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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판례와 징계사례 및 언론 보도에 드러난 현관예우⋅관선변호의 유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원인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발생한 세칭 그랜저 검사사건과 

스폰서 검사사건 등에서 드러난 현관예우⋅관선변호는 사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

손할 수 있고, 브로커를 근절할 수 없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심각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관예우⋅관선변호는 법관⋅검사가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 담당 법관⋅검사에게 

청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때, 청탁자와 피청탁자의 의식형성에는 윤리강령 

등 법규에 정해진 원칙이 영향을 미친다. 현관예우⋅관선변호는 윤리강령 등 법규의 

느슨함과 이에 기초하여 형성된 법관⋅검사의 의식을 사건관계자 내지는 브로커가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관⋅검사가 자신의 직무수행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법적 조언과 조력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검사가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배우자 및 친족에 대한 법적 조언과 조력은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이 확립되어야 법관⋅검사에게 법적 

조언과 청탁 등의 조력을 바라는 일반인의 기대를 없앨 수 있고, 나아가 법관⋅검사의 

사회적 고립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부수하여 법관⋅검사가 자신이 담당한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 관계되거나 관계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을 접촉하는 행위도 금지

하여야 한다. 

  법관⋅검사의 알선⋅청탁행위는 그것이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 “법조윤리 교육을 위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차 모임” (2011. 2. 24.)과 서울

대학교 법과대학의 “법과 문화 포럼” (2011. 4. 20.)에서 이 논문의 요지를 발표할 때 

소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김인회, 박찬운, 박휴상, 배기석, 최진안, 한인섭 교수 

등 여러 참석자들과 이 논문의 초고에 대하여 여러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김

건식, 정선주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

구소 기금의 2011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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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여야 한다. 법관⋅검사가 알선⋅청탁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건이 공정하

게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을 만들게 되고 이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누군가가 사건 담당 법관에 대하여 

청탁을 하는 경우, 그 청탁을 받은 담당 법관이 다른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일방 

당사자 측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되므로 그 의사소통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알리

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은 모두 법관윤리강령, 검사윤리강령, 법관및법원공무원행동

강령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변호사가 현관예우⋅관선변호를 활용하여 법관

⋅검사에게 윤리강령 등을 위반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변호사

윤리규칙에 반영하여 법관윤리강령, 검사윤리강령의 보완과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현관예우, 관선변호, 법관윤리, 검사윤리, 법조브로커, 법조윤리

1. 머리말

2010년 세칭 그랜저 검사 사건과 스폰서 검사 사건 등 세인의 주목을 받는 사건

들이 발생하였다. 그랜저 검사 사건은 잘 아는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사건을 잘 처

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건을 담당한 후배검사에게 청탁하고 고소인으로부터 

그랜저 승용차와 금품을 수령한 사건이다. 스폰서 검사 사건은 건설업자가 전⋅현직 

검사 다수에게 25년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보도된 사건이고, 향응을 

받은 일부 검사가 그 건설업자에 관한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사건처리에 관하여 

청탁하였음이 드러났다. 법원에서는 2005년 부장판사가 후배판사에게 청탁하였다가 

구두경고를 받은 사건1)이 발생했고, 2006년 법조브로커 김흥수 사건과 관련하여 

고법부장판사가 다른 판사에게 청탁하였음2)이 드러나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였는데, 이번에는 검찰에서 내부적인 청탁이 잘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재조 - 법원ㆍ검찰 - 내에서 동료 또는 선후배 법관ㆍ검사가 사건을 담당한 다른 

1) “대법원, 후배판사에 ‘판결 압력’ 부장판사 경고”, 문화일보 (2005. 9. 28), 8면; “후배판

사에 수차례 ‘재판청탁’”, 서울신문 (2005. 9. 29), 7면; 아래 [사례 6]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조비리사건수사결과” (2006. 8. 23.); “판사에게 청탁전화하는 

판사들/ ㄱ부장판사 ‘○사장 집행유예로 풀어달라’”, 한겨레신문 (2006. 7. 31), 4면; 아래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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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ㆍ검사에게 청탁하는 것을 (의뢰인의 관점에서) 속칭 관선변호(官選辯護)라 

불러왔다.3) 이렇게 청탁하는 행동이 용인되는 현상(실제 그 청탁대로 사건이 처리

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음)은 법원ㆍ검찰 내부의 관점에서 보면 “현관예우(現官

禮遇)”4)라고 부를 수 있다. 관선변호와 현관예우는 동전의 양면이므로 이 글에서

는 이를 구별하지 않고 현관예우ㆍ관선변호로 부르기로 한다. 현관예우ㆍ관선변호

의 현상이 실제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법

원과 검찰의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성질상 은밀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

이다. 판례 또는 징계 결정 등을 통하여 단면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5) 이 글에

서는 판례와 징계 사례 등을 통하여 현관예우ㆍ관선변호의 유형을 살펴보고 현관

예우ㆍ관선변호가 일으키는 문제점과 그 발생원인 및 법적인 대응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2. 판례와 징계사례 등에 나타난 현관예우ㆍ관선변호의 유형

2.1. 유형의 분류

현관예우ㆍ관선변호 현상은 법관ㆍ검사(이하 “청탁자”라고 함)가 사건을 담당한 

다른 법관ㆍ검사(이하 “피청탁자“라고 함)에게 누군가(이하 “의뢰인”이라고 함)의 

의뢰를 받고 청탁하는 것이다. 이 때 청탁자와 의뢰인의 관계는 (i) 직⋅간접적인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upra note 2, 6면은 “법조브로커나 사건관계자들은 친분 관계가 

있는 판사, 검사, 경찰관들을 통해 그들이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동료 판사, 검사, 경

찰관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속칭 ‘관선 변호’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그러한 

‘관선 변호’를 한 사례도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23명의 구술을 바탕으로 저술된 김두식, 

불멸의 신성가족 (창비, 2009) 144-176쪽은 ‘관선 변론’의 몇 가지 사례에 대하여 상세

히 기술하고 있다. 
4) 김홍진, “전관예우, 현관예우”, 조선일보 (2011. 1. 15.), A30면은 현관예우를 금품을 수

수하며 조직 내의 인사를 활용하여 청탁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듯하고, 전관예우, 현관예우와 더불어 연관(聯關, 蓮官)예우라는 용어도 사용

하고 있다.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조비리사건수사결과” (2006. 8. 23.)가 관선변호의 현상이 있음

을 지적한 이외에도 한겨레신문 기사(supra note 2); 우득정, “관선변호”, 서울신문 

(2005. 9. 30), 31면; “법조위상 회복을 위하여 - (4) 판사가 판사에게 청탁… ‘관선변호’ 

전화 끊자”, 법률신문 (2006. 8. 29); “관선변호”, 영남일보 (2006. 8. 11), 8면 등이 현

관예우ㆍ관선변호의 현상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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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ii) 직ㆍ간접적인 금전적 대가관계 없이 친분관계만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고, 후자는 다시의뢰인이 가족, 친척, 친구, 친지 등 

변호사가 아닌 사람인 경우와 친분관계가 있는 변호사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

을 것이다. 

청탁자와 피청탁자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볼 때는 (i)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경우, (ii)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같이 근무하거나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등 직무상 알게 된 경우, (iii)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지도 않고 직무상 알게 

된 것은 아니나, 지연, 학연, 혈연 등의 관계로 알고 지내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 구분은 개념적인 것이고 실제 그러한 현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서는 실증적 조사가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판례와 징계 사례 등에 나타난 현관

예우ㆍ관선변호가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살펴본다.

2.2. 청탁자인 법관ㆍ검사와 의뢰인간의 관계에 따른 분류

2.2.1. 의뢰인이 법조브로커 내지는 이에 준하는 경우

현관예우ㆍ관선변호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판례는 대부분 금전대가관계에 따

른 수뢰, 알선수뢰 등 형사적으로 문제된 사건들이다. 아래 [사례 1]은 의뢰인이 

법조브로커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불리

며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건인 [사례 2]와 [사례 3]의 의뢰인은 건설업자이지만 청

탁한 사건이 본인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었고, 스스로 지역민원 해결을 위하여 

검사들에게 청탁을 자주 했다고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례 1]은 법조 브로커가 위법한 브로커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법관의 청

탁을 이용한 경우이고, [사례 2]와 [사례 3]은 법조 브로커가 위법한 브로커 활동

으로 인하여 변호사법 위반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사건에 관하여 

친분 있는 검사들의 청탁을 이용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약간 차이는 있다. [사례 2]

에서는 징계사유와 판결문 상으로는 향응을 받았음을 인정하였지만 대가관계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고, [사례 3]의 판결문에서는 향응을 받았음이 인정되

었으나 알선수뢰를 인정하기에 필요한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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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서울고등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노109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505판결로 상고기각) - 조○○부장판사 - 법조 브로커 김홍수 

사건6)

이 판결은 (1) 피고인이 2002. 2. 김홍수로부터 “부천지원에 카드깡으로 구속된 

김○○이 우리 가게 여직원의 오빠인데 담당판사에게 이야기하여 보석으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무렵 김홍수에게 보석신청서 

양식을 보내주어 구속된 김○○의 처 명의로 보석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재판부

에 제출하도록 한 다음, 김○○이 부천지원에서 2002. 3. 27.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2002. 5. 16. 벌금 700만원 선고). (2) 피고인은 같은 해 5월 김홍수가 운영하는 수

입카펫 점포를 방문하여 김홍수에게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의 여동생이 누구냐, 

얼굴 좀 보자”라며 위 사건이 잘 처리된 것에 대한 사례를 요구하는 듯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그로부터 2∼3일 후 롯데백화점 내 가구점에서 김홍수가 구입하여 준 

이탈리아제 식탁 1세트와 소파 1세트 합계 1,000만원 상당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

였다. 판결문상으로는 피고인이 보석 담당 재판부와 연락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언급이 없어 현관예우ㆍ관선변호의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사례를 요구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보석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이전에 청탁받은 사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금

원이 교부되었다”는 부분과 “이전에 청탁받은 사건을 잘 해결하여 주었으니 앞으

로도 계속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금원이 교부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

건의 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한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전에 청탁을 잘 들어 주었다는 점”에 대한 언급이 공소사실에 나오지

만 알선수뢰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안 되었다고 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

되어 판결문 상으로는 피고인이 김홍수의 청탁을 여러 차례 들어 준 것인지를 확

인할 수는 없다. 

