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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원으로서의 미연방대법원의 운용: 

특히 본안심리사건수와 관변된 제도와 

경험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1, 序: 연구의 목적과 범위 

이우영 

(서울대학교) 

이 글에서는 미연방의 성핍에 의해 탄생하여 그 판혜를 통해 우리나라의 

관련 엽이흔과 제도 전반에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 온 미국의 연방대엄 

원(the Suprerne Court of the Uni때 S떠tes of America)의 운용을 특히 

미국식 연방제도하의 최고법원으로서의 심리 대상의 선쩡 방식올 중심으로 

분격한다 

한국법의 학문적 연구와 실무적 운용의 양 측연에 있어 다양한 외국법의 

영향이 점차적으로 중가하고 있는 것은 근래 우리의 생활관계가 국제화되어 

가는 추세를 생각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호댁 현대 법제의 

태동기 이후 한국과 미국 %댁간의 특별한 관계. 그리고 20세기 후반 이후 

미국법의 이론적 발전과 제도적 정비의 전반에 결친 괄목할 만한 성장과 국 

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증대로 인해， 우리 법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 미국법의 

영향은 근래 두드러지게 중가해 왔다 우리나라의 학계와 실무에서는 오래 

전부터 미국법의 이콘과 실제를 그 자째로서 그리고 또한 비쿄법적 관정에서 

분석하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미국의 법과 법제의 우리 법 및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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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의 영향관계상 멸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고도 하겠다 미국의 법과 엉 

제의 우리나라에의 영향은 특히 미연방대법원의 판혜와 관련 제도를 통해 우 

리나리에 전해져왔다 미연방대법원의 판혜 및 관련 법리와 제도를 비교법적 

관정에서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혹은 미국식 연방계도하에서의 

미연방대법원의 위상과 기능 및 그 최고법원으로서의 운용을 언저 이해해야 

할것이다. 

이하 이 글의 본문에서는 미연방대법원의 존재의의와 기능을 미국의 연방 

제도하에서 연방과 주〈세간의 권한배분 내지 역학관계의 맥락에서 조명한 

후. 특히 최고법원으로서의 미연방대법원의 심리 대상의 선갱 방식과 절차를 

충정적으로 분석한다 한 국가의 최고법원이 그 심리의 대상을 선정하는 방 

식은 최고법원이 헌정에서 가지는 상정쩍 • 실질적 역합과 직결된다 이 정에 

서. 미합중국이 연방국가라는 대단히 큰 우리나라와의 상이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연방제도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서 출발한다연. 미국의 연방대 

법원의 운용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정정에 

있는 상고심 기관으로서 그 심리 대상의 선정 관련 법제를 통해 우리 헌정에 

서 어떠한 상정적 • 실질적 기능올 할 수 있올지를 고민함에 시사하는 바가 

클것이다 

n. 미국의 연방법원과 연방대법원 관현 역사 및 째도의 깨관 

1. 미국의 연방쩨도와 연방법원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연방과 현재 50개인 주(에의 합인 517"의 주권체 

(sovereignties)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연방헌법이 연방정부에 부여한 

권한융 가지며(government of enumerated 椰ers). 이외 연땅현엉이 연방 

정부에 부여하지 않고 연방헌법이 주(써정부에 급하지 않은 모든 권한은 주 

(써와 인민에게 유보되어 있대state governments 85 the governments of 

reserved powers) . 1) 연방정부 내와 주(州)정부 내에는 각각 입법권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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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 사법권의 수명적 권핵분립이 이루어져 있고 연방정부와 주(州)정부간에 

는 수직적 권력분립 즉 연방과 주(tH)간의 권한배분이 존재한다. 사법권과 사 

법조직의 관점에서 보연， 연방정부조직으로서의 연방사법부. 그리고 깨별 주 

u에 각각의 주{써정부조직으로서의 쥐州)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중 구죠를 가 

지고 있다. 이 중 연방법원조직 내에서는 각각의 법원에서 대체로 동일한 절 

차와 방식이 통용되나.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전봉적으로 각 연방 

법원마다 독자적인 고유한 입장과 성향을 보인다， 

미국의 법원조직올 이해하기 위해서는 l심법원(tri떠 court)과 함소심법원 

(ap야I1ate ∞urt)간의 구멸을 이해해야 한다. 민샤 형시를 불문하고 l심법 

원에서는 ，q실문제와 법율문제 。찌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며， 항소심 단계 

(및 그 이상의 심급)에서는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포힘하여 1심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에 대한 판단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를 판단한다 21 따라서 연방법원 

조직과 주(써O법원조직 내에서 공히. 항소심 이상의 싱급은 법률심으로서， 원 

칙척으효 l심에서의 배싱 혹은 엉관의 사실판단은 항소싱 이상의 심급에서는 

심리 • 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미국 연방법원의 역사 재판 

미국의 연방법원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는 미연방의 성립기에서부 

터 중요한 정치적 쟁정이었으며， 현재의 지방법원(district court). 항소법원 

(appeI1ate court). 대법원(U. S. Supreme Court)의 연방법원조직은 연방과 

주애”간의 권한배분이라는 맥락에서 연방정부의 권한파 조칙에 대한 장기간 

의 논쟁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연방법원의 관힐은 단순한 절차와 조직의 문 

제가 아닌 연방과 주{에)간의 권한 배분에 핵심적으로 관련된 문제로서. 미국 

II 미연방헌법 계6조(Anicle VI)와 새정 제IO초(Amendment X) 장초， 
2) 또한 1심법원에서는 엉관 l인이 단톡￡로 재판부를 구성하나， 항소싱 이상의 심급 
에서는 3인 이상의 판사가 합의제로서 재판부를 구성한다 현재 연방항소심법원 
(appcJlllte cour t) 중 판사의 수가 가장 많은 항소심법원은 연방 제9항소법원으로 
서 판사 28인으료 구성되어 있다 또한 l싱애서는 판결문얘서 대얘로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으냐 항소심 이상의 심급애서는 판결문애서 딴절이유블 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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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연방주의의 제도회에 있어 항시 핵심적 문제가 되어왔다 오늘날 연방법 

원의 조직과 관할을 규정하는 법규범으로서 핵성이 되는 것은 미연방헌법 계 

3조(Article 1Il of the U,S, Constitution)와 이후 수차혜 개정된 1789년 법 

원조직법(Judiciary Act of 1789)이며， 연방 사법부의 성격과 권한에 대한 

미연방 성립 초기의 논의가 오늘날까지도 관련 논의의 중추적 위치에서 논의 

의 향$써l 영향올 미치고 있다 

(1) 연방현법제갱회의 (CoustitutionaJ Convention) 

미연방 성립 이전의 연합규액Articles of Confederation) 체제에서 그 주 

요 맹점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바로 연방적 사안 내지 문제에 관한 개별 주 

(써 사법부간의 갈둥과 의견불일치를 해결할 국가 차원의 최고법원의 부채였 

다 따라서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띠연방헌법제정회의가 시작되었올 시쟁에 

는 국가 최고법원의 설립에 대해서는 이미 광뱅위한 공강대가 형성되어 있었 

으므로. 제헌회의의 초반부에 이미 연방사법부 특히 연방최고법원의 설립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 제헌회의가 진행되연서 연방 사법부의 

구체적인 조직과 권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청예하게 대립하여. 

연방헌법의 어떤 초항보다도 합의가 이루어지끼 어려웠다고 한다 31 

개별 주{써)의 법원조직 이외에 별개의 연방법원조직이 필요한지에 대해 

대립했던 입장을 보연， 연방과 주{써간의 권한 배분 문제에 있어서 주{;lin의 

권한을 최대한 확보하려 했던 입정에서는 연방정부의 권한 강화가 개개인의 

자융과 자유를 Qj':화시키며 독자적인 연방법원조직의 창셜은 주(빠사법부의 

권한올 g벅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연방법 관련 A벤은 먼 

저 쥐셰법원에서 심리 • 판단되어야 하고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주{州)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심을 담당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Federalists’로 지칭된 연방주의자들은 개별 주(州)는 그 고유한 이해관계로 

인해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새로이 탄생하는 

3) Daniel A. Farber, Suzsnna Sherry 공저 A HISTORY OF 까!E AMERICAN 
CONST1TUTION (2d ed;,;on) (West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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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에서 정치 • 경셰를 포함한 전(휩맥락에서 사법척 판단의 일관성을 

부여할 강력한 연방정부 및 그 일부로서의 강력한 연방사법부가 멸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연방주의자들은 미연방대법원의 관합을 넓혀야 하며 또한 

연방법원죠칙으로서 연방대법원 뿐 아닌 연멍냥}급심법원도 조직 • 설치해야 

한다고주장했다 

미연방헌법의 사법부 규정은 이러한 상이한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서 탄생 

된 절충안으로서， 미연방헌법은 저11조와 제2조에서 각각 연방입법부와 연방 

행정부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해 저13조에서는 연방사법부 

에 대해 간략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 즉， 미연방헌법 제3조는 연방사법부의 

기본적인 골격만을 규갱하여1 ‘미합중국의 사법권은 하나의 연방대법원 그리 

고 연방의회가 설치 권한을 가지는 바의 연방하급심법원에 귀속한다{The 

judici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vested in one Supreme 

Court , and ín such inferior Courls 85 the Congress may from time to 

time ordain 뻐d establish ， J"고 규쟁하고 있다 즉. 미연방헌법 자체에서 직 

접적 근거규정을 갖는 연방법원은 연방대법원이 유일하며. 이외의 연방법원 

조직은 연방의회가 성립 권한올 갖는다 

(2) 1789년 법훨초칙법 (Judiciary Act of η89) 

미연방헌법의 채택 직후 연방법원의 조직에 판한 논의는 연방의회에서 급 

속히 전개되었다 미연방의회의 상원(Senate)에 발의된 첫 번째 법률안이 연 

망하급심법원의 설치와 조직에 관한 법률'll이었음이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 

준다 또한 제헌회의의 구성원 중 대다수가 연방의회의 구성원이 되었으므로. 

연방하급심법원의 설치와 조직에 관한 연방의회의 입법과정에서의 논의는 멸 

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의 논의의 채현이었다 연방의회에서의 심충적 논의를 

거쳐 1789년 법원초직법(Judici뼈 Act of 1789)이 제정되었으며 ， 1789년 법 

원조직법에 의해 연방대법원을 포함하여 3개 심급으로 구성된 연방법원조직 

이 탄생되었다 그 면제를 보면， (,) 연방법원초직의 가장 낮은 변에는 각l 

인의 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13개의 l심법원(지방법원 district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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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3개 주써마다 각 하나씩， 그리고 (니 정점에는 5인의 대법괜8ssociate 

justices)과 l인의 대법원장{chief justi ce)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U， S， 

Supreme Court)이 설치되었으며. (디 이러한 두 심급의 중간 심급으로서 

각2인의 연방대법관과 1인의 지방법원 법관의 3인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연 

방항소섬법원(circuit court of appeal)이 설치되었다.， 

이와 같이 연방법원조직올 규정한 1789년 법원조직법의 재정은 주{써법원 

조직과 별도로 연방하급심법원 조칙을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연방 

주의자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동시에 이 법률은 아래의 세 가지 점에서 

타협적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서， 일쟁 정도 쥐써의 이익을 용호하는 입장올 

취하고 있다 51 첫째. 연방의 지방법원의 관할은 기본적으로 쥐써)의 지리적 

정계를 따라 설정되었다 둘째，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관행상 연방지방 

법원의 법관은 당혜 지방법원이 소재한 주(州)의 주민 중에서 임영한다 즉. 

이틀은 연방 법관으로서 연방 대통령이 임명하되， 당해 지방법원이 소재한 

주{써)의 주민 충에서 임명 제청되고 역시 당해 지방법원이 소재한 주{삐의 

주{세의회의 청문회와 임명동의 쩔차를 거지며， 따라서 이들은 당해 지방법 

원이 소재한 주애0의 사회적.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다 셋째‘ 이 법률은 연방하급심법원의 관할을 연방헌법상의 연방 

사법부의 관할에 비해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방주의자들이 연방 

하급심법원의 설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협의 과정에서 관할을 다소 

제한적으로 규쟁한 결과이다 

(3) 1789년-1891년 

1789년 법원조직법의 제갱 • 시행 이후에도 연명주의자들은 연방법원의 권 

한올 중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1801년의 법원조직법 개정 

4) 연방성립 초기에는 연방항소심을 구성히는 연방대법관들은 각각 자신이 당당하는 
연방항소심 법원올 순회rcircuit ride-)하였다 

5) Richard Richardson ‘ Kenneth Vines 공저 까!E POlJπCS OF FEDE뻐L 
COURTS: LOWER COURTS IN THE UNITED STATES (Little , Brown and 

Company,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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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 점에서 일용의 결실을 보았다. 1801년 개정 법원조직업에서는 연 

방대법관의 연방항소법원 순회를 폐지하고 연방법관직의 수를 늘였으여 연방 

하급심의 관할을 확대시켰다 그러나 토마스 셰퍼쉰Thomas Jeffer∞n)이 

대통령직에 당선되자 위기감을 느낀 Anti -FederaJists는 제퍼슨의 대홍령 취 

임 이전에 1801년의 개정 사향을 모두 1789년 법률의 상태로 되몰려. 연방대 

법원의 연방항소법원 순회 역시 부활되었다 단명한 1801년 개정 법원조직법 

의 내용은 1803년의 Marbury v‘ Ma이son판절6)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1789년과 1891년의 기간 동안에는 연방의회의 수차혜에 걸친 법원조직영 

일부 개정을 통해 연방법원의 조직과 관힐이 정비되었다 이 기간 동안 지속 

적으로 지적왼 연방법원초직 관련 사항은 대체로 두 가지로 집약되는 바 그 

하나는 연방대법관의 순회(‘circuit ri이ng")에 의한 연방항소법원의 구성 및 

운영이었고， 다른 하나는 연방항소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이었다 순회와 관 

련해서는 상대적으로 고령인 연방대법관들이 각각 담당하는 연방항소법원을 

순회하는 것이 물리 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당시 부각되었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연방법원조직 내의 업무부담의 증가 

였다 연방사법부 조직 • 운영의 초기에는 연방지방법원의 관힘이 상당히 제 

한되어 있었으므로 그 업무량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고. 연방대법원의 업무 

량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 시 

작하고 남북전쟁 이후 주{J세정계를 넘어 연방법이 적용되는 사앤r이 중대함과 

동시에 또한 연방사법부가 법률의 해석을 흥해 연방법원의 관활을 넓혀감에 

따라. 연방법원의 업무량이 급속히 중가하게 되었다 남북전쟁 종료 후 1891 

년까지의 기간 동안 미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미연방대법원에서의 심리 • 판 

단까지 2-3년이 경과하는 상황은 다반사였으여， 1890년의 경우 미연방대법 

원의 담당 사건 수는 1 ，800건에 이른다.7) 이 시기 미연방대법원의 업무량 과 

다의 주된 원인은 미연방대법원이 미연방대법원에 접수되는 모는 상고사건을 

6) 1 Crancb 137 (1803) 

7) Lee Epstein, Jeffrcy A. Segal. HBrold J. Spaeth, Thomas G. Walker 공저， 
THE SUPREME COURT COMPENDIUM: DATA. DECISI0NS. AND 
DEVELOPMENTS (CQ Press, 2007) 깎초 



206 이우엉 

심리 • 판결한 데 있다고 분석된다. 

