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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08년부터 형사재 에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가 개시되었다. 법률

상으로는 “국민참여재 ”이라 불리지만, 이 재 제도는 배심재 의 주요 특성을 갖

고 있으므로 나는 “배심원재 ”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 배심원재 은 2004년 사법

개 원회에 의해 처음 사법개 과제로 포함된 이래, 2007년 국회에 련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2008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시행 첫해에는 여러 시행착오가 가시화

되었지만, 만 1년간의 경과는 비교  정 인 평가를 가능  한다. 

  본고에서는 배심원재 의 도입경과를 통해서 제기된 쟁 을 요약하면서 의견을 

제시한다. 먼  국민참여형 재 제도의 헌법 합성 논쟁, 배심제와 참심제의 비교우

의 문제, 참여시민의 명칭, 배심원의 참여범   배심원평결의 기속력 부여 문제 

등은 서로 긴 히 연 되어 있다. 이러한 쟁 을 토의하면서 배심원재 의 특징에 

한 이해를 더 깊이 할 수 있었다. 한 배심원재 의 경우 그 도입 자체도 요

하지만, 형사 차의 개 을 한 지렛 로서의 의미가 그에 못지 않게 요하다고 

보았다. 다음 2008년의 시행원년의 성과를 검하면서, 시행이 의 우려가 상당부분 

불식될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결론 으로 배심원재 의 성공을 해서는 배심원재

의 본령에 맞도록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개 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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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의 혐의를 받은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다

2008년 12월 22일 서울 앙지방법원 형사27부(재 장 한양석 부장 사)는 피고

인 조모(24세)씨를 상 로 배심원에 의한 재 을 시행하 다. “국민참여재 ”이

라 불리우는 이 배심원재 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2007년 

말까지 한국에서는 직업법 만이 재 으로 참여할 자격이 있었다. 배심원, 참

심원, 재 원 등 국민이 재 의 주체가 되는 형사재 은 존재하지 않았다. 

200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국민이 배심원의 자격으로 형사재 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2007년 4월 국민의형사재 참여에 한법률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

라 2008년부터 배심원재 이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본 사건은 그 해에 시행된 

배심원재   60번째의 것이었다.  

검사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달라는 어머니와 다투다 격분해 칼로 

어머니의 손을 르고 집에 불을 질러, 화상성 쇼크로 어머니를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반면 피고인은 “평소 알콜과 약물 독 증세가 있는 어머니가 수면제를 

복용하려 하자 이를 말리기 해 약을 뺏어 자신이 신 먹은 뒤 잠이 들었을 

뿐, 흉기를 휘두른 도 없고, 집에 불을 지른 도 없다”고 완 무죄의 주장을 

폈다. 국민참여재 을 신청한 피고인이 자신의 의를 으로 부인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국민참여재 이 결정되면 법원은 지역의 주민 에서 일정수의 배심원후보 정

자를 무작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하여 법원에 출석하도록 한다. 통지받은 

배심원후보자  실제 출석한 자의 비율은 60% 가까이 된다. 12월 22일 당일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는 모두 32명이었다. 

배심원 선정 차에서 기피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  재 부가 직권

으로 1인에 하여 불선정결정을 했다. 검사를 개인 으로 알고 있다는 이유에

서이다. 검사와 변호인도 기피신청을 했다. 이유부 기피신청권은 검사가 2회, 

변호인이 1회 행사했다. 검사가 든 기피사유는 수사기 에 한 불신이었고, 변

호인이 든 기피사유는 사건 악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낮은 지  수 이었다. 

이번 사건은 유무죄를 정면으로 다투는 것인만큼, 검사와 변호인은 무이유부 

기피신청의 상한선(5인)에 이르는 기피신청카드를 거의 썼다. 검사는 5회 모두 

사용했고, 변호인도 4회까지 기피카드를 썼다. 배심원 선정에서 이 게 치열하

게 기피신청을 한 것은 처음이었고, 그로써 재 의 긴장도는 처음부터 훨씬 높

아졌다.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무기에 해당하는 한 형사사건(살인죄는 당연히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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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포함된다)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이번에 선정된 총 배심원의 수

는 12인이었다. 그  9인은 배심원, 3인은 비배심원이다. 가 비배심원인

지는 공 차가 종료될 때까지 알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비배심원들도 배심

원과 같이 공 심리에 집 하게 된다.  

2008년 국민참여재 은 통상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공 일 당일 오

에는 배심원선정 차를 통해 배심원을 선정한다. 이 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둘째, 당일 오후에는 공개 인 공 차가 진행된다. 재 장이 배심원선서를 시

키고, 배심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설명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알려주고, 입

증의 부담은 검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배심원들이 재 장을 통해 질

문을 할 수 있다는 을 알려 다. 그런 다음 증거조사가 진행되고, 피고인신문

으로 마무리된다. 마지막 단계로 검사와 변호사가 최종변론을 하고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한다. 셋째, 당일 녁에는 배심원 평의를 하고 유⋅무죄 혹은 범죄

사실에 한 평결이 이루어진다. 유⋅무죄에 한 배심원들의 의견이 나뉘어질

수록 평의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진다.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양형에 하여 

심리 여 사들과 함께 토의한다. 당일재 의 행은 사건이 복잡하거나 증인

이 많거나 하여 더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단되면 다음날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좀 더 복잡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 의 증언이 있었고, 소

방 , 이웃주민 등 14명의 증인의 진술이 이어졌다. 각 증인에 하여 검사와 

변호인은 치열한 교호신문을 했고, 배심원들도 재 장을 통해 여러 차례 질문

을 했다. 검사 측에는 수사검사  공 검사가 나왔고(2인), 변호인 측은 국선

담 형사변호사(2인)이 공 정에 나왔다. 이 재 은 다음날까지 속행되었다. 
피고인이 완 무죄를 주장한 만큼, 양측의 공방은 매우 치열했다. 검사와 변호

인의 최종변론에만 각각 1시간이 소요되었고, 배심원의 평의와 양형토의에 4시

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 사건은 2008년 실시된 국민참여재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9명의 배심원은 3시간 30분의 평의 끝에 평결을 내놓았다. 존속살해와 방화 

의에 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집에 불이 나서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그 화

재의 원인이 피고인 때문이라는 검사측 주장에 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다른 

가능성(피해자에 의한 방화, 담뱃불에 의한 실화,  등 사고로 인한 화재의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검사의 입증은 ‘합리  의

심’을 넘어설 수 의 확신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어머니와 다

투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의(존속상해)에 하여는 유죄를 인정했다. 
장에서 발견된 흉기의 사진, 당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들의 증언, 흐트

러진 집안의 상태 등의 증거를 받아들인 것이다. 
배심원은 유⋅무죄에 하여는 원 일치의 의견이 있으면 그에 따라 평결하지

만, 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재 여 사(3인)의 의견을 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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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배심원의 다수결로 유⋅무죄의 평결을 한다. 배심원의 유⋅무죄에 한 

평결에는 직업법 이 참여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방화  살인 의에 

해서는 배심원들은 6  3으로 무죄의견, 상해 의에 해서는 6  3으로 유죄

의견을 평결하 다. 다만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羈束)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  효력을 가질 뿐이다. 그러나 1년의 시행과정에서 

법 들은 배심원의 평결에 해  신뢰하게 되었으며, 배심원평결을 잘 무

시하지 않는다. 유죄평결이 내려지면 다음 양형 토의를 하는데, 이 때는 배심원

과 사들이 함께 토의하고 의견을 각자 개진한다. 이번 사건에는 재 부는 배

심원의 평결을 그 로 받아들여 존속상해의 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그에 

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 이 종료된 뒤 재 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배심원들의 합리  의문들이 

재 부의 쟁 과 많은 부분이 일치해 도움이 되었다. 배심원들이 피해자와 같

은 50  여성이 많아 실 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특히 피해자의 심리를 

배심원들을 통해 추론할 수 있었다.” 공 차가 이례 으로 길어져 만 이틀을 

넘긴 에 해서 말했다. “배심원 소환 차부터 불출석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에 해 항의하는 시민이 많았다. 배심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해 가능한 단기간에 하려고 무리한 일정을 잡다보니 애로사항이 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 에서 살인 의에 해 무죄 결을 받은 첫 사례로 각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일반 형사재 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 도 항소할 

수 있다. 이제까지 국민참여재 에 한 항소율은 매우 높은데(88%), 이 사건

에 해서도 검사는 항소를 했다. 변호인도 살인죄 이외의 일부 유죄 결에 

해 항소를 했다. 이제까지 항소심에서는 제1심의 단을 체로 존 하여 부

분 사건이 항소기각 결이 내려지고 있다.1)     

I. 서론 

형사재 에서 일반 시민들이 직업재 과 함께 참여하는 제도(lay participa-

tion trial)는 오늘날 범세계 , 보편  제도가 되어 있다. 국에서 출발한 배심재

1) 위의 내용은 법률신문, “모친살해 20대, 참여재판서 누명 벗다-중앙지법, 살인혐의 기
소사건 배심거쳐 무죄 첫 사례,”(김소영 기자), 법률신문, 2008-12-29; “엎치락 뒤치락 
‘3일간의 법정드라마,’” (전성철 기자), 동아일보, 2008-12-25 등의 기사를 참조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변호인을 맡은 이영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세세한 부분의 교정을 받
을 수 있었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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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국을 거쳐, 지 은 세계의 50개국 이상의 나라에 채택되어 있으며, 그 

변형인 참심제(mixed tribunal)는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다.2) 그런데 형사재 을 오직 직업재 이 담하고, 시민이 재 에서 법 의 

역할 혹은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쇄된 국가들이 있다. 21세기가 되

기 직 에 세계의 시민참여를 연구한 한 논자는 다음과 같이 언 하고 있다. 

