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6월 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국회의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문의: 02-788-2821)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 모색 -





인사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4

축사

정세균 국회의장 6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8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0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12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14

기조발언

“기득권을 비호하는 법원”이 아닌 “정의를 수호하는 법원”으로  17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발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25
-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 모색 -  

이용구 변호사 · 유지원 변호사 (법무법인 LKB&Partners 대표변호사)

지정토론

이국운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123
차성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133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중앙대학교 겸임교수 169
이재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사법위원장·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175
우재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사법개혁위원장   181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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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노회찬 입니다.

먼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와 비대해진 법원행정처의 개혁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오늘의 사법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법원 재직 당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헌법개정안과 법률개정안을 

제안해 주시고 발제를 맡아주신 이용구 변호사·유지원 변호사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현직 판사로서 법원개혁에 대한 날카로운 의견을 개진해 주실 차성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님, 

학계에서 사법개혁방안에 대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해 오신 이국운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님, 

대한변호사협회를 대표하여 참석하신 대한변협 재무이사 박종흔 변호사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사법위원장 이재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사법개혁의 또 다른 주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지부 

우재선 사법개혁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많은 고민과 함께 준비되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이 견인해낸 새 정부의 시대적 과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보다 사법부가 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0여 년 전, 제가 초선 국회의원이던 시절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유전무죄-무전유죄’, ‘전관예우’

의 현실은 여전하며,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더욱 더 공고해져 재판의 독립이 더 훼손되고 있다는 자성의 



인사말 5 

목소리가 법원 내에서 조차 강력하게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엔 최근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학술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인사 조치와 거짓 해명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 앞에 놓은 이런 비정상적인 사법현실은 기본적으로 사법부 내에서 판사 등 법원 구성원들의 

성찰과 사법개혁 의지에 의해 개혁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할 사법개혁 방안은 비민주적이고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법제도를 개혁함으로써 

법원 구성원들의 사법개혁 의지를 북돋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법개혁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 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그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싶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를 통해 그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지난 30년의 민주주주의 발전 과정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토론회도 그 과정이자, 새 정부가 앞장서 나갈 사법개혁 논의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의 토론을 계기로 사법개혁의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뒤, ‘

국민을 위한 법원’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헌법개정안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선배·동료 국회님들께 

제안하려 합니다.

부디 오늘 토론회를 통해,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부를 만드는 개혁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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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1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님과 사법개혁에 대한 고견을 들려주실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일명 ‘법원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 문제와 법원행정처의 비대화 

문제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전국 지방법원에서는 일선 법관들이 판사회의를 열어 법원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대법원장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제기는 꾸준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대하여 법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새 정부의 핵심적 국정과제로 ‘사법개혁’을 꼽고 계십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축사 7 

오늘 토론회는 우리 법제가 대법원장에 부여한 폭넓은 권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에 대한 

근본적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어갈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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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2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강릉 출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입니다.

먼저,「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법조비리로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현 정부 개혁 논의의 중심에 있는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의 발전적 개혁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좋은 주제로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노회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법관 출신으로서 법원개혁에 대한 고견을 제시해 주실 발제자 여러분과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신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5년 OECD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 27%로 OECD 42개국 가운데 39위로 최하위에 

속합니다. 그만큼 국민이 사법부를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법불신의 원인으로는 전관예우 등 외부 요인도 작용하지만, ‘윗선에서 내려오는 유무언의 압력’ 등 

법원 내부로부터의 재판 독립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축사 9 

이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과 사법신뢰의 회복을 위해서 법관의 재판이 인사권자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도 대법원장이 법관에 대한 인사 전권을 가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단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서는 잦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절차규정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전직 법원행정처 심의관 또는 부장판사를 지내신 발제자 여러분께서 직접 사법부의 

문제에 대한 입법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사법부의 발전적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토론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강원 강릉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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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3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입니다. 

존경하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님께서 주최하시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점차 높아지는 이때 참으로 

시의적절한 토론회라 생각합니다.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그로부터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법관의 독립으로 실현됩니다.

우리 헌법 역시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를 위해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관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는 사법체계와 법치주의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안정적 발전은 법관의 독립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낙제점 수준입니다. 2014년 기준 우리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는 27%인데, 이는 OECD 42개국 가운데 39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법원 블랙리스트 의혹’, ‘사법개혁 학술행사 저지 의혹’ 



축사 11 

사건 등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사법개혁을 뒤로 늦추기 힘든 실정입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사법부의 민주화, 즉 법원개혁입니다. 법관 개개인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관료화된 

사법부야말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최대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사법부 내에 민주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길만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법정의를 꽃 피우기 위한 법원개혁의 시금석이 되길 기원합니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오늘 논의되는 여러 고견들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점차 무더워지고 있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 노원구을 국회의원



12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축사4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동철 의원입니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뜻 깊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노회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에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발제자분들과 토론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 사건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사태가 발생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온 정황이 밝혀져 법원개혁을 요구하는 일선 판사와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수장의 권력에 의해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내·

외부적인 권력 압박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법원개혁의 첫 출발점입니다.

또한, 법원 조직 내에 전관예우 등과 같은 뿌리 깊은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구태의 낡은 관행들은 버리고 법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법치주의 재건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는 사법부 핵심 관계자 그리고 학계에서도 참석해주신 만큼 법원개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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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진단과 함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여러 사법전문가들이 모아주신 다양한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는 저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관련 상임위 의원님들과 함께 최대한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광주 광산구갑 국회의원



14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축사5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입니다.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님, 한인섭 교수님, 이용구 변호사님, 유지원 변호사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새 정부가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준비하는 이때 근본적인 

법원개혁안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법원은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국가형벌권을 적합하게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기관입니다. 

더 나아가 현 시대에서 법원의 재판은 국민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질 높은 재판일 것까지 요구됩니다. 

이는 자질을 갖춘 법관을 임명하고, 국가권력과 각종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우며,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사법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 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대해 국민의 개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법행정은 질 높은 재판이 가능하도록 사법환경을 조성하고 법원의 재판기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것이 국민들이 사법행정에 기대하는 바일 것입니다. 



축사 15 

이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법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실질적인 법원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원개혁은 그 어느 때보다 법원 스스로가 개혁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법원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오늘 토론회가 그 초석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대한변호사회 협회장





- 기조발언 -

“기득권을 비호하는 법원”이 아닌
“정의를 수호하는 법원”으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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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을 비호하는 법원”이 아닌
“정의를 수호하는 법원”으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제 기조발언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어려운 재판 여건 속에서도 사법정의의 보루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열정과 헌신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계신 법관 여러분들과 법원행정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촛불시민혁명이라는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평화적인 

정치혁명을 만들어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의 노고를 존중하는 

가운데 사법개혁의 과정이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 사법개혁은 법관들만의 요구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이게 나라냐” 지난해 말, 광화문 광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시민들의 준엄한 외침입니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며 기득권 세력이 판치는 대한민국을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바꿔보자는 국민 

여러분들의 절규였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지켜보며 민주주의가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눈물 흘렸고, 권력을 등에 업고 특권을 누린 자들의 뻔뻔함에 분노했습니다. 그 눈물과 분노로 타오른 

촛불은 한겨울 추위와 세찬 바람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도 뜨겁게 촛불이 타올랐을까요? 

권력을 부정하게 휘두른 국정농단 세력의 추잡하기까지 한 특권 행사와 국민을 상대로 한 “돈도 

실력이다”라는 그들의 조롱은 이미 국민들이 삶에서 겪고 있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으로 너도 나도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며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현실이 익숙합니다. 그 대표적인 현실이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들이 느끼고 바라보는 사법부의 모습입니다.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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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침은, 이미 국민들이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고,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만 처벌 받는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하다”고 

사법부를 비판한 외침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해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실현하고자 하는 지금, 사법개혁은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 국민들은 알파고와 사법부의 재판 중 어느 쪽을 더 신뢰할 것인가?

2015년 7월 OECD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27%에 불과했습니다. 콜롬비아, 칠레 등의 국가와 함께 최하위를 다투는 신뢰수준 입니다. 

주요 선진 국가들의 사법부 신뢰도는 덴마크 83%, 독일 67%, 일본 65%, 미국 59% 등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왜 사법부를 믿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법원은 판결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판결 중 비록 

많은 사례는 아니라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정치권력 눈치보기 판결, 재벌 대기업 등 기득권 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 대다수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또한,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정하고 부당한 판결이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자인 짜장면 

배달부는 70만원을 훔치고 10개월의 실형을 살고 강자인 재벌 총수들은 수 백 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배임하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법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 천 만원, 수 억 원을 주고 

전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무죄가 되거나 처벌이 가벼워지는 소위 전관예우도 그렇습니다. 

2,600여명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유효 판결을 비롯해서 기업의 일방적 정리해고를 정당화시켜주는 

수많은 친 기업 판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이 자살했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가정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를 피하고자 법원에 의지했던 수많은 중소기업가들이 

법원의 대기업 비호 판결로 피눈물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이 “정의”를 지키는 대신 “힘 있는 자, 가진 자만을 비호한다”는 불신을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더 많이 얻어야 하는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사법개혁의 시작은 ‘법관의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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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관의 독립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더욱 더 튼튼하게 보장될수록 정치권력과 재벌 대기업 

등 기득권 세력 그리고 일부 법관에 의한 사법부 흔들기, 사법 농단이 사라지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로 거듭 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사법개혁의 방향은 법관의 재판에 대한 독립성 보장과 그것을 위한 사법부의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법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정착시켜 사법부가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사법제도의 실현입니다. 

이러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국회가 사법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법관 등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 사법개혁의 열매를 스스로 수확할 것이라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정에서의 정의가 ‘법관들만의 정의’가 아닌, 시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정의가 

되도록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회복할 사법제도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을 “기득권을 비호하는 기관”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 “정의를 수호하는 법원”을 위한 3대 기본과제

첫째, 재판의 주체인 판사의 독립을 강화하고 사법부 민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현재의 사법 현실은 대법원장에게 인사권을 포함하여 법원행정에 관한 전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독점하지만, 인사권 행사 절차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현재 법관의 평정과 

사무분담도 수직적 인사구조 아래에서 불분명한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관이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도 지나치게 제한적입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법관들은 “윗선 눈치보기”를 하고, 국민들은 법관이 자신의 양심이 아닌 “권력자”

의 이익에 따라 재판을 한다는 의심하게 됩니다.

이제 사법부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관이 ‘제왕적 대법원장’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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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됩니다. 

이를 위해, 대법원장의 권한이 축소되고 견제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법행정에 법관들의 

참여가 확대·보장되어야 합니다. 법관들에게 투명하게 인사와 평정의 기준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인사 대상자는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블랙리스트’ 나 ‘부당 인사’ 

의혹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역시 대폭 개혁해야 합니다. 당초 법원행정처는 법원 공무원들이 회계, 인사, 시설관리 

등 법원 유지를 위해 필요한 행정업무를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담당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과 결합하여 “법관의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저해하는 

또 다른 “법원 내 권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이러한 폐단을 청산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재판에서 전관예우를 척결하고, 법조비리를 일소해야 합니다.

우리 사법부는 “전관예우”와 법조비리의 오명으로부터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관 

비리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도 일어납니다. 최근의 예만 보더라도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 사건이나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사법부의 근본적 

성찰을 촉구하는 계기로 삼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법관의 비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감찰하며,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법관의 구성을 다양화 해 “시민을 닮은 법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의로운 판결은 시민의 상식을 반영할 때 실현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관의 구성 역시 다양한 시민의 

상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해져야 합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올해에만 두 명의 대법관과 대법원장 임명을 해야 합니다. 우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께 비법관 출신의 대법관 임명, 신망과 경륜을 갖춘 여성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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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을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특정대학 출신, 남성 편향의 대법관 임명을 

지양해주시길 대통령께 건의 드립니다. 

나아가 여성, 노동, 경제 민주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대법원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수자의 관점 역시 대법원 구성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촛불 시민’에서 일선 판사들까지…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때

‘촛불시민’의 강력한 요구에 화답하듯, 올해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를 시작으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법관들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19일에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하여 판사들의 뜻을 모으는 전국대표법관회의가 개최됩니다. ‘촛불시민’에 이어, 전국의 판사들까지 

사법개혁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법부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사법제도 개혁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춘 사법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관 출신이자 사법개혁에 열정을 갖고 계신 이용구 변호사님과 

유지원 변호사님께 사법개혁방안 연구를 요청하였습니다. 판사로서의 재판 경험과 법원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을 작성해 주신 두 발제자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사법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카로운 비판과 열띤 토론을 통해,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춘 사법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다듬어 구체적인 사법개혁 방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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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당면 문제 

  가. 사법행정권1 남용의 한 단면

○ 법원행정처는 2017. 2. 13.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던 예규를 근거로 법원 내 전문분야연구회(

커뮤니티)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였다가, 이 조치에 대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예규의 개정의견을 내는 등 반발하고, 아래 인사 문제가 발생하자 2월 20일 이 조치의 

시행이 유보되었음  

○ 한편, 2017. 2. 9. 발표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2월 20일자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겸임발령을 

받은 판사가 대법원의 간부로부터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에 반대하는 반박논리를 

전파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것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 축소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해당 판사가 2월 16일 항의의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하자, 2월 20일 사직서를 반려하고 

겸임을 해제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음

○ 2017. 3. 5.과 3. 6. 위와 같은 사건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문제 등을 골자로 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법원행정처가 그 동안 

상고법원 도입방안 등에 반대하고,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대법원의 사법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내부 연구모임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

(이하 인사모)’의 연구활동 축소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음

○ 이후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제기되었던 의혹과 문제점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4월 18일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1 사법행정을 법원의 조직, 인사, 예산, 회계, 시설 등의 관리와 같이 사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함



28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나. 사법행정권의 남용 및 법관의 독립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

○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는 2017. 3. 25.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 - 법관독립강화의 관점에서”라는 

학술대회임 

○ 이 학술대회에서 김영훈 판사는 507명의 판사가 참여한 설문조사(국제적 관점에서 본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법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 등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 표현을 한 법관이 보직, 평정 등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는 설문에 대해 

    · 전혀 공감하지 않음 27.5%

    · 공감하지 않음 60.8%

    · 공감하는 편임 11.4%

    · 매우 공감하는 편임 0.4% 

 - 주요 사건에서 상급심 판결례의 판단 내용에 반대하는 판결을 한 법관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는 설문에 대해 

    · 전혀 공감하지 않음 8.6%

    · 공감하지 않음 38.4%

    · 공감하는 편임 46.6%

    · 매우 공감하는 편임 6.4% 

  - 행정부 또는 특정 정치세력의 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한 법관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는 설문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않음 8.8%

    · 공감하지 않음 36.5%

    · 공감하는 편임 47%

    · 매우 공감하는 편임 7.8% 

 -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법행정 분야가 있다는 설문에 대해 

    · 그렇다고 생각함 96.6%

    · 없다고 생각함 1%

    · 잘 모르겠음 2.4%

 - 대법관 제청절차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문에 대해

   · 그렇다고 생각함 71.6%

   ·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7.3%

   · 잘 모르겠음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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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결과를 종합하면 약 90%에 해당하는 판사들이 사법행정권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하고 

있고, 약 45~47%에 해당하는 판사들이 기존 판례에 비판적 의견을 가지거나, 특정 정치세력에 

반하는 결론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약 97%에 해당하는 절대 다수가 현재의 사법행정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 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약 72%의 판사가 현재의 

대법관제청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임

○ 설문결과가 아니더라도 판사들은 사법행정권이 재판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가장 큰 해악으로 

인식하고 있음. 즉 현재 판사들의 입장에서는 법관의 독립을 해하는 가장 큰 위협이 대법원장, 법원장, 

법원행정처 등 사법행정권자임

○ 한편, 김영훈 판사는 발표문에서 다음과 같이 법관의 독립을 해칠 수 있는 의혹이 있었음을 

지적하였음

  - 2015년 5월 국가정보원이 경력 법관 지원자를 비밀리에 접촉하여 세월호 사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노조사건에 관한 SNS 활동에 대해서도 추궁함으로써 사상검증을 한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SBS 2015. 5. 26.자 기사).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2015. 6. 

3. 법원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실태 파악 결과 부적절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를 

확인하였고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음

  - 최순실의 태블릿에서 발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말씀 참고자료’파일에는‘서기호 

전 판사 재임용 문제 등으로 인한 리더십 부재 비판’이라는 항목이 있었음(중앙일보 2016. 10. 26.자 기사)

 - 대법관 제청절차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어떻게 수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는 설문에 대해(

복수응답 가능)

   · 법률가 직역, 국회, 법관 등의 대표로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64.3%

   · 후보추천위원회의 실질 검증이 가능하도록 활동기간을 늘이고 다양한 지원을 하게 하는 방안 44%

   · 심사대상 제외 여부의 판단을 대법원장이 아니라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 46.4%

   · 후보자천거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방안 61.3%

 - 법관들이 소속 법원장의 권한을 의식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 대해 

   · 그렇다고 생각함 91.6%

   ·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7.6%

   · 잘 모르겠음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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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의하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법원과 관련된 지시를 

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니 견제수단 

생길 때마다 길을 들이도록(상고법원)’, ‘법원 지도층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법원도 국가안보에 

책임이 있다는 멘트 필요’ 등의 지시를 하였다거나, ② 김 기춘 전 비서실장이 2014. 9. 22. 국정원 

댓글 사건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비판하는 글을 코트넷에 게시한 모 부장판사를 들어 비위법관으로 

규정해 직무배제 방안을 강구하도록 언급한 후 2014. 9. 26. 징계가 청구되고 이후 정직 2월의 

중징계가 결정되었다거나, ③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제1심 판결의 결과를 

선고 당일 오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④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언급한 검사 출신 인사가 실제로 

대법관에 취임하였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음

  - 2016. 12. 15. 있었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4차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대법원장과 춘천지방법원장을 사찰하였다는 폭로가 

있었음

  - 법원행정처장은 2016. 12. 9. 법관들을 상대로 ‘일련의 의혹은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법관의 자긍심을 해할 만한 어떠한 일도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하였음  

○ 그밖에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거래를 한 의혹, 법원행정처 전 차장과 

우병우 민정수석 사이에 이례적으로 많았던 전화통화와 관련한 의혹 등이 언론에 보도되었음 

  다. 사법행정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의 부족과 사법행정의 과소 문제   

  ⑴ 사법행정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의 부족 

○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2015. 7.경 

‘사법제도 소모임(후의 인사모)’을 제안하고, 이후 구성된 인사모가 2015. 8. 19. 당시 법원행정처가 

추진하고 있던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찬반토론 결과를 법원 내부 코트넷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2015. 9. 14. ~ 2017. 2.경까지 사법행정에 관한 토론결과를 공개하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2015. 7.경 인사모 회원의 활동이 법관윤리강령이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5호 ‘법관이 단체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 등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지를 검토하였고,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 회장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위촉된 간부로 하여금 인사모 

활동에 대한 우려와 불이익 가능성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법원행정처 실장회의

(차장 주재)에 참석하여 인사모의 활동에 관하여 보고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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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7월경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형사사건을 

사건배당원칙에 반하여 특정 재판부에 집중해서 배당하였고, 그 와중에서 한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이 재배당되는 일이 발생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단독판사들이 그 대책을 논의하는 

모임을 가졌고, 이것을 알게 된 신영철 원장은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으며, 이후 

형사단독판사들은 이 문제를 불문에 부치기로 하였음. 그러나 신영철 원장은 2009년 10월경 다시 

촛불시위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집중해서 배당하였고,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촛불시위 관련 형사사건을 당시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이던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기다리지 말고 합헌을 전제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음. 이후 신영철 원장이 

대법관에 취임하자 2010년 3월 당시 형사단독판사 중 1명에 의해 이메일이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재판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하였음 

 -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2009년 7월경의 부당배당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기도 하였음 

  ⑵ 사법행정의 과소 문제       

○ 2017년 1월 김수천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원정도박사건 등 청탁 명목으로 1억 8,000여 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음. 

비록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본인은 뇌물수수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현직 판사의 독직사건은 

법관 및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정운호 및 송창수로부터 10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최유정 전 부장판사가 거액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재판부와의 연고와 친분을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했음 

○ 정운호와 최유정 사건과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장판사 2명은 사직하기도 하였음

○ 검사직에 있다가 전관한 최민호 판사는 사채업자의 사건을 담당하는 주임검사에게 로비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2억 6,864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음. 그런데 해당 의혹이 제기되어 내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9개월 정도 재판업무에 종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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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인식

○ 2015. 10. 5.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은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행 재판절차에 문제가 있는 이유 

  -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나 절차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일반 71%, 현재 

재판당사자 40.8%)

  - 내용이 지나치게 어려워 알기 어렵다 (일반 12.3%, 당사자 12.2%)

  - 쓸데없고 형식적인 내용이 많다(일반 9.5%, 당사자 16.3%)

  - 신속한 사건처리가 어렵다(6.9%, 당사자 26.5%)

○ 재판을 경험하고 있는 국민과 일반 국민의 경우 약간의 인식 차이는 있으나, 법원이 소수자 보호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됨

마. 소결   

○ 위와 같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음

○ 법관의 독립은 사법부 외부의 권력과 사법부 내부의 행정권력으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는데, 이 

양자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음. 즉, 사법행정권이 남용되어 법관의 독립이 약화될수록 사법부 

외부의 권력은 사법행정권을 통한 재판 관여를 더욱 시도할 것이고, 반대로 법관의 독립이 강화되어 

사법행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사법부 외부에서도 사법행정권을 통한 재판 관여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을 것임 

○ 한편, 신영철 원장 사건이나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사건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1

년 이상 또는 여러 달에 걸쳐 지속되었고,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직접 체험한 판사들이 있었음에도 

중단되지 않았던 것은 사법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신영철 원장 사건 당시 형사단독판사들이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알리고 이를 중단하게 할 수단은 사실상 없었음

  - 이를 예방하거나 사건 발생 이후 조사 및 시정조치를 취할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그 위상에 

비추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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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일부 법관의 비리 등이 사전에 예방되지 못하였거나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유야무야 되는 것은 정작 사법부 내부의 불법이나 비리, 권한의 남용에 대해 

사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이고, 이는 법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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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법행정의 개선방향

가. 사법민주화 

 ⑴ 사법행정의 기본원칙 : 민주적 통제와 권력분립  

○ 사법행정은 법관의 독립을 포함한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사법부의 책임)에 

관련되어 있음

  -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대법관회의, 그 집행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가 전체 

사법행정을 관장하고, 대법원장의 위임을 받은 법원장이 소속 법원의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체계로 

구성되었는데, 이처럼   사법행정이 법무행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대법원이 규칙제정권을 가지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표현임 

  - 한편,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국회의 동의하에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부와 

국회가 사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 확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가 사법행정기관에 대해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표현임

○ 한편,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법행정권의 남용 문제는 사법부 독립을 위한 수단이었던 

사법행정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고 있음

  - 법관의 재판작용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사법부 외부의 권력으로부터 법관의 독립을 수호하여야 할 

책무를 지닌 사법행정이 오히려 법관의 독립을 저해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⑵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 사법행정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주요 논점 중 하나는 최고사법행정기관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 구성원을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의 문제임

  - 이는 최고사법행정기관과 최고법원의 관계, 최고법원의 인적 구성방식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음 

○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두 가지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음

  - 하나는 사법행정권이 행사되는 단계별로 구분하여, 최고사법행정기관을 구성하는 단계에서의 

민주적 통제와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단계에서의 민주적 통제임   

  - 다른 하나는 국회와 대통령 등 사법부 외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사법부 내부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임

○ 이들 논의는 최고법원과 최고사법행정기관의 구성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과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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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사법부의 민주적 책임성)

를 강조할 것인지에 따라 최고사법행정기관의 구성에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 

법관자치행정을 강화하는 방향(사법부 내부의 민주성 강화) 등이 구분될 수 있을 것임

  - 법관자치행정을 강화하는 방향에서는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들의 결사체가 상설화되어 

사법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필요가 있음. 이는 각급 법원 판사들의 대표로 구성된 전국법관회의의 

상설기구화로 귀결됨

  나. 사법행정권의 분산

○ 법관의 재판과 사법행정의 관계가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재판업무에 종사하는 판사들의 회의체 

기구인 판사회의가 사법행정에 구체적,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음

○ 제정 법원조직법은 다음과 같이 사법행정권의 독립과 분산을 꾀하였음 

  - 대법관의 임명 및 대법원장의 보직을 대통령이 행하되, 대법원장, 대법관, 각 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의 제청을 받도록 하였음(제정 법원조직법 제37조)

  - 판사의 임명 및 퇴직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되,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르도록 

하였음(제정 법원조직법 제38조, 제40조)

- 대법관회의의 권한은 법관의 임면, 전임 및 보직에 관한 사항, 법원행정처장, 차장 및 대법원서기국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법원행정에 관한 기타의 중요사항 등임(제정 법원조직법 제62조)2

  -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며 관하 법원의 법원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하는데(

제정 법원조직법 제15조 제3항), 대법관회의가 최고 사법행정기구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제11

장에 독립하여 대법관회의를 규정하고,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 법원행정처에 대해서는 제12장에 

규정하고 있음(제정 법원조직법 제11장, 제12장)

  - 즉, 제정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아닌 대법관회의를 최고 사법행정기관으로 두었고,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대법관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설정하였음 

2 현행 법원조직법 제17조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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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대법관회의의 강화와 각급 법원 단위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고, 이와 아울러 법원행정처 자체의 기능재편을 통해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중앙집중적인 사법행정권의 지역적 분산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고등법원장 이하 

법원장 임명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음  

  다. 사법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 현재 사법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작동될 여지가 없음

  - 법원행정처에 소속된 윤리감사관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기능을 견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해지는 상황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법관이 행하는 사법행정을 견제, 

감시할 것을 기대할 수 없음 

○ 한편, 법관윤리 관련 기능은 종래부터 문제를 예방하거나 윤리 관련 사건 발생 시 신속, 정확한 

조사와 향후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부족하였음

  - 이는 법원의 무오류주의와 관련되어 있는데, 법원 내에 발생하는 윤리 관련 사건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문제를 드러내고 향후 대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문제를 

은폐하고, 관련자의 퇴직으로 사건을 수습하려는 경향이 있었음

○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법원 산하에 독립된 법관독립위원회를 두고, 그 내부에 윤리감사관실을 

설치하여 사법부 외부와 사법행정에 의한 법관의 독립을 견제, 감시할 필요가 있음 

  - 법관독립위원회는 이와 더불어 법관의 독립을 저해하는 판사 내부의 윤리강령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도 있을 것임

  라. 사법행정과 재판제도

○ 한편, 법원은 사법행정과 재판제도를 두 축으로 구성되는데, 사법행정은 법관의 재판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재판제도는 법관들이 재판을 하는 절차와 방식을 규율함

○ 이 점에서 사법행정은 법관들이 재판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작용을 하므로 

재판제도와 분리해서 사법행정의 개선을 논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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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의 사법행정 

    - 최고법원 및 최고사법행정기관의 구성과 법관의 자치행정을 중심으로 

       

  가. 미국(연방법원)

  ⑴ 개요 

○ 미국 연방 사법행정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연방법관회의(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이고, 그 결정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법원행정처(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urt, AO 또는 AOUSC로 약칭)가 있음

○ 연방사법센터(Federal Judicial Center)는 사법행정에 관한 연구와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주된 기능으로 수행함

○ 미국 사법행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의 분산을 위해서 항소법원(Circuit Court) 관내에 

항소법원 법관회의(Judicial Council of the Circuit)가 의결기구로 설치되어 있고, 그 집행기구로서 

항소법원 사무국(Circuit Executive)이 있음

  ⑵ 연방법원의 구성 

○ 연방법원은 대법원, 13개의 항소법원, 94개의 지방법원으로 구성됨 

○ 연방법원 소속 판사에는 연방헌법 제3조의 연방판사와 치안판사, 파산법원판사, 조세법원판사, 

상사법원판사, 준주법원판사 등이 있음 

○ 연방헌법 제3조의 연방판사는 대통령이 연방상원의 동의를 받아 종신직으로 임명함 

  ⑶ 연방법관회의(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 1922년 연방의회가 연방법원의 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을 수입하기 위하여 전국의 연방항소법원 

선임법관회의(The Conference of Senior Circuit Judges)를 창설한 후, 1948년 그 명칭을 연방법관회의

(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로 바꾸었고, 1957년부터 94개의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대표자들도 공식적으로 회의에 참가하고 있음 

○ 연방대법원장이 의장이고, 법원행정처장은 사무처장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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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3개 연방항소법원장, 12곳의 항소구별 대표로 선출되는 지방법원 판사 12명, 국제거래법원장 

1명 등 26명이 구성원임

  - 항소구별 지방법원 판사는 관내의 모든 지방법원 판사 및 항소법원 판사의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임

  - 지방법원의 법원장들이 대표로 선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서열순으로 

대표를 선출하지 않음  

○ 법령상으로는 연방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매년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통적으로 매년 3월 및 9월 2회에 걸쳐서 개최됨

○ 연방법관회의의 권한(미국연방법전 제28절 제331항) 

  - 연방법원의 업무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 항소법원 및 지방법원 판사들의 인사에 관한 계획 수립 

  - 관리절차의 통일성과 법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법원들 대해서 권고를 제안 

  - 항소법원 단위별 법관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법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치와 행위무능력 결정 검토 

  - 연방법원의 운영, 집행, 사법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에 대한 연구 

○ 구체적으로 연방법관회의는 연방법원의 사법행정에 대한 정책 결정, 각급 법원의 재판절차의 

통일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연방의회에 제안할 법관 증원 등 사법행정에 관한 입법 사항, 

연방소송규칙 등의 제, 개정, 법관들의 항소법원 사이의 전보, 각급 법원의 기타 행정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행사함 

○ 연방법관회의 산하에는 사법행정 분야별로 24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소관 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사법행정 문제에 대하여 기초 검토를 하여 주요한 정책 사항을 연방법관회의에 상정하고, 

연방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위원회가 아닌 법원행정처에서 구체적으로 집행을 함  

- 연방법관회의 산하 위원회가 다룰 안건은 연방대법원장, 연방법관회의의 집행위원회, 

연방법관회의의 사법권에 관한 성명, 법원행정처장, 의회, 법령, 연방판사들, 항소법원 단위별 

법관회의, 연방법관회의의 다른 위원회가 제안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연방법관회의의 정책 조언을 위한 기구이고, 의사결정기구가 아님 

  - 위원회에는 300여 명의 판사들이 속하여 활동을 함 

  -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에는 주대법원장, 법학교수, 행정부공무원도 참여함 

○ 연방법관회의 산하 집행위원회(연방법관회의 구성원 7명으로 구성됨)는 연방법관회의의 운영을 

담당하는데, 연방법관회의의 회기 사이에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장의 

위임을 받아 연방대법원장을 대리함 

  - 집행위원회는 연방법관회의 위원회의 관할권을 검토하고, 연방법관회의 회의 일정을 준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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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안건 등을 취합, 조정함 

  - 법원행정처장과 차장(연방법관회의의 집행실장)은 집행위원회의 직무상 구성원임

○ 연방법관회의의 회의 개최 이후 연이서 항소법원의 수석판사들과 지방법원 대표자들이 개별회의를 

개최함 

  ⑶ 법원행정처(Administrative Office)

○ 연방법원의 사법행정 권한은 법무부에 속해 있었으나, 1939년 사법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연방법원으로 이관하면서, 연방대법원장에 의하여 임명되어 사법체계를 관리하는 

사법행정관료로 구성된 법원행정처를 설치하였음

○ 연방 사법행정의 정책결정 기능은 연방법관회의에 부여되어 있고, 법원행정처는 연방법관회의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함

○ 법원행정처의 모든 권한과 의무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전적으로 부여되어 있고, 처장이 그 권한의 

일부를 차장 등에게 위임

  - 처장을 비롯하여 차장과 부서장 등 모든 직원은 법관이 아니고 사법행정 관료인바, 대법원장은 

연방법관회의의 의견을 들어 처장을 임명하고 해임함

○ 법원행정처의 업무는 입법업무, 공공업무, 법원행정, 공적변호사 서비스, 시설과 안전, 금융과 

예산, 인사, 정보기술, 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 보호관찰과 재판 전 절차 등이고, 연방법관회의를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함 

  

  ⑷ 연방사법센터(Federal Judicial Center)

○ 1967년 사법행정의 개선을 목적으로 법원행정처와 독립된 기구로 창설되었음 

○ 연방 사법행정에 대한 연구와 법관 등에 대한 연수를 담당하는데, 그 기능이 법원행정처와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두 기관은 협의를 거쳐 담당 업무를 조정함 

○ 연방사법센터의 전반적인 활동을 관장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이사회(Board)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사회는 연방대법원장, 2명의 항소법원 판사, 3명의 지방법원 판사, 1명의 파산법원 판사, 1

명의 치안판사 및 법원행정처장 등 9명으로 구성

  - 이사회에서는 연방사법센터의 집행 업무를 위하여 소장(Director)과 1명의 부소장(Deputy 

Director)을 임명하고, 기관 산하 부서장은 소장이 임명함 

  ⑸ 소결 

○ 미국연방법원 사법행정의 특징은 대법원장이 연방판사의 임명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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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장과 지방법원 판사 대표자로 구성된 법관회의를 최고사법행정기관으로 설정하고, 그 

운영을 위해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를 지원하는 집행기관으로 행정관료로 구성되는 법원행정처를 

설치한 것임

○ 최고사법행정기관은 전적으로 법관들의 자치 영역에 속하고(사법권 분립), 항소법원장 및 지방법원 

판사 대표자로 구성하여 법원 내부의 민주성을 꾀함

○ 연방판사를 연방상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최고사법행정기관의 구성 단계에서 

민주적 통제를 하고 있음  

  나. 영국 

  ⑴ 개관 

○ 영국3에는 개괄적으로 여섯 종류의 법원으로 구성됨

  -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원(House of Lords)

  - 항소심재판을 담당하는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의 형사부(Criminal Division)와 민사부(Civil 

Division)

  - 중요 민사사건의 1심재판과 일부 항소심재판을 담당하는 고등법원(High Court)의 여왕좌부

(Queen’s Bench Division), 가사부(Family Division)와 형평부(Chancery Division)

  - 중요 형사사건의 1심재판과 경미한 형사사건의 항소심재판을 담당하는 형사법원(Crown Court)

  - 경미한 민사사건의 1심재판을 담당하는 구역법원(county courts)

  - 경미한 형사사건의 1심재판을 담당하는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s)

○ 법원조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각종 특수 분야별 전문가들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다양한 

종류의 심재처(tribunals)가 법원기능과 밀접한 관련 하에 준사법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한편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원에서 사법적 기능을 분리하여 새로운 대법원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5년 헌법개혁법(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이 2006. 