(4) 뻐91년 연방행소법윈법(Couπ of Appeals Act of 1891) - 현째 

연방항소법원(appellat.e court; court of appe외s)은 1891년어l 상설기구화 

되었는떼. 이는 남북전쟁 종료 후의 급속한 인구증가와 산업발전에 대한 반 

웅이었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연방항소법원의 상설화는 

변화하는 사회척 조건어l 대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대용 혹은 얀용이었다기 

보다는 연방과 주(세간의 권한 배분에 판한 오랜 정치적 논쟁 끝에 얻어진 

성과라고 분석한다 8) 주〈州)의 권익과 권한올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연방법원 

의 업무량 중가를 혜렬하기 위해 연방법원의 관힐올 축소하고 나머지 성리 • 

판결의 대상새뚫을 주{써)법원체계에 홉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연방의 권한올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연방지방법원올 진정한 1싱법원으로 기 

능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연방대법원의 업무량올 상당 부분 떨어줄 수 있 

는 상설적인 연방항소법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91년 연방 

항소법원법(Court of Appeals Act of 1891)은 이러한 연방주의자들의 주장이 

뒷받칭되어 비로소 재정된 법률이다. 

이러한 1891년법하에서 연방1심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일부 연방대법원에 

권리로서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연 대부분 연방항소엉원이 홉수 

하게 되어， 이로써 연방대법원의 업무부답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이로써 

연방대법원은 스스로의 업무량을 보다 잘 홍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방 차 

원에서의 주요한 사?뻐서 연방헌법과 연방법률상의 주요한 쟁점올 심리 • 판 

단'Õf는 데에 연방대법원의 역량올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1891년 이후 현재 

까지는 1891년 연방항소법원법에 의한 연방법원조직이 대체로 그 기본적 골 

격을 유지하면서9) 연방의회의 입법을 용해 1891년 연방항소법원법의 구성이 

8) 상설적 연방항소법원융 껄치한 1891엽읍을 .one of the most enduring sLruggles 
in American p이itic떠 피stoη-의 결과로 셜영한 예로 위 각주5)의 Richardson 
& Vioes (197이(26 멘이 었다 

9) 1891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부 흑옐엉원(s따Îaliz혀 ∞urts)이 새로이 도잉 

되기도 하고 행정조직의 연계에 변화가 있기는 하였으나. 1891년 연방항소엉원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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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제계적으로 구체화된 시기라고 하겠다 l이 이러한 추이 속에 1988년에는 

관련 연방법률의 개정을 통해 연방대법원으로의 권리상고(mandatory 

appe외 s)가 더 한충 제한되었고. 이로써 연방대법원은 스스로의 업무량에 대 

한 통제의 연에서 더욱 많은 재량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3. 연방법원의 운영과 법윈행정 판련 쩨도 및 조직 

미국연방법원조직을 법원뺑쟁의 관점에서 보연 1789년 이후 연방사법부는 

분권화와 자율성을 기조로 하여 운영된 것이 그 특정이라 하겠다 연방법원 

조직상의 세 심급의 법원들은 각각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각급법원의 

판).1들 역시 연방의회 및 연방대통령의 통제에서 뿐 아니라 연방판사 상호간 

에도 상호 독립적인 입지에서 기능해 왔다 그러다가 윌리엄 태프트(William 

Howard Taft)대법원장의 주창에 의해 법원행정의 차원에서 주요한 변화가 

도입되었는데， 태프트대법원장의 요구에 부웅하여 연방의회가 1922년 제정한 

법률에 의해 연방대법원장이 연방지방법원 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되었고 

연방법원조직 내의 자문기구로서 연방법관회의(Ju이 ci외 Conferenc아라는 회 

의제 행정기구가 셜링되었다 11 ) 

하에서의 연방법원재계의 기온 구조는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10) 이러한 예로서 1925년의 Judges Bîl1둥융 틀 수 있다 
11) 연방법관회의ωωι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Lale야는 연방대법원장‘ 연방 

항소법원장， 각 항소법원판할 내의 지방법원 딴사l인과 Court of Internationnl 
Trade의 엄원장으로 구성된다 연방법관회의는 미연방사법부 내의 뺑쟁쟁책기구로 
서 관련 행정정책을 재시하고 수립하는 기능을 한다 연방법관회의는 매년 l회 2 
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되며‘ 실질적인 엉무는 25개 위원회얘서 답당한다 25개 위 
원회의 위원은 연방대법원쟁이 연방엉원 딴사와 연호사 중어써 임명한다. 위원회 
애서는 연방법관회의에서 논의할 갱책을 제핸}는 지능을 한다 연방법관회의는 

법원행정처의 예산 집행율 강독하여 연방딴사의 중원， 연방판사 보수의 중액， 법 
원행정윤 위한 예산의 중대 둥에 관혜 연방의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입법에 

대해 조언옹 한다 연방법관회의는 연방딴사에 대한 탄핵이 있는 경우 이에도 일 

정 갱도 개입한다 또한 연방법관회의는 연방앵원이 사용하는 각종 절차 관련 규 

칙을 제 • 개정한다 연방법원의 각종 절차 관련 규칙의 개정은 연방법관회의에서 l 
자직으로 제안하연 이후 연방대법원이 그 제~-올 기초로 변정 둥의 과정을 거쳐 

유직개정안올 연방의회;;: 용부하고 연방대법원이 연방의회로 송부한 규칙안은 연 
방의회가 90일 이내에 부결하지 않는 한 90일의 기간 정과로 자동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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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939년에는 법원행정저법(AdminisLrative Office AcL of 1939)이 제 

정되어 연방사법부 내의 행정조직 및 운영체계가 정비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기본골격이 유지되고 있다， 1939년법의 정치적 배경을 보연‘ 1930년대 중반 

미연방대법원이 일련의 뉴딜(New DeaO입법에 대해 위헌판결올 하였고‘ 이 

어I 1936년 재선에 성공한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L)대통령 

은 뉴딜입법에 호의적인 판사들을 연방대법관으로 임명하혀는 의도에서 소위 

‘Court Packing Plan’을 시도했으나 연방의회에서 입법화되지 못한 상황이 

었다， 이 시기에 또한 루즈벨트대풍령은 미연방대법원올 포합하여 연방사법 

부 전반의 행정적 비효융성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연방대법원장이 임명권 

을 가진 법원행정 책임자를 두어 연방사법부의 행정을 총필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대해 연방사법부는 초기에는 전통적인 독립성과 자율성 

올 해한다는 입장에서 반대하였으나. 이후 연방사법부 내부에서부터 특히 종 

래 법무부{DeparLment of Justice)가 연방사법부의 법원행정을 담당해 온 것 

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면서， 법원행정에 관해 대대적인 개선이 멸요하다는 

연방사법부 내부의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다-

그 결과 루즈벨트대홍령의 제안에 기초한 1939년 법원행정처법이 제정되 

어， 이 법률에 의해 연방법원행정처(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가 창설되었으며 12) 연방법관회의(Judicial Conference)의 권한이 확 

이와 같이 연방법관회의는 연방사법부의 정책올 깨앨함에 있어 연방판사 스스로가 
중요한 71 능을 담당할 수 있는 매개가 왼다 

12) 1 870년에서 1939년까지의 기간 통안에는 미연방법원의 기본적 행정업무는 연방정 

부의 법무부(U.8. Department of Justice)에서 당당했다 이 정에 대해서는 사법 

부의 행갱업우를 정치적 성격올 가진 뺑정부처가 당당하고 용쩨했다는 점에서 씨 
속적으로 비딴이 있어 왔다 이에 1939년에 제정된 법원행정처업온 연방사법부 내 

에 연방법원뺑정처(Adminis‘rative Office of the U,8, Courts)흘 창설했다 엉원 
행정쳐장(ωrector)은 연방대법원장이 임영하여， 업원행정쳐장은 그 휩풍을 연방법 

관회의(Judici띠 Conference)에 보고한다. 법원행정처는 연방의회와의 판계애서 

연방법관회의를 공식적으로 대표하여， 연방사법부의 예산 요청， 연방판사의 증원 

과 연방 절차 규칙의 개정 동 연방행정업무 전보써| 있어 대(JI)의회 로비와 의사 
소용」읍 당당한다 또한 법원행갱처는 예산의 배분과 지출회계의 강독 등 사엉부 
내의 행정업무 실무을 총팔하고 접수사건 수 및 사건해결소요시간 둥 연방사법부 
의 업무와 관련된 각종 자료와 용계를 수징 분석하여 이플 백서의 형태로(Annu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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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었고‘ 또한 연방항소법원의 단계에서도 각 연방항소법원마다 행정처 

(judici떠 council)가 설립되었다 13) 1939년법에 의해 설립된 이러한 기구 및 

조직은 연방대법원장14) 부속실 및 근래 셜립된 연방사법센터(Federal 

Judicial Center)2!- 함께15) 연방법원의 법원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Report) 공표 · 쏠판한다 이러한 백서는 연간 수백 메이지 분량이며 lnt.ernet상어l 

도게재된다 
13) 관련하여， 연방항소법원회의(Judicial Council ‘ Ci rcuit Counci l)는 각 연방항소법 

원의 기본적 행갱기구이다 쳐응 창설된 시점에는 연방항소법원회의는 당혜 항소 

엉원의 모든 판사로 구성되어‘ 사법이 아닌 행갱엉우에 있어서 기능t~는 전원합의 
체적 기구였으나. 1981년 연방엉툴의 개정으로 인혜 권한이 강화핑과 동시애 재조 

직되어. 각 항소엉원 소속 판At들 간의 투g률 용혜 소속판사 중 일부로써 회의쩌 
의 반올 구성하고， 관할 내의 연방지방법원 소속 딴사 중얘서 냐머지 반용 구성한 
다 연방힘소엉원회의는 연방항소법원의 행갱업무에 판한 한 전책인 권한을 갖는 
기구로서， 판함 내 연방지방법원의 엉무처리 판련 각종 사항융 감독한다 예픔 들 
어 관할 내 연방지방법원의 판사에게 모든 미제사건의 해철 이전에는 더 이상 새 
로운 사건윷 배갱하지 말 것올 영하기도 한다 또한 관항 내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임무수행상의 부척쩔한 저신 둥애 대한 감사의 권한올 갖는다 
14) "1연앙대엉원장~Cb1er Justice)은 이연방대업원의 사엉 및 행정 엉우훌 용뀔힐 분 

아니라 연방사법부 전체에 대해 감특권용 갖는냐‘ 이러한 행갱혀 엉무 관현 권한 
잊 책임의 수행융 위혜 연방대법원장에게는 다를 대엉판을에 비해 재딴연구관(Iaw 
c1erk) 1인이 더 배갱되어 있으며 이외 다른 행정인역이 지원된다 이러한 연방샤 
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상 연방대법원장은 주요 법원행정 기구와 조칙의 당연직 
구성원이 되여， 연방법원 내 주요 행갱직에 인원융 애치함에 있어 임면권을 갖는 
다 특히 Warren Burger대법원장jI969-1986)은 엉원행정을 쇄신하는 데 많은 노 

력올 기울였으여 William Rehnquist대법원장H986-2005) 역시 연방안사의 충원 
및 엽우부당 강소 보수상의 경쟁쩍 제고플 포함하여 법원행갱영우 전반의 분석과 
개선에 노역하였다 

15) 연방사엉센El{Federal Judicial Center)는 1967년에 창설된 기구로서 주로 연방법 

원행정 관련 연구 및 교육 가능을 당당하고 있다 연방사엉센터의 조직상 정점에 

는 운영위원회(board)가 있으며 옹영위원회는 연방대법원장. 법원뺑쟁처장. 연방항 
쇼엉원 및 따산엉원 딴사들로 구성된다 연방사법센터의 엉무툴 총행}는 책임자 
(director)는 위 운영위원회가 잉명한다 연방사엉센터의 핵심적 엽우는 판사흘 포 
함한 연방엉원 내의 각급 인력(probation orficers. c1erk.s of court, pretrial 
service officers 퉁)에 대한 교육과 혼연 표로그쟁의 깨알과 운영이다 또한 연방 

사엉샌터에서는 엉원의 엉무부당옴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의 분석방엉론 개발 
동 법윈의 뺑쟁업무 관련 기초 연구를 당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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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미국 연방재도하에서의 최고법원으로서의 미연방대법원의 
운용현황 

1. 미언방대입원의 판활: 원심판힘(Original Ju끼sdictio띠과 

상고심판훨(Appellate Juñsdiction) 

미연방대법원의 관할은 이연방헌법(제3조， 개정 제11조 둥)에는 매우 간략 

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연방 법률과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이를 상세화 • 구체 

화하고 있다 연방법원의 관향” 관한 논쟁은 연방과 쥐!'IÐ간의 권한배분 문 

계와 직결된 바. 연방의 성립시기부터 오늘발R 이르기까지 줄곧 주요 논점 

이 되어 왔다. 미연방대법원의 관할은 미연방헌법 제3조상16) 원심관할 

(original jurisdiction)과 상고섬관할(appellate jurisdiction)로 구분된다 또 

한 연방법원의 관항은 미연방헌법 개정 제11조에 의해서도 제한되는 H}, 개 

정 계II조는 연방법원은 다른 주(세의 주민 또는 외국 국민이 쥐세를 상대 

로 제기한 소에 대혜시는 관할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 

(써O는 이러한 특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또한 일정한 경우 연방의회도 이러한 

쥐써의 특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할 수 있다 나。m 이러한 헌법상의 제한 

이외에도 연방의회는 연방헌법 제3조상 연방법원의 관할올 규정할 일반적 권 

한올갖는다. 