몇몇 국가들, 가령 일본, 남한, 사우디 아라비아, 바 인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들은 형사재 에서 어떤 형태의 시민참여도 갖고 있지 않다. 이들  몇몇은 

과거에 시민참여재 을 가진 이 있긴 하지만.3)

그러나 불과 몇 년만에 의 언 은, 일본과 한국의 경우에, 사실이 아니게 되

었다. 첫째, 일본은 1928년부터 1943년까지 비교  형  형태의 배심형사재

을 시행4)하 고, 1943년 시하에서 일시 ‘정지’하는 법률을 시행하 다.5) 그러

나 후 박한 정치상황 속에서 배심재 은 ‘부활’되지 못했다. 그러다 1990년

 후반 사법제도개 심의회(사개심)은 사법제도 반에 한 개 에 착수하 다. 

“사법을 국민에게 친근하게 열린 것으로 하기 해” 국민의 사법참여를 의제로 

등장시켰다. 일본의 법조 료들은 배심보다는 참심을 선호하 다. 반면 변호사단

체  시민사회는 “ 료사법으로부터 시민사법으로의 환”을 내걸고 배심제의 

2) 세계적 추세에 대하여는 안경환⋅한인섭,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집문당, 2005, 
115쪽 이하; Neil Vidmar ed., World Jury Systems,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참
조. 닐 비드마르의 저서는 김상준⋅김형두⋅이동근⋅이효진, 세계의 배심제도, 나남, 
2007으로 번역되었다. 

3) “Some countries, such as Japan, South Korea, Saudi Arabia, Bahrain, and the Nether-
lands, do not feature any lay participation in their respective criminal justice systems 
(although some of them may have done so in the past).” in Sunja Kutnjak Ivkovic, 
Lay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the case of Croatia, Austin & Winfield, 1999 p. 
26.

4) 일본에서의 배심제도의 수용사 및 배심법의 입법경위에 관해서는, 三谷太一郞, 政治制

度としての陪審制―近代日本の司法權と政治―, 東京大學出版會, 2001가 상세하다. 그 
외에 陪審制度を復活する會 編, 陪審制の復 ― 民による刑事裁判, 信山社, 2000; 中
原精一, 陪審制復活の條件, 現代人文社, 2000; 문준영, “일본의 배심제도의 역사와 국민
의 재판참가의 최근동향,” 법학연구 제8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2, 131- 152쪽 참
조.

5) ｢배심법의 정지에 관한 법률｣ 부칙 제3항은 “배심법은 대동아전쟁 종료 후 재시행하
는 것으로 한다. 그 기일은 각조에 칙령으로 이를 정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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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도입을 주장하 다. 한 형사재 에 참여하는 시민의 숫자에 해서, 료

법조는 2∼3명의 은 수를, 변호사단체 등은 9∼12인의 극  참여를 제안하

다. 논란 끝에, 사개심은 “21세기 일본을 지탱하는 사법제도”라는 부제를 단 

<사법제도개 심의회의견서>를 내각에 제출하 다.6) 여기서 사개심은 “재 원 

제도”를 제안했다. 재 원제도라 함은 재 (직업재 )과 재 원(시민)이 등

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유무죄의 평결  형의 양정을 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

본 내각은 2004년 “재 원이 참가하는 형사재 에 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

리고 5년간의 비기간을 거쳐, 2009년 5월 드디어 재 원제도를 처음으로 시행

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한편 한국(남한)에서는 21세기 이 에 국민참여재 에 한 논의가 거의 없었

다. 국민의 사법참여는 21세기에 들어와서야 본격 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3∼2004년 법원의 사법개 원회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주요 의제의 하나

로 설정하 고, 2004년 원회를 마감하면서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도입을 건의’

하 다.7) 이후 사법개 원회의 건의안을 정책화하고 입법화하는 과제를 맡아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가 발족하 다.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는 법률안을 만

들어, 국무회의를 거쳐 2005년 12월 국회에 넘겼다. 국회는 2007년 4월 30일 ‘국

민의 형사재  참여에 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같은 일자로 국민참여재 을 가

능  할 형사소송법의 면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다만 국회는 2008년 1월

부터 이 법률을 시행한다고 하 다. 한국은 일본보다 3년 늦게 법을 통과시켰지

만, 시행의 시 (始點)은 일본보다 1년 이상 앞섰다. 이리하여 직업재 만의 형

사재 을 고수해오던 동아시아의 두 국가는 이제 국민참여재 을 받아들이게 되

었다. 

이 은 우선, 한국의 국민참여재 이 제도화되기까지의 경과와 쟁 을 설명한

다. 국처럼 거의 10세기에 이르도록 완만한 발 과 변화를 해온 나라에서는 시

민의 재 참여를 둘러싼 쟁 이 무엇일까를 오히려 알기 어렵다. 수많은 역사  

국면 속에 논쟁이 벌어지고  해결되어 왔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문헌연구를 

경과해야 한다. 반면 한국은 순수히 료사법을 유지해오다 2000년  에 이르

6) 司法制度改革審議會, ‘司法制度改革審議會意見書－21世紀の日本を支える司法制度－’ 
(2001. 6. 12) 

7)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VII)-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사법개혁위원
회 백서), 2005, 181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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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서야 논란이 본격화되었다. 극히 짧은 논쟁기를 거쳐 2008년에 이르러 시민참

여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기에, 국민참여재 의 필요성, 정당성, 문제  등에 

한 논의가 한꺼번에 압축 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압축  논의를 통해 과연 국

민참여재 이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반 입장은 어떤 명분과 실익을 추

구하는가를 실감있게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사례를 통해 국민참여재 의 

의의와 요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은 2008년도 1년간에 행해진 국민참여재 의 시행과정에서 

일어난 시행착오를 소개하고 그 문제들에 해 어떻게 근⋅해결했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셋째로, 배심재 의 도입은 단지 하나의 재 형태의 도입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문제시된 형사사법의 구조와 특징 반을 재구성하기 한 지렛

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사법개 의 결정  건으로 배심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논거가 된다. 그러면 행의 배심제도의 시행이 기존의 형사사법의 행  운

의 실제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가를 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토 로 자연히 앞으로의 국민참여재 의 망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은 찰자  연구자의 시각으로만 쓰여지지 않았다. 그동안 나는 사법개

을 주요 의제로 삼아 여러 을 썼고, 각종 지면에 주장을 펼쳐 왔다. 20세기 

말에는, “국민을 한 사법개 ”을 내걸고 사법감시의 시민운동8)에 참여했지만, 

사법에 한 감시로는 보다 극 으로 국민을 한 사법제도를 이끄는 데는 한

계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배심제도에 을 뜨게 되었고, 이론  기 를 

나름 로 다졌다. 2004년 사법개 원회의 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의 사법참

여’안을 도출하고, 되도록이면 참심제 쪽이 아니라 가능한 한 배심제에 보다 가

까운 쪽으로 만들어내기 해 정열을 쏟았다. 그러한 참여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실천가능한 배심제 모델을 구상했다.9) 2007년 국회에 계류된 법률안의 통과가 

난 에 부딪쳐 있을 때, 나는 동료들과 <국민의사법참여연구회>를 결성10)하여 

법률통과를 한 캠페인을 비롯한 각종 활동을 개하 다. 연구회를 창립한 지 

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창립 구성원으로, 부소장 및 소장(1994∼2002)으로 활동하였
다. 동 센터는 사법개혁을 위한 종합적 기획을 했고, 그 성과 중의 하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편, 국민을 한 사법개 , 박영률출판사, 1996의 간행이었다. 

