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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혁의 좌표찾기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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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10:00 사회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교수

인사 노회찬 국회의원(정의당)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용주 국회의원(국민의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연순 회장

10:10발제1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바라본 한국 사법행정의 남용사례

- 사법관료들은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막았는가

윤나리 변호사, 전(前) 판사

10:30발제2 독립적 사법행정기구 신설 제안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10:50발제3 사법행정의 개혁

- 촛불집회 이후의 사법개혁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1:10 지정토론 박판규 변호사, 전(前) 판사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범준 경향신문 법조팀장

(이상 가나다순)

11:50 종합토론

12:1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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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국회의원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이자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법원에서의 근무 경험과 해외 법제에 대한 연
구를 바탕으로 사법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윤나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
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으
로서 사법행정기구의 독립 방안을 고민해 주신 성

창익 변호사,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제시해 주신 
한상희 교수님 등 발제자 여러분과, 법원·언론계·시민사회 등 각계를 대표해 참석
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거리로 나온 촛불시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하며 정권교체를 견인해 
냈습니다. 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야말로 새 대통령, 새 정부
가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먼저 사법부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법관의 
독립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튼튼하게 보장되어, 정치권력과 재벌 등 기득권 세력
에 의한 사법부 흔들기, 사법 농단이 감히 법원에 발을 붙일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을 둘러싼 의혹을 지켜보면, 과연 우리 국민이 사법부가 ‘공정하
고 정의롭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지난 3월,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지시 의혹과 ‘판사 블
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최근에는 법원행정처가 고법 판사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사나 징계 없이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대
법원장의 지휘를 받는 법원행정처가 판사의 사법개혁 목소리는 저지하려 들고, 
고위 판사의 비리는 감춰 주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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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태가 이어진다면, 국민들은 판사가 ‘윗선 눈치 보기’를 일삼고, ‘유전무
죄, 무전유죄’ 판결을 내리리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 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이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특히 지난 19일 열린 전국법관회의는 
일선 판사들의 법원개혁에 대한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 주는 계기였다고 생각합
니다.
저는 전국법관회의의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결정 및 전국법관회의 상설화 결
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 같은 움직임이 제도적 차원의 법원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시민과 법원 구성원이 한목소리로 법원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사법개혁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민, 국회, 법원 구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판사에게는 양심에 따른 재판을 보장하고, 시민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정
의로운 사법부를 돌려주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공
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일,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주제로 법원개
혁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법원개혁 
의 목소리가 더욱 큰 동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오늘 토론 결과를 경청한 뒤,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개정안을 마련하
여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
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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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국회의원 정성호

국민과 거리가 좁혀지는 사법부를 위하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양주시 국회의원 정성호입니
다.
우선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참
여연대, 민변, 인권법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 오늘 토론회
에 참여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 그리고 발제자, 토
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연이어 터져 나온 법조 게이트 그리고 아직 
현재진행형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사태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낙후성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사법신뢰도는 아직 세계 
최하위 수준이고, 국가의 기둥인 3부 중에서 사법부의 조직과 행정이 가장 뒤쳐
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터져 나오는 법조 게이트와 사법파동을 
겪으며 수차례 사법제도개혁특위를 설치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에 부응하는 실천은 뒤따르지 않았고, 사법개혁은 
십 수 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국민의 사법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에게 양질
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들만의 리그인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전관예우를 
필두로 한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법원의 문화나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 부족 등
이 대표적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제왕적 대법원장의 인사‧행정권
을 분산하며, 법관의 승진사다리를 간소화하고 법원 행정을 투명화하기 위한 개
혁 방향과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이미 오랜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
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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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러한 공감대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
다. 판사회의의 권한을 강화하여 제왕적 대법원장의 인사‧행정권을 분산하고, 법
원장 호선제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인사 이원화를 통해 법관의 독립성을 강화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방안도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기
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법원의 민주화를 논의하는 의미가 큰 토
론회입니다. 새 정부의 초기인 이번에야 말로 법원개혁의 좌표를 재설정하고 정
치적, 사회적 동력을 모아 성과를 만들어 내어 국민여러분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
다.
오늘 토론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향한 시작입니다. 조만간 
국회에 사법제도개혁특위가 재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 옆에 있는 사법
부를 만들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아 갑시다. 저도 오늘 논의가 국회의 논의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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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국회의원 박주민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 행정처 개혁을 위한 ‘법원개
혁의 좌표찾기’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법원은 사법파동을 방불케 하는 내홍을 겪었
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
구회의 학술대회 축소를 지시했고, 이를 거부한 판

사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법
원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사찰문건으로 일종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졌습니다.
판사 개개인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작금의 현실은 사법부의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비롯됐습니다. 인사권을 비롯한 사법행정권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고 법원행정처
가 비대화하는 모습은 재판의 독립성은 물론이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까지 우
려케 합니다.
저는 사법부 개혁의 일환으로 대법원장에게 쏠린 권력을 분산하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법관 추천위에서 선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을 빼고 외부 인사를 추가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올해 초 발의했습니다. 
지금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법
원장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장을 판사회의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법관의 사무분담
에 관한 의결기관으로 사무분담결정위원회를 두고자 합니다. 또한 법관인사 이원
화 제도를 통해 지방법원부장에서 고등법원부장으로 승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을 수렴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바로 세우는 데 도움 될 수 있는 법
원조직법 개정안을 선배·동료 국회의원님들께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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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혁의 좌표 찾기 토론회를 열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사법행
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발제를 맡아주신 윤나리 변호사·
성창익 변호사·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김예영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
원 교수·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이범준 경향신문 법조전문기자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 사회를 봐주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
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느라 고생하신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
호사 모임·인권법학회와 노회찬 의원님·정성호 의원님·이용주 의원님께도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가 사법개혁의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오늘 행사
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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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국회의원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전남 여수갑 출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와 내외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법원행정처
의 외압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불거지면서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0년 경 대법원은 법관의 서열화와 하급심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고법부
장 승진제 폐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시 마련하였던 사법개혁은 온데간데없고, 사법부가 인사전횡을 휘
두르면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사법부의 수직 서열화와 관료화가 심화되고 있
습니다.
판사는 각자가 독립된 사법기관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 했던 문제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제는 인
사권을 빌미로 독립기관인 법관을 길들이고, 줄을 세우려는 행태를 극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권한남용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 엄중한 사건입니다.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그러한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가 불거진 가장 큰 원인은 대법원장에게 법관의 인사권 등을 포
함하여 제왕적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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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오늘 이러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에 대해 고민하고, 비민주적인 사법
부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고질적 병폐인 사법부의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될 수는 없
겠지만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열린 법원·국민의 법정으로 다시금 법원이 제자
리 매김 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토론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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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민변 정연순 회장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연순 
회장입니다.
지난 겨울 연인원 천만명이 넘는 촛불시민들의 헌
신과 노력으로 우리는 후퇴해가기만 하던 민주주의
를 가까스로 제자리로 돌려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정점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은 비록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
가를 천명하는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해방 

이후 우리 현대사는 이 다섯글자의 의미를 우리의 삶과 일상에 새겨나가는 분투
의 기록이기도 하였습니다. 87년 민주항쟁의 정신적 계승자로서의 2017년 촛불
시민혁명과 그에 터잡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지난 시기 쌓여 왔던 비민주, 반
인권의 그림자를 모두 걷어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법원을 돌아보게 됩니다. 법원은 군사 독재시절 제대로 저항
하지 못하고 독재 정권의 탄압에 면죄부를 주고 협조해 왔습니다. 무고한 사람들
의 삶을 결단내고 뒤집어 버린 가혹한 판결을 내린 것은 다름 아닌 판사들이었습
니다. 법원은 민주화 이후 그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사과하는 듯 보
였습니다. 그러나 그 뿐이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인된 국민들의 참여와 감시, 견제를 받
는 방법 외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을 사실상 이를 거부해 왔습니다.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사법관료제도는 공고화되었으며, 대법원장은 법관의 인사권 뿐만 아
니라 사회 곳곳의 주요 직위의 추천권을 행사하면서 속칭 ‘제왕적’이라 불리는 권
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법관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 의견의 다양성은 법관 승진 
제도에 가로막혀 질식되고 법관의 독립성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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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병폐가 쌓여서 최근 법원내 국제인권법학회
에 대한 외압의혹,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드러났음에도 지금 법원이 제대로 된 
개혁을 해낼 것이라는 기대조차 어려운 형편입니다. 바깥에서라도 법원의 문제를 
질타하고 그 개혁을 촉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노력이 
모여 마침내 인권의 옹호자이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법원을 만들어 낼 
것이라 믿으며, 오늘 그 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이 자리
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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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바라본 한국 사법행정의 남용사례

사법관료들은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막았는가

윤나리 / 변호사, 전(前) 판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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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독립적 사법행정기구 신설 제안

성창익 /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1. 현재의 법원 사법행정의 문제

Ÿ 현행 헌법상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지명권 
등이 있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법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음(헌법 제104
조 제2항, 제3항, 제111조 제3항). 또한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사법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법관인
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판사 평정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판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함(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25조의2 제4
항, 제5항, 제44조의2 제1항, 제3항). 나아가 법관징계법에 따라 법관징계위
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법관징계청구권이 있으며, 법
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이를 집행함(법관징계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Ÿ 이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대
법관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서서 대법관회의를 그 의사대로 주도하며, 사법행
정권의 정점에 서서 법원행정처를 통하여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좌지우지
하고 사실상 그의 의사에 따라 법관들에 대한 임명, 연임, 보직, 전보, 징계 
등 전반적인 인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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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반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에 대한 감시·견제 수단은 없다시피 하
여 사법행정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남용될 위험이 상존함. 최근의 국제
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외압 등 의혹 사건에서 그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 위험이 드러난 바 있음. 또한 오히려 징계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여 
법관의 비위를 은폐하는 결과를 낳기도 함.

Ÿ 대법원장이 사법행정뿐만 아니라 재판 심급상의 정점에도 서기 때문에 법관
들은 재판업무에서도 사법행정권자를 의식하고 자기 통제를 할 가능성이 있
음.

Ÿ 재판과 사법행정이 엄격히 분리되지 않아 법관이 관료적 사법행정조직에 편
입되기도 함으로써 법관의 관료주의가 심화됨.

Ÿ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등을 관료적 승진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법관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최고법원 구성의 다
양화를 막음.

Ÿ 이러한 대법원의 제왕적 사법행정권으로 인하여 이제 법관의 독립은 외부권
력으로부터의 독립보다 법원 내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더 문제되고 있음.

Ÿ 법원조직법 등 개정만으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사법행정권을 제한하는 데 한
계가 있고 위헌의 논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에 의하여 완전히 
새로운 발상의 사법행정을 구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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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법행정 개혁의 기본방향

가. 사법행정권의 분산

Ÿ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법관 선출 위원을 포함한 다수의 위원으
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에 귀속시킴으로써 사법행정이 1인이 아닌 다수에 의
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게 할 필요가 있음.

Ÿ 법관의 인사가 다수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결정되면 법관이 재판업무에서 인
사권자를 덜 의식할 수 있음.

Ÿ 전국 단위의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중앙의 최고 사법행정기구 외에 고등법원 
권역별 또는 각급 법원별로도 그 단위별로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정한 
범위의 사법행정에 관해서는 자치권을 부여하고 당해 판사회의에서 결정하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

Ÿ 전국적 규모의 사법행정은 대규모 관료 조직을 필요로 하는바, 독립적 판단기
관인 법관이 그러한 관료 조직과 재판부를 오가는 경우 관료적 사고방식이 
재판에 작용할 위험이 있음.

Ÿ 또한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의 상급심을 담당할 경우 하급심 법관이 재판에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의식하여 자기 통제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짐.

Ÿ 사법행정업무는 반드시 법관이 담당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업무를 전담할 
공무원을 두어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Ÿ 재판과 사법행정을 분리하면 사법행정이 법관의 이해관계에서 좀 더 자유로
워지는 효과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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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제고

Ÿ 행정을 비선출직인 법원 구성원에게만 맡기는 것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
회 등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바
람직함.

Ÿ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수의 위원들이 사법행정에 참여함으로써 사법행
정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

Ÿ 다양성을 갖춘 합의제 기구가 대법원 구성에 관여하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를 좀 더 쉽게 구현할 수 있음.

Ÿ 국회 선출 위원 등의 참여로 인한 정치적 영향을 우려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합의제 기구가 정치적 외압에 대한 효과적인 방패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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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적 사법행정기구를 설치한 입법례1)

가. 스페인

1) 구성

Ÿ 프랑코 총통 사망 후 1978년 헌법 개정에 의하여 최고 사법행정기구로 사법
총평의회(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 CGPJ)가 설치됨(스페인 헌법 
제122조).

Ÿ 대법원장이 맡는 위원장과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위원은 의회 상·하원에서 
각 3/5이상의 찬성으로 10명씩 선출하여 국왕이 임명하는데, 12명은 판사 중
에서, 8명은 15년 이상 경력의 법학교수나 변호사 등의 법률가 중에서 선출
함.

Ÿ 판사 위원 12명의 선출방법은 3차례의 변화 과정을 거침. 즉 1980년대 이전
에는 전체 판사들이 선거로 선출하였으나, 1985년 사법개혁을 통해 의회에서 
임의로 선출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다시 2001년경의 개혁과정에서 전국 판사
들이 선출하는 36명 중에서 의회가 12명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뀜. 17개의 
자치주 단위의 각 지역별로 판사들이 선거인단을 선거로 선출하고 선거인단
이 36명을 선출하는 방식을 취함.

Ÿ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위원장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연임할 수 없음.
Ÿ 20명의 위원들은 모두 상근이고 검사나 판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없음. 사법

총평의회에는 4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함.

2) 권한

Ÿ 사법총평의회는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의 규정에 따라 판사를 선발하고
(내부에 선발위원회가 있음), 판사의 배치, 승진, 감찰, 징계, 예산 등의 사법

1) 각 국의 입법례는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프랑스·스페인 출장 결과 보고(2005. 12.)와 유럽 3국 선

진사법제도 실태 파악을 위한 출장 결과 보고(2005. 11.), 대한변호사협회 상고심개선TF의 대법원 개혁 연구보

고서(2017. 1.),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2009. 8.) 중 해외 현지조사 부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의 각

국 법관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2015), 인권과정의 2010년 11월호 게재 ‘사법개혁-미국·독일·스페인과 우리나라

의 대법원 비교 고찰’ 중 스페인 대법원 부분(하상욱 집필),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11호(2007·12) 게재 프랑

스의 법원행정관리기구 연구(신은선 집필), Wikipedia 및 각 국 사법 관련 인터넷 자료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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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를 수행함. 부가적으로 판사에 대한 계속교육, 정부와 입법기관 등에 
대한 자문 및 보고서 작성 제출 등을 담당.

Ÿ 판사에 대한 징계는 사법총평의회 내의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함. 일반 시민은 
징계에 대한 청원을 제출할 수 있음.

Ÿ 사법총평의회는 대법원장, 대법관 및 2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지명
권, 검찰총장과 검사 임명 시 의견제출권을 가짐.

Ÿ 사법총평의회 산하에는 법관연수소와 사법문서센터가 있음.

나. 프랑스

1) 구성

Ÿ 프랑스의 최고사법관회의(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CSM)는 
1883년에 그 전신이 탄생하였고, 1949년에 헌법 개정에 의하여 헌법상 기구
로 도입됨(프랑스 헌법 제64조, 제65조).

Ÿ 최고사법관회의는 판사분과위원회와 검사분과위원회로 나뉨(프랑스의 사법관
에는 판사와 검사가 포함됨).

Ÿ 2008년 헌법 개정 전에는 최고사법관회의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의장과 
부의장을 맡고 양 분과위원회에도 소속되었으나, 2008년 헌법 개정에 의하여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조직적으로 독립함. 이에 따라 판사분과위원회
는 파기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검사분과위원회는 파기원 검찰총장이 위원장이 
됨. 전원위원회의 경우에는 파기원장이 주재하고 파기원 검찰총장이 부의장이 
됨.

Ÿ 판사분과위원회는 판사 5명(직급별 판사회의에서 선출), 검사 1명과 양 위원
회의 구성에 공통되는 8명(국사원이 지명한 국사원 위원 1명, 변호사 1명, 대
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이 사법부 또는 의회 구성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각 
2명씩 지명한 6명) 등 총 14명의 위원과 위원장인 파기원장으로 구성됨(프랑
스 헌법 제65조 제2항).

Ÿ 검사분과위원회는 검사 5명(직급별 검사회의에서 선출), 판사 1명과 양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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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구성에 공통되는 8명 등 총 14명의 위원과 위원장인 파기원 검찰총장으
로 구성됨(프랑스 헌법 제65조 제3항).

Ÿ 위원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없음.

2) 권한

Ÿ 최고사법관회의는 판사, 검사의 인사(임용, 승진, 전보, 징계)에 관한 업무 등
을 담당함.

Ÿ 최고사법관회의의 판사분과위원회는 파기원 판사, 항소법원장, 지방법원장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함. 그 외의 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판사분과위원회
는 법무부장관에게 구속력 있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Ÿ 판사분과위원회는 판사징계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함. 징계의 종류에는 퇴직, 
해임, 파면 등이 포함됨. 2008년 개정 헌법에 근거하여 2011년 시민에 의한 
판사 징계제소 청원 제도가 신설됨.

Ÿ 판사의 동의 없이 다른 법원으로 전출되거나 같은 법원 내에서 다른 직무로 
이동되지 않음(부동성의 원칙).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최고사법관회의에서 이를 심의함.

Ÿ 최고사법관회의는 헌법 제64조에 따른 대통령의 의견 요청에 답변하기 위하
여 전체회의를 소집. 최고사법관회의는 전체회의에서 판사의 윤리에 관한 질
의와 법무부장관이 최고사법관회의에 요청한 사법운영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

Ÿ 한편 사법부 예산은 법무부가 관리하는데, 파기원장과 파기원 검찰총장이 공
동으로 합의하여 처리함.

다. 이탈리아

1) 구성

Ÿ 이탈리아의 최고사법위원회(Consiglio superiore della magistratura, CSM)는 
1908년 그 전신이 탄생하였으나 무솔리니 정권 몰락 후에 사법부 독립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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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기 위한 사법자치기구로 1947년 헌법에 도입되어 1958년부터 활동에 들
어감. 이탈리아 헌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에 근거함.

Ÿ 최고사법위원회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최고사법위원회
의 당연직 구성원임. 최고사법위원회에서의 대통령의 역할은 형식적이고 상징
적인 수준에 그침.

Ÿ 나머지 구성원 중 2/3는 다양한 범주에 속한 판검사 중에서 판검사들에 의하
여 선출하고, 1/3은 양원합동회의가 15년 이상 경력의 법학교수나 변호사 중
에서 선출함. 나머지 구성원의 수는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법률에서 규정함
(현재 24명).

Ÿ 최고사법위원회는 의회 선출 구성원 중에서 부의장을 선출하고 그 부의장이 
실질적인 의장 기능을 수행함.

Ÿ 선출된 구성원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없음.
Ÿ 구성원은 재임 중 변호사 명부에 등록되거나 의회 또는 주의회에서 일할 수 

없음.

2) 권한

Ÿ 최고사법위원회는 사법부 규칙에 따라 판사의 임용, 보직, 전보, 승진, 평정, 
징계의 권한을 가짐.

Ÿ 판사는 자신의 동의에 의하거나 최고사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직무정지, 다른 법원이나 기능으로의 전직 처분을 받지 아니함.

Ÿ 최고사법위원회는 대법관 지명권도 가짐.

라. 포르투갈

1) 구성

Ÿ 포르투갈은 40년에 걸친 독재체제가 종식된 후 1976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헌법상 기구로서 최고사법평의회(Conselho Superior da 
Magistradura, CSM)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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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최고사법평의회의 의장은 대법원장이 담당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 2명, 
의회가 선출하는 위원 7명, 비례대표의 원칙에 의거해 동료 판사들이 선출하
는 판사 7명으로 구성(포르투갈 헌법 제218조).

Ÿ 대법원장이 의장이고, 대통령 임명 위원 중 1명은 보통은 판사이기 때문에, 
판사가 통상 과반수를 차지.

Ÿ 위원들의 임기는 3년에서 5년임.

2) 권한

Ÿ 최고사법평의회는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판사의 임명, 보직, 전보, 승진 및 
징계 집행의 권한을 가짐(포르투갈 헌법 제217조).

Ÿ 판사는 정년을 보장받으며,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되거나 정
직되거나 퇴직 또는 해임당하지 아니함(포르투갈 헌법 제2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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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칭 ‘사법평의회’ 제안

가. 입법례부터의 시사점

Ÿ 각 국의 최고 사법행정기구는 각국의 역사적 경험에 따라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자치기구로서 설립됨.

Ÿ 대법원이나 대법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하부조직이 아니라 독립된 합의제 
기구임.

Ÿ 그 구성에 판사회의, 의회, 대통령 등이 함께 관여하고, 판사 외의 구성원도 
다수 포함시킴으로써 사법행정의 민주화와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도모함.

Ÿ 위원들의 연임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연임을 매개로 한 외부로부터의 영
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사법행정권이 고정된 소수의 전유물로 변질
되는 것도 방지함.

Ÿ 판사의 신분을 보장하면서도 최고 사법행정기구에 판사에 대한 징계를 포함
한 전반적인 인사권을 부여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임까지 가능케 함으로
써 판사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보장함.

