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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미국의 법관윤리는 ‘법관에 의한 재판이 소송관계

게 가장 높은 수준의 행위기준을 요구하는 미국의
법관윤리를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인을 포함한 일반 대중으로부터 존중받기 위해서
는 해당 재판을 맡은 법관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

제2장 미국 법관윤리규범에서 외관의 중요성

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함

제1절 법관윤리와 외관의 관계

● 사법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법관의 자질을

평가할 충분한 척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대
중은 법관의 독립성과 염결성, 공평성의 실체를
파악하기 쉽지 않음
● 일반 대중은 외부로 표출되는 법관의 언행에 비추

어 재판절차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밖에 없고,
법관의 언행으로 형성되는 외관을 통해 해당 법관
의 독립성과 염결성, 공평성을 추정하게 됨
● 따라서 법관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

하여 실제로 독립성과 염결성, 공평성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외관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음
● 미국의 법관윤리에서는 외관에 중점을 두고 법관

에게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는 외관의 창출까지
주의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외관이 실체와 별개
의 것이 아닌 불가결한 구성요소라는 전제를 바탕
으로 외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법정 안
뿐만이 아니라 법정 밖에서 법관의 행위에도 이와
같이 고양된 기준을 적용함
● 우리나라도 법관윤리강령을 비롯한 관련 규범, 권

고의견 등을 토대로 국민의 사법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사이 법
관들의 윤리의식은 크게 높아졌음
● 그러나 미국에 비해 법관윤리에 대한 인식뿐만 아

니라 법관에 의해 창출되는 외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이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

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법관윤리의 문제
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관에

I. 법관의 지위
● 법관은 법률을 다루는 사람 가운데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the highest personage of the law)
으로 단순한 관리가 아닌 ‘정의의 구현을 공중으
로부터 신탁(public trust) 받은 사람’으로서 법적
으로뿐만 아니라 관례적으로도 신성불가침한 것으
로 공중에게 인식되어 왔음
● 법관의 행위는 “생활의 전 영역에서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beyond reproach)” 되어야 하며, 법
관은 직무 내외에 상관없이 바르게 행동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어야 함

II.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법관윤리
● 권력분립 측면에서도 사법부는 집행권으로 분리되

어 독립된—존재적 성격보다 기능적 성격을 가진
—특수한 권력으로서 사법권 자체는 뒷받침되는
사회적 세력을 가지지 않음
●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민주적 기초와 정당성을 확

보하여야 하는 입법부나 행정부와는 달리 선출 방
식이 아닌 임명제로 구성된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
성은 국민과 다른 권력기관들이 사법부가 내린 판
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따르고자 하는 데에서 확
보되는 것임
● 사법과정에 공중의 신뢰를 담보하는 민주적 정당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송법 등 제도적 장치뿐
만 아니라 사법을 운영하는 법관이라는 인적 자원
도 고려하여야 함
● 공권력의 수탁자로서 사법과정에 관여하는 법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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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행위에서, 나아가 비사법적 행위에 있어

원에 의해 인용되면서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

윤리성을 결여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함

해악은 법관윤리가 존재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
하고도 남을 것임

- 형사사건에서 적법절차(due process)에 따라
사실심 판사는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배심
원에게 법관이 피고인이 유죄라고 믿는 듯이 비

III. 외관 규제의 필요성

칠 수 있는 외관이나 행위 등을 피하여야 한다

● 재판의 공정성은 적법절차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는, 즉 정의의 외관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 또한 공중의 신뢰는 사법부의 염결성을 유지하는

쓰임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심지어 편견, 파벌주의

● 공평성의 외관

(parochialism), 정실(favoritism)에 얽매이는 듯

- 통상적으로 법관이 당사자 일방에 호의를 보이

한 외관만으로도 사법부의 기능을 위협할 수 있음

는 것처럼 여겨지거나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더

● 따라서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

큰 비중을 두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외관, 즉

민이 공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인식되는 것 또한 중

법관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외관을 창출하여서는

요함

안 된다는 맥락에서 사용됨

● 이에 따라 법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만

큼 부적절한 외관 형성을 방지하는 것 또한 중요
성이 부각됨

● 부적절한 외관

- 미국 변호사협회가 채택한 모범법관행위규범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에서는 이
를 법관의 행위가, 합리적인 생각에서, 법관행

제2절 외관의 유형
● 미국에서 법관이 피하여야 할 외관의 유형들은 사

실상 정확하게 분류되어 있지 않고, 정확하게 분류
하기도 쉽지 않지만 문헌조사를 통해 자주 사용되
는 표현들을 고려하여 유형을 굳이 분류하여 보면,
대략적으로 정의의 외관(appearance of justice),

위규범을 위반한 듯이 보이거나 법관의 정직성,
공평성, 성향, 혹은 법관으로서 재직하기 위한
적격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인식을 형성
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제3절 외관 관련 규정

공평성의 외관(appearance of impartiality), 부

● 미국 변호사협회는 법관윤리를 규율하는 다양한

적절한 외관(appearance of impropriety) 등으로

규범들에 대한 미국 내 공통적인 기준 마련을 위

나누어짐

해 각 주에서 채택할 수 있는 모범법관행위규범을

● 정의의 외관

고안·발전시켜왔는데,

모범법관윤리규범에서는

- 펠릭스 프랭크퍼터 대법관이 1954년 Offutt v.