9) 안경환⋅한인섭, 앞의 책, 2005 참조.
10) 국민의사법참여연구회는 2008년 3월 31일 회원 170여 명으로 창립총회와 창립기념 심

포지움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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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한 달 만에 법률은 국회를 통과했다. 입법론을 펼치려는 비를 하다가 곧

바로 실행론을 검하는 단계로 이행해야 했다. 그리하여 법률의 통과 뒤에는, 

도입  시행 기의 문제 을 검하고, 각 법률가집단( 사, 검사, 변호사, 교수, 

시민사회 등)과 함께 주요쟁 과 시행과정에서의 여러 문제 들을 학술 으로 검

토해 오고 있다. 따라서 나는 때로는 “참여 찰자”로서,  때로는 “ 극 참여자”

로서, 국민의 사법참여를 여론화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의 경험을 토 로 이 을 

쓴다.

 

II. 법제정까지의 제도설계 및 쟁점 

권 주의 정권하에서 한국의 사법부의 최  과제는 ‘사법부 독립’의 확보 다. 

정권의 철권화가 더해질수록 사법부의 독립은 받았다. 1987년 6월민주항쟁 

이후 민주제도가 정착되기 이 에, 한국의 사법부는 정권의 외압에 제 로 응

하지 못하 다. 심지어 정권의 요구에 극 부응하여 재 의 이름으로 국민의 인

권을 탄압하는 결을 양산했다. 그 가장 극단 인 가 사법살인이라 불리우는 

것으로, 정치  반 자에 하여 재 을 통한 처형을 한 사례들이다.11) 한국의 

민주화의 환 단계에서 법 들은 집단  서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반성하 다. 

 
“돌이켜보면 우리 국민은 사법부에 기 어 기본권을 보장받기보다는 오히려 많

은 부분을 국민 자신의 희생과 노력으로 스스로 쟁취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고 심지어 매도하기에까지 이르 습니다.”12)

사법부 독립은 사들의 염원이었을 뿐 아니라, 온 국민이 갈망하는 민주화의 

한 필수  부분이었다. 법 들의 자각은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사법부 

독립을 향한 기반이 되었다. 어도 1990년  반 이후에는 제도로서의 사법부

의 독립에 하여 큰 의문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 특정한 결에 하여 사법부

11) 정치인 조봉암에 대한 처형(1959년), 언론인 조용수에 대한 처형(1962년), 인민혁명당
의 재건을 목적으로 한 활동을 했다는 조작에 의한 8인의 처형(1975년) 등이 사법살
인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이들 중 일부는 2005년 이후 일련의 재심재판을 통해 무
죄가 선고되었다.

12) 동아일보 1988. 6. 16일자, 14면. 전문은 한인섭 편, 정의의법 양심의법 인권의법, 박
영사, 2004, 455-457쪽. 



한국의 배심원재 － 비과정과 시행원년의 성과를 검토한다 / 韓寅燮   689

가 보수 이다, 시 착오 이다는 등의 비 을 종종 받긴 하지만, 그 다고 그 

결이 권력의 외압이나 권력의 직  주문의 산물이라는 비난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법부의 독립, 법 의 독립이 확립된 뒤에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향

유할 수 있었던가. 그 정도로 충분치는 않았다. 사법부가 정권과 국민 모두로부

터 자유로운 상태가 되면, 소수의 사법 료 엘리트의 지배의 모습을 띠게 된다. 

사법부가 ‘국민을 한’다고 하지만, ‘국민의 사법부’가 아니라 특정 엘리트집단

의 사법부로 여겨질 때 문제 이 지 않게 된다. 사법감시의 에서 이러

한 형태의 사법부에 한 비 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법원과 검찰의 권 주의 이고 료 인 구조, 문턱은 높고, 법조인은 불친

하며, 사법서비스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은 엄청나다. 무엇보다 사법부는 국민 

에 군림하는 권력기 이었지, 국민을 한 법률서비스 제공기 으로 인식되지 

않았다.”13)

사법부가 국민에 군림하거나 지배한다는 느낌은 연이은 사법개 의 한 동력이 

되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가능한 렴하게 릴 권리’가 부각되면서, ‘국민

을 한’ 사법개 은 기존 사법제도  행에 계속 도 했다. 특히 권 이고 

인권침해 인 형사사법제도  그 운 이 비 의 표 이 되었다. 그에 응하여 

몇 가지 개 들이 가시화되었다. 구속 장의 남발을 억제하게 된 경우가 그 표

인 이다. 종 에 검사의 구속 장 청구에 한 법 의 통제권이 실질화되지 

못하여 인신구속이 남발되었다는 비 이 고조됨에 따라, 법원은 구속 장 실질심

사제를 형사소송법으로 제도화했고, 그 결과 법 의 통제권이 확 되면서 구속율

이 히 감소했다. 1980년 에는 4명  3명 이상이 구속된 채 기소되었지만, 

지 은 구속기소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한다.14) 그만큼의 국민의 인권이 신장되

었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새로운 목표가 추구되었다. 사법이 직업법 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 에 시민의 양식과 감수성을 

1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앞의 책, 1996, 6쪽.
14)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구속기소인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1970년대 중반부의 경우 각각 

80% 이상이지만, 2005년 이후에는 20%를 넘지 않고 있다. 사법연감의 각 통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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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함으로써 재 의 과정과 결과에 한 국민  신뢰가 높아져야 한다. 재 에 

있어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다양한 가치 과 상식이 융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

의가 나오는 에, 사법개 원회가 출범했다. 2004년 사법개 원회는 “국민

의 사법참여에 한 시  요청을 수용하고, 국제  기 에 맞는 사법제도를 확

립하기 하여 ‘국민의 사법참여’에 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합치된 의

견을 냈다. 그럼으로써 “사법의 민주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

써, 궁극 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 받는 사법을 확립”할 수 있으리라 본 

것이다.15) 

사법개 원회에서 건의안의 통과는 원일치 지만, 그 과정은 격론의 연속

이었다.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의제 자체에 한 거부감(원천  거부론)을 극복해

야 했고, 그 다음에는 행 헌법하에서 국민이 재 이 되는 것은 헌이라는 

주장( 헌론)의 문을 돌 해야 했다. 이러한 원천  거부론  헌론은 제도 

설계의 내용에도 일정한 향을 미쳤다. 배심제, 참심제 등 사법참여 모델  어

떤 형태의 모델을 구체화할 것인가에 해서, 개별 쟁 마다 논의가 불붙었다. 

다음은 사법개 원회로부터 시작하여, 2007년 “국민의 형사재 참여에 한 법

률”(제정 2007. 6. 1. 법률 제8495호. 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이르기까지의 주

요 쟁 과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1. 국민참여재판제도는 합헌적인가? (헌법적합성 논쟁)

한국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이 정한 법 ”은 “헌

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물  독립과 인  독립이 보

장된 법 ”을 의미한다고 통상 해석된다.16) 즉 사법부에 속한 직업법 만이 여기

에 해당한다고 새기게 되면, 직업법  아닌 시민이 재 에 여하면 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종 에 한국의 헌법교과서들에서는 시민이 사실 정에만 여할 

경우에는 합헌이며, 법률 단에까지 여한 경우에는 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했

다.17)

15)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VII)-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사법개혁위원
회 백서), 2005, 181-182쪽.

16) 헌법재판소 1993. 11. 25. 91헌바8 결정. 
17) 성낙인, 헌법학(제3판), 법문사, 2003, 538쪽;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5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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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배심제나 참심제는 민주국가에서 보편 으로 채택되어 있는 제도이며, 

직업법 만의 재 보다 국민주권의 원리를 충실히 구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내세우는 나라  유독 한국의 경우에만 

헌이 된다는 것은 뭔가 어색하다.18) 실제로 이 조항은 “군인들로만 구성된 법

”이 군사재 을 담한다든지, 특별법원의 형태로 인  독립성이 보장되지 아

니한 법 에 의한 재 을 불허함으로써, 국민의 재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한 

규정으로 새겨야 할 것이지, 배심  참심과 같은 국민참여의 재 형태를 배제하

기 한 헌법  결단으로 이해하기는 곤란하다. 내용 으로 보아도, 배심재 의 

경우 법 을 배제한 채 재 하는 것이 아니라, 법 과 함께 재 하며, 법 의 설

시(instruction)를 처음부터 끝까지 받고 있다. 요컨  배심제든 참심제든, 국민주

권의 헌법체제 하에서 헌론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19) 다만 헌론의 존

재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기에, 입법화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헌가능성도 없애

기 한” 제도설계를 하게 되었다. 