Ÿ 최고 사법행정기구가 최고법원의 구성에 주된 역할을 함으로써 최고법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함.

나. ‘사법평의회’의 설계

Ÿ 앞서의 사법행정 개혁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위와 같은 입법례부터의 시사점
과 우리의 역사적 경험까지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독립적 사법행정기구, 가칭 
‘사법평의회’를 제안함(이는 국회 개헌특위 사법부 분과 자문위원단에서 제안
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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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

가) 기본 설계 원칙

Ÿ 기존의 법원 조직과는 별개의 독립된 헌법상의 최고 사법행정기구를 신설함.
Ÿ 사법행정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장, 대법관회의, 법원행정처의 권한과 기능을 

사법평의회로 이전함.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 등의 관련 조직도 사법평의회 산
하로 이관함.

Ÿ 사법평의회의 구성원은 법관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국회와 대통령에 의해서도 
선출하되, 국회 선출 구성원을 좀 더 다수로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
함. 다만 어느 한 선출주체에 의하여 선출된 구성원이 과반수를 점하지 못하
게 함으로써 중립성을 담보함.

Ÿ 사법평의회 위원들은 상근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평의회 회의에 참여함과 아울
러 사법평의회 소관의 일상적인 사법행정업무를 분야별로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위원의 수도 그러한 역할과 회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정
할 필요 있음.

나) 구체적 구성방법

Ÿ 사법평의회는 국회 선출 8인, 대통령 지명 2인, 법률이 정하는 법관회의 선출 
6인으로 하여 총 16인의 위원으로 구성.

Ÿ 국회 선출 위원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함으로써 다
수당과 소수당 간의 협치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함(2/3로 할 경우 특정 소수
당이 일상적인 비토권을 행사할 우려 있음). 

Ÿ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으로써 기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함. 특히 
대법원장을 사법평의회 위원장 및 위원에서 배제함으로써 과거의 제왕적 사
법행정시스템과 완전히 단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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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기 및 겸직 금지 등

Ÿ 사법평의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함. 
Ÿ 위원은 법관직을 겸할 수 없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
Ÿ 퇴임 후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심 없이 사법평의회 위원으로서

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Ÿ 사법평의회의 세부적인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과 자체 규칙으

로 정할 수 있을 것임.

2) 권한

가) 법관에 대한 인사권

Ÿ 법관의 임용, 전보, 징계를 비롯한 인사에 관한 권한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도록 함.

Ÿ 법관 인사를 대법원장이 지배하는 대법관회의나 법관인사위원회 등이 아니라 
실제로 합의제 기구로서 작동하는 사법평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Ÿ 법관의 임기를 없애고 정년을 보장하되 법관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보장하
기 위하여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종류에 해임을 추가할 필요 있음.

Ÿ 시민들이 사법평의회에 법관에 대한 징계청원을 할 수 있는 제도도 검토해볼 
수 있음.

나) 대법관 후보 선출권

Ÿ 대법관은 사법평의회 재적위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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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다양한 인적 구성을 갖춘 사법평의회가 대법관 후보를 선출하므로 굳이 대법
관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음.

Ÿ 한편 사법평의회 재적위원 3/5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다수결로 대법관 후보
를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대법관의 중립성을 강화함.

Ÿ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대법관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만 행사함으로써 대법관의 독립
성을 강화함.

다) 법원의 예산, 사법정책 수립, 그 밖의 사법행정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 정

하는 권한

Ÿ 사법평의회에 법원의 예산안 편성 또는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시, 예산 집행 
등의 권한을 부여함.

Ÿ 장·단기 사법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할 권한도 사법평의회에 부여함. 이를 위하
여 사법평의회 산하에 사법정책연구원을 두고 사법평의회 위원으로 하여금 
그 장을 맡도록 할 수 있을 것임.

Ÿ 법관, 법원공무원, 신규 법조인 등에 대한 교육, 사법문서의 보관, 법원 전산
시스템의 구축·유지, 법원 청사 신축 등 재판 지원에 관한 업무도 사법평의회
가 담당할 필요 있음. 이를 위하여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
관, 법원전산정보센터 등의 조직을 사법평의회 산하로 이관시킬 필요 있음.

Ÿ 한편 사법평의회의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법평의회의 사법행정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각급 법원에 
일부 사법행정권한을 부여할 여지를 둠. 예를 들어 고등법원 권역별 또는 각
급 법원별로 법원공무원 임용, 법원장 선출, 사무분담, 사건배당 등의 사법행
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라) 규칙제정권

Ÿ 대법원이 재판에 전념하는 기관으로 바뀌고 사법평의회가 사법행정을 총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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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사법정책을 연구·수립하는 업무까지 맡음에 따라 대법원에게 부여되어 있
던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권(헌법 
제108조)은 사법평의회에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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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는말

Ÿ 우리 헌법상 지금까지 없었던 사법평의회라는 독립적 사법행정기구가 낯설 
수 있지만, 현행 헌법상의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등에 관한 권한을 그대로 두
고서는 근본적인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마침 현재 헌법 개정
이 정부와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헌법 틀에서 벗어
나 좀 더 자유롭게 사법행정제도를 구상해볼 필요가 있음.

Ÿ 한편 사법부 독립을 위하여 사법행정사항은 법관들에 의해서만 결정해야 한
다는 발상은 사법부를 시민과 유리시키고 견제받지 않는 조직으로 만들 위험
이 있음.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면서 사법부 조직의 긴장감을 유지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고, 사법평의회는 그러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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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3

사법행정의 개혁

- 촛불집회 이후의 사법개혁의 방향성을 중심으로1) 

한상희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Ⅰ. 서론

현행 87년헌법체제 출범의 격발점(trigger)이 되었던 6월항쟁이 일어난지 30년이 
지났다. 물론 소위 87년체제의 출발점을 6월항쟁으로 규정하여야 할지 아니면 그
에 이어 분출한 7-9월의 노동항쟁과 함께 터잡아 규정할지는 논란의 여지는 있
을 것2)이나, 적어도 현행 헌법체제의 토대라는 점에서는 6월항쟁을 우선하지 않
을 수 없다. 이미 노동-민중의 문제는 현행 헌법에서 제대로 배제되어 있기 때
문이다.
이 글은 87년헌법체제의 한계와 그 극복으로서의 촛불집회 그리고 새로운 헌법
체제의 등장가능성에 대한 나름의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법부의 현실과 미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제 사법의 문제를 체제의 수준에서 다루게 되면 언제나처
럼 대두되는 것이 사법의 독립성과 민주성의 요청이다. 특히 우리의 현대사처럼 
권위주의 군사통치를 경험한 체제에서는 “민주사회에 있어 입헌주의의 생명선
(the life blood of constitutionalism)”3)이라 불리는 사법의 독립은 가장 중차대

1) 이 글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의 2017년 정기 봄 학술대회, 87년 민중/노동자 항쟁과 2017년 촛불(2017. 5.

26)에서 발제자가 발표하였던 “촛불집회와 사법부 – 오욕과 회한의 세월에서부터 민주적 사법으로,”의 내용

을 본 토론회의 주제에 맞게 일부 편집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용을 할 때에는 발제자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2) 정일준, “통치성을 통해 본 한국 현대사: 87년체제론 비판과 한국의 사회구성 성찰,”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

권 17호(2010), 93쪽 및 그에 게재된 참고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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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혁지점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글의 관심은 이 수준을 넘어서기를 
원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87년체제 자체가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담론틀 속에 
6월항쟁과 그 직후의 노동항쟁과정에서 표출된 노동해방이나 냉전분단체제의 극
복이라는 요청을 철저하게 배제해 왔다. 그 이후의 과정 또한 체제를 주도해 왔
던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이 반공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는 48년체제에 너무도 
손쉽게 편입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 1997년을 정점으로 급속하게 구
조화되는 신자유주의적인 통치체제로 급격하게 이행하였다. 우리의 사법부는 이
런 일련의 질곡 속에서 세계은행의 말처럼 “인적, 기술적, 자본적 자원들을 누적
적으로 투여함으로써 부를 창출하는 것은, 재산권을 보장하며 시민적(civil)·상업
적 활동을 규율하며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일련의 규범”4)을 집행하는 교두보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현재의 우리의 관심이 사법부의 제도적 개량 그 자체에 머
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여기서 나온다. 
87년헌법체계하에서의 사법부가 재산권보장체제를 완비하는 첨병으로, 그리고 법
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보수적 이해의 방파제로, 그리고 
탈규제화를 정상화하는 담론기구로 기능하면서 법의 형식성에만 초점을 맞춘 판
결로 일관함은 이런 지점에서 설명가능하다. 그들에 의하면 법은 시장에서 안정
적으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으로 전락하였고, 과거의 개발독재 방
식의 국가통치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된 개인적 자유주의의 틀로 이행하는 또 하
나의 지배기구로 기능해야 했었다. 
실제 87년헌법이 마련하였던 나름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사법개혁의 
논의는 적지 않게 대두되었으나, 거의 모든 개혁과제들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거
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 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87년헌법체제가 외형적인 정치체제의 변화를 야기하고 개발독재적 원리를 
민주주의적 원리로 전환5)하기는 하였으나 사법부는 그에 상응하는 사법체제를 
변형해 낼 틈을 갖지 못 하였고 오히려 그 구성원 스스로 이 새로운 지배진영의 
한 구성원으로 적극적으로 포획되어 갔던 것이다. 
이 글은 이런 맥락에서 먼저 87년헌법체제-이는 87년체제와 97년체제로 구획해 
낼 수 있을 것이다-의 전개양상을 살펴보면서 6월항쟁 혹은 그 직후의 노동항쟁

3) Beanregand v. Canada [1986] 2 S.C.R. 56,70

4) B. S. Tabalujan, “Legal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 The Role of Legal Culture,” NBS Business

Law Working Paper: Draft(March 2001), 8쪽에서 재인용

5) 조희연, “‘한국사회체제논쟁’ 재론: 97년체제의 ‘이중성’과 08년체제하에서의 ‘헤게모니적 전략’에 대한 고민,”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 17호(2010),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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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하였던 87년체제의 당위와 이 양자의 사건 사이에 발생하였던 87년헌법
의 구성과 지배체제의 형성양상을 짚어가면서 이 양자의 간극에 우리 사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은 2016년 가을부터 진행되었던 촛불정국
을 계기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지를 짚어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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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87년 체제의 사법부

1. 87년체제의 사법과제

87년 민주항쟁에서 제기되었던 사법의 올바른 위상은 어떠하였는가? 당시 시민
들의 요구는 직접 사법부-이 글에서 사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을 
의미한다-를 향하지는 않았다. 사법개혁이라는 의제가 당시에는 별다른 정치적 
함의를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법부라는 기구 자체가 제도내적
인 것이기에 그에 대한 비판과 교정의 요청들은 그대로 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과 
교정의 요청에 함몰될 수밖에 없었고, 또 자연스럽게 자유주의 진영의 타협과 체
제내화의 과정에 흡수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기에 사법부에 대한 개혁의 요구는 
87년 항쟁이나 87년헌법체제의 작동 이후에 비교적 시간격차를 두고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 버린 사법부의 구태와 함께 스스로 
관료화되어 시민사회로부터 유리되어 버린 사법부의 폐쇄회로 그 자체를 타겟으
로 삼았다.
1894년 대한제국 법관양성소의 설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우
리의 근대적 사법제도는 곧 일본의 사법제도에 예속되었다가 해방 이후 다시 미
군정의 영향권안에 편입되기도 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그 형태를 갖추어
나갔다. 하지만 최근까지처럼6) 사법관료가 국가에 의해 선발·양성되어 사법부를 
지배하는 체계는 사법대학원제도가 도입된 1962년부터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이다. 군사정권은 통치구조의 일각을 담당하게 될 사법부의 구성원을 보다 체계
적으로 양성하기를 원했고 그것이 현재 사법부의 골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후 사법대학원제도가 1970년 사법연수원제도로 대체되면서 법조인의 양성기능
이 대법원에 전속되고 이 과정에서 국가가 중심이 되어 법률가를 선발·양성하는 
법조관료체제가 확립되게 된다. 3선개헌 등 개발독재에 의한 국가개발전략이 가
속화되는 시기에서 사법부 및 법시스템까지 이러한 성장우선주의에 부합하는 관
료주의체제로 변환하고자 하는 의도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법부는 
곧 이은 유신체제와 결합하면서 최근에까지도 국가의 주요한 통치수단의 하나로 
기능하였고 또 역으로 사법부는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종속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6)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에 따라 2017년 사법시험 제2차시험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은 폐지되고 따라서 법

조인의 양성기능은 이제 대학이라는 민간영역으로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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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87년헌법체제의 등장은 새로운 사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자아내었다. 
그 단적인 예는 사법제도의 민주화, 법치주의의 철저화 등을 내세웠던 1988년 6
월의 제2차 사법파동이다.7) 당시 200여명의 소장판사들은 소위 ‘정치판사’로 가
득찬 사법부의 수뇌부를 개편하고 대법원의 개혁과 반성을 촉구하면서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화를 주장하였다. 노태우정부가 과거 권위주의체제에 봉사하였던 김
용철대법원장을 재임명하자 이에 반발한 소장판사들은 법원의 정치예속화 주범이
었던 정보기관원의 법원 상주제도를 철폐하고 법관을 청와대에 파견하여 정치권
력이 법원으로 흘러드는 도관의 역할을 해 왔던 관례들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였
다. 이들은 종래 정치권력에 종속되었던 사법시스템의 내부적 모순을 고발하고 
그에 상응하는 개혁을 이루어낼 것을 공식적, 조직적으로 요청하였던 것이다. 물
론 이 사건은 김용철 대법원장의 사퇴는 이끌어내었으되 사법민주화나 사법적폐
의 청산이라는 점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이끌어내지는 못 한 채 끝났다. 하지만, 
적어도 그 시도에서만큼은 87년헌법체제라고 하는 자유주의적인 시대이념-민주
주의와 법치의 확립-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사법개혁의 내부동력으로 
이전시키고자 노력하였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삼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발생한 제3차사법파동은 보다 구체적인 법원개혁
요구를 제시하였다.8) 여기서는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 및 청산, 법관회의의 상설
화를 바탕으로 한 법원 내부적 민주화, 그리고 대법원장의 법관인사권을 견제함
으로써 법관이 소신 있는 판결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곧이어 문민정부의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제기한 사법개혁방안
들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법부를 통해 국민의 법감정과 정의감정이 충실히 반
영되기를 원했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시장의 성장을 도모할 것을 갈구하
였다. 그들은 변호사를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용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법률
가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를 원하였으며, 사법체제의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
를 보다 공고화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중심적인 의제설정자로 기능
하였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당시의 사법개혁의 과제로 법조일원화의 실시, 
사법체계의 민주화, 법률가의 급격한 증원과 질적 개선, 인권을 보장하는 사법부, 
미래지향적 사법체계 등에 걸친 50대 과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9) 

7) 이들은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사법부가 새로운 신뢰를 쌓아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전문 및 경과는 한겨레, “판사59명 사법부 대개혁 요구,”

1988.6.16.<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061600289101001&

edtNo=2&printCount=1&publishDate=1988-06-16&officeId=00028&pageNo=1&printNo=28&publishType=00010>

검색일: 2017. 6. 8.

8) 정종주, “사회: 끝나지 않은 제3 사법파동,” 월간 길을 찾는 사람들 제93권 제8호(1993), 134-139쪽 참조.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061600289101001&edtNo=2&printCount=1&publishDate=1988-06-16&officeId=00028&pageNo=1&printNo=28&publishType=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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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헌법체제의 초기에 제시된 이와 같은 사법개혁의 논의들은 그 자체 87년체
제가 요구하였던 사법부의 역할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크게 사법의 독
립성과 민주성의 요청, 그리고 과거사 청산의 문제로 대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민주화 이래 사법부에 대한 외부적 압력이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되면서 사
법의 외부적 독립에 대한 요구는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존재하는 공안사법
의 문제-공안세력에 의한 사법에의 개입-나 청와대-대법원장을 경유하여 흘러
들어오는 인사행정에 의한 법관 통제의 장치들이 사법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한 요인들이었고 그것이 사법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사법파동을 야기하기도 하였
다.10) 물론 여기서 정보기관원의 법원 상주라는 폐습은 곧장 해소되었으나, 법관
에게 부과되는 무수한 계층·승진의 구조를 빌미로 작동하는 내부적 간섭·개입의 
문제는 법관(즉,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최대의 장애사유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다시 2003년의 제4차사법파동으로까지 이어져서 법조일원화라든
가 고등법원부장판사로의 승진을 비롯한 소위 발탁인사제도에 대한 비판까지 나
오게 된다.
또 다른 축은 사법의 민주화에 대한 요청으로 이는 당시 그렇게 명시적인 논거를 
가지고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사법도 서비스다”라는 슬로건과 로스쿨제도의 도입
요구 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학술적 배경을 가진 법률가의 배출, 법조일
원화의 요구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사회와 사법부의 연계장치로서의 법률가의 역할 
등은 이 사법의 민주화를 향한 대중적 요구의 일 단면을 드러낸다. 시민운동이나 
소비자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 오늘날 새로이 정치화되고 있는 다양한 생활
영역들이 그 나름의 법적 변론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틀을 사법단위에서 마
련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 시기 참여연대가 “국민의 사법이용과 사법에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나선 것11)은 이를 의미한다. 그
리고 이러한 틀을 따라 군사정권 이래 철저하게 관료화되어 왔던 사법부의 폐쇄
성을 해소하고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시민사회의 법감정을 법해석과 
판결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사법체계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요
구의 연장선상에서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가능성 또한 주요한 개혁의제로 

9) 이에 관한 개괄적 설명은 참여연대, “[021] 사법개혁의 지침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발간,”

<http://www.peoplepower21.org/pspd100/1338975> 검색일: 2017. 6. 8.

10) 여기에는 논리필연적으로 사법에 대한 과거사 청산의 문제도 결합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1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보도자료: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1995, 4. 24.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41&document_srl=510922&listStyle=list>

검색일: 2017. 6. 8.

http://www.peoplepower21.org/pspd100/1338975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41&document_srl=510922&listStyle=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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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기도 하였다. 
과거사 청산의 문제는 이전 권위주의체제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인권침해 내지는 
법유린사건에 대한 교정은 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이자 사법의 독립성·민주성 
요청의 종국지향점 중의 하나라 할 것이다. 실제 3차 사법파동에서 제기되었던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과 청산이라는 요구는 이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사
법부에 의해 저질러졌던 수많은 법왜곡 내지는 사법폭력의 사례들을 교정하자는 
요구에 집중된 것이지만, 이와 동시에 87년헌법체제의 사람들은 사법외적 방식으
로 저질러졌던 수많은 사건들-광주민주화항쟁 당시의 신군부의 살상행위라든가, 
긴급조치체제하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인권유린사건들 등-에 대한 정의의 회복이
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였다. 여기에는 사법체제를 통한 특권층과 
재벌의 비리 척결뿐 아니라 무전유죄, 유전무죄나 전관예우와 같은 잘못된 사법
관행들까지도 척결의 대상으로 포함된다. 

