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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근대 사법제도 성립사 비교연구

－한국에 있어서 ‘사법독립’ 원리의 태동⋅수용과 전개－
1)

申 宇 澈*

I. 들어가는 말 : 사법독립 원리의 ‘정치적’ 의미

입법권과 행정권 이외에 사법권까지도 포함시켰다는 의미에서 몽테스키외는 

오늘날 권력분립 이론의 ‘완 한 시조’로 받고 있지만, 기실 그 역작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 1748)｣에 나타난 사법 념은 ‘시민재 ’과 ‘귀족재 ’

에 어정쩡하게 걸쳐진 불완 한 것이었다. 한편으로 인민으로부터 선출되는 비상

설의 불특정 배심원들에게 ‘법을 말하는 무생명의 입(inanimate bouche de la 

loi)’ 역할을 맡김으로써 시민  자유에 한 압제를 막을 수 있다고 보면서도(제

11편), 다른 한편으로 간 권력으로서 귀족(특히 몽테스키외 자신이 속했던 법

복귀족)에게 ‘법의 기탁소(un dépôt de lois)’ 역할을 맡김으로써 군주정체의 존립

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제2편).1) “군주가 없으면 귀족도 없고, 귀족

이 없으면 군주도 없다.”는 그의 소론에 따를 때, 간 권력으로서 법을 담당하

는 귀족계 (‘법의 기탁소’로서 법복귀족)을 결여한 정치체제는 결국 종교 세력이 

지배하는 제국가로 락하고 만다고 한다.2) 즉, 그의 사상세계에서는 ‘무명 인

민단체에 의한 재 ’이라는 진보성과 ‘특정 신분집단에 의한 재 ’이라는 보수성

이 불가해하게 양립⋅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칼날을 쥔 군주(행정권)와 돈 을 잡은 의회(입법권)로부터 보호될 것이 요구

되었기 때문에, 종신의 시간을 법원(사법권)에 부여한 것이 미국헌법의 아버지들

의 발상이었다(A. Hamilton, The Federalist, no. 78). 통령으로부터 임명되어,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1) 몽테스키외/이명성 옮김, 법의 정신(홍신문화사, 1988/1996), 21-22쪽, 141쪽.
 2) 몽테스키외, supra note 1, 21쪽,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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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속되는 것이 법 의 한계 으나, 한편으로는 그 종신의 

임기로 말미암아,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 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그 헌심사권

(Marbury v. Madison, 1803)으로 말미암아, 미합 국에 있어 “법원은 사법왕국의 

수도, 법 은 사법왕국의 제후(R. Dworkin)”로 군림하기에 이른다. 토크빌의 역

작 ｢미국의 민주주의(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 tome I, 1835)｣는 국민주권

을 구 하는 ‘정치  제도’로서 미국의 배심원제도(특히 민사배심제)에 주목하면

서도,3) 례법 체계 하에서 어느 나라에서보다 ‘귀족  성격’을 띤 법률가집단이 

민주주의의 평형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4) 즉, 민주주의가 ‘다수의 

폭정’으로 락하지 않도록 해주는 안 장치로서 ‘법률가집단’과 그러한 법률가

지배의 확산장치로서 ‘배심원제도’를 들고 있는 것이다. 요컨  몽테스키외에 있

어서 사법권을 둘러싼 민주/진보와 특권/보수의 이론  단 은 미합 국 헌정체

제에 이르러 법률가집단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제도 으로 ‘가교’되고 있다.5)

헌법원리의 하나로서 ‘사법독립’은 이처럼 그 출발 에서부터 이  성격을 

함축하고 있었다. 군주의 압제로부터 인민의 자유를 지키는 민주 /진보  속성

은 물론, 인민의 표로부터 특수집단=법률가의 이익을 지키는 귀족 /보수  속

성도 온존했던 것이다. 19세기 반부터 본격 으로 시작되는 제국주의 서세동

의 시 , 근  과학기술로 무장하고 근  정치원리로 조직된 서구열강의 압박에 

즈음하여, 동아시아 제국은 ‘의회제도’와 ‘사법제도’를 입헌주의 통치메커니즘의 

핵심요소로 수용하게 된다. 여기서 사법독립의 원리는 서구 제국의 경우보다 훨

씬 다층 ⋅복합 인 과정을 거쳐 제도화되기에 이른다. 그것은 서양문물/정치제

도에 한 두 가지 상반된 응방식, 즉 ‘개화’와 ‘수구’ 사이의 정치  권력투쟁 

과정에서 핵심요인 가운데 하나 던 반면, 동시에 근  사법제도의 반인권  

잔인성에 한 민 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 한 결과이기도 했다. 내부 으로는 

지방권력의 분열상에 응하여 사법권의 통일을 지향하는 근 국가 형성의 한 

과정이었지만, 외부 으로는 사재 으로 상징되는 서구열강과의 불평등조약을 

극복함으로써 사법주권을 회복하려는 몸부림이기도 했다.

우리의 근 화 도상에서 사법제도, 특히 사법독립 원리의 수용이 지니는 ‘정치

 의미’는 그동안 학계의 심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성숙한 부르주아 계 이 

 3) A. 토크빌/임효선⋅박지동 옮김, 미국의 민주주의 I(한길사, 1997), 361쪽, 363-364쪽, 367쪽.
 4) 토크빌, supra note 3, 356-358쪽, 365쪽.
 5) 토크빌, supra note 3, 352-3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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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으로 등장하지 않았던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세계에 있어, 시민  자유⋅
권리를 보장하는 입헌주의 장치로서 사법독립 원리의 수용이란, 필연 으로 어떤 

‘정치  의도’에 따른 왜곡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에게 있어 사법독립 원

리 수용의 참된 의의를 밝 내기 해서는, 서구 제국과의 비교보다 동아시아 제

국과의 비교가 유용하리라 믿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 사법제도가 서구 제국

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자체 가공한 것이 아니라, 사법근 화의 길을 앞서 

갔던 일본으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한 것인 이상, 한 그것이 마찬가지로 완제품 

수입의 길을 택한 국과 유사한 경로인 이상, 우리 경험의 특수성은 일본⋅ 국

과의 비교를 통해 비로소 렷이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사법독립 원리

의 태동⋅수용⋅ 개라는 헌법사 ‘변두리’의 주제를 국민주권⋅민주공화⋅의회주

의 문제 못지않게 요한 독립된 연구 상으로 삼아, 일본⋅ 국과의 비교라는 

에서 새롭게 다루어보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II. 조선의 전통 사법제도 : 청⋅일본과의 비교

조선의 통 사법제도는 비슷한 시기 국이나 일본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군

주= 지배자 권의 한 부분으로서 재 권=통치수단을 보장하는 데에 이 

맞춰져 있었기에, 군주 등의 권력으로부터 독립 인 사법기 이란 존재하지 않았

으며 신분이 보장되는 법 에 의한 재 이나 변호사 등 법률 문가의 활동이 보

장되지도 못했다.6) 당시의 사법제도는 ① 사법권이 여러 기 에 분산⋅ 첩 행

사되고, ② 행정과 사법이 분리⋅독립되지 않고, ③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분리

⋅독립되지 않고, ④ 제소 는 수사⋅기소  심리⋅ 결⋅집행 등 각 소송단계

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⑤ 상소제도가 통일⋅정립되지 않고, ⑥ 민⋅형사 공히 

소송 리인=변호사제도가 발달되지 못하고, ⑦ 신분에 따라 사법기 ⋅소송 차

가 구분되는 등, 그 근 성의 측면에서 유사한 시기 국이나 일본의 사법제도

와 본질 인 차이는 없었다.7) 특정 기 이나 세력의 권력이 왕권을 하는 수

 6) 김병화, 한국법원사( 세편)(일조각, 1974/1979), 10쪽 및 오갑균, ｢조선시대사법제도연
구｣(삼영사, 1995), 3쪽; 임상혁, 조선전기 민사소송과 소송이론의 전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2000. 2), 121쪽 등 참조.

7) 전봉덕, “근대사법제도사(1),” 한변호사 회보 1(1970. 3), 28-31쪽; 김병화, supra 
note 6, 3-19쪽 및 법원행정처, 법원사(법원행정처, 1995), 5쪽 이하. 아울러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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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지 못하도록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사법권의 분산⋅ 첩  재 권의 

한계설정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던 은 동아시아 3국에 어느 정도 공통된 

상이었는데, 당시 사법제도(특히 형사사법제도)는 오늘날처럼 주권자=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주권자=군주의 통치권을 확보하는 데 

이 놓여졌던 것이다.8) 물론, ‘군주( 지배자)→ 앙사법기 →지방사법기 ’ 

사이의 구체  권한 배분에는 각국의 특수성을 반 한 차이 이 발견된다.

청조의 경우, 앙의 사법권은 刑部⋅都察院⋅大理寺의 ‘三法司’ 외에 議政衙門

⋅內閣⋅軍機處⋅六部⋅理藩院⋅通政使司⋅八旗都統衙門⋅步軍統領衙門⋅五城

察院⋅宗人府⋅內務府⋅盛京五部 등 행정기 에 분산⋅ 첩되어 있었으며, 그 

행사는 ‘秋審’ 는 ‘三法司會審’이나 ‘朝審’ 는 ‘九卿會審(六部⋅都察院⋅大

理寺⋅通政司)’과 같은 회의방식을 거쳐 최종 결정되었다.9) 지방의 사법권은 

省級의 경우 ‘按察使司( 는 臬司)’라는 담사법 이 있었지만 실제 행정책임

자인 總督⋅巡撫의 제어를 받았으며, 그 하 인 府⋅州⋅縣(廳)의 경우는 행정

이 사법권을 겸하는 체제가 유지되었다.10) 앙-지방 각 기 의 재 권 한계

설정은, 州⋅縣이 제1  재 기 (1심법원)에 상당하여 徒刑 이하의 경미 형사

사건과 민사사건의 최종심  徒刑 이상  형사사건의 제1심을 담당했으며, 

사법기관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로 오갑균, supra note 6 및 조선전기 민사소송에 제한된 
연구로 임상혁, supra note 6도 참조. 특히 임상혁의 연구는 조선의 사법제도에 대한 
종래의 인식(민사⋅형사소송의 미 분리 등)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 연구현황의 
소개는 임상혁, supra note 6, 4-8쪽 참조. 한편, 에도바쿠후의 봉건사법제도에 대해서
는 菊山正明, 明治國家の形成と司法制度(東京: 御茶の水書房, 1993), 42-47쪽(특히 동 
46쪽, 47쪽)을, 청조의 전통사법제도에 대해서는 那思陸, 淸代中央司法審判制度(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4), 44쪽 이하(특히 동 219-223쪽); 李啓成, 晩淸各級審判廳硏究(北
京: 北京大學出版社, 2004), 14쪽 이하; 張培田⋅張華, 近現代中國審判檢察制度的演變

(北京: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4), 3-4쪽; 島田正郞, 淸末における近代的法典の編纂(東
京: 創文社, 1980), 103-104쪽 등을 각각 참조할 것. 그밖에 신우철, “근대 사법제도 
성립사 비교연구－일본에 있어서 ‘법원조직’ 법제의 초기 형성,” 앙법학 8-2(2006), 
36쪽(각주 1); 신우철, “근대 사법제도 성립사 비교연구－일본에 있어서 ‘사법독립’ 원
리의 헌법적 수용,” 앙법학 8-3(2006), 8-9쪽(각주 2, 3, 4); 신우철, “근대 사법제도 
성립사 비교연구－중국에 있어서 ‘법원조직’ 법제의 초기형성,” 법사학연구 34(2006), 
261-262쪽(각주 1, 2, 3, 4, 5); 신우철, “청말 사법개혁 연구－‘사법독립’ 원리 수용의 
비교헌법사,” 국학보 54(2006), 402-403쪽(각주 1, 2, 3, 4) 등도 참조.