첫째, 배심원의 평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羈束)하지 아니한다(<법률> 제46

조 제5항). 다시 말해 배심원의 평결은 법 에게 ‘권고  효력’을 가지며, 법 은 

때로는 이를 무시하고 결할 권한을 갖고 있다.  

둘째, 배심재 은 일정 사건에 해 일률 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의 청구에 따라 시작될 수 있는 것으로 했다. 다시 말해 일정한 사건에 해 모

두 배심재 을 필수화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국민참여재 을 받을 권리’를 

심으로 구성되었다(선택  배심제). 이 게 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평결이 내

려졌을 경우, 어도 그 피고인이 배심재 에 해 헌심 을 제기할 가능성이 

없어질 것이다.  

셋째, 국민참여재 이든, 다른 재 이든, 모두 제1심의 재 에 불복하여 상소할 

권리를 보장한다. 미국배심의 경우 제1심의 배심평결이 최종심의 역할을 하고 있

으나, 한국의 제도하에서는 상소권이 일반 으로 보장된다. 상소심은 배심재 이 

아니라 직업법 만에 의한 재 이므로, 배심제의 최소한의 헌가능성은 상소제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2, 358쪽 등. 
18) 김승대는 이러한 위헌론이 “일견 상식에 어긋난 결론”으로 본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의 사법참여를 배제하는 논거로 변질되는 것은 문제다. 김승대, 국민
의 사법참여 공청회, 토론문, 2004, 100쪽.

19) 상세한 논거와 함께 위헌론에 대한 비판은 안경환⋅한인섭, 앞의 책, 91-9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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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의해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2. 배심제인가 참심제인가 ― 어떤 형태의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할 것인가?

한국에서 국민참여재 을 설계할 때 가장 많이 논의된 외국의 사례는 미국형 

배심제와 독일형 참심제에 한 것이었다. 독일의 참심재 은 직업법  1인과 시

민법  2인, 혹은 직업법  3인과 시민법  2인으로 구성된다. 미국은 직업법  

1인과 배심원 12인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가장 에 띄는 차이는 참여시민의 수이다. 배심제에 충실한 제도일수록 참여

시민의 숫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한 독일형에서는 직업법 은 시민과 함

께 사실인정  양형을 한다( 업의 원리). 반면 미국형에서는 사실인정  무죄 

평결은 배심원이 담하고, 직업법 은 양형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분업의 원리). 

언뜻 보면, 독일에서 시민의 여범 가 더 넓은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참심재

 하에서는 시민은 직업법 의 향력에 휘둘리게 되고, 단지 문가의 독 을 

억제하는 역할(accessary role)을 한다고 비 받고 있다.20) 

참여시민의 숫자의 결정은 국민참여재 의 성격과 긴 한 련을 갖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고재 소는 재  3인과 시민(재 원) 2∼3인 정도를 주장하 고, 

법무성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그에 반해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배심제의 정신을 

활용하도록 하기 해서는 시민의 수가 폭 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일본변호사

연합회는 재  1∼2인에 시민재 원 9∼11명의 구성을 주장했으며, 시민단체들

은 재  1인에 시민재 원 11인을 제안했다. 시민단체 쪽으로 갈수록 참여시민

의 수를 늘리고, 직업재 으로 갈수록 참여시민의 수를 이자는 방향의 논쟁

이 지속되었다. 참여인원수의 논쟁은 재 의 주도권을 시민에게 얼마나 넘길 것

인가와 직결되는 민한 이슈임이 드러난다. 아울러 참여시민의 수가 많을수록 

배심제의 모형이 채택될 것이며, 수가 을수록 참심제형 모형이 채택될 가능성

이 높다. 일본의 경우에는 결국 직업재  3인, 시민재 원 6인이 기본모형으로 

채택되었다.21) 독일형 참심제에 보다 근 한 모델을 채택한 셈이다. 

사법개 원회에서의 논쟁과정을 통해 찰한 바로는, 사법부의 고 층에 이

를수록 배심재 의 모델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고, 국민의 사법참여를 채택하여

20) Sunja Kutnjak Ivkovic, 앞의 책, 506-525쪽 참조.
21) 안경환⋅한인섭, 앞의 책,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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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면 독일식 참심제가 더 낫다는 입장이었다. 시민들에게 재 권을 넘겼을 

때, 시민들만의 평의⋅평결을 제 로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에서 다. 사법

부의 애  제안은 직업법  3인에 참여시민 3∼5인 정도를 하고 법 이 시종 지

도  역할을 하는 것을 상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시민단체와 학계는 시민의 

극  역할을 강조하는 배심제  모형을 더욱 지지했으며, 참여시민의 숫자도 9

∼12인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참여인원과 재 모델 간의 성에 주목하게 되면서 논쟁은 더욱 가

열화되었다. 결국 사법개 원회는 타 안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배

심⋅참심 요소를 혼용한 한국형 국민참여재 의 모델을 만들어낸다. 둘째, 사건

의 경 과 피고인의 자백 여하에 따라 참여시민의 수를 달리한다. 직업법 은 3

인으로 고정 이지만, 일반시민은 5∼9인으로 융통성을 둔다. 셋째, 유무죄의 평

결에는 일반시민들이 논의 후 의견을 개진하고, 유죄로 직업법 과 참여시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단계에서는 참여시민들은 사와 함께 양형에 하여 토

의하고 그에 한 의견을 개진한다. 

사법개 원회의 단계에서는 아직 배심제냐 참심제냐에 하여 정확한 단일

모델을 제안하지 못했다. 구체 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후속과제로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는 구체화 단계

에서 보다 배심제  방향으로 제도설계를 했고, 국회는 이를 수용했다. 참여시민

의 수와 련하여서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형인 경우에는 9인의 시민이 참여하

고, 그 외의 경우에는 7인으로 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5인으로 할 수 있다(<법률> 제13조).

3. 참여시민을 무엇이라 부르고, 참여재판을 무엇이라 명명할 것인가?

어떤 형태의 국민참여재 이냐의 논란과 직결되는 것이 참여시민의 명칭을 무

엇이라고 할 것인가 하는 쟁 이다. 나라마다 배심원( 미 등), 참심원 혹은 명

법 (독일), 재 원(일본), 배심원(Je Jure)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참심원인 경우(

랑스) 등 다양한 용례가 있다. 한국에서도 시민의 명칭을 둘러싸고 고심이 거듭

되었다. 법원에서는 ‘사법참여인’을 제안했지만, 이 용어는 국민의 극  역할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방청인’과 다를 바 없어 부 하다는 비 을 받았다. 국민

의 극성을 최 한 반 하는 명칭은 ‘시민 사’, ‘시민법 ’이었다. 이는 일반시

민이 사실상 사의 역할을 하는 을 부각시키고, 시민들에게 참여감과 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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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게 하는 데 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 측은 시민들을 ‘ 사’라 

부르는 데 해 강한 반 입장을 폈다.22)

결국에 채택된 것은 ‘배심원’이었다. 배심원이라는 용어는 몇가지 장 을 갖고 

있다고 주장되었다. 첫째, 국민들은 (특히 미국 화와 드라마를 통해) 배심원의 

역할에 해 친숙하다. 때문에 배심원이라 명명할 경우 국민들은 자신의 역할에 

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한국형 국민참여재 은 이미 배심제  틀을 많

이 수용하고 있다. 주민 체를 모집단으로 한, 무작 추출에 의한 배심원 선정

이 그러하고, 배심원후보 에서 이유부/무이유부 기피신청 차를 모두 둔 것도 

그러하고, 유무죄의 평결을 법 의 여 없이 독자 으로 결정하는 도 그러하

다. 때문에 한국  형태는 약한 의미의 배심재 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

이라는 명칭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회고해보면, 배심원이란 명칭 선정은 단히 잘한 것으로 생각된다. 배심원후

보자로 통지받은 시민들은 자기 역할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 게 되면 시민

의 참여의식도 높아지며, 실제로 배심원후보자의 출석통지에 해 응하는 비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한국법의 공식용어로는 ‘국민참여재 ’이라는 립  언어

를 쓰지만, 언론은 개 ‘배심재 ’이라고 부른다. 내 입장은 기본 으로는 배심

재 이지만, 배심원 평결의 구속력이 없고, 배심재 이 의무화되어 있지도 않으

므로 곧바로 ‘배심’재 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나 국민이 배심원

이란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은 분명하며, 배심재 의 모형을 따르고 있으므로, 

“배심원재 ”이라 부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국민참여재 ”으로 부르든, “배심

원재 ”으로 부르든, 재 시민들과 언론 사이에 가장 리 불리워지는 제목은 

“배심재 ”이고, 참여시민은 “배심원”으로 부른다. 나 에는 결국 국민이 자연스

럽게 부르는 이 이름을 법률화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4. 어떤 사건부터 배심재판을 할 것인가?

