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체크리스트

소멸시효 제척기간을 확인하였는가, 의뢰인 (

말이 아니라 자료로 확인해야 함 !)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처분문서 등기등록 , 

문서를 확보하였는가. 의뢰인 말이 아니라  (

자료로 확인을 직접 정확히 하여야 함! ! )

관련 법조문을 찾아서 적시하였는가. 

판례를 찾아서 첨부하였는가. 

교과서를 참조하여 구성요건 쟁점별로 검, 

토를 하였는가.

상대방의 예상 주장을 예기하고 그 관점에

서 변론을 구성해보았는가. 

애매할 경우 동료들에게 문의하였는가

위임장 만들기 

경유인지를 붙였는가. 

경유인지 번호를 적어두었는가. 

계약서 작성 

수임료 소송비용 입금 확인 , 
현금영수증 바로 발급하였는가!!! . 

소송인지대 납부

소송인지대 출력 및 첨부

송달료 내기

송달료 출력 및 첨부
경유인지 붙인 위임장은 서류의 맨 뒷장에 

붙일 것

소송 서류 만들기

원본 출력 도장 찍기- . .

보관용 복사 

송달료인지대납부서위임장빼고 상대방용 복사

소장 접수 사건번호 받아적기. 

또는 송달료 납부 번호로 사건번호 알아내기

사건번호로 경유인지 내역 입력

수임장부 및 비용장부 쓰기

변론기일 준비서면 기일 마감 확인, 
송달료 인지대 계약서 보관, , . 

추가 증거계획 잡고 필요한 신청하기. 

의뢰인에게 부탁할 증거 일정 독촉하기.



준비서면 쓰기 작업의 순서의 세분화 

아래 작업하면서 나온 프린트물들은 모두 집게로 늘 묶어두어야 한다( )

기 정리한 판례를 읽어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판례를 더 찾는다 모두 출력한다1. , .  . (A4 

양면 모아찍기 레이아웃으로)

논문이 필요한 경우에 논문을 찾아서 출력한다 교과서 주석서 등은 복사2 . , !

쟁점을 잡는다 원고의 경우 주위적 주장 예비적 주장 쟁점별 우리가 의도하는 효력을 3. . ( , , 

성립시키는 효력요건을 잡는다 피고의 경우는 원고의 서면을 읽으면서 의문과 공격할 지점. 

과 논리를 간략하게 연필로 표기하고 원고 주장을 체계적으로 분설하여 약한 고리가 되는 , 

부분을 쟁점으로 잡는다 항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항변 사항을 하나의 쟁점으로 하여 효. 

력요건을 잡는다 쟁점을 잡는 것은 관련 판례 증거자료 사실관계 논문을 몰아서 읽다 보. , , , 

면 잘 잡힌다)

증거자료의 이름 목록을 만든다 갑 제호증 식으로 하되 호증번호는 적지 4. . ( 0000 Typing

말고 약간의 여백을 넣어서 출력) 증거자료에 작은 포스트잇으로 이름을 붙여 찾기 쉽도록 한다 .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이름 목록 옆에 중요한 내용을 써넣는다5. . 

목차를 잡는다 순서대로 잡지 않아도 되나 쟁점별로 분류가 되도록 잡는다6. . ( , A, B, C.. . 

하위 쟁점은 하는 식으로 잡는다A-1, A-2, )

그 목차에 들어갈 주요 주장과 근거를 생각나는대로 마구 적는다 주장과 근거를 먼저 7. .(

마구 적고 이것을 바탕으로 목차를 만들어도 좋다)

논문 중에서 인용할 부분을 서지사항과 함께 타이핑한다8. . 

판례들을 읽으면서 인용할 부분을 줄 치면서 목차 분류 등 중에서 어9. , A-1, B-2, C, ...

디 들어갈 내용인지를 파악해서 옆에 표기한다. 

증거자료 목록에서 증거자료들을 목차 분류 중 어디에 들어갈 내용인지 파악해서 표기한다10. . 

논문 타이핑한 것도 마찬가지로 옆에 목차 분류를 표기한다11. . 

그 외 필요한 법조문 참고자료 연혁 등등도 모두 목차 분류대로 정리한다12. , , . 

위 에서 표기된 모든 것들을 모두 하나의 한글 파일에 집어 넣는다 형식으로13. 9-12 . (Copy and paste )

준비서면 양식 말이 나오는대로 비문 상관하지 말고 일단 쓴다 이미 집어넣은 증거 자14. . 

료와 법리 자료들을 연결해나가는 식으로 써낸다 그리고 퇴고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