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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국민의 사법참여*
― 무엇이 문제인가 ―
1)

崔 大 權**

Ⅰ. 머리말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배심재판․참심재판 제도 도입 여부의 문제를 중심
으로 하는 국민의 사법참여의 문제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진심으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여러 부
분 및 차원에 걸쳐 民主化가 확대․진행되어온 만큼 민주화의 요청이 국민의 사
법참여의 형태로 사법영역에서도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놀랄 일도 아니
다. 이러한 사법에 대한 민주화의 요청은 그 동안 기존의 사법의 결과나 방식에
대하여 국민에게 쌓였던 불신․불만의 해소 요청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 사법참여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불만을 참으로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를 크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배심재판제도가 주로 영국․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그리고 참심재판
제도가 주로 유럽의 대륙법계 국가에서 발달하여온 제도인 만큼 다른 여러 제도
도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여건이 사뭇 다른 우리나
라에 도입하는 경우의 의미, 그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논의․검토한 연후에 배
심 내지 참심재판 등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 도입의 문제를 결정하여야 함은 당
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의미, 그 적합성 논의와 판단의 시점(視
點) 내지 잣대는 무엇이냐,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그 적합성 여
부의 잣대를 들이댈 것이냐의 문제가 차례로 검토되어야 함도 당연하다. 그러한
검토․연구와 함께 어떠한 형태의 무엇을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전면적으로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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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분적으로 혹은 시험적으로,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도입치 아니할 것인가의
문제를 결정( 단)내려야 하리라 생각된다. 나아가 국민의 사법참여의 문제가 사법
의 민주화의 문제인 만큼 그것은 “ 국민에 의한 사법권 행사” 와 같은 더 근본적
인 문제도 제기케 만든다. 그러므로 국민의 사법참여의 문제를 사법민주주의의
더 근본적인 문제의 시각(perspectives)에서 자리매김할 필요성을 제기케 한다.
아래에서는 사법민주주의의 문제, 국민의 사법참여의 적합성판단의 잣대의 문
제, 적합성 판단에 필요한 문제영역의 문제, 그리고 채택( 결단) 의 범위․방식 등
의 문제를 차례로 다루려고 한다.

Ⅱ. 사법민주주의와 정당성․합리성의 잣대
1. 사법민주주의
국민의 사법참여의 문제를 좀더 근본적인 사법민주주의의 차원에서 한번 살펴
보자. 말할 것도 없이 사법권도 국가권력인 만큼 국민의 사법참여의 문제도 ｢대
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 조
제2 항) 는 헌법의 기본원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나아가 사법권을 누가 어떻게 행사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한번 따져보자. 그리하
여 사법권을 누가 어떻게 행사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이론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
로 살펴볼 때, 사법권을 국민이 직접 행사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고( 고대 그리
스의 아테네에서 그러하였고 20 세기 공산치하의 인민재판이 그러하였다), 입법부
가 행사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으며(과거 영국의 bills of attainder의 예를 들
수 있으며, 그 흔적은 탄핵심판, 상원-귀족원의 Law Lord 등에도 남아 있다), 근
대국가에 이르러는 집행부가 행사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 등은 한
예이다). 다만 국민이 직접으로 또는 입법부가 사법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경우에
우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라든지 그 결과가 고르지 못하거나, 혹은 형평에
어긋나는 수가 얼마든지 있는 등 그 결과가 불확실하고 편견이나 인맥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정치적 고려 또는 뇌물․타락․부패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가
능성이 많다는 점들을 우리가 쉽사리 지적할 수 있다. 가령 집행부가 사법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신속성, 전문성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정책적 고려
가 가능하고, 엄격한 증거법이나 절차법에 구애되지 아니하는 장점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입안자가 동시에 정책심판자가 된다는 의미에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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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에 반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라든지, 형평성의 상실, 정책과 법의 혼동, 정책이나 행정적 편의를 위한 恣意的
판단의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도 우리가 알고 있다.
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선출되고 중립성을 가지고 분쟁해결에
전념토록 선발된 사람( 법관) 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러한 사법은 그 교육․훈련과 경험과 관행(전통)을 통하여 위 어느 경우보다 일
반적으로 타당한 법과 원칙을 발견하여 이를 공정하게 적용한다는 이점을 지니
고 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공개되어 상급심의 검토에 부쳐지고 법조계를 포함하
는 일반의 객관적 비판에도 부쳐지며 위 어느 경우와, 특히 행정심판의 경우와
비교하여, 재량권의 적절한 행사를 통하여 그 예측가능성의 점에서 우위에 선다
는 장점들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법의 자구나 스스로 만든 판
례의 틀에 얽매이고 형식논리에 빠져 시대변화를 읽지 못하고 혹은 시민의 정서
나 신뢰와 동떨어진 결정을 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흠을 또한 지적할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공정하
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사법부의 사법권행사를 헌법의 대원칙(헌법
제5 장 등) 으로 삼고 있다. 그러한 만큼 우리의 논의는 이로부터 출발한다.

2. 정당성 및 합리성의 잣대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보면 사법부의 사법권에 관한 논의는 正當性과 合理性
의 두 축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예컨대 국민
이 직접 사법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경우에 그것( 민주적 정당성)만이 사법에서 능
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에 의한 사법참여의 문제
도 이 두 축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정당성의 문제
는 근본적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이며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정당성의 문제에 연결된다. 위에서 거론한바 국민이 직접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
는 경우나 국회나 집행부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문제가 모두 합리성의 문
제에 연계되어 있음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다. 아무리 사법이 정당성을 갖추었다
고 하더라도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성 자체가 훼손되며, 아무리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고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경우( 예컨대 판사가 아니고 어느 문제의 그 분야 전문가에게 판결을
맡긴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옳다고 받아들이기 힘들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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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에서의 정당성과 합리성의 문제는 서로 연계되어 있다. 정당성과 합리성의
원리의 경우보다 사법에 관한 좀더 하위의 원리․원칙을 가지고 논의하자면 사
법의 具體性, 豫測可能性, 公正性, 中立性, 衡平性, 眞實發見 등의 원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원칙들이 결국은 모두 사법의 정당성과 합리
성의 하나 내지 양자 모두와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사실 정당성과 합리성은 동의어가 아니다. 그러나 이같이 정당성과 합리성이
동의어는 아닐지라도 합리성이 강하면 그만큼 정당성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진
다. 국민이 선출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정당성이 약한 직업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의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그 합리성 때문이다. 동시에 법
의 결정적 속성의 하나는 합리성이다. 합리성이 결여된 법은 자의의 행사에 불과
하다. 합리성을 결한 법을 결코 정당한 법이라 할 수 없다.1)