6) 한겨례신문, supra note 2, 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장판사가 다른 법관에게 행한 구

체적인 청탁 사례들를 보도하였으나 그 사례들은 [사례 5] 판결에서 다루어지지 않았

다.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upra note 2, 3면은 김홍수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부장검사 2명과 전직 검사 1명을 기소하였다고 밝혔으나, 그 결과

는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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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법무부공고 2010-118호 (2010.7.13. 관보 제17297호) 및 서울행정법원 

2011. 1. 31. 선고 2010구합37087 판결 - 세칭 스폰서 검사 사건 

이 사건의 징계대상자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박○ ○은 1987년 진주지청 검

사로 근무할 당시 갱생보호위원으로 활동하던 정○○을 알게 된 후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2009. 6. 19. 정○○로부터 1인당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

고, 2009. 8. 13. 정△△로부터 당시 구속 수사 중에 있던 정○ ○에 대한 선처 및 

병원치료 부탁을 받고 ‘알았다.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후, 2009. 8. 17.경 정

△△로부터 정○○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등 선처를 부탁받고, 담당 검사A에게 그 

요구를 수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7) 한편, 박○○은 2009. 9. 24.경 및 

10월말 경 부산지검 1차장검사에게 정○ ○에 대한 수사템포를 늦추어 줄 것을 부

탁하였다.8) 박○○에 대하여 위의 두 가지 사유를 비롯한 12개의 징계사유를 근

거로 면직처분이 내려졌다. 징계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원고는 단순히 업무차원에서 확인을 하였다기보다는 앞서 본 

정△△와의 사적 접촉 이후 정○○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등의 선처를 검사A에게 

7) 서울행정법원 2011. 1. 31. 선고 2010구합37087 판결에 의하면 검사A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009. 8. 18. 정○○의 상태를 확인한 후 구속집행정지 불허결정서를 작

성하여 부장님, 차장님 결재를 받고 원고에게 대면 보고를 하였다. 그 때 원고는 검사

A에게 ‘내가 정○○를 좀 아는데 몸이 아프다는 말을 들었다. 혹시 치료나 수술을 받

게 해 줄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정○○는 구속집행을 정지할 정도로 심

각한 상황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속집행정지를 할 정

도의 사안이 아니다. 더욱이 검사를 잘 안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라 구속집행을 정

지하면 나중에 말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수술은 구치소 안에서 통원치료를 통해 할 수 

있다’고 하였더니, 원고는 ‘그럼 구속집행정지는 불허하고 대신 정○○가 구치소에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구속집행정지 불허결

정에 결재를 하였다.”
8)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었는데 서울행정법원 2011. 1. 31. 선고 2010

구합37087 판결은 진상조사단의 일원인 검사C가 2010. 6. 6. 차장검사B를 상대로 전화

확인 후 작성한 전화확인결과보고에는 “원고는 2009. 9. 24.경 검사A가 5,000만원 사건

의 피해자를 조사한 직후 차장검사B에게 정○○에 대한 수사진행상황을 물으면서 ‘정

○○에 대한 수사템포를 늦추면 안 되겠느냐’고 말하고, 2009. 10. 말경 검사A가 계좌

추적영장을 발부받아 정○○의 관련 계좌를 추적하던 중 다시 차장검사B에게 정○○

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물으면서 ‘정○○가 어필을 한다. 수사템포를 늦춰서 천천히 

내사하면 어떠냐’ 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차장검사B는 2010. 8. 27. 

특별검사로부터 조사받으면서 ‘원고로부터 템포를 좀 천천히 하면 안 되겠나 라는 구

체적인 말을 들은 바는 없고 다만 일반적으로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여유 

있게 진행하라는 정도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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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또한 “원고는 차장검사B에게 정○ ○ 

사건에 대한 수사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정○○의 항의 등을 이유로 그 수사 속

도를 늦추어 천천히 내사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최소한 이를 암시 또는 

유도하는 말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당시 원고가 정○ ○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받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차장검사B에게 위와 같은 요구나 암시 

또는 유도를 한 것은 정○○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의도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비록 차장검사B가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여 사

실상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그 목적

을 이루지 못한 것일 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다.

[사례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고합1322 판결 및 2011. 1. 28. 

선고 2010고합1321 판결 - 세칭 스폰서 검사 사건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칭 스폰서 검사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4명

의 검사중 정△△ 고검 검사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고합

1322 판결)과 김○ 부장검사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고합

1321 판결)은 검사가 사건관계인과 접촉하여 의뢰를 받고 담당 검사에게 청탁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1. 정△△는 1990-91년 진주지청에서 근무할 때 N건설을 운영하며 관내 갱생보

호위원으로 활동하던 정○○를 알게 되어 공적, 사적 모임에서 15회 정도 만나 식

사를 함께 하였다. 그 사이 정○ ○와는 아무런 교류가 없었고, 피고인이 2009. 1. 

말경 부산고검에 부임한 직후 정○○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함께 식사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2009. 3. 30. 부산고검에서 함께 근무하는 공익법무관들과 

함께 정○○와 식사를 한 후 노래방을 갔고, 그 비용 64만 원은 정○○가 결제하

였다. 

그동안 정○○는 1992년경 N건설이 부도가 나고, 2003년과 2005년에는 변호사

법위반죄, 2008. 7.경에는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이후 “아는 검사를 통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8. 12. 이○○로부터 2,000만원, 2009. 3. 이

△△로부터 4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후 부산동부경찰서는 2009. 4. 15.경 정○ ○의 변호사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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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내사에 착수하여 정○○을 출석시켜 조사하였고, 정○○는 피고인을 만나거나 

전화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야기 하였다. 정○ ○는 2009. 7. 6. 경찰이 부

산지검에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하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담당 검사에게 전화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정○ ○에 대한 사건 담당 부산지검 검사F

에게 전화하여 ‘기록을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09. 7. 하순경 사건을 

인수한 검사A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부산고검에서 근무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는 고소사건에 대한 항고사

건의 처리 업무 및 국가소송 업무였고, 부산지역 소재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

에 대한 지휘를 비롯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업무는 부산지검 소속 검사들이 담

당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직무관련성과 뇌물수수 또는 알선뇌물수수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2011. 4. 4. 향응을 제

공받은 사실과 수사검사에게 청탁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에 관하여 정

△△ 고검 검사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법무부공고 제2011-47호, 관보 

제17483호 2011. 4. 8.).

2. 김○는 부산지검 공판부장으로 근무할 때 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이던 한○

○의 제안에 따라 2009. 3. 17. 한○○, 울산지검 강○ ○부장검사와 함께 정○○

를 만나 식사하여 알게 되었다. 김○은 2009. 4. 13. 그의 지휘 하에 있는 공판부 

검사 11명과의 회식비용 60만 원 상당과 룸살롱 음주 대금 140만 원 상당을 정○

○로 하여금 지출하게 하고, 다음날인 2009. 4. 14. 정○○로부터 3차례에 걸쳐 

정용재의 형사문제와 관련된 전화를 받고 또 그 후 여러 차례 정용재로부터 “내가 

지금 곤란한 문제를 겪고 있다. 어쩌면 좋겠느냐?”라는 전화를 받아 조언을 해 주

었다. 정○ ○가 2009. 7. 27. 체포되어 가면서 “부장님, 저 잡혀 갑니다. 경찰관에

게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자 검사A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지금 잡혀간다는데,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고 물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객관적 직무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식사 등 향응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되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향응을 받은 사실과 청탁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김○ 검사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법무부공고 제2011-47호, 관보 제17483호 201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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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의뢰인이 법조브로커는 아니지만 금전적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아래 [사례 4]는 친분관계가 있는 기업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청탁한 사건이다.

 

[사례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고합1614 판결 - 세칭 그랜저 

검사 사건

이 사건의 피고인1(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부장 검사)은 피고인2와 1993-1994

년부터 알게 되었고 피고인2가 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실형

을 선고 받고 2007년 출소 후 2007년 가을부터 피고인2를 다시 만나 자주 연락하

고 만나면서 지내왔다. 건설업자인 피고인2는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다가 그가 운

영하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사업부지등을 양도해 버린 행위를 배임죄로 2회

에 걸쳐 고소하였고, 그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1은 2008. 1-2경 고소사건 중 1건을 담당한 후배 검사D에게 “고소인이 억

울하다고 하니 사건을 바로 처리하지 말고 기록을 잘 검토해 봐라”고 했고, 2008. 

4.경 나머지 고소사건을 담당한 검사E에게 “고소인이 억울하게 아파트 시행권을 

빼앗긴 것 같으니 잘 들어봐 달라”고 했다. 검사E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결재를 

올렸는데 검사D가 담당한 사건과 관련사건이라는 이유로 검사D에게 재배당되었고, 

2008. 6. 30. 검사D는 피고소인 중 일부를 기소했으나, 2008. 11. 11.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 사이, 2008. 6.과 2008. 11. 피고인2과 피고소인 측은 피고소인측이 

피고인2에게 27억원을 지급하고 부동산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2는 (1) 피고인1에게 2008. 5.부터 2008. 12.까지 5회에 걸쳐 총 1,100만원을 

교부하고, (2) 2009. 1. 피고인1의 처 명의로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현대자동차에 지급하였으며(그 대신 피고인1이 타고 다니던 소나타 승용차를 받음), 

(3) 2009. 10. 피고인 1에게 500만원을 교부하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1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부부장검사는 부장검사를 보좌하여 전문수사체제 운영에 필요한 기획, 수사, 연

구, 자료관리 등을 총괄하고 신임검사를 지도하며, 부장검사가 직무를 행할 수 없

을 때 선임 부부장검사가 소속부의 검찰사무를 대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검사는 원칙적으로 각기 단독 관청이긴 하지만,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상급자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급자로부터 지휘감독 및 업무상 조언을 받

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1은 당시 검사D, 검사E에 대해 부부장검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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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1이 검사E에게 메신저로 부탁을 한 시점은 

피고인1이 ○○지청으로 전출된 이후이긴 하나, 그 시기가 전출 직후인 점, 검사E

는 그 해에 처음 발령받은 초임검사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1은 여전히 

검사E에게 위와 같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2는 자신의 고소 사건이 D검사실에서 조사되던 시기에 피고인1과 수십 

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고, 자신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날을 전후하여 항

상 피고인1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1과 통화하면서 고소 사건에 

관하여 자세히 논의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1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해 줄 것을 청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1은 형사2부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던 검사D에게 피고인2의 고소 사건에 

대하여 “조사 없이 바로 처리하지 말고 기록을 잘 검토해 달라”고 말하였고, (...) 

검사E에게 “고소인이 억울하다고 하니 잘 들어봐 달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1의 

행동은 검사D, E의 직무인 범죄수사 처리에 있어서 고소인인 피고인2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피고인2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서, 피고인2의 

청탁에 따라 위 검사들의 직무인 형사사건 처리에 관해 알선한 것으로 충분히 인

정할 수 있다.”

2.2.3. 금전적 대가관계 없이 친분관계만 있는 경우

판결문과 징계공고문만을 볼 때 [사례 5], [사례 6]과 [사례 7]은 금품 수수가 확

인되지 않는 친분관계이다. 이 3개의 사례의 의뢰인은 분쟁에 연루된 기업가 내지

는 투자자였고, 판례와 징계사례에서 변호사가 친분 있는 법관ㆍ검사에게 부탁한 

사례는 찾지 못하였다.

[사례 5] 대법원 공고 2007-28호 (관보 제16526호 2007. 6. 15.)

2007. 6. 7. 대법원은 손○○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다른 판사에게 부

탁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정직 10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징계대상

자가 2006년 7월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모 회사의 주요 주주 모 씨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서류를 

검토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모 씨 등이 제기한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

가처분신청사건 등 6건의 신청 및 비송사건 재판을 회피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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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재판을 전후하여 재판 당사자인 모 씨와 수 회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2006년 하반기 모씨 등이 제기하여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던 대표이사등직무

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담당 재판장에게 모 씨의 의견을 전달하였다(그

러나 위 신청은 기각됨). 

[사례 6] 2005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구두 경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같은 법원의 후배 판사에게 특정 사건에 대해 청탁성 

압력을 행사하여 대법원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다. 언론 보도9)에 따라 사건을 

요약하면 A부장판사와 평소 잘 아는 관계인 B가 대형 건설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

받기 위해 법원에 소액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B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

지 않았다. A부장판사는 다른 판사를 통해 사건 담당 C판사에게 B의 소액사건과 

관련한 청탁을 수차례 하였으나, B는 패소하였다. A부장판사는 C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에 대해 직접 물었고, 그 과정에서 법리적 논쟁이 벌어졌다. A부장판사

가 C판사에게 ‘근무평정’까지 언급하면서 두 사람은 심한 말다툼을 한 것으로 전

해졌다. B는 즉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를 본 C판사는 A부장판사의 그간 ‘압력행태’를 소액 단독 

판사 전체회의에서 공론화했으며, 이 사실을 확인한 대법원은 A부장판사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받고 구두경고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A 부장판사도 

C판사에게 전화로 정식 사과했으며 사건이 불거지자 B도 소송을 취하했다.

