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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6. 광주고법 등 국정감사>

노회찬, “광주고법, 소속 판사 법관윤리 위반 행위 알면서도 

‘제 식구 감싸기’”

- “광주고법, ‘재판부 재배당’ 탄원 무시한 것도 모자라, ‘부당한 압력

을 받았으니 조사해달라’는 진정에도 무응답 ... 사법신뢰 회복할 의지 

있는지 의문”

- “노OO 부장판사와 김OO 판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이루어져

야”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광주 

및 대전 고·지법 등) “광주고법 노OO 부장판사와 김OO 배석판사가 지난 6월 당시 

이들이 심리하던 사건의 피해자 이OO씨가 광주고등법원과 대법원에 낸 탄원서를 취

하시킨 것은 명백한 법관윤리강령 위반행위” 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광주고법은 피해자의 정당한 탄원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부당한 압력을 받

았으니 진상조사를 해 달라는 피해자의 진정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며 노OO 부

장판사와 김OO배석판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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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사들, ‘재판장과 전관변호인이 6년간 함께 근무했다’는 탄원 

내자 현직 경찰 간부 동원해 무마

노회찬 원내대표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 이OO씨는 광주고등법원과 대법원 홈페이

지에 당시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OO·배석판사 김OO) 가 담당하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상횡령 사건의 재판부를 ‘재배당’해 달라는 탄원서

를 게시했다. 이OO씨는 이 사건 피고인 박OO씨의 횡령으로 피해를 본 회사의 대표

사원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당시 형사1부 부장판사인 노OO 부장판사와 피고인 박OO씨의 

변호인 여OO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2005년에는 서울고법 판사, 2011년부터

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6년간 함께 일한 적이 있다.” 며, 

“객관적 제3자가 보더라도, 재판부와 변호인이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전관예

우‘ 판결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광주고법은 마땅히 탄원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대로 재판부를 재배당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OO씨에 따르면, 탄원서를 게시한 6월 20일 당일

부터 현직 경찰 간부 A씨가 이OO씨의 지인 등에게 전화를 걸어 탄원서 취하를 종용

했다. 이 때, A씨는 ‘김OO 판사가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날인 21일에는 오전 10시에 다른 현직 경찰 간부 B씨가 찾아와 탄원서 취

하를 재차 종용했는데, B씨 역시 ‘노OO 재판장과 5분 가량 통화했는데, 사정이 급하

고 딱하다 하니 한 번 봐달라’며 노OO 부장판사가 취하 종용에 관여한 사실을 적시

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OO씨는 이러한 압력에 못이겨 탄원서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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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은� “이같은� 행위는� 명백한� 법관윤리강령� 위반행위”� 라며,�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진� 형사피해자의� 탄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무마시킨� 행위는� ‘법관은� 공정성과� 청

렴성을�의심받을�행동을�하지�않아야�한다’는� 법관윤리강령에�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노OO 판사와 김OO 판사가 탄원 사실을 안 이상 광주고법 

역시 직무태만이 아니라면 탄원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자료 출처: 2016. 7. 22. 이OO씨가 대법원에 제출한 진정서

법관윤리강령
제3조 (공정성 및 청렴성) ①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
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법관은 혈연·지연·학연·성별·종교·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
거나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④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
인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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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탄원 대상 사건에 대한 재배당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OO 판사가 이

끄는 부산고법 형사1부는 지난 7월 21일 탄원 대상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

려, 이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7월 22일, 이OO씨는 노OO 부장판사와 김OO 배석

판사가 부당한 압력을 넣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광주고법은 이 진정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광주고법이 피해자의 정당한 탄원을 무시하고 재배당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모

자라, 이제 법관의 비위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조차 도외시하고 있다. 법원에 대한 국

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노OO 부장판사와 김OO 판사에 대한 진상조

사와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