

Civ.2d S 1521 
8) 1893년에는 이러한 절차가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되었으나 소장 및 답변서의 이진단계에 

소환장을 발부하게끔 하여 (pre-pleading summons) 심칠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익례적 
절차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에 처하였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1933년에논 이러한 절차를 
펼수적 절차로 유지하되 소환장윤 소장과 답변서의 제출 이후의 시점에 발부되도록 규 

정하여 개별사안의 필요성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Charles Alan Wright, Arthur R. 
Miller, Mary Jay Kane 공저， 6A Fed. Prac. & Proc. Civ.2d S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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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igan주의 Wayne County), 누적된 다량의 미제사안에 직면한 주 

(州)법원이 실험적 시도로서 재판전심리절차(pretl때 hearing procedure) 

를 마련하여 사용한 것이 효시가 되었다고 한다.9) 미국의 1930년대의 통 

계상10) 이러한 시도는 법원의 사안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에 긍정적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후 이러한 절차가 여러 주(州)에 급속하게 

전파 • 보급되었다. 이러한 주(州) 사법제도에서의 성공적 사용을 배경으 

로 하여 재판전심리절차(pre띠머 hearing procedure)는 1938년의 연방민사 

소송규칙의 제정을 통해(특히 제 16조)11) 연방 민사절차에 등장하게 되었 

9)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Sunderland는 1937년에 다음과 갇이 평한 바 있다. 

Ev하y issue which can * * * be withdrawn from the 떠al agenda will result in 
a net gain for all parties concemed. It will save time for the court and jury, 
save expense for the 때ties to the action, save trouble for the witnesses, di때n 

ish the risk of error by simplifying the proceedings, and reduce the labor and 
cost of an ap않al by curtailing the size of the record. If the admissions go far 
enough, or the evidence is c1ear enough, no trial at 외1 may be necessary. 

Sunderland, “The Th∞'ry and Practice of prεT끼머 Procedure," Michigan Law 
Review 36, pp. 215, 219 (937). 

10) 1935년의 통계를 보면 소송 개시된 4，965건의 사건 중 40.6%인 2，016건이 재판(πi머) 전 
에 해결되었다 이에 비해 1937년에는 소송 개시된 5，798건의 사건 중 55.1%인 3， 198건 
이 재딴 전에 해결되었다. Proceedings, New York Symposium on the Federal Rules 
(938) , p. 250 참조. 재판전(pretrial)단계의 pretrial conference의 효용에 관한 심층적 통 
계분석은 Charles AJan Wright, Arthur R MilJer, Mary Kay Kane 공저， 6A Fed. Prac 
& Proc. Civ.2d S 1522, 특히 각주25번 참조. 

11) 1938년 제정 당시의 연방민사소송규칙 제 16조 원문은 다당과 같다: 

Rule 16. Pre-T디al Procedure; Formulating lssues 
1n any action, the court may in its discretion direct the attomeys for the parties to 
appear before it for a conference to consider 
(1) The simp1ìfication of the issues; 
(2) The necessity or desirability of amendments to the pleadings; 
(3)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admissions of fact and of documents which will 
avoid unnecessary proof; 
(4) The limitation of the number of expeπ witnesses; 
(5) The advisability of a preliminary reference of issues to a master for findings to 
be used as evidence when the trial is to be by jury; 
(6) Such other matters as may aid in the disposition of the action. 

The court shall make an order which recites the action taken at the conference, the 
amendments allowed to the pleadings, and the agreements made by the parties as to 
any of the matters considered, and which limits the issues for trial to those not 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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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38년 연방민사소송규칙의 제16조상의 재판전심리절차는 광범위하면 

서도 유연한 절차로서 12) 그 실제 운용은 거의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행사 

방식에 달려 있었으므로， 다른 한편 이러한 재판전심리절차의 성공적 운 

용은 법관의 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정도와 개별사안별 신축적 운용의 

능력에 의해 결정되었다 13) 

이후의 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과정을 보면 제 16조는 1983년 개정에서 

크게 변모하였으며，14) 1983년 개정을 통해 재판전(前)절차의 목적이 @ 

posed of by admissions or agreements of counsel; and such 0떠er when entered con
troJs the subsequent course of the action, un\ess modified at the trial to prevent 
manifest injustice. The court in its discretion may establish by rule a pre-trial calen
dar on which actions may be placed for consideration as above provided and may ei
ther confine the calendar to jury actions or to non-jury actions or extend it to a11 
actions‘ 

12) U S. v. lntemational Business Machs αrn. m.c.N.Y. 1975) 68 F.R.D. 358 (“[F]lexi
bility in applying the directives for pretrials is the key to effective and sensible court 
adrninistration of the Rule."). 

13) Charles A1an Wright, Arthur R. Miller, Mary Jay Kane 공저， 6A Fed. Prac ‘ & Proc. 
Civ.2d S 1521 

14) 1983년 개정에서 연방민사소송규칙 제 16조는 pretrial orders룹 규정하는 FRCP 제 16조 
(마항음 제외하고 전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이전의 목적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시의 소송의 실태에 부합하게끔 하기 위한 개정이었다. 
제 16조와 관련된 1983년의 개정을 통해 pretrial conference의 목적이 재판에 집중되어있 
던 것에서 재판전(前)절차 전반에 대한 볍원의 지휘 • 관리로 옮겨갔으며， 제 16조 자체에 
서 언급하논 pretrial conference의 목적도 과거의 “ improving the quality of trial and 
facilitating settlement(FRCP 제 16조(a)항(5)호)"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것이 부가되었 
다: “to expedite the disposition of the action(FRCP 제 16조(a)항(j)호)"; “to estabJish 
early control of the case so as to av이ld having it be protracted(FRCP제 16조(a)항(2) 
호)"; 그리고 “discouraging wasteful pretrial activities(FRCP 제 16조(a)항(3)호)." 이와 

관련된 판례로서 Miller v. Los Angeles Countv Bd. of Education (C.A.않h ， 1986) 799 
F.2d 486, 488 (“Trial court’s requirement, induded in pretrial order and based upon its 
observation of pro se civil rights plaintiff from which court concluded that plaintiff 
was likely to pose questions at 띠aI that would warrant continuous objection by his 
adversary, that plaintiff submit his direct examination questions in advance, while not 
requiring the adversary to disclose questions in advance, was not an ab띠se of dis • 

cretion; a1though plaintiff suggested that he was depriv어 of spontaneity in his ques 
tioning, he did not indicate what he would have done differently had he been com
pletely free to ask spontaneous questions on direct examination, was permitted un 
fettered redirect examination of his witnesses, full rebuttal, and cross-exarnination of 
defendant’s witnesses, and the result was that plaintiff was able to present his case 
to jury with a minimum 이 interruption. ") 참조 



206 美 國 學 第二十九輯(2006)

법원에 의한 (사안별 혹은 차별화된) 사건관리와 @ 일정배치를 포함한 

절차진행계획의 수립임을 명확하게 하였다 15)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1983년 개정에서는 재판전(前)단계에서 절차진행일정명령( schecluling 

order)을 펼수적인 것으로 규정하였고，16) pretrial conference에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하였으며，l7)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final pretrial 

conference의 소집시점을 제안하였고，18) 새로운 힘-(項)을 추가하여 제재 

수단(sanctions)에 관해 규정하였다.19) 1993년 개정 에서는 @ 제 16조(b)항 

의 개정을 통해 initial schedu1ing order의 시점을 조정하고 discovery(집 

중증거조사)관련규정의 개정사항을 다른 사건관리 관련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절차진행일정명령 (schedu1ing order)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을 확대 

하였으며，(2) 제 16조(c)항의 개정을 통해서는 법관이 화해 (settlement20) ) 

의 촉진 또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재판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명 

령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을 명확히 함과 더불어 제42조， 제50조， 

제52조에 규정된 바의 재판진행절차수립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관이 관련명령을 발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연방민사소송규칙 제 16조는 특히 1938년 연방민사소송규칙의 제정당시 

이래 재판(tri려)에서 다툴 쟁점에 대한 당사자와 볍관의 이해를 도움으로 

15) 1983년 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에서 개정안지문위원회는 제 16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 “[T]he amended rule s매fts the emphasis away from a co띠erence 
focused solely on the tri머 and toward a process of judicial management that em 
braces the entire pretrial phase, es야cially motions and discovery." Comment, “Recent 
Changes in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PrescriptlOns to Ease the Pain?", 15 
Texas Tech L Reu. 8íJ7 (984) 참조. 연방민사소송규칙 제 16조의 입법의도와 운용실태 
를 1938년 연방민사소송규칙 제정당시와 19없년 개정이후를 대비하여 설명한 것으로서 

Shapiro, “Federal Rule 16: A Look At The Theory And Practice Of Rulemaking," 

Uniuersity af Pennsyluania Lα1) Review 137, p. 1969 (989) 참조 
16) FRCP 제 16조(b)항 

17) FRCP 저116조(c)항， 
18) FRCP 제 16조(d)항. 

19) FRCP 제 16조(f)항‘ 
20) 2005년 현재， 소송개시된 연방민사사건 전체 중에서 약 959-"가 재판( trial) 전에 해결된 
다 Thomas A. Mauet, Pretrial, Aspen Publishers (6th ed. , 2005), p.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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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궁극적으로 당사자들의 재판에서의 소송수행도모와 불의타로부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2l) 연방민사소송규칙의 기본방침인 ‘기술적 요소가 

아닌 본안에 대한 실질적 심리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주 

된 기제가 되어오고 있다. 집중심리 및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구술변론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구술심리관련제도로서 이해할 수 

있는 미국 연방민사절차의 재판전(前)절차 및 사건관리 (case manage 

ment)방식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점은， 재판(tri머)의 질(質) 향상의 도 

구로서의 재판전(前)절차재2) 당사자참가(joinder of the paπles， 연방민 

사소송규칙 제13조， 제 14조， 제 18-24조 참조)에 거 의 제 한을 두지 않는다 

든지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의 판단에 있어 상대적으로 느슨한 (식별설 

類의) 청구원인 심사기준(notice pleacling: 연방민사소송규칙 제8조 참조) 

이 적 용되 는 것 이 pretrial conference에 서 의 정 리 및 통제 가능성 에 의 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는 것처럼， 다른 관련절차와 상호보완의 관계에서 

존재하고 기능하는 것을 이해하여 전체로서의 연방민사절차라는 넓은 관 

점에서 재판전(前)절차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하에서 상술하는 바 연방민사소송규칙 (FRCP)이 제26조-제37조에서 

cliscovery(집중증거조사) 방식을 광범위하고 유연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 

2]) 띠멕b똑κlι오얄잭쁘썩 (C.A.D,C 1967) 384 F,2d 970, certiorari denied 390 U.S, 966, 
88 S,Ct. ]()77; 그러고 딩학lu. PennsvJvania RR Co, (C.A.2d, 1댔4) 328 F,2d 591 , 594, 
ceπiorari denied 377 U.S, 1α06， 84 S,Ct. 1943 (‘'One of the prime objectives of this 
new, but now firmly established procedur머 device[RuJe 16], is to do away with the 
o!d sporting theory of justice and substitute a more e띠 ightened policy of putting the 
cards on the table, so to speak, and keeping sur띠se tactics down to a minimum ") 참조 

22) 1rvinrr Trust Co, v U.S, (C.A.2d, 1955) 221 F,2d 303, certiorari denied 350 U.S, 828, 
76 Sü. 59; l ,ockwood v, Hercules Powder CQ, m.CMo, 1947) 7 F.RD. 24, 28 (“One 
of the 찌tal purpose, if not the outstanding purpose, of pre-trial conference is to ac 
quaint the parties and the court with the reaJ issues of fact and law in a case so 
theγ may be intelligent!y informed as to what questions will be for determination at 
a trial on the merits, "); 그리고 Eisman v, Samue! Goldwvn. Inc, m.CN.Y, 1939) 30 
F,Supp, 436, 438 (“That rule[Rule 16] is proceduraJ in nature in which the judge be
fore whom the matter is brought deterrαnes ， in his discretion, the most feasible way 
to proceed with the t디aJ; to eliminate issues from the trial which are unnecessary to 
a fin aJ disposition; to eliminate a cumbersome record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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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역시 pretrial conference와 pretrial hearing을 폼해 당사자에게 진정한 

쟁점을 확인하고 압축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일련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 

정한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데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염) 재판전(前) 

절차에서의 법원의 각종 명령 (pret찌머 order)이 관련 pleading에 우선하며 

(즉， 일치하지 않는 내용의 pleading을 대체) 또한 재판(trialJ에서 심리할 

쟁점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장래의 절차를 규율하도록’ 하 

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24) 

23) Japanese War Notes Claimants Ass’n of the Philippines , 겐ι..L!잭，(J96끼 373 F.2d 
356, 178 Ct.CI. 630, certiorari denied 389 U.S. 971 , 88 S.ct. 466 ("Under the modern 
pleading philosophy, the requirements f，α stating a case have been reduced and dis 
covery and pretrial provide the opportunity to f1esh out the c1aims and to define more 
narrowly the disp뼈d issues."); 그리고 Meadow Gold Prods‘ Co. v. Wnll:ht (C.A.D.C. 
1960) 278 F.2d 867, 868-869 (“The casual pleading indul당ed by the courts under the 
Feder외 Rules of Civil Procedure has quite naturally led to more and more emphasis 
on pretnal hearings and statements to define the ìssues.") 참조， 

24) Lane v. Geiger-Berger Assoc~ (C.A.8th, 1979) 608 F.2d 1148, 1152 (“In a proceeding 
on the subcontractor’s indemnity claim against an engin앉끼ng firm, the trial court did 
not err in submitting the issue as to the subcontractor's fraud c1aim, despi않 the fact 
that the complaint failed to a1lege a11 the elements necessary to sustain that claim, 
since the parties had stipulated in the pretrial order thal the fraud issue was to be 
litigated."); ln-Sink • Erator Mfg. Co. v. Waste King coI묘 (C.A.7th, 1965) 346 F.2d 
248, 251 , certiorari denied 382 U.S. 835, 86 S.Ct. 80 (“[매 pretrial conference order 
constitutes a pleading insofar as it esta비ishes， enlarges, 아 Iirrúts the issues of fact 
or of law in the case."); Rogers v. Union Pac. R. CQ., (C.A.9th, 1명4) 145 F.2d 119 
(“A1though not raised in the pleadings, the issue of overpayment was incorporated in 
the pretrial order and thus could be considered by the court. "); 그리고 파파gι」ι 
띠쁘썩ill (C.A. IOth, 때)2) 303 F.3d 1207, 1209 (“Claims, :!ssues, defenses, or theones 
of damages not inc1uded in the pretr떠I order are waived even if they appeared in the 
complaint and, conversely, the inclusion of a claim in the pretnal order is deemed to 
amend any pretnal pleadings which did not include that daim. ") 참조. 



미국 연방민사절차상의 사건관리 (Case Management)제도 209 

11. 미국 연방면사절차에서의 사견관리방식과 

;캡중증거조사 

1 . 미혹 먼사철화에서의 사건판헥 (c융5e management)방식 

과 꽉련저I~ 

(1) pretrial conference와 pretrial judge의 권한 

개별사건의 관리방법으로서의 pretrial conference는 효율적인 사건관리 

를 위해 재판(tri삶) 이전에 법원과 당사자간에 갖는 회합을 의미하는 것 

으로， 연방민사소송규칙 (FRCP) 제 16조 및 기타 관련조항에 규정되어 있 

다. Pretrial conference는 법원과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이후의 절차의 

진행계획을 수립하고 쟁점을 정리하며 당사자의 증거조사(discovery)를 

일정 정도 통제하고 재판전(前)단계의 당사자의 법원에 대한 각종 신청 

(pretrial motions)을 처리하며 화해 (settlementl가 쉽게 성립되도록 하 

는25) 기능을 한다. Pretrial conference의 종류는 @ 열리는 시기에 따라， 

최 초로 열 리 는 status conferenceGnitia1 sch때uling conference)와 재 판 

(tri허) 직전에 열리는 final pretrial conference, 그리고 양자의 중간시점에 

열리는 interim conference로 분류할 수 있으며， 또한 @ 협의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절차의 진행을 협의하는 scheduling conference(절차진행 

일정협의)， discovery절차에서 야기되는 각종의 문제를 협의 , 처리하는 

discoveη conference, 그리고 화해(sett1ement)의 가능성 및 조건을 협의 

하는 settlement conference 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Pretrial conference의 진행절차 및 방식에 관해서는 연방민사소송규칙 

제 16조는 다음의 두 가지 지침을 제외하고는 거의 규정하는 바가 없다. 