16) 미연방헌법 재3초 제2행Section 2 of Article m of the U.S. Constitution)의 
연방영원의 관형에 관한 규정은 마음과 같다 "'The judici떠 Power sb외 I extend 
띠 외I Cases. in Law and Equity. arising under ihis Constitution. the Laws 
。r tbe United States. and 까eaties made. or which sha l1 be made. under 
tbeir Authorily: lð 011 Cases nffecting Am.bassadors, otb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 to 811 Cøses of admiralty and maritimc Ju risdiction: to 
Controversies ω which the United States shall be 8 Party: to Conlroversies 
between lwo or more States: between a 8t8te and Ci t.izens of 800ther 
State: between Citízens of dìfferent States‘ between Ci t.izens of the same 
State c1aiming Lands under Grants of differen t. States‘ and between a 
s‘8te, or the Citizens t.hereor. and foreign States‘ αtizens or Suhje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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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싱판힐{Ori밍맹1 Juri혀jcti。띠 

미연방헌법 제3조는 미연방대법원의 원심관합올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연 

방법률{28 U. S. C. ~ 1251)에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관 

할 사안의 수는 오늘날 미연방대법원이 심리 • 판단하는 사안 중 극소수에 해 

당되어. 미연방대법원이 연중 심리 • 판단하는 사앤대체로 100건 미만) 중 매 

년 1-2건에 그치고 있다 1 7) 원심관할 AI안은 대체로 서로 다른 쥐세간의 

주{세)정계 연안 유전에 관한 권리 및 경계 확정에 관련된 분쟁 둥이 그 내용 

이 된다 원심관활 사안은 연방히급심법원을 거칩이 없이 연방대법원이 제1 

심이 된다 즉. 원심관할 사?앤l서는 연방대법원이 1심법원으로서 기능하고 

이에 대한 상소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과거에는 원심관활 사연베서 미 

연방대법원이 실제 증거의 제출올 받고 연론을 열었으나， 오늘날에는 1심법 

원으로서의 사건관리 및 중거 관련 업무 둥 관련 재판실무는 명망 있는 변호 

사 또는 연뺑념심 판사 중에서 ‘ special 때ster
W

를 임영하여 그 업무를 위 

임하고 이들로 하여금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위한 추천 빛 제안을 하도록 하 

고있다 

(2) 상고싱판혈{Ap뼈late J'따빼jctio띠 

이연방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 중 대부분의 새i은 상고심관할 사앤1다‘ 

이러한 상고심관힐에 대해서는 미연방의회가 언제든 달리 규정할 권한올 가 

지며， 실제로도 관련 입법을 상당한 정도 개정해 왔다 1925년의 법원조직법 

(Judiciary Act of 1925) 이후 미연방대법원은 줄곧 상고심관할의 행사에 관 

해 재량을 보유해 왔다. 즉. 미연방대법원의 상고심으로서의 기능은 단순히 

하급법원의 법리적용상의 장웃을 바로잡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 

이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 1925년의 법원조직법에 

서는 연방법원 혹은 주{써)법원 죠직 내의 저11심 후 연방법원체계에서든 주 

17) 냐e Epstein. Jeffrey A. Seg띠， Harold J , Spaeth, Thomas G. Walker 공저. 
TIlE SUPREME OOl!RT OO!.1PENDIUM: DATA. D않ISIONS. AND DEVE!ρ'PMENrS 
(CQ Press, 2007) 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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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0법원체제에서든 적어도 1회의 항소심을 거진 사't1<>ß 대혜서는 연방법상의 

중요한 쟁점을 제시하는 앤앤! 대해서만 연방대법원에의 상고를 허휩}는 

취지로 연방대법원의 상고심관힐올 규정하였다. 연방대법원의 상고심관혈에 

대혜서는 이러한 춰지의 규정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설계 미연빙벼{ 

법원은 접수되는 수많은 상고 청구 사안 중에서 일정한 철차에 따라 재량에 

의해 일부의 시안만을 골라 상고싱으로서의 심리 판단올 하고 있다 미연방 

대법원에의 상고의 경로는 권리 상고(appe펴]. 상고 챙구{certiorarj)와 법원 

의 상고 제챙(certification]의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권리 상고(appeals] 절치에서는 연방 또는 주{세의 법흉을 위헌이라 

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심리 • 판단을 한다. 1988년까지는 연방항소법 

원의 판결.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연방지방법원 항소부의 판결， 또는 주{써 

최고법원의 판결로부터 연방대법원으로의 상고릎 허용하였으며. 이 중 주{에) 

최고법원의 딴결로부터의 상과 가장 일반적인 경우였다 이러한 상고의 경 

우 엉율은 연방대법원의 성리 • 판단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상고 갱구{writ of certiorari] 사안l<>I1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재량올 행사해 

왔다 상고 사건으로 인한 연방대엉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에 대한 비판과 개 

선 요구에 근거하여. 1988년 미연방의회는 입법을 통해 연방대법원에의 권리 

상고(mandatory ap야al)가 가농한 사안올 대폭 줄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울째의 경로는 상고 챙귀certìorari; 약칭히는 정우 ceπ ) 방식으로서， 사 

안이 권리 상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대혜 상고할 권 

리를 갖지 않는 경우. 상고 청구 영장{writ of certiorari)융 신청하여 상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연방대법원은 재량에 의해 상고 청구에 대 

해 상고를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올 수 있다 IBI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급심 

18) 28 U.S.C. I 1254 ("The [U.S. Supreme] CoUrl 뼈y review any casc in the 
federal courts of appeals by v,'Tit of certiororî granted upon the petition of 
any party to 80y cîvil or criminal 때e."J: 28 U.S.C. I 1257 ("The [U.S 
Supreme] Cour t. may only review final judgments rendered by the rughest 
court. of a st-8t.e in which a decision could be had if those judgments 
involve a question of federal staLulory or const.iLutional la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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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하급심법원에 대해 당해 하급싱법원이 당해 사안에 관해 보유하고 있 

는 기록을 상곱심엉원에서의 심리 • 판결을 위해 상급심법원으로 송부할 것을 

명tt는 것으로서， 연원상으로는 보흉법에 기원을 둔 영장이다. 오늘날 미연 

방대법원이 심리 • 판결하는 사안의 대부분은 상고 청구 방식의 경로를 통해 

주로 미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 미연방대법원으로 유입되고 있다 19’ 

이하 이 글의 다른 분댄1서 싱혈운 바. 상고 청구 새에 대한 상고의 

허가 여부는 연방대엉원의 비공개 명의에서의 표결로 결정된다. 상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명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9인으로 구성되며， 일반 

인의 방갱이 금지됨은 물론 대법원 재판연구관{clerks)들도 이 명의에는 칭여 

하지 않는다， 이러한 명의에서 9인 중 4인 이%에 찬성하는 정우 이러한 사 

안들은 연방대법원의 심리 • 판결 대상이 되어 본안에 대한 변론 단계로 넘어 

가게 된다 상고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은 연방대법원이 별도로 영하지 

않는 한 상고 청구에 대한 반대 서연을 쩌l출할 필요는 없다. 

연방대법원이 상고 챙구에 대해 상고툴 허가하는 기준은 중대한 이유 

(‘compelling reasons")가 있는 경우에 국한되며‘ 연방대법원 규칙 제10조는 

( ,) 연방법률 또는 연방헌법 조항의 혜석에 관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멸 

요한 경위"10 res이ve 8 conf1ict in the interpretation of a federal law 

or a provision of the feder.l constitution ").'0) (L)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통용되는 사법절차에서 심히 벗어나 그 교정이 필요한 경우{‘to correct an 

egregious departure from the accepted and usual course of judicial 

proc앉dings"J， (디 연방법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연방대법원의 

선딴혜에 정연으로 위배되는 하급싱 판결을 심^~하기 위해 멸요한 경위‘ω 

resolve an important question of federal law, or to expressly review a 

19) Lee Eps t.ein‘ Jeffrey A. SegaJ. Harold J . Spae\". 1110mBs G. Walker 공저. 
’1'HE SUPREME ∞om‘ ∞>MP앙'lDIUM: DATA. DECISIONS‘ AND DEV다.oPl따:NTS 
(CQ Press. 2007) 웅 장조. 

20) 특히 동일한 연방헌법초항 혹온 업홀에 대혜 서로 다른 연방항소법원이 상이한 해 

석블 하는 정우 이을 해소하기 위혜 상고를 허가하며， 이러한 상황융 .circuit 
split-이라고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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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of 0 lower court t hat conflicts directly with a previous 

decision of the Court")에 상고를 허가한다고 규쩡하고 있다 상고를 허가하 

지 않는 경우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불혀 결정에 대혜 이유플 설시하지 않으 

며 상고 불허의 절정은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므로 하급심의 판결이 그대 

로 당해 사안에 대한 최종판결로 확정된다 

연방대법원에 정수되는 사안 중 상고 청구 제도를 통한 대법원으로의 유입 

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연간 대략 7， 500여 ^l"~1olI 대한 상고 

청구가 접수되고， 연방대법원은 이 중에서 근래 대체로 연 100개 이하의 사 

안에 대해서만 상고를 허가하여 상고이유서의 셰출을 요하고 구슐변흔융 포 

함한 변론을 통해 심리 • 판결한다 21l 이와 같이 다량 접수되는 상고 청구 사 

안을 통제하기 위해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간에 상고 청구 새많을 배분한 

후 각자 담당한 사?에 대한 상고 허가 여부를 잠정적으로 결정하여 회랑하 

여 그 자료를 공유하는 사건관리방식(" cert. 뼈n올 시용하고 있다 22) 

셋째‘ 연방의회는 하급심의 판결에 울복하는 당사자가 아닌 항소엉원 스스 

로가 연방대법원에게 연방법상의 쟁정을 명확히 해결할 것을 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법원의 상고 제청(certification)이다 사용빈도 

는 (권리) 상고 또는 상고 청구에 비하연 대단히 낮은 연이나， 이 절차를 통 

해 연방법상의 주요 쟁점들이 해결되기도 한다. 

2, 연방대법원의 월차에 판여하는 추요 당시자 내지 뺑위짜 

미연방대법원의 운용올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연방대법원의 재판실무에 관 

여하고 영향을 미치는 행위지들의 존재와 특성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하 

에서는 이러한 행위지들로서 소송대리인， 이익집단‘ 연방송무국쟁Solicitor 

General )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연방대법원 절치에서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21) Lee Epstein , Jeffrey A. Sega1, Harold J, Spaeth, Thomas G. Walker 공저‘ 
THE SUPREME COURT COMPENDrUM: DATA, DEClSIONS, AND 
DEVELOPMENTS (CQ Press, 2007) 등 참조 

22) 현재 Stevens대법판올 제외한 다른 모든 대법관들과 대법원장이 cert. pool에 창 
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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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이 있다. 연방대법원의 심리 • 판절 대상인 사연베서 소송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연방대법원규칙 제5조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따라 그 자격을 

가져야 한다 23) 이들은 연방대법원의 실무에 정흉한 전문가들로서 연l앙대법 

원에서의 변론에 많은 경험을 가진 .반복적 행위자’인 경우가 많다 2.) 

툴째， 이익집단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법리의 개발과 정립을 위해 

직접적으로 관련 A벤의 당사자를 지원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당사자로부터 

중립적인 창고인 내지 감정인 의견서(뼈icus curiae brief)를 제출하는 둥의 

경로로 연방대법원의 재판실무에 영향을 미친다 25) 미연방대법원의 심리 판 

결 대상 사안의 약 53%의 사안에서 이익집단의 창고인 의견서가 제출되었으 

며，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서 참고인 의견서 또는 그 내용이 직접 언급 또는 

인용된 A엔은 약 18%.로서2ti) 다Ocf한 이익집단이 창고인 의견서를 통해 미 

연방대법원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마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셋째 연방송무국쟁Solicitor General)은 연방행정부의 대변인인 동시에 

미연방대법원이 심리 • 판결할 대상 사안을 선정히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방송무국장은 대통령이 임연하는 법무부{Justice Department)내 서 

열3위의 꽁무원이되， 동시에 미연방대법원 건을 1층에 사무실올 갖고 있기도 

하다 연방송무국장의 주된 임무는 연방대법원 내에서 연방행정부를 대표하 

는 것으로서， 이러한 이중적 책무로 인해 연방송무국장은 때때로 -열 번째 대 

법관{the tenth justice)"이라고 지칭되기도 한다. 27) 연방대법원 건물 내애 

23) Kevin McGuire는 이연방대법원애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실무홉 담당하는 연효 
사들올 경제적 이윤올 추구하는 일현의 변호사들과 공익올 추구하는 일련의 변호 
사들로 나누어 이들의 학엉배경 및 지역적 연고와 성향 둥을 연밀히 분석하였다 

Kevin T. McGuire, THE SUPREME α)URT BAR: LEGAL ELITES lN πlE 

WASHINGTON COMMUN1TY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1993) 
24) McGuire 위 각주23)의 책 장조 

25) 이러한 단체의 대Jl씩인 예로 NAACP LegQI llefense Fund 동융 틀 수 있다 
26) Karen 0 ’Connor, Lee Epsteìn 꽁지， PUBLlC lNTEREST LAW GROUPS: 

lNST1TUTIONAL PROF1LES (Greenwo<얘 Press, 1989) 
27) 이연방대영원의 재판실무에 있어 연방송우국장의 가능과 역할을 십충적으로 연 

구 • 분석한 것으로， Li ncoln Caplan, THE TENTH JUS'l‘ICE 까lE SOLICITOR 
G ENERAL AND T꺼E RULE OF LAW (Vintage, 1988): Stephen S, Mein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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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연방송무국장의 사무실은 20여 명의 연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 

송무국장칙에 종사한 이후 연방대법관으로 임명되거나28) 연방항소법원 법관 

으로임명된 예가있다 

연방송무국장의 일차적 책무는 연방대법원의 심리 • 판결 대상인 사?에서 

미연방정부를 대표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방송무국장은 미연방정부가 당사자 

인 모든 소송에서 미연방정부플 대표하여 변론올 한다 또한 연방송무국장의 

연방대법원 관련 업무의 약 절반 정도는 연방정부의 연방대법원에 대한 상고 

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연 연방정부의 모든 행정 

위원회 동은 하급심 판결로부터 연방항소싱 또는 연방대엉원에 항소 또는 상 

고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연방송무국상의 허가를 받。}야 한다 29) 

나아가 연방송무국장은 이해관계의 충툴이 없는 경우 즉 정부가 당사자가 

아닌 A연뻐 있어 연방대법원에 대해 법률 자운올 하기도 한다. 미연방대법 

원은 위와 같은 사잉빼 관해 l년 중 20-30회 정도 연방송무국싼깨l 연방 

법률 및 연방헌법의 의미에 관해 의견서를 제출할 것올 요청한다 30) 또한 연 

방송무국장은 정부가 참고인 의견서를 제출할 사안을 선정하고. 참고인 의견 

서를 제출히는 경우 그 작성을 담당한다 미연방대법원 규칙상 연방송무국장 

은 당.)+: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창고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었다 31) 

Stepnen A. Shull 공저 Poli，ζy Congruence between t.he President I1nd the 
Sclicitor Gener81, 51(2) P，이itica l Researcn Quarterly 527 (998): 그리고 
Gregory A. Caldeira. John R. Wrigh‘ 공저 . Organized Interesl.s and 
Agenda -SettiJ갱 in the U. S. $upreme Collrt., 82 Arnericon Pl이 iti cal Sc ience 
Review 1109 (1 989) 창조 

28) William Howard Taft대엉관‘ Robert Jackson대엉관， Thurgood Marsh.ll대엉관 
의 예가그러한예이다 

29) 1998년의 경우올 보연 정부의 각종 위현회에서 2.682건의 상고 갱구흘 요청하였 
으냐 연방용무국장은 최종객으로 21건의 상고 챙구용 하였다 1.0‘π'ence Baum, 
까IE SUPREME ∞URT (CQ Press, 2006) 