8) 관련하여 앞 각주 6의 인용부분 참조.
9) 那思陸, supra note 7, 44쪽 이하 및 219-223쪽; 張晋藩, 中國司法制度史(北京: 人民法

院出版社, 2004), 389-398쪽.
10) 李啓成, supra note 7, 14쪽 이하 및 張晋藩, supra note 9, 398-4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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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按察使司⋅督撫는 각각 제1 ⋅제2 ⋅제3  복심기 (2심⋅3심⋅4심법

원)의 직능을 담당했는데, 徒刑까지는 督撫가 결하고 刑部에 보고하는 것으

로 족했지만, 流刑(＋充軍⋅發遺) 사건의 최종결정권은 실제 刑部에 있었고, 死

罪 사건은 三法司를 거쳐 황제가 최종 재결하도록 되어 있었다.11) 앙의 경우, 

사법권의 분산⋅ 첩  회의방식의 채택을 통해 만주족 황제의 사법권이 신료

(특히 한족 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았으며, 결과 으로 死罪 사건은 그 최종

결정권이 황제에 유보됨으로써 생살여탈권이 황제 일신에 집 되는 모습이 뚜

렷했다.12) 반면, 지방의 경우 아편 쟁과 太平天國 운동을 계기로 지방 ‘漢人督

撫’들의 ‘就地正法(지방  즉결처분권)’이 차 확산되어, 황제를 정 으로 한 

소수의 만주귀족이 사법권을 지배⋅조종하는 기존 체제에 지방으로부터의 균열

이 발생했다.13)

비슷한 시기 일본의 사법제도는 바쿠후(幕府)의 국  사법권과 각 한(藩)의 

지역  사법권이 나뉜 건  복층구조를 지니고 있었는데(단, 바쿠후도 그 직

할령에 해서는 일개 다이묘[大名]로서 지역  사법권을 행사함)(이른바 ‘一領

一家中’의 한정), 그 결과 바쿠후와 한은 각각 독자 인 사법조직( 개 행정기

과 사법기 을 겸함)을 지니고 있었으며, 바쿠후는 직할령과 사 지간 는 

사 지 상호간에 걸친 섭외분쟁에 해 국  사법권을 행사하거나, 한의 부

당한 재 에 해 당해 다이묘를 처벌하는 등 방식으로 한의 사법권을 감독⋅
개입하는 데 그쳤다.14) 앙의 사법기 , 즉 에도바쿠후의 사법기 으로는 老中

⋅若年寄⋅評定所⋅三奉行(勘定奉行[公事方]⋅寺社奉行⋅町奉行)⋅道中奉行 등

이, 지방의 사법기 , 즉 각 한의 사법기 으로는 遠國奉行⋅郡代⋅代官 등이 

있었으며, 각 한이 사법권을 보유한 사건의 경우 그 행사에 있어서 형벌의 종

류에 따른 제한은 없었다.15) 그러나 앙 사법기 들은 형사사건에서 결할 

11) 李啓成, supra note 7, 14-15쪽 및 張晋藩, supra note 9, 404-407쪽, 407-410쪽(‘逐級審
轉覆核制’). 청대의 형법은 당⋅명의 제도를 연용하여 笞⋅杖⋅徒⋅流⋅死의 5급 형벌
이 있었는데, 徒刑은 일반 형사범 또는 경미범죄에 부과되는 형벌이었으며, 流刑은 死
刑 다음의 중형으로서 여기에 充軍⋅發遺 등의 형벌이 파생되었다(‘流⋅軍⋅遺’)(張晋
藩, supra note 9, 404-405쪽).

12) 那思陸, supra note 7, 219쪽, 221쪽 및 신우철, supra note 7, 청말 사법개혁, 402-403
쪽 각주 4 인용부분 참조. 또한, 曾憲義, 中國法制史(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225-226쪽: “만주귀족의 정권 내 우월지위 확보 … 만주족 팔기[군인]에 대한 사법적 
특권의 보호 … 팔기 토지/재산에 대한 보호.”

13) 李啓成, supra note 7, 47-51쪽 및 張晋藩, supra note 9, 476-480쪽.
14) 菊山正明, supra note 7, 42-43쪽.
15) 菊山正明, supra note 7, 42-43쪽. 오와리한(尾張藩)의 경우 評定所⋅三奉行⋅用人⋅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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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권한의 범 , 즉 ‘手限’이 각각 정해져 있어 가령 老中은 바쿠후재 의 

사실상 최고결정권을 보유하 지만 ‘遠島’ 이상의 형벌에는 쇼군(將軍)의 재결

이 있어야 했으며, 三奉行의 경우 ‘中追放’까지는 결할 수 있었으나 ‘重追放’ 

이상의 형의 언도에는 老中의 허가가 필요했다.16) 메이지유신 이후 권력의 

앙집권화  상응한 사법권의 통일이 속하게 진행되면서, 각 한이 독자 으

로 사법권=형벌권을 행사하는 종래의 건  체제는 종언을 고하고, 府⋅藩⋅
縣의 형사사건 결권 범 에 해 일정한 제한이 규범화되기에 이른다(府⋅藩

⋅縣이 ‘笞⋅徒’ 는 ‘笞⋅徒⋅流’까지 결).17)

조선의 경우 앙 사법기 으로서 司憲府⋅刑曹⋅漢城府의 이른바 ‘三法司’가 

추  역할을 수행하는 이외에, 일종의 특별법원으로서 義禁府라는 강력한 재

기 이 있었으며(‘奉命推鞫’), 議政府⋅司憲府와 함께 ‘三省推鞫’을 맡은 司諫院 

 掌隸院⋅兵曹⋅承政院⋅宗簿侍⋅備邊司⋅捕盜廳 등 ‘直囚衛門’도 일정한 사법

 직권을 행사했다.18) 지방에서는 각 도의 觀察使와 그 산하 각 고을의 守令이 

일반 행정사무와 함께 민⋅형사 재 사무를 장했다.19) 앙-지방 각 기 의 재

권 한계설정에 있어서, 流刑 이하는 형조와 각 지방의 찰사가 직  재 했

고, 笞刑 이하는 한성부와 각 지방의 수령이 재 했으며, 死罪는 반드시 三覆하

되 최종 으로는 국왕이 친히 재결하도록 했다.20) 재 에 한 불복 차로는, 상

用人⋅熱田奉行⋅岐阜奉行⋅代官 등이 사법기관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며, 사츠마한
(薩摩藩)의 경우 家老座⋅大目付⋅町奉行⋅目付⋅裁判掛 등이 사법기관의 역할을 담당
했다고 한다(동 49쪽 각주 4).

16) 菊山正明, supra note 7, 43-45쪽. 에도바쿠후 시대의 형벌 종류에 대해서는 細川龜市, 
史的硏究: 日本法の制度と精神(東京: 靑葉書房, 1944), 322쪽 이하 참조. ‘遠島’는 곧 
流刑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형으로 전 가산의 몰수를 수반하는 사형 다음의 중형
이었다(동 329-330쪽). 追放刑에는 重追放⋅中追放⋅輕追放⋅江戶拾里四方追放⋅江戶拂
⋅所拂⋅門前拂 등이 있었는데, 이 중 가장 무거운 ‘重追放’은 전 가산의 몰수를 수반
하는 중형이었으며, ‘中追放’은 농지⋅가옥 외의 재산보유는 허락되었다(동 332-333쪽).

17) 신우철, supra note 7, 일본 사법독립, 17쪽 각주 45 참조.
18) 김병화, supra note 6, 4-7쪽 및 전봉덕, supra note 7, 28-29쪽. 조선후기에는 사법권이 

부여된 관서(‘直囚衙門’)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데(오갑균, supra note 6, 4쪽), 오갑
균, supra note 6, 4-5쪽 및 15쪽 이하, 57쪽 이하, 97쪽 이하, 145쪽 이하에서는 “부
차적으로 사법기능을 행사했던 관서”를 배제하고, 의금부와 사헌부, 형조와 한성부만
을 논의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전 2자를 “특별사법기관”으로, 후 2자를 “중앙사법기관”
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19) 김병화, supra note 6, 7-8쪽; 전봉덕, supra note 7, 29쪽 및 오갑균, supra note 6, 5
쪽, 183쪽 이하, 233쪽 이하.

20) 김병화, supra note 6, 7-8쪽, 10쪽; 전봉덕, supra note 7, 29쪽 및 오갑균, supra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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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경우 수령→ 찰사⋅형조⋅한성부→사헌부→국왕이라는 다소 불분명한 심

제가 용되었고, 양반⋅ 리⋅왕족의 범죄  유교  신분질서를 어지럽힌 범죄 

등에 해서는 의 부의 단심제가 용되었다.21) 그러나 재 에 한 불복방법으

로서 보편 으로 사용된 것은 재  담당 원이 경질된 경우에 신임 원에게 再訴

하는 방법이었는데,22) 이는 특히 짧게 제한된 지방 원의 임기( 찰사의 경우 1년

[후에는 2년], 수령의 경우 5년[후에는 3년])와 결합하여,23) 일종의 ‘인 ⋅시간  

분권 메커니즘’을 통해 사법권의 오⋅남용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했던 것이다.

조선의 경우 앙사법권의 분산⋅ 첩 정도는 청조에 비하여 상 으로 약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압도  다수의 한족을 지배하기 해 황제⋅만주귀족의 사법

권 장악을 보장해야 한다는 특수 조건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

의 앙사법권 분산⋅ 첩 정도는 조선⋅청조보다 약하게 나타나는데, 쇼군↔가

신의 형벌 결권 기 (遠島↔追放)이 조선⋅청조의 그것(死刑↔流刑)보다 1단계 

낮게 설정된 에 비추어, 바쿠후는 어도 그 직할령 내에서만은 상당히 통일

⋅집 인 사법체제를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사법권의 배분에 있어, 1  

지방 의 경우 조선(觀察使)에 비해 청조(總督⋅巡撫⋅按察使司)의 사법권 분산⋅
첩 정도가 높으며, 그 형벌 결권의 범 도 조선(流刑)에 비해 청조(徒刑)가 더 

좁게 제한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소수의 만주족 지배자로서는 사법권 측면에서 

지방 한족세력에 한 통제 필요성이 실했음을 반 하는 제도  안배이며, 이

후 ‘就地正法’ 실시로 지방 ‘漢人督撫’들에게 생살여탈권이 넘어간 것은 그러한 

통제 시스템이 결국 붕괴에 이르 음을 의미한다. 반면, 메이지유신 까지 일본

6, 119-123쪽, 139-144쪽, 145-151쪽, 168-171쪽, 197-200쪽, 205-216쪽, 257-268쪽.
21) 법원사, supra note 7, 36쪽. 그밖에 김병화, supra note 6, 4-5쪽, 7-8쪽; 전봉덕, supra note 7, 

28-29쪽, 31쪽; 오갑균, supra note 6, 32-37쪽, 90-94쪽, 170-171쪽, 200-205쪽, 262쪽, 
267-268쪽 및 임상혁, supra note 6, 45-46쪽, 144쪽 이하 참조.

22) 김병화, supra note 6, 11쪽; 전봉덕, supra note 7, 30-31쪽; 오갑균, supra note 6, 262
쪽 및 임상혁, supra note 6, 46쪽, 145-147쪽.

