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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사>
김  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현입니다.

황도수, 정태호, 성창익 자문위원님을 비롯한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
해주신 내외귀빈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2소위위원회 사법부 분과가 주최하는 ‘국민이 신뢰하
는 사법부’를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하루가 다르게 세상은 발전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각국의 헌법은 그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징
표이자 나라의 정신을 받드는 주춧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고 나라의 시대적 흐름과 국민의 열망을 반영
하여 그 나라와 함께 발전하는 것입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작업은 
대한민국의 근본을 현시대에 맞게 재구성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으나 그 
방향에 관하여는 모든 국민이 각자 다른 선호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그 공
감대의 중심에 있는 개혁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담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사법부 분과위원회의 개헌안 중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
장을 호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
됩니다. 또 퇴직 대법관과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법률로 금지하도록 한 내용은 사법
부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헌법으로 한 번 정해진 사항은 법률로 고칠 수 없고 제안과정부터 확정까지 까다로
운 개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중요하므로 개정에 앞서 충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
고 각 쟁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이를 헌법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거쳐 국회가 더 많은 국민의 생각과 열망을 담아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든든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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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위한 개헌초안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사법부 분과 안

정태호 자문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문제제기

□ 사법불신이 사회에 만연하는 가운데 사법에 관한 개헌요구 봇물
  - 정치‧사회적 압력이 큰 사건에서 흔들리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 법을 왜곡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사법, 나아가서는 국가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를 품게 만드는 전관예우의 폐습
  -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말로 상징되는 국민의 법감정, 정의감과 유리된 재판

□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인사제도의 개혁 필요성 
  - 법관의 법원 내부에서의 독립을 위협 
  - 동업자의식을 키우면서 전관예우의 폐습을 잉태

□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의 개혁 필요성 
  - 명백한 탄핵사유에도 헌법재판관들이 내릴 결론의 향배에 대한 의구심으로 다수 

시민이 엄동설한에 거리에 나와야 할 정도로 재판소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 장치
가 미약한 헌법재판소 구성방식

□ 배심제의 헌법적 근거 마련,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 내지 관할권 축소 등

□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단 사법분과 위원들의 법원 및 헌법재판소 편의 개헌에 관
한 다수의견. 아직 미완의 구상, 각계의 의견을 경청 후 보완하여 국회개헌특위에 
보고서로 제출할 것

    



- 3 -

II. 민주적 법치국가 헌법의 사법부 구성의 주요 원칙

▢ 사법작용이란
  법적 분쟁을 해결하거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절차를 

거쳐서 유권적인, 따라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고 또 그
럼으로써 법의 구체화 그리고 법의 보완적 형성에 이바지하는 작용(K. Hesse)

  헌법재판도 이설은 있으나 사법작용 중의 하나

□ 민주적 법치국가의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제도적 
조건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 무엇보다도 사법작용의 본질상 재판기구 및 법관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ㅇ 문제는 누군가는 법관을 임명해야 하고, 임명되는 법관은 임명권자에 종속되며 

그 정치적 선호를 재판에 반영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ㅇ 법관이 법에 구속되는 가운데 재판을 하더라도 크고 작은 법정책적 결정을 내

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민선의 정치기관들이 인사권행사를 통해 법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것은 정당화됨 

   
  - 그러므로 법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가능성과 동시에 법관의 독립성을 균형 있

게 보장하는 제도설계가 필요
    ㅇ 법관의 인사를 법관집단의 자율에 맡기더라도 인사권을 행사하는 그들의 기구

가 정치기관으로 변질되고 또 정치화될 수밖에 없을 것
    ㅇ 따라서 인사권자에 대한 법관의 독립성은, 인사권자를 탈정치화할 때가 아니

라 인사권을 행사하는 기구를 정치적으로 중립화시킬 때, 즉 법관인사에 영향
력을 행사하려는 여러 정치세력들이 인사기구 안에서 경쟁하고 견제하도록 함
으로써 어떤 세력도 자의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할 때에만 확보될 
수 있어1)

  
  -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재판부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편견을 극복해야 함. 특히 

최종심인 상고법원이나 단일심급인 헌법재판소의 재판부는 이를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한 적정한 규모를 갖추어야 하고, 재판부를 깊이 있는 식견과 경륜, 
다양한 시각, 가치관, 경험을 가진 자들로 구성해서 지혜를 모아야

□ 통상법원과 구분되는 별개의 헌법재판기관을 둘 경우 통상법원과 헌법재판기관 사
이에 합리적 분업관계가 형성되어야 

1) E.-W. Böckenförde, Verfassungsfragen der Richterwahl, 2. Aufl. 1998, S. 100 f.; Arndt, 
Verhandlungen des 40. Deutschen Juristentages, Bd. 2, 1954, S. C 47, 5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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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법원제도, 특히 (대)법관인사제도 관련 개헌제안

1. 현행 (대)법관인사제도

1) (대)법관인사제도 개관

□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헌법 제104조 제1항)
□ 대법관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헌법 제104조 

제2항) 
□ 모든 법관은 10년의 임기로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헌법 제

104조 제3항, 제105조 제3항)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대법원 구성 방식의 문제점

  □ 현 대법원구성방식의 특징은 정당정치적 구성방식(partisan political process)
    - 선거에서 정치적 승리를 거둔 정치세력이 대법원 구성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사

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만드는 한편, 국회 동의제도와 법관인사에서의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자격요건 및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업적주의(merit 
system)로 그에 따른 위험성을 완화하려 하였으나

      ㅇ 국회의 동의요건(재적과반수 참석에 참석의원 과반 찬성)은 여소야대 정국이 
아닌 한 대통령과 그 소속정파에 의한 대법원의 편향적 구성을 막기 어렵고

      ㅇ 따라서 법과 양심에 의한 독립적 재판(헌법 제103조)이라는 법적 당위는 인
사제도를 통해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환언하면, 대법
원의 정파적 구성이 쉬운 인사제도를 설계해 놓았으면서도 대법원 구성원들
에게는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중립적 재판을 할 것을 요구하는 상태. 결국 대
법원, 나아가 사법부 전체의 독립은 정권의 성향과 태도에 크게 의존  

    - 요컨대, 현행 헌법은 대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치우쳐 대법원의 독립성, 
나아가 사법부 전체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등한시

 
  □ 합의제 기관성에 반하는 구성방식 
    - 대법원장의 과도한 우월적 지위    
    - 대법원장이 대법관과 동등한 지위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평의에 참여해야 하는 

대법원의 합의제기관성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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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인사책임의 귀속주체 불분명
    - 제청제도의 특성상 대법관 임명의 형식적 권한주체와 실질적 권한주체가 분명

하게 드러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대법관 인사의 성패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명
백히 밝히기도 어려움

  
  □ 대법원의 인적 다양성 확보가 어려운 인사구조
    - 인적 다양성은 합의제기관인 대법원에 경험, 관점, 가치관 등의 다양성을 공급

해 줌으로써 재판의 질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가치
관 등이 재판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함으로써 대법원의 실질적 국민대표성을 
제고해 줄 수 있는 동시에 대법원이 사건에 대해 집단적인 편견에 빠지거나 가
치관적으로 편향될 수 있는 위험을 완화

    - 미국 연방대법원2)은 구성원의 자격개방 및 종신제를 통해, 일본 최고재판소는 
재판관의 자격개방과 직역할당을 통해, 영국3)과 캐나다4)의 대법원은 구성원의 
주별 할당 및 추천기관에게 추천 몫을 분배함으로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상
‧하양원이 절반씩 재판관을 선출함과 동시에 선출할 때 2/3이상의 가중된 정족
수를 요구하고, 재판관의 일부는 특정직역 출신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적
으로 인적 다양성 실현을 도모

    - 정치적 단순다수파가 쉽게 그 인사구상을 관철할 수 있는 현행 헌법의 대법원
구성방식은 인적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기도 어려워

    - 대법원의 인적 다양성 촉진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법원조직법 제41조의
2)가 설치되었지만 법관순혈주의는 변함이 없고, 최근에는 출신직역, 출신대학, 
성별, 연령 등의 동질성, 즉 외적 획일성이 과도할 뿐 아니라 소수의견의 빈도
도 낮아지는 등 가치관‧세계관의 동질성, 즉 내적 획일성도 커짐

  □ 대법원 판례의 화석화 위험 
    - 대법관직을 법관의 내부 승진용 자리로 간주하며 고수해 온 법관순혈주의의 관

행으로 대법원판례에 담긴 법관과 세계관을 내면화해 온 엘리트 법관들 위주로 
대법원이 구성됨으로써 대법원의 기존 판례의 법리적 타당성과 시대적 적실성을 
타자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장치가 작동되기 어렵고, 그에 따라 대법
원을 비롯한 법원의 재판이 시대와 국민의 법감정과 유리되기 쉬움  

2) 김형남, 미국 대통령의 연방대법관 지명과 헌법적 문제, 미국헌법연구 17권 1호(2006), 75면 이하; 연
방대법관의 인종, 출신직역, 종교, 연령, 성, 출신대학, 출신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는 Demographic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https://en.wikipedia.org/wiki/Demographics_of_the_Supreme_Court_of_the_United_States) 
참조. 

3) 이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임종훈, 영국 대법원의 독립과 그 헌법적 함의, 공법연구 제43집 제3호 
(2015. 02), 233쪽 이하 참조.

4) 이에 대해서는 http://www.scc-csc.ca/court-cour/judges-juges/about-apropos-eng.aspx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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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 임기제 및 연임제도 대법원 독립성 약화시켜
    - 비교적 단기의 대법관 임기 및 대법관 연임제도 역시 대법원 독립성 약화
    - 짧은 임기는 대법원의 신진대사는 촉진하지만 판례의 지속성, 예측가능성을 저

하시키고 대법원의 생산성도 저하시켜
    - 미국 연방대법관은 종신직, 독일 연방법관의 경우 임기는 없고 정년만 있으며, 

일본도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10년마다 국민의 심사를 받기는 하지만 사실상 임
기는 없고 정년만 있음  

       
  (2) 대법원의 정책법원 지향의 문제점

    □ 현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하는 대법관을 포함하여 14인
(법원조직법 제4조). 대부분의 사건은 각 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3개의 
소재판부가 처리

    □ 대법관 수는 헌법사항이 아니라 법률사항(헌법 제102조 제3항). 법률주의는 
입법자에 의한 간섭을 초래하는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상황변화에 맞는 탄력
적 규율의 장점

    □ 대법원은 미국의 연방대법원처럼 소수의 중요사건만을 처리하는 정책법원을 
지향하면서 판례의 통일성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대법관 수 증원에 반
대. 대다수의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별도의 상고법원을 대법원 산하에 설치하
려 시도

   □  상고요건의 엄격한 제한이나 고등법원 상고부나 대법원 산하 상고법원 설치는 
사법불신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3심제가 아닌 4
심제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등 사법비용만 증가시킬 것 

      ㅇ 두 개의 정책법원을 두는 나라는 확인할 수 없음. 무엇보다도 헌법해석의 
통일성 확보 및 관철을 생명으로 하는 정책법원의 본질에도 맞지 아니하기 
때문. 별도의 헌법재판기관을 둔 나라에서 통상재판을 관할하는 최고법원의 
규모는 사건의 수에 비례(가령 독일의 연방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사회법
원, 연방재정법원 소속 법관은 총 300명을 넘고, 이탈리아는 약 250명, 프랑
스와 오스트리아도 각 100명을 상회) 

  (3) 하급심 법원 소속 법관 인사의 문제점

  □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인사권 
    - 법관인사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대법관회의 구성원인 대법관이 대법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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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제청되고, 대법원장이 법관인사행정을 비롯한 사법행정사무 전반을 지
휘·감독함(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25조의2 제4항, 제5항, 제
44조의2 제1항, 제3항 참조)과 동시에 법관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관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징계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법관징계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참조)을 고려하면 대법원장은 사실상 
제왕적 지위에서 법관인사권 행사

  □ 법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법관의 재판상 독립성 보장도 구현 못해
    - 하급심 법관의 인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재판이 국민의 

법감정이나 법현실과 유리될 위험성이 커지는 부작용이 있을 뿐 아니라 법관의 
법원내부적 독립성 보장이라는 과제는 남아   

     ㅇ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인사평정을 하는 고위법관이, 정권차원의 은밀한 사법
통제를 위한 인사조치를 취할 경우 이는 중립성, 독립성을 본질로 하는 재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신들의 지위와 충돌하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은 물론 사법부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음. 반대로 법원의 독
립을 지키기 위해 정권의 비공식적 인사주문을 거부하려면 정권차원의 가공할 
압박을 견디어 내야하고, 그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초인적 자기관리와 용기
가 필요.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도 대법원장 1인에게 하급심법원의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맡기는 것은 불합리      

     ㅇ 대법원장의 법관인사권 독점이 빈번한 전보인사, 다단계의 승진단계, 승진단
계간 대우 및 봉급의 큰 격차, 발탁인사를 특징으로 하는 현 피라미드 구조의 
인사제도와 결합됨으로써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을 위협, 즉 

       ▷ 법관은 인사고과를 평가하는 상급법관, 소속 법원장의 눈치를 살피고
       ▷ 궁극적으로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 지침에 매이며
       ▷ 일선 법관들의 과도한 재판부담까지 고려한다면
          → 기성질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성찰보다는 그에 순응, 순치되고 

관료화되면서 독립적인 재판은 위축될 수밖에 없음
     
  □ 전관예우의 폐해 유발하는 인사제도 
    - 하급심 소속 법관인사를 대법원장에게 맡겨 놓는 인사방식은 법관들의 동업자

의식, 연고주의를 심화시키는 한편, 정년 이전에 조기퇴직하는 풍토와 결합하여 
전관예우의 폐해 심화 

 □ 10년 주기의 법관재임용제도는 불량법관을 걸러내기 위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 임명권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재임용기준을 감안할 때 악용의 소지가 

커 법관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ㅇ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을 위협할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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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현재 법원이 지향하고 있는 평생법관제도와도 어울리지 않음 

2.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역대 헌법의 규율

  (1) 1948년 헌법

  □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제78조) 이외에는 대법원 및 법원의 구성 방식, 대법관은 물론 법관의 자격에 
관해 아무런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고 모두 법률에 위임함으로써(제76조 제2, 3
항 참조) 대법원 및 법원의 구성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을 부여. 

  □ 당시의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을 9인 이내의 대법관으로 구성하도록 하고(제5조 
제2항), 대법관의 임명 및 대법원장의 보직은 대통령이 대법원장, 대법관, 각 고
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행하도록 하는 한편(제37조), 판사의 
임명은 대통령이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행하고 판사
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하도록 함(제38조).

  □ 1948년 헌법하의 법관인사는 법관회의, 대법관회의라는 회의체를 거쳐 이루어지
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현행 헌법상의 인사제도에 비하여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으나, 판사의 임명과 보직을 최종심인 대법원 구성원이 담당케 함으로써 현행 
인사제도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음  

  (2) 1960년 헌법
 
  □ 1960년 헌법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이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으로 하여금 대법원

장 및 대법관을 선거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제78조), 여타의 법관은 대
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

  □ 현행 헌법상의 대법원구성방식에 비하여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국민이 아닌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그들의 선거로 선출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법원을 
구성하는 권한을 보유할 경우 “사법부”가 국민에 의한 직‧간접적인 민주적 통제
를 전혀 받지 않게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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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962년 헌법
 
  □ 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법원판사인 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
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여타의 법관은 대법원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
이 임명(제99조 참조)

  □ 1962년 헌법상의 법관추천회의제도는 대법원장 1인에게 대법관추천권 및 법관
인사권이 집중되어 있는 현행 헌법상의 대법원 및 법원의 구성방식에 비해 긍정
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적잖은 문제점을 내포 

    - 대법원장 및 대법원판사 추천권을 비롯한 여타 모든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보
유했던 당시의 법관추천회의의 헌법적‧정치적 비중에 합당한 조직적‧인적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는지 의문.5) 

    - 대법원장 및 대법원판사 3인이 자신들의 동료인 대법원장이나 다른 대법원판사
를 추천하는 데 관여하는 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한 자격으로 평의 및 평결
에 임해야 하는 합의제기관으로서의 대법원의 본질에 반함 

    - 법관추천회의제도는 그 인적 구성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 구성에서 인적 다양
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도 아님. 종합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대법원구성을 
주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반면, 국회, 특히 야당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의결
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는 법관추천회의의 구성이나 그 인사권행사를 견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대법원의 구성이 정치적‧이념적으로 획일화될 위험이 높음

  □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에 대한 인사제도는 현행 헌법의 그것과 유사한 문제를 
내포     

(4) 1980년 헌법

  □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아닌 법
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5) 당시의 법관추천회의는 대법원장, 대법원판사회의가 대법원판사 중에서 선출한 법관 3인, 대한변호사
협회장, 대한변호사회장이 소집한 전국변호사회장회의가 선출한 변호사 1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률
학교수 1인,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으로 구성되었다(1962년 헌법 제99조 제4항 및 당시의 법원조직법 
제45조 참조). 대법원장은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판사
인 법관은 법관회의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현행 헌법처럼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았다. 
그렇게 임명됨으로써 미약한 조직적‧인적 민주적 정당성만을 부여받은 대법원판사 중에서 선출된 3인
이 법관추천회의의 구성원이 되어 대법원장을 비롯한 다른 대법원판사의 추천이나 다른 법관의 임명
에 결정적으로 관여하도록 되어 있었다(당시 헌법 제99조 제1-3항 참조). 그러나 엄밀히 따져 보면 
법률학교수 1인, 대한변협회장, 변호사1인은 자문기관이 아닌 의결기관인 법관추천회의에서의 법관인
사에 결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도 없다. 법관추천회의의 구성원도 대법원장을 제외하
면 미약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 10 -

  □ 대통령 1인에게 사법부 인사에 대한 전권을 부여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은 제도
적으로도 형해화됨  

3. 주요국의 법관인사제도 개관

1) 미국

  □ 연방대법원을 비롯한 연방법원 소속 법관은 연방대통령이 지명하여 상원의 인준
을 얻어 연방대통령이 종신으로 임명. 상원의 인준에 필요한 동의정족수는 원칙
적으로 재적 3/5 찬성. 최근 임명된 고서치 대법관의 경우 통상 재적 3/5 이상
의 찬성이 필요한 필리버스터 종료요건을 우회하기 위해 핵옵션(nuclear 
option)6)을 적용해서 재적과반수의 찬성만으로 인준안 통과. 연방의 파산법원, 
조세법원, 일정 군사법원 소속 법관은 연방의회가 10년 임기로 임명

  □ 주 법원 소속 법관 임명 방식은 주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주지사나 주의회가 법관을 임명하는 유형, 주 의회의 소관 위원회가 법관 후보자
들의 과거 실적에 의거하여 법관을 선출하는 유형으로 일부 주(캘리포니아, 일리
노이)에서는 주의회 선거를 할 때 기존 법관의 연임여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
민투표(retention elections) 실시와 결합하기도 함, 정당 추천을 받고 출마할 수 
있는 후보자들 중에서 주민이 선거로 법관을 선출하는 유형, 소속 정파를 투표용
지에 표기하지 않는 비정파적 선거를 통해 주민이 법관을 선출하는 유형

2) 일본

  □ 최고재판소 장관(長官)7)은 내각의 지명에 의해 일본 왕이 임명하고, 최고재판소
의 다른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 재판관의 자격이나 인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8) 재판소법9)이 이를 규율. 일본 재판소법은 최고재판소 

6) 핵옵션이란 미 연방상원이 절대다수인 재적 3/5이 아닌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칙이나 선례를 변
경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의사규칙을 말함.

7) 일본헌법 제6조 제2항은, “天皇は、内閣の指名に基いて、最高裁判所の長たる裁判官を任命する”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장을 소장이 아니라 장관이라 칭하고 있다. 

8) 일본 헌법 제79조 ① 최고재판소는 그 장인 재판관 및 법률이 정하는 인원수의 그 외 재판관으로 이
를 구성하며, 그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이 이를 임명한다.

   ②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의 임명은 그 임명 후 처음으로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 국민의 
심사에 부치며, 그 후 10년을 경과한 뒤 처음으로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 선거 때 다시금 심사에 
부치며, 그 뒤도 같다.

   ③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찬성할 때는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9) 일본 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그 장인 재판관을 최고재판소 장관으로 하고, 

그 외 재판관을 최고재판소판사로 한다. 
   ○３　최고재판소판사의 인원은 14인으로 하고 하급재판소의 재판관의 인원수는 별도 법률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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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14명 중에서 10명은 적어도 재판관, 변호사, 검찰관, 법학교수와 같이 
전통적인 법률가로 구성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4명의 재판관은 법률
가 자격이 없더라도 학식이 높기만 하면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관행상 
법관 출신 5-6명, 변호사 출신 4-5명, 학식자 출신 4-5명으로 구성되고 있음. 
학식자 출신은 대개 검찰관 2명, 대학교수, 외교관과 행정관 각 1인 정도임. 최
고재판소 재판관에 대하여 의회 총선거시 국민이 찬반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
록 하여 반대의사가 더 많은 경우 물러나게 하는 국민심사제를 두고 있음

    
  □ 여타의 법관은 최고재판소의 지명자 명단에 따라 내각이 임명. 