Ⅲ. 사법의 정당성과 합리성 증대문제에 관련된 문제영역들
사법개혁을 논의할 때, 특히 국민의 사법참여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사법개
혁을 논의할 때, 사법의 무엇이 문제이냐의 점이 우선 지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왜냐하면 국민의 사법참여의 문제도 사법의 무엇이 문제인데 즉 무엇이 病因
인데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국민의 사법참여의 處方을 주문하는 것이냐의 문제
를 제기하여야 바른 접근 방법이 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 사
법참여가 왜 문제되어야 하느냐? 근래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진행되어 왔던 정
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의 문맥에서 파악할 때 적어도 다음 두세 가지 측
면에서, 즉 국민의 사법참여의 문제는 크게는 우리나라 사회의 민주화과정에서
일어나는 사법의 민주화의 문제이냐, 지난 번 대법관 지명과정에서 일어났던 保
守․進步 차원의 문제이냐, 아니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문제이냐의 차원
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국민의 사법참여의 문제가 사법의 민주화
의 문제라면 국민이 직접 사법권을 행사한다던지 판사의 임명제도 대신 국민에
의한 선출제도의 문제에 의하여 더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
1) 崔大權, “法的決定과 社會科學: 課外禁止措置違憲決定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法學,
제41권 3호, 58-67면(2000); 崔大權, “憲法學 方法論의 문제 ― 그 合理性 摸索을 위한
談論”,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1호, 64-68면(2002); Bernhard Peters, Rationalität, Recht
und Gesellschaft (Frankfurt: Suhrkamp, 1991) 참조. 그리고 崔大權, “憲法裁判所의 違憲
決定과 그 根據의 提示”, 서울대학교 法學 제30권 3․4호, 246-256면(19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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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사의 보수․진보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판사의 임명제냐 선출제냐
아니면 이 양자의 변형이냐의 문제에 의하여 더욱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국민의 사법참여의 이름 아래에서 일본에서나2)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 사법참여 문제의 논의가 陪審制 및 參審員制 도입의 문제를 중심으
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은 국민에 의한 직접적 사법권행사에 이르지
아니하면서 사법의 민주화 욕구의 충족과 함께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3)의 문제
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것이 사법의 민주화 요구의 문제임과 동시
에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보는 이유는 입법부나 집행부에 대한
불신현상과 함께 사법에 대하여도 그 동안 국민의 불신․불만이 쌓여왔었는데
이러한 불신․불만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국민의 사법참여의 문
제가 제기되어온 것으로 보는 까닭이다. 그리고 국민의 사법참여의 문제와 관련
하여 사법의 민주화 욕구가 더 큰 것인지 아니면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불
만 해소의 욕구가 더 큰 것인지의 문제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아마도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불만의 문제가 그 동안 더 컸던 것이 아
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
나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여러 방향이나 측면에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사
법이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둔감하다는 측면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법관․판사 임명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보수․진보의 논쟁은 그 하나
의 표현형태일 것이다. 그러나 사법이 반동적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동시
에 진보적 가치에 순응하는 것만이 반드시 능사인지에 관한 의문은 있다. 왜냐하
면 사법의 보수적 경향은 어느 의미에서는 사법의 본질적 성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2) 일본의 사법참여제도에 관하여, 시노미야 사토루, “일본의 새로운 국민사법참여(재판
원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사법개혁위원회․한국공법학회,
2004), 159-177면; 도중진, “일본의 재판원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2004 한국법심리학
회 춘계학술회의 시민참여재판에 관한 사회문화적 논의(한국법심리학회, 2004), 127148면 등.
3) 현행 형사재판의 공정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응답이 80%를 넘는다는 조사는 주목할
만하다.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III) ― 제1차∼제13차 회의 자료(사법개혁위원회,
2004. 5), 251-303면 참조. 그리고 ’94 國民法意識調査硏究(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4), 53면, 132-133면에 의하면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93.3%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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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사법에 대하여 쌓여왔던 국민의 불만․불신이 이
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것이라는 생각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법의
관료주의적 접근, 거리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해가 크게 걸린 것인데 이
들 개개 사건에 대하여 판사들이 과연 얼마나 신중하게 관심을 기울이는지에 관
한 의문점, 유전무죄․무전유죄, 전관예우 등의 구호들에서 묻어나 보이는 사법
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점, 실체적 진실보다는 국민이 납득 못하는 법조문, 판례
원칙, 형식논리 등에 의거하여 결과적으로 소송사기꾼들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많은 소송절차에 대한 불신(더 크게는 사회전반적인 차원에서 사
기사건의 만연, 불신 풍조의 만연현상이 투영된 결과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등이 누적되어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불만이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
되는 것이다. 그것은 확실히 의료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불신의 그것에 비유
될 만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누구의 소개 없이는 의사를 잘 신뢰하지
아니하는 현상이 그것이다. 그리고 종합병원은 어느 정도 신뢰하나 그러나 몇 시
간 씩 기다렸다가 만나는 의사와의 면담은 겨우 몇 분만에 끝나는 진료에 대하
여 신뢰를 잘하게 되지 아니하는 현상과 어느 정도 비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만큼 국민의 사법참여에 의하여 이와 같은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
불만의 해소에 얼마나 유용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도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사법참여는 국민의 사법참여의 민주적 요구 충족의 효과와 함
께 이러한 불신․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하여 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의 사법참여가 사법에서의 진실발견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할 것인가의 문제와 함께 편견, 인맥, 매수, 뇌물수수의 문제로부터 얼마나 자유
롭고 독립적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강력하게 대두되는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국민의 사법참여의 문제도 위에서 언급한 사법의 정당성
과 합리성의 차원에서 평가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정당성과 합리성의 잣
대로 바라본 국민의 사법참여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맥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
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짚어보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국민의 사법참
여가 국민의 法官에 의한 裁判받을 權利(헌법 제27 조 제1 항)와 양립하느냐 하는
憲法의 문제, 둘째로 사법에서의 民主主義의 문제 내지 司法의 民主化의 문제,
셋째로 국민의 사법참여가 사법에서의 眞實發見․紛爭解決 등 司法의 本質的 機
能에 적합하냐, 유리하냐, 혹은 문제가 없느냐의 문제, 넷째로 전문 법관이 아닌
일반인의 사법에서의 공정성․중립성 등 信賴(integrity)의 문제, 말을 바꾸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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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원이나 참심원의 偏見, 人脈작용, 買收, 賂物授受 등의 문제에 대한 統制의 문
제, 다섯째 국민의 사법참여에 의하여 초래될 財政的 및 社會的 費用의 양태․규
모 및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1.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와의 문제
법률로 정하는 법관의 자격( 헌법 제101 조 제3 항) 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는 일
반인이 배심원이나 참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사법참여의 재판제도는 국민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
조 제1 항)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의 문제를 일응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다. 왜냐하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이나 참심원은 무엇보다도 법률로 정한 법
관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 자격을 법률로 정하는
법관의 의미가 무엇이냐의 질문과 함께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이나 참심원의
참여의 내용이 무엇이냐의 질문에 그 답변이 크게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예컨대 감정증인이 재판에 “ 참여” 하지만 그로 인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의 문제를 야기치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전문가
에 의한 감정증언은 존중되지만 반드시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직업법관이라고
할까 법률로 정한 법관이 최종적으로 재판을 담보하는 한, 즉 법적 판단을 하는
한, 감정증인이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배심의 경우에 이 문제는 배심원의 평결(사실인정) 에 얼마만한 무게를 두느냐,
절대적 구속력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에도 달렸다고 생각한다.
미국 배심재판의 경우에 가령 배심평결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거나 그
평결이 정의의 원칙에 전적으로 어긋난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再判決(우리의 재심
이 아닌 new trial, motion for new trial)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재판결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재판의 이름으로 내
놓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다만 한 쪽 당사자에게 유리한 판단도 가능하
고 다른 쪽 당사자에게 유리한 판단도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에 담당 법관의 판
단과는 다르더라도 배심평결에 무게를 두게 한다고 하여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법관이 단독으로 판단하였다면 법
관의 잘잘못이라고 할 것을 바로 배심의 평결이기 때문에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예컨대 미국의 amicus curiae(문자적으
로 법원의 친구, 일종의 참고인)의 경우처럼 가령 배심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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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뿐이라고 한다면( 그리하여 판사의 생각도 같기 때문에 배심의 평결을 존
중할 뿐이라고 한다면) 더구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참심재판의 경우에 한 재판부 안에서 전문 법관과 참심원의 비율을 각기 어떻
게 할 것이냐( 독일의 경우처럼 3 인의 법관에 2 인의 참심원을 둘 것이냐, 옛 소련
이나 지금 북한4)에서처럼 1 인의 법관에 2 인의 참심원을 둘 것이냐 등), 전문 법
관과의 관계에서 참심원의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사실판단에만 한정할 것이
냐, 사실 및 법 문제 모두에 미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령 참
심원의 권한이 사실 및 법 양자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전문 법관이 최종적으로
재판을 담보하는 장치(예컨대 3 인의 법관과 2 인의 참심원의 비율)가 마련되어 있
다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재판부 내 참심
원의 비율이 높다고 하는 경우에, 그렇더라도 전문가인 법관의 견해가 참심원에
의하여 사실상 존중되는 관계에 서게 되기는 하겠지만, 우리나라 헌법 하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 공산혁명 또는 민중혁명과 같은) 혁명
적 상황에 적합한 제도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혁명적 상황에서 혁명을
대변하는 참심원의 의사가 직업 법관의 법논리를 압도하는 구조를 갖추게 한 것
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한 참심재판이라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
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1 심 재
판부 구성에서 설사 전문 법관의 수보다 많은 수의 참심재판관을 두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문 법관으로 구성된 2 심에서의 재심에 부쳐진다면 결국 문제없는 것
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
한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의 의미를 어떻게 새길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이 문구를 바로 뒤에 나오는 ｢법률에 의한 재판｣이라
는 구절과 함께 읽으면, 기존의 법률가 양성 방법에 따라 양성된 법률가만이 이
에 맞는 법관이라고 생각되지 아니하며, 꽤 넓게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훈련이나 양성방법이나 재판활동의 제반여건이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하여 그러한 사람을 재판을 하는 사람
으로(그러한 의미에서 법관이라고) 정의하여 법률로 정한다면 그러한 재판참여자
를 헌법과 법이 정한 법관이라고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즉 입헌주
의․법치주의를 담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재판을 하도록 법이 정한 사람
이라면 위의 정의에 적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2) 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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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의미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배심재판 및 참심재판은 헌법적으로 정
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에는 배심재판은 재
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는 헌법사항이다. 영국의 경우에
는 배심재판이 상당히 퇴조하고 있으나 그것은 사법에서의 효율성 내지 합리성
등 때문이지 헌법적인 이유 때문은 아니다. 미국에서 배심재판을 헌법상의 재판
을 받을 권리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이유는, 즉 헌법에 명문규정을 둔 이
유는 배심재판이 헌법상의 권리나 자유의 신장과 보장에 필수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만큼 근본적으로는 헌법상 권리와
자유 보장의 장치로서의 시민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여기에 개재되어 있다고 생
각한다.