4. 3.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2009년 대법원이 설립됨

○ 2005년 헌법개혁법 이전에는 상원의 수석법관인 Lord Chancellor가 사법부의 수장 및 사법행정의 

책임자였고, 헌정부[憲政部, Department of Constitutional Affairs, 2003년 법원법(Court Act 2003) 

이전에는 Lord Chancellor’s Department]가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었음

3 영국(The United Kingdom)은 England,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Scotland와 Northern Ireland는 
독자적인 사법제도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하에서 다루는 영국의 사법제도에 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England와 Wales에만 해당함



발제문 41 

  - 종전 Lord Chancellor는 헌정부의 장관으로서 내각 각료이지만 상원의 의장이기 때문에 하원에 

출석하지 않아 사법행정업무에 관하여 국회의원들로부터 정치적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았고, 헌정부 

공무원의 선발에 대하여도 하원에서 관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헌정부에 대한 민주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았음

○ 2005년 헌법개혁법으로 Lord Chancellor를 그대로 두되 재판에 관한 권한을 Lord Chief Justice

에게 이전하는 등 그 권한을 크게 축소하여 다른 행정부의 장관과 보다 비슷하게 변경함

○ 현재 사법부의 수장은 Lord Chief Justice이고, 사법행정은 헌정부 장관인 Lord Chancellor가 

담당하는 2중적 구조가 됨

○ 한편, 모든 사법행정(형사 정책, 형의 집행까지 포함한다)을 단일한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07. 5. 9. 영국 내 모든 법원의 행정업무(종전엔 헌정부에서 담당하였다)와 형사법의 개정, 

양형과 형의 집행에 관한 업무[종전에는 내무부, 형사법개정위원회(Office for Criminal Justice 

Reform), 국립범죄자관리위원회(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에서 담당]를 모두 

담당하는 법무부(Ministry of Justice)가 탄생함

  ⑵ 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

○ 12명의 상원상임법관이 신설 대법원의 초대 대법관(Justices of the Supreme Court)이 됨

○ Lord Chancellor는 현재는 상원 상고위원회의 구성원이지만 새 대법원의 구성원에서 제외됨

○ 여왕이 대법관 중 대법원장(President of the Supreme Court)과 부대법원장(Deputy President of 

the Supreme Court)을 임명함 

  - 상원에서 분리되는 이행기의 초대 대법원장은 최선임 상원상임법관이고, 초대 부대법원장은 

차선임 상원상임법관이 맡게 됨  

○ 신설 대법원은 전(全) 영국의 최고법원이므로 잉글랜드·웨일즈의 법원으로부터도 독립되고, 

대법원장은 새 대법원의 대표일 뿐임

○ 대법관선정위원회 

  - 2005년 헌정개혁법은 법관임명절차에서 권력분립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독립된 법관선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09년 헌정개혁법은 수상의 법관 임명 개입을 폐지하였음  

  - 대법관선정위원회는 대법원장, 부원장, 잉글랜드 및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법관선임위원회 

위원 각 1명 등 5명으로 구성됨

  - 법무부장관(Lord Chancellor)이 대법관선정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위원회가 후보를 선정의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통지를 하고 수상이 여왕에게 임명을 제청함

  - 법무부장관은 대법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후보에 대하여 거부, 재고요청권이 1회씩 부여됨.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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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선정한 후보(1차 후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거부를 하면, 위원회는 다른 후보(2차 후보)

를 선정해야 함. 2차 후보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재고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동일한 2차 후보를 

재선정하거나 3차 후보를 선정할 수 있음. 법무부장관은 3차 후보를 수용하거나 2차 후보를 선택하여 

수상에게 통지하여야 함

  ⑶ 항소법원(Court of Appeal)  

○ 항소법원은 민사사건에 관한 항소법원인 민사부(Civil Division)와 형사사건에 관한 항소법원인 

형사부(Criminal Division)로 나누어짐

○ 항소법원은 형사부 수석법관인 Lord Chief Justice와 민사부 수석법관인 Master of the Rolls, 

그리고 항소법원법관인 Lord Justices로 구성됨

○ Lord Justices는 주로 고등법원법관 중에서 수상의 추천을 받아 여왕이 임명하며 법정에서의 

호칭은 My Lord 또는 My Lady임

○ 잉글랜드·웨일즈 법원의 장(President of all courts) 겸 법관의 수장(Head of the judiciary)은 Lord 

Chief Justice로서 우리나라의 대법원장과 같은 역할을 담당함

○ 법관선임위원회 

  - 법관선임위원회는 2005년 헌정개혁법에 따라 법관선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설치되었음

  - 법관과 심재처 심판관의 임용을 담당하는 독립기관으로 법무부의 출연기구임

  - 법관선임위원회는 항소법원 형사부 수석법관(즉, 우리나라의 대법원장)과 민사부 수석법관, 

고등법원 형사부 수석법관, 가사부 수석법관, 고등법원장, 항소법관, 고등법관 등을 추천함 

  - 위원회는 국왕이 임명하는 의장과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 중 3명은 사법부가 추천한 

고등법관 또는 항소법관, 나머지 위원은 공모선정된 일반인 6명, 순회법관 1명, 지역법관 1명, 

법정변호사 1명, 사무변호사 1명, 민간치안판사 1명, 행정심판관 1명임. 의장은 일반인 위원 중에서 

임명됨 

  - 위원회는 공모에 응모한 후보자 중에서 경력과 인품을 심사(지적능력, 인성, 이해력과 공정성, 

품위와 의사소통능력, 능률성)하여 추천대상 법관후보를 선정하는데, 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함 

  - 위원회가 후보를 법무부장관에 추천하면 법무부장관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재추천을 

요구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나, 대안후보를 추천할 권한은 없음     

  ⑷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 2004. 1. 26. Lord Chancellor는 의회에 Lord Chief Justice와 사이에서 Lord Chancellor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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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재판에 관련된 권한을 Lord Chief Justice에게 이전하는 협정(이른바 ‘Concordat’라고 불린다)에 

합의하였음

○ 이 협정에 따르면, 법무부(당시 헌정부) 장관인 Lord Chancellor는 ① 사법행정(법관의 공급 및 

교육을 포함하여)을 위한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의 공급 및 할당(법관에 대한 봉급, 연금, 근무조건, 

직원의 공급, 시설의 제공, 예산의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고, ② Lord Chief Justice와 협의하여 필요한 

전체 법관의 수, 각 부(Division)·재판권·구역 및 수준별로 필요한 전체 법관의 수, 법원·법원의 위치·

개정시간 및 그에 따라 필요한 행정 직원의 공급에 대하여 결정하며, ③ Lord Chief Justice의 자문을 

받는 조건으로 수준이 다른 법원(예를 들어 구역법원과 고등법원) 간의 업무분담을 결정하기로 함

○ 법무부는 위와 같은 법무부 장관의 업무를 보좌하면서 법과 관계되는 거의 모든 제도에 대한 감독, 

서비스 향상, 정책 개발, 법률 개정 등에 관한 책무를 부담

  ⑸ 법원행정청(Her Majesty’s Courts Service)

○ 2003년 법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원행정청(2005. 5. 4. 출범)은 법무부의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으로서 재판법원을 포함한 영국의 모든 법원에 대한 사법행정권을 Lord Chancellor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함

○ 법원행정청에는 현재 1명의 Chief Executive, 6명의 Central Directors(수석운영위원, 민사·가사, 

재산, 시설, 형사, 통신)와 6명의 Non-Executive Directors(1명은 선임부장판사)가 있음

○ 잉글랜드·웨일즈를 형사관할구역과 같이 7개 구역(region), 42개 지역(area)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는 지역감독관이 있어 각 지역 법원의 운영을 책임지고, 각 구역에는 구역감독관이 있어 구역 

내 지역감독관들을 지휘함 

  ⑹ 사법옴브즈만(Judicial Appointments and Conduct Ombudsman)과 법관징계청(Office for 

Judicial Complaints) 

○ 사법옴브즈만은 행정부와 사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법관임용절차와 징계문제와 관련된 

청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6년 3월 설립되었음 

○ 법관징계청은 법관에 대한 민원과 징계를 담당하는데, 법무부장관과 항소법원 형사부 수석법관이 

공동으로 관장함  

  ⑺ 소결 

○ 영국 사법행정의 특징은 대법관선정위원회와 법관선임위원회 설치에 있음 

  - 종래 헌정부장관 및 헌정부가 관장하던 사법행정을 대법원과 법무부, 법관선임위원회를 설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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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게 함으로써 행정부와 의회로부터 사법부의 제도적 독립을 강화하였음

○ 법관선임위원회는 공모에 의하여 국왕이 선정하는 일반인 6명과 법조인 6명, 사법부 추천의 3

명의 법관 등으로 구성하여, 전체적으로 권력분립을 도모하되,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법관 

선임절차에서 법조인의 관여 등을 동시에 꾀하고 있음 

  다. 독일 

  ⑴ 개요 

○ 독일은 연방법원과 주 법원 사이에 재판권이 분할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와 통상법원 외에 노동, 

행정, 사회, 재정법원 등 전문법원이 설치되어 있음

  ⑵ 법관의 임명

  ㈎ 연방통상법원의 법관   

○ 연방법관선출위원회와 연방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선출함

  - 연방법관선출위원회는 각 주를 대표하는 16명의 법무부장관과 일반국민을 대표하는 연방의회가 

선출한 16명의 위원들로 구성됨 

  - 연방법무부장관과 연방법관선출위원회 위원은 연방법관 후보를 제안할 권한이 있음 

○ 연방법원선출위원회는 비밀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법관을 선출하는데, 연방법무부장관은 투표권이 

없으므로 사실상 법관선출위원회가 선출한 후보를 연방대통령이 임명함

  - 연방법관은 종신직이고, 정년은 67세임 

○ 연방통상법원의 법원장은 연방법무부장관의 추천으로 연방대통령이 임명함

○ 연방통상법원의 법관인사위원회는 연방법관의 임명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주 법원 

○ 주 법원 법관의 선출은 법무부장관이 법관선출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 법관선출위원회를 설치한 주는 9개주임

  - 이 경우 위원회는 대부분 법관과 주의회 의원, 변호사협회의 대표자로 구성되고, 의회에서 선출함 

  - 위원회의 구성권한, 구성방법, 역할도 주마다 다름(가령 라인란트-팔쯔는 11명의 위원 전원을 주 

의회에서 선출하는데, 후보자 명단에 근거한 비례대표선거 방식으로 8명의 의원, 2명의 법관, 1명의 

변호사를 선출함. 베를린은 의회에서 모든 위원을 선출하는데, 법관, 검사, 변호사로 구성된 후보자 

명단에서 가중다수결로 선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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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법관선출위원회가 법관의 임명뿐만 아니라 승진, 전보 등에 관하여도 법무부장관과 공동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주도 있음   

  ⑶ 법무부장관의 사법행정권  

○ 연방과 주가 분리되어 있으나, 법무부장관의 역할은 유사함 

○ 연방법무부장관은 연방통상법원의 법관선출위원회 소집하여 의장이 되고, 법관후보를 추천함

  - 연방통상법원의 법원장을 추천하므로 사실상 법원장 임명권한을 가지고 있음 

  - 연방통상법원의 예산안을 제출하고, 연방통상법관에 대한 직무감독 및 징계 관련 권한이 있음

○ 주 법무부장관은 법관의 선출, 직무감독, 예산편성권을 가지는데, 사실상 권한을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하여 행사함  

  ⑷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 연방최고법원의 법원장은 소관 장관의 위임 하에 법관들에 대한 직무감독권을 가지고 징계 관련 1

차 권한이 있음. 연방최고법원에 파견된 주 판사들에 대한 평정권을 가짐

○ 주 법원장은 장관으로부터 행정권을 위임받아 1차적 권한을 행사하고, 장관의 감독을 받음 

  - 근무평정권은 소속 법원장에게 있고, 법원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됨 

  ⑸ 법관대표들의 사법행정 참여   

  ㈎ 법관인사위원회(Praesidialrat) 

○ 연방최고법원의 법관인사위원회 

 - 법관인사위원회는 5개의 연방최고법원에 1개씩 설치되는데, 연방최고법원의 법관 임명, 전보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함 

  - 연방통상법원의 경우 법관인사위원회는 의장인 법원장, 법원장의 상임대리인, 법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2명의 법관, 다른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됨 

  - 임기는 4년임 

○ 주 법원의 법관인사위원회 

  - 독일법관법은 법관인사위원회가 법관의 승진과 임명절차에 참여하여 후보자의 인격적, 전문적 

능력에 대한 서면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주에 따라 다른 임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전문법원별로 1개씩 법관인사위원회가 구성되나, 예외적으로 한 주에 1개의 법관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음 

  - 독일법관법은 주 법관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50% 이상을 법관들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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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어, 위원 선출방법이 주마다 다름. 바이에른 주는 위원 전원을 모든 법관들의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바덴-뷔르템베르크, 함부르트, 라인란트-팔쯔,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겐 주는 

비례대표와 직접선거를 절충한 선출방식을 취함. 브레멘은 위원의 절반을 간접선거방식으로 선출함  

  ㈏ 법관위원회(Richterrat) 

○ 연방법관위원회 

  - 연방최고법원에 1개씩 설치되는데, 연방통상법원의 경우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4년마다 

법관들의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됨 

  - 위원회는 일반적인 사항과 법관의 복지 관련 사항에 관하여 법관대표기구로 참여함(휴가계획 

설정, 근무지 설정 및 변경, 근무공간의 형성, 새로운 근무방법의 도입, 보상청구, 재교육기회 등)

○ 주법관위원회 

  - 각 주에 1개의 주법관위원회를 법관들의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구성함

  - 연방법관위원회와 그 기능이 동일함 

  ㈐ 법원운영위원회(Praesidium) 

○ 법원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모든 법원에 법원운영위원회가 설치됨 

  - 법원장이 의장이 되고,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의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판사들로 구성됨 4

○ 법원운영위원회의 역할 

  - 위원회는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무분담을 결정함

  - 특정 재판부, 판사의 업무과중이나 특정 판사의 장애 등 사정변경 시에는 재판부의 구성과 

사무분담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위원회가 관장함. 다만, 적시에 결정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장이 결정함 

  - 위원회는 법관 징계와 관련하여 법관직무법원을 구성함

  - 주에 따라서는 법원운영위원회가 법관인사위원회의 위원 선출에 관여하기도 함       

4 정원 80명인 법원은 10명, 40명 이상인 법원은 8명, 20명 이상인 법원은 6명, 8명 이상인 법원은 4명의 판사가 선출되고, 임기는 4년이며, 2
년마다 절반씩 교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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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⑹ 소결 

○ 독일 사법행정의 특징은 정부와 의회의 관여하게 최고법원을 구성하고, 사법행정을 정부가 임명한 

법원장에게 위임하되, 법무부장관이 최종 감독권을 보유하지만, 법관들이 법관대표기구를 통해 

사법행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임

○ 독일은 나찌 치하에서 법관의 독립이 침해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하여 법관의 독립이 강조되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사법행정에 정부나 의회의 관여를 배제하고, ‘법관에 의한, 법관으로 조직되는 

기관에 의한 사법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관자치행정론이 제기되어 왔음

  - 독일에서 법관자치행정론은 사법행정을 정부가 담당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임

○ 2001년 독일법관연맹은 법관자치행정에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핵심은 

최고사법행정기관으로서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었음 

  - 사법행정위원회가 기존에 해당 장관들이 행사하는 사법행정권을 넘겨받아 인사, 재정, 직무감독 

등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됨

  - 사법행정위원회의 구성방식으로는 고등법원장 등으로 구성되는 기관장 모델과 법관에 의해 직접 

선출된 판사로 구성하는 선출 모델이 제시되었음 

○ 법관자치행정론에 대하여 제기되었던 비판은 다음과 같음 

  -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회에서 선출된 수상과 장관이 법관을 임명하고 직무감독을 하는 것은 인적, 

물적, 내용적 정당성이 있지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가조직으로부터 임명되거나 감독도 받지 

않는 법관자치조직이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음

  - 법관의 독립 측면에서 사법행정기관에 의한 침해보다 법관자치조직에 의한 침해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됨. 즉, 근무평정권과 승진 결정권, 직무감독권, 징계권이 법관자치행정권자에게 집중되고, 그 

행정권을 가진 법관은 막강한 행정권한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개별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임

  - 법관자치조직의 사법행정은 의회 등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국가권력으로부터 감독을 받지도 

않으며, 한번 선출되면 퇴직 시까지 그 직을 계속 유지하는 독립적인 권력이므로 더 큰 문제를 가져올 

것임 

  -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독일 기본법은 엄격한 권력분립이 아닌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견제하는 시스템을 지향하는데, 사법행정은 사법의 본질적 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임. 따라서 법관의 독자적인 자치행정보다는 정부에 의해 사법행정권이 행사되고, 법관자치조직과 

의회가 참여하여 견제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과 법관의 독립을 조화시키는 것이 더 합당함

  - 법관들에 의한 사법행정조직이 구성되면 법관들의 정치활동이 전개될 인데, 이는 정당정치를 

법관정치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고, 헌법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임. 즉, 법관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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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조직이 구성되면 법관들의 정치활동이 전개될 것이고, 이는 민주적 정당성, 국민의 

의사반영의 측면에서 장점이 없어질 것이라는 점임  

  라. 프랑스 

  ⑴ 개요 

○ 파기원(Cour de Cassation)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법원(민·형·상사 등 일반 사건 재판 담당)과 

국사원(Conseil d’Etat)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법원(행정사건 재판 담당)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사법법원 사법관5의 양성제도와 행정법원 판사의 양성제도도 완전히 분리됨

  - 두 재판기관 사이의 관할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권한쟁의법원(Tribunal des conflits)이 

설치되어 있음

○ 검찰조직이 법원에 부치되어 있으나, 헌법상 사법부(司法府)가 없고 법원 조직은 법무부 소속으로서 

법무부장관(Ministre de la Justice)이 모든 법원(검찰 포함)에 대한 사법정책과 사법행정사무(통계·

정원·예산 등)를 총괄함

  - 단 법무부장관은 재판업무에는 관여할 수 없고, 법관의 신분상 독립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엄격히 보장됨

○ 파기원 산하에 35개의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181개의 지방법원, 5개의 지방법원 지원 등이 

설치되어 있음(2009년 기준) 

○ 사법관(판사와 검사)과 변호사의 자격이 분리되어 임용과 양성과정 등이 이원적으로 실시되며, 

직업법관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의 변형이 시도되고 있음

○ 일반 사법법원과는 별도의 조직인 헌법평의회(Conseil constitutionnel)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며(사전적·추상적 규범통제),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없고 헌법평의회에 위헌제청을 할 수도 없음

○ 사법관은 국립사법관학교를 졸업한 사법관 시보 중에서 80%, 변호사, 법무부 공무원 중에서 20%

를 선발함 

  - 사법관 시보들은 평가위원회(파기원 판사 1명이 위원장이고, 법무부 1명, 국사원이나 회계법원 

재판관 1명, 고등법원 판사 1명, 지방법원 판사 1명, 대학교 2명으로 구성)의 평가를 거쳐 임지 및 

보직이 결정됨 

5 magistrat. 판사와 검사를 통칭하는 상위개념으로서 판사는 ‘앉아있는 사법관(magistrat du siège)’, 검사는 ’서있는 사법관(magistrat debout)’ 
이라고도 하며 직역간 상호교류가 매우 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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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파기원 

○ 파기원은 파기원장(premier président) 1명, 재판부 별로 최상급 법관인 6명의 재판장(président 

de la chambre), 154명의 파기원 판사(conseiller), 70여명의 연구관판사(conseiller référendaire), 10

여명의 보조판사(auditeur), 파기원 검찰로 구성됨

  - 상설인 6개의 재판부 및 사안에 따라 소집되는 연합부, 충원합의부, 법률해석부 등 비상설 재판부가 

있음

○ 파기원장과 파기원 판사, 고등법원 법원장은 최고사법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함 

  -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판사들은 법무부장관이 최고사법위원회의 의견(확인)을 들은 후 대통령에게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함 

○ 파기원의 사법행정조직으로는 파기원 전체회의, 사무국 및 자료조사실이 있음

○ 파기원은 일반 사법법원의 최상급 법원으로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므로 파기원은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판단하며, 제3심으로 보지 않음

  - 1차로 파기환송받은 법원은 파기원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사실과 법률을 해석·판단할 

수 있음

  - 파기환송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시 2차상고가 가능하며, 2차 상고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부의 재판장과 선임 파기원 판사 등이 전부 참여하는 충원합의부(assemblée plénière)6 를 구성하여 

재판을 함

  - 2차로 파기원으로부터 파기환송받은 법원은 사실인정은 자유로우나 법률의 해석·적용은 파기원의 

판단에 기속됨

○ 파기원 법률해석특별부는 상고제기가 없더라도 사실심 판사의 법률해석신청(saisine pour avis)

에 따라 법률해석을 함

  - 파기원의 법률해석은 사실심 법원이나 당사자를 기속하지 못하나,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등 

사실상 그 의견에 반대되는 해석을 하기 어렵게 됨 

  ㈎ 파기원장(premier président) 

○ 파기원장은 사법관 중에서 서열상 제1위의 지위에 있음

  - 파기원장은 파기원의 한 부의 재판장이 되어 그 부의 판결에 관여하고, 연합부(chambre mixte), 

충원합의부(Assemblée plénière), 법률해석부(la formation spéciale pour avis)의 재판장이 됨

6 파기원장, 각 부의 6명의 재판장, 각 부의 최고참 판사, 그리고 파기원장의 명령에 의하여 6개의 부마다 연도별로 지명되는 2명의 파기원 판사 등 
총 25명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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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원장은 파기원의 전체 행정을 감독하고, 각 부에 파기원 판사들을 배치하며, 각 부의 전담업무를 

지정하는 한편, 일정한 사건을 연합부나 충원합의부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등 파기원의 

사법행정권을 가짐

○ 최고사법위원회가 판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때에는 파기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됨

  ㈏ 파기원의 재판장과 판사  

○ 파기원의 상설재판부 6개부의 재판장(6명의 재판장)은 그 부의 재판을 주재하고, 파기원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한편 판결문 초고를 검토

  - 파기원 사무국(le bureau de la Cour de cassation)의 구성원이 되며, 충원합의부의 구성원이 됨

○ 파기원의 판사 중 대부분(약 117명)은 재판부에 소속되나, 일부(약 37명)는 법원장 등 행정직을 

담당함

  - 파기원 판사 중 재판부에 속한 판사는 파기원 계류사건의 심리와 판결에 참여

  - 파기원 판사들은 법원의 여러 직책을 거친 사법조직상의 고위직 사법관이며 대개 50세부터 55

세까지의 연령인 자로 구성됨

  ㈐ 파기원의 행정조직 

○ 파기원 전체회의

  - 파기원장이 주재하고 파기원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며, 행정적인 문제만을 다룸

○ 파기원 사무국(Bureau)

  - 파기원장, 각 부의 재판장, 검찰총장, 파기원 검찰청 검사들로 구성되는 행정조직으로, 파기원의 

행정적인 문제에 대하여 파기원장을 보좌하며, 파기원의 내부규정을 제정하는 일 등을 수행함

○ 파기원의 행정책임은 판사를 대표하는 파기원장과 검사를 대표하는 파기법원 검사장이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각각 비서실을 두고 있음 

  - 파기원장 비서실은 사법관으로 구성되고, 파기원장의 지휘를 받아 자문 및 인사, 회계,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파기원 내 행정사무를 총괄함  

  ⑶ 법무부

○ 법무부가 사법행정을 총괄하는데, 사법행정국 산하에 기획조정실, 사법관실, 법원공무원실을 두고 

있음

○ 다만, 법무부장관보다 상위의 기구로 최고사법위원회를 설치하여, 판사와 검사의 인사에 관한 

사항, 법관의 전직에 관한 동의 업무 등 사법관의 신분에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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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 법원의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개개 법원에 법원행정처 조직을 두어 담당하도록 함  

 

 ⑷ 최고사법위원회

○ 1883년 법원조직법으로 도입되었는데, 당시에는 파기원의 하부기구였고, 사법관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역할만 담당하였음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법원의 정치권력 예속과 검찰의 정치도구화를 경험한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1946년 제4공화국 헌법 제65조에서 ‘사법권 독립을 위한 헌법기관’으로 도입되었음

  - 이후 1958년 제5공화국 헌법, 1993년 헌법개정, 1997년 개혁, 2008년 헌법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

○ 2008년 헌법 개정으로 최고사법위원회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법무부장관이 당연직 부의장이 

됨

  - 판사부와 검사부가 있음

  - 판사부는 법관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데, 파기원장이 의장이 되고, 판사 5명과 검사 1명, 비사법관 

8명(1명의 국사원 재판관, 대통령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 대통령 및 상하 양원의 의장이 2명씩 

지명하는 일반인 6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판사부 판사 5명은 파기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고위직 법관 1명, 고등법원장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1명, 지방법원장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1명,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2명임

  - 검사는 검사회의에서 선출된 검사 1명으로 구성됨

○ 최고사법위원회는 법관 인사, 법관 징계 및 청원에 관한 절차, 법관윤리에 관한 사항, 기타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등을 관장함 

  - 법관 인사(법관의 임면과 징계)는 파기원장, 파기원 고위직 법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에 

대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서류조사 및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제안서(proposition)를 

의결하고, 나머지 법관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제안에 대해 평의회가 확인(동의, confirm)을 함

○ 최고사법위원회 안에 파기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판사징계위원회를 설치함 

○ 2009년 사법개혁의 결과 파기원 비서실장을 두어 최고사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음 

  - 비서실장은 파기원장과 파기원 검사장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 

  ⑸ 소결 

○ 프랑스 사법행정은 재판조직과는 별도의 조직인 최고사법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구성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회의와 판사회의에서 선출하는 판사 5명, 검사 1명으로 구성하게 하고, 대통령과 

의회가 지명하는 2명의 위원 등으로 구성하여 사법권 독립과 민주적 통제의 균형을 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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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 

○ 스페인의 사법위원회(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 

  - 헌법상 사법부의 최고의결기구임 

  - 법관 임용, 양성, 전보, 징계 등 전반적인 사법행정기능을 담당함 

  - 대법원장인 의장과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12명은 상하 양원이 법관들로부터 추천받은 

36명의 법관 중에서 6명씩 선택하여 제청하고, 국왕이 임명함. 나머지 8명은 상하 양원이 변호사나 

법학자 중에서 4명씩 제청하고, 국왕이 임명함. 임기는 5년임 

  - 대법원장은 사법위원회의 제청으로 국왕이 임명하고, 사법위원회는 대법원 5개 재판부(민사, 

형사, 행정, 노동, 군사)의 재판장을 임명함(대법원은 84명의 재판장 및 대법관, 대행자, 명예대법관 

등으로 구성됨)

  - 사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 행정재판부(제3부)가 취소할 수 있음  

  - 산하에 사법자료센터와 사법연수원 등이 있음 

○ 포르투갈의 최고사법위원회(Higher Council of the Bench)

  -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46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에 의하여 선출됨(대법원 

부원장도 있음)   

  - 최고사법평의회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이 지명한 2명, 의회에서 선임한 7명, 판사 

7명 등 17명으로 구성됨 

  - 사법행정의 최고 감독기관 기능을 수행하며, 판사의 임용, 보직, 전임, 승진, 징계 등을 담당함

  - 법원의 행정문제에 대한 의결 등 제반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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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방법

1. 현행 헌법 및 법원조직법

○ 현행 헌법 상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함(제104조)

○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둠(

법원조직법 제41조의 2) 

  -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1

명 이상은 여성)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3

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함

  -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야 함

○ 현행 방식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의 동의로 임명되는 것 외에 별다른 절차적 요건이 

없고, 대법관은 「추천위원회의 3배수 추천 → 대법원장 추천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으로 임명됨 

○ 종래 지적되었던 문제는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에 있었음 

  - 추천위원회의 구성에서 대법원장이 최대 6명의 우호적 위원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추천위원회의 

추천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할 수 없음

  - 「대법관추천위원회 규칙」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대법원장 제시권에 따라 대법원장의 피천거인을 

제시하면, 추천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대법원장이 제시한 사람을 먼저 심사하여 3배수에 달하는 경우 

나머지 피천거자를 심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될 수 있으므로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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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철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심의과정은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음7

  - 또 「대법관추천위원회 규칙」 제7조 제2항은 대법원장에게 피천거인에 대한 심사권을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의 피천거인에 대한 부적격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법관추천위원회 규칙」 제8조에 의하면, 대법원장이 제시한 피천거인에 대해서는 부적격 심사를 

하여 후보자로 추천하고, 그 밖의 다른 피천거인에 대해서는 적격 심사를 하여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여 심사기준 자체가 이중적임 

         

7 이러한 심의과정은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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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가. 최고법원의 민주성 결여

 

○ 최고법원은 전문성의 원칙만 강조될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국민 의사의 반영), 권력분립의 

원칙(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에서 사법권 독립의 확보) 등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야 함

  - 현행 제도는 대법원장의 경우 대통령에 의한 임명 및 국회 동의, 대법관의 경우 국회 동의를 통해 

간접적인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그치고 있음 

○ 대통령은 종래 대법원장을 임명함에 있어 자신의 권력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거나 자신의 철학, 

정치적 견해 등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선택해 왔음

○ 대법원장도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고려함이 없이 인사권을 강화하고 전체 사법행정을 

원활하게 지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 왔음 

  - 대법원 사건의 수, 난이도 등을 거론하며 전문성을 그 근거로 삼음

○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다수가 행정부와 국회의 다수 권력을 대변할 우려가 크고, 다양한 국민의 

의사나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음.

  - 사법엘리트일수록 자신의 결론에 대한 확신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의 결론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대법원 판결에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갈리는 것이 사법신뢰에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음

  -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대법관들 사이의 다양성을 배제하고 획일화, 

동질화시키는 방법으로 제청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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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경향성은 이른바 과거사 관련 판결의 퇴행, 쌍용자동차의 경영상 해고, KTX 승무원 판결, 

통상임금 사건 등 노동사건에서 사용자 편향적 판결, 국정원장 사건에서 13:0의 만장일치 판결 등으로 

나타남

  나. 대법원장과 대법관 사이의 위계질서 형성

○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직에 임용한 대법관은 자신을 제청해 준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음

○ 법원의 기수 문화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사이의 도제 유사 관계 등이 작용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사이와 유사하다는 말도 나오기까지 함

○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원합의체가 실질적인 합의체로 운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다. 사법관료화 심화(승진구조의 정점에 있는 대법관)

○ 관료제를 형성, 유지하는 핵심은 관료제의 정점에 있는 사람의 인사권임

○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제청권을 가짐으로써 고등법원장 이하 모든 판사에 대한 지휘, 통제를 할 수 

있게 됨

  -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이 없을 경우 승진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인사권으로 

통제하기 어려움

  - 현재 지방/고등법원 인사 이원화 제도의 존폐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 그 쟁점은 이원화 제도가 

지속될 경우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승진)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지방법원 부장판사나 고등법원 판사

(대등부 배석판사)에게 인사권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문제의 본질임

○ 대법관의 임기가 6년이고, 연임을 하지 않는 관행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결합하여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강화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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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방안 

  가. 개선안 

○ 대법원장 임명제도를 개선할 것인지, 대법원장 임명제도는 현행 헌법을  유지하고 대법관 

임명제도만을 개선할 것인지로 구분됨 

○ 헌법 개정을 통해 가능한 방안과 법원조직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가능한 방안, 법률 개정 없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견제,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등으로 구분됨       

 

  ⑴ 헌법 개정안

  ㈎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제청 방안 

  ※ 대법관추천위원회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아래 법률개정안과 유사함

○ 대법원장의 임명제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폐지하고,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제청권으로 변경하는 방안임 

○ 대법관회의가 최고사법행정기관임 

○ 이 방안에서는 대법관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현행 헌법 개정 헌법안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신 설〉

제104조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④ 대법관추천위원회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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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법관의 자격 있는 자로써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 방안 

현행 헌법

개정 헌법안 

    
  ※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법 제정안 - 별첨과 같음

○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로 선출하는 

방안임

○ 대법관회의가 최고사법행정기관임

○ 이 방안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선출 및 선거인단 구성방식, 선거운동으로 인한 폐해 방지, 대법관 

임기가 각각 다른 상황에서 매번 선거를 치러야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현행 헌법 개정 헌법안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② 제1항의 선거인단의 정수, 조직과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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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법원조직법 개정 방안

○ 현행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여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그대로 두되,  법원조직법 상의 

대법관추천회의제도를 개정하는 방안임  

현행법 개정법 

제41조 (법관의 임명)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41조의2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①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선임대법관

2. 법원행정처장

3. 법무부장관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

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의2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2. 대법관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3. 전국법관회의가 추천하는 대법관 아닌 법관 2명(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4.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6.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7.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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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위원회의 구성 

○ 추천위원회의 구성원칙

  - 대법원장 임명 방식을 지양하고, 국회와 판사, 법률가단체의 관여를 강화함 

  - 국회, 법원, 법원 외부의 균형, 법률가와 비법률가의 균형을 맞추어 사법권 독립과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사이에 균형을 모색함 

  -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수를 13명으로 늘려 추천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되, 회의체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함 

○ 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 

  - 국회 4명, 법관 4명(2명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 법률가단체 5명

  - 변호사 자격자 7명,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 6명 

  - 5명 이상의 여성을 확보

○ 구체적인 구성   

  -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2명 이상은 여성)

  - 대법관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1명 이상은 여성)

현행법 개정법 

⑥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⑦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2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⑦ 추천위원회는 천거인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피천거인 

전원에 대하여 그 적격 여부를 공평하게 심사하여 제6항의 

대법관 후보자를 의결하여야 한다. 

⑧ 개인(법관을 포함한다)·법인 또는 단체는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 

⑨ 추천위원회 이외의 사람은 피천거인의 적격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거나 심사의 순서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⑪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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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법관회의가 추천하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 2명(1명 이상은 여성)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1명 이상은 여성)  

  -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함 

  ㈏ 추천할 대법관 후보자의 수 

○ 현행법은 3배수 이상을 요구함 

  - 가령 2명의 대법관을 제청할 경우에는 6명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함 

○ 추천되는 후보자의 수가 다수인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더 넓게 행사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추천위원회의 위상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2배수 이상으로 개정함

  ㈐ 추천절차 및 추천위원회의 심사방법 

○ 현행 규칙에 따르면, 추천절차 및 심사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음 

  - 즉,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천거하고,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제시함

  - 대법원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피천거인 중 부적격심사를 먼저 한 후에 추천위원회에 제시함 

  -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제시한 심사대상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심사를 하여 후보자로 추천하고, 

일반 피천거인에 대해서는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후보자로 추천함

  - 법령에 규정된 것은 아니나, 대법원장이 제시한 심사대상자를 먼저 심사하여 후보자가 결정되면 

다른 피천거인에 대한 심사 자체를 생략함 

○ 먼저 개인·법인·단체 등이 피천거인을 추천하는 절차를 바로 추천위원회에 하도록 개정함

  - 대법관 제청이 필요할 때에는 먼저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후 추천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상정함  

  - 개인에는 법관을 포함하여 대법원장 등도 피천거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천거인과 동등한 

자격에서 추천하는 데 그치도록 함 

○ 추천위원회는 천거인이 누구인지에 구애됨이 없이 피천거인 전원을 공평하게 심사하여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함

  - 추천위원회가 아닌 어느 누구도 사전에 피천거인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거나 심사의 순서를 결정할 

수 없도록 함

○ 추천위원회가 심사할 피천거인의 명단 공개 및 의견수렴절차는 법원조직법에 규정을 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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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⑶ 현행 법원조직법 하에서의 개선방안

○ 현재 대법원추천위원회제도의 문제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의 이중적 추천절차와 

심사방법에 있음 

○ 대법원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할 국민적 요청을 인식한다면, 법원조직법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둔 근본취지에 배치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위에서 본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상정 가능한 방안

  ⑴ 대법관추천회의의 제청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제정 법원조직법 방식) 

○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대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통령은 대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 있으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대통령이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임명하는 방안임 

  - 즉,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폐지하고, 그 대신 대법관추천회의의 제청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임

  - 대법원장은 대법관추천회의의 제청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음

○ 제헌헌법 제78조는 단순히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고만 규정하였지만, 제정 법원조직법 제37조는 대법관의 임명 및 대법원장의 보직은 법관회의가 

정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청하여 대통령이 행하도록 규정하였음 

  - 즉,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1인으로서 사법행정권을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전제 하에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법관회의를 통해 견제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꾀하려고 하였음

○ 제헌헌법에는 대법관의 임명방식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조직법으로 법관회의의 

제청 규정을 둘 수 있었으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하에서 

대법관추천회의의 제청 절차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함

○ 이 방안이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대법관추천회의의 구성과 추천회의의 후보자 선정방식이 중요함

  - 제정 법원조직법 상 법관회의는 대법원장, 대법관, 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되었음 

  - 제2공화국 시기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법」 상 선거에 출마할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를 

두었는데, 그 추천인들은 「대법원장, 대법관, 고등법원장, 국회 각원의 의장이 지명한 선거인의 자격 

있는 참의원의원2인, 민의원의원 4인, 대법원장의 직에 있었던 자,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대한변호사협회장, 3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변호사회의 회장, 헌법재판소소장」 등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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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 방식을 일원화함으로써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1인임을 명백히 하고, 

대법관이 대법원장과 대등한 지위에서 전원합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음

  -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폐지할 수 있음 

○ 단점 

  - 대법관추천회의의 구성방식에 따라서는 대법관추천회의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이나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견제할 수 없을 수 있음

  - 대법관추천회의의 구성에 대통령과 국회가 관여하는 경우 최고법원 구성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넘어서 사법의 정치화를 낳을 수 있음 

  ⑵ 법관의 자격이 있는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로 선출하는 방안(제2공화국 헌법 방식) 

○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모두 선거로 선출하는 방안과 대법관만을 선거로 선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제2공화국 하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법」이 제정되었고, 실제 입후보 및 선거운동까지 

진행되었으나 5·16 군사쿠데타로 인하여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였음

  - 후보자를 결정하는 절차와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절차로 구분되는데, 후보자는 후보자 추천회의의 

추천에 의해 결정하고, 선거인단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의 예비선거를 통해 100인의 선거인단을 

구성(50인은 법관이어야 함)하는 간접선거방식이었음

○ 미국 미주리 주의 법관선발제도는 변호사들이 주도하는 7인의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명단을 

제시하면, 주 지사가 후보자 중에서 법관을 지명하고 임명하고, 1년 동안 근무한 이후 법관직 유지선거

(단독후보)에서 주의 국민으로부터 인준을 받아 정규 임기의 법관직에 임명되는 방안임. 연임 역시 

법관직 유지선거에서 국민의 인준을 받아야 함

  - 법관선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는 미주리 주의 선발제도를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과도하게 민주적 통제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제대로 대표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   

○ 선거에 의한 대법관 선출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수 있음

  - 사법권의 독립을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약화되고, 사법부 구성에서 

행정부와 국회의 관여도를 늘리면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하게 됨. 사법권의 독립과 민주적 통제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대법관 선출제가 대안으로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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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는 후보자의 공적(功績)을 기준으로 대법관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시하고, 법조인의 대표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대법관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임 

  -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 사법부가 공동으로 구성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꾀하게 됨    

○ 장점  

  - 법관의 자격8이 있는 사람에 의한 간접선거이기는 하지만, 선거를 통해 선출되므로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민주성(엄격히 말하면 법조인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음 

  -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폐지됨으로 인해 사법관료화가 완화될 수 있음 

  - 행정 및 국회의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음

  - 국민의 직접선거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단점 

  - 제2공화국 하에서 이루어진 선거에 의한 선출 방식은 수십 명의 대법원장 및 대법관 후보가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선거에 관한 의견개진과 의사의 표시)을 함으로써 선거 자체가 혼탁한 양상을 

보였는데, 대법원장 및 대법관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임 

  -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에 의해 선출된 사람으로 구성된 최고법원이 국민 일반에 대해 

민주성을 갖게 될 것인지 의문임

  - 대통령과 국회가 최고법원 구성에 관여할 수 없는 결과가 됨

  -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시기가 다른데, 그때마다 후보자 추천회의와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반대로 후보자 추천회의 위원과 선거인단을 임기제로 하는 것은 부적절함 

  ⑶ 대법관을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의 지명에 의하여 구성하는 방안 

○ 헌법재판관과 같이 대법관을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가 3분하여 지명하는 방안임

○ 장점 

  - 절차가 간명함

8 법원조직법 제42조 (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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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 

  - 대통령에 의하여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여당이 국회 몫 대법관의 1/2을 지명하는 경우 대통령 측에 

의해 압도적인 다수의 대법관이 임명될 수 있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없을 우려가 있음

  - 행정권력 및 국회에 의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경우 사법권의 독립이 약화될 수 있고, 법관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⑷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지하면서 대법관추천위원회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 장점 

  - 현행 헌법의 개정 없이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가능함

○ 단점 

  -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유지됨에 따라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미흡할 수 있음 

  ⑸ 최고사법위원회 설치 방안

○ 법원조직과 별개의 독립된 최고사법행정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취하고 있는 방식임

○ 법관 임용, 전보, 승진, 징계, 법원예산, 사법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고, 대법원규칙 제, 개정권도 

담당함 

○ 국회에서 선출하는 위원,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 법률이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위원 

등으로 구성될 수 있음

  - 위원은 법관직을 겸할 수 없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퇴임 후 일정 기간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함    

○ 장점 

  - 현행 제도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의 사법행정기능을 담당하는 별도의 독립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재판업무와 사법행정업무를 분리할 수 있음 

  - 위원의 상당수를 국회, 대통령이 임명하게 함으로써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단점

  - 법관의 인사에 국회, 대통령의 간접적인 관여를 허용함으로써 사법권 독립이 훼손될 여지가 있음

  - 대법원규칙을 국회와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독립위원회가 제정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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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결 

  ⑴ 대법원장 임명제도 

○ 헌법기관의 장을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하여 헌법기관을 구성하되, 

국회의 동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자의적인 임명권 행사를 견제하려는 것이 현행 헌법의 

정신이고, 이는 사법기관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에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문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있었던 것이지 대법원장의 임명방식에 있었던 

것이 아님 

○ 따라서 대법원장 임명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함

○ 다만, 대법관에 대한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 역시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이 

타당함  

  ⑵ 대법관 임명제도 

○ 대법관 임명제도 개선에 있어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음 

  - 먼저, 대법관 수를 현행 법원조직법의 13명에서 증원할 것인지 여부임. 만약 대법관을 2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경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강화하는 결과가 되므로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국민 또는 국회와 대통령, 법관, 법률가단체 등의 

관여를 보장하여 민주적 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음, 최고사법행정기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여부임. 현재 제도상으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고사법행정권을 행사하도록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최고사법행정기관임. 사법부의 독립을 우선하는 가치로 둔다면 대법관회의가 최고사법행정기관이 

되는 것이 타당하고, 사법권 중 재판의 독립을 우선하고,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면, 

재판조직과는 분리된 별개의 최고사법위원회(대통령과 국회, 사법부 공동으로 구성함)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또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일반 법관들과 검사, 변호사, 법학자 등 전체 법률가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인데, 그 관여 정도를 어느 정도 강화할 것인지도 논점이 될 것임 

○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함 

  - 대법관 수의 증원 문제는 상고심의 개선 방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보고서에서 다루기에는 

부적절함. 다만, 대법관 수의 증원까지를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제정 법원조직법 이래 사법행정은 사법부의 독립을 우선적인 가치로 삼아왔고, 이는 사법행정의 

남용이 문제되는 현재 상황에서도 유효하다고 보임. 다만, 대법원장이 아닌 대법관회의가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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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사법행정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대등한 지위에 있게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최고사법행정기관을 구성하는 대법관 제청과정에서 일반 법관 등 전체 법률가의 관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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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원장의 임명 방법 개선방안 

1. 현재의 제도

  

○ 헌법상 법관은 대법원장, 대법관, 그 외의 법관으로 구분하고,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판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사인 법원장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보직권 행사로 결정할 

사항임

법원조직법 

제9조 (사법행정사무) 

①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 (고등법원장) 

①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

② 고등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비서관을 둔다.