3) 독일10)

  □ 연방통상법원(민‧형사 상고심), 연방노동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사회법원, 연방
행정법원 등의 연방최고법원 소속의 직업법관들은 연방법관선출법(이하 ‘법’)에 
따라 비상설의 법관선출위원회(Richterwahlausschuss)와 관할 연방장관이 공
동으로 만 35세 이상의 법관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출하여 연방대통령이 
임명. 연방법관의 임기는 없으며 정년(만 70세)만 있음

 
  □ 연방법관선출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 법관선출위원회의 구성: 법관선출위원회는 기본법 제95조 제2항에 하여 16개주

의 각 재판영역을 관할하는 장관 16인(당연직위원), 연방하원에 의해 “하원피선거
권이 있고 법생활에 정통한 자”(‘법’ 제4조 제1항) 중에서 선출되는 16인의 선출직
위원으로 구성. 선출직위원은 비례대표선출방식으로 연방하원에서 선출. 즉 연방
하원의 각 원내교섭단체가 제출하는 후보자순위를 기재한 명부가 연방하원의 투표
에서 획득한 총득표수를 돈트식으로 계산하여 선출(‘법’ 제5조 제2항). 

  - 연방법관 후보자 추천과 임명: 연방법관후보자 추천권은 연방의 관할장관과 연방
법관선출위원회 위원에게 있음. 연방법무부장관은 추천받은 후보자의 정보를 담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선출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각기 작성‧제출할 
위원 2인 지정(‘법’ 제10조 참조). 새 연방법관을 필요로 하는 해당 연방법원의 인
사자문위원회(Präsidialrat)는 추천된 후보자의 인적 및 전문적 적격여부에 대하여 

정한다. 
   제41조(최고재판소 재판관 임명자격)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학식이 높고, 법률의 소질이 있는 나이 

40세 이상인 자 중에서 임명하고, 그 중 적어도 10인은, 10년 이상 제1호, 제2호에 열거한 직 중 
하나 또는 2가지에 있었던 자 또는 아래 각호에 열거한 직의 하나 또는 2가지 이상에 있었고 그 
연수를 통산하여 20년이상이 된 자여야만 한다. 

   一　고등재판소 장관  二　판사  三　간이재판소 판사  四　검찰관 五　변호사  六　별도 법률로 정한 
대학의 법률학 교수 또는 부교수

10) 상세한 것은 이종수, 독일의 사법제도에 관한 小考: 특히 법관인사 등 사법행정을 중심으로, 법원 국
제인권법연구회/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학술대회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 - 
법관독립강화의 관점에서」, 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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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이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연방법관법 제55, 57조) 영향력은 매우 큼. 선출위원회는 추천받은 자가 적격자인
지를 심사한 뒤(‘법’ 제11조) 당연직 및 선출적 위원이 각기 재적과반수 이상이 참
석한 비공개회의에서 비밀투표에서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법’ 제12
조). 선출위원회가 선출한 자에 대하여 연방관할장관이 동의하면 연방대통령이 임
명(‘법’ 제13조). 

  - 연방법관 임명과 연방국가적 균형의 원칙: 독일은 연방의 고위행정공무원 임명에 
연방국가적 균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처럼(기본법 제36조 제1항), 연방법관의 임
명에도 각 주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데(기본법 제95조 제1항 참
조), 실무상 각 주의 인구규모에 비례하여 연방법관에 대한 몫이 각주에 배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어떤 주도 연방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독점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연방법관의 인사제도는 다차원적으로 다양한 세력 내지 기관이 인사에 관여하면서 
어떤 세력도 인사권을 통해서 연방법원을 장악할 수 없고, 또 그에 따라 연방법원
이 제도적으로 중립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독일의 각 주는 주법원 소속 법관 인사권 보유. 주 법관의 임명방식으로는 주정
부의 주무 장관이 주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유형(베를린 등 9개주), 주
정부의 주무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유형, 앞의 두 유형을 결합한 유형이 있
음. 주법관선출위원회를 두는 주의 경우 보통 과반 이상의 위원은 주의회의 의
원으로 선임됨. 3-5년의 시보기간의 검증을 통과한 예비법관은 정년이 보장됨  

4) 프랑스

  □ 고등사법평의회(Conseil Supérieur dela Magistrature)의 법관분과에서 법관에 
대한 인사, 고등사법평의회의 검사분과에서 검사에 대한 인사(임용, 승진, 전보, 
징계)를 담당(프랑스 헌법 제65조 참조)

    - 고등사법평의회 법관분과는 최고법원인 파기원장이 주재하고, 법관 5인, 검사 
1인, 국사원에서 지명한 국사위원 1인, 변호사 1인 및 의회, 사법부, 행정부 어
느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6인(대통령, 양원의장이 각 2인
씩 지명)으로 구성

    - 파기원 법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과 같은 고위 법관의 경우에는 고등사법평
의회 법관분과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법무부장관은 관여하지 아니하나, 
비중이 낮은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일반경력법관(juges de proximite)은 
법무부에서 법관의 임명, 승진 인사안을 고등사법위원회에 제출하여 고등사법위
원회의 심의를 받음11)

11) Ministére de la Justice, The History of the Judiciary in France. From divine origins to a 
system administered by the state,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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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장관이 일반경력법관에 대한 인사권자이나, 고등사법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자에 대해서는 인사발령 불가12)

5) 스페인

  □ 스페인의 사법행정기관은 사법총평의회(El 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 당연직의장인 최고재판소장, 국왕이 임명하는 5년 임기의 20인의 위
원으로 구성. 20인 중 12인은 각급 법원의 법관 중에서, 4인은 하원의 제청으
로, 4인은 상원의 제청으로 국왕이 임명하되, 15년 이상의 전문경력을 가진 유
능한 변호사, 기타 법률가 중에서 각원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스
페인 헌법 제124조). 위원은 임기 중 파면이나 해임되지 않으나, 중임할 수는 
없음 

  □ 사법총평의회의 주요 기능은 그 위원 중에서 사평총평의회 의장을 겸직하는 최
고법원의 장 선출, 3/5 절대다수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2인 지명, 법관과 법원의 
활동 감독, 법관의 선발, 교육, 보임, 징계 규정 및 절차 수립, 법관의 임명, 법
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고법원의 법관, 법원장 및 여타 고위법관 임명 등13) 

6) 포루투갈

  □ 포루투갈의 법관 인사(임명, 보임, 전보, 승진, 징계)는 고등사법평의회
(Conselho Superior da Magisturatura)가 관할(포루투갈 헌법 제217조)

  □ 고등사법평의회는 당연직 위원이자 의장인 대법원장,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 2
인, 의회 선출 위원 7인, 법관들이 비례대표의 원칙에 따라 선출하는 법관 위원 
7인으로 구성되고, 위원들은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을 받음(헌법 제218조)

7) 이탈리아

  □ 이탈리아의 법관 인사(임용, 보임, 전보, 승진, 징계)는 최고사법평의회(Consiglio 
Superiore della Magisratura)가 관할(이탈리아 헌법 제105, 107조)

  □ 최고사법평의회는 당연직 위원인 대통령, 최고법원인 파기원의 수석재판장, 검찰
총장, 재적위원 2/3는 법관의 대표로 선출된 위원, 재적위원 1/3은 양원합동회
의가 15년 경력 이상의 법학교수 및 변호사 중에서 선출하는 위원으로 구성됨. 

12) 유럽3국 선진사법제도 실태 파악을 위한 출장보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단, 2005.
13) Art 107 LO 6/1985 del Poder Judicial (사법부조직법, LOP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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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 불가(헌법 제106조)

4. 자문위원회 안

1) 사법평의회의 신설: 사법평의회를 통한 법관인사 

  (1) 사법평의회의 기능과 유형

  □ 사법평의회(Council for the Judiciary)의 핵심기능 
    - 사법부와 정치기관을 매개하는 기구로서 법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사법부의 

독립 및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실현하는 것
    - 현행 우리 법관인사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재판기능과 

인사기능을 비롯한 사법행정기능을 분리하여 후자를 별도의 독립기구에 부여하
는 것이 필요하며, 그 모델은 유럽연합의 다수 회원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사법
평의회

  □ 자문위안의 사법평의회의 유형14)

    - 사법평의회의 모델은 매우 다양하지만 법관집단이 인사문제를 자율적으로 처
리하는 모델과 정치기관이 법관의 임명, 승진 등의 인사를 전담하는 모델의 중
간에 위치해 있음. 전자는 사법부의 독립 보장에만 치우쳐 법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후자는 법관이 재판에서 자신의 인사권
자인 정치기관의 선호를 의식하게 하여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성 보장에 취약하
다는 문제가 있음.  

    - 사법평의회는 그 권한범위를 기준으로 할 때 대략 3가지 유형으로 구분
      ㅇ 서남유럽형: 헌법기구로서의 사법평의회가 법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법관의 임명, 승진, 징계 문제만을 관할하는 유형. 이 유형은 프랑스에서 발
생하여 독재체제가 붕괴된 후 이탈리아, 스페인, 포루투갈 등으로 확산됨. 
이 유형을 채택한 경우에도 위원 중 법관의 대표가 점하는 비중은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음

      ㅇ 북유럽형: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도 법관의 인사 및 승진과 관련해
서는 미약한 권한을 갖는 반면 여타 사법행정의 광범위한 영역을 사법평의
회가 관할하도록 하는 유형(가령 스웨덴의 Dolmstolsverket, 덴마크 등). 
북유럽형 사법평의회는 사법부의 재정관리 및 인사행정을 개선하려는 목표

14) 이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Nuno Garoupa & Tom Ginsburg, "Guarding the Guardians: Judicial 
Councils and Judicial Independence" (John M. Olin Program in: Law and Economics 
Working Paper No. 444, 2008; Wim Voermans/Pim Albers, 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CEPEJ), Councils for the Judiciary in EU Countries, 2003; Goda 
Ambrasaité,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High Councils for Judiciary in the EU member 
states and judicial immunity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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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생
      ㅇ 복합형: 1990년 이래 새로 사법평의회를 설치한 유럽연합의 국가들(폴란

드,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말타, 벨기에,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북아일랜드, 헝가리)이 서남유럽형과 북
유럽형을 절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자문위안의 사법평의회는 복합형에 해당

  □ 자문위안에 의한 사법평의회의 과제 
    - 법관에 대한 인사권 행사(임용, 보직, 전보, 승진)
    - 대법관 후보자 추천 
    - 법관 등에 대한 징계권 행사
    - 법원을 위한 재정계획 수립‧집행
    - 사법정책의 수립
    - (예비) 법관 교육
    - 기타 법률로 정하는 사법행정작용 

  □ 자문위안에 의한 사법평의회의 구성
    -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 2인, 국회가 재적 3/5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는 위

원 8인,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관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를 통해 법관의 대
표로 선임하는 위원 6인으로 총 16인

    - 국민대표기관들이 지명 또는 선출하는 위원들의 구체적 자격은 법률로 정해야 
할 것이나, 과업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나 변호사의 자격은 없더라도 
가령 일정 경력 이상의 법학교수처럼 재판과 법생활을 잘 이해하고 있는 유능
하고 덕망 있는 자로 한정해야 할 것

    - 사법평의회는 특정 집단이 보낸 위원이 수적으로 압도할 때가 아니라 여러 집
단이 보낸 다양한 위원들이 경쟁하며 균형을 이룰 때 정치적으로 중립화될 수 
있고, 그럴 때에만 그 인사의 내용도 중립성을 띨 수 있어

      ㅇ 자문위 안도 이 점을 고려하여 사법평의회 구성에 법관 집단만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국회의 어떤 원내정파도 사법평의회를 장악할 수 없도록 위원 
선임 몫을 분배 

      ㅇ 국회 몫인 위원의 선임에 재적 3/5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함으로써 원내
소수파에게 저지권을 부여하고, 무능인사, 극단적 편향인사를 막을 수 있도
록 하였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소수정파도 사법평의회에 위원을 보낼 수 있
도록 하는 한편, 어떤 원내정파도 단순다수로는 평의회를 장악할 수 없도록 
하였음. 사법평의회를 장악하려면 대통령을 배출함과 동시에 총선에서 재적 
3/5 이상의 절대다수를 확보해야 

      ㅇ 법관 집단에게 6/16만의 몫을 배정한 것은 법관들이 사법행정을 좌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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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도록 한 것. 법관집단도 사람의 집단인 이상 탈정치화는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 법관집단이 사법평의회에서 수적으로 압도할 경우 사법부에 대
한 민주적 통제가 무력화되어 법원의 재판이 국민의 법감정이나 사회현실로
부터 유리될 위험성이 있음  

  - 위원장 호선제
      ㅇ 대통령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대통령은 정치적 지향이 같은 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법평의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호선제를 
선택하였을 뿐 아니라 호선된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행위도 
요구하지 아니함  

  □ 위원의 임기와 지위
    - 위원의 임기는 6년, 연임 불허
     ㅇ 위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하는 한편, 연임을 위해 자신을 

위원으로 위촉한 자의 뜻에 따라 활동하며 공익과 소신에 반하는 활동을 하
게 되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연임금지

    - 위원의 정년을 비롯하여 신분보장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해야 
하지만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해야 할 것

    - 사법평의회의 방대한 과제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활동해
야 할 것  

      ▷ 법관 집단의 대표는 현직 법관이지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은 법관직은 
휴직해야

    - 평의회 위원이 대법관으로 가는 발판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의회 위
원이 된 자는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하였음

  □ 자문위안의 사법평의회에 대한 기대효과
    - 민주적 통제와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두 가치의 균형 있는 실현
      ㅇ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법관인사를 좌우해 왔던 대법원장의 제왕적 지위, 법

원장 고위법관의 초과권력의 해체 → 법관의 재판상의 실질적 독립성 제고 
      ㅇ 대법원 판례의 법리적 타당성, 시대적 적실성에 대한 비판적 검증이 보다 

활발해질 것
      ㅇ 대통령, 국회에 의해 선임된 위원들도 관여하면서 법관이 재판을 통해서 

드러낸 정치적 성향 내지 정책적 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시도하려 할 
것이고, 따라서 법관들도 사회적·정치적 흐름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다만, 특정정파가 법관인사를 좌우할 수 없기 때문에 법관이 민주적 통
제의 요소 때문에 위축되거나 자기검열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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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은 물론 각급 법원장이 행정업무의 부담을 덜고 재판에 남는 에너지
를 투입할 수 있을 것

2) 대법원의 조직과 구성

  (1) 대법관의 임명

  □ 대법관후보자 선출권은 사법평의회가 보유
    - 대법원의 각별한 위상을 고려하여 대법관후보자 선출에 위원회 재적 3/5 이상 

찬상을 요구함으로써 위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자만이 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함

      ㅇ 절대다수요건은 대법원의 편향적 구성을 방지하는 한편, 대법원의 정치적 
독립을 촉진할 것

      ㅇ 평의회의 합의제기관성, 위원의 다양성, 대법관후보자 선출에서의 가중정족
수 등의 요소는 대법원의 인적 구성의 다양성 실현도 촉진할 수 있을 것   

      ㅇ 대법관에게 정년은 있지만 임기는 없다는 점도 대법원의 독립성 강화에 기
여할 것

  □ 국회 동의요건 
    - 사법평의회에서 이미 엄격한 요건의 후보자선출과정을 이미 거쳤기 때문에 국

회 동의 정족수요건은 일반정족수로 하더라도 대법원의 중립적 구성에 지장은 
없음. 

    -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개적 검증과 동시에 대법관에 대한 인적 민주적 정
당성 매개

  □ 대통령의 임명
    - 대통령의 임명권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함

  (2) 대법관의 최소수 명시
  
  □ 대법원을 대법원장 포함 24인 이상의 대법관으로 구성하도록 함
    - 대법관 증원을 통해 대법원의 사건처리능력을 배증함으로써 상고사건에 대한 

충실한 심리를 유도 → 상고불수리제도로 인한 대법원에 대한 불만과 사법불신
에 대한 근본적 처방

    - 필요한 경우 대법관을 더 증원할 수 있도록 함
    - 24인 이상의 대법관 규정은 사건의 전문화·복잡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

재판부 설치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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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소수의 사건만을 처리하는 정책법원이 아님을 분명히 함

3) 그 밖의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1) 법관재임용제 폐지

  □ 10년 주기의 법관임기제는 10년의 임기가 만료된 법관을 근무평정을 토대로 재
임명하는 제도  

 
  □ 법관재임용제도는 근무태도나 직무수행 역량이 매우 불량한 법관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해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
임용을 거부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컸음. 법관의 신분보장을 저해하고, 궁극적
으로는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을 위협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음

    
   (2) 징계의 종류에 ‘해임’ 추가

  □ 현행헌법은 법관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함이 없이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법관에 대한 신분보장을 두텁게 하고 있음. 즉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
의 선고에 의한 파면,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는 외
에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지 아니함(제106조 제1항). 법관징계법상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정직의 최고한도는 1년임(제3조 제2항 참조) 

  □ 자문위원 안은 파면과 법관징계법에 의한 정직 사이에 정직보다 중한 징계의 종
류로 해임을 추가 

   - 10년주기의 재임용제 폐지에 따른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정년이 보장된 법관이 
법관직을 유지시키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거나 불성실한 근무태
도를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절차를 통하여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자문위안에 의하면 법관의 징계는 사법평의회가 담당하게 되는데, 해임이라는 
징계처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해임의결 요건의 정족수를 다른 징계처분에 비하
여 엄격하게 규율함으로써 일각에서 우려하는 해임 징계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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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개헌제안

1. 헌법재판소 구성
  
1) 현행 구성방식과 문제점

  □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하되,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하
고 있음. 이와 같은 구성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대통령 내지 그가 속한 정파의 권한이 과도하게 큼. 즉 
재판관 9인 중 대통령 3인, 국회 몫 3인 중 1-2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
어 임명하는 대법원장 몫 3인, 총 7-8인의 재판관의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편향성을 띠는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상실하기 쉬움

    - 국회의 인사청문회 이외에는 국회동의제도와 같은 재판관 임명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가 없어 함량미달이나 편향된 인사가 비교적 용이하게 재판관이 될 수 
있어  

    - 인적‧조직적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도 없이 위
헌법률심판권 등 중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재판소 구성에 1/3의 몫을 행사
하는 것도 부당

  □ 헌법재판소장의 대통령 임명의 문제점
    -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장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권위주의적 정치문화

와 정실주의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헌법재판소의 
합의제기관성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아니함15)  

  
2)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자문위원의 대안

  □ 헌법재판소의 구성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대통

령이 임명”하도록 함 
    ㅇ 헌법재판소 구성을 국회가 주도하도록 하고 대통령에게는 형식적 임명권만을 

15) 이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김문현,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헌법재판연구 
16권(헌법재판소, 2005), 159면 이하; 양건/김문현/남복현,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용
역보고서, 헌법재판연구 제10권(헌법재판소, 1999), 27면 이하. 한편, 재판관들 사이의 경쟁과 알력의 
가능성을 감안하면 현행 임명방법의 유지도 괜찮다고 보는 김종철, 헌법재판소 구성방법의 개혁, 헌
법학연구 제11권 제2호(2005. 6), 3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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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되 국회의 재판관 선출에 재적 3/5 이상의 절대다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함

      ▷ 원내 주요 정파의 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인물만이 소수파에 의한 저지
가능성을 뚫고 동의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함량미달의 인사,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한 인사의 재판관 선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헌법재판소
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도 제고되고, 재판의 질도 제고될 것임

      ▷ 재적 3/5 이상의 찬성요건을 넘기 위해 국회의 주요 정파가 재판관 선출 
몫을 의석비율로 나눠 갖는 관행 형성을 초래하더라도 단순다수파가 헌법재
판소를 장악하여 자파에 유리한 결정을 얻어내는 것은 위헌결정이나 인용결
정 등의 정족수(재판관 6인의 찬성)에 비추어 볼 때 어려움

      ▷ 재적 3/5 이상의 찬성요건은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같은 이유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헝가리의 경우 헌법재판관
을 의회가 선출할 때 재적의원 2/3 또는 3/5이상의 가중정족수가,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의 연방대법관 임명에 대한 상원의 동의에도 원칙적으로 재
적 3/5이상의 가중정족수가 적용되고 있음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의회에서 선출하는데 초기에는 재적 3/4이
상, 나중에는 사실상 재적 2/3 이상의 의결정족수가 적용되어 왔는데 이와 
같은 가중정족수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정파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구성되는 결
과를 낳았음. 연방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총 104명의 재판관 중 49명은 보수
적인 그리스도교민주연합(CDU)/그리스도교사회연합(CSU)에 의하여 지명되었
고, 46명은 진보적인 사민당에 의해, 5명은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는 자민당
에 의해, 2명은 매우 진보적인 녹색당에 의해, 1명은 보수적인 독일당
(Deutsche Partei), 나머지 1명은 사민당 및 자민당 연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지명됨16)

    ㅇ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출하는 작업을 합리적으로 진행하려면 독일 연
방하원처럼(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 참조) 국회 내에 재판관선출위
원회를 구성해서 인물을 천거받아 검증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후보자를 사전에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헌법재판소 소장 선임방식   
    - 헌법재판소의 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 대통령, 국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고려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장도 

재판에서는 재판관과 대등한 재판부의 일원 이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합의

16) 역대 재판관의 추천정당 등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https://de.wikipedia.org/wiki/Liste_der_Richter_des_Bundesverfassungsgericht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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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관성을 보다 철저하게 구현
    - 헌법재판소장을 호선제로 할 경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문제는 그 정치적 의미

가 축소되며, 따라서 소장의 임기를 재판관의 임기와 별도로 규정해야 할 필요
성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명시하지 아니함. 즉 소장의 임기는 소장으로 호선
된 자의 잔여임기임17)

    - 입법례 
      ▷ 호선제: 제2공화국 헌법하의 1961년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들이 헌법재판

소장을 호선하여 대통령이 임명(제5조 제2항), 스페인도 재판관들 중에 호선
하여 선출된 자를 국왕이 임명(스페인헌법 제160조), 이탈리아(이탈리아헌법 
제135조 제5항), , 포르투갈은 호선제(포르투갈헌법 제222조 제4호) 

      ▷ 의회선출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소장과 부소장은 하원과 상원에 의해 
각각 교대로 선출되며, 소장과 부소장은 헌법재판소의 2개의 재판부에 각기 
배속됨.        

