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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법원의 사건수 증가와 인력확충의 한계로 인한 업무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사법서비스의 질이 하

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자법원의 실  방안이 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사

소송 차에 있어서 자 일링 기술을 도입, 활용하는 해외 법원의 용실태를 연구하 으며 소송과정

에서 가장 많은 인력과 비용, 시간이 소요되는 송달단계를 자화 한 사법부의 소송문서 자시스템

의 설계  구 을 통하여 송달 과정에서 비용을 감하고 처리시간을 향상하 다.

1. 서론

   사법부에서 지난 20여 년간 각종 법원업무의 

산화, 등기 산화를 성공 으로 마치고[1] 홈페이지

(www.scourt.go.kr)를 통하여 국민에게 종합법률정

보, 사건진행정보, 경매정보, 등기정보 등을 제공하

고 있으나 종이로 수하고 종이로 출력하며 업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과거의 행을 유지하고 있어 국

민들의 정보화에 한 기 를 만족하는데 불충분 할

뿐만 아니라 사건수의 증가와 인력확충의 한계1)로 

인한 업무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사법서비스 질이 

하 되었고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방안으

로 자법원의 실 이 두되고 있다.

   자법원[2]는 자소송, 자법정, 자민원센터, 

자법원포털, 자기록 리, 자행정을 말하는데  

자소송[3]은 미 권에서는 법원 정보화가 시작될 

기부터  많은 연구  실험 상이 되어 왔던 종

1) 지난 10년간 사건수는 약 80만건에서 160만건으로 100% 

증가한데 반하여 법원 직원 수는 약 9500명에서 1200명으

로 26%정도 소폭 증가하였으며 사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이 신에 자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문서를 작

성, 제출, 수하는 자 일링시스템(Electronic 

Case Filing System : ECF)의 실 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송달은 자 일링시스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우편송달로2) 인하여 법원 재 과정에서 

소요되는 인력, 비용, 시간이 지속 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송달 방식으로 개선이 우선 으로 필요하

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민사소송 차에 있어서 자 일

링 기술을 도입, 활용하는 해외법원의 용실태를 

연구하 으며 사법부에서 자송달을 한 소송문서

자시스템의 설계  구 을 통하여 송달 과정에서 

2) 인력 면에서 보면, 법원 재판부 담당 직원 업무의 50% 이상

을 차지하며 비용 면에서 보면, 소송문서 송달에 필요한 송

달료는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 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

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사건의 종류에 따라  최소 5회에서 15회 

분까지의 송달료를 당사자 수*2960원(우편료) 소송당사자가 

납부해야 한다. 시간 인 면에서는 소송문서를 송달한 다음 

그 결과를 입력하는데 최소 5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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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비용을 감하고 처리시간을 향상하 다.

2. 해외 소송서류 자 일링시스템 사례

2.1 미국 연방사법부 CM-ECF3)

   미국 연방사법부가 1996년부터 개발  운 해오

고 있는 인터넷 기반의 자 일링시스템이다.

2.2 미국 CourtLink의 eFile

   법률 련정보  솔루션 제공업체인 LexisNexis 

Inc.(이하 LN)가 2001년 10월부터 운 해 오고 있는 

인터넷 기반의 자 일링시스템이다.

2.3  미국 New Mexico 법원의 ACE4)

   미국 내 연방법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

해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 기록들을 웹 환경에서 

근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 기반의 자 일링 서비

스이다.