2. 사법부, 그 일그러진 얼굴

2.1. 민주화 이전

하지만, 87년헌법체제의 결여점은 그대로 사법부에까지 이어진다. 상술한 87년체
제의 민주화 역사는 그대로 사법의 기능변화의 요청을 타격한다. 지난 시절 권위
주의 군사정권의 지배체제에 익숙해 있던 우리의 사법부는 민주화의 과정을 따
라, 그리고 새롭게 대두되는 입헌주의의 틀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려
는 노력이 절실하였다. 하지만, 이런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그 시대
적 요청을 교묘하게 비켜 나갔다. 
사실 우리 사법부는 권위주의 군사정권체제하에서 스스로를 관료화하면서 그 정
권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권위주의의 체제에 철저하게 자신을 적응해나갔
다. “권력에 굴복한” 무력한 사법부가 아니라 오히려 권력에 적응한, 강력한 사법
부로 기능해 왔던 것이다. 사법부는 권위주의의 바깥에서 그 권력의 희생자로 살
아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위주의적 정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정치
권력이 필요로 하는 억압적 통치작용을 법의 이름과 형식으로 정당화-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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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종의 통치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때 우리 사법부가 폭
력적인 정치권력에 합법적 레벨을 부착하는 것은 세 가지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다.12) 
그 첫째는 시민사회의 정치화 자체를 차단하고 시민들이 공공영역 내지는 정치영
역을 구성하는 것을 가로 막는 방식이다(정치적 배제). 형식적 국민주권의 원리
에 기반하여 대의제의 작동을 시민사회의 의사와 유리시키거나, 사회내에 존재하
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입법의 형태-예컨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로 선점
하여 관변단체로 엮어냄으로써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이고 다원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다양한 이익단체들을 억제하는 것을 비롯하여 언론통제를 통한 여론 침탈 내
지는 여론 왜곡의 조치도 이에 해당한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집단활동 금
지조치라든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이적단체의 범주를 지나치게 확장함으
로써 정치활동의 폭 자체를 축소시켜버리는 것 또한 정치참여를 배제하는 권위주
의체제의 전통적인 방식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사적으로 민주사
회의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해 왔던 노동조합의 결성을 가로막거나 노조원의 자
격을 비롯한 제요건을 강화하는 등 반노동적 판단들은 소위 반체제적인 세력들을 
억압한다는 측면 외에도 그러한 행태 자체가 우리 사회의 정치화를 가로막는 커
다란 장애가 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적이다.
둘째는 사회적 의제들을 가능한 한 정치의제화하지 않고 단순하고도 미시적인 법
률의 문제로 치환하는 방식이다. 이는 일종의 탈정치화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치나 이념의 문제 그래서 헌법의 문제로 승화되어야 할 사안들을 단순
히 실정법률상의 문제로 격하시키고 그것을 사회안정이나 국가내외적인 질서유지 
등 통제의 측면에서만 바라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탈정치화의 과정을 통하
여 이들 대중부분이 정치과정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투입하는 것 자체를 차단하고
자 한다. 물론 여기에는 국가주의라고 하는 우리 현대사 전반에 걸쳐 우리 국가
성격을 규정해 왔던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탈정치화전략
은 이 국가주의적 지배체제를 다시 법률의 수준에서 재확인하고 재강화한다는 점
에서 문제적으로 드러난다. 즉, 국가의 존립과 국가에 의하여 유지·관리되어야 하
는 사회질서의 문제, 그리고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성장의 문제는 그 자체 이미 
주어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그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사건, 사고들은 그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그때의 당사자들에 귀책되어야 하는 미시적인 법률적 
책임의 문제로 전환하여 버리는 것이다. 즉, 국가의 수준에서 해결되어야 할 정치

12) 이 틀은 한상희, “사법판단의 준거로서의 권력현상,” 법과사회 제9호(1994), 115-137쪽에서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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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제들을 질서유지와 경제성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그 문제들이 자칫 안정
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전이되지 않도록 국가관료-법관을 포함-가 (법)기
술적으로 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돌려 놓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조작을 통해 
시민사회가 정치에 편입되는 것을 차단한다. 결국 거의 모든 사건에 있어 사법부
의 법판단이 오로지 법률판단에만 머무를 뿐 헌법적 판단은 거의 배제되거나 소
극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이들 분쟁들을 법률적인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그것이 
체제 또는 구조적 모순 속에서 유발되는 헌법적 차원이 아니라 오로지 단편적이
고 국지적인 이해의 대립으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건
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기능의 본질상 그 당사자들을 정치과정으로부터 소외시키
기 위하여는 사건의 성격 자체를 변경시키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도 유효한 방법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대체로 법리나 법개념의 문제, 철저한 존재/당위의 
2분법, 또는 엄격한 공사법 2원론 등과 같은 법도그마의 조작을 통해 이루어진
다. 
셋째는 관료주의에의 지나친 회귀현상이다. 권위주의적 국가는 스스로 국가목적
을 설정하고 이의 집행을 국가기구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관료들의 도구적 합
리성 판단에 일임한다. 국가의 작동과정에 관료들의 지배권이 강화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철저한 위계구조하에 예속되어 있는 관료들은 바로 그 예속성으로 인
하여 시민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다. 스스로의 권력을 확보하지 못 한 채 
정치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신의 권한과 책무가 규정되는 상황에서는 이들
이 시민사회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는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사법부
는 이러한 관료적 권위주의의 체제에 그대로 순응한다. 정부의 법률안제출권-이
는 의원들의 이름만 빌린 입법발의도 포함한다-과 위임입법의 권한을 이용하여 
국회의 입법권마저도 관료들이 장악한 상황에조차 형식적 대의제와 입법형성권이
라는 형식적인 법개념을 통하여 관료의 의사가 그대로 시민사회에 통용되도록 방
치하거나 혹은 이를 방조한다. 여기에 더 나아가 자유재량개념 내지 반사적 이익
개념에 따른 판단의 유보와 권력분립을 앞세운 사법적 억제의 조치를 행함으로써 
관료들의 입지를 최대한 확보해 주게 된다. 행정에 대한 가장 유효하고도 종국적
인 통제수단으로서의 사법부의 지위와 권력제한규범으로서의 헌법의 존재에 대하
여는 관심을 배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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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민주화 이후

87년체제에서의 사법부도 이런 구래의 양태로부터 별로 벗어난 흔적이 없다. 오
히려 과거정권의 탈정치화전략의 결과와 87년헌법체제의 결여점이 결합하면서 
파생되는 정치의 사법화현상 내지는 사법과두체제의 등장13)현상으로 민주화의 
흐름에 대한 일종의 반동적 양상까지 드러낸다. 특히 이 시기에 도입되어 나름의 
제도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정치과정에서 제대로 처리되
지 않거나 혹은 정치과정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소외된 사건들이 집중되는 일종의 
정치적 하수처리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87년헌법체제의 탈정치화를 가속
화시키는 매개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법부의 운영양태는 크게 정치사법과 계급사법14)이라는 두 가지의 맥락
에서 비판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각각 살펴보고 다시 사법의 독립성과 민
주성이라는 관점에서 그 한계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2.2.1. 정치사법의 문제

87년헌법체제의 두드러진 양상으로 흔히들 정치의 사법화현상을 든다. 이는 “국
가의 주요한 정책결정이 정치적 공론과정이 아닌 사법과정에 의해 결말지어지는 
현상”15)을 말한다. 실제 이러한 현상은 헌법재판소가 설치·운영되고 헌법이 나름
의 실효력을 발하게 되면서 행정수도사건이나 이라크전쟁파병 문제와 같은 것들
이 정치영역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서 다투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
면서 나름의 관심대상이 되어 왔다. 혹자는 이를 두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갈
등과 조화의 문제로 파악하면서 입헌주의가 정착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할 필
요성을 들기도 하지만,16) 헌법재판소로 귀속되는 대부분의 정치·정책문제들은 그

13) 서경석, 위의 글, 148쪽.

14) 이재승, “정치사법과 과거청산,” 민주법학 제29호(2005), 19-49쪽은 정치사법이라는 범주의 하위개념으로 계급

사법을 위치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분류는 체제(regime)론의 관점에서 타당한 방식이나, 87년헌법체제와 사

법의 한계를 분석하기 위한 이 글에서는 정치영역과 사회영역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보다 명료한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계급사법의 문제는 87년체제에 들어오면서 그 정치·사회적 권력을 확고하게 

확보하게 된 자본계급의 이해에 봉사하는 사법부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5) 박은정, “‘정치의 사법화(司法化)’와 민주주의,”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1호(2010), 3쪽.

16) 김종철, “‘정치의 사법화’의 의의와 한계 －노무현정부전반기의 상황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3집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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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둘러싼 헌법해석의 여하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과정의 실패에 기인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판단은 아직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
로 해결되고 또 국민의 정치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을 정치과정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헌법재판소의 사법관료들이 관여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철저하게 그 (사법)정책과정으로부터 배제되고 
마는, 또 다른 탈정치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치의 사법화라는 폭넓은 범주를 정치사법라고 하는 명제로 처리하
는 것은 지나치게 그 의미망이 확산되어버리고 만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사법은 
사법이 정치의 대체물이 아니라(이 경우는 정치의 사법화이다), 사법이 정치의 
수단이 되거나 혹은 정치적 통제가 발생하는 장을 구성함으로써 국가권력 혹은 
정치권력이 소통되는 통로 내지는 매개로 작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재승이 정
치사법을 “정치적 목적에 봉사하는 불공정재판”을 의미한다고 한 것은 이에 해당
한다. 다만, 이재승의 개념틀에 의할 경우 정치사법은 법관이 정치의 외부에서 작
동하는 종속변수로 구성될 여지가 있어 약간의 좌표교정이 필요해 보인다. 법관 
스스로가 유효한 정치권력으로 자리잡아 특정한 정치적 지향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87년헌법체제에서의 정치사법의 사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특히 지난 권위
주의체제에서 활용하던 정치적 배제의 수법이나 탈정치화의 법담론조작행태들은 
여전히 현재의 사법체제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여기서 권위주의적 통치의 주된 
방식인 정치적 배제의 수법이 민주화 이후의 사법부에서 반복되는 이유는 간단하
다. 그것은 87년체제의 한계로부터 나온다. 즉, 87년체제가 6월의 항쟁과 함께 
7-9월의 노동항쟁을 더불어 포섭한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진영이 진보적 진영으
로부터 유리된 채 급격하게 신군부세력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 87년체제 역시 과거의 체제와 마찬가지로 정치영역으로부터 일정한 
세력을 배제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탈정치화전술은 여전히 
정치화된 사법부의 주요한 행위방식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실제 노태우정권하에서 발생한 보혁구도 및 공안정국과 이에 편승한 진보진영의 
배제전략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1987년 설립된 전대협이나 1993년 이를 
이어받은 한총련에 대한 정권차원에서의 대대적인 탄압은 그대로 사법부의 판결
로 이어져 이적단체로 규정되어야 했고, 이러한 억압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정치
과정에서 그대로 도태되고 마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우리의 민주화 역사를 최장

(2005), 232면. 박은정, 위의 글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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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말처럼 “운동에 의한 민주화”로 규정17)한다면 그 민주화의 주요한 축 하나
가 현체제의 정치영역으로부터 배제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혁
구도의 틀 속에서 종래의 공안기구들은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규정할 수 있게 되
고 그 이후 계속하여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각종의 공안장치들을 활용하며 반공주
의에 입각한 48년체제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1989년 반민주악법의 정리작업에 
의하여 사회안전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명높은 사상전향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고, 또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김대중 정부에서조차 그것이 
준법서약서(1998년)의 방식으로 실체를 보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48년체제
의 지속 내지는 48년체제의 사법적 공인(公認)이 있었기 때문이었다.18) 
1989년 5월에 창립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억압은 또 다른 정치
적 배제의 사례를 이룬다. 실제 이는 일반적인 노조사건과 달리 계급사법의 문제
영역에서는 상당히 벗어나 있다. 우리의 헌정사에서 권위주의 군사정권은 철저하
게 공무원과 교원을 정치영역에서 배제하려고 노력하였고19) 참교육을 내걸고 나
선 전교조는 그 권위주의적 통치술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의 장치로 인식되었
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이들을 좌경의식화교사로 매도하면서 1,527명의 교사
를 해직시키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사법부는 이러한 정권차원의 폭력을 
그대로 승인함으로써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되는 순간까지 이들을 불법을 일삼
는 범법자로 내몰고자 하였다.20) 그리고 이러한 전교조 탄압의 사례는 그대로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선언하는데까지 비약하
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과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까지 중첩되면서 현재까
지도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고 있는 상황까지 만들고 있다. 

17)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후마니타스, 2003), 86-94면.

18) 그리고 급기야 이 준법서약서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7대2의 평결로 합헌으로 선언되기에 이른다.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98헌마425, 99헌마170·498(병합) 결정 참조.

19) 교사들의 시국선언이나 혹은 교사들의 집회참가에 대하여 “정권 퇴진 시국선언 등 집단행동을 한 것은 정당

한 노조활동이 아니다”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행위는 “정치적인 중립을 벗어나 특정세력에 조직적으로 반대

한 위법행위”라고 선언하는 등의 사법적 탄압은 이의 대표적 사례가 된다. 매일노동뉴스, “전교조 법원에 세

울호 시국선언 교사 무죄판결 촉구,” 2017. 5. 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388> 검색일: 2017. 6. 8. 혹은 대법원 

2012.4.19., 선고, 2010도6388 판결 참조.

20) 이 과정에서 발생한 국정교과서사건은 교육기관이 그대로 이데올로기도구로서 기능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한 

결정으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정치사법의 예를 이룬다. 헌법재판소는 정원식 국무총리에 대한 계란투척사건

으로 야기된 공안정국에서 국어교과서를 국정화한 것을 별다른 논거도 없이 합헌으로 선언함으로써 참교육

을 향한 전교조 교사들의 행보를 가로막고 나서는 한편, 좌파로 낙인찍힌 전교조의 공식적인 명분 자체를 붕

괴하고자 하였다.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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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이석기 전의원에 대한 내란선동죄 판결과 대법원에서조차 부정당한 R.O
의 존재를 근거로 통합진보당을 해산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 사법부의 
진보진영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48년체
제하에서 구축되어 온 반공이데올로기와 다른 한편으로는 87년체제가 굳이 무시
하고자 하였던 노동자-농민세력에 기반한 진보세력에 대한 반감을 구체화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바로 87년체제의 형성과정에서 급격하게 보수화 내지는 
체제내화되었던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사법부가 그대로 반영하면서 
이를 자신의 도그마와 결합한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탈정치화의 전략도 여전히 타당하다. 최근들어 부쩍 그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있
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은 사법부를 활용한 가장 조악한 형태의 의제전환 
사례-탈정치화사례-들이다. 강정해군기지의 구축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평화권이 
달린, 가장 첨예한 정치적 의제이다. 하지만, 이에 저항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공사방해행위는 정치의 장에서 다투어지지 않고 그대로 국가가 청구한 34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전이되고 만다.21) 서울의 도심에서 대규모 대중집회가 열
리자 그 주위의 상가주인들을 부추겨서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한
다든지, 혹은 집회참가자에 대해 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가한다든지, 세
월호 참사 당일의 대통령 행적을 보도한 기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는
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같이 사법이라는 매개를 통해 정치적 억압을 가하는 사건
들이다. 프리덤 하우스나 국경없는 기자회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보장 지수가 중하위권으로 추락하는 가장 큰 요인을 사법체계가 제
공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이런 사건의 경우 철저하게 본말이 전도되는 구조를 
가진다.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구성되어 시민사회의 공론이 집중되어야 할 
체제사안들이 손해배상 혹은 명예훼손이나 교통방해와 같은 법률사안으로 치환되
고 그 과정에서 냉각효과나 혹은 억지효과를 도모할 여지를 생성하고 있는 것이
다.22)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법원이 스스로 강권력의 행사자가 되어 체제에 저
항하는 사람들에게 사법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점에서 가장 대표
적으로 드러나는 사례는 무차별적인 영장발부행위들이다. 둥글이라는 별명을 가

21) 자세한 것은 오마이뉴스, “국가의 ‘보복’, 공사차량 막았다고 34억 내놓으라니,” 2017. 3. 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4749> 검색일: 2017. 6. 8.

22) 2015년 11월의 민중총궐기 집회를 이유로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3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 또한 마찬가지다. 실제 이 집회에서 제기되는 의제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한 채 그 

집회의 주변적인 파생물으로써 처벌일변도의 전략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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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박성수씨는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했
다는 이유로 8개월 이상 구속되어야 했다.23) 뿐만 아니라 나름으로 절차를 준수
하며 착수한 파업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면서 자진출두한 철도노조 조합
원을 구속한 서울서부지법의 사례도 마찬가지의 사법폭력이라 할 수 있다.24) 
여기에 과거사 청산의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은 스스로가 정치행위자로서의 역할
을 감당한다. 유신정권 하에서 긴급조치위반의 혐의로 이루어진 불법수사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사건에 대해 대법원 제3부는 통치행위론과 소멸시효법리를 곡해하면
서까지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이 판결은 권위주의적 폭력이 가장 강력했던 유신체제가 억압의 수단으로 선포했
던 긴급조치가 대법원의 선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무효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치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의 긴급조치 선포행위를 분리하여 후자
를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과거사에 대한 국가의 청산의
무 자체를 부정한 사례이다25).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일관된 판단을 
뒤짚어버리면서까지 박정희라는 구체제의 인물을 복위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명시
적으로 드러내면서 대법원장을 비롯한 일련의 사법부수뇌부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정치성까지 짚어보게 만든다.

2.2.2. 계급사법의 문제

87년헌법체제를 특징짓는 가장 큰 변수중의 하나는 신자유주의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이 신자유주의는 적어도 우리의 사법체계에 관한 한 일반적인 신자유주
의가 아니라 한국의 재벌과 대기업의 이해관계와 그것을 호위하는 정치권력 및 
법권력의 이해관계에 순치되어 조정된 신자유주의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의 제고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 전략은 우리의 사법체계에서는 
별다른 고려점이 되지 못 하고 오히려 노동자에 대한 억압이나 착취를 정당화하
거나, 혹은 저임금을 은폐한 노동유연성의 문제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편

23) 비슷한 사례로 경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에 항의하며 부산지방경찰청 앞에서 “털려면 더 털어보라”는 의미로 

속옷 퍼포먼스를 펼쳤던 윤철면씨는 공연음란죄의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Fact TV, “‘둥글이’ 박성수씨 전단지를 뿌린 시민들이 계속 탄압당하고 있다,” 2016. 6. 24.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15069&thread=21r03> 검색일: 2017. 6. 8. 참조.

24) 복지동향 논평, “철도노조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대법원 판례에 맞지 않아,” 복지동향(2014. 2), 89-90 쪽.

25) 자세한 것은 한상희, “통치행위와 긴급조치: 그 사법심사의 문제,” 민주법학 59권(2015), 11-40쪽 참조.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15069&thread=21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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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적 판단이 전면에 나선다.
회계조작으로 노동자 976명에 대해 무더기 정리해고에 나선 쌍용자동차 사태는 
이의 대표적인 사례를 이룬다. 2009년 6월 정리해고조치가 통보된 이래 77일간
의 ‘옥쇄파업’과 ‘고공농성’ 등의 극한투쟁의 과정을 거치며 90명 이상의 노조원
들이 연행되고 또 구속되는 한편, 25명의 노동자가 생을 달리 하는 등 수많은 희
생자를 내고 노조마저 와해되는 지경에 이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
한 해고라고 판결하였다.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
여인력은 몇 명인지 등은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
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사후적인 노
사대타협으로 해고인원이 축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제시한 인원 감축 규
모가 비합리적이라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이유는 모든 판단의 
기준을 노사 양측이 아니라 사용자측에 편중시킴으로써 대법원이 스스로 자본의 
이익에 충실한 봉사자임을 고백한 셈이 되었다.
비슷한 사례가 KTX 여성승무원에 대하여 노동자성을 부정한 사례이다. 이 사건
의 경우 소송제기로부터 무려 6년 4개월이 경과하여 최종심 판결26)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여기서 위장도급에 관한 종래의 판결27)까지 수정하면서 여승무원들의 
노동자지위확인청구를 거부하였다.28)

이와 함께 노동자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이 개입하여 그를 억제한다.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업무방해나 시설점유
침해는 헌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수인의무에 해당하는 것
이나, 법원은 “쟁의행위 자체를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라 형법적(범죄적) 시각에
서 바라보는 관점”을 전제로 하여 약간의 쟁의절차상의 하자가 있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고 이를 가집행의 방식으로 쟁의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양상
을 반복하고 있다.29)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판결과 집행행위로 인하여 배달호
(두산중공업, 2003. 1. 9. 분신 사망), 최강서(한진중공업 2012.12.21. 사망) 등
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버리는 사태도 속출하였다. 한 연구에 의하면 2003. 10. 

26)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27) 예컨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사례(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가 그

것이다.

28) 자세한 것은 조경배, “KTX 대법원 판결과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노동법학 제56호(2015), 311-343쪽 참조.

29) 자세한 것은 조경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점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국가인

권위원회,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5. 1. 20. 29-5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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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전국 51개 사업장에 청구된 손해배상 금액은 574억 원이었으나, 2014. 6. 
기준 전국 17개 사업장에 청구된 금액은 1691억 6천만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한
다.30) 
노동자의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법원이 되려 이러한 노동통제의 첨병으
로 전락하여 노동자들에게 가차없는 사법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
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노동사건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실태를 조사한 연
구31)에 의하면,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노동형사사건에 적용된 죄의 수는 7,624개인데, 그 중 업무방해죄가 적용
된 것이 2,304개로 30.2%를 차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업무방해죄의 형법
조항을 이용하여 노동쟁의행위를 노골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전략에 법
원이 적극적으로 호응한 결과로 독해된다. 노동쟁의행위를 국가의 형사사법권력
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하는 헌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지점이다. 
이러한 친자본적인 계급사법의 경향은 헌법재판소 또한 마찬가지다. 노동쟁의에
의 제3자개입금지규정에 관한 합헌결정32)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노동자 또는 노
조의 행위는 단지 “노동관계 당사자의 책임 아래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일 뿐, 국가, 정당, 사회단체나 경쟁기업 등의 제3자의 개입이나 지시로부터 독
립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노동자들을 다른 시민사회영역과 단절시키
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반사회적인 것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
었다. 환언하자면, 구체적인 노사의 이해관계 대립을 전체 사회의 관심대상으로 
하고 그 상호투쟁의 장(arena)에 사회 각부분들의 의견이 투입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이를 조정하고 어떠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다원
주의의 과정 그 자체를 차단한 채, 국가에 의하여 부과되는 일정한 이념에 따라 
노사대립을 한정된 틀속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노사대립을 단순히 
“산업평화의 유지에도 도움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 국민경제발전의 걸림
돌이 되게 된다”는 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에서 단적으로 표현된다.33)

30) 윤애림,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문,” 위의 토론회, 61-62

쪽.

31) 조국,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비판 ―대법원 판결 비판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제12권 제

1호(2010), 103-128쪽.