직업법 만의 형사재 을 해오던 나라에서 새로운 형태의 국민참여재 을 도

입하는 것은 하나의 모험이다. 어느 나라나 법원은 신 한 경향이 있다. 국민에

게 불이익을 안겨주는 재 을 갖고 실험 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참

여재 을 성사시키기 해서는 단히 많은 비를 해야 한다. 법조인들을 교육

22) 김선수, 사법개  리포트, 박영사, 2008, 15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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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야 하며, 법정도 만들고, 변론기법  재 지휘기법도 익히고 말이다. 무엇보

다 국민들이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친숙하게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을 감안하여, 한국에서 배심원재 을 도입할 때는 두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우선 1단계는 시행 첫 5년간으로, 이 기간에 국민참여제도를 고안 실시하

여 그 시행성과를 분석한 후 한국형 모델을 확정한다. 그런 뒤 2단계에 이르러 

국민사법참여가 실질 으로 보장되는 완성된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건부터 배심재 을 시행할 것인가. 신 론은 경미범죄부터 시행

하여 그 성과를 보아가며 죄로 확 하자고 했다. 그러나 결론은 가장 한 

범죄부터 시행하고 그 성과를 보아가며 다른 유형의 사건에 확 하는 방안을 장

기 으로 검토하자는 안이 채택되었다.23) 그 이유는 첫째, 직업법  3인, 배심원 

5∼9인이 여하는 재 은 통상의 재 보다 훨씬 한 사건을 다루기에 합

하다는 것이다. 둘째, 한 사건일수록 신 하게 행해져야 하며, 거기에 배심원

의 치열한 평의를 거치게 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셋째, 죄부터 해야 국민들이 

배심재 에 심을 갖게 되고, 법원  검찰, 변호사들의 에 지도 집 될 수 있

을 것이라는 이다. 

첫 단계에는 사건의 수는, 실험의 실을 감안하여 국 으로 100∼200건 정

도의 사건을 다룰 것을 상했다. 각 지방법원마다 배심법정을 1개 만들고, 담

재 부가 이를 담당한다는 안이었다. 

5. 배심원들은 평의와 평결에 어느 정도 관여할 것인가?

재 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재 내용  어느 정도까지 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는 미국모델로써, 배심원이 사실확정  유무죄 평결을 하고, 법 이 양형

단을 한다. 배심원의 평결은 원일치로 내려야 함이 원칙이다. 이 모델에서는 

배심원과 법 의 역할이 명확히 구별된다. 다른 하나는 독일형으로써, 법 과 참

심원이 유무죄 단  양형 단 모두에 걸쳐 공동으로 토의하고 다수결로 정

한다. 공동참여와 다수결이 원칙이다. 물론 배심재 을 하는 나라에서도 원일

치의 평결원칙을 모두가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국의 경우, 최근에는 어도 2

시간 이상의 평의를 해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10:2의 다수결로 평결

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랑스는 12명  8명으로 유죄를 평결한다. 스

23)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Ⅴ) - 제14차∼제27차 회의자료, 2005. 2, 8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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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의 경우 유죄에는 9명의 배심원  7명, 무죄의 경우에는 9명  5명으로 

평결정족수가 된다.24)  

한국의 경우, 평의와 평결은 다음과 같이 입법화되었다.

 

(1) 먼  유⋅무죄의 평의와 평결에 한 것이다. 

첫째, 배심원들은 유⋅무죄에 하여 평의하고, 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여한 사의 의견

을 들을 수 있다. (<법률> 제46조 제2항)

둘째, 배심원은 유⋅무죄에 하여 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에 심리에 여한 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무죄

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여한 사는 평의에 참석한 경우에

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법률> 제46조 제3항)

그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무죄의 평결은 배심원 ‘만으로’ 한

다는 것이다. 배심원들은 자신들의 요청으로 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원

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의 의견을 들을 의무가 있다. 그러나 평

결 자체는 배심원만으로 한다. 물론 담당 재 부는 배심원의 평결에 따를 의무는 

없지만, 평결 자체에 여할 수 없기 때문에, 배심제의 핵심―사실인정  유무

죄 단은 배심원의 권이다―은 유지된다.  

둘째, 배심원의 의사결정에서 ‘ 원일치 원칙'을 일단 채택한 것이다. 처음부터 

단순다수결을 평결요건으로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재 원제도와 이 에서 상이

하다. 한국의 제도 하에서 배심원들은 원일치의 결론을 해 노력해야 할 의무

가 주어진 것이다. 이 게 한 이유는 단순다수결의 폐해를 염려했기 때문이다. 

단순다수결 하에서는, 견해차가 있는 경우 서로를 설득하려는 힘겨운 토론과 논

쟁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편견과 선입견에 합리  이성이 자리를 내

놓을 우려가 있다.25) 단순다수결은 평의의 첫 단계에서 투표하여 곧바로 평결에 

이를 수도 있게 되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편견을 교정할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단순다수결은 정치  결정일 수는 있어도, 진실발견을 한 최선

24) 안경환⋅한인섭, 앞의 책, 281쪽 이하 참조.
25) 한상훈, “사개추위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성안시 쟁점과 결론,” 국민

의사법참여연구회, 국민참여재판－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할 것인가, 자료집(2007. 6.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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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26) 배심재 을 다룬 명화 <Twelve Angry Men>은 그 

정 을 보여 다. 다만 제도의 첫 도입단계라 선행사례가 없는 상태에서 원일

치의 원칙만을 고집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일단 원일치에 이르도록 노

력하되, 의견일치에 이르지 못할 때는 사의 의견을 듣고 제2차 평의를 진행한

다. 그 때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는 것으로 입법화되었다.  

셋째, 배심원은 평의와 평결에서 법 의 여를 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

다. 평의과정에서 법 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원일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는 법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배심원들은 단순다수결로 쉽사리 결론에 이르는 

것에 제동을 걸고, 법 의 문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배심원들이 자신의 견해

를 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다시 한번 신 히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다. 이 에서 시민배심원은 직업 사와 력한다. 

(2) 다음 양형에 한 평의와 평결의 문제다.

미국식 배심재 에서 배심원은 (사형의 경우를 제외하고) 양형단계에 여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독일의 참심법 , 일본의 재 원 제도하에서는 참여시민은 양

형에도 법 과 동등한 자격으로 여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유죄의 평결이 내려

지고 법 이 그에 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양형단계에 이르게 된다. 

양형단계에서는 “배심원은 사와 함께 양형에 하여 토의하고, 그에 한 의견

을 개진한다. 재 장은 양형에 한 토의 에 처벌의 범 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해야 한다.”(<법률> 제46조 제4항) 양형에 하여 배심원은 개별 으로 “의

견을 개진”하는 것이지, 양형의 평결을 할 권한은 없다. 양형의 권한은 사에게 

있다. 사는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참고하여 양형을 단한다. 

이러한 모델은 미국, 독일, 일본 등과는 다른 “독창 인 방식”27)이다. 재 장은 

결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 배심원의 평결결

과와 다른 결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법률> 

제48조 제4항) 한 결서에는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으며, 배심원의 평

26) Jeffrey Abramson, We, the Jury―The Jury System and the Ideal of Democra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p. 179 이하 참조; 안경환⋅한인섭, 앞의 
책, 226. 미국의 많은 논자들은 전원일치의 원칙이 정치적 의사결정과 구분되는, 배심
재판의 가장 핵심적 요소로 본다. 

27) 한상훈, 앞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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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결과와 다른 결을 선고한 때에는 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법

률> 제49조). 이러한 방법으로 법 들이 배심원들의 의견을 사실상 존 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 과 배심원의 의견이 달랐다면, 피고인 혹은 검사는 개 상소

할 것이므로, 법 과 배심원의 견해차는 상소심에서 본격 으로 검토될 것으로 

상될 수 있다.  