2.4. 사례별비교

CM-ECF eFile  ACE

사용자등록 서면신청 웹사이트에서 가입 서면신청

소장 수 최 소장은 서면제출 법원마다 규정이 다름

민사사건에 해서 

최  소장은 서면제

출

송 달
자송달 동의한 당사

자에 함

시스템을 사용하는 당사

자는 자송달

당사자의 요청에 의

해 자송달

문서

제출

최 소장을 제외한 모

든 문서 자  제출 

자 일링을 통해 진행

하는 사건들은 모든 문서

들을 시스템을 통해 제출

법원이 마련한 가이

드라인을 따라 자

으로 문서를 제출

하는 것을 허용

제출형태 PDF

MS Word

Word Perfect

TIFF

* 수될때 서버에서 

PDF로 변환됨

PDF

자 일링

가능한 

문서

- 최 의 소장을 제외한 모든 문서

자 일링 

할 수 없는 

문서

- 인되어야 하는 문서

- 기존에 이미 종이문서로 진행되어 온 사건

- 문서의 크기가 규정을 벗어나게 큰 경우

- 자 일 포맷으로 환할 수 없는 것

- 실제 증거물이나 물체

 <표 1> 자 일링시스템 해외사례 비교

3 . 자송달을 한 소송문서 자시스템의 배경  

   2001.3.1부터 재 과정에서 법 의 사건부담을 해

소하여 사건장악력을 향상하고 형식 인 차진행을 

지양하며 증인조사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을 약

함으로써 재 과 사법작용에 한 국민의 신뢰를 향

상시키고자 민사, 가사, 행정, 특허 등의 소송사무 

반에 신 사건 리모델을 도입 하 다 그러나 서면

3) Case Management / Electronic Case Filing

4) Advanced Court Engineering

공방과정에서 법원이 소송 계인에게 달하여야 할 

소송서류의 양이 격히 증가하게 됨에 따라 통

인 송달방식인 우편 송달을 보완하거나 체하는 방

법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자 문서화된 소송서류를 

달하 으나 송수신 이메일의 수가 증가할수록 송

수신된 자문서을 하게 리하고 법원이 보낸 

소송서류에 하여 소송 계인의 수신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하여 소송서류의 자 인 송달이 필요

하게 되었다.

(그림 1) 신 사건 리모델 진행 흐름도

4. 소송문서 자시스템의 법  타당성

 4.1 자송달의 법  인정여부

   민사소송규칙 제46조( 화 등을 이용한 송달방

법)는 “변호사인 소송 리인에 한 송달은 화․

팩시 리 는 자우편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자체가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송달방

법은 인정되나 자문서의 문서성은 인정되지 않는

다.

4.2 상 사용자

   민사소송 규칙 46조의 송달은 법원에서 변호사인 

소송 리인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만 용되는 규칙으

로 당사자가 시스템을 통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에 하여는 그 제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3  용문서 범

   화해권고결정정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 

결정본과 같이 집행권원이 될 문서로서 정본을 송달

하여야 하는 문서(성질상 자문서의 상에서 제외

되는 문서임) 이 외의 모든 소송서류가 상이다. 

5. 소송문서 자시스템의 설계

5.1  비즈니스 로세스 설계

5.1.1 우편송달 로세스

   문서를 송달할 때에는 송달문서를 종이로 출력하

여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다음에 송달 결

과를 수작업으로 입력하고 문서 수는 당사자나 

리인이 법원에 방문하여 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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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편송달 처리 흐름도

 5.1.2 소송문서 자시스템의 로세스

   법원의 재 사무시스템에서 송달할 문서를 PDF

로 생성하여 자 으로 송달하고 송달결과는 자동

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되며 추가 으로 약식송달을 

이용하여 재 부에서 필요한 자료를 송달할 수 있도

록 하 다. 그리고 송달결과를 리인의 이메일로 

통보하며 리인은 소장  문건을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수가 가능하게 된다.

(그림 3)소송문서 자송달 흐름도

 

(그림 4) 약식문서 자송달 흐름도

   

(그림 5) 리인의 문서 수 흐름도

5.2 데이터베이스 설계

   소송문서 자시스템은 사건정보 테이블을 기본으

로 당사자정보, 리인정보, 첩부 일, 외부사용자역

할, 법원송달문서, 외부사용자 수문서, 공지사항, 

PKI, FQA 구성하 으며 테이블간 계는 법원코드, 

사건번호, 문서일련번호로 연결되도록 구성하 다.

(그림 6)  attribute type별 ERD

6. 소송문서 자시스템의 구

6.1 소송문서 자시스템 시스템 구성

   외부사용자는 DMZ에 있는 웹서버에 근하고 

내부사용자는 방화벽 내부에 치한 서버에 근하

도록 하 으며 각 사용자의 요청은 웹서버의 

Plug-in을 통하여 WAS에 달되도록 하 다. 그러

나 새로 시작되는 업무 특성상 트랜잭션, 사용자등

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서버용량 산정을 

할 수 없었다.

   DBMS는 Oracle 8.17i, WAS(WebApplication 

Server)는 WebSphere 4.x, WebServer는 IHS으로 

분산트랜잭션을 처리하기 하여 Sequelink로 WAS

와 DB을 연결하 고 다양한 고객 환경에서 동 인 

웹 애 리 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합 

웹 개발툴  운  랫폼으로 GAUCE를, 웹 포  

툴로 OZ 리포  솔루션을 사용하여 구 하 다.