30) Lincoln Caplan, 깨E TEJII깨 JUSTICE: T꺼E SOLlCITCR GEJllERAL AND 
까lE RULE OF LAW (Vintage, 1988)‘ Gregory A, Caldeira, Jobn R. Wrigbt 
공저 α-ganjzed lnterests and Agenda-SettJng in the u.s. Supreme Court. 
82 Americaß PI이itical Science Review 1109 (1989) 

31) 연방송우국장의 affilcus cUrJse 의견서 제출 권한에 관한 심층적 연구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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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연방대법원의 인적 구성: 연방대법판과 연방대법뭘장， 째판연구판 

미연방대법원은 현재 8인의 대법괜Associate Justices)과 1인의 대법원장 

(Chief Justice)으로 구성된다 다른 모든 연방헌법 제3조상의 판사〈즉‘ 

"Article 1 judges에 상대적인 개녕으로서의 "Article 1Il judges)가 그러하 

듯이， 연방대엄관과 연방대법원장도 대룡령에 의해 임명제청되어 연방의회 

상원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총선직이다 2009년 

3월 현재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체의 명균 연령은 69세이다 

(1) 연뱅예법판 수의 역사쩍 변천 

미연방헌법은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수에 대해 규갱하고 있지 않으며. 연방 

대법관의 수를 결정할 권한은 연방의회가 가진다 연방 초기 연방대법원은 

1789년 엉원초직법에 의해 대법원장 포항 6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었다 이 

후 미연방의 영토가 확대되고 연맹항소법원이 중가뺨n 따라， 이에 상향}여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수를 1807년에 7인으로. 1837년에 9인으후 1863년에 

10인으로 늘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1866년에 이르러서는 당시의 존슨 

(Andrew Johnson)대풍령에게 대법관 임영 기회블 주지 않으려는 연방의회 

의 의도에 따라 연방항소법원법(Judici외 Circuits Act)이 제정되어. 향후 은 

퇴하는 3인의 대법관은 그 후임을 임명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 절과 1866년 

에 l석. 1867년에 1석이 제거되는 둥 대법원'lI"-을 포항한 대법관의 수는 다시 

7인이 되었다 이후 곧이어 1869년의 연방항소엉관엉(αrcuit Judges Act of 

1869)에 의해 대법관 8인. 대법원장 1인의 총9인으로 대법원을 구성하게 되 

었으며， 이후 오늘뱀 이르기까지 이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후에도 뉴딜 

정책과 입법에 효의적인 인사를 연방대법관으로 임영하려는 루즈벨트대통령 

의 ‘ Court Packing Plan"에 따라 미연방대법관의 수를 15인으로 늘이는 취 

지의 법원의 재조직에 관한 법률안\Judiciary Reorgenization Bill of 1937) 

Stephen S, Meinnold, Stephen A, Sh비l 공저. Policy Congαeoce bet ween 
the President and the Solicitor GeneraJ, 5H2) P이it ical Research QUllrterly 
527 (1998) 창초 



218 이우영 

이 1937년에 발의되었으나. 법률로 성립되지는 옷했다. 32) 

(잉 대법판 및 대법원장의 엄명 정따 

대법관 및 대법원장의 임명 절차는 연뱅헌법 제떠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 

방대풍령의 임명제청. 연방의회 상원의 인사청문회. 연방대통형의 임명의 절 

차률 거치며. 대법관칙과 대법원장직은 연방헌법 제3초에 의해 종신직이다 

대홍령은 이연방헌법 제2조에 근거하여 연댐 판사를 임명할 권한올 가진다 

연방헌법은 연방대법관 또는 연방대법원장의 자격요건에 대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체로 대통령은 자신과 정치적 • 사회적 • 문회적 견해툴 공 

유하는 후보를 제청하는 경향을 보이나'， 3이 대법관 또는 대법원장으로 임영된 

후의 판결의 향방 및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대흉령이 실쩨 연방대 

법관과 연방대법원장 임명 제챙을 하는 경우 다t양}고 복합적인 기준융 척용 

하고 있으나. 일옹 기장 중요한 기준은 객관적인 전문성， 개인적 • 정치적 친 

분， 갱책 성향. 그리고 상징적 대표성이라고 한다. 34) 

첫째， 전문성의 연을 보연， 연방대법관 및 연방대법원장의 임명제청에 있 

어 대통령은 후보자가 지닌 객관적인 법적 전문성을 제1순위의 기준으로 적 

용호따고 ~k:p5) 연뱅행소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한 경험 퉁이 이 정어 서 큰 

의미를 갖는다. 실제 2002년의 예를 보면， 2002년 현재 9인의 연방대법관 

(대법원장 포햄 중 7인이 연방항소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였었교 이외 l인 

은 전직 쥐세항소법원 판사였고(없ndra [빼 O‘Conn야)， 나머지 l인은 연 

방법무부차관 출신이었대Wi Lliam Rehnq비찌 둘째， 개인적 • 갱치적 친분의 

32)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Rooscvelt대왕령의 장기 재칙으로 인해 Roosevelt대용 
령은 George Washington대용령애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연방대법관융 임명현 대 
용령이었다. Roosevelt대용령은 8인의 연방대법관융 임명했고 l인융 연방대법판에 
서 연방대엉원장으로 임명했다 

33) 대용령이 어떠한 요소와 기준융 영두에 두어 연방대엉관과 연방대법원장의 잉영 
제쟁융 하는지에 대한 연구로서는 대표적으로 Dav띠 A. Yalor, PURSUIT m' 
JUSTICES: PRESIDENTIAl POUTICS AND 까IE SELECTION OF SUPREME 
∞URT NO뻐NEES (Uoiversity or Chicago Press. 1999) 창조 

34) Id. 
35) Id.: 그리고 Lnwrence Baum. THE SUPREME ∞URT (CQ Press, 2006) 장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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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올 보연. 대통령이 임명제청하는 대법관 혹은 대법원장 후보는 약 90%의 

정우 대통령과 같은 정당 소속에며 대체로 정당 활용11 적극적이라고 한 

다 361 그러나 오늘날 점차 개인척 • 정치적 친분에서 벗어나 정책성향에 따라 

대법관 및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올 계청딴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37 ) 셋째. 

정책 성향 및 정책 선호도의 연을 보연， 오늘날 대홍령은 정차 정치적 맥락 

애서의 미연방대법원의 역할 및 연방헌법의 해석 둥어l 관한 정책의 선호도를 

중시하여 이를 기준으로 임영을 제청하는 경향올 보인다고 한다.38) 이러한 

기준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을 쩌l청한 대법관과 대법원장들은 대체로 그러한 

정책 성함i 정책 선호도를 유지뼈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9) 그러나 

。에젠째(뻐ght Eisenhower)대흉령이 임명제청뼈 임명한 워렌(EarJ 

Warre이대법원장의 예에서 보듯이， 정책 성향과 정책 선호도를 기준으호 한 

대통령의 판단이 후보자가 대법관 또는 대법원싼l 된 다음의 직무수행상의 

성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넷째. 상정적 대표 

성의 연을 보연， 후보자의 지역적 생장 배경， 종교， 인종， 성열 풍도 상징적 

의미에서 일용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었다 40) 

이와 같은 대통령의 임명제청이 있은 후에는 연방의회 상원의 인사청문회 

를 거쳐 상원의 임명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용령은 상원에서의 임명동의에 

관한 표결이 있올 때까1는 기존의 제챙올 철회하고 새로운 후보2에 대한 

상원의 임명동의를 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명제청이 있게 되면 연방의회 

상원 법제사법위원회(Senate Ju띠Claη Committee)애서는 인사청문회를 열 

어 헌엉철학을 포함한 일련의 질문올 거쳐 대법관 내지 대법원장으혹서의 적 

합성올 판단하고 임명동의 여부를 정한다 상원 인사청문회 후 법제사업위원 

36) Lnwrence Baum, THE SUPREME COURT (CQ Press, 200삐) 

37) Id‘ 

38) George L. Wa tSOn, John A. St∞key 공저， SHAPING AI뻐RICA 까IE POLlTI 
CS OF SUPREME COURT APPOINTMENTS (Longman‘ 1997) 

39) Id, 

4이 Id. : 그리고 David A Y띠of. PURSUIT OF JU앙ICES: PRESlDENTIAL POLlTI 
CS AND THE SELEC.1'ION OF SUPREME COURT NOMlNE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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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상원 본회의에 홍의여부에 대해 (긍정적‘ 부갱적， 중립적 권고 중 택일 

하여) 권고를 하며， 상원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 표결에 의해 대법관 및 대법 

원장 임명동의 여부가 절정된다 대체로 상원에서의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안 표결에 소요되는 시간은 2개월 정도이다 상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 

보써1게 질문을 하는 관행은 비교잭 근래의 것으로샤. 그 최초의 예는 스톤 

(Harlan Fiske Stone)대법관의 임명을 위한 1925년의 인사청문회였다고 한 

다 상원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 절차에서 임명동의를 받지 못한 대법관 내 

지 대법원장의 수는 2009년 3월 현재까지 12인이다 

(히 연냉대법판파 연맹형소법월간의 판계 

연l앙항소심 단계에서 미국은 13개의 항소법원(circuit ∞urts of ap뼈s) 

관할로 나뒤어 있다 미연방대법관 및 대법원장은 이러한 13개 항소 엉원을 

각각 나누어 당당하고 있다 1789년 법원조직법(Judiciary Act of 1789)하에 

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이 담당송보 항소법원 관할지역을 실제 순 

회(‘circuit riding')~때 그 지역 출신의 판사와 함께 항소심 재판올 하였다

이러한 순회져l도에 대해서는 여행의 불연합 및 공갱성의 부촉 등의 이유에서 

많은 HJ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1891년 입법을 통해 순회제도가 예지되었 

다 오늘뱀도 미연방대법원의 대법관과 대법원장은 각각 특갱 연방항소법 

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순회법괜“Circ띠t Just ice ì으로서의 실제 

업무는 절차의 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 내지 기간의 연장 신청에 대한 결쟁 

퉁 형식적 업무에 국한되어 있다 .11 

41) 대법원장은 관혜상 DisLriCL of Col뼈bia CircW t. F넓eraJ αrcuit. 그리고 W뼈피때ton. 

DC 를 둘러싸고 있는 Maηland주와 Vì r.밍ruo주를 포함경}는 4th Circuit을 담당한다 
이외 각 대법관들은 l개 내지 2개 연방항소법원옹 당당한다 Alito대법관의 임영 이후 
각 대법관〈빛 대법원장)이 당당하게 왼 연방항소법원은 다응과 강다 D‘C. Circuit -
John G. Robe야S‘ Jr.: 1st Circuit - David H. Souter: 2nd Circuit - Ruth Bader 
Ginsburg: 3rd Circuit - David H. Souter: 4th Ci rcuit - John G. Roberts. Jr 

5th αrc띠t.， - AntonÎn G. sc허10‘ 6th Circuit - John Pau! Stevens: 7th ciπ미1 -
John Paul Stevens: 8th Circu.i t - Samuel A_ Alito‘ Jr,: 9Lh Circuit - Anthony 

M. Kenn어1‘ 10th Circuît - Stephen G. Breyer: 11th CircuÎt - C1 aren∞ Thomas: 
the Federal Ci rcuit - John G. Rober l.S. 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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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미연방대법휠의 재판연구판 (C1erks of the U,8, Supreme ca따t) 

미국의 연방법원과 주{깨법원은 각각 판사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재 

판연구관{clerk: research atωrney)제도를 두고 었다 42) 재판연구관들은 사 

안의 쟁점에 대한 연구 • 분석 및 판결문의 초안 작성 동의 직무를 담당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재판 실무 특히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한 영향올 미친다 미 

연방대법원에서는 1886년 이래 줄곧 재판연구관올 두어 자료의 분석‘ 쟁점에 

대한 분석 • 연구 및 판결운 초안의 작성 둥의 영역에서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2000년 3월 현재 미연방대법원의 대법관과 대 

법원장 중 5인은 다른 연방대법관 내지 대법원장의 재판연구관 출신이다 43) 

연방 3~급심 법원의 판사는 대체로 판사 1인이 1인의 재판연구관을 배정받 

는데 비해‘ 미연방대법원의 대법판은 l인당 4인의 재판연구관올， 대법원장은 

5인의 재판연구관올 배정받는다 연방대법원을 제외한 연방법원에서의 재판 

연구관직은 통일된 절;;.f{Nationa1 Feder외 Judges Law C1erk Hiring Plan) 

에 따라 지원과 연접을 거쳐 절정된다 44) 연방대법원은 연방대법원의 독자적 

인절차를 통해 재판연구관을 고용한다 

4, 연방대법원이 심리 • 판곁힐 대상 사안의 선정 

(1) 째량에 의한 심리 • 판철 대상 시영!의 션벌과 "4인 원칙. 