⑥ 고등법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8조의2(특허법원장), 제29조(지방법원장), 제31조(지원), 제37조(가정법원장), 제40조의2(행정법원장), 제40

조의5(회생법원장)   

제44조(보직) 

①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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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의 전보권 행사로 결정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단독판사, 

배석판사의 구분은 각급 법원장의 사무분담권 행사로 정해짐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면, 대법원장이 보직권을 

행사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은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 법원도서관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실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및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위와 같은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교수에 보임된 법관임  

2. 문제점 

○ 법원장은 판사 근무평정권, 사무분담권(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판사회의 소집권(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을 관장함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판사들에 대한 사법행정권을 행사하고 

있음 

○ 대법원장은 법원장의 보직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원장을 지휘감독하고, 법원장을 통해 전체 법원에 

대한 사법행정권을 행사함

○  사법민주화와 사법행정권의 분산을 위하여 법원장 임명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함    

3. 개선안 

  ⑴ 대법관회의 임명방법  

현행법 개정법 

제17조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17조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가 의결한다. 

1. 판사의 임명 및 연임, 전보, 보직에 관한 사항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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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원조직법 제44조 제1항을 삭제하고, 법관의 전보, 보직에 관한 사항을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개정하는 방안임 

  ⑵ 각급 법원의 법관에 의한 호선제 

○ 장기적인 방안으로 각급 법원 소속 법관들이 법원장을 호선하는 방안임 

○ 현행법에서는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15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두고 

있으나, 2025년 이후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므로, 15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둘 필요가 적고, 법원장이 반드시 15년 이상 경력자만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필연성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함

현행법 개정법 

제44조(보직) 

①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제44조(보직)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현행법 개정법 

제44조(보직) 

①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제44조(보직) 

①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은 그 소속 판사들이 

호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호선하는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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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정 가능한 견해 

  가. 전제 

○ 법원장 임명제도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항소법원)의 이원화, 판사 임기제의 유지 여부, 지역법관제

(법관 전보제도의 개선) 존속 여부 등에 관한 논의를 전제로 하고 있음 

○ 가령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이원화가 이루어지면,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판사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사 임기제가 폐지되거나 정년에 퇴직하는 관행이 형성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에도 법조경력이 많은 판사가 재직하게 되므로 다양한 법원장 임명제도를 구상할 수 있음. 

또 지역법관제가 전면화 되면, 법관의 임명, 전보는 고등법원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이를 고려하되, 위와 같은 제도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함 

  나. 대법관회의 임명방법(제정 법원조직법의 방식) 

○ 대법원장이 아닌 대법관회의에서 법원장 보직권을 행사하는 방안임 

○ 대법관회의를 최고사법행정기관으로 하기 위해서는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외에도 

대법관회의에 판사 보직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제정 법원조직법 제62조는 법관의 임면, 전임 및 보직에 관한 사항. 법원행정처장, 차장 및 

대법원서기국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대법관회의의 권한으로 하고 있었음  

○ 장점 

  - 대법관 임명제도의 개선으로 대법관 임명이 더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대법관이 법률가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게 되면, 대법관회의가 법원장 보직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함 

  -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제도개선이 가능함

○ 단점 

  - 대법관회의의 보직권 행사 방식에 따라서는 현행 제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음

  - 재판업무와 사법행정의 분리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대법관이 사법행정(

인사)에 더 많이 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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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등법원장에 의한 임명방법 

○ 대법원장은 고등법원장 및 동급의 법원장을 임명하고, 지방법원 및 지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장이 

소속 법관 중에서 지방법원장 및 지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임 

○ 장점 

  - 대법원장의 법원장 보직권 분산이 수월함

  -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가능함  

○ 단점 

  - 대법원장의 권한을 고등법원장에게 분산하는 효과만 있을 뿐 종래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고등법원장이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고등법원장이 지방법원장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이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라. 각급 법원의 법관에 의한 호선방법 

○ 각급 법원에 소속한 법관이 법원장을 호선하는 방안임

  - 선출제도는 선거인단의 구성방식을 놓고 여러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법관에 의한 

선출방안만을 상정함  

○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 및 사무분담을 정하고, 재판업무를 지원하며, 법원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데 가장 적합한 사람을 소속 법관이 선출함으로써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이 재판업무에 대한 지원 

역할을 위해 행사되어야 함을 분명히 할 수 있음

○ 이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의 이원화가 이루어지고 법관임기제가 폐지되거나 적어도 지방법원에 

경력이 많은 판사가 재직하는 상황을 전제로 함 

  -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이원화가 이루어지면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판사 중에서 보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 경우 구태여 대법원장이나 대법관회의에 의한 

임명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음

  - 현재와 같이 2~3년 단위로 판사들이 전보되는 경우 각급 법원의 판사 구성은 매년 1/3 내지 1/2

이 교체되고, 상대적으로 법조경력이 단기인 법관으로 지방법원 및 지원이 구성되는 상황에서 소속 

법관 중에서 법원장을 선출하는 제도를 바로 도입하기는 수월하지 않음

○ 검사장 선출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법원장 선출제도는 이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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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별도의 독립위원회에 의한 임명방법 

○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최고사법위원회에서 제청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경우 최고사법위원회가 

법원장을 임명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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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판사 인사제도

1. 법관 정년제 

가. 현행 제도

○ 일반 법관의 임기는 10년이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음

헌법 제105조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법원조직법 

제25조의2 (법관인사위원회) 

①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1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제45조의2에 따른 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4. 제47조에 따른 판사의 퇴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법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3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다만, 제2항제2호의 판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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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인사규칙 제3절은 법관 연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의2 (판사의 연임) 

① 임기가 끝난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②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임기가 만료되는 판사는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임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소속 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평정자의 의견서 제출) 

대법원장은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제3조에서 정한 평정자로 하여금 법관 임기 중 마지막으로 평정을 받게 되는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그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근무성적 및 자질에 관한 평가 개요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연임적격 심의 회부) 

대법원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판사의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를 법관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제15조의2 (연임심사의 원칙) 

연임심사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16조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① 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근무성적평정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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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현행 제도는 법관인사위원회가 법관의 연임 적격 여부를 심사함 

  - 연임 적격자는 연임에 관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구하여 대법원장이 연임 결정을 함

  - 연임 부적격자는 대법원장에 보고하고, 대법원장은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판사에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함. 이 경우 대법원장은 연임 부적격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대법관회의에 부의할 수 있음 

○ 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 부적격자에 대해서 그 취지를 알려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연임을 심사하는 법관인사위원회는 법관 3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사단법인 

연임심사 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의견진술권 등) 

① 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었음을 통지받은 판사가 법관 임기 중 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은 요청한 범위 내에서 평정자료 사본을 교부한다. 

④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었음을 통지받은 판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2항의 의견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정자료의 사본을 교부받은 판사 및 그 변호사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심의결과의 보고) 

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되, 연임부적격으로 심의된 판사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와 해당 판사의 의견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대법관회의의 동의) 

① 대법원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판사 중 연임적격으로 인정되는 판사에 대하여 연임에 관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구한다.

② 대법관회의는 연임동의를 구한 판사 중 연임부적격으로 의심이 되고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법관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은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연임부적격으로 의결된 판사의 연임적격 여부를 대법관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0조 (연임발령 등) 

①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가 동의한 연임신청 판사에 대하여 연임발령을 한다.

② 대법원장은 연임신청 판사 중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판사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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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

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

명 등으로 구성됨

○ 대법원장의 연임 부적격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음   

나. 경과와 현황

 ⑴ 연혁 

○ 제헌헌법이 법관 임기제를 규정한 것은 사법권의 독립과 함께 법 적용이 민주주의에 적합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법권에 대한 견제장치를 둔 것임 

○ 즉, ‘종래와 같이 일단 법관이 된 사람은 무조건하고 종신관이 된다 하면, 현재와 같이 모든 정세가 

날로 격변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법관이 시대의 진운에 낙오되거나, 민주적 의욕으로부터 유리될 

염려가 있기’때문이었음9

   - 법관임기제는 입법부·행정부에 의한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보수적’

인 사법부에 의해 저해되지 않도록 그 보수화·관료화를 견제하고자 했던 것임10

  - 한편 법관임기제는 그 보수화·관료화를 방지하기 위한 장점이 있지만 법관임기제 자체가 보수화·

관료화를 촉진하거나 그것을 위한 장치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11  즉, 제헌헌법 제정 당시에도 

법관이 10년 후의 연임을 위하여 심판의 공정을 상실하는 등의 폐단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므로 

이것을 구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음12

 

○ 또 당시의 사법권의 구성원들이 일제 치하의 법관 출신이 많았고, 그에 따라 그들에 대한 불신이 

컸기 때문이었음

  ⑵ 법관 임기제의 기능

○ 법관의 임기제는 법관의 통제 제도로 기능할 수 있음

  - 이승만 대통령이 1958년 13명, 1959년 7명의 연임을 거부하였음 

  - 2012년 2월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이 있었는데,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을 계기로 10년 경력 

9 유진오, “헌법 제정의 정신”, 헌법의 기초이론, 108.

10 이영록, “「권승렬안」에 관한 연구”, 173. 

11 이헌환, 정치과정에 있어서의 사법권에 관한 연구, 92면

12 유진오, “헌법 제정의 정신”, 108.



78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미만의 판사들 사이에 불안감이 매우 확산되었음

  - 서기호 판사의 경우 평정결과가 하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연임에서 탈락하였는데, 일정 비율

(10% 정도로 알려져 있음)은 반드시 최하점을 받는 상대평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누군가는 매년 

연임에서 탈락한다는 두려움이 만연해 있음

  - 서기호 판사 사건 이후 관료화가 매우 심화되었고, 소신에 따른 판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증가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 법관 임기제는 연임을 앞둔 법관들의 임의 사직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문제 있는 판사들을 거르는 

역할을 함

○ 현행 연임 적격 여부 심사제도는 서기호 판사 사건 이후인 2012년 6월경 대폭 개정된 것임 

  다. 개선방안 

 

  ⑴ 법관 임기제를 유지하되, 연임의 절차를 공식화, 투명화하는 방안

○ 현행 임기제의 순기능, 즉, 부적격인 법관을 퇴직하게 하는 장치를 존속하되, 임기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방안임 

○ 제정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연임 여부를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였음 

  - 현행 법령이 연임 부적격자에 대하여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만을 필요적으로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임의적인 절차로 규정한 이유는 연임 부적격자에 관한 자료가 매우 은밀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대법관회의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 연임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별도의 법원(재판부)을 설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장점 

  - 부적격인 법관을 심사하는 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면, 검찰청법 소정의 검사적격심사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두는 것보다는 임기제를 존치하는 것이 법관의 독립에 더 바람직할 수 있음 

○ 단점  

  - 연임 적격 심사과정에서 임의성, 자의성을 배제하는 것이 쉽지 않음 

  - 대법원장의 연임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⑵ 임기제를 폐지하는 방안(헌법 개정사항임) 

○ 미국, 독일의 연방법관이나 프랑스의 법관의 경우 임기가 없음

○ 일본의 경우 우리와 유사한 임기제(이를 제헌헌법이 계수하였음)를 채택하고 있으나, 일본 사법부의 

지위나 신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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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는 판사가 임기제로 인하여 일반 공무원보다 지위가 불안하게 되는 결과가 됨

○ 법조일원화에 따라 2025년 이후에는 40세 정도에 판사로 임용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기제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단점 

  - 법관 임기제를 폐지하는 경우 법관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고, 10년보다 단기의 

법관을 대상으로 법관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임기제보다 오히려 법관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⑶ 소결론 

○ 법관 임기제를 유지하되, 법관인사위원회 제도를 개선하고, 법관 연임 거부에 관한 사항도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⑷ 구체적인 개선안 
현행법 개정법 

제25조의2 (법관인사위원회) 

①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1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제45조의2에 따른 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4. 제47조에 따른 판사의 퇴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법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3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다만, 제2항제2호의 

판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제25조의2 (법관인사위원회)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5명(이 중 2명 이상은 전국법관회의가 추천하는 

법관이어야 하고,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다만, 제2항제2호의 

판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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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인사위원회에 전국법관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2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함

○ 여성법관이 증가하는 점에 대응하여 여성 위원의 수를 증원함 

○ 연임 부적격 결정에 대해서도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함   

현행법 개정법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의2 (판사의 연임) 

① 임기가 끝난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②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의2 (판사의 연임) 

②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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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사회의 및 전국법관회의 

  가. 현행 제도 

○ 현재 판사회의는 각급 법원(지원의 경우 판사 정원 10인 이상인 지원) 단위로 설치되고,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임 

○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법원조직법 제9조의2 (판사회의)

①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② 판사회의는 판사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소집) 

①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의 장이 연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② 각급법원의 장은 필요에 따라 판사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판사회의의 구성원인 판사 5분의 1 이상 또는 내부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판사회의 의장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에는 각급법원의 장은 지체없이 판사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조 (직능) 

① 판사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급법원의 운영에 관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

2. 대법원규칙의 제정이나 개정등 사법부 운영에 관하여 대법원에 건의할 사항

3. 판사의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

4. 사무분담이 확정된 후 특정 판사에 대한 사무분담의 변경. 다만, 해당 판사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및 해촉

6. 기타 각급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각급법원의 장이 회부한 사항

7. 제4조제3항의 경우에 판사들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은 매년 1회 이상 판사회의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③ 각급법원의 장은 판사회의에서 당해법원의 현황 및 중요한 사법행정사항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④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판사회의는 그 직능의 일부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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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의장) 

①각급법원의 장은 판사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각급법원의 장의 유고시에는 선임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간사는 판사회의의 구성원인 판사중에서 각급법원의 장이 지명한다.

제9조 (회의) 

① 판사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얻은 사람은 방청할 수 있다. 

 ②판사회의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사회의의 구성원 이외의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정족수) 

① 판사회의는 구성원인 판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판사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① 판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제13조 (지방법원 관내판사회의) 

① 지원이 있는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부산지방법원을 제외한다)에는 해당법원의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원 및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지원 소속의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관내판사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관내판사회의를 둔 경우에, 지방법원장은 해당지원 및 시·군법원의 판사수, 재판사무등 

업무진행상황, 교통편의등을 참작하여 지원소속 판사중 일부만을 관내판사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 제3항,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관내판사회의에 준용한다.

제14조 (내부판사회의) 

① 각급법원은 판사회의의 결정에 따라 그 일부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내부판사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내부판사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내부판사회의의 의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안을 미리 

각급법원의 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내부판사회의의 설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발제문 83 

 나. 판사회의의 의미 

      - 사법부 내부 민주화의 핵심, 사법관료화 완화의 가장 효율적 수단

○ 현재 사법행정권이 비대화 되고, 관료화가 심화된 원인은 자원의 배분이 비민주적이기 때문임. 

즉 사무분담(단독/배석, 부장/단독, 형사/민사/행정, 도산), 해외연수선발, 전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법원장 전보 등 한정된 인적 자원의 보임권한을 대법원장과 그로부터 위임받은 법원행정처 및 

법원장, 수석부장 등이 행사하는 데에 있음

○ 따라서 문제 해결의 핵심은 법원 내에서의 민주성 회복, 즉 판사가 한정된 자원의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참여와 자치의 강화에서 찾을 수 있음

○ 판사의 참여와 자치를 위한 제도는 판사회의이고, 참여와 자치를 통한 의사결정은 이해당사자들의 

승복도를 높일 수 있음 

  다. 전국법관회의의 설치

⑴ 필요성 

○ 사법행정의 참여와 주체로서 법관을 대표하는 전국 단위의 기구 설치가 필요함 

○ 현행 법원조직법상으로는 각급 법원별로 판사회의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제9조의2 제1항), 각급 

법원 판사회의만으로는 전국 법관들을 대표하는 기능을 하기에는 미흡함  

  - 판사들은 2~3년에 한 번 꼴로 법원을 옮기고, 전보 시기가 각종 인사와 사무분담 행사 시기와 

겹치므로 각급 법원 판사회의로는 사법행정권의 참여와 자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사법부 내부에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일선 판사들은 전체 판사회의의 설치를 계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최근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사건에서도 법관들 스스로 전체 법관 대표자 회의를 

구성하였음 

  ⑵ 전국법관회의의 역할과 권한  

○ 전국법관회의가 담당하게 될 역할과 권한에 따라 구성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 1안 최고사법행정기관으로 하는 방안

○ 미국 연방법관회의의 방식임 

○ 이 방안에 의하면 대법원장 및 대법관회의가 담당하는 기능을 모두 전국법관회의가 담당하게 됨 

○ 현행 헌법은 대법원에 규칙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전국법관회의가 최고사법행정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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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함 

○ 미국 연방법관회의의 구성원은 모두 대통령이 연방상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는 점에서 

연방법관회의의 구성에 있어 민주적 통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관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하고는 그 구성에 있어 직접적으로 민주적 통제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국법관회의가 

최고사법행정기관이 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2안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의결기구화 방안

○ 사법행정사무를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맡기되, 전국법관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임 

  - 사법행정사무 중 법관의 인사, 복지에 관한 사항,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대해서만 

전국법관회의의 동의를 받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법원인사규칙이나 소송규칙 등 대법원의 규칙 제, 개정에 대해 전국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규정된 대법원의 규칙 제정권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므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 대법원규칙이 판사뿐만 아니라 소송관계자와 국민에게 규범력을 가지는 것은 대법관규칙 

제정권자가 가지는 민주적 정당성에 있는데, 대통령이나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전국법관회의가 대법원규칙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는 것은 법관의 독립 측면에서는 우월할 수 있지만, 

사법권의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측면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 3안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감시, 심의기구화 방안 

○ 전국법관회의는 전국 법관의 대표자로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주요 위원회에 그 대표를 파견하는 

형태로 간접적으로 사법행정에 참여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 법원행정처, 법원장이 담당하는 

사법행정에 대해 심의를 하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

○ 전국법관회의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의 법원장에게 사법행정에 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전국법관회의는 대법관추천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 후술하는 법관독립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행사함 

  ㈑ 소결 

○ 전국법관회의의 의결이 소송관계자 및 일반 국민에게 규범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국법관회의의 

구성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야 할 것임 

○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현행 법관임용제도 하에서 전국법관회의는 사법행정에 대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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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 

  ⑶ 전국법관회의의 구성방안

  ㈎ 1안 각급 법원 판사회의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안

○ 각급 법원 판사회의의 대표자 전원이 전국법관회의를 구성하는 방안임

  - 각급 법원 판사회의의 의장은 소속 판사에 의하여 선출되는 것을 전제로 함

  - 대법원에는 판사회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국법관회의의 구성원에 대법관 및 재판연구관 

등이 배제됨  

○ 이 경우 전국법관회의는 전체 판사 대표회의가 될 것임

○ 전국 32개 법원과 정원 10명 이상의 지원 등에 판사회의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구성원이 많은 

회의체가 될 것임 

  - 다만, 전국법관회의에서 의장 등 소수의 판사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임

○ 각급 법원 판사회의의 구성원에는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기획법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판사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전국법관회의의 구성원으로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현재와 같은 법관전보제도 하에서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의 구성원이 매년 변경되므로, 이에 따라 

전국법관회의의 구성원 역시 매년 변경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전국법관회의 업무의 계속성이 저하될 

수 있음    

 

 ㈏ 2안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판사들이 선거인단이 되어 전국법관회의의 위원을 구성하는 

방안

○ 전국법관회의 위원수를 법률로 규정하고, 판사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방안임

  - 전국법관회의 위원은 임기제로 선출됨 

  - 전국법관회의의 의장은 전국법관회의에서 선출함 

○ 전국법관회의의 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고, 각급 법원 판사회의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전국법관회의가 존속할 수 있어 전국법관회의 업무의 계속성이 보장됨

  - 가령 임기 4년제의 위원을 선출하되, 초대 위원 1/2은 2년제로 선출하여 2년마다 위원 1/2을 

변경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기간에는 해당 판사의 위원 자격이 제한될 필요가 있음

  ㈐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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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회의의 구성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는 1안이 더 유리하나, 계속성과 대표성 

측면에서는 2안도 적극 고려할 수 있음 

○ 어느 경우에도 전국법관회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의장은 상임이어야 하고, 

사무기구의 지원을 받아야 함  

  라. 각급 법원 판사회의의 성격과 권한

○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단순히 사법행정의 자문기관인 경우 그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각급 법원 판사회의는 사무분담, 근무평정 등에 대하여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함

  - 사무분담 자체를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결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나(독일의 예), 법원장이 

사무분담권을 가지되, 각급 법원 판사회의의 동의를 얻는 방안을 선택함 

  - 근무평정은 법원장이 하되, 근무평정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이의절차에 개입하는 방안을 선택함

- 각급 법원 판사회의의 의결사항 중 사무분담은 각급 법원 판사회의 전체가 대상자이고 

이해당사자이므로 각급 법원 판사회의 전체의 의결을 거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임 

- 법관징계의 경우 현행 법관징계법에서 각급 법원장도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는바(제7조), 

법관징계는 법관의 독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판사의 징계청구에 관하여 판사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징계청구의 경우 판사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하면, 조직이기주의에 따라 징계사유가 있는 판사에 

대한 징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나, 법관징계법에서 현행과 같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징계청구권자로 두면 판사회의의 부동의로 각급 법원장이 징계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징계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판사회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징계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게 됨

- 징계는 사무분담, 근무평정 보다 법관의 독립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바, 법원장의 사무분담권, 

근무평정권에 견제를 하면서 징계청구권에 대한 견제가 없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미국의 

법관회의도 징계에 관여함

- 다만 징계절차가 공개와 친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판사회의의 의결은 사무분담에 대한 

동의절차와 달리 각급 법원 판사회의 전체의 의결이 아니라, 각급 법원 판사회의 산하에 별도의 

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근무평정에 대한 이의 역시 각급 법원 판사회의 전체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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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각급 법원 판사회의 산하에 근무평정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근무평정위원회는 근무평정에 대한 피평정자의 이의를 접수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는 기구인데, 1

안) 근무평정위원회가 이의의 당부를 판단하되 평정서 수정은 불허하고 그 당부 판단을 부기하는 

방안, 2안) 평정서 자체까지 수정하는 방안 등이 있음 

- 징계청구에 관한 동의나, 근무평정에 대한 이의 등을 위한 위원회를 각급 법원 판사회의 산하가 

아니라, 전국 법관대표자회의 산하에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이 보고서에서는 일단 각급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에 대한 견제라는 의미를 고려하여 각급 법원판사회의 권한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작성함)   

  마. 구체적 개정안

현행법 개정법 

제9조의2 (판사회의) 

①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② 판사회의는 판사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판사회의) 

①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판사로 구성하는 

판사회의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 판사의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

2. 판사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에 관한 사항

3. 판사의 징계청구에 관한 동의

4. 다른 법령에 따라 판사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9조의3(전국법관회의) 

① 판사회의의 대표로 구성되는 전국법관회의를 두되, 법원장 

등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에 있는 판사는 그 구성원이 

될 수 없다. 

② 전국법관회의의 의장은 전국법관회의에서 선출하고, 

상임으로 한다.③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재판절차 등 

판사의 인사와 복리, 재판에 관련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는 

전국법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전국법관회의는 제9조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전국법관회의의 업무를 보좌하고 실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⑥ 전국법관회의와 판사회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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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관 평정제도 

  가. 현행 제도

 

○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평정권자 : 소속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이 지원장인 경우 소속 지원 근무 판사는 소속 

지원장, 소속 법원장 등에 대한 평정권자는 법원행정처장임

  - 평정시기 : 매년 1회

  - 평정항목 : 근무성적평정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이고, 

자질평정인 경우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으로 법정되어 있음

  - 평정자료 및 평정결과 비공개 : 평정자료는 무조건 비공개

  - 평정결과는 신청자 중 해당 연도의 평정결과가 현저히 불량하거나, 누적된 평정결과가 불량한 

경우에만 공개, 즉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공개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에도 위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개

  - 이의제도 : 없음

  나. 연혁

○ 1993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

  -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제를 도입하되, 다만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시기, 평정대상 및 평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을 건의함 

○ 1994. 7. 27. 법원조직법 개정

법원조직법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評定)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정기준에는 근무성적평정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질평정인 경우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판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과 자질의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발제문 89 

   

○ 1995. 2. 16. 「판사 및 예비판사 근무성적 평정규칙」 제정하여 근무평정 실시

 - 평정대상 : 판사 및 예비판사(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제외)

 - 평정자 : 소속 법원장

 - 평정사항 : 건강, 직무적성, 직무수행능력, 기타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만,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평정 불가

 - 평정시기 : 판사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매년 2회

 - 평정자료는 비공개

○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2003. 3. ~ 2003. 12.)

 - 직무실적 내지 직무수행능력 평가에 있어서 계량평가방식은 채택하지 않고 재량평가방식을 채택

 - 재량평가방식의 보완방안으로서 평정자가 평정표에 적절한 방법으로 평정대상자의 직무실적, 

직무여건,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된 제반사정 등 평정자의 판단의 자료를 첨부하거나 구체적인 근거를 

기재하도록 함 

 - 평정자는 근무평정을 실시하기 이전에, 희망하는 평정대상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근무평정과 

관련한 자료 내지 의견을 평정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평정자는 법원장 1인으로 하되, 평정자가 평정을 함에 있어서 의견을 수렴한 대상자(수석부장, 

부장판사, 지원장 등)를 평정표에 명시하거나 동인들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독평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함 

 - 평정결과를 10년에 한 번씩 공개를 요청하는 법관에 한하여 본인에게 10년간의 근무평정 결과의 

요지를 공개하고(예를 들어, “10년간 ‘탁월’ 3회, ‘평균이상’ 5회, ‘평균’ 2회”로 공개), 그 후 5년에 한 

번씩 공개함 

○ 2005년 개선

 - 일선 법관들로 하여금 평정을 더욱 의식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됨. 

 - 평정자별 편차 완화 등 평정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 요청 

 - 근무평정에 의한 인사기준 폐지 : 근무평정 활용도 축소 

 - 평정등급 축소 : 5단계 (탁월함, 좋음, 보통임, 조금 미흡함, 상당히 미흡함) ⇒ 3단계 (우수, 보통, 

 제44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① 대법원장은 판사 및 예비판사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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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필요)

 - 고등법원장 평정확인제도 도입 : 1인 평정의 단점 보완 

 - 근무평정 공개제도 폐지

○ 2009년 개선 

 - 법관들의 부담감 가중 및 이로 인한 독립성 침해 우려, 관료화의 심화 가능성, 평정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불안감

 - 근무평정 일부 폐지(유예) : 임관 초기부터 근무평정을 과도하게 의식하여 법관의 독립이 위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조 경력 5년 미만인 판사를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함. 

 - 근무평정에 있어 통계 활용도 축소 

 - 재판장에 대한 평정시 직무실적에 관한 통계자료를 평정표에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 

 - 업무성과에 관한 통계는 평균 내지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으면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통계수치에 

비례하여 평가를 달리하는 방식을 지양함 

 - 평정 관련 의견서 제출제도 등 폐지 

 - 부담감을 완화를 위해 면담 및 의견서 제출 규정을 삭제함. 

○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

 - 한나라당의 주도로 “사건 처리율,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라는 구체적인 항목이 

포함된 근무평정에 관한 조항이 법원조직법에 삽입됨 

  - 상소율, 파기율은 상급심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소위 “튀는 판결”을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함.

  -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을 근무성적평정기준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나, 매년 실시하는 현행 평정방식으로는 평정대상 기간에 대한 파기율, 파기사유와 같은 

자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움 

  - 사무분담의 종류, 사건 난이도의 차이, 겸임사무의 정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직무여건의 차이를 

통계수치에 정확히 반영하기는 어려움 

  - 검사 평정제도와도 불균형

다. 현재 평정제도의 문제점

○ 불투명 

  - 법원장의 종합평정(A, B, C 등)이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전혀 없음

○ 상대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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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중·하로 일정비율을 배당하는 방식임

  - 법원에 속한 일정한 비율의 판사는 하위 평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누적되는 경우 연임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을 수 있음

○ 비공개 

  - 당사자에게 공개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라. 평정제도 유지 여부

○ 폐지안(우리나라 1995년 이전의 상황) 

 - 법관의 신분보장, 재판의 독립 원칙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

 - 법관의 주요 업무인 재판업무의 성격상 평정하는 것이 부적절한 업무임 

 - 평정제도 도입 이후 평정에 따른 논란과 법관들의 피로감, 공정성 시비 등 법관평정제도는 득보다 

실이 큼 

○ 유지안

 - 재판권 역시 국민이 위임한 것이므로 그에 적합한 품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가려야 함

 -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함

 - 인사행정 운영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평정이 필요함 

 - 평정이 없다면 오히려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자의적인 인사운영의 폐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업무성과 제고 및 피평정자의 문제점을 고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마. 검토

○ 판사에 대한 평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 다만 평정이 법관의 독립을 훼손할 위험이 있으므로, 판사에 대한 평정은 다른 공무원에 대한 

평정과는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원조직법은 평정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법정하여 법관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을 평정항목으로 법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함

○ 평정 제도의 목표는 판사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데 있으나, 

판사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자신에 대한 평정이라는 것이 미국 등 외국의 연구 및 우리 법원의 

경험을 통해서도 잘 드러남. 즉, 과도한 평정이 오히려 판사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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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한다는 딜레마가 존재함

○ 평정 제도의 핵심은 판사의 성실성을 측정하면서도(청렴성은 공직자의 기본이고, 청렴성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으며, 청렴하지 못한 판사는 징계 사안), 평정 대상자가 평정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도록 

고안되어야 함

○ 기술적으로 현행 제도처럼 규칙에서 상세하게 정하는 방법, 법에서 상세하게 정하는 방법이 있고, 

전자의 방법을 취할 경우 사법부 내부, 즉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지므로 여기서는 따로 논할 필요가 

없음. 이 보고서에서는 사법부 내부에 맡겼을 때 잘 시행되지 않았던 부분을 법정하고 나머지는 

대법원규칙에 맡기는 절충안을 선택함 

  바. 구체적인 개정안

○ 소속 법원장 이외의 평정권자를 둘 것인지, 다면 평가를 채택할 것인지, 판사회의의 개입이나 

별도의 평정위원회를 둘 것인지 문제되나, 평정대상자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평정, 평정에 대한 

시간과 비용 절감 등의 측면에서 평정권자를 현행과 같이 한 사람으로 하는 것도 허용 가능하므로, 

이를 따로 법정하지 않고 법원 내부의 선택에 맡김

○ 법정되어 있던 평정항목을 삭제하고, 법원 내부에 위임함. 다만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평정할 수 없음을 명시함

○ 재판의 독립성과의 긴장관계, 평정의 진정한 목적 달성, 평정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 등에서 

평정방식은 현행 상대점수를 통한 평정방식이 아닌 서술식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대법원 

현행법 개정법 

제44조의2 (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評定)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정기준에는 근무성적평정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질평정인 경우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판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과 

자질의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의2 (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시킬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정한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평정대상자에게 평정결과를 공개하고, 

평정대상자가가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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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의 위임으로 법원 내부의 선택에 맡기고 법정하지 아니함

○ 법원 내부의 선택에 맡겼을 때 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아니하였음. 

따라서 이 부분을 법정하여 반드시 제도를 두도록 하되, 그 세부적 내용은 대법원규칙에 위임함

○ 다만 이의 제도를 위하여 1안)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여 담당하도록 하는 안, 2안)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담당하는 안, 3안) 전체 판사 대표회의가 담당하는 안 등이 상정 가능하나, 이 부분은 

판사회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것이 조문 체계상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여기서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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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이원화 제도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법률상으로는 보임)제도의 폐해

○ 사법연수원 기수별 판사 수의 증가로 선발에서 제외되는 법관의 증가

○ 고법부장 보임 탈락으로 중견 법관 중도사직 및 전관예우 시비

○ 고법부장 보임에 대한 과도한 의식에 따른 일선 법관들의 불안 증대 

○ 대법원장의 인사권 강화로 인한 사법관료화 심화 및 법관의 독립성 약화 

  나. 단일호봉제 실시

○ 추진배경

  - 1993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와 1997년 법원인사제도개편위원회에서 단일호봉제의 도입을 

논의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음.

  - 대법원은 2001년경부터 단일호봉제 실시를 위한 법관보수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개정작업을 

추진하였고, 최종적으로는 2004. 1. 20.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음.

○ 내용

  - 고법부장과 지법부장 사이의 처우의 편차를 완화 내지 해소

  - 고법부장에 보임되지 않은 법관에 대해서도 동일 경력의 고법부장에 상응하는 보수를 보장함. 

  - 평생 법관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고법부장 선별보임에 따른 중견법관의 사직현상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음. 

  - 법관 등의 봉급표에서 차관급 보수를 받는 고법부장판사급 법관의 직급을 폐지

  - 고법부장판사급 법관의 봉급을 일반법관 및 예비판사와 통합하고, 그 봉급은 근무연수에 따라 1 

내지 17호봉으로 단일화함.

