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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성명] 국회가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한 것
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전송일자 :

2017. 12. 1. (금)

전송매수 :

총 2 매

[성명] 국회가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한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오늘 국회는 약식명령(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 내용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는 못하게 하면서도 같은 종류의 형 내에서 중한 형은 선고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벌금형
을 징역형 등으로 변경할 수는 없지만 벌금형의 액수는 증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 우리 모임은 국회의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판
단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현재 검찰이 벌금액을 정하여 약식으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의 소명
을 듣지 않은 채 검찰의 자료만을 토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고 있다. 약식명령의 심
리 과정에 당사자는 어떤 관여도 할 수 없고, 그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공개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의 약식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국민의 재
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제도이다. 종전의 형사소송법이 약식명령
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둔 이유는 약식명령의 이러한 불완
전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2016년 정식재판청구가 남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불이익
변경금지원칙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모임은 적극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다. 법무부의 입장은 국민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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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보다는 사법서비스 종사자의 편의에 기댄 것일 뿐이다.
오늘 국회가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종래의 법무부 안에 비해서는 완화되
어 있지만 정식재판 청구시 기본적으로 인정돼 오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
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약식재판 제도는 수사
의 부실, 양형 기준의 객관성 결여, 법원의 형식적 심사, 정식재판 청구시 공소장일
본주의 회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약식재판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법제도의 개혁에 관한 제1원칙은 재
판과 행정효율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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