23) 김병화, supra note 6, 7-8쪽. 조선시대 관원, 특히 지방관원인 관찰사⋅수령의 임기는 
① 일가식솔을 임지에 동행하는 폐, ② 고을 백성이 신⋅구관을 맞고 보내는 폐, ③ 
흉년 시 구휼과 교대가 겹치는 폐, ④ 전곡(錢穀)⋅결송(決訟) 업무의 잦은 교체로 인
한 폐 등 복잡한 문제들이 함께 얽혀있었는데, 비교적 단기의 임기로 정해진 데는 ① 
중앙관직(경직)을 선호하여 지방관직=수령직(외직)을 꺼리는 경향, ② 지방관원=수령
(아전과 결탁)의 타락⋅태만 및 유임청탁의 횡행, ③ 탐학한 수령의 조기교체를 희망
하는 백성들의 염원, ④ 관찰사 임기연장 시 본영/감영에 소요되는 추가비용 부담 등 
여러 요소들이 작용했다. 관련 자료는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각 기사
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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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그 건 ⋅분권  지배체제의 당연한 귀결로서, 조선⋅청조와 달리 각 

한의 사법권=형벌권 행사에 속지  독자성이 리 인정되고 있었다. 요컨  조선

에 있어 군주 통치권=사법권 확보문제(즉, 행정=사법기  통제문제)는 ‘사법권 

분산⋅ 첩’이나 ‘형벌 결권 제한’  ‘사법조직/사법권 속지화’ 같은 제도 ⋅
기능  분권 메커니즘보다, ‘ 원(특히 지방 원)의 임기제한’이라는 인 ⋅시간

 분권 메커니즘과 ‘상 으로(청조⋅일본과 비교하여)’ 더 연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24)

<표> 조선⋅청⋅일본의 통 사법제도 비교

청 일본 조선

앙

사법기

刑部, 都察院, 大理寺(이
상 ‘三法司’), 議政衙門, 
內閣, 軍機處, 六部, 理藩
院, 通政使司, 八旗都統衙
門, 步軍統領衙門, 五城察
院, 宗人府, 內務府, 盛京
五部 등(秋審/三法司會審, 
朝審/九卿會審)

老中, 若年寄, 評定所, 三
奉行(勘定奉行[公事方] , 
寺社奉行, 町奉行), 道中
奉行 등(老中이 사실상 최

고결정권 보유)

司憲府, 刑曹, 漢城府(이
상 ‘三法司’), 義禁府(‘奉
命推鞫’), 議政府, 司憲府, 
司諫院(이상 ‘三省推鞫’), 
掌隸院, 兵曹, 承政院, 宗
簿侍, 備邊司, 捕盜廳 등

(이상 ‘直囚衛門’)

지방

사법기

省 總督/巡撫와 按察使司
(臬司), 府, 州, 縣(廳) 수령

각 한(藩) 마다 독자  사

법조직

觀察使(道), 守令

사법기 의

형벌 결권

皇帝 : 死罪
刑部 : 流刑
總督/巡撫 : 徒刑→死刑
(‘就地正法’)

將軍 : 遠島
老中 : 重追放
三奉行 : 中追放
한(藩) : 무제한(바쿠후 감

독/개입)

國王 : 死罪(三覆)
刑曹/觀察使 : 流刑
漢城府/守令 : 笞刑

24) 관련하여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세종 7년 6월 27일조(⑨기사): “대명
(大明)에서는 오로지 관직을 오랫동안 맡기므로 천하를 유지한다.” 또한 중종 14년 5
월 20일조(①기사): “(관찰사가) 한 임기 만에 갈린다면 옥송 등의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 지금 중국에서는 포정사(布政使)가 과연 3년 만에 갈리는데, 이는 강토가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가 아니어서 천만리 밖에서 근심을 분담하는 것이니, 조정의 
기강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나, 우리나라는 땅이 넓지 않아 조정만 
청명하다면 기강이 모두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정조 6년 4월 25일조(②기사): “아조
(我朝)의 고과법에는 3년과 6년의 법규가 있는데, 이는 대국은 5년이요 소국은 7년이
라는 유의(遺意)에서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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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법독립 사상의 태동과 헌정 체제적 수용

권력을 그 기능에 따라 입법⋅행정⋅사법의 3권으로 나 고 특히 그 가운데 

사법의 권력은 입법⋅행정의 권력으로부터 독립 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발상

을 조선에 소개한 것은 1881년 조사시찰단의 일본방문 보고서, 특히 박정양⋅엄

세 의 보고서가 명문의 자료로서는 최 로 생각된다. 여기서 박정양은, “서양의 

제도에 입법⋅행정⋅사법이라는 것이 있다.”면서, “법령 하나하나를 반드시 회의

에서 의결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입법의 요”이며, “법령이 한번 정해지면 각 

성(省) 각 지방이 이를 행하는 것이 행정의 요령”이며, “사법은 오로지 사법성재

소(司法省裁判所)가 맡는데, 각 부 (府縣)에도 재 소가 있어 소송사무를 장

하되, 행정 인 지사(知事)⋅ 령(縣令)이 간여할 수 없다.”라고 기록했다.25) 사법

성(司法省)을 시찰했던 엄세 도, “그 국제(國制)가 정한 바로는 행정과 입법과 

사법이 서로 섞이거나 서로 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입법 이 의결한 사항을 곧 

사법 이 장하며, 행정 이 집행하는 사항이 곧 사법 의 업무이기도 하므로, 

사법경(司法卿)은 그 의결에 참여하여 그 정무를 알게 된다.”라고 기록했다.26) 물

론, 그 이 에 혜강 최한기가 ｢地毬典要(1857)｣에서 魏源의 ｢海國圖志

(1842/1847/1852)｣  徐繼畲의 ｢瀛環志略(1848)｣의 련 서술을 참조⋅인용하여, 

서양 근  사법제도를 소개한 가 있지만, ｢地毬典要｣는 魏源의 ｢海國圖志｣에 

수록된 미국 정치제도 련 서술 가운데, 유독 3권분립의 핵심내용을 언 한 부

분(“國之大政有三、一則會議制例、二則諭衆恪遵、三則究問其不遵者 … 但爲審官則

不能會議制例、會議制例官亦不能兼攝審問也 …”)만을 락시켰다.27) 이는 그가 

(워싱턴의 를 들어) 군주제를 간  비 한 ｢瀛環志略｣의 서술을 락시킨 사례

와 마찬가지로, 군주의 세습 통치권에 한 도 뿐 아니라 그 권력(특히 사법권)

의 제도 ⋅기능  분  가능성까지도 철 하게 배제하는, 당시 군주제 정치체제

25) 朴定陽, “日本國聞見條件,” 허동현(편), 조사시찰단 계자료집(국학자료원, 2000), 제12
권, 175-176쪽. 관련하여 신우철, “근대 사법제도 성립사 비교연구－우리 ‘법원조직’ 법제
의 초기 형성,” 법조 612(2007. 9), 87-88쪽 각주 9 참조.

26) 嚴世永, “日本聞見事件草(奎 7769-1)” 및 “日本聞見事件草(奎 7689-2),” 허동현, supra 
note 25, 자료집, 제12권, 386쪽, 467쪽. 관련하여 신우철, supra note 25, 87쪽 각주 9 
참조.

27) 崔漢綺, 地毬典要(明南樓叢書 第四冊)(경인문화사[영인], 1971), 卷8, 22-23, 卷10, 10-12 및 
魏源, 海国图志(1852), 卷59, 34, 38-42; 徐繼畲, 瀛環志略(1848), 卷7, 44-45, 卷9, 33. 관련하
여 신우철, supra note 25, 84-85쪽(특히 각주 2,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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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데올로기  한계를 반 한 결과일 것이다.28)

1880년  반～ 반에 걸쳐 3권분립⋅사법독립에 한 인식은 지식인 일반에

게까지 확산⋅보편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漢城旬報의 기사 에는 ① 메이지

유신과 련하여 “입법⋅행정[行法]⋅사법의 3권 분장”의 제도개 을 언 한 것

을 필두로,29) ② 서양 입헌정체를 소개하면서 3권분립의 기본개념을 설명하고 

“법 종신제와 재 불간섭”을 언 한 후 “사법에 한 입법⋅행정의 간섭을 배제

하여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벌주지 못하는 것”을 “3권분립의 제1이익”이라 설

한 것,30) ③ 서양 민주주의를 소개하면서 그 “헌법[章程]의 요체”가 “행정[行權]

⋅사법[掌律]⋅입법[議法]”의 세 가지 “권력을 나 어 행함”에 있다고 강조한 

것,31) ④ 미국의 지리⋅정체를 소개하면서 법 종신제⋅법 선거제  통령⋅
의회⋅법원의 3권분립제를 서술한 것32) 등이 발견된다.33) 한, 한성순보와 마찬

가지로 박문국에서 발간한 ｢萬國政表(1886)｣도 ① “입법권[設立法典]⋅행정권[頒

行政法]⋅사법권[審判訟獄]”을 정치의 3 권이라 설명하면서,34) ② “군민공화(君

民共和)” 각국에서는 “ 제정치(專制政治)”에서와 달리 “재 처(裁判[辦]處)⋅재

(裁判官)”이 지방 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사법직무[懲罪斷訟]”를 수행하는데,35) 

③ 조선의 정치는 입법⋅행정⋅사법의 3권이 모두 군주로부터 나오는 “군주 치

(君主專治)”36)라고 분류했다.37) 한편,  주미공사를 지낸 후 친미개화 를 주

도한 박정양도 그의 ｢美俗拾遺(1888[?])｣에서 미국의 정치제도를 소개하면서, ① 
“國憲”에 입법권과 행정권⋅사법권의 “三大權”이 있어, ② 입법권은 “元老民選兩

院”이 행정권은 “大統領”이 사법권은 “裁審院”이 이를 행사하는데, ③ 각각 권한

이 정해져 있으므로 “立法之院”이 행정권⋅사법권을 의논하지 못하고 “司法之官”

도 입법권⋅행정권을 의논하지 못하며, ④ “裁審院”의 리(법 )는 통령이 지

28) 瀛環志略, 卷9, 16, 34-35 및 地毬典要, 卷10, 8-10. 관련하여 신우철, “근대 입헌주의 
수용의 비교헌법사－개화기 ‘원시 헌법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법과사회 33(2007. 12), 
137-138쪽(특히 각주 2, 3) 참조.

29) 漢城旬報(1883. 12. 9), “日本史略.”
30) 漢城旬報(1884. 1. 30), “歐米立憲政體.”
31) 漢城旬報(1884. 2. 7), “譯民主與各國章程及公議堂解.”
32) 漢城旬報(1884. 2. 17), “美國誌略” 및 漢城旬報(1884. 8. 31), “美國大統領.”
33) 관련하여 신우철, supra note 25, 89-91쪽 참조.
34) 萬國政表(一)(博聞局, 1886), “各國政敎略說,” 1.
35) 萬國政表(一), “各國政敎略說,” 6-7.
36) 萬國政表(一), “卷之一” 3.
37) 관련하여 신우철, supra note 25, 92-9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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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되 원로원의 의논을 거쳐 종신임기로 임명된다고 했다.38)

반 으로 1880년 에는 일본과 미국의 헌정제도와 련하여 사법독립을 소

개한 자료들이 많은데, 자의 경우는 지방 으로부터의 사법독립을, 후자의 경

우는 법 종신제 등 그 인  독립을 각각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3권

분립⋅사법독립에 한 인식의 확산⋅보편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의 정치체

제 내에 수용하는 데는 장애요인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고종이 개화사

상가들의 건의를 받아들어 복각본  한 번역본까지 발간한 鄭觀應의 ｢易言

(1871/1880)｣에는, 국가단결의 수단으로서 의회개설을 강조하는 내용은 있어도, 

사법독립에 한 주장은 발견되지 않는다.39)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김옥균의 治道

略則(1882. 12. 24)에도 경찰제도(“巡檢”)의 도입과 행형제도(“懲役”)의 개 을 언

한 내용은 있지만 사법독립의 제도  수용을 주장한 부분은 없으며,40) 政令

(1884) 14개조 에도 치안확보를 한 “경찰 설치[急設巡査]”라든가(동 §8) “입

법[會議於 …議政所]”과 “행정[布行政令]”의 표 구분(권력분립이 아니라)(동 §13)

은 발견되지만 어디에도 사법독립을 언 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41) 거의 유일

한 외는 박 효의 建白書(1888)인데, 여기서는 군주의 재 권 단을 비 하고 

사법권은 재 이 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42) 이는 갑신정변의 주

역(그 가족들)이 몸소 겪은 ‘반인도  근  사법제도’의 해악을 반 한 주장으

로서,43) 당시 조선의 군주제와 치상태에 있던 ‘망명 명가’의 체제 외부

38) 朴定陽, “美俗拾遺(1888[?]),” 朴定陽全集(竹泉稿)(아세아문화사[영인], 1984), 6권, 590-591쪽. 
“美俗拾遺”의 서지사항은 한철호, 친미개화 연구(국학자료원, 1998), 39-71쪽(특히 
55-59쪽) 참조.

39) ｢易言｣의 복각본⋅한글번역본 원문은 모두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소재. ｢易
言｣의 서지사항과 조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이광린, “<易言>과 한국의 개화사상,” 
한국개화사연구(일조각, 1969/1999), 20쪽 이하 참조. 그밖에 신우철, supra note 25, 92쪽
도 참조.