      ▷ 행정부 주도형: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의 소장과 부소장은 연방행정부의 제
청으로 연방대통령이 임명(오스트리아헌법 제147조 제2항)하고, 프랑스에서
도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됨(프랑스헌법 제56조 제3항)  

  □ 예비재판관 제도 신설 
    - 예비재판관 제도를 신설하되 그 수는 법률로 규율하도록 하였음
    - 헌법재판소가 일부 재판관의 유고,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재판관의 임기만

료나 정년으로 퇴임하는 재판관의 후임 임명절차의 지체 등으로 재판부가 모든 
사건에 대하여 또는 특정 사건에 일시적으로 심리‧결정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경
우 신속하게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예비재판관 제도는 재판부가 심리‧결정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판관 
일부의 공석이 재판의 결론을 좌우하는 사태도 방지 

    - 동일사건에서 기피할 수 있는 재판관의 수를 제한한 것이나(법 제24조 제4항),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사유(법 제24조 제1, 3, 5항)를 좁게 해석한다든가 한꺼
번에 탄핵할 수 있는 재판관의 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성
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헌법재판소의 심리불능 사태의 발생에 대처하기 어려움

    - 재판부 심리‧결정능력 상실에 관한 대책에 관한 입법례 
      ▷ 예비재판관제도: 1950년의 헌법위원회법의 예비위원제도 및 1950년의 탄핵

심판법의 예비심판관제도. 오스트리아(6인)나 터키(4인)의 예비재판관제도
      ▷ 타 재판부 구성원 차출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각기 8인으로 구성되는 

17) 참고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도 재판관의 임기만을 12년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제4조 제1항) 연방
헌법재판소의 소장 및 부소장의 임기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소장 및 부소장의 임기는 소장이
나 부소장이 된 재판관의 잔여임기로 본다(17)  F. Klein, in: 
Maunz/Schmidt-Bleibtreu/Klein/Bethge, BVerfGG, Stand 2014, § 9 Rn 5; Mellinghoff, in: 
Maunz/Schmidt-Bleibtreu/Klein/Bethge, BVerfGG, Stand 2014, § 15 Rn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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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재판부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 재판부의 심리능력 상실의 경우 다른 
재판부 재판관이 대리하도록 함

2. 재판관 임기제

1) 현행 헌법의 문제점
  
  □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가능함
    ㅇ 6년임기제는 헌법재판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반면 법관,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는 것만으로는 헌법재판의 경험을 축적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간과한 제도로서 재판관이 헌법재판에 익숙해 질만하면 퇴임
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질과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지나치게 빈번하게 재
판부가 교체되어 헌법의 안정성도 저하시킴 

    ㅇ 연임제는 임명권자 내지 지명권자를 의식하는 재판을 하도록 재판관을 유혹할 
수 있어 헌법재판의 독립성,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큼

2) 자문위원안의 대안

  □ 재판관의 임기는 9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하였음
    ㅇ 입법례
      - 종신제: 미국 연방대법원, 벨기에
      - 임기 없는 정년제: 오스트리아(70세 정년), 러시아(70세 정년), 캐나다(75세 

정년), 일본(70세의 정년) 
      - 연임 없는 임기제: 독일(12년), 프랑스(9년), 이탈리아(9년), 스페인(9년), 포

르투갈(9년), 폴란드(9년), 루마니아(9년), 남아프리카공화국(12년)
      - 연임 가능한 임기제: 헝가리(12년, 1회 연임 가), 체코(10년, 연임 가)

3. 재판관의 자격

1) 현행 헌법의 규율

  □ 헌법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만이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헌법 111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은 이를 구체화하면서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
에 있었거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15년 이상의 법률사무종사한 자나 법학교
수의 직에 있었던 자로 범위를 더욱 한정

    -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질을 높이려면 다양한 시각, 경험이 재판부 내에서 경쟁
하면서 상호 보충해야 하는데, 현행 헌법규율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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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다양한 인적 구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
되었음  

2) 자문위원안의 대안

  □ 재판관의 법관자격요건을 삭제하여 다양한 배경의 인사로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질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 헌법재판도 사법작용의 일부이므로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법조인이 재판부의 다
수를 점하게 될 것

   - 개정안은 법관의 자격은 없으나 헌법재판에 정통한 법학자나 입법, 행정 등에 
종사하면서 탁월한 식견을 갖춘 자 등을 재판관으로 선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
판관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을 뿐임    

   - 입법례
  ㅇ 법관의 자격이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만 한정하는 유형: 독일, 캐나다
  ㅇ 일정한 학력이나 경력을 요구하는 유형: 오스트리아(법학, 정치학의 전공자로

서 이러한 학력을 요구하는 직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이탈리아(전·현직 
대법관, 대학의 법학교수, 20년 이상의 법조실무경력을 가진 변호사), 스페인
(법관, 검사, 대학교수, 공무원, 변호사로서 15년 이상 공인된 전문직에서 법률
가로 종사한 자) 등

  ㅇ 자격제한을 아예 두지 않는 완전개방형: 미국, 프랑스, 남아프리카. 그러나 이 
나라들에서도 주로 법관, 변호사, 법학교수 출신들이 재판관으로 임명되고 있음

4. 헌법재판소 관할권

1) 현행 헌법
 
  □ 헌법재판소의 관할권을 5가지로 열거하고 있으며, 법률로 관할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 아니함
    - 어떤 법적 사건의 내용과 성격상 헌법재판소가 그 권위와 식견으로 심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헌법개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소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권을 부여할 수 없어 비생산적이고 비탄력적임

2) 자문위원안의 대안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6호에 “그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판”을 추가함
    - 이와 같은 보충적 규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음 
      ▷ 가령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는지의 판단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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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대체정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처럼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헌법제·개정시 헌법재판소의 관할
목록에 포함시키지 못한 경우 

      ▷ 헌법제·개정시에 주요 정치세력들이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으로 할 것인지
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으나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에 추가하자는 합의가 형성된 경우 

      ▷ 헌법적 사건들 중에는 헌법재판소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 비중이 적어 헌법차원에서 규율하여 개정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차원에서만 헌법재판소에게 심판권을 부
여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보다 합목적적일 수 있음(독일에서는 
가령 연방헌법재판소의 감정의견제도가 법률상의 지위만을 갖고 있다가 법률
개정으로 폐지되었음) 

    - 헌법재판소 관할권규율방식에 관한 입법례 
      ㅇ 법률로도 헌법이 직접 명시하고 있는 관할권목록에 속하지 않는 관할권을 

헌법재판소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개방적 열거형): 독일(기본법 제
93조 제3항. 독일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다수의 법률상의 소소한 심판권한을 
연방헌법재판소에게 부여하고 하고 있음), 스페인(헌법 제161조 제1항 제4
호) 

     ㅇ 헌법이 명시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관할권을 규
율하는 유형(우리 헌법, 프랑스, 오스트리아)

Ⅴ. 기타 사법 관련 개헌제안

1. 배심재판의 근거 명시

  한국형 배심재판제도인 국민참여재판의 시험적 실시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배심재판제도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법권의 법관유보규정 등 
현행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배심원의 판단에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는 등 불완전
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음. 향후 본격적인 배심제, 참심제 채택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헌시비를 차단함  

2. 군사법원의 관할권 축소

  군사법원은 군조직에서 발생한 범죄의 특성을 감안하여 마련된 제도이지만, 사법적 
정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이 커 평시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많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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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기됨에 따라 부분적 수술을 받은 바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영하여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의 단심제 근거는 삭제 

  분단국가라는 특성을 감안하고 전시의 군사법원 운영을 대비한 전문인력의 확보를 
완전히 도외시할 수 없었고, 제도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인력조정문제 등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제1심에서만 군사법원을 인정하고 상소심은 일반법원에서 관장하도록 
하였음

3. 처분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 심사권 규정 삭제

  처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심사는 행정소송의 당연한 내용이고 행정재판도 법원에 
귀속된 사법권의 한 전형적 내용으로 굳어진 오늘날 이를 굳이 별도로 명시할 필요
가 없음 

  현 조문은 편집상의 실수로 법원이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
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만이 아니라 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에만 처분에 대한 최종적 심사권을 갖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과
거의 대륙형 행정소송의 대두를 막고 영미형 행정법원을 설치하려던 제헌헌법부터의 
구상마저 왜곡하고 있음 

  그러므로 문제의 소지가 많은 조문의 해당 부분을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 삭
제함

4.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근거명시 

  사법불신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인 (대)법관, 헌법재판관 출신들의 전관예우의 폐습
이 고착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이나 직업의 자유 침해 등 위헌시
비로 변호사법, 공직자윤리법 등 법률차원에서 취하기 어려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

5. 편제의 논리성 확보를 위한 조문위치의 변경

  법관의 물적 독립 조항(헌법 제103조), 공개재판의 원칙(헌법 제109조)을 사법권의 
법원 귀속 및 배심재판 근거 조항 바로 뒤로 이동 배치하여 조문배치의 논리성을 개
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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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사법부 분과 개헌초안

 현행 헌법  개정안
        제5장 법원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
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
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
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
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
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 배심제도 등 >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

원에 속한다. 다만,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

판에 참여할 수 있다.

**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원(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조문위치 변경)

제101조의2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조문위치 변경)

제101조의3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

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

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원의 조직 >

제102조 

②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24인 이상

의 대법관을 둔다.

< 법관의 임명 및 임기 >

제104조의2 ① 대법관은 사법평의회가 재적

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법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④ 대법관 및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
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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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
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
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
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
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
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
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
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
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
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
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
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
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 법관의 책임 강화 >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

임·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

한다.

< 전관예우 방지 >

제106조 ③ 퇴직 대법관 및 법관의 변호사 

업무 등에 관하여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 명령규칙심사제도 >

제107조 ② 명령  또는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

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군사법원의 개편 >

제110조 ② 군사법원의 상소심은 각급법원 

및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
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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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
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
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법행정권의 독립 >

제110조의2 ① 법관의 임용, 전보, 승진, 징

계, 내지 법원의 예산 및 사법정책 수립 등 

법률이 정하는 사법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법평의회를 둔다. 

② 사법평의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사법평의회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8인, 대통령이 지

명하는 2인, 법률이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

출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⑤ 위원은 법관을 겸직할 수 없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퇴임 후 대법관이 될 수 없다. 

⑥ 사법평의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
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
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
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
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
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
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권한 및 구성 >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

한다.

5. ---- 

6.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재적의원 5

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

한다. 

< 헌법재판관의 임기 >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9년

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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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
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
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퇴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변호사 업무 

등에 관하여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 예비재판관제도 >

제113조 ③ 예비재판관제도 등 헌법재판소

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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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1>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며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하여 개헌안을 마련하여 내년 지방선거 때에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자고 함에 따라 개헌에 관한 국회차원에서의 논의
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개헌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게 
되었다고 여겨짐.

○ 본 토론자는 국회 개헌특위 사법분과 자문위원안에 대한 토론을 의뢰받았지만, 
자문위원안을 포함해서 자문위원안이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개헌의 필요
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소견을 밝히고자 함.

○ 사법분야를 포함하여 헌법개정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87년 헌법을 30
년간 운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그러한 문제가 헌법의 규
정에 기인하는 것인지 그리하여 헌법해석으로는 더 이상 해결될 수 없고, 반드시 
헌법개정에 의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즉 헌법개정의 필요성의 측면에서부터 출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됨.

○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노정된 헌법적 문
제점들과 관련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정리한 후, 구체적인 헌법개정의 방향이 어
떻게 되어야 할지를 제시해 보기로 함. 

○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불가피하게 헌법개정이 아니면 안될 사항에 대해서
는 헌법개정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법률적 개정으로 충분한 것들은 법률의 개정
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임.

 
II. 사법분야 관련 헌법개정 필요성에 대한 쟁점정리

○ 사법분야와 관련하여 87년 헌법의 운용과정에서 대두된 가장 중요한 문제점들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음. 

1.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상호간의 관계와 권한다툼과 관련된 문제

(1)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장을 현행과 같이 병립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
의 장으로 만들어서 일원화시킬 것인지

(2) 명령・규칙의 위헌여부의 심판권을 대법원에 둘 것인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둘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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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이라고 규정한 후 헌재법에서는 재판소원을 배제하고 있는 바, 위 “법률이 정하
는”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빼고, 재판소원을 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근거규정을 마
련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2.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권한확대와 관련한 논의로서

(1) 추상적 규범통제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
(2) 지방자치단체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
(3) 조약 및 조례의 위헌여부의 심판
(4)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심판
(5)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심판
(6) 대통령의 직무수행불능여부에 관한 결정

3.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방법 - 사법권의 독립
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1)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판사의 임명권의 소재와 방법
(2)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의 임명권의 소재와 방법

4. 기타 사법제도에 관하여

(1) 군사법원관할의 축소 필요
(2) 배심재판의 근거 명시 필요

III. 제시된 자문위원 헌법개정안과 그 밖의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1. 법원

(1) 사법평의회의 신설에 대하여(II 3-(1)과 관련)

○ 자문위원안은 소위 사법평의회를 신설하여 이곳에서 법관인사와 사법행정을 모
두 관장하게 하여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자는 의견을 담고 
있음.

○ 이는 현행 헌법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임명제청권은 물론, 판사임명권과 3인의 헌
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대법원장이 사실상 사
법권력을 제왕적으로 독점하게 되고,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마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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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으면 사법부를 모두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사법부의 독립성이 해쳐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임.

○ 이러한 문제의 지적은 상당부분 타당하다고 보임. 현재 대법원장은 대법관추천
위원회가 3배수 이상으로 추천한 대법관후보자 중에서 후보자를 지명하게 되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국회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그러나 대법관의 임명
제청권을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판사들
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지 않으면 안되고, 또한 임명을 받은 대법관들 역시 자
신을 지명해 준 대법원장의 뜻을 평소에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대법관을 비롯
한 모든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상명하복식 관료주의체제로 획일화
될 수 밖에 없고, 이는 판사와 법원의 실질적 독립성과 판례의 다양한 발전에 장
기적으로 상당한 저해를 초래할 것임.

○ 따라서 대법원장의 대법관임명제청권은 폐지하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의 
임명권을 국회나 제3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자문위원
안은 후자의 모델로서 사법평의회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는바, 그 취지와 의도는 
공감을 하나, 사법평의회와 같은 제3의 독립적인 기관을 헌법기구로까지 하지 않
더라도, 가령 대법관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보다 민주적으로 하며 그 권한
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대법관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대법
관후보를 국회(또는 양원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하원 – 민의원)가 재적의원 2/3 
다수로 지명하여 직접 임명하거나, 요식적 절차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 방법
으로 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됨.  

○ 자문위원안은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와 독립을 적절히 조화시킨다고 하는 명목 
하에 오히려 사법부구성보다도 더욱 까다로운 “사법평의회”를 신설함으로써, 이
러한 비유가 타당할는지 모르겠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기이한 개혁의 시
도가 되어 버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임. 즉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와 독립을 기하려면 현재까지의 제도적 운영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을 제거
하는 방향으로 헌법개정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것인데, 앞으로 그 
운영이 제대로 성공할는지 장담할 수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그리고 지금까지 
학계에서도 이렇다 할 만하게 제대로 논의된 바도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유
럽 일부국가의 생소한 제도를 들여와서 과연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와 독립의 조
화로운 안착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일단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임. 

○ 다만 사법평의회 제도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번 헌법
개정에서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대법관 임명제청권이나 판사임명권, 헌
법재판관지명권 등을 국회(하원 - 민의원)에게 부여함으로써, 지금까지 나타난 제
왕적 대법원장권한의 문제점18)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헌을 하고, 사법평의

18) 이에 관한 최근 논의로는 2017. 6. 1. 국회의원 노회찬 주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 개혁방안 모색, 발표자료 중 노회찬 의원의 기조발언
18-23쪽과 이용구/유지원,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25-132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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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도입 여부는 앞으로 이에 대하여 더 많은 학문적 연구와 검토를 한 연후에 
필요한 경우 서서히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됨. 

(2) 대법관의 최소수 명시에 대하여(II 3-(1)과 관련)

○ 자문위원안은 대법관의 수를 24인 이상으로 헌법에 명시하자고 하고 있으나 최
소수를 반드시 헌법에 명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됨. 

○ 오히려 대법원의 사건 폭주로 인하여 대법관들의 업무부담이 문제가 된다면, 독
일과 같이 각 전문대법원의 새로운 신설을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됨. 현재에도 행정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 등의 특별법원들이 존재하
는 바, 독일식으로 각 전문대법원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
라고 생각됨(물론 대법관의 수를 늘린 후 전문부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임). 

○ 물론 이러한 논의는 법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헌법개정의 방법이 아니라 
법원조직법의 개정의 방법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됨. 사법부와 관련한 헌법개정은 사법개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개정을 
가능하게 할 것임. 

○ 다만 대법원을 정책법원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등법원에 상고심을 설치하고
자 하는 시도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의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
다고 보이고, 업무의 폭주 등의 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은 복수의 전문대법원의 
확대의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됨. 

(3) 법관재임용제 폐지에 대하여(II 3-(1)과 관련)
○ 자문위원안은 현행헌법은 판사의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연임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바, 근무평정제도의 남용을 통한 판사재임용거부에 의하여 법관의 독립이 
해쳐질 수 있다고 하는 이유로 재임용제를 폐지하면서 그 대신 징계절차의 하나
로서 해임가능성을 신설하고 있음.

○ 그런데 법관의 징계 중 하나로서 해임가능성이 추가되는 경우 해임의 남용이 이
루어지게 되면 역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임. 법관의 신분보장을 제
대로 하면서도, 비위나 근무태만 등으로 인한 직무적합성 상실의 경우에 해임가
능성을 열어 놓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법평의회를 신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절한 제도를 모색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나, 특별히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실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제도를 일단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
을까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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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대하여(II 3-(2)와 관련)

○ 자문위원안은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재적의원 3/5이상의 가중다수의 찬성으로 선
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의 국회선출 3, 대법원장지명 3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9인을 임명하는 방
법은 자문위원안이 잘 지적하고 있듯이 지나치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강화, 집중
되어 있으므로, 임명권을 국회(하원 - 민의원)로 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 

○ 다만 의결정족수가 가령 재적의원 3/5 또는 2/3와 같이 지나치게 가중되는 경
우에는 누구에게나 무난한 후보들만 선출될 수 밖에 없어서, 소신이 뚜렷하고 나
름 진보적인 성향의 소위 “튀는” 후보자는 선출되기 힘들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
여 소수자의 기본권보호가 취약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가령 
재적의원 과반수 정도만 되어도 이는 꽤 높은 정족수라고 생각되므로(헌법 제49
조에 의하면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의 찬성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재적의원 1/4 이상임), 국회(양원제의 경우 상・하
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는 정도로 조정하면 어떨까 생각됨. 

○ 다만 헌법재판관의 수는 재판소원과 지방자치단체헌법소원 그리고 경우에 따라
서 그 밖의 심판유형까지 새로이 도입될 경우를 대비하여 12명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며19), 이 가운데 3명은 자문위원안이 생각하고 있듯이 법관의 자격이 
없는 헌법학자나 헌법적인 전문적 식견이 있는 행정관료 등에게도 문호를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2) 소장선임방식에 대하여(II 3-(2)와 관련)

○ 헌법재판소장의 선임방식은 자문위원안과 같이 재판관의 호선방식으로 해도 상
관없다고 생각되며, 그 임기는 재판관의 잔여임기까지로 하면 될 것임.

(3) 재판관의 임기에 대하여(II 3-(2)와 관련)

○ 재판관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자문위원안이 구상하듯이 9년이나 또는 더 길게는 
10년으로 늘리고 연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 및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다만 
임기를 대폭 늘렸으므로 고령으로 인한 직무불능상태의 초래를 배제하기 위하여 
재판관의 정년을 65세 또는 70세로 하는 정년제도20)를 둘 필요가 있을 것임.

19) 동지, 김문현 외 6인 공저, 『2016 새헌법안』, 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375쪽.
20) 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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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재판관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 예비재판관제도의 도입은 이번 탄핵재판 때에도 재판 계속 중 재판관의 퇴임과 
후임재판관임명의 지연으로 인하여 심리정족수의 문제에 대하여 논란이 된 바 있
었던 점을 상기한다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됨.

(5) 헌법재판소의 관할권 확대와 관련하여

○ 법률로 관할권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자고 하는 제안은 좋다고 생각
됨.

○ 오히려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을 헌법적으로 더
욱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됨.

가. 재판소원 근거규정 마련(II 1-(3) 관련)

○ 무엇보다도 재판소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법률
이 정하는”을 삭제하고 그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제기하는”을 삽입. 

나. 지방자치단체헌법소원 신설(II 2-(2) 관련)

○ 제111조 제1항 제6호에 “지방자치단체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신설. 이것은 국가
가 제정하는 법령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가 자신의 자치권한을 침해받은 경우에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심판임.21) - 
“국가의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자치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22). 국가의 법령이나 (광역)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침해되는 경우 권한쟁의심판
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다툴 수 없고, 더욱이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법령 자체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결정에 대하여 극도로 자제를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지금까
지의 판례태도와 또한 기본권과는 직접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헌법소원
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고 하는 점 등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권한

21) 방승주 외 5인 공저,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안 연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10. 
12., 206쪽. 방승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2호
(2009. 6), 3-30(16, 24)쪽.