첫째， 제 16조(c)항에서 pretrial conference에서 협의될 수 있는 대상사항 

25) 위 각주 20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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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시규정으로서 제시하고 있다.잃) 둘째， final pretrial conference에 관 

해서는 제16조(d)항에서 final pretrial conference가 가능한 한 재판(tri허) 

직전에 열릴 것， 그리고 모든 당사자에 있어 재판(tri머)을 수행할 대리인 

중 적어도 한 명 이상이 final pretrial conference에 참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강) Pretrial conference의 실제 진행방법은 district별 그리고 개별법 

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기록원(court rep(뼈r)을 배석시키고 법 

정에서 협의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28) 기록원의 배석 없이 판사실 

(chamber)에서의 협의진행 후 기록원이 협의의 결파와 이를 반영하는 명 

령 (pretrial order) 만-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29) 단순한 사건에서는 시간 

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화를 사용하는 telephone conferenceY- 서변 
협의로 대면방식의 회합을 대체하기도 한다.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6조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재판전의 시점에 소송 

당사자의 대리인을 법원에 출석시켜 회합을 가질 수 있다(“ ... may in its 

discretion direct the attomeys for the parties to appear ... for a confer 

ence or conferences before trial")고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pretrial con

ference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며， 그 소집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달려 있 

다.떼) 개별사안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되고 유연한 사건관리의 이념상， 대 

26) Charles AJan Wright, Arthur R. Miller, Mary Jay Kane 공저， 6A Fed. Prac. & Proc. 
Cìv.2d ~ 1525. 

27) 이 점에 관해 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안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영하고 있다‘ “Sìnce 
the agræments and stìpulatìons made at thìs fìnal conference wilI control the trial, 
the prese끼ce of lawyers who wìll be involved ìn it ìs especìally useful to assìst the 
judge ìn structuring the casβ and to Jead to a more effectìve 띠며 .. Advìsory C때 
mittæ Note to the 1983 amendments to FRCP Rule 16 (Charles AJan Wright, Arthur 
R. Mìller, Mary Jay Kane 공저， 12 Fed. Prac, & Proc. Cì\'.2d의 Appendìx oJl 수록) 

28) ~띠n v. 흐믿빽 (C.A.3d, 1앉에) 잃1 F.2d 501, 507 참조， 
29) 다1arJes AJan Wright, Arthur R. Mìller, Mary ]ay Kane 장저， 6A Fed. Prac, & Proc 

Cìv.2d ~ 1526, 

30) 일뿔Lι」.c. Pennv CQ., (C.A.3d, 1963) 324 F.2d 467 (“V머en plaìntìff's counse] re • 

quested a postponement of the pretrial conference, resultmg ìn the trial judge dìs 
pen잉ng with pretrial procedures, he was not entìtl어 to a narratìve statement of his 
adversary as to what facts would be offered by it. ") 참죠. 그러나 이 점에 관하여는 
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다음과 같은 판례도 있다 g택깐h뀐뼈o Coro‘ v. Radio Co며」으f 
A겐택Çfl m.C.Del. 1953) 109 F.Supp. 913, 914 (“[A] pretrial conference ìs a1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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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법관은 사건의 복잡성 등을 기준으로 pretrial conference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한다. 개별 district에 따라서는 법원규칙 Ooc머 court rulel으로 

pretrial conference를 모든 사안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31 ) 이러한 법원규칙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83조에 규정된 법 

원의 자율권과 규칙제정권(rule-making power l에 의해 허용되는 것이나， 

개별 사안의 고유한 특성에 따른 법원의 재량에 의한 사건관리라는 목표 

에 비추어 볼 때 pretrial conference의 펼수적 소집은 정책의 문제로서 

비판을 받고 있다.32)33) 한편 일정 유형의 사안들에만 pretrial conference 

를 통한 사건관리방식을 적용하는 법원(district courtl도 있다. Pretri머 

conference의 소집 횟수에는 연방민사소송규칙상 제한이 없으며，34)$) 관 

련하여 발부할 수 있는 명 령 (pretrial order)의 수에 도 제 한이 없다.36) 재 

available to litigants.") 
31) “Mandatory pretri외”올 규정하쓴 법원규칙의 예로서， Distnct of Maine의 Loc머 Hu!e 제 

21 조， Western District of Michigan의 Local Hu!e 제45조， Eastern District of Washin
gton 91 Local Hule 제 12조(f)항 등이 있다， 

32) PO뻐ck， Pretrial Conferences, 1970, 50 FRD. 451 , New York주 Southeπ Dist끼ct의 
판사인 Pollack은 필수적 재딴전 사건관리체제 (mandatory pretrial system)에 관해 다읍 
과 같이 평한 적 있다: 

As applied under current rules of various courts, pretrial procedures have re 
sulted in useless, unnecessary, unprofitable expenditure of time, effort and ex 
pense in the majority of litigation. The average or ordinary case is over• ad • 

ministered, lawyers are put to busy work resulting in duplication 이 effort and 
fruitless preparation 없d J udges have ignored or made minor use of the work 
product of the Rule. The forgotten man, the client, is made to foot the bill 

Comment, “The μcal Hu!es Of Civil Proc어ure 1n The Federal Distnct Courts - A 
Survey," Duke Lα1) Journal 1011 , p. 1055 (]966) 

33) Sunderland, Proceedings, Clev마and Institute on the Federal HlÙes (J938), p‘ 않9 (“There 
is no use in making it mandatory because nothing will be accomplished without the 
sympathetic interest of the judge, and you cannot force him to be sympathe디 c.") 참조 

34) Life Music. Inc. v. Edelstein (C.A.2d, 1962) 3때 F.2d 242 (23회 의 pretrial conference가 
소집되었다)참조 

35) “The Manual for Complex Litigation"에서는 해당 사건 중 일부에서 최소 4회의 pre • 

trial conference릎 소집힐 것블 제안하고 있다 Charles A1an Wright, Arthur R Miller, 
Mary Jay Kane 공저， 6A Fed. Prac. & Proc. Civ.2d ~ 1530 

36) GGla잃SD많e터마11 vι‘ Dav씨l잉s (띠D.‘.c.‘.Or.19입42잉) 2 F.R. D.‘ 301 , 30여4 ("‘“T‘ 
was to s얀tn미ike from judges and litigants useless shackles of procedure to the en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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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전(前)단계 중 pretrial conference가 소집 되 는 시 점 은 개 별사안의 성 격 

과 특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겠으나，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6조(d)항에서 

는 최종적인 pretrial conference(final pretrial conference)는 가능한 한 재 

판(tri벼) 개시일에 가깝게 그 직전에 소집되도록 권장하고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 pretrial conference의 소집여부와 소집 횟수는 전적으 

로 법관의 재량사항이되，저) 일단 pretrial conference가 소집되면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은 

반드시 이에 참가하여야 하고，잃) 불참의 경우 제재가 가해칠 수 있다.39) 

개별 법원의 법원규칙 Oocal court rules)에 따라서는 pretri머 conference 

는 discovery종료 후에만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기도 하고，40) 소 

송대리인(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pre

뼈 conference 이전에 특정 서면(statement， memorandum 등)을 준비하 

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며，4l) 이에 참가하는 소송대리인이 당사자 

간 합의( stipulation)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일 것을 요구하기도 한 

다.42) 즉， 연방민사소송규칙 제 16조의 운용은 여러 변에서 개별법원의 법 

a fair 띠al of the essential questions could be had. ") 참조. 
3끼 Fisher v. Donbar Dev. CorP. m.c.N.Y. 1967) 42 F.R.D. 655 (“Although under [FRCP] 

Rule 16 it is the court that is vested with the discretion to call a case for pretrial. a 
pretrial hearing may be instigated by a sμggestion from counsel in the form of a 
motion."); 그리고 Proceedings, New York Symposium on the Federal Rules (J938) , 
p. 266 (“All [a party] can do is to suggest, as a friend of the court, that it might be 
advantageous to invoke the ruJe. That is as far as [a par1:y] can go. Jt is a matter for 
the initiative and discretion of the court. The parties have no right whatever to have 
the rule applied in any case.") 참조 

38) Identls않J Coro. of Wisconsin v. Positive Jdentification S、효ι꾀ι (C.A.7th, 197끼 닮O 

F.2d 298 참조. 
39) Charles Alan Wright, Arthur R. MiJler, Mary Jay Kane 꽁저， 6A Fed. Prac ‘ & Proc. 

Civ.2d ~ 1531 
때) 예를 들어， District of Nebraska의 Local Rule 제잃조(b)항， 그리고 Noπhem and 

Southem Districts of lowa의 Local RuJe 저116조 (b)항(1)호 등이 있다. 
4]) Dis띠ct of Delaware의 Local Rule 제5.4조， Eastem District of North Carolina의 Local 

RuJe 제25.02조 등 참조. 

42) Dis띠다 of ldaho의 Local Rule 제2-123조(k)항， District of Maryland의 lρcal Rule 제35 
조 (b)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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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규칙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실무가들은 당해 법원의 관련규칙을 숙지하 

여야 한다.때) 

연방민사소송규칙상에는 재판전(前)절차를 담당하는 법관(pretrial judge) 

과 동일한 법관이 재판(tri머)을 담당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관이 재판전(前)절차(pretrial proceed

ings)와 재판( tri려)절차를 연속하여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얘) 실제로는 pretrial conference는 법관 또는 법관의 위임을 받은 

magistrate judge가 주재하며 재판(tri떠)은 별도의 볍관이 주재하는 경우 

가 일반적인 경우이되， 복잡한 사안의 경우 효율성의 차원에서 동일한 법 

관(all-purpose judge)으로 하여금 재판전(pretri머)절차와 재판(tri머)을 담 

당하게 하는 경 우가 있다.45)46) 

Pretrial conference에서의 협의사항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6조(c)항에 

현행 11개 사항이 예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 심리가 불필요한 청구 및 방어방법의 식제를 포함한 쟁점의 정리와 

구체화·단순화 

(2) pleading의 수정(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FRCP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다.)47) 

@ 사실 및 문서에 관한 자백과 인정(“admissions of fact and of do

cuments"),48) 문서성 립의 진정성에 대한 합의(“stipulations regard 

43) Note, “Pretrial Conference: A Critical Examination Of Local Rules Adopted By Fede 
r머 Dist끼 ct Courts," Vanderbilt Lα1) Re띠ew 64, p. 467 (]978) 창조. 

44) Clark, “Objectives Of Pre-Trial Procedure," Qhio S.따te Lα1) Joumal 17, pp. 163, 165 
(956); Kincaid, “A Judge’s Handbook of Pre-Trial Procedure," 17 FR. D. 437 (1955); 
McAJlister, “끼1e Big Case ’ Procedural Problems In Antitrust Litiga디on，" Harvard 
Lα1) Review 없， p. 27 (J95J) 참조， 

45) Charles 매an Wright, Arthur R. Miller, Mary Jay Kane 공저， 6A Fed. Prac. & Proc 
Civ.2d S 1있O. 

46) U.S. v. Momran Stanlev & CQ" D.C.N.Y. 1입8， 76 F.Supp. 621 참조， 
47) Charles AJan Wright, Arthur R. Miller, Mary Jay Kane 공저 , 6 Fed. Prac. & Proc 

Civ.2d SS 1473-1490 
48) Iobin v. Chambers Constr. CQ, m.C.Neb. 1952) 106 F.Supp. 473 (“On tender at the 

pretrial conference of a carefully prepared request for admission of certain facts and 



214 美 國 學 第二f 九輯(2006)

i명 the authenticity of docurnents"),49) 증거능력에 관한 사전결정 

(“advance rulings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50) 

@ 불필요한 증거 • 중복되는 증거의 배제 

@ 증인과5])52) 서증의잃) 특정，잉) 변론요지서 (pretrial briefs) 제출 및 

교환의 필요성 및 일정의 결정， 이후의 pretrial conference의 일정， 

재판(trial)일정 

@ 특정 문제를 magistrate judge 또는 master에 위임하는 것의 적합 
성 55) 

the failure of the opposing counsel to reply affirmatively, the judge may direct the 
opposing counsel to investigate the facts and to serve and file a W1Ítten answer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 request will be taken as admi t:ted if not formally denied, 
but tlùs order wiJl be used very rarely because of its implied circumvention of Rule 
36.") 참조 

49) Pritchett v. Etheridrz~ (C.A.5th, 1949) 172 F.2d 822 참조 
50) Penn v. Automobile Ins. C。m.C.Or. 1939) ?:7 F.S때p. 337 (“W어en an important wit

ness for insurers on an issue raised by the defense that the fire loss resulted from 
arson committed by plaintiff was outside of Oregon, defendants' motion for an order 
directing the court reporter to certify the testimony given by the witness at the first 
trial to be used in the second trial would be granted unde:: Rule 16.") 참조， 

51) 끄흐lι쉰맥마ill (C.A.4th, 1뼈) 369 F.2d 539; 그리고 뀔때 v. R. l. Auto Parts & 
Se마ι」띤~ (C.A.lOth, 1988) 864 F.2d 677 (“Ordinarily, disc:overy is not the stage of 
litigation at which a party identifies i얹 pros야ctive witnes~;t's; the pretrial coαJference 

is the appropriate occasion on wlùch to identify witnesses. ") 참조 
52) 1n the Matter of Rhone-Poulenc Rorer Pharmaceuticals. In~;， (C.A.7th, 1998) 138 F.3d 

695 (“Judge presiding over pretrial proceedings has power to limit the number of 
witnesses.") 참조， 

53) US. v. RavcQ，.，.l쁘， (C.A.lOth, 1980) 616 F.2d 462, 뼈4; 그리고 US. v. Monmn 
m.c.N.y. 1950) 10 F.R. D. 240 (연방정부가 원고인 antitrusl:소송으로샤 상대방 당사자 
가 개인130명과 법인7개 등으로 이루어진 사안에서 각 당사자에게 재판전(前)절차에서 
제출하고자 하는 모든 문서의 목록을 각각 법원에 제출하도팍 함) 참조 

54) 이와 관련하여 Feder외 Rules of Evidence 제702조 참조， 

55) 인응쁘comb v. Universal Match Coru~ m.C.N.Y. 1938) 25 F.Supp. 169, 172-173 (6년간에 
걸친 수천여건의 거래가 관련되었고 관련 문서들과 임원 등이 Missouri주에 소재한 사 
안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딴시하였다: “A consideration of 때1 these items will in 
volve a Herculean task for the jurors to perform. The Court’s time and that of the 
litigants and their attomeys can best be seπed by the appointment of an auditor 
This preliminary reference to an auditor will narrow the issues and thus save the 
time of the Court, jury, and counse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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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 (settlementl 또는 재판외분쟁해결방식 (AÐRl 사용의 가능성56) 

@ pretrial order의 형 식 과 내 용57) 

@ 제출된 신청 (motions)의 심리 및 해결58) 

@ 난해하면서 시간의 지연이 예상되는 사건을 다루기 위한 특별절차 

의 채택 필요성 59) 

@ 기타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사항(“such other 

matters as may aid in the disposition of the action’')60) 

56) 1n re Atlantic Pioe Cor11 (C.A. lst, 2002) 304 F.3d 135 (“A district court may order 
mandatory mediation when no explicit staωtOlγ provision or Jocal rule exists through 
the use of its inherent powers, as long as the case is an appropriate one and the or
der contains procedural and substantive safeguards to ensure faimess to all the par 
ties involved.") 참조 그러나， 이 점에 관해서는 In re A삐can-American Slave Descen 
dants’ Lit iJlatio!l m.c.IlI. 2003) 272 F.Supp.2d 755 (“Pretri외 conference rule stating 
that a court may take appropriate action with res않ct to settJement and the use of 
S맺ci허 procedures to assist in resolving a dispute when authorized by statute or local 
rule did not give the district court authority to order mediation on unwilling litigants 
absent a statute or local rule authorizing that decision. ")도 참조할 것， 

5끼 FRCP 제 16조(c)항(8)호 

58) FRCP 제 16조(c)항(9)호 또한 Charles AJan Wright, Arthur R. Miller, Mary Jay Kane 
공저， 6A Fed. Prac. & Proc. Civ.2d S 1529도 참조할 것， 

59) Active Prods. Com ‘ v. A.H. Choitz & Cc. m.C.lnd. 1995) 1없 F.R.D. 274 (“Due to ex 
tremely large number of parties involved in CERCLA litigation brought by 23 미am 
tiffs on behalf of themselves and 66 other p따ties， narIÙng as defendants 1,181 in 
dividuals and corporate entities, court would appoint panel of settlement masters and 
ch며r to coordinate their activities."); 그리고 New Tersev De마 of Environmental 
략원띤믿」되파엎딱펴빡onment외 Manallement S하vs .. InÇ., m.C.N.]. 199]) 138 
F.RD. 421 (“Court had authority in multiparty hazardous waste case to place parties 
into appropriate gïOUps and require group members to compensate and reimburse li
aison counsel for their gïOUp in an equitable manner; federal rules give court wide 
discretion in matters of case management and pennit use of special procedures for 
managing the actions that may involve complex issues and multiple parties.") 참조 

6O)Wirtz v. Hoooer-Holmes Bureau. JnÇ., (C.A.5th, 1964) 327 F.2d 939 (“[FRCP] Rule 16 
gives the court authority to require the Secretary of Labor to fiJe a list of witnesses 
in an action under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and to disrniss the action u∞n the 
Secretary’s refusal to comply "); 쁘밀따L쁘짝마앞E으iE미샌빡phia v. Weight Watchers 
미디 m.C.N. y. 197]) 53 F.R.D. 647, 652 (“[T]he court is empowered by [FRCP] Rule 
23(d) to issue protective or remec!ial orders in class actions, and, by Rule 16, to issue 
such orders in any action. Thus the court can deal with injustice or prejudice during 
the pretrial proceedings when and if the need arises. "); 그리고 h1ξy....:l.. Great Atl. & 
E쁘그농효도으m.C.Mo. 1962) 211 F.supp. 5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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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의 개정을 통해 추가된 열한번째 사항은 법웠에 광범한 재량을 

부여하는 취지라고 법원의 판례를 통해 해석되어 오고 있다다6페6 

에서의 pretria1 conference의 구체적 모습은 법원꾀 재량사항이므로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 16조에 의해 pretria1 conference에서 협의될 사항이 무엇 

인지의 문제는 일률적으로 규격화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pretri머 conference에 참가하는 변호사는 사안의 모든 면모에 대해 준비 

가 되어 있어야 한다，62) 

한편 pretria1 conference는 법원이 가진 광범한 재량에 의해 유연하게 

운용되더라도 일방당사자가 상대방당사자의 재판줍비의 결과를 무임승차 

식으로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discoverγ절차 대용으로 이용되어서도 

안 되고，63) 더욱이 재판(tri머)을 대체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 

다.64) 따라서， 재판전(前)단계의 사건관리(case management)에 있어 법관 

tion of whether any testimony regarcling any pri아 occasions is to be admitted at the 
trial is one that would tend to simplify the issues of this case and one that is a 
proper subject of consideration under paragraph (6) of Rule 16 * * *. ") 참조. 