32) 헌법재판소 1990.1.15. 선고 89헌가103 결정

33) 전국교사노동조합에 관한 결정(1991.7.22 선고 89헌가106)에서도 “교원직무 특유의 사회적 봉사기능” “개인적 

또는 집단적 자율권”, “광범위한 개인적 책임”등을 강조함으로써 교원의 직무의 특수성, 준공무원성, 근로관

계의 특수성, 교원지위의 법정주의 등을 들면서 사립학교교원도 노동자라는 본질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노

동3권 전체에 대한 향유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역시 일한다. 이데올로기도구로서의 교육기관을 “사회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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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 아니다. 재산권에 관한 우호적인 태도는 토지공개념과 같은 체제 차원의 사
안에 대해서조차 과감한 도전을 하게 만든다. 물론 토지거래허가제는 위헌선언을 
위한 정족수 부족으로 그 존재는 유지되었지만,34) 과도한 택지소유를 규제하기 
위하여 만든 택지소유상한제는 위헌무료로 함으로써 토지공개념을 정권의 핵심정
책으로 추진하였던 노태우정권의 안전에까지 도전하기도 하였다. 

2.2.3. 내부적 문제

87년헌법체제에서의 사법부는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 수행하였던 관행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물론 제2차와 제3차의 두 사법파동을 거치면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외형적인 독립성은 획득해 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대
에 이미 사법부의 법률도그마로 편입되어버린 지배이데올로기를 과감히 떨쳐 버
리지 못한 채 그것을 반복 재생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치
권력의 보조자 내지는 담지자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의 이익을 수행하는 대
리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폐습은 사법부를 구성하는 구조로부터 재생산되어 왔다. 우리 
사법부는 사법대학원제도의 도입을 통해 전문관료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래 철
저하게 법조관료체제의 외길을 고수해 왔다. 물론 이런 관료체제는 형식적 합리
성에 바탕하기에 법원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동
시에 그 독립성의 외관 하에 국민들의 의사에 의한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폐쇄집
단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권력화하여 국민위에 군림하는 폐해를 야기
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나름의 한계를 가진다. 문제는 이런 한계가 우리의 경우에
는 정치권력의 필요에 의해 확대재생산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군사
정권에 의해 마련된 사법대학원제도나 그리고 유신정권 직전에 도입된 사법연수
원제도가 군사주의적 관료체제에 의한 통치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하였던 의도에
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는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사법관
료체제는 법률도그마를 실천하는 법원 내부의 요청이나 내부적인 관행에 의하여 
구성된 것이라기보다는 멀리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가깝게는 군
사정권의 개발독재식 통치의 수단으로 외삽된 것 - 따라서 그 외형적 독립성여

의 대변자인 국가의 통제하에 두며, 정한 사회부분이 나름의 사회세력 내지 정치세력화하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교육제도에 대한 사회적 이익에 봉사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34) 헌법재판소 1989.12.22 선고 88헌가1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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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는 관계 없이 외부적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는 점이 문제적
이라는 것이다. 
수많은 단계로 구성되는 수직적 위계구조와 선민적 엘리트주의를 조성하는 순혈
주의식 법관충원제도, 대법원장 및 이를 보좌하는 법원행정처등에 집중된 인사권, 
그리고 도제식의 법관훈련체계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가부장적 선후배문화 등은 
그 대표적 사례가 된다. 우리의 정치문화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듯, 법원 내부에서 작동하는 이렇게 일그러진 구조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제왕적 대법원장제로까지 이어진다. 유무형의 모든 권력이 대통령
에 집중되듯 사법부에 관련된 모든 유무형의 권력들은 법원행정처를 매개로 하여 
대법원장에 집중되고, 이런 피라미드식 권력구조는 다시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정
치권력이 사법부 내부에 통용될 수 있게 하는 도관의 역할을 수행하게끔 만들기
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원은 그 자체 하나의 법관동일체처럼 작동하게 된다. 대통
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과 대법원장을 매개로 하여 임명되는 대법관, 그리고 이
들이 장악하고 있는 인사권에 복종하면서 승진의 사다리를 타는 것을 일생의 목
표로 삼도록 내면화되어 있는 법관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사법부가 국민위에 
군림하는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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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촛불과 사법개혁 : 민주적 사법을 향한 제언

1. 촛불정국의 시대사적 의미

지난 해 가을부터 시작되었던 촛불집회는 이런 사법부의 현재모습에 큰 충격을 
던진다. 지금까지 사법개혁 특히 법원개혁은 대부분 법관인사제도(계층제 완화, 
향판제도 활성화, 법조일원화 도입 등) 및 심급제도의 개선(대등재판부의 구성), 
법원행정처의 혁파(법원단위의 사무처 설치), 대법원장·대법관 인선의 문제 등의 
의제에 국한되었고 그나마도 나름 어느 정도의 개선을 이루어내기도 하였다.35) 
하지만 지난 촛불집회 이래의 우리 사회의 흐름은 이러한 법원의 개혁에 더하여 
법원의 민주화 내지는 사법의 민주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의 방안들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실제 촛불집회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야기하였다. 그것은 세월호참사와 
백남기농민사건 혹은 메르스사태나 강남역사건, 나아가 이석기전의원에 대한 내
란선동죄판결이나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 등을 경험한 우리 시민들이 국가의 존
재이유를 새롭게 질문하고 나서며 87년체제가 가지고 있었던 통치술 그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다.
지난 11월부터 지금 이 순간에까지도 지속되고 있는36) 촛불집회는 이러한 일련
의 사건들과의 연장선상에서 기존의 정치를 외부로 구성하면서 그에 적대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것이 국가인가”라는 의문은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던 
국가의 부재에 대한 공격이자 동시에 국가실패, 시장실패 나아가 사회실패를 거
듭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에 억압으로만 다가오는 국가 그 자체에 대한 적대적 시
선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가의 통치술에 순응해 왔던 우리 시민들이 그 통치술
에 저항하는 동시에 그 통치술의 주체로서의 정권 혹은 그 정권을 안고 있었던 
한국국가 그 자체에 대한 비판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촛불집회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반발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그러한 반
발이 촛불집회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의 집회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건
국 이래 강고하게 구축되었던, 그리고 87년 체제에 와서는 오히려 재벌까지 포섭

35) 물론 향판제도의 활성화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무력화되면서 다시 원상회복하기도 하였다.

36) 2017. 3. 25.의 촛불집회는 제21차로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 공범자 처벌! 적폐청산!’을 슬로건으로 내걸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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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확장되었던 한국국가의 지배연합이 그 자체 내파되는 상황이었기에 가능
하였다. 87년체제의 성립과정에서 형성되었던 강력한 지배연합이 이명박정부의 
탐욕과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계기로 보수정권의 재창출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이 과정에서 체제변화를 도모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와중에 대중들의 집회가 
이어지면서 대통령의 탄핵과 새로운 정부의 구성이라는 현재의 상태에까지 이르
게 된 것이다. 그래서 촛불집회는 “민주화 이후 등장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내
적 붕괴”37)로부터 촉발된 것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촛불집회의 변혁력은 종래의 여느 민주화운동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첫째 촛불집회의 동력은 적대의 정치로부터 획득된다. 이명박·박
근혜의 반동적 보수정치에 의하여 체제 바깥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스스로 정치의 주체임을 자각하면서 제도정치의 위력을 과시하던 지배연합을 무
너뜨린 것이다. 그들은 하나의 이념, 하나의 지향에 의해 공감의 연대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과 생활지향들을 가지면서도 자신들의 삶을 억압하
는 공동의 적인 반동적 보수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모여든, 차이에 바탕을 둔 연
대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둘째, 그래서 촛불집회의 주체들은 과거의 운동권과 같
은 그 어떠한 구심세력도 혹은 운동권이라는 단일 정체성도 갖고 있지 않다. 그
들은 각기 다른 생활을 하는 각기 다른 사람들의 집합이었고 집회의 과정 내내 
그들은 자기들만의 집회활동을 수행하였을 따름이다. 그리고 오로지 한 순간, 즉 
박근혜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며 적폐의 청산을 주장할 때 그때만 단결할 수 있었
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양상을 차이의 연대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
다.38)

2. 민주적 사법이라는 또 다른 요청

2.1. 사법의 책무성의 확보

사실 촛불집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엄기호의 말처럼 어떻게 하여 “광장의 조증”이 

37) 김동춘, “촛불시위, 대통령 탄핵과 한국 정치의 새 국면,” 황해문화 제94호(2017), 206면.

38) 바로 이 때문에 촛불시민들은 총체적인 대표를 부정하고 스스로를 대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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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울증”39)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세상을 리셋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실천론이
다. 촛불이 제시한 무수한 의제들-특히 적폐의 청산과 민주적 시스템의 구축-을 
어떻게 구체적인 제도로 이끌어내고 나아가  광장의 정치를 지속가능한 실천의 
정치로, 혹은 제도의 정치로 승화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현재의 우리들에게 닥친 
주된 과제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촛불집회의 지향을 어떻게 사법개혁의 의제
로 포섭할 것인가이다.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일관된 지향은 “나는 내가 대표한다” 
즉, 시민의 직접적 정치참여의 의지였다. 하지만, 현실의 정치 특히 현실의 사법
은 그러한 의지를 수용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사법의 독립성의 요청은 이런 
촛불의 한계를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낸다.  
사법의 민주화 내지는 민주적 사법의 구축은 분명 이 촛불 이후의 개혁과제로서 
의미심장한 것이 된다. 다만, 실제 여기서 사법의 민주화라는 말의 의미는 일반적
인 정치영역에서의 민주화가 가지는 의미와는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사법의 민주화는 언제나 사법의 독립-특히 사법의 정치적 독립
-이라는 또다른 헌법적 요청과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술하였듯이 사법의 독립성과 사법의 민주성은 대체적인 경우에 서로 
충돌한다.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여야 할 법관이 자신을 둘러싼 시민
들의 의사-이는 시민정치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정치적인 것이다
-를 존중한다는 것은 상호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즉, 전자를 강조할 경우 후자의 
요청은 희생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사법관의 지배라는 반민주적, 반정치적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나타난다. 반면 후자를 강조할 경우 시민들의 의사가 직간
접적으로 재판과 판결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고 이 과정에서 재판의 독립 내지는 
법관의 독립이라는 것이 훼손될 가능성이 야기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사법에 관한 한 민주성의 요청이라는 언술보다는 책무성
(accountability)라는 말을 선호하게 된다. 이 개념은 대체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
는 자는 그 결정을 다른 사람-상급자, 소비자, 또는 인민 등-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며 그들의 판단에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사용된다.40)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효과적인 정보교환을 바탕으로 
정책결정에 임하되 그 결정의 과정과 또 결정 이후-집행의 과정도 포함한다-에 
그 결정에 이르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 혹은 그러
한 과정의 결과로써 그 결정의 책임을 스스로 부담하는 체계 등이 복합된 개념으

39) 엄기호,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창작과비평사, 2016)

40) 이는 프랑스인권선언(1789) 제15조에서 규정한 공행정작용에 대한 보고요구권과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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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면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M. Cappelleti41)는 책무성모델을 억압형, 분리형, 응답형/소비자지향
형 등으로 세분하여 설명한다. 이중 억압형은 외부기관에 의한 감시와 통제에 기
반하는 것으로 법원에 관한 한 사법의 독립성이라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여기
서 채택할 바 아니다. 분리형은 내부적으로 분리된 기관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감
시·통제하는 체제를 의미하며 내부의 감찰부와 같은 조직은 이에 해당한다. 이러
한 체제는 법원의 독립과 충돌하지는 않지만 관료제의 틀에 고착되어 있는 우리 
법원이나 검찰의 감찰조직이 거의 형해화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42) 그 자체만으
로는 유효한 통제수단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법원의 경우에는 그 책무성의 보
장 체제로서 Cappelleti가 제시하듯 정치적·사회적 책무성과 법적 책무성의 결합
형태인 응답형/소비자지향형이 요구된다. 이는 다면적 책무성 보장체제로서 조직
내부적 통제와 집단내부적 통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통제가 복합된다. 
즉, 법원과 법관의 재판이나 결정에 대하여 동료법관들은 물론 다른 법률가 혹은 
법(률가)공동체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회적 책무성과, 의회, 
행정부, 언론 등에 의한 감시와 통제를 의미하는 정치적 책무성, 그리고 법률소비
자로서의 당사자나 증인 등 관계인들과 일반적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익
에 봉사하기 위하여 개방성과 응답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법적 책무성-또는 
법적·민주적 책무성이라 명명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으로 구성된다.

41) M. Cappelleti, "Who Watches the Watchmen? A Comparative Study of Judicial Responsibility,"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31 No.1(1983), 61쪽 이하

42) 뉴스1, “대검 감찰본부장제 제대로 작동하나... ‘한계 뚜렷’ 손질 필요?”, 2017. 6. 1.

<http://news1.kr/articles/?3006828> 검색일: 2017. 6. 8.

http://news1.kr/articles/?300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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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사법의 독립성과 민주성: 정치와 사법의 상호연관 

<그림1>은 사법과 정치의 상호연관을 도식화한 것이다.43) 이와 같은 Cappelleti
의 제안은 이런 길항관계에서 사법의 개혁을 향한 좋은 지침을 부여한다. 실제 
사법적 판단에 대한 총체적인 책무성의 요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되어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상호공존의 범위내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유럽에서 널리 시행중인 법원행정체계인 사법위원회(council 
for judiciary)의 방식은 그 좋은 모델이 된다. 사법부-법원-와 정치기구(의회 
또는 유럽의 경우 대부분 의회의 산물로서의 정부)의 중간에 위치하여 양자의 독
립성과 책무성의 요청을 중재하고 양쪽의 압박을 여과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44) 물론 프랑스의 사례를 모델로 하는 이 사법위원회 또한 수많은 제
도설계방식을 가진다. 초기단계의 모형에 입각한 프랑스-이탈리아 모델의 경우
에는 사법권의 독립을 위한 방편으로 정치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사법을 보호하
기 위한 방파제로서의 기능이 부여되어 있는 반면, 업적주의에 입각한 사법관료
체제를 취하고 있는 독일-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사법부에 대하여 정
치적 통제-책무성의 강화-를 통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43) Garupa and Ginsberg(2009), p.119.

44) 이에 관하여는 Nuno Garoupa & Tom Ginsburg, “Guarding the Guardians: Judicial Councils and Judicial

Independence,” 57Am. J. Comp. L.103 (2009). Available at:http://scholarship.law.tamu.edu/facscholar/426 참

조. 그런데 이들은 최근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사법위원회의 모델에 대해 사법의 독립성보다는 

사법의 책무성을 확보하는데 보다 유리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Garoupa and Ginsburg(2008), p.83 참조.

http://scholarship.law.tamu.edu/facscholar/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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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관승진시스템이 없이 명망가사법체제를 취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
우에는 정치와 사법을 중재하는 매개기관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된다.45) 이에 관
하여는 이후 절을 바꾸어 설명한다.

2.2.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와 법원행정처의 혁파

최근의 법원개혁의 요청은 적폐의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청과 함께 한다. 그동안 
제왕적 대법원장제라는 비아냥의 대상이 되었던 대법원장의 권한을 약화하고 또 
순치하는 한편 그 권력의 원천이 되었던 법원행정처의 존폐 또한 더불어 검토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사법조직이 철저하게 관료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법관의 인사에서부터 사법정책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사법적 병폐가 발생
하는 중심지역이 바로 이 법원행정처이다. 지난 3월 법관들의 학회활동을 통제하
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사조치나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파동46)은 이 법원행정
처가 법관의 재판을 보조하는 업무의 수준을 넘어 스스로가 법관에 대한 감시·감
독의 기관으로 기능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것은 전국의 법관을 중앙집권적으
로 통제하면서 전국의 재판을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평균화·획일화하거나 혹은 
그에 실효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법의 레비아단이 되어 버렸다.47) 
실제 그 어떠한 의미에서든 이러한 거대조직으로서의 법원행정처는 존재할 이유
가 없다. 현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에는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실, 행정관리실, 사법등기국, 전산정보관리국, 재판사무국을 
두는(제2조 제1항) 외에,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윤리감사관, 인사총괄심의관, 인
사운영심의관, 공보관, 안전관리관을 두며(제4항) 그외 기록보존소(제9항)와 재
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제10항) 등을 둘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서 특히 인
사총괄심의관이나 인사운영심의관이나 기획조정실과 같은 시스템은 전국의 법관
들에 대한 인사나 그 재판관련정책-이를 사법정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들을 
통할하는 중추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사법정책실은 단순한 연
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써 전국의 법관들이 준수하여야 할 각종

45) N. Garoupa, and T. Ginsburg, “The Comparative Law and Economics of Judicial Councils,” Law and

Economics Working papers, paper 96, 2008, < http://law.bepress.com/uiuclwps/art96/> 검색일: 2017. 6. 8.

46) 오마이뉴스, “‘사법독립’ 스스로 흔든 대법원... 내부 반발 이어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5249> 검색일: 2017. 6. 8.

47) 이에 관하여는 한상희, “사법개혁과 민주주의; 법원행정처의 개혁방안,” 민주법학 제29호(2005), 51-67쪽 참조.

http://law.bepress.com/uiuclwps/art9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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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준칙이나 정책규범들을 형성하는, 집행기능의 전단계로서 작용하기도 한
다. 뿐만 아니라 일반사무에 상당한 업무조차도 일반법원공무원이 아니라 법관으
로 담당하게 함으로써 법관인력의 낭비와 함께 비전문적인 법관에 의한 행정낭비
까지 초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경제성은 법원의 관료화라는 점에서는 최적의 효율성을 보여준
다. 그것은 일부의 (엘리뜨) 법관을 선발하여 법원행정이라는 업무를 경유시키면
서 그들이 전체 사법체계를 통할할 수 있는 능력을 쌓게 하고 이를 통해 중앙의 
지배를 용이하게 하는 구조화의 수단이 된다. 법원공무원이 수행할 수도 있는 인
사나 기획, 정책연구 등의 업무를 중견법관에게 전담시키고 이를 통해 그 행정과
정의 결과들이 하급법관에게 정당한 것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법
관-하위법관-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기제인 것이다.
여기에 재판연구관제도가 겹쳐진다. 법원의 정원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르면 현
재 대법원에 고법부장급 2명을 포함하여 총 101명의 재판연구관을 두게 한다.48) 
문제는 법관이 지배하는 법원행정처에 다시 그들의 통할 하에 대법관의 재판업무
를 보좌할 법관들49)을 다시 100명 이상을 배치하는 데에 있다. 이들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의 지휘하에 법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승진사다리를 둘러싼 경쟁의 
또 다른 트랙을 만들어낸다. 즉, 최상층의 법원간부직을 향한 일종의 Royal Road
가 형성되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재판연구관제도는 법관의 통제장치로서는 아주 유효한 기제를 마련
한다. 그것은 일종의 ‘발탁인사’로 이루어지는 고등법원부장판사의 직으로의 승진
을 향한 교두보로서 작용해 왔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제도는 ㉠각급의 엘리트 법
관들(주로 부장판사 승진전의 판사, 중견급 부장판사, 그리고 고법부장 등)을 법
원행정조직에 편입시키고 사법부 내부의 inner circle을 구성하게 함으로써 그들
을 순치하는 최선의 구조를 마련한다. 그것은 고법부장으로의 발탁인사가 이루어
지기 전의 단계에 재직하고 있는 하급법관들로 하여금 재판연구관이 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도록 만들어 체제내로 편입시키는 비공식적 틀을 마련하는 것
이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법관들을 관료화시킨다. 현재 공식적으
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고법부장으로의 발탁인사제도가 미쳐 수행하지 못하는 하
급법관에 대한 규율과 통제의 필요성을 이 재판연구관제도가 보완하고 있는 것이
다. 

48)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 등의 수에 관한 규칙 <별표> 참조

49) 실제 정종섭, 한국의 사법제도와 발전모델(집문당, 1998), 94면도 마찬가지로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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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와 같은 법원행정처 조직은 일본50)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법원행정이라는 비사법적 업무까지도 중
견법관이 장악하여 통할하는 시스템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문제는 이러한 구
조가 사법부 내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관의 지배(juristo-cracy)라는 틀
을 따라 전사회적인 영향력의 수준으로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51) 
오늘날과 같은 사법개혁이 논의가 검찰·경찰 등과 같이 법원 외부의 기관을 향하
면서 법권력의 대부분을 법원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중앙으로 집중
된 사법권력은 이상비대화되어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력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
다. 즉, 사법개혁의 주된 목표는 검찰이나 변호사 등에 주어졌던 예외적인 권력들
이 제도적으로 통제되고 또 그 프레미엄들이 점차 해소되는 상태를 추구한다. 그
리고 권력분립 및 법치의 원칙에 따라 이렇게 해소된 법권력을 문자 그대로 사법
의 주재자로서의 법관에게 이양하고 현실 사법의 모든 권력을 사법관의 통제하에 
두게끔 하고자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권력을 장악하는 법관 자체가 독립된 단
독자이지 못하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중앙으로 하여 철저하게 통제되는 하나
의 체제를 이루고 있다면 그 권력은 거대조직으로서의 사법부 즉 대법원에 귀속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가능성을 견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관료조직으로
서의 법원행정처이다. 법원행정처와 같은 조직이 지금까지 그러해 왔듯이 사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 기능하면서 중앙집권적 사법조직을 만들어내는 수준을 넘어서
서 대법원장-법원행정처의 권력이 사법부의 경계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을 향하
고 그 지배력을 확장해 나가는, 그럼으로써 우리 사법권력의 이상비대화를 초래
하는 주범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52) 
사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은 바로 이러한 매머드급의 거대행정조직의 존재로 

50) 일본의 사무총국에 관하여는 세기 히로시, 박현석 역, 절망의 재판소(사과나무, 2014), 25-30, 62-3, 95-99쪽 참

조. 이 책에서도 블랙리스트 관련 에피소드가 소개된다. 29쪽.