22)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는 독일이 있음. 독일 기본법 제93조 제
4b: “제28조의 자치권이 법률에 의하여 침해되었거나, 州(支邦)헌법재판소에 소원이 제기될 수 없는 
경우로서 州(支邦)에 의하여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기하는 헌법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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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임. 차제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확
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다. 명령·규칙의 위헌여부심판권 헌법재판소로 일원화 필요(II 1-(2) 관련)

○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
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헌법
재판권한의 일원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됨.23) 따라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제1항의 “법률” 다음에 “명령·규칙”을 병렬적으로 추가하고 제2항을 삭제하면 될 
것임. 즉 헌법 제107조 제1항: “법률・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
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
한다.”

○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처분”을 삭제하자는 자문위원안에는 동의함.

라. 추상적 규범통제제도의 도입 여부(II 2-(1)과 관련)

○ 정부나 일정 수 국회의원이 법령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추상적 규범통제제도의 도입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함.24) 

○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회에서의 정치적 논쟁이 헌법재판소로 이전되
어 정치의 사법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 그리고 법령의 위헌여부에 대해
서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을 통해서 상당수 위헌여부의 문제가 걸러지
고 있다는 점 또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가능성 등을 지적하면서 추
상적 규범통제제도의 도입에 소극적인 견해25)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이유로 도입에 적극적
인 입장26)으로 대립되고 있음.

○ 일단 법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거나 장차 확실히 침해할 가능성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여부에 대하여 심판을 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사실상 추상적 규범통제에 가까운 위헌법률심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
됨. 추상적 규범통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장점도 많이 있을 것이나, 그에 따른 문
제점도 동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일단 그 도
입문제는 당장 시급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그러므로 서서히 순차적으로 
논의하여 차후에 도입하는 것으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됨. 

23) 한국헌법학회, 『2006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최종보고서 헌법개정연구』, 2006, 289쪽. 방승주, 87년 체
제에 대한 평가 및 헌법개정의 방향,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7. 1-2(Vol 74), 10-23(14)쪽. 김
문현 외 6인 공저, 앞의 책, 387, 564쪽.  

24) 김문현 외 6인 공저, 앞의 책. 564쪽.
25) 개헌특위 제2소위에서는 신중론이 다수였다고 하는 보고로서 이인영 의원, 제351회 국회 헌법개정특

별위원회회의록 제14호, 2017. 6. 19., 8쪽.  
26) 가령 이재정 의원, 제351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회의록 제14호, 2017. 6. 19., 15-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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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약 및 조례의 위헌여부의 심판(II 2-(3)과 관련)

○ 이 안은 대화문화아카데미 헌법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바, 이 부분을 헌법적으
로 명기한다면 더욱 헌법재판소의 관할권이 더욱 명확하게 되는 장점이 있기는 
할 것이나, 이와 같이 명시하지 않더라도 현재에도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하고 있
으므로 그 개정의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는 않다고 생각됨.

○ 다만 조약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조약인지 아니면 명령적 효력을 가지는 조약
인지가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특히 국회의 동의를 요하
는 조약에 관하여 헌법 제60조에 더욱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바.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심판(II 2-(4)와 관련)

○ 이 부분 역시 대화문화아카데미 헌법개정안이 제시하고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되
나 다른 심판에 비하여 그 도입의 시급성은 떨어진다고 보임.

사.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심판(II 2-(5)와 관련)

○ 이 부분 역시 대화문화아카데미 헌법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바, 현재 선거소송
과 당선소송을 대법원이 관장하고 있으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은 헌법의 해석・적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헌법재
판소가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이 관할의 전환은 다른 심판의 도입에 비하여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되지
는 않으므로 서서히 논의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됨.

아. 대통령의 직무수행불능여부에 관한 결정

○ 이 결정 역시 대화문화아카데미 헌법개정안이 제시하는 것인데, 그 도입 필요성
이 인정됨. 다만 자문위원안이 제시하고 있듯이 기타 법률이 정하는 심판의 방법
으로 법률에 유보한 후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자. 긴급조치 등 대통령의 긴급명령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권의 명시 필요성

○ 최근 유신헌법 제53조에 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는 법률이 아니고 명령에 해당
하므로 그 위헌여부의 심판은 대법원의 관할이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결27)이 나온 
바 있고, 한편 헌법재판소 역시 긴급조치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자신의 관할에 해

27)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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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고 하면서 위헌소원심판28)을 한 바 있어 현재 관할권이 경합되고 있는 상
황에 있음. 

○ 다행히 결론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았으나, 앞
으로도 대통령의 긴급명령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에 대법원이 헌법 
제107조 제2항의 적용 하에 자신의 관할로 삼게 되면 관할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분명히 하기 위하여 명칭 여하와 상관 없이 법률적 효력
을 가지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속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필자와 같이 명령・규칙의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일원화시키자고 하
는 헌법개정안의 경우에는 굳이 그에 대하여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6) 헌법재판관의 독립에 관한 조항 명기 필요

○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하는 
헌법재판관의 독립에 관한 조항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법관의 독립과 마찬가지
로 헌법재판관의 독립도 헌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29)

(7) 인용결정 등의 정족수 조정

○ 재판관의 수를 9인에서 12인으로 늘리는 경우 인용결정 등의 정족수를 8인으로 
하여야 할 것임.30) 

즉 제114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
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8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그 밖의 사법제도에 관하여

(1) 배심재판의 근거 명시에 대하여(II 4-(2) 관련)
○ 자문위원안에 동의

(2) 군사법원의 관할권 축소(II 4-(1) 관련)
○ 일정한 경우에 평상시에도 군사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의 관할권을 폐지31) 또는 축소할 필요
가 있고, 일반법원에 상소가능성이 열려져야 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한 의미에서 자문위원안에 동의

28) 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 등, 판례집 25-1, 180, 180-181.
29) 방승주 외 5인 공저, 앞의 책, 207쪽.
30) 방승주 외 5인 공저, 앞의 책, 207쪽.
31) 동지 이재정 의원, 제351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회의록 제14호, 2017. 6. 19.,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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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법권의 귀속과 관련하여(II 1-(1)과 관련)
○ 현행헌법은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 

역시 헌법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이 무엇인지 유권적으로 확인하
는 기능이라고 하는 점에서 사법기능에 해당함.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재
판소와 법원을 통일된 장에 포함시켜 규율함으로써 사법에 관한 헌법의 규정에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32)

○ 전문대법원을 신설하여 현행 대법원의 사건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신장에 기여하며 앞으로 통일시대의 다양한 소송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재판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를 사법부의 명실상부한 
최고법원으로 명시하고 헌법재판소와 각 대법원을 사법부의 장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이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각 전문대법원의 결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국민의 법생활에 안정성을 도모
할 수 있다고 생각됨.

IV. 향후 헌법개정논의의 방법과 관련하여

○ 우리 헌법상 헌법개정의 절차는 매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임. 그러나 시
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헌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그리고 합의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헌법개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됨. 

○ 이와 같이 보다 유연하게 헌법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을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치게 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고, 이번 헌법개정에 따라서 만
일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양원 재적의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그리고 양원제가 도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중정족수를 약간 더 상향조정하거나 
또는 일정수 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방법
을 취해서라도 헌법개정안이 보다 용이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헌법개정절차를 완
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33)

○ 그리하여 내년 지방선거 때에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만일 
정치권에서 정부형태에 관한 합의를 제대로 도출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나
머지 합의사항에 대해서만 우선 개정을 하기로 하면서 동시에 헌법개정절차를 완
화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헌법개정논의를 상시화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장기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헌법개정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34)

32) 동지, 김문현 외 6인 공저, 앞의 책. 564쪽 이하
33) 자문위원회1소위의 헌법개정안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하고 있음. 자문위원회1소위

원장 이기우, 제351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회의록 제14호, 2017. 6. 19., 10쪽. 동지, 최교일 의
원, 제351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회의록 제14호, 2017. 6. 19., 17쪽. 

34) 동지, 노회찬 의원, 제351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회의록 제14호, 2017. 6. 19.,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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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2>

최재호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I. 서론

국민의 법 감정과 유리된 판결, 공정한 재판에 대한 불신이 사법부에 관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함.

발제자는 1.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인사제도의 개혁, 2. 전관예우의 폐습 혁파, 3.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의 개혁, 4. 배심제의 헌법적 근거 마련과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 
및 관할권 축소 등 자문위원안에 대해 검토함.

이에 대한 대한변협의 검토의견과 입장을 개진함. 
    
II. 대법원의 구성과 법관의 인사 등 문제 검토

(대)법관의 인사에 대한 검토의견

  가. 사법평의회 신설

대법관 인사제도와 관련하여 자문위원회는 
□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헌법 제104조 제1항)
□ 대법관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헌법 제104조 

제2항) 
□ 모든 법관을 10년의 임기로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현

행 방식은 정치적 단순다수파가 쉽게 그 인사구상을 관철할 수 있고, 현행 헌법
의 대법원구성방식 또한 인적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기도 어려우며 대법원
의 인적 다양성 촉진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서남유럽형과 북유럽형을 혼합한 “사법평의회”35)를 통해 법관인사를 하
자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문제가 있음. 

35)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 2인, 국회가 재적 3/5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는 위원 8인, 대법관을 포함
한 모든 법관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를 통해 법관의 대표로 선임하는 위원 6인 등 총 16인으로 구성
되며, 법관에 대한 인사권 행사(임용, 보직, 전보, 승진), 대법관 후보자 추천, 법관 등에 대한 징계권 
행사, 법원을 위한 재정계획 수립‧집행, 사법정책의 수립과 (예비)법관 교육 등 사법부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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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는 법관이 법에 구속되는 가운데 재판을 하더라도 크고 작은 법 정책적 결정
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민선의 정치기관들이 인사권행사를 통해 법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바, 법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가능성과 동시에 
법관의 독립성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법관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여러 정치세력들이 인사기구 안에서 경쟁하고 견제하도록 함으
로써 어떤 세력도 자의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할 때에만 확보될 수 있다
고 주장함. 

  
그러나 정치적 권력인 입법부가 사법부의 인사, 징계 및 사법부 구성 및 운영 전반

에 개입한다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할 판사라도 정치권의 입김으
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고, 이와 같은 사법평의회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본 바 없는 제도인 데다가, 헌법 전반에 걸쳐 다른 권력기관과의 권력
분립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바, 결국 사법평의회 방식은 권력기
관 간 권력분립에 대한 체계정합적인 검토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문제임. 또한 구체
적인 점에서 사법평의회 중 8인의 위원은 국회가 재적 3/5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
는 방식인데 이는 국회 재적의원 60%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바, 어느 정파도 다수를 
이루지 못하거나 합의를 이끌어 낼 힘이 없을 경우 사법평의회 자체를 구성할 수 없
거나, 해당 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떠나 자칫 정당 내지 정파 간 타협과 교섭의 
결과로 선발될 우려가 있음. 이는 입법부의 권력다툼 문제가 사법부의 인사 및 운영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크고, 결국 능력 있고 양심적인 판사에 
대한 사법부 인사를 그르칠 수 있는바, 결국 삼권분립의 정신에 반하고 정의롭고 공
정한 재판을 해칠 우려가 큰 만큼 반대함. 

  나. 대법원의 구성

발제자는 (사법평의회 위원 재적 3/5 이상의 찬성으로 대법관후보자를 선출하여 국
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정년은 있으나 임기는 없으며,) 대법원장 포함 
24인 이상의 대법관으로 대법원을 구성하자는 안을 제시하나, 현재 상고심판결 선고
가 너무나 지연되고 다수의 상고심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현실에 비추어 국
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대법관의 정원을 24인 이상
으로 증원하자는 안에는 찬성함.

  다. 그 밖의 법관인사제도에 대한 검토 : 법관재임용제 폐지와 징계종류에 ‘해임’ 
추가

발제자는 10년의 임기가 만료된 법관을 근무평정을 토대로 재임명하는 법관재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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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해임사유나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재임용을 거부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크므
로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임기제를 보완해야 하며, 10년 주기의 재임용
제 폐지에 따른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정년이 보장된 법관이 법관직을 유지시키기 어
려울 정도의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거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절차를 통하여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문위원안에 대해 파면과 법관징계
법에 의한 정직 사이에 정직보다 중한 징계의 종류로 해임을 추가하는 것에 찬성함.

현행 법관재임용제는 재임용을 빌미로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을 위협하는 측면이 있
는바, 법관정년제로 변경한다면, 합리적인 해임사유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기구
를 통해 가중된 해임요건으로 근무태도나 직무수행 역량이 매우 불량한 법관을 퇴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III.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개헌제안에 대한 검토

1. 헌법재판소 구성
  
□ 발제자는 헌법재판소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하되, 9인 중 3

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
는 현행 구성방식을 재판관 9인 중 대통령 3인, 국회 몫 3인 중 1∼2인, 대통령이 국
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대법원장 몫 3인등 총 7∼8인의 재판관의 인사에 대통령 
내지 그가 속한 정파의 권한이 과도하게 크므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편향성을 띠는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상실하기 쉽다고 지적하면서, “국회가 재적의원 5분
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도 현행과 같이 대
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자문위원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 독일 연방하원처럼 국회 내에 “재판관선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인물을 천거 받아 검증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후보자를 사전에 선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함.

현재와 같이 국회 내 정당 및 정파 간 합리적 토론과 원만한 합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권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부까지 국회에서 모
두 구성하려는 자문위원안과 이를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발제자의 의견은 (대)법원 뿐
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마저 국회에서 구성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입법부 만능 및 독재
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함. 

2. 재판관 임기제

□ 발제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 가능한 현행 제도는 임명권자 내



- 43 -

지 지명권자를 의식하는 재판을 하도록 재판관을 유혹할 수 있어 헌법재판의 독
립성,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재판관의 임기를 9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하는 자문위원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개진하지 않음.

그러나 재판관 3인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임명하는 것을 삭제하는 자문위원
안처럼 헌법재판관 선출에 있어 그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현행 헌법재판관의 임기제와 연임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헌법 재판관의 자격

□ 발제자는 헌법에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만이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헌법재판소법은 이를 구체화하면서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었거
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15년 이상의 법률사무종사한 자나 법학교수의 직에 
있었던 자등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다양한 인적 
구성을 가로막고 있으니, 재판관의 법관자격요건을 삭제하여 다양한 배경의 인사
로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자문위원안에 대해 찬성함. 

그러나 헌법재판도 사법작용의 일부이며, 법조경력이 없는 자는 재판의 진행과 결
론 및 합의에 있어 곤란을 겪는 등 전문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일정한 자격, 학력 내지 경력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자격제
한을 전혀 두지 않고 있는 완전개방형 국가라도 실제로 법관, 변호사, 법학교수 출신
들이 재판관에 임명되는바, 그 자격과 경력에 제한을 두어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권위
를 살려줄 필요가 있음.

4. 헌법재판소 관할권
 
□ 발제자는 헌법재판소의 관할권을 5가지로 열거하고 있으며, 법률로 관할권을 설

정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 아니한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6호에 
“그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판”을 추가함으로서 헌법 제·개정 시에 주요 
정치세력들이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으나 헌법
재판소나 법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에 
추가하자는 합의가 형성된 경우 등과 같이 필요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관할범위를 탄
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자문위원의 의견에 찬성함.

그러나 프랑스나 오스트리아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관할을 헌법에 명시한 사항에 대
해서만 심판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독일, 스페인과 같이 법률로도 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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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명시하고 있는 관할권목록에 속하지 않는 관할권을 헌법재판소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권력기관 간 권력분립 문제와 
연계될 이슈라 판단되는바, 이와 함께 논의되어야 함. 

IV. 기타 사법 관련 개헌제안 검토

1. 배심재판의 근거 명시

한국형 배심재판제도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평가가 성공적이고, 한국적 상황에 적
합하다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과의 헌법적 관계와 향후 본격적인 배심
제, 참심제 채택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
에 찬성함. 

2. 군사법원의 관할권 축소

전시의 군사법원 운영을 대비한 전문 인력의 확보를 완전히 도외시할 수 없는 등 군
사법원의 필요성이 있는바,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단심제는 폐지하고, 제1심에서만 
군사(법원)재판을 인정하고 상소심은 일반법원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의견에 찬성함.

3. 처분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 심사권 규정 삭제

현행규정은 문제의 소지가 많은바, 해당 조문을 삭제하자는 의견에 찬성함

4.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근거명시 

사법 불신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인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고위직 출신들의 전관
예우 폐습 혁파를 위해 직업의 자유 침해 등 위헌시비로 변호사법, 공직자윤리법 등 
법률차원에서 취하기 어려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헌법적 근거를 마련
하자는 의견에 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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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3>

여현호 <한겨레>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 들어가기

  - 발제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사법분과의 사법분야 개헌안의 문제의식에 공감. 
특히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과 법원행정처 등 법관 관료화 때문에 법관의 독립
이 법원 내부에서 위협받고 있어 법관인사제도가 개혁돼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 
동의.

  - 그러나 발제문의 제안은 반론의 가능성이 있고 심도 깊은 논의의 필요성도 큰 
듯. 주로 사법평의회 제안에 대해 상식 수준의 의문을 제기하고자 함.

 1. ‘민주적 통제’가 사법행정의 영역에까지 관철되어야 할 근거는 무엇인가?

  - 발제문은 “민선의 정치기관들이 인사권 행사를 통해 법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것이 정당화됨”이라고 밝혔으나, 그 이유는 불분명. “법관이 임명권자에 종
속돼 정치적 선호를 재판에 반영할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으나 이에 
대해선 막연한 의심 혹은 근거 없는 편견이라는 비판이 가능. 사법평의회는 그런 
의심에서 자유스러울 것인가 라는 반문도 가능. “재판에서 법 정책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도 들었으나, 판결이 중요한 정책적 변화를 불러오더라도 그 때문에 
반드시 입법부 등에 의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는 의문.

  - 발제문은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과 관련해, 주로 인사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 즉 “인사를 법관집단의 자율에 맡기더라도 인사권을 행사하는 
그들의 기구(=법원행정처?)가 정치화”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예 이를 “정치적
으로 중립화”, 즉 “여러 정치세력들이 인사기구 안에서 경쟁하고 견제하도록 함
으로써 어떤 세력도 자의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체제를 제안. 
사법부 밖의 공간에 사법행정 기구를 독립적으로 설치해 이 기구에서 정치적 각
축과 견제를 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법원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자는 제안. 

      그러나 문제의식에 공감하더라도 발제문에는 그런 방식의 민주적 통제가 유일
한, 혹은 적절한 해법인지에 대한 논증을 찾을 수 없음. 그런 방식이 헌법적으
로, 혹은 실제 운용상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예상되는 
의문에 대한 답이 충분치 않아 보임. 문제의 근원이 법원행정처의 관료화, 대법
원장의 제왕적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해결도 곧바로 외부에서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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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신 내부에 찾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반론 역시 가능할 듯.
  - ‘민주적 통제’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 차원에서 이해한다고 해도, 반론의 

여지는 있어 보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는 독일에서 주로 법관의 임명과 
관련해 논의된 것이라고 하는데, 연방이든 주든 사법행정을 주로 법무부가 담당하
는 독일에서 논의되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를 체제가 전혀 다른 한국에 
적용해 사법행정 전반에까지 일반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음. 독일의 
경우 상시적 사법행정 기구에 국회 등의 직접 관여를 제도화한 예는 연방에도 없
고, 주에도 극히 예외적으로 제한된 영역에만 있을 뿐이라는 지적도 있음.

  - 정파적 각축과 견제의 제도화를 민주적 통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제도적 
장치가 사법부에 혹은 사법행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나아
가 그런 제도적 장치가 ‘법원 내부에서 위협받는 법관의 독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안인지 등에 대한 확신 혹은 강한 추정이 가능해야 할 것임. 

    대법원 구성 등에서 국회의 관여는 불가피하더라도 법관인사 전반 및 사법행정 
전반에까지 국회의 주도적 관여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보다 분명히 제시되어야 할 
것임. 적어도, 과도한 수단이나 부적절한 해법이 아니라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 

 2. ‘헌법기구인 사법평의회’가 한국 사법체제에 이식하기 적합한 제도인가?

   - 한국은 헌법상 3권 분립이 명시돼 있고, 독립된 사법부 조직을 보유. 사법평의
회 또는 사법최고위원회 입법례가 많은 남유럽은 전통적으로 법무부가 담당하던 
사법행정의 주요 권한 중 일부를 2차 대전 이후 사법평의회 등으로 이양하는 경
우. 스페인 등 일부를 제외하면 사법행정의 많은 권한은 여전히 법무부가 보
유.(2005년 사개추위 출장보고 등) 즉 법무부의 사법행정 권한을 견제·분산하기 
위해 도입된 사법평의회(또는 최고사법위원회) 제도가 전혀 다른 체제와 사법 전
통을 지닌 한국에도 이식 가능한지 의문.

     법률 및 사법제도 등 어느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은 스페인(또는 남유럽) 
등의 사법제도에서 사법평의회 하나만 떼어내 한국의 사법제도에 이식하는 실험
이 한국 사법현실과 전통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어떤 부작용을 초래
할 것인지에 대해선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듯.

     스페인의 경우처럼 사법부의 최고의결기구인지, 아니면 법원과 병렬적으로 존재
하되 법원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기관인지 분명히 할 필요. 

   - 헌법에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도록 한 ‘사법권’의 의미가 재판 영역 
외에 사법행정 영역까지 확장된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임. 실제로 헌법 제101조
1항을 이유로 “법관이 아닌 자들이 관여하는 기구에 최고사법행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행 헌법상 가능한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차성안 판사)는 주장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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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문대로 대법원의 재판기능과 사법행정기능을 분리해 사법행정기능을 별도의 
독립적인 헌법기구에 부여하는 개념이라면, 특히 이 기구가 국회와 행정부 주도
라고 한다면 3권분립 원칙과 어떻게 조화되느냐는 물음이 가능할 듯.