61) RDvster v. Rm!Q:eriQ m.C.Mich. 1941) 2 F.R.D. 429, modified on other grounds 
C.A.6th, 1942, 128 F.2d 197 (“When it appeared at the pretrial hearing that defendant 
had been inducted into the military and that his ability to conduct his defense was 
materially affected by that, the action was stayed, and the case was ordered con
tinued on the pretrial docket fo1' the pelÌod of the postponement.") 참조， 또한 Sunder
land, “Pγocedure F 01' Pretrial Conferences In The F eder;꾀 Courts," 28 J.AmJud. Soc 
46 (944), 그리고 Kozar v. Chesaoeake & Ghio Rv. C~ ID.C.Mich. 1970) 320 F.Supp. 
335, 368, judgment affirmed in part, vacated in 며rt on other grounds C.A.6th, 1971 , 
449 F.2d 1잃8 (“[T]he pretrial conference is the appropdate time f，α the parties to 
bring any suggestions for procedural innovation, such as a request for a daily tran
script, befo1'e the court‘")도 참조할 것 

62) Charles Alan Wright, Arthur R. Miller, Mary Jay Kane 공저， 6A Red. Prac. & Proc 
Civ.2d ~ 1524 

63) Benær v. Branna!l (C.AIOth, 1949) 172 F.2d 241 , certiαari denied 337 U.S. 941, 69 S.Ct 
1519 (“The pretrial conference procedure may not be turned into a device by which a 
litigant can make use of his opponent's p1'eparation for trial and by which one may be 
compell려 to reveal the facts on which his defense or cause of action is based.") 참조 

64) Svracuse Broadcastirur Com. v. Newhous~ (C.A.2d, 1959) 271 F.2d 910 (“[FRCP] Rule 
16 confers no sκx:ial power on the clistrict court to clismiss the action on the ground 
that it clearly aρpeared that plaintiff would be unable to prove the allegations of the 
complaint."); 그리 고 Ruedv v. Town of White Salmo]1 m.C.Wash. 1940) 1 F.R.D. 237 
(‘ Whether a pipe line was construc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whether 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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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주어진 광범위한 재량에도 불구하고， pretrial conference를 주재하는 

법관이 이러한 절차를 통해 다툼이 있는 사실 자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65)66) 다만， pretrial conference를 거쳐 재판대상 

인 쟁점 (triable issuesl 이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곧장 종국판결 

(judgmentl이 따르게 된다 67) 

(2) pretrial order와 그 실효성 확보수단요로서의 제재수단(sanctions) 

Pretrial conference 후에 법원은 회합(conferencel에서의 협의내용을 그 

대로 반영 하는 명 령 (pretrial orderl을 발하여 야 한다 68) 이 러 한 pretrial 

order는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증인목록， 서증목록69) 또는 진술서 

(statementsl70l 등을 제출할 것을 명하기도 한다. 연방민사소송규칙은(제 

16조를 포함하여 l pretrial order의 형식， 준비벙볍 또는 필수적 기재사항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각 법원이 스스로의 판단 

fendant was estoPI빼 from denying liability for extra work, and what damages were 
sustained if the construction was not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could not be 
determined at the pre띠머 hearing but would be left f야 the determination of the jury 
at 띠매.") 참조 

65) Lvnn v. Smith (C.A.3d, 1없) 281 F.2d 501 (“[T]he district court had committed re 
versible eπor ， usurping the province of the jury, when at pretrial it had made a de 
termination of the factual issues relating to defendants' go여 fai th and the exten t of 
their disclosure of the true facts to the district attomey.") 참조. 

66) Clav v. Callawa'l (C.A.5th, 1949) 177 F.2d 741 (“At the close of the pretrial confer 
ence, the court is required to make an order that recites the action taken at the con 
ference - the amendments to the pleadings that were a110w어， the agreements made 
by the parties, the admissions as to issues of fact or the genuineness or the admissi 
bility of documents, the stipulations of the parties as to the facts or issues to be 
tried, and the issues not disposed 이 and therefore remaining for trial. ") 참조， 

67) Newman v. Granf!er m.c.Pa. 1956) 141 F.Supp. 37, affirmed per curiam C.A.3d, 1957, 
239 F.2d 384 (“When the parties agreed on a11 the necessary and relevant facts and 
앉hibits at the pretrial conference, a decision on the merits could be entered without 
formal tri벼 ") 참조 

68) U.S. v. An Article of 마Ug， Etc" Acnotabâ m.C.N,J. 1962) 207 F.Supp. 758 참조. 
69) Naoolitano v. Compania Sud Americana De Vaooreâ (C.A.2d, 1970) 421 F.2d 잃2 참조， 

70) 1n re Woodmar Re머tv CQ, (C.A.7th, 1967) 잃4 F.2d 776, ceπioran de미.ed 389 U.S‘ 

l여0， 88 S.Ct. 7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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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취할 수 있다기) 기장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방법은 양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서보 합의하여 명령의 초 

안을 작성한 후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 법원의 확인을 거쳐 명령을 발하는 

방식이다，η) 당사자간에 명령의 내용에 관해 합의까 도출되지 않는 경우 

에는 법원이 스스로 명령을 작성한다，73)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6조(e)항에 

서는 이러한 명령 (pretri려 order)은 이후 다른 명령 (pretrial order)에 의해 

수정되지 않는 한 장래의 절차를 규율한다(“controls the subsequent 

course of the action")고 규정하고 있다，74) Pretrial order7} 증인목록， 서 

증목록 등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대상인 딩사자는 명령위반이 문 

제되는 경우 자신이 명령에 의해 부괴된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할 책 

임을 부담하며，댄) 의무이행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령 (pret디떠 

order)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의 각종 제재 (sanctions)가 가해지게 된 

다 76) 

Pretrial order는 명령으로서 이후의 절차를 거지늠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으므로 pretrial order로부터， 즉 이에 대해 직접 상소(appe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77) 다만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재딴(tri머)의 개시 직후부 

터 이에 대한 이의 (objection)를 제기할 수 있다 재판에서 원심의 당사자 

가 pretrial order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뚜에는 당해 사건의 항 

소심에서 pretrial order도 재판기록(tri떠 record)과 함께 원심소송기록을 

구성하게 된다，78) Pretrial order에 대한 적시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항 

71) Advisory Comrnittee Note to the 1983 amendments to FRCP Rule 16 참조. 
72) 적댁뎌끽띠퍼쁘eItv Co ‘ v. Samuel Ennv & CQ., mC .Ny. 19 ]8) 164 FSupp. 798 참조 
73) McCanw v. Hedrick (C.A.4th, 1976) 545 F.2d 393 참조 
74) Charles A1an Wright, Arthur R Miller, Mary Jay Kane 공저， 6A Fed. Prac. & Proc 

Civ.2d ~ 1527‘ 

75) 마맥!LL매쁘놓 (C.A.2d, 1966) 361 F2d 798 참조 
76) Charles A1an Wright, Arthur R Miller, Mary Jay Kane 공저， 6A Fed. Prac. & Proc 

Civ.2d ~ 1531. 
77) ßr때lev v. Milliken (C.A.6th, 1972) 뼈8 F.2d 902, certiorari denied 409 U.S. 없4， 93 

S.ct. 45 참조 
78) 딘띠얄Qιl쉰꾀꾀마디~ (C.A.10th, 1972) 454 F.2d 1279 참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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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에서 이를 심리하게 되나 이러한 심리의 결과 원심을 파기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Pretri려 order는 대체로 당사자간의 합의를 반영하는 것이 

며， 또한 pretrial order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trial court의 

재 량사항이 므로，79) 항소심 에 서 는 pretrial order에 의 이 의 를 심 리 하더 라도 

재량의 남용이 없는 한 그 결과로써 원심을 파기하지는 않는다，80) 

1983년의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6조의 개정을 통해 재판전(前) 사건관리 

에서의 법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된 이래로8]) pretrial order가 

일정한 경우 당사자의 소송수행에 있어서의 결정권을 침해하게 되는지의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법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직 

접적인 사건관리가 권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는 당사자의 소송수행방 

식 또는 소송전략의 결정에 있어 법관의 판단이 당사자의 판단을 대체해 

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82) 예를 들어 제7항소법원(the Seventh Circuit) 

은， 법원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다툼 없는 사실에 관해 합의 (stip띠ation)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특정 사실에 관해 특 

정내용의 합의를 하도록 명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잃) 그러나 

pretrial order에 관한 볍원의 권한에 대해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도 존재한다.없) 

79) Moore v, Svlvania 티ec. Prods ‘ InÇ., (CA3d, 1972) 454 F.2d 81 , 84 참조， 
80) Jordan v. Clarli (C.A.9th, 1988) 847 F.2d 1368, certìorari denied 100 S.Ct. 786 참조 
81) Charles A1an Wright, Arth띠r R. Miller, Mary Jay Kane 공 저 , 6A Fed. Prac. & Proc 

Civ.2d S 1522 
82) 띠덴따탤li이1). v. Posìtìve Identìfìcatìon Sv~ (C.A.7th, 1977) 560 F.2d 298, 302 참조， 
83) LE Edwards Constr. Co. v. Anderson Safewav Guard Raìl CorR (C.A.7th, 1976) 542 

F.2d 1318, 1323 (“Under the catch-a11 clause of the Rule which permìts the trial courl 
10 dìrect the attomeys for the paπies to appear before it for a pretrial conference to 
consider certain prescribed matters and such other matters as may aid in the dis • 

position of the action, the trial judge was c1early wìthin hìs 디ghts in askìng counsel 
for the three parties to try to stipulate a11 the possible facts; however, the rule does 
not compel stipulation of facts and dìd not authorize an order forcing the partìes to 
stipulate the facts.") 참조， 

84) H Jlcomb v. Aetna Life lns. Cß (CAI0th, 1958) 255 F.2d 577, 580, certiorari denied 
358 U.S. 879, 79 S.Ct. 118 (“A pre-trial confere끼ce is more than a mere conference at 
which the court seeks to elìminate groundless a]Jegations or denials and the court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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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당사자들로 하여금 재판전(前)협의 (pretri머 settlement)를 통 

해 사건을 해결하도록 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의 한계 역시 문제로 부각 

되어 왔다，없) 이 문제는 특히 특정 절차에의 당사자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법원의 내재적이고 고유한 권한Gnherent authority)과 결부되어， 법 

원이 CD pretrial order를 이용하여 당사자들로 하여금 settlement confer

ence에의 참여 강제를 통해 합의를 위한 논의를 강제하거나 @ 재판외분 

쟁해결방식 (ADR)의 사용가능성을 타진할 것을 깅제할 수 있느냐의 맥락 

에서 논의되어 왔다.86) 1993년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재판전(前)합의 

(pretri벼 settlement)가능성의 논의에 참여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을 명백히 인정하는 방향으로 연방민사소송규칙이 개정되어， 한행의 

제 16조(c)항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출 

석 또는 전화통화의 방법으로 ‘합리적인 정도로 그 논의에 참여하도록’ 

the power to compel the parties to agree to aJl facts conceming which there can be 
110 real issue."); 그리 고 Benær v. Brannan (C.A. IOth, 1949) 172 F.2d 241 , 243, certior
ari denied 337 U.S. 941 , 69 S.Ct. 1519 (“The spirit of a pre • trial procedure is not only 
to caJl the parties together and ask them to stipulate as to aJl matters conceming 
which there can be no dispute, but to compel them to sl:ipulate. ") 참조 

85) Note, “μmits of Judicial Authority In Pretrial Settlement Under Rule 16 of The 
FederaJ Rules Of Ci띠I Procedure," Dhio 5따te ]ouκnal af Dispute Resolution 2, p. 311 
(987) ‘ 관련하여， çonnollv v. National School Bus Seπ 괴ι (C.A.7th, 1없9) 177 F.3d 
593 (“The district court abuses its discretion in reducin딩 attomey fees by one-third 
in a Title vn action based 011 떠 conclusion that the employee’s attomey engaged in 
dilatorγ tactics by refusing to meet with the district court judge’s law clerk to medi • 

ate the dispute, inasmuch as the rule giving the district cour1: judges the power to 
conduct pretriaJ settlement conferences did not aJlow delegation of that power to law 
clerks.") 참조， 

86) G. Heileman Brewin.g Co. v. loseoh Oat Cor~ (C.A.7th, 1989) 871 F.2d 없8， 654 (“The 
district judge had not abused his discretion when he required a corporate representa 
tive to appear at a pretrial settlement conference. There might be circumstances in 
which such an order ‘would be so onerous, so clearly unproductive, or so expensive 
in relation to the size, vaJue, and complexity of the case that it might be an abuse of 
discretion’; however, in the case at hand, which involved a claim for $4 million and 
complex factu aJ and legal issues estimated to require from one to three months of 
triaJ time, the burden of requ비ng attendance at the con ference was not out of pro 
portion to the benefits to be gained if the case might be settl떠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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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없3년의 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에 관해 강조할 사항으로서， 재판전 

(前) 사건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재수단의 강화 

를 지적할 수 있다， 1983년의 개정 어전에도 법원은 pretrial order의 위반 

에 대해 제재를 가해왔으나， 1983년 개정에서는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6조 

에 (f)항을 신설하여 당사자의 pretrial order 위반에 대한 법원의 제재권 

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없) 이는 법원의 재판전(前) 사건관리의 효율 

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잃) 즉，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6조(f)항에서는 

제37조(b)항(2)호에서 규정하는 증거조사절차관련제재(discovery sanc

tions)와 동일한 제재수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89) 또한 특별히 

일방당사자의 pretrial order의 위반의 경우 이로 안해 상대방당사자에게 

발생한 비용은 - 미국 민사절차상의 원칙상으로는 이례적으로 변호사비 

용(attomey fees)을 포함하여 - 명 령 을 위 반한 당사자 또는 소송대 리 인 

또는 양자 모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90) 연방민사 

87) 관련하여， Bur벼따， “Sancti'Ons In The 안uposed Amendments T'O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어ure: S'Ome Questi'Ons About P'Ower," H，빼tra Law Review 11, p. 댔7 

(1웠) 참조. 

88) Ad껴s'OηT Commit뼈 N'Ote to the 1983 amendment. 이러한 제재에 판한 법원의 권한을 
보다 제 한하여 야 한다는 입 장으로서 는 T'Obias, “J뼈i때 Discreti'On And The 1없3 

Amendments T'O 까le Federal ci때 R띠잉，" Rutgers LαD Review 43, pp. 933, 많4 

(1991) 참조. 
89) αmrles Alan Wright, A'1:hur R Miller, Mary Jay Kane 공저， 8 Fed. Prac. & Proc. 

Civ.2d S~ 잃89-앓91. 