2. 국민의 사법참여가 민주적 요청의 문제이냐
국민의 사법참여가 민주주의의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그것은 사법의 민주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국민의 사법참여를 민주주의의 문제 또는 사법의 민
주화로 파악하는 경우에 적어도 다음 세 가지의 국민의 참여 방법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는 국민이 사법권을 직접 행사하는 방법이고, 둘째로는 일반
법관을 위시하여 대법관을 국민이 선출하는 방법이며, 셋째로 전문 법관의 사법
권행사에 국민이 배심원이나 참심원의 형태로 참여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중국
문화혁명과 같은 혁명적 상황이 아닌 한 첫째의 국민이 사법권을 직접 행사하는
방법(소위 인민재판)에 관한 역사적 실험은 이미 끝난 것이라고 함은 이미 언급
한 바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이러한 방법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있다.
대법관이든 일반 법관이든 법관을 뽑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임명하는 방법과
국민이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방법 둘이 있다. 미국의 여러 주 가운데에는 판
사를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주도 있지만 미 연방법원 및 다른 여러 주법원의
경우는 물론 다른 많은 나라의 경우에도 집행부의 장이 임명하는 나라가 대부분
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판사임명에서의 집행부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하여 예컨대
국회의 동의절차와 같은 다른 장치를 첨가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대법원
장․대법관 임명의 경우도 그러하다. 판사의 임명제가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
닐 것이다. 그러나 판사의 선출과정이 지나치게 정치화하는 경우에 가져오는 폐
해를 상정할 때 임명제가 단연 우위에 선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판사의
임명과정에 국민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들이 제안되고 혹은 채택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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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일단 임명한 후 예컨대 다음 번 일반선거 때 기왕에 임명받은 판사