부적절한 외관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특히 재판

United States 사건의 판결문에서 “정의는 정

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는 행위—를 강

의의 외관을 충족시켜야 한다(justice must

제성을 가지는 일반적 원칙으로뿐만 아니라 규범

satisfy the appearance of justice).”라고 설

의 도처에서 세부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시하였고, 이후 이 표현이 선례로서 다수의 법

● 미국법관윤리규범에서 외관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

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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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령 1: 사법의 독립성, 염결성 및 공평성

▚ 규칙 1.2: 사법부에 대한 신뢰 증진

사례

▚ 규칙 1.3: 사법적 지위의 남용 금지

제1절 개설
● 미국 연방 및 개별 주들은 미국 변호사협회를 주축

- 강령 2: 법관으로서 의무

으로 하여 법관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관행위규범을

▚ 규칙 2.2: 공평성 및 공정성
▚ 규칙 2.3: 편견(Bias), 선입관(Prejudice)
▚ 규칙 2.4: 사법행위에 대한 외부의 영향
▚ 규칙 2.6: 진술권(Right to be Heard) 보장
▚ 규칙 2.8: 예절, 품행, 배심원과의 의사소통
일방적

정립하고, 법관의 중차대한 기본적 가치인 독립성
과 염결성, 공평성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증진하기

및 희롱(Harassment)

▚ 규칙 2.9:

제3장 부적절한 외관 기준의 발전과정 및 관련

의사소통(Ex

Parte

Communication)

▚ 규칙 2.10: 계류 중이거나 계류가 임박한 사
건에 관한 법관의 의사표현

위해 법관의 법정안팎에서 행해지는 행위부터 그로
인해 창출되는 외관까지 여러 방면에서 제한하고
있음
● 사법부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관

의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만큼 그러한 외관
의 형성을 방지하는 것 또한 중대하다고 여겨 부
적절한 행위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외관’도 피해야
함을 명시하고 이를 징계 사유로 두고 있음

▚ 규칙 2.11: 부적격(Disqualification)

제2절 발전과정
- 강령 3: 비사법적 행위(Extra-judicial Activities)

▚ 규칙 3.1: 비사법적 행위 일반
▚ 규칙 3.2: 다른 국가기관에 출석 및 다른 공
무원과 협의

▚ 규칙 3.3: 성격증인(Character Witness)으
로서 증언

▚ 규칙 3.6: 차별적인 단체와의 관련
▚ 규칙 3.7: 교육·종교·자선·친목·시민
단체와 그 활동의 참여

▚ 규칙 3.8: 수탁자 지위에 임명
▚ 규칙 3.10: 변호사 업무 수행 행위
▚ 규칙 3.11: 금융활동, 영업활동 기타 보수를
받는 활동

▚ 규칙 3.12: 비사법적 활동으로 얻는 보수
▚ 규칙 3.13: 선물·융자·유증·이익 기타
재산적 가치 있는 물건의 수령과 보고

I. 발생(1924년)
● 미국에서 법관윤리규범은 1920년대에 들어와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1924년 법관윤리강령(Can
ons of Judicial Ethics)’이 갖춰진 것이 시초임
● 연방 지방법원 판사 케네소 마운틴 랜디스 사건 계

기로 미국 변호사협회는 당시 연방대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위원장으로 하
는 1922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약 2년간의 작
업을 거친 뒤, 1924년 미국 변호사협회 대의원회
(House of Delegates)는 첫 번째 법관윤리강령을
공포함
● 이때 대다수의 주들은 1924년 법관윤리강령을 일

반적인 권고적 경고(admonition) 및 금지되는 행
위에 대한 구체적 규칙 혹은 기준을 설정하였을
뿐 강제성을 띠기보다는 본질적으로는 충고적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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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4년 법관윤리강령은 최초로 법관윤리규범을

성문화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를 금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믿었음
● 이를 반영하여 부적절한 외관 금지의 강제적 성격