III. 형사배심제 도입에 따른 형사절차의 개혁

형사배심제의 도입은 기존의 형사 차  형사 행에 한 비 과 련되어 있

다. 종래의 직업법  심의 형사재 의 문제 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형사재 은 교과서 으로는 당사자주의 이라 했지만, 실제 운 에서는 직권주

의  색채가 강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  증거를 체로 받아들이

는 경향이 있었다. 검사와 치열하게 립하는 당사자로서의 변호인의 극  역

할이 충분치 못했다. 공 도 법  심으로 운 되었다. 공 은 2주에 한번 정도

로 열렸고, 제1심에서 한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은 어도 2개월 이상이었다. 공

비 차는 별로 가동될 필요가 없었다. 검사가 공 기일에 증거를 재 부에 

제출한 뒤에야 변호인은 증거를 검토할 수 있었다. 증거의 사 개시(discovery) 

제도는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증거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다. 법 이 공 의 과정을 지배하는 상황

에서는,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법정에 제출될 수 없다는 원칙이 존 되기 어려웠

다. 일단 법 이 증거를 심사해야 증거능력 없는지 여부를 단할 수 있기 때문

에, 증거능력 심사를 해 법 이 증거를 보고, 듣게 되었다. 법수집증거의 처

리도 마찬가지다. 법이론상으로는 법수집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수집증

거배제법칙이 주장되었지만, 실제 재 에서는 증거수집방법의 법성 여부를 다

툴 때, 법 이 그 증거를 검토해야만 하게 되었다. 이미 내용을 알아버린 법 에

게 그 증거를 머리 속에서 지우라는 주문은 공허했다. 이 게 당사자 사이의 무

기 등이 제 로 되지 않고, 증거법칙이 제 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

은 검사보다 하게 불리한 치에 놓여졌다. 

그런데 배심원재 에서는 기존의 형사법정의 행이 유지되기 불가능하다. 첫

째, 하나의 배심재 을 하려면 어도 100명 이상의 후보자들에게 우편물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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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한번 소집된 배심원들은 그 재 이 끝날 때까지 법정에 남아있어야 

한다. 그러기 해서는 재 은 집 심리를 해야 한다. 공 은 통상 하루 종일, 혹

은 길어도 2∼3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배심원들을 2주에 한 번씩 띄엄띄엄 불

러낼 수 없다. 그리하여 집 심리주의가 기본원칙으로 규정되었다(형사소송법 제

267조의2). 

둘째, 배심원에게는 검사와 변호인이 작성한 서류가 달되지 않는다. 배심원

은 재 기록을 읽지 않는 신, 증인의 증언을 듣고,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보면

서 양측의 공격과 방어를 경청한다. 그리하여 종래에 결정  증거로 쓰여졌던, 

수사기  작성의 각종 조서의 요성은 히 어들었다. 배심원에게 생생한 

인상을 부여하기 해 각종 증거들은 묶음으로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 앞

에서 하나하나씩 펼쳐지고 논박되어진다. 공 정은 그야말로 생생한 공방이 진행

되는 심무 가 되며, 공 정에서의 구두의 변론이 유무죄를 정하는 핵심이 

된다. 공 심주의가 정착되고, 구두변론주의가 실질화되는 것이다.  

셋째, 모든 증거가 법정에 집 될 수 있기 해서는 사 비단계가 반드시 필

요하다. 즉 공 비 차가 필수  차로 된다. 공 비단계에서 법 의 주재 

하에 양측은 수집한 증거를 공개하고, 입증의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검사

가 가진 서류 혹은 물건에 해서 변호인에게 개시(discovery)해야 한다. 피고인

의 변호인 측도 장부재(alibi), 심신상실(insanity) 등의 주장을 할 때에는 련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변호인은 검사와 동등한 증거를 확보

하고 다툴 수 있기에, 무기 등의 원칙을 실 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 을 해

서는 공 비 차는 필수 으로 요구되며(<법률> 제36조 제1항), 증거개시제도

가 도입되는 것이다. 

넷째, 종래에 한국의 형사재 에서 가장 요한 증거는 수사기 (경찰⋅검사)

에서 피고인을 상 로 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다. 수사경찰의 최우선의 

심사는 피의자의 자백을 얻는 데 있다. 일단 자백이 확보되면 검사는 재차 그 자

백을 확인한다. 자백의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다. 공 단계에 이르면 법

은 피고인을 신문하고(필수 차이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는데, 그 증거목록 

 가장 요한 것이 피의자신문조서이다. 다른 참고인조서와 함께 두툼한 부피

의 서류가 법 에게 넘겨진다. 법 은 이를 법정에서 간단히 확인하고, 자기 집

무실에 가지고 가서 그 서류를 읽고 심증을 형성한다. 조서의 증거가치가 압도하

는 상황을 빗 어 “조서재 ”이라 했다. 수사단계에서 자백만 얻으면 공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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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훨씬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기에, 그 자백을 얻기 해 강압  수사기법

(고문 등)을 활용할 유혹이 조성된다. 이러한 조서재 에 한 비 이 무성했지

만 그에 한 의미있는 개 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다.28) 

그런데 배심재  하에서는 조서의 요도가 폭 낮아졌다. 검사작성 조서가 

유죄의 증거로 쓰여지기 해서는 법 차의 견지에서 매우 까다로운 제한조건

이 생겨났다. 조서라는 문서증거는 증언(경찰, 증인, 피해자)에 비해 생생한 달

력 면에서 크게 열등하다. 증언에 하여는 문증거의 배제, 물증에 하여는 

법수집증거의 배제가 기본원칙으로 실 되기 시작했다. 이 게 되어 배심원들

에게 유죄의 단을 심어  수 있는 증거들이 공 비단계부터 배제되게 되었

다. 배심원들은 이 게 증거능력의 일차 문을 통과한 증거만을 상 하게 되므

로, 이제부터 증거법은 법 차의 요청에 맞게 운 될 수 있다. 

이 게 공 심주의, 구두변론주의, 집 심리주의, 공 비 차의 필수화, 증

거법에서의 법 차의 철 등은 사실 배심제 여부와 상 없이 선진  형사소

송법의 필수항목으로 실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법 재  하에서는 이러한 항목

들은 재 의 제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까지는 아니었다. 법 의 편의와 법

에 한 신뢰를 토 로 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심재 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이상, 이같은 형사소송의 개 이 더 

이상 지체될 수 없게 되었다. 배심재 에서는 공 심이 필수 이고, 구두변론

이 필수 이고, 증거법칙의 수가 필수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번 국민참여

재 의 도입과 함께 형사소송법이 면 개정되었다. 개정의 수 은 형사소송법 

조문의 반 이상이 변경되는 획기 인 것이었다. 따라서 학자들은 “구”형사소송

법 시 로부터 “신”형사소송법의 시 로 환했다고들 평가한다.29) 

그런데 배심재 의 기에는 배심재 에 회부될 사건을 연 100∼200건 정도를 

상했다. 나머지 형사사건이 수십만 건을 헤아린다면, 연 200건 이내의 배심재

 만을 하여 사치스럽게 복잡한 제도를 도입해야 할까는 의문이 제기될 수 

28) 가장 의미있는 변화는 최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동 판결에서는 현행 법조문(형사소송법 제312조)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
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은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때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이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여부는 그 피고인의 
법정진술 여부에 달려있게 되었다. 요컨대, 사법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든 검사작
성 피의자신문조서든,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된 피의자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서 증
거능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29)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08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0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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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배심재 의 도입논자들은 이 200건의 배심재 의 도입이 체 형사재 의 변

화에 미칠 향을 더욱 주목했다. 배심재 의 경우에만 새로운 개 이 통용되고, 

법 재 의 경우에는 과거의 법률 행이 그 로 통용될 수 있을까. 배심재 과 

법 재 에 따라 형사 차가  다르게 운용될 경우, 형사사법에서 불균형/불

평등 문제가 심각한 쟁 이 될 것이다. 결국 형사소송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그 방향은 결국 배심재 을 가능  하는 방향으로의 형사 차의 변화가 이루

어질 수 밖에 없다는 망이었다. 개인 으로 사법개 의 항목으로 배심재 의 

도입을 강력히 주창했던 동기 의 하나는, 바로 배심재 의 도입을 계기로 체 

형사 차의 수 을 선진화해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배심재 은 그 자체로 의미도 

있겠지만, 체 형사소송 개 의 지렛 로서 기능했다.   

IV. 배심재판의 시행과 시행착오 ― 첫 1년의 결산 

1. 시행현황

법률의 통과 이후 그야말로 극히 짧은 비기간(총 8개월)동안 몇차례의 모의

재 이 행해졌다. 드디어 2008년 2월에 첫 배심재 이 실시되었다. 여론의 심

이 일제히 쏠렸다. 2008년 12월까지의 시행의 성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30)

- 총 225건의 사건이 수되어, 그  60건이 국민참여재 으로 결이 이루

어졌다.

- 상범죄는 살인죄  치사죄가 반을 넘고, 강도상해와 성범죄가 포함된다.

- 자백사건과 부인사건의 비율이 각각 반 정도 된다.

- 공 기일은 1일재 이 부분이고, 2일 이상 소요된 재 이 4건이었다. 1일

로 재 을 끝내기 해서는 야간에 주로 평의와 평결이 이루어졌다. 

- 상범죄가 살인, 강도, 강간 등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빈곤한 편이었다. 그리

하여 사선변호사를 구하는 것보다 국선변호사의 비율이 높았다. 국선변호인

이 여한 것이 46건, 순수히 사선변호인이 맡은 사건은 14건이었다.