(대법관) 의 신임을 국민에게 묻는 장치를 둠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일본5)이나 미
국 칼리포니아 주 대법관의 경우6)). 혹시 헌법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사후적 신임
투표제의 채택을 한번 생각해 볼만은 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판사 10 년의 임기
후의 재임명을 국민의 이러한 신임투표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만
은 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헌법은 판사나 대법관 임명과정에 사
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나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나 장치를 전혀 두고 있지 아니
하다.
그렇다면 국민의 사법참여는 재판과정에 국민이 배심원이나 참심원재판의 형
태로 참여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그 논의를 전개하게 될 것이다. 물론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의 실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의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
신․불만의 수위가 높은 점을 생각하면 기소배심(대배심) 제도의 도입 문제도 진
지하게 논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7) 이 곳에서의 논의는 배심제나 참심원제
도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
다. 그러면 재판과정에 국민이 배심원이나 참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민주주의
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첫째로 영국에서 발달하여온 배심재
판8)은 彈壓이나 壓制로부터 市民의 自由를 保護하여주는 堡壘로 간주할 정도로
5) 日本憲法 제79조 제2․3․4항 참조.
6) Henry, J. Abraham, The Judicial Process, 7th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37-8면.
7) 최대권, “배심제도의 도입이 사회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2004 한국법심리학회 춘
계학술회의 시민참여재판에 관한 사회문화적 논의(한국법심리학회, 2004), 151-152면
참조.
8) 英美의 배심재판제도에 관하여, 崔大權, 英美法, 개정증보판(서울: 博英社, 1991), 4456면, 206-221면; Valerie P. Hans and Neil Vidmar, “Jurors and Juries”, in Austin
Sarat, ed., The Blackwell Companion to Law and Society (Malden, MA.: Blackwell,
2004), pp.195-211; David M. Walker, The Oxford Companion to Law (Oxford:
Clarendon Press, 1980)의 “Jury”난; John Baldwin and Michael McConville, Jury
Trials (Oxford: Clarendon Press, 1979); Leroy D. Clark, The Grand Jury: The Use
and Abuse of Political Power (New York: Quadrangle, 1977); Sir Patrick Devlin,
Trial by Jury (London: Methuen, 1966); Marvin E. Frankel and Gary P. Naftalis, The
Grand Jury: An Institution on Trial (New York: Hills and Wang, 1975); John
Guinther, The Jury in America (New York: The Roscoe Pound Foundation, 1988);
Harry Kalven, Jr. and Hans Zeisel, The American Ju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1); James P. Levine, Juries and Politics (Pacific Grove: Books/
Cole, 1992); Rita James Simon, ed., The Jury System in America (Beverly H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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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자유를 위한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여 왔다. Devlin 은 배심재판제도를 “ 자
유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등불이다” 라고까지 하고 있다.9) 그리하여 Montesquieu
가 배심재판제도를 형사정의를 실현하는 민주적 방법으로 본10) 이래 프랑스혁명