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강령 2의 본문에서는 강제

II. 실효성 제고(1972년)

적이지는 않지만 바람직한 행위기준을 표현하기

● 미국 변호사협회 대의원회는, 1924년 법관윤리강

위해 사용하는 “should”를 강제적인 의무를 표현

령은 규정 자체가 모호하고 원론적으로 윤리적인

하기 위한 “shall”로 변경하고, 강령 2A에 부수하

의무를 호소하는 측면이 강하였기 때문에 실효성

는 주석에서는 법관의 활동에 사법적 행위 외에도

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72년 법

비사법적인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적용범위를 확장

관행위규범(Code of Judicial Conduct)’을 채택

함

하여 종래의 법관윤리강령을 대체함

● 이 외에도 외관을 판단하는 ‘합리적인 생각에(in

●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2년 법관행위규범은 여전

reasonable minds)’의 기준을 창안하였다는 점에

히 강제성을 띠는 법적인 용어인 “shall”보다는

서 종래의 규범으로부터 중요한 확장을 하였다고

“should”를 사용하는 편을 택했고, 이는 강령 2에

할 수 있음

서도 마찬가지였음
● 강령 2에서도 should를 사용하여 “법관은 그의

모든 행위에서 부적절한 행위 및 부적절한 외관을
피하여야(should) 한다.”고 명시함
● 1972년 법관행위규범 주해서(Reporter’s Notes

to Code of Judicial Conduct)에서는 이를 “강령

IV. 강제성 확보(2007년)
● 2007년, 미국 변호사협회는 1990년 법관행위규범

에 기초하여 이를 대체하는 성격의 ‘2007년 모범
법관행위규범(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을 제정함

2의 원문(black-letter) 표현은 그 용어 면에서

● 개정작업을 통해 강령의 수가 5개에서 4개로 줄었

매우 개괄적이어서 해당 규범의 규정이 거의 권고

고, 각 강령에 속하는 규칙과 주석에 번호가 붙는

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함

형식적인 변화가 생김

● 실제로 그 당시 대다수의 주들은 물론 일률적이지

● 한편 내용적인 면에서는 더욱 자세한 설명을 추

않은 수정을 가미하여 1972년 규범을 채택했으나

가·변경하여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였으며, 법

채택을 한 주의 대부분이 규범의 강제성을 내포한

관의 표현의 자유, 주 법원의 정치화, 법관에 관

전문은 채택하지 않았음

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및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
는 당사자(pro se litigant)에 관한 보호 등 여러

III. 실효성 강화(1990년)

방면에 걸쳐서 법조·사회·정치 전반의 변화를

● ‘1990년 모범법관행위규범(Model Code of Judici

수용함

al Conduct)’의 초안 작성자들은 외관 기준이 “특

● 모범법관행위규범 평가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

정 장래의 행위가 단지 의심스러워 보일지라도 피

원회’)가 개정작업을 진행하면서 당면한 가장 민감

하여야 한다는 ‘주의를 주고(caution)’, 규범에서

한 문제는 부적절한 외관에 관한 규범을 유지할

해로운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이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음
● 합동위원회는 개정작업의 마지막 순간에 ‘실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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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보인다

에 부수하는 주석 [5]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고 하여 이를 법관 징계의 사유로 둘 수 있느냐’는

따르면 부적절한 행위로 보이는 것인지의 판단기준

우려를 수용하여, 부적절한 외관을 강제성을 가지

은, ‘합리적인 생각에(in reasonable minds)’, 법

는 규칙(rule)에서 권고적인 제안(suggestion)으

관의 행위가 법관행위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인식되

로 강등시키는 시도를 하였으나 이러한 시도에 대

는지 또는 법관이 정직성, 공평성, 성향 내지 법관

하여 주 대법원장 회의(Conference of Chief

으로서 재직하는 데 관련된 적합성에 부정적인 영

Justices), 미국사법협회(American Judicature

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지이며,

Society) 등이 반발하기도 하였음

모범법관행위규범과 더불어 상당수의 주(州)에서도

● 결국 2007년 모범법관행위규범 확정안에서는 사

법에 관한 공중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관들이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법관의 사적 및 공적 행
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음

단순히 실제적인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

● ‘합리적인 사람’이라 함은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다는 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외관을

평균적인 사람으로, 훈련된 변호사나 고도로 숙련

회피하는 문제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된 변호사 혹은 공적 문제에 대한 고도로 정교한