  - 종래 법관의 보수체계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은 직책에 따라 차관급 고정급을, 

일반법관은 경력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봉급액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

○ 고법부장 보임제도 관련성

  - 단일호봉제는 평생법관제를 가능하게 하는 유인으로서, 고법부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폐해(

조기사직 및 그로 인한 전관예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고법부장 선발제도의 폐지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고법부장의 선발제도가 불가피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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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고법부장과 지법부장의 처우의 편차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였음

  다. 이원화 제도의 내용

○ 법관인사규칙에서 고등판사 직급의 창설

○ 고등법원의 구성과 지방법원의 구성을 이원화하여 고법판사는 지원자 중에서 별도로 임용하는 

방안임 

○ 기존 지법부장이 고법부장으로 승진하거나,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에 인사를 교류하지 않음 

  라. 현재의 상황

○ 2011년 판사들의 압도적 지지로 이원화 제도가 도입되었음 

○ 현재 많은 부분이 이원화의 반대방향으로 역행하였음

 - 고등판사가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된 사례가 발생

 -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고등법원 (배석) 판사로 전보

 - 예전처럼 지방법원 단독판사를 마친 판사들이 고등법원 배석 판사로 보임되고 있음

  마. 법원조직법에 이원화 제도를 규정하는 방안

○ 이원화 제도는 현행 법원조직법 하에서도 가능하지만, 그 법적 근거를 두어야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음 

제10조 (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① 고등법원(특허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판사는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전보의 제한) 

제10조에 따라 보임된 고등법원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으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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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개선안  

현행법 개정법 

제44조 (보직) 

① 판사의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신 설〉

제44조 (보직)

③ 고등법원·특허법원에 소속한 판사는 그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고등법원·특허법원 이외의 다른 법원으로 전보할 

수 없고,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에 소속한 

판사는 그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고등법원·특허법원으로 

전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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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판연구관 대법관 선발제도  

○ 대법관이 자신과 함께 근무할 재판연구관을 스스로 선발하는 방안

○ 선출된 대법관의 권한 강화와 대법원장의 인사권 분산 및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지위 평등의 목적 

등이 있음

○ 국회의원도 보좌관 선발권 있음, 미국의 제도에서 착안

○ 공동연구관은 기존의 방식대로 선발하고, 전속연구관만을 선발하는 방안, 연구관 전체를 

대법관들의 협의에 의해서 선발하는 방안 등이 있음. 아래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고, 법에서는 대법관의 선발 근거만 마련함

현행법 개정법 

제24조 (재판연구관) 

①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둔다.

②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③ 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職制)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파견된 재판연구관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재판연구관) 

②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③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재판연구관을 판사로 보하거나 3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職制) 및 자격, 대법관이 임명 

가능한 재판연구관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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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등법원 권역별 법관 임용 제도(지역법관제)

 

 가. 지역법관제

○ 지역법관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중 지방권 특정 고등법원 관할 내 법원에서만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법관은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재직 기간 중 해당 권역 내 법원으로만 전보되어 

특정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는 제도(수도권·강원·제주 지역 제외)임 

○ 지역법관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되기 전에도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타 지역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않는 법관을 지역 간 인사이동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사 관행(이른바 ‘향판제도’)이 

존재하였음

○ 2003. 12. 대법관 간담회 및 법원장회의에 보고되었고, 2004년 정기인사 때부터 시행됨 

  - 신규 지역법관 임용 시 임용성적 하한 차등화로 지역법관 신청 유도

  - 기존 법관의 지역법관 신청도 허용

  - 지역법관으로 10년 근무 후 인사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보 가능

  - 지역법관에게 초임지 및 본·지원 교류 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심의관·연구관 선발 시 지역적 안배, 

해외연수 선발 시 고려

  - 지법부장 및 고법부장 보임 시 배려

○ 2006년 9월 신규 지역법관 임용 시 임용성적 하한 차등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음

  나. 지역법관제의 장단점 

  ⑴ 장점 

○ 법관이 고등법원 권역별로 특정 지역에서만 근무함으로써 인사권의 행사 횟수가 줄어들고, 

안정적으로 재판업무에 매진하게 함 

○ 전국적 전보인사를 하면 법관의 인사이동이 잦아져 재판 공백이 불가피함

○ 법관이 법원 내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는 재직 중 희망에 반하여 

전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잦은 전보인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법관료화 우려가 방지됨

  - 판사들이 선호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으므로 전보 인사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한 관료화가 심화될 수 있음

○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을 요하는 전면적 법조일원화 실시 단계에서 전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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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를 감당하여야 법관에 임용될 수 있다면, 자질과 품성을 갖춘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 곤란

  - 지역법관제를 기초로 고등법원 권역별 판사임용제도가 시행될 수 있음

  - 현재 재판연구원 임용이 고등법원 권역별로 이루어짐 

  ⑵ 단점 

○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 타성적 업무수행 우려

  - 다른 지역의 법조문화가 유입되지 않고 다른 지역 법관들의 업무처리 방식과 태도 등을 접할 

기회가 없어 법관의 경험 폭 협소

  - 사법서비스의 비균질화 우려

  - 지역주민과의 유착 가능성,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

○ 인사운용상의 문제

  - 지역법관 비율이 고등법원 권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여 인사상 불균형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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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법원행정처 개선 방안

1. 법원행정처의 연혁과 기능

  가. 법원행정처의 연혁 

○ 제정 법원조직법이 1949. 9. 26.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15일 소급 시행되는 과정에서 입법자들이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의 하나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사법행정을 행정부로부터 분리하여 

사법부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고, 이는 제정 법원조직법에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 회계와 등기, 호적, 집달리, 사법서사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제8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며 관하법원의 법원행정사무를 지휘·

감독한다(제15조 제3항).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제22

조).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관한 규정(제62조)13”등에 나타나 있음

○ 그 결과 사법행정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관은 대법관회의이지만, 사법행정에 대한 최고 

지휘감독권자는 대법원장이고,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  사법행정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가 출범하게 

되었음

  

13 제정 법원조직법 제62조 

 대법관회의의 권한은 좌와 같다. 

 1. 법관의 임면, 전임 및 보직에 관한 사항 

  2. 법관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3. 법원의 내부규률 및 사무처리규칙에 관한 사항 

 4. 법원행정처장, 동차장 및 대법원서기국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판례의 조사, 수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법령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법원행정에 관한 기타의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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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원행정처의 기능 

○ 위와 같은 취지에서 출범한 법원행정처가 담당하였던 업무는 법원에 관한 인사, 회계와 등기, 호적, 

집달리, 사법서사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였고, 그 조직은 처장 및 차장, 총무국(서무, 인사, 회계, 

용도 기타 사무)과 법정국(호적, 등기, 집달리, 사법서사 및 판례편찬 사무)으로 구성되었음 

○ 법원조직법상 법원행정처 관련 규정은 2014. 12. 30.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 법원행정처의 관장 사무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

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임(제19조 제2항)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실, 

행정관리실, 사법등기국, 전산정보관리국, 재판사무국이 설치되어 있고,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윤리감사관,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안전관리관을 두고 있음

  - 기획조정실의 주요 업무는 법원 조직 및 예산, 시설, 국회 등 대외 관계 업무, 국제 업무 등임

  - 사법지원실의 주요 업무는 재판제도와 재판업무에 관한 사항임 

  - 사법정책실의 주요 업무는 사법정책 및 제도, 사법부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임

  - 행정관리실의 주요 업무는 법원공무원의 인사관리, 총무, 재무(회계),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임

  - 사법등기국은 가족관계등록 및 부동산등기 사무, 전산정보국은 대법원정산정보센터의 관리, 운영 

사무, 재판사무국은 대법원의 재판사무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함 

  - 윤리감사관은 법관 및 직원의 징계, 진정 및 비위조사 등을 담당하고, 인사심의관은 법관 및 직원의 

인사를 담당함

  다. 사법정책연구원의 기능 

○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위해 대법원 산하에 사법정책연구원을 두고 있음(제

20조의 2)

○ 사법정책연구원은 연구기획실, 미래사법정책센터(사법제도팀, 재판제도팀), 통합사법센터 및 

법교육센터, 통일사법센터 및 해외사법센터 등으로 조직되어 있음      

  라. 소결 

○ 법원행정처 조직은 초기의 총무국 기능이 기획조정실, 행정관리실, 윤리감사관 등으로 분화, 

발전하였고, 초기의 법정국 기능이 사법등기국, 법원도서관 등으로 분화,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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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법원행정처 기능 중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실 기능과 별도 조직인 사법정책연구원은 

법원행정처 출범 초기에는 없었던 것임 

  - 초기의 법정국이 재판제도 및 재판업무 관련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가 등기, 호적을 담당하는 

법정국, 재판제도 및 재판업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송무국, 판례 편찬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법원도서관으로 분화, 발전하였다가, 송무국 업무가 현재의 사법지원실로 발전하였음 

  - 사법정책실은 1992. 3. 2. 당시의 사법제도 개혁 요구를 담당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산하에 

사법정책연구심의관실을 설치한 것이 그 시초임

  - 사법정책연구원은 1993년 설치되었던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최초 제안에 기초하여 

검토되었던 것으로,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고, 인접 학문과의 

유기적, 통합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해결방안을 연구하며, 통일에 대비한 사법적 문제에 대처하고, 

외국의 사법제도를 비교연구하며, 외국과의 사법교류 확대를 위한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2014. 1. 

1. 설립되었음

○ 사법지원실과 사법정책실은 정책연구기능 및 성안된 정책을 제도 개선의 형태로 집행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장기적인 제도 및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사법정책연구원과 그 

성격을 달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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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과 개선방향 

  가. 법원행정처 기구의 성격 

○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담당해야 하는 최소한의 업무는 법관 및 직원의 

인사, 징계 관련 사항, 행정관리실이 담당하는 총무업무, 법원 조직 및 예산 업무, 국회 등 대외업무, 

가족관계등록부 및 부동산등기사무, 전산정보에 관한 업무 등임

○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업무의 성격상 법관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진 부서는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임 

  - 기획조정실은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 지원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역할을 매개로 전체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기능을 함 

  - 사법지원실은 재판제도 및 재판업무에 관한 제도개선을 담당하고, 재판업무 관련 통계를 수집, 

관리하는 기능을 함 

○ 사법정책실은 비교적 단기적인 현안에 관한 사법제도 개선의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점에서 

사법정책연구원과 구별되나, 사법정책연구라는 점에서 기능이 중복됨 

  나. 문제점과 개선방향

  ⑴ 사법행정의 전문화·탈판사화 

○ 사법부 출범 초기 법원행정처 구성원의 주류는 법원 직원이었다가 점차 기능과 규모가 확대되면서 

실국장 및 심의관의 주류를 판사로 보하게 되었음 

○ 그런데 사법행정은 ‘사법’의 영역이기 보다는 ‘행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책연구의 단계 또는 

의사결정의 과정에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정책선택과 구체적인 제도개선 등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후의 집행단계에서는 일사 분란한 집행이 필요함 

○ 따라서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관료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업무의 성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담당함으로써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해당 판사들의 관료화를 초래함

○ 법원행정처차장은 대법관으로 임용되는 주요 보직으로 작용하였고,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 

○ 법원행정처 겸직발령은 선발성 인사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와 그렇지 않은 판사의 

차별화를 초래함. 이는 이후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 때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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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은 입법, 예산 확보 등을 위한 대외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판사 본연의 자세에 안 맞는 역할을 하기도 함 

○ 한편, 판사들이 사법행정과 재판업무를 순환함에 따라 법원행정처 겸직기간은 대부분 2년 정도에 

그치게 되는데, 이는 행정의 전문화에도 기여하지 못함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판사들이 겸직하는 사법행정을 법원공무원으로 선발된 변호사들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음

  - 판사가 사법행정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판사직을 사직하고, 법원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하는데, 

판사와 사법행정업무를 순환하는 편법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⑵ 사법행정의 정상화

○ 법원행정처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 중 송무(재판) 및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및 제도개선업무는 

재판업무의 질을 높이고, 법관의 재판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임 

  -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독립의 역사적 산물이고, ‘사법부에 의한 사법행정’의 의미를 가짐

  - 사법부 출범 초기 인력 및 시설 예산 확보를 위한 조직이었고, 법무부의 법률안제출권 등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

○ 한편, 송무(재판) 및 사법제도에 관한 제도개선의 주체는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판사이어야 함

  - 즉, 송무(재판) 및 사법제도 개선방안은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에 의해 입안되어 

판사들에게 제시되고, 판사들이 그 제안을 능동적, 주체적으로 받아들여 재판업무 및 사법제도 운영에 

적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일 것임 

○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송무 및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업무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지휘하는 법원행정처에 의해 수행되는 상황에서 판사들은 법원행정처가 제시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음

  - 결국 판사들은 법원행정처의 제도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이를 소극적으로 방기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

○ 이는 판사의 재판업무를 지원해야 할 사법행정이 오히려 판사들의 재판업무를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판사들의 재판업무에 대한 준입법적 기능을 하는 결과를 낳음

○ 따라서 사법행정이 담당하는 송무 및 사법제도에 관한 개선이 판사들에게 기속적인 ‘지침’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선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안’의 성격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⑶ 법관 인사 담당자의 탈판사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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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의 임면, 전보 및 보임에 대하여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이상 그 지원 및 집행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법관 인사 담당자가 필요함 

○ 법관 인사 담당자를 비법관으로 보하는 경우 법관 근무평정결과를 비법관이 관리하는 것을 

허용하게 됨

○ 이를 강제할 것인지 아니면 법관인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탈판사회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음

○ 예외를 인정한다면, 그 대상은 법관인사에 관한 사무를 다루는 법원행정처차장과 인사 담당자들임 

○ 다만, 이 보고서에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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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인 법률개정안

  가. 사법행정의 전문화·탈판사화 

현행법 개정안

제52조 (겸임 등) 

 ① 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 외의 직(재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관은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며, 제5조제3

항에 따른 판사의 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법관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 중 

고액(高額)의 것을 지급한다.

〈신 설〉 

제52조 (겸임 등)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직위에 

보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없다. 

제68조 (임명)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② 법원행정처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제68조 (임명) 

② 법원행정처차장은 변호사의 직에 있던 사람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71조 (조직) 

① 법원행정처에 실·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③ 법원행정처장·차장·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업무 등을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직명(職名)과 

사무분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실장은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으로, 국장은 판사·

법원이사관·시설이사관 또는 공업이사관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은 판사·법원이사관·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

시설이사관·시설부이사관·시설서기관·공업이사관·

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

법원서기관·시설부이사관·시설서기관·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실장·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실·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1조 (조직) 

④ 실장은 법원관리관으로, 국장은 법원이사관·시설이사관 

또는 공업이사관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은 법원이사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시설이사관·시설부이사관·

시설서기관·공업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시설부이사관·시설서기관·

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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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 구성되는데, 그 중 판사를 법원행정처의 직위에 보하거나 겸임할 

수 없도록 함 

○ 법원행정처차장을 변호사의 직에 있던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함

○ 법원행정처 실장, 국장, 심의관, 담당관을 판사로 보하는 규정을 삭제함

○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을 담당했던 사람이 퇴직 후 바로 대법관 또는 판사로 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년의 경과규정을 둠 

  - 판사 퇴직 후 바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검찰청법 제44조의 

2 제2항 참조), 법원행정처 직위 퇴직 후 3년의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도 순환근무의 편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법원행정처 업무의 원활한 인계인수, 사법행정 담당자의 양성 등을 위해 3년의 과도기간을 

부여하여 개정규정을 2020. 3.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함   

  나. 법원행정처의 재판제도 및 사법제도 연구 기능의 사법정책연구원 이관 

 

현행법 개정안

〈신 설〉 〈신 설〉 

제71조의2 

법원행정처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대법관 또는 판사로 임용될 수 없다. 

부칙 

제1조 제52조제4항, 제68조제2항, 제71조제4항, 제71조의2

의 개정규정은 2020. 3. 1.부터 시행한다. 

현행법 개정안

제19조 (법원행정처) 

①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②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

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 (법원행정처) 

②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등기·

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부칙 

제1조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8. 3.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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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정책연구원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에도 법원행정처의 사법지원실 업무(재판제도 연구)와 

사법정책실의 업무(사법제도 연구)가 중복되는 문제로 인하여 검토가 진행되었음

○ 법원행정처 연구부서의 존치안과 폐지안은 다음과 같음

  ※ 존치안 및 폐지안과 더불어 법원행정처 기구 축소방안도 검토되었음

○ 먼저, 재판제도 및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는 현직 판사가 일부 관여할 필요가 있음 

  - 판사 출신 변호사가 법원공무원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재판업무 등에 관한 경험이 부족할 

수 있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법원행정처의 전문화, 탈판사화를 전제로 하면, 판사가 관여하는 재판제도 및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는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이관되는 것이 불가피함 

○ 사법정책연구원과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실의 연구기능은 장기와 단기(현안) 업무로 일응 구분할 

수 있지만,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사법정책연구원이 단기(현안)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것도 아님 

  - 나아가 법원행정처가 단기 재판업무와 사법정책업무에 관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사법행정권의 남용 및 사법관료화 현상을 낳을 수 있음

○ 정책연구결과를 구체적인 제도 개선 등의 형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측면은 

있음 

  - 그러나 법률개정 및 대법원규칙, 예규에 관한 사항은 현재도 기획조정실 업무임 

1. 존치안의 논거   

○ 사법정책연구원은 그 취지상 보다 장기적인 사법정책 및 재판제도개선 등의 연구업무에 중점을 두고 운영됨이 

바람직

○ 장기적 정책연구과제는 사법정책연구원에 이관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현안 대응 위주의 업무 및 사법정책 관련 

행정업무(국회 관련 업무, 각종 위원회 운영, 입법 추진), 즉시적인 재판제도 개선 관련 연구업무 등은 법원행정처 

내부의 정책부서가 담당함이 효율적

○ 정책연구결과를 구체적인 제도 개선 등의 형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고, 효율적인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및 입법 추진 등의 대외업무 등을 위해서라도 법원행정처 내부의 정책부서가 필요 

○ 사법정책연구원과 법원행정처의 관련 기구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음

 

2. 폐지안의 논거 

○ 현재 사법정책실이 수행하는 관련 업무의 대부분을 사법정책연구원이 수행할 수 있음

○ 동일한 기능 중복은 향후 입법 추진 및 예산 확보 과정에서 부정적 요소로 지적될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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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이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 개정안으로 입안되면, 그 이후의 사무처리는 

행정부 내 법제처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처리할 수 있음 

○ 재판제도 및 사법제도 연구 및 집행기능에 있어서 법원행정처와 사법정책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법원행정처는 행정기관이므로, 행정기관에서 재판제도 및 사법제도 연구 및 집행을 통해 판사들의 

재판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함

  - 이는 법원행정처의 탈판사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더더욱 그러함. 즉, 탈판사화 이후 판사가 아닌 

사람이 입안한 재판제도 및 사법제도 개선이 법률 및 대법원규칙 외의 형식으로 판사의 재판업무를 

좌우하는 것은 부적절함

  - 연구기관의 제도개선방안은 지침 보다는 제안의 성격을 갖기가 더 수월하고, 이를 수용하여 재판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개별 판사 또는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등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사법정책연구원은 판사 이외에 교수 연구자들이 있으므로 판사의 시각을 벗어나 재판제도 및 

사법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장기와 단기 현안 문제를 한 기관에서 검토함으로써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음   

기획
제1심의관

1. 사법행정, 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집행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

2. 국회, 행정부처 기타 대외 관계 업무

3.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의 계획·집행 및 관련사항의 처리

4. 실내 타 담당관의 분장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획
제2심의관

1. 법령, 규칙, 내규, 예규의 조사연구 총괄 및 제정개폐

2. 법령안 의견회신에 대한 조정총괄 및 다른 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령질의 회답

3. 법관 및 법원직원의 국내 연수(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 연수 포함)에 관한 계획의 총괄 

및 조정과 그 집행(단, 인사운영 ㆍ 인력운영심의관 분장사무는 제외)

4. 법원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소송

5.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6. 사법행정자료의 수집, 분석, 편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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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가칭) 법관독립위원회 설치 방안 

1. 법관윤리 관련 변천 

  가. 담당 기구의 변천 

○ 현재의 윤리감사관실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대법원 인사관리실(또는 인사실) 소속 인사제3심의관이 

법관에 대한 징계와 상훈, 법관에 대한 진정, 비위사항의 조사, 법관윤리강령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는데, 

인사관리실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였고, 인사제3심의관은 지방법원 단독판사로 보하였음

○ 현재의 윤리감사관실은 2005. 12. 21.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2006. 

2.경 정기인사 시에 윤리감사관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하였음

  - 윤리감사관실이 설치된 이유는 2005. 12. 21. 위 규칙 개정 시 종래의 인사실이 폐지되고, 법관 

및 법원직원에 대한 인사업무를 법원행정처 차장 밑의 인사제1, 2심의관이 담당하게 하면서, 종래 

인사제3심의관이 담당하던 업무를 윤리감사관에게 담당하게 하고, 법관윤리 관련 업무의 강화를 위해 

윤리감사관을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으로 보하고, 그 밑에 윤리감사제1담당관(법관 담당), 윤리감사제

2담당관(법원직원 등 담당)을 둔 것임

  나. 법관윤리강령에 관한 변천 

○ 법관윤리강령은 1993년 ~ 1995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추진했던 사법개혁의 산물로서 1995. 

6. 23. 대법원규칙으로 제정되었음

○ 제정 법관윤리강령은 그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실질적인 법관의 행동지침으로 작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1998. 6. 11. 다소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1차 개정 당시 법관윤리강령 등의 제정·개정안 및 법관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윤리강령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위원회 출범식을 위한 1회의 회의를 가졌고,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대법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기능이 일부 중복되자 2006. 5. 

법관윤리강령위원회는 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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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한계

  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 등 5인의 위원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부위원장 등 4인의 위원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함 

○ 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임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함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1항의 재산등록 관련 사항 및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등의 사항 외에도 “1.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운영지침 개정안의 심의, 

2. 법관윤리강령 세부실천지침 제정·개정안의 심의, 3.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의견제시, 4.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한 윤리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5.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의 확립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에 대한 건의, 6.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의 심의”등을 담당함(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1조의 2)

  - 한편 위 제11조의 2 규정에 우선하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1.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의 심의, 2.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의견제시, 3.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한 윤리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4.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의 확립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건의, 5.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 6.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의 비위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등으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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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한계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윤리강령의 구체화를 위해 권고의견을 제시하여 왔는데, 2016. 

12. 21. 권고의견 제11호까지 의결하였음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윤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고 있음에도 그 동안 사법행정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이를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이와 관련한 권고의견 등을 의결한 

적이 없음 

○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사항 등에 관한 것이고, 

법관윤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대법원장이 해당 안건을 부의하였을 때 심의하는 등 그 활동 

자체가 수동적인 데에 원인이 있음 

  - 이는 위원회의 성격상 법원행정처의 의사결정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렵고, 간사인 윤리제

1담당관 역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윤리감사관의 의사에 반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보고할 수 없기 

때문임 

○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와는 별도로 (가칭)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권고의견 제1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2006.)

권고의견 제2호 “법관의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하여”(2007.)

권고의견 제3호 “법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관의 공개적 논평이나 의견표명시 유의할 사항”(2009.)

권고의견 제4호 “법관이 퇴직 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때 유의할 사항”(2009.)

권고의견 제5호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2010.)

권고의견 제6호 “법관이 법정 언행 및 태도에서 유의할 사항”(2011.)

권고의견 제7호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2012.)

권고의견 제8호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2013.)

권고의견 제9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유의할 사항(2)”(2014.)

권고의견 제10호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2015.)

권고의견 제11호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의사소통 등에서 유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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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관독립위원회 설치 방안

  가. 법관독립위원회의 기능 

○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한 조사, 심의 및 대책과 의견제시를 

담당함 

○ 법관의 독립은 법원 외부(정치권력과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나 법원 내부(사법행정 담당자, 법관 

등)에 의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와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함 

  나. 법관독립위원회의 설치 형태

○ 대법원 소속 위원회로 설치하는 방안과 법원 외부의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법관의 독립에 관한 업무는 사법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고, 독립기관의 경우 별도의 사무기구 

설치 등 예산이 소요되므로 대법원 소속 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이 적절함 

  다. 법관독립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함 

○ 위원장의 자격 

  - 1. 판사, 검사, 변호사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3.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 위원회의 구성 

  - 대법관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1명 

  - 전국법관회의에서 추천된 법관 3명

  - 상임위원 1명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 법조윤리 관련 법학교수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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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 

  - 윤리감사관을 상임위원으로 하되, 윤리감사관은 법원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함 

  - 윤리감사관은 10년 이상 위원장의 자격과 같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법원관리관으로 임용함(고등법원 부장판사급)  

  -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

  - 윤리감사관은 법관징계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아니함

  - 상임위원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라. 윤리감사관과 법관독립위원회의 관계 

○ 윤리감사관의 지위 격상과 법원 외부에서 공개모집에 따른 임용은 검찰청법 소정의 감찰담당 

검사의 예와 유사함. 다만, 감찰담당 검사는 검찰청 내부에서도 모집할 수 있음

○ 윤리감사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더라도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직원이어서, 법원행정처 처장 및 

차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윤리감사관 1인의 감찰활동에 의존하는 경우 여전히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건이 축소, 은폐되거나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이에 전국법관회의가 관여하고, 법원 외부의 사람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해 윤리감사관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마.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법관독립위원회의 관계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유업무는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이고, 법관독립위원회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항에 관한 것임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윤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1항 제4호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임 

○ 공직자윤리법이 예정하지 아니한 법관윤리에 관한 사항을 계속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담당하게 

할 것인지, 법관독립위원회가 담당하게 할 것인지가 문제됨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윤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명문으로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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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닌 점, 연혁적으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별도로 법관윤리강령위원회를 설치하였다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윤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법관윤리강령위원회를 폐지한 

점, 법관윤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전국판사회의의 관여가 필요하고, 법관의 비리 문제 역시 은폐, 

축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위원회의 관여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독립위원회가 

법관윤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는 것이 적절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법원조직법에 규정을 둘 필요가 

없으나 법관독립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원조직법에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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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체적인 개정안

현행법 개정안

〈신 설〉 제9편 법관독립위원회

제81조의13(법관독립위원회의 설치)

① 법관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독립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81조의14(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제81조의3 제2항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법관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1명

2. 전국판사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3명

3.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추천하는 검사 1명

4.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5. 법조윤리 관련 법학교수 2명 

6. 대법원 윤리감사관 

제81조의15(윤리감사관)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10년 이상 제81조의3 제2항의 직에 있었던 자 중에서 

법원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절차를 통하여 임용한다. 

② 윤리감사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용한다. 

③ 윤리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윤리감사관은 법관징계법 제2조14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윤리감사관으로 한다. 

14 법관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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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개정안

제81조의16(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1조의17(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1조의18(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의견 

제시

2. 법관의 비위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

3.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

4.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

② 상임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에게 제2항의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81조의19(위임규정)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1조의20(준용규정)

제81조의8, 10, 11의 규정은 위원회에 준용한다.15

부칙 

제1조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8. 3. 1.부터 시행한다. 

15  제81조의8 (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1조의10 (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매년 그 연도의 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1조의11 (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사무기구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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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 이 보고서의 첫번째 과제는 대법원이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구성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음

  - 현재 대법원장에 의한 대법관 제청권은 종래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기여하는 바가 있었지만,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적 대표성을 갖추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법관추천회의의 제청권,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제도를 검토하였음

  - 대법원장에 의한 대법관 제청권을 유지하는 현행 헌법 하에서 대법관추천위원회의 구성방식과 

심리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한편, 대법원의 구성방식과 함께 검토하였던 것은 최고사법행정기관의 설정과 구성방식에 관한 

것이었고, 이는 헌법 개정을 할 때에 참고가 될 것임  

  - 종래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부여되었던 최고사법행정기관의 역할을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된 

최고사법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식은 사법행정으로 재판의 독립,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의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 보고서에서는 최고사법행정기관을 제정 법원조직법과 같이 대법관회의로 하되, 

대법관추천회의의 강화를 통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전환하여 대법관회의가 

실질적인 최고사법행정기관으로 기능할 것을 기대하였음   

○ 한편, 법관의 사법행정에 대한 참여와 자치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법원 판사회의를 

의결기구화하고, 전국법관회의를 상설화하며, 전국법관회의에 대법관추천위원회, 법원인사위원회, 

법관독립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법관의 인사, 복지, 재판사무에 관련된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법원인사제도에 있어서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이원화 제도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사법행정권 자체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탈판사화와 사법정책연구원과의 

기능중복을 해소하려고 하였음

○ 현재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중 법관윤리 부분과 관련 기능을 가칭 법관독립위원회에 부여하고, 

윤리감사관을 외부 공모에 의하여 임용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독립 침해를 예방하고, 법관윤리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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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및 대법관선거법 제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할 선거인단(이하 선거인단이라고 한다)의 정수, 

조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자격) 

   ①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선거인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법관의 자격 있는 자를 선거인으로 하는 

예비선거에서 이를 선출한다.16   

   ② 제7조 제1항 각호의 추천인은 제4조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3조 (선거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

    1. 민법에 의한 제한능력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4조 (선거인단의 정수) 

   ① 선거인단의 정수는 100인으로 하되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선거의 공고일 현재 법관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 중에서 50인, 기타의 자 중에서 50인으로 한다.17

     ② 선거인의 예비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선거인의 자격조사) 

   선거인의 자격은 선거관리자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한다.

   제6조 (선거일의 공고) 

   ① 선거는 임기만료의 경우에는 그 만료 20일 전에, 사임·사망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선거일은 그 2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후보자의 추천) 

   ①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의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선출하여 추천한다. 단, 그 

직위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법원장, 대법관, 고등법원장

    2. 국회 의장이 지명한 선거인의 자격 있는 국회의원 6인

    3. 헌법재판소 소장

    4. 검찰총장

16 제2공화국 제도는 간접선거 방식을 취하고 있었음. 즉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그 선거인단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출하는 방식인데, 직접선거의 방식을 취할 때는 사실상 인원수가 가장 많은 변호사 집단이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점, 후보자들이 직접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고, 후보자의 검증도 간접선거로 뽑힌 선거인단에 의한 것이 전문성과 
시간, 비용이 절약되는 점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이 보고서에서도 간접선거제를 선택하였음

17 대법원장과 대법관도 법원의 조직원인 점, 변호사와 검사는 이해당사자인 점, 후보자 검증의 전문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2공화국 
당시의 법률을 그대로 따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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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한변호사협회장

    6.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7.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② 대법원장은 전항의 후보자추천인단의 의장이 된다. 대법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장직무대행자가 

의장이 된다.

   ③ 후보자의 추천은 피선될 자의 정수의 3배로 한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 대법원장의 후보자로서 추천된 자로서 대법원장으로 당선되지 

아니한 후보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대법관의 후보자가 된다.

   ⑤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2항에 규정된 

자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서면을 받은 때에는 후보자추천인회의에 그 취지를 밝혀야 한다.

   제8조 (후보자의 자격) 

   후보자는 인격과 학식을 겸비하여 최고법원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법원조직법 제42조에 

규정된 직에 있던 자가 아니면 아니 된다. 단 자격산정의 기준은 선거일 현재로 한다.

   제9조 (후보자의 결격사유) 

   법원조직법 제4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10조 (후보자의 공고)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일전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추천된 후보자의 명단은 후보자의 

동의를 얻은 후 선거일의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법관의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당선선포 후 대법관의 선거 전에 이를 공고한다.

   ② 추천인은 후보자명단의 공고가 있을 때까지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고에는 후보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후보자가 제출한 이력을 동시에 공고하여야한다.

   ④ 후보자가 선거일 전에 대법관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선거) 

   ① 선거는 선거인단의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 하에 대법원장은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써, 대법관은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득표로써 당선된다. 득표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선거를 완료하고 그 당선을 선포한 후에 대법관을 

선거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재차 선거하되 다시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선거인의 출석이 과반수에 미달할 때에는 5일 이내로 다시 선거일을 정하여야 하며 재차 공고된 선거일에 

있어서는 출석인원만으로써 선거한다.

   제12조 (투표) 

   ① 투표는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며 투표용지에 후보자 1인의 성명(국문 또는 한문)을 기재함으로써 행한다. 

단, 수인의 대법관을 동시에 선거할 때에는 피선될 자의 수에 해당하는 성명(국문 또는 한문)을 연기명으로 기재한다.

  ② 투표용지에 비밀을 침해할 염려 있는 표시가 있거나 동일인의 성명을 2개 이상 기입한 것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13조 (선거관리와 감표) 

   ① 이 법에 의한 선거는 법원행정처장이 관리하며 법관 1인, 검사 1인, 변호사 1인이 감표원으로서 투표 및 개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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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다. 단, 후보자는 선거관리자 및 감표원이 될 수 없다.

   ② 투표의 유효, 무효는 감표원이 결정한다.

   ③ 처장은 선거사무부를 설치하여 사무를 담당할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이 법관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명한다.

   ⑤ 선거관리자는 투표 및 개표의 결과를 기록·작성하여 투표와 개표에 관한 상황을 기재하고, 투표·개표입회인과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선 후 임명) 

   ① 법원행정처장은 당선이 결정되면 즉시 이를 선포하고 대통령에게 그 임명을 요구하며 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전항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당선자를 임명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임기의 개시는 

임명일부터로 한다.

   제15조 (선거운동의 금지) 

   이 법에 의한 선거 또는 예비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은 일체 금지한다. 단 단순한 선거에 관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제16조 (비용) 

   선거인의 선거를 위한 여비, 일당 기타 선거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 (선거소송) 

   이 법에 의한 선거 또는 예비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벌칙) 

   ① 누구든지 후보자의 추천을 받게 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예비선거의 경우를 포함한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금품의 수수 및 알선향응, 재산상의 이익 

또는 신분상의 약속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예비선거의 경우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당선인의 처벌로 인한 당선무효) 

   ① 당선인이 이 법에 규정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된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는 당해재판장은 그 판결서등본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효)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중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재판의 관할) 

   이 법에 의한 선거사범과 그 공범에 대한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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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1

李 國 運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법학부 교수, 헌법/법사회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Ⅰ. 법원 개혁, 특히 사법행정권의 행사기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구·유지원 두 변호사님이 내놓으신 여러 대안들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저는 일단 두 분의 

현실 진단과 문제의식 자체에 대하여 깊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특히 이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헌법 

개정의 방향과 골자에 관하여 발제자들의 생각과 몇 가지 견해를 달리하는 점을 첨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임무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주로 헌법 개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의 상황이 법률 개정의 

차원에서 개선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헌법 개정의 다른 방향과 골자를 택하더라도 두 분의 발제에서 법률 개정이나 그 이하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들 거의 대부분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는 점을 부언해 둡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짧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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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발제자들이 사법행정권의 개혁 문제를 전체 보고서의 중심에 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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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을 지키는 최상의 대안으로 삼았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사법의 독립을 침해할만한 잠재적인 상대방이 정치권력이나 일시적인 여론으로 

바뀌었을 뿐, 기본구조는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껏 대한민국의 헌정체제가 제왕적 

대법원장체제로 일컬어지는 독특한 모습을 가지게 된 구조적 원인입니다.

발제자들은 최근의 국제인권법학회 건 등을 들어 이와 같은 독특한 체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저 역시 이러한 판단에 대하여 전적인 찬동을 표시합니다. 사실 

재판하는 판사가 사법행정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누구도 자신의 재판에 판사가 될 수 

없다는 자연적 정의의 원칙에 반할뿐더러, 비교법의 관점에서도 오히려 예외에 가깝습니다. 지난달에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인사를 포함한 각종 사법행정에 관여하던 판사가 다음 달에 법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재판을 하는 모습은 선진 민주국가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민주적인 

사법체제, 즉 재판권과 사법행정권을 분리함으로써 사법기구 내에서도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돌아가는 새로운 사법체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루바삐 이러한 풍경에 작별을 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 보고서가 사법행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최고사법위원회 등의 방안을 

고려하면서도 결국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관회의를 사법행정의 최고기구로 삼는 선택을 한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법관들 역시 여전히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며, 

격무에 시달리는 대법관들이 (아무리 24명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대법관회의를 이루어 제대로 

사법행정을 담당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몇 년 전에 현행 헌법의 틀 속에서 

사법행정권을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으로 유사한 방안을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헌법 

개정까지를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한다면, 굳이 지금까지의 제왕적 대법원장체제를 전제로 논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사법행정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국회 또는 다른 대의기구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 주의했음인지, 최근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2소위 사법부 분과위원회는 

사법행정권한을 행사하는 사법평의회를 헌법기관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완전히 독립된 최고헌법기관으로서의 사법평의회를 헌법적으로 신설하여, 법관의 임용,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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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징계, 내지 법원의 예산 및 사법정책 수립 등 사법행정권한은 물론, 대법원규칙제정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한 것으로서, 독립성, 중립성, 최고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재적의원 5

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8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법률이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2년 전에 몇몇 동료 교수님들과 함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제안하면서, 사법행정권에 

관하여 유사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안에서 사법행정기구의 명칭은 사법행정위원회였으며, 

지역대표형 참의원의 신설 등을 전제로 한 까닭에 그 구성은 민의원이 선출하는 4인, 참의원이 

선출하는 2인, 그리고 자치분권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하고, 법관의 

인사를 포함한 사법행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되, 어떠한 형태로도 재판에 간여할 수 없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이국운 외 4인, <지방분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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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사법행정분야의 전문성과 식견을 

인선의 기준으로 삼고 자격 요건은 최소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국회 개헌특위자문위 

사법분과위의 제도 설계를 따르자면,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6인이 있으므로, 차라리 전체에서 

법관자격자의 숫자가 절반 미만이 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법평의회(또는 

사법행정위원회)의 구성원은 당연히 헌법상 탄핵 소추 및 심판의 대상자로 추가되어야 할 것이며, 

그밖에도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침해 방지 장치(사법방해죄?)를 헌법 또는 관계 법령에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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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와 같이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별도의 헌법기구를 만들게 된다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질문은 과연 현재와 같은 강대한 법원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은 

당연히 대법관들 중의 선임자라는 원래의 위상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며, 그러면 다들 재판에만 

열중하는 마당에 굳이 대한민국 모든 판사를 하나의 관료제에 몰아넣는 지금의 체제를 고집할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의 법원 조직을 유지하는 것은 해묵은 문제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할 다툼이나 대법원의 사건 부담 등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아무런 이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왕에 70년 묵은 사법체제를 개혁한다면, 다원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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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제도가 유지되는 

한 이러한 추세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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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화하려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각 최고법원 및 법원의 판사 임용과정이 세심하게 고안되어야 하겠고, 

형사재판에는 배심을, 민사를 포함한 각 전문재판에는 참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제도의 유지를 전제로 복수의 최고법원을 두는 전문법원체제로 가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의 법원조직을 소위 민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통상 법원 조직으로 두고, 

행정, 특허, 가사 재판의 경우에는 현재의 법원 내부에 있는 관련 전문조직을 독립된 법원으로 

분리시키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원 조직은 사실상 노동 법원 정도지만, 이 또한 사회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법령해석의 통일 문제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헌법에 

규정을 두어 전문법원들 사이에 특별부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관할권의 분배에 있어서 통상 법원에 

보충적 관할권을 인정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도 

전문법원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겠지요. 