 

[사례 7]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 검찰총장 사건10)  

이 사건의 피고인은, 1999. 6. 9.경부터 2001. 5. 25.경까지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2001. 5. 26.부터 2002. 1. 15.까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였다.

A, B, D(○○종건 대표이사인 C의 동생)는 오랜 친구 사이로 함께 어울려 다니

며 대통령의 아들이자 아태재단 부이사장이라는 A의 신분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고위 공직자들 혹은 재계 인물들과 식사나 술자리를 통하여 

친분을 쌓아 오면서, 여러 업체들로부터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민원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기는 행위를 반복해 

 9) 위 사실관계는 문화일보 기사, supra note 1에 의존하였다.
10)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역금융사기 사건과 주가조작사건의 수사비밀을 피의자에게 

누설한 점에 대하여도 유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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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B는 A의 비서실장 혹은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탁 받은 인사 청탁 혹은 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문의하거나 선처를 구하는 전화

를 하기도 하고, 직접 피고인의 집무실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평소 B는 주위 사람

들에게 검찰 고위간부들 특히 피고인과는 절친하여 자주 술자리를 하는 사이인데 

워낙 자신이 술자리에서 잘 노니까, 피고인이 “너는 내 방에 무상으로 출입해도 

좋다”고 허락하였다고 자랑하기도 하였다. 

대검찰청은 2000. 12. 13. 울산시장 E가 ○○종건 대표이사 C로부터 토지구획정

리사업허가 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첩보를 울산지검에 보냈고, 

사건을 배당받은 울산지검 특수부 검사는 뇌물공여 혐의뿐 아니라 불법대출 등의 

비리에 관한 수사 단서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그 혐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다음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2001. 5. 초순 B으로부터 ○○종건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전화 부탁을 받고, 울산지검 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위 내사사건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확인한 다음 내사를 중단하여 달라는 취지로 “아는 사람의 부탁이니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회사에 대하여 잘 되도록 하여 달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또 2001. 5. 26. 검찰총장 취임식을 전후하여 면담을 하게 된 검사장에게 재차 위 

회사에 대한 내사를 가부간에 빨리빨리 종결하라는 취지의 독촉 지시를 하여, 

2001. 5. 28.경 검사장으로 하여금 울산지검 특수부장을 통하여 내사사건의 수사검

사에게 곧바로 내사 종결하도록 지시하게 하였다. 결국 수사검사는 각종 범죄혐의의 

단서 및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도 확보되어 이에 대한 수사는 물론 이를 토대로 

울산시장의 수뢰 혐의에 대한 수사도 가능한 위 내사사건의 수사를 중단한 채 

2001. 5. 26. 범죄 혐의 없음을 이유로 내사종결처분을 하였다. 

B는 2001. 8.말 ○ ○종건 관련 내사사건이 종결 처리되도록 노력해 준 것에 대

한 대가를 요구하여 2억원권 약속어음 한 장을 교부받았다(위 돈 중 위 내사사건 

종결과 관련된 금액은 1억원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장에게 단지 내사진행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말하였을 뿐이라

고 하더라도, 이미 수개월간 내사가 진행되어 사무실과 임원의 거주지에 대한 압

수수색까지 진행된 사안에 대하여 압수수색 결과 확보된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

도 하지 못한 상태인 압수수색 직후의 시점에서 더 이상 내사진행이 외부로 공개

되지 않도록 하라고 언급하였다면 그 언급만으로도 내사 담당자로서는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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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추가적인 내사진행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위와 같은 언급 역시 ○

○종건에 대한 내사중단의 지시로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위와 같은 내사중단 지

시에 의하여 담당 검사로 하여금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발견하여 정상적인 처리절

차를 진행 중이던 ○○종건 내지 E 시장에 대한 내사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종결

처리토록 한 행위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혹은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담당 검

사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3. 청탁자와 피청탁자간의 관계에 따른 분류

2.3.1. 직무상 상급자의 지시 또는 청탁

(1) 직무상 상급자의 지시

대표적인 사례로는 검찰총장이 외부의 청탁을 받고 내사중인 사건이 계류된 지

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시하여 내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인 

[사례 7]을 들 수 있다.

(2) 직무상 상급자의 청탁 

직무상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사건 처리에 관하여 이야기 하지만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에 이르지 않고 청탁 내지는 청탁성 지시를 하는 경우이다. 위의 [사례 2] 

(세칭 스폰서 검사 사건 - 부산지검 검사장)와 [사례 4] (세칭 그랜저 검사사건)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2.3.2. 개인친분형 

(1) 직무상 동료이거나, 동료 또는 상하관계에 있었던 경우

이 유형은 청탁자가 직무상 상급자는 아닌 경우이다. 청탁자가 동료이거나 과거 

동료 또는 상하 관계에 있었던 경우, 직무상 상급자가 아닌 직급상 상급자인 경우, 

청탁하는 시점에는 직무상 상급자가 아니지만 과거에 직무상 상급자이었던 경우도 

포함시킬 수 있다. [사례 3], [사례 5]와 [사례 6]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2) 지연, 학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상 알게 된 사이는 아니지만 지연, 학연, 혈연 등의 관계로 알게 된 사이에서 

다른 법관이나 다른 검사에게 청탁한 사례를 법원의 판례 또는 법관ㆍ검사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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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사례에서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위 개인친분형(1)의 청탁 사례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보다 더 가까운 관계일 수 있는 개인친분형(2)의 경우 청탁이 이루

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3. 현관예우⋅관선변호가 초래하는 문제

현관예우ㆍ관선변호의 사례들 가운데는 청탁하는 법관ㆍ검사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판례에 나타난 사례들은 주로 수뢰, 알선수뢰 등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금품수수 사례이고, 그러한 사례가 심각한 문제임은 두

말할 여지가 없겠으나, 금품수수 관계가 없는 현관예우ㆍ관선변호도 아래의 문제가 

있다.

3.1. 재판ㆍ수사의 불공정성 초래

피청탁자가 청탁에 응하는 재판ㆍ수사를 한다면 재판ㆍ수사의 불공정성을 초래

하는 정말 심각한 문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점은 전관변호사가 수임한 사

건에 대하여 그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판ㆍ수사를 할 경우의 문제와 동일하다.11)  

청탁자가 피청탁자에게 의뢰인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기록을 잘 살펴 달라”12)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 처리에 대하여 청탁한 경우, 그 청탁을 받은 법관ㆍ검사가 어

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외부에서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위 2에서 살펴본 사례들 중 [사례 7]은 상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를 비정

상적으로 중단하도록 하여 형사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되었다. 사

건을 담당한 특수부의 부장검사와 담당 검사는 이러한 지시가 부당함을 인식하였

11) 한상희, “전관예우 - 그 폐해와 혁파방안”, 퇴직 ⋅검사 우, 어떻게 해결할 것

인가? (2008. 11. 14.) 발표문 7면은 이를 “법의 왜곡”이라 부르고 “사법적 의사결정의 

사유화”와 “법적용에 있어서의 형평성의 저해”를 지적하였다.
12) 기록을 잘 살펴보라는 요청이 문자 그대로 기록을 잘 살펴보라는 의미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관예우와 관련하여 법관ㆍ검사가 넘치는 사건을 처리

해야 하는 상황 하에서 법관ㆍ검사는 한정된 자원(시간과 집중력)을 적정하게 배분하

여야 마땅할 것이라는 점에서, 청탁을 받은 사건 처리에 비정상적으로 시간과 집중력을 

투입함으로써 결국 다른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시간과 집중력이 부족해진다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상희, supra note 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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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검찰총장의 지시이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13) 또한, [사례 4]에서는 청

탁을 받은 검사 중 E는 혐의 없음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검사D가 기소하였고, 

결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아 고소인 측을 위한 청탁이 효과를 

발휘한 인상이 짙다. [사례 1]에서는 보석으로 석방되어 청탁의 취지와 같은 내용

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것이 청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

할 수 없다.

이와는 달리 [사례 2]에서는 검사장의 지시성 청탁을 받은 수사검사와 차장검사

가 그 청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례 3]도 [사례 2]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탁

이었으므로 수사검사가 그 청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례 5]에서는 

부장판사가 의뢰인의 의견을 담당 법관에게 전달하였으나, 담당 법관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고, [사례 6]에서도 부장판사의 청탁

을 담당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행스런 일이다.14) 

3.2.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훼손 초래

피청탁자가 청탁에 응하는 재판ㆍ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관ㆍ검사가 

청탁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재판ㆍ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켜 결국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문제가 있다.15) 위 사례들을 

보면 법원의 사례인 [사례 1], [사례 5]와 [사례 6]은 모두 부장판사가 청탁하였고, 

검찰의 사례인 [사례 2], [사례 3], [사례 4]과 [사례 7]은 모두 부부장검사 이상, 검

13) 서울고등법원 2004. 8. 20. 선고 2003노3391판결에 의하면, 울산지검 특수부장이 “총

장님의 뜻이 있었다는 말이 내사종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일시 보류는 모르지

만 사건 자체를 덮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차마 그 지시를 주임검사에

게 전달하기가 거북하였다. 주임검사에게 더 이상 내사를 진행하지 말고 덮으라는 총

장님 지시가 있다. ○○ 사건은 사실관계를 모두 밝혀 놓고도 처박았는데 그렇게 하

니까 검찰이 욕먹지. 총장님 말을 무시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식으로 

검사장의 말을 전달하였다.”고 하였고, 주임검사도 “본인은 내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

이었는데 공소외23(울산지검검사장)의 지시를 받고 서둘러 내사종결을 하다 보니 정

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 내사종결결정문에 기재되었고, 만일 검사장의 지시가 아

니었다면 내사를 계속 진행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14) 제1공화국 시절 법무부장관을 통한 대통령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임영신 상공부장관을 

수뢰 등 혐의로 기소한 당시 최대교 서울지검장의 일화는 정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한 대표적 사례이다. 최대교 선생에 대하여는 이시윤, 

“韓國法曹三聖의 司法正義 實現과 司法民主化 精神”, 사법민주화과제 2010년 제2호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원로특별위원회) 29-36면.
15) 전관예우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 한상희, supra note 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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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심지어는 검찰총장까지 청탁 내지는 청탁성 지시를 하였다. 이와 같이 20년 

안팎 또는 그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고위 법관ㆍ검사가 청탁하였다는 사실은 당해 

사건의 재판ㆍ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 뿐 아니라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까지 초

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법조브로커 김홍수와 관련하여 [사례 1]이 발생한 이후 언론의 보도를 보면, “상

대방이 있는 민사 사건은 청탁하지 않는다”16)거나, [사례 6]에 대하여 “재판권 훼

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법원 내부적으로는 ‘법리논쟁’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재판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의 압력은 아니었다는 것이다”17)는 등 청탁이 판

결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보도가 

실제 법관의 시각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면 상당히 우려가 된다. 법관은 재판을 

내용상으로도 공정하게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재판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

다는 의혹을 야기할 외관을 만들거나 외관 형성을 용인하여서는 안 된다.18) 현관

예우ㆍ관선변호는 피청탁자의 재판ㆍ수사권 내지는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였는가 

여부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그러한 청탁이 이루어진다는 점 자체가 사법부의 

재판 및 검찰의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관점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3.3. 브로커와 스폰서 문제의 해결 불가능 