앞에서 본 권리 상괴appe허)와 업원의 상고 제청(certification)의 일부 예 

외를 제외하연 미연$뼈법원은 심리 • 판결의 대상이 될 사안의 대부분을 상고 

42) 미국 각급 법원의 재판연구관 제도에 판해서는 Wayne L, Andel1!On 빼rilyn H. 뼈떼ck 

공저， 까iE LEGAL PRO따SSION: IS IT FOR YOU? (Thorrιon 8xecutive Press‘ 1996), 
복히 110연상초 

43) Byron White대법관은 Frederick M. Vinson대법원장의 clerk이었고. Paul Stevens 
대엉i'1>은 Wi ley RutIedge의 c:I erk이었으여‘ Stephen Breyer대법관은 Arthur 
Goldberg의 clerk , 그리고 John Roberts대법원장은 William Rehnquist가 대 
법판이던 시기 WilliQm Rehnquist대법관의 clerk이었다(Rehnquist는 Roberl 
H, Jackson대엠관의 clerk이었다) 

44) 또한 지원 가능한 공석 유의 정보는 α3CAR 'y'냉m 동흘 통해 온라인상으로 게 
재된다 



222 이우영 

갱구에 대한 허7Kcertiorari) 방식에 의해 재량애 의해 스스로 결쩡한다 미연 

방대법원은 심리 • 판결할 대상 A싼올 선별함에 있어 ‘4인 원칙(r띠e of four)" 

올 사용하여 4인 이상의 대법관{또는 대법원장)이 찬성하는 경우 그러한 시안 

을 심리 • 판결의 대상으로 한다 심리 • 판결할 대상 사안의 선정에 있어 갖는 

이와 같은 재량‘l 근거하여 미연방대법원은 오늘날 약7 ， 500건의 접수 J.I안 중 

에서 연간 100건 이하의 사염앤f올 선별하여 이를 심리 판결한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매년 액50건에 대해 상고 허가를 하였요나， 2000년대에 들어와 

서는 연 100건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만 상고 허가를 하고 있다 45) 

연방대법원은 각 대법관에게 무작위로 상고 청구 사안을 배당하여 배당받 

은 시~에 대한 각 대법관의 상고 허가 여부의 결과를 전체가 공유하는 방식 

으로 상고 청구 사안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46) 전원합의체로서 상고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매주의 정기 명의에서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토흔올 거친 

표결로써 상고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연방대법원 초기에는 모든 상고 

갱구 사안을 평의에서 일일이 심사하였요나， 오늘날 급격하게 늘어난 연방대 

엉원의 엉무로 인해 이제는 대법원장이 매주의 명의 이전에 상고 허가 여부 

흘 토의할 J.I안의 옥록{discussion list)을 작성하여 각 대법관실에 이륭 회랑 

하고. 각 대법관들도 이 목록에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안올 포함시킬 수 있 

다 이 옥혹에 들어가지 뭇한 상고 청구 사안은 자동적으로 상고가 받아들여 

지지 않게 된다 기술하였듯‘ 평의에서는 4인 이상 대법관{또는 대법원장)의 

표결로써 상고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45) 보다 구체적인 용계상의 변천상은 아라IIV，에 적시하였다 
46) 상고 청구 사안의 경우 연방대법관 각자가 허가 여부를 각각 판단하여 표절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늘날 연방대법원얘서는 갱rt. poo(이라는 방식융 사 
용하고 있다， 즉. 상고청구 사'1.!-융 대엉관 각각에게 무작위로 애분하고， 배당 받 
은 상고 청구에 대해 각 대엉관 소속 재판연구관이 허가 여부에 관한 2-25얘 분 
량의 에모흘 작성뼈 p。이에 참여ßI는 모든 대법관에 회함한다 이러한 ccrt 
pool 뱅식에 대한 자세한 성영은 Lawrence Baum‘ πIE SUPREME COURT (CQ 

Press, 2006): 그리고 William H. Rehnquis‘ THE SUPRE깨E COURT (rev. 2d 
ed.l (Vintage, 2002) 224연-238밴 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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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상고혀가의기훈 

연방대법원이 심리 • 판결의 대상으로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 상고를 허가할 

것인지는 연방대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47) 이에 대해서는 우선 연방 

대법원 규칙 저1\0조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48) 연방대법원은 연방대법원 

규칙 져I!O조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이고 충대한 연방법상의 문제가 있는 사안 

에 대해서만 상고를 허가빵1 원칙이다 연방대법원이 상고 허가 여부를 결 

정함에 있어 사용하는 기준으로서는‘ ( .) 연방정부가 상고 청구를 하는지의 

여부. (니 동일한 법플에 대해 연방송}급심 내지 쥐뻐최고법원간 상이한 해 

석이 존재히는지의 여부. (디 대법관의 이념적 성향에의 부합 여부. (2) 전 

문가의 상고인 둥으로서의 활동 여부. (0) 당해 시대에 부각된 특정 주제에 

관련된 쟁점이 있는가의 여부 둥이 있다 491 

47) 1925년의 엉원초직법(Judiciary Act of 1925CCertiorari Act")) 이후 연방대법원 

의 대부운의 관할은 재량사항이 되었마 
48) Supreme Court R비e 10. R비e 10의 내용은 위 각주20)에 상용하는 온문의 문단 

애서 적시하였다 
,19) l.awrence Baum, THE SUPREME COURT (CQ Press. 2006) : Cornell W. Cloyt 

on. Howard Gillmon 공저， SUPREME COURT DECISION- MAKING: NEW INS 

TITUTIONALIST APPROACHES (University of Cbic8g0 Press. 1999): Thomos 

H. Hammond . Chris W. Bonneau. Reginald S. Sheeh8D 공저. STRATEGIC B 

EHAVlOR AND POLlCY CHOICE ON US SUPRE깨E COUR1' (Stanford Uni ver 

s ity Press. 2005): Doris M. Provine , CASE SELEGI'ION IN THE UNITED 8T 

ATES SUPREME COUR1' (Chicago University Press, 1980): Jeffrey A 앓gal ， 

H뼈Id J . Spaeth 풍저. THE SUPREME COURT AND THE AlTITUDI NAL MO 

DEL REV1 SITED (Cambridge Univcrsity Press. 2002); Robert. Boucher, Jeffr 

oy A. 8eg.1 공서 Sup l'eme Court Jus tices 85 Strategic Decis ion Makers , 57 

Jωrnal of Poli tics 824 (1995): Saul Brenner, Granting Certiora ri by the U 

ni ted St8tes Supreme Court: An Overview of t he Social Science Studies. 92 

Lew Li brary Journal 193 (2000): Ma rgoret M. Cordray , Richard A. Cordray 

응저 깨e Philosophy or Certiorari : Jurisprudential Considcrations in Supre 

me Cour t. Case Selection, 82 Washington Universi t.y Law Quanerly 389 (20 

04): Reginald S‘ Sheeharχ WiII illm Mishler‘ Donald R. Scnger. Ideology. 8, 
Ilt.US and the DiJferential Success of Di rec t. Parties before lhe Supreme Cou 

rt. 86 American Poli lic띠 Science Review 464 -471 (1992) ‘ Ryan Black , Chri 

slina Boyd 공저. Li tigant Status and Agenda Settîng on the U.S. Supreme 

Court. (paper presented 8t the annual meeting of the The 1..aw Ilnd Socî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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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연방대법원은 연방정부가 상고를 청구하는 경우 상고를 허가히는 비 

율이 대단히 높다 상고 청구 사안 전체를 불 때 상고가 허가되는 비융은 5% 

미만인 데 비해， 연방송무국장의 상고 청구의 정우 50-70%갱도의 사당에서 

상고가 허가된다S이 이는 각종 행정부 내 위원회의 상고 청구에 대한 연방송 

무국장의 통제 및 여과 기능을 잘 보여줌과 동시에 연방대법원의 송무국써 

대한 기능적 신뢰도를 보여준다 둘째， 통일한 법률에 대해 특히 서로 다른 

연방항소법원간 다른 해석이 존째하는 경우{‘circuil Splil") ‘ 법리의 일관성과 

홍일성을 위해 연방대법원이 상고를 허가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대체로 연 

방대법관과 연방대법원장은 자신의 이념적 성행n 일치하는 앤써서 상고를 

허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511 넷째. 특정 A안에 관해 전문가의 참고인 

(a띠cus curiae)으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며 상고인 의견서가 제출된 새뻐 

대해 상고를 허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 상고 청구 사안 전체를 볼 때 상 

고가 허가되는 "1율이 5% 미만인 데 비해. 전문가의 창고인 의견서가 제출된 

사안의 경우 상고가 허가되는 비융응 36%이다 52) 다섯째. 연방대법원은 시 

대적 • 정치사회척 수요를 반영하는 특정 영역에 속i;~는 특정 유형의 쟁점에 

관한 사안에 대해 상고를 허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찌) 

5" 미연방대법원의 업무랑 

(1) 미연뱅혜법원이 싱리 • 판뭘하는 사안의 수와 생칙 

이연방대법원에는 매년 거의 8， 000건의 사앤i이 접수되는데， 이 중 원심판 

Association, May 27. 2008) (http://www.allacademic.com/meta/p23698S_ in 

dex.ht.m1에 합재〉 등 장조‘ 
50) 관현하여 보다 구혜적인 흉제는 아래 IV에서 적시하였다 
51l 이러한 연구의 예로서 Gregory A. Caldeira. John R. Wright. Ch ristopher J 

W. Zorn 공저. Sophisticoted Voting and Gate-Keeping in the $upreme 
Court, 15(3) JournaJ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549 (1999) 창초 

52) Gregory A, C. ldeir. , John R. Wrighl 공져. Organized lnterests snd 
Agenda-Setting in tbe U. S. Supreme Courl , 82 American P，이i t.ical Science 
Review 1109 (1989) 상조 

53)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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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시안은 1년에 1-2건에 왈과하고， 나머지는 상고싱관할 사앤r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배년 7 ， 500건에 달히는 상고 청귀certioraril 

사얻f이다 연방대법원에 접수되는 전체 접수건수의 약 4분의 1 정도는 접수 

시 일정 비용올 지불해야 하는 ‘유료 사안’으로서， 이 경우 접수시 $300를 내 

。탑}고 모든 서연의 제출시 원원} 함께 40부의 사본을 자비로 작성하여 셰 

출해야 한다. 단 일정 소득수춘 이뼈1 해당하는 당사지는 접수시 위 $300 

의 비용을 연제받으며 서연 제출시 원훤} 합꺼1 사본 10부만을 제출하면 된 

다， 이러한 ‘ in forma pauperis’, (‘ in the manner of a pauper"라는 의미의 

라틴어로， 흔히 "ifp"로 약칭된다) 방식의 상고청구는 대부분 재소지에 의해 

이용되고 있으며， 2000년의 경우 미연방대법원에 접수된 1φ ，<)안은 6， 000여 

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안의 경우 새로운 중대한 쟁점올 제기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상고가 허가되는 비융은 상당히 낮은 연으로서. 

2000년의 경우 상고 갱구 방식으로 접수되어 상고가 허가된 )，f안 전체 충에 

서 유료 앤}o] 85건이었는예 비해‘ ifp )，1안은 14건이었다 즉， ifp 사안의 

경우 0.5% 이하의 비율로 상고가 허가되고 있다 54) 

연'tl，;~급싱 또는 주{써 O최고법원으로부터 이연방대법원에 접수된 사싼해 

대해서 미연방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의 결쟁을 할 수 있다 첫째， 상 

고 청구를 불혀하는 풍의 방식으로 본얀어l 대한 심리 • 판결을 하지 않기로 절 

정항 수 있다 미연방대법원에 접수되는 사안 중 약 99%'에 대해서는 이러한 

결쟁이 내려진다. 둘째， 상고 허가 ),f'>J 중 일부에 대해 구슐연론 없이 약식 
으로 심리 • 판결하고 쟁점 및 적용법률의 적시 또는 판결이유의 셜시 없이 판 

걸주문만올 기재한 판결문으로 판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판결문의 작성자를 

망l항이 없。] (per curiam) 판결할 수 있다 2000년의 경우 상고 허가 A엔 

54) 이와 갇이 ifp 사안의 경우 상고가 허가되는 비율은 상당히 낮으나 이러한 ifp 사 
안으로 이연방대법원에서 심리 • 판결왼 사안듬 중에는 이연방대법원과 미연방헌법 
법리상 기업비척인 의미읍 가지는 새필도 있다 얘를 들연 국선변호인의 죠력올 

받올 헌엉적 권리를 안시 한 mdeon v Wainwri2h!, 372 U.S, 335 ( 196히 판절. 
제포 · 구속시의 욱비권 내지 연호인의 조역올 받을 권리 풍의 고지 의부」라 인신구 
속 상태에서의 변호인 없는 신문의 금지를 안시한 댄얻쁘!L!......ð띤으쁘， 384 v 

436 (1966) 안경 둥이 그러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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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24건에 대헤 이러한 방식으로 판결하였다 55) 셋째 연론기일올 지정6뼈 

구술연론을 하고 이후의 명의를 꺼쳐 판결주문과 판결이유를 기재한 갱식 판 

결문으혹써 판결올 할 수 있다， 오늘날 매년 약 100건 이하의 사'1!이 이와 같 

은 방식으로 심리 • 판결된다. 연$때법원이 심리 • 판결하는 사안의 내용 및 

성격올 보연. 대체로 절반 정도는 연방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시앤샌l며. 

나머지 절반 정도는 연방법률과 행갱입법의 해석에 관한 사당!이다， 

(잉 미연빙대법원 업무량의 충7JS히 

미연방대법원의 성립 초기에는 그 업무량이 극히 적었다 연방대법원 설립 

후 최초의 두 회기 간에는 단 한 건의 사안도 접수되지 않았고， 1793년 회기 

의 경우 1년간 5건이 접수되었다. 이후 마옐John 뼈rsh외J)이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미국 헌정에서 미연방대법원의 역할이 확대되고 그 위상도 제고 

되었으나 연방대법원의 업무량은 이후에도 한동안 지극히 미미했다 이후의 

약100년 동안에는 연방대법원의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7r하는 추세를 보였는 

데‘ 1920년대와 1940년대 동안에는 업무량이 급격하게 중7봐였고.(1945년 접 

수건수 1， 460겐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대제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다가 1950년대에 이르러 연방대법원의 업무량이 급증하여(1960년 접 

수건수 2， 313젠. 오괄” 이르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엉무량 증가는 재소자 

의 상고 및 상고 청구 퉁이 급증한 데 기인한다， 1980년대까1도 재성써l 

의한 lφ 사안은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전체 사안의 절반 이하의 비중이었으 

나. 현재는 재소자의 ifp 사'1!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되는 전체 사안의 75% 이 

상올 차지하고 있다 유료 사안의 경우에는 연도별 접수건수가 거의 변통 없 

이 유지되고 있다 띠라서 근본적으로는 연방 차원에서 채소자가 급중하게 

된 정치 • 사회적 원인이 연방대법원의 업무량의 급중에도 일웅의 상관성이 

있다고도 할 수었다. 

55) 냥e Epstein. Jeffrey A. Segal, Harold ι Spaeth, Th뼈8s G. Walker 공저， 

THE SUPREME COURT COMPENDIUM ‘ DATA. DEC1SIONS. AND 
D띤티.úPMENTS (CQ Press, 2007) 창죠 

56) 이 부분의 용계자료는 위 각주55)의 책윷 포함한 복수의 자료용 근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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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띠연방대법원의 업무량에 대해서는 과중하다는 지적과 비판이 지속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25년의 법원조직법(Judlciaη 

Act of 1925)을 포힘째 몇 X뼈|에 걸쳐 연방대법원의 관할을 축소초쟁하고 

심리 · 판결 대상사항의 선멸에 보다 큰 재량올 부여하는 입법적 노력이 있어 

왔으나， 연방대법원에의 접수건수는 지속적으로 중대되어 왔으며. 위와 같은 

입엄적 노력이 연방대법원의 과충한 엉무량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는 

뭇했다고 명가되고 있다57) 연방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량은 중대한 연방 문제 

에 대해 연방항소법원간 다른 입장올 보이는 경우에도 연방대법원이 이를 적 

시에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이 정에서 문 

제시되고있다.뼈 

미연방대법원의 업무량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해절책 모두에 있어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혹자는 연방대법원의 업무량에 관한 문제는 엉 

무량 자제의 과다가 아닌 연방대법원의 ‘역힐에 대한 정의(role definition)’ 

가 핵심이라고 한다 59) 이러한 입장에서는 연방대법원의 업무량과 관련하여 

구초적 • 제도척 혁신이 멸요하다기보다는 연방대법원 스스로가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입법정책의 차원에서 갖는 엄법적 기능에 중점올 두어 심리 판결의 

대상을 선정하고 판결해 가야 한다고 한다 다른 한 연에서는 미연방대법원 

은 심리 · 판결의 대상 사안올 선정항에 있어 다원화되고 다양한 공통체구성 

원에게 ZfZr 중요성올 가지는 사안을 선정하여 판결함으로써 그 정치적 · 사 
회적 기능올 다할 수 있으으로 오늘날 업무량이 중대하는 것은 일정 정도 옐 

연적이고 멸요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러한 두 관정은 대법원의 업무량에 

관한 개선책 마련의 분제에 직연한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향후 

관련하여 많은 심충적 논의가 전개되어야 하겠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 글의 

57) 예플 틀어 Joseph ‘Jucewicz, Lawrence Ba.um 공저‘ Work1oad Influences on 
Supreme Caurt CiJse Acceptancc R8tes. 1965-1984, 43(1) Political Research 
Quarlerly 123 099이 창조 

58) Arthur D. He l1l1l1l!\. FEDERAL ∞UR'rS (LexisNexis, 200히 동 창조. 