40) 한국학문헌연구소(편), 김옥균 집(아세아문화사[영인], 1979), 14-15쪽. 관련하여 신우
철, supra note 25, 91-92쪽 참조.

41) 신우철, supra note 24, 91-92쪽 참조. 政令 14조의 헌법적 성격 전반에 대해서는 신우
철, supra note 28, 139-145쪽 참조.

42) 建白書의 원문은 전봉덕, 한국근 법사상사(박영사, 1981), 159-161쪽 및 김갑천(역), 
“박영효의 건백서,” 한국정치연구 2(1990. 6), 259-260쪽 소재. 그 서지사항은 전봉덕, 
한국근 법사상사, 133-147쪽 및 김현철, “박영효의 <1988년 상소문>에 나타난 문명⋅
개화론,” 한국의 인물과 사상: 박 효 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55쪽 이하 참
조.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凡處訟과 及大小輕重之罪는 只任判官裁之하고 而不可
以主權擅裁事오.” 그밖에 신우철, supra note 25, 93-94쪽 참조.

43) 신우철, supra note 25,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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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의 주장이자, 동시에 사법권과 행정권의 제도  분리가 진행 이던 ‘망명

지 일본’의 상황이 투 된 주장이기도 했다.44) 그러나 갑신정변의 주도세력이 

거 참여한 갑오개  시기의 洪範(1894[음]) 14조에도－일본 측 압박에 의해 이루

어진 문서임이 ‘텍스트’ 상 분명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45)－, “왕실사무와 국정

사무의 분리”(동 §4)라든가 “민법⋅형법의 제정”  “형벌의 남용 지”(동 §13)와 

같은 사항은 포함되었지만, 헌법  수 －비록 그것을 입헌주의  의미의 헌법문

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46)－에서 사법독립을 보장한 내용은  발견

되지 않는다. 洪範의 모델이 된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 공사의 20개조 內政改

革要目(1894)  “재 의 공평을 한 재 의 독립, 즉 재 을 행정 으로부

터 차 분리⋅설치할 것”이라는 내용(동 §10)은 의도 으로 배제되었던 것이

다.47)

한제국 시기로 들어서서 한편으로 군주권의 강화가 으로 주창되고, 다

른 한편으로 독립 회⋅만민공동회의 의회개설 운동이 확산되면서, 입헌주의의 

요한 구성부분인 사법독립의 요청은 역설 으로 오히려 약화되는 경향이 찰

된다. 독립 회의 獻議(1898. 10. 29) 6조와 이에 응한 고종의 詔勅(1898. 10. 

30) 5조, 勅語(1898. 11. 26) 어디에도 사법독립에 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으며

(獻議에서 “ 범죄의 공 [公辦]”이 규정되었을 뿐임[동 §4]),48) 이는 大韓國國

制(1899. 8. 17) 9조도 마찬가지이다.49) 헌법 련 작 에서도 3권분립⋅사법독

립의 가치는 거의 시되지 않고 있으며, 아  폄하되고 있는 경우조차 지 않

다. 가령, 趙聲九(講述)의 ｢憲法(1907)｣은 3권분립을 일컬어 “一國의 統一을 破壞

고 國家의 人格을 滅却 者ㅣ라 云 說이 起니 …此를 唱道 者ㅣ 
甚稀에 至 바”라고 하면서 “三權은 決코 平立同等의 權力이 아니”라고 있으

44) 일본에서의 사법독립(사법과 행정의 법제적 분리) 추진 상황에 관해서는 신우철, supra 
note 7, 일본 사법독립, 15쪽 이하 참조. 특히 1886년 5월 5일에는 <裁判所官制>가 법
관의 신분보장을 규정함으로써, 법제도 차원에서 불완전하게나마 사법권의 ‘형식적 독
립’이 완성되었다(동 23쪽).

45) 신우철, supra note 28, 147-148쪽.
46) 신우철, supra note 28, 148-149쪽.
47) 內政改革要目의 원문은 伊藤博文(編), 秘書類纂 朝鮮交涉資料(下卷)(東京: 原書房, 1970), 

455-463쪽 소재. 상세한 것은 신우철, supra note 25, 96-97쪽 각주 44 및 신우철, supra 
note 28, 148쪽, 150-151쪽(<표 2>) 참조.

48) 獻議 6조와 고종의 詔勅⋅勅語의 원문 및 그 헌법적 성격 전반에 대해서는 신우철, 
supra note 28, 151-159쪽 참조.

49) 大韓國國制 9조의 헌법적 성격 전반에 대해서는 신우철, supra note 28, 159-16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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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50) 兪致衡(講述)의 ｢憲法(1908)｣은 호즈미 야츠카(穗積八束)의 소론을 빌어 “司

法權 獨立의 語 誤解야 其 權力이 統治權 以外에 卓然 獨立으로 勿信할지

로다.”라면서 “裁判所의 行 司法權은 君主統治權의 一部”임을 분명히 하

다.51) 全永爵도 ｢太極學報｣에 기고한 논설에서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설을 실행할 

경우 “國家의 統一이 破壞될 것”이라며 3권분립이란 “權力의 分割이 아니오 權限

의 分配”라고 비 하면서, “司法權의 獨立 … 이 必코 絶對의 原則이 아니라…此

를 行政權의 機關에 屬   事도 有니라”라고 했다.52) ｢大韓每日申報｣에 연

재된 ｢各國憲法異同論｣에서도 “行政權으로 最重을 삼고 行政權 下에 隸 者 

立法과 司法과 兵馬에 三權이 有다.”고 하 으며,53) ｢萬歲報｣에 연재된 ｢國家

學｣에서는 아  3권분립을 “立法⋅元首⋅行政”의 3권으로 설정하여, “사법은 행정

의 일부에 불과한 것(司法之裁判, 不過爲行政一部)”이라는 논지를 개한다.54)

당시의 詔令이나 조정 신의 상소 에서도 행형제도의 문제 을 지 한 것은 

간혹 발견되지만,55) 행정(특히 지방 )의 간여로부터 재 독립의 물  보장이라

든가 재 의 인  독립의 보장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독립신문｣⋅｢뎨국신문｣⋅｢皇城新聞｣⋅｢大韓每日申報｣⋅｢萬歲報｣ 
등 당시 언론의 논설 에도, 법을 통한 민권의 보장이나 법 의 공정한 재 을 

강조한다거나 행형문제⋅지방 폐해를 비 하는 내용들은 많아도, 사법독립의 제

도화를 직  구하는 내용은 발견하기 어렵다.56) 그 드문 외로서 ｢共立新報/

50) 趙聲九, 憲法(민족문화, 1907/1987[영인]), 210-211쪽.
51) 兪致衡, 憲法(아시아문화사, 1908/1981[영인]), 76쪽. 이러한 주장은 3권에 대한 ‘텐노’

의 우위 및 입법권⋅사법권에 대한 ‘행정권’의 우위를 전제로 한 明治憲法의 외견적⋅
최소한의 3권분립⋅사법독립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다. 관련하여 신우철, supra note 7, 
일본 사법독립, 13-15쪽 참조.

52) 全永爵, “立法 司法 及 行政의 區別과 其 意義,” 太極學報 8(1907. 3. 24), 14-16쪽 및 全永
爵, “立法 司法 及 行政의 區別과 其 意義 八號續,” 太極學報 10(1907. 5. 24), 25쪽. 유사한 
비판으로 羅瑨⋅金祥演(譯述), 國家學(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1906), 113쪽도 참
조. 단, 이 ｢國家學｣에서는 “行政司法 兩權의 區別이 近代國家에 至야 可히 一大進
步 得 者”라고 높게 평가했다(동 115쪽).

53) 大韓每日申報(1906. 11. 5), 3면. 이는 梁啓超의 “各國憲法異同論(1899)”(范中信[編], 梁啓超

法學文集[北京: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0], 1-9쪽 소재)을 번안한 것인데, 원래 梁啓超
의 정치이론은 입법권을 중시하고 사법권을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것이었다(신우철, 
supra note 7, 청말 사법개혁, 404쪽 각주 11 참조). 유사한 번역물로서 鄭寅琥(譯述), 國家思

想學⋅(附)各國憲法略(1908), 4-6쪽도 참조.
54) 萬歲報 1906. 9. 25.자, 1면; 1906. 9. 26.자, 1면; 1906. 9. 29.자, 1면; 1906. 9. 30.자, 1면 등.
55) 대표적으로 1900. 7. 28.자 詔令(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고종 37년 7월 28일조) 

및 皇城新聞(1900. 9. 17), 2면(“前平理院長洪鍾宇疏草[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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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韓民報｣의 일련의 논설을 들 수 있는데,57) 이는 재미교포단체인 공립 회의 기

지로서, 사법권을 시하는 미국 3권분립제의 향  일제의 사법권 침탈에 

한 반발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한일병합 이후 임시정부의 헌법문서에 이르

러서도, 洪範과 國制의 ‘헌장’ 형식을 따른 조소앙의 임시헌장(1919)은 “生命刑身

體刑 …全廢”를 규정하 을 뿐(동 §9), 사법독립을 명시한 조항은 두지 않았고, 
오히려 “臨時議政院”과 “臨時政府”의 입법⋅행정 2권분립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동 §2).58) 한민국 입헌주의의 역사에서 3권분립⋅사법독립을 최 로 명시한 

헌법문서는 신익희의 임시헌법(1919)이다. 즉, 국 臨時約法(1912)(§4)을 본떠 

“大韓民國의 立法權은 議政院이 行政權은 國務院이 司法權은 法院이 行使함”이라

는 몽테스키외 식 3권분립의 근거조항을 두면서(동 §5), 臨時約法(1919)(§51)과 

天壇憲草(1913)(§89)를 각각 본떠 법 의 재 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에 한 근

거조항을 두었던 것이다(동 §§44-45).59) 마찬가지로 임시헌장(1944)은 국 헌법

문서의 규정을 참조하여 사법권의 審判院 귀속(법원의 독립)(동 §45), 審判委員長

⋅審判委員의 재 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을 각각 규정했다(동 §51, §55).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은 일본의 경우 明治憲法(1889)이 臣民의 재 청구권(§24)과 

사법권의 裁判所 귀속(§57)  裁判官의 신분보장(§58)은 규정했지만,60) 국 헌

56) 김숙자, 한제국기의 구국민권의식(국학자료원, 1998) 및 독립신문, 다시읽기(푸른역
사, 2004) 참조. 사법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독립신문 1896. 4. 16.자 논설; 1896. 7. 14.
자 논설; 1897. 3. 16.자 논설; 1897. 4. 27.자 논설; 1897. 6. 15.자 논설; 1898. 8. 4.자 논설 
및 뎨국신문 1898. 9. 4.자 논설; 1898. 9. 6.자 논설; 1898. 9. 28.자 논설; 1898. 11. 25.자 논
설; 1899. 1. 23.자 논설; 1899. 4. 24.자 논설; 1900. 6. 21.자 논설; 1902. 9. 2.자 논설; 
1902. 9. 30.자 논설; 皇城新聞 1899. 4. 5.자 논설; 萬歲報 1906. 10. 18.자 논설; 1906. 11. 
30.자 논설; 1907. 2. 19.자 논설; 1907. 2. 26.자 논설; 1907. 6. 2.자 논설; 1907. 6. 7.자 
논설 등 참조.

57) 共立新報 1908. 6. 24.자 논설(“歎我韓人之無理想”); 1908. 7. 14.자 논설(“韓國의 司法
權을 日本이 全握은 韓人의 死命을 制함이라”); 新韓民報 1910. 10. 5.자 논설(“大韓
人의 自治機關”) 참조.

58) 신우철, “중국의 제헌운동이 상해 임시정부 헌법제정에 미친 영향－임시헌장(1919. 4. 
11)과 임시헌법(1919. 9. 11)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29(2004. 4), 17-18쪽, 25쪽, 
27-28쪽(<표 1><표 2>) 참조. 臨時約法(1912) 이전까지 중국 신해혁명 초기의 헌법문서들도 
입법⋅행정의 2권분립 체제를 취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신우철, 
supra note 7, 청말 사법개혁, 408쪽 참조).