(1789) 당시 특히 정치적 범죄 및 주요 범죄와 관련하여 배심재판제도는 시민에
의한 정부의 하나의 상징 또는 시민에 의한 사법 참여의 제도로 인식되어 배심재
판제도가 프랑스는 물론 나폴레옹이 점령하였던 유럽 여러 나라에 퍼지게 된다.
미국에서는 배심재판제도를 성문헌법(1787)에 규정하기에 이르러 미국에서 재판
받을 권리는 곧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고 있다.11) 그러나 자유의 보루로
칭송되던 배심재판제도가 유럽에서는 19 세기 중엽부터 퇴조하여 오늘날에는 독
일12) 등 단지 몇 나라에서만 참심원제도13) 등 변형된 모습으로 명맥을 잇고 있
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이러한 비교법적 고찰과 함께 지난 시기의 독재
체제를 경험한 우리나라의 문맥에서 배심재판제도의 도입으로 이 제도가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자유의 보루로서의 의미 내지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이 아닌가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점은 한국의 민주화(1987)이래
국민의 자유가 상당한 정도로 신장되어온 만큼 이제 배심제의 도입으로 새삼스럽
게 억압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떠맡겨야 하는 상황인가의 점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배심제가 자유의 수호장치로 기능하려면 다수의 침묵이
나 억압적 분위기 속에서도 동료시민의 자유수호에 용감하게 나서는 시민정신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시민정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믿는다.
아마도 군주제나 군사독재와 같은 타율적 억압체제의 재등장을 오늘날 상정하
기는 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목격하는 민중주의의 물결을 감안하면
다수의 독재, 다수로부터의 억압을 상정하기는 어렵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다수
Sage, 1975) 등 참조.
9) 앞에 인용한 Devlin, Trial by Jury, 164-165면.
10) Montesquieu, The Spirit of Laws, ed. by David Wallace Carrither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202-203면 참조.
11) 미합중국헌법 제3조 제3항 제3절. 그리고 수정헌법 제5(1791), 제6(1791) 및 제7조
(1791).
12) 독일에서의 배심재판제도로부터 참심제판제도로의 발전에 관한 간단한 설명으로,
Münchener Rechtslexikon의 Schwurgericht난 참조.
13) 독일의 참심원 및 참심재판제도에 관하여, 위에 인용한 Münchener Rechtslexikon의
Schöffe 및 Schöffengericht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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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재로부터 시민(소수자) 의 자유 수호를 배심제도에게 기대할 만한 상황은 얼
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 예컨대 검찰이 “ 기획수사” 로 야당인사나 “ 정권에 찍힌
인사” 에 대하여 사건을 만들어 기소한 형사사건이라고 지목되거나 언론에서 거
론되는 그러한 사건 등에서는 배심원으로 나선 시민들의 자유수호의 역할을 기
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불만의 해소에
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일반 국민이 동료 국민의
자유 수호를 위해 용감하게 나서는 그러한 시민의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아마도 처음부터 이러한 시민정신, 그리고 국민의
배심에 대한 신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배심제의 운영은 결국은 이러
한 시민정신과 신뢰의 성장을 촉진하게 되리라 생각된다.
이리하여 둘째로는 배심제도가 지니는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市民敎育의 場으
로서의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 세기 중엽의 미국을 여행․관찰하면서

Democracy in America 를 쓴 Tocqueville 은 미국에서 배심재판제도가 가지는 시민
교육의 場으로서의 가치에 주목하여 미국의 배심재판제도를 극찬하고 있음14)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사법참여는 국민이 시민으로서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공적인 문제(사법: 남의 생명․자유․재산 등의 운명을 재판하는 일)를
다루는 문제인 만큼 시민교육이 어느 정도 되어있음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한
배심재판제도의 도입은 대단히 위험한 제도의 도입일 수 있다. 왜냐하면 바로 사
법( 재판) 을 보통의 시민이 담당하는 것( 말하자면 판사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시민으로서 책임있는 일을 하는 기회나 장치가 마련되
는 일 없이 시민의식이 자동적으로 태어난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
은 국민에 의한 선거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시
민의식이 성장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민주선거를 시행할 것이냐 시행착오를 겪더
라도 민주선거를 시행할 것이냐의 문제와 비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우
리나라 국회․국회의원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만약 국민이 배심 등으로 사법에 참여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사법의 수
준은 국민의 수준을 반영할 것이라 생각된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 불완전하
다고 여겨지는 국민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상
상할 수 없다. 사법의 경우에도 예상되는 국민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
14) Alexis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ed. by Phillips Bradley, V. 1(New
York: Vintage Books, 1945), 291-2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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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사법참여) 를 할 것이냐, 국민의 수준 이것이 반영될 사법의 수준을 감안하
여 민주주의를 미룰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셋째로 현재의 국민의 知的 수준 및 공공(사법)의 문제와 관련된 倫
理道德의 수준이 반영될 것임에 틀림없는 사법( 국민이 참여한 사법)을 국민이 신
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하여 결국에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만․
불신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이미 지적
한 바와 같이, 국민의 사법참여의 화두가 원래 국민이 가지는 사법에 대한 불신
내지 불만으로부터 촉발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만약 국민의 사법참여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 국민이 사법에 대하여 가지는 불신 내지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 것
인가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배심제나
참심제의 도입이 이러한 불신․불만 해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도 그러할지는 장담하기 힘들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긍정적 효과를 상정하기는 힘들지 아니할 것이라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사법 불신․불만의 저변에 깔려있는 사법부에 대하여 느끼는
거리감 내지 소외감, 그리고 이러한 국민이 느끼는 거리감 내지 소외감의 바탕이
되는 법관들의 고압적 또는 고답적 태도, 언행에서 나타나는 법관들의 일반인들
과 다른 정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과 관련하여 표출되는 권력에 약한 모습,
유전무죄․무전유죄의 그림, 일반인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판례원칙이나 형식논리
에 얽매여 일반인들의 정서와 다르게 오히려 사기꾼이나 갈취꾼들의 손을 들어주
는 듯한 사법논리 등 미묘하게 사법에 대하여 느끼는 다양한 불만․불신을 국민
의 사법참여는 어느 정도 해소시키거나 경감시킬 수 있으리라 상상할 수 있다.
국민의 사법참여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법 불신․불만 해소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사법의 質의 문제와 관
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국민의 사법참여가 사법에서
의 진리발견․분쟁해결 등에 적합하냐, 유리하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
한 만큼 이 문제를 아래에서 항을 바꾸어 다루어 보자.

3. 국민의 사법참여가 사법에서의 진실발견․분쟁해결 등 사법의 본
질에 적합하냐, 유리하냐
사법의 본질의 중심이 되는 것은 사건에서의 진실발견․분쟁해결․옳은 법적
용 등에 있다고 판단된다.15) 그러므로 국민의 사법참여가 이러한 사법의 본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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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냐 혹은 지금처럼 전문 법관 만에 의한 사법의 경우보다 유리하냐, 별반
차이가 없느냐, 혹은 더 못하냐의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이 문제
를 놓고 사회과학적인 테스트를 거쳐 얻은 결과가 없는 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잘 생각해 내어 놓는 추리(소위

educated guess)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보며 출두한 증인
의 증언을 들어 사실의 존부나 진실여부를 따지는 사실판단의 경우에 전문 법관
의 판단과 일반인 배심의 판단 사이에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
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가령 미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판사의 연령이