모아 부적절한 외관 금지를 기대적인 기준으로 역

관찰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나 법원에

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로도 적용될 수 있

냉소적이거나 회의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아

도록 한 종래의 버전을 유지함

니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라 해서 모든

● 1990년 규범에서는 선언적 성격을 가지는 강령 및

규칙에 부수하는 주석에서만 언급되었던 부적절한

관련성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일 필요도 없음

행위 및 부적절한 외관의 회피 의무를 2007년 규
범에서는 강령뿐만 아니라 강제적 성격을 가지는

▣ 외관 관련 정보의 인지 정도에 따른 논의

규칙에도 명시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게 함

● 합리적인 사람이 해당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의

● 이에 1990년 규범의 주석에 있던 부적절한 행위

정보를 인지하고 부적절한 외관이 형성되었는지

및 부적절한 외관의 회피 의무는 2007년 규범에

판단함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

서 규칙으로 옮겨지면서 주석에서는 삭제됨

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합리적인 사람이 가진 정보

● 현재 모범법관행위규범에서 부적절한 외관 부분과

량에 대한 논의가 불거짐

관련하여서는, 그 내용이 종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 ‘완전한 정보 기준’에 따르면, 법원은 ‘정황의 총체

강제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의무적인 성격을 가지

성(totality of circumstances)’에 대해 검토한

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음

다음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보이는 외관을 토
대로 법관의 행위를 검토해야 함

제3절 관련 사례
I. 판단기준
▣ 판단의 주체
● 2007년 규범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규칙 제1.2조

● ‘부분적 정보 기준’은, 일반적으로 외관이라 함은

완전한 정보보다 적은 양의 정보에 의해 결정된다
는 관점에서 행위의 관찰자가 완전한 정보를 가진
다는 요건을 완화한 것임
● 두 개의 기준 가운데 ‘완전한 정보’를 가진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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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람의 기준에서 부적절한 외관이 형성되었는

참석한 세미나와 관련된 학비 및 경비를 사법

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임

비용자금(judicial expense fund)에서 충당하
도록 승인함

II. 징계행위

- 선출직 법관이―해당 법관의 선거 캠페인에서

▣ 법관의 직무 내 행위

기금을 모집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 일방적 접촉(Ex Parte Contact)

검인후견재판소(surrogate’s court)에서 유산

- 지방법원 판사가 항소법원의 관리자와 판사에게

관리인(public administrator)으로서 경험도

당시 항소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피고인에 대

충분하지 못한―로스쿨 친구인 변호사를 면접

해 더 엄한 형을 선고하도록 요청하는 일방적

과정 없이 유산관리인으로 임명한 후 5년이 넘

의사소통을 하고 이후 미국연방수사국(FBI)에

는 기간 동안 475개의 사건에서 해당 변호사의

게 그러한 일방적 연락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

업무를 감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 기준

의 정보를 제공함

을 고려하지 않고 수백만 달러를 지급함

- 양 당사자의 변호사들이 법정 밖에서 화해를 위

- 법관의 집무실에 종종 찾아와 개인적 생활(이성

한 협의를 하는 동안 상대방 당사자가 있는 법

과의 관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변호사가

정 내에서 당사자 일방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눔

참여하는 사건을 회피하지 않았고―다른 사람들

- 사교 목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변호사가 재판기

과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는 공개하였으나―해당

일에 자신의 집무실에 방문하도록 허락함

변호사가 당혹스러워 할 것을 염려하여 변호사
와의 관계는 공개하지 않음

● 개인적 친분관계

- 법관이 내연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과
관련된 사건들(한 개의 사건은 제외)을 기피하지

- 법관이 담당하는 사건과 빈번히 이해관계를 가
지는 기관의 대표 및 관리자와 (법관의 배우자
와 함께) 개인적·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짐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피해자 측 증인

- 법관과 연인관계에 있는 청소년서비스시설의 관

(complaining witness)에게 그러한 관계를 공

리자와 관련이 있는 사건을 회피하지 않고 계속

개하지 않았으며, 상당수의 사건에서 편파적인

해서 담당함

외관(appearance of favoritism)을 형성함
- 오랜 친구로부터 친구의 형제가 체포되어 있다
는 전화를 받고 긴급 보석심리를 개최함
- 법관이 담당한 사건의 변호사와 연인관계를 맺
고 나서도 해당 변호사가 변호하는 사건을 계속
해서 담당함

- 오랜 기간 친구였던 회계사를 업무수탁자로 임
명하고, 그 보수로 21,000달러 이상을 승인하
였는데, 동일한 기간 동안 친구가 회계사로서
법관의 세금준비서비스를 한 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
- 법관과 연인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정신 장애가

- 법관이 진행한 사건의 의료 기록을 검토하고 요약

있는 자활 능력이 결여된 환자들을 변호하는 열

하는 데 연인관계에 있는 등록간호사(registered

개의 사건을 담당함(열 개의 모든 사건에 대해

nurse)를 고용하고, 그녀가 법적 자문 간호사

자신과 연인사이인 변호사에게 불리한 결론을

(legal nurse consultant) 자격을 얻기 위해

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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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으로 법관의 법정에 출정하는 검사와 비