51) 이와 관련하여 J. Ramseyer, and E. Rasmusen은 Measuring Judicial Independence: The Political Economy

of Judging in Japan(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에서 일본의 중앙집권적 사무총국체제로 인

하여 좌파적 성향을 가진 법관의 승진이 우파적 성향의 법관에 비하여 늦어진다고 보고한다. 이에 대하여 

Kentaro Mukumoto and Mikitaka Masuyama, “Measuring Judicial Independence Reconsidered: Survival

Analysis, Matching, and Average Treatment Effects,”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6, No. 1,

pp.33–51는 사망하거나 조기퇴직한 법관, 임용된지 얼마 되지 않는 법관 등을 표본에서 제외함으로써 발생하

는 오류라고 반박한다.

52) 이 대법관들중 법원에서 실제 사건을 담당하다가 대법관으로 승진임용된 경우가 겨우 3명(김영란 대전고법부

장(대법관임명: 2004.8), 윤일영 서울고법 부장(1981.4), 안병수 서울고법부장(1973.4))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법원장 등 법관의 업무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대법관으로 승진되는 등 대법관의 임명

과정이 극심한 관료화의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엄밀한 의미에서 최종적 사법판단기관으로서의 실

질을 갖추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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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가능해진다. 최근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현직법관에 대한 인사발령의 
파동이나 법관 블랙리스트의 존재와 같은 사건들은 모두가 이 거대조직 법원행정
처의 존재로부터 가능하였던 것이다. 물론 대법원장의 권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이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라도 이런 법원행정처와 같이 불
필요한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작업이 필요하다. 요컨대, ①법원행정처를 해체
하고  그 대부분의 업무를 각 법원에 설치되는 사무처의 업무로 이관하는 것은 
가장 절실한 장기 개혁과제이다. 혹은 그 이전이라도 ②법원행정처의 대부분의 
국·실 및 과 단위의 행정조직은 그 보직을 판사가 아닌 일반법원공무원으로 하여
야 한다. 현실적으로 그 업무를 행정에 익숙치 않은 법관이 맡을 이유도 없으며 
굳이 이들에게 법원행정업무를 맡김으로써 사법권력의 중앙집권화 및 사법권력의 
독점화를 초래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나아가 ⓔ재판연구관 제도 또한 굳이 현직 
판사를 전보발령하여 그 인력을 소모하거나 혹은 법원 내부의 inner circle을 조
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로스쿨 학생이나 변호사자격을 취득한지 얼마되지 않는 
신참변호사들이 법원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처
리하면 된다.53)  

2.3. 법원 구조의 개혁

실제 사법개혁의 문제를 법원의 문제로 한정할 때 그 방안들은 그리 크게 확장되
지는 않는다. 법원의 계층화문제나 법관순혈주의의 문제, 그리고 법조일원화의 문
제 등은 그동안 법원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하여 상당히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기
도 하기 때문이다.54) 법관의 인사를 전국단위로 순환근무하는 체제에서 지역(특
히 고법) 단위로 고정배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향판제도는 그 한 방식 중
의 하나다)이라든지, 실질적인 합의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대등한 법조경력을 가
진 법관들로 하나의 부를 구성하게 하는 것 등은 이미 우리 법원이 대안을 마련
하고 시행에 들어간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것이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았음에 
있는 것이지 그 대안들을 아예 시도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이 순간 
우리가 법원의 개혁을 요구하려면 이미 채택되어 있는 여러 방안들을 조속한 시

53)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사무처 역시 마찬가지의 논의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사무처장과 차장 모두를 법률

가로 임명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곳에 굳이 법률가를 배치할 이유는 없다.

54) 다만 대등재판부의 문제는 여전히 진퇴를 거듭하고 있고 향판제도는 일부 지방법원에서의 수뢰사건을 계기로 

없는 것으로 하려는 경향이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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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내에 가시적으로 집행할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법원의 자체적인 개혁방안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의 판결문을 누구나 손쉽게 언제 어디서든 열람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이라는 점에
서 뿐 아니라 사법체계가 보다 민주적이고 책무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중요
한 단초를 이루게 된다. 둘째,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변호사자격자로 한정
하고 있는 현행제도는 과감하게 포기할 필요가 있다. 법학교수는 물론 다른 영역
의 교수·학자, 관료, 경제인, 노동자, 시민활동가 등 비법률전문가라고 해서 대법
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렇지 않아도 법률전문가가 독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법원의 구성을 법률가로 자격제한을 하게 되면 다른 영역의 
전문가 영입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셋째, 사법·법조제도를 국
민친화적 내지는 진정한 법률서비스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
다. 그것은 사법의 민주성을 요구할 뿐 아니라 사법의 분권성(특히 지방분권), 
사법의 개방성-참심·배심등은 그 예이다- 등 다양한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다. 
또한 전문법원제도-대법원의 경우에는 전문부 제도-를 지금의 가정법원이나 행
정법원의 수준을 넘어 노동법원과 환경법원으로까지 확장할 필요도 있다. 넷째,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의 문제는 굳이 촛불집회와 연관시키지 않더라도 너무도 당
연한 시대적 요구가 된다. 우리 사법부는 지난 2005년 이용훈 대법원장의 취임
사를 빌어 과거사 청산에 나설 것을 약속하였으나 아무런 실체도 거두지 못한 채 
유야무야되었다.55) 실제 모든 개혁의 출발점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극복에 있
음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사법부 역시 이러한 과거사 청산의 과제는 힘들지만 반
드시 겪어나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가 된다.

55) 일부에서는 그동안 법원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과거사사건으로 판정된 사건에 대해 재심의 형식으로 

그것을 정리한 것을 두고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의 과업을 갈음하고자 한다. 내일신문, “검찰 과거사 정리, 이

번에는 이루어질까,” 2017. 5. 17,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37497> 검색일: 2017. 6. 8. 하

지만, 문제는 이런 판결들을 되잡는 것은 물론, 그러한 판결들이 이루어지게 된 사실 그 자체에 대한 진상조사

가 필요하며 그러한 사법폭력의 과거에 대한 법원의 진솔한 반성의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에 있

다. 실제 그동안 재심사건등에서 법관이 판결과정에서 개별적으로 한 사과행위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으며 그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그 판사 개인의 

사과는 될지언정 제도적 수준에서의 과거사 청산이라고는 할 수 없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3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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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법위원회라는 새로운 제도

1. 사법행정의 여러 모델들

상술한 사법위원회 제도는 유럽을 중심으로 사법의 독립성과 민주성-책무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나름 의미 있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사법부의 의사결
정 및 사법행정과 관련하여서는 비교법제적으로 사법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강
했던 프랑스-이탈리아의 경우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사법위원회제도, 그리고 
법관의 관료제가 강하게 보장되면서 그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삽입하고자 하였던 
독일-오스트리아56)에서 볼 수 있는 의회통제형, 그리고 명망가 중심으로 사법체
계가 이루어지면서 별다른 정치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영미형의 경우
로 나눌 수 있다.57) 이 중 사법위원회의 시스템은 사법부와 의회 또는 정부의 
사이에 위치한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후자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하는 한편, 
사법부 자체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법행정을 담당하게끔 한다. 
다만 그 권한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의 모델로 나뉜다: 북구형과 남구형. 
북구형의 경우에는 사법에 관한 예산과 재정, 이행(logistics), 통제, 감독, 임명, 
규율, 충원 등에 대하여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인 반면, 남구형의 경우는 
인사와 규율 등에 대한 자문권한을 가지는 방식이다. 또한 독일이나 네덜란드58)
와 같은 경우에는 사법위원회와 같은 조직이 없는, 비분리형의 모델로 분류되나 
네덜란드는 최근 남구형에 터 잡은 절충적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체코의 경우
에도 마찬가지다.59) 

56) 오스트리아는 사법위원회가 있지만, 대법원장 산하의 행정보좌기관에 불과하다. Garupa and Ginsberg(2009),

p.111

57) 영국은 종래 Lord Chancellor가 가지고 있던 사법 권한을 2005년 정치조직개혁법(Constitutional Reform Act)

을 통해 폐지하고 상원에 책임을 지는 종신직의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을 설치하는 한편, Judicial

Appointments and Conduct Ombudsman (JACO)을 설치하여 법관임명과 법관에 대한 기율 문제를 처리하게

끔 하는 한편, 법원행정을 담당할 Directorate of Judicial Offices for England and Wales(DJO)을 설치하였다.

이 후자의 기구는 법원, 변호사(법정1, 사무 1), 치안판사, 일반대중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그 의장은 비법조인 

중에서 선임한다.

58) 네덜란드는 2002년 사법근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사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임기 6년(재임명될 

경우 3년)의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현재 2명은 전직 법관출신이며 2명은 정부의 

고위직 출신이다.

https://www.rechtspraak.nl/English/The-Council-for-the-Judiciary#c9058a55-5cea-4ae7-ab46-8bf49767aa824 참

조.

59) 자세한 것은 W. Voermans, and P. Albers, “Councils for the Judiciary in EU Countrie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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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남구형의 경우

우선 사법위원회의 출발점이 되었던 남구형부터 살펴보자. 이 남구형의 경우는 
법관의 승진이나 정년보장, 면직 등의 업무에 관여하며 법관의 봉급 또한 그 권
한영역내에 들어가기는 하나 대체로 법무장관이 통할하는 예산의 구속을 받는
다.60) 실제 이 유형의 사법위원회는 애초에는 사법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등장하였다가,61) 독립성을 확보한 사법관들이 사법적극주의의 경향을 보
일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런 저런 정치적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자 사법에 대
한 정치적 통제의 필요성이라는 새로운 요청에 직면하면서 1990년이래 상당한 
변화를 겪기도 한다.
프랑스는 프랑스혁명 이래 구체제의 핵을 이루고 있었던 사법관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았다. 제3, 4공화국에서 나타났던 사법부의 정치적 예속화현상은 그 대표
적인 사례이다. 이에 프랑스는 사법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1946년 
Conseil Superieyr de la Magistrature(CSM)를 설치하여 대통령과 법무장관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1990년대초까지는 고위법관에 대한 지명권만 행사하면서 대통령이
나 고참법관의 영향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계적 기구로 존재하였다. 하지만 
1993년, 2998년 헌법등의 개정작업을 거쳐 법관에 대한 사법위원회(siege)와 검
사에 대한 사법위원회(parquet)로 이원화되면서 그 기능이 강화되고 이러한 위원
회의 활동을 바탕으로 프랑스의 법원의 경우 종래 행정부에 종속되었던 사법행정

<http://www.drb.de/fileadmin/docs/sv_councils_for_the_judiciary_voermans_albers_2003.pdf> 검색일: 2017.

6. 8. 이하의 서술은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이 자료에 의거하였음.

60) Garupa and Ginsberg(2009), p.107.

61) 사법부가 권위주의 체제에 예속되어 정치적 인사가 횡행하던 아르헨티나 역시 민주화과정에서 사법위원회 시

스템을 도입하였다. 실제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에 개입하였던 IMF는 외환지원의 조건으로 사법위원회의 설

치를 내걸었고, 1997년 아르헨티나 의회가 사법위원회 법을 통과시키자 열흘만에 대출을 행하기도 하였다. R.

B. Chávez, “The Appointment and Removal Precess for Judges in Argentina: the Role of Judicial Councils

and Impeachment Juries in Promoting Judicial Independence,”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vol. 49,

No.2, 2007, pp.33-58, p.36 참조. 아르헨티나의 사법위원회는 의원 8명, 정부대표 1명, 대법원장 1명, 법학자 2

명, 변호사 4명, 연방법관 4명으로 구성된다. 이때 의원의 경우 다수당에서는 4명까지만 지명할 수 있으며, 법

관임용후보자 추천 등 권고안을 마련할 때에는 2/3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하였다. Chávez는 이런 가중의결

정족수가 정치권의 개입을 막는 장치로 기능하였다고 한다. p.41. 하지만 2006년 의회는 대통령의 압박에 의해 

이 위원회의 구성을 20명에서 13명으로 축소하여 변호사, 법관, 학자의 숫자를 11명에서 6명으로 축소하고 정

치인의 경우에는 9명에서 7명으로 줄였다. 그리고 이런 규모축소로 인하여 사법위원회가 정치적 압력에 취약

하게 되었다고 한다. p.42.

http://www.drb.de/fileadmin/docs/sv_councils_for_the_judiciary_voermans_albers_20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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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틀이 최근에 와서는 독립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이러한 사법 독립성의 강화는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실제 이 
시기는 프랑스의 사법체계에 급격한 변동을 야기하였던 시기로, 1970년대에 헌
법위원회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각종 소송이 급증하였을 뿐 아니라 유럽인권헌장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등 사법의 권한이 대폭 확장되는 시기였다. 특히 이런 변화를 
계기로 사법자제에 경도되어 있던 사법부와는 달리 개별법관들은 보다 적극적으
로 사법정책적 판단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런 추세에 대응하여 사
법관에 대한 외부적 통제·견제의 장치 특히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에 대
한 요구가 증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62) 
파시즘에 휘말렸던 이탈리아는 1947년 헌법을 통해 Consiglio Superiore della 
Magistratura(CSM)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다. 하지만, 실제 관련법이 정비된 
것은 1958년이고 그 이듬해야 이 위원회가 설치, 운용되었다. 이탈리아의 법관에 
대한 고용, 배치, 전보, 승진, 기율을 담당하는 이 기구는 한편으로는 이탈리아 
법관에게 가장 강력한 독립성을 부여하는 주된 기제로 기능하였지만 1960년대에 
근무조건 개선과 상급법원으로부터 독립을 외치는 법관노조가 구성되면서 이 노
조가 사법위원회의 역할을 대체하는 상황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법관의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드세지자 2002년 법개정을 통해 종래 33명
으로 구성되던 이 위원회를 24명으로 축소하하여 법관의 영향력을 감소시켰다. 
즉, 다양한 심급별로 선출된 법관·검사가 16명, 경력 15년 이상의 법학교수·변호
사 중에서 의회가 선출한 8명이 그 위원으로 참여한다. 여기서는 법원 구성원의 
임명, 전보, 승진 및 그에 대한 기율을 담당한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원
인은 사법관이 지배하면서 법관의 임명이나 승진 등 거의 전반적으로 관여하던 
종래의 사법위원회가 너무도 강력한 사법독립성을 보장하는 기구였다는 점에 있
었다. 더구나 1990년대에 연발하였던 각종의 정치부패 스캔들은 사법관에 대한 
의회통제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야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위원회의 규모축소-주
로 법관의 참여 축소-를 야기하게 되었던 것이다.63)

스페인의 경우에는 El 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이라는 명칭으로 설치
되는데, 대법원장(위원장)과 의회가 지명하고 국왕이 임명하는 5년 임기의 20명
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 중 12명은 사법부의 각 심급에서, 8명은 기타 법률가
집단에서 선출한다. 그 권한은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대차 없다. 포르투갈의 

62) ibid., pp.107-8.

63) ibid., p.108. 실제 이 위원회는 프랑스의 그것보다는 권한이 약한 편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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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lho Superior da Magistratura 역시 대법원장이 의장이 되며 16명의 위원
으로 구성된다. 그중 2명은 대통령이, 7명은 의회가 그리고 나머지 7명은 사법부 
내부에서 정해진다. 다만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검찰측은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다. 

1.2. 북구형의 경우

사법부의 인사의 과정에 개입하여 사법의 독립을 강화하는 장치로 활용되었던 남
구형의 사법위원회와는 달리, 북구형의 사법위원회는 문자 그대로의 사법행정 그 
자체를 지향한다. 그 출발점이 되는 스웨덴의 Domstolsverket은 1975년 북구에
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국가기관모델인 독립규제위원회의 방식으로 설치되었다. 
이 법원행정처의 집행조직은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2005년 당시 법
관 4명(법관노조 대표 1명 포함), 의원 2명, 지방정부대표 1명, 법원직원노조대
표 1명, 변호사협회 대표 1명, 위원장(director-general)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남녀가 동수를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이 위원회는 사법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
과 배정, 법원지원행정, 인력관리 및 훈련, 법관의 충원과 임명 등에서부터 시설, 
자동화, 행정조직, 회계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 사법위원회는 인사와 시설
을 담당하는 반면, 법관들은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관리의 업무를 처리한다. 특히 
법원장은 재정지출에 관한 한정된 권한만을 가질 뿐이다. 그리고 법무장관은 이 
양자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가진다.64) 
실제 스웨덴의 경우에는 사법의 독립이라는 개념은 다른 체제들에 비해 소극적으
로 이해된다. 화합을 강조하는 스웨덴의 법체계에서는 법원은 국가작용의 한 부
분으로 인식되고 따라서 사법관들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의회의 행위에 대하여 적
극적인 통제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행정이나 입법기능에 대한 통제
는 법원보다는 다른 기관-King’s Council, Kammarrät, Regieringsrrät 등-에 의
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65) 사법위원회 또한 법관의 독립을 강조하기 보다

64) J. Bell, Judicuaries within Europe: A comparative Review(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240

65) 실제 법원의 구성원리라는 점에서 보자면 영국에서와 같은 권리구제모델(right-based model)과 달리 스웨덴의 

경우에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public service model)라는 관점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사

법의 독립이 강조되는 영국등과는 달리 스웨덴에서는 이 공적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이라는 점에 강조점이 놓

이게 된다. 자세한 것은 J. Bell, “Sweden’s Contribution to Governance of the Judiciary,” 2010, in:

http://www.scandinavianlaw.se/pdf/50-5.pdf 참조.

http://www.scandinavianlaw.se/pdf/5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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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히려 법무장관과 법관들 사이를 중재하면서 법원을 관리함으로써 법원자원
의 효율적 배분과 사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
다.66) 
1998년 설치된 아일랜드의 사법위원회(Cpurt Service)는 위원장과 각급 법원에
서 선출되는 9명, 검찰총장, 변호사 2명, 법원공무원 각 단위별 대표, 검사 1명, 
법원이용자 대표 1명, 노조대표 1명, 법전문가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 기구 역
시 예산배정, 재정 및 회계검사, 법원지원, 법원보조기구지원, 대외관계(특히 홍
보), 시설관리, 훈련, 사법관련 정보 취합 및 제공, 연례보고서의 작성, 정책수립, 
법무장관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덴마크의 경우도 스웨덴의 예에 따라 1998년 Lov om Domstolsstyrelsen을 설치
하여 1999년부터 가동하였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각급 법원에서 선출한 법관 
5명, 법원직원대표 2명, 산하기관대표 2명, 변호사 1명, 경영전문가 2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 기구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법관인사위원회(the Judicial 
Appointment Council)에 대한 지원과 예산업무(이 위원회는 의회의 예산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의회에 출석, 발언할 권한도 가진다.)가 주된 직무
대상이 되어 있다. 나머지 권한은 스웨덴과 유사하다.

66) ibid., pp.26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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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다양한 사법위원회의 기능들

2. 사법위원회 제도의 도입 가능성 

사법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은 아래  Garoupa and Ginsberg(2009, 111)의 분류
(<표 2>)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북구형
의 행정모델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관리모델을 산입한다면 더더욱 그 다양성은 심
화된다. 이러한 사법위원회 제도를 우리의 경우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
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그 필요성과 도입목표의 문제이며 두 번
째는 기능과 권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성의 여하가 그것이다. 