     입법부인 국회의 자율권이 인정되는 차원에서 법원의 자율권도 고려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반문도 가능할 듯. 특히 내부 자율이 존중되어야 할 대표적인 영역일 수 
있는 인사가 민선의 정치기관들에 의한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는 의문.

3. 사법평의회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가?

  - 법원 밖에 헌법상 기구인 사법행정기구를 두자는 제안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
한과 그 보좌조직인 법원행정처의 관료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을 것임. 이
로 인해 법관의 독립이 침해되고 사법 불신이 초래된다는 문제의식일 것임. 

    그러나 대법원장에게 인사권 등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고 행정처가 비대해짐으로
써 빚어지는 문제는 결국 수직적인 관리와 통제구조의 고착, 즉 사법부의 중앙집
권화가 본질일 것임. 일사불란하게 법원을 통제하는 구조는 그 통제 주체가 대법
원장이든 사법평의회든 법관의 독립과는 친화성이 높아 보이지 않음.

  - 사법평의회는 최고사법행정기관으로 지금의 법원행정처의 권한과 기능을 거의 그
대로 대신하는 데서 더 나아가 대법관 후보 추천 등 확장된 기능 보유. 헌법상 기
구로 그 위상도 높아져.

    발제문대로 남유럽형과 북유럽형을 통합한 복합형으로 설정하면서 권한 범위와 
기능은 유사 입법례와도 비교할 수 없게 커진 것으로 보임. 지금의 법원행정처 이
상으로 인사·재정·정책 등의 기능을 중앙집권적으로 보유. 인사권·징계권·대법관추
천권으로 지금의 법원행정처 이상으로 일선 법관들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관리가 
가능. 나아가 법원에 대한 재정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맡아, 각급 법원에 대한 통
제권도 보유. 여기에 사법정책 수립 등의 권한까지 있어, 지금의 법원행정처와 대
법원장, 대법관회의 등이 지닌 권한을 사법평의회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결과.(예컨
대 프랑스의 최고사법위원회 등이 이 정도의 포괄적 권한을 가졌는지는 의문) 

    더욱 포괄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지니는 중앙집권화된 사법행정기구가 자칫 잘못 
운용되면 그로 인한 부작용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

   - 더구나 사법평의회는 민선 정치기관들의 참여 및 이들 여러 세력의 각축과 견제
를 전제로 하고 있음. 국회와 정당, 나아가 대통령과 행정부의 일정한 발언권과 
영향력 행사가 제도화된 상태. 그 중 어느 한쪽으로 편중된 영향력 행사는 아닐 
수 있어도, 권한이 강화된 중앙집권적 기구인 사법평의회를 통해 정치영역의 갈
등과 힘 관계가 그대로 인사를 비롯한 사법행정 전반에 투영되고, 일선 법관들에
게 어떤 형태로건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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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일원화의 진전 등 사법 환경의 예상되는 변화를 감안하면, 사법평의회 제도
의 문제해결 적합성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어 보임.

     예컨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법관 임용이 굳어지면 근무연한에 따른 단계별 
승진이 제도화된 지금의 인사체제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법관의 
직무별 임기를 장기간으로 부여하거나 의사에 반한 전배를 원칙적으로 없애는 등
의 인사원칙이 새롭게 정립될 수밖에 없을 것. 이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대법원
장의 제왕적 인사권 행사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인 바, 이를 혁명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원 외부의 최고사법행정기구 도입이라는 일종의 충격요법이 적어도 그 시
점에서는 ‘과도한 수단’이 될 수 있음. 즉, 인사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다른 방안
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 보임.      

 4. 사법평의회는 법관 관료화, 관료사법의 문제와 무관할 것인가?

   - 사법평의회가 지금의 법원행정처가 행사하는 기능과 권한 이상으로 포괄적인 사
법행정권을 행사하게 되면 발제문의 제안대로 모든 위원들이 상근할 수밖에 없
음. 법관 출신 위원 수가 전체 위원 16명 중 6명에 그쳐 상근판사 수만도 30~40
명인 지금의 법원행정처에 비할 바 아닌 게 사실이고 이들의 연임과 대법관 승진
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사법행정을 전담하는 관료 법관의 존재는 유지되는 셈.

     발제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법평의회를 보좌하는 실무기구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도 관심. 법관의 인사 및 평정은 법관이 처리하는 게 옳다고 한다
면, 또는 사법평의회의 기능 중 사법정책의 수립과 연구 등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지닌 법관 출신의 기용이 일부라도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이 실무·보좌기구에도 
일정한 수의 법관이 파견될 가능성 있음. 역시 재판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관료 
법관의 존재는 유지되는 셈.

     법관 외에 실무인력도 필요. 스페인 사법총평의회의 경우 실무기구에 4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 사법평의회에도 관료기구의 증설 또는 중복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근본적으로 법관 관료화의 문제는 법원행정처 차원의 문제라기보다 직급과 계
층화된 법원 구조, 법관 서열화, 인사 및 평정제도를 통한 통제 등이 본질일 것
임. 법관을 관료적 통제와 관리 체제에 몰아넣는 것이 관료 사법의 문제라면, 
인사 등 사법행정의 주체를 변경한다고 해서 법관 관료화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임. 오히려 앞서 말한 대로 다른 방향으로 더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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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4>

오이석 JTBC 법제팀장

1. 들어가는 말

최종영 대법원장과 이용훈 대법원장,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이 근무하는 동안의 사
법부를 취재했음. 그 기간은 각기 다름.

분명한 것은 3명의 대법원장 임기 중 대법원장의 성향에 따라 사법행정의 방향이나 
추진 강도, 법원의 분위기가 변하였음.

이는 판사들의 변화, 그리고 판결에 대한 영향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함.

취임 초기 대법원장이 어떤 부분에 대한 청사진을 그렸느냐에 따라 대법관 제청과 
사법행정에 사법부 역량이 집중됨.

예를 들어 최종영 대법원장 시절은 안정화, 안정화는 결국 변화보다는 기존의 방식, 
과거로부터의 변화나 탈피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는 대법관 제청에
서 기존 기수 등을 중심으로 순혈 법관을 제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볼 때 분
명히 드러났음.

결국 이런 흐름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법원 내 소장파 판사들의 변화요구의 불씨
가 됨.

2003년8월 즈음 이뤄진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변화 요구가 바로 그것임.
이후 이용훈 코트와 양승태 코트의 차이는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그곳의 변화 근무하는 판사들, 심
의관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판사들의 모습도 변화했음.

개헌 논의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기반으로 한 사법행정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대법원장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극대화시키는 기구라고 생각함.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함께 있었으나, 최근에는 사법관료화 정치화의 정점

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받고 있음.

그 동안 법원을 출입하며 판사들로부터 들었던 가장 많은 말은 “판사는 대법원장 1
인에 따라 휘둘리지 않는다”는 말을 함. 또 사법부는 잔바람에도 상처를 받기 때문에 
언론과 국민이 보호해야 하는 기관이란 말을 해왔음.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눈감거나 외면하지 않을 정도로 시민의식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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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법원이 군사정권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수세적 자세를 이
어감으로서 법원 스스로가 정무적이고 정치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듬.

이는 대법원장의 막강한 법원 안팎에 대한 인사권(법률이 정한 대법원장의 제청 및 
지명 등)이 대통령의 인사권(권력)과 맞물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큰 작용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함.

현재의 대법원에 대한 비판적 시각 역시 이와 결을 함께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뒤에 논의되는 헌법재판소 역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헌법재판관 구성
에 대한 논란 및 헌법재판 대상 범위, 대법원과의 관계 설정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란
이 있었음.

따라서 과거 태생때와 달라진 헌재의 위상에 기반한 지위와 성격에 대한 논의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됨.

2. 주제별 의견
(1) 사법평의회 도입
자문위가 제시한 사법평의회의 도입을 위한 전제에는 어느 정도 동감하고 이해하고 

있음.
비슷한 기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함. 다만 사법평의회 구성원 선출 주체의 

비율 조정이 필요해 보임.
자문위안은 법관회의에서 선출한 법관의 대표 6명을 포함한 16명임,
법관회의는 판사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체라는 점에서 평의회 구성의 절반이상이 법

관회의가 선출한 대표로 구성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기본 틀에 맞다고 생각됨.
법관의 독립은 법원내부와 외부 모두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것임.
현재 자문위가 제시한 사법평의회는 단순한 인사권 외에 사법행정을 비롯한 모든 

사법부 업무 전 분야에 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로 이해됨. 특히 대통령과 국
회가 지명과 선임의 절차를 거치는 인물들은 결과적으로 정치색이 비슷한 인물들에 
대한 위원 자격 부여가 될 것으로 보여 평의회 안건 논의시 각각의 입장이 반영될 것
으로 보임.

그러나 법관에 대한 일반적 인사권 행사 등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가치를 배제한 객
관적 평가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각각의 입장이 반영된다면 이는 본래 논의의 배경과 
배치됨.

국회 재적 3/5이 절대 다수라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장담하긴 어
려움.

위원의 임기 6년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대법관의 임기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사법평의회 위원의 임기는 6년보다 줄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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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관예우 금지 헌법 명문화
- 전관예우는 추상적 개념,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짐. 
- 또한 개업제한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 위헌적 요소를 담은 헌법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전관예우, 고위 법관 등에 대한 개업 제한은 결국 법률로서 관련 사안을 

규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법관 인사제도 개선과 연계된 평생법관제의 현실화 등
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이는 헌법 개정과 무관하나 1심 법원 강화와 연계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1심 법원 강화는 즉 사실심 강화, 상소율 하락 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상고사

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임기제 삭제 및 해임
법관 10년 임기제는 서기호 전 의원 사안으로 많이 알려졌음.
서 전 의원 사안으로 법관들도 연임이 안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됨.
해마다 이뤄지는 인사와 임기제 등 개별 법관의 인사권은 대법원장 권한 중 핵심으

로 전국 법관 3천명에 대해 행사하고 있음.(정확한 인원 수는 확인이 필요함).
대법원장의 대리인인 법원장을 통해 법관들에 대한 근무평정과 사무분담을 통해 법

관과 사건을 관리.
사건 처리 통계에 대한 부담이 현실화됨.
따라서 통계와 법원장 등의 평가에 따른 재임용 판단은 삭제 또는 개선이 필요함.
예를 들어 객관적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판사의 사건을 일정기간 전수 조사하는 

방식 등 상당한 노력을 통한 재신임 불가 판단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임.  
법관의 징계 종류에 해임을 넣기 위해선 좀더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다고 생

각함.

인사권 문제 지엽적인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법상 언급된 인사권 외에 정무직
으로 향하는 고위 법관들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임.

(4) 대법관 수 증원 문제
- 수를 증원해야 하는 방향에 대해선 동의함. 이는 대법원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

는 문제라고 생각됨. 수십년간 정책법원과 최고법원을 지향해왔기 때문임. 대법관 수
의 증원은 이런 점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며, 관계설정에서 신경전을 벌여온 헌법재판
소에게 해당 자리를 내주는 것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임.

- 우선 대법관 증원 문제에서 법원이 항상 제기하는 문제는 전원합의체가 어렵다는 
것임. 이는 곧 법률의 통일적 해석이 어렵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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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 문제는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관 수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적
지 않음.

- 다만 대법관 수에 대한 논의와 그 수를 헌법에 직접 기재하는 것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보임.

- 극단적으로, 현재로서 의심스럽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1,2심 강화를 통해 법원의 
신뢰가 높아지면 헌법에 기재된 24인 이상이란 표현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올 
수 도 있음. 따라서 수 자체에 찬반을 표하진 않겠음.

(5) 헌법재판소
- 대체로 자문위의 대안에 공감함.
- 다만 재판관의 임기 9년에 대해선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
- 현재 6년은 법기술자적인 관점에서의 기간임. 헌법재판에 익숙해지는 시점 등을 

고려해 9년. 헌법재판에 익숙해진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음.
- 그러나 헌법재판의 본질은 재판절차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님.
- 헌법적 가치에 대해 건강한 사고를 하는 인물이 필요한 것임.
- 법기술은 숙련된 헌법전문가들을 연구관으로 두고 보조 인력으로 충분히 활용하

면 됨. 또한 구성원 중 일부를 법관 또는 법조인으로 두어 조언을 받거나 활용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판결문을 쓰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더 나아가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을 풀어놓아야 함.

- 단지 법절차적, 새로운 법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하는 생각, 사
회적 합의를 풀어내는 것임. 따라서 임기는 법기술자적인 적응기간에의 문제가 아니
라고 판단됨.

- 오히려 사회가 변화하는 요구, 가치의 변화에 대한 재판단 시점 등을 고려한다면 
4년 임기로 중임 또는 연임이 가능토록해야함.(중임과 연임에 대한 재신임 등의 문제
는 별론) 예를 들어 재신임은 그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활동한 근거를 토대로 국회
의 표결 등을 통해 이뤄지면 될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헌재는 헌법재판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해 왔음. 그러나 헌재의 
영역은 적절한 범위 내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자문위의 대안에서 “그 밖에 법
률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판”을 추가해 헌법개정이 없는 한 심판권 부여가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반대로 일정 정치세력에 의한 심판 범위 무한 
확대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구체적 논의를 통해 심판의 범위를 명확히 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3. 결어
개헌의 초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에 맞춰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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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이와 함께 진지한 논의 필요한 것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설정. 대법원은 정책법원을 지향하며 헌법재판소와 경쟁구도.

두 기관은 외형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그 동안 재판소원을 비롯한 여러 상황에서 
부딪혀 옴. 따라서 두 기관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지위가 명확해진다면 대법관 수 문
제 등에 대한 해법이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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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5>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법권’ 및 ‘사법부’ 표현의 적실성 여부

- 입법, 집행(행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의 ‘사법’이 ‘재판’과 구별되는 별도의 개념
인지의 문제 – 사법권이 아닌 재판권으로 표현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있는지?

- 이로써 ‘재판권’과 구별되는 ‘사법권’에 사법행정을 포함하는 확대 해석을 경계함
- 현행헌법에서 대법원 등 각급 법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법부’ 표현은 없음
  (다만, 법원조직법 제82조 제2항에서 “법원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비교법적으로 일반 용례상 ‘사법부’를 별도로 칭하고 있는 국가들도 흔치 않음
-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들 간에 심급제에서 기인하는 상하관계는 있을지라도 

각급 법원과의 관계에서는 동위관계가 보장됨
- 그간 ‘사법부’로 표현해오면서 사법부의 首長 등 개별 법관의 독립성 측면과는 배

치되는 위계서열적인 사고와 개념이 등장하고 고착됨
- ‘사법부’라는 표현과 함께 3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사법부의 독자성 그리고 현재 

논란되는 사법행정의 법원 전속성 등이 비롯하는 것으로 오해가 불거져왔다고 봄
- 이로써 설령 사법부는 형식적으로 독립되었을지 몰라도, 법원 조직내부의 인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개별 법관들은 정작 재판에서 독립적이지 못한 문제가 노정됨

◎ ‘사법평의회’에 관한 논의

- 위의 논의에 따라서 ‘사법평의회’라는 표현도 재고할 필요가 있음 - ‘사법행정위원
회’는 왜 적절하지 않은지?

- 우리 법제상 ‘평의회’라는 용어는 매우 낯선 표현임 – 주로 사회주의권에서의 대의
원제도에 기초한 상위기구가 ‘평의회(Rat)’로 이해됨

- 법무부의 탈검찰화 논의와 함께 사법행정에서도 ‘탈판사화’가 필요하다고 봄 → 법
관회의에서 선출하는 사법평의회 6인 위원의 문제, 이들 위원이 향후 대법관이 될 

[위키피디아 인용]
사법부(司法府)는 법을 심판하는 사법권을 관장하는 권력기관이다.
사법(司法)은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 법을 적용하여 그 적법과 위법성, 권리관계 따
위를 확정하여 선언하는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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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고 못 박고는 있지만, 직무 수행 당시나 법원 복귀 이후의 영향력 문제는 
여전히 남음. 

- 사법행정의 최고기구로서 기존 대법원의 규칙제정권과 법원행정처의 기능을 합친 
일종의 매머드기구가 탄생하는 문제점

◎ 재판의 주체가 법관이 아닌 법원이 되는 문제점

- 제27조 개정안과 관련해서 배심제의 헌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고민이 담겨 있지만, 
재판권의 주체가 법관이 아니라 법원으로 이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법관의 신분보장

- 법관 재임용은 최초 임용 후 5년차 정도에 1회에 한하여 실시함을 고려함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안 제106조에서 징계처분에 의한 ‘해임’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에는 찬성함
- 대법관 임기의 장기화에 관한 공감대가 법원 내외부에서 확보될지는 의문임

◎ 헌법재판소

- 기타 개정 사항들에 있어서 대부분 찬성함
- 다만, 재판관 임기 9년 단임이 공직 임기에 대한 그간의 우리 정서와 부합하는지는 

의문임. 재판관 독립성 확보의 측면이라면 6년 단임으로 정해도 무방하다고 봄.
- 예비재판관의 예비적 지위에 관해 헌법적 근거를 보다 분명하게 마련해 두든지, 아

니면 예비재판관이 아니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법 제4조 제4항)에서와 같이 재판
관 임기 종료 이후에도 후임자 임명 시점까지 직무수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봄.

- 독일연방헌재의 경우 두 재판부사이에 재판관의 비호환성원칙이 적용됨.
-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재판소원 도입과 함께 선거소송, 당선소송 및 공직선거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심리를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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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6>

이황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정책심의관)

탁월한 헌법이론가이신 정태호 교수님의 발제문으로부터 헌법개정과 사법개혁이라
는 두 가지 과제를 향한 너른 시야와 문제의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발제문의 취지에 공감하며, 몇 가지 떠올랐던 개인적인 생각들
을 보탭니다. 

■ 헌법재판소 부분

○ 헌법재판관 연임금지(20면)

많은 국가들은 헌법재판관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는 비교적 
짧은 임기(6년)를 규정하면서도36) 연임을 허용하고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에 관
한 우려가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실제로 연임된 경우는 많지 않았지
만,37) 그 가능성의 존재만으로도 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임기를 늘리고 연임을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우려를 줄일 수 있는 해법 중 하나일 것
입니다.

그런데 연임이 금지된다 해도,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수명이 늘고 사
회활동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추세 속에서, 재판관 직의 연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재판관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다른 국가고위직책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퇴임 후의 삶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재판관 직의 연임과 여타 
고위직책으로의 임명이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38) 임기를 규정하지 않고 
정년만 규정하는 방식이 갖는 장점이 여기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기를 두는 방식이 갖는 장점 역시 존재할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국가들
이 재판관의 임기를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기제와 정년제 중 어느 방식이 더 좋은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 두 방
식 중에서 그 사회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제도가 적절히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은 임기제로, 대법관은 정년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면
에 주목하여 상이하게 규율한 것인지 궁금하여 여쭙습니다.

36) 현행 6년 임기는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재판관의 임기로서는 단기에 해당합니다.

37) 그러나 실제로 연임된 경우는 재판소 초기에 두 분(김진우, 김문희)밖에 없었습니다.

38) 이 부분을 지적하는 학자로는, Ferreres Comella, Constitutional Courts and
Democratic Values: a European Perspective(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9), pp. 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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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장의 호선(19면)

발제문의 설명처럼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가 재판소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고 있
고, 그 외에 벨기에, 터키나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재판소장을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정하는 방식보다 호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이 더 큰 
장점을 갖는다고 보입니다. 

호선제도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문제와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호선제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재판관으로서의 잔여임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에서 현직 재판관 중에서 지명된 소장의 임기문제와 같은 논의가 불필요해질 것
입니다. 

한편, 재판소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는 국가들의 경우, 예컨대 이탈리아, 스페인, 터
키 등은 재판소장의 임기와 연임여부도 헌법으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서도 이러한 규정이 필요할 것인지 여쭙습니다.39)

○ 헌법재판관의 임기(20면)

헌법재판관은 9년의 임기만을 규정할 뿐(제112조 제1항), 대법관과 달리 헌법에서 
정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통상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의 정년
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법률에서 정년을 정하여 그로 인해 헌법상의 9년 임기가 
채워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러한 현상은 재판관의 임기를 9년으로 정한 헌
법의 정신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현행법에
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법원 부분

○ 사법평의회 부분(12면 이하)

현재의 시스템이 여러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이 논의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합의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
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기된 사법평의회 안은 그 파격성과 혁신성의 면에서 그간의 
논의와 차별점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식은 발제문에서 지적한 대로 이미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이
어서 제도적 측면에서 상당부분 검증이 마쳐졌다고 볼 수 있고, 법원의 재판작용을 

39) 예컨대, 이탈리아의 경우 소장임기(3년)와 연임가능 규정을 헌법(제13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터키

의 경우도 소장임기(4년)와 연임가능 규정을 헌법에서(제146조) 규정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는 소

장임기(3년)는 헌법에서(제160조), 1차례 연임가능 규정은 헌법재판소법에서(제9조)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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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과 분리시켜 법원이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는 
듯 합니다.

다만, 사견으로는, 우리의 상황과 제도에서 적합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와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가령, 독일, 프랑스와 같은 여러 유럽의 국가들에서 법
원은 법무부라는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반면, 우리 헌법은 법원을 행정부와 구분되는 
별도의 기관으로 두고 있으므로 다른 논법과 접근법 역시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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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7>

이희준 법원행정처 심의관

1. 사법평의회

이 헌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띠는 것은 바로 ‘사법평의회’입니다. 대법원 또는 대
법원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최고헌법기관인 ‘사법평의회’를 신설하여 사법행정권한
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법평의회’은 그 
모델로 삼았다는 유럽 각국의 ‘최고사법회의’40)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아래 다. 참조), 
법원의 독립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아래 가. 참조), 민주적 통제를 넘어 사법의 정치
화를 가져올 우려가 높습니다(아래 나. 참조). 