- 개인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겸하고 있는 시간

밀리에 2개월간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으나 해당

제 판사(part-time judge)가 사건이 종료된 지

검사가 맡은 사건의 형사피고인들 및 그들의 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 미성년

호인들에게 이러한 관계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

자 피고인의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수하기

고 스스로 사건을 회피하지도 않음

로 합의함

- 법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무자력 피고인들을 위
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지정하였으나, 그러한 관계를 소
송 당사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음

- 법관이 진행하는 사건에 정기적으로 변호를 맡
은 변호사들로부터 돈을 빌림
- 법관이 담당한 사건의 변호사로부터 시즌별 홈
경기를 최대 8개까지 참여할 수 있는 최대 2장

- 대법관의 추천으로―접수기간 동안 지원을 하지

의 티켓을 수령함(한편, 법관회의에 참석한 후

않았고 해당 지원절차를 통해 선발하고자 일반

변호사로부터 티켓을 받은 것이 부적절할 수 있

공중에게 공고를 낸 조건과 상당히 다른 조건을

음을 깨닫고 변호사에게 몇 년간 받은 티켓비를

가진 자인―대법관의 친구를 검시관(coroner)

지불하기 위해 3,000달러의 수표를 주었음)

으로 임명함

- 700,000달러 상당의 월마트 주식(12,000주)을

- 대체로 법원서기가 법적 후견인을 배정하는 윤

가진 법관이 월마트가 노동조합에 반대하여 신

번제를 무시하고 비정상적으로 많은 사건에서

청한 임시적 금지명령을 다룬 절차를 회피하지

두 명의 변호사를 후견인으로 임명한 후, 이들

않고 담당함

이 제출한 증빙서를 검토하지 않고—만일 검토

- 손자가 조모의 재산집행인이었던 은행을 상대로

하였다면 변호사들이 과다하게 청구하였다는 것

소를 제기한 유언검인 사건에서 법관이 재산집

을 명백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기계적

행인이었던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으로 그들이 제시한 금액을 승인함

사건을 자발적으로 회피하지 않았고, 최소한 당

- 법관이 담당하는 사건에 정기적으로 배정된 기
혼의 법원 속기사와 합의하에 3년 반 동안 성관
계를 가짐

사자들에게 자신의 재정적 이해관계에 대해 공
개를 하지도 않음
- 법원관리자(court administrator)와 개인적으

-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 판사(Compensation

로 가까운 친구가 소유한 회사와 법원 프로그램

Judge)로 재직하면서 16개월 동안 수차례(35

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하는 계약을 맺고, 법원

번 이상) 당시 산업재해 보상부서에 계류 중인

관리자의 사위를 고용함

사건의 보험 회사 측 변호사 내지 대표자인 사
람들에게서 점심식사 대접을 받음

- 은행을 상대로 한 복잡한 민사사건에서 자동차
딜러에게 5,000,000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도
록 판결을 내린 후 해당 사건이 항소심에 계류

● 경제적 이해관계

- 사실심 판사가 은퇴 후 고용을 위해 법관이 담
당하고 있는—다툼이 있는 계류 중인—사건을
다루는 변호사가 속한 로펌과 협상을 함

중인 때 자동차 딜러와 몇 차례의 거래(예를 들
어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한 중고차 구입)를 함
- 지방법원판사(district

judge)와

시법원판사

(municipal judge)를 겸하고 있는 법관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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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사로서 자신에게 배정된 유언검인사건에

원하는 모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요.”라고 언

관련된 부동산을 매입함

급함

- 미성년자(infant) 관련 화해를 승인하면서 미성

- 법관이 자신과 교통사고가 난 자동차운전자에

년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금을 예치할 장소를

대한 교통위반혐의를 변호사 활동을 겸하는 시

자신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았던 특정 신용조

간제 판사(part-time judge)가 기각한 사실을

합을 자금을 예치해야 하는 장소로 명시함(이후

알고는, 체포경찰관에게는 “이는 바퀴(wheel)

해당 신용조합으로부터 상당한 대출을 받았는

다. 이는 돌고 돌며, 나도 그에게 똑같이 할 수

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유리한

있다.”라고 발언하였고, 변호사에게는 자신이 시

이자율을 적용하는 특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간제 판사에게 화가 나 있고 시간제 판사의 법률

무이자 대출을 받은 사실이 밝혀짐)

사무소가 변호하는 피고가 있는 사건에서 원고

- 동료 법관들이 소송절차에서 서로의 자식들을—

의 판결신청(plaintiff’s motion for judgment)

소송 후견인(guardian ad litem), 재산관리인

을 허가할 작정이라고 말함(실제로 원고승소 판

(receiver), 심리인(referee), 무능력자 후견인

결을 내림)

(committee of an incompetent) 등으로—교
차 임명함

● 부적격(Disqualification)