30) 자료의 출처는 법원행정처 제공, 국민참여재판의 시행현황(2008. 2∼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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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재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수일로부터 공 비기일까지가 약 1개

월 이상이 걸렸고, 공 비기일로부터 공 기일까지가 약 1개월이 걸렸다. 

사건 수일로부터 공 이 개시되기까지는 평균 70일 정도가 결렸다. 

2. 배심원의 현황

반 으로 한국의 배심원의 참석도는 높은 편이었으며, 배심원의 업무수행에 

한 자기만족도도 높은 편이었다. 법원행정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략 다

음과 같다. 

- 2008년 11월까지 배심원후보자에게 통지한 것은 총 6,852명인데, 통지결과 

2,090명이 출석하여 출석율은 30.5%로 비교  양호한 편이었다. 그런데 송

달불능의 사안을 빼고 정식으로 통지서를 받은 시민 가운데 출석한 자의 비

율(실질출석율)은 58.4%로 매우 높았다. 

- 배심원후보자의 성별은 거의 비슷했고, 연령별로도 비슷한 분포를 보 다. 

- 배심원 경험자에 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배심원들의 부분이 직무수행에 

만족하고, 자신의 활동을 정 으로 평가하 다(95.2%). 배심원은 재 내용

을 모두 혹은 부분 이해했다(86.6%)고 자평했다. 심리에 집 했고(91.8%), 

배심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95.5%)고 자평한다. 애로

사항으로는 장시간 재 , 법률용어의 어려움 등을 지 했다. 

3.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의 일치의 정도

배심원의 평결과 법 의 결은 체로 일치하는 편이었다. 법원행정처의 조사

에 따르면, 총 60건  53건이 일치하여, 88%의 일치율을 보이고 있다. 불일치

는 7건(12%)인데, 그  3건은 경합범  일부 사건에 해 유무죄의 차이를 보

인 경우이다. 내용 으로 들어가보면, 범죄의 구성요건 부분에 한 견해 차이에

서 발생한 경우가 있다. 처음 상했던 것보다, 일치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불일치의 사건은 부분 배심원은 무죄평결, 재 부는 유죄 결을 했다. 배심

원의 무죄율이 재 부보다 더 높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배심재 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을 보여 다. 앞으로 배심재 의 신청율이 높아질 수 있는 가

능성을 볼 수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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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소 여부

첫 해여서 그런지, 배심재 에 한 항소율은 매우 높았다. 60건  총 52건이 

항소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배심원 결에 한 승복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도 있고, 둘째, 사건이 아주 심각한 죄의 구속사건이므로 높은 것이 당연하

다고 할 수 있다. 기에는 무죄 결이나 집행유 결이 내려지면 검사는 무조

건 항소하는 행이 있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제1심 결이 기되는 경우는 별

로 없다. 30건의 항소심 결  기된 것은 5건(17%)에 불과하다. 

5. 우려의 불식

1년간의 시행을 종합해보면, 애 의 우려사항들이 다소 해소되었다.  

① 참여 정도에 한 우려: 첫해만 도 기에는 출석율이 낮은 편이었으나 

하반기로 올수록 출석율이 높아지고 참여열기도 높아졌다.31) 특히 출석율이 매우 

조하리란 설문지조사 결과가 나온 일본의 경우32)와 비교할 때, 한국의 출석율

은 이례 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이 출석율을 높이려는 홍보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었음을 감안하면, 재의 출석율은 앞으로 국민참여

재 의 활성화를 고하는 좋은 조짐이다. 

출석한 배심원후보자가 매우 치우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생업에 바쁜 자

업자, 회사원, 노동자 등의 출석이 조할 것이고, 결국에는 직업없는 사람이나 

노인 등에 치우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첫해의 배심원들을 직업별 분

포로 볼 때 회사원(29%), 자 업(13%), 주부(20%), 학생(7%) 등으로 골고루 분포

되어 그러한 우려가 불식되었다. 

② 배심원의 지 ⋅정서  문제 에 한 우려: 배심제 도입반 론자들은 배심

31) “참여재판 1년의 공과(功過)=대구지법의 경우 배심원 소환 통보를 받은 대상자 중 출
석률은 평균 40%. 재판에 참가하는 배심원 7∼9명은 출석자중에서 최종 선정된다. 대
구지법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생업이 바쁜데 못간다’며 출석을 않거나, 출
석후 면제 신청을 요구하는 대상자들이 많았는데 하반기 들어서는 눈에 띄게 줄고 참
여 열기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32) 일본 국민들의 재판원 참가의향은 매우 저조하고,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2004년도 및 2005년도 여론조사에서는 재판원으로 참가할 의향에 대
해 질문한 바, 대체로 2/3가 불참, 1/4 내외가 참가의향을 보였다. 최근에 올수록 약간
씩 개선되고 있는 중이다. www.saibanin.courts.go.kr 참조. 일본의 동향에 대한 최근의 
정리는 임상기, “일본의 재판원제도 준비태세―최고재판소를 중심으로,” 국민의사법참
여연구회 발표자료집(2007. 6.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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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이 무지하고,  감정에 동요될 것이라는 우려를 다수 제기했다. 그러나 이는 

직업법조인들이, 종 의 재 방식을 그 로 유지할 때 생길 수 있는 우려에 불과

했다. 배심재 이 시작되자마자, 검사와 변호사들은 ‘국민의 높이’에 맞추는 변

론을 해 비상한 노력을 해야 했다. 검사의 경우 체계 으로 행연습을 하고 

법정에 임했으며, 하나의 재 에서 나온 문제 들을 동료검사들로부터 검받으

면서 자기개선의 노력을 했다.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단체로부터의 도움이 없이 

혼자 임했으나, 어느 정도 시일이 흐르자 국선 담변호사들이 경험이 쌓이면서 

곧 응하게 되었다. 배심원과의 맞추기, 워 포인트의 필수  활용, 마이크 

사용에 잘 응하 다.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검사와 변호인들은 주장과 증거를 

나열하는 형태가 아니라, 특정한 쟁 에 집 하는 것이 배심원들에게 훨씬 향

력이 있음을 알고 증거를 집 시키는 법을 익혔다. 이와 같이 변한 것은 국민이

라기보다는 법조인들이었다. 배심재 의 도입은 결국 직업법조인들이 국민의 

높이에 맞추어가는 과정임을 보여주었다.33) 배심원의 평결과 법 의 결이 다른 

경우에도, 배심원들이 감정에 휩싸여 결을 그르쳤다고 토로하는 사는 없었다. 

6. 무엇이 바뀌었는가?

배심원재 의 시행결과 여러 가지가 바 었다. 자주 지 되는 만 정리해보자. 

첫째, 법조인들의 자세가 바 었다. 법 들은 배심원들에게 친 하고 쉽게 설

명해야 했다. 검사와 변호인들은 배심원의 높이에 맞추고, 배심원의 지식수

에 맞추어야 했다. 법원의 높은 문턱은, 시민이 참가함에 따라, 시민의 높이만큼 

재조정되었다. 그동안 비 받아온 법조의 권 주의  태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아직 충분치는 않아도, 질  변화의 시동을 건 것은 분명하다. 

둘째, 공 정이 훨씬 긴장되고 생동감 있게 바 었다. 종래 직업법조인만으로 

공 을 할 때에는, 법조인이 아닌 재 참가인들은 매우 축되었고 객체처럼 여

겨졌다. 그러나 배심원 앞에서 법정신문이 구두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공 정에

서의 증인신문, 피고인신문은 훨씬 치열하게 개된다.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해 증거제시방법,34) 법정에서의 언어와 동작 등에 훨씬 신경을 쓰게 되었다. 국

33) 고종주, 국민참여재  원년의 회고와 망, 2009, 미간행. 고종주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에서 국민참여재판을 1년간 담당한 판사로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첫해의 성과를 매우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 자료를 보여준 고종주 부장판사
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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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참여재 에서는 방청하는 시민들이 법 재 보다 훨씬 많다. 방청인들은, 스스

로 잠재  배심원이 되어, 자신이 마음속으로 내린 평결과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

을 비교해보면서, 재 이 끝난 뒤 난상토론을 벌인다.35)  

셋째, 법조인들은 국민의 역량에 한 신뢰를 더할 수 있게 되었다. 제도의 도

입기에는 국민의 역량에 한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던 법 들도, 배심원들이 감

정에 좌우되지 않고, 증거를 심사숙고하며, 법 과 의견이 다를 때 법 들도 미

쳐 생각하지 못한 을 지 하는 것을 보고 배심제에 한 신뢰와 국민역량에 

한 신뢰를 가지게 됨을 고백하곤 한다.36) 1년의 시행과정은 법조인들의 애 의 

우려 의 많은 부분이 법조인 자신의 시민에 한 막연한 선입견 내지 편견의 

산물임을 느끼게 된 것은, 앞으로의 배심제도의 확 시행에 한 법조인의 거부

감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  전망

앞에서 비교  정  시각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 사실 우리의 원년의 

시행과정은, 으로 부족한 비기간 속에서 분투해간 나날이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새로운 재 제도를 시행하는데, 구체 인 비는 몇 번의 모의재

이 거의 부 다고 할 때 다소 무모하다는 비 을 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

34)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재판정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것은 재판과정의 하나가 
됐다. 컴퓨터로 스캔한 증거서류를 화면에 띄우고 중요사항에는 노란줄까지 쳐 보이기
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업 법조인들은 서증(書證)으로도 충분하지만 일반인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들도 “보람있
는 재판이었다”는 평이 많았다. 고종주, 위의 글 참조. 