59) Samuel Estreicher, .100n Sexωn 공저， REDEF1N1NG 'rHE SUPREME 
COUR'r S ROLE: A 'rHEORY OF MANAGING THE FEDERAL JUDICIAL 
PR∞않S (Yale University Press‘ 1988) , 135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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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부분에서 다시 논한다 

(3) 연방대법휠의 과다환 업무량에 대한 해철쩍: 연냉의회 VB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의 과다한 업무량” 대한 해결책에 관해서 핵심이 되는 사항은 

그 해결책올 입법적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이에 관해 연$때법원의 

재량을 중폭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1925년의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연방대법원에 접수되는 사안의 80% 가량은 법률에 의해 미연빙해 

법원에의 상Ðf 허용되어 미연방대법원이 반드시 심리 • 판결해야만 하는 사 

안이었으나， 오늘뿔”는 연방대법원이 처리하는 사안의 약 1%만이 권리 상고 

사'tl이다 또한 1988년 연방의회가 연밍때법원의 상고심관할 규정을 개정함으 

로써 오늘날 미연방대법원은 상고심관할 사샌에서 거의 전적으로 재량으로써 

심리 • 딴결 대상 새}을 선별한다 즉. 연방의회는 연방대법원에게 심리 • 판 

결 대상 사앤f을 스스로 선쟁할 재량올 지속적으로 증대시쳐가는 방향으로 관 

련 법륭을 개정해 왔다 이렇듯 심리 • 판단 대상 사'tl을 연방대법원이 재량으 

로써 스스로 선정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위 문탠n서 삽H한 바와 김이 특히 

소수자 보호의 관정에서 우려를 표히는 입장도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입법 

부 주도로 관련 제도를 입법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60) 

6. 미연방대법원에서의 심리 • 판킬의 과정 

(1) 연혼기일의 지갱과 상고이유서 풍 셔연의 채훌 

연방대법원이 상고허가 퉁의 방식으로 특정 사안을 심리 • 판결의 대상으로 

선쩡하연 그러한 사'Ll<>Il 대해서는 변론기일이 지정된다61) 이 시점에서 양 

60) Lawrence Baum, 까lE SUPREME ∞URT (CQ Press. 2006). 248연. 
61) 판련하여 "1연방대법원의 회기(Term)에 관하여 보연‘ 이연방대법원의 회끼는 때혜 

10월의 첫 월요일에 시작되어‘ 다음해 6월 또는 7월에 종료힌다. 예를 들연. 미연 
방대엉원의 2006년 회끼는 2006년 10월 9일 개시되어 2007년 여틈에 종료하였 

고 2009년 회가는 오는 2008년 10월 6일에 개시하여 2009년 초여름까지 이어진 

다 이와 강이 미연방대법원의 공식척인 회기는 연도별로 구별되나. 비공식적으로 

는 미연방대법원의 일반적인 판결 생향올 논의함에 있어 그 시기의 연방대법원장 
의 이릉으로 연방대법원을 지칭~f71도 한다 (예를 들어 Warren Coun (1953-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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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본오에 대한 변론서 퉁 각종 서연을 작생하여 제출한다 또한 양당 

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 전문가 이익단체. 정부 관련부 

처 등은 감정인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었다. 심리와 판결의 과정 및 

각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연방대법원 규칙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62) 예를 들면 상고인과 띠상고인의 상고이유서는 50연으로 길이가 제한 

되어 있으며 감정인의 의견서는 30면으로 길이가 제한되어 었다 63) 

(2) 연뱅혜법휠에셔의 구슐뺀론 

연방대법원은 회기 중 10월-4월의 기간 통안 매2주씩 번갈아 지;쩡한 개정 

기간 동안 구술연론을 연다 각 시안별로 각 당사자어l게 30분씩의 구슐변론 

시간이 주어지며. 이 시간 똥안 각 당사자들은 ̂I신의 입%에서의 논점을 제 

시하고 또한 재판부의 질문에 당해야 한다 64) 예외적으후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구슬변론의 시간이 30분 이상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 구솔변론은 상고인이 먼저， 피상고인이 그 후에 하며， 상고인은 피상고 

인의 변흔을 반박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30분 중 일부를 며상고인의 변 

론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책정해 두기도 한다. 감정인에게도 구솔연 

론의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연방대법원에서의 구술연론은 실시간 중 

계 또는 방송되고 있지는 않으나， 연방대법원은 구술변론의 속기록과 녹취물 

올 사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65) 

Burgcr Court 0969-1986), Rehnquist Cour t (1986-2005), 그리고 현재의 
Roberts Court 12005-) 동) 회기 충에는 매2주씩 번갈아 ‘깨갱(sìttings)’과 -휴 
정 (recesses) "이 반복된다 재정 충에는 재판정에서의 연롱과 선고가 그리고 휴 

정 줌에는 각각의 사안의 쟁점에 대한 비공개 토의와 판결문의 작성이 각각 진뺑 
된다， 

62) Supreme Courl Ru.le 33 동 창조 

63) 낭사자 둥이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 동 각종 서연 중 탁월한 예는 오늘 
날 http://www.findlaw.com 둥을 용해 온라인으로도 올 수 있다 

64) 현재의 연방대법관을 중 특히 Scalia대법관 Souter대법관‘ Ginsburg대법관은 구 
술연론 충 소송대리인에게 질문옹 많이 하는 것으로 알혀져 있다 이 세 영의 대 

엉판이 하냐의 사안에 대한 구술연흔 중 50여 개의 질문올 한 에도 있다고 한다 
65) 에를 들어 연방대법원이 자제적으로 웅영히는 URL인 ht t.p: llv..rww , oyez. org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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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슐변론 종결 후의 명의 및 장갱객 표철， 판컬문 착생 

구술변론 종절 후 2-3일 후에는 비공개 평의를 열어， 각 사안의 주요 쟁 

점에 대해 토론올 한 후 사~에 대한 잠정적 표결올 한다， 이러한 명의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총9인만이 참석할 수 있으며， 각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재판연구관들도 명의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명의는 대법원장이 주재하며‘ 명 

의에서의 발언의 순서는 대법원'lI-이 우선적 발언권을 가지고 이하 다른 대법 

관들은 연방대법원에 임명된 순서에 따라 선임자부터 발언한다 명의에서의 

잠정적 표결은 대법관들{대법원장 포항)의 다수결에 따른다 

연방대법원의 관행상 당해 회기 중에 연론기일이 있었던 사얻벼1 대해서는 

통일 회기 내에 판결을 선고한다 그러나 변론기일 후 반드시 일정 기간 이 

내에 딴결을 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구술연론 종결 후의 명 

의에서 딴철에 대해 일차적 • 잡쟁척 표결이 이루어지고 나연， 다수의견에 속 

한 대법관 충 가장 선임인 대법관이 다수의견을 집필항 대법판을 선정한다 

다수의견， 반대의견(소수의견)， 별개의견의 집필자는 이와 같이 각 입장에 

속히는 대법관 중 가장 선임인 대법관이 절정하며， 이렇게 i뼈 집멸된 초고 

는 전(십대법관에게 회람된다 제척 • 기띠 및 궐석 퉁의 사유로 인해 대법 

원의 입%에 가부동수로 나뒤는 정우에는 하급심의 판결이 최종판결호 확쩡 

된다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명의에서의 토론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661 

실질적인 토의와 의견의 교환은 이후의 판철문 작성 및 회랑의 과정에서 이 

루어진다 671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각 입장올 집멸할 대법관{내지 대법원장)을 결정하고 

나연. 집멸의 책임올 맡은 대법관{내지 대법원장)은 집멸을 시작한다 각 의 

견을 집멸하는 대법관{내지 대법원장)은 그 내용을 상당 부분 실질적으로 결 

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 각 대법관(내지 대법원장)은 잠정적 표결 이후에도 

구슐변론용 재생하여 을올 수 있다 
66) Rehnquist대엉원장은 지숙적으로 이 정올 비판했다 Edward Lazarus‘ CLOSED 

CHAMBERS πlE RISE , F ALL AND FUTURE OF 깨E MODERN SUPREME 
∞URT (Penguin , 2005) , 285면 

67) Lav.Tence Baum, πlE SUPREME COURT (CQ Press, 2006), 117연 퉁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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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운초안의 회랑 과정에서 언제든지 입장올 바꿀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소수의견)이 맞바뀌기도 한다. 판결문의 각 입장의 집필 

책임을 분배함에 있어서는 각 대법관(내지 대법원장)의 업무량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따라서 가능한 한 각 대법괜과 대법원장)이 9분의 l씩의 업무 

를 분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집멸 책임을 분배한다 또한 업무량의 

균분 이외에도 개별 대법관{내지 대법원장)의 고유한 전문성에 따라 판결문 

집멸 책임의 분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68) 

판결문의 집멸 과정에서는 재판연구관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업무를 담당한 

다 대체로 대법관들은 자신이 집멸 책임을 맡은 사암뻐1 관한 명의 내용을 

재판연구관들에게 전달한 후 판결주문과 판결이유의 논리척 전개에 관해 지 

사를 하고 판결문 초안올 작성할 것을 명한다 재판연구판 제도는 1886년에 

연방대법원에 도입되어.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특히 판결문의 작성 과갱 

에서 중요한 기능옹 담딩하고 있다 판결문의 작성에 있어 재판연구관에게 

실제 요구하는 역할은 대법괜내지 대법원장) 개개인에 따라 상당한 7.}-o 1가 

있다.69) 딴결문의 초안이 작성된 후 담당 대법관{내지 대법원장)은 이를 검 

토하고 수정 • 보완하며. 담당 대법관이 스스로 만촉항만한 단계에 이르게 되 

연 그러한 판결문 초싼을 다른 대법관들{과 대법원장)에게 회량뼈 의견을 

구한다. 판결문 초안의 작성 및 회람의 과정 동안 대법관들은 끊임없이 의견 

을 개진 • 교환하고 건의를 한다 이 과정에서 약7%의 확률로 대법관(과 대법 

원상)01 자신의 입장을 바꾼다고 한다 70) 

(4) 판철의 선고 판혜의 연찬 • 공간 및 훌판， 기혹의 판리 

연론 후 판결의 선고까지의 기간 동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나 연방대법원 

68) 대법관{내지 대법원장) 개인이 가진 고유한 전문성에 따른 딴곁문 집멸 엉무의 분배 

에 관한 심충적 연구로서 &미 Brenncr‘ H.orold J. Spaeth 공저. STUDIES IN 
U.S. SUPREME ∞URT BEHAVIOR (Garland Publishing‘ 1990)을 들 수 있다 

69) 이 정애 관혜서는 Pa비 J. Wahlbeck, James F. Spriggs, Jr . . l..ee Sigelman 공 
서 GhOSf writers on ‘he Coun? A StyJistic Analysis of u.s. Supreme Court 
Opinion αra[ts. 30 American Politics Research 166-192 (2002) 창초 

70)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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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스스로 정한 규칙에 따라 당해 회기 동안 변론기일이 있었던 모든 사앤베 

대해 당빼 회기 종료 이전에 판질을 선고해 왔다 판결문이 완성되면 법정에 

서 이를 선고하며. 오늘날에는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온라인상으로도 이를 공 

개한다. 대지|로 회기의 후반인 5월 7월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사안에 대한 판 

결의 선고가 이루어진다 회기의 종료시점。l 임박하면 1일에 6개 새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한다 판절은 per cunam 방식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입 

장별로 그 집필한 대법관〈내지 대법원장)의 성명을 영기하여 선고한다， 

판결의 선고 이후에는 판혜를 정리 • 연찬하여 이를 공간하는떼， 우선 판결 

의 선과+ 통시에 온라인상으로l미연$때법원의 공식 때L인 w\Vw.su뼈æcourt입， 

명v.l 이를 공표하고 그 직후 개별 ̂f안별로(slip opinion의 형태로) 판결문을 

출판한 후. 주(뼈)별로 공보 형태로(United States Law Week: U.S.L꺼 로 

약칭함) 출판하고 종국적으로 연방대법원의 공식판혜집인 Supreme Court 

Reports의 체계에 따라 판혜에 공식 인용번호를 부여하여71) 펀제 • 수록하고 

이를 공간한다 미연방대법원의 공식판혜집인 Supreme Court Reports 이외 

에도 널리 사용되고 인용되는 판례집 빛 인용제계로는 Supreme Court 

Reporter방식과721 Lawyer’ s Edition방식73)이 있다 실무에서는 위의 세 방 

식올 동시에 오두 이용하기도 한다 74 ) 연방대법원 판혜의 편찬은 법원공무원 

인 판혜연잔괜Reφrter of 않cisions)이 담당호봐. 연방대법원은 -회기연도

시안번호-의 방식으로 연번을 붙여 기록을 관리한대예를 들어. 06-5001 . 