90) B,radlev v. U s,. (C.A5th, 1앉엠) 않ì6 G.2d 120 (“Appr'Opriate rem어y. when the c'Ourt 
improperly aIl'Owed the federal g'Overnment to designate its 앉pert witnesses 
'Out-'Of-tirne and to present th잉r 않S미nony at the trial 'Of the m어ical malpractice ac 
ti'On, was remand f'Or new 며외 and impositi'On 'Of c'Osts a때nst the g'Ov，앉nment."); 
Seismic Int’I Res않rch Corn. v‘ S'Outh Ranch 0i1 co, (C.A1뻐1， 1앉16) 793 F.2d 227, 
C앙야'Orari d앉ied 479 U.S. 1뼈. 107 S.ct. 1297 (“When possible, sancti'Ons f'Or mis
l없ding activity bν c'Ouns잉 sh'Ould be entered against c'Ounsel, ar띠 n'Ot the parties 
they represent."); R'Ov v. American Professi'Onal Marketirur. Inc, m,C.Okl. 1987) 117 
F.R.D. 많7 (“Complete and t'O때 failure of counsel and one defendant in complying 
with pre띠al s대따버ing 'Order and preparing case for 며al r쩍버red imposition of 
monetary 잃nctions; in additi'On, attomeys would be requir빼 to attend practice 
seminar."); Y때nitellLx. Navieras [~Pu델윌펴im (D.C.N.Y. 1985) 106 F.RD.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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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규칙 제16조(f)항에서 명시한 제재수단은 한정적 열거가 아니라 예시 

적 열거이며， 법원은 각 위반의 경우 적합한 제재수단을 고안하여 이를 

명령으로써 부과할 재량을 가지고，9l)92) 나아가 상대방당사자의 신청 (mo

tion)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에 의해 (on its own motion; s따 sponte) 명령 

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93) 다만 직권에 의한 제재의 

(“A ward of costs and attomey fees was appropriate for plaintiffs’ attomeγ’s failure to 
ap야ar at pretrial conferences or timely and properly to obtain an adjoumment, 미us 

costs incurred by defendants in securing a transcript of that conference. "); 그리 고 
Iones v. Winneoesaukee R얹lty (C.A.1st. 1993) 990 F.2d 1 (“P•aintiff landlords were 
properly fin때 $5，αJO apiece for consistent failure to attend pretriaJ hearings and their 
bad faith in conducting litigation against tenant; they κgul때y defied court orders 
directing them to attend pretriaJ hearings and offered no irresistibly convincing rea
sons for those episodes, and the district court warned them on more than one occa • 

sion about the likely consequences of failure to attend.") 참조 
91) S맥따L쉰9쁘얻 (C.A.7th, 1없5) 761 F.2d 360 (“That the sa~ction rule aJlows whatever 

orders are appropriate implies that the sanction may include attomeγ’ s fees plus any 
other proper sanction, and that interpretation is consistent with the language of the 
rules setting forth sanctions for violations of discovery orders , and the triaJ court did 
not abuse i않 discretion in refusing to permit the introduction of the unlisted docu 
ments into evid태ce even though the triaJ court aJready had fined the defense attor
ney for aπiving at the pretriaJ conference without preparation."); R~S때0→Diaz v. 
@쁘희약 (C.A.1st, 1998) 140 F.3d 312 (“District court’s refusaJ to entertain defend
ants’ untimely motions for summ없y judgment, based on qu외ified immunity, was not 
an abuse of discretion in a S 1983 action; notwithstanding the govemment’s aJleged 
failure to diligently appoint counsel for defendants , defendants failed to seek a mod
ification of the deadline for pretriaJ motions or keep the court informed of any diffi 
culties in obt머ning representation."); 그리 고 딘효샌얄피맥I쁘.tgQ맥얻1 Countv School 
Svs. v. U.S. GVDsum Cα (C.A.6th, 1991) 925 F.2d 993, 998 (“Products liability plain
tiff waived any objections to defendant’s use of 띠.deo deposition of expert by failing 
to make timely objection in accordance with scheduling order.") 참조 

92) M쩔딱훨민파I낀잭니퍼호와맥Q~t밍 rria Entemrl짝도Q， m.C.C찌 1999) 186 F.R.D 
601 , 604 (“Sanctions may be imposed for a party’s unexcused faìlure to comply with 
a scheduling or pretriaJ order, even if that failure was llot in bad faith."); 그리고 
R:ushinrr v. Kansas City S. Rvι Qι (C.A ‘5th, 1999) 185 F,3d 496, ceπior때 de띠ed 528 
U.S. 1160, 120 S.ct. 1171 (“The decision of the district court to impose or to r，바ram 

from imposing sanctions under Rule 16(f) is within its 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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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대상 당사자에게 제재부과를 고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어 

야 한다.94) 명령위반의 경우에 가하는 제재는 법관의 재량사항이며， 따라 

서 이후의 심급에서 이는 재량권 남용의 유무라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 

준에 의해 심사된다 

(3) 일정배치를 포함한 절차진행계획의 수립 (schedulìng conferen

ces and orders) 

재딴전(前)절차에서의 사건관리를 권장하기 위하여 연방민사소송규칙 

제 16조(bl항은 일정배치 (timetablesl를 포함한 재판전(前)절차 진행계획 

(pretrial scheduling)의 수립을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댄) 연방민 

사소송규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이러한 절차진행계획 (scheduling)과 관련 

된 절차와 명령은 연방1심법원(district court)의 판사 혹은 각 법원의 법 

원규칙 Oocal court rules)에 따라 판사가 위임하는 경우에는 magistrate 

judge(l990년의 Judicial Improvement Act에 규정됨)의96) 소관이다.97) 다 

94) Fo띠 v. A다학Q (C.A.9th, 1986) 785 F.2d &1') (“Authority provided in Hule 16(f) for 
district court to impose sanctions on its own initiative for violation of pretnal or 
scheduling order did not allow the district court to impose sanctions without notice 
and an opportunity to be heard. ") 참조 

95) 샌뜨L끄혹 mC.OkL 1995) 164 F.H.D. 556 (“Distnct court, with eye toward reducing 
expense and delay, must enter an order setting deadlines at an early point in the liti 
gation, which deadlines cannot be mαdified except upon a showing of g∞d cause and 
by leave of court.") 참조 

96) 미국의 연방사법제도에서 magistrate judge는 28 USCS S 631 이하의 규정에 근거 한 사 
법공무원이다. 1968년에 처음으로 연방사법제도에 magistrate judge제도릎 도입하였다 
이전에논 magistrate이라고도 월렀으니 1뻐년 이후 호칭이 magistrate judge로 동일되 
었다 이들은 종신직법관인 연앙법원 판사에 의해 각 법원별로 임명되며， fulHime으로 

근무하논 경우 8년 임기로， paπ tlme으로 근무하논 경우 4년 잉기로 임명되고， 어느 경 

우에나 연임가능하다， 이들 magistrate judge는 영장올 발부하고 경미한 형사사건 및 법 
정형에 사형이 포함되지 않은 사안에서의 기소인부절차 • 양형 . habeas corpus관련절차 
룹 담당하며， 당사자뜰의 당의가 있논 경우 민사에서 일정 절차를 담당하기도 한다， 또 

한 미연방대법원은 형사 중죄 (felony)사건에서 당사자들의 농의가 있는 경우에는 mag 
istrate judge가 배심선정과정음 감독 • 지휘합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모든 magistrate 
judge의 판단과 결정은 district court 판사가 이룹 검토하여 승인， 변경 혹은 번복할 수 
있되 1 민사에서 당사자둡이 magistrate judge가 당해 district court의 관헐권플 행사하또 
록 합의한 경우에논 이에 대한 예외기 된다 이뜰은 연방법원의 업무부담과 업무처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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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사안의 특수성에 따른 유연하고 효율적인 사건관리를 위하여 연방민 

사소송규칙은 1심법원(district court) 여 각 법원꾀 재판규칙 Oocal court 

rule)으로써 ‘재판전절차진행계획의 수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사 

안’을 유형별로 규정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있다. 전형적으로는 증거조사 

(discovery )가 거 익 필요하지 않아서 재판전(前) 단계에서의 법원에 의한 

사건관리의 효용이 적은 단순한 사안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98)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6조(b)항은 소장이 피고에 송달된 후 120일 이내 

에 절차진행일정명령 (scheduling order)이 발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同명령의 발부를 위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연방민사소송규칙 제6조(b)항때 의한 기한연장신 

청 (motion to enlarge the time)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다 

만 이와 같이 절차진행계획의 수립에 명확한 기딴을 설정함으로써 사안 

에 대한 법관의 조기부터의 계속적인 사건관리를 통해 당사자들을 조직적 

으로 분쟁해결에 임하게 하고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기한다는 규정의 명 

백한 취지상， 위 120일의 기한은 가능한 한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법원과 당사자간에 절차진행계획을 협의하기 위한 회합인 scheduling 

conference는 법관이 소집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함으로써 열리는데， 이러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점차적으로 중대한 역할을 담당해가고 있다 

97) Advisory Committee Note to the 1983 amendments (Charles AJan Wright, Arthur R 
Miller, Mary Jay Kane 공저， 12 Federal Prac. & Proc. Civ.2d에 부록(“Appendix")으로 
첨부되어 있음) 참조. 

98) 이러한 법원규칙으로서 다음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S.D.Cal., 1ιocal Rule 7<11235-3조(c)항 h으로는 “cases filecl or removed before October 
15, 1983; habeas corpus petitions; employment discrirnination cases; foreclosure cases; 
actions reviewing adrninistrative rulings; bankruptcy pnα‘eedings; defa비t proceec!ings; 
Veterans Adrninistration recove끼es; cases in which all plaintiffs are unrepresented by 
legal counseI; condemnation cases; asbestosis cases; claims for relief under adrniralty 
and maritime jurisdiction; student loan cases; unlawful detainer cases," 그리 고 “ cases 
in which a substantial number of defendants have not a~swered"가 제외 대상이다‘ 

E.D.Va., Local Rule 제 12조(l)항上으로는 “habeas corpus petitions; motions to vacate 
sentences; forfeitures; reviews from administrative agencies," 그리고 “other cases as 
may be determined by the active resident iudge senior in point of service"가 제외 대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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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합 자체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연방민사소송규칙 제 16조(b)항은 

이 점에 관해 소제기후 120일내에 절차진행계획 수립을 위한 회합(sche

duling conferencel 이 열리지 않으면 당사자와의 논의(“communication" ) 

를 거쳐 회합 없이 법원이 절차진행일정명령 (scheduling order)을 발부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당사자와의 논의는 전화나 서신을 통한 비 

공식적인 접촉을 통한 것이어도 무방하며R9) 어느 정도의 공식적 접촉 혹 

은 논의가 필요한지의 여부는 대체로 사안의 복잡성과 관련 법관 및 변호 

사들의 성향에 의해 결정된다. 이와 같이 절차진행계획 수립을 위한 회합 

(scheduling conferencel은 실질적인 쟁점이 결정되기 전에 소집되고， 향 

후 재판전(前)단계에서의 다양한 절차의 진행에 판한 각종 일정(마감기 

한)을 정하는 기능을 한다， 

절차진행일정을 명령하는 scheduling order는 scheduling conference 

(status conference)에서 협의된 사항을 그대로 법원의 명령으로 발하는 

것으로서， 이후 다른 pretrial order에 의해 수정되지 않는 한 장래의 절차 

를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scheduling order의 명령사항은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 16조(bl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당히 넓은 범위의 사항 

이 그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명 령사항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이외의 임의적 사항의 두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 당사자의 참가 

(joi띠ng the parties)와 pleading의 수정，1때) 재판전(前) 단계에서의 각종 

신청 (pretri떠 motionsl의 제기와 이에 대한 법원의 심~ (filing and hear

ing pretrial motions),10J) discovery종결 기 한(completing discovery 1은102) 

99) Advisory Committee Note to the 1983 amendments to Rule 16 참조 
100) FRCP 제 16조(b)항(1)호. 

101) FRCP 제 16조(b)항(2)호. 관련 판례로서 l 예를 들어 딘띠뿔~딘액gξ m.C.N.Y. 1999) 66 
F.Supp.2d 342 (“Motion to clismiss for lack of personal jurisdiction would be de미ed 

as untimely when filed after the deadline imposed by the pretrial scheduling order. ") 
참조’ 

102) FRCP 제 16조(b)항(3)호 관련 판례로서.Y..alentin v. Concentrated Chem. Co. m.c. 
Puerto Rico 1 9!:앤) 184 F.R.D. 228 (“The trial judge has the aιlthority to set Iimits on 
the time ava‘lable for 띠e parties to complete discovery. "); 그리 고 달a쁘앞.L건백마i으 
겐마밸따 Co. (C.A.5th. 1996) 95 F.3d 375 (“Fed납al Rules of Civil Procedure autho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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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으로 명령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이외의 사항은 임의적 사 

항으로서 법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재량 범위 내에서 절차 

진행의 일정(마감기한)을 명령으로써 정할 수 있다 103) 재판전(前)단계에 

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각종 신청 (pretri떠 motionsl의 각 관련규정에서 

그 신청 시기에 관해 언제든지(“at any tíme" 1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그러한 신청은 scheduling order에서 정한 마감기한의 범위 내에서 

만 가능하다띠) 

이러한 명령 (scheduling order 1에서 정한 절차진행일정(마감기한)은 담 

당 법관이나 magistrate judge의 허가 없이는(즉， 당사자간의 stipulation 

방식에 의한 합의만으로는) 연장될 수 없요며，105) 위 허가를 얻기 위해서 

는 연장신청을 하는 당사자가 기한연장을 위한 정딩한 사유(“good cause") 

가 있음을 보여야 한다 1(6) 절차진행일정명령 (scheduling orderl에서 정한 

기한의 연장을 위한 허가에 필요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연장신청당사자 

의 근면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기준에 비추어보싸 마감기한의 준 

수가 불가능함을 의 미 한다 107) 다른 pretrial order의 경 우 수정 을 위 해 명 

federal courts to control and expedite discovery process through scheduling order, and 
give trial court broad discretion to preserve integrity and purpose of pretriaJ order. ") 
참조 

103) FRCP 제 16조(b)항의 (4)호와 (5)호 참조， 

104) .lli!ian v. Eauifax Check Servs. m.C.Conn. 1998) 178 F.R.D. 10 (“1n order to give ef 
fect to both federal rules, the rule aJlowing the filing of summary judgment motions 
‘at any time' means any time during the period allowed under the scheduling order 
issued by the court under [FRCP] Rule 16(b).'’) 참조， 

105) 드피띠마앞낀으 A1liance of New Tersev v. Parisi m.C.N.]. 1936) 164 F.R. D. 618 참조 
106) Matrix Mctor Co. v. Tovota Tidosha Kabushiki Kaisha m.C.CaJ. 2003) 218 F.R. D. 667 

(“When a plaintiff seeks to continue the dates set by the court at a scheduling con
ference, it must first show good cause for the modification of the scheduling order 
under the rule goveming modification of scheduling order~;.") 창조 

107) Ischantz v. McCann m.CInd. 1995) 160 F.R.D. 568, 571 (“Plaintiff' s attomeγ lacked 
‘good cause' to amend complaint to dismiss wrongfully named defendants and add 
correct parties after deadline specified in scheduling order, even though defendants 
arguably would suffer no prejudice; information that attomey had sued wrong de 
fendants came to him in 때en court three weeks before deadline, and attomey failed 
to pay attention to discovery that he received and ignored or overlooked deadline that 
he had virtually set for himself.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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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한 부정의(“m뻐ifest injustice")의 초래라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 

는 것과 비교할 때，108) 정당한 사유(“good cause")의 존재라는 상대적으 

로 완화된 기준을 사용하는 점에서 절차진행일정명령의 수정에는 다소간 

유연성을 부여하고자 한 의도를 알 수 있다 이는 절차진행일정명령이 소 

송의 초기단계에 발해지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명령에 의해 결정된 일정 

의 변경을 어렵게 하면 각 당사자가 절차진행계획수립의 단계에서 plead

mg과 discoveη 등 재판전(前) 단계의 제반절차에 있어 가능한 한 긴 마 

감기한을 요구하여 신속한 소송수행을 저해하게 되리라는 점 등에 기인 

한 것이다，109)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차진행일정명령 (scheduling order) 

에서 정한 마감기한이 당사자의 연장신청이 있기만 하면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판례를 통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실무상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110) 절차진행일정명령 (scheduling order)의 실효성은 그 위반의 경우 

108) Charles Alan Wright, Arthur R Miller, Mary Jay Kane 공저， Fed. Prac. & Proc. Civ 
2d S 1526. 

1(9) Advisory Committee’s Note to the 1983 amendments 참조 
110)0’Connell v. Hvatt Hotels of Puerto HicQ (C.A. lst, 2004) 357 F.3d 152 (“Asserted fail • 

ure of communication between local counsel in Puerto Rico and lead counsel in 
Pennsylvania is not ‘ go때 cause' to excuse plaintiffs' failure to move for the amend 
ment of the scheduling-order deadline in a timely manner, and, consequently, plain 
tiffs are not allowed to amend their complaint."); L,earv v‘ Daeschner (C.A.6th, 2(03) 
349 F.3d 888 (“The district court did not abuse its discretion in denying the teachers' 
motion for leave to amend their complaint, which sought to reformulate their due
process claims for injunctive relief as monetary damages claims based on the breach 
of the collective-bargaining agræment after the deadline for amendments had passed; 
teachers, who were aware of the basis of the claim for many months but nonetheless 
failed to pursue it until after it was brought to their attention by an adverse sum 
mary-judgment motion, failed to show good cause and defendant school super
intendent would suffer undue prejudice."); 그리고 S&Vι』마응며맥ξh-L.Lι」객; 

SouthTrust Bank of Alabama. NA (C.A.5th, 2(03) 315 F.3d 많3， 잃6 (“The district 
court did not abuse its discretion by refusing to grant plaintiff leave to amend the 
complaint to add an additional claim, thræ months after the scheduling order’s dead 
line for pleading amendments and six months after the judicial decision that pre 
cipitated the proposed amendment; plaintiff offered effectively no explanation, saying 
onJy that it had inadvertently delayed the analysis of the judicial decision in question, 
defendant would have bæn required to conduct additional discovery, and a con 
tinuance Lo pennit additional discovery would have unnecessarily delayed the trial. ") 
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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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및 대리인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관의 제재권한 

(sanctioning authority)에 의해 확보된다 llll 이렉한 법관의 제재권한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6조(f)항에 규정되어 있다. 

