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유치
Ⅰ. 추진배경
□ 수원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 및 당위성의 증대
○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도의 인구 및 사건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며 이로 인한 사건적체와 재판의 지연으로
경기 남부 도민들이 누려야 할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

□ 경기고등법원 설치 법안 입법 불발
○ 제17대, 제18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 및 경기도를 중심으로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임기만료로 법안 폐기
○ 제19대 지역구 국회의원이 수원고등법원 및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발의에 따라 수원 시정의 행정력 집중이 필요하였음.

Ⅱ. 구성현황
□ 수원시민운동본부
○ 구성일 : 2013. 4. 23.(화)
∙ 경기고등법원 수원설치를 위한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시 구성
논의 및 계획 수립
○ 발대식 : 2013. 5. 21.(화)
○ 구성현황
∙ 대표 : 이상용(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고법유치위원장)
∙ 부대표: 홍지호(수원상공회의소 상급 부회장)

정진숙(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장)
김봉식(수원시새마을회장)
유용선(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장)
차희상(수원시민회 부회장)

Ⅲ. 추진내용
□ 고등법원 수원유치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2013.2.6.
□ 고법 설치 비용 협의  2013.3월 ~ 2014.2월
□ 부지선정 검토  2014.11월 ~ 2015.4월
□ 수원고등법원 설치 분위기 조성
○ 중앙기관에 대한 당위성 피력을 위한 노력
∙ 경기고등법원 수원설치 공동건의문 대통령 인수위 전달  2013.1.15.
∙ 수원시의회 건의문 채택  2013.3.7.
∙ 법사위 제1소위원회 위원실 방문
- 총 3차례 방문 (2013.6월-1차, 2013.12월-2차, 2014.2월-3차)
∙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2013.6.26.

○ 언론 홍보 등 범시민 분위기 조성
∙ 경기고등법원 설치 당위성 피력을 위한 토론회 참가
- 수원경실련 주최 토론회 및 중부일보 주최 좌담회 참여
∙ 범시민 서명운동 및 홍보캠페인 실시
- 경기마라톤 대회, 2013 코리아 매치컵 세계요트대회, 제50회 수원화성
문화제 참여 및 서명운동 진행
∙ 언론 인터뷰
- 수원시장 및 수원시 제1부시장 등 경기방송, YTN 등 주요 일간지 및
지방지 인터뷰 진행

Ⅳ.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 추진성과
○ 수원고등법원 설치 확정
∙ 수원고등법원 설치 법안 통과  2014. 2. 28.
∙ 수원고등법원·검찰청 개원  2019. 3. 1.
※ 수원고등법원 개원식 : 2019. 3. 4.(월)
※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식 : 2019. 5. 3.(금)

Ⅴ. 보도자료 및 관련사진

수원시민운동본부 발대식(2013.5.21.)

수원시민운동본부 발대식(20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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