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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대구 4선 국회의원도 헌법재판관 지냈다”

-“대구 4선 한병채 전 의원, 85년 민정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뒤 88년 

민정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

-“DJ 비서실장 지낸 조승형 전 의원도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지내”

-“국회 개헌특위, 헌법재판관 자격을 법조인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넓히자

는 논의 진행 중... 재판관의 다양성은 흠결 아닌 미덕”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는 28일(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유
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구에서 4선 의원을 지낸 한

병채 전 민정당 국회의원도 민정당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된 선례가 있

다”며,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서울대 법대·판사 출신 ‘엘리트 법조인’만 재

판관에 임명되는 것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임명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

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후보자의 과거 이력이 헌법재판의 정

치적 중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직업 정

치인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선례도 있다”며, 

“1988년부터 1994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낸 한병채 전 재판관은 대구에서만 4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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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제8대~제11대)을 지낸 정치인으로, 1985년 민정당 후보로 제12대 총선에 출마하

였다가 낙선한 지 불과 3년 뒤인 1988년 민정당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되었다”고 지
적하고,

“조승형 전 재판관 역시 신민당 소속으로 제13대~제14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까지 역임한 뒤 1994년 민주당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되었다”고 밝혔
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러나 헌법학계에서 이들이 헌법재판의 중립성을 해쳤다는 평가

는 거의 없다. 오히려 헌법재판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데에 기여했다는 평이 다

수”라며, 김문희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저서 「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를 말하다」 중 
“최근 재판소 구성은 잘못된 것이다. 법학자, 정치인, 외교관 한 사람 정도씩 필요하

다. 법관으로 오랫동안 일한 사람은 헌법재판을 민·형사 재판처럼 하려는 경우가 있

다.”는 부분을 인용했다.

한편, 김문희 전 재판관은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
관에 임명되었고, 민자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직을 연임하며 한병채·조승형 재판관과 
함께 근무한 인물이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을 확

보하기 위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여야의 공감을 얻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대부분 서울대 법대·판사 출신으로 구성되어, 국민의 다양한 가

치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7명이 

판사 출신”이라고 지적하고, 

“헌법재판은 헌법의 해석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인 만

큼, 재판관의 다양성은 ‘흠결’이 아닌 ‘미덕’이다. 후보자의 이력을 무조건 문제삼기보

다는, 후보자가 헌법재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후보인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
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