- 법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원고 측 증인이 법원서
● 사건의 처리방식

- 법관과 자신의 아들에게 발급된 출석요구서

기의 딸이었으나 이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공개
하지 않음

(appearance ticket)와 관련하여, 다른 법원에

- 법관이 검사로 재직하였던 검찰청에서 기소한

해당 사안을 이송하면서 법률이 요구하는 바에

소년사건에 대한 인신보호절차를 기피하지 않고

따라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보관해야 함에도

관장함

불구하고 전달된 모든 문서의 사본을 유지하지
못함

- 이혼소송을 겪은 법관이 이혼소송에 개입한 지
방검찰청의 직원과 전처(ex-wife)의 대리인,

-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

다른 변호사들에게 직업적 보복(professional

고인 측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지 않은 상태에서

reprisal)과 함께 위협을 가하였고, 자신의 이혼

사건을 위한 재판 일정을 잡고 피고인이 출정하

사건이 계류 중인 동안 자신의 대리인 및 그가

지 않은 상태에서 궐석재판을 진행하여 유죄판

속한 로펌이 변호를 맡은 사건을 기피하지 않고

결을 내리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함

주재함

- 이혼소송에서 쟁점들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제

- 종신직 초등학교 선생님을 무능함(incompetency)

시되지 않은 시기에 전처에게 유리한 시기상조

을 사유로 해고한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검

의 양육권 결정(premature custody determi-

토를 청구한 사건에서 심판관(hearing officer)이

nation)을 내림

점심식사를 위한 휴정시간 중에 식사를 할 마땅한

- 심리 이전에 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나는

자리를 찾기 어려워 학교 이사진 및 증인들이 식

당신의 신청을 기각할 것이지만, 당신은 당신이

사를 하고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함(이후

9

심리가 재개되자 심판관은 식당에 다른 자리가 없
었고, 자리에 앉기 전에 미리 사건에 대해 논의하
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함)

걸어 친구를 소개시켜줌
- 동료 법관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가족의 사건을
배당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받고 그 법관에

- 동물트레이너가 동물보호단체 및 개인들을 상대

게 전화를 걸어 그 가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로 제기한 사건의 불복사건에 대한 재심리 신청

- 법관의 형제가 속도위반으로 소환된 후, 법관이

에서, 지역동물보호소의 자문위원으로서 동물의

소환장을 발한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속도위

불임시술 및 애완동물 관리에 전념한 대법원 판

반통지서를 조작하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 아님

사는 해당 사건에 참여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

을 밝히고, 해당 경찰관이—지난 여름 자신의

결함

형제가 법관의 집을 페인트 하는 데 경찰관이
도와주었는데—자신의 형제를 알아보지 못한 것

▣ 법관의 직무 외 행위

이 재미있다는 발언을 함(법관의 형제가 법관의

● 영향력의 사용

지시에 따라 소환장을 경찰서로 가져갔을 때 해

- 친구로 지내는 이웃의 딸이 경찰에 의해 체포되

당 통지서는 철회되어 있었음)

었다는 전화를 받고 친구에게 재판 전 절차에

- 법관이 소송 당사자에게 그를 사지마비상태에

대해 조언을 하고 해당 사건에 배당된 동료 법

이르게 한 상해에 대해 1,500만 달러를 배상하

관에게 연락을 취함

라는 판결을 위해 협상중인 화해(settlement)의

- 법관의 아들의 사건에 배당된 임시직 판사의 법

상태를 확인해주겠다는 약속하고, 다른 업무를

정 서기(courtroom clerk)에게 사건에 대해 본

위해 주 의사당에 있는 동안 화해 협상을 담당

인이 원하는 해결책을 전달하고―일반 공중이

하는 주 공무원에게 검토 중인 액수에 관해 물

활용할 수 있는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아

어봄

들의 사건에 배정된 법관 집무실에서 아들의 상
황에 대한 민감한 사항들을 논의함

- 교통법규위반 혐의가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고 피고인이 판매원으로 있는 자동차 판

- 평소에 법관의 아들을 괴롭히던 학교 선배와 아

매 대리점에서,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기

들이 (법관의 주장으로는 의도적인) 박치기

존의 자동차를 새로운 자동차로 보상 매매를 하

(head-butt)를 하여 입술에 피가 난 사건을 겪

기 위한 협상을 하고 해당 대리점에서 새로운

자, 친분이 있는 경찰서장에게 연락을 취하여

자동차를 구입함

고발할 의향을 밝히고, 형사가 집에 도착하자

- 개인적인 사건에서 상대방 측 변호사에게 세 번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집에서 개인 컴퓨터로