[사례 1], [사례 2], [사례 3]과 [사례 7]에서 보듯이 법관ㆍ검사가 동료에게 사건 

청탁을 하는 것이 용인되는 풍토에서는 이러한 청탁을 할 수 있는 법관ㆍ검사와의 

친분을 돈독히 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게 마련이다. 친분을 쌓고자 법관ㆍ검사

에게 평소에 금전적 지원을 하는 이른바 스폰서 가운데는 장래 자신이 법적인 사건

에 연루될 경우에 대비하여 친분관계를 쌓아두려는 경우도 있겠으나, 다른 사람의 

사건 처리까지 부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친분관계를 형성하여 청탁

하고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청탁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면 바로 법조 브로커가 되는 

것이다. 현관예우⋅관선변호의 풍토는 법조 브로커가 발호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을 

16) 한겨레신문 기사, supra note 2.
17) 법률신문 기사, supra note 5.
18) 정인진, “미국의 법관윤리전범에 관한 연구”, 재 자료 58집 외국사법연수논집(9) (1992), 

73-75면은 미국에서 윤리적 실체 뿐 아니라 외관도 중시하는 점에 대하여 상세히 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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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준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법조 브로커 윤상림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대법원 2008. 2. 28, 2007도10004;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7. 11. 2, 2007노377)을 

보면 피고인 윤상림이 각종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조인맥을 활용하여 청탁하

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사실들이 상세히 묘사되고 있다.19)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ㆍ검사를 직접 모르더라도, 알고 있는 법원ㆍ검찰 내의 인맥을 활용하여 담당 

법관ㆍ검사에게 청탁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현관예우ㆍ관선변호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물론 법조 브로커가 금품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그가 법원ㆍ검찰의 인맥을 

활용하여 실제 사건을 담당한 법관ㆍ검사에게 청탁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법조 브로커가 이러한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상당한 대기업의 임원까지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은 현관예우ㆍ관선변호가 작동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

이라고 볼 수 있다.

 

3.4. 변호사의 건전한 법률사무 처리활동에 대한 장애 

만약 변호사가 현관예우ㆍ관선변호를 활용하여 변호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그렇

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면, 본래 하여야 할 업무인 증거와 사실관계의 조사 및 

법리 분석을 통하여 수임 받은 사건을 처리하는 것 보다 법관ㆍ검사와 친분관계를 

19) 예: (i) 공소 외 21 주식회사 부사장 공소 외 22로부터 계열회사 대표이사인 공소 외 

24가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에 구속될 상황이니 평소 알고 지내는 법조인맥을 통하여 

공소 외 24의 억울한 사정을 설명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특수부에 선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부하직원이 이미 자백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도 대전지역에 근무하는 판사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소 외 24에게 걱정하지 말고 소환에 응하라고 조언했다가 구속이 되어 

버렸다. 어떻게 된 것이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걱정하지 말라. 대전지역 판사들을 

잘 알고 있으니 영장담당 판사에게 부탁하여 영장이 기각되도록 해 주겠다. 충분한 

경비가 필요하니 준비하라”고 요구한 사실, (ii) 포스코건설이 광주시 오포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게 되자, 위 회사 부사장으로 송도 신도시 

개발관련 총책임자인 공소 외 67에게 접근하여 “조사를 받고 잘 끝낼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 공무원에게 돈 준 게 있으면 내가 미리 절충해 줄 테니 내게 얘기를 해 주시

오, 내가 미리 이러지 않았으면 당신 꼴이 될 수도 있었소, 언제 송도에 구경 갈 테니 

한 번 시간을 주시오, 공사가 굉장히 크다는데 나도 큰 물에서 놀아봐야 되겠소, 내가 

포스코건설을 위하여 대검 중수부에 이야기를 해서 애를 쓰고 있으니 당신도 나를 좀 

도와주시오”, “내가 검찰 고위 간부에게 청탁하였으니 내일 들어가면 끝나고 당신은 

무사할 것이다, 당신도 내게 뭔가 해 주어야 하는 게 아니냐, ○○부사장이 송도를 

맡고 있는데 내게 공사라도 주어야 힘이 나지, 송도에서 200억 원 상당의 공사 하나

만 주소”라고 요구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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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독히 하는데 힘을 쓰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부에서라도 나타난다

면 변호사의 직무 수행이 불건전하게 될 뿐 아니라 법률문화의 발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4. 현관예우ㆍ관선변호의 발생원인과 대응방안

4.1. 의식의 문제

4.1.1. 청탁자의 의식

(1) 아는 사람에게 법적 조언⋅조력을 제공한다는 의식

현관예우ㆍ관선변호 뒤에는 항상 누군가의 의뢰가 있고, 청탁자인 법관ㆍ검사는 

그 의뢰인에게 법적 조언ㆍ조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법관ㆍ검사가 자신이 아는 사람

에게 법적 조언ㆍ조력을 제공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식 내지는 그러한 제공이 필요

하다는 의식이 있다고 할 수 있다.20) 이 가운데는 청탁자가 청탁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여, 알선수뢰죄가 인정된 [사례 1] 및 [사례 4]와 같이 금전적 동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사례 3]과 같이 청탁과 직접 관련 없이 향응을 받는 정도의 관계인 

경우도 있다. 또한, [사례 7]과 같이 권력 주변인물의 요청을 받고 청탁이 이루어

지는 등 금품수수 없이 친분관계에만 기초하여 청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금전적 동기가 있는 경우이건 아니건 청탁자인 법관ㆍ검사가 의뢰인에게 법적 조언ㆍ

조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때로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담당 법관ㆍ검사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고려해 

보겠다거나 이야기 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한 후 실제로는 청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의뢰인은 청탁에 의하여 재판ㆍ수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다.21)

20) 한겨레신문 기사, supra note 2는 어느 판사가 청탁을 받은 경우 “정말 억울하게 ‘엮

였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담당 판사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참고하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21) 김두식, supra note 3, 157-160면은 이러한 ‘립써비스’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적고 있고 

그러한 립써비스가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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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법관ㆍ검사에게 청탁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식

청탁자가 다른 법관ㆍ검사에게 사건 처리에 대하여 청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청탁은 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2)23) 이러한 의식은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사

건처리에 관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는 상급자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상급자로서 지

시할 권한이 있다고 하여 청탁성 지시를 한다기보다는 이러한 청탁을 하여도 무방

하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건관계인의 의뢰를 받아 하급자에게 지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자신이 아는 사람에 대한 법적 조력 제공이 무방 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데서 출발한다.

둘째, “기록을 잘 살펴보라”는 정도의 청탁은 사건을 담당한 법관ㆍ검사의 공정

한 판단을 해치지 않는 것이라고 정당화 한다.24) 

셋째, 동류의식 내지는 선후배 관계에 기초하여 사건 담당 법관ㆍ검사를 청탁할 

수 있는 상대방이라고 생각한다. 법관ㆍ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다른 국가기

관으로부터 독립된 조직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선발되었다는 점에서 이들 사이에

서의 엘리트 의식, 동류의식 및 연고의식이 쉽게 형성될 수 있다.25) 사법시험과 사법

22) 모 대법관이 퇴임 직전 외부 강연한 것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아래 글에도 이러한 

의식이 잘 드러난다. 한인섭 등 7인 공저, 법조윤리 제2판 (박영사, 2011) 417쪽에서 

재인용.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법관이라 하여 청탁이 없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판이

라는 업무는 청탁이 따르기 쉬운 일입니다. 민사사건의 승패나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

단에 관하여는 재량이 없으므로 청탁의 여지가 없지만 재량이 있는 영역에서는 법관

도 청탁을 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지도 말고, 받지도 않는 것이 제일 바람

직하지만 법관도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생활인인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청탁을 

하는 경우-법관도 가족이나 가까운 친인척 또는 친구들 때문에 부득이 동료법관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절대로 무리하게 떼를 써서는 안됩니

다. 청탁을 받는 경우-법관이 청탁을 받더라도 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23) 한겨레신문 기사, supra note 2. 한인섭, “법조비리: 문제와 대안”, 서울 학교 법학 

제39권 1호 (1998), 174면은 “법조사회가 아직 정의주의(情誼主義) 법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24) 한겨레신문 기사, supra note 2는 판사들은 “내 청탁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

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고 하고 나아가 한 판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도움은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25) 이웅혁,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부정적 측면에서 본 한국의 법조비리”, 형사정책 

18권 2호 (2006), 450-452면은 이러한 동류의식이 사적인 결속을 하도록 변형되고, 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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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선후배 관계는 아래 넷째 요인으로 언급한 조직 내의 상하 관계와 더불어 

선배ㆍ상급자가 후배ㆍ하급자에게 청탁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식을 형성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26) 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인 양성을 담당하고 아울러 법조 일원화를 

이룸으로써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지는 관심 있게 지켜볼 사항이다. 

넷째, 법원ㆍ검찰의 조직상 상급자의 우월적 의식에 기초하여 하급자에게 청탁

한다. 법관ㆍ검사는 신규 임용이후 계속 승진 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직무상ㆍ직급

상 상급자를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조직 구조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청탁

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식의 형성을 가져오기 쉽다. 위에서 본 7개의 사례 모두 상

급자가 하급자에게 청탁하였다. 

법관ㆍ검사가 다른 법관ㆍ검사에게 청탁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식은, 청탁이 사법에 

대한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청탁을 

청탁자와 피청탁자 간의 문제로만 파악하도록 만든다.27) 

위와 같은 청탁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던 법관ㆍ검사는 사직ㆍ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에도 재직 시의 동료ㆍ선후배에게 청탁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식을 계속 

가지기 쉬울 것이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오히려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활동이

라고 생각하여 재직 시의 동료ㆍ선후배에게 더 쉽게 청탁하려고 할 수 있다. 전관

예우의 문제를 일으키는 전관변호사의 의식은 청탁자의 의식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관예우의 문제에 대하여도 현관예우ㆍ관선

변호와 같은 맥락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1.2. 피청탁자의 의식

피청탁자가 다른 법관ㆍ검사로부터 청탁을 받았을 때의 대응은 청탁에 대한 문

주의가 작용하며, 법조브로커는 법조인들을 사회적 연결망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잘 

지적하였고 그 이외에도 미약한 처벌도 여러 법조비리의 공통된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채한수, “법조비리의 인간관계적 고찰”, 한국인간 계학보 제7권 제1호 (2003), 26-27면

도 동류의식 문화를 법조비리의 첫 번째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26) 한겨레신문 사설, “법조비리 근절, 자정만으로는 한계 있다” (2006. 8. 26., 19면)도 

“사법연수원 기수 문화에서 오는 판사, 검사, 변호사 사이의 끈끈한 인간관계부터 끊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로스쿨 도입이 주요한 계기가 되겠지만, 우선 검증된 변호

사를 판사나 검사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27) [사례 6]에 대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탁을 한 A부장판사는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사과하고 끝났다”고 한다. 청탁을 청탁자와 피청탁자 간의 문제로만 파악하고, 

사법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문화일보 

기사, supra not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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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식의 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생각하여 볼 수 있다.28)29) 

(a) 어떠한 내용의 청탁이라도 (“기록을 잘 살펴보라” 또는 “공정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청탁 포함), 청탁을 하는 사실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a-1) 청탁자에게 청탁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이야기한다.

(a-2) 청탁했다는 사실을 법관ㆍ검사의 징계ㆍ감찰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a-3) 청탁했다는 사실을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b) 청탁이 부당한 일이지만 동료 선후배 법관ㆍ검사이므로 그냥 알았다고 하고 

무시한다.