35) 이러한 법정참관을 가장 주도적으로 한 곳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이다. 동 센터에서
는 배심재판 참관인단을 모집하여 방청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연재하였다. 각 대학의 
법학도에게도 국민참여재판의 참관기를 써내는 일이 학습과제가 되곤 한다.  

36) “(배심원들이) 장시간 토론을 거듭하면서도 짜증을 내거나 불평 한마디 없이 자연스럽
게 최선의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토론에 필요한 상대 주장에 대
한 경청과 양보 및 타협은 우리 문화에는 익숙지 아니 하며, 이것은 곧 국민성 탓이
라는 종래의 일부 견해가 그다지 신빙성 있거나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
다. 나아가, 배심원으로 참여한 우리 국민들의 사실에 대한 평가와 판단수준은 직업 
법관과 크게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새로운 착안점도 제시한다는 점에서 당초의 기대
를 넘었고 이 때문에 우리는 크게 고무되기도 하였다.”(고종주 부장판사, 앞의 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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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든 것이 첫 사례 던 것이다. 그러나 과연 시작이 반이라는 자세로, 만 1

년 동안의 실시내용을 검토하 다.  시 에서 다음의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처음 제도 도입에 한 반 론을 돌 하기 하여 배심재 의 본래  모습을 

축소시킨 부분이 지 않다. 재의 법은 배심 상사건을 매우 외 으로 규정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일정한 죄사건에 해 허용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지 은 피고인의 신청과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배심재 의 기회가 열

리는데, 일정한 죄사건에 하여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 으로 배심재

의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5년간의 비기간을 거쳤고, 일정한 

죄사건에 해 재 원재 이 의무화되는 것과 비교하면, 아직 우리의 제도  

틀은 매우 취약하다. 배심재 이 일정한 죄사건에 해 필수화된다면, 배심재

의 건수가 훨씬 늘어날 것이므로, 그에 한 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첫 해에 시행된 배심재 의 건수는 의 제약요인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다. 

그 첫째 이유는 무나 갑작스럽게 시행되어 잠재  배심후보자이자 배심재  

신청자인 국민들에게 충분히 달될 시간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 피고

인들이 배심재 을 선택할 것인가 여부를 따질 때 그것이 피고인에게 얼마나 유

리한가에 비추어 단할 것이다. 피고인에게 얼마나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하는 은 배심재 이 행해지는 것을 보고 서서히 단할 것이다. 재까지의 통

계로는 배심재 이 법 재 보다 유무죄나 양형에서 불리한 은 거의 없는 것

으로 정리되고 있다. 

 하나는 배심재 에서 피고인의 차  권리가 얼마나 충분히 보장되는가와 

련될 것이다. 배심재 이 도입되면서 공 심주의가 실 되고, 피고인의 등

한 당사자로서의 기회는 훨씬 열렸다. 문제는 피고인의 등한 지 를 받쳐  변

호인의 조력의 수 이다. 변호인들은 개별 으로 비가 덜 되어 있고, 변호사회

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배심재 의 성패는 변호사의 활약 여부에 달

려있으므로, 앞으로 형사변호사들의 극  역할이 요청된다. 특히 변호사회의 

배심재 에 한 극  심과 변론기법에 한 정치한 뒷받침을 통해, 개별 변

호사들의 부담을 여주어야 할 것이다. 

배심재 의 헌법 합성 논쟁 때문에 축되어, 배심재 의 만개에 장애가 되는 

여러 제도  제약이 법제화되어 있는 것도 이제 본격 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

다. 첫째, 배심원의 평결에 법 이 기속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 그 표 이다. 지

은 다행히도 배심원들이, 스스로를 들러리로 생각하여 공 정에서 소홀히 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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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든가, 평의에 소홀히 한다든가 하는 문제 은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치

열한 평의를 거쳐 만들어진 배심평결을 법 이 거부해버릴 경우 장기 으로 배심

재 의 발 에 커다란 난 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은 당연하다. 앞으로 법 과 배심

원의 상호소통의 수 을 높여감과 함께 배심원 평결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할 필

요가 있다. 어도, 단순다수가 아닌 원일치에 이르 을 경우에는 기속력이 있는 

것으로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재 배심재 에 해 상소율이 

높아, 피고인들에게 불안한 느낌을 다. 재까지는 검사가 상소를 해도 부분은 

원심 결이 유지되어 다행스럽지만, 국민참여가 없는 상소심에서 국민참여재 의 

타당성을 처음부터 따진다면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은 비배심재

을 비롯하여 상소심 반의 문제의 일환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 형사소송에서 아직 제도  개 사항으로 본격 으로 검토되지 못한 몇가

지 문제도 배심재 을 시행하면서 뚜렷이 드러났다. 첫째, 한국의 형사재 에서

는 유무죄단계와 양형단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어도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

하며 다투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행 자  요소들(가
령 가령 과사실, 평소의 불온한 성행, 문신, 조직폭력단에의 가입 등)에 한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재로서는 양형단계가 분리되

어 있지 않다 보니, 검사와 변호인들은 이러한 자료들을 배심원에게 계속 제출하

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심증형성을 도와주는 우려가 생겨난다. 따라서 유무죄 

차와 양형 차를 구분하는 공 차 이분론이 이제 구체  제도로써 검토될 

단계가 왔다고 생각한다. 
이 게 재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나 문제 도, 배심재 을 시행했기 

때문에 비로소 가시  문제로 표출된 것이다. 그 면에서 그 문제의 표출 자체도 

배심재 의 시행의 한 성과라 할 수도 있다. 문제가 드러나면 고쳐나가면 되기 

때문이다. 
종합 으로 서, 배심재 의 첫 1년의 실험은 비교  성공 이었고, 여러 불

안과 우려를 해소할 만한 것이었다. 앞으로 <한국형> 배심원재 을 보다 폭넓게 

시행하면서 한걸음씩 진 된 형사재 의 모습을 보일 것을 기 한다. 구체  

안의 모색을 해서는 다른 나라의 경험과 지식으로부터도 계속 배워가야 할 것

이다. 우리는 배심재  자체의 향상과 함께, 배심재 을 지렛 로 한 형사사법 

반의 개선을 아울러 소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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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iminal Jury Trials in South Korea: Issues and Initial 
Experiments

37)

In Sup Han*

In South Korea, the issue on lay participation in the criminal trials emerged 

on the surface of policy-making process only in the 21th century. In 2004, the 

Judicial Reform Committee under the Supreme Court proposed a package of 

judicial reform agenda, in which the introduction of lay participation in the 

criminal trials was included. After more elaborate works by the Promoting 

Committee for the Judicial Reform, a draft on the Civil Participation on Criminal 

Trials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Act on the Lay Participation on Criminal Trials on April 2007. 

Korean form of lay participation would be modelled after jury system (like 

U.S.A, and England) rather than mixed court system (like Germany).

The jury trials in Korea are supposed to start from January 2008. There was no 

room for more elaborate preparations. A set of “trial and error” was inescapable. 

In this paper, I focus on two points. First, I summarize what major issues were 

discussed for the introduction of Korean Jury Trials under the historical contexts. 

Second, I analyze the first year experiment of jury trials among a judicial 

system of “no lay participation.” 

Only 60 cases were tried by the jury trials in the first year(2008). However, 

so far, the first year experiments showed some positive sign for more active 

implementation. Citizens shows a willingness to become juries, and professional 

judges make a great effort to do good at the new trial system. Initial concerns 

about the working of lay participation have been decreased.  

Another reason for jury criminal trials is that new lay participation trials could 

*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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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as a catalyst for overall reform of criminal justice system. By this analysis, 

I make some proposals for jury trials in the wider cases.

Key words: jury trial in South Korea, judicial reform, lay jud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