모델 남구모델 북구모델 절충형 비고(법원행
정처와의 

대비)
         국가  

 업무
이탈
리아

프랑
스

덴마
크

아일
랜드

스웨
덴

네덜
란드

체코

정
책
결
정

대외관계 ○ ○ ○ ○ ○

공적 서비스 ○ ○ ○* ○ ○

사법협력 ○ ○

인사정책 ○ ○ ○ ○ ○

선발정책 ○ ○ ○ ○

연구정책 ○ ○ ○ ○ ○ ○

법무장관 자문 ○ ○ ○ ○ ○ ○ ○(대법원장)

(질적)사법정책 ○ ○

법
원
행
정

시설·경비 ○ ○ ○ ○ ○ ○

자동화 ○ ○ ○ ○ ○ ○

행정조직 ○ ○ ○ ○ ○ ○

행정정보제공 ○ ○ ○ ○ ○ ○

재
정
문
제

재정정책 ○ ○ ○ ○ ○ ○

기금분배 ○ ○ ○ ○ ○ ○

회계 ○ ○ ○ ○ ○ ○

기
타

기율·교정 ○ ○ ○ ○

법관임명 ○ ○ ○ ○

법관승진·전보 ○ ○ ○ ○

훈련·교육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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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권능과 구성에 따른 사법위원회의 모델들

먼저 사법위원회는 전술하였듯이 두 가지의 제도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 첫
째는 사법의 독립성이 사법의 폐쇄성을 강화하고 그로 인한 사법관의 지배현상을 
야기하게 될 우려에 대하여 민간인인 위원들로 하여금 사법과정을 감시하고 견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성 내지는 책무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능
할 수 있게 한다. 반면, 사법의 민주성의 요청은 자칫 정치권력의 지나친 사법개
입의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는 만큼 이 사법위원회로 하여금 정치권력이 곧장 사
법행정이나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그의 대리인을 통해 개입하는 간접적인 통로를 
마련하게 함으로써 사법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또 다른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진다. 
우리의 사법체계에서 사법위원회가 논의되는 수준도 이와 직결된다. 현재의 우리 
사법부가 개혁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음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이다. 첫째는 사법
의 독립에 대한 요청으로, 그것은 지금까지의 외부로부터의 독립 즉 정치적 압력
으로부터의 독립과 내부로부터의 독립 즉, “제왕적” 대법원장 혹은 강력한 법원행
정처의 압박으로부터 개별법관 혹은 재판의 독립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장치에 대
한 요구이다. 둘째는, 사법이 관료화로부터 국민들의 법감정과 정의감에 입각한 
법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국민들이 사법관에 대한 나름의 견제
와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법의 책무성 강화의 요청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법위원회 제도는 그 설계만 제대로 된다면 사법의 민주성과 독립성
의 두 요청을 가장 적절한 수준에서 조화시키며 균형점을 확보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다. 사법위원회 제도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라는 관료조직의 최상부에 
위치한 사법수뇌부로부터 인사권과 행정권을 소거하여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 처

권한
대법원 지명 법관이 

지배하는 모델
하급법원 법관이 
지배하는 모델

법관이 지배하지 않는 
모델

포괄적(규율, 면직, 
승진, 임명 등)

강한 위계적 사법위원회
(일본, 멕시코, 태국)

강한 비위계적 
사법위원회

(이탈리아, 프랑스)

정치화된 사법위원회
(에콰도르, 바르바도스, 

싱가포르)

중간적(임명권만)
계층적, 자제적인 
사법인사위원회
(방글라데시)

비위계적 자제적 
사법인사위원회

(벨기에)

사법인사위원회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최소한(시설등 
관리·유지)

약한 사법위원회
(파나마)

약한 사법위원회
(브라질, 헝가리)

약한 사법위원회
(파라과이)



  2017. 06. 27.76

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법원장 산하에 일정기간 (2-3년 정도가 적당해 보
인다) 신분이 보장되는 10인 전후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절반의 위원은 각급법원 소속 판사들의 대표로, 그리고 나머지 위원들은 국회
가 정치적 고려하에 결정하게 만들고, 이 사법위원회가 법원의 행정은 물론, 법관
의 인사-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추천에 관한 업무도 포함한다-와 배치, 전보발
령, 윤리통제, 법관에 대한 평가 및 그 정보의 공개,67) 예산 및 재정 등에 필요
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민주적 사법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최선
의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68) 
물론 이런 조직변화를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작업을 통해 헌법기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으나, 현재의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사법위원회를 설치하
고 그것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 기능을 담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사법부를 대법원
장-법원행정처의 지배체제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그리고 정치적인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확보된 사법위원회로 하여금 그 주요한 인사 및 행정(재정 포함)의 업무
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두 가지의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둘째, 사법위원회가 수행할 기능 내지는 그 직무범위는 현재의 법원행정처 및 사
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와의 연관 속에서 정리가능하다.

67) 예컨대 미주리플랜을 취하고 있는 미국의 알라스카의 사법위원회는 법관근무평가제도(judicial performance

evaluation program)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법관재신임투표에 참고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

는 변호사, 치안요원, 배심원, 법원직원, 사법감시단체들 등이 참여하여 법관의 전문적 능력, 공정성, 성실성,

기질, 근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순위를 책정한 결과를 공개한다.

<http://http://www.ajc.state.ak.us/retention/retproced> 검색일: 2017. 6. 8.

68) 이런 방식은 그대로 검찰의 인사, 행정에 대입하는 검찰위원회로 북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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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법원행정처 조직과 업무분장

<표3>을 보면 현재의 법원행정처의 업무는 정책, 인사, 행정(관리 및 재판지원
을 말함),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사법위
원회에는 한정적인 기능만 부여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법부 바깥에 존재하는 법
무장관이 행사함으로써 권한의 집중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차단하고 있는 것과
는 극단적인 대비를 보인다. 혹은 분권적으로 법원 단위로 그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것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바로 이런 집권적 구조 자체가 “제왕적 

기구 구성 업무

기획조정실
6심의관, 
3담당관

사법행정·재판과정에서의 소통정책, 복지정책; 사법행정, 법원조직·운영 
정책, 대외 관계 업무, 감사업무; 법제 및 송무, 법관 및 법원직원의 국내 

연수계획, 사법행정자료 발간; 외국과의 교류, 국제사법공조; 조직·정원관리, 
급여관련정책, 사법행정관리정책, 민원서비스 개선업무; 예산의 편성, 예산 

및 자금의 배정 및 조정, 결산, 회계검사, 재산·시설관리, 

사법지원실 2심의관

각종 재판제도와 업무, 법령, 예규에 관한 개선방안, 법령질의회신·의견조회, 
실무제요·편람발간; 재판관련 법원직원 업무현황조사·심사분석;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정책, 제안제도개선; 사법보좌관, 개인회생위원, 조사관 등 

업무지원; 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 업무 총괄

사법정책실 2심의관

사법정책·제도개선방안, 사법정책·제도관련 법령·예규, 법령질의회신, 법률안 
의견조회; 정책연구결과 관리; 외국 사법제도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정보 

수집 및 관리; 법조인력 정책; 사법부 인사 정책; 여성 및 장애인,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 소수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법정책 및 제도 연구

행정관리실
1심의관, 
3담당관

법원직원 인사, 총무, 재무, 복지후생

사법등기국 1심의관 등기,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
관리국

1심의관 정보화, 관리운영, 정보화지원, 정보화운영

재판사무국 재판지원사무, 종합민원, 민사, 형사

윤리감사관 3심의관 법관, 법원직원, 집행관, 법무사 등에 대한 감사, 부패방지, 법원직원 징계

인사총괄
심의관

3심의관 법관인사, 기록, 근무평정, 해외연수, 업무량, 상훈, 재판연구원인사

인사운영
심의관

사법보좌관, 법원직원의 인사, 연수, 상훈; 법무사시험 

공보관 1심의관 공보, 홍보

안전관리관 비상사태대비, 향토예비군, 민방위, 법원보안관리대 등

사법연수원
부원장, 
교수

판사 연수, 사법연수생 수습

사법정책연
구원

연구위원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2017. 06. 27.78

대법원장”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법원행정사무와 관련하여 구조적으로 가장 문제적인 것은 정책기능이 기획
조정실과 사법정책실, 그리고 사법연수원과 사법정책연구원 등으로 분산되는 동
시에 중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그 효율성이 극히 떨어져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는 점에 있다. 기능상으로는 인사관련정책과 집행의 기능이 동시에 한 지점-법
원행정처와 대법원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를 구성한다. 그리
고 조직상으로는 이러한 사법행정이 판사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
하고 판사들이 그 조직의 정점을 차지하면서 그나마의 행정조차도 법관관리의 측
면에서 왜곡되어 버릴 가능성을 크게 남겨두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
어 있다. 
이에 기획조정실, 사법정책실 및 사법지원실의 업무는 통합·조정하여 그 상당부
분을 털어버리거나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이관하고 주요한 사법정책은 이 실단위가 
아니라 사법위원회와 같은 정책결정단위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법지원실의 일부업무와 재판사무국, 행정관리실과 인사운영심의관도 각각 
통합가능해 보인다. 요컨대 조직상으로는 사법위원회와 같은 최고의 의사결정기
구를 두고 정책개발은 사법정책연구원이, 정책심의 및 보좌는 기획·정책실 수준
에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성과 집중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법등기국은 별도의 조직으로 떼어 외청화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법정
책연구원 또한 곧 사법연수기능이 소멸될 예정인 사법연수원과 결합하여 사법정
책연구와 법관연수 및 재교육의 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이 모든 기능들-등기사무는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은 사법위원회의 통
할로 삼아 대법원장 – 사법위원회 – 사법위원회 사무국(또는 개헌이 된다면 대법
원장과는 별도의 조직으로서의 사법위원회 – 사무국)의 체제로 재구성하도록 한
다. 즉, 사법위원회는 법관 인사를 제외한 제반의 사법행정을 통할하되 이에 대법
원장에게는 별다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실제 우리 헌법은 법관인
사를 제외한 사법행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만큼 그것의 처
리절차와 권한을 법률로써 정하는 것은 별 무리 없어 보인다.69) 법관의 인사권
은 헌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와 대법원장에 있는 만큼, 법관 인

69) 헌법 제108조는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제정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라고 하여 국회가 그 입법을 선점할 수 있기에 사법위원회에 사법사

무 일반을 통할하도록 하는 것은 이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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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 법관인사에 관한 자문 및 제안의 직무를 담당하도
록 하면 된다. 즉 법관의 인사는 사법위원회 → 대법관회의 → 대법원장의 과정
을 거쳐 결정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위원회의 구성이다. 실제 사법위원
회의 구성은 개별 국가마다 다르게 되어 있으되, 기본적으로는 법관의 대표와 법
조인의 대표, 그리고 의회의 개입에 의하여 정해지는 민간위원 등으로 이루어지
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이 때에도 유럽의 사법위원회의 연합체 기능을 하는 
ENCJ(European Network of Council for Judiciary)는 이 사법위원회에 정치권력
이 개입하는 것은 자칫 사법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그 구성원의 1/2
에서 2/3정도는 법관이나 법관의 대표가, 그리고 민간위원(layperson 주로 의회
의 대표)은 1/3이상으로 하되 절반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구성할 것을 강하게 권
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증분석에 입각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법관이 사법위원회
의 다수를 차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위원회의 기능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
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중요한 것은 그 위원회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경
우도 있다.70) 
우리의 경우 국회에 구성되어 있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한 헌

70) Garupa and Ginsberg, op.cit.(2009), p.130. 1987년 설립된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유럽사법관연합
(MEDEL: Magistrats européens pour la démocratie et les libertés)은 1993년 “유럽사법규정의 요소

들”(Elements of a European Statute of the Judiciary)이라는 제호의 소위 Palermo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

언은 제3조에서 사법관최고위원회(the Supreme Council of Magistrates)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였다. (원문은 file:///C:/Users/user/Desktop/Judiciary/Palermo.pdf 참조.)

3.1. 사법관최고위원회는 사법부의 행정 및 규율을 담당한다. 이 위원회는 사법관의 독립을 보장한다. 이 위

원회는 사법관의 충원에 대비하며 사법관의 배치를 결정하며 전문직업적 훈련을 조직한다.

사법관최고위원회는 스스로의 발의에 의하거나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해 사법정책에 관한 의견이나 권고안

을 의회 또는 정부에 제출한다.

3.2. 사법관최고위원회의 적어도 절반 정도는 비례대표의 원칙에 따라 동료들에 의해 선출된 사법관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의회에 의해 임명된 인물들로 구성된다. 그 구성원은 정해진 임기동안 임

명된다.

3.3. 의회는 사법관최고위원회와 정부의 제안에 따라 사법예산을 의결한다.

사법관최고위원회는 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가진다.

3.4. 사법관최고위원회의 전체회의는 제8조 제2문에 정한 바에 의하여 비공개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한다.

예산과 회계 뿐 아니라 회의록, 결정, 보고서, 의견 및 권고 등은 적절한 공개의 대상이 된다. 사법관의 충

원, 배치 및 규율에 관한 결정은 대법원에 의한 합법성 심사의 대상이 되며(motivated to) 또 그에 종속된

다.

매년 사법관최고위원회는 의회에 그 활동과 사법의 현황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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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안은 제110조의2에서 “법관의 임용, 전보, 승진, 징계, 내지 법원의 예산 
및 사법정책 수립 등 법률이 정하는 사법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법평의
회를 두는 것으로 하고 그 구성에 관하여는 

· 국회에서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8인, 대통령이 지
명하는 2인, 법률이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
함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음
· 위원은 법관을 겸직할 수 없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

으며 퇴임 후 대법관이 될 수 없음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71) 전체적으로 큰 무리 없는 방안이라 생각되나 몇 
가지 지점에서는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사법평의회라는 명칭 자체가 
Council의 번역으로서는 적절하나 우리 법제에서 사용한 예가 없고 그나마 고등
교육법등에서 사용되는 대학평의원회는 각 대학구성원의 대표격으로 구성되는 대
의제적 성격이 강한 만큼 여기에 결부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에 이 명칭은 사
법행정위원회 혹은 사법위원회와 같이 일반적인 용어법으로 명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성에 있어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의 존재는 불필요해 보인다. 실제 현
행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에게 과중한 헌법상의 지위가 부여되어 모든 공공역무영
역에 대통령이 상례적으로 개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권력분
립의 체계에서나 제한정부의 틀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되지 못한다. 실제 
유럽의 경우 법무장관이 사법위원회의 구성이나 조직에 깊숙이 개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이는 사법행정에 대한 일반적인 권한이 법무장관에 부여되어 있다
는 정부구조의 측면에서 허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의 경우 권력분립이 비교
적 명확히 되어 있는 만큼 굳이 대통령 또는 그가 지명한 사람이 사법행정의 과
정에 투입될 필요는 없어 보인다.72) 오히려 이 부분을 가장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법률가단체-변호사단체와 법무사단체-와 법원직원단체-법원공무원노조
-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에 이양해서 각 1명씩 지명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71) 그 권한에 관하여도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

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고 한다.

72) 필요하다면 의견의 형태로 법무부장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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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위원이 법관을 겸직할 수 없게 하는 경우 법관회의 몫의 위원들이 법관으
로 지명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6명에 이르는 이 위원들은 임기중 직업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사법위원회의 체제가 마련될 경우 판사가 법관 아닌 다른 직무에 
풀타임으로 종사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모두 사법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하여 풀타임 근무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
다. 법관 출신의 위원이 사법위원회를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사법위원회에 법관출신 위원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사법과정에서의 필요를 대변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이라고 본다면 이익충돌의 가능성을 회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전제 하에서 굳이 이들을 법관의 직무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어 보인
다. 
넷째, 위원들에게 정당가입을 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의 침해일 
뿐 아니라 그 효과성 또한 그리 많지 아니하다. 오히려 일반 평당원의 경우는 위
원자격을 부여하되, 최근 몇 년 이내 그리고 퇴임이후 몇 년간 정당의 간부직이
나 주요사무직을 맡지 못하게 하고 또 공직선거에의 출마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
해 보인다. 아울러 대법관취임금지조항도 영구적 금지가 아니라 일정기간으로 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섯째, 이러한 사법위원회의 제도는 그 기본전제가 법관의 인사가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사법위원회제도가 가장 
잘 발달해 있는 유럽의 경우에는 법관의 승진은 상급법원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나 
이루어지는 아주 예외적 현상일 따름인 만큼 이 사법위원회가 법관 인사권을 바탕으
로 법관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통례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
는 수많은 계층단계로 나뉘어 수많은 승진발령이 이루어지며 지역간 전보발령 또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구조에서 정치적 당파성을 가지
는 국회지명위원들과 인사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법관대표위원들로 사법위원회
를 구성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요소를 안게 된다. 부연하자면, 사법위원회 제도의 도입
은 반드시 법관 계층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혁 내지는 구조 차원의 변환을 전제로 하
여서만 구상되어야 한다. 특히 각급 법원 단위에서의 동일직위제가 마련되어 대등재판
부의 형태로 법원이 구성되어야 하며, 법원장은 소속 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을 담당할 
수석법관의 개념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나아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간의 인사교류는 
가능한 한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등법원에 결원이 생기는 때에 한하여 지
원자를 상대로 사법위원회가 그 전보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소위 “향
판”이라 불리던 지역법관제도가 다시 활성화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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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 글은 촛불집회라고 하는, 우리 헌정사의 커다란 전기를 맞이하면서 사법부를 
중심으로 그 촛불의 민심을 실천에 옮겨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을 
정리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87년민주항쟁을 고비로 우리 사회에
서 권위주의적인 권력행태는 사라졌거나 혹은 사라져가고 있다는 환상을 가졌었
다. 촛불집회는 어쩌면 이러한 환상에 대한 또 다른 각성의 촉발제 역할을 한 것
으로 우리가 권위주의적 권력의 후퇴라는 조그마한 승리에 안주하는 동안 그 정
치권력의 공백을 메꾸고 들어오는 것은 경제권력과 관료권력이었으며 이들이 역
으로 정치권력을 부추기며 새로운 권력을 구성해 내는 반동의 현실을 과감히 깨
쳐 버린 것이 촛불집회의 한 측면이기 때문이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누차에 걸친 사법개혁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으
로 조금씩 그 구태를 벗어났을 것이라고 모두가 방심하는 순간, 이 사법부는 제
왕적 대법원장을 만들어내고 블랙리스트와 같은 것으로 그리고 인사권을 오남용
하는 것으로 전체 법관과 전체 사법체계를 소수의 지배하에 옭아매고 있었다. 마
치 정치권력이 점진적 쿠데타를 진행하였듯이 사법부 역시 점진적인 과두지배의 
체제로 이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작금에 터져나오는 사법개혁의 요구들은 대부분 검찰만을 향하
고 있다. 물론, 공수처의 설치나 검경수사권의 분리문제, 그리고 법무부의 탈검찰
화라고 하는 3개 검찰개혁의 과제들은 그 자체 우리의 사법체계를 보다 민주적이
고 보다 통제가능한 것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사법의 종국적인 결정권자인 법원의 개혁논의가 비교적 소홀한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다. 물론 현재의 정국이 촛불집회와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새로
운 정부의 출현이라는, 미리 예정되어 있지 못하던 과정이 속발하고 있기에 그 
개혁의 의지가 법원에까지 이르기는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논의의 장마저도 닫아둘 필요는 없다. 사실 사법의 영역은 가장 
‘탈정치화’되고 또 그리되어야 하는 영역인 만큼 촛불정국이 되었다고 해서 새삼 
별다른 개혁의 소재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만, 그 사법체제 전반 또는 사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를 넒은 의미의 사법행정이라 이름붙일 수 있을 것이다-을 
보다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권력이 아니라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
는 사법, 자본이 아니라 노동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사법, 폐쇄회로가 아니라 대중
들과 대화할 줄 아는 사법을 만들어내는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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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촛불민심의 집행방식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 주요한 방법의 하나로 사법위원회라는 비교법제적으로 상당히 널
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를 제안하였다. 사법행정을 법관과 국민-혹은 국민의 대
표가 공동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기에 사법의 독립성과 민주성(혹은 책무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나름으로 좋은 틀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거기에 만일 
개헌이 된다면 물론 대법원장의 군더더기 권한들을 털어버리고, 배심제나 참심제
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나아가 법관의 인사를 독립된 사법위원회가 처
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등을 더불어 고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촛불집회 이후의 사법개혁의 논의는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법적 
수요를 어떻게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사법과정으로 수용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
사회의 법감정과 정의의식을 판결로써 제대로 반영하는 사법구조 및 법체계를 어
떻게 생산해 낼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 시민들이 유효
하게 참여하고 이를 통해 민주적 사법을 구성해 낼 수 있는 주체적 동력을 시민
에게 부여하도록 고민하여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러할 때 사법부는 시민들에게 
사법주권을 되돌려줄 수 있게 될 것이다. 87년체제가 내세웠던 절차적 민주주의
라는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의 사법, 시민의 사법을 만들어나가는, 그래서 시
민이 주도하는 민주적인 법공동체를 구성하는 야심찬 도전은 이럴 때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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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지정토론문

박판규 / 변호사, 전(前) 판사

1. 들어가며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과 이를 가능케 하는 실행기구인 법원행정처의 개혁 필요
성은 윤나리 변호사님의 발제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
본적인 해결책으로 현재까지 대략 세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을 듯하
다. 사법행정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권한을 제정 법원조직법과 같이 대법관회의에 
부여하는 안(노회찬 의원실에서 2017. 6. 1.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용구, 유지원 
변호사님이 발제한 안, 이하 ‘대법관회의안’이라 한다), 미국의 연방법관회의와 
유사하게 법관회의에 부여하는 안(위 토론회에서 차성안 판사님이 지정토론한 
안, 이하 ‘법관회의안’이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창익 변호사님의 이번 
발제문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2소위의 개헌안과 같이 사법평의회에 부
여하는 안(이하 ‘사법평의회안’이라 한다)이 그것이다. 발제자가 법관으로 근무하
다가 퇴직하였고 또한 사법평의회안에 대한 지정토론을 하는 자리이므로 생산적
인 논의를 위하여 주로 법관 독립의 측면에서 사법평의회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를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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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 제101조 제1항과 관련하여

제헌 헌법 제76조가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
던 것이 1963년 헌법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조직된 법원에 속한다’로 개정되었
다가, 1972년 헌법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로 개정된 이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거나(헌법 
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법 제66조 제4항)
는 규정과 함께 3권 분립을 구체화하면서 동시에 사법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경우 개별 국회의원이 강조되지 않는 것이나, 행정부의 경우 수직
적 체계를 명시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나, 사법권 행사의 본질은 재판에 있고, 재
판권은 법원이 아닌 개별 법관이 행사하는 것이며, 심급조차 상하의 위계를 의미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당연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1) 
그런데 헌법 제101조 제1항의 ‘사법권’에 재판 외에 재판권의 행사나 재판제도를 
운영,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행정작용인 ‘사법행정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사법평의회안, 즉 헌법 110조의 2를 신설하여 “➀ 법관의 임용, 전
보, 승진, 징계 내지 법원의 예산 및 사법정책 수립 등 법률이 정하는 사법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법평의회를 둔다. ➂ 사법평의회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8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법률이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➃ 위원은 법관을 겸직할 수 
없고,”라고 규정하도록 하는 안은 위 조항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 조
항의 ‘사법권’은 재판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통상적이어서,2) 두 조항이 
반드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101조 제1항의 함의
는 재판권과 사법행정권의 밀접한 관계3)에 비추어 사법행정권한 중 재판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법원에 주어져야 하고, 재판은 법의 인식, 적용 작용으

1)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922)에서는 이를 “법원의 진정한 모습은 ‘피라미드’가 아니라 독립적인 법관들

이 점점이 모여 빛나는 ‘성단’과 같은 것”이라고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 가령, 정종섭, 『헌법학원론(2016)』(1404)에서는 사법권은 헌법 제101조 제1항과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원에 

속하는 재판권만을 의미한다고 하여 이른바 ‘형식설’을 취하고 있고, 허영, 『한국헌법론(2016)』(1052)에서는 

구체적인 쟁송을 전제로 해서 신분이 독립된 법관의 재판을 통해 법을 선언함으로써 법질서의 유지와 법적 평

화에 기여하는 비정치적인 법인식기능인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권한이라고 하면서, 이른바 실질설과 형식설의 

논쟁은 별로 실익이 없는 공론이라고 한다.