에 걸쳐 사적인 편지를 보내는 데 법관실 편지

만든 명함을 건네면서 자신의 아들이 풋볼연습

지(judicial chambers stationery)를 사용함

중 의도적인 박치기를 당했다고 말하였으며, 카
운티 검찰 및 담당 법관에게 연락을 취해 사건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법정 외 발언

- 법원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대통령 및 그의

- 변호사인 친구의 요청으로 업무 외 시간에 죄상

어머니에 관한 인종·정치관련 농담을 전달하

인부절차 및 신청을 담당하는 법관에게 전화를

고, 인종, 정치, 종교, 성별, 성적 취향 및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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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민감한 쟁점들과 관련된 메시지를 포함

- 법관이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구금된 자의 부탁

한 기타 부적절한 메시지를 담은 수백 개의 이

을 받아 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주고, 법관이

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냄

담당하는 사건의 당사자인 피고인을 자신의 개

- 공개 법정에서 16세 미만의 사람은 법적으로 성

인 거주지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었을 뿐만 아

관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오랜 주법을 무시하는

니라 개인의 차량으로 당사자인 피고인들을 태

발언을 함

워주었으며, 법관의 관할권에 속하는 당사자 피

- 성(gender)에 기초한 편견 혹은 선입관을 나타
내는 발언을 함
- 법원 주차장에서 법관이, 자신이 담당한 사건—
장애자 플래카드를 적절하게 진열하지 않고 법

고인들로부터 공개 법정에서 금전을 징수하고
그들과 점심을 먹고 법관 집무실에서 함께 시간
을 보냄
- 법관이 이전에 담당한 두 개의 사건에서 소송당

원 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한 장애인에

사자였던

게 과태료를 부과함—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

(booked on) 전화를 받고 그를 경찰서에서 집

을 때, 기자가 법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질문

으로 데려다줌

을 하였고, 이에 대해 법관이 “저는 주차 위반
딱지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라고 응답하자

자로부터

체포절차를

마쳤다는

- 법관이 선고한 징역형으로부터 가석방된 중죄범
인과 혼외관계를 가짐

기자는 “그래서 주차 위반 딱지를 받은 것은 그

- 다른 주에서 마약과 관련된 중죄 혐의로 기소된

들의 불운일 뿐인가요?”라고 다시 질문을 했으

도망범인(fugitive)와 공개적으로 동거를 하고,

며, 이에 법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

법관 자신이 도망범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한 후

고 대답함

에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허락하였으며,

- 법관이 판결을 내린 후, 법대에 남아서—재판
당시 검사가 된 지 대략 3개월 정도 된—검사의

도망범죄인인도 후에 도망범인의 사건에 계속해
서 참여함

업무수행을 평가해주면서, 자신은 특정 증인의

- 18년이 된 친구가 공갈에 의한 금품갈취행위로

진술이 증거로 허용될 수 있음을 알았으나 검사

2년 반의 징역형에 들어가기 이틀 전에 개최한

가 어떻게 이를 처리하는지 보기 위해 이를 지

소풍에 참여함

켜보기만 했다고 진술함
- 카운티 법원 판사(county court judge)가, 자

● 기타

신에 대한 시 법원 판사(city court judge)의

- 법관이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법관의 관할권에서

분노를 진정시키고 그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목

마약 용품 소지 혐의로 기소가 된 바 있는―법

적으로, 시 법원 판사에게 그가 내린 판결을 절

원직원이 아닌―20세 여성과 자신의 호텔 스위

대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지를 보냄(하지만

트룸을 공유하고 함께 세미나에 참석함

시 법관의 판결들 가운데 하나를 상소심에서 뒤
집은 적이 있었음)

- 법관이 경찰 지향적으로 인식되는 경찰체육협회
(Police Athletic League, PAL)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범죄자와의 교류

- 법관이 식당에서 개최된 할로윈 파티에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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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죄수복에 수갑을 찬 흑인분장(blackface
make-up)을 한 채 참석함

렷이 부각되지 않음
● 미국 모범법관행위규범의 강령 1 및 규칙 1.2를

- 법관이 직업상 알고 지내던 여성 변호사들에게

참고하여 “법관은 항시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성적 발언을 하거나 불쾌하고 거부감을 갖게 하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기 위하여 공평무사

는 행동을 함

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

- 법관이 공적 자금으로 4일 동안 하와이에서 개

을 만한 외관을 창출하는 행위를 피하여야 한다.”

