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법조출입기자  

발    신 민변 장보람 사무차장 02-522-7284 / 참여연대 김희순 팀장 02-723-0666 

제    목 [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사법농단 질의답변 및 추가정보 제공 

날    짜 2018. 10. 1. (총 2 쪽) 

보 도 자 료 

법관 독립성 침해 진정서에 유엔 특보 관심 표명  
민변ㆍ참여연대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과 추가 정보 제공 

 
1. 오늘(10/1, 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요청한 질의에 대한 답변서와 추가정보를 제출하였습니다. 

2. 지난 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시아 사얀 (Mr. Diego 

García-Sayá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에게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http://bit.ly/2ppaBaZ) 한 바 

있습니다. 진정서를 받은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8월 말 사법농단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와 함께 추가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질의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어떤 기준으로 판사들을 사찰했는지, 누가 이러한 사찰 정보를 

만들고 관리하였으며 재판거래 대상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대법원 조사단이 조사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등 14가지입니다.  

3. 민변과 참여연대는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재판거래로 인해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된 사례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 그리고 법원의 영장기각 

http://bit.ly/2ppaBaZ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발생한 법관의 독립성 침해 사건은 행정부 또는 행정부 수반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반적 사례와 달리, 대법원장과 그를 보좌하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건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경우임을 강조했습니다. 

4. 또한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수사에 필요한 문건 등 각종 자료를 검찰에 

임의제출할 것, △국회는 현재 발의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특별법’ 및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것,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 등 진상규명활동에 적극 나설 것, △국회는 법원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하기로 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할 것, △정부는 과거 사법개혁의 역사를 참조하여, 

사법부·행정부·입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법개혁기구를 구성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 

단체들은 특별보고관이 이러한 활동을 주목하여, 법원의 수사 협조와 법원개혁 

노력, 국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과 입법활동 등을 권고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5. 민변과 참여연대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이외 국제사회에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1994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심각성 및 빈도가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보호장치 약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Diego García-Sayán 특별보고관은 

2017년에 임명되어 3년간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끝.  

 

▣ 붙임자료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질의 

답변서 및 추가정보 제출 [영문] / [국문] 

https://drive.google.com/file/d/1--kQau8m2NzoL3sRRddj0KOksoMalXcw/view?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file/d/1-bpaDnEjdhJyeTUvyo8F-Wiwdk8w-mn5/view?usp=sha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