사건관리(case management)에 있어서 절차진행일정명령 (scheduling 

order)의 의의와 역할은 당사자의 증거조사절차(dliscovery ) 등 직접적 상 

관성을 가지는 제도의 관련규정의 개정추이를 햄께 고찰함으로써 이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예를 들어， 근래 discovery관련규정은 

discovery에서의 필수적 공개사항을 명확히 하고(FRCP 제26조(a)항 참 

조) discovery계획의 수립을 강화(FRCP 제26조(f)항 참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바， 따라서 절치진행일정명령 (scheduling order)을 규정하는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 16조(b)항은 이를 반영하여， 법관은 반드시 연방민사소송 

규칙 제26조(f)항상의 필수적 서면(req띠red repoπ)의 저l출을 기다려 절차 

진행일정명령을 발해야 하며 제26조(a)항싱-의 증거공개 (disclosure)에 적 

용되는 일정(마감기한)도 가능한 한 절차진행일정명령에 포함시키도록 규 

정하고 있다. 

(4) final pretrial conference오f final pretrial order 

Final pretrial conference는 pretrial conference의 한 유형 으로서 시 기 적 

으로 재판(tri벼) 직전(대체로 tri떠 7일전에서 14일전 사이)에 열리며， 화해 

(settlement)의 모색과 재판(tri머)의 준비를 목적으로 한다. 연방민사소송 

규칙 제16조(d)항에서는 final pretrial conference가 가능한 한 재판(trial) 

이와 비교하여， “good cause"가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샌QQles v. Rural Communitv 1ns. 
혈다~ m.c.Ala. 2004) 303 F.Supp.2d 1279 (“1nsureds established good cause for 
seeking to amend their com비aint after the deadline set in the scheduling order in 
their action against a crop insurer; the insureds diligently pursued discovery efforts 
that led to their attempted amendment despite the case’:; complex procedural historγ， 

which included one year spent in arbitration, transfers among three dis띠다 judges, 
referrals of motions to compel discovery to two magistrate judges, and the entry of 
two sch어uling orders, one of w비ch was later amended. ") 참조. 

110 FRCP 제 16조(f)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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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에 열릴 것， 그리고 모든 당사자에 있어 재판(tri허)을 수행할 소송대 

리 인 중 한 명 이상이 final pretrial conference에 반드시 참가할 것을 규 

정하고 있다. Final pretrial conference에서의 협의사항에는 쟁점의 정리 

(확정 및 축소)， 증거의 사전점검 (discovery 진행결과 점검)， t찌밍의 진행 

방식(각종의 구체적 절차의 진행순서 포함)에 관한 기본규칙， 재판(tri외) 

기간의 예정 혹은 제한， 화해 (settlement)가능성의 타진 둥이 포함된다. 

Final pretrial conference의 종결 후에 법원은 final pretrial order를 발 

한다. Final pretrial order에는 재판(tri떠)을 마치는 데 펼요한 시간 혹은 

일수(B 數)(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별로 

증거조사와 변론에 필요한 일수)， 배심재판 여부， 다툼 없는 사실， 재판 

(tri벼)에서 섬리할 사실적 o 법률적 쟁점， discovery종료 확인， 증인목록， 

서증목록， 상대방당사자의 서증욕록에 기재된 서증 중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서증의 목록， 증언녹취록(deposition transcript)의 특정， 특정 쟁 

점에 대한 분리재판의 결정 등이 포함된다. Final pretrial order는 그 이 

전의 시점에 행해진 결정， 명령이나 합의 중 이에 배치되는 것은 모두 대 

체하는 효력을 가진다. 정당한 사유(“good cause")의 소명에 의해 수정 

(연장) 가능한 scheduling order의 경우와는 달리 final pretrial order는 명 

백한 부정의(“ma띠fest injustice")가 초래됨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2. 미쭉 민샤점차빠서의 정중훌거~사(discovery) 

(1) 집중증거조사((pretrial) discovery) 의 개념과 기능， 방식과 절차 

미국 연방민사절차에서의 증거조사방식으로서의 discovery는 소송당사 

자가 상대방당사자 및 당사자 아닌 관련인으로 하여금 소송의 쟁점과 관 

련된 정보(relevant information)를 자신에게 공개 g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연방민사소송규칙에서는 discoveη를 당사자에 의한 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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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강력한 증거조사 및 수집의 방법으로서 규정하고 있다.112 ) Disco 

very의 진행순서는 소제기시점으로부터 일정 간격을 두어 결정하는 각 

방식별 최초 사용가능시점의 제한 등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소송진 행 계 획 및 전략에 따르는 것 이 나， 일 반적 으 로는 각 cliscovery방식 

의 특성상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l. cliscovery planning conference와 pretrial scheduling conference 

2. 필수적 1차 증거공개 (requÌr벼 initial cliscloSUI않) (FRCP 제26조) 

3. 증거 조사설문Gnterrogatories) (FRCP 제33조) 

4. 문서제출요구(requests to produce docurnents) 및 소환장(subpoe

nas) (FRCP 제34조) 

5. 당사자 및 증인의 증언녹취 (depositions of parties and witnesses) 

(FRCP 제30조) 

6. 신체검사 및 정신감정 (physical and mental examinations) (FRCP 

제35조) 

7. 감정 인 공개 및 증언녹취 (expert clisclosmes and depositions) (FRCP 

제26조) 

112) 일반적으로 discovery를 통해 당사자들이 조사 · 수집하고지 하는 증거 등은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1. identity of pra맺r partles 
2. defendant’s ability to pay a judgment (insurance coverage and fiscal condition) 
3. identity of agents and employees 
4. opponent’s factual basis for legal claims 
5. opponents' position on factual issues 
6‘ identity and location of witnesses 
7. praspective testimony of adverse parties, agents, and employees 
8. prospective testimony of witnesses 
9. identity, opinions, reasoning, and backgrounds of experts 

10. praspective testimony of experts 
11. tangible evidence 
12. documents 
13. records 
14. electranic evidence 
15. statements of parties and witnesses 
16. deposition testimony of favorable witnesses that may become unavailable for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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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실인정 요구(requests to admit factsl 

9. 기타 펼수적 재판전(前) 증거공개(pretrial disclosuresl (FRCP 제26조) 

법원은 discovery의 방식에 관해서도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무엇보다 

도 discoveη의 실효성 확보의 차원에서 필수적 공개사항(required dis

closurel 위배나 discovery남용의 경우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6조(Cl항과 

제37조 등에 큰거하여 대단히 강력한 제재권한을 가진다. 연방민사소송규 

칙 제29조에서는 사적자치에 근거하여 당사자들로 하여금 여타의 볍원의 

명 령 에 위 배 되 지 않는 한 특정 discovery 방식 및 절차를 합의 (stipu!a

tionl를 통해 법원의 허락 없이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이는 현 

실에서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다， 다만 discovery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법원의 명령에 위배 혹은 상충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그 합의가 유효하다. 많은 경우 법원은 제16조(bl 

항의 절차진행일정명령 (sched버ing orderl을 발함에 있어 discovery 진행 

과 관련된 일정을 이에 포함시키며， 관련 pretrial conference를 magis

trate judge에게 위임하여 행하면서 이 때 대체로 당사자들로 하여금 각 

자의 discovery 진 행 계 획 을 제 출하도록 한다 113) 

A. 필수적 증거공개 (required disclosuresl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6조(al항은 소송당사자로 하여금 상대방당사자에 

대한 @ 필수적 1차 증거공개 (initial disclosuresl , ø 감정인 공개 (expeπ 

disclosuresl, @ 기타 재판전(前) 증거공개 (pretrial disclosuresl의 세 가 

지는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위의 세 가지 사항은 제26조(al 

항(1)호의 (El목에 규정된 1차적 공개(initial disclosurel에서의 예외사항 

을 제외하면 필수적인 것이며， 당사자와 대리인이 서명한 문서를 통해서 

상대방당사자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서로 상대방에게 이러한 문서를 정식 

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공개의 시기 등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6조에 규 

113) Thomas A. Mauet, Pretrial (Aspen p1미blishers， 6th ed., 2005), p.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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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있다. 1차적 혹은 최초의 증거공개(initi려 clisclosure)의 시점은 당 

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지만， 감정인 공개 

(expert clisclosure)와 기티 재판전(前) 증거공개 (pretri머 clisclosure)의 시 

점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CDim디머 clisclosures (펼수적 1차 증거공개) :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6 

조(a)항(1)호에 의 해 각 당사자는 증인( witnesses), 서 증(docurn

en엄)， 손해배상액(damages)과 보험계약(instrrance)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상대방의 요구에 무관하게， 즉 상대땅의 요구 없이도， 의무 

적으로 상대방당사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가. 자신이 주장， 공격 또는 방어를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 

중 증거개시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고 있잘 개연성이 있는 각 개 

인의 성명， 그리고 그러한 각 개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자신이 

알고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전화번호. 이라한 개개인의 신원관련 

사항은 정보의 유형별 • 내용별로 공개한다. 단， 증인 혹은 증언 

기타 증거의 탄핵(impeachrnent)만을 위한 사실에 관해서는 그 

러한 정보보유자의 신원은 의무적 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자신이 주장， 공격 또는 방어를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문서 , 수집 • 저 장된 정 보(data compilations) 및 기 타 유체 물 중 

자신의 보유 • 관리 혹은 통제하에 있는 것의 사본. 사본을 제공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에서 범주와 소재별로 이를 서 

술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단， 증인 혹은 증언 기타 증거의 탄핵 

만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의무적 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자신이 주장하는 바의 손해배상액의 계산방식‘ 또한 정당한 법 

정 공개거부사유가 있거나 달리 의무적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손해의 성격 및 정도를 포함하여 

위의 계산을 뒷받침하는 모든 문서 기타 증빙자료를 상대방당사 

자의 열람 및 등사를 위해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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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상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하여 손해배상판결의 집행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보험계약 관련사항을 상대방당사자의 열람 

및 등사를 위해 제공하여야 한다. 

(2) exoert dìsclosures (캄꺾인 공개) :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6조(a)항 

(2)호에 의해 각 당사자는 각자의 감정인(expert witnesses)에 관한 

다음과 같은 소정의 사항을 상대방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 

야한다. 

가， 재판에서 감정인으로서 증언 기타 방식으로 증거를 제공할 가능 

성 이 있는 자의 신원，114) 

나. 당해 사안에서 감정인으로서 증언하기로 된 자 혹은 자신의 펴 

고용인으로서 직무상 감정인으로 증언할 위치에 있는 자에 관한 

보고서. 위 보고서는 위 감정인 등의 서명날인을 요하며， 보고서 

에는 감정인으로서의 의견과 그 근거 최근 10년간의 감정인의 

저작 • 출판물， 감정인으로서의 자격요건， 보수， 최근 4년간 감정 

인으로서 재판 혹은 증언녹취절차(deposi디on)에서 진술한 모든 

사안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 위 의무적 공개대상에 속하는 사항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게 

공개된 경우 그 정도가 중대한 것은 상대방당사자가 이미 인지 

하고 있지 않은 한 적 절 한 시 간간격 을 두고(“at appropriate 

interv머s") 보완 ’ 정정하여 상대방당사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e)항). 

아러한 감정인 공개(expert dìsclosure)는 재판(tri외)개시 90일 전까지는 

이루어져야 하며， 다만 특정 전문가가 재판에서 반박증거로서의 진술만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tri외)개시 30일 전까지만 그에 관한 공개가 이루어지 

114) “감정인(expert witness)"은 연방증거규칙 (Feder외 R띠es of Evidence) 제702조.703조와 

705조에 근거하여 증언음 하는 증인플 말한다 2뻐년 연방증거규칙 제701조와 702조의 
개정을 통해 모든 감정인은 진숲을 함에 있어 그 진술의 형식에 무관하게 모두가 연방 

증거규칙 제702조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충족시켜야 함이 명백해졌다， 



234 美 國 學 第二十九輯(2006)

면 된다. 이러한 일정은 당사자간의 합의와 이에 대한 법원의 (명령 형태 

를 취하는) 허락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감정인 관련 의무적 공개의 일 

정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6조상의 절차진행일정병령 (scheduling confer 

ence)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12retrial clisclosures (기타 펼수적 재판전(前L줄검골zID: 연방민사 

소송규칙 제26조(a)항(3)호에 의 해 각 당사자는 다음 각 범 주의 증 

거에 관해 소정의 사항을 상대방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가. 재판에서 진술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증인 

나. 필요에 따라 증인으로서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 

다. 증언녹취방식 (deposition)을 통해 진술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증 

언녹취록에 의해 그 진술이 증거로 제출될 증인 

라.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될 증거 

마. 필요에 따라 증거로 제출철 가능성이 있는 증거 

위와 같은 재판전 증거공재 (pretrial clisclosures)는 법원이 달리 명령하 

지 않는 한 재판(tri떠)개시 30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증언녹취 (depo 

sition) 및 물증(exhibits)에 대한 이의 (objection) 는- 재판( tri외)개시 14일 

전까지 제기되어야 한다. 다만 단지 탄핵의 목적만으로(“solely for im 

peachment") 사용되는 증거는 이에서 제외된다. 

B. cliscoveηr의 보완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6조(e)항은 각 당사자로 하여금 자신의 의무적 공 

개사항(required clisclosures)과 cliscovery에 대한 답변 (cliscovery res 

ponses)에 대해 사후적 · 주기적으로 보완하고 정쟁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이러한 보완 · 정정의무의 이행시기에 관하여는 감정인(expert wit 

nesses)에 관한 공개의 경우 적절한 간격을 두고(“at appropriate 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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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머s")라고 규정하고 상대방의 증거조사설문(jnterrogatories) ， 문서등제출 

요구(docurnents requests)와 사실인정요구(requests to aclmitl에 대한 자 

신의 답변의 경우 적절한 시점에(“seasonably")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규정하여， 정확한 이행시기가 불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완 · 정 정 의 무의 위 반에 대 해 연 방민사소송규칙 제37조(c)항은 보완 ‘ 

정정되지 않는 사항은 ‘그러한 위반이 상대방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unless such failure is harrnless")’ 재판(tri떠) 기 

타 변론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원 

은， 보완 • 정정의무 위반이 있은 경우， 해당 증거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법원에 대한 신청 (motion)이 있거나 법정심리 (hearing)가 열린 후 발하는 

명령에서， 보완 • 정정의무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상대방당사자가 이로 인 

해 부담하게 된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합리적 범위 내의 제재를 가할 권한 

을 가진다. 

(2) 집중증거조사(discovery) 의 실효성담보수단으로서의 각종 관련 신 

청 (discovery motions) 및 이에 수반하는 법원의 명령 (pretrial 

orders) , 법원의 제재권한 

연방민사소송규칙에 규정된 집중증거조사(cliscovery)는 대체로 법원의 

직접적 개입 혹은 간섭 없이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행하여진다， 신체검 

사와 정신감정， 당사자간의 집중증거조사일정 합의 이전의 증거조사， 법 

정횟수상한을 초과하는 증거조사설문Onterrogatories)과 증언녹취 (deposi

tions) , 그리고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6조에 기한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명령에 위배되는 증거조사의 경우 등을 예외로 하면， 당사자들은 각자 연 

방민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바의 증거조사를 행함에 있어 법원의 사전 허 

락 혹은 허가를 펼요로 하지 않으며， 법원은 당사자간에 증거조사 관련 

다퉁이 있는 경우에만 cliscovery과정에 개입하게 된다. 각 당사자는 증거 

조사에 관한 다툼을 해결해줄 것을 신청 (motion)의 방식으로 볍원에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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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다만 연방민사소송규칙 제37조(a)항은 신청당사자의 소송대리인 

에게 법원에의 신청 이전에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선의의 노력을 할 의무를 부과한다. 당사자간의 증거조사 수단의 남용 

을 예방하고 제어하기 위해 오늘날 법원은 증거조사일정의 수립과115) 증 

거조사 관련규정 및 명령의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부과를 통해 보다 

넓은 사건관리(case management)의 차원에서 집중증거조사 과정에 상당 

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116) 증거조사와 관련된 다툼을 해결하기 위 

한 당사자의 법원에 대한 신청 (motion)으로서 주요한 것으로는 보호명령 

(protective orders)을 구하는 신청과 증거개시병령 (orders compelling 

discovery)을 구하는 신청이 있다. 

우선 증거조사 관련 보호명령 (protective orders)의 신청에 관해 보면，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6조(c)항에서 증거조사방식 일반에 관한 보호명 령 

을 규정하고 있으며， 증언녹취방식 (or벼 deposìtions)에 관해서는 제30조 

(d)항이 별도로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보호영링은 상대방당사자의 증 

거개시요구를 받은 당사자 및 소외인이 (i) 증거개시요구가 부당한 부담 

혹은 지나친 비용을 야기하거나 (jj) 개시요구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혹은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는 등을 근거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6조(c)항은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자에게 “상 

당한 이유(good cause)"를 입증할 것을 요한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해 증거개시요구를 금하거나 제한하는， 또는 영업비밀 등을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에게만 비공개로 제공하고 상대방 소송대리인은 소 

송수행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사용 확은 꽁개할 수 없게 하 

는 등의 다양한 형태의 보호명령을 발할 수 있다. 보호명령을 신청할 때 

115) 연방민사소송규칙 제 16조는 법왼에게 당사자들로 하여금 증거조사일정의 수립을 강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방민사소송규칙 제 16조에 근거하여 법원 
은 당사자들의 증거조사(discovery )의 진행과 완료를 절차진행일정명령 (schedulìng or 
der)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는 모든 당사자까 모든 증거조사를 완료하여 
야 하는 일자인 증거조사완료기한(discovery cutoff date)플 절차진행일정명령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명시함으로써 행해진다， 

116) Mauet, Pretrial, p.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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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희망하는 바의 보호명령의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함께 법원에 제출 

하는 것이 보면적이다. 연방의 경우 보호명령을 포함한 증거조사 관련명 

령 신청의 심리는 대체로 magistrate judge에게 위임되어 있다. 