3) 사법행정과 재판작용이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사법행정의 대표적인 사

례 중 승진, 전보, 사무분담, 사건배당, 예산의 경우 재판작용에 대한 일정한 평가를 수반하므로 재판작용을 위

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재판내용에 대한 사전적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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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독립된 법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그 사법행정권한
의 최고의사결정권은 개별 법관들의 민주적인 회의체에 주어져야 한다는 데에 있
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로, 독일 기본법 제92조는 “사법권은 법관에게 맡겨진다. 사법권은 연방헌법
재판소와 이 기본법상 예정된 연방법원들과 각 연방주의 법원들을 통해서 행사된
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우리 헌법의 경우 사법권의 주체로서 법관과 
더불어 법원을 명시하고 있는 차이가 있고, 이러한 가운데 본연의 ‘법관의 재판상 
독립’보다 대법원 중심의 ‘사법부의 독립’이 더 강조되어 왔다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4)

3. 사법행정에 관한 국제문서들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1985, Basic Principle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의 원칙 14는 “사건의 배당은 사법행정의 내부 문제이다(The 
assignment of cases to judges within the court to which they belong is an 
internal matter of judicial administration)."라고 규정하여 최소한 사법부가 고유
의 행정 권한 및 사법부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문제들을 다룰 권한을 가져야 한
다는 의미에서 행정상 문제에 있어 독립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5) 
나아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세계 선언(1983, Universal Declaration on the 
Independence of Justice, "Montreal Declaration")’은 “사법부 독립을 위하여 사
법행정의 주된 책임은 사법부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6) ‘사

4) 이종수, “독일의 사법제도에 관한 소고-특히 법관인사 등 사법행정을 중심으로-”, 2017. 3. 25. 법원 국제인권법

연구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학술대회 자료집(10, 11)

5)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국제인권법과 사법-법률가를 위한 인권편람』(149)

6) Court Administration

2.40 The main responsibility for court administration shall vest in the judiciary.
2.41 It shall be a priority of the highest order, for the state to provide adequate resources to allow for 
the due administration of justice, including physical facilities appropriate for the maintenance of judicial 
independence, dignity and efficiency, judicial and adminstrative personnel, and operating budgets.
2.42 The budget of the court shall be prepar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collaboration with the 
judiciary. The judiciary shall submit their estimate of the budget requirements to the appropriate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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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의 독립에 관한 세계선언 초안(1989, Draft Universal Declaration on the 
Independence of Justice)(“Singhvi Declaration”)은 “행정 인력과 보조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포함하여 사법행정의 주된 책임은 사법부 또는 사법부가 대
표되고 실효적 역할을 가지는 기구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
다.7)

사법평의회안에 따르면 사법평의회는 ‘법관의 임용, 전보, 승진, 징계 내지 법원
의 예산 및 사법정책 수립 등 법률이 정하는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고(제110조의2 제1항), 국회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8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법률이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6
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본문). 이는 사법평의회 
중 법원 밖에서 선출 또는 지명된 사람이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문제될 수 
있고,8) 특히 그들에게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권한, 법관의 전보, 보직 및 징계 
권한, 법원의 예산안 편성 권한 등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부의 행정상 독립을 침
해할 소지가 있다.

2.43 The judiciary shall alone be responsible for assigning cases to individual judges or to sections of a 
court composed of several judges, in accordance with law or rules of court.
2.44 The head of the court may exercise supervisory powers over judges on administrative matters.

7) Court Administration

32. The main responsibility for court administration including supervision and disciplinary control of 
administration personnel and support staff shall vest in the judiciary, or in a body in which the 
judiciary is represented and has an effective role.

33. It shall be a priority of the highest order for the State to provide adequate resources to allow for the 
due administration of justice, including physical facilities appropriate for the maintenance of judicial 
independence, dignity and efficiency;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ersonnel; and operating budgets.

34. The budget of the courts shall be prepar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collaboration with the 
judiciary having regard to the needs and requirements of judicial administration.

35. The judiciary shall alone be responsible for assigning cases to individual judges or to sections of a 
court composed of several judges, in accordance with law or rules of court.

36. The head of the court may exercise supervisory powers over judges only in administrative matters.
8) 발제문에서 예로 들고 있는 스페인의 사법총평의회는 위원 20명 중 과반수인 12인이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탈리아의 최고사법위원회는 구성원 중 2/3를 판검사 중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포르투갈 또한 통상 판사

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과 대비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프랑스의 판사분과위원회는 위원 14명 중 6인이 법관

이고 위원장이 파기원장으로서, 법관이 과반수가 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사법평의회안보다는 법관 

비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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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적 정당성’ 논의와 관련하여

그간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및 법원행정처의 역할을 옹호하고, 법원 외부는 물
론 일선 법관의 참여조차 철저히 배제해왔던 명분은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적 정
당성이었고, 지금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다수의 고위 법관들은 기존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또는 대법관회의안을 옹호하면서 이를 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입장은 “사법권 독립은 마치 유리판과 같아서 자칫 깨지거나 
흠집나기 십상”, “사법권 독립과 법관 독립을 굳건히 하려는 논의가 자칫 자기중
심적 이기주의로 비치지 않도록 살펴야 하고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것조차 경계
해야 한다.”, “법관 독립은 판사의 주관적 신념을 가려주는 방패가 아니다. 자신
의 생각과 소신이 객관성과 중립성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남이 없는지, 
국민의 이익에 부응하는 것인지를 거듭 살펴야 한다.”는 박병대 전 대법관의 퇴
임사나,9) “사법행정권이 흩어지는 것보다는 집중되는 편이 오히려 국민들을 위하
는 길일 수 있다.”, “사법행정권을 없애고 ‘판사가 완전히 독립해 자율적으로 재
판하라’고 하면 명실상부한 재판의 독립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국
민들이 좋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아니다. 국민들은 사법부가 공
평하고, 신속하고, 꼼꼼하게 재판해 주기를 원한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와 
법관 근무평정제도는 “다소의 보완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근무
평정이 없어져 평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다.”는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관한 어느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인터뷰에10) 잘 나타나 있다. 요약하자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으로부터 임
명되어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회의가 사법행정의 최고의사
결정권한을 가지고 강력한 법원행정처를 통하여 이를 실행하여야 사법 독립을 수
호할 수 있고, 또한 국민이 원하는 신속한 재판, 양질의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
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원 외부로부터의 민주적 정당성 요구는 사법 독립 논
리로, 법원 내부로부터의 재판 독립 요구는 민주적 정당성 논리로 방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과거와 달리 현재 사법 독립이 내부로부터 가장 심각한 위
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은 고전적인 대의민주주의이론이 
가정하는 것처럼 단일한 국민의 의사가 존재하여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만

9) “사법권 독립, 소중하나 깨지기 쉽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01/0200000000AKR201

70601078900004.HTML?input=1195m

10) “사법행정 없애고 판사 독립: 좋은 재판 하는 길인지 의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

D&mid=sec&oid=025&aid=0002728711&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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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곧바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임명절차가 집권 정치세력에
의 예속을 불러온 것이 우리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였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없
다.
대법관회의안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사법행정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을 법원 내부
에 두되, 미국 연방법관회의의 구성원은 모두 대통령이 연방상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여 연방법관회의의 구성에 있어 민주적 통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
관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하고는 그 구성에 있어 직접적으로 민주적 통제를 
거치지 아니하여 전국법관회의가 최고사법행정기관이 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
가 있으므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폐지하고 법관 등 전체 법률가의 관여
를 보장하는 등 대법관 임명절차를 개선하는 전제 하에 대법관회의를 사법행정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하자는 것이다.11) 그러나 근본적으로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대법관회의로 이양한다고 하여 기존의 권한 집중 및 관료화로 인한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법관회의안은 대법관은 민주적 정당
성이 있으나 법관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는 논거가 아니라면 법관회의안과 비교
할 때 어떠한 우위도 가지기 어렵다.
사법평의회안은 그 구성원 중 국회 선출 위원을 8인으로 하고, 또한 그 선출의 
정족수를 재적 의원의 3/5 이상으로 하며, 대통령 지명 위원을 2인으로 하고, 법
관회의 선출 위원을 6인으로 하여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와 대통령이 과반 이상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국회 선출 위원이 정당 의석에 따라 비례하여 선출될 경우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어, 사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가
장 우수하고, 또한 어느 하나의 정치세력이 주도하기도 힘든 합의제 기구로서 사
법의 독립성 또한 어느 정도는 담보할 수 있는 안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법원
의 재판이 국민들의 인식으로부터 유리되고, 권위적이었다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 인식으로부터 그 설득력을 더한다.
그러나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보다 최신의 이론들이 밝히고 있는 다음과 
같은 측면들, 즉 사법의 경우 독립성이 요청되고 법에 대한 기속성이 높은 본성
상 다른 국가기관 또는 국가행위와는 달리 인적 정당화보다 내용적 정당화가 강
조되어야 한다는 점, 민주적 정당성이 반드시 고전적 대의민주주의이론에서 강조
하는 국민에 의한 선출만이 아니라 지방자치행정이나 기능적 자치행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12) 법관회의에 의한 자치 행정 및 

11) 가령  이용구·유지원,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 개

혁 방안 모색-”, 2017. 6. 1. 국회의원 노회찬 주최 토론회 자료집(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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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을 통한 분권 행정13)도 사법의 독립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면서 사
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사법부의 운영은 물론
이고 구성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원칙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 공무원제도, 재판제도와 관련한 제반 원칙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5. 실질적 권력분립과 비다수결주의기관로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민주화 이후인 1988. 5. 30. 개원한 제13대 국회부터 2016. 5. 30. 현재 제20대 
제17대 국회까지 여당이 국회 재적의원 총 299명 중 3/5 이상인 180석 이상을 
얻었던 적은 없었다. 이에 따르면 집권 여당이 사법평의회를 장악할 위험은 높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의회에서 선출한 사람들이 사법평의회의 절반을 차지하고 대통령이 지명
한 사람들까지 포함할 경우 과반을 넘는 기구가, 법관 인사 전반을 포함하여 사
법행정권한을 행사할 경우 이를 실질적인 3권 분립으로 볼 수 있겠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가령 법원은 각종 선거소송 등 국회의원들이 당
사자가 되는 사건들을 처리하며, 국책사업과 같이 정부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
린 사건들 또한 담당한다. 그런데 사법평의회가 사무분담과 사건배당, 법관의 승
진과 전보 등의 인사 전반, 예산 편성, 사법정책의 수립에도 관여하는 경우, 이것
은 임용에만 관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사건들에서 있어 재판의 독립 침해의 우려가 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비다수결주의 기관으로서
의 정치적 소수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기능이다. 그동안 개별 법관들은 성
소수자의 성별 정정,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 등 국회나 정부의 의사 및 당
장의 여론과는 다른 판단으로 소수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왔는데, 선출직 공

12)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최신의 이론에 대한 소개는, 이계일, “사법의 민주적 정당화-인적 정당성 문제

에 관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제16권 제3호(2013) 참조.

13) 앞서 본 3가지 안의 공통된 특징은 중앙집권적 사법행정방식이라는 점이다. 대법관회의안이나 사법평의회안

도 다수를 확보한 일정 세력이 존재할 경우 대법원장 1인 체제에서의 운영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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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인 국회와 대통령이 구성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사법평의회에 사법행정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이러한 사법부 본연의 역할인 소수자와 인권 보호기능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6. 맺으며

과도 법원조직법과 헌법의 제정 당시부터 사법 독립과 사법 민주화의 요청을 조
화롭게 달성하는 문제는 사법 권력을 창설하고 사법부의 구성·운영을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다. 이후 현재까지 여러 차례 헌법 개정 및 법원조
직법의 제·개정 등이 이루어져 왔으나,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국회 동
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견제받지 않는 사법행정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함
으로써, 정치에의 예속과 심각한 관료화를 낳고 말았다. 지금은 개헌을 앞두고 앞
으로의 사법의 역할을 내다보면서 새로운 청사진을 현명하게 그려나가야 할 시점
이다. 발제문이 주장하고 있는 ‘사법평의회안’은 기존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나 
대법관회의안에 비한다면 사법의 민주성을 현저히 제고하고 사법의 독립성 또한 
상대적으로 더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다. 다만 재판 독립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들이 있으므로, 사법평의회의 구성에서 과반수를 법원의 구성원으로 하거나, 또
는 임용을 제외한 전보와 보직, 승진과 징계, 사무분담과 사건배당 등 법관 인사 
전반, 법원 예산의 편성, 사법정책의 수립 등은 법원의 권한으로 남기되, 법관회
의를 통한 자치 행정, 각급 법원으로의 분권 행정을 법률로써 강제함으로써 사법 
독립과 사법 민주화 양자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사법평의
회의 필요성과 이른바 대법관 선출 및 법관 임용에 관한 권한에 대해서는 적극 
찬동하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 법관의 전보, 보직, 승진, 징계 등 나머지 인사 
전반과 예산의 편성, 사법정책 수립 등은 재판 독립의 보장을 위하여 법원에 두
되, 자치행정과 분권화를 철저히 시행하여 정치권력에의 예속이나 관료화를 방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부디 각계의 지혜를 성실하게 모아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나
갈 수 있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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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법원의 민주화

오동석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관점과 원칙

사법권 독립의 오해가 존재한다. 법관의 인적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위해 부차적
으로 요청하는 가치다(김종철, 2010: 119). 다른 한편 법관의 독립은 조직원리이
면서 동시에 법관의 실천윤리다(한상희, 2016: 11). 실질적으로 재판 독립과 법
관 독립의 핵심은 각종 권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사회적 비판자와 
약자(소수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인권 친화적
이어야 한다. 또한 그것은 법관 권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국민주권적 관점
의 틀 안에 있어야 한다.
법원의 민주화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원칙을 먼저 정해야 할 것이다. 첫째, 
어떻게 법원의 인권적 관점을 증진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가 대법원의 인권적 관점을 증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연령이나 학벌 또는 법
관 신분 등의 다양화를 넘어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의 관점을 대변
할 수 있는 대법관이 필요하다. “부분사회의 관심이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표하
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극적인 관점에서 이들이 다수자의 관심이나 이익에 의하
여 무시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사법결정과정에 투입하고, 이를 통해 조직으로서
의 대법원이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요청”
(한상희, 2016: 14) 이상의 것이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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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중심의 사법행정 기능을 어떻게 분권화 할 것인가
의 문제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재판을 지원하는 업무의 수준을 넘어 법관에 대
한 감시․감독의 기관으로 기능하면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법관을 통할하
는 수단이 되어 그 결과로서 전국의 재판을 평균화-획일화한다(한상희, 2005: 
58; 한상희, 2010: 443). 
그렇다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사법평의회에 그대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사법행정의 분권화 속에서 사법평의회 역할을 어
떻게 자리매김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것은 사법평의회가 대법원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권한을 사법평의회에 부여하기보다 그 
권한들을 다시 분권화하는 문제다. 법관에 대한 인사권, 대법관 후보 선출권, 법
원의 예산, 사법정책 수립, 규칙제정권, 그 밖의 사법행정 사무 등은 그 성질이 
다른 점에서 그 권한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기구로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Ⅱ. 논점별 구체적 의견

1. 인권의 관점에서 법원 조직과 제도

가. 법관의 인권 보장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표현, 신념, 결사,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법관들은 항상 직무상 존엄과 사법부의 공
평, 독립을 유지하여야 한다.”(윤나리). 그렇다면 법관이 “선거운동 등 정치적 중
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
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법관윤리강령 제7조제2항 참조)는 것
이 적정한가? 예를 들면, 사법평의회 위원은 정당에 왜 가입할 수 없는가(성창
익)? 더 나아가 법관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가? 법관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법관들이 법원 조직 내부에서 자유로
이 비판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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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권을 보장하는 ‘전문법원’ 설치

노동, 환경, 사회보장 등 전문법원을 대법원까지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재판의 인
권친화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법원에서의 법관 인사는 특
히 인권친화성과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 또한 이들 법원은 
대법원의 경우 법관 자격이 없는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최소한 참심제의 형식으
로라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하여 재판 그 자체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승인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 심리 과정과 내용, 판결의 결과 그 
근거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 것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비판, 그리고 그에 의거한 승인
의 과정을 열어두도록 하고 있다(한상희, 2010: 412-3). 모든 국민이 법관의 판
결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김진환, 2010: 72).

2. 사법권 독립 침해에 대한 대응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법관윤리강령 
제1조). 그렇다면 법관으로서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하는 경우 또는 사법권의 독
립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진상조사, 감사, 징계, 탄핵소추 개시 등의 절차를 마련
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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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법행정 기능을 분권화

법관 인사, 대법관과 대법원장 선임을 통한 대법원 구성, 법관의 징계와 감사, 법
원의 예산의 편성 등 기능을 분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법관 
징계의 최우선 대상은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한 행위이다. 다른 한편 일반 법관의 
경우 징계권의 남용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법관은 오직 직무수행을 부적절하게 
하는 무능력 또는 행위를 이유로 하여서만 정직되거나 해임되어야 한다.”(윤나
리). 사법행정의 남용에 대해 징계 또는 감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그런데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청구권자는 대법원장, 대법관,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
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법관징계법 제7조제1항)이다. 징계청구권자에 
대한 징계를 위해서도 징계청구권자의 확장이 필요하다.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대
법관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법관 3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중 각 1명을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법관징계법 
제5조제1항). 
대법원은 2015. 3. 30. 외부 위원 중심의 법원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양시훈․최유경, 
2015 참조). 감사위원회는 법원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설치한 것으로서, ① 주요 감사사건의 조사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
한 사항, ②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의 법관에 대한 진정·청원(재판결과 불만 
등의 단순한 사안은 제외)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③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법관징계법상의 징계청구권자나 법
원공무원규칙에 정한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게 된다(감사위원회 규칙 제2조제1항).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 1인만 대법원장이 임
명하는 법관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은 사회적 신
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감사위원회 규칙 제3조).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감사위원회를 별도의 독립기구로 구성하되, 가능하면 법
관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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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원장 권한 행사의 민주성

헌법기관은 물론 법률기관 구성에서 대법원장의 지명권은 헌법 개정 없이도 민주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하는 것은 합의체기관
인 대법원에 대법원장의 우월적 지위를 구조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대법
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권력분립의 원리상 동의권자인 국회와 임명권자인 대통
령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 직을 수행하는 독임기
관의 권한이 아니라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가지는 사법권의 일환으로서 ‘법관
의 민주적 대리자’로서의 권한임을 입법의 구체화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상세한 
것은 한상희, 2016: 22-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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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독립 사법행정기구와 전문법원체제의 헌법적 제도화

이국운 / 한동대 법학부 교수

Ⅰ.