59) 신우철, supra note 58, 44쪽, 49쪽 <표 3> 참조. 또한, 독립(1919. 9. 2), 2면(‘헌법초
안 토의’): “高一淸 君이 … 第五條의 大韓民國의 立法權은 議政院에 在하다 함을 行使
하다 함으로 改正하기를 主張하니 政府委員 申翼熙 君은 (몬테스크)의 政治論을 用하
야 그의 無關함을 論하고 ….”

60) 신우철, supra note 7, 일본 사법독립,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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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서나 우리 임시정부 헌법문서처럼 법 의 재 상 독립(물  독립)을 명시하

지는 않았으며, 日本國憲法(1946)(§7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것이 헌법규정에 

처음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메이지유신 이래 사법개 과 政體書[1868]⋅明治憲法[1889])나 국

의 (청말 사법개 과 欽定憲法大綱[1908])와 비교할 때, 사법독립 원리의 헌정

체제 내 수용은 그 출발 에서부터 히 뒤쳐졌는데, 여기에는 다음 몇 가지 

원인이 작용했다. 첫째, 원군 집권기에 ‘쇄국’이라는 잘못된 정책의 ‘성공’  

수행이 한동안 가능했던 조선에서는, 통 사법제도의 근 화 특히 그 재 독립

의 제도화를 서둘러야겠다는 자각－ 사재 으로 상징되는 서양 열강들과의 불

평등조약을 개정하기 한 것이든, 아니면 역설 으로 근  사재 과의 

을 통해 자극받은 것이든－이 일본⋅ 국에 비하여 늦을 수밖에 없었다.61) 둘째, 
일본의 신격화된 텐노(‘상징’)나 국의 만주족 황제(‘이민족’)와 비교할 때, 세도

정치⋅ 원군섭정을 극복하여 강력한 세속  권력을 통일⋅집 으로 행사하려

는 군주가 존재했다.62) 여기에 더하여 제국주의 국제정치의 격랑 속에서 외  

주권의 확립에 치부심하던 군주로서는, 외세와 결탁하여 군권을 하는 각종 

국사사건에 응하기 해 내  통치권=사법권의 장악이 불가피했다. “淸國에 

附依 慮念을 割斷”하여 “自主獨立 基礎를 確建”하는 것(洪範 §1), “외국

인의게 의지말고” “五百年專制之國”의 “젼졔 황권을 굿게  일”(獻議 §1  勅

語), “自主獨立온 帝國”의 “無限온 君權을 享有”하는 “오백년 래 … 專制政

治”(國制 §§1-3) 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법독립이란 근  제도

를 장착할 공간은 허여되기 어려웠다.63) 셋째, 지방 한족세력에게 분할된 사법권

을 회수⋅통일하기 해 근  사법제도에 한 심이 고조되었던 청조나, 건

 지방권력=사법권을 앙에 집 ⋅통일시켜 국가주도 근 화에 매진하려 했던 

61) 신우철, supra note 25, 85쪽.
62) 신우철, supra note 28, 167쪽.
63) 이 점, 마치 메이지 초기의 일본 집권층이 ‘의회(개설)’의 대체물로 ‘헌법(제정)’을 제

공한 것과 유사하게(신우철, “일본 입헌주의의 초기 형성: 그 서구적 원형과 동아시아적 변
형,” 앙법학 9-1[2007. 5], 67쪽), 지방 한족세력의 의회진출이 만주족 황제의 황권을 
위협할 수 있는 청말 중국의 특수상황에서, 집권층이 의회개설의 연기와 동시에 ‘행정⋅입
법’ 2권분립의 대체물로서 ‘행정⋅사법’의 2권분립 및 사법독립의 헌정체제 수용을 제시했
던 사례와 관련지어 설명될 필요가 있다(신우철, supra note 7, 청말 사법개혁, 407-408쪽). 
독립협회⋅만민공동회의 의회개설 요구를 中樞院官制의 재개정을 통해 이미 분쇄해버린 
고종으로서는, 따로 3권분립⋅사법독립 같은 사항을 헌정체제에 수용하는 ‘액션’을 취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신우철, supra note 28, 156-15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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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유사한 상황이 조선에는 존재하지 않았다.64) 국가권력의 앙집권화가 이

미 상당 수 에 도달해 있던 조선의 특수한 역사  조건 하에서, 그 내정개 의 

‘ 소’는 사법제도보다 오히려 재정제도와 지방제도인 것으로 악되었으며,65) 
政令(§3, §6, §9, §12)⋅洪範(§§6-10)⋅獻議(§§2-3)⋅詔勅(§3, §5) 등이 모두 사법

개 ⋅재 독립보다는 재정제도⋅지방제도의 개 을 우선순 에 올려놓고 있었

다. 부족한 앙재정을 메우기 해 지방 직의 매매가 일상화된, ‘고장난 앙집

권’의 상황에서, 지방 의 사법권을 앙에 회수⋅통일한다는 것은 문제의 해결

책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66)

IV. 사법독립 법제화의 전개과정과 그 현실적 한계

근 법령 제1호 裁判所構成法(1895. 3. 25[음])는 한편으로 사법제도의 근 성

을 구 한 진보  의의를 지닌 것이면서, 동시에 외세=일본에 의한 국가주권의 

침탈이라는 문제 도 지닌 것이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일본인 법률고문(호시 토

오루[星亨] 등)의 도움이란, 약소국의 법 주권에 한 개입－더 정확히는 제국주

의  침략의 의도－을 내포한 에서, 일본 기 사법개 에서 랑스인(부아소

나드 등)의 도움  그 이후 독일인(오토 루돌  등)의 도움이나, 청에 있어서 

일본인 법률고문(오카다 아사타로오[岡田朝太郞] 등)의 도움과는 차원을 달리했

다. 아무튼 이 裁判所構成法(1895)은 司法職務定制(1872)⋅大審院諸裁判所職制章

程(1875/1877)⋅治罪法(1880/1882)⋅裁判所官制(1886)⋅裁判所構成法(1890) 등 일

본의 역  법원조직 법제를 다양하게 참조하되, 여기에 조선의 특수사정을 감안

하고 부분 으로 국의 법원조직 법제까지 수용하여 만들어진 복합  성격의 

법 이었는데,67) 바로 이 세 가지 특징－즉, ① 일본 기 법원조직 법제의 수용, 
② 조선 특수사정의 고려, ③ 국 법원조직 법제의 수용－으로 말미암아 사법독

립의 법제화는 제한 인 수 에 머물 다. 우선, 우리 裁判所構成法(1895)의 참고

64) 신우철, supra note 25, 85쪽.
65) 신우철, supra note 25, 91쪽, 94쪽.
66) 관련하여 도면회, 1894～1906년간 형사재판제도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1998. 

2), 249쪽 참조. 아울러 소설 속의 다소 성긴 설명으로서, 이병주, 부연락선 2(한길
사, 2006), 23-24쪽도 참조.

67) 신우철, supra note 25,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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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는 상 으로 사법독립이 제도 으로 정비된 裁判所官制(1886)⋅裁判所構

成法(1890) 외에, 司法職務定制(1872)⋅大審院諸裁判所職制章程(1875/1877) 등 사

법독립의 법제화 수 이 상 으로 낮았던 기 법원조직 법제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행정기 (法部[조선]⋅司法省[일본])에 사법권력을 통일⋅집 시키는 사법

근 화 기의 특성이 강화되어 나타나고 있다.68) 裁判所構成法(1895)은 ① 각  

법원의 치⋅ 할구역 설정(§2), ② 각  법원의 재 인력 배정(§3), ③ 각  법

원의 재 할 지정(§4), ④ 地方裁判所 支廳 설치(§7), ⑤ 地方裁判所 사 신병

처리(§9), ⑥ 각  법원 사⋅검사 인사(§14, §21, §24, §§27-28), ⑦ 特別法院의 

개설⋅ 리(§26), ⑧ 법원 외의 개정장소 지정(§45) 등을 모두 法部大臣의 권한사

항으로 규정했다.69) 이는 한편으로는 일본의 기 법원조직 법제  裁判所構成

法(1890)의 를 참고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法部大臣의 사법 련 권한을 

일본 법제에 비해 훨씬 폭넓게 설정한 것이었다.

裁判所構成法(1895)은 각  법원의 치⋅ 할구역 설정을 法部大臣의 권한사

항으로 했는데(§2, §7), 司法職務定制(1872)도 유사하게 이를 司法省(司法卿)의 

권한사항으로 했다(§8). 반면, 治罪法(1880/1882)은 이를 “司法卿ノ奏請”에 따라 

“上裁”로써 정하도록 했으며(§32), 裁判所構成法(1890)은 이를 법률로써 정하도

록 했다(§4). 참고로 裁判所構成法(1895)과 같이 제정⋅공포된 法部官制(1895. 
3. 25[음])는 “裁判所設立 及 其 管轄區域에 關 事務”를 法部 民事局에서 

장하도록 했다(§6).70) 일본의 기 司法省職制並事務章程(1880. 12)도 이와 유

사하게 (司法省[司法卿]이) “各裁判所並ニ檢事局ヲ廢置シ”라고 규정했지만(事務

章程 §6),71) 이후의 司法省官制(1886. 2)는 그 民事局의 장사무로서 “四. 裁判

所ノ構成權限ニ關スル事項”을 규정하는 데 그쳤다.72) 裁判所構成法(1895)은 각

 법원의 재 할 지정도 法部大臣의 권한사항으로 한 반면, 治罪法(1880/ 
1882)은 이를 大審院의 권한사항으로(제5편 제3장), 裁判所構成法(1890)은 이를 

直近上級裁判所의 권한사항으로(§10) 각각 규정했다. 한편, 裁判所構成法(1895)
은 地方裁判(所)支廳의 설치도 法部大臣의 권한사항으로 했으며(§7), 마찬가지

로 裁判所構成法(1890)도 地方裁判所支部의 설치를 司法大臣의 권한사항으로 

68) 신우철, supra note 25, 107-108쪽.
69) 신우철, supra note 25, 108쪽.
70) 원문은 송병기⋅박용옥⋅박한설(편), 한말근 법령자료집 I(국회도서관, 1970), 210-211

쪽(211쪽) 소재.
71) 원문은 法令全書 第15冊(明治13年[1880])(東京: 内閣官報局), 567-570쪽(570쪽) 소재.
72) 원문은 法規提要 第3冊(明治20年[1887])(東京: 法制局, 1887), 286-288쪽(287쪽)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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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31). 裁判所構成法(1895)은 각  법원의 재 인력 배정도 法部大臣이 정

하도록 하고(§3), 각  법원의 사⋅검사 인사도 역시 法部大臣이 “奏請”하거

나 “(指)命”하도록 했으며(§14, §21, §24, §§27-28), 高等裁判所⋅特別法院의 재

장까지 法部大臣( 는 法部協辦[高等裁判所])이 겸임하도록 했다(§24, §27). 
일본의 경우에도 기 司法職務定制(1872)는 司法卿에게 裁判官의 임면권을 부

여하면서(§5 第四⋅第五) 司法省裁判所 所長을 司法卿이 겸하도록 했고(§46),73) 
司法省職制並事務章程(1880. 12)도 (司法省[司法卿]이) “各裁判所長ヲ命レ又ハ之

ヲ免スル”라고 규정했다(事務章程 §6). 한, 裁判所官制(1886. 5)는 일반 裁判

官⋅檢察官의 “任所”를 司法大臣이 정하도록 했다(§10).74) 그러나 일본에서는 

裁判所官制(1886)⋅裁判所構成法(1890)을 거치면서 법 의 신분보장이 차 확

립됨에 따라, 그 임용에도 엄격한 자격요건이 설정되었던 반면, 裁判所構成法

(1895)의 법 임용 자격요건(“試驗을 經” 는 “試驗에 及第”) 조항(§14, 
§21  §33)은 조선의 특수사정으로 인해 시행이 보류되었다(§56). 法部大臣이 

국사재 (“王族의 犯罪에 關 刑事”)을 맡는 特別法院의 재 장이 되도록 한 

조문(§27)은 일본의 경우 유사한 명문규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밖에 裁判所構

成法(1895)은 ① 地方裁判所 사 신병처리(§9), ② 特別法院의 개설⋅ 리

(§26), ③ 법원 외의 개정장소 지정(§45) 등을 法部大臣의 권한사항으로 규정했

는데, ①의 경우 裁判所構成法(1890)은 “控訴院又ハ大審院ノ総会ノ決議”에 의하

도록 했고(§74), ②의 경우 治罪法(1880/1882)은 그 “裁判事件⋅開院場所”를 “上
裁”로써 정하도록 했으며(§84), ③의 경우 裁判所構成法(1890)은 그 범 를 “區
裁判所”에 한정했다(§103).