다음， 증거개시를 강제하는 법원의 증거개시명령 (orders compelling 

discovery)의 신청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37조(a)항에 규정되어 있다. 법 

원의 증거개시명령은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증거개시요구를 받은 

상대방어 (j) 정당한 근거 없이 개시요구에 법정의 방식으로 응하지 않거 

나 (ii) 그 응답이 미진 혹은 불완전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도 증거개시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다툼을 해결하거 위해 법 

원에의 명령신청 이전에 당사자간 선의의 자율적 해결노력을 하였을 것 

이 요구된다. 증거개시명령의 신청은 증거조사설문Gnterrogatories) 또는 

문서 등 제출요구(request for production) 등에 상대방이 법정기간 내에 

법정의 방식으로 응하지 않거나 혹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특히 빈번 

하게 이용된다. 이 경우 신청에 대한 심리는 곧 그러한 상대방의 이의가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된다. 

보호명령 혹은 증거개시명령을 발함에 있어 법원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37조(a)항(4)호에 기하여 광범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합한 제재를 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제재의 한 형태로서 합리적 범위 내에 

서 신청으로 인해 야기된 비용을 정당한 근거 없이 증거개시요청에 불응 

한 당사자 혹은 그 소송대리인인 변호시-에게 부담하도록 명할 수도 있으 

며， 이러한 비용에는 이례적으로 변호사비용도 포함되므로， 실제에 있어 

대단히 강력한 제재효과를 갖는다.117) 근래 들어 미국의 연방법원은 증거 

조사 관련 각종 신청에 기한 명령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함에 있어 대단히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ll8) 미연방대법원도 이러한 추세를 지지 

하고 있다 119) 더욱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증거개시명령에도 불 

11끼 법원의 제재권한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는 28 u.S.C. S 1927도 참조할 것 
118) Mauet, Pretr때， p. 왜7 

119) Roadwav Exoress ‘ Inc. v. PioeI. 447 U.S. 752 (9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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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상대방당사자가 이후에도 개시명령에 위딴하여 정당한 증거개시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명령위반에 대해 법정모욕에 대한 별 

도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12이 나아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37조(c)항은 

위와 같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당사자도 개시요청대상이었던 사항을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별 

도의 법원의 명령 없이도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원이 증거조 

사관련 당사자의 신청에 기한 명령을 발함에 있떠 유책당사자에게 부과 

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집중증거조사(discovery)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III. 마국 민사절차애서의 재판기록 작성 및 판결서의 작성 

1. 재판71롤의 짝성 12 1) 122) 많 판렬서의 작성 

1948년 이전에는 연방민사소송규칙 제80조가 법정젤차에서의 진술의 

기록을 위해 각 법원별로 법원공무원인 기록원을 두거나 각 사안별로 개 

별 속기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위 연방민사소송규칙 제 

80조는 모든 법원에 재판기록의 작성을 위한 기록원을 법원공무원으로써 

두도록 규정한 1948년의 Court Reporter Act(28 U.S.c. ~ 753)의 제정으 

로 인해 삭제되었다 123) 미극 연방민사절차에서의 판결의 효력발생요건으 

120) Mauet, Pretrial, p. 298. 
121) 연방민사절차에서의 재판기록의 작성에 관한 주요 규정으로서는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제54조， 58조， 77조， 79조， 80조 등이 있다 

122) 이와 관련하여， 증거조사(discovery)결과의 기재방식으로서의 증언녹취 (deposition)에서 

의 기록방법에 관해서는 연방민사소송규칙 제30조와 Charles Alan Wright, Arthur R. 
Miller, Mary Jay Kane 공저， Fed.Prac.&Proc.civ.2d ~ 21 J 5 참조‘ 

123) Court Reporters Act(28 U.S.c. S 753)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Each district court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the Canal Zone, the District Court of Guam, and the District Court of 



미국 연방민사절차상의 사건관리 (Case Management)제도 239 

the Virgin Islands shall appoint one or more court reporters. The number of re
porters shall be detennined by the 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The 
qualifications of such reporters sh머1 be detennined by standards formulated by 
the Judicial Conference. Each reporter sh매1 take an oath faithfu J1y to perform the 
duties of his office‘ Each such court, with the approval of the Director of the 
Ac1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s, may appoint additional re 
porters for temporary service not excæding thræ months, when there is more re
porting work in the district than can be performed promptly by the authorized 
number of reαlrters and the urgency is so great as to render it impracticable to 
obtain the approval of the Judicial Conference‘ If any such court and the Judicial 
Conference are of the opinion that it is in the public interest that the duties of 
reporter should be combinE최 with those of any other employæ of the court, the 
Judicial Conference may authorize such a combination and fix the sal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combined 

(b) Each session of the court and every other proceeding designated by rule or order 
of the court or by one of the judges shall 벼 recorded verbatim by shorthand, 
mechanical means, electronic sound recording, or any other method, subject to 
regulations promulgated by the Judicial Conference and subject to the discretion 
and approval of the judge. The regulations promulgated pursuant to the preceding 
sentence shall prescribe the types of electronic sound recording or other means 
which may be used Proceedings to be recorded under this section include (1) a11 
proc않dings in crilTÙnal cases had in 때en court; (2) a11 proceedings in other cases 
had in 0야n court unless the parties with the approval of the judge shall agræ 
specifically to the contrary; and (3) such other proceedings as a judge of the 
court may direct or as may be required by rule or order of court as may be re
quested by any party to the proc않ding. The reporter or other individual des • 

ignated to produce the record shall attach his official certificate to the original 
shorthand notes or other 0끼ginal records so taken and promptly file them with 
the clerk who shall preserve them in the public records of the court for not less 
than ten years. The reporter or other individual designated to produce the record 
sh머1 transcribe and certify such p따ts of the record of proceedings as may be re 
quired by any rule or order of court, inc1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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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made. The transcript in any case ceπified by the reporter or other individual 
designated to produce the record shall be deemed prima facie a correct statement 
of the testimony taken and proceedings had. No transcripts of the proceedings of 
the court shall be considered as official except those made fTom the records cer
tified by the reporter or other individual designated to produce the record ‘ The 
original notes or other original records and the copy of the transcript in the office 
of the clerk sh외1 be 0야n during office hours to inspection by any person without 
charge. 

(c) The repoπers sh외1 be subject to the supervision of t~e appointing court and the 
Judici외 Conference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including dealings with 
partles requestmg transcnpts. 

(d) The Judicial Conference shall prescribe records which shall be maintain벼 and re
ports which sh왜I be filed by the reporters. Such records shall be ins많C않d and 
audited in the same manner as the records and accounts of clerks of the district 
courts, and may include records showing: 
(j) the quantity of transcripts prepared; 
(2) the fees charged and the fees collected for transcr1pts; 
(3) any expenses incurred by the reporters in connection with transcripts; 
(4) the amount of time the reporters are in attendance 때on the courts for the 

purpose of recording proceedings; and 
(5) such other information as the Judici외 Conference may require‘ 

(e) Each reporter shall receive an annual salary to be fixed from time to time by the 
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s of subchapter III of 
chapter 83 of title 5 and chapter 84 of such title, a reporter shall be considered a 
fulHime employee during any pay period for which a reα〕πer receives a salary 
at the annual salary rate fixed for a fulHime reporter under the preceding sen
tence. A11 supplies shall be fumished by the reporter at his own expense. 

(f) Each reporter may charge and collect fees for transcripts requested by the part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t rates prescribed by the court subject to the appro 
V외 of the Judicial Conference. He shall not charge a fee for any copy of a tran
script deliver때 to the clerk for the records of courl:. F ees for transcripts fur
nished in crinùnal proceedings to persons proceeding under the Crinùnal Justice 
Act 08 U.S.C. S 3이16A) ， or in habeas corpus proceedings to persons allowed to 
sue, defend, or appeal in forma pauperis, shall be paid by the United States out 
of moneys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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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판결서의 작성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54조와 제58조，l24) 제79조 

transcripts that are to be paid for by the United States. 
(g) If, upon the ad띠ce of the chief judge of any district court within the circuit, the 

judici머 council of any circuit determines that the number of court reporters pro 
띠ded such district court pursuant to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is insufficient 
to meet temporary demands and needs and that the services of additional court 
repαters for such district court should be provided the judges of such district 
court (including the senior judges thereof when such senior judges are perform 
ing substantial judicial seπices for such court) on a contract basis, rather than 
by appointment of court reporters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section, and such 
judicial council notifies the Director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in writìng, of 
such determination, the Director of the Adrninistrative Office is authorized to and 
shall contract, without regard to section 3709 of the Revised Statutes of the 
United States, as 밍nended (41 U.S.c. ~ 5), with any suitable person, firm, associ
ation, or corporation for the providing of court reporters to serve such district 
court under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다rector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finds , after consultation with the chief judge of the district court, will best 
serve the needs of such district court. 

124) FRCP 제58조(“entry of judgment")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l Separate Document 
(j) Ev앙y judgment and amended judgment must be set forth on a separate 

document, but a separate document is not required for an order disposing of a 
motlOn 
(A) for judgment under Rule 5O(b); 
(8) to amend or make additional findings of fact under Rule 52(b); 
(Cl for attomey fees under Rule 54; 
(0) for a new trial, or to a1ter or amend the judgment, under Rule 59; or 
(E) for relief under Rule 60‘ 

(2) Subject to Rule 54(b): 
(A) u!Ùess the court orders otherwise, the clerk must, without awaiting the 

court’s direction, promptly prepare, sign, and enter the judgment when: 
(i) the j ury retums a general verdict, 
(ii) the court awards only costs or a sum certain, or 
(iii) the court denies a11 relief; 

(8) the court must promptly approve the form of the judgment, which the 
clerk must promptly enter, when: 
(i) the jury retums a s않cial verdict or a general verdict accompanied by 

mterrogatones, or 
(ii) the court grants other relief not described in Rule 58(a)(2). 

(b) Time of Entry. Judgment is entered for purposes of these rules: 
(1) if Rule 58(a) (l) does not require a separate document, whe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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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잃) 규정되어 있는 바， 판결서는 반드시 별도의 독립된 문서로 작성하 

여야 하며， 소정의 방식에 의해 재판기록의 일부기- 되어야만 그 시점으로 

부터 효력을 가진다. 연방민사소송규칙 제54조(b) 항에 의하면， m 배섬의 

일반평결(general verdict of a ju:ry)이 있는 경우， 혹은 일방당사자에게 

일정액의 비용 또는 금전손해배상만을 주거나 청구취지를 전혀 인용하지 

않는 취지의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달리 명하지 않는 한 

법원공무원인 clerk이 법원의 별도의 지시를 기다림이 없이 판결서를 작 

성하고 이에 서명하여 이를 재판기록에 올려야 하며，(Z) 법원이 금전손해 

배상 이외의 구제방법을 부여하거나 배심의 특별평결(speci벼 verdict 또 

는 general verdict accomparued by answers to interrogatories)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적합한 판결서의 형식을 즉시 지정하여야 하고 법원공 

무원인 clerk은 이에 따라 판결서를 재판기록에 올려야 한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1963년의 연방민사소송규칙 제58조의 개정에 의해 

판결서는 반드시 독립된 별개의 문서로 작성되어야만 한다.126)127) 판결은 

docket under Rμle 79(a) and when the earlier of these events occurs: 
(A) when it is set forth on a separate document, or 
(8) when 150 days have run from entJγ in the dvil docket under Ru]e 79(a)‘ 

(c) Cost or Fee Awards. 
(1) Entry of judgment may not be delayed, nor the time for ap야al exte끼ded ， in 

order to tax costs or award fees , except as provided in Rule 58(c)(2) 
(2) When a timely motion for attomey fees is made under Rule 54(d)(2), the 

court may act before a notice of appeal has been filed and has become effec
tive to order that the motion have the same effect under Federal Rule of 
Appellate Proced띠re 4(a)(4) as a timely motion under Rule 59. 

(d) Request for Entry. A party may request that judgment be set forth on a separate 
document as required by Rule 58(a)(1). 

125) 판결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판결서의 작성에 판한 상세한 설명파 연방민사소송규칙상 
의 관련조항에 대한 분석으로서는 Zachary, Rules 58 And 7.%ω of The Federal Rules 
g αvi/ Procedure.' Appellate Jurisdictiα1 And The Separate Ju앵ment And Docket 
Entry Requirements, New York Law School Law Review 40, p. 409 (J 996)가 있다 

126) 댁. v. In뱉피E원， 411 U.S. 216, 93 S.Ct. 1562 (1973); 그리고 Carter v. Beverlv Hills 
Sav. & Loan Ass’n, C.A.9th, 1에89， 884 F.2d 1186, certiorari denied 497 U.S. 1024, 110 
S.Ct. 3270 (“A document entitled ‘civil minutes-generaJ' which contained a description 
of what transpired in the courtroom and was not signed by duly authorized deputy 
cJerk did not satisfy requirement that .iudgment be set forth on a separate 
documen 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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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별개의 독립된 문서로 판결서가 작성되고 연방민사소송규칙 

제79조(a)항에 따라 판결서가 재판기록의 일부가 되어야만 비로소 판결로 

서의 효력을 갖는다 128) 이러한 판결의 효력발생시점은 판결에 대해 항소 

(appe머)할 수 있는 시점 및 기한을 결정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판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다른 문서를 언급 · 인용하여 그러한 다른 문 

서의 내용으로써 판결문을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l잃) 판결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특정의 문구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130) 

이에 관한 미연방대법원의 입장은 1973년 이래로 연방민사소송규칙 제58 

조상의 별개문서의 요건이 엄격하게 “기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131) 판결서가 독립된 별개의 문서로 작성되고 재판기록의 일부가 되 

127) Cook v. PowelI Buick. lnc, (C.A.5th, 1998) 155 F.3d 758, 761의 각주 8번 (“District 
court’s oral denial of a motion to intervene and subsequent written minutes did not 
satisfy the rule requiring every judgment to be set forth on a separate document.") 
참조. 

128) “[J]udgment shalI be entered chronologically in the civil docket on the folio assign떠 
to the action and shall be marked with its file number. These entries shall 바 brief 
but shall show • * * the substance of each order or judgment of the court * * • 

129) American Interinsurance Exchame v. Occidental Fire & Cas. Co. of North Carolina 
(C.A.7th, 1987) 835 F2d 157 (“Under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judgment must 
be self-contain어 and complete; it must describe relief to which prevailing party is 
entitled and not simply record that motion has been granted."); çlavbrook DrilIim! Co. 
V D•vanco. lnç, (C.A. I0th, 1964) 336 F.2d 697 (‘까dgment stating that ‘[Jludgment is 
hereby entered herein in conformity with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filed 
herein on this date and it is so ordered’ was not in approved forrn."); 그리고 
Hodges-WilIiams v. Bamha!1 m.c.lll. 2004) 221 F.R.D. 595 (“ Minute order which re 
versed the decision of the Social Security Commission denying social-security bene 
fits and remanded the case for further proceedings did not satisfy the ‘separate docu 
ment’ reqUlrement 이 FHCP Hule 58; the minute order was not self-contained as it 
referred to ‘reasons that follow' in an attached opinion, and it was not complete as it 
did not refer to sentence four as the basis for remand.") 참조 

130) Citizens Elec. Com. v. Bituminous Fire & Marine lns. Co, (C.A.7th, 1995) 68 F.3d 
1016 (“Proper judgment decree omits reasons and !egal conclusions.") 참조， 

13]) US. v. lndreluna~， 4lì U.S. 216, 93 S.Ct. 1562 (973) 참조 이에 관한 연방하급심 판 
결로는 1ones v. Jones Bros. Constr. CorJ:lc m.c.lIl. 1989) 126 F.lW. 54, 55; ]Q쁘흐」ι 
l택와쁘 Co며， (C.A.5th La.) 'Æ7 F.2d 273, 12 FR Serv 3d 426 (“A minute or docket 
entry appearing in the transcript is not a final judgment for purposes of appeal."); 그 
리 고 Bunch v. McMil1ian (Mo. App.) 532 SW2d 893 (“A minute or docket entry ap • 

pearing in the transcript is not a final judgment for purposes of appe띠， even th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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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연방민사소송규칙 제77조(dJ항에 의해 법원공무원인 clerk은 즉시 각 

당사자에게 그 정본을 연방민사소송규칙 제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 

으로 송달하여야 하되，l32) 송달과 관련된 지연 등의 분제점은 항소시점 

및 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33) 

재판기록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후에 부정확한 기재사항이 발견되거 

나 법정절차에서 있었던 바의 중요한 내용의 일부가 기록에서 누락된 경 

우 법원은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판결서를 포함한 모 

든 재판기록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다 1잉) 법원의 사실판단에 관한 기록 

은 재판에서 심리를 담당한 법관이 재판기록의 정정 혹은 수정이 필요함 

과 동시에 이러한 재판기록 보정이 새로운 재판을 함이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의해 수정 혹은 정정될 수 있다끊) 손해배상액 관련 이 