어떤 경우든 독일식 전문법원체제로 가면, 각 최고법원은 사건부담에 따라 지금의 대법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서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최고법원 판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상고심의 사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여기에 각 전문법원 별로 관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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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 안팎에서 널리 최고법원 판사를 임용하고, 형사배심과 민사 및 전문 참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 

한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2년 전의 헌법개정안에서 이러한 체제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적용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음을 헌법 문서에 

명시하고, 헌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선거재판권 및 명령·규칙·조약에 관한 위헌심판권에까지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구성에서 일반 사법기구의 간여를 배제하고, 모든 헌법재판관을 

양원합동회의의 선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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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권을 일반재판권, 

행정재판권, 가사재판권, 노동재판권, 특허재판권으로 구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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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도록 했습니다. 전문 법원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혼선을 막기 위하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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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전문법원체제를 시행한다면, 법관인사권을 분배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최고법원장과 최고법원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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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법원장이나 

최고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현재의 시스템을 일부 원용하여 사법평의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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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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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초두에 언급했듯이, 발제자들께서 그 다음에 쓰고 계신 각급 법원장의 임명 방법 개선방안, 

판사인사제도 개선방안(법관임기제, 판사회의 실질화 및 전국법관회의의 신설, 법관평정제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이원화, 대법관의 재판연구관 선발제도, 고등법원 권역별 법관임용제도-

지역법관제), 법원행정처 개선 방안, (가칭) 법관독립위원회 설치 방안 등은 위에서 제가 헌법 개정을 

전제로 제안한 새로운 사법체제에서는 방향과 위상을 재조정하여 개혁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을 

듯합니다.

먼저 헌법개정사항부터 말씀드리자면, 법관임기제는 개인적으로는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적격 법관을 걸러내는 장치로 남겨두려는 국민대중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각급 법원장의 임명 방법 개선방안, 판사인사제도 개선방안 중 판사회의 실질화 및 

전국법관회의의 신설, 법관평정제도, 법원행정처 개선 방안, (가칭) 법관독립위원회 설치 방안 등은 

사법평의회(또는 사법행정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신설될 경우 반드시 후속 입법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들입니다. 제 생각에 현재의 법원행정처에서 총무, 의전, 사건 배당 및 진행 기능만 빼고 나머지는 

다 이전하면서, 법관평정제도와 법관독립수호기구의 구성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바는 판사회의 실질화 및 전국법관회의의 신설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구가 각 

전문법원별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사법평의회(또는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이국운 외 4인 안(2015. 9.)은 기실 이 점을 후속입법에 

포함시킬 것을 전제했었습니다만, 사법평의회(또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제도 설계 여하에 따라서는 

전문법원별 각급 판사회의를 헌법에 포함시킬 필요도 있겠습니다. 마이너한 문제입니다만, 대법관의 

재판연구관 선발제도 역시 각 최고법원판사의 권한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이원화와 고등법원 권역별 법관임용제도-지역법관제)에 관해서 저는 

과거에 현행 헌법의 틀 속에서 분권사법을 달성하는 방안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개정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사법평의회(또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제도 설계에 포함시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와 함께 이 문제는 정공법을 택하여 자치법원의 문제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는 현재 국회가 독점하고 있는 법률제정권의 일부를 헌법에 규정을 두어 

광역자치의회에 넘겨줄 것을 전제로, 각 광역자치의회가 제정하는 자치법률의 해석·적용권한 또한 

자치법원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외국에 여러 입법례가 있습니다만, 이국운 

외 4인 안(2015. 9.)에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성급하게 선택하지 아니하고, 일단 헌법에 입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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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를 전제로 사법권의 분권화에 대해서도 자치법원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만을 두고 

차차 입법차원에서 시도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나 행정 쪽에 비하여 사법의 

영역에는 한국 사회의 자치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판사집단 내부에 향판이 

있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그것만으로 각 지역 사회가 사법자치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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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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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인사제도의 

개혁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평의회(또는 사법행정위원회) 구상과 관련하여 이 가운데 

주목해야 할 점은 수사권 조정과 검찰인사제도의 개혁이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만약 검찰개혁의 논의과정에서 검찰이 기소권과 공소유지권과 함께 보충적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가진 기관이 되고, 일차적인 수사권은 경찰을 비롯한 여러 형사사법기관들에게 주어지는 쪽으로 

결정이 된다면, 헌법 개정과정에서 검사인사권한을 현재처럼 대통령-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할지, 

아니면 사법평의회(또는 사법행정위원회) 내부에 판사인사위원회와 별도로 검사인사위원회를 두는 

방식으로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외국에 여러 입법례가 있습니다만, 크게 보아 다음의 둘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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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아예 검사인사 문제까지도 사법평의회(또는 사법행정위원회)의 관할권 내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검사장 직선제를 외롭게 주장하면서, 언제나 전자의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 권력이 검찰인사권을 놓을 리 없고, 그것을 전제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면 검사장 직선제 등을 통해서라도 국민이 직접적인 견제 수단을 가지는 수밖에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법평의회(또는 사법행정위원회) 구상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자꾸만 후자의 방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검찰 역시 수사권을 휘두르는 권력자이기 

이전에 정의와 공평과 인애의 법적 요구 앞에 겸허해야 할 법률가이어야 한다면, 헌정 70년에 이르는 

시기에 이제 그만 정치적, 행정적 권력을 놓고 법적 권력만을 행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만약 

앞으로 펼쳐질 백화제방의 헌법 개정 논의에서 그 쪽으로 국민대중의 합의가 모아진다면,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라는 어색한 별칭을 놓고 본격적으로 사법기관으로서 거듭나야만 할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른 기회에 생각을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지정토론 2 -

차성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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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2

차성안

1. 5대 입법과제와 이번 지정토론의 관점

나는 행정처가 조직적으로 축소, 무산을 시도한 2017. 3. 25. 개최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법관독립강화의 관점에서”라는 토론회에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의 분산을 위한 5대 입법과제를 제시하며”라는 제목으로 30페이지1 가량의 발제형 지정토론

2을 한 바 있다. 당시 나는 김영훈 부장판사의 발표문3에서 제시된 대책들에,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미국연방법관대표회의를 참고해 한국 법원에도 만들어, 최고의사결정기구화하는 것을 추가해, 5

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법률개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 5대 입법과제를 선별한 것은, 그것이 

법관관료화를 방지하고 법관과 재판의 독립, 특히 사법행정권 내부로부터의 법관독립을 이루는데 

핵심적이기 때문이었다. 그 5가지는 1) 상근판사 중심의 행정처 해체 및 재구성 법원조직법 개정안(

전국단위), 2) 사법정책 최고결정 기관으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창설 법원조직버 개정안(전국단위), 

3) 법원장 호선제 법원조직법 개정안, 4) 각 법원 판사회의 운영위원회 선거를 통한 구성과 사무분담권 

부여, 5) 고등부장 승진폐지를 위한 지방법원/고등법원 이원화 명문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었다. 

다만 토론과정에서, 사법행정권 구조 변화를 이원화 정책에 대한 부당한 비판처럼, 재판서비스의 질 

개선과 결합시켜 초점을 흐리려는 시도가 발생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법관 2~3배 대폭 증원이라는 

근본적 양적확대 없이는 일상적 과로로 머리가 세척되는 법관들이 재판의 질적 변화를 이뤄내기는 

1 부록으로, 앞으로 입법적 시도를 할 분들을 위해, 독일 사무분담위원회, 미국 연방법관대표회의에 관한 독일 법원조직법, 미국연방 법원조직법의 
관련 규정도, 개인적으로 모집한 사법선진화 TFT 번역팀의 도움을 받아, 번역해 첨부해두었다. 매우 유용한 비교법적 번역자료인데, 적극 참고를 
요청한다.

2 차성안,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의 분산을 위한 5대 입법과제를 제시하며”,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법관독립강화의 관점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7. 3. 25.

3 김영훈, “법관의 독립확보를 위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법관독립강화의 관점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7. 3. 25.위 토론회에서 이루어진 김영훈 부장판사의 발표는, 법관 관료화를 초래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과, 비대화된 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법관 발탁, 승진 체제의 민낯을 훌륭하게 분석하고 있고, 그 대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유지원, 이용구 변호사의 연구에서 현재 사법행정 구조 분석과 대책 마련에 있어 현직 판사의 연구물 중에는 가장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김영훈 부장판사의 탁월한 연구성과가 제대로 검토, 고려되지 않은 느낌을 받았는데, 이후 최종 연구결과물에는 보다 많이 검토,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위 김영훈 부장판사의 연구결과물 자체는 개인적인 연구성과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의 여러 판사들과의 
난상토론에 가까운 논의들이 있었고, 이를 모두 섭렵, 반영, 검토한 김영훈 부장판사의 연구물은, 개인적인 경험만으로 작성된 논문이 가지는 
한계도 극복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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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5분 재판을 30분의 경청과 토론의 재판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법관 2~3배 

대폭증원을 6대 입법과제로 추가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법원 행정처의 가장 강대한 권한으로서 

법관 관료화의 가장 큰 원인이지만, 너무 견고해서 일단 뒤로 미루자는 생각에서 뺀 문제점인 전면적 

지역 전보인사제, 경향 순환근무제도, 재판의 질 확보에도 필수적인 사법부의 지방분권화 이슈로 7대 

입법과제로 추가할까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구체적 입법원칙으로 다섯가지를 제시했다. 1) 5대 입법과제를 유기적으로 결하해 

동시추진하기, 2) 대법원 규칙으로의 포괄위임을 경계하고, 구체적 법률조항들로 짜기, 3) 미국, 

독일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된 구체화, 4) 법관인사규칙, 판사회의 등 기존법령

(연혁법ㅂ령 포함)의 변용을 고려하기, 5) 5대 입법 과제의 궁극적 지향점 : 일본류의 관료사법을 

벗어나 선진국 사법모델로.

이미 5대 입법과제의 구체적 내용들과, 그 구체적 입법원칙에서 정한 입장에서, 다른 구체적 

대책안을 바라보면, 자신의 대책들과의 단순 비교에 빠지기 쉬운 위험이 있다. 이걸 피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토론의 관점은 우선, 법관 관료화의 근본원인인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의 분산과 비대화된 

행정처의 해체 및 재구성에 충실한 대책인지를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다. 그리고, 구상된 대안들이 

실제 작동할 것인가라는 관점에 천착하려고 노력했다. 단순한 이론적 추론으로 구체적 대안을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고 무책임할 수 있다. 1993년에 이미 관료적 사법행정 구조에 대한 대안으로, 

판사회의를 도입했지만, 근본적으로 법관 관료화가 심한 일본의 판사회의 틀을, 그것도 일본보다도 

약화된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화를 도입한 실책이 바로 그 대표적 예이다. 더구나 미국, 독일 

등 사법선진국의 판사들 대표체가 선거에 의한 소규모의 대의제 위원회 형태인 것은 간과하고, 

수십, 백여명, 큰 법원은 수백명의 판사들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 형태의 일본에나 존재하는 판사 

회의체를 도입해 기능부전을 초래했다. 법관인사위원회를 강화하는 안도 1993년에 이미 제시된 걸로 

기억하는데, 역시 완벽한 실패이고, 오히려 제왕적 대법원장과 비대화된 행정처에게, 견제와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기만적 방어막만 제공한 측면이 크다. 

이번 2017년 사법개혁은, 사법행정의 구조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용기있는 개혁을 넘어서, 실제로 

작동하는 장치인지를 철저히 검토하여, 책임있고 능력있는 사법개혁으로 나가기를 희망한다. 

용기있게 사법개혁을 주창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실제 작동하는 제도들을 고안해 구체화하는 

것은 용기만으로 되지는 않으며, 전문성에 기반한 능력과 책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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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의 대상이 된 연구용역도 이러한 용기 있는 사법개혁을 넘어선, 전문성에 기반한 능력 있는 

사법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이해하고, 그에 대한 검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감사를 표한다.

어떤 제도가 실제 작동하는지 잘 살피기 위해서는, 한국의 사법행정의 기능을 현실에서 살피는 

동시에, 역사적 관점에서 연혁, 변천과정을 살피는 사회과학적 연구방법론과 독일, 미국, 일본 등 

한국 사법행정 구조에 큰 영향을 준, 또 실체법과 소송법의 주요한 참고 모델이 된 국가들의 사법행정 

제도와의 비교법적 검토가 필수적이다. 본 지정토론문에서는, 필자의 빈약한 사법행정 연혁 연구, 

비교법적 지식, 법원 내 판사로서의 경험 등을 토대로, 실제 작동하는 제도일지에 대한 두려움과 

끊임없는 자기의심을 품는 관점을 투영시켜 보았다. 이는 필자가 5대 입법과제를 고민할 때 스스로에게 

적용했던 방식을, 이번 연구용역 검토에도 적용한 것이므로, 그 검토와 비판이 노골적이고 신랄할 

지라도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 앞으로 10~20년 동안 다시 안올 가능성 큰 현재의 사법행정 구조의 

근본적 개혁의 적기에, 그 개혁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다가온다. 내가 제시한 

정책들, 제도가 실제 구현되었으나, 마치 1993년의 판사회의의 자문형태의 도입과 법관인사위원회 

틀 강화가 그랬듯이, 거의 작동되지 않는 실패한 시도였음이 장래에 밝혀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은 

끊임없는 자기의심을 반복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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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용역의 기본적 관점에 대하여

이용구, 유지원 변호사가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는 현재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사법행정의 

개선방향으로 사법민주화와 사법행정권의 분산을 제시한 것 자체에 공감한다. 다만 그 세부적인 

요소와 인식은 필자와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런 차이가, 필자가 평가하기에는, 실제 

대책에서는 사법민주화와 사법행정권의 분산에는 소극적인 연구용역이 나온 원인라고 보기 때문에, 

그 관점의 차이를 먼저 밝혀본다.

 가. 사법의 민주화 쪼개기 - 법원내 민주주의와 시민의 사법참여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사법행정의 개선방향으로 개선된 사법의 민주화는 그 개념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세부적 요소들로 

쪼개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사법의 민주화는 배심제, 참심제 등 시민의 사법참여의 관점에서 

주로 이야기되었다. 필자는 국민참여재판을 피고인의 신청없이 인정하여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하고, 기속력을 법관에게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 형사 단독 재판에 국민참여재판을 전면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면, 시민법관 2명과 직업법관 1명이 동일한 표를 가지고 재판부를 구성하는 

독일식 참심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독일의 관념론적 법학 방법론으로서, 필자가 반드시 동의하지는 않는 독일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가 논의된다. 국민들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회 등의 법관임명에 관한 관여를 

통하여 정당성을 사법부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인적 민주적 정당성의 사슬이론이다.4 주의할 점은, 

이러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는, 법관임명 방법의 국면에서 논의되어학설, 판례법리로 발달한 

것이지,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발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연구자에 따라, 법관임명을 전제로 

논의하는 민주적 정당성 논의에 관한 이론구조를, 아무런 추가적 논증 없이 사법행정에 확장시키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주의를 요한다. 독일의 경우 사법행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시적 사법행정 기구에 국회 등의 직접 관여를 제도화한 예는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연방에 없고 주에도 

없다. 다만, 법관승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직위인 법원장 임명 등의 국면에서, 법관 인사자문위원회와 

법무부장관 등 승진권자의 의사가 충돌하는 경우, 별도 위원회에서 이를 해결하게 하는 일부 주에서, 

4 이계일, “사법의 민주적 정당화 -인적 정당성 문제에 관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16권3호 (2013), pp.249-294; 
독일 쪽 논의에 관하여는, Axel Tschentscher, Demokratische Legitimation der dritten Gewalt, Mohr Siebeck, 2005. 필자는 지배적 판례, 
학설이라고 평가되는 뵈켄회르데의 견해에 비판적이고, 첸처(Tschentscher)의 견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대법원장이 법관 임명권을 
독점하는 구조는, 위헌적이라고 평가되는 법원의 자기보충, 법관의 자기보충에 가까운 형태이고, 앞으로 10년 경력직 법관 임용이 일반화되는 
국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유지되기로 힘든 부분이라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법관임명을 어떻게 할지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연구가 
절실하다 다만, 독일에서 특유하게 발달한 위 도그마틱을 한국 법학이론으로 바로 변신시키는 관점에는 반대한다. 우리가 비교법적 시선을 독일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으로 넓혀야 하고, 그럴 경우 독일의 도그마틱에 매몰되어 사고하는 것은 제도적 상상력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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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관여가 일부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가 있고, 이는 법원장 승진이라는 극히 제한적인 

영역에서 인정되는 것일 뿐이다.

마지막 하나는 법원내 민주주의 관점이다. 이는 한국의 법학에서는 거의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관점인데, 필자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년 6개월간 독일 해외연수를 하며 인터뷰를 

진행했던 독일법관들은, 한결같이 독일 법관 독립의 핵심적 장치로 법원내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이 세가지의 관점 중 현재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되어 문제되고, 또 대책으로서 강조되어야 

할 관점은 법원내 민주주의 관점이다. 필자는 다른 2가지의 관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별도로 강조되어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5 따라서 사법민주화의 관점은, 적어도 사법행정권 

남용으로부터,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법관의 독립 확보라는 영역에서는, 법원내 민주주의라는 관점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다만 유지원, 이용구 변호사도 내용적 면에서는 법원내 민주주의가 핵심임을 인식하여, 사법민주화의 

방법론으로서, 판사들의 결사체의 상설화를 각급 법원 단위와 전국단위 판사회의 상설화를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다.

 나. 법원내 민주주의의 법관 관료화 방지책으로서 가치절하에 대한 의문

다만, 유지원, 이용구 변호사가 판사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제도화를 주장하면서도 “재판업무에 

종사하는 판사들의 회의체 기구인 판사회의가 사법행정에 관하여 구체적,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은 것은 잘 납득되지 않는다. 판사들의 선거로 구성된 대의제 

형태의 위원회가 실제 사법행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미국 연방법관대표회의나 항소구 법관회의, 

독일의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운영위원회) 틀이 오히려 일반적임에도, 유독 한국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따로 논증되고 있지 않다. 

5 시민의 사법참여의 한 형태로, 예를 들어 필자는 미국연방법원에서 누구나 법관에 징계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에도 찬성한다. 그 인용율을 
극히 낮지만, 현재 법원의 징계절차는,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등 징계청구권자의 자의적인 운용이 가능하여, 신영철 전 대법관 사태의 경우 아무런 
정식 징계절차가 없었지만, 다른 사법행정권자의 의사에 거스르는 법관들에 대한 징계는 신속이 이뤄지고 있다. 과거에는, 법원에서 자기 식구 
봐주기의 관점에서, 금품 수수나 뇌물 수수가 의심되는 법관들의 사직서를 징계절차가 개시하지도 않고 받아준 사례들도 많았다. 다만 이를 반영해 
현재는 금품 수수 등 비위법관들의 사직서 수리를 제한하는 내부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서도, 행정처 처장, 차장, 
실장들, 사법권 남용방안을 논한 대외비 문건으로 회의까지 몇차례 한 고위법관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바로 개시하지 않고, 신영철 전 대법관 사태 
때처럼, 법관징계법상 아무런 공식적 권한이 없는, 심지어는 언급조차 되지 않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전적으로 대법원장과 행정처의 실질력 
영향력 하에 있는)에 사건을 회부하여, 징계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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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기택 판사가 이미 1996년에 논문6을 통해 자세히 소개한 미국연방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구체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내부에 2~30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장기 정책들, 그리고 세부적인 전문분야별로 법관들과 관련 외부 전문가들이 일부 참여하여 정책 

디테일에도 관여하고 있다. 물론 일상적 초과근무에 시달리는 한국 법관들을 위해, 사무분담을 

1/3~1/4 정도 감소시키고, 법관들에 대한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이 아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상임위원을 임명시킬 권한을 주는 등의 한국적 변용은 필요하다. 이런 한국적 변용만으로 충분히 

미국처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 

 1996년 미국의 법관회의를 소개한 고 한기택 판사의 논문 이후, 미국의 연방대표회의의 한국적 

변용가능성을 논한 연구가 20여년간 없었다는 사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필자를 포함한 살아남은 

판사들 전체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이런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한국적 

변용이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필자가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거칠게나마 완성한 초안의 

요약본만 우선 맨 뒤에 첨부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도, 판사들의 선거로 구성되는 대의제 기구인 법관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을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전적으로 정한다. 법원장은 1표를 가질 뿐이다. 

유지원, 이용구 변호사의 용역연구는, 이런 비교법적 연구, 검토가 부족해 보이는데, 그 근본적 

한계의 원인에는, 판사회의가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법관들의 결사체가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십명, 백여명, 큰 법원은 수백명이 참가하여 한번 열기로 정말 힘들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는 사실상 힘든 총회 형태가 아닌, 선거로 구성되는 슬림한 대의제 형태의 위원회로 판사회의가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관점7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근본적 관점에서의 한계, 비교법적 검토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 구체적 대책 관련한 내용도, 

아래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연구용역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6 한기택, “미국의 법관회의”, 재판자료 제73집, 1996. 그 이후의 미국의 사법행정에 관한 일반적 연구성과로는 강한승의 연구가 독보적이다. 
강한승, 미국 법원을 말하다, 오래, 2011; 강한승, “미국 연방법원의 사법행정권”(제목 클릭시 원문연결),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9권(2010. 1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그 외에 법원에서 해외연수 법관들에게 부과한 과제로서, 연구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자료는 아래 자료 참조. 김종근·
이상현, “미국 연방법원 행정처 담당자 인터뷰 결과보고”(왼쪽 제목 클릭시 원문연결), 2015. 10. 14., 법관 해외연수 보고서. 마지막 위 보고서는 
법원 내부 코트넷 관련 자료실에 사법행정위원회 틀 도입시 검토된 연구자료들 중 하나로 공개된 자료이기는 하나, 밖의 연구자나 입법실무자가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위 연구자료가 필요한 분은 필자에게 연락을 하기 바란다.

7 이러한 관점은, 법원의 판사들 사이에서 이제 일반화되어 있고, 현재 진행중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후 세부 위원회의 
구성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각급 법원 단위에서의 판사회의 실질화를 주도한 판사들도, 이후 판사회의 운영위원회를 4~10명으로 선거를 
통해 구성하는 방향성에 거의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대의제 기구인 위원회 형태로 판사회의를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논증은, 
이상덕 판사가 아래의 기념비적인 연구성과에서 이미 이론적으로 정립한 것이기도 한다. 이상덕, “사법부 내에서의 법관의 독립- 독일의 사례·
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行政法硏究』 第34號, 2012.12. 특히 위 이상덕 판사의 결론 부분의 방향성 제시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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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관대표회의처럼 실질적 의결권을 주지 않고 있다. 각급 법원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에도 

실질적인 의사결정주체로서 주도적인 의결권을 주지 않고 사후적인 추인에 그치도록 하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총회 형태의 판사회의를, 미국, 독일처럼 대의적 위원회 형태로 선거로 재구성하는 

내용도 전혀 없다.

이 부분은 최종 연구 용역 결과에서 반드시 검토, 반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과 

행정처 법관, 일선 법관, 법원장과 일선법관, 수석부장판사와 일선법관, 부장판사와 단독, 배석판사 

등의 다양한 인적 대면 국면에서, 정교하게 작동하는 법관 관료화를 가능케 하는 수직적 권력구조를 

근본적으로 혁파할 수 없다. 일선법관들의 선거로 구성되는 회의체에 실권을 주어, 그 권력구조를 

수평적으로 분산하지 않으면, 법관 관료화는 다른 형태로 변화되어 질긴 생명력을 자랑할 가능성이 높다.

 다. 대법원회의의 활성화는 법관 관료화를 깰 법원내 민주주의 장치인가? 

사법행정권의 분산과 관련하여, 용역연구에서는 개선방향에서, 대법관 회의를 강조하고 있다. 

대법관회의가 가진 권한이 제정 법원조직법과 현재의 법원조직법을 비교하여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왕적 대법원장과 비대화된 행정처 

구조라는 법관 관료화의 근본원인에 대한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에도 대법관 회의는 적지 않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형해화되어 있다고 봐도 

과장이 아니다. 현재의 법원조직법상으로도 대법관회의에서는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예산요구,예비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대법원장이 부의한 사항 등을 의결한다. 그러나, 판사의 

임면이든, 대법원 규칙으로 제정되는 엄청나게 포괄적 범위의 재판제도 개선, 인사제도 개선(지방/

고등법원 이원화를 포함하여), 사법행정 제도 개선(판사회의 관련 규칙을 포함하여)이든, 대법원장과 

행정처가 거의 전적으로 주도하고 있지, 대법관회의가 이를 실질적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판사는 아마 단 한명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는, 권한부족이 아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비대화된 행정처의 관료법관들이 실질적인 회의 

진행을 장악하고, 그 안건 상정이나 진행에도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일선법관들이 일상적 과로에 평생 시달리듯, 6년간 동안 극과로에 시달려 사법행정에 여유를 내여 

연구하거나 참여할 여유를 가지기 힘든 상황도 일부 작용하나, 재판업무부담이 줄어도, 행정처의 

실권이 존재하는 한 대법관회의의 실질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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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가 반면교사로서 추가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8 최고법원인 최고재판관 회의가 

권한을 갖고, 최고재판소장 개인이 권한을 가지는 것이 적지만, 즉 제왕적 지위가 약하지만, 행정처의 

뿌리가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의 재판하지 않고 사법행정만 하는 상근판사들의 존재로 인하여, 법관 

관료화는 한국 이상으로 심화되어 있다.

더구나 이론적으로,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은 대법관 전체로 이루어져 법관들의 선거로 뽑힌 것도 

아니라, 법원내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가 약하다. 대법원장을 구 새누리당의 이주영 

위원이 개헌특위에서 주장한 것처럼, 대법관들의 호선제로 뽑더라도, 그 의미는 대법관 회의 내에서의 

민주주의의 의미를 가진 뿐이다. 30여개의 일선 법원에서 선출된 것이 아닌 ‘임명된’ 법원장이 막강한 

평정권, 사무분담권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법관관료화의 근본적 양상이, 그 법원장을 대법관회의가 

임명한다거나, 혹은 스페인식의 최고 사법위원회 등에서 임명하기만 하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다. 이용구, 유지원 변호사는 연구용역에서, 대법원장 권한을 대법관회의의 권한으로 것을 자주 

대책으로 제시하는데, 이는 무용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문제점의 본질은, 이를 

보좌하는 비대화된 사법행정 조직 자체에 있다는 점을 은폐하고, 대법관회의로의 권한이양이라는 

기만적인 대책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대책으로 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법관회의가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현재의 혹은 미래의 일정한 범위의 권한의 실질화를 위한 노력은 필요하고 

의미가 있으나, 그것이 전체 법관 관료화의 대책으로까지 과대포장되는 일은 피할 필요가 있다.

 라. 권한분산에서 결여된 관점 - 사법부의 지방분권화

대법원장과 행정처의 권한분산에 관한 문제의식 자체는 공유하나, 연구용역에서는 그 권한 

분산이 변용된 중앙집권적 장치를 통해 논의된다는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개선방향에서 

권한분산을 논할 때, 그 실질적인 권한분산의 주체로, 대법관회의를 강조한다던가, 대법관 산하에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내부에 윤리감사관실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들이다.

미국의 경우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관점 내지 논쟁이, 중앙집중화(Centralization )과 탈중앙집권화

8 필자도 느린 일본어 독해 실력으로, 일본 사법행정에 관한 반면교사로서의 연구가 부족한 편이나, 일단 필자가 소장하여 초보적인 연구를 
시작해보고 있는 일부 참고할 만한 기초 문헌만 적어둔다. 新藤宗幸(Muneyuki Shindo, 『司法官僚-裁判所の権力者立ち』, 岩波新書, 2009; 
사법행정학회 편집부, 백주년을 맞은 일본재판소의 지금-고도의 왕국(1)~(5), 「사법행정」 (91.1)~(91.5); 사법행정학회 편집부, 일본재판소론
(I~V),「사법행정」  29(5)~29(9) 1988.5.~9. 위 2개의 연재기획 논문들은, 유사한 인용을 5차례 반복하는 것이 번거로워 5편의 논문을 일괄 
소개했다. 위 연재기획 자료들은 벌써 20~30년 전 문헌이나 세기 히로시 책과 비교해봐도 그 내용이 현재에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최근에, 
일본의 사법행정을 정면으로 다룬 학술논문은 오히려 찾기 어려워서 안타까웠는데, 필자의 검색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일수도 있어 다른 일본 
사법행정에 관한 논문들을 검색하여 찾으시면 필자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본문에 스캔하여 넣은, 사무총국이 주도한 안을 추인하는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혹평될만한 최고재판소 회의의 형해화에 관한 설명은 한국에도 
 타당해 보인다.
 그 외에 번역서로는, 세기 히로시 저, 박현석 옮김, 『절망의 재판소』, 사과나무2014. 야마모토 유지 저, 김용찬 옮김, 『일본 최고재판소 이야기』, 
 법률문화원, 2005, 이즈미 도쿠지 저, 이범준 옮김, 『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 궁리, 2016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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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ralization) 논쟁이다. 한국의 경우, 대법원장의 권한 집중과 비대화된 행정처의 문제의 

본질은, 수직적인 관리와 통제 구조를 전제로 하는 중앙집권화 그 자체이다. 따라서 그 권한의 분산은 

30여개의 법원들에의, 그 법원들이 속한 지방에의 분산으로 이뤄져야 의미가 있다. 연구용역에서는 

사법의 민주화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권한분산을 중요한 대책으로 제시하는 원칙을, 사법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관한 구체적 제도안에서는, 중앙집권적으로 풀어내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근본적인 한계의 원인은, 이용구, 유지원 변호사가 법관출신으로서 가지는 경험과 결부될 수도 

있어 보인다. 필자로 자유롭지 못한, 법원의 중앙집권적 사법행정 기구의 일사불란함을 당연시하는 

판사들의 뿌리깊은 내면화된 경험이다. 행정처가 사법부의 독립을, 재판의 독립을 외부의 불순한 어떤 

세력으로부터 지킨다는 허구적 담론인 행정처의 법원 수호자론과도 일정 부분 닿아 있는 인식이다. 

대법관회의에 대법원장 개인을 넘겨주고, 대법원 산하에 독립된 법관독립위원회를 두고, 그 내부에 

윤리감사관실을 설치하고, 또 뒷부분에서 사법정책연구원에 사법정책실의 중장기 정책연구 기능을 

넘겨주는 안은, 모두 변용된 중앙집권화를 초래할 것이다. 일선법관들은 여전히 수직적으로 위에서 

권한을 가진 누군가, 혹은 어떤 조직이 내려주는 수직적, 하향식 사법통제 장치의 압박을 느낄 것이다. 

행정처 문제의 본질은, 행정처의 기능을 쪼개 이름을 달리하는 다른 형태의 중앙집궈넉인 회의체, 

기구나 위원회에 나눠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권한을 전국 30여개 법원단위로, 

지방으로 흩뿌리고, 일선법관들이 그 30여개 법원에서 선거 등을 통해 다시 그 권한을 대의제 형태로 

분산하여 가지도록 해야 한다.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와 가장 유사한, 미국 연방법원의 연방법관대표회의나 항소구 단위 

전국법관대표회의9에 권한을 분산시켜 실질적으로 나눠주기로 한, 1930~40년대 휴즈 연방대법원장을 

비롯한 미국 법관들, 정치인, 국회의 결단은, 연방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사법행정 구조 

자체가 초래하는 문제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단 한명의 재판 안하고 사법행정만 하는 상근법관도 

중앙집권적 관료기구인 행정처에 배치하지 않은 결단도 그러한 법관 관료화의 위험성과 연결되어 

있다. 1990년대에 재판을 안하고 사법행정만 담당하는 판사 제도를 일부 도입할지가 검토되어,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이와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다. 한국은 이런 중앙집권적 사법행정구조가, 

사법행정만 전담하는 3~40명의 행정처 상근 판사들의 존재로 극대화된 형태이다.

어떤 식으로든 중앙집권적 사법행정 형태를 유지하면, 그를 보좌하기 위한 사법관료조직의 일정한 

9 다만 필자는 앞서 소개한 3월 25일 토론회에서, 한국의 경우 고등권역 단위 법관대표회의를 추가로 구성할 필요는 없고, 개별 법원 단위와 
전국단위의 이중의 판사들 대의체 기관 구조를 제시한바 있다. 이 문제는 첨부한 미국연방법관대표회의의 한국적 변용의 내용에도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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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비대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그 권력의 핵심에 판사 출신을 집어넣으려는 유혹과 시도가 

피하기 어렵다. 사법행정권의 지방분산, 30여개 법원으로의 분산, 일선법관들로의 분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미국와 독일의 사법행정 구조는, 연방제 구조로 인하여, 사법행정권이 십수개(독일) 내지, 수십개

(미국)의 법원들에 자연스럽게 분산될 수 밖에 없다. 법원도 연방법원들과 주법원들로 분산되어 있어, 

예산, 인사, 사무분담 등이 각 개별 법원 단위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미국, 독일의 사법행정 

구조를 연구할 때 가장 간과하는 관점이 바로, 연방제 형태가 가져오는 주 단위의 사법행정권의 

분산인데, 이 부분도 깊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독일이든 미국이든, 연방대법원장이든 혹은 연방대법원 

그 자체이든, 1심과 1심의 하급심 연방법원 또는 주법원 판사들의 인사, 사무분담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휴즈 대법원장 시절의 결단처럼, 한 국가의 

최고법원이 인사, 예산, 사무분담 등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적게 가질수록, 최고법원이 내리는 

판결의 위상, 최고법원의 법원으로서의 위상과 권위는 강화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중앙집권적 사법행정구조가 온존되면, 행정처이든 이름을 바꾸고 쪼개고 일부 외부위원을 

포함시킨 위원회이든 아니든, 그와 관련된 책임이 대법원장, 대법원에게 소급되어 올라가 그 권위를 

추락시킬 수 밖에 없다. 올해 3월 25일 토론회 축소, 무산 시도라는 사실 어찌 보면 대법원장과 행정처가 

관여할 급이 전혀 아닌 행사에, 인사권, 전문분야연구회 구성권, 윤리감사 권한 다양한 사법행정권이 

남용되어, 행정처 차장, 처장을 물러나게 만들고, 대법원장에게 의혹의 중심에 서게 하여, 대법원의 

권위를 한없이 추락시키는, 또 동시에 법원 전체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현재의 상황을 진지하게 

바라봐야 한다. 대법원장이든 대법관회의든, 행정처든, 사법정책연구원이든, 법관독립위원회든 

그 이름이 뭐든, 중앙집권단위의 사법행정은 극히 최소한만 남기고 전국법관대표회의, 개별 법원 

판사회의 운영위원회, 개별 법원 단위 등으로 분산시켜 흩뿌려야 한다.

이번 사법행정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이, 기존의 사법개혁과 가져야 할 차별성은, 탈 중앙집권화하여 

지방분권화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것은, 요직이나 승진자리, 발탁 자리 등에 개혁적 

사람들을 보내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집권화된 사법행정권력이 존재함으로서 인하여 생기는 

그러한 “자리를 없애는” 사법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도 연결되어야 한다. “자리”가 속한 

기구의 이름을 바꾸고, 쪼개고, 일부 외부 위원을 들이는 미봉책으로는 근본적 법관 관료화를 깰 수 

없고, “자리” 자체를 최소화하여 없애야 한다.

그것이 필자가 강조하는 사법부의 지방분권화의 한 단면이다. 김영훈 판사가 3월 25일 토론회에서 

강조한 지역장기근무제의 고민과도 연결시켜 고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에 관하여는 필자가, 

페이스북에 공유한 글과 일부 거친 고민을 적어 본 것을 맨 뒤에 하나 첨부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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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쟁점별 지정토론

 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방법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추천하는 것은 유신시대 통제장치로서 들여온 것인 측면이 크고, 이후 법관의 

승진구조의 정점에서 법관 관료화를 심화시켰다. 대법원장이 행정처에 발탁하고, 고등부장으로 

승진시켜, 실장, 차장을 거쳐 뽑은 대법관과 대법원장 사이에, 또 대법관들 자체의 서열구조로 인하여, 

대법관들 사이에, 다양성 있는 토론이 되기도 어렵다. 필자의 견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의 폐지가, 

법관의 독립에 기여할 것이라라는 것이다. 용역연구에서 제시한 안 중 대법관회의가 대법관을 

추천하는 것은, 과거 존재했던 고위법관회의, 법관추천회의의 경험에서 유래하는 듯 하나 필자는 

부정적으로 본다. 이승만, 유신 전 박정희 시절의 경험 그 자체에서도, 그러한 회의체 추천방식은 

제한적인 기능만을 수행했고, 그 시절은 지금처럼 법원 행정처가 고도로 비대화되어 법관 승진의 

핵심통로로 활용되기 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법관의 선거인단이 대법관을 선거하는 안은 미군정시기와 정부수립 직후, 그리고 4.19 당시 법관 

선거제가 논의된 경험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그 때와 시대적 의미가 달라 동의하기 

어렵다. 문준영의 역저인 법원과 검찰의 탄생10에 보면, 미군정기 당시 인적 구성의 측면에서의 

미군정의 의도가 이러한 선거제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는 설명이 나온다. 4.19의 경우에도 이승만 

정부 시절, 특히 가인 김병로 초대대법원장 퇴임 후 보인 정권추수적인 태도가 미군정기의 경험이 

투영되어 인적 교체 열망으로 나타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선거인단의 범위 측면에서 법관 선거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법관 선거제가 

주단위에서 다수 존재하는 미국의 경우조차 법관 주민선거제가 가지는 폐해로 인하여 미주리 주를 

시작으로, 의회의 관여와 기타 적절한 방식의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특히 기업이나 지역유지 등의 자본력, 금력이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문제 등에 기인한다. 