07-12 둥). 연방대법원의 때L을 통해 연방대법원 기록상의 판혜변호(docket 

numberl 히급심 기록상의 판례번호 또는 판혜의 이름을 이용하여 일반인도 

옹라인 검색을 할 수 있으며， 온라언상으로는 연방대법원 스스로가 선정하고 

정리한 “주요 쟁점-을 pdf문서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1) 예올 들연 쁘흐L퍼빽ξ 410 U.S. 113 (1973) 
72) 예률 들연.R쁘.:!.-쁘쁘‘ 93 S. Cl. 705 (1973) 
73) 예를 들연‘ 짝옹L객객de. 35 L. Ed.2d 147 (973) 
74) 예를 틀연.R뾰L객ade. 410 U.S. 113. 93 S.Ct. 705. 35 L.Ed.2d 147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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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미국 연빵제도하에서의 최고법원으로서의 미연방대법원의 

운용 현황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특히 심리 대상의 

선정에 관련하여 

어느 한 국가에서 최고법원 즉 사법권을 당당 • 행사하는 조직의 정점에 있 

는 법원이 심리 • 판결히는 λ}안의 수와 성격이 어떠해야 히는객+는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곧 최고법원이 그 국가의 권력분립구도와 전체 헌정에서 갖고 

있는 상징적 · 실질적 위상과 기능의 문제리는 점에서 대단히 종요하고 의띠 

있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미국의 연방대법원을 포함하여 한 국가 

의 최고법원이 심리 • 판결하는 시안의 수는， 첫째， 그러한 최고법원의 업무 

역량 및 업무의 질(때의 문제로서 그 엉무량이 최고법원에서의 심리 • 판결의 

과정과 결과의 질(때을 최상의 기준에서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용제가 

능한 정도인지의 판정에서 볼 수 있으이 둘째‘ 최고법원이 담당하고 처리하 

는 사건의 수 및 종류 내지 성질이 국법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의 차원에서 

최고법원이 그 국가으| 히급심법원에 대해 갖는 상징적 실질적 통제 끼능에 

적합한 정도가 되는지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어떠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하든， 당해 국가공동제의 헌정에서 사법부가 공동체구성원의 

사법부와 사법작용에 내한 신뢰에 기초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나아가 헌 

법 및 헌법적 가치을 실현함에 기여할 수 있는지가 관련 논의의 궁극적 목표 

이자끼준이 될 것이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대법원의 상고심 심리 대상 사건의 선정방식 빛 심리 · 

처리하는 사건의 수와 관련하여. 심리할 사건올 선정하는 방식과 대상 사건 선정 

에 허용할 대법원의 채량의 정도 그리고 그 결과로서 결정될 심리 사건 수에 대 

한 제도적 치원의 논의가 진행되어 왔나 최근의 고둥법원 상고부의 설치， 그리 

고 심리할속행제도의 도입 논의 등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업무량이 대단히 많은 

현실에서 비롯된 상홍에 대한 제도적 해결 노력의 일환이다 미국연방대법원의 

정험은 이러한 중자대한 제도적 개선안올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에 우 

선 냐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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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 국가의 사법부의 조직상 정정에 있는 최고법원이 탑당 내지 처리 

할 적정한 사건 수를 모색하고 이러한 적정수를 달성하고 유지하지 위한 제도 

적 명안을 논의험에 있어서는 사건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먼저 분석되어 

야 하며. 이러한 원인의 분석올 위해서는 최고법원이 자신이 심리 • 판결할 대 

상올 선정힘에 있어 또는 선정하기 위해 어떠한 행태를 보이는지에 대한 내부 

적 및 외부쩍 요인의 분석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분석은 엉제 차원， 사회학 

적 정치학적 • 문화적 차원 둥 여러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호벼. 둘째， 이에 

더하여， 특정 당해 국가의 전체척 권력분립구도 속에서 즉 헌정 전반 속에서 

사법부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최고법원이 가져야 할 위상과 기능올 상징적 

· 실셰적 차원에서 관녕적 · 경험적으로 분석 • 논의하여 이에 대한 공동체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셋째‘ 법제적 개선의 논의는 위의 두 논의에 기초하 

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니。}가 이러한 법제척 깨선 논의에서도 대의제적 

또는 직접민주주의적 논의 및 의사결정 방식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 

까지도 이러한 문제의 혜결에 있어 각각의 논의 방식과 의사결정 방식이 가시 

는 상징적 • 실제적 의미와 영향이 있을 것임이 인식되어야 하겠다. 

관련하여 미국의 정형을 보면 우선 지난 l세기 정도의 기간 동안 미연방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 수는 꾸준히 증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미연방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의 수는 1895년 회기(1895 Term)의 386건에서 1995년 

회기에는 6.597건으로 중가했다 751 그러나 미연방대법원이 심리 • 판결한 사 

건의 수는 위와 같은 접수 사건 수의 증가 추세에 비혜하여 증가하지 않았으 

며， 지난 반세기의 통계를 보연 최소 1999년 회기의 76건에서 최대 1972년 

회기의 158건의 범위 내에 분포되어 있다 76) 그 결과 미연방대법원에의 상고 

챙귀.certiorari) 건수 대비 상고 허가된 건수의 비율인 상고허7않이 지속척 

으로 낮아져 온 바. 1940년 이전에는 대략 20%였던 상고허가율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약 3%에 머물고 있다 77) 

75) Lee Epstein. Jeffrey A. Segal , Harold J. Spaetb. Thomas G. Walker 공저‘ 
THE SUPREME COURT ∞MPENDlUM: DATA. DECISIONS. AND 
DEVELOPMENTS (CQ Press. 2007) ‘ 84연， 요 2- 7 

76) Id 



최고업원으로서의 미연방대법원의 운용 235 

이러한 현상은 미연방대법원의 기능에 대한 수요는 심대하게 증가하여 온 

데 비해 그 공급은 같은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데 기 

인한다고 하겠다 즉， 미연방대법원의 인적 자원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 

지된다연. 띠제사건의 축척을 마다하지 않거나 심리 • 판결 절차의 파격적인 

간소화를 추진하지 않는 이상 미연방대법원의 심리 • 판결 방식과 일정은 그 

자체가 매 회기 심리 • 판결되는 사안의 수의 최대치를 정하는 제한요소로 작 

동한다 이러한 상뺑l서는 기일의 지정 및 기일에서의 심리의 운용 방식 둥 

이 미연방대법원의 심리 • 판절 시안 수에 영향을 미지게 된다 예를 들어 

1970년에 미연방대법원은 기일에서의 구슐변론에 양 당사지에 각 한 시간씩 

올 부여하였던 것을 oo~측 각 30분씩으로 단축한 바78) 이러한 변경을 통해 

처리대상 사안 수를 늘일 수 있었다. 나아가 1970년대 이후에는， 기일을 늘 

이거나 구솔연론에 부여되는 시간올 단축하는 풍의 제도 내 정차상의 변경을 

뛰어넘어‘ 보다 큰 차원에서 미연방대법원의 업무처리 능력올 단기간 내에 

중대시키려는 제도 변화 시도 노력이 전개되었다 79) 예를 틀어， 마치 우리나 

라에서의 고등법원 상고부의 설치 논의와 홉시한 차원에서‘ 연망항소법원과 

연방대법원의 증간성급으로서 연방전체에 대한 기속혁올 갖는 판결의 권한용 

가진 상소심을 창설하여 연방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연방법의 풍일 

성을 제고하지는 주장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다8이 

77) Id.. 80연-83연. 요2-5와 요2-6 

78) David M, O'Brien, Manoging the Business of the $upreme Court, 45 Public 

Administrative Review 667. 671 (1985) 

79) Erwin N. Griswold , Rot.ioning Justice - The Supreme Court s Caseload and 
Wlmt the CoUrl α，es Not Do. 60 Cornell Law Review 335, 337-353 (1973) 

(연방 전치|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연방항소심의 기속력의 부재틀 비딴하며 연방 

항소심과 연빙상고심 사이에 새갚운 섬급을 도입하자고 주창합-): Philip B 

Kurland, JurisdictiOD of the 띠ited States Supreme Court: Time for 8 

Change? 59 Comell 니w Review 616, 617- 633 (1974) (미연방대법원의 업무량 
융 정강시키끼 위한 다C얘} 제도칙 개선안융 제시함): Wi11 iam H. Rehnqui st. 

Tbe Changing Role of the Supreme Court. 14 Florida State University l..aw 

Review 1, 12 (1986) (미연방대법원 딴결의 연방전재에 대한 기속력의 강화 및 새 
로운 심급의 도입 펼요성올 주장한) 

8이 이러한 추'i'융 구체적으로 쩨도화하기 위한 안(lß)은 여러 형태로 제시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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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새로운 연방 심급을 장성하려는 시도는 격론 끝에 결국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연방대법원의 엉우부담은 여전히 대단히 높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에 앞에서 지적한 바와 길이 1988년에는 미연방의회의 엉엉을 흉해 연방대 

법원의 관할과 업무 중 권리 상고 영역이 거의 대부분 삭제되었다 81) 이로써 

연방대법원은 심리 • 판결할 대상 사안의 선정에 있어 거의 전적으로 재량을 

갖게 되었다821 그 결과 이전까지 대략 150건으로 고정되어 있던 연간 지리 

사건 수가 감소하기 시작isl여 1988년 회기 중 145건이었던 처리 사건 수가 

예깔 을연 연방대법원의 <l}-급심으로서 연방전제에 관할융 가진 심급을 창설하여 
연방전체에 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항 내용옹- 포함뻗 새f올 심리 • 딴결하께 하 
고 이 심급에서의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냉심으로서 심리하게 하자는 주장도 있었 
cf(Charles L. BI.ck. Jr ηIJO Nl1tional Court o[ Appeals: An Unwise 

Pro.α)$81. 83 Yole Law ‘Journal 883‘ 898-899 (1974)) 이러한 다‘양} 안 중에 
서 가장 많은 지지률 얻은 대표적인 안으로서 소위 ~Freund Report 방시’이라고 
융리는 것이 있는데 이는 ~'ederAI Judicial Center의 보고서 "Report of the 
Study Group Oll the Caseload of the Supreme Court ~(57 F. R. D. 573 (1 972), 

륙히 590띤-595띤)에서 셰안된 방안이다 이 안에서는 National Court of 
Appe.ls융 새로이 장설히여 연방대법원에의 상고청구 선에같 심의하게 &에1 이 
충 연방대법원에 의한 봉안싱"1의 가치가 가장 높은 연400건-500건 정도의 사안 
만 연방대법원에 보내고 연방항소법윈간 잉상의 할일지 사안융 포항하여 나이지 
사안은 이러한 Nation떠 Court of Ap야ols에서 심 "1' 판절하게 짜고 계뺑}었 
다 이얘 대해서는 이러한 방식이 연방대법원의 핵심적 역할과 기농옹 지냐치께 재 
약 • 갱혜한다는 근거에서 반대의견이 제시되었다{Charles L, Black, Jr. , 1꺼e 
Notioflal Court. of Appeols: An Unwise ProJα"JSlJ1. 83 Y이e Law JournaJ 잃3 

888-891 (1 974)) 이와 강은 새로운 상소싱의 창설에 대해서는 연방대법관들 사이 
에서도 의견과 잉장이 나뉘있는데， 예흘 등어 Brennan대빙관은 연방전치l 관한의 
새로운 연방 상소심 싱급 장성융 비판하며 심리대상사건의 선정 권한융 미연방'H법 
원으로부터 분리시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데 비해(William J. Brennan , Jr 
The Nsiioflal Court of Appeals: Another Dissent , 40 University of Chicag。

Law Review 473, 474-485 (1973)) , St.v.ns대법관은 연방전재 관항의 새로운 연 
앙 상소싱 싱급의 장성이 밍요하며 이 싱급의 엉원으로 하여긍 미연방대법원의 십 

ι|대상사건융 절갱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John P.비 Stevens. Some 
7ñoughts on Judicial Resl.rnim. 66 Judicalure L77, 182-l83 (1982)) 이와 같 

은 찬반의 논의과정융 거치띤서 이러한 제안은 실현되지 않고 소멸되었다 
81) 28 U.S.C. I~ 1254, 1257-1258, 2104 (994) , 
82) Bennett Boskey, Eugene Gressman 공저 711e Supreme Court 8ids F'aren'eJ/ 

(.0 Mandatoζ"Appesls， 121 F. R. D. 81 , 98-99 (1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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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회기에는 132건으로 감소하였고 1990년 회기에는 116건으로 감소하였 

다. 83’ 이러한 감소추세는 계속 진행되어， 1993년 회기의 연간 처리 사건 수는 

90건이었으며.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연방대법원의 본안 심리 · 판결 

사건 수는 연간 76건에서 92건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84 1 

이 추세 자혜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이 미연방 헌정 전체에서 강는 의의와 

역할에 대한 관정에 따라 명가가 갈리고 있다 우선 이하에서 미연방대법원 

의 본안심리사건수의 감소 원인으로 제기된 사항 내지 요소들을 살펴보연， 

우선. 연방의회의 입법에 의한 연방대법원의 권리 상고 관할의 대폭적인 축 

소가 연방대법원의 본안심리사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이 있 

다 위에서 간략히 소개한 바， 1988년 연방의회는 연방대법원의 요청을 반영 

하여 연방대법원의 상고관할 중 권리 상고 판힐올 실질적으로 전적으로 제거 

히는 입법을 하였으며‘ 이는 연방대법원의 재량에 의한 대상 사안의 선택올 

허용하는 상고 허개certiorari} 방식에 의한 관할로 대체되었다 85) 또한‘ 위 

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전까지 연방대법원에서 특히 빈번하게 본안에 대한 

심리 • 판결의 대상이 되었던 특정 영역의 사오띨에서 연방대법원에의 상고가 

감소하였다는 분석이 었다 예를 틀어， 수터(David Souter)대법관은 근래 독 

점금지와 민권의 영역 등에서 연방대법원에의 상고가 감소하게 된 것이 연방 

대법원의 본안심리샌f수의 감소의 주요 원인 증 하나가 되었다는 분석을 제 

시한 바 있다 86) 

다음으로는 연방송무국쟁S이ici tor Gener머)이 미연방의 이름으로 연방대 

법원에 제기하는 상고가 감소함으로써 연방대법원의 본안심리앤l수가 감소 

83) Lee EpsLein, Jeffrey A, Segal. Harold J , Spaeth‘ Thomas G. WaJker 공저， 

THE SUPREME COURT COMPENDIUM: DATA. DECISIONS. AND 

DEVELOPMEN1잉 (∞ Press, 2007) , 85연 효2-7 

84) Id 또한 미연방대법원이 본안심리하여 판결한 사건수의 변회추이를 1925년 이후 다섯 

시기로 나누어 법제적， 정치획적 요언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분석한 글로서 Margaret 

싸riwether co떼~y 에chard Corψ'ay 공저. 'f'he Supreme Court s Plenory 
Dxket, 58 Washi때1.On 뻐d Lee u.w Re찌ew 737‘ 743- 793 (2001) 창초 

85) Pub. L, No, 100-352, 102 Stat, 662 (1988) 

86) Margaret Meriwether Cordray , Richard Cord ray 공저 7꺼e Supreme Court 능 
Plelll1.ηy αx:ket. 58 Washington and Lee Law Review 737. 758 (2001) 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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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는 분석이 있다. 87) 앞서 본문의 다른 장에서 설명한 바， 연방송무국장 