50 대, 60 대 또는 70 대라고 하는 경우에 또는 직업법관의 세계가 그들이 받은 교
육, 훈련, 그들이 가지는 대인관계, 그들이 속하는 계층, 누리는 사회적 특권 등
으로 인하여 일반인들과 동떨어진 별개의 비교적 폐쇄된 법조계 중심의 그것들
에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그리하여 이와 다른 일반대중의 또는 시중
의 행동기준, 느낌, 심미안, 생각들의 시각에서, 요컨대 최근의 용어로는 국민의
정서에 맞는, 사실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배심은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긍정적 기능은 사실판단뿐만 아니라 법률
판단까지 참여하는 참심원의 경우에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급속한 사회변화․다
양화로 세대 간의, 그리고 계층간․지역 간의 경험, 가치관, 생활환경 등이 상당
히 다르다고 하는 점을 상정하면 배심 또는 일반인 참심재판의 이러한 긍정적
측면의 기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른 한편 특허사건, 복잡한 상거래 사건, 노동사건 등에서와 같이 전문 기술
적 지식이나 경험이 요청되고 혹은 복잡한 사건에서나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그러한 사건들에서는 배심재판은 도움이 안되거나 적합지 아니하며 오히려 잘못
된 판단의 위험성도 동반할 수 있고 나아가 사건의 처리를 지체케 할 우려도 크
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전문 기술이나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이 같은 사건들에서
는 그 방면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참심재판이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중죄
에 대한 참심재판 이외의 독일의 참심재판은 대체로 이러한 영역의 사건을 다루
는 재판에서이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영역의 사건들에서는 배심재판을 포기하는
일이 많다. 그리고 원래 배심제도가 태어난 나라이면서도 배심재판이 헌법상의
권리사항이 아닌 영국에서는 민사․형사사건에 걸쳐 배심재판이 상당히 퇴조하
여, 특히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무고, 불법감금, 정조유린 등 일정한 사건에서만
15) 崔大權, 憲法學講義, 증보판, (서울: 博英社, 2001), 358-3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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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게 배심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에서
도 연방 민사사건에서의 배심재판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7 조가 州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주에 따라서는 민사사건의 배심재판을 인정치 아니하는 주도 있
다.16)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보면 일의적으로 국민의 사법참여( 배심 및 참심) 가 사법
에 적합하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사법참여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비교법적 추세나 경향과 함께 사건의 성
격, 민사사건이냐 형사사건이냐, 그 판단에 전문 기술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요구
되는 사건이냐, 교통사건 등 자주 일어나는 일반 불법행위사건이냐, 가사사건이
냐 등등을 감안하여 면밀하게 그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하리라 믿는다.

4. 전문 법관이 아닌 일반인의 재판에서의 공정성․중립성 등 신뢰
(integrity)의 문제
한 사람( 당사자)의 생명․재산․자유 등이 개재된 재판에서는 투표에서보다도
더 높은 시민재판관으로서의 책임감․공정성․중립성 등이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 요구(배심원이나 참심원을 믿을 수 있느냐의 요구) 가 충족되
지 아니하는 한 일반인들이 참여한 재판을 누가 신뢰할 것이며 그러한 재판을
누가 받겠다고 원할 것인가의 문제를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작위
로 추출된 일반인 법관(배심 또는 참심원)은 법관으로서의 훈련을 받은 전문 법
관과 비교하여 센세이션한 언론보도에 접하였을 때 또는 인맥이나 외부의 압력
에 노출되었을 때 또는 은밀한 뇌물공세에 부딪쳤을 때 얼마나 잘 버텨 심판자
로서의 공정성․중립성․형평성을 견지해 낼 수 있을까? 17) 그리고 이러한 재판
에서의 공정성․중립성․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

16) 영국 및 미국의 대배심(기소배심) 및 소배심(심리배심)의 실태에 관하여 崔大權, 英美
法, 재정증보판, (서울: 박영사, 2001), 206면 이하 및 212면 이하, 그리고 위의 주 (8)
참조.
17) 崔大權, “司法權의 獨立”, 法과 社會(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 123-157면; 崔大權,
“韓․中․日의 社會規範과 그 變化”, 法社會學(서울대학교 출판부, 1983), 91-146면,
특히 124면 이하; Dai-Kwon Choi, “Informal Ways versus the Formal Law in Korea,”
서울대학교 法學(Seoul Law Journal), v. 36, no. 3․4, 51-61면(1995); Dai-Kwon Choi,
“Judicial Functions and Independence in Korea,” 서울대학교 法學(Seoul Law Journal),
V. 40, No. 2, 53-66면(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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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해 낼 수 있을까?
그 동안 선거과정에서 노출된 일반인들의 투표행태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점들
과 관련하여 무작위로 추출된 일반인 법관(배심․참심원)에 대한 신뢰가 잘 가지
아니한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과학적 연구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겠지만 한
국인들은 서양인들에 비하면 정에 약하고 인맥에 맥을 추지 못하는 성향이 강하
다.18) 그렇다면 무작위로 추출된 일반인들을 재판의 심판자로 앉히는 문제는 이
러한 측면에서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컨대 언론의 보도 등으로 인
한 편견으로부터 일반인 심판자를 보호 내지 차단하기 위하여 땅이 넓은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재판지를 옮겨서 심리를 행하게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나라와 같은 사회적 여건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현실성이 있는지도 의문일 수 있
다. 그러나 한편 일반인인 재판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은 이를 담보하는 재판제
도나 장치들, 예컨대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은 재판지변경제도(change of venue)
등과 함께, 편견을 가졌다거나 인맥 등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러
한 사람들을 배심으로부터 제외시킬 수 있는 장치(voir dire, challenge 등), 외부
압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신변보호 내지 안전장치 등과 함께 고려되어한다고 생
각한다. 이러한 제도나 장치 그리고 교육 및 홍보와 함께 배심재판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것이라면 배심원이나 참심원의 책임감․공정성․형평성․중립성 등에
대한 신뢰의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누가 어느 사건의 배심원이 될 것인가의 문제가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건이 법원에 계류된 후 재판을 시작하기 위하여 배심이 소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상 판․검사의 “ 전관예우” 의 경우처럼 변호사나 당사자가 미
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놓는다는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개개의 배심원
들을 매수하거나 압력을 가하려 한다면 그것은 배심원으로 소집된 후의 일일 것
이다. 동시에 배심제도( 또는 참심원제도)는 전문 법관들이 “ 전관예우” 의 관례를
통하여 형평에 반하는 재판 등 결정을 행한다고 알려진 그러한 영향력에 제동을
가할 수 있는 유력한 견제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들은 바로 국민의 사법참여의 제도가 사법에 적합하냐고
하는 위의 세 번째 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사법에서의 정당

18) 이훈구, 연고주의(서울: 法文社, 2003);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서울: 학지사,
2002), 586-606면; 한규석, “한국인의 공과 사의 영역: 공정과 인정의 갈등”, 한국사회
문제심리학회 제6권 2호, 39-63면(200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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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합리성의 문제와 연계되는 문제인 까닭이다.