(c) “기록을 잘 살펴보라” 또는 “공정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정도의 청탁은 재판

ㆍ수사를 청탁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하여 달라는 청탁이 아니므로 그 정도의 

청탁은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더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애쓴다.

(d) 동료 선후배 법관ㆍ검사가 하는 청탁이니만큼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청탁을 감안하여 처리한다.

(e) 상급자의 지시이니만큼 청탁성 지시라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다.

실제 사건에서 피청탁자가 청탁을 받고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판결문, 징계공고, 언론 보도에 기초하여 추측하여 보면 [사례 6]에서 

(a-2)와 유사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사례 5]는 (a), (b), (c)유형 중의 

어딘가에, [사례 1]은 (b), (c), (d)유형 중 어딘가에, [사례 2]와 [사례 3]은 (b), (c)

유형 중 어딘가에, [사례 4]는 (d), (e)유형 중 어딘가에 속할 것으로 보이고, [사례 

7]은 (e)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a)유형으로 대응하였다면, 청탁행위에 대한 문제가 더 일찍, 더 많이 제기되었

28) 최대권, “The Judicial Functions and Independence in Korea”, 서울 학교 법학 제40권 

제2호 (1999), 61-62면은 친구 친척 등의 청탁은 법관이 거절하기 매우 어려운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러한 청탁을 받은 법관이 취하는 태도는 다양

하겠으나 아마도 대다수는 대체로 법률에 충실하게 재판하지만 재량이 있는 범위 내

에서는 청탁을 고려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윤진수, “법관의 윤리”,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제2 ) (박영사, 2003)은 이러한 추측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과는 일

치하지 않는다고 적절히 지적하였다.
29) 본문에 제시한 (a) 내지 (e)유형 이외에 청탁을 받으면 그 청탁한 의뢰인에게 더 불리

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법관⋅검사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청탁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그러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청탁을 

하였다고 하여 정상적인 재판⋅수사보다 청탁의 의뢰인에게 더 불리하게 처리한다면 

그것 역시 공정한 재판⋅수사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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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a)유형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추

측된다. 언론도 (b) 또는 (c)유형이 많은 것으로 보도하였다.30) (a)유형이 적고 (b) 

또는 (c)유형이 많으며 심지어 (d) 또는 (e)유형의 반응을 보이는 피청탁자의 의식

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록을 잘 살펴보라”는 정도의 청탁은 피청탁자의 공정한 판단을 해치지 

않는 것이라고 정당화 하여 청탁을 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31)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경우 공정한 판단은 피청탁자가 주관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판

단을 의미할 것이고, 불공정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외관에 대하여 얼마나 의식하

는지는 알 수 없다.

둘째, 청탁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예: [사례 6]) 재판의 독립성의 차원

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즉 피청탁자의 권한 행사에 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이다. 역시 사법제도에 대한 다른 당사자 내지는 일반 국민의 신뢰 훼손에 대하여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32)  

셋째, 동류의식에 기초하여 청탁을 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넷째, 직무상ㆍ직급상 상급자가 하는 청탁은 관료 시스템 하에서 상급자의 평가

를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아야 할 수도 있는 피청탁자로서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

각할 수 있다.33) 위의 사례들을 보면 검찰총장의 지시에 대하여는 담당 검사가 무

시하지 못하였지만([사례 7]), 검사장이나 다른 상급자의 청탁에 대하여는 담당 검

30) supra note 22의 모 대법관의 강연 내용도 (b) 또는 (c)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infra note 31, 32.
31) 우득정, supra note 5는 법관들이 친지나 친구 등 거절하기 힘든 상대로부터 청탁을 

받았을 때 “제1수칙은 ‘한쪽 귀로 듣고 다른쪽 귀로 흘려라.’”이지만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 재판부가 친한 판사이면 직접, 잘 모르면 잘 아는 판사

를 통해 사건의 어떤 부분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니 기록을 잘 검토해 달라는 

정도로 말한다. 여기까지가 판사가 판사에게 청탁할 수 있는 이른바 ‘관선변호’의 도

덕적 한계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32) 문화일보, supra note 1은 [사례 6]과 관련하여 사건의 전말에 정통한 판 판사가 “‘재

판권침해’ 행위는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하였다고 보도하였고, 법률신문 기

사, supra note 5도 ‘재판권 훼손’을 언급하고, 또한 “한 판사는 ‘그런 부탁을 받는다고 

재판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을 뿐, 법관

이 다른 법관에게 청탁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법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하여 법

관이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보도는 없다. 
33) 김두식, supra note 3, 161-170면은 법원ㆍ검찰 내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평판이 좋아

야 하는데, 청탁을 거절할 경우 평판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 및 법원ㆍ검찰 내에서 승

진은 변호사 개업 후의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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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상급자의 청탁이라고 하여 들어주지는 않았고([사례 2]와 [사례 3]), 부장판사

의 청탁에 대하여 사건 담당판사가 문제를 제기하였다([사례 6])는 점에서 법관ㆍ

검사의 독립성에 대한 의식은 상당히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른 바 전관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자신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법관ㆍ검사의 의식과 행동 양식도 위에서 본 

피청탁자의 의식 및 행동 양식과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전관예우의 문제도 현관

예우ㆍ관선변호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4.1.3. 의뢰인의 의식

법조비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법조 브로커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는 재판ㆍ수사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

하면서도, 자신이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법관ㆍ검사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34) 

로마켓이 승소율, 전문성 지수 뿐 아니라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인맥 정보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일 것이다. 로마켓 사건의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6. 선고 2006가합22413 판결)에서 “정보 제공을 영업

으로 하는 또한 변호사를 선택함에 있어 다른 법조인과의 인맥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은 투명한 법조계를 위해 법조인들이 현재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무색케 

하고 소위 전관예우 등의 병폐를 심화시킬 우려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듯이 인맥지수의 활용을 부추기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현상이다.  

법관ㆍ검사에게 청탁하는 의뢰인은 위에서 논의한 청탁자의 의식(아는 사람에게 

법적 조언ㆍ조력을 제공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식과 어느 정도의 청탁은 하여도 무

방하다는 의식)을 이용하는 셈이다. 피청탁자가 (a), (b)유형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c), (d), (e)유형의 반응을 보인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의뢰가 될 것이

다. 결국, 현관예우ㆍ관선변호에 관여하는 법관ㆍ검사는 의뢰인에 의하여 이용당

하는 셈이고, 그 대가로 청탁자는 금전적 이익(예: [사례 1]과 [사례 4]) 또는 친분

관계의 유지 등 비금전적 이익을 향유하게 된다. 청탁자에게 청탁이 치루는 더 큰 

34) 민경한, “‘전관출신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가 전혀 

없다”, 퇴직 ⋅검사 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08. 11. 14.) 발표문. 13면은 

“국민들도 돈과 권력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적절히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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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즉 사법에 대한 신뢰의 훼손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의뢰인이 청탁

자를 현관예우ㆍ관선변호에 이용하기 쉽게 될 것이다.

4.2. 법규의 문제

4.2.1. 문제의 핵심과 검토의 범위

윤리강령을 포함한 법규는 법관ㆍ검사의 행동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들이 법관ㆍ

검사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정하여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35) 청탁에 관한 의식과 행동 역시 윤리강령을 비롯한 법규가 무엇을 어떻

게 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윤리강령에 현관예우ㆍ관선변호를 용인

하거나 용인하는 듯 한 조항을 두고 있다면 의식 개혁이 되기 어렵다. 의식의 문

제에서 살펴 본 사항들은 아래 법규의 분석에서 드러나듯이 대부분 윤리강령을 포

함한 현행 법규에 기초하여 형성된 것이고 윤리강령 등 법규를 개선하면 어렵지 

않게 개선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36)37) 

현관예우ㆍ관선변호는 (i) 법관ㆍ검사가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ii) 사건을 담당

한 다른 법관ㆍ검사에게 청탁하는 것이다. 이 두 단계 모두에 사법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ii)단계에 대한 안전장치를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i)단계에 대한 안전장치를 그다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ii)단계는 법원ㆍ검찰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인 만큼 안전장치가 얼마나 잘 준수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강한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i)단계에 대한 규율도 느슨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청탁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 수뢰, 알선수뢰 또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35) 정인진, supra note 18, 49면.  
36) 이상수,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 (서강대학교출판부, 2009), 543면은 “법조윤리의 접근

은 근본적으로 법조인 개인의 양식과 처신을 문제 삼는 것이지만 제도의 중요성을 간

과해서는 안 된다, 법조윤리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원활하게 

하는 제도적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여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37) 2006년 법조 브로커 김홍수 사건에 부장판사가 연루되었음이 밝혀진 이후 대법원이 

발표한 대책에 관한 보도(“‘법조비리’ 어떤 대책 담았나”, 연합뉴스(기사입력 2006. 8. 

16.))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16일 발표한 대책은 크게 △법관윤리강령 구체화 및 강

령 강화 △법관 징계제도 및 운영 쇄신 △외부인사 참여 위원회에 법관윤리 및 징계, 

감찰 심사기능 부여 △재판절차 투명화를 위한 개혁 추진 △법관 임용 및 연임심사 

강화 △법관 윤리교육 강화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 법관윤리강

령이 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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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가 문제되고,38) 이 때 청탁한 사건과 금품수수의 대가관계를 어느 정도로 넓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39) 이 글에서는 이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또한, 전관예우 문제와 마찬가지로 현관예우ㆍ관선변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의 설정등 사법과정의 객관화와 판결문의 공개 등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수 있으나 이 점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4.2.2. 법관⋅검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

청탁자인 법관ㆍ검사가 가지는 “아는 사람에게 법적 조언ㆍ조력을 제공한다는 

의식”이 제도적으로 어디에 기초한 것이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검토한다.

(1) 법관윤리강령

  (가) 법관의 법적 조언ㆍ조력 제공금지 원칙의 필요성 

법관윤리강령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 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

하고 있다(제5조 제3항). 즉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법관이 누군가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여도 무방하다고 읽힐 

수 있다.40)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1호(2006. 11. 15.)는 “법관이 타인

38) [사례 4]와 같이 특정 사건의 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알선수뢰죄 

내지는 변호사법 제111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39) 금품제공자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금품을 법관ㆍ검사에

게 제공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후에 사건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금품의 수수가 

알선에 관하여 제공된 것인지에 대하여 입증이 어렵게 된다. [사례 1]의 1심판결(서울

중앙지방법원 2006. 12. 22. 선고 2006고합931 판결)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단지 이전에도 청탁을 잘 들어주었으니 앞으로도 다른 판사의 직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계속 알선을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 제공되었다고만 기재

되어 있을 뿐이어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어느 정도라도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

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

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

였고,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노109 판결)은 “공소사실 자

체가 ‘앞으로도 계속 사건해결을 도와 달라’는 뜻으로 금품의 수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인 바, 이는 구체적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포괄적으로 청탁이 이루어졌다는 취지

로서 그러한 행위가 알선수재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아 기소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제기 자체는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 증거도 역시 없으므로 (...)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검사의 항소

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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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때, 무색하게 법률적 조언을 해 주거나 법조인에 대한 일

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 스스로 나서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문제이거나 그와 같이 볼 수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신중히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여 법관

윤리강령 제5조 제3항을 보수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 권고의견 역시 법관이 

타인으로부터 법률적 조언 또는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요청받는 경우, 그 요청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았다. 