최되는 법관교육회의에 등록했으나 6개의 세션

고 적시하여 외관의 중요성을 명문규정에서 강조

중 5개의 세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

함이 바람직함

음(회의에서 돌아온 후 자발적으로 회의에 참석
하기 위해 시애틀 시로부터 미리 지불받은 비용
을 반환했고, 회의가 진행된 날을 고려하여 4일
간의 연차 휴가 또한 자발적으로 신청했음)
- 법관이 여섯 번의 무료 권리분석(title search)
—경찰관들을 위해 세 번, 치안법원의 직원을
위해 세 번—을 해줌(이후 권리분석을 해준 경
찰관들이 해당 법관이 담당하는 사건에 출정하
였음)
- 법관이 부사장으로 있었던 폐쇄된 항공사와 타
항공사가 맺은 할인 항공권 합의(agreement)가
파산으로 인해 갑자기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폐쇄된 항공사를 통해—
파산관재인이 거의 2년 간 관리하고 있음을 알
면서— 할인 항공권을 스스로 유효화(self-validation)함

제2절 외관 관련 규범의 구체성 확보
● 법관윤리강령을 포함한 법관윤리 관련 규범들은

의미가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경우가 많아 구
체성 측면에서 미흡함
● 대표적인 예시로 미국의 ‘일방적 의사소통 금지규

정’에 비견할 만한 규정인 법관윤리강령 제4조 제
4항을 들 수 있음
● 법관윤리강령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과 소송관계인 간
면담 또는 접촉이 금지되는데, 이때 예외적으로 면
담 및 접촉이 허용되는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
라는 표현은 포괄적이어서 그 의미가 분명치 못함
● 뿐만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재

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모든 당사자들
이 참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불
리할 수 있는 면담 또는 접촉을 허용하는 것은 제

제4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제1절 외관 자체를 규율하는 명문규정 마련
● 법관윤리강령 제3조 제1항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해당 표현만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증진하기 위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청렴
성이라는 실체 그 자체 못지않게 그러한 실체가
추정되는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 뚜

한적이어야 함
●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일방적 의

사소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구체성을 강화하여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
이 바람직함
● 우리나라 법관윤리강령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

미를 담고 있는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점을 권고의견의 공표 혹은 지침 마련을 통해 위
강령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보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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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보다는 법관윤리강령이—추상적·선언

관이 예상되는 장래 행위에 대한 적절성을 문의할

적 윤리기준으로서 역할만이 아닌—직무상 또는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권고의견을 다각도로 제

직무외의 개별상황에서 법관의 구체적 행동의 지

시하고 있음

침으로서도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규범의

● 우리나라도 법관징계의 절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명확성을 기하고 구체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나아

통한 법관들의 윤리관련 질의 및 그에 대한 권고의

가야 할 것임

견의 표명을 활성화함으로써 개별 사례에 관한 구
체적인 행동지침을 면면히 축적하고 법관의 행위

제3절 부적절한 외관 창출에 관한 경각심 고취
● 우리나라 법관윤리강령 제3조 제1항의 후단인 “공

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에서도 미국의 ‘부적절한 외관’과 유사한 기준을 도
출해낼 수 있음
● 그러나 법관윤리강령의 제3조 제1항의 표현 또한

실체와 관련 없는 부적절한 행위로 비칠 수 있는
외관을 규제한다고 해석하기에는 포괄적 성격이
강하여 이를 실제의 사례에서 행동지침으로 삼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
하여 규정을 재정비하고 구체적인 사안별 권고의
견 제시를 통한 판단기준을 축척하는 등 추후 보
완하는 과정을 거쳐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부적절한 외관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미국 모범법

관행위규범 규칙 1.2의 주석 2에서는 법관의 독립
성, 염결성 및 공평성을 위태롭게 하거나 위태롭
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체의 행위들을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불가피하게 “부적절한 외관 창
출 행위”라는 어느 정도 보편적이거나 일반적 개
념의 용어로 기준을 설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에 관한 판단기준의 명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임
● 마지막으로 더욱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오랜 기간 정립하여 온 부적절한 외관
창출 금지규정에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에 현실에
서는 사법부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외관
을 창출하는 행위에 대한 윤리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임
● 미국의 징계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에서도 법관이라는 이유로 사적 계약 시 일반인에
게는 제공되지 않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거나 친
인척이 가해자 혹은 피해자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경찰관 등에게 법관의 신분을 밝히고 선처나
엄벌을 호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같
이 법관의 지위를 드러내어 직·간접적으로 경제
적 혹은 비경제적 호의를 받는 일은 법관 개인의
염결성, 더 나아가 사법부 전체의 염결성을 무너
뜨리는 행위라는 점을 유념하고, 사법부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지양하도록
해야 함

● 해당 규정을 비롯한 규범 전반에 걸친 불완전성을

보충하기 위하여 연방 법원이나 주 법원의 판례
혹은 법관행위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법관행위규범
을 지속적으로 해석하여 법관의 행위에 관한 구체
적인 판단기준 및 지침을 정립하고자 하는 법치주
의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연방 및 일부 주는 사법당국 내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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