선거인단을 일반 주민이 아닌 변호사, 검사, 기타 법관 자격이 있는 자 즉 넓은 의미의 변호사 자격자(

다만 10년 경력직 판사 임용이 일반화된다면 명확히 하기 위해 10년 근무 경력을 제외될 듯)로 꾸리는 

경우, 이 문제가 일부 나아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전체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아닌, 변호사 단체를 중심으로 변호사 직역의 직업적 이해관계, 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 자문이 중요 업무를 차지하는 대형로펌의 이해관계가,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투영된다는 엄청난 

10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역사비평사, 2010. 제12장 사법권 독립, 독점, 민주화-법원조직법의 제정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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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이 존재한다. 미군정기나 4.19 때와 달리, 변호사의 수가 급증했다. 당시 변호사 수가 검사, 

판사를 압도하지 못하던 시기와 달리, 현재는 변호사들 수가 법관 수의 10배에 달한다. 

결국 법조선거인단에 의한 대법원장, 대법관 선출은, 변협회장 선거나 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와 

유사한 국면을 띌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최근 들어 변호사 단체장 선거는,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인한 

법조 시장상황의 악화로, 합격자 수 제한이나 기타 변호사들의 직업적 이해관계를 투영하는 공약들이, 

그것이 국민 전체의 이익과 상충되더라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법부 최고법원을 구성하는 

대법원장, 대법관 구성에, 변호사 직역단체의 이해관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또 강하게 반영할 위험을 

지닌 법조선거인단에 의한 대법원장, 대법관 선출은 반드시 피해야 할 옵션이다. 그리고, 이는 연구용역 

결과에서서도 엄밀히 말하면 법조인 대표성이라고 말했듯이, 민주적 정당성과 무관한 제도이다. 그냥 

법조인 대표성이라고 명명하는게 맞고, 특히 그 중 90% 이상을 차지할 변호사들로 인해, 실질적으로 

변호사 대표성이다.소위 법조 3륜 구색을 맞추기 위해, 변호사 선거인단 수를 경력이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판, 검사 수와 비슷하게 맞출 수는 있으나, 이런 궁색한 대책은 변호사들 사이의 연령 차별 

등의 문제를 또 불러올 것으로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

그 외에, 법관추천위원회 위원구성을 바꾸고, 존중한다는 내용 등을 추가하는 식의 법원조직법 

개정은, 현재의 구도를 거의 온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부분은 개헌을 통해 해결할 부분임이 

명백해 보인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헌법상 인정되는 이상, 그 제청권을 형해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입법적 시도들은 한계를 가지고, 형해화에 가까워지고, 추천위원회의 의견에 대법원장에 구속되는 

쪽에 가까워질수록 위헌성 논란이 커지고, 대법원장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하거나 기타 

헌법적 문제를 제기할 명분도 커진다. 

헌법재판관과 같이 대법관을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3분하는 방식은, 단점이 극명하다. 지금의 

헌법재판소처럼, 대통령 교체 따라, 그 이념적 혹은 정치적 편향성이 극대화되기 쉽다. 여당 4~5명, 

야당 2~3명, 대개는 여당쪽 대통령 4~5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4~5명으로 구성하는 경우 그 

다양성이 없는 편중 현상은 지금과 본질적 차이가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관 임명방식 자체가 폐지되어 

개헌되어야 할 부분이라, 이를 참고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개헌에 실패하는 경우, 방법은 대법관추천회의의 민주적 정당성을 끌어올리고,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대폭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용구, 유지원 변호사는 연구용역 결과에서, 대법원 추천위원회에 

대통령과 국회를 추천과정에서 개입시키는 것이 사법부의 정치화를 나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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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기 힘들다. 이미 대법원과 행정처는, 비공식적인 채널로 그런 식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차라리 그럴 바에 이걸 공식적인 제도로 양성화하는 것이 낫다. 그래야, 검찰 출신 

대법관을 관철시키거나 기타 길들이는 수단으로 대법원장과 행정처가 강력히 원하는 상고법원 등의 

사법정책을 이용하라는, 고 김영한 비망록에 나오는 류의, 진짜 회피되어야 할 뒷거래가 방지될 수 

있다. 그리고 최고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들의 임명에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주는 입법례가 없고, 

심지어는 일본의 경우에도 없고, 국회 등의 관여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위 견해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의 이론적 차원에서도 동의하기 힘든 견해이다. 반대로 현재의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과 결부되어, 구체적 재판이나 사법정책 관련하여, 상시적으로 법원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를 갖는다. 유신 헌법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규정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임명권을 매개로 대법관 전체 구성에 대통령, 행정부의 

영향을 보다 손쉽게 미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지금의 대법원장이 모두 제청하는 구도가 짧은 

대법관의 임기와 결함되어, 대법관 구성에서 편항적인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한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들만으로 채워질 위험성이 소위 보수언론에 의하여,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보수적 대법관들로만 채워진 위험성이 소위 진보언론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은, 

이러한 근본적 결함에서 유래한다.

대법관 구성의 국회 관여는 불가피하고, 차라리 국회만이 관여하게 하고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에게는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편향적 대법원 구성을 막는 일이다. 국회의 정당의석수 비율이 반영되는, 

독일식의 2/3 가중 정족수의 법관선발위원회의 구성이, 필자가 일단 깊은 연구 없이 평소 고민해 본 

대안이다. 다만 이는 개헌사항이다.

 개헌이 전제되지 않아 어차피 자문의견이라면, 대법원장이 위원구성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도록 짜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인 견제의 역할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 2명을 추가하거나 1명 이상을 여성으로 

하는 식의 미시적 조정으로는, 그런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 그리고 2명 위원 추천시 항상 여성 1명을 

넣는 것이 타당한지는, 필자도 여성법관이나 여성 법조인 기타 여성을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적극 동의함에도, 의문이 든다.

 나. 법원장의 임명방법 개선방안

대법관회의 임명방법은 앞서 본 대법관회의의 한계점을 고스란히 갖는다. 중앙집권적 통제, 관리로 

인한 법관 관료화를 개선할 대책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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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도, 효과가 없다. 대법원장이 고등법원장을 임명하는 구도가 깨지자 

않는 한 지금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설사 고등법원장을 달리 임명하더라도, 고등법원 내의 

지방법원과 지원의 법원장, 지원장을 고등법원장이 독점하는 것이 오는 그 내부의 권력구도로 인한 

법관 관료화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30여개 법원장 임명권은 30여개 법원으로 이관해, 법관들의 선거로 선출하는 법원장호선제가, 

사법부 지방분권화의 취지에도 맞고 법원장과 일선 법관의 권력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꿔 실질적인 법관 

관료화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연구 용역 결과는, 이원화나 판사 임기제 유지여부, 지역법관제와 

법원장 호선제를 연결시켜 논하고 있는데, 약간의 타당성은 있는 담론이나, 그것이 법원장 호선제가 

어렵다는 논거가 되기는 힘들다. 이원화가 무관하게 현행법상 고등부장이 지방법원장을 맡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법원장 호선제는 실시가 가능하다. 판사 임기제가 폐지되지 않은 지금의 현실에서도, 

각 법원에 15년은 물론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부장판사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지원 단위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법원장 호선제를 도입하는 입법에서, 호선하는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판사의 

보직을 대법원장이 행하도록 하는 조항은, 전보인사제도를 과도기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나눠주는 것이 필요하다. 전보인사권의 법관 관료화 초래의 가장 큰 

원인으로서, 이를 현행처럼 대법원장에게 맡겨두면, 매년 법관만 해도 1000명 이상의 전보인사를 

담당하는 비대화된 보좌 사법관료 조직이 필연적으로 온존될 수 밖에 없다.

현재와 같이 2~3년 단위로 전보된다는 사정도 임기를 2, 3년으로 정하고, 임기 중에는 전보인사를 

금지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현재 일부 법원에서는 판사회의 내규를 개정해, 판사회의 의장을 1년 

단위로도 선출하고 있는데, 법원장 호선제를 2~3년에 한번씩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일단 2~3년의 

단기로 임기를 도입하고, 점차 전면적 지역장기근무제로 전보인사를 줄여가면서 임기를 필요한 경우 

늘려가면 된다. 연구 용역 결과가 제시하듯 15년 이상의 법관 경력으로 하면, 후보자는 현재에도 

지방법원, 지원 모두 자격을 충족하는 법관들이 다수 존재한다. 

 다. 판사 인사제도

첫째, 법관 재임용 제도는 없애는 것이 법관 독립과 법관 관료화 방지에 필수적이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한국의 재임용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고, 미국 연방법원, 유럽 다수 국가의 법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관료화를 막는 가장 큰 장치 중 하나는 법관 평생 법관제이다. 연구 용역 결과에서 

이용구, 유지원 변호사는 법관 임기제 폐지의 단점으로 법관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할지의 문제가 

있고, 10년 임기제보다 법관적격심사제도가 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입론을 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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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가 불충분해 보인다. 재임용 제도가 왜 법관적격심사제도라는 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제도의 

도입으로 연결되는지 의문이다. 재임용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문제의식은 당연히 더 문제가 그보다 

단기의 주기를 가질 가능성이 큰 큰 법관적격심사에는 더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관 재임용 제도 폐지의 단점은, 업무능력, 의지, 비위법관 등이 일부 나타나는 경우 그 배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울증에 걸려 일을 제대로 못하는 법관을 어떻게 할지가 단점으로서 

논의된다는 독일 법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유사한 문제의식이다. 다만 그 말을 할 독일 법관을 

포함해, 유럽의 지배적 입법은,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법관 독립, 재판 독립의 확보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더 중요시한다. 즉 이 부분은 형량의 문제이다. 재임용 제도가 주기적으로, 성향을 근거로 판사를 

가려 배제하는 장치로 한국에서 자주 악용되었음에도, 재임용 폐지가 공론화되지 않는 것은, 법관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서 유래한다. 일제시대 법률가들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 언론 

등의 불신이, 독재 시대 사법부의 역할 방기로 인하여, 또 민주화 이후 권위적 태도 청산과 재판제도 

개선의지의 부족, 전관예우를 초래하는 대규모 사직관행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 

문제이다. 궁극적인 방향성은 재임용 폐지가 맞으나, 현재 사법부, 법관에 대한 신뢰가 약한 상태에서, 

그걸 추진한 동력 내지 용기를 국회나 정당, 언론이 보여줄지는 필자도 의문을 갖기는 한다.

폐지할 수 없는 경우 법관인사위원회 등 위원구성을 개선하는 입법안도 제시되었는데, 현재의 

형해화된 구조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재임용의 근거가 되는 근무평정을 매년 

전면적으로 해당 판사에게, 그 평정의 좋고 나쁨과 관계없이 공개하게 하고, 그에 대한 불복 이의절차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고, 필요한 경우 근무평정이나 재임용 탈락에 대한 불복은, 별도의 외부의 

불복절차를 인정하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소원의 보충성을 폐지해 헌법재판소에 의한 타당성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대법관 회의나 대법원장이 결정한 재임용 탈락 결정을, 결국은 그 대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가 그 당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상식에 현전히 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공식적 연임 배제, 즉 재임용 탈락할 것이나 법관 임용 신청하지 말라고 하는 사례가 공개되지 

않고 공식적 재임용보다 훨씬 더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어떤 규범적 통제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자동적으로 재임용 신청이 되도록 하고 그 심사도 강제하고, 다만 그래도 사임을 원하는 

경우에는 재임용 여부 결정이 난 후에 하도록 하는 장치 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외에 

비공식적으로 재임용 탈락가능성을 이유로 전화로 사전에 연임신청을 하지 말라고 권하는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충분한 심의절차도 선행되지 않았는데, 미리 

재임용 탈락 여부가 사실상 결정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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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판사회의 및 전국법관회의 부분은 “판사회의의 의미 : 내부 민주화의 핵심, 사법관료화 완화의 

가장 효율적 수단”이라는 이용구, 유지원 변호사의 용역연구에서의 언급에 적극 공감한다. 그런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설치하고, 그 권한을 분배하는 문제나, 각급 법원 판사회의 운영위원회를 선거로 

구성하는 등의 문제에 관한 구체적 대안은, 매우 빈약해, 1993년 판사회의 자문기구 입법의 실패의 

전철을 반복할 위험성이 커보여 실망스럽다.

전국법관대표회를 미국연방법원처럼, 최고의사결정기구화하여 실권을 주지 않으면, 1993

년 판사회의 자문기구 입법의 실패 경험처럼, 법관 관료화를 방지할 핵심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법관 관료화의 실상을 가리는 기만적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기 좋다. 지금 대법원이 실권이 없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여, 1~2년간 활동을 하도록 한 경험이 바로 그 극명한 예이다. 위원구성, 

의제설정 등도 문제지만, 실권이 없다보니, 지금 법원 내에서 그 사법행정위원회의 활동에 실질적 

의미를 찾는 일선 법관들은 거의 없으며, 합의부 매뉴얼 등의 자주 뿌리는 매뉴얼이 형식적으로 

추가된 것 외에, 법관 사회 관료화의 근본적 문제에는 아무런 충격도 주지 못하고 있다.

각급 법원 판사회의는 독일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처럼, 선거로 4~10명으로 구성하고, 법원장은 

한표를 줄지 여부만 고민하고, 실제 주도적으로 구체적 안을 일일이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짜도록 

해야지, 연구용역처럼 사후적 동의 형태로 규정해서는 안된다. 법원장에게 여전히 주도권을 주는 

위 방식은, 역시 형해화할 것이고, 총회 형태로 구성되어 수십명, 백여명, 큰 법원은 수백명이 모여, 

형식적인 추인을 하는데 그칠 것이다. 반드시 선거로 콤팩트한 판사회의 운영위원회를 4~10명으로 

구성해, 실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방법론으로는,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 내가 의미있게 토론을 경험한 

안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법원별로 다수의 대표를 직급별 판사회의나 전체회의를 통해 배석, 부장, 

단독 판사 등을 섞어 100여명을 뽑고, 여기서 30여개 법원 대표 1명(다만 지원이나 가정지원은 해당 

대응 법원에 포함시킬 수도)를 포함한 집행위원회를 다시 꾸리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내가 입법화의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한 것인데, 30여개 법원 대표를 전체 판사회의에서 뽑는 것이다. 어차피 

미국 연방법관대표회의도 인원비례와 무관하게 뽑고 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경우 엄밀한 인적 

비례보다는 전국 30여개 법원에도 균등한 권한 분산이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법원대표들만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미국의 26명의 연방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 인원수도 고려했다. 가정법원을 대응 

지방법원에 포함시켜 대표를 판사회의에서 선출하면, 20~30명으로 줄일 수도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번거롭고, 구체적 법률조항으로 입법화하기 까다로운 측면이 있고, 평의회의 역할과 집행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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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나누는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을 키울 수 있고, 미국 연방법관대표회의의 비교법적 전례에서도 

멀어져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국면에서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101

명으로 일단 모여, 첫 번째 방안처럼 하부에 집행위원회 등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법원별 

1명의 판사를 뽑는데 협조적이지 않은 행정처와 법원장들의 태도에서 기인하는 한계이므로, 

법원조직법 개정시까지 구체적인 법률개정안에 반영할 경험은 아닌 걸로 판단된다. 다만 이후 전국이 

부분은 미국,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하고, 앞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되는 의견을 존중하여 

용역결과에도 반영되기를 희망하나, 그렇지 못하다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보고 추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섣불리 지금 단계에서 한계가 많아 앞으로 논의를 왜곡할 위험성이 큰 안을 

아예 내지 않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으로 판단된다.

법관대표회의의 경험과 논의내용을 추적해 참고할 필요는 있다.

셋째, 근무평정제도는 미국 연방법원에는 없다. 판사에 대한 평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연구용역의 의견은, 어떤 근거를 가지는지 모르는데, 평정 자체를 과거처럼, 또 

미국처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법원 내 판사들만 해도 상당수 존재한다. 

다만 필자의 입장은 유보적인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이걸 없애는 것은 어렵기는 하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은,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에 관하여는 이상덕 판사가 이미 상세히 

연구 소개하였으므로 상론을 피한다. 근무평정 결과를 현재에는 부적합 평정의 경우에 해당 판사가 

신청한 경우에만 인정하지만, 이를 항상 전면적으로 구체적 평정이유까지 해당 법관에게 고지해야 

한다. 근무평정에 대한 이의, 소송절차를, 해당 평정권자로부터 독립된 법원의 재판에 맡겨야 한다. 

근무평정과 관련하여, 다면평가를 인정해야 한다. 다면평가에 대하여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내부 

법원에 맡기도록 하였으나, 다면평가는 근무평정 제도를 매개로 한 부장, 배석의 도제식 관계에 기인한 

법관관료화, 법원장과 법관 사이의 법관 관료화를 막는 매우 중요한 장치이다. 고 한기택 판사는 이미 

과거에 법관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회의 위원으로 참가한 회의에서, 다면평가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고, 

법원 내에서도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요구가 있다. 그리고 일반 기업, 심지어는 군대까지, 

다면평가의 장치가 도입된 곳이 많으므로, 법원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면평가는, 그 자체로 부장, 법원장에 대한 근무평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스스로 근무평정권 혹은 근무평정권자에 부장이 보내는 배석판사에 대한 근무평정 의견 제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자제할 동기를 부여한다. 부장판사외 배석판사의 관계에서는, 특히 어느 일방만이 

상대방을 평가하여 그 의견을 평정권자에게 송부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성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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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정 결과의 독일식의 전면적 공개이든, 이의절차, 소송절차를 통한 불복 보장이든, 

다면평가이든, 그 전체는, 그걸 의식해서 제대로 된 평정을 하거나, 평정의견을 내지 않으리라는 

우려이다. 법원장, 부장판사가, 일선 판사, 배석판사의 눈치를 보아, 법에서 요구하는 공정한 근무평정을 

행할 소신과 기개가 없으리라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정도의 소신과 기개가 없다면, 종종 일부 

선배 법관들이 최근 후배 법관들의 기개없음을 한탄하며 법관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기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법원장, 부장판사의 기개없음을 한탄하여 그 법관 자격을 의심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근무평정 결과의 독일식의 전면적 공개이든, 이의절차, 소송절차를 통한 불복 보장 등 

이런 부분들을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기 싶고, 의회유보의 

차원에서도, 또 실질적인 사법개혁 동력을 행정처나 법원장이 낼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면에서, 

법원조직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낫지, 연구용역 결과처럼 상당부분은 대법원 규칙에 위임할 것이 

아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사법행정권자에 의한 왜곡을 초래할 것이다.

라.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원화

이원화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두는 법원조직법 조항시키는 알맹이가 너무 없다. 그런 식의 추상적 

조항만 두고 대법원 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이원화를 대법원장이나 행정처가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 부준 연구용역 결과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보이고, 참고삼아 

필자가 3월 25일 토론에서 제시한 내용을 인용해 둔다.

먼저 이원화를 명문화하는 (5)번 방안은, 대법관 규칙 수준의 법관인사규칙의 이원화 관련 규정(제10조, 제11조)을 일단 

법원조직법으로 끌어올리면 된다.11 다만 위 규칙 제10조, 제11조는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화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사유가 있어, 대법원장 의중에 따라 다른 우회적인 수단들, 예를 들어 인사권을 통해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한 한계로 인하여, 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이원화의 완성이 유예될 수 있었고, 사실상 폐기수순으로 간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일단 제11조, 제12조에 살을 붙여 편법적인 우회적 인사로 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보다 구체적인 규정으로 만들어 

입법화해야 한다. 

11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고등법원 부장판사로의 승진제도를 없애, 법관의 관료화를 막고 고등부장 탈락시 대규모 사직으로 인한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지방법원/고등법원 이원화 제도는 대법원규칙인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제11조에 근거하고 있다. 고등법원에만 근무하도록 
희망하여 선발된 고등법원 판사를 10조 판사라고 부르는 것도 여기에서 유래한다.

 제10조(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① 고등법원(특허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판사는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전보의 제한) 
  제10조에 따라 보임된 고등법원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으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지정토론 2 153 

또한 추가적으로 과거 법원 내부 문서12등을 통해 지방법원/고등법원 이원화의 내용으로 제시된 핵심요소를 추려서, 

법원조직법의 구체적 조항들로 명문화해야 한다. 이미 과거에 로드맵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내용들이 있으므로, 그 핵심적 개요를 

추려 법원조직법에 명문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 중요한 몇가지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시키는 의미의 고등부장 승진 제도는 폐기됨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② 지방법원 

수석부장이나 지방법원 법원장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통상 맡던 인사관행을 없애고,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방법원 수석부장, 

지방법원 법원장을 맡도록 하여, 지방법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③ 고등법원 판사의 근무기간, 근무법원(특정 법원 

또는 권역)을 명확히 정하여 고등판사의 법적 지위를 안정화시키고, 고법판사 선발후 지방법원으로의 재이동을 전면금지하여야 

한다. 승진구조를 편법적으로 만드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엄격한 요건을 설정한다면, 그 이동을 인정할 여지가 있지만, 매우 

신중해야 하고 그 숫자도 이원화 제도를 흔들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 대법관을 거의 항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하는 관행도 자연스럽게 바뀌어, 지방법원에서 일선에서 재판에만 

매진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대법관이 되는 것이, 고등부장이 대법관이 되는 것만큼 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의 높은 비유을 

생각할 때 그 이상으로 빈번해질 수 있을 것이다.

마. 법원행정처의 개선방안

아래 내용은 연구 용역의 법원 행정처의 연혁에 관한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제정 법원조직법이 1949. 9. 26.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15일 소급 시행되는 과정에서 입법자들이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의 

하나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사법행정을 행정부로부터 분리하여 사법부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고, 이는 제정 

법원조직법에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 회계와 등기, 호적, 집달리, 사법서사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제8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며 관하법원의 법원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제15조 제3

항).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제22조).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관한 규정(제62조)13”등에 

나타나 있음

필자는 위 내용을 보고 사실 경악했는데, 법원조직법 제정사를 완벽히 왜곡하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인식이라는 점도 그렇지만, 행정처가 해체, 재구성을 피하기 위하여 유포해온 허구적 담론인 

“행정처의 법원 수호자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12 법원 내부 문서라 직접 본 지정토론문에 인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실질적으로 2011년부터 6~7년간 시행된 이원화 제도의 핵심적 내용을 
언급한 문서라 대외비로 할 필요성도 적기 때문에, 구체적 입법과정에서 학자, 언론, 국회 등의 공식적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13 제정 법원조직법 제62조 
 대법관회의의 권한은 좌와 같다. 
 1. 법관의 임면, 전임 및 보직에 관한 사항 
 2. 법관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3. 법원의 내부규률 및 사무처리규칙에 관한 사항 
 4. 법원행정처장, 동차장 및 대법원서기국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판례의 조사, 수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법령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법원행정에 관한 기타의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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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처가 도입된 것은 그 정반대의 결과물이다. 미군정 길리암 초안 등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고등권역 판사회의(다만, 현재에서는 타당성이 없고 개별 법원 단위가 타당하다) 등을 도입해 

사법행정권을 부여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일제 시대 법률가들이 거의 전부였던 가인 김병로를 

포함한 법관들은 그 즈음 제정된 일본 재판소의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을, 베껴서 행정처를 만들었다. 

길리암의 초안과 대비하여, 당시 정윤환 등 한국인 법률가가 주도해 만든 위원회안에서는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을 감독하고, 일본 사무총국을 본따 사법행정처와 법관훈련소를 두는 안이 포함되었는데, 

당시 미국인 고문은 이를 “지나치게 관료적(too bureaucratic)라고 평했다.14

물론, 미국 연방법관대표회의가 미군정기 미군정의 미국식 사법행정 이식시도와 그 좌절, 이후 

관료적인 사무총국의 틀을 모방한 행정처 구조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과정을 연혁적인 방법론으로 

추가로 연구해 볼 필요는 있으나, 이미 헌법과 미군정의 법원조직법 초안에서는, 사법부를 행정부와 

분리하고, 사법행정을 사법부에 맡기려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다. 미군정의 길리암 초안 등에서 

사법행정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제시한 전국법관회의를, 일본 재판소법 사무총국을 본뜬 

행정처로 바꿔치기한 결정은, 명백히 사법행정권을 행정부로부터 독립시켜 법원에 부여하기 위한 

시도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 다만 당시 일제시대 법률가 출신 관료들이 가지는 사법행정에 관한 

경험, 연구의 고민과 일본 제도에 대한 맹목적 추종, 당시 접근가능한 외국문헌의 한계, 일본에서의 

법학교육 경험, 전반적인 식민지 일본 법제 계수 경험이 작용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후 5.16 직후 전우영 대령이 현직 군인으로 행정처장을 맡고, 이후 전역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행정처장을 맡았던 역사적 경험, 그리고 이후 독재시대에 법원 행정처가 법관통제를 위해 

수행한 역할, 마지막으로 2000년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일사불란한 행정처 구조를 비대화, 

고도화시켜 사법개혁을 달성하는 칼로 사용한 경험으로, 행정처는 개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너무 

관료적인(too bureaucratic) 기구임이 역사적으로 실현되었다.

이용구, 유지원 변호사의 용역 결과에서, 행정처의 개혁방안으로 상근판사를 없애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유사한 중앙집권적 사법행정 구조를 수행할 위험을 가지는 다른 중앙집권적 기구들을 

만드는 위험성에는 둔감한 것에 의아스러움을 느꼈는데, 그것은 과거의 일사불란한 행정처 구조가 

가지는 역사적 함의에 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일사불란한 

행정처 구조가 사법개혁에 활용된 것도,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일부 집중심리, 공판중심주의의 

명목적 실현, 법조일원화, 로스쿨 제도 도입, 영장제도 개선 등의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14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7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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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화되어 비대화된 행정처 구조의 틀이 고도화되어 완성된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이다.

행정처의 문제점 중 핵심은 중앙집권적 사법행정 시스템 그 자체라는 문제의식에 관한 추가적 논의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법원 행정처가 재구성되어 남은 경우에, 행정처의 법관 인사, 사법정책 결정에 관한 실권이 

중앙집권적인 형태로 남는다면, 상근 법관을 행정처에서 없애고, 미국 연방행정처처럼 외부 직원이나 

변호사 출신 법률가, 학자로 대체하더라도, 반쪽의 행정처 개혁이 될 수 밖에 없다. 본질은, 행정처가 

가진 권한, 기능을 쪼개어, 전국법관대표회의, 각 법원 판사회의 운영위원회를 매개로 하여 전국 30

여개 법원의 일선판사들에게 수평적으로 분산하는 것이다. 

법원 행정처 사법정책실이나 기타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연구를, 관료적인 중앙집권 기구인 

사법정책연구원에 주는 안도 그런 면에서, 사법정책실이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이름만 바꾸어, 

탈바꿈해 온존되는 결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이미 사법정책연권은, 그 연구원의 연구의 자율성이 

문제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처의 연구용역기관으로서, 연구의 독립성이 매우 제한된 형태로 

운영된 측면이 크다. 초기에 법관 아닌 연구원등의 재계약 문제 등과 관련하여, 연구 독립성 등의 

측면 등의 문제가 포함된 논란이 이미 한차례 있었던 것을 전해들은바가 있는데, 사법정책연구원도 

사법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 이사회를 꾸리거나 기타 적절한 현직 

법관들이 독점할 수 없는 운영구조를 만들어 그 운영과 기능을 법원 행정처나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또 현직 법관의 파견 형태를 유지할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미국 

연방법관대표회의는, 하부에 2~30개의 주제별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여기에서 전문성 있는 논의를 

재판을 병행하면서 현직법관들이 발전시키고 있다. 이용구, 유지원 변호사의 연구용역에서처럼 

재판제도 및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를 현직 판사가 일부 관여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사법정책연구원 등과 같이 판사가 재판을 하지 않고 사법행정이나 재판제도 개선 연구만 전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필연성은 없다. 이미, 민사재판 실무제요나 기타 중요한 매뉴얼 등의 작성자를 보면, 

행정처 심의관은 거의 없고, 현직 법관이 재판업무와 병행해 원고를 작성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하부에 20~30개의 하부 상임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을 대법원장이 

아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명하도록 하고(이러한 변용의 필요성은 첨부한 한국적 변용에 관한 자료 

참조), 필요하면 사무분담을 1/3~1/10 정도 일정기간을 정해 줄여 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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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의 발탁 구조를 온존할 위험성을 가진 상근 연구 담당 판사를 사법정책연구원에 둘 필요가 

있다.

유사한 의미에서, 해외연수 판사에 대한 보고서 과제 부과 시스템을 행정처가 활용하는 양태도, 

대법원장과 행정처의 의중에 맞는 주제나 연구내용을 전세계적으로 수집하여 일선 법관들에게 

비공개하고 행정처 내부에서만 독점해 선별적으로, 많은 경우 왜곡하여 활용하는 시스템도 개혁해야 

한다.

지금 법원 행정처 사법정책실이나 기타 행정처 부서의 중장기 사법정책 연구기능을 지금의 

사법정책연구원 구조와 해외연수 판사에 대한 과제보고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사법정책연구원에 

이양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법원에서 과연 학계를 침식, 잠식할 정도로 대규모로, 법관들을 

연구, 정책 개발 기능에 투여하는 것이, 학계조차 이미 법관 출신, 검사, 변호사 출신 교수들로 채워져 

법실무가들에 의하여 식민화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자율적인 학계의 

재판제도와 사법행정에 관한 연구와 달리, 법원이 중앙집권적으로 주도하는 사법정책 연구는, 

고위법관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편협하고 왜곡된 제도개선으로 수렴될 위험을 지닌다. 예를 들어, 

상고심 구조 자체를 왜곡하고 수십명의 고위법관 자리를 신설해 법관 관료화를 심화시킬 위험이 

큰 상고법원은, 엄청난 판사들이 투입되어 추진되었다. 반면 국민의 재판의 질 확보에 필수적인 

법관 대폭(2~3) 증원을 통한 5분 재판의 경청과 토론의 30분 재판으로의 변화 등의 방안은, 철저히 

무시되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부 아니 상당수 고위법관들의, 판사수가 늘면 희소성이 떨어져 그 

사회적 지위가 떨어질 거라는 우려이다. 개인적으로 입에 담기가 부끄러운 논거이지만, 법원에서 

지배적 담론 중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고, 어찌보면 법관도 개인으로서의 이해관계를 지니므로 

정면으로 논할 필요가 있는 이슈가, 판사의 사회적 지위일 수 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희소성에 

근거한 대접받는 사회적 지위보다는, 경청과 토론의 좋은 재판을 통하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는 

존경에 기반한 사회적 지위에 관심이 많고, 많은 대다수의 법관들이 그러할 거라고 믿는다.

바. 법관독립위원회 신설 문제

윤리기능의 개선은 필요하고, 징계청구 절차의 개선도 필요하다. 다만 그 방향성이 옥상옥이 될 

우려가 큰 법관독립위원회이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개인적으로, 미국연방법원의 국민들 누구나 

법관의 비위에 관하여 조사하여 징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장치의 도입이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을 

해 보고 있다. 이 부분은 앞서 언급한 바가 있어 상론을 피한다. 중앙집권적인 기구에 법관징계권한을 

맡겨놓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형태로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통로로 악용되거나, 혹은 외형상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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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나 사법행정권 남용 법관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법관독립을 지키는 방법은, 별도의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앞서 이야기한 

형태로 전국법관대표회의나 개별 법원 판사회의 운영위원회를 선거로 구성해 실권을 주고, 법원장도 

호선하도록 하고, 재임용 제도를 폐지하거나 그 근거가 되는 근무평정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이 

훨씬 낫다. 사법부 내에서, 사법행정권이 법관의 독립을 옥죄는 장치가 잘 사라지지 않는 것은, 

사법행정권자의 이해관계도 크지만, 동시에 그러한 일사불란한 관리, 통제장치를 대법원장, 행정처, 

법원장 등의 권위적으로 임명된 사법행정권자를 통해 활용하고자 하는 행정부나 정치권의 이해관계도 

맞물려 있다. 따라서, 법관독립위원회조차 그런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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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방대한 사법행정과 관련된 사법개혁 논의를 심도깊게 논의한 연구용역 

결과를 수행한 유지원, 이용구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앞부분의 문제의식에 비해 대책은 

별 실효성이 없는 것들로 가득찬, 용두사민의 연구용역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제왕적 대법원장과 

이를 보좌하는 비대화된 행정처 구조, 법원장 임명권과 형해화된 판사회의체로 인한 견제장치의 부재 

등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에 있어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특히 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사법행정 구조를, 미국과 독일식으로 수평적으로 풀어내는, 

일종의 사법부의 지방분권화 논의가 결여된 것이 아쉽다. 

특히 3월 25일 토론회에서의 김영훈 부장판사의 발표문이나, 필자의 지정토론문에서 각 이슈별로 

추가적으로 연구, 보완을 요청한 부분이나, 기존의 내용에서 검토된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 

반영되지 못하고 경시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리고 미국, 독일, 일본 등의 비교법적 사례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가 느껴지지 않는다. 기존의 한국 문헌들의 문제의식이 소화된 느낌도 적고, 

해당 국가의 사법행정에 관한 원문 연구자료를 통해 실제 외국의 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나 도입할 가능성, 일부 변용의 필요성 등의 고민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필자도 미국 

사법행정에 관한 영어 단행본을 10여권 사놓고 거의 보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독일어나 일본어 

단행본들은 더 잘 못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의 사법부의 미래의 사법행정의 설계에, 다른 나라의 

사법행정의 경험을 충분히 검토하는 성실성이 누군가에 의해서든 담보될 필요가 있고, 추후 이번 

연구용역에서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기를 기대해 본다. 물론 비교법적 전례가 거의 없는 어떤 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완전히 새로 창안하는 것도 의미있고 또 도전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외국의 

사법제도를 일본, 미국, 독일 등을 중심으로 계수한 입장에서, 위 3개의 국가나 기타 합당할 만한 

필요에서 선정된 일부 사법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를 연구하고 설계하는 것이 오류를 

최소화하고, 잘못된 전철을 다시 밟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사법행정 

구조를 따라 정부수립 후 전국법관회의가 아닌 행정처를 만든 때로부터 1993년 판사회의 자문기구 

도입 등 일본에의 추수경향은, 부족한 일본 사법행정 연구에 기인하고, 독일, 미국 다른 사법선진국의 

사법행정에 관한 연구 부족에서 기인한다. 이번 사법개혁의 책임의 무게가 막중한 만큼, 국민들과 

일선 법관들이 만들어준 최적의 기회를, 별 효과없는 사법개혁안들로 무용지물로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의심과 열린 토론을 반복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대로, 입법화를 하여 성공하면, 법관의 관료화가 획기적으로 줄고 법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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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독립이 확보된다면, 필자는 전혀 이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대로 연구용역 결과대로 

전부 다 입법되더라도, 법관의 관료화라는 핵심 문제는 별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용기있는 

사법개혁을 넘어, 전문성이 기반한 실제 작동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안하는 능력있는 사법개혁의 

영역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박한 평가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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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미국 연방법관대표회의의 한국적 변용 6가지(요약본)

저는미국 연방법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연방법관대표회의와 그 하부 상임위원회를, 한국의 

30~40명의 재판 안하는 상근판사 중심의 행정처의 관료적 의사결정 구조를 대체할 대안으로 생각 

중입니다. 대법원과 행정처가 현행 사법행정위원회 틀을 미국 연방법원 사법행정구조에서 가져온 

것을, 좀 더 고도화하는 방향성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미국처럼 법원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만드는 것은 법원조직법만 개정해도 가능합니다. 미국의 연방법원조직법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 헌법의 법원 부분과 법원조직법을 잘 읽어 보시면, 개헌 없이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과도기 동안에도 대법원규칙으로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 재판제도 개선 등 중요 사법정책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위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대법원 규칙으로만 정하면, 이원화처럼 대법원장 의지에 따라 좌우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최종 구현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5가지 정도의 한국적 변용을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첫째 변용. 법원장을 제외한 선출 대표만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

 - 법원장 호선제 정착시, 법원장을 대표로 대체하도록 허용하거나, 법원장 회의와의 통합도 고려한다.

지금처럼 법원장들을 대법원장이 모두 임명하는 경우, 미국처럼 연방법관대표회의에 선출된 

법관들 외에 법원장을 구성원으로 넣으면 안됩니다. 대법원장 자신과,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원장들이 

다수를 차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자율성이 사라질 것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법원장(임기 7년)

은 순번제로 임관한 시기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연방대법원장이 단 1명의 법원장 선임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한국의 경우 순번제로 할 경우, 법원장감으로 생각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몇 명을 각 법원별로 

인사이동시키는 방식으로, 법원장 순번제를 사실상 대법원장의 법원장 임명 시스템으로 왜곡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판사들은, 거의 대부분 처음 임명된 법원에서 이동하지 않고 평생 

근무합니다. 2~4년 주기의 전보인사가 아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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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선출된 대표들만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법원 판사들이 

법원장을 선출하는, 법원장 호선제로의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해, 그것이 정착되면, 법원 대표를 

호선된 법원장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 법원장회의를 

통합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변용, 고등 단위 법관대표회의는 불필요하다. 