한편 법관윤리강령은 타인으로부터 또한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은 재판업무상 필

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제4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법관이 담

당한 사건의 소송관계인과의 접촉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현관예우ㆍ관선변호가 문제되는 청탁은 통상 누군가로부터 의뢰를 받아 행하게 

된다. 법관이 사건 계류 중인 누군가와 접촉하는 행위 및 그에게 특정 사건에 관

하여 법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모두 변호사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법관이 행할 것은 아니다. 법

관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조력을 하지 못하

도록 하고41) 본인이 담당한 사건이건 아니건 법원에 계류되었거나 곧 계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의 관계인임을 알면서 접촉하는 것은 삼가도록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42) 이러한 원칙을 정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면에서 찾을 수 있다.

40) 최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법 윤리 (2011) 89-90면은 이 조항에 대하여 ‘법관의 공정

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찾아야 한다고 적고 있다.
41) 국제연합 마약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의 후원 

하에 수십개국의 사법부 수장들이 의견을 모아 2002년 채택하고, 국제연합 경제사회

이사회(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가 2006/23결의로 지지한 방갈로어 법관행위

원칙(The Bangalore Principles of Judicial Conduct) 제4.12조는 법관이 법관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법률사무 수행(practice law)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The Judicial 

Integrity Group, Commentary on The Bangalore Principles of Judicial Conduct (2007) 

p.106.
42) 법원행정처, 법 윤리 (2011)는 “법관에게는 고도의 공정성과 그러한 외관의 유지가 

요구되므로 법관이 타인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마땅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법관에게 법률적 

조언을 청하거나 변호사 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고, 

우리 사회의 특성상 법관이 이러한 요청을 전면 거부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하면서

도 “특히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 또는 곧바로 소송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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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법관이 다른 법관 담당 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면 사법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사건 담당 법관이 조언을 제공한 법관과 달리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한 경우, 의뢰인은 사건 담당 법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게 되어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커진다. 사건에 대한 판단은 양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거쳐 판단하여야 할 텐데, 한 당사자의 이야기만 듣고 조언할 경우 불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조언이 될 수 있다.43) 또한, 법적인 쟁점에 대하여 견해가 나뉠 경우 

어느 한 법관으로부터 조언을 받은 의뢰인은 그 법관의 견해만이 올바른 견해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사례 6]은 이와 같은 문제를 잘 드러내 주었다.

둘째, 법관이 의뢰인에게 특정 사건 특히 이미 소송계류중인 사건이거나 곧 소

송이 제기될 사건에 대하여 법적 조언을 하게 되면, 의뢰인은 나아가 그 법관에게 

담당 법관에 대한 청탁까지 부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관이 법적 조언을 

함으로써 현관예우ㆍ관선변호의 첫 단추를 꿰는 셈이다.

셋째, 법관의 법적 조언ㆍ조력 제공 금지는 법관의 사회적 고립화 현상을 해결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법관이 친척, 친구, 친지들의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사정을 들어주고 조언을 하여 주지 않으면 그들과의 인간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결

국 법관의 사회적 고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44) 이러한 우려는 

법관에게 그러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지금까지

는 그러한 기대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

위를 구별하는 원칙을 엄격히 세우면 그 기대수준은 달라질 것이다. 법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법적 조언ㆍ조력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세우고, (모든 법관이 

이를 지킨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법관이 그 

원칙을 지킨다면, 법관에게 그 원칙을 위반하면서 법적 조언ㆍ조력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다. 법

관하여는 법률적 조언이나 변호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삼가야 한다”고 하여 법관윤리

강령 제5조 제3항의 문면에도 불구하고 특정사건 관련 법관의 조언을 금지하는 취지

로 적고 있다. supra note 40, 89-90면, 101면
43) 最高裁判所大法廷 決定 2001年(平成 13年) 03月 30日 平成13(分)3 (infra note 50) 중 

金谷利廣 재판관의 반대의견에서도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이야기 

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44) 영남일보, supra note 5, 는 “모 부장판사는 ‘판사들 가운데 집안 어른이나 지인들로부터 

욕을 먹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면서 ‘우리나라 정서상 집안일이나 지인 일을 모른 척

하기 힘든 탓에 청탁 유무를 떠나 이들의 사정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오해를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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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과 교류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법관에 대하여 특정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ㆍ조력을 

구할 수 없음을 인식하면, 법관이 학술, 종교, 교육, 자선, 취미 등 직무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재판은 사회 현상과 시대의 흐름에 대한 

이해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법관이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고립화 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45) 법관의 법적 조언ㆍ조력 제공을 금지하는 원칙을 엄격

하게 세우고 이를 잘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법관의 사회적 고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장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넷째, 과거 법조인의 숫자가 적었을 때는 변호사 뿐 아니라 법관ㆍ검사까지 법적 

조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변호사의 숫자가 대폭 

증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법관ㆍ검사가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을 이유가 없다. 

  (나) 법관의 법적 조언ㆍ조력 제공금지의 적용 범위 

법적 조언ㆍ조력 제공 금지의 원칙을 세우는 경우에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법적 조언ㆍ조력 제공을 허용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법관윤리강령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조언을 원

칙적으로 허용하고 내용을 중심으로 제한을 두었다. 이러한 방식의 제한으로는 위

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없고, 법적 조언ㆍ조력 금지를 원칙으로 삼아야 

함은 위에서 언급하였다. 법적 조언ㆍ조력 금지를 원칙으로 삼는 경우에도 일정한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첫째, 법적인 조언과 개인적인 조언을 구별하여 법관은 어떠한 법적인 조언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다. 방갈로어 법관행위원칙이 제시한 방안이다. 법관행위

원칙 제4.12조는 법관의 법률사무 수행을 금지하고 그 금지에 대한 예외가 없다. 

법률사무 수행에는 법적인 조언 제공과 문서 작성 등을 포함한다. 위 조항에 대한 

주석에 따르면 법관이 법적인 조언(legal advice)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는 비공식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개인적인 조언(personal advice)

을 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그러한 개인적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그가 법

45) The Judicial Integrity Group, supra note 41, paras. 31-32도 법관이 엄격한 생활을 하여

야 하지만 사회생활로부터 격리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사회의 접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법연수원, 법조윤리론 (2009) 17면도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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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조언(legal advice)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면 그것은 

전문직(즉 변호사)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다.46)

둘째, 법관으로부터 법적인 조언ㆍ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이다. 미국변호사협회의 모범법관행위규범(ABA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February 2007)의 규칙 제3.10조는 법관이 가족들에게 대가없이 법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문서를 작성 또는 검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사무47)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법적인 조언ㆍ조력의 형태에 따라 법관이 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하는 

방안이다. 독일 법관법(Deutsches Richtergesetz) 제41조 제1항은 “법관은 직무 외에서 

법률의견서(Rechtsgutachten)를 작성하거나 유상으로 법적인 정보제공(Rechtsauskűnfte)

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법관이 법률의견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법적인 정보제공은 무상으로 행하는 한 허용하고 있다. 법률의견서(Rechtsgutachten)

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조사하고 그 조사로부터 일정한 결론을 이끌어 내어 의

뢰인이 그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한 상황을 알 수 있게 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48) 법률의견서(Rechtsgutachten) 작성과 법적인 

정보제공(Rechtsauskűnfte)의 구별기준이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법률의

견서(Rechtsgutachten)는 그 설명과 결론을 의뢰인 뿐 아니라 다른 전문가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학문적인 작업 방식에 따라 문헌과 판례상의 근거를 포함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49) 

일본은 법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해태 또는 품위손상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일본 裁判所法 제49조)을 두고 있을 뿐, 법관의 법적 조언ㆍ조력 제공

46) The Judicial Integrity Group, supra note 41, paras. 172-174.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도 

법적인 조언(legal advice)에 해당하고 개인적인 조언(personal advice)과는 구별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조언이 유상으로 이루어지는가 여부를 가지고 법적인 조언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7) 정인진, supra note 18, 166면은 “법률사무취급이 반드시 영리목적을 가진 행위를 뜻하

는 것이 아니라면, 그에 상응한 보수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 외에서의 법적 

조언의 제공은 윤리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모범법

관행위규범(ABA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February 2007)의 규칙 제3.10조에서 

사용하는 법률사무(practice of law)는 당해 조문상 가족에 대한 무보수 법적 조언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대가를 받지 않은 법적 조언도 포함되는 것으로 읽힌다.
48) Günther Schmidt-Räntsch und Jürgen Schmidt-Räntsch, Deutsches Richtergesetz Kommentar 

6. Auflage (Verlag C.H. Beck, 2009) p.569. 
4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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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특별한 법규는 없으나, 최고재판소의 결정50)으로 법관의 법적 조언ㆍ조력 

제공의 한계를 판시하였다. 이 결정은 법관이 검사로부터 배우자가 체포 가능한 

정도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고 수사기관의 증거와 논리의 문제

점 등을 지적하고 배우자의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배우자와 그의 

변호사에게 교부한 사안에서, 법관의 행위가 실질적인 변호활동에 해당한다고 하여 

50) 最高裁判所大法廷 決定 2001年(平成 13年) 03月 30日 平成13(分)3. 이 사건에서는 

일본 후쿠오카고등재판소의 법관E가, 검사로부터 배우자D가 체포 가능한 정도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고 D가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여 수사기관의 증거와 

논리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D의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D와 그의 

변호사에게 교부하였다. 이 행위가 일본 재판소법 제49조(법관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

반하거나, 혹은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부끄럽게 하는 품행이 있은 때에는 따

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에 의해서 징계된다)에 위반하는 행위인가에 대하여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는 12:3으로 의견이 나뉘었고 다수의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E

의 행위가 재판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여 경고처분을 하였다. 이 결정은 

본문에 언급한 판시에 이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사실 관계를 보면, E는, 차석검사로부터, 아내D에 대한 피의사건의 수사가 체포도 가

능할 정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고 이것을 인정한다면 합의를 하라

는 취지로 수사정보의 제공을 받았으나, D가 반복하여 사실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그 

혐의를 풀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일련의 행동에 나선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 차석

검사로부터 제공받은 수사정보의 내용도 이용해 “[D의 혐의사실〕스토커 방지법 위반”

이라는 서면 등을 작성하고 피의자인 D와 변론을 맡은 甲변호사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서면의 기재 내용 중에는 수사기관과 피의자의 어느 쪽에도 서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 상황을 분석했다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인 D의 편에 서서 

수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증거와 논리의 의문점, 문제점을 끄집어내고 강제 수사와 

공소제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단서를 찾기 위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많이 포함

되어 있다. 

