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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법조 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tae1l@pspd.org)

제 목 [논평] 법관 인사외압 사건에 대한 양승태 입장표명 관련 참여연대 논평

날 짜 2017. 5. 18. (총 2 쪽)

논 평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즉각 실시해야
보다 명확한 진상조사 없이 제대로 된 개선책 기대할 수 없어

1. 어제(5월 17일)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외압 및 법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책임을 통감한

다”며 판사들의 전국판사회의 소집 요구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언론에 

보도된 지 72일이 지나서야 나온 첫 입장표명이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

한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킨 점,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국

민을 향한 사과는 없었다. 또한 재조사 요구에 대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

았다. 사건의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의혹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개선책을 제대로 논의할리 만무하다.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의 물증으로 

지목된 기획조정실 컴퓨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회의의 참여자, 대법원

장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 재조사가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 

2. 대법원이 실시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는 여전히 많은 의혹을 해소하

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 조사위원에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보다 투명하게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했다. 법원 내부의 이해 관

계자인 법관 출신으로만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예상되었던 대로 반쪽

짜리에 불과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물증인 기획조정실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았고, 법원행정처와 

http://www.facebook.com/peoplepower21
http://goto.kakao.com/@peoplepower21
http://member.peoplepower21.org/?mid=joinguide


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 |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통인동)

T.02-723-5300 F.02-6919-2004 www.peoplepower21.org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peoplepower21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2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관여한 최종 

책임자 등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법원 인사행정의 최종 결정권

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떻게 관여되어 있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3. 뿐만 아니라 진상조사위의 결과발표 후 대법원장의 조치 또한 미흡했다.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모색했

어야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은 추가조사 없이 이 사건을 징계위원회도 

아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법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외부인사들 중심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

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생기는 부

분이기도 하다.

4. 이번 사건은 개별 법관의 독립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와 직

결되는 사안이기에, 법원 내부 조사에 이은 법원 내부 게시판 해명만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사건의 전모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사건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혐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사법행정을 환골탈태하겠다는 약속의 진위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

음을 명심해야 한다. 법원은 즉각 외부인사들 중심으로 진상조사위를 재

구성하여 전면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사법부 신뢰 추락을 스스로 

초래한 만큼 대법원장이 직접 공개적인 대국민 사과를 하고 보다 실질적

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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