- 개별 법원 단위와 전국 단위의 이중구조 -

미국의 경우 항소구(circuit) 법관회의라는 것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외에 존재합니다. 한국의 

고등법원 비슷한 13개의 항소구 연방법원 단위로, 항소구별로 적용해야 하는 사법행정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꾸려집니다. 즉 미국의 법관대표회의는, 항소심 단위, 전국단위의 2중 

구조입니다. 한국에서도, 고등 단위 법관대표회의를 따로 구성해야 하는가? 

한국의 경우 개별 법원 단위의 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 특히 사무분담권을 견제하기 위한 

개별 법원 단위 판사회의 운영위원회(4~8명) 선거구성이 필요하고, 고등법원 단위 법관대표회의는 

불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3/25 토론회에 제시한 제 지정토론문에 상세한 논증과정이 포함되어 자세한 

논의를 생략합니다(자세한 논의는, 첨부한 지정토론문 참조). 실질적으로도 고등법원 권역단위별로 

특유한 사법행정 소요가 한국은 매우 적기 때문에,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필요하면 그 하부에 

고등법원 단위 법관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게 하면 충분합니다. 

셋째 변용,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횟수, 1년 2번에서 매달 개최 고려

미국에서, 연방법관대표회의는 통상 1년에 2번 개최되는데, 개별 연방법관의 자율성이 매우 크고, 

연방법관에 대한 전보인사, 근무평정, 승진제도 등이 전혀 없는 특수성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즉 

전국단위 사법행정 수요가 한국에 비교하면 훨씬 적을 것입니다. 물론 연방법관대표회의 하부 위원회 

중 구성원이 모두 법원 대표 연방법관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가, 그 사이 동안의 긴급한 일정한 

일을 처리하지만 의사결정을 일반적, 상시적으로 대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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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2~4년 단위의 전보인사, 근무평정, 승진제도, 해외연수 선발 등등 전국단위 사법행정 

소요가 너무 많아, 1년에 2번으로는 어렵습니다. 매달 1번 정도는 만나는 것을 구상해 보고 있습니다. 

휴정기 등 적절한 시기에 몇 번 정도 쉬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실상 구체적 내용이 이미 결정된 내용을 허겁지겁 수박겉핥기 식으로 살펴보고 통과만 시키는 

유명무실한 회의체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넷째 변용, 상임위원회 위원임명권은, 대법원장 아닌 전국법관대표회의로

미국에서, 연방법관대표회의는 26명의 판사로 이루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의사결정의 

구체적 내용들이 다 여기서 결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법원 행정처에서 다수 운용하는 

공식, 비공식의 각종 연구반, TFT에서 정책연구개발 기능을 맡는 것과 유사하게, 10~20개의 분야, 

주제별 상임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위원 임명권을 미국은 연방대법원장이 행사합니다. 

얼핏 보면, 사법행정위원회 도입시 법관들이 선출한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시키자는 송오섭 

판사님 등의 제안을 대법원과 행정처가 거부한 것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관 단 1명에 대하여도 아무런 인사권이 없는 연방대법원장이,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법관을 임명해도,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이를 막강한 인사권을 한국 대법원장에 그대로 적용해 위원 임명 권한을 

대법원장에 주는 경우,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부 상임위원회 틀은 행정처의 상근판사 근무경력을 

중심으로 한 승진고리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큽니다. 정책 판단시, 인사권, 재임용 권한 

등의 대법원장의 권한을 의식해, 행정처나 대법원장에 의중에 반하는 판단을 기피할 위험이 큽니다. 

이런 부작용은, 유명무실한 명목적 사법참여 홍보수단으로 전락한 사법행정위원회 틀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이 아닌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최종 위원임명권도 주어야 합니다. 다만 투명한 

위원 공개모집절차, 선발기준 공개, 공평한 지원기회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각종 전문분야연구회, 

커뮤너티 등 전문성 높은 자율적 단체들의 의견이나 추천을 고려하고, 개별 법관의 그러한 활동경력, 

그리고 관련 논문, 학위, 발표 경험, 참여의지, 기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의 

행정처에서 알음알음 구성하는 연구반, TFT를 건설적으로 양성화하여, 그 기능과 전문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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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변용, 대표나 위원의 사무분담은 1/3~1/4 등으로 줄여주어야.

미국의 경우 연방법관이 연방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이 된다거나, 그 하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업무를 그대로 맡으며 배당을 특별히 줄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우 정교한 

통계시스템과 근무평정으로 사건처리의 지속적 압박이 가해져, 일상적인 초과근로에 시달리는 한국 

판사들의 경우에는 사무분담 비율을 1/3~1/4 정도 줄여주어야 합니다.

재판업무만으로 바쁘기 때문에, 사무부담비율감소가 없으면 사법행정에 관심을 가지는 판사는 

가정생활, 건강(과로사의 위험 포함), 사생활을 상당부분 희생하여야 합니다. 단기간은 모르겠지만, 

최소 3~4년은 되어야 한다고 보는 전국법관대표회의나 그 하부 상임위원회 업무 기간 동안, 그런 

희생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무분담을 줄여주지 않으면, 전국법관대표회의나 그 하부 

상임위원회는 유명무실화될 위험이 큽니다.

1/3~1/4 사무분담 비율을 줄여주는 것은 예시이고, 실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그 비율은 더 

작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경계할 부분은, 연방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이든, 상임위원회 판사든 

기본적으로 재판을 주된 업무로 하여야 하고, 사법행정을 전담하는 판사를 편법적으로 되살리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의 배당감소 비율을, 최대 1/3 정도로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변용, 전보인사권 등 중요 법관 인사권을 권한에 포함시키기

미국 연방대법원장에게는 단 한명의 연방법관에 대한 임명권, 전보인사권(사실 일방적이고 주기적인 

전보인사 자체가 없습니다), 승진권(사실 승진 자체가 없다시피 하죠)도 없습니다. 아주 극히 예외적인 

사태에서의 인사권은 극히 미미해서 논의되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방법관대표회의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이기는 하나, 일반 연방법관들에 대한 인사권한도 당연히 따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판사 임명권, 재임용, 전보인사권, 고등부장 승진인사권, 해외연수 선발권, 법원 직원 전체에 

대한 인사권 등 거의 모든 인사권이 대법원장 개인에게 부여되어 있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어느 

사법선진국도 대법원장에게 이렇게 제왕적 인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조하면 한국이 이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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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선, 불투명한 기준으로 항상 의구심의 대상이 되는 법관에 대한 전보인사권 등 인사권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권한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어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행사할지는 이후 추가적 논의를 기대합니다. (법관인사위원회 등을 꾸려 

인사권을 주는 방안은 과거에 이미 시도되었으나 그 위원 구성의 민주성, 대표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또 그로 인해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벗어나기 힘든 구조라는 점에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연방법관에 대한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논란에서 

자유롭고 연방대법원 판결 자체의 설득력과 권위는 올라갔습니다. 통찰력 있는 결단입니다. 한국 

법원에서 대법원장의 역할에 대하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몇 건 안되는, 그리고 억지로 

활성화하는 느낌을 주는 전원합의체 판결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법원 판결에 참여하는 

재판에 집중하는 대법원장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그 외에 대법원장이 독점하는 임명, 재임용 등 중요한 인사권은 독일의 법관 임명에 관한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지배적인 판례와 이론인 인적 사슬이론의 측면에서, 법관의 자기보충에 해당할 여지가 

커, 역시 개혁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차후의 과제로 미룹니다. 

…

제 구상에 의구심을 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제시한 이런 한국적 변용 요소들을 가미한다면,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그 하부의 수십개의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현재 행정처의 정책결정권, 인사권을 

이양받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칠게 구상한 것이라, 앞으로 저 스스로도 추가적 연구에 따라 수정, 보완할 것이고, 다른 분들의 

가감없는 비판과 수정, 보완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토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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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사법부의 지방분권화 구상 초안15

사법부의 지방분권화! 언제 꼭 정리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싶은 또 다른 중요이슈이기도 하다. 서울 

공화국은 법원 구조에서 보자면 서울법원 공화국이기도 하다. 대부분 서울 소재 법원이나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고 싶어하고 지방으로 가더라도 최대한 짧게 서울에 가까운 지역 법원에 머무르고자 

한다. 지방에 근무해도 대다수 판사는 주말부부로 주말이면 서울로 향한다. 소위 잘 나가는 자리들,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영장전담 재판장, 대법원 행정처의 심의관 (행정처에서 일하는 판사) 

등도 모두 서울에 있다. 판사에게 출세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마땅치 않지만 소위 출세하려면 또는 

승진하려면 서울로, 서울로 가야 하는 건 판사도 마찬가지이다.

2~4년 단위로 전체 판사 3000명을 서울 수도권 소재 법원과 지방 소재 법원을 왔다갔다 돌리는 이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찾자면 역시 일본만 있는. 일본 식민지 사법의 업보로) 경향교류 인사 시스템. 

이것은 판사가 한 분야를 오래해서 전문성을 제대로 쌓는 것을 방해한다. 1~2년 형사재판하다가 1~2

년 민사재판하다 보면 지방으로, 서울로 떠날 시간이다. 

또한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아동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15 후속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이후 추가적으로 해본 제도 디테일에 대한 고민을 정리해본다.
  첫째, 법관 선발권을 중앙단위로 할지, 지역단위로 할지가 문제된다. 일반 평판사 임명의 지나친 정치화의 우려(?)나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사법시험 성적 기준이 사라지면서 이념 성향이나 정치성향으로 배제될 위험의 증가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큰 문제이다. 반대로 
평판사도 대법관처럼 정치세력의 관여가능성을 전면적으로 제도화하여, 이념성향의 균등한 반영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다만 
필자로서는 일단 일단 전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장기적으로 사실상 법원의 평판사 임명 독점 구조는 깨질 수밖에 없고 또 비교법적 전례도 별로 없다. 임명권 자체의 지방분권화는 판도라의 
상자(?)일 수 있어 추후 신중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임명방식에 지역 의견 제출 제도화하는 등의 문제도 타당한지 고려될 필요가 있고, 지역 
변호사들의 이익집단화 경향성이 불러올 왜곡(?) 우려도 고민될 필요가 있따.

   둘째,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지역법관제와 관련하여 권역내 전보를 유지하는 것으로 고등법원에 그 전보인사권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광주고등법원이 관할하는 전라권역으로 임명하고, 전주, 광주, 제주, 순천, 군산 등지를 계속 순환근무시키는 것은 
전면적 지역장기근무제와 사법부 지방분권화 취지, 특히 사무분담의 장기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에 역행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없애야 한다. 특정 
법원이 존재하는 거점 도시에서 평생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갑작스런 단기의 인원 충원 수요가 발생하는 비상시에나 단기적으로 매우 
드물게 지방 권역 단위 인사권을 고법 단위에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셋째, 지역 장기근무제는 일단 새로운 법관들에게는 전면실시해도 문제가 적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법관들 과도기 대책이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매년 주기적으로 평생 근무할 거점 도시에 관한 신청을 받아, 고정시켜 가면서, 제한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전보인사를 유지하는 등의 과도기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정 지역 법관을 뽑을 때 해당 지역 실정을 잘아는 법률가의 해당 지역 배치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타지역 근무경력자의 
지원을 허용할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허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오히려 반대의 관점에서, 해당 지역 법률가를 일해온 지역의 법관으로 
배치하는 것을 회피하자는 주장도 가능하다. 10년을 변호사로서 근무한 해당 지역 법관배치를 피해야 한다는 류의 주장은, 지역 법률가, 유지와의 
유착가능성에 기반한 주장인데, 이는 지역 장기근무제 자체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논거라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 같다. 다른 지역 10년 경력자는 
허용하면서, 해당 지역에 10년 넘게 근무한 법조인을 해당 지역에서 객관화될 수 있는 의미의 업무능력, 사회적 평판 등을 고려해서 그 지역에 
다시 법관으로 남아 근무하는 것을 장려하지는 못할 망정 막아서는 안되는가 아닌가 한다. 다만 지역근무 경력이 해당지역 법관임용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짤지 반대로 무관하게 짤지의 문제는 이와 별개의 문제의식인데, 일단 후자가 원칙에 부합하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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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을 어렵게 한다. 지방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가서 자고 주말에 서울로 가면 지방의 

속사정을 체험할 기회는 얻기 힘들다. 지방의 사법자원은 서울에 비해 열악하게 되기 싶다.

지역 교류 인사는 과거 소신있는 판사의 탄압수단으로 쓰인 전례가 있는 것 (서울에서 먼~ 지방으로 

보내기)처럼 판사를 주기적인 인사교류에 묶어두어 관료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소위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집중의 대표적인 요소로서 법관사회 관료화의 중요원인으로 지목할 만한 요소이다. 

대법원장 한명이 매년 1000명 가까운 판사를 서울로 올릴지 말지, 지방이나 수도권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하는 인사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물론 식민사법 역사를 심어준 일본만 빼고. 그러나 일본 법관의 관료화 수준, 사법행정권의 재판 

독립 간섭의혹 등의 사정 관련해서는 한국이 나은 편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일부 재판제도 한두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구조와 방향차원에서 일본 사법부는 한국 사법부의 모델일 수 없고 아니 

되어서는 안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앞으로 몇년 이내에 한국 사법부는 ‘탈일본’ 하여 독일, 미국 등의 사법선진시스템으로 갈지, 내 

기준에 망한 일본 사법부와 유사한 관료화된 사법부에 머무를지 결단해야 한다. 앞으로 1~3년 동안의 

사법개혁 담론이 어찌보면 앞으로 20~30년의 한국 사법부의 미래의 발전방향을 규정하지 않을까? 

내가 고민 끝에 지금 이시기에 법관과 국민의 소통을 강조하고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과거 지역의 돈있는 유지와 향판-지역법관의 유착이라는 자극적이기 쉬운 담론 구조는 법원이 

정면으로 마주해 깨봐야 할 요소이다. 소위 김영란법의 시행은 이런 우려를 상당부분 줄여줄 것이다. 

사실 지역법관에 쓰여진 낙인은 상당부분 진짜 실태가 그런지 의심해야 한다. 정운호 게이트 등 사법 

관련 비리들은 서울이 더 심할 수 있다. 

다들 서울에서 판사하려 할 테니 지방 판사 질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강하다. 그러나 경청하고 

토론하는 재판은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점수, 사법연수원/로스쿨 성적이 좋다고 잘하는게 아니다. 

앞으로 변호사등 10년 법조경력자를 판사를 뽑을 때는 오히려 해당 지역에서 10년간의 활동내역을 

통하여 존경받는 유능한 지역 법조인이 해당 지역 판사가 되어야 한다. 10년 내내 서울에서 개업해 

일한 변호사를 변호사시험점수/로스쿨 학점이 높다는 이유로 2~3년도 제대로 살지 않은 지방의 

판사로, 예를 들어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꽂아넣는게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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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의미의 사법선진화는 사법부의 지방분권화 없이는 이뤄내기 어렵다. 독일 미국 어느 

사법선진국도 판사들을 이렇게 정신없이 잦은 주기로 전국단위로 쉼없이 돌리지 않는다. 지방부장 

판사 이상이 판사를 그만두고 소위 전관예우 논란에서 말하는 전관변호사로 나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에 탈락하고 가족과 떨어져 50~60대에 지방을 주기적으로 전전하는 

것은 평생법관을 포기하게 만들기 쉽다.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서울에서 먼 지역에서 태어나 그 지역 대학을 나와 그 지역 로스쿨을 

나와 그 지역 법관이 되는 것이 흔한 일이 되는 때, 지역출신으로서 지역실정을 잘 아는 법관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부 시스템까지 잘 구축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겸비하는 때를 꿈꿔본다.

(출처 :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0212196513656494&id=148648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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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탈바꿈의 우려와 
민주적 정당성 논의의 오용을 중심으로

차성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행정처 탈바꿈의 우려와 
민주적 정당성 논의의 오용을 중심으로

차성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1. 추가 지정 토론 배경

지정토론문을 점심 무렵에 보내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우연히 이용구, 유지원 변호사의 용역연구 

결과물이 카톡방에 돌아다니는 걸 발견했는데, 쪽수가 30페이지 가량 늘어서 읽어보니 제가 

지정토론한 구 발제문이 상당부분 수정보완된 걸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실의 담당자에게 

연락하니 수정발제문을 보내줄 생각을 못하셨다면서 죄송하다면서 보내주셨습니다. 확인하니, 

돌아다니던 수정발제문과 일치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수정된 발제문에는 제가 지정토론으로 

지적했던 비교법적 논의나 기타 일부 중요쟁점들에 관한 논거나 내용들이 적지 않게 추가되어 있어, 

구 지정토론문만으로는 제 지정토론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급히 

추가 지정토론문을 작성하여, 별지로라도 자료집과 함께 배포할 것과, 최종 PDF 파일에 반영할 

것, 그리고 이후 추가로 배포되는 자료집은 위 최종 PDF 파일로 새로 인쇄해 배포해 드리길 요구 

드렸습니다. 

2.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의 오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법행정으로부터 법관의 독립” 등 기능적 검토가 본질임을 강조하며

 가. 독일의 법관 임명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논의의, 사법행정에의 오용

한국의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는 독일의 도그마틱과 학설, 판례에서 유래한다. 민주적 정당성 

논의의 이론적 전개는 종전 지정토론문에 소개했던 이계일 논문1에서 확인되듯 법관의 임명을 전제로 

전개되고 또 지배적 학설, 판례가 형성되었다. 사법행정에 초점을 맞추어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을 

논하는 것은, 독일 법관연합의 3권 분립에 충실한 사법행정권을 포함한 독립된 사법행정권 조직의 

신설 제안에 대하여, 행정부와 정치권에서 방어논리를 펼 때에 주로 나오는 레파토리이다. 

독일의 각 주와 연방에는 독립된 사법부 조직이 없고, 인사, 시설, 예산, 규칙 제정 등 사법행정을 

1 이계일, “사법의 민주적 정당화 -인적 정당성 문제에 관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16권3호 (2013), pp.249-294.



주법무부, 연방법무부 등이 담당한다.2 다만 법관의 독립에 핵심적 의미를 가지는, 근무평정, 사무분담 

등의 사법행정은 법원장이나 법관들의 선거로 구성되는 사무분담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거나, 

승진인사에 의견을 내는 등 관여하는 장치로 법관인사자문위원회 등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용구, 유지원 변호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미국의 연방법관대표회의처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을 반대하는 논거로, 독일 법관연합의 독립된 사법부 신설 주장에 

반대하는, 행정부와 정치권의 논리를 일부 차용해 민주적 정당성 결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의 이론은 법관 임명에 주된 초점이 있다. 

다른 한편, 이용구, 유지원 변호사의 용역 결과를 보면, 대법원 판사나 판사들의 선출에 의회의 

관여를 인정하는 것을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한다며 오히려 경계하고 있다. 이는 독일식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를 진정으로 받아들여 취했다기보다는, 용역결과에서 취한 결론에 맞추어 입맛대로 

활용하는 느낌을 준다. 독일의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에 충실하면, 대법관은 물론, 일반 법관의 

임명권 행사에 민주적 정당성을 가장 강하게 지닌 의회의 전면적 관여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데, 이 부분에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독일 법관연합의 독립된 사법부 신설에 반대하는 독일 행정부, 정치권의 논리를 자신의 주장의 

근거 논리로 쓰기 좋다는 이유로 철저한 검토 없이 받아들여, 민주적 정당성 논의를 한국의 사법행정 

개혁에 끌어들이는 것은 여러 면에서 위험성과 모순을 내포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재판장 승진이나 

연방법원 파견 등과 관련하여 승진구조가 존재하고, 여기에는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다는 비판의견이 

많다. 독일 법관 독립을 다룬 한 논문에서는, 법관 승진인사에 관한 권한을 행정부가 놓지 않는 한 

법관 독립은 요원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승진인사에 관여하는 법관인사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장 승진인사나 법원장 임명은 여전히 법관인사자문인사위원회와 법무부장관 

등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 제3의 위원회 기구의 관여를 인정한 예외적인 사례를 거의 모든 주에서 

여전히 주법무부 등에서 최종결정권을 가진다. 

주법무부나 이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좋은 정치권은 고위 법관 인사에 정치적으로 개입하기 좋은 

이 구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한다. 이런 독일의 행정부나 정치권이 법관 독립을 강화하기 위한 

독립된 사법부 조직에 관한 독일 법관연합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한 논리로서, 법관임명에 대하여 

2 통상 주단위는 주법무부이지만, 노동법원이나 사회법원은 주사회노동부에서, 행정법원, 재정법원 등은 주내무부나 기타 관할 행정부서에서 
담당하는 예도 있다.



주로 형성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를 사법행정에 끌어들이는 것이, 우리 실정에 적합한지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

근본적으로, 독일의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담론을 사법행정까지 확장시켜, 독립된 사법부에서 

사법행정을 관할하는 것을 반대하는 견해는, 민주적 정당성 문제로 인하여 사법행정은, 주법무부, 

연방법무부 등의 행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을 갖는다. 개헌이 

필요하겠지만 논리일관되게 가면, 현재 법원이 가지고 있는 사법행정에 관한 상당한 권한도 박탈하여 

법무부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즉 사법행정에 관하여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특히 인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관철하려는 입장은, 법원 사법행정의 법무부 이양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사법행정에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를 오용하여 확장하는 견해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하여 재판, 

법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회에 대한 의견 제출권이나 예산에 관한 의견 제출권 등에도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검찰과의 관계에서 이미, 검사 개인의 수사에 정치권이나 청와대 등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걸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는 한국의 법무부에게 그런 사법행정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독일 관념론적 도그마틱에서 유래하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를, 그것도 법관 

임명에 대한 논의를 사법행정에 투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주장이 될 수 있다.

독일의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의, 압도적인 초점은 대법관, 일반 법관의 임명이다. 그리고 나도 

이 부분에는 상당 부분 동의한다. 다만, 뵈켄회르데의 기계적인 인적 정당성에 과도한 강조점을 주는 

사슬이론보다는, 내용적 정당성 등의 가치를 인적 정당성과 동등하게 두는 첸처3 등의 견해에 더 

끌린다. 독일의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를 실현하려면, 지배적 학설, 판례에서 위헌이라고 평가받는 

법원의 자기보충, 법관의 자기보충에 가까운, 한국 대법원장 내지 행정처, 법원이 독점하는 법관임명 

제도는 폐기되거나, 의회 등의 관여를 대폭 인정하여 수정될 수 밖에 없다. 나는 법관을 정치성향 

등에 의하여 배제할 위험을 막는 장치의 고안을 전제로, 근본적으로는 이 방향성에 찬성한다. 이용구, 

유지원 변호사는, 독일의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를 끌어옴에도, 모순되게도, 그 핵심인 법관 

임명에서의 민주적 정당성에는 오히려, 정치의 사법화라는 표현으로, 의회의 관여를 경계한다. 이는 

모순적인 태도이다.

3 Axel Tschentscher, Demokratische Legitimation der dritten Gewalt, Mohr Siebeck, 2005.



나. 대한민국 헌법상, 독일의 민주적 정당성 도그마틱은 존립근거가 없다.

 -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최고의결기구화는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매우 충실히 부합한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담론이 순수한 이론적 의미로서 주장되는 것은 논외로 하고 규범적 구속력을 

가지는 담론으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도입을 막는 이론적 논거로 작용하려면, 독일 기본법 

하에서 형성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도그마틱에 한국 헌법하에서 가능한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독일의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의 초점인, 법관 임명에서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를 보자. 독일 

기본법의 태도에 따라, 독일 연방법관은 국회 등이 관여하는 법관선발위원회의 관여를 거치고, 어떤 

연방법원장들도, 단 1명의 판사에 대한 임명권도 가지지 못한다. 주단위에서도, 주의 최고법원장이 

판사 임명권을 갖지 못한다.

반면,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는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대법관은 물론(제104조 제2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동조 제3항)까지 모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대법관회의는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부여받는 

틀이 아니다. 독일의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이론에 따르면 위헌으로 판단받기 좋은, 법원의 자기보충, 

법관의 자기보충과 유사한 형태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국회 등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이 대법관들, 법관들의 임명에 직접적인 의결권 형태로 권한을 갖는 것은, 

오히려 위헌의 시비를 불러일으킨다. 즉, 대한민국 헌법은, 법관임명에 있어서조차, 독일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에 전혀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법관을 사법부 내에서 임명하는 구도를 통해, 행정부나 

정치세력 등 외부 세력에 의하여 법관의 독립이 침해될 위험을 막는 결단을 내렸다.4

사법행정권과 관련한 조문으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조항이 언급된다. 사법권은 재판권 외에 권력분립원칙과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사법권 행사에 부사되는 행정작용도 사법권에 속한다고 통상 해석된다.5 이에 따라 

4 다만, 개헌론으로서, 개헌을 통하여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뿐만 아니라 일반 법관들의 임명에 대하여도 민주적 정당성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한지는 
논의될 필요는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 사법시험 성적이 거의 절대적인 법관임용 기준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자의적인 일반 법관 임명이 정치적 
성향등이나 기타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염려가 적다. 그러나 한국은, 독일 식의 사법시험 합격 직후 일반 법관 임용제도를 폐기하고, 10
년 법조 경력자만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선택을 했다. 그런데 10년의 근무경력을 평가하는 것은 획일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고, 그 
과정에서 정치성향이나 기타 자의적 고려에 따라, 법관의 임명이 편향되게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이 위험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 일반법관 
임명에 국회 등의 관여를 늘리는 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될 것이다.

 다만 그와 별개로 시민의 사법참여 수단인 배심제, 참심제, 시민의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 제도 등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5 예를 들어, 김상겸, “헌법이념에 부합하는 사법행정권한 행사 방안”, 13면, (출처 : http://www.google.com/url?url=http://www.prism.go.kr/
homepage/researchCommon/downloadResearchAttachFile.do%3Bjsessionid%3D9283A74F867E882476696E1D8D2EC36A.
node02%3Fwork_key%3D001%26file_type%3DCPR%26seq_no%3D001%26pdf_conv_yn%3DN%26research_id%3D1280000-
201000036&rct=j&frm=1&q=&esrc=s&sa=U&ved=0ahUKEwiP35TyrZnUAhVCFZQKHaYQC7cQFggTMAA&usg=AFQjCNH1GJIkM
1DsY07-YDPVbpD4WaXYZQ, 최종접속일 2017. 5. 31.)



법원조직법 제13, 17, 19 내지 25조의2, 26, 28조의2, 29, 37, 40조의2, 40조의5, 제41조의2, 67, 74, 

76조의3, 78, 81, 81조의2조 등은, 대법원장, 대법관회의,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대법원장비서실, 재판연구관, 사법정책자문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 

각급 법원장, 양형위원회 등의 법원 내 각종 기관들을 다수 규정하여, 사법행정의 틀을 짜고 있다. 

최고의사결정권은 대법원장이 가지고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관계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이를 

일부 각급 법원장들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9조). 그 외에 일부 중요사항을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받으며(제17조),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 사무를 

관장(제67조)하는 기본구조를 짜고 있다. 

이런 현행 법원조직법의 태도는, 현행 현법에서 법원에 사법행정권을 포함한 사법권을 부여한 

태도에 충실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헌법적 문제를 가져오지 않으며, 법관 임명에서조차 헌법해석상 

도출되기 힘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도그마틱을 사법행정에 투영하여,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규범적으로 비판할 여지도 없다. 다만, 중앙집권적이고 관료화, 비대화된 행정처가 개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그 실제 작용에 기초한 기능적 비판이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그러한 법관 관료화를 초래하는 수직적 행정처 중심의 사법행정구조를, 전국 법원의 

일선 판사들이 판사회의에서 대표를 뽑아 구성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최고의사결정권을 갖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원조직법 개정은, 아무런 헌법적 문제가 없다. 오히려 법원의 가장 많은 판사들이 

참여하는 기제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헌법 제101조 제1항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하여, 개별 법관 개개인을 사법권의 주체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헌법에 가장 부합한다. 소수의 엘리트 법관들로 구성된 행정처보다, 전국의 모든 법관들이 

판사회의 대표 선출의 방식으로 관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헌법 제101조 제1항에서 사법권의 

귀속주체로 명시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독일의 한국과 완전히 다른 헌법체제, 그리고 (의원내각제에 기반한) 법무부가 사법행정권을 

담당하는 구조에서 논의되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를 가지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비판하는 

것은 한국 헌법에 오히려 반하는 해석론에 불과하다. 실제 기능의 차원이 중요할 뿐이다.

 다. 미국, 한국으로 이어지는, 엄격한 3권 분립에 기반한 독립된 사법부

한국 헌법은 독일과 달리 엄격한 3권 분립을 채택하여, 법원을 완전히 독립시켜 독립된 사법행정 

권한을 주었다. 이는 헌법적 결단으로서, 미국의 연방법원처럼, 독립된 사법행정 조직을 포함한 



별도의 사법부 조직을 통한 3권 분립을 꾀하는 미국의 영향을, 주로 미군정기를 통해, 또 일정부분은 

전후 일본의 사법체계 개편을 매개로 하여 받은 것이다. 독일 기본법은,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법원의 독립된 사법행정에 관하여, 민주적 정당성 논리를 끌어들여 반박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국 

헌법은 독립된 사법행정 조직을 법원에 주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내렸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는, 

어디까지나 헌법의 범위 내의 논의이지, 헌법을 거스르는 만병 통치약이 아니다. 독일의 법관임명에 

관한 민주적 정당성 논의를 사법행정에까지 기계적으로 투영하는 견해에 의하면, 한국이나 미국처럼 

엄격한 3권 분립에 기초해 독립된 사법부를 만들어 사법행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국가의 시스템은 

항상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에 반한다. 한국의 명문 헌법의 결단을, 다른 헌법구조를 가진 독일의 

이론적인 민주적 정당성 논의를 근거로 비판하는 것은, 개헌론의 차원에서의 이론적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한국 헌법의 결단의 타당성을, 아무런 실질적 근거 없이 외국 이론을 가져다 부정하는, 납득하기 

힘든 태도에 불과하다. 독일에서 만약 기본법에서 엄격한 3권 분립에 기초해,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독립된 사법부 조직을 만드는 결단이 이뤄졌다면, 법원 자체의 사법행정에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를 투영해 그 위헌성을 논하거나 그 정당성을 논하는 주장 자체가 발붙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 자체적인 사법행정 조직이 규범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그 자체로 항상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험성을 가진 근본적 결함을 가진 틀이 아닌가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행정부, 법무부가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기본적으로 나으면 

나았지, 더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이 부분을 부정한다면, 한국의 독립된 사법부 조직에 

관한 헌법조항을 없애고, 독일, 프랑스 등처럼 개헌해서 행정부, 법무부가 사법행정까지도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신의 견해에 충실한 실천이 될 것이다.

법원의 자체 사법행정은, 주행정부나 주법무부의 사법행정보다 법관, 재판의 독립성 측면에서, 

더 낫거나 최소한 더 나쁠 것은 없는 틀이지만, 문제는 존재한다. 즉 법원 내부의 중앙집권적 

사법행정 내부조직에 의한 법관의 독립 침해의 우려가 있다. 미국은 이를 고려하여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면서 사법행정의 합리화를 꾀하기 위하여 연방법관대표회의, 항소구 법관회의 등을 고안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연방법원의 법관의 독립성, 그리고 그 판결의 권위는 미국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다. 따라서, 나는 미국의 이러한 수평적으로 분산된 사법행정의 틀을 성공적인 

예로 평가한다. 물론 이 부분은 구매한 10여권의 추가적 원문 단행본을 읽어가며 더 깊이있게 

근본적으로 고민해나갈 생각이다.

미국은 이러한 자신의 수평적 사법행정의 틀을, 미군정기에 길리암 법원조직법 초안 등을 통해 

전국법관회의, 고등단위 법관회의(다만, 한국은 항소단위는 불필요하고 개별 30여개 법원 단위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의 선거를 통한 구성이 필요하다) 등을 통해, 그 시스템을 한국에 이식하려 

했지만, 이걸 차버리고 일본이 왜곡해 버린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의 지나치게 관료적인 시스템을 

가져온 것이 가인 김병로 등 초기 일제 강점기 법률가들의 선택이었다. 만약, 미군정이 제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법원 내 대의제 민주주의 판사 회의체 의한 사법행정이 제정 법원조직법에 

실현되었다면, 한국의 역사 자체가 달라졌을 수 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사법의 암울한 

역사의 이면에는, 사법행정권자들의 정권과의 타협 내지 굴복, 경우에 따라 결탁이 존재했다. 

대법원장, 행정처 등 사법행정권자들이 재임용, 지방발령, 기타 인사상 불이익 등을 통해, 소신 

있는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면, 사법부가 최소한의 인권보장의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라. 사법파동에서의 판사회의의 역사적 경험과, 비교법 대상국가 선정기준

비교법이라는 것은, 항상 먼저 왜 하필이면 그 나라 국가를 참조로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제왕적 대법원장과 비대화된 행정처를 대체할 틀을 고민함에 있어, 미국 연방법원의 입법례를 

참조하는가? 프랑스, 스페인 등을 참조해 최고사법위원회 등을 도입하는게 낫지 않은가?

미국 연방법원을 참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법파동 역사에서, 법원 외부의 법관의 독립 침해 혹은 사법부 내부의 사법행정권자에 

의한 법관의 독립 침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기능을 하면서 저항을 통해 역사적 국면을 그나마 

바꾸어 온 것이 각급법원 법관회의, 그리고 제도화되지 않았지만 전국단위의 전국법관대표회의였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규범적 연원을 함께 갖는다. 정부수립 직후 일제 강점기 법률가들이 대법관 

추천을 위한 고위법관회의6  등의 회의체를 제한적이나마 도입했고, 1993년에는 의결기구인 일본의 

재판관 회의를 참고하여 한국의 경우 자문기구로 격하시킨 형태로 도입하기도 했다. 그리고 1993년 

전에도, 왜곡된 형태이긴 하나, 미국의 연방법관대표회의, 항소구법관대표회의가 일본 재판소법에 

재판관회의라는 형태로 도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법을 어떤 지향점으로 바라봐 온 판사등 

법률가들의 마음속에는 판사회의가 어떤 모델로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재발견된 규범적 연원은, 

미군정기에 미군정의 길리암 법원조직법 초안 등에서 전국법관회의 등을 제시하였으나, 일제 강점기 

출신의 1세대 법률가들이 이를 차버린 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1993년 판사회의가 소규모의 대의제 위원회 기구가 아닌 총회 형태로, 그것도 유례가 없는 

자문 형태로 도입된 한계가 크지만, 이후 몇차례의 사법파동에서, 실질화하는 방향성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최근 판사회의 실질화 흐름은 언론에 일부 제한적으로만 공개되어 밖에서는 잘 

6 이후에 법원 외부 인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위원회 형태로 변경되었다.



모르지만 법원 내에서는 꽤 큰 성과를 냈는데, 재판제도 개선, 기획법관 역할 축소, 당직법관 제도 

개선, 사무분담권의 판사회의 실질적 심의 등이 의미있게 시도되어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각급 

법원 단위를 넘어, 현재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이, 일선법관들에 의하여 진행되는 등 그 정점을 향해 진행되고 있다. 

과거의 전국법관워크숍처럼, 일부 법원만 대표를 판사회의를 열어 선출하고 다른 법원들은 행정처나 

법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하거나 기타 민주적 대표성 없는 방법으로 정해진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일선 판사들이 판사회의나 이에 준하는 민주적 방법으로 모든 대표를 선출하고 있다. 

어떤 입법에 성공하려면, 그 규범적 토대가 되는 사실적 경험이 필요한데, 지금 사법행정권 

분산, 법관의 사법행정권자로부터의 독립을 얻기 위한 사실적 노력은, 각급 법원 판사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틀로 나타나고 있다. 어떤 제도를 그 형태만 들어온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적 토대가 있어야 하는데, 미국의 연방법관대표회의나, 독일의 각급 법원 단위 판사회의 

운영위원회 유사한 사무분담위원회 등의 틀은, 현재까지의 판사회의 실질화 흐름과 가장 유사하다.

셋째, 미국연방법원은 엄격한 3권 분립에 따라 독립된 사법부를 만들어, 사법행정권까지 온전히 

부여하여, 한국의 3권분립에 따른 별도의 사법부 조직, 사법부 자체 사법행정이라는 모습과 가장 닮아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수립 당시 이러한 틀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미군정 

관료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한 헌법적 틀이었다. 법률의 수준에서도, 한국 법원조직법상 판사회의는, 

미국 연방법원조직법상 법관회의체에 관한 규정이, 일본 재판소법의 왜곡된 형태를 통해, 계수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재판소법상 재판관회의 입법의 연혁에 대하여는 정확한 입법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마. 프랑스 등의 최고사법위원회 등의 전제

주로 개헌 국면의 논의를 포함하여 프랑스 등의 최고사법위원회 등을 참조하여, 한국에도 사법행정 

최고기관으로서 최고사법위원회나 법관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법관독립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신설해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자는 논의들이 존재하고, 나도 그 선의에는 동감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이 사법 구조 자체의 전반적인 차이를 반영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유럽의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에서 나타나는 사법최고위원회는, 2차 대전후 법무부가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전통에서 벗어나 일부 중요 권한을 법무부에서 빼내어 최고사법위원회로 

담당하게 하던 흐름의 연장선에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의 경우, 유럽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지는 최고사법위원회 형태를, 사법총평의회 형태로 고안하여, 프랑스, 독일, 영국 등과 달리 



대법원이 제3부로 독립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스페인을 제외하면, 여전히 나머지 많은 사법행정의 

권한들은 법무부에 남겨져 있다.7

이하의 논의는 스페인의 경우 프랑스, 영국, 독일과 다른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고, 사법행정 

행사구조, 스페인의 현재 사법행정 구조가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 평가에 관한 

연구논문을 찾기가 어렵고, 국내에서 충분히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한계로 인하여 바로 적용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스페인 사법총평의회 모델에 대하여는, 목차를 바꿔 따로 논한다.