E의 행위는 그 주관적 의도는 차치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피의자인 D에게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한 해명 방법을 교시하고, 변호인인 甲변호사에게 변론방침에 관하여 시사

점을 주는 등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이것에 의하여 수사활동에 구체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이 충분히 예상된다. 또 E도 이 행위가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것임을 인식하였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E는 앞서 언급한 실질적인 변호활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결과 법관의 공정,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 손상, 

나아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했다. 따라서 E로서는 법관의 입장에 있는 이상, 

그런 행위는 변호인에게 맡기었어야 했던 것이고, E의 행위는 아내를 지원, 옹호하는 

것으로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판결에 대하여는 澤登

文治, 親族間の情義と裁判官の懲戒処分, ジュリスト 1224호 (2002. 6. 10.) 6-7쪽, 市

川正人, 古川判事戒告處分決定をめぐって, 法學敎室 No. 251 (2001. 8) 81-84쪽. 市

川正人 83쪽은 “배우자를 지원 내지 옹호하는 행위”와 “실질적인 변호 활동에 해당하

여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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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을 징계하였다. 이 결정은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물론, 직무 이외의 

개인으로서의 생활에서도 그 직책과 맞지 않는 것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법원과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본다면 법관은 일반적으로 수사가 상당 

정도 진전된 구체적인 피의 사건에 관하여 일방 당사자인 피의자에 가담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변호 활동에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은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나, 법관도 1인의 인간으로서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친족, 특히 배우자가 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원, 옹호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의 정(情)으로부터 볼 때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도, 사법작용에서 그러한 친족간의 정의(情義)에 

일정한 배려를 보여주고, 또한 이것이 사법작용의 제약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판사가 범죄 혐의를 받은 배우자를 지원 내지 옹호하는 것은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관이 위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그것도 자연히 한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한계를 넘어, 법관의 공정, 중

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까지 이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은 법관의 법률의견서 작성을 금지하는 독일 

법관법 제41조 제1항과 유사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세 가지 접근 방법 중 방갈로어 법관행위원칙의 접근 방법이 가장 논리적

이고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과연 개인적인 조언(personal advice)과 법적인 조언

(legal advice)을 실제로 얼마나 잘 구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

렇다면, 미국변호사협회의 모범법관행위규범과 같이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거나, 독일 법관법과 같이 법관이 행할 수 있는 조언ㆍ조력의 유형을 

정하는 편이 원칙을 실제 적용하는 면에서는 더 현실성이 있을 것이다. 조언ㆍ조

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또는 허용되는 조언ㆍ조력의 유형의 범위를 정할 

때는 아래 4.2.3.에서 논의하는 다른 법관ㆍ검사에 대한 청탁 금지 원칙과 피청탁

자의 행동지침이 얼마나 잘 정립되고 준수되는지와 연계하여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다. 법관ㆍ검사의 법적 조언ㆍ조력에 대한 규율, 청탁금지 및 피청탁자의 행동지침 

세 가지 모두 사법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다른 안전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때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위의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볼 때, 현관예우ㆍ관선변호가 문제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변호사협회의 모범법관행위규범과 같이 조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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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 내의 사람에 대하여는 법관ㆍ검사가 

예외적으로 무상의 법적 조언을 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법적 조언ㆍ

조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 범위에 대하여는 우선 

부양의무의 대상인 배우자 및 민법 제974조에 규정된 친족으로 정하는 방안을 고

려하여 볼 수 있다. 법관이 부양의무를 지면서 법률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51) 물론 이러한 배우자 또는 친족에 대한 

법적 조언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법관은 재판의 독립성ㆍ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는 외관을 보이거나 그러한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여서

는 안 될 것이다. 그 한계를 어디에 그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법률의견서 작

성을 금지한 독일 법관법과 실질적인 변호활동은 금지된다고 본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관이 (부양의무의 대상인 친족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아는 

사람에게 소송과 무관한 법적인 문제에 관한 법적 조언을 무상으로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소송 사건이 계류되어 

있지 않더라도 잠재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법률문제의 속성이고, 법

관에 대한 청탁이 가능하다는 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법관은 소송과 무관한 

법률문제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건에 관한 법적 조언ㆍ조력을 제공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방갈로어 법관행위원칙 주석은 법관의 직

무외 활동과 관련하여, 법관이 자선, 교육, 종교, 의료, 사교, 체육, 문화, 예술 등 

비영리단체의 구성원이나 임원이 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이 단체의 법률조언자

(legal adviser)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다. 이 경우에도 법관이 순전히 구성원 

또는 임원의 자격으로서 법률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법적 

조언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법적 조언을 변호사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

실히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52) 

법관이 특정사건에 대한 법적조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 법관의 사법제도 

또는 법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저작활동, 강연과 교육활동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과 사법제도 내지는 법 일반 또는 특정 

법 분야에 관한 연구, 저작, 교육 활동은 구별되어야 한다. 후자의 활동은 기본적

51) 변호사법 제36조와의 균형을 맞춘다는 면에서 변호사법 제36조 단서에 규정된 민법 

제767조의 친족으로 정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52) The Judicial Integrity Group, supra note 41, paras.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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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법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관

의 본래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정하게 판단할 능력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한 제약할 것은 아니다.53) 그러나 전자 

즉 특정사건에 대한 법적인 조언은 사건관계인이 그릇된 기대를 가지게 할 우려가 

있고, 더 나아가 다른 담당 법관에 대한 청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법

관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사법제도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2) 검사윤리강령

검사윤리강령은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

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제14조), “검사가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

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제15조), “검사는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한다”(제18조 제2항)는 조항을 두고 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법적인 조언ㆍ조력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역시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청법 제4조54)에 열거된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것이지, 친구, 친지 등 다른 일반인에게 그들이 당면한 사건에 대하여 법적 

조언ㆍ조력을 행할 것은 아니다. 그러한 법적 조언ㆍ조력은 변호사가 활동할 영역

이다. 법관과 관련하여 논한 것과 마찬가지로 검사가 다른 사람에게 법적 조언ㆍ

조력을 행하면, 검사에게 의뢰인이 생기는 셈이 되고, 현관예우ㆍ관선변호의 청탁을 

받을 가능성을 높인다. 법관과 마찬가지로 검사가 특정사건에 관하여 법적 조언ㆍ

조력을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범위 내의 가족에 대한 법적 

조언ㆍ조력만을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53) 미국변호사협회의 모범법관행위규범의 규칙 제3.7조는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54) 제4조 (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

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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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검사윤리강령은 다른 검사가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접촉

하는데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다른 검사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취급할 것

으로 예상되는 사건의 관계인을 접촉하는 경우, 알선ㆍ청탁을 의뢰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사건관계인임을 알면서 접촉하는 것은 금지하여야 올바를 것이다. 

(3) 변호사윤리장전⋅윤리규칙

변호사윤리장전의 윤리규칙 제26조는 “변호사는 법원의 위신이나 재판의 신뢰

성을 손상시키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법권의 존중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이 잘 아는 법관ㆍ검사에게 사건 담당 법관

ㆍ검사에 대한 청탁을 하도록 요청한다면 그것은 윤리규칙 제26조에 위반되는 행

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윤리규칙 제26조는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으

므로, 변호사가 현관예우ㆍ관선변호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윤리규칙

에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위에서 제시한 법관윤리강령 및 검사윤리강령의 보

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변호사 윤리규범의 구체적인 조항을 참고할 수 있다. 미국 

변호사협회의 직무행위표준규칙(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제3.5조

는 “(a) 법관, 배심원, 잠재적 배심원과 다른 공무원에게 법에서 금지된 방법으로 

영향력을 미치려고 시도하거나, (b) 법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에 적은 사람들과 일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a)항에서 말하는 “법”에는 법률만이 아니라 법관행위규범(Code of Judicial 

Conduct)도 포함되고, 법관이 일방적 의사소통 금지의무를 위반하도록 시도하는 

것도 (a)항 위반이 된다.55) 유럽변호사행위규범(Code of Conduct for European Lawyers) 

제4.2조는 “변호사는 소송수행을 공정하게 하도록 언제나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법관과 접촉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56) 

한편 일본의 변호사직무기본규정은 제74조에서 “변호사는 재판의 공정과 적정 

절차의 실현에 힘쓴다”는 일반적인 조항을 둠과 아울러 제77조에서 “변호사는 그 

55) Annotated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6th Edition) (Center for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merican Bar Association 2007), p.337. 
56) CCBE (Conseil des barreaux européens - Council of Bars and Law Societies of Europe), 

Charter of Core Principles of the European Legal Profession and Code of Conduct for 

European Lawyers (2008)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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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법관, 검사 그 밖의 재판절차에 관한 공직에 있는 자와의 

연고 그 밖의 사적 관계가 있는 것을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위 제77조는 “사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관, 검사 

등과 사적인 면접, 교섭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의 직무에 관하여 이러한 자와의 

연고를 선전하고, 또는 이것을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한 종전 조항의 취지를 

이어받아 문언을 정리한 것이다.57) 사적 관계는 혈연, 학교의 동기 동창생, 동향, 

선후배 관계 등을 포함하고, 이용의 방법에는 면담뿐 아니라 전화, 편지 등 문서에 

의한 경우와 제3자를 통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이용에는 수임사건에서 유리한 결

과를 이끌어 내는 것 뿐 아니라 변호사가 광고를 하는 경우 자신의 평가를 높이기 

위하여 행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58)

 

4.2.3. 법관⋅검사가 다른 법관⋅검사에게 청탁하는 행위

청탁자가 가지는 “다른 법관ㆍ검사에게 청탁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식”이 제도적

으로 어디에 기초한 것이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검토한다.

(1) 법관윤리강령 및 법관및법원공무원행동강령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의 청탁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일

반적인 조항으로서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제5조 제1항). 다른 법관이 

담당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도 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청

탁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1호(2006. 11. 15.)는 법관은 타인의 부탁을 받고 검찰과 경찰 또는 다른 법관에게 

자신의 신분 내지 직위를 이용한 청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안 되며, 그러한 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도 피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여, 법관

윤리강령 제5조 제1항 보다 더 넓게 법관의 다른 법관에 대한 청탁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 법관이 법관의 신분과 지위를 가지지 않았다면 다른 법관

에게 사건에 관한 청탁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여 보면 대법원공직

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1호는 법관이 다른 법관에게 청탁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57) 解說 辯護士職務基本規程, 自由と正義 56卷 臨時增刊號 (日本弁護士連合会 2005. 3), 

127-128면.
58) 전게서,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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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로 읽어야 하고 이는 매우 타당한 권고이다.

법관의 행동이 온당한지 여부를 다른 법관의 재판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가 아

닌가’의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법관이 다른 법관에게 하는 청탁은 그것이 

‘기록을 잘 살펴보아 달라’는 청탁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의뢰인의 부탁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다. 결국 청탁자는 자신이 피청탁자에게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다는 

인상을 의뢰인에게 보여주는 셈이 된다. 실제 피청탁자가 청탁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탁자가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사법작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된다.59) 법관윤리

강령도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상을 주는 행동과 본인 및 다른 법관의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한편 법관및법원공무원행동강령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

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

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제10조) 보다 구체적으로 직무상ㆍ직급상의 금지조항

을 두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부당한 이익을 위한’ 알선ㆍ청탁만을 금지하고 있어

서 부당한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알선ㆍ청탁은 허용되는 것으로 읽힌다. 법관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의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행정부 공무원의 행동강령 제11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법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행정절차

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은 재판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다른 법관이

나 법원공무원에 의한 알선ㆍ청탁의 길이 열려 있어서는 안 된다.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라는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변호사법 제36조는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자기가 근무

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7조 제1항은 “재판이나 수사 업

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

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59) The Judicial Integrity Group, supra note 41은 사법부 또는 법관의 독립성, 공정 또는 

온당한 행동의 실제 뿐 아니라 외관의 중요성을 여러 번 언급하였다(paras. 23, 37, 52, 

55. 65, 111, 1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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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7조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제113조 제3호), 제36조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제117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의 연혁을 보면, 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변호사법이 전부 개정될 

때 추가된 조항들이다. 입법취지는 당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바 있는 법조

비리의 근원적 척결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고, 재판

ㆍ수사기관 직원들과 변호사와의 유착관계 근절을 위한 입법이다.60) 이 두 조항은 

금품의 수수 또는 대가의 수령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변호사 소개ㆍ알선만

으로도 재판ㆍ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가의 수령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관ㆍ검사가 당해 법원 또는 검찰청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하여 (i) 변호사를 

소개ㆍ알선하는 경우에 비하여 (ii)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ㆍ검사에게 청탁을 하는 

경우가, 동료 법관ㆍ검사의 청탁이라는 점에서 상대방 당사자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재판ㆍ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상을 훨씬 강하게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법관ㆍ검사가 다른 법관ㆍ검사에게 청탁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36조 또는 제37조