5. 재정적․사회적 비용의 문제
국민의 사법참여의 제도(배심재판․참심재판제도)는 지금까지의 재판비용에 첨
가하여 추가비용이 따르리라는 점은 상정하기 어렵지 아니하다. 다만 얼마나 더
들 것인가를 정확히 산출해 내는 일은 용이치 아니할 것이지만. 아무튼 일반인
참여자(배심원․참심원)의 수당을 우선 생각할 수 있다. 국가재정 및 개인의 경제
적 희생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일당이 적정한가? 배심재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면 심리가 끝날 때까지의 일정한 기간 다니는 직장으로부터
말미를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일주일이든 한 달이
든 직장에 복귀하여 여러 날 동안 부재하였던 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 마치
예비군 훈련 때처럼) 직장보장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는데, 이때 그 직장이 감수
하여야 하는 부담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그것은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당연
히 감수하여야 하는 부담인가? 아니면 배심으로서의 복무에 불응하는 경우 일정
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인가, 그리고 직장의 책임자 내지 고용주의 경우에 배심
봉사 때문에 결근하는 경우에 아무런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는데 그러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책임자 또는 고용주에게 일정한 재제나 그 재발방지의 제도가 요
구되는 것은 아닐까? 배심원으로서의 재판참여가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아니하고
몇 주일, 몇 개월이 걸린다고 하는 경우에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배심재판은 지금까지와 같은 서류심리 중심이 아니라 그 성격상 구두

변론을 중심으로 한 집중심리를 필요불가결하게 요구한다고 생각된다. 형사재판
에서 종래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진술문건은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는데, 배심
재판에서는 검사나 피고나 꼭 같이 배심 앞에 내 놓고 싶은 모든 증거나 증인을
들이대며 그곳에서 다투어 배심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이길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배심재판은 종래의 재판관행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꾸게 만든다. 그리하여 배심
재판은 심리절차나 방법 등에 걸쳐 법원조직법을 비롯한 절차법․증거법상의 과
감한 변혁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변혁을 위한 연구, 판사․검사 등의
연수 및 재훈련, 법학교육․사법연수원교육 등 법률가 양성 과정과 제도 등의 변
혁도 요구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변론․심리를 위하여 훨씬 많은 수의 裁判廷
이 요구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필경 재판기간도 늘어날 것이다. 아울러 판사
수의 증가는 물론 변호사의 수의 증가도 요구되리라 생각된다. 배심재판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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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거의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배심 앞에서의 변론 등을 변호사의 조력 없이 일반인 당사자가 해낸다는 것은
특히 변호사 있는 상대방과 겨루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특히 배심재판은 사건
당사자가 주로 다투고 판사는 판정만 내리는 소위 당사자소송구조를 내용으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의 도입은 엄청난 (일시적 및
영구적인) 재정적․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동반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비용
이나 희생이 따르지 아니하는 제도의 개혁이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 그러므
로 그러한 추가 비용이나 희생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단행할 것인가 아닌가의 국
민에 의한 결단의 문제가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 도입의 문제에도 존재하고 있다.
이같이 배심재판에 따르기 마련인 비용증가의 문제 및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포함하여 엄청난 변혁이 요구되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즉 지금까지 상대적
으로 적은 비용으로 판사가 중심이 되어 재판을 진행하는 오랜 재판관행에 익숙
하여 왔기 때문에, 대륙법계의 나라에서는 국민의 사법참여의 제도로서 배심제보
다는 참심원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바로 동
일한 이유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로서 배심제보다 참심원제도
를 채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바 있는 배심

제 채택으로 인하여 국민의 사법참여제도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는 참심원 채택의
경우에는 배심제 채택의 경우보다 훨씬 못하리라 판단된다. 동시에 국민의 사법참
여제도가 가져오리라 생각되는 부정적 효과도 참심원제도의 경우에 배심제채택의
경우보다 훨씬 적으리라 판단된다. 아무튼 배심제이든 참심원제도이든 국민의 사
법참여제도의 도입에 따르게 될 단기적인 재정적 기타 사회적 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를 분쟁이 없거나 분쟁이 적은 사회로 만드
는데 기여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분쟁․분쟁해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아니하
게 하는 제도로 작용할 것이냐의 변수를 대입하는 경우에 일의적으로 그 대답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 판단된다.