자율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경우 등은 오타와 같이 기계적이고 사무적인 

실수로 취급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136) 이러한 정정 및 수정은 

항소개시 이후의 시점을 포함하여 언제라도 가능따며 137) 원래의 판결서 

의 효력발생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지만(nunc pro tuncJ, l38) 법원이 

the minute entry summarizes proceduraJ steps taken on the day of triaJ, including the 
contents of the verdict.") 등 참조 그러나 한편으로는 엄격한 적용을 다소 완화하는 듯 
한 연방법원의 판례드 존재한다.Drulard v. Countrv Co~ (4th Dist.l 99 IlI.App.3d 1031 
(“Entry of judgment in a ‘minute record' kept by the COUlt ’s clerk meets the require
ments of rules of practice for entering a ‘judgment of record.' '’); 그리고 마밍lL!2잭~ 
& Co. v. Rhodeâ (Mo. App,) 669 SW2d 302 (“A docket entry may be sufficient to 
support an appeaJ where it f비Iy and finaJly determines the rights of the paπies and 
no further entry or document reflecting those determinations is contemplated.") 참조， 
그리고 주U'i'!)의 관련절차에 관한 것으로 Snell v. McCart':, 130 Ariz. 315, 636 P2d 93 
(“State court ru]es of practice may permit appeaJs to be taken from minute entry or
ders in certain types of actions, such as mul디-p하ty Iitigation.") 참조， 

132) Charles A1an Wright, AJthur R. Miller, Mary Jay Kane 공저， 12 Fed. Prac. & Proc 
Civ.2d S 3084 

133) Weedon v. Gade,n (C.A.D.C. 1(69) 419 F.2d 303 참조 
134) 20 Am. Jur. 2d Courts S 2:7 (V. Court Records). 
135) Padilla v. Mil1er, 143 F.Supp.2d 479 (M.D.Pa. 200]) 참조. 
136) Ankner v. NaoolitanQ, 764 A2d 712 (R.!. 2001) 참조 
137) S월똑L으띠， 2:71 N.C. 341, 156 SE2d 756 0(67); 그리고 lOOOF디ends of Cffe~on V 

Land Conservation and Develooment Com’!l, 301 Cff. 622, 724 P2d 805 (986) 참조. 
138) 1nterstate Printin~ Co. v. Deoartment of Revenu~， 236 Neb. 110, 459 NW2d 519 (J앉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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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정 및 정정의 형식을 빌어 정확하게 기재된 재판기록의 실체적 

내용 또는 결과를 변경시키거나 원래의 절차에서 법원이 간과했던 사항 

에 관한 기록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139) 원래의 

절차에서 법원의 기록원(court reporter)이 작성한 속기록( transcriptl과 공 

식 재판기록의 일부가 된 기록(docket entries)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속기록에 작성상의 오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속기록의 기재가 우선순위 

를 가지며， 필요한 경우 이에 따라 재판기록이 정정되어야 한다 140) 

2. 재활기록의 항소심g로9.1 전달방법 

원심에서의 재판기록은 소제기에 의한 소송의 개시에서부터 소송의 종 

료에 이르기까지의 전(수)과정과 절차에 대한 문서화된 기록이지만，l4l) 

항소심에서의 심리대상이 되는 원심재판의 기록 즉 “record on appe외”은 

원칙적으로 항소인이 그 범위를 지정 (designation of the record)함으로써 

원심에서 항소심으로 전달되어지는 원심 재판기록의 일부분만을 의미한 

다 142 )1 43) 이는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의한 상소심의 재판범위 결정과도 일 

참조. 

139) 1nterstate Printìl1l! Co. v. Deoartment of Revenu~， 236 Neb. 110, 459 NW2d 519 
(1뻐); 그리고 First Midwest Ba마lDan띠lIe v. Ho없l때d， 2때 IlI.App.3d 596, 613 
NE2d 앙7 (4th Dist. 1993) 참조 

14이 Caldwell v. Stat~ 164 Md. App. 612, 잃4 A2d 199 (2005) 참조 
141) 5 Am. Jur. 2d Appellate Review ~ 얘4 참조， 관련 딴례로서 U.S. v‘ Tavlor, 147 U.S 

695, 13 S.Ct. 479, 37 L.Ed. 잃5 참조. 

142) Sharman v. Huot. 20 Mont. 555, 52 P 당)8 참조. 
143) 이에 관한 미국 연망항소규칙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Federal Rules of Appellate Procedure, Rule 28. Briefs 

(a) Appellant’s Brief. The appellant’s brief must contain, under appropriate headings 
and in the order indicated: 
(1) a corporate disclosure statement if required by Rule 26. L 
(2) a table of contents, with page references; 
(3) a table of authorities - cases (외phabetically arranged), statutes, and other 

authorities - with references to the pages of the brief where they are cited; 
(4) a jurisdictional statement, in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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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basis for the clistrict court’s or agency’s subject-matter juriscliction, 
with citations to applicable statutory provisions and stating relevant facts 
establishing jurisdiction: 

(B) the basis for the court of appeals’ juriscliction, with citations to applicable 
statutory provisions and stating relevant facts establishing jurisdiction: 

(C) the filing dates establishing the timeliness of the appeal or petition for 
review: and 

(D) an assertion that the appeal is from a final order or judgment that dis 
poses of all parties' claims, or information establishing the court of ap
야머s’ juriscliction on some other basis: 

(5) a statement of the issues presented for review; 
(6) a statement of the case briefly inclicating the natllre of the case, the course of 

proceeclings, and the clisposition 뾰low: 

(7) a statement of facts relevant to the issues subrn.tted for review with appro 
priate reference to the record (see Rule 28(e)): 

(8) a summary of the argument, which must contain a succinct, clear, and accu
rate statement of the arguments made in the body of the brief, and which 
must not merely repeat the argument heaclings: 

(9) the argument, which must contain: 
(A) appellant’s contentions and the reasons for them, with citations to the au

thorities and parts of the record on which the appellant relies: and 
(B) for each issue, a concise statement of the applicable standard of review 

(which may appear in the discussion of the issue or under a separate 
heacling placed before the discussion of the issues); 

(]O) a short conclusion stating the precise relief sought; and 
(]J) the certiηcate of compliance, if required by Rule 32(a)(7) 

(b) Appellee’s B끼ef‘ The appellee’s brief must conform to the requirements of Rule 
28(a)(])-(9) and (]j), except that none of the following need appear unless the 
appellee is clissatisfied with the appellant’s statement: 
(1) the jurisclictional statement; 
(2) the statement of the issues: 
(3) the statement of the case: 
(4) the statement of the facts: and 
(5) the statement of the standard of review. 

(c) Reply Brief. The appellant may file a b디ef in reply to the appellee’s b디ef. Unless 
the court pennits, no further briefs may be fi1ed. A reply brief must contain a ta
ble of contents, with page references, and a table of authorities - cases (a1pha
beticalJy arranged), statutes, and other authorities - with references to the pages 
of the reply brief where they are cited. 

(d) References to Parties‘ In briefs and at oral argumen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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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상통하는 것이다. 항소심에 전달되는 바의 원심 재판기록인 “record on 

appe떠”에는 항소심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의 해결을 위해 항소심의 심리에 

필요한 원심 재판기록상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얘) 여기에는 증 

거，145) 당사자가 각자의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성문법률 또는 조례 등 

의 관련조항，146) 원섬에서의 관련 결정 및 명령 147) 등이 포함된다. 연방항 

(e) References to the Record. References to the parts of the recc떠 contained in the 
appendix filed with the appe lJant’s brief must be to the pages of the appendix. If 
the appendix is prepared after the briefs are filed , a party r，앙erring to the record 
must fo lJow one of the methods detailed in Rule 30(c). If the original record is 
used under Rule 30(f) and is not consecutively paginated, or if the brief refers to 
an unreproduced p앙t of the record, any reference must be to the page of the 
original document. For example‘ 

。 Answer p. 7; 
. Motion for Judgment p. 2; 
。 Transcript p 껑1. 

Only c1ear abbreviations may be used ‘ A party referring to evidence whose ad • 

missibility is in controversy must cite the pages of the appendix 아 of the tran 
script at which the evidence was identified, offered, and received or r밍ected. 

(f) Reproduction of Statutes, Rules, Regulations, etc. lf the court’s determination of 
the issues presented requires the study of statutes, rules, regulations, etc., the rel
evant parts must be set out in the brief or in an addendum at the end, or may be 
supplied to the court in 뼈mphlet form. 

(g) [Reseπed) 
(h) [Reserved) 
(i) Briefs in a Case Involving Multiple Appellants or Appellees. 1n a case involving 

more than one appellant or appellee, including consolidated cases, any number of 
appellants or appellees may join in a brief, and any party may adopt by reference 
a part of another’s brief. Parties may a1so join in reply 마iefs 

(j) Citations of Supplemental Authorities. Jf pertinent and significant authorities come 
to a party’s attention after the party’s brief has been filed - or after oral argu 
ment but before decision - a party may promptly advise the 미rcuit c1erk by 1타

ter, with a copy to a11 other parties, setting forth the citations. The letter must 
state the reasons for the supplemental citations, referring either to the page of the 
b디ef or to a point argued oraIly. The b。이 of the letter must not exceed 350 
words. Any response must be made promptly and must be similarly limited‘ 

144) Coulter v. Michelin Tire Coro. (Mo. A때‘) 622 SW2d 421 , certiorari denied 456 U.S. 
906, 102 S.Ct. 1752 참조. 

145) S.댁뿔l쉰흐rr (App.l 142 Ariz. 426, 690 P2d 145 참조. 
146) Eunice v. CLM EauiDment Co, (La. App. 3d Cir.) 돼5 S02d 976; 그리 고 L얻쁘파ye

Modular Quarterâ (La. App. 3d Cir.) 508 S02d 975, certiora디 denied (La) 514 S02d 
127 and certiorari denied 487 U.S. 1226, 108 S.Ct. 2886, rehearing denied 얘7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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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칙 (Feder;려 Rules of Appellate. Procedure) 제떼조(a)항은 항소심으로 

전달되어야 할 원심 재판기록에 @ 원심에서 제출펴어 접수된 바의 관련 

서증 및 문서의 원본，~ 원샘에서의 특정 관련 절차에서의 속기록(tran

scnpt)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속기록， 그리고 @ 원심에서의 특정 관련 절 

차에서 기록원(court reporter)이 작성한 재판기록으로서 공식 재판기록의 

일 부로 펀 철 된 기 록의 정 본(a certífied copy of the docket entnes) 이 포 

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8) 원심에서 실제 법원에 제출되어 접수 

되었던 각종 서면 및 증거만이 항소심에서의 “record on appe허”의 일부 

가 될 수 있다.149) 다만， 원심에서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증거로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은 항소심에서의 “record on appeal"에 포함될 수 있다，150) 

항소법원의 심리를 위한 원심 재판기록을 제출텔 책임은 항소인이 부 

담한다 151l 항소인이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띤， 원심에서의 판결에 

절대적 상소이유라고 할 수 있을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 등이 없는 한，l52) 

원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153) 항소인이 제출책띤을 지는 원심 재판기 

록의 불비를 보완하기 위 해 사안을 환송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잉) 항 

1250, 109 S.ct. 12 (“Local rules of court must appear in the record to be considered 
on appe려.") 참조 

147) Deoutv v. Hoeme (Okla.l 775 P2d 1339 참조 
148) 33 ALR Fed. 588 참조， 
149) Allen v. Minnstar. In~ (C.A1Oth, 1993) 8 F.3d 1471α 1474-1476 (“The district court 

correctly refused to supplement the record by a110wing 뼈 미aintiff to file the com • 

plete transcript of a depcsition that was not filed for cO l1sideration with the motion 
for summary judgment‘ The court of appeals a1so would not allow the transcript to 
be filed under Rule 1O(e). Matters not filed could not properly be considered by the 
district court and, ipso facto, cannot be considered by us in reviewing the court’s 
judgment * * * ."); 그리고 단원ming v. Director of Revenl!~ (Mo. App.) 790 SW2d 513 
참조. 

150) 끄을~마다응 (CA 7 I\I.) 781 F.2d 1잃4， 19 Fed. Ru!es. Evid. Se까.920 잠조， 

151) 5 마n. ]ur. 2d Appellate Review ~ 쇄8 참조， 이러한 취지의 판례로서 State v. Theison 
(Utah) 709 P2d 3m 참조 관련 신청 (motion)으로서 “motion to dismiss appe머 on 
ground that record is insufficient to permit consideration of claimed eπors"가 있다(2 
Am ]ur. P!eading and Practice Forms, Appeal and Error꾀 Form 1080 참조) 

152) McNair v. Pavlakos!lVI뼈air Dev. Cα (Fla App D딩 576 S02d 933, 16 FLW D 815 참조 
153) Niederer v. Ferreira (2nd Dist.) 189 C외 App.3d 1얘5， 234 C어. Rptr. 779 참조， 
154) Economv Sales & Serv. Co. v. Familv Ctr. Pharmacy, 33 Conn.App. 822, 639 A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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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이 소송대리인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pro se)에도 항소섬에 원 

심의 재판기록을 제출할 항소인의 책임은 변제되거나 감경되지 않는다.1닮) 

항소인은 각 법원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로 원심절차의 종 

료로부터 내지 항소장(notice of appe머)의 제출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원심법원의 기록원(court reporter)에게 원심절차에서의 속기록(transcript) 

을 준비할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156) 연방항소규칙에서는 이 기간을 항소 

장 제출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157) 항소인이 원심절차 속기록을 

적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다 1잃) 관련 법원규칙에서는 

항소섬에 제출될 원심절차의 속기록은 반드시 법원의 공식 기록원(court 

repoπer)에 의해 작성될 것을 요하는 것이 일반적이며，l59) 법원공무원인 

기록원이 아닌 속기사가 작성한 속기록의 제출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원 

심법원과 양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의 내용인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16이 항소 

인이 원심법원의 기록원에게 소송기록(transcript)의 준비를 신청함에 있 

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를 지정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항소심에 

원심절차의 속기록을 전혀 제출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 

의 서변을 항소심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심법원의 기록원(court reporter)은 항소인의 원섬절차 속기록 신청이 

1042 (“An appellate court faced with an inad며uate record may order a remand com
pelling the trial judge to complete the tri해 court record; however, it is usually un
timely and impractical to order a remand after the appellant’s preliminary statement 
of issues has been filed, and 야aI argument has taken place.") 참조 

155) Thom Loan & 깐πift Cα v. Mors~ (Minn. App.) 451 NW2d 361 참조. 
156) 5 Am. Jur. 2d App려late Review ~ 493 참조. 동지의 판례로서 Hwlhes v. Countv of 

때9모JID (Jnd. App.) 452 NE2d 447 참조‘ 
157) Federal Rules of Appellate Procedure, 제 10조(b)항(l)호 

1많) Swain v. Swain (!nd. App.) 짧 NE2d 1134. 그러나 Fenmson v. William~， 101 NC 
App. 265, 399 SE2d 3없， review de띠ed 328 NC 571, 403 SE2d 51O(“Substantial com
미iance with rule requiring appellant to request transcript within ten days of filing 
notice of appeal is sufficient. ")도 참조할 것， 

159) Conklin v. Roger~， 119 Misc. 2d 486, 뼈3 NYS2d 140, affírm어 (3d Dept.) 98 App. 
Div.2닝 918, 471 NYS2d 356, later proce뼈ing (3d Dept‘) 103 App.미v.2d 없5， 478 
NYS2d 128 참조 

160) Moore v. State~， 290 Ark. 71, 716 SW2d 7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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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되면 즉시 그러한 신청이 있음을 원심법원의 기록애 남겨야 하며， 속 

기록 준비완료에 필요한 예정 소요시간을 명시하여 이를 항소법원의 

c1erk에게 전달하여야 한다.161) 원심법원의 기록원이 항소인이 범위를 지 

정하여 신청한 속기록의 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원심법원의 c1erk을 통해 

이를 원심법원의 재핀기록으로 편철하고 지체 없이 이 사실을 항소심법 

원의 c1erk에게 고지한다 162) 항소인이 지정한 범위의 원심절차 속거록이 

속기록 신청 30일 이내에 준비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의 기록원은 

그 사정을 항소법원의 c1erk에게 알리고 항소법원의 c1erk으로부터 기간 

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떠) 기간연장 허가가 있는 경우 이 사실은 항 

소심의 당사자들에게 고지되어야 한다.뼈) 이와 같이， 연방항소규칙 (Fe

der머 Rules of Appellate Procedure)은 원심절차의 속기록을 적시에 신청 

할 책임을 항소인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나 일단 항소인에 의한 원심법원 

기록원에의 적시의 속기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뭔심젤차에서의 속기록 

을 원심 재판기록으로서 준비하여 적시에 항소심에 전딸할 책임은 원심 

법원의 c1erk과 기록원에게 지우고 있다165) 항소인씨 지정하여 신청한 원 

심절차의 속기록이 정해진 기간 내에 준비되어 항소법원에 전달되지 않 

는 경우， 항소법원의 c1erk은 그러한 사실을 원심법원 재판부에 고지해야 

하는 등， 항소법원이 지시하는 관련조치를 취해야 한다 166) 항소법원은 

원심기록의 항소심으로의 적시 전달을 확보하기 위해 항소심을 위한 속 

기록의 적시 준비 및 전달 책임을 지는 원심법원의 기록원에게 명령으로 

써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67) 

161) Federal RuJes of Appellate Procedure, 제 11조(b) 항(])호(A)옥. 