에 못지않게 심각한 행위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2) 검사윤리강령

검사윤리강령은 검사가 다른 검사나 다른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알선ㆍ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

동을 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않도록 규정

하고 있다(제18조). 이 조항에서 다른 검사에 대한 알선ㆍ청탁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금지되고, ‘부당한 이

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결국 

‘공정한 직무저해’ 요건과 ‘부당한 영향력’ 요건을 갖추지 않은 알선ㆍ청탁은 허용

하는 셈이다. [사례 3]과 [사례 4]에서 “기록을 잘 살펴보라”고 청탁한 것은 이러한 

60) 의안번호 152496 (제안일자 1999. 12. 17.) 변호사법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이 조항들 

이외에도 판사⋅검사 등으로 재직 중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하는 행위의 

금지, 변호사가 판사⋅검사 기타 재판ㆍ수사기관 직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하는 행위

의 금지, 비리행위로 퇴직한 판사ㆍ검사 등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제도 신설, 판사ㆍ

검사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사건브

로커 근절을 위하여 변호사ㆍ사무직원의 사건유치목적의 수사기관 등의 출입을 금지

시키고, 변호사 안내제도 도입 및 변호사 광고를 허용하고, 법조윤리확립을 위한 협의

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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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이른바 스폰서 검사들에 대한 징계처분공고(법무부공고 제

2011-47호, 관보 제17483호 2011. 4. 8.)를 보면 수사지휘검사에게 ‘당사자가 억울

하다 하니 기록을 잘 살펴 달라’고 말한 것을 다른 검사가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 징계사건

에서는 ‘당사자가 억울하다 하니 기록을 잘 살펴 달라’고 말한 것이 실질적으로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로 인정한 셈이다. 

이 징계처분 공고만을 보아서는 법무부가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자 한 것

인지 아니면 그 징계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인지 알 수 없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청법 제4조에 열거된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검사의 직무 수행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검사에게 알선ㆍ청탁

하거나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고, 그렇다면 검사윤리

강령에서 ‘공정한 직무 저해’ 요건과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법관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변호사법 제36조 및 제37조 

관련 논의는 검사에게도 타당하다. 

4.2.4. 피청탁자의 행동

(1) 법관윤리강령

법관은 누구의 청탁을 받더라도 공정하게 재판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61) 

법관윤리강령은 이와 관련된 조항으로 법관이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

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제3조 제1항), 신중하고 충실

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하며(제4조 제3항),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

하거나 접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4항). ‘법관의 면담에 관한 지침’

은 학술회의 관혼상제 등 5가지 유형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관이 법정 이외의 장

소에서 변호사 또는 검사와 면담하거나 접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제2조), 변호사

61) 이상수, supra note 36, 455면은 전관변호사가 개입한 재판에서 공정한 판단이 곤란하

다면 법관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이 점은 다른 법관이 청탁한 경우에

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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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가 법관을 면담하는 절차를 규정하였다(제3조, 제4조). 적정한 내용이지만, 

아래의 두 가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다른 법관이 청탁하고자 할 때, 청탁

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행위는 법관윤리강령 제4조 제4항에서 금하고 있는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과 법정이외에서 면담ㆍ접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어느 한 

당사자의 의뢰를 받고 사건 담당 법관에게 청탁하는 법관은 법관윤리강령 제4조 

제4항의 맥락에서는 그 당사자의 대리인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관윤리강령과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은 면담ㆍ접촉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고, 법관이 의도하지 않게 소송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접촉한 

경우의 행동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법관이 일방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하

는 사람을 법정 밖에서 접촉하게 되면, 양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재판절차에 

참여한다고 하기 어렵다.62) 미국변호사협회의 모범법관행위규범의 규칙 제2.9조는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이 당사자 일방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원

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관이 금지된 의사소통을 하게 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법관윤리강령도 이

와 같은 취지의 조항을 두고 그것이 준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63) 사건을 담당한 

법관이 다른 법관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를 지고, 

실제 그러한 고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청탁자의 청탁 행위는 쉽게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64) 이러한 원칙의 확립과 준수는 법관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변호사가 

법정에서의 변론을 통하지 않고 활동하는데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전관예우의 문제의 해결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국변호사협회의 모범법관행위규범상 다른 법관이 법관행위규범에 위반

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정직성, 신뢰성, 직무적합성에 심각한 의문을 

62) 법원행정처, 법 윤리 (2011)도 “일방 당사자 측에 의한 사실상의 변론이 정식의 재판

절차 이외에서 면담이나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양쪽 당사자의 무기대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정성의 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supra note 40, 66면.
63) 이상수, supra note 36, 458면과 최진안, 법조윤리 (세창출판사, 2010) 425면도 법관이 

의도하지 않은 일방 당사자와 접촉을 하게 된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64) 한겨레신문 기사, supra note 2는 “상대방이 있는 민사사건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부탁이라도 청탁하지 않는다”는 판사의 언급을 보도하였다. 청탁이 있는 경우 상대방

에게 통지하는 제도가 충분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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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법관은 법관징계담당기관에 이를 알릴 의무를 지고(제

2.15조 (A)항), 또한 다른 법관이 법관행위규범에 위반하는 행동을 저질렀다고 의

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지득한 법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제2.15조 (C)항).65) 사법부에서 법관 상호간의 신뢰 역시 매우 중요하므로 법

관에게 다른 법관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할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한 이러한 조항을 둔다고 하여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66)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다만, 사법에 

대한 신뢰 증진은 누구보다도 법관이 부담하여야 할 임무라는 점에서 미국의 모범

법관행위규범의 규칙 제2.15조와 유사한 조항을 둘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

요가 있다.

(2) 검사윤리강령

다른 검사의 청탁이 있는 경우에도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점에 대하여는 검사행동강령에서 일반적으로 “검사는 

...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 정실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적정한 내용

이다. 다만, 검사의 경우에도 다른 검사로부터 사건 처리에 관한 청탁을 받는 행위는 

검사윤리강령 제15조에서 정한 사건 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을 위반하는 문

제가 제기될 수 있다. 판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탁하는 검사는 그의 의뢰인의 

대리인과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의 경우에는 법관

과는 달리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청탁을 근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검사의 경우에는 청탁을 받은 사실을 감찰담당 부서에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법관의 경우 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하겠다.

65) 법관은 변호사의 ‘직무행위규칙’ 위반에 대하여도 유사한 통지의무를 진다(2.15조 (B)

항 (D)항). 
66) 미국에서도 법관이 이론적으로는 법관행위규범을 위반하게 된다고 하여도 법관이 다른 

법관의 비행을 보고하는 경우는 드물고 통계를 보면 일반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Ronald D. Rotunda, Professional Responsibility (8th Edition) (Thomson/ 

West 2008), p.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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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는 말

판례와 징계사례 및 언론 보도에 드러난 현관예우ㆍ관선변호의 유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원인과 법적인 대응방안을 고찰하여 보았다. 현관예우ㆍ관선변호가 

실제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최근 발생한 세칭 그랜저 검사사건과 

스폰서 검사사건을 비롯한 판례와 징계사례에서 현관예우ㆍ관선변호의 존재가 잘 

드러났다. 현관예우ㆍ관선변호는 그것이 극히 일부의 법관ㆍ검사에게 국한된 것이

라고 하더라도 사법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현관예우ㆍ관선변호가 남아 있는 한 

브로커를 근절할 수 없는 등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심각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청탁하는 법관ㆍ검사와 청탁을 받는 법관ㆍ검사의 의식을 분석하여 볼 때, 현관

예우ㆍ관선변호는 윤리강령 등 법규의 느슨함과 이에 기초하여 형성된 법관ㆍ검사

의 의식을 브로커를 포함한 의뢰인이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관예우ㆍ

관선변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리강령 등 법규에 정한 원칙 보완이 필요

하다. 

우선 법관ㆍ검사는 부양의무의 대상인 배우자와 친족 등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특정사건에 관한 법적 조언ㆍ조력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원칙을 수립함으로써 법관ㆍ검사에게 법적 조언과 청탁 

등의 조력을 바라는 일반인의 기대를 없앨 수 있고, 나아가 법관ㆍ검사의 사회적 

고립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 원칙 수립과 더불어 법관ㆍ검사가 자신이 담당한 사

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 관계되거나 관계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을 접촉하는 행위도 

금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관ㆍ검사의 알선ㆍ청탁행위는 그것이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

는지 여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여부

를 불문하고 금지하여야 한다. 법관ㆍ검사가 알선ㆍ청탁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을 만들게 되고 이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방 당사자를 위하

여 사건 담당 법관에게 청탁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담당 법관과 

그 일방 당사자 측이 의사소통하는 셈이 되므로 피청탁자인 법관은 그 사실을 다

른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를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은 모두 법관윤리강령, 검사윤리강령, 법관및법원공무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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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령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변호사가 현관예우ㆍ관선변호를 활용하는 

행위 즉 법관ㆍ검사에게 윤리강령 등을 위반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는 점을 명시적으로 변호사윤리규칙에 반영하여 법관윤리강령, 검사윤리강령의 보

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 

투고일 2011. 5. 11     심사완료일 2011. 5. 29     게재확정일 201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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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Review of Advocating Activities of Judges 

and Public Prosecutors

Joon Park
*

67)

This paper reviewed types of advocating activities in which judges and public 

prosecutors engaged, as revealed in court cases, disciplinary action reports and media 

reports. This paper also reviewed the problems arising from such activities, the 

factors which lead to judges and public prosecutors engaging in such activities and 

proposed the measures to be taken to prevent them in the future. It is difficult to 

ascertain the frequency with which such activities take place. However, several court 

cases and disciplinary action reports, including the recently reported “sponsor-prosecutor 

scandal” and “grandeur-prosecutor scandal” show that such activities actually exist. 

The existence of such activities severely undermines confidence in the judicial system. 

Illegal case brokers cannot be eliminated without resolving the issues arising from 

such activities. Thus, we must cope with the problems arising from such activities 

seriously. 

Consciousness of a judge or prosecutor involved in such activities is formed by 

the rules in the code of conduct and other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prevent 

such activities from taking place, rules must be established so that judges and 

prosecutors are prohibited from providing legal advice or assistance to any person. 

Establishment of such rules will eliminate the expectation of persons seeking advocacy 

from judges and prosecutors against their colleagues responsible for the concerned 

case. Establishment of such rules will also help judges and prosecutors engage in 

non-legal social activities without being exposed to the risk of undermining existing 

social relationships when they refuse to assist their friends and relatives in relation 

to specific legal cases. 

*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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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advocating activities of judges and prosecutors must be prohibited 

irrespective of whether such activities affect another judge or prosecutor’s decision, 

undermine a fair and impartial conduct of another judge or prosecutor, or exercise 

improper influence. This is because the existence of advocating activities by a judge 

or prosecutor in and of itself would create the appearance that a case  would not be 

treated impartially and cause serious damage to public confidence in the judicial system. 

In addition, the judges receiving such advocacy request from another judge should 

treat it as an ex parte communication and inform the other party of such request.  

All these matters should be reflected in the code of judicial conduct and code of 

conduct of prosecutors. In addition, the code of conduct of lawyers should be amended 

to harmonize the same with the codes of conduct applicable to judges and prosecutors 

by including a specific provision prohibiting them from taking advantage of advocating 

activities of judges and prosecutors and attempting to persuade a judge or prosecutor 

to violate the applicable code of conduct. 

Keywords: judicial conduct, code of conduct, judge, prosecutor, legal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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