지난 주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에 관하여 법원 내부의 비판여론이 
고조되면서 급기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100명의 판사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법원 규칙"의 제정 요구를 포함하여 3개 항의 요구 사항을 결의한 뒤, 이를 당
일 회의에서 선출한 의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전달했으며, 그 수용 여부를 두고 
대법원장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
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치러질 것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현행 헌법의 특징 중 하나인 소위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앞날에 관하
여 많은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재판권과 
사법행정권의 분리 및 독립적인 사법행정기구의 헌법적 제도화의 필요성과 방향
에 관해서 특히 그렇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를 추진하는 판사들은 아마도 대법원 규칙의 제정을 
통하여 그동안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사법행정
권을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함으로써 분점적으로 행사하거나 적어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사법행정기구의 재조정이 과
연 대법원 규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헌법은 법률에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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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
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으며(제108조),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국회가 법률로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제102조 3항). 당
장에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를 자문기구로 하고 있는 것도 대법원 규칙이 아니라 
민주적 대의기구로서 입법권한을 가진 국회가 법원조직법으로 규정한 내용이 아
니겠습니까?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의기구에게 입법권한을 맡긴다는 헌법의 기
본 정신으로 돌아와 보면, 이것은 대단히 간단하고도 당연한 의문입니다. 이 점을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모를 리가 없었겠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를 추진하는 판사들은 민주적 정
당성에 기초한 당연한 헌법 논리를 우회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
를 상설화하라는 요구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기한 것일까요? 저는 전국법관대
표회의의 상설화를 추진하는 판사들이 일종의 곤혹스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은 
심지어 법원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명확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판사들로서는 
기왕에 대법원장이 행사하던 사법행정권을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같은 상설기구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여기게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판사
들은 이와 같은 자신들의 바램이 입법 문제로 비화되거나 헌법 개정 사항이 되는 
사태는 어떻게든 막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칫 기왕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 전체, 판사집단 전체가 향유해 온 사법행정권을 
통째로 내놓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저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를 추진하는 판사들의 요구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떻
게 대응하느냐를 우리 모두가 유심히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의 헌법 개정 논의에서 사법행정권의 재조정, 특히 독립 사법행정
기구의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의 법원 구성원들, 특히 판사집단 전체가 기본
적으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지지하든, 전국법관대표회의
의 상설화를 지지하든,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좁은 의미의 
사법권, 즉 재판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사법행정권까지 행사할 경우에는 항상 제
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사건은 이제 형사든, 민사든, 징
계를 통해 행정사건이 되든, 어떤 형태로든 사법절차에 회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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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사건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회의의 구성원
인 대법관들, 그리고 법원행정처의 인사라인 담당자인 엘리트 판사들은 이 사건
과 관련하여 이미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힘들만큼 연루되어 버렸습니다. 게다
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했던 100명의 판사들과 이들을 선출했던 판사들까지
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이 사건에 연루되어 버렸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의뢰인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유능한 변호사라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그리고 이에 맞선 판사집단 전체에 의하여 만들
어진 것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사건에 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연적 정의
(natural justice)의 원칙은 이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합니까? 재판하는 판사
가 사법행정까지 담당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머리를 긁적이며 
시민들을 설득해야 합니까? 이때 만약 그 시민들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런 상
황을 벌어지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설득이 무슨 가치를 가질 수 있겠습
니까? 제 생각에 지금 한국 사회는 이와 같은 질문들이 연속적으로 튀어 나올 수
밖에 없는 방향으로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 개혁의 좌표를 
찾기 위한 오늘의 토론회도 바로 그 움직임을 보여 주는 증좌입니다.

Ⅱ.

대한민국의 사법행정체제는 군사정권 기간 동안 그 기초가 잡힌 까닭에, 어떻게 
해서든 정치화된 장교집단의 영향력이 재판에 미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재판하는 판사가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것을 사법의 독립
을 지키는 최상의 대안으로 삼와 왔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사법의 독립을 침해
할만한 잠재적인 상대방이 정치권력이나 일시적인 여론으로 바뀌었을 뿐, 기본구
조는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한상희 교수님께서 1987년 이후 정치의 사법
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벌어진 맥락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사법체제가 어떠한 사
회경제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잘 짚어 주셨습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군사
정권 이래의 정치적 배경이 지금껏 대한민국의 헌정체제가 제왕적 대법원장체제
로 일컬어지는 독특한 모습을 가지게 된 구조적 원인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발제자들은 최근의 국제인권법연구회 건 등을 들어 이와 같은 독
특한 체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저 역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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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단에 대하여 전적인 찬동을 표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판하는 판사
가 사법행정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자연적 정의의 원칙에 반할뿐더러, 
비교법의 관점에서도 예외에 가깝습니다. 특히 일반 법관의 인사를 포함한 사법
행정권 일반을 판사관료제가 사실상 독점하는 체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
아 몇몇 나라의 특수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적인 사법체제는 사법기구 
내에서도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
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관의 인사를 포함한 사법행정권과 좁은 의미의 재
판권을 분리해야 합니다. 좁은 의미의 재판권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대표기구(판
사회의 또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와 같은 분리를 전제로 사법행정권이 재판권
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 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마땅합니다.  
바로 어제 관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2
소위 사법부 분과위원회는 사법행정권한을 행사하는 사법평의회를 헌법기관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완전히 독립된 최고헌법기관으
로서의 사법평의회를 헌법적으로 신설하여, 법관의 임용, 전보, 승진, 징계, 내지 
법원의 예산 및 사법정책 수립 등 사법행정권한은 물론, 대법원규칙제정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한 것으로서, 독립성, 중립성, 최고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8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2
인, 법률이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습니다.
이 방안에 관한 토론은 한상희 교수님께서 자세히 전개하신 내용에 크게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만,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한 가지 정보를 부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2년 전에 몇몇 동료 교수님들과 함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제안하면서, 사법
행정권에 관하여 유사한 방안을 덧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 방안에서 사법행정기
구의 명칭은 사법행정위원회였으며, 지역대표형 참의원의 신설 등을 전제로 한 
까닭에 그 구성은 민의원이 선출하는 4인, 참의원이 선출하는 2인, 그리고 자치
분권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사법
행정위원회는 법관의 인사를 포함한 사법행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되, 어떠한 형
태로도 재판에 간여할 수 없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이국운 외 4인, <지
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 한국헌법학회, 2015. 9.).
이처럼 사법행정기구를 별도의 헌법기구로 구성할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자격을 
현행 헌법이 말하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
히려 사법행정분야의 전문성과 식견을 인선의 기준으로 삼고 자격 요건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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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국회 개헌특위자문위 사법분과위의 제도 설계를 
따르자면,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6인이 있으므로, 차라리 전체에서 법관자격자
의 숫자가 절반 미만이 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
듯이 법관회의 또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이 재판권을 침해하지 못하도
록 하기 위한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법평의회(또는 사법행정위원회)의 
구성원은 당연히 헌법상 탄핵 소추 및 심판의 대상자로 추가되어야 할 것이며, 
그밖에도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침해 방지로서 예컨대 사법방해죄를 관계 법률에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Ⅲ.

이와 같이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별도의 헌법기구를 만들게 된다면, 그 다음 자
연스럽게 등장하는 질문은 과연 현재와 같은 강대한 법원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실 사법행정기구를 독립시키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 중의 
선임자라는 원래의 위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들 재판에만 열
중하는 마당에 굳이 대한민국 모든 판사를 하나의 법원 관료제에 몰아넣는 지금
의 체제를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의 법원 조직을 유지하는 것은 해묵은 
문제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할 다툼이나 대법원의 사건 부담 등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아무런 이점이 없습니다. 기왕에 70년 묵은 사법체제를 개혁한다면, 다
원성과 민주성의 시대정신에 부합하게 전향적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생각에서 저는 자꾸 헌법 개정을 통하여 법원 조직 자체를 새로 짜는 
방향을 모색해 보게 됩니다. 최종적인 정책판단기능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수행하
고 있고, 헌법재판소 제도가 유지되는 한 이러한 추세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
다. 그렇다면 차제에 독일처럼 전문법원 체제를 도입하여 헌법상으로 재판권을 
구분한 뒤, 재판권 별로 최고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일반 민형사, 
행정, 특허, 가사, 노동 재판권 등을 헌법에 명시하고 재판권 별로 최고법원 및 
각급 법원을 구성하도록 하면,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최고법원의 인적 구성을 다
양화하려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각 최고
법원 및 법원의 판사 임용과정이 세심하게 고안되어야 하겠고, 형사재판에는 배
심을, 민사를 포함한 각 전문재판에는 참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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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제도의 유지를 전제로 복수의 최고법원을 두는 전문법원체제로 가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의 법원조직을 소위 민형사재판을 담
당하는 통상 법원 조직으로 두고, 행정, 특허, 가사 재판의 경우에는 현재의 법원 
내부에 있는 관련 전문조직을 독립된 법원으로 분리시키면 됩니다. 따라서 새로
운 법원 조직은 사실상 노동 법원 정도지만, 이 또한 사회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법령해석의 통일 문제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
고, 헌법에 규정을 두어 전문법원들 사이에 특별부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관할권
의 분배에 있어서 통상 법원에 보충적 관할권을 인정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
될 것입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도 전문법원들 사이의 관계를 규
율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겠지요. 
어떤 경우든 독일식 전문법원체제로 가면, 각 최고법원은 사건부담에 따라 지금
의 대법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서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최고법원 판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상고심의 사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
게 될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여기에 각 전문법원 별로 관련되는 직역 안팎에서 
널리 최고법원 판사를 임용하고, 형사배심과 민사 및 전문 참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 한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
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2년 전의 헌법개정안에서 이러한 체제를 이미 제안한 바 있
습니다. 그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적용권한이 헌
법재판소에 있음을 헌법 문서에 명시하고, 헌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선거재판권 및 
명령·규칙·조약에 관한 위헌심판권에까지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구
성에서 일반 사법기구의 간여를 배제하고, 모든 헌법재판관을 양원합동회의의 선
출과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 충원하도록 했으며, 헌법재판관 가운데 법관자격자의 
비율을 4/9 이상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양원합동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전문법원체제에 관해서는 헌법 안에 명문 규정을 두어 좁은 의미의 사법권인 재
판권을 일반재판권, 행정재판권, 가사재판권, 노동재판권, 특허재판권으로 구분하
고, 이를 그 각각을 담당하는 최고법원과 각급법원이 행사하도록 했으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재판에는 배심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재판에는 
전문가 법관(참심)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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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록 했습니다. 전문 법원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혼선을 막기 위하여 일
반 법원이 포괄적 관할권을 가지되 각 최고법원 사이에 합의부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 독립된 사법행정기구를 설치하고, 헌법재판소 
밑에 다섯 개 정도의 최고법원을 둔 뒤, 다시 그 아래에 재판권 별로 각급 법원
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전문법원체제를 시행한다면, 법관인사권을 분배하는 문제
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최고법원장과 최고법원판
사의 임용에 관해서는 사법평의회(또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 법률에 규정을 두어 현재의 
대법관추천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를 먼저 거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법
원장이나 최고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현재의 시스템을 일부 원용하여 사법평의
회(또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제청으로 해당 최고법원판사회의의 동의를 얻어 각 
최고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 역시 관계 법률에 규정을 두어 각 
전문법원별로 법관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과 관
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바는 판사회의 실질화 및 전국법관회의의 신설입니다. 왜
냐하면 이 기구가 각 전문법원별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사법평의회(또는 사법행
정위원회)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
했던 이국운 외 4인 안(2015. 9.)은 기실 이 점을 후속입법에 포함시킬 것을 전
제했었습니다만, 사법평의회(또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제도 설계 여하에 따라서는 
전문법원별 각급 판사회의를 헌법에 포함시킬 필요도 있겠습니다. 

Ⅳ.

마지막으로 사법평의회(또는 사법행정위원회) 구상이 공식화된 김에, 검찰개혁에 
관해서도 한 마디 덧붙이는 것으로 저는 두서없는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검찰개혁의 방향으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검
경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인사제도의 개혁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평의회(또는 사법행정위원회) 구상과 관련하여 이 가운데 주목해
야 할 점은 수사권 조정과 검찰인사제도의 개혁이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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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검찰개혁의 논의과정에서 검찰이 기소권과 공소유지권과 함께 보충적 수사
권을 제한적으로 가진 기관이 되고, 일차적인 수사권은 경찰을 비롯한 여러 형사
사법기관들에게 주어지는 쪽으로 결정이 된다면, 헌법 개정과정에서 검사인사권
한을 현재처럼 대통령-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할지, 아니면 사법평의회(또는 사법
행정위원회) 내부에 판사인사위원회와 별도로 검사인사위원회를 두는 방식으로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외국에 여러 입법례가 있습니다만, 크게 보아 다음의 둘 중
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나는 검사장직선제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검사인선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통로가 있을 것을 전제로 현재의 대통령
-법무부장관 체제를 보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통로를 마련하는 대
신 아예 검사인사 문제까지도 사법평의회(또는 사법행정위원회)의 관할권 내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검사장 직선제를 외롭게 주장하면서, 언제나 전자의 방안을 염두
에 두고 있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 권력이 검찰인사권을 놓을 리 
없고, 그것을 전제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면 검사장 직선제 등을 통해서
라도 국민이 직접적인 견제 수단을 가지는 수밖에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법평의회(또는 사법행정위원회) 구상이 각광을 받기 시
작하면서, 자꾸만 후자의 방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검찰 역시 수사권을 휘두르
는 권력자이기 이전에 정의와 공평과 인애의 법적 요구 앞에 겸허해야 할 법률가
이어야 한다면, 헌정 70년에 이르는 시기에 이제 그만 정치적, 행정적 권력을 놓
고 법적 권력만을 행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만약 앞으로 펼쳐질 백화제방의 
헌법 개정 논의에서 그 쪽으로 국민대중의 합의가 모아진다면, 검찰은 준사법기
관이라는 어색한 별칭을 놓고 본격적으로 사법기관으로서 거듭나야만 할 것입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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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요약

이범준 / 경향신문 법조팀장

I. 사건의 경위

Ÿ 2011. 08. 국제인권법연구회(연구회) 설립
Ÿ 2015. 07. 07.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제안 및 설립
Ÿ 2015. 08. 11. 인사모,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찬반토론(압도적 다수 반대)
Ÿ 2015. 09. 14. ~ 2017. 2. 인사모, 바람직한 대법원장상 등 다양한 사법행정 

이슈에 관해 논의
Ÿ 2016. 10. 인사모, 법관인사제도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 추진 시작
Ÿ 2017. 1. 15. 연구회 운영위원회 개최 및 공동학술대회 개최 방법 및 일시

(3.25) 확정
Ÿ 2017. 2. 9.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전보 등 인사발령 (2.20자)14)

Ÿ 2017. 2. 13. 법원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금지 조치 공지
Ÿ 2017. 2. 15. 위 조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의

심된다는 취지의 글 게시(김○○, 이◎◎)
Ÿ 2017. 2. 20. 위 조치 시행 유보 공지(임종헌), 이○○ 판사 행정처 기획제2

14) 이○○ 판사 관련 아래와 같이 인사발령.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李○○) 법원행정처 기획조정

실 기획제2심의관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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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관 겸임발령 해제
Ÿ 2017. 3. 6. 위 각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중복가입금지조치는 대법원장의 제

왕적권한 등을 골자로 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목
적이고, 대법원 고위층이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판사
에게 연구회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해당 판사가 항
의하자 겸임해제 발령을 하였다는 내용)

Ÿ 2017. 3. 7. 법원행정처장, 위 기사를 부인하는 내용의 공지
Ÿ 2017. 3. 8. 이○○ 판사가 본인이 경험한 부분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공개

할지 고심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 (김○○) 대법원 차원에서 공정한 조사기구
를 만들어 진상을 조사해 주기를 바란다는 청원문 게시

Ÿ 2017. 3. 9. 법원행정처장, 중립적인 조사기구를 구성하여 조사하겠다는 결정 
공지

Ÿ 2017. 3. 13. 대법원장,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를 요청하
면서 조사와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

Ÿ 2017. 3. 22. 이인복 석좌교수 6인의 위원을 선정하여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Ÿ 2017. 3. 25. 14:00 연구회,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이라는 

주제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Ÿ 2017. 3. 24. ~ 2017. 4. 18. 이인복 진상조사위원회, 26일간 전문분야연구

회 중복가입 해소 조치 관련 의혹, 법원행정처 심의관 인사발령과 겸임해제 
관련 의혹, 위사건의 처리 및 수습과 관련된 사법행정권 남용, 특정 연구회 
활동 견제 및 특정 학술행사에 대한 연기, 축소 압력 의혹에 관하여 진상조사

Ÿ 2017. 4. 18. 진상조사결과 발표
Ÿ 2017. 4. 26. ~ 2017. 6. 7. 각급 법원 판사회의 (서울동부지방법원 ~ 대구

지방법원)
Ÿ 2017. 5. 17.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수용
Ÿ 2017. 6. 19.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안건: 조사위의 결과에 대한 평가, 조

사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 방지 대책, 전국법관대
표회의 상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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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인복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2017. 4. 18.)

1.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활동에 대

한 견제 의혹

Ÿ 행정처 심의관들의 연구회 가입,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이 
2015년 1월~ 2016년 12월에 인사모 활동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한 행위는 
연구회 활동에 대한 객관적평가를 위하거나 연구회 회장으로서 행정처와 인
사모 사이에서 양자의 우려와 입장을 서로에게 전달하고 인사모 활동이 법원 
대내외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도록 조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으
로 연구회에 대한 부당한 견제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2.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견제의혹

Ÿ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이라는 주제의 공동학술대회가 
2017. 3.25. 14:00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의 공동주최로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었음

Ÿ 이규진 상임위원이 실제로 연구회 운영위원 및 회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
나 제3자를 통한 설득 등의 방법으로 운영위원회 단계에서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저지 또는 학술대회 축소 및 연기를 위해서 노력한 정황이 확인되고, 이
로 인하여 인사모 대표가 연구회 자체 행사로 축소해서 행사를 치르는 방안
을 이 상임위원에게 제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대응방안은 실제로 
시행된 것으로 보임

Ÿ 그리고 이규진 상임위원이 보고하여 실장회의 등에서 논의된 공동학술대회 
관련 대책들 중 일부가 실행된 이상, 법원행정처도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
다고 판단됨

3.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 관련 의혹

Ÿ 앞서 본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과 사실관계,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앞서 본 바
와 같이 그 시기와 내용, 방법과 절차, 명의, 제시된 근거 등 어느 면에서 보
아도 시급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중복가입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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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조치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주된 대상으로 한 조치라고 보는 의혹에 충분
한 근거가 있어 보임

Ÿ 특히 실장회의 등에서 논의된 대책문건의 대응과 동일한 성격의 조치가 공동
학술대회 개최를 한 달 남짓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동학
술대회에 대한 부당한 견제라고 볼 여지도 충분함

Ÿ 결국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법원행정처가 현행 예규의 집행이
라는 명목으로 특정 연구회 또는 공동학술대회를 견제하기 위하여 부당한 압
박을 가한 제재조치로서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4. 이○○ 판사의 기획제2심의관 인사 발령과 겸임해제 관련 의혹

Ÿ 이○○ 판사에 대한 심의관 겸임 인사발령과 겸임해제 인사발령 자체에는 인
사권 남용의 정황을 찾아볼 수 없음

Ÿ 이○○ 판사는 이규진 상임위원으로부터 공동학술대회 및 중복가입 해소조치 
관련 요구를 듣고 전후의 여러 정황상 기획제2심의관으로 부임하는 경우 앞
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된 부당한 업무를 계속 지시받아 수행하여야 
할 것이 예상되고, 전임자 등으로부터 들어알게 된 법원행정처의 실상이 자신
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고 생각되자, 이를 견디기 어려워 사직의 의사를 표
시한 것으로 보임

5.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의혹

Ÿ 이○○ 판사가 이규진 상임위원으로부터 들었다는 기획조정실 컴퓨터의 판사
들 뒷조사 파일은 결국 위 대책문건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더 나아
가 연구회 대책문건들 이외의 전체 판사들 동향을 조사한 이른바 ‘사법부 블
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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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전국법관대표회의 제1회 회의 의결사항 (2017. 6. 19.)

0. 임시회칙

· 구성, 의장, 간사, 정족수 및 의결방식, 의안제안방식

1. 추가조사

⓵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의사결정·실행에 관여한 이들을 정확하게 규명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추가조사를 시행
하고자 한다.

⓶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추가조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대법원장에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구성한 소위원회에 조사 권한을 위임할 것을 요구한다.

가. 진상조사위원회의 . 조사 기록 및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그 전부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제출한다.

나. 법원행정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
위원 및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 법관들이 2016년, 2017년에 업무상 사
용하였던 컴퓨터와 저장매체에 대하여 ‘현안 조사 소위원회’의 참여 하에 적
절한 방법으로 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즉각 직무에서 배제
하여야 한다.

⓷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현안에 관한 추가조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현안 조사 
소위원회(소위원회)를 구성한다.

가. 소위원회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선출한 5인(위원장 포함)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나. 위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소위원회의 조직·활동 등은 소위원회에서 자율적
으로 정하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제한할 수 있다.



  2017. 06. 27.112

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소위원회에서 현안에 관한 추가조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는 위원의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담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라. 소위원회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제2회 회의 개의 전까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
사 기록에 대한 검토결과 및 추가조사에 관한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보
고한다. 소위원회는 추가조사가 종결된 경우에도 그 결과를 전국법관대표회
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소위원회는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 등으로부터 추가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거부당하는 등 조사
에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추후 
일정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2.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⓵ 
가. 사법행정에 관한 법관들의 참여기구로서, 선출된 법관들로 구성되고 자율적으

로 운영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칭)가 상설화되어야 한다.
나. 이를 위하여 대법관회의에 대법원 규칙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의결을 건의하고, 그 규칙안 마련을 위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 소위원회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선출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대표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⓶ 법원행정처는 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공, 설문기능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⓷ 소위원회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준비한 의안을 상정한
다.

3.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책임

⓵ 진상조사위원회의 2017. 4. 18. 조사보고서(조사보고서)는 조사수단의 한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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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인정하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⓶ 조사보고서에서 확인된 사법행정권 남용조치들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한 주례회의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보고·
논의되어 실행되었으므로, 전 법원행정처장과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의사결
정 책임이 있다.

⓷ 대법원장은 조사보고서에서 확인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관하
여, 이를 인정하는지 여부, 구체적인 인적 책임소재 규명 및 그에 따른 문책 
계획 등을 포함한 공식입장을 밝혀야 한다.

⓸ 조사보고서에서 확인된 사법행정권 남용조치가 보고·논의된 주례회의·실장회
의에 참석하여 의사결정 및 실행과정에 참여한 사법행정담당자들은 더 이상 
사법행정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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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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