162) Federal Rules of Appellate Procedure, 제 11조(b)항 
163) Federal Rules of Appellate Procedure, 저111조(b) 항(1)호(8)복， 

164) Federal RuJes of Appel1ate Procedure, 제 11조(b)항 
165) Advisorγ Committæ Notes to the 1979 amendments to Federal Rules of Appellate 

Procedure, Rule 11 참조 
166) Federal Rules of Appellate Procedure, 제Il조(b)항， 

167) 1n re Holloway (C.A.9th Nev.l 884 F,2d 476, 477-478, 특히 각주3번 (“Direct responsi
biliψ for supervising court reporters Iies in the district courts , The court of appe외s ， 

however, has inherent authority to impose sanctions to ELid the management of i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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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은 자신이 범위를 지정하여 신청함으로써 위와 같이 준비된 원 

심절차에서의 속기록을 항소심에서의 심리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표시 하여 항소장(notice of appe외)에 의 첨 부문서 (appendix)의 형 

식으로168)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l69) 이러한 “appendix"가 첨부된 

항소장은 일반적으로 항소이유서 (appellate brief)와 동시에 제출 · 접수된 

다. 다만， 헝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appendix"를 피항소인 

의 제출서면(appellee’ s brief)의 제출이 있은 후 21 일 이내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 170l 항소장(notice of appe머) 및 항소이유서 (ap

pellate brief) 등 항소심에서 당사자들이 항소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 

에서는 원심 재판기록을 언급 · 지적하거나 인용함에 있어 반드시 위와 

같이 제출된 “appendix"상의 페이지 번호와 줄 번호를 사용하여야 한 

다 17]) 행정관청 및 행정위원회 등에서의 재결 기록 등도 이러한 “appen 

dix"에 포함시킬 수 있다172) 항소심에서의 “appendix"는 항소심 당사자 

간에 동일한 하나의 “appendix"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173) 따라 

서 항소심의 당사자간에 “appendix"형식으로 항소심법원에 제출하는 원 

심 재판기록의 지정범위와 내용에 관해 상호 합의할 것이 권장되고，174) 

own affairs , ") 참조 

168) Fede떼 Procedu때 Forms, L.Ed, ~ 3’π4에서 이러한 “appendix"의 견본음 예시하고 있다. 

169) Federal Rules of Appellate Procedure, 제30조， 그리 고 Advisory Committee Notes to 
Feder꾀 Hules ()f Appellate Procedure, Rule 30 참조. 이 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으 
로논 5 마n. Jur, 2d Appellate Heview ~ 523; 3A Am, Jur. Pleading and Practice 
Forms, Federal Practice and Procedure ~ 1675 참조 

170) Federal Hules of Appellate Procedure, 제30조(c)항， 

171l Federal Rules of Appellate Procedure, 제28조 (e)향 
172) Federal Hules of Appellate Procedure, 제30조(밍항. 동지의 판례로서 AI!:>:er v, Haves 

(C.A8th, Minn,) 452 F,2d 841 , 15 FR Serv 2d 1524; Hraniff Airwavs, lnc, v 
Curtiss-Wright CαlL (C.A2nd, NY) 411 F.2d 451 , 13 FR Seπ 2d 469, 6 UCCRS 508, 
certiorari denied 396 U.S, 959, 90 S,Ct, 431 and aclhered to (C.A2nd NY) 424 F.2d 
427, ceπiorari denied 400 U.S, il29, 91 S,Ct. 59; 그리고 끄겐얻마피댐얻흐.}Lι쁘h 
(C.A6th, Mich,) 579 F,2d 394, 25 FH Serv 2d 1356 참조， 

173) Ah:>:er v, Haveâ (C.A.8th, Minn.l 452 F.2d 841 , 15 FR Serv 2d 1524 참조， 
174) Federal Procedur벼 Forms, L.많‘ ~ 3:771 에논 항소심의 당사자간에 “appendix"의 범위 

외 내용을 합의를 통해 지정할 때 사용하논 양식(“Agreement of parties as ω contents 
of appendix to briefs")이 예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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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규칙의 취지도 이와 같다 175) 피항소인이 항소인이 지정한 원섬 

재판기록이 항소심에서의 쟁점의 심리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 

항소인은 항소인의 원심 재판기록 지정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혹은 피항 

소인의 제출서면(appellee’ s brief)의 제출시점에 추가로 원심 재판기록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 재판기록 제출의 비용은 역시 항소인 

의 부담으로 하되， 피항소인이 불필요한 부분을 지정하여 부당한 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항소인은 그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의 싱환을 항소심에 신 

청하여 피항소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176) 부대항소(附帶抗訴)가 허 

용되는 경우 부대항소를 제기하는 자는 위의 규칙에 준하여 원심 재판기 

록을 지정하고 제출하여야 한다.177) 위와 같이 항소인은 항소심에서의 심 

리에 필요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범위의 원심 재판기록을 지정하여 항 

소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언제나 원심 재판기록 

전체를 참고하고 검토할 수 있다.178) 

IV. 판결의 형식 및 체계 분석 

미국 연방민사절차에서의 판결의 형식에 관해서는 1963년 이전에는 이 

를 규정하는 성문법률 혹은 규칙이 존재하지 않았으며，179) 특정 문언이 

판결의 효력을 가지는지는 법원의 의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었다.180) 

따라서， 판결의 법정 형식은 부재하였으나， 판결이 판철로서의 효력을 가 

지기 위해서는 법관이 판결의 내용 중에 그것이 종국판결임을 밝혔는지 

175) Feder머 Rules of AppelJate Procedure, 제30조 (b)항， 

176) Advisory Committæ Notes on the 1991 amendments to Federal Rules of App리late 

Procedure, Rule 30 창조 
177) Federal Rules of Appellate Proced띠re， 제30조(b)항. 

178) Federal Rules of Appellate Procedure, 제30조(b)항 

179) U,S, v, F, & M. Schaefer Bre멘ng Co" 356 U.S, 앓7， 잃3， 78 S.ct, 674, 678 (1958) 참조 
18이 US. v, F, & M, Schaefer Brewing CQ" 356 U.S, 227, 78 S,Ct. 674 (9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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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건이 되었다. 이후， 앞서 기술하였듯， 1963년의 연방민사소송규칙 제 

58조의 개정을 통해， 판결은 독립된 별개의 문서인 판결서로 작성되어야 

만 판결로서의 효력을 갖게끔 되었다.180 현시점에도 판결서가 부가적으 

로 어떠한 구체적인 형식을 갖추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법규정은 존재하 

지 않는다. 판결서의 기재사항과 관련된 연방민사소송규칙 제54조(a)항은 

주(州)법원에서 관용적으로 이루어지는 바의 사실관계 및 이전 절차에서 

의 명령 및 결정 등에 관한 장문의 언급 또는 인용을 지양함으로써 판결 

문의 간결명료화를 추구하는 취지라고 평가된다.182)1잃) 연방민사소송규칙 

제54조(a)항에서 추구하는 판결문의 간결명료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연방 

민사절차에서의 판결서를 예시하는 연방법원의 Offici외 Fonns 제31호와 

제32호이다없) 연방민사소송규칙 제84조에서는 이 두 양식 중 어느 하나 

181) Charles 매an Wright, Arthur R. MiIler, Mary Jaψ Kane 공저， 11 Fed. 안ac. & Proc 
αv.3d gg 2781-2787. 이러한 취지의 판례로 Markham v. Holt (C.A.5th, 1앉ì6) 369 F.2d 
940 (“The FRCP Rule 58 requìrement also makes clear that 0대1 statements, until 
em1x펴ied ìn a writìng, are not fìnal judgments. ") 참조. 

182) U S. v. Wìssahickon Tool Works, Inc, (C.A.2d, 1952) 200 F.2닙 936, 없8 참조‘ 
183) 연방민사소송규칙 (FRCP) 제54조(a)항의 제2문은 다읍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A] 

judgment shωId not contaìn a recìtal of pleadìngs, the report of a master, or the re
cord of prior proceedìngs." 이 점에 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은 Charles A1an Wright, 
A.rthur R. Mìller, Mary Jay Kane 공저， 10 Fed. Prac. & Proc. Cìv.3d ~ 2652 참조 

184) Form 31. Judgment on Jury Verdict. 
“ηlìs actìon came on f마 trial b아ore the Court and a jury, Honorable John Marshall, 
Dìstrict Judge, presìding, and the ìssues having been duly 띠ed and the jury havìng 
duly rendered ìts verdict, It ìs Ordered and Adjudged [that the plaìntiff A.B. recover 
of the defendant C.O. the sum of _, wìth interest thereon at the rate of -(Xπcent 
as provìded by law, and hìs costs of ac디on.][that the 미밍ntìff take nothing, that the 
actìon be dismìssed on the merits, and that the defendant C.O. recover of the plaintìff 
A.B. hìs costs of ac디on.]" 

Form 32. Jud따ment on Decision by the Court. 
“This actìon came on f，α [trial][h얹ring] before the Court, Honorable John MarshalJ, 
Dìstrict Judge, presiding, and the issues having been duly [tried][heard] and a deci
sion having 뾰en d띠ly re띠ered ， It is Ordered and Adjudged [that the plaintiff A.B. 
recover of the defendant C.O. the sum of ’ wìth ìnterest thereon at the rate of 
_percent as provìded by law, and his costs of action.][that the plaintiff take noth
ing, that the action be dìsmìssed on the merits, and that the defendant C.D. recover 
of the plaintìff A.B. his costs of actio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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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작성된 판결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따 185) 판결서는 독립된 

별개의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문서에 반드시 “판결서 (}udg

ment 또는 Final Decree)"라는 표제가 붙어있어이- 하는 것은 아니다.186) 

또한 판결이 판결서를 통해 효력을 갖기 위해 판결서에 법관의 서명이 반 

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187) 

V. 結 語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 연방민사절차에서늪 사건관리 (case man

agement)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개념으로서 재판전(前)절차(pretrial pro

ce어ings)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6조를 주축으로 한 관련법규와 법원규 

칙을 통해 제도적으로 대단히 잘 정비되어 있으며， 실제 사안에서 사건관 

리체계를 통해 쟁점정리와 증거조사에 대한 법원의 관리 및 통제가 이루 

어져 이로써 사건의 해결을 촉진하는 효과가 대단히 크다.188) 관련 제도 

의 도입 이후 법원이 사건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사건의 재판(tri머) 

전 해결비율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절차가 실질적으로 

기능함으로써 미국의 연방법원이 힌정된 전문 인팩 기타 물적 기반으로 

도 오늘날 대단히 많은 업무량을 소화해내고 있다고 하겠다. 재판결과의 

정당성 확보와 사법절차 전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플 목표로 하여 구 

185) Charles AJan Wright, Arthur R. Miller, Mary Jay Kane 공저， 12 Fed, Prac, & Proc, 
Civ ,3d SS 3161-3162, 

186) 1n re F orstner Chain Co며， (C.A.1st, 1949) 177 F,2d 572, 576 참조， 
18끼 CIR v, Bedford’s Estatê, 325 U.S, 283, 65 S,Ct. 1157 (J945) 참조 
188) 예를 들어， 제5항소법원의 법원장 John R. Bro빼판사는 다음과 같이 딴시한 바 있다 

Pretrial is a marvelous instrument in the search for i'1stìce, As it narrows is 
sues, as it reduces the field of fact controversy for resolution by court or jury, 
as it sím에ifies the mechanics of the offer and receipt of evidence, it is serving 
a function of high value , Its aim though is to assure justice with a maximum 
of efficiency in time and expense of court, of counsel, and of litigants‘ 

l젝띠 v， Air Carrier EmlÎne Serv" Inç, (C.A.5th, 1959) 263 F,2d 948,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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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변론의 실질적 시행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미국 연방법원의 사건관리 특히 법원이 재판전(pretri떠)절차에서 쟁점정 

리와 증거조사 절차를 관리 • 감독 • 통제해 가는 권한과 기능이 법정기일 

에서의 집중심리 및 구술심리의 실현의 제도적 전제조건이자 여건이 되 

는 그러한 연관성을 특히 눈여겨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연방민사절차상의 사건관리 기타 구술심리관련제 

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는 것은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 16조가 과연 어느 정도로 어떠한 변에서 그 도입목적을 달성했다고 평 

가받을 수 있을지를 분석하는 데서 출발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미국 

연방민사절차에서 법원의 사건관리는， 첫째， 이러한 재판전(pretri려)절차 

의 운용이 법원의 과중한 업무량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하는지， 그 

려고， 둘째， 이러한 제도와 그 운용이 재판(tri려)의 질(質)의 제고에 기여 

하는지의 두 가지 지표로써 분석 , 평가할 수 있다， 적어도 현행 사건관리 

방식이 제도적으로 도입된 초기의 통계자료를 보면， 미국 연방민사절차에 

의 사건관리제도의 도입과 운용이 사건의 재판(tri머)전 해결과 법원의 업 

무부담 경감에 전반적으로 유용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189) 또한 재판 

(tri떠)에까지 이른 사안에 있어서포， 잘 정비된 재판전(pretri머)절차를 거 

치는 동안 당사자들과 소송대리인들이 사안을 심도 있게 파악하게 되고 

이로써 재판(tri외)에서의 집중심리를 가능하게 하며 재판에 신속을 기하 

게 되고，1%) 분쟁해결에 관련된 절차 전반의 질(質)을 높이게 된다고 평가 

되고 있다 191) 법정기일에서의 집중심리 특히 구술변론에 의한 집중심리 

189) McNaugher, “The Pre-Trial Court at Pittsburgh," University rj Pittsburgh Law 
Review 6, p. 5 (939); 그리고 Laws, “Pre-Trial Proc어ure，" 1940, 1 F R.D. 397 (예룹 
들어， Washington, D.C 의 경우 사건처리에 소요되논 시간플 분석해보면， 배심재판사건 
에서는 8개월， 비배심재판사건에서는 14개월씌이 각각 단축되었다) 참조 

190) Kincaid , “A Judge’s Handbook of Pre←Tηal Procedure," 1955, 17 F R.D. 437, 444 
19]) Columbia Law School의 Maurice Rosenberg교수가 주도적으로 수행한 “Project for 

Effective ]ustice"에서는 그 일환으로 New ]ersey주의 주(州)사법제도상의 pretrial 
conference를 경험적 •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적어도 다음의 다 
섯 가지 측면에서 재판전(前)심리 (pre띠머 hearing)가 분쟁해결의 질(質)을 제고할 수 있 

다고 한다. 위 연구결과보고서에서 사용한 표현블 직접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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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준비가 제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미국 연방민사절차에서와 같이 재판(tri머) 이전 단계 

에서의 준비과정을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법원의 석극적 관리하에 운용하 

는 것은， 그 유일한 방법은 아니더라도 효과적인 방식 중 하나임에는 틀 

림이 없다. 

The use of a pretrial hearing 1) increases the chance that the case will be well 
presented at trial; 2) resul않 in having the evidence well presented more fre~ 

quently; 3) eliminates trial surp!ise; 4) promotes a fairer trial. in the opinion of 
the judges and lawyers involved; and 5) improves the settlement process. 

Rosenberg. πJe Pretrial Coriference And Effective Justice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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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ase Management System Under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in the United States: 

Insights and Sugges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Woo-young Rhee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revision in 2002, as the revised Code of εivil Procedure of the 

Republic ofKorea has adopted the mechanisms assuring further readiness of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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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víl litigation in all 

applicable proceedings. This change has invited a new round of discussions and 

debates within and outside the legal profession of Koreaup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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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c

tions of the oral element in the civil procedure and the larger purpose it may 

attaín in the nation’s justice administration 없 a whole. As a part of such effort, 
from the comparative perspective, thìs article analyzes the case management 

system in the civíl procedure i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om the observation that a well-administered case management 

system is critical for the relatively strengthened orality in civil proceedings in 

general and also particularly at the trial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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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the justice adminstration and for the trust 

of the public therein. The insight and the lesson we may draw from the U.S. 

experience in this regard may perhaps lie in the way they systemized the case 

management especially at the pretrial stage as the infrastructure for ac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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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 of oral elements in court proceedings, 없 well as their pragmatic 

effort to balance the oral and the written elements in the civil proceedings pur

suant to various resources that are indispensable for a successful administration 

of the oral argument. The specific desígn of a system concerning the respective 

weights of the oral element and the written element fO I" advancing the argument 

and conducing the litigation concerns the question of efficiency that should be 

judged in terms of the various conditions that a partic따ar society faces, such as 

the workload of the court, the number of the attomeys, and the resources and 

infrastructure available for the judicial institutions including those for the 

production and maintenance of the court rεcord for each phase of the 

proceedings. At the same time, ultimately, such a design of a system has to do 

with the question of how faimess and justi∞ is perceivI:d and appreciated by the 

public in terms of the public trust in the litigation procedures and the justice 

administration, thus how the legitimacy ofthe procedurβ， substance and outcome 

ofthe Iitigation may be attained and promoted. 

주채 어 (뾰eyWor때s) 

사건관리제도(case management system), 구술변론(oral argument), 미국 연방민 
사절차(federaJ civil procedure ofthε United Sta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