요컨  裁判所構成法(1895)에서 法部(大臣)의 권한이 폭 강화된 것은 일본 

기 법원조직 법제가 司法省(司法卿)에 강력한 권한을 집 시켰던 데에서 유래

하는데,75) 여기에는 조선의 특수사정이 작용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그 첫째는 

特別法院에서의 국사재 (“王族犯罪”) 장에 있어 재 장인 法部大臣의 ‘군주로

부터의’ 자율권을 폭 확 한 것이다(§§26-27). 이는 당시 친일성향의 개 료

로 하여  군권(君權)의 장애를 극복하여 근 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정권유지 차원의 사법  안 을 마련해 둔 취지라 여겨진다. 그 둘째는 법 임

용 자격요건의 시행을 보류함으로써 法部大臣의 인사권을 사실상 확 ⋅강화한 

73) 신우철, supra note 7, 일본 사법독립, 19-20쪽 각주 54, 21-22쪽 각주 64 참조.
74) 원문은 法規提要 第3冊(明治20年[1887])(東京: 法制局, 1887), 291-305쪽(295쪽) 소재.
75) 당시 일본의 사법개혁 상황에 대해서는 신우철, supra note 7, 일본 사법독립, 17-2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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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56). 이러한 조치는 실의 법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조선의 인력 한계

가 고려된 것이었지만, 동시에 法部大臣의 범한 법  인사권(§14, §21, §24, 
§§27-28)과 결합하여, 군주의 개입으로부터 개 료의 입지를 ‘세력화’하는 의미

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지방 이 地方裁判所 직원( 검사 등)을 겸임하

도록 외를 인정한 것(§56)도 인재풀의 한계라는 조선의 실을 감안한 규정이었

다. 비록, 사법독립의 진 에는 장애요인이 된 것이었지만, 일본의 경우 지방  

사겸임제가 제도상 폐지된 것이 司法職務定制(1872)로부터 5년이 지난 大審院諸

裁判所職制章程(1877)에 이르러서 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76) 사법개  기의 

이러한 외조항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다. 한편, 裁判所構成法(1895)이 채택한 

巡廻裁判所 제도는 일본의 제도와 유사성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 국의 巡廻裁

判所 제도를 참고하여 성안되지 않았을까 추측되는데, 巡廻裁判所가 하 법원에 

해 범한 감독권을 가지며 1심 재 에 직  개입하도록 한 것(§§18-19)은, 사

법근 화 기의 한계(하 법원의 낮은 자질)를 고려한 소이로서 사법독립을 폭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77) 일본의 경우 司法省⋅大審院의 재 간섭을 통해 

재 의 통일과 결의 수 을 보장했던 방식－하 법원의 재 독립을 희생한 댓

가로－이78) 裁判所構成法(1895)에서는 巡廻裁判所의 하 심 개입의 형태로 제도

화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巡廻裁判所는 당시 실제 설치를 보지 못하고 그 재

간섭은 <법부령 제6호(1895. 윤5. 28[음])>에 따라 法部의 “指令”을 통해 이루어졌

으므로,79) 결과 으로 일본 사법개  기의 상황과 유사한 형국이 되었다.
裁判所構成法(1895)은 ① 행정기 (司法省)에의 사법권 집 ⋅통일(司法職務定

制[1872]) → ② 행정기 으로부터 최고법원(大審院)의 기구  분리(大審院諸裁判

所職制章程[1875]) → ③ 지방행정기 으로부터 지방법원(地方裁判所/支廳)의 기

구  분리(大審院諸裁判所職制章程[1877]) → ④ 법  신분보장의 법제화(인  독

립)(裁判所官制[1886]⋅裁判所構成法[1890])로 발 되는 단계 ⋅ 진  일본 사

법개  모델 가운데 ①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裁判

所構成法(1895) 체제에서 사법독립의 발 은 ① 앙 차원에서 法部(大臣)의 각

76) 신우철, supra note 7, 일본 사법독립, 22쪽 참조.
77) 신우철, supra note 25, 106-107쪽.
78) 신우철, supra note 7, 일본 사법독립, 20-21쪽 각주 57, 21-22쪽 각주 65, 66 참조
79) 법부령 제6호의 원문은 한말근 법령자료집 I, supra note 70, 470-471쪽 소재. 박병호, 

근세의 법과 법사상(진원, 1996), 354쪽은 이를 “종래 유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형
조에서 관장하였던 구법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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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지배를 통한 사법권 장악(법 §§2-4, §7, §9, §§14-15, §18, §§21-22, §24, 

§§26-28, §45 등), ② 지방 차원에서 각  법원의 행정기  합설(合設)과 巡廻裁

判所 미설치  지방 의 사겸임(법 §§56-58)으로 인해, 체로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80) 한제국 시기로 어들어 러시아 세력의 진출로 인한 세력

균형이 한동안 유지되면서, 군주=황제의 제권력은 상당한 수 으로 제고될 수 

있었는데, 그 결과 왕권 제화의 진 에 반비례하여 사법개 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81) 이러한 상황조건에서 나온 개정 裁判所構成法(1899. 5. 30)은 法部 내

에 “ 어도 형식상으로는” 별도의 기구로서 ‘平理院’을 설치한 에서, 司法省으

로부터 ‘大審院’을 분리⋅독립시킨 大審院諸裁判所職制章程(1875) 체제와 “외 상

의 유사성”이 발견되며,82) 바로 이 에서 청말의 사법개 이  ①②의 단계를 

한꺼번에 서둘러 해결하려 했던 것과 구별된다.83) 하지만 그것은 일본에서처럼 

①단계에서 ②단계를 넘어 ③④단계로 발 해 나아간 ‘개 ’과는 거리가 멀었으

며, 오히려 황제권 강화의 목 을 해 이  裁判所構成法(1895)의 근 성을 희

생⋅후퇴시킨 ‘반동 ’인 것이었다. 우선, 지방사법권의 분리⋅독립 측면에서, 지

방사법기 을 지방행정기 에 “權設” 내지 “兼設”하고, 그 재 인력을 지방 이 

“兼任”하며, 순회재 소는 당분간 “不設”하는 것으로 했다(§§59-61).84) 다음, 

앙사법기 의 분리⋅독립 측면에서, “具報” 는 “指令”을 통해 황제⋅法部가 平

理院을 직  지배하는 종래의 근  사법제도로 복귀했다(§25, 法部官制[1899. 

5. 30] §10).85) 法部大臣(내지 法部協辦)이 平理院裁判長을 겸임하는 례가 정착

되어 구제의 刑曹로 돌아갔을 뿐 아니라, 법(§25)에 명시된 세 범주 외에도 法部

를 통한 국왕의 “指令”으로써 재 이 이루어졌던 것이다.86)

개정 裁判所構成法(1899) 하에서 재 (특히 국사사건의 형사재 )은 오로지 군

80) 신우철, supra note 25, 117쪽.
81) 신우철, supra note 25, 117-118쪽.
82) 신우철, supra note 25, 119쪽.
83) 신우철, supra note 7, 청말 사법개혁, 410쪽 참조.
84) 전봉덕, “일제의 사법권 강탈 과정의 연구,” 애산학보 2(1982), 174쪽. 동 173쪽: “모든 지방재

판소는 한성판윤과 각도 관찰사의 행정소관으로 흡수되어 깨끗하게 구제도로 돌아갔다.”
85) 정부의 원래 법개정 의도는 재판권의 독립을 강화하는 것이었으나, 원안이 폐기⋅수정

되어 法部가 사실상 최종심을 담당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그 상세한 경위는 도면회, 
supra note 66, 229-232쪽 참조. 裁判所構成法(1899) 제25조 및 法部官制(1899) 제10조
의 원문은 한말근 법령자료집 I, supra note 70, 491쪽 및 495쪽 각 소재.

86) 전봉덕, supra note 84, 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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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뜻에 좌우되었고(“형사사건은 외 없이 국왕의 지령을 받았으므로 구습

로 황제가 재 권을 친히 행사한 것이다.”87)), 심지어 근  연좌법⋅노륙법

(孥戮法)과 육형(肉刑)의 부활까지 거론되는 분 기88)에서 사법독립의 진 이란 

기 하기 어려웠다. 형식 이기는 하지만 法部 내에 별도기구로서 平理院이 설치

된 상황에서, 국사사건 재 이나 법  인사문제를  둘러싸고 두 기  사이에 권

한쟁의도 발생했다. 표 인 것이 法部大臣 권재형(권 )과 平理院裁判長 조윤

승 平理院裁判長署理 이유인, 法部大臣署理 민종묵과 平理院裁判長 홍종우 사이

에 발생한 권한분쟁이었다. 권재형은 갑오개  당시 군국기무처 핵심 멤버로 활

약한 친일 개 료 는데,89) 1899년 10월 9일 法部大臣으로 임용되자 ① 죄

의 처단에 漢城裁判所가 자의로 재량처분하지 말고 상부(法部)의 명령을 기다리

도록 하고,90) ② 산송사건을 일체 민사로 처리하도록 하여 검사의 권한을 제한하

며,91) ③ 민형사 소송규칙을 개정하여 平理院가 재결한 사건을 法部에 불복한 경

우 그 재심 차를 마련하는92) 등, 법 의 권한행사에 극 개입하여 이를 통제하

고자 했다. 이에 平理院裁判長 조윤승과 判檢事들은 개정 소송규칙의 재개정을 

주장하며 상소와 집무거부를 단행했고,93) 여기에 맞서 法部大臣도 연일 등청을 

거부하는94) 등 양자 간의 립이 격화되었다. 기실, 이 양 기 의 립은 법리

인 재 할 분쟁에 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더 큰 문제는 개화  친일정

객으로서 황제양 운동을 벌이다 체포된 안경수⋅권형진의 처벌문제를 둘러싸고, 

당시 일본 측과 연계되었던 法部大臣 권재형과 고종의 명으로 이들을 처형하

려 한 平理院裁判長署理 이유인 사이의 갈등에 있었다.95) 平理院에서 안경수⋅권

87) 전봉덕, supra note 84, 174쪽.
88) 도면회, “갑오⋅광무연간의 재판제도,” 역사와 실 14(1994), 234-235쪽.
89) 유영익, 갑오경장연구(일조각, 1990/1997), 141-142쪽, 184쪽, 186쪽 및 왕현종, 한국 

근 국가의 형성과 갑오개 (역사비평사, 2003), 151-152쪽, 157-158쪽 참조.
90) 皇城新聞(1900. 4. 24), 2면 雜報(必待部飭).
91)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고종 37년 4월 27일조(④기사).
92) 皇城新聞(1900. 5. 4), 2면 雜報(法部改規). 또한, 도면회, supra note 66, 234쪽.
93) 皇城新聞(1900. 5. 5), 2면 雜報(院官辭疏) 및 皇城新聞(1900. 5. 22), 2면 雜報(法官又上訴). 