 가. 사법행정권 행사의 주체

이 헌법개정안에서의 사법평의회는 대법원장, 대법원뿐만 아니라 판사들로부터도 
독립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사법평의회 위원 6인을 선출할 수 
있지만(제110조의2 제3항), 전체 위원 16명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게다가 사법평
의회 위원은 법관을 겸직할 수 없고, 퇴임 후에는 대법관이 될 수도 없습니다(제110
조의2 제5항). 즉, 판사가 사법행정을 주도할 수도, 사법행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도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법행정권 행사에서는 판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표준입니다. 
「세계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10조(“독립적이고 공
평한 법원”(an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
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4조 제1
항(“법에 의해 설립된,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원”(a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established by law)) 등에서는 모두 “법원의 
독립”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 법원의 독립에는 판사 개인의 독립뿐만 아니라 '기관의 
독립'(Institutional Independence), 나아가 '사법행정의 독립'(Independence as to 
administrative matters)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특히 사법행정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
해, 적어도 법원 스스로 자기 고유의 행정과 일반적으로 법원 운영에 관한 문제를 다
룰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41)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Basic 

40) 유럽 각국에 있는 사법행정에 관한 회의체의 명칭은 각기 다릅니다만, 여기에서는 편의상 모두 ‘최
고사법회의’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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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 on th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42) 제14조는 적어도 사건배당만
큼은 사법행정 내부의 일이라고까지 명시하여, 이 문제만큼은 법원 스스로가 해야 한
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 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에서 1982년 
채택한 「사법부 독립의 최소기준」(IBA Minimum Standards of Judicial 
Independence) 제2조는 사법부 전체는 행정부에 대하여 자치와 집단적 독립을 향유
해야 한다고 하고, 제9조는 사법행정의 주요책임은 사법부 혼자 또는 적어도 사법부
ㆍ행정부가 공동으로 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 판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Judges)에서 1999. 11. 17. 채택한 「판사 일반 헌장」(Universal 
Charter of the Judge) 제11조43)는 사법행정과 판사징계는 판사의 독립을 해치지 않
도록 해야 하고, 적어도 ‘실질적인(상당한) 사법부의 대표’(substantial judicial 
representation)를 포함한 독립기구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완전히 배제된 ‘사법평의회’에 의한 사법행정은 이러한 국제기준에서 보았을 
때 법원 기관의 독립을 해치는 것이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판
사가 완전히 배제된 ‘사법평의회’가 전적으로 사법행정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면, 우리 
법원은 ‘독립적인 법원’이라고 평가받지 못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사법
주권의 행사(판결)가 해외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44)

 나.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

이 헌법개정안은 아마도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사법평
의회’를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헌법개정안에 따르면 ‘사법평의회’는 법
원의 사법행정권 행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사법행정권한 전반을 넘겨받는 
것이어서 ‘통제’의 차원을 넘습니다. 외부의 견제를 받는 자율적 통제모델을 넘어 법
원으로부터 자율권을 박탈하고 사법행정권한을 외부에 이양하자는 것이 이 헌법개정
안의 ‘사법평의회’ 모델입니다.

41)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 Manual on Human Rights for Judges, Prosecutors and Lawyers(2003), 
120 참조. 이에 대한 번역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실, 국제인권법과 사법, 국제인권법연구회(2014), 149 참
조.

42) 이는 1986. 8. 25.부터 9. 6.까지 열린 제7회 범죄방지 및 범죄자 관리에 관한 국제연합 회의에서 
채택되고, 1985. 11. 29. 국제연합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것입니다. http://www.ohchr.org/E
N/ProfessionalInterest/Pages/IndependenceJudiciary.aspx (2017. 6. 25. 확인) 참조.

43) http://www.iaj-uim.org/universal-charter-of-the-judges/ (2017. 6. 25. 확인)
44) “설마 우리나라 법원을 해외에서 인정하지 않는 일이 있을까?”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

럽인권재판소는 유럽 각국의 재판기관이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의 “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established by law)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많
은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원’이라는 명칭을 쓴다고 하여 해외에서 무조건 법원으로 인정하는 것
이 아닙니다. 그에 맞는 독립성과 공평성이 있어야 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법원의 독립성이 크게 약화된다면 어찌될지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 61 -

물론 모든 국가기관에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기관이 
선거 등과 같은 방식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에서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해 여러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만,45) 다수설인 정당성사슬
(Legitimationskette) 이론에 따르더라도, ‘역량과 자질이 있는 법조인을 판사로 선발
해야 한다.’는 또 다른 가치와 형량을 하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은 조직적-형식적 
측면에서 판사 임명이 국민의 의사로 소급할 수 있는지만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있습니다.46) 미국에서는 법원의 민주적 정당성을 ① 헌법과 법에 정한 절차를 통
해 판사를 임명하면서 얻어지는 제도적 정당성(institutional legitimacy)과 ② 재판에
서 헌법과 법의 해석ㆍ적용을 통해 행하게 되는 사법의 기능으로부터 주어지는 정당
성인 기능성 정당성(functional legitimacy)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제도적 정당성
은 국회의 동의 등 국민의 간접적 관여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47) 
이러한 독일ㆍ미국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 민주적 정당성
이 부족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국민 다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다
수의 목소리 때문에 듣기 어려운 소수자ㆍ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이
익을 위해 법을 적극적ㆍ창조적으로 해석해야할 임무를 띤 기관입니다.48) ‘사법평의
회’라는 또 다른 기관을 통해 법원으로 하여금 다수의 목소리를 더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입니다. 사법평의회 시스템이 소수자를 보호하는 재판이 아닌 여론
과 다수의 이익에 경도된 재판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다만 최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한이 집중되어 오히려 
판사 개인의 독립이 침해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집중되어 있는 사법행정권한을 법원 내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맞지(분권화), 그 사법행정권한을 통째로 다른 기관에 넘겨준다고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판사들 입장에서 보면 법원행정처ㆍ대법관회의ㆍ대법원장과 가깝
지, 이 헌법개정안의 사법평의회가 가깝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사
법평의회가 사법행정권한을 행사한다고 하면, 법원 내 권위주의 탈피가 이루어지기보
다는 오히려 사법평의회를 정점으로 한 권위주의를 낳을 공산이 큽니다.

게다가 그 사법행정권한을 통째로 받게 되는 ‘사법평의회’라는 기관이 과연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 헌법개정안은 법학교수 등도 사법평
의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헌
법개정안 문언 자체만 보면 사법평의회 위원의 신분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법평의

45) 이에 관하여 이계일, “사법의 민주적 정당화”, 법철학연구 16권 3호, 세창출판사(2015), 257-275 등 
참조.

46) Minkner, Die Gerichtsverwaltung in Deutschland und Italien, Mohr Siebeck Tübingen 
(2015), 55 참조.

47) 임지봉, “사법권 독립의 제 문제”,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2003), 172
48) 임지봉, “사법권의 독립: 미국과 우리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 I, 대법원 사법제도비교

연구회(2004),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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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위원이 되면 퇴임 후 대법관만 할 수 없을 뿐이지, 헌법재판소 재판관뿐 아니라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사법평의회 위원일 
때에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만으로 정치적 중립이 보장
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사법평의회 위원 중 8명은 국회, 2명은 대통령이 선출합니
다. 여당이 60%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하는 ‘여대야소’의 국면이 된다면 사법평의회 
위원 중 10명은 여당에서 선출하게 되어, 사법행정권한이 완전히 여당에 기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시스템보다 더 정치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법평의회’입니
다. ‘민주적 통제와 판사의 독립의 균형 있는 보장’이라는 명분 아래 사법평의회에 사
법행정권한을 통째로 넘겨주다가는, 결국에는 ‘사법의 정치화’가 도래하는 것은 아닌
지 걱정입니다. 가치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현재의 시스템과 가치지향적
인 위원에 의해 구성된 사법평의회 시스템 중 어느 쪽이 정치성향과 사상의 시비로부
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지는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다. 유럽 각국의 최고사법회의와의 비교

이 헌법개정안은 유럽 각국의 예를 따라 ‘사법평의회’를 도입하였다고 설명하여, 마
치 ‘사법평의회’ 도입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법평
의회’는 유럽 각국의 ‘최고사법회의’와 비교해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도입
배경, ② 구성, ③ 권한에 있어 전혀 다릅니다. 

 1) 도입 배경

이 헌법개정안은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법원 내에 있던 사법행정권한
을 법원 밖 행정기구인 ‘사법평의회’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각국의 ‘최고사
법회의’는 종래 행정부에 있던 사법행정권한을 독립시키기 위해 신설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에는49) 대혁명부터 내려온 구체제 법원에 대한 적대감 때
문에 재판을 권력분립의 한 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헌정사에서 
사법부는 행정권에 종속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한 적이 없었다
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현행 헌법 제8장 제목도 사법권(pouvoir judiciaire)이 아니라 
‘사법적 권한’(autorité judiciaire)이라 표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최고
사법회의(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도 원래는 왕정복고와 연루되었다
고 의심되는 판사를 징계하기 위하여 1883. 8. 30. 파기원에 설치하였다가, 제4공화

49) 이하의 논의는 박미숙 등, 각국의 사법행정제도 비교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9), 191-220; 성
낙인, 프랑스헌법학, 법문사(1995), 680-697; 한동훈, “프랑스의 사법제도: 최고사법관회의(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40집 제4호,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2012), 115-129; Wittreck, Die Verwaltung der Dritten Gewalt, Mohr Siebeck Tübingen 
(2006), 571-5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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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이후부터는 법무부로부터 판사의 임명, 승진 등 인사행정에 관한 권한을 넘겨받았
습니다. 2008년 헌법 개정으로 판사부 의장이 대통령에서 파기원장으로 바뀌었습니
다. 아직 사법관들의 생디칼리즘(syndicalisme)을 막고자 개방성 확보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최고사법회의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율성을 확보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고 평가해야지, 사법행정권한을 외부에 맡기기 위한 기구라
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50)

이탈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51) 이탈리아에서 재판과 사법행정은 원래 행정
권에 속하던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피에몬테 왕국(Regno di Sardegna 
-Piemonte) 시절이었던 1848. 3. 4. 제정되어 1861년 통일이탈리아왕국을 거쳐 무솔
리니 정권 때까지 헌법으로 기능한 '알베르티노 법'(Statuto Albertino)을 보면 왕과 
의회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입법권(제3조, 제7조)과 왕이 혼자 행사하는 행정권(제5조) 
외에 따로 사법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법부의 독립이 논의되
면서 사법행정권한이 왕에서 법무부장관으로 넘어갔고, 1907년에 사법관 인사에 관한 
자문기구로 법무부에 '최고사법회의'(Consiglio Superiore della Magistratura)가 설
립된 것입니다. 최고사법회의 구성도 처음에는 위원 중 절반을 왕이 뽑았다가, 1912
년부터 1921년까지, 1923년부터 1946년까지 위원 전부를 법무부에서 선출하는 등 행
정부의 영향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무솔리니 정권은 최고사법회의
를 자문기구로만 놔두고, 사법 관료화를 심화시키는 방법으로 사법부를 전체주의 정
권 유지의 도구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반추하여 1948년 공화국 헌
법을 제정하고 1958년 최고사법회의를 새로 설립하면서 최고사법회의를 독자적인 헌
법기관이자 자치행정기구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즉, 이탈리아의 최고사법회의는 행정
부에 있던 사법행정권한을 사법부로 가져오기 위한 것이었지, 사법행정권한을 외부에 
맡기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ㆍ이탈리아의 최고사법회의가 도입된 이유가 이러함에도, 이러한 역사적 맥
락을 무시하고 위 최고사법회의를 예로 들면서 법원으로부터 사법행정권한을 거두어 
사법평의회에 주자는 이 헌법개정안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50) 프랑스 파기원장인 베르트랑 루벨(Bertrand Louvel)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판사의 인사권 
전부를 최고사법회의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베르트랑 루벨: 의심을 피하기 위해 
판사임명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 르몽드(2016. 5. 23.), http://www.lemonde.fr/police-justice
/article/2016/05/23/bertrand-louvel-pour-echapper-a-la-suspicion-il-faut-modifier-le-sys
teme-de-nomination-des-juges_4924289_1653578.html (2017. 6. 25. 확인)), 최고사법회의는 
법원의 독립을 위한 기구이지, 법원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기구가 아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51) 이하의 논의는 Minkner, Die Gerichtsverwaltung in Deutschland und Italien, Mohr Siebeck 
Tübingen (2015), 350-430; Wittreck, Die Verwaltung der Dritten Gewalt, Mohr Siebeck 
Tübingen (2006), 556-5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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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헌법개정안은 사법평의회 위원 16명 중에서 절반도 미치
지 못하는 6명만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원은 법관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법평의회에는 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 각국의 최고사법회의는 모두 판사로 구성되어 있거나, 판사가 절반 이
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판사가 과반수인 최고사법회의가 절대적으로 많아서 최고사법회의는 일반적
으로 법원의 자치행정기구로 평가됩니다. 게다가 최고사법회의는 적어도 판사 과반수
로 구성되어야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55)

판사 중에 위원으로 선출된 자는 계속하여 재판업무를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프
랑스의 경우 현재 판사부 위원인 알랭 라캬바라(Alain Lacabarats)는 파기원 부장판

52) 이하는 ENCJ, Guide to the European Network of Councils for the Judiciary (2016), 40-103, 
https://www.encj.eu/images/stories/pdf/workinggroups/guide/encj_guide_version_july_201
6.pdf (2017. 6. 25. 확인) 참조.

53) '법관평의회'(Judges Council)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54) 프랑스의 경우 판사부는 파기원장, 판사 5명, 검사 1명, 국사원 위원 1명, 변호사 1명, 총리와 상ㆍ

하원 의장이 지명한 일반인 각 2명(합계 6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국사원 위원은 최고행정법원 
판사로 볼 수 있으므로 총 7명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55) Autheman 등, Global Best Practices: Judicial Councils, IFES(2004), 8 등 참조.

◇ European Network of Councils for the Judiciary 소속 국가의 최고사법
회의 구성52)

☑ 전부 판사로 구성된 국가
- 리투아니아(23명), 영국(29명)53), 헝가리(15명)
☑ 판사가 절반 이상인 국가
- 그리스, 네덜란드(4명 중 2명), 라트비아(15명 중 9명), 루마니아(19명 중 10
명), 벨기에(44명 중 22명), 불가리아(25명 중 14명), 스웨덴(11명 중 6명), 스
페인(20명 중 12명), 슬로바키아(18명 중 절반 이상), 슬로베니아(11명 중 6명), 
아일랜드(18명 중 10명), 이탈리아(27명 중 17명), 크로아티아(11명 중 7명), 폴
란드(25명 중 15명)

☑ 판사가 절반 이하인 국가
- 덴마크(11명 중 5명), 몰타(10명 중 4명), 포르투갈(17명 중 8명), 프랑스(22명 
중 7명, 판사부는 15명 중 7명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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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샹탈 뷔시에르(Chantal Bussière)는 엑상프로방스항소법원 원장, 에릭 마레샬
(Éric Maréchal)는 몽펠리에지방법원 부장판사, 크리스토프 레냐르(Christophe 
Régnard)는 파리항소법원 판사, 알랭 보겔웨이트(Alain Vogelweith)는 엑상프로방스
지방법원 부원장 모두 현직 판사입니다.56) 최고사법위원회 판사부 위원이 되었다는 
이유로 판사를 그만두지 않았고, 현재도 계속하여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57)

 3) 권한

이 헌법개정안에서 사법평의회는 판사의 임용, 전보, 승진, 징계 등 인사행정뿐 아
니라, 법원의 예산ㆍ사법정책 수립 등 사법행정 전반에 관하여 권한을 행사한다고 정
하고 있습니다(제110조의2 제1항). 처음에 이 헌법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참조하였다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의 최고사법회의는 사법평의회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의 최고사법회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인사행정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58)

56) http://www.conseil-superieur-magistrature.fr/le-csm/composition-et-organisation (2017. 
6. 25. 확인)

57) 예를 들어, https://www.legifrance.gouv.fr/(이 사이트는 프랑스의 법령, 주요판례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모든 판결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에서 2015년부터 최고사법회의 위원인 라캬바라
(Lacabarats) 이름을 검색어로 하여 파기원 판결을 검색하면 2017. 4. 21.경에도 판결을 선고하였
음을 알 수 있습니다.

58) 유럽 각국의 최고사법회의는 그 역할에 따라 ① 판사 임명에 조언을 주거나 판사징계를 하는 등 사
법부 독립 보장이 주요 기능인 남유럽모델과 ② 등기업무, 사건처리 등에 대한 감독 등 광범위한 사
법행정권한까지 행사하는 북유럽모델로 나누기도 합니다. 다만 북유럽모델의 최고사법회의는 대신 
판사인사에 관한 역할이 작습니다. 아일랜드의 경우 판사인사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덴마크
의 최고사법회의도 사법행정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는 있지만, 판사인사에 관하여 판사임명
위원회를 지원할 뿐 직접 판사인사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Voermans 등, Councils for the 
Judiciary in EU Countries, 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 (2003), 14 
이하 참조.

◇ 최고사법회의의 헌법상 권한
☑ 프랑스
- 파기원 판사ㆍ고등법원장ㆍ지방법원장의 임명제청과 판사의 임명에 대한 동의
(헌법 제65조 제4항), 판사의 징계(헌법 제65조 제6항)  

☑ 이탈리아
- 판사의 임용, 배치, 전보, 승진, 징계(헌법 제105조), 대법관 제청(헌법 제106조)
☑ 스페인
- 대법원장 제청(헌법 제123조 제2항), 검찰총장 제청(헌법 제124조 제4항)
☑ 포르투갈
- 판사의 임명, 배정, 이동, 승진, 징계전부 (헌법 제2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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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부터 새로이 최고사법회의를 설치한 유럽의 국가들은 복합형 모델로 인사
행정뿐 아니라 사법행정 전반에 대하여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구체
적으로 그런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최고사법회의는 판사를 직
접 임명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관하여 광범위한 조언을 할 수 있을 뿐이고, 판사에 
대한 징계권한이 없습니다.59) 벨기에의 최고사법회의도 판사에 대한 징계권한이 없습
니다.60)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과연 이처럼 광범위한 사법행정권한을 갖는지도 의문
이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199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법원 기관의 독립을 확립
하고자 막강한 최고사법회의를 신설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 기관의 독립이 더 확립
되어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왜 동유럽 국가들의 최고사법회의를 참고해야 하는 것
인지61) 정말이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최고사법회의가 갖는 인사행정에 관한 권한도 우리나라와 단순비교를 할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헌법 제64조 제4항에 ‘판사는 움직일 수 없
다’(Les magistrats du siège sont inamovibles), 즉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의사에 반하여 파면, 정직, 퇴직, 전보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부동의 원칙’(Le 
Principe de L'inamovibilite)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매년 
대규모 전보인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즉, 판사의 임용, 전보, 승진, 징계 등 인사행정
권한을 펼칠 기회 자체가 많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개정안의 사법평의회
가 더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법원의 독립을 생각한다면 사법행정권 행사로 
판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도록 사법행정권의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판
사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외부 기관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는 이미 대법관 등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추천위원회는 비상설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였습니
다.62) 즉, 판사의 인사행정기구가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되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그
럼에도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권력기구인 ‘사법평의회’를 만
드는 이 헌법개정안은 과연 이번 헌법 개정의 화두인 “분권”을 제대로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인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59) ENCJ, Guide to the European Network of Councils for the Judiciary (2016), 81, 
https://www.encj.eu/images/stories/pdf/workinggroups/guide/encj_guide_version_july_20
16.pdf (2017. 6. 25. 확인) 참조.

60) ENCJ, Guide to the European Network of Councils for the Judiciary (2016), 41, 
https://www.encj.eu/images/stories/pdf/workinggroups/guide/encj_guide_version_july_20
16.pdf (2017. 6. 25. 확인) 참조.

61) 게다가 최근 폴란드에서는 최고사법회의 구성을 판사 중심이 아닌 외부 중심으로 바꾸는 바람에 법
원의 독립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 입맛대로 판사 임용 길 터…
사법권 흔들”, 연합뉴스(2017. 6. 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
=sec&oid=001&aid=0009353572&sid1=001 (2017. 6. 25. 확인) 참조.