(그림 7) 소송문서 자시스템 아키텍쳐 구성도

6.2 공간산정방법

   1년간 법원의 재 사무 시스템에 입력된 민사사

건의 건수가 1,043,310건 발생 하고 이  소송시스템

을 통한 사건수는 민사사건의 5%인 50,000건 기

으로 산정하 으며 DB공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Ltp=A+d*n/Yn

I f ( ( ( L t p / R ) * B ) / ( 1 0 2 4 * 1 0 2 4 ) < 0 . 1 , 0 . 1 , 

Round(((Ltp/R)*B)/(1024*1024) ,0))

(Ltp:최종건수TPMS, d:보 주기, n:발생선수, A: 기Load

상건수, Yn:TPMS주기별발생건수 (년), R:데이터블

럭내의평균 ROW수, B:Block size)

7. 소송문서 자시스템의 효과

7.1 분석 데이터 추출

   개정된 민사소송규칙 제46조의 변호사 인 소송

리인에 한 송달을 자우편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부산고등법원 민사본안 사건을 상으

로 시범 용하 다. 

구분  우편송달 소송문서 자시스템 비율

사건수 3154 210 6.65%

송달건수 33415 860 2.57%

비용 98,908,4005) 0

<표 2> 송달처리 황

5) 우편송달 1건 처리에 소요되는 최소의 비용인 2960원을 기

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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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편송달 소송문서 자시스템 비율

사건수 1880 210 11.17%

송달건수 4576 860 15.82%  

<표 3> 송달결과 처리 황

효과 분석을 하여 2005.1.1.부터 2005.12.31.까지의 

부산고등법원의 민사사건의 송달데이터와 사건수와 

송달건수 그리고 소송문서 자시스템에 장된 

일수와 사이즈  각각의 처리시간을 추출하 다.

7.2 소송문서 자시스템의 효과 분석

   부산고등법원의 사용 황을 분석할 때, 소송문서 

자시스템으로 처리되는 사건수는 체의 6.6%이

고 사건수는 체 비 2.75%로 송달 처리되는 사건 

비 비율이 낮았으며 처리시간은 우편송달이 부

분 이일이상을 과하는데 반하여 1일 이내에 처리

되는 비율이 77%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송달 처리 건수는 비교  낮은 편으

로 다음의 이유로 사용이 조한 것으로 악되고 

있다.

   소송문서 자시스템은 반드시 변호사가 자송달

신청서를 제출해야 사용이 가능하며 민사본안 사건

만 시스템에서 지원하고 소송문서 제출 시 서류직

제출과 자제출을 병행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신청

률이 조한 편이다. 한 소송문서 자시스템은 

자문서의 소송문서 효력에 한 규정이 없어서 기일

통지나 보정명령서 송달  증인신문사항 수신에 주

로 이용이 가능하나 기일통지 외에는 빈번이 발생하

는 사항이 아니므로 자송달을 해야 할 사항이 자

주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비서면등이 종이

서류로 제출되는  시스템 하에서 우편송달과 자

송달을 병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소송문서 우편송달

일별

전체처리일자
처리건

수

소송문

서전체

대비(%)

일별

대비(%)

처리건

수

우편송

달전체

대비(%)

일별전

체대비

(%)

1일 이내 669 77.79 99.7 2 0.04 0.29 671

1-2일 67 7.79 24.8 203 4.44 75.18 270

2-3일 15 1.74 1.55 948 20.72 98.44 963

3-4일 20 2.32 1.52 1291 28.21 98.47 1311

4-5일 10 1.16 1.54 638 13.94 98.45 648

5-6일 1 0.11 0.15 651 14.22 99.84 652

6일 이상 78 9.06 8.46 843 18.42 91.53 921

전체 860 100 15.82 4576 100 84.17 5436

<표 4> 송달결과 도과시간 비교

8. 결론

   소송문서 자시스템으로 송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하고 시간을 향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변호사인 리인이 법원에 소송문서 제출 시에 서류 

제출과 자  제출을 병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

며 법원 사용자의 경우에도 소송문서 자시스템을 

통하여 많은 소송문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지만 소장 수부터 모든 문서가 종이문서로 처리되

고 있어 우편송달과 자송달을 병행해야 하므로 기

일통지등의 제한 인 용도로만 사용되어 이용률이 

낮았다. 이는 자문서의 문서성에 하여 효력을 

갖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면 소장 수부터 자

문서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해소될 것이다. 자문서

의 문서성에 한 효력은 재 독 사건에 한하여 

법률 개정이 진행[4]되고 있다. 법률 개정과 함께 소

송문서 자시스템을 활성화하기 하여 게시  형태

의 법원 재 부와 리인간에 온라인상으로 의사소

통 기능을 제공하거나 팩스송달, SMS를 통한 송달

사실 통보기능등의 사용자에 맞는 다양한 기능을 제

공하여 소송문서 자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

을 것이다. 자소송은 소송문서 자시스템을 시작

으로 하여 2006년 독 사건, 등기 탁, 소액사건, 

2008년 종이 없는 통합형사사범 차 구축, 2009년 

특허, 행정, 민사신청사건, 2010년 이후 민사본안사

건으로 확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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