또한, 도면회, supra note 66, 234쪽.
94) 皇城新聞(1900. 5. 24), 2면 雜報(法大不進). 또한, 도면회, supra note 66, 234쪽.
95) 매천야록(국역)(http://www.history.go.kr), 제3권(光武 4년 庚子): “5월, 경무사 이유인이 

안경수, 권형진 등을 처형하였다. … 고종은 그들의 처형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일본인
들의 반대를 두려워하여 오랜 시간을 끌다가 이유인을 시켜 살해하였는데, 이때 그가 
자의로 살해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며 이유인은 그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 한밤중에 
그들을 교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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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진에 해 재 도 거치지 않고 사형을 선고⋅집행하자, 조정은 이유인을 10년 

유배형에, 사 이인 과 검사 장 환을 3년 유배형에 각각 처하고, 권재형을 法

部大臣에서 면직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96) 이듬해 8월, 法部에 제출된, 平理

院 재결에 한 불복사건은 계속 法部에서 “直斷”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97) 

이로써 행정기 인 法部가 平理院의 최종심법원 지 를 사실상 체하게 되어, 

종국 으로 사법=재 의 독립이 좌 되는 결과를 낳았다.98)

한편, 法部大臣署理 민종묵과 平理院裁判長 홍종우 사이의 권한분쟁은 법  인

사문제를 둘러싸고 개된 것이었다.99) 1900년 7월 말, 法務局長 서상룡은 法部

大臣署理 민종묵이 각 地方裁判所 검사시보 임명에서 법 양성소 졸업생은 빼고 

사 으로 친한 인물만 선발했다는 이유를 들어 사직상소를 제출했고, 법 양성소 

졸업생 구건서 등 16명도 졸업 후 5～6년을 기다렸건만 검사시보  법 양성

소 졸업생이 불과 몇 명 뿐이라며 法部에 청원을 올렸다.100) 한, 平理院裁判長 

홍종우는 平理院 원을 地方裁判所 검사시보로 임명한 데 따른 平理院 사무의 

공백을 지 하면서, 法部大臣署理 민종묵의 불공정한 인사를 문제 삼는 탄핵상소

를 올렸다.101) 이어, 법 양성소 졸업생들은 신문 고까지 내며 의정부와 法部에 

호소하지만 결국 법 직에 임용되지는 못했고,102) 홍종우도 소송의 체를 이유

로 한 사직상소가 받아들여져 平理院裁判長에서 면직되기에 이른다.103) 민종묵에 

이어 法部大臣 자리에 다시 오른 권재형은 그 상소문에서, 옛 형조의 를 들어 

96) 관련하여 도면회, supra note 66, 234-235쪽 참조. 특히 동 234쪽: “이제 평리원은 최
종심재판소로서의 지위를 상실.”

97) 皇城新聞(1901. 8. 20), 2면 雜報(自部直斷). 또한, 도면회, supra note 66, 239-241쪽.
98) 도면회, supra note 66, 233-236쪽, 239-241쪽 참조.
99) 그 이전 平理院 司理局長 시절, 이미 홍종우는 平理院 기결사건(‘김필제 사건’)을 法

部署理大臣 조병식이 재심하려 한 데 반발하여, 平理院 판검사들과 함께 사직상소를 
제출한 일이 있었다. 이 권한분쟁에서 法部가 승리하자, 홍종우는 재차 사직소를 올
려 자리에서 물러났다. 皇城新聞(1899. 8. 5), 2면 雜報(已決更審); 皇城新聞(1899. 10. 
10), 2면 雜報(人多惜去) 및 도면회, supra note 66, 233쪽 참조.

100) 皇城新聞(1900. 7. 28), 3면 雜報(額外檢事) 및 도면회, supra note 66, 252-253쪽.
101) 皇城新聞(1900. 7. 30), 2면 雜報(院長駁詰);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고

종 37년 8월 4일조(②기사) 및 도면회, supra note 66, 253쪽. 그 상소가 받아들여져 
민종묵은 파면된다. 동 고종 37년 8월 4일조(④기사).

102) 皇城新聞(1900. 7. 30), 3면 廣告; 皇城新聞(1900. 7. 31), 2면 雜報(獻議請願上疏); 皇城新

聞(1900. 8. 14), 3면 廣告 및 도면회, supra note 66, 253-254쪽.
103) 국역승정원일기(http://www.minchu.or.kr) 고종 37년 7월 15일(음)조(‘홍종우의 상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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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部의 재 권 행사를 옹호하고, 동시에 平理院 재 의 불공정성을 비 하면서 

홍종우의 변통상소를 논박하는데,104) 이로서 이 조선  ‘部院之爭’은 法部의 승리

로 일단락을 짓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지 하고 싶은 은, 법 양성소를 졸업

한 법률 문가들이 검사 직 에 임용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임용된 법률

문가들도 연 이 없이는 승진이 힘든 조선의 상황105)은, 청말 사법개 에 있어서 

과거폐지 이후 法政學堂 졸업생들이 통 행정 료에 리는, 이른바 “구식법

이 신식법 을 배척하는” 상106)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밖

에 청말 국에서 개되었던 法部(尙書 戴鴻慈)와 大理院(正卿 沈家本) 사이의 

‘部院之爭’과 비교할 때,107)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차이 들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法部의 승리로 끝난 결과는 동일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부 측의 

역량은 청 쪽(大理院⋅沈家本)이 우리 쪽(平理院⋅조윤승/이유인/홍종우)보다 월등

히 앞섰다. 기실, 청의 경우 大理院⋅沈家本 측의 법률가  문성은 (그 낮은 

등에도 불구하고) 法部⋅戴鴻慈 측보다 오히려 뛰어났던 반면,108) 우리의 경우 

법률가  문성이 양쪽 모두 결여된 상황109)에서 재 의 공정한 처리라는 측면

에서는 平理院보다 法部가 오히려 나았다.110) 둘째, 청말 ‘部院之爭’은 大理院 측

이 법안제정⋅상소제출을 통해 먼  제기한 것으로, 양 기  사이 재 할의 정

교한 ‘입법  배분’이 문제시 되었다.111) 반면, 우리의 경우 法部가 소송규칙 개

정을 통해 먼  문제를 제기했을 뿐 아니라, 재 할의 ‘입법  배분’과 같은 

104) 국역승정원일기(http://www.minchu.or.kr) 고종 37년 8월 12일(음)조(‘권재형의 상소’ 
기사).

105) 관련하여 뎨국신문(1899. 1. 23), 2면 논설 및 도면회, supra note 66, 238-239쪽 참조. 
이러한 상황은 1906년까지도 큰 변동 없이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萬歲報

(1906. 10. 18), 2면 논설 참조.
106) 신우철, supra note 7, 청말 사법개혁, 418쪽 각주 98.
107) 청말의 ‘部院之爭’에 관해서는 신우철, supra note 7, 청말 사법개혁, 410-413쪽 참조.
108) 신우철, supra note 7, 청말 사법개혁, 410-411쪽.
109) 도면회, supra note 66, 233쪽에 의하면, 1899～1905년 사이 法部大臣⋅法部協辦으로 

임명된 인사들은 황제측근파 인물, 경찰⋅군부출신 인물, 황실계 인물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고 한다. 도면회, supra note 66, 237-238쪽에 의하면, 같은 시기 平理院裁判
長으로 임명된 인사들은 군부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재판장 임명 직전에는 대개 황
제권 강화에 핵심적인 기관의 고위관직을 맡았으며, 홍종우⋅박제순 등 소수를 제외하고
는 법률적 소양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110) 앞 각주 97 皇城新聞 기사와 앞 각주 104 ‘권재형의 상소’ 및 도면회, supra note 66, 
235쪽, 255쪽 참조.

111) 신우철, supra note 7, 청말 사법개혁, 411쪽, 411-412쪽, 413쪽.



2008. 6.]  근  사법제도 성립사 비교연구－한국에 있어서 ‘사법독립’ 원리의 태동⋅수용과 개－  279

타 이 모색되지도 아니하 다. 한제국 시기의 입법기 인 校典所⋅法規校典

所는 그 조직(中樞院 소속)⋅ 원구성(法部 간부)⋅활동(國制 제정) 등 측면에서 

황제⋅法部의 향력 하에 있었고, 게다가 원의 불출석과 잦은 원 교체로 말

미암아 두드러진 입법성과를 거두지도 못했다.112) 따라서 입법⋅사법의 양 방면

에 걸친 향력으로써 法部와 결을 펼쳤던, “修訂法律大臣” 沈家本처럼 “사법 

카리스마 ”인 인물이 조선의 平理院에 등장할 여지는 없었다. 셋째, 청말 ‘部院

之爭’은 집권층에게 으로 인식될 정도로 심각한 충돌로 격화되었는데, 이러

한 사태를 조정⋅통제할 능력이 없었던 청조는 소극 ⋅피동  태도로 일 했으

며, 최후에는 양 기 의 상호 인사이동을 통해 문제를 덮어버리고 만다. 우리의 

경우 인사조치(사직상소의 수용)로 문제를 처리한 은 같지만, 청에서처럼 심각

한 충돌이나 정권에 한 이 야기되지는 아니하 다. 法部⋅平理院의 간부 

부분이 황제권 강화와 직  연 된 인물들이었을 뿐 아니라,113) “ 의정의 

자를 무엄하다고 떼어버릴”114) 정도로 제황권의 강화에 골몰했던 당시 분 기

에서, 法部와 平理院의 충돌이란 찻잔 속의 태풍－황제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않

는－에 불과한 것이었다. 1899～1905년 사이 31명의 法部大臣이 임면되고, 28명

의 平理院裁判長이 임면되는 상황에서, 평균 3개월도 채 못 머문 이들이 사법독

립에 유의미한 기여를 한다거나, 반 로 황제권에 실질  이 된다거나 하는 

일은 상하기 힘들었다.

러일 쟁 이후 일제의 침탈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한제국 최후의 법원조직법

에 해당하는 裁判所構成法(1907. 12. 23)이 제정된다.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 

통감의 지시에 따라 우메 지로오(梅謙次郞)가 입안한 이 법은 일본 裁判所構成

法(1890)을 축약⋅수용하여 일본 근  사법제도의 4  3심제  행정-사법 분리

체제를 수용한 것이었지만, 裁判所構成法(1890) 가운데 사법독립의 실질  보장

을 한 제 규정들, 가령 ① 검사로 임용되기 한 법정자격 규정(§§57-66), ② 
법 종신제(§67)와 법  신분보장(§73), ③ 控訴院判事⋅大審院判事의 법조경력 

요건(§§69-70), ④ 司法大臣의 사법행정감독권 제한( 사의 재 권에 한 향 

배제)(§143) 등은  반 되지 않았다.115) 당시 일본인 법무보좌 들의 회고에 

112) 정긍식, “한말 법률기초기관에 관한 소고,” 한국법사학논총(박병호 교수 환갑기념[II])
(박영사, 1991), 255-257쪽 및 전봉덕, “대한국국제의 제정과 기본사상,” 법사학연구 1(1974. 
7), 3-7쪽 참조.

113) 도면회, supra note 66, 233쪽, 237-238쪽 참조.
114) 전봉덕, supra note 84,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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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조선 사법제도의 실상은 근  사법독립의 이상과는 무도 거리가 먼 

것이었다.116) 이토오는 統監으로 취임한 후 “平理院을 종심으로 한 재 독립의 

보장”을 사법개 의 제1목표로 내걸고, 일본인 법무보좌 들을 극 활용하여 

“ 무 의 무인 재 의 개선”에 진력했으나, 당시 조선의 사법 실은 단기간

의 노력으로 일거에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117) 그 자신이 ‘오오츠 사

건’에서 재 에 향력을 행사했던 경력이 있는 이토오가 이처럼 사법권의 독립

을 열렬히 추진했던 데에는, 보호정치=식민지화=한국병합을 정당화하기 한 하

나의 구실로서 이를 활용하려는 것, 즉 사법독립을 내걸고 일인법 들을 견하

여 이들을 조선 식민화의 첨병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었다.118) 이토오의 실제 

의도가 어떠했던 간에, 어도 일시 으로는 그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문명제도

의 도입에 진력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본의 독  보호 하의 사법독립, 

즉 국가  독립이 제되지 않은 ‘자치’ 수 의 제한  사법독립일 뿐이었다.119) 

결국 이토오는 ‘ 진  사법개 ’의 길을 단념하고 ‘ 진  사법병합’의 길로 

환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① 통법제를 체할 신법 의 편찬  신법원⋅신법

의 개설⋅양성에 장애가 있었던 , ② 사법개 에 지불된 보조 의 상환불능

으로 경제  부담이 컸던 , ③ 사법개 을 추진하는 보호정치에 해 조선 내

부의 비 ⋅ 항이 강했던 , ④ 간도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보호국(한국)’에 

한 열강간섭을 차단할 필요에서 치외법권의 조속한 철폐가 요청되었다는  등

이 원인으로 작용했다.120)

1910년의 한일병합으로 사법주권이 상실되면서 1895년, 1899년, 1907년의 각 

115) 신우철, supra note 25, 120쪽 및 신우철, supra note 7, 일본 사법독립, 23쪽 참조.
116) 당시의 회고기록으로서 友邦シリーズ⋅第四號(資料), 朝鮮における司法制度近代化の足

跡: 朝鮮司法界の往事を語る座談 (1940. 8. 15⋅16)(東京: 友邦協會, 1966) 참조. 이하 
그 번역본인 남기정, 일제의 한국사법부 침략실화(육법사, 1978)에서 인용한다.