62) 제20대 국회 제350회 제5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회의록(제2소위원회)”, (2017. 3. 8.) 중 특히 홍일
표, 정종섭, 최인호, 이상돈 위원의 발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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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사의 신분보장 등

 가. 판사의 해임

나아가 이 헌법개정안이 과연 판사 개인의 독립을 잘 보장해주고 있는지도 꼼꼼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이 헌법개정안은 ‘재임용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해임 제도를 신
설’하였습니다. 발제를 보면 판사재임용 제도의 폐지에 따른 ‘흠결’을 보완하기 위하
여 해임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소련이나 일본을 제외하고는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음에도 판사의 임기를 도입한 것은 제헌헌법 당시 일제강
점기 시대의 판사 출신이 많았고 그에 대한 불신이 컸기 때문에 10년 후 쯤에는 그러
한 불신을 받지 않는 새로운 판사로 법원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
습니다.63) 그러한 판사임기제 폐지는 판사 개인의 독립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것이
지, ‘해임’ 제도와 맞바꿔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판사의 해임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헌헌법 제80
조는 “법관은 탄핵, 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가 제3공화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서는 “법관은 탄핵 또
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
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징계처분으로서 해임을 삭제
하였습니다. 제4공화국 헌법 제104조 제1항은 다시 “법관은 탄핵ㆍ형벌 또는 징계처
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ㆍ정직ㆍ감봉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징계처분으로서 파면의 길을 열었지만, 제5공화국 헌법 제107조 제1항은 제3공
화국 헌법 제101조 제1항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 개정의 부침을 보면 
판사에 대한 해임제도를 폐지한 것은 판사 개인의 신분을 보장하겠다는 국민의 결단
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결단을 재고할 때는 신중을 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해임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앞서 본 사법평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면 판사는 
일반 행정공무원보다 더 신분보장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

63) 이헌환, 정치과정에 있어서의 사법권에 관한 연구: 한국 헌정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
위논문(1996), 92(“… 법관의 연임제에 대한 제헌이후의 학계의 견해는 임기제의 이유로 첫째로, 10
년마다 법관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부적법한 법관의 재임명을 배제하자는 데에 있고 둘째로, 법관의 
종신제(지위의 고정성)로 인한 법관의 관료적인 독선화와 보수화 및 계급화를 방지하여 사법의 민주
화를 도모하자는 데에 있다고 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법관의 임기제가 도입된 것은 앞에서 본 헌법
위원회의 설치 이유와 상통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즉 당시의 사법권의 구성원들이 일제 치하의 법
관 출신이 많았고, 그에 따라 그들에 대한 불신이 컸기 때문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관의 
임기제와 연임규정은 나중에 집권자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법권에 대한 억압에 이용되는 결과를 
낳았다(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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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
행 헌법 제106조 제1항처럼 신분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의 징계에는 판사
와 달리 파면, 해임, 강등이 있는데(국가공무원법 제79조), 이러한 징계는 ‘징계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기관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
항). 징계위원회는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데,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
한 위원 수의 1/2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등). 결과적으로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인 협의체(사법평의회, 징계위원회)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판사는 일반 행정공무원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해임의결 정족수를 엄격하게 규율한다고 하여 과연 법관의 독립이 일
반 행정공무원보다 잘 보장된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처럼 해임 절차에 대
한 진지한 비교ㆍ검토 없이 “해임”을 도입하였다가 우리나라 판사가 일반 행정공무원
과 비교해서뿐만 아니라 국제기준에 비추어 “독립”되었다고 평가받지 못하는 것은 아
닌지 걱정입니다. 법관의 비위 등에 대한 적정한 제재나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그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작정 ‘해임’을 도입해
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발제자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인데, 
발제만으로는 그러한 염려가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저로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나. 퇴직 판사의 개업제한

퇴직 판사의 개업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퇴직한 대법관 또는 판사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헌법에 명시한 나라가 과연 있는지부터가 의문입니
다. 게다가 왜 헌법재판관, 검사에 관하여는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지도 의문입니
다. 

퇴직 판사의 변호사 개업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도 아닙니다. 미국의 경
우 퇴직 판사의 변호사 개업 및 수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연방법관들이 퇴직 후 
개업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64) 완전퇴직자(연금수령 자격 보유)의 약 
69%, 중도사직자(연금수령 자격 없음)의 약 66%가 변호사로 개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65) 영국은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는 조건으로 판사를 임용하지만,66) 
판사가 주로 배리스터(Barrister) 출신으로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고령의 부유한 
백인 남성이기 때문에 굳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유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
문에 오히려 2005년 영국 정부는 소수 그룹에 속하는 변호사(여성, 유색인종, 젊은 

64) Stephen B. Burbank, S. Jay Plager and Gregory Ablavsky, "Leaving the Bench, 1970-2009: 
the choices federal judges make, what influences those choices, and their 
consequences," 161 U. Pa. L. Rev. 1 (2012)

65) Stephen B. Burbank, S. Jay Plager and Gregory Ablavsky, "Leaving the Bench, 1970-2009: 
the choices federal judges make, what influences those choices, and their 
consequences," 161 U. Pa. L. Rev. 67 (2012). 이를 시대별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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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들이 판사 임용 후 판사직이 적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다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다양한 후보자들이 판사직에 지원하도록 유인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판사 퇴직 후 변호가 개업을 하지 않은 관행을 폐지하
려고 시도를 하였으나67), 사법부 내부 반발로 포기한 적까지 있었습니다.68) 아일랜드 
고등법원(High Court)는 2016. 7. 22. 퇴직판사에 대한 사건수임 제한이 위법하다는 
판결까지 내린 바가 있습니다.69) 독일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6명의 연방통상
법원 판사들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는 등 정년퇴직(67세) 혹은 중도퇴직 후 변
호사로 개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법관보수가 경
력에 따라 우리보다 1.3배에서 3.3배에 이르고,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차이가 커지며
(20년차 판사 2.2배, 대법관 3.3배), 도쿄에 근무하는 판사를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판사에게 관사를 제공하기까지 하나, 매년 50명 정도가 퇴직 후 변호사로 등록합니
다.70)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과거 연금만으로 월 100만 엔 이상의 수입이 보장되어 퇴
직 후 개업을 할 필요가 없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버블경제 붕괴로 인한 연금제
도 개편으로 연금이 월 30만 엔 정도로 낮아지면서, 70세로 퇴직한 후에도 상당수가 
변호사로 개업하고 있습니다. 2016. 6. 말 기준 최근 8년간 퇴직한 최고재판소 재판
관 19명 중 변호사 자격 가진 사람은 17명인데, 그 중 13명이 변호사로 개업하였습
니다.

설령 퇴직 판사의 개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더라도 ‘직업의 자유’(헌법 제
15조) 침해 여부는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이 헌법규정을 두더라도 퇴직 판사를 영원
히 변호사로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은 직업의 자유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
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 1989. 11. 20. 선고 89
헌가102 결정에서는 재직기간 15년 미만의 판검사에 대하여, 변호사의 개업신고 전 
2년 이내의 근무지가 속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개업
할 수 없도록 하는 구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한 바 있
습니다. 변호사법 제31조71)의 수임제한 규정 등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충돌을 막고, 

1970~1979 1980~1989 1990~1999 2000~2009 합계
완전퇴직 1 13 48 49 111
중도사직 20 27 10 23 80

합계 21 40 58 72 191
퇴직률 1.1% 1.3%

66) https://jac.judiciary.gov.uk/981-terms-and-conditions (2017. 6. 25. 확인)
67)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http://www.dca.gov.uk/consult/rpractice/cp1
506.pdf (2017. 6. 25. 확인)

68) Mary L. Clark, Judicial Retirement and Return to Practice, 60 Cath. U. L. Rev. 841, 
880-883 (2011)

69) http://www.irishtimes.com/news/crime-and-law/courts/high-court/retired-judge-wins-cas
e-to-practise-as-barrister-1.2731062 (2017. 6. 25. 확인)

70) 일본의 판사 수는 법원 일반직 출신 간이재판소 판사를 제외하면 3,000명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거의 
같고, 연간 퇴직 후 개업자 수 또한 우리나라와 거의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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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나 재판보조인력 등 처우의 개선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평생판사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72) 이러한 규정을 헌법에 두는 것으로는 얻는 것이 하

71)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

행하기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
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
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
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
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11.5.17, 2016.3.2>
     1.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

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
     2.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법무법인등의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는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표

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⑤ 제3항의 법원 또는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72) 우리나라 판사의 보수ㆍ연금은 법조일원화를 실시한 국가의 판사 보수ㆍ연금보다 몇 배나 적습니다.

※ 주요 법조일원화 국가 법관의 보수

직위 연봉 
타 고위직과 비교 원화 환산

(a)
GDP(PPP기준)

반영(b)
한국법관

(c)

배수

직책 연봉 (a/c) (b/c) 

미국
(미국달러)

2016.4.1.부터

대법원장 260,700 대통령 400,000 310,884,750 203,399,572 127,136,400 2.45 1.60

대법관 249,300 부통령 230,700 297,290,250 194,505,229 90,048,000 3.30 2.16

항소법원 215,400 하원의장 223,500 256,864,500 168,056,263 89,916,000 2.86 1.87

지방법원 203,100 원내대표 193,400 242,196,750 158,459,735 67,179,600 3.61 2.36

국회의원 174,000

영국
(파운드)

2016.4.1.부터

대법원장 249,583 총리 143,462 430,697,896 382,060,081 127,136,400 3.39 3.01

대법관 215,256 장관 135,527 371,460,822 329,512,526 90,048,000 4.13 3.66

항소법원 204,695 국회의원 74,962 353,236,021 313,345,814 89,916,000 3.93 3.48

고급법원 179,768 310,220,245 275,187,720 89,916,000 3.45 3.06

지방법원 107,100 184,819,257 163,948,004 67,179,600 2.75 2.44

캐나다
(캐나다달러)
2016.4.1.부터

대법원장 403,800 총리 340,800 367,974,864 294,934,039 127,136,400 2.89 2.32

대법관 373,900 장관 251,900 340,727,592 273,095,188 90,048,000 3.78 3.03

연방법원 316,100 국회의원 170,400 288,055,608 230,878,280 89,916,000 3.20 2.57

주 법원 314,100 286,233,048 229,417,488 67,179,600 4.26 3.41

호주
(호주달러)

2016.1.1.부터

대법원장 546,800 총리 861,700 473,523,332 364,827,500 127,136,400 3.72 2.87

대법관 496,210 장관 678,920 429,712,898 331,073,617 90,048,000 4.77 3.68

연방법원 420,810 국회의원 199,040 364,417,252 280,766,386 89,916,000 4.05 3.12

2016.6.1.부터 주법원(WA) 396,951 343,755,596 264,847,551 67,179,600 5.12 3.94

홍콩
(홍콩달러)

2015.4.1.부터

대법원장 3,673,800 563,854,824 363,078,314 127,136,400 4.44 2.86

대법관 3,571,800 548,199,864 352,997,747 90,048,000 6.09 3.92

항소법원 3,220,200 494,236,296 318,249,438 89,916,000 5.50 3.54

지방법원 2,167,800 332,713,944 214,241,703 67,179,600 4.95 3.19

※ 원화환산(a): 2016. 6. 1.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
※ GDP(PPP 기준) 반영(b): 물가수준 등을 감안해 산정한 구매력 기준(PPP, Purchasing Power Parity) 1인당 GDP 

반영
 - 2015년 IMF 산정 1인당 GDP(PPP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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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없어 보입니다.

3. 대법관 증원

이 헌법개정안은 대법원의 사건처리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대법관은 24명 이상으
로 한다고 하여 대법관 증원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제에서는 대법원이 정책
법원이 아님을 분명히 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 증원만으로는 사건처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015년 대법원에 접수
된 사건은 56,923건입니다.73) 대법관을 24명으로 증원한다고 하여도 대법관 1인당 
약 2,371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루에 약 6.5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사건의 증가추세를 고려한다면 대법관의 수를 늘린다고 하여 업무경감 효과가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대법관 수를 크게 늘린다고 하더라도 20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 연륜, 경험, 
인품, 학식, 법이론 등 분야에서 최고법원 판사가 되는 후보군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대법관 추천이라는 명목 아래 이익단체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대변할 사
람만 추천하게 되고, 결국 경력, 인품, 법률지식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대법관이 정해
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게다가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경우에 따라서는 2~3달에 1명씩 
신임 대법관을 임명해야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만 계속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
게 됩니다. 그리고 퇴임과 임명을 전후한 기간 소부와 전원합의체 운영에 업무공백이 

단위(미국 달러)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홍콩 한국

55,805 41,159 45,553 47,389 56,701 36,511

 - 산정례(미국 대법원장): 203,058,440원 = 310,363,350원 × 36,511 ÷ 55,805
※ 한국법관의 보수: 각국의 항소법원 판사에 대하여는 17호봉(최고 호봉, 연 89,916,000원)을, 지방법원 판사에 대

하여는 10호봉(초임 2호봉과 최고 17호봉의 중간, 연 67,179,600원)을 적용함
※ 주요 법조일원화 국가 법관의 연금

직위 연금
원화 환산

(a)
GDP(PPP기준)

반영(b)
한국법관

(c)
배수

(a/c) (b/c) 
미국

(미국달러)
항소법원 215,400 256,864,500 168,056,263 56,400,000 4.55 2.98
지방법원 203,100 242,196,750 158,459,735 56,400,000 4.29 2.81

캐나다
(캐나다달러)

연방법원 210,733 192,037,072 153,918,854 56,400,000 3.40 2.73
주법원 209,400 190,822,032 152,944,992 56,400,000 3.38 2.71

호주
(호주달러)

연방법 252,486 218,650,351 168,459,832 56,400,000 3.88 2.99
주법원WA) 238,171 206,253,358 158,908,530 56,400,000 3.66 2.82

홍콩
(홍콩달러)

항소법원 2,146,800 329,490,864 212,166,292 56,400,000 5.84 3.76
지방법원 1,445,200 221,809,296 142,827,802 56,400,000 3.93 2.53

※ 각종 기준시점 등은 앞 페이지 표와 같음
※ 한국법관의 연금: 재직기간(사법연수원 기간 포함)이 33년인 판사가 즉시 퇴직 시 수급하는 연금(월 약 470만원)
※ 위 각 국가들의 연금은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pensionable salary) 중 기본 봉급(basic salary)만으로 

계산한 것으로 수당(allowance) 등 다른 소득을 포함할 경우 증가할 수 있음
73) 법원행정처, 사법연감(2016),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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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전체판사 중 대법관 수의 비율을 고려하면, 대법관 
증원과 동시에 결국 전체 판사도 증원되어야 합니다.74) 대법관이 증원되면 행정부 등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고위직 공무원이 증가하는 것이 되어 균형성 측면에서도 문제
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법관의 ‘급’을 낮춘다면 대법관 퇴임 후 정ㆍ관계 등으로 진
출하려는 경향이 커질 것이고, 대법관은 다음 단계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법원의 기능 상실을 초래합니다. 대법관 증원
으로 전원합의체 구성ㆍ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최고법원(헌법 제101조)으로서 
법령해석의 통일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나아가 명령ㆍ규칙의 위헌에 관한 최
종심사권 행사도 어려워집니다. 대법관이 15명을 초과하면75) 하나의 합의체를 구성하
여 토론과 설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결국에는 대법원에서도 다수결 투표로 다수
의 의견만 관찰되는 꼴이 됩니다. 결국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여도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법관 대표자로 구성된 합의체를 별도로 만들게 되면 
같은 절차를 통해 임명된 대법관 사이에 계층이 생겨 대법원 자체가 관료화되는 문제
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소부 중심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소부 사이의 결론이 모
순되는 판결이 나오게 되고, 결국 법령해석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최고법원(제101조 
제2항, 이 헌법개정안에서도 이 부분은 전혀 개정하지 않았습니다)으로서의 기능 자
체를 잃게 됩니다.76)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전원합의체로 운영
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오히려 헌법 제102조 제1항을 삭제하여 소부를 두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왜 소부 중심으로 최고법원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의문일 따름
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하급심 강화를 통한 대법원 업무경감이라는 현재의 정책 기본방향과
도 완전히 배치됩니다. 전면적인 법조일원화 이후 사법제도의 장기적 지향점을 영미
식 법원구조로 삼은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헌법개정안은 대법원
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이러한 기본적인 국민적 합의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
니다.

74) 프랑스는 5,700명 판사 중 110명이 파기원에 근무하고, 독일은 2만 명 판사 중 120명이 연방통상법
원에 근무합니다.

75) 참고로 대법관의 수는 미국 9명, 영국 12명, 캐나다 9명, 호주 7명, 일본 15명입니다. 국제사법재판
소도 법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6) 아마도 독일 연방통상법원(법관 129명)의 예를 들어 대법관증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 독일은 우리와 같이 판결을 많이 선고하고 있지 않고, 오랜 법률문화와 법원 역사로 인해 어느 
정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며, 연방헌법재판소를 통하여 중요한 법령 해석 통
일을 이루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단순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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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원의 처분심사권 삭제

이 헌법개정안은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ㆍ위법심사권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헌법 제정 이래 처분의 최종심사권은 항상 대법원의 권한이었습니다. 제정헌법 
제81조는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 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하였다가 제5차 개정헌법(1962. 
12. 26.)에서 제102조 제2항은 “명령ㆍ규칙ㆍ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
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로 변
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헌법 개정이 있었지만 이 규정은 변경
된 바가 없습니다. 대법원 - 헌법재판소와의 관계 등에 관한 변동이 없고, 달리 이를 
삭제해야할 수요가 없음에도 이를 삭제할 필요까지 있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국내의 많은 헌법학자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을 일반법원이 행정재판권을 
가지는 헌법상 근거조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77) 발제에서는 이 규정 자체가 영미
형 행정법원을 설치하려던 구상을 왜곡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규정이 있는 현재 우
리나라에서는 행정법원이 영미형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분이 재판의 전제가 
될 때 처분에 대한 최종적 심사권을 가지면, 당연히 처분 자체에 대한 최종적 심사권 
역시 대법원이 갖는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 헌법개정안은 대법원의 
처분에 관한 최종심사권 폐지로 발제가 반대하고 있는 대륙형 행정소송의 출현(대법
원과 다른 최고행정법원의 신설)로 오해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입니다. 행정재판이 법
원에 귀속된 사법권의 전형적인 내용 중 하나라 굳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에 명
시해놓은 것을 왜 삭제하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5.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이 헌법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 중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 
부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분립의 원칙상 헌법기관의 권한은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적인 방향 없이 권한 범위에 관한 사항을 법률
에 위임한다면 결국 법률에 의해 권력분립의 구도가 바뀌게 되고, 사실상 헌법침해를 
용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독일 헌법 제93조 제3항에는 연방 법률을 통해 관할
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러한 우려 때문에 거의 활용된 바가 없습니다. 
스페인 헌법 제161조 제1항 제4호도 법률로 심판사항을 정한다고 하고 있지 않고, 헌
법재판소가 “헌법 또는 조직법에 의하여 부여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직법은 기본적 권리 및 공적 자유의 구체화에 관한 법

7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1992), 673;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9전정신판), 박영사(2007), 1612; 성
낙인, 헌법학(제15판), 법문사(2015), 700; 한수웅, 헌법학(제5판), 법문사(2015), 1332; 허영, 한국헌
법론, 박영사(1992), 916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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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자치공동체의 조례가 인정하는 법률, 선거제도 및 기타 실제로 규정된 것으로(스
페인 헌법 제81조 제1항), 일반 법률과 다른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런 규정을 따로 둘 필요까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헌법 제111조 제
1항 제5호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였을 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
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헌법소원을 매우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소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헌법재판소가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으로 관장사항을 확대하는 것은 재판기관으로
서의 역할을 뛰어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한 입법부작위를 판단할 수 있어
서, 헌법재판소 스스로 새로운 심판사항을 창설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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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8>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토론의 전제: 제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참여연대의 입장

본 지정토론자는 참여연대를 대표해 나왔기 때문에, 헌법학자로서의 개인의 의견보
다는 참여연대의 입장을 전달하는 지정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연대에는 
미래에 있을 개헌논의에 대비해 개헌의 구체적 쟁점들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개
헌연구모임’이 있고, 헌법 개정의 문제를 포함한 사법의 문제 전반을 다루는 ‘사법감
시센터’가 있다. 본 지정토론자는 국회개헌특위 사법부 분과의 자문위안에 대해 개헌
연구모임 위원들과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들의 의견을 두루 듣고 수렴하여 본 지정토
론문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다음의 입장은 지정토론자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 사법부 
편 개헌에 관한 참여연대의 입장임을 미리 밝혀둔다. 

II. 국회 개헌특위 개정사항별 참여연대의 입장

 1. 사법행정권한을 행사하는 사법평의회의 헌법기관 신설

현재 대법원장에게 전국 2,861명 판사 전원에 대한 임명권, 보직권, 근무지 지정권
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 등의 인사권이 집중되어 있어 법원 관료화의 주된 원
인이 되고 있다. 승진이 강조되는 이러한 관료화된 수직적 위계질서의 법관구조 하에
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사이에서부터 수직적 상하관계가 형성되고 법원 관료화의 출발
점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법관회의가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반법관에 있어서도 법원 수뇌부로부터의 재판에 있어서의 개별
법관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일반법관의 인사와 관련해 국민의 뜻이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뜻이 수렵되는 민주적 통제장치도 없다.

따라서 법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사법부의 독립 및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있게 실현하는 ‘사법평의회’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신설에 참여연대는 찬성
한다. 그리고 이 사법평의회가 법관의 임용, 전보, 승진, 징계 등 법관의 인사와 법원
의 예산 및 사법정책의 수립 등 사법행정권한은 물론, 대법원규칙제정권한을 독립적
으로 행사하도록 한 데에도 동의한다. 사법평의회가 신설되면 법원조직법에 근거를 
둔 법원행정처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도 이미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부유럽과 스웨덴, 덴마크 등 북부 유럽 여러나라들의 사법행정위원회제도를 긍
정적으로 검토해오고 있었다. 

다만  첫째, 명칭과 관련해 ‘평의회’라는 용어는 우리 헌법에 사용된 적 없는 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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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용어이므로 헌법위원회처럼 ‘사법행정위원회’로 명명되어야 한다는 참여연대 내부 
의견이 있다. 

둘째, 자문위안에 의하면 사법평의회는 국회 선출 8인, 대통령 지명 2인, 법관회의 
선출 6인으로 구성되며 대법관은 사법평의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선
출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사법평의회 위
원 2인에 대한 지명권을 삭제하고 ‘국회 선출 6인, 법관회의 선출 6인’의 12인의 위
원으로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위
원의 절반을 선출하게 하여 ‘법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가치를 살릴 수 있고, 법관
회의가 위원의 나머지 절반을 선출하게 하여 ‘사법부의 독립 및 법관의 재판상 독립’
이라는 가치도 균형있게 실현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 외에 위원의 임기, 운영방식 등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자문위원안에 
동의한다.       