은 연방대법원에서 상고를 수행하는 당사자 중 기장 빈번하게 동장하는 행위 

자임과 동시에， 특히 연방대법원의 본안심리를 얻어내는 빈도상 가장 성공융 

이 높은 행위자이다. 상고 허가 방식에 의한 연방대법원의 본안심리를 볼 때‘ 

연방송무국장울 제외한 당사자의 상고 청구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상고허가율 

은 현재 약 3%인 데 비해， 연방송무국장의 상고 청구에 대한 상고허가율은 

50% 이상이다 881 판련 흥계를 보연， 미연방정부가 연방송무국장올 용해 연 

방대법원의 본안심리 • 판결을 구하는 사건 수는 근래 감소 경향올 보이고 있 

다 1984년-1987년의 기간 동안 연방송무국장이 연방대법원의 본안심리 • 판 

결을 구한 사건 수는 총213건으로서 연간 명균 $3건이었던 데 비혜，891 그 

후 4년 즉 1988년-1991년의 기간 동안 연방송무국장이 연방대법원의 본안심 

리 판결을 구한 사건 수는 총137건으로서 연간 명균 ~4건이었고 901 이후 

이러한 사건 수는 현재까지 연간 ~1건 정도에 머물러 있다. 연뱅송무국장 

융 통혜 미연방정부가 미연방대법원에 제기하는 상고의 갑소는 연방대법원의 

본안심리사건수를 연간 얘5건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911 나아가 연방송무 

국''í'이 창고인 의견서의 제출 풍의 방식으로 연방대법원의 본안싱리에 띠치 

는 영향에 있어서도 근래 지속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을 감안하연‘ 연 

87) Artbur D. Hellman, The Shrunken lJockel of the Rehnquist Court , 1996 

SUp. Ct. Rcview 403‘ 417- 419 (1996) 
88) Re야cca Mae Salokar. 까lE SOL1ClTOR GENERAL: πIE POLI끼CS OF LAW 

(Temple University Press. 1994)‘ 25연 (1959년-1989년의 기간 동안 연방송무 
국장의 상고에 대해서는 69.78%의 확융로 상고가 허가되었으나， 이외 사인(μ시 
인 당사자의 상고에 대혜서는 4 9%의 와훌로 상고가 허가되었음융 적시함) 

89) 보다 구째적으로는. 1984년 회기(Term)에 51건. 1985년 찍기에 57건. 1986년 회 

가얘 56건‘ 1987년 회기에 49건이다. Id 
90) 구셰적으호는 1988년 회기(Term)어I 37건 . 1989년 회기에 30건. 1990년 회기에 

35건‘ 1991년 회기에 35건이다 Id 
91) 연방송무국장의 상고에 대혜 상고허가된 사건 수는 5년 단위로 비교하연 1985년 

- 1989년 희기 중 회기당 명균 28건에서 1994년-1998년 회기 종 회기당 앵균 14 
건으로 강소하였다 Margarel Meriwetber Cordray, Richard Cordray 공저 ηe 
Supreme Courr, s Plenary Docket, 58 Washington and Lee Law Review 737. 
75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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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가 관련된 사안의 경우 연방정부는 연방대법원에서의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허가융을 높이는 효과도 가져옹올 고려할 때. 연방대법원의 연간 본안심 

리건수를 더더욱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응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방송무국장의 연방대법원에 대한 상고 청구 및 관련 활통의 

소극화 현상이 비롯된 원인으로서는. (.) 연방정부의 업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내부 절차와 기춘을 변경하여 비용상 보다 적은 수의 사암i에서 연 

방대법원에 상고를 청구하게 되었거나. (L) 상고 관련 법무부의 내부 절차와 

기춘은 동일하되 연방정부가 당).f자로 관여하는 사건 수 쩨가 이전보다 감 

소하였거나， 아니연 ( c) 법우부의 상고 관련 내부 갤차와 기준 내지 연방정 

부가 당사자인 사건 수 모두가 이전과 통일하더라도 연방과 주{떼의 하급심 

에서 연방정부가 숭소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경우 둥. 다양한 원인을 생 

킥해 볼 수 있다 92)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그 자제로서 별도의 연구를 요 

하는 것으로서 이 글의 연구범위를 넘는 것이나， 지난 20여년에 걸쳐 미연방 

법원을 구성히는 법관의 성향이 전반적 • 상대적으로 보수확되고 보다 구제적 

으로 친(W연방정부효}된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931 보다 정밀한 분석은 생 

략하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환경에서는 하급싱에서 연방정부가 승소하는 비 

율이 증가할 것이며. 그렇다면 연방송무국장이 연방대법원에 상고 청구를 하 

는 사건수가 감소할 것이다 연방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허가건수 전체 중에 

서 송무국징에 제7\õf는 상고건수가 감소하연， 특히 이러한 감소왼 건수가 

상고허가율이 현저하게 낮은 다른 당사자의 상고청구건수로 대체되는 경우 

더더욱， 연방대법원이 상고를 허가하여 본안에 대해 심리 • 판결하는 건수는 

감소하게 된다 94 ’ 

연방대법원의 본안심리사건수의 감소 원인으로는 또한 미국의 법원 전체를 

판풍히는 추세로서의 법관 성향의 동질화 경향이 제시되기도 한다 95) 이는 연 

92) Anhur D. Hellrnan , 7'be Shrunken αxket of the Rehnquist Court , 1996 
SUP. Ct. Re view 403. .118 (1 996)‘ 

93) Margaret Meriwether Cordrsy. Richard Cordray 공저. ηe Supreme Court s 
PJenlJry α기cket. 58 Washington und Lee Law Review 737. 770 (200 l) 

94)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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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법원이 보다 영확한 향방을 제시함으로써 .... 01-6)급심을 %봐하는 법리의 홍 

일을 제고한다는 용제력의 확보 개녕과도 연관되어 있겠으나. 이와 통일한 개 

념은 아니다 즉， 연방법원의 업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연빙때용령이 장기 

간의 여러 대에 걸쳐 통일 정당에서 배출된다연. 일정 기간이 지나연서 차층 

연뺑녕십 만결이 대체로 연방정부의 갱책 및 입장과 일치하는 성향을 보이 

게 될 개연성이 높고 그렇다면 연방송무국싼1 연방대법원에 제기하는 상고 

건수도 감소빼 휠 것이다 96) 이러한 상횡이 전개되었던 시정의 홍제를 보 

연， 연방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 청구한 민사사건이 198냉년-1985년의 기간 

동싼 연간 명균 40건이었던 데 비해 1993년-1995년의 기간 통안에는 연간 명 

균 19건으로 감소했응을 알 수 있다.91 ) 또한 주{께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당 

사자인 연방민사사건의 예를 보연‘ 이러한 사건 중 연방정부가 본안에 대해 

심리 • 판결한 사건 수는 1983년-1985년의 기간 동안 연간 명균 35건에서 

1993년-1995년의 기간 몽안 연간 명균 11건으로 감소했응올 볼 수 있다98) 

마지막으로. 연방대법원의 구성원 즉 연방대법관의 성향의 연화가 근래 연 

방대법원의 본안심리건수의 감소를 설영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요소라는 입 

장이 있다. 즉， 연방대법원의 연방 헌갱 전체에서의 존재의의와 기농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 연방대법관들의 성향상 근래 상고허가융이 낮아져 왔고 그 

결과 연방대법원의 온안성리건수가 강쇼하여 현재와 같은 적은 숫자에서 안 

정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충분한 근거로써 뒷받침된다면 가장 직 

접적인 성명올 재시할 수 있겠으나. 연방대법원의 상고허가결정에 관련된 명 

의 둥 회의 과갱은 비공개이며. 따라서 연방대법관 개개인이 보이는 상고허 

95) Arthur D. Hellman , The Shronken αxket of the Rehnquist Courl. 1996 
Sup α Review 403, 414- 417 (1996) 

96) 이러한 분석융 실제의 용계플 용혜 싱도 잉게 에왜적으로 분석한 것으로서 
Margaret Meriwether Cordray , Richard Cordrny 공저 The Supreme Court 능 
PJeJ1MY Docket, 58 Wøshington and Lee Law Review 737, 770-771, 773 
(200 1) 장조 

97) Harvard Lsw Review는 때년 회기마다 미연방대엉원 관련 풍예융 분석하여 기째 
한다 각 해당연도의 자료플 상조함 

98) 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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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체에 대한 입장 그리고 상고허가를 위한 표결에서 개별 사안별로 각각 

의 연방대법관이 취한 찬반의 입장을 자료를 용해 분석하는 것은 거의 촬가 

능하다 다만 상고허가여부흘 결정하기 위한 대법관 개개인의 표결은 대법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연방대법원의 연방사법부 내지 연방정부 내지 연방 전 

체에서의 역힐에 대한 인식. 그러고 니아가 각 개인의 사법철학. 정치철학 

내지 사법행정에 대한 인식 둥 관련된 수많은 요소에 대한 입징에 따라 종합 

적인 영향을 받을 것임올 알 수 있다 제한된 자료에 의한 분석융 통해서일 

지언정 적어도 미연방대법원의 경우 각 연방대법관의 상고허가융은 개인별로 

매해 상당히 일갱하게 유지됨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연방대법원의 구성원이 

바쩡에 의해 즉 연방대법관의 교체에 의해 새로이 영입된 연방대법관의 성향 

올 반영하여 연방대법원의 상고허가율에 차이가 생겨 왔응을 올 수 있다 99)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이 미연방대법원의 최고법원으로서의 운용과 관련된 

여러 제도와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근래 미연방대법원의 본안심리사건 

수의 감소 후 안정 추세를 미국 내에서 제시된 몇 개l 요인의 설명을 통해 

알아보았다 한 국가의 최고법원의 운용과 관련한 각종의 제도와 그 실져|는 

무엇보다도 당해 국기에서의 사법쟁의 실현파 국가 현갱 전혜에서 최고법원 

이 강고 있는 위상과 기대되는 역할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운용과 관련된 각종 셰도와 그 운용실제를 알아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나라어1 주는 시사정이 있다 대법원의 누적된 괴충한 엉 

무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고퉁법원 상고부흘 설치하고 또한 인적 

자원 지원 중대와 함께 심리불속행 내지 상고허가 방식의 제도 도입 가능갱 

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미연방대법원의 근래의 본 

안심리사건수의 감소 원인에서 많은 시사정올 얻올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99) μe Epstein. Jeffrey A. Segnl. Horo)d J. Spaeth‘ Thomas G. Walker 공저 πlE 
SUPREME α)URT α)MPEND1UM: DATA. DEC1S10NS. AND DEVELOPMENTS 
(CQ Press. 20(7)‘ Jan Palmer. THE VJNSON ∞URT ERA: THE SUPREME 
∞애r'S CONFERENCE VarES‘ DATA AND ANALYS1S (1990). 50 앤-96연Doris 

빼rie Provine. CASE SELECTION lN πlE UN1TED STATES SUPREME ∞UR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이. 114연-115연 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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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미연방에서는 상고 방식의 변화 그리고 온안심리대상 선정에 있어서 연 

방대엉원이 갖는 재량의 중대가 입법올 통해 일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미연$벼l 고유한 사법부 구성 방식에 따른 연방사법부 전반의 인적 성향의 

변화로 인한 하급심 판결 성향의 변화가 미연방대법원의 본안심리사건수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칭을 보았다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는 본안심리 ’ 판 

결의 대상사건을 선갱힘에 있어 미연방대법원에 재량올 부여"tt는 법제와 더 

불어 미연방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변화뺑” 따라 상고허7않이 변화하고 본 

안싱리사건수가 궁극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 국가의 최고법원이 본t에 대해 심리 • 판결하는 새f의 성질과 수는 이 

러한 대상사'iÌ올 선정험에 있어 최고법원 스스호가 재량을 가지는지의 여부 

와도 관련하여 한 국가의 최고법원이 사법부에 대해 그러고 국가의 헌정 전 

체에 대해 가지는 영향력과 역할에 상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대단히 큰 의 

이를 갖는다. 우려냐라에서도 바로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관련 

제도와 실제 경험을 용해 비교법적 차원에서 시사정율 이끌어 낼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만일 우리나라에서도 심리불속행제도 또는 상고허가제 등의 방식 

ξ로 우리나라 대법원의 엄무의 과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향후 보 

다 진지하게 시도된다연， 대법원의 인적 구성과 관련된 제도 및 방식과 대법 

원의 구생원에 요구되는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도 이제까지보다도 더욱 진지 

한 인식 제고 및 공론화를 통한 공감대의 형성이 선행해야 할 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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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ize of the Plenaη Docket of the Nation’s 
Bi밍뼈t C어따 and Its RamificatiODS to the 

Court’s Function: The Experience of the U.S. 
Supreme Court 

Wα>-young Rhee 

<StuJI ~↓abor때 Uni、;ersity)

The nature and the number of cases reviewed and decided by 0 na.tion.s 

highest court bear direct relevance ω the symbolic and practicol function 

of 5uch court in that nation’s separation of powers struclure and‘ ma 

larger context, the nation s constitutional. α)litic외 and social domωn 야 8 

whole. Issues pertaining to the size of plenary docket of the nation.s 

highest court shouJd be analyzed first in lerms of the court"s institutiona1 

capacity and of the quality of the work , The crucial qu양lÎon here is 

whether the court's 、vor싸oad is manageabJe while the quality of both the 

process and the outcome of the courl ‘s work can be maintained at the 

highest caliber. More significantly‘ the nature and the number of cases 

reviewed and decided by the nalion’s highest court should be onalyzed 

from tbe standpoint of whether Lhey suffice for the appropnate degree of 

symb이lC 뻐d actu떠 control that t.he highest court has over the Jower 

∞urts. for suth control signifies the integrity and consistency of the 

nation’s law. judiciaJ behayior and justice administration. and the public.s 

pr생ictability thereto , Pubüc trust in the fairness and l egi tirr퍼cy of the 

judicio:η and the sdnùnistratìon or justice in rnany parts stems rrom such 

predictability 깨US， the nature of the cases of the na l.ion’s highest court 

and the size of such court‘s pJenary docket sre direct.ly relevant to the 

question of how the nation‘s judiciary can ad.min.ister justice and 

implement the ultimate constìtutiona1 valu앉 ba똥d upon the trus t. ther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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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members of the nationa.l comrnunity. hence, should be s t.udied in 

this vein 

Extensive 이scussions ore currently on the way in South Korea with 

respec t. to I잉 Supreme Court‘ 5 workload and the allocation of hurnan 

resources theret。 ηe po생biliLy 0 1' letting the Sωth Korean Supreme 

Court select wi th discretion 마e cases il will review and decide and the 

appropriate size 이 the Supreme Court:s plenary docket have much 아en 

d.iscussed. and certain legislations and systems have newly been introduced 

in order to relieve the massive work.1oad of the Suprerne Court , 5uch as 

the appellate review process performed by the appellate division within the 

High Courts that sit under the Supreme Court. The ex야rience of the U.8, 

Supreme Court indicates that , for any conducive d.iscussion upon 

insti t.utional chÐ.nges for I'eaching and ma.in t.aining the appropriate number 

of CHses ω be reviewed and decided by the nation’ s highest court , a. 

tborough analysis of the elements and factors both inside and outside thc 

COurl and the judiciory that affect the nature and the number of cases 

reaching the nation' 5 highest court, extencling from the juclicial 

appointment mechanism and the p이itical und moral va1ues of individual 

justices to the specific menns of filing a.n appeal to the highest court und 

the amounL of d.iscretion given to the court in selecting the coses t，。 아 

reviewed 00 the rneri t , sho띠d precede. Such elements and factors should 

아 analyzed from as various perspectives as possible and practicable 

towards the pertinent society as a whole. as well as the law and the lega1 

system thereî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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