Ⅳ. 맺는 말 ― 결단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상에서 우리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바라보는( 즉 鳥瞰하는) 시각에서 우리나라
에서의 국민의 사법참여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국민의 사법참여의 문제
를 각기 이 문제에 구체적으로 깊이 관련되어 있는 변수들, 즉 헌법,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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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본질, 신뢰성 및 비용 등 문제의 시각에서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우리
나라에서의 국민의 사법참여의 문제에는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이나 요인들이
개재되어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의 잣대는 궁극적으로는
사법에서의 정당성과 합리성의 잣대이다.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는 재판부 구성에서 참심원의 숫자가 전문 법관의 수보
다 많다고 하는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반한다(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가능
성이 크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한 배신재판이든 참신재판이든 그것이 특히 헌법
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아니한다. 국민의 사법참여의 제도는 확실히 민
주주의의 시각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지닌다. 독재나 억압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보루로서의 측면이나 시민에게 재판 등 公的 문제에 관하여 책임있게 행
동하는 시민으로서의 훈련을 가능케 하는 교육의 場으로서의 측면 및 참여를 통
한 사법에 대한 신뢰(및 정당성) 증진의 측면 등이 그것이다. 사법 본연의 임무
내지 성격상 국민의 사법참여가 적합한지 어떤지는 일반적․일의적으로 말하기
는 힘들다. 대체로 법관 그룹의 삶이 연령, 직업, 계층, 가치관 등의 점에서 일반
시민의 그것과 의미심장하게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며 그러한 상황에서는 국민
의 사법참여는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사법을 가능케 하리라 생각된다. 특허사
건, 상사사건, 노동사건 등 전문적 지식과 기술 및 경험이 요청되는 사건의 재판
에서는 일반인의 사법참여는 아무런 도움도 안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험하리
라. 전문기술과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 등에서는 그 방면의 노하우를 가진 참심원
의 참여 제도는 긍정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배심제도의 발원국인 영국의 민사소송에서 배심제도가 퇴조하고 있다는 사실
은 사법에서의 배심재판의 유용성 부재(불합리) 를 보여주는 비교법적 사례라고
생각된다. 한때 영국의 배심제도가 도입되었던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배심재판제도
가 살아남지 못하고 참심재판제도의 모습으로 잔영을 남기고 있다는 점도 한 증
거가 된다. 배심재판은, 특히 민사재판에서는, 지체, 비용증대, 여론재판 등의 불
합리를 동반하기 쉽다. 시민의 공적 책임의식 등 시민의식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이 편견, 여론, 인맥 및 뇌물공세 등에 특히 취약
하여 재판에서의 공정성․중립성․형평성의 보장을 담보하기가 대단히 지난하리
라 생각된다. 그러나 국민의 사법참여의 기회를 아예 주지도 아니하고서 그것( 공
정성․중립성․형평성) 이 자연적으로 성장하리라 상정하기 힘들다는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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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목하여야 한다. 그리고 확실히 국민의 사법참여는 국가 및 기업체 등 직장
과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재정적 및 여러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리라 판단된다.
배심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문제이지만 사법참여기간 동안에 행하지 못하는
생산 활동은 어떻게 하며 다니는 직장에서의 직장보장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
가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또 소송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증대는 어떻게 할 것인
가의 문제도 그러하다.
위의 논의에 비추어 국민의 사법참여가 일의적으로 좋다 나쁘다, 도입되어야
한다 도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식의 이분적 논의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위의 논의는 그 도입의 문제를 논의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문
제의 측면과 요인들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여기서 지적한 이러한 측면
과 요인들은 국민의 사법참여를 논의하고 생각할 때의 < 생각의 씨앗> 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여러 측면과 요인들을 비교형량하여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 도입의 문제를 우리는 결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어
떻게 하여야 우리나라 사법에서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냐의 문제
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사법참여 문제는 우리나라 사법에서의 정당
성과 합리성 증대의 한 가지 방안에 지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사법에서의 정당성과 합리성 증진의 차원에서, 예컨대 정치적 자유문제가
특히 개재된 일정한 부류의 형사사건에서의 배심재판제도나 일정한 종류의 민사
사건, 이를테면 전문기술이니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 특허사건 등에서의 ( 전문)
참심원재판제도의 도입․시행을, 즉 전면적으로가 아니고 부분적․한정적으로 그
합리성을 따져서 시도하여 봄직 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부분적․한정적
으로 시행하여 축적된 경험은 추후의 확대시행 논의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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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Y PARTICIPATION IN JUDICIAL
DECISION-MAKING IN KOREA?
19)

Dai-Kwon Choi*
The question of whether some form of lay participation in judicial decisionmaking should be adopted in Korea has recently been hotly debated in the wake
of democratization process. The Judicial Reform Commission is known to be
intent on recommending to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a certain
form of lay participation institution for adoption in the Korean judiciary. By now
the question seems to have come to an almost bygone conclusion so that the
next issues of when to adopt what kind of lay participation alone are left for
their final determination. It is only natural that the questions of on what ground
such an institution is justified and of whether its adoption is rational respectively
with one of the two known lay participation systems, that is, jury or assessor
system, follows the questions just mentioned above.
At least the following five elements of the matter should be considered to
evaluate its justification and rationality correctly. First of all, its constitutionality
should be assessed. Since the Constitution of Korea provides for the people's
right to trial by a judge qualifi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law(Article 27
Section 1), the question arises of whether a jury trial or a trial conducted with
assessor judges meets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 or not. There exist answers
both pro and con. Here an argument is made in favor of an affirmative answer
with certain qualifications. Secondly, the question is of whether it is demanded
in the name of democracy. Lay participation is definitely a democratic institution
in that it is a history-proven bastion of citizen's freedom against oppression, an
excellent educational institution teaching citizens their responsibilities and duties,
*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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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 citizen watch-dog institution against corruptions of professional judges.
Thirdly, the question is of whether citizens are as capable of conducting
judicial functions as professional judges with fact-finding in the case of jury and
both fact-finding and application of law in the case of assessor judges. It is hard
to provide a definite answer to the question but it is suggested as being
functional in making aloof professional judges keep up with the common sense
of everyday life. Fourthly, possible higher corruptibility of juries and lay judges
than professionally trained judges is the matter of serious concern by many.
Since this matter goes together with those institutions (change of venue, voir
dire, challenge, criminal prosecution of bribery charges, etc.) that are designed
for its control, it may not be as serious as one might think. Fifthly, various
financial and social costs that must accompany lay participation institution tend
to make one reluctant in introducing such an institution. Many Anglo-American
scholars and practitioners also advise us not to introduce it out of their plenty
costful experiences with jury system.
After all, it is hard to determine one way or the other. But the present state
of Korea democratization certainly demands it. On balance, an assessor system
appears to be much less costly and requires much less accompanying changes in
its introduction than jury system. Probably an assessor system will be adopted,
although, it may be too early to predi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