117) 남기정, supra note 116, 32-33쪽, 35쪽 소재 柿原의 회고, 39-40쪽, 44쪽 소재 이토오
의 연설 필기, 48쪽, 49쪽 소재 松寺檢察官의 답변, 50쪽, 52쪽 소재 이토오의 질문⋅
지시, 53쪽 소재 中村法務輔佐官의 발언, 66쪽, 67-68쪽 소재 島村의 회고, 89-91쪽 
소재 이토오의 훈시 기록, 99쪽, 100쪽 소재 이토오의 연설 요지, 126쪽 소재 柿原의 
회고 등 참조.

118) 森山茂德, “保護政治下韓國における司法制度改革の理念と現實,” 淺野豊美⋅松田利彦
(編), 植民地帝國日本の法的構造(東京: 信山社, 2004), 291-292쪽. 또한, 전봉덕, supra 
note 84, 156쪽: “구식 봉건정치의 허점이 재판제도에 있음을 알고 허점을 공략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세운 것.”

119) 森山茂德, supra note 118, 292-294쪽.
120) 森山茂德, supra note 118, 295-3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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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所構成法’  그것이 추구한 사법근 화의 이상은 종말을 고했다. 국의 

경우, 신해 명으로 청조는 무 졌지만 그 법제개 의 성과인 ‘法院編制法’은 

화민국의 입법체계에 수용⋅계승되었던 것과 비교할 때(‘법 의 연속’),121) 우리

의 사법독립 법제화 역사는 이로써 ‘완 한 단 ’을 겪게 되었다고 하겠다. 식민

지 조선의 사법독립 상황은, 그 보장수 이 썩 신통하지 못했던 종주국 일본의 

상황122)보다도 오히려 더 열악한 것이었다. 재 의 지 를 보장하는 裁判所構

成法이 조선에는 시행되지 아니함으로써, 조선총독이 裁判所를 감독⋅통할하는 

체제 하에서 법 의 인 ⋅물  독립은 유지되기 어려웠다.123) 뿐만 아니라 조선

총독이 검찰사무의 지휘감독권까지 행사함으로써, 그 식민지 사법정책의 억압성

이 한층 강화되어 있었다.124) 한편, 임시정부에서의 상황도 사법독립의 ‘실 ’이

라는 에서는 한계가 분명했다. 신익희의 임시헌법(1919)이 술한 바처럼 국 

헌법문서를 본떠 3권분립⋅사법독립의 근거조문을 규정했다 하더라도, 타국의 사

법주권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임시정부’로서는 독립 으로든 아니든 그 정당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아  불가능했다.125) 임시의정원 체제에서 어도 

의회주의의 ‘외형’은 갖추었던 것과 비교하여, 사법독립이란 그 최소한의 ‘외 ’

의 작출 조차도 힘들었던 것이다. 게다가 1930년 ～1940년  동아시아에서는 

일 쟁⋅태평양 쟁으로 인한 ‘ 시체제’가 상시화 되었으므로, 쟁이라는 비

상상황에서 사법독립이라는 입헌주의 원리는 국⋅일본 그 어디에서도 이를 제

로 구 하기는 어려웠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법독립 원리의 법제화는 1907년의 

마지막 裁判所構成法에서부터 1948년 정부수립과 헌법제정, 그리고 그 이듬해의 

법원조직법(1949. 9. 26) 제정까지 무려 40년여 세월 동안 ‘휴면상태’에 머물 던 

것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사법독립을 한 투쟁－진정한 ‘部院之爭’－은 1971년

의 사법 동에 이르러 비로소 그 힘겨운 첫발을 내딛었던 것이다.

121) 신우철, supra note 7, 중국 법원조직, 282쪽.
122) 신우철, supra note 7, 일본 사법독립, 24-25쪽.
123) 이인, “법률전선에서의 우리의 최소요구,” 동  29(1931. 12), 25쪽 참조.
124) 남기정, supra note 116, 218쪽 소재 倉富勇三郞의 의견(1940. 7. 30) 참조.
125) 관련하여, 독립신문(1920. 3. 13), 2면(‘유경환 문제’) 참조. 다만, 상해 프랑스조계 당

국의 우호적 묵인으로 ‘소극적’ 의미에서 최소한의 사법적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었
지만, 그렇다고 국외의 임시정부가 온전한 사법주권⋅사법독립을 구가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관련하여 손과지, 상해한인사회사: 1910-1945(한울아카데미, 2001), 213- 
222쪽 참조. 아울러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 제4권 임시정부사(독립유공
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2), 496-498쪽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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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 사법독립, ‘탈정치’의 ‘정치’ 이데올로기

동아시아 세계에 있어서 사법독립 원리의 발  역사를 돌이켜보면, 가장 ‘비정

치 ’인 것으로 여겨지는 이 헌법원리가, 기실 국민주권⋅민주공화⋅의회주의 등 

어느 헌법원리보다 강력한 ‘정치 ’ 이데올로기 기능을 수행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일본에 있어서 그것은 기에는 근 화 추진과 사법주권 회복을 한 수단

으로서, 권력통일⋅집 이라는 ‘국가’ 이데올로기로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다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한 구실로서, 아시아  건 제= 근 성의 극복이

라는 ‘문명’ 이데올로기로 활용되었다. 마찬가지로 국에서도 그것은 한편으로

는, 만주족 황제의 통치를 잠식하는 한인 지방 들로부터 생살여탈의 사법권을 

회수하기 한 ‘반민족’ 이데올로기 고, 다른 한편으로는, 황권을 하는 의회

개설 요구에 해 보상⋅ 체물로 입헌세력에게 제공된 ‘반민주’ 이데올로기이기

도 했다. 말하자면, 입법⋅행정으로부터 사법을 분리⋅견제시킴으로써 시민의 자

유를 확보한다는 ‘수평  권력분립’을 도구로 삼아, 지방을 지배하고 식민지를 

지배하고 이민족을 지배하고 의회를 지배한다는 ‘수직  지배복종’의 반입헌주의

 가치를 달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법독립의 원리가 지니는 ‘정치 ’ 의미란 과연 무

엇일까. 여기서는 우선, 사법독립을 주장하고 지켜낼 세력, 즉 문가집단=법률가

의 문제가 언 되어야 할 것 같다. 일본과 국에 있어서 사법개 의 성과로는, 

그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치체제의 지탱에 필요한 인 =엘리트  지배기 , 

즉 ‘법률가집단’을 상당 수  공 해 내었다는 을 지 할 수 있다. 우리 임시

정부의 다수 선각자들(이시 ⋅홍진⋅조소앙⋅신익희⋅조완구 등)이 구한국 내지 

일본의 근 법률제도와 한 경험을 지녔던 사실만 보더라도, 법률가 양성시스

템의 단 ⋅공백－40년여 동안이나 자체 으로 법률가를 배출하지 못했다!－이 

래한 폐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로부터 기인하는 우리 법률가집단의 외종

속성⋅친일성  그 역설  반 물로서 이들의 ‘탈국가 =비정치 ’ 경향이야말

로, 해방 이래 우리 사법시스템이 정치와의 결을 회피하는 가장 비정치 인 방

법으로써 가장 정치 인 종속상태를 유지했던 요한 역사  원인이었다.

우리 사법독립 원리의 역사  발  도상에서, 국가주권의 상실에 따른 40년여 

세월의 단 ⋅공백으로 말미암아, 입헌주의의 균형추가 의회주의 쪽으로 히 

기울어졌다는 을 아울러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근 화⋅재 독립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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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식민지 침탈의 도구 이데올로기로 악용됨으로써, 이에 신하여 의회개설

⋅보통선거와 같은 의회주의  요청이 자연스럽게 가치  우 를 확보하게 되었

던 것이다. 임시정부 시기 내내 우리가 ‘실험’했던 것은 의정원을 심으로 한 

의회주의  국정운 이었으며, 임시정부가 국가이념으로 내걸었던 것도 (사법  

‘정의’나 ‘공정’의 가치가 아니라!) ‘보통선거’를 필두로 한 균등⋅참여의 가치

다. 이외에, 근 화 기 사법개 이라는 국가  과제가 지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술한 바처럼, 재정문제와 결합된 지방제도의 모순이 통 조선의 1차  

개 주제로 부각되었던 데 그  하나의 원인이 있었다. 기실, 임시정부 시기를 

통틀어 사법독립의 문제는 지방자치제나 지역선거제 만큼의 심조차 받지 못하

는 형편이었으며, 건국⋅제헌 이후 군사독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상황

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요컨  사법독립의 원리는 의회주의( 통령과 국회의 계)와 지방제도( 앙과 

지방의 계)라는 ‘정치  원리’에 주도권을 뺏겼고, 상응하여 우리 법원은 ‘비정

치  립성’의 성에 스스로를 장기 유폐했던 것이다. 1987년 헌법의 ‘기린아’ 

헌법재 소가 ‘정치  사법’의 역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던 지난 2004년, 통령 

탄핵사건(헌재 2004헌라1)과 행정수도 이 사건(헌재 2004헌마554)에서 다루어진 

‘정치  사항’이 각각 통령과 의회의 권력다툼, 앙과 지방의 권력다툼, 더 간

단히는 의회주의와 지방제도의 문제 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난 120년

여 세월을 이어온 우리 입헌주의의 DNA형질이, 바야흐로 ‘사법독립－의회주의－
지방제도’의 삼  나선구조로 환된 사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는가. 동시에 그

것은, 정치와 결할 때에 비로소 정치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는, 사법독립의 온

한 정치  의미를 우리 입헌정체가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음

－다소 귀에 거슬리는－ 아니겠는가.

주제어: 사법독립, 입헌주의, 재 소구성법, 한국, 일본, 국,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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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eating Independent Courts : Origins and Processes of 
Judicial Independence in Korea

126)

Woo Cheol Shin
*

In this article, I trace the frustrated legal efforts to establish independent 
courts during the late Chosun Dynasty and the Taehan Empire. First, I compare 
the traditional judicial system of Korea with that of Japan and China. Here, I 
concentrate on the traditional systems of “checks and balances” in each state, 
and find that the distinctive feature of the Korean system is to limit the terms 
of judicial officers. Next, I analyze some literatures that introduced the new idea 
of “judicial independence” to Korea. In this part, the work of Choi Han-ki(최한

기), the Japan-reports of Eom Se-young(엄세 ) and Park Jeong-yang(박정양), 
some editorials of the Hansong Sunbo(한성순보), some descriptions of 
Mangukjeongpyo(만국정표) and Misokseupyu(미속습유), the reform petition of 
Park Young-hyo(박 효의 건백서) will be examined. Compared to Japan and 
China, the acception of judicial independence, theoretical or constitutional, was 
extremely late in Korea. Such “ur-constitutional” documents as Cheongryeong 
(Governmental Order) of the Kapsin Coup, Hongbeom(Great Norm) of the Kabo 
Reform, Heonyi(Six Articles[Charter]) of the Independence Club, Kukje(State 
Institution) of the Taehan Empire do not contain any clause concerning judicial 
independence. The first constitutional document that provided the guarantee of 
judicial independence is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of 1919, but it was no more 
than a “constitutional decora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which could 
not actually “constitute” and “govern.” Although the Court Organization Acts of 
1895, 1899, and 1907 modelled after the Japanese judicial reform acts since the 
Meiji Restoration, provisions concerning judicial independence were completely 
excluded. Lastly, I research the historic causes and the political effect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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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ence of judicial independence in Korea. Here, I conclude that the dominancy 
of such “political” principles as parliamentarism and localism over the “legalistic” 
principle like judicial independence might explain the Korean experience.

Key words: judicial independence, Constitutionalism, Court Organization Act, Korea, 
Japan, China, East As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