프랑스 등에서 나타나는 최고사법위원회 등은 ① 독립된 사법부의 부존재, ② 의원내각제이거나 그 

요소를 강하게 가진 법무부 등의 사법행정 총괄, ③ 제한적 범위의 사법행정에 관한 최고사법위원회의 

견제 등을 구성요소로 한다. 프랑스 등의 최고사법위원회의 권한은, 법관 임명, 인사 등의 제한적 

범위로 한정되어 있지, 지금 행정처가 행사하는 포괄적인 사법행정 권한을 다루고 있지 않다. 그 

위원회 구성 형태를 보면, 하부에 미국의 연방법관대표회의처럼 20~30개의 상임위원회를 둔다던가, 

광범위한 사법행정 집행 실무를 담당할 행정처 같은 대규모의 보좌기구를 두고 있지도 않다. 프랑스 

등의 최고사법위원회는 재판제도의 개선, 법원의 인적, 물적 관리 전반, 예산 등 포괄적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포괄적인 사법행정 권한은, 독립된 사법부를 두지 않는 대신, 법무부 등의 행정부 조직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즉 최고사법위원회는, 포괄적 사법행정권을 가지는 독립된 사법부 조직이 

없고 법무부 등 행정부 조직에서 사법행정권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한다. 3권 분립에 반하기 좋은 이런 

구도로 인하여, 당연히 그 견제를 위하여 최고사법위원회 같은, 법무부 구성원이 아닌 법관이나 

외부의 사람들을 포함시킨 독립위원회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고사법위원회가 행사하는 권한 중, 법관 임명권은, 독립된 법관선발위원회를 만들어 거기에서 

법관을 임명하게 하는 것이 10년 경력직의 임용에 대비한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걸 빼면, 법관의 인사에 관한 일부 인사 권한만을 가져갈 최고사법위원회의 신설로, 기존의 행정처 

조직의 방대한 사법행정 영역과 관련된, 수평적 권한 분산에 기초한 사법행정권의 분산과 그를 통한 

법관의 독립이 실현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7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유럽 3국 선진사법제도 실태 파악을 위한 출장결과보고” 2005. 11. (출처 : http://www.google.com/url?url=http://
pcjr.pa.go.kr/files/%25EC%259C%25A0%25EB%259F%25BD3%25EA%25B5%25AD%25EC%25B6%259C%25EC%259E%25A
5%25EA%25B2%25B0%25EA%25B3%25BC%25EB%25B3%25B4%25EA%25B3%25A0%25EC%2584%259C.hwp&rct=j&frm=
1&q=&esrc=s&sa=U&ved=0ahUKEwjzy6y6u5nUAhUKnJQKHShDB6AQFggTMAA&usg=AFQjCNGuyIDWHjXvIsyeopFgsrvREEN5
5w, 최종접속일 2017. 5. 31.)



더구나 최고사법위원회를 도입하는 헌법적 결단은, 별도의 사법부 조직을 만들어 3권을 엄격히 

분리시키지 않고 사법행정을 법무부, 행정부에서 맞도록 하는 헌법적 결단과 역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더구나 의원내각제 형태 내지 그 요소로 인하여, 이러한 나라들의 법무부, 

행정부는, 한국과 달리 그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의회권력과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에 의한 별도의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한 법무부가 아니라, 의원내각적 요소에 의하여 

의회의 정치인들의 인적 요소가 행정부에도 투영된다. 주로 행정부, 법무부의 권한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맞는 법원의 사법행정을, 행정부, 법무부에 맡겨도 그 부작용이 한국보다 훨씬 덜한 이유이다. 

한국은 대통령, 국회, 사법부(헌법재판소 포함)의 엄격한 분리를 전제로 한 3권 분립을 채택하고 

있어, 법무부의 사법행정 담당 원칙과 이를 견제하기 위한 최고사법위원회 구도가 들어맞기 힘든 

국가이다. 

과연, 이런 이론적 연결성을 무시하고, 최고사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외부위원 몇몇을 추가한 

위원회를 하나 들여온다고 하여, 지금의 법관 관료화를 초래하는 수직적, 중앙집권적 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법행정 조직의 본질이 바뀔지는 의문이다.

중앙집권적이고 수직적인 행정처를 쪼개어, 역시 중앙집권적인 1) 사법정책연구원, 2) 상근법관이 

사라지거나 최소화된 축소된 행정처, 3) 최고사법위원회 등으로 탈바꿈시켜도, 30여개 법원과 일선 

법관에게 수평적으로 권한이 분산되지 않으면, 법관의 관료화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바. 최고사법행정기관성, 의결기구화를 위한 개헌은 불필요하다.

- 미국 연방법관대표회의는 규칙제정권을 갖지 않는다.

이용구, 유지원 변호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게 대법원 규칙 등 제정권한을 의결권으로 

부여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아무도 주장하지 않는 잘못된 전제에 기반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기구화를 반대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첫째 논거부터가 잘못된 전제에 기반한다. 이런 잘못된 

논리 전개는, 아마도 미국 연방법관대표회의의 권한에 관한 구체적 검토의 결여에서 기반한 

것으로 추측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참고하는, 미국연방법관대표회의(연방사법회의로 번역되기도 함)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이지만, 대법원 규칙 제정권을 가지지 않는다. 연방대법원이 규칙 제정권을 가지고, 

연방법관대표회의는 건의 내지 심의권한을 가질 뿐이다. 이에 관하여는, 고 한기택 판사, 강한승 전 



판사 등이 이미 여러 논문이나 단행본에서 명확히 해 두었기 때문에 상론하지 않는다.8 다만,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관여가 아니라 매우 실질적인 관여를 할 뿐이다. 

따라서, 최고의사결정기구화를 위하여, 대법원 규칙 제정권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줄 논리필연성은 

전혀 없다. 나도, 또 내가 아는 한 어떤 다른 판사나 학자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법원 규칙 제정에 

관한 의결권을 주자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다.

이용구, 유지원 변호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최고사법행정기관으로 하면, 즉 최고의사결정기구화하면 

“대법원장 및 대법관회의가 담당하는 기능을 모두 전국법관회의가 담당하게 됨”이라는 주장 역시, 아무도 

주장하지 않았고, 또 모델이 되는 연방법관대표회의의 권한에 관한 여러 연방법령 어디에서도 채택하지 

않는, 잘못된 전제를 깔아,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에 반대하는 논리의 전제로 삼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권한은,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 법률로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 중 법관의 독립에 

핵심적 권한으로 선별해서 가져오면 된다. 대법원장, 대법관회의, 행정처 등의 해당 권한을 기존에 

행사하던 기관들의 권한을,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또 미국 연방법관대표회의를 예를 참조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명실상부한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만드는 범위에서 가져오면 족하다. 나는 3

월 25일 토론회에서, 이 작업에 참고하라고, 미국 연방법원조직법상 연방법관대표회의 구성, 권한에 

관한 조항을 사법선진화 TFT 번역팀의 도움을 받아 번역하여 자료로 제시한 바가 있는데,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 

 사. 스페인 사법총평의회 모델 등의 수용은 미래의 과제로

앞서 지적했듯이, 이용구, 유지원 변호사는, 대법원 규칙 제정권이나 그 동의권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가져야 최고사법행정기관화, 의결기구화가 가능하다는, 필자로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민주적 정당성 결여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델이 

된 미국 연방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 규칙 제정권이나 동의권을 가지지 않고, 심의나 건의권만을 

가지므로 이러한 반대논거는 그 존립근거를 상실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권한에서 대법원 규칙 

제정권을 빼더라도, 헌법상 가능한 나머지 사법행정 권한 등에 있어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8 다만, 현재에도 연방대법원이 사법행정에 관여하는 의미 있는 유일한 부분이 있다면 대법원 규칙의 제정에 관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의 재판에 적용될 재판절차 및 증거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 연방사법회의를 통과된 이러한 규칙 제정, 개정안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심사를 거쳐 매년 5월 1일 이전까지 의회에 제출되고, 의회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매년 12월 1
일에 이르면 효력이 자동 발생한다. 주34) 연방대법원은 위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도 필요한 경우 규칙개정안을 공포할 수 있다. 연방사법회의는 
대법원에 필요한 경우 규칙제정 및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강한승, 미국 연방법원의 사법행정권,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9권(2010. 1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위 논문의 관련 각주에 의하면, 연방대법원 규칙과 관련된 이러한 절차는 “대법원 규칙제정 수권법(Rule Enabling Act)”이라고 불리는 28 
U.S.C.§2071-2077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관련 법령 조문은 28 U.S.C. §331로 소개하고 있다.



지위를 보장하면 된다.

또한 앞서 살펴본대로, 독일의 특유한 헌법구조에서 유래하는 그것도 지배적 학설, 도그마틱 

상으로는 주로 법관의 임명에 관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를, 전혀 헌법구조가 달리하여 오히려 

독립된 사법부 조직을 인정한 헌법을 가진 한국의 사법행정 구조 일반에 투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타당성이 없다. 

다만, 구체적인 기능면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대신에 일부 외부 위원들을 참가시키는 선택이 

법관의 독립이나 재판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거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사법부 조직을 최고사법위원회를 신설한 국가 중에서는 가장 크게 설계하여, 

독립된 3부를 가졌다고 평가를 받기도 하므로, 헌법상 독립된 사법부를 가진 한국의 비교법적 모델로 

고려될 여지가 있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관이 아닌 자들이 관여하는 기구에 최고사법행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행 헌법상 가능한지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 물론 현재에도 법관인사위원회나,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양형위원회 

등에 법관이 아닌 자의 관여가 인정되지만, 이는 사법행정권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와는 거리가 먼 

기구들이고, 자문기능만을 가진 경우가 많아, 위헌의 문제가 초래되지 않는다. 

다만 개헌론의 차원에서, 혹은 만약 스페인처럼, 사법총평의회 위원 20명 중 판사위원이 12명으로 

다수를 점하는 구조를 인정하는 경우, 해석에 따라 법률개정 수준의 입법론으로 논의될 여지는 있다. 

다만 필자도 후자의 해석론이 가능한지는 확신이 없다. 참고로, 스페인은 1980년대 이전에는, 20명의 

위원 중 판사 위원 12명을 전체판사들이 선거했다가9, 1985년 사법개혁을 통하여 의회에서 임의로 

선출하게 했다. 이에 대해, 사법이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관점으로부터 퇴보된 사법개혁이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고, 최근(2001년)의 개혁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거쳐, 전국 판사들이 선출하는 36

명 중에서 의회가 12명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고 한다. 판사 위원들도 다른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상근이고 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사법총평의회에는 약 4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한다고 한다.

9 다른 직역 8명은 검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공증인 1명,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판사 12명을 포함하여, 10명은 상원, 10명은 
하원에서 선출한다고 한다. 이 부분의 스페인 사법총평의회 구성에 관한 논의는 아래 문헌을 요약한 것이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유럽 3국 
선진사법제도 실태 파악을 위한 출장결과보고” 2005. 11.



다만, 이러한 사법총평의회 모델이, 판사들만으로 구성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와 비교하여, 법관의 

독립, 법관 관료화의 해소 등의 관점에서 더 나을지는 의문이다. 재판을 계속하면서(다만 한국의 판사 

1인당 지나친 사건부담을 고려하여 사무분담만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의 역할에 따라 1/5~1/3 

가량 경감받아) 사법행정 업무를 함께 하는 법관보다, 재판을 하지 않고 몇 년간 사법행정만을 전담하는 

법관이, 법관 관료화 문제를 유발하기 쉽다. 또한, 의회의 관여가, 국민으로부터 받은 민주적 정당성을 

긍정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할지, 아니면 의회의 선출권한을 매개로 하여 정치적 이해관계를 구체적 

사법행정에 반영하는 통로로 작용할지는 단언할 수 없다.

한국의 경우,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정치세력에 의한 법관 독립 침해시도가 있어 왔고, 의회의 

여당과 행정부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행정부의 이해관계가 의회의 선출권한을 통하여, 구체적인 

법원의 사법행정에 작용할 우려도 크다. 더구나, 스페인의 사법제도는, 그 진면목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성과를 찾기 힘들다. 더구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전혀 영향을 받은 적이 없는 스페인의 사법제도 

중 특정한 사법행정 기구 하나만을 떼내어, 한국 법원에, 그것도 사법행정에 관한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도입하는 실험을 하는 것이 현명한 지는 의문이다. 

그 실험의 실패로 인한 책임이 막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단 비교법적 모델로서 가장 

적합성을 가지는 것이 명백한 미국의 전국법관대표회의 틀을 가져와서, 일단 헌법을 건드리지 않고 

법률개정 수준에서 입법화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항소구법관회의는 개별 법원 단위 판사회의 

운영위원회 선거구성으로 변용해서 입법화하되10, 주된 권한은 사무분담에 관한 것이므로 독일의 

개별 법원 단위 사무분담위원회의 구성방법과 권한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2017년 3월 25

일 토론회에, 사법선진화 TFT 번역팀의 도움을 받아, 독일 법원조직법 중 법원사무분담위원회(법원 

운영위원회로 번역되기로 함) 관련 규정을 모두 번역하여 소개한 바가 있다. 

나중에, 전국법관대표회의 틀이 작동하는 양상을 보고, 그것이 가지는 한계점이 확인될 때, 그리고 

스페인이나 기타 여러 나라의 사법최고위원회의 기능, 역할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가 쌓인 후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판사가 아닌 자들의 참여를 허용할지 여부를 개헌론 차원이든, 입법론 차원이든 

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참고로, 연방법관대표회의의 경우, 하부에 설치되는 20~30개의 상임위원회 중 필요한 위원회들의 

경우 법관이 아닌 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또한 연방법관대표회의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고 

10 그 자세한 이유는 앞서 지정토론문에 첨부한 한국적 변용 필요성에 관한 글 참조.



지원하는 연방법원 행정처에 단 한명의 상근판사도 근무하지 않고, 일반직원이나 변호사 등 법률가 

출신 인력이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미국 연방의회나 독일의 연방의회, 주의회는, 법원조직이나 사법행정, 그리고 

재판제도에 관하여, 입법권을 행사할 때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 규정으로, 사법행정과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자신의 입법권을 행사한다. 그에 비하여, 한국의 입법부는 법원조직법이나 소송절차법 및 기타 

사법행정이나 재판제도에 관한 입법에서, 원칙적 규정들만 두고 구체적 쟁점사항을 다 대법원 규칙에 

포괄위임하여, 의회유보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행사할 권한조차 내팽개치고 있다. 

또한, 미국, 독일 또는 기타 여러 의회권력이 제대로 기능하는 선진국의 경우 시행령이나 대법원 

규칙 등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는 식의 관여권을 인정하고, 실제 

이를 행사하기도 하는데, 한국 국회는 그러한 의지를 거의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번 사법행정 국면에서 제시되는 여러 법원조직법 개정안들이, 대법원 규칙에의 포괄위임 

등의,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는, 또 그리고 의회유보원칙에 따른 의회의 역할을 내팽개치는 식의 

추상적 입법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 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하여는, 필자가 2017

년 3월 25일 토론회에서 구체적 입법원칙을 제시하면서 상론했고, 위 지정토론문에 첨부된 미국 

연방법원조직법이나 독일 법원조직법의 매우 구체적인 조항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3. 결론을 대신하여 - 한 일선 판사님의 의문

…중략…

물론 행정처를 탈판사화하고 제도연구기능을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행정처의 힘이 

상당부분 빠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것만으로 행정처를 개선하려는 궁극적인 목적, 즉 사법행정의 

민주화 & 사법관료화 혁파를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개선안대로 할 경우 어떻게 보면 행정처장을 대법관급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재판제도 및 사법제도에 

관한 장기와 단기 현안 문제는 사법정책연구원을 통해서, 나머지 사법행정 영역은 탈판사화된 

행정처를 통해서 단선적이고 중앙집권적으로 검토·결정·집행하는 것이고, 이는 현재의 관료적 

사법행정 방식과 크게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하는 의문...



대법원장 인사권을 아무리 축소시킨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해마다 전국 판사의 1/3이 

그 인사권에 의해 전보되고 보직을 부여받고 하는 현실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선적이고 

중앙집권적 사법행정 방식이 유지되고, (꼭 행정처가 아니라도) 그 사법행정체계 안에서 보직을 받고 

역할을 하는 판사들이 법원 안에서 중용되고 잘 나가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관료화의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그보다 신설되는 전국법관회의를 의사결정기구로 격상시켜 주요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전국법관회의에 주고 행정처는 그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탈판사화된 기관으로 격하시키는 것이 

명쾌하고 분명하지 않을지요... 

…후략…



- 지정토론 3 -

박종흔 
대한변협 재무이사,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지정토론 3 171 

지정토론 3

박종흔 

대한변협 재무이사,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발제자의 발제 내용에 대체로 동의한다. 다음에서는 현재 법원의 주요문제점에 대해 지적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봄으로써, 발제내용에 대해 보충적인 의견을 내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 법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화된 사법부 구조하에서 법원상층부로부터 개별법관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 신영철 

원장 사건이나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사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국 3천명에 가까운 법관들의 

인사권과 대법관 제청권을 손에 쥔 대법원장, 대법원장의 개별법관 근무평정권을 위임받은 법원장은 

이미 법관들에게 자신의 승진을 좌지우지하는 존재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김영훈 판사의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 등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 표현을 한 법관이 

보직, 평정 등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는 설문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않음 27.5%, 공감하지 

않음 60.8%로서 88.3%가 판사들이 재판에 있어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의 눈치를 본다고 답변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잘 나타낸다. 또한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법행정 분야가 

있다는 설문에 대해 96.6%의 판사들이 그렇다고 답변한 것은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이 

문제가 많음을 드러내준다. 대법원장과 법원장, 법원행정처의 법원행정권 행사가 법관의 재판업무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국민들도 법원의 사법이 공정하지 못하고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발제문에도 나와 있듯이 

2015. 10. 5.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은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 중 ‘현행 재판절차에 문제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 

일반국민의 71%가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나 절차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답했다. 법원의 사법이 일반 국민과 유리된 채 ‘그들만의 사법’이 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셋째, 대법원이라는 최고법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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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원래 설립 취지에 역행하는 파행적 운영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대법관 

후보로 대법원장이 기수와 서열 중심으로 서울대 출신, 50대 중후반의 고등부장 이상의 엘리트 남성 

판사를 제청하다 보니, 대법관들의 구성이 획일화되어 국민 각계각층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런 획일화된 인적 구성으로는 대법원의 민주성은 더욱 더 위축될 뿐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문제다. 원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기수와 서열 중심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던 악습을 끊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권에 민주적 통제를 가하자는 취지로 법원조직법에 규정되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에서는 구성 등에 대해 간단한 하나의 조항만 두고 그 운영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 예규가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법원 예규의 내용들 중에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에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자는 대법원후보추천위원회의 원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 둘을 들면, 첫째, 개인이나 단체가 대법관 후보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공개적으로 추천하면 

그 피추천인을 후보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공개 추천을 통해 국민들이 

누가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어떤 이유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는지를 알게 함으로써 대법관 

후보 추천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려는 원래의 위원회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둘째, 

대법원장이 3배수의 후보를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문제다. 위원회는 실제 대법원장이 

제시한 후보를 후보 적격심사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많은 경우 대법원장이 제시한 후보가 위원회의 

심의 결과 다시 3배수 제청후보로 추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대법원장이 자신이 제시한 

후보를 위원회를 통해 다시 추천받는 것으로서, 위원회를 들러리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발표된 법관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절차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문에 대해 71.6%가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사법(司法)의 민주화’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러한 ‘사법의 민주화’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대법관 회의로 이양해야 한다. 전국 법관들에 대한 인사권 행사에서 

대법관 회의의 동의가 실질적인 동의가 될 수 있도록  대법관 회의를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대법관 제청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해야 한다. 대법원장도 대법관 중  한 명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법관들이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야말로 대법원 내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간에 상하관계를 만들어내 ‘사법부 관료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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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이 되고 있다.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준다 하더라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위에서 보았듯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둔 법원조직법의 취지에 반하는 대법원 예규를 대폭 손질하여,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위원회에 

제시할 수 없게 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대법관 후보를 위원회에 ‘공개’ 추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법관 인사에 제3자인 변호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법관 평가를 반영하도록 입법화 해야 한다.

  둘째, 사법권과 사법행정권을 분리해야 한다. 법원은 사건 수가 많다고 불평을 하면서도 엘리트 

법관들을 법원행정처에서 일하게 하고 재판업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원행정처가 

개별법관들의 재판업무를 지원해주고 보조해주기 보다는 판사들을 감시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을 재판업무에 복귀시키고 법원행정은 행정공무원들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여러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듯이 헌법기관인 

‘사법평의회’가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배심재판을 확대해야 한다. 지금은 형사 합의부 관할 사건에 대해서는 배심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배심원단의 평결에 대해 법관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 

국민들의 사법 참여를 늘인다는 측면에서 배심재판의 대상을 형사 단독 관할사건과 일부 민사사건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헌을 한다면 헌법에 배심재판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배심원단의 

평결에 법관에 대한 구속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넷째, 양형기준법 제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는 형사사건에서 유무죄의 판단이나 양형은 

법관의 고유 판단영역이라는 주장에 근거해 대법원내의 양형위원회에서 양형인자를 만들고 양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형의 문제를 판사나 법원 내 양형위원회의 전권에 맡겨둘 

일이 아니다. 국회가 양형기준법을 제정하여 너무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판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지만, 대략적인 양형의 구간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을 통해 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앞으로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제청하고 임명할 때 인적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진력해야 

한다. 참여정부 하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시 기존의 기수나 서열 파괴 노력으로 

대법관 중에 ‘독수리 5형제’가 탄생하기도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과거의 기수, 서열 

중심으로 대법관 제청으로 회귀하고 있어 문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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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가 담길 수 있게 법원조직법에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실제로 국민들의 다양한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관의 경험이 없더라도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여 법원 순혈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여섯째, 장기적으로는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고등법원장들에게 분산하여 ‘사법의 지방분권화’를 

이룩함으로써, 현재 대법원장 중심의 중앙집권적 법관인사권 행사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토론자는 지역법관제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이다. 지역법관제도는 법관과 지역주민들간 

유착을 야기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 우려가 있다. 또한 임기 후에는 전관예우의 가능성을 높여 

사법부의 공정성, 신뢰성을 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 실제로 지역법관 출신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의 승소율 내지 형사사건에서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았다는 통계도 있다. 지역법관제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지정토론 4 -

이재화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 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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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4

이재화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 사법위원장)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의 판사 3,000여명의 인사권은 대법원장 한 명이 갖고 있다. 한 나라 판사의 인사권을 

한 사람이 쥐고 흔드는 나라를 과연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사법행정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는 

대법원장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하나도 없는 나라를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법관의 임용과 보직은 모두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다. 2016. 7. 기준으로 대법원장이 임명 · 

제청 · 추천 · 위촉할 수 있는 자리는 약 1만 6,092개에 달한다. 법관 2,968명과 법원공무원 1만 2,995

명에 대한 인사권은 물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호보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가 129개이다.1 대법원장은 명실상부한 ‘사법부의 제왕’이다.

대법원장 1인이 사법행정권을 전횡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관의 

진정한 독립과 실질적인 민주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키고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법관의 독립을 해치는 가장 큰 위험은 사법행정권자

이용구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사법행정권이 남용되어 법관의 독립이 약화될수록 사법부 

외부의 권력은 사법행정권을 통한 재판 관여를 더욱 시도할 것이고, 반대로 법관의 독입이 강화되어 

사법행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사법부 외부에서도 사법행정권을 통한 재판 관여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동의한다.

사법부 외부의 권력으로부터 법관의 독립을 수호해야할 책무를 지닌 사법행정이 오히려 법관의 

1 경향신문,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 무려 1만 6,02 자리”. 201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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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은 2017. 3. 25.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발표한 판사 설문조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약 90%의 판사들은 사법행정권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하고 있고, 약 45-47% 

판사들이 기존 판례에 비판적 의견을 가지거나, 특정 정치세력에 반하는 결론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법관의 독립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은 대법원장, 법원장, 

법원행정처 등 사법행정권자임을 알 수 있다.

대법원장에 집중된 사법행정권 분산

첫째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폐지해야 한다.

현행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4조). 대법관 임명에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하위에 두게 

되어 대법관 개인의 법관으로서의 독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관을 희망하는 법관들로 하여금 대법원장의 지시에 사실상 복종하게 만들고 있다. 헌법개정할 때 

반드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없애야 한다.

둘째,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강화하여 대법원장 제청권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대법관추천위원회 규칙에 의하면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들러리 역할’만 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심사대상자 지정권을 삭제하고, 회의와 천거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대법관 추전과정에 관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단지 

추천위원회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할 사람을 지정하는 권한만 갖도록 해야 한다.

셋째, 판사의 전보, 보직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장의 권한이 아닌 대법관회의 권한으로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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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기능 축소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재판을 지원하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법관에 대한 감시, 감독기관으로 

기능하면서 전체 법관과 전체 재판을 획일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고위직에 오르는 판사들의 승진코스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원행정처를 법관의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업무에 국한하도록 하고, 판사를 법원행정처 지위에 

보하거나 겸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을 담당했던 사람이 퇴직 후 바로 

대법관 또는 판사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법관의 인사문제는 법관인사위원회 등 기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각급 법원 판사회의를 사법행정권 견제기구화

현재 각급 법원 판사회의는 존재하나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 법원장을 보좌하는 기능 밖에 없다. 

따라서 각급 법원 판사회의는 사무분담, 근무평정 등에 대하여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견제할 수가 

없다. 현재 독일은 재판부 구성뿐만 아니라 각 재판부의 사무분담을 사법행정으로부터 분리하여 각급 

법관 판사회의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독일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시기상조라고 한다면 적어도 법원장이 사무분담권을 가지되 각급 법원 판사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법원장의 근무평정에 대해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이의절차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법행정개혁 서둘러야 한다

절대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사법행정의 전권을 갖고 있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진정한 

법관의 독립은 이뤄질 수 없다.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는 무너지게 마련이다. 사법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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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사법개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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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5

우재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사법개혁위원장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 1만 조합원으로 구성된 사법부 유일 노동조합이고 

2005년 설립 후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의 개혁과 사법개혁이라는 법원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약 10년의 재임기간 동안,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에 부합하는 법해석을 하지 않았고, 노동, 환경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보호하는 국민의 간절한 요구에 맞는 법적용도 하지 않았으며, 정치와 재벌 권력의 부정부패에 

대한 단죄를 외면하여 우리 사회의 정치개혁 및 경제개혁으로 나아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법원본부는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된 주된 원인을 ‘대법원장의 잘못된 임명’과 ‘대법관의 획일화된 

구성’에 있다고 보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상훈, 박병대 대법관)임명 

정국과 관련하여 대선 전부터 내부적으로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법원투쟁본부”를 조직하여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2. 대법원장은 국민 전체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동일한 절차에 따라 구성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지만, 임명된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법원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13명에 대한 제청권, 헌법재판소 등 중요 국가기관의 지명권 등을 가지며, 법원행정처의 

보좌를 받아 법원장을 비롯한 전체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인사 및 징계권을 행사하므로, 권력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체제의 한 축인 사법부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법원장이 사법부 내에서 위와 같은 절대적 권력을 가지므로,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임명되어야만 법원 전체가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를 성찰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며, 그러한 재판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할 법관의 독립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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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월 법원본부는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대법원장이 갖추어야 할 자격’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45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는 ‘사법부 수장에 걸맞는 윤리와 도덕성을 갖추고, 

정치권력 등 외부의 간섭 및 압박을 막아내어 소신 있는 판결을 독려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소수자 및 

약자를 위한 일관된 판결이력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행사된 대법관 13명 중 다수인 

9명이 법원장(법원행정처 차장 포함)으로 재임 중에 임명되었습니다.

대법원장은 제청권 대부분을 법원장에게 행사하고, 제청대상인 법원장이 소속 법원의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관리(근무평정과 사무분담지정 등) 및 감독자로 대법원장의 방침을 충실히 수행함에 

따라, 법원은 독립한 사법기관이 가장 경계해야 할 상명하복의 분위기가 만연한 관료 집단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처지와 조건 등 다양한 이해관계의 분포와 달리 판결 성향은 극히 편향된 채로 대동소이하고, 

국가와 자본권력에는 한 없이 약한 모습이며, 이와 같은 대법원 판단의 영향은 ‘판례’라는 이름으로 

하급심 판사들에게 그대로 전이되어 소수자와 약자 보호라는 법원의 고유 역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부가해보면, 대법원은 각급 법원 판사들에게 튀는 판결을 하지 말 것을 줄곧 과도하게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여혹 하급심에서 판례와는 다른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고자 할 

경우, 당해 재판관은 한 치의 오류도 없는 논거구성을 위해 노심초사할 수 밖에 없고, 격무로 인한 

과로와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 상황에서 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법원 공식학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현행 

대법관 제청 절차의 수정 필요성이 있다’는 답변은 71.6%에 이르고, ‘수정 필요성이 없다’는 답변은 

7.3%에 그칠 정도로 대법관 구성의 획일화가 가져 온 사법부의 폐해를 법원구성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을 법원장의 승진 통로로 활용하여 사법 관료화를 심화시키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남용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법관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지위에 상관없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력의 

견제에 충실하며, 소수자와 약자의 보호를 위한 일관된 이력을 갖춘 법조인 다수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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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 하여야 하고, 실질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하며, 

후보자 천거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4. 사법부 예산 편성권 및 법률안 제출권 부여에 관해서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3권 분립 토대는 인사와 예산의 독자적 수행에 기초하는데, 그 중 행정부로터의 

예산 독립은 사법부 독립의 필요조건입니다.

법원조직법 제82조(법원의 경비)는 제1항에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제2항에 법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예산편성권을 정부에만 귀속시키고 있으므로, 사법부는 신규 사업 등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검토 단계에서부터 행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쟁송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국가를 견제해야 할 사명을 띤 법원이 조직의 

핵심 정책과 관련하여 예산에서부터 국가조직에 대한 견제를 현저히 어렵게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법원조직법 제82조 제2항에 근거한 예산편성의 자율 및 독자성에 대한 확고한 

보장을,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 시 법원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원이 법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법원장호선제 도입에 관하여입니다.

법관호선제는 구성원들에 의한 민주적 선출제도 이므로, 지금처럼 재판업무나 감독권등이 밀실이나 

권위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주적 운영을 약속하고 당선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부로부터의 법관 독립에 큰 역할을 해 낼 것이므로 조속한 도입을 희망합니다. 

다만 각급 법원장이 지금처럼 사법행정 전반에 관여하는 체제라면 법관 뿐아니라 법원구성원 

모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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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원행정처 개선 방안입니다.

가. 개관

최근 법관들의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 발표와 관련하여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사법행정권 남용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일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행사를 보좌하는 법원행정처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이 총괄하는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고, 그곳에서 

대법원장을 보좌하여 전국 법원의 인사, 예산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현재 법원행정처에는 

고등부장급 판사와 지방법원부장급 판사 등 34명의 법관이 겸임 발령의 형식으로 법원행정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하에서 사법행정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대법관회의이지만, 사법행정에 대한 최고 

지휘감독권자는 대법원장이므로,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즉 사법행정을 통하여 사법부 전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사법행정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장치는 전무합니다.

따라서 법원행정처의 개선 방안은 사법행정의 권한 분산과 분산된 사법행정의 민주적 운영을 

통한 사법행정의 정상화가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사법행정권의 권한 분산은 ‘전국법관대표회의’, ‘

각급법원 판사회의’ 및 ‘고등부장 승진제도 폐지’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함께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사법행정의 권한 분산

사법행정의 권한 분산은 현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권력을 분산하여 정책수립 및 결정, 집행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법행정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통제를 통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사법행정 본연의 임무인 재판업무의 보조자와 지원자로서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법행정은 법원행정처가 정책의 수립부터 결정, 집행을 총괄해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원행정처는 권력화 되고 사법관료화의 터전이 된 바, 각 단계별로 사법행정 권한을 나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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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법정책 수립 기관으로 ‘사법정책연구원’입니다.

현재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위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이 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과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의 연구기능은 장기와 단기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사법정책연구원이 단기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의 연구를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이관하여 사법정책 수립 기관으로서 사법정책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정책연구원내에 법관 및 교수, 변호사, 법원직원 등 구성원의 다양화 및 

법원조직법상 사법정책 수립기관으로서 사법정책연구원의 위상 강화 등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법정책 최고결정 기관으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창설입니다.

대법원규칙에 의하면 판사회의는 심의기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심의기구로 규정된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를 독립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최고 의결기구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창설하여, 

대법원규칙이 아닌 법원조직법상에 구체적 조항으로 명문화하고 대법원장의 관여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각급 법원 판사회의 및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 사항에 관해서는 법관들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법정책 집행 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입니다.

기존의 정책 수립 및 결정, 집행을 총괄해서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기능 중 사법정책 집행자로서만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한편 정책수립의 단계 및 의사결정의 단계에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정책선택과 

구체적인 제도개선 등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후의 집행단계에서는 일사 분란한 집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행단계는 사법의 영역이기 보다는 행정의 영역에 가깝고, 결정된 정책의 실행은 

법원행정처에서부터 각급 법원 사법행정부서까지 일사 분란하게 집행되어 현장 업무에 적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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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송무 등 순수 재판업무를 제외하고는 법률적인 지식을 겸비하고 행정업무의 경험이 풍부한 

법원공무원이 담당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야 합니다.

사법정책 수립 기관으로서 사법정책연구원과 사법정책 최고결정 기관으로서 전국법관 대표회의, 

사법정책 집행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가 분산된 사법행정 권한을 서로 견제하고 대법원장의 관여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기관별로 중요한 권한 및 업무를 법원조직법에 구체적 조항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법행정 영역에서 사법정책의 수립, 결정, 집행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동시에 실행해야 하는 업무가 상당 수 존재하므로, 각 기관별로 중요한 권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사법행정 실현을 위하여 대법원 규칙에 위임합니다.

다. 사법행정의 민주적 운영

사법행정 개선 논의에 있어 대법원장의 권력분산을 통한 민주적 권한 분배에 더하여 무엇보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법행정의 민주적 운영 방안입니다. 사법행정은 사법부 구성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법행정은 일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법원구성원들의 육체적·정신적 노동을 통해 사법서비스 

등의 형태로 국민들에게 실현됩니다. 올바른 사법행정은 법원구성원들의 근무여건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그 결과물이 돌아가지만, 잘못된 사법행정은 법원구성원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사법행정의 개선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사법주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법원구성원들의 생존권 및 노동조건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법정책의 수립 및 결정, 집행에 있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법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구성원의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된 규칙의 제·개정 및 업무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 필수적으로 노동조합 등 직원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대법원규칙 등에 

명문화하여야 하여 사법행정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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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지금 우리가 법원행정처 개혁을 논하는 근본취지는 사법행정 관료화, 비대화의 폐단이 법관의 독립을 

좀먹고, 나아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함으로써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수구정권의 독재를 향한 열망이 제왕적대법원장의 협치와 만나 얼마나 큰 부패를 초래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해답은 법원행정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집행기관으로서만 자리매김 시킨다는 것입니다.

발표자께서는 법원행정처차장을 변호사의 직에 있던 사람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판사들이 

겸직하는 사법행정을 법원공무원으로 선발된 변호사들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변호사가 전문행정인라는 것, 더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것,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을 해치지 않으리라는 것의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대법원장을 견제할 전국법관회의 

등 최고의결기관이 별도로 있고 집행기관에 불과한 법원행정처의 행정을 법원공무원으로 선발된 

변호사가 담당하는 것이 현재 법원 내 5급 공채나 법원일반직 출신의 부이사관이나 서기관 등이 

담당하는 것보다 사법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 어떤 점이 더 낫다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기존 각 공사 등에 행해진 정권의 낙하산 인사가 부조리와 부패로 얼룩진 사례는 셀 수 없이 많고 

대법원장이 변호사의 직에 있던 사람을 법원행정처차장으로 지명하는 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인지에 

대하여는 물음표가 찍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별도의 변호사로 구성된 행정조직은 또 다른 

관료조직을 양산할 뿐입니다. 대한변협은 대한민국 최대의 로비단체이고 민변에서 활동하시는 등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우리가 이번 탄핵재판에서 본 박근혜의 소송대리인단이나 정치검사들까지 

법조일원화라는 미명으로 한 솥밥 먹는 사이라는 의식은 국민들이 법률가를 적폐로 생각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7. 사법부의 독립은 법원과 법관의 독립을 말하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인 만큼 사법개혁 논의는 주권자인 국민의 법적수요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수용하여 사법구조 

및 법체계에 반영할 지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쟁과 그 입법적 결과물을 보면 민주적 법치라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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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총의만 반영된 것이 많고 이는 법조삼륜의 이익동맹구조로  비쳐져 왔습니다.

사법권 독립은 사법부의 절대적 자율성이나 자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법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법조인만 참여하는 개혁’이라는 해답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통치권의 원천인 주권에 대한 의존과 복종에는 

사법권력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8. 결론입니다. 발표문에 대하여 사법개혁에는 뜻을 함께 하고, 제왕적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을 위한 

대법관제청권폐지, 전국법관회의 의결기구로서 상설화, 법원행정처의 기능 축소와 집행기관으로서만 

존치(법원행정처 차장을 변호사로, 사법행정을 법원공무원으로 선발된 변호사들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자는 주장에 대하여는 반대), 고등부장승진제도 폐지, 법원장 호선제, 독립위원회 설치, 지방법관제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도 귀기울여주시리라 기대하고 이후 노동법원 설치 문제 등에 

관하여도 함께 해주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