 2. 전관예우 금지에 관한 헌법적 근거 명문화

전관예우 금지에 관한 헌법상의 근거규정을 두어 퇴임법관의 전관예우 금지를 규정
한 법률규정 등에 대한 위헌 논란을 애초에 차단하자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참여연대는 전관예우의 문제가 사법부뿐만 아니라 퇴임 행정부 공무원 등에도 만연해 
있어 공정한 재판뿐만 아니라 공정한 행정도 위협받고 있고 사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등의 헌법상 근거규정
도 될 수 있게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관예우 금지 규정을 헌법에 두는 것을 
제안한다.         

 3. 대법관 및 법관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법관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법관의 10년 임기제를 삭제하고 정년제도만 
남겨두는 대신에, 정년이 보장된 법관이 법관직을 유지시키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거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는 경우에 대비해 법관 징계로 ‘해임’을 
추가할 수 있게 한 것에 찬성한다. 

그러나 대법관의 임기제를 삭제하고 대법관도 임기 없이 정년까지 대법관으로 근무
할 수 있게 한 것에는 반대한다. 대법관 구성에서 ‘연령상의 다양성’을 위해 젊은 법
률가들도 대법관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예를 들어 45세에 대법관이 되었
다고 하고 대법관의 정년을 현행 법원조직법대로 70세로 유지할 경우에 25년간 대법
관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긴 기간이어서 자칫 대법관 인적 구성에
서 연령의 다양성을 기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대법관 종신제를 규정한 미국 등과는 달리 사회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
는 역동적인 사회이므로,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대법관도 이러한 급속한 사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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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대법관의 임기제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
우 대법관의 임기는 자문위안의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같이 9년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이다.

 4. 대법원의 국민권리보장 기능 현실화 및 독립성 보강

대법관의 수를 24인 이상으로 헌법에 못 박는 것에 대해서는 참여연대 내에 이견들
이 존재한다. 첫째, 이러한 자문위안에 찬성하는 입장이 존재한다. 대법관의 수를 24
인 혹은 36인 이상으로 증원하여 대법원에 폭주하는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심리의 충
실화를 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경륜 많은 법관들을 하급심 판사로 보내는 등의 인사
제도 개선을 통해 하급심을 강화해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 수를 줄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째, 이러한 자문위안에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대법관 수의 
증원만으로 대법원의 과다한 업무를 줄이기에는 미흡하고 대법원이 ‘권리구제형 대법
원’이어야 하느냐 ‘정책법원형 대법원’이어야 하느냐 등 대법원의 기능에 대한 고민이
나 하급심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 이에 속한다. 

    
 5. 배심제도 등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제도의 헌법적 근거 명문화

참여연대도 국민참여재판이 성공적이며 사법절차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됨으
로써 배심제도 등을 통해 ‘사법의 민주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
다. 그런데 재판청구권에 관한 현행 헌법 제27조의 ‘법관에 의한 재판’ 때문에 배심원
의 평결에 구속력을 주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헌법 제
101조 제1항에 단서 조항으로 “다만,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국민참여재판의 헌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확대·강화해 가는데 찬성한다. 

 6. 헌법재판소 운영의 시대적 책임성 강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으로 현행헌법 제111조 제2항에서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전문가 및 국민의 
다양한 의견변화를 헌법재판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미 참여연대가 오래 전부
터 주장해왔던 바이다. 따라서 전적으로 찬성한다.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심판의 종류를 입법적으로 부가할 수 있게 헌법적 근거규정
을 추가하는 데에도 찬성한다. 따라서 새로운 입법을 통해 위헌명령규칙심사권이나 
선거소송과 같은 넓은 의미의 헌법재판들도 헌법재판소가 관장할 수 있게 되어야 하
며, 이 경우 위헌명령규칙심사권을 일반법원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 현행헌법 제107조 
제2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유고 여부의 판단 문제 등 여러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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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입법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이를 관할
하게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권한 범위를 헌법 개정 없이 입법을 통해 탄력적으로 조
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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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9>

정미화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 들어가며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사법행정의 개혁의 걸림돌이 되었던 헌법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많았다. 법관들의 일탈행위나 전관을 둘러싼 이해할 수 
없는 관행 혹은 특정집단이나 세력에 유리해 보이는 재판의 결과 등으로 인하여 국가
의 사법작용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법관의 관료화에 의한 재판제도
의 경직이나 다양한 국민의 가치를 재판결과에 반영할 수 없게 만드는 인사 등 법원
의 행정시스템은 헌법의 개정을 통하지 않으면 이를 시정할 수 없음을 그간의 경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준 자문위
의 개정안에 경의를 표한다. 이하 토론자가 활동하는 시민단체와 연구 및 성찰의 결
과를 토대로 제시된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소견을 드리고자 한다.  

2.  재판을 받을 권리

가. 개정안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원(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토론자 의견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

다. 이유 

(1) 재판을 받을 권리자를 국민으로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이 아닌 외국인, 무
국적자, 국적상실자 등을 포함시킬 것인지? 

기본권을 국민의 기본권과 모든 사람의 기본권으로 나눌 경우 재판을 받을 권리는 
기본적인 자유권과 행복추구권, 인권의 보호를 위한 절차적 권리로 볼 것이므로 국민
의 권리보다 범위가 넓은 모든 사람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 (국민이 아닌 자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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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보장은 공정한 사법절차 없이 이루어질 수 없음)

(2) 재판의 준거

재판을 받을 권리의 준거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지 아
니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지 여부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 모든 사
람에게 적용되는 실체적인 재판규범에서 헌법의 기본권을 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정당하다. 특
히,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을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제외시켜서는 아니된다. 

(3) 법원의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심판

법원의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사법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헌법은 제5장과 제6장에서 법원의 사법작용을 재
판, 헌법재판소의 사법작용을 심판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대응하는 사법작용별로 조문에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 

(4) 재판작용의 담당기관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가의 측면에서 재판을 제공할 의무와 대응한다. 공
정, 공평, 신속한 재판기능은 헌법 제5장에서 정한 법원의 기능이고, 개별 법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배정한 것이 아니다. 즉, 헌법상 재판기능의 담당기관은 법원이고, 법
관은 법원의 재판단위인 법정(재판부)을 구성하여 재판의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법
원조직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해지는 법관이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대응하야 재판작
용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는 개별적 헌법기관으로 돌출되는 것은 헌법체계의 편제나 
헌법기관의 권한 분배와도 맞지 않으며, 법제상으로도 정당하게 구성된 법원의 재판
장이 아닌 개별 법관에게 재판권을 담당할 지위를 부여하기 어려우므로 재판작용의 
담당지관을 법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 법원의 재판과 시민의 재판참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원과 관련하여 아래 개정한 제101조에서 국민의 재판참여를 
규정하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시민배심원과 참심원이 사실인정에 참여할 재판부
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판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잘못 생각하는 오해를 풀 수 있다. 법관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하고 
공평하게 선출되고, 그 보직과 직무수행의 윤리성과 염결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법
률전문가이지만 사법판단에 있어 일반인의 법감정에 의한 사실인정을 전적으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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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일반 시민이나 참심전문가 등이 사법의 판단작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에 의한 재판이 기본권의 부분에 명시되어야 한다. 

3. 사법권의 귀속과 작용방식

가. 개정안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다만,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나. 토론자 의견

제101조 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참여하는 국민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하여 재판권을 행사한
다.    

다. 이유

(1) 사법권과 재판권의 구분 

헌법기관인 법원에게 귀속되는 사법권은 광의의 사법권이다. 사법행정권, 사법절차
의 집행권, 각종 비송사건 심판권, 통상의 민, 형사, 행정사건 등 쟁송사건의 재판권, 
법원조직과 관련된 일반 행정권, 등기 등 기록이나 공부의 작성 및 보관, 관리, 공탁
사무에 관한 권한, 판결의 집행권 등 매우 포괄적인 권한이다. 법원에게 귀속된 사법
에 관한 권한 중 법관에 의한 심판과 국민의 참여에 의한 사실인정이 포함되는 재판
에 의하여 분쟁이나 비송사건을 해결하는 재판관련 기능은 이를 구분하여야 하고(협
의의 사법권), 법원은 이러한 사법권을 재판부(법정)를 통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재판
부는 단독판사 혹은 합의부로 구성되고, 국민참여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재판부는 배
심원 혹은 참심원과 함께 구성된다. 현행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전반에 법원의 행정작용에 관하여 많은 오
해와 혼란이 발생하였다. 헌번 기관으로 조직된 법원시스템이 사법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심판 및 재판작용을 담당하는 재판부(법
정) 단위와 사법행정 단위를 조직에서 구분하고 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판권과 재판권이 아닌 사법행정권을 구분하고 그 조직단계에서 권한의 분배 및 행
사방식을 별도로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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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조직과 행정업무 담당 조직

현형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재판에 관한 최종심의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사법권 전
반에 관한 행정사무를 담당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근거이다. 그
러나, 각급 법원의 인사나 지원사무에 관한 행정이 대법원의 권한으로 확정되면 각
급법원의 법관은 승진, 전보, 재임용 혹은 해외연수기회,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포함될 기회 등과 관련하여 법률과 양심에 의한 독립적 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
게 되는 것이므로 재판기능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구성하는 대법원과 사법행정사무조
직은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헌법 제101조 제2항은 이를 “법원은 법률심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과 
법원의 행정과 지원사무를 담당하는 사법행정위원회로 조직된다”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재판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법관

법관은 법관 자격이 있는 자 중 재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법원공무원인 법관에 
임용된 법률전문가이다. 따라서, 법관은 재판부를 구성하고 고유의 기능인 재판업무
와 심판업무를 담당해야 하며, 재판업무의 염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파견업무나 
겸직업무는 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는 법관은 법관이 아니므로 
법관의 직을 면해야 하며, 사법행정을 전담하는 법관 역시 법관의 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고위법관이나 승진이 보장된 법관이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경
우 그 행정사무의 고권성은 달리 설명할 필요없이 명확하고, 승진이나 보직과 관련
하여 법관의 재판에 관한 직무독립성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현행 헌법 제101조 제3항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을 “법관의 자격
은 법률로 정하며, 재판부를 구성하여 재판사무를 처리한다”고 정해야 한다. 

4.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구성

가. 개정안

제102조 ➁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24인 이상의 대법관을 둔다

나. 토론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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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➁ 찬성

다. 이유

(1) 대법원관의 최소정원

헌법에서 대법원을 구성할 때 대법관의 정원을 확정하는 방법과 최소정원이나 최
대정원의 범위 내에서 불확정적으로 정하는 방법을 살필 수 있다. 대법관이 전부 모
여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대정원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으
나, 전원합의체를 대법관 일부에 의하여 구성하는 방법도 함께 사용되고 있으므로 
전원합의체구성의 가능성 여부로써 대법관 정원의 규모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필연
성이 없다. 더욱이 정책적 판단을 전제하는 헌법재판소가 병존하고 있는 현재의 헌
법체계하에서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응하는 권리구제형 대법원의 현실화가 
더욱 시급한 실정이므로 법원 구성의 다양화와 상고심 사건처리 능력의 향상을 함께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확정적 소수정원 체제의 틀을 변경할 수 있는 숫자의 
최소정원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현재의 소부의 구성과 사건처리 
역량을 고려할 때 최소한 2배 정도의 역량확대를 보장하는 24인 이상의 구성체제에 
찬성한다. 

(2) 대법원장이 정원에 포함됨을 명시

대법원장을 정원숫자에 포함시켜 함께 규정하는 것이 정원의 취지에 부합한다.  

5. 법관의 임명 및 임기

가. 개정안 

제104조의2 ① 대법관은 사법평의회가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법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④ 대법관 및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나. 토론자 의견

제104조의 2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사법행정위원회가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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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➂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사법행정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
성으로 선출하여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➃ 대법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➄ 대법관 및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다. 이유

(1) 대법원장 호선 

24인이 넘는 대법관이 대법원장을 호선하는 경우 선출과 관련된 의견의 충돌과 경
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민적 상징성도 있으므로 대법원장직으로 임명되는 대법
원관은 사법행정위원회가 처음부터 선출하여 임명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특정 정파나 견해를 대표하는 법률가를 배제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우려가 있으나, 
중간지대의 다양한 가치를 최대한 집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 가중 의결정
족수에 찬성한다.  

(3) 일반 법관의 임명

사법행정위원회가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에 찬성한다. 법조일원화가 
정착될 것을 전제하면 신규법관임용은 결원보충적 성격이 짙기 때문에 인사행정권을 
전담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재적과반수로 선출하고 형식적 임명권을 갖는 대법원장
이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선출방식은 후보자의 등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천거나 지원에 의한 대상자 지정과는 차이가 있다. 

(4) 대법원장의 임기

5년 이상의 기간에 찬성한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임기보다 짧을 경우 동일한 
국회의원 혹은 대통령에 의한 임기나 선출상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연
임금지규정이 없는 경우 그 위험이 더욱 증가하므로 선출관여기관의 임기를 경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임기를 정하는 것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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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관정년제도 

개정안은 법관의 임기규정을 철폐하고 정년규정으로 대체하는 중대한 체제개편을 
도입하였다. 찬성한다. 임기규정은 재임용탈락을 매개로 법관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
으로 악용되었던 사례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부적격 법관을 걸러내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기도 어려웠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법조일원화와 더불어 평생법관제로 정착하
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년제를 도입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 볼 것이므로 이
에 찬동한다. 종신법관제는 우리 법체제와 맞지 않으므로 도입되기 어렵다고 본다. 
법관의 일탈이나 능력저하에 따른 사법불신의 문제는 법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윤리
통제의 실질을 기할 수 있는 다른 방안(법조윤리위원회의 활동강화 등)을 통하여 보
강해야 할 것으로 본다.    

6. 법관의 해임제도 도임

가. 개정안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나. 토론자 의견

필요적절한 개정안이다. 징계처분에 의한 해임제도가 도입되면 법관의 개별적 일
탈행위에 대한 인사적 통제가 사법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
다. 남용의 여지는 법률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다. 

7. 전관예우방지

가. 개정안

제106조 ③ 퇴직 대법관 및 법관의 변호사 업무 등에 관하여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나. 토론자 의견

전관예우의 방지방안이 난관에 부딪친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의 보장이 주
요 이유였다. 헌법에 전관예우 방지조항을 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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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및 법관의 퇴직후의 활동과 사법행정위원의 퇴임후 활동은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다”로 표현하는 것이 “변호사 업무”로 표시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사법평의회(사법행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도 같은 취업제한이 적
용되어야 한다. 사법평의회(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의 인사권을 고려하면 이들을 취업
제한에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헌법에 특정직역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이 적
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아닌 “변호사 업무”를 헌법상의 업
무로 격상시키는 문언은 삼가야 한다고 본다.   

8. 명령규칙 심사제도 

가. 개정안 

제107조 ② 명령  또는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나. 토론자 의견

이견이 없다. 

9. 군사법원의 개편

가. 개정안  

제110조 ② 군사법원의 상소심은 각급법원 및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
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토론자 의견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 군사법원의 관할 사건을 1심 사건으로 국한 시킨 것은 바
람직하다. 특히, 헌법상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징집에 응한 국민을 일반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나치며, 강제적인 의무이행에 수반
하는 비용의 지급이나 인권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
대의 잔재인 수직적 병영문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평시군사법원을 존치시키고, 정당
한 사법권에 의한 인권보장의무를 헌법상 방기하는 것은 정당한 민주국가의 구성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진정군사사건(초병살해죄 등 군사특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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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루는 특별법원을 일반법원 체계내에서 설치하고 제2심부터는 통상법원에서 속
심과 법률심의 기능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헌법의 일반질서에 부합한다.   

다. 추가의견

제110조 제1항의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라는 내용은 평시군사법원의 설치에 관한 근거조항이므로 “전쟁 중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해야 한
다. 평시 군사법원을 존속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필요에 따라 평시군검찰이 존
속될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재판은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에 의하여 이루
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10. 사법행정권의 독립

가. 개정안 

사법평의회를 설치하여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전담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사법평
의회는 16인의 평의회위원으로 구성하되, 8인은 법관회의에서, 6인은 국회에서 선출
하고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으로 하고, 법관직을 겸직할 수 없으며, 정치적 중
립성을 유지하고 대법관취임권을 포기하며, 임기는 6년 단임으로 정하고 있다. 

나. 토론자의 의견 

영미법계의 분권·분산형 사법행정체제와는 다른 대륙법계의 집중형 사법행정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경력제법관제와 법조일원화,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장을 통한 수직적 사법행정제도가 고착화됨으로써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신뢰가 훼
손되고 법관의 일탈행위에 대한 통제가 어렵게 되었다. 또, 법관의 관료화는 전관예
우와 더불어 사법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다양한 법감정이 법률의 적용에 
반영되기 힘든 구조를 만들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사법개혁의 과제는 (1)사법행정
을 개혁하여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2)사법행정의 재판과의 결부를 차단함으로
써 정치적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제고하며, (3)전관법률가의 양산을 방지하고, 이
들에 의한 법률시장질서의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재판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저
하시키고, (5)국민의 재판에 대한 참여를 높임으로써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
실인정과 재판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의 개정이다. 대부분의 개혁과제가 헌법개정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법행정과 재판작용을 분리하는 사법평의회 제도가 개정안에 도입되
게 된 점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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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칭

사법평의회는 사법관련 분야의 구성원집단에서 평의원을 선발하여 행정의 정책과 
집행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전통적인 의미의 명칭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포함된 평의
회의 실질은 사법행정의 전반을 관장하는 행정위원회의로 볼 것이므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평의회라는 명칭보다 “사법행정위원회” 혹은 “사법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객
관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2) 사무의 범위 

사법행정위원회의 업무의 범위는 개정안 제110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법관의 임용, 전보, 승진, 징계, 내지 법원의 예산 및 사법정책 수립 등 
법률이 정하는 사법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법평의회를 둔다”로 되어 있다. 
사법행정의 핵심은 재판업무의 지원과 재판이외의 모든 행정사무의 담당에 있는 것
이므로 이 조문의 말미에 “…사법정책의 수립, 재판업무의 지원과 재판이외의 모든 
행정업무 등 법률이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라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규율과 규칙 제정 및 공고

개정안 제110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사법행정위원회의 규율과 규칙제정권은 실질
적 의미의 규율과 규칙제정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공고함으로써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법원조직의 수장인 대법원
의 공포권이 명기되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라고 본다. 재판업무의 절차와 관련된 각종 규칙은 대법원장 명의로 공고하여 시행
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4) 사법행정위원회의 구성

사법행정위원회의 위원은 전원 상임위원으로 보하게 된다. 겸직이 될 수 없고, 정
당가입이 금지되고 충실의무에 겸직도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동 위원은 법관의 
전보나 승진 등 인사에 관한 전적인 권한을 갖게 되므로 민주적인 정당성에 따라 그 
선출의 과정에 국회가 불가피하게 관여해야 한다.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의 선출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위원의 지위에 취임하
도록 하는 것에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110조의 2 제3항의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6인의 위원”은 “법관회의에서 선출되어 국회의 동의를 받은 6인” 정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 위원은 16인이 되는데, 그 숫자가 너무 적으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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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권이 고착되거나 전반적인 의견수렴이 곤란하다고, 너무 많으면 행정위원회의 성
격과 맞지 않게 되므로 위원들을 분과별로 활용하기에 적당한 16인 정도면 무난하다
고 본다. 국회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유로 찬성하며, 국회의 동의는 일반 의결정족수에 의할 것으로 본다. 

(5) 위원의 임기   

6년 단임제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행정권의 기득권화를 막기 위해서다. 법관은 위
원에 취임하면 법관직을 면하게 되는 것이므로 퇴임후 복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6년에 한 번씩 일시에 사법행정권이 전면개편(동일한 임기, 단임제)되
는 혼란을 막으려면 최초로 선출되고 취임하는 위원의 임기를 2년 간격으로 펼쳐 놓
아야 한다. 헌법 부칙으로 각 5인의 위원의 임기를 2년과 4년으로 하고, 6인의 임기
를 6년으로 해 놓으면 매 2년마다 순차적으로 5인 내지 6인의 위원을 선출할 수 있
게 되므로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기할 수 있게 된다. 단기임기로 선출된 위원에 
한하여 연임제한을 풀어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11. 헌법재판소

가.  제111조 제1항의 사물관할 확대 

제6호로서 개방적 사물관할의 신설은 바람직하다. 국민의 국가사무에 대한 개벌적 
당사자적격이 확대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나. 제111조 제2항의 재판관 자격의 확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자로 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진일
보한 내용이다. 국민의 다양한 헌법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재판관이 국회에서 선출
될 수 있는 경우 헌법재판의 결과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교수, 문인, 
활동가 등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개방한 것에 찬성한다. 

다. 재판관의 선출방식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것에 동의한다. 대통령과 대법원이 그 
구성에 관여하는 것을 배제한 개정안은 그동안의 잘못을 시정하는 매우 합리적인 개
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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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판장의 선출방식

헌법재판소의 본질적인 기능은 심판에 있고, 헌법재판의 행정업무는 그 범위나 내
용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소장은 행정업무를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호선
으로 선출하고 그 임기도 2년 혹은 3년의 단기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  

마. 헌법재판관의 임기

그동안 헌법재판관들의 선출과 임기문제를 고려하면 헌법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연
임없는 임기제에 찬성하며, 그 임기는 6년 내지 9년으로 정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사. 예비재판관 제도

9인으로 구성되는 단일 합의제 재판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예비재판관제도를 도입
하여 재판관의 정원상실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