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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들어가며
법원에 대한 국민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구
체적 인물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걸었던 행
보를 가감 없이 보여주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그를
조명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연구대상으
로 삼은 인물은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이후 본

당시는 경성전수학교)에 입학하여 1923년 3월에 졸
업하였다. 이듬해인 1924년에는 부산지방법원 서기
과 판임관 견습에 임명되었으며, 같은 해 6월 부산지
방법원 서기과 서기 겸 통역생으로 임명되어 근무하
였다. 1년 뒤인 1925년 12월 청년 조진만은 조선인
최초로 일제의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였다.

격적으로 사법부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조진만(趙鎭
滿) 전 대법원장(제3·4대)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제2절 조선인 최초의 부장판사

사법부의 아버지는 김병로이고, 사법부를 가꾼 인물

조진만은 1925년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은 조진만이라 불려짐에도 불구하고 조진만 전 대법

이듬해인 1926년 4월 경성지방법원 및 동 검사국 사

원장에 대한 연구는 김병로 전 대법원장에 비해 거

법관시보에 임명되어 실무수습을 하였다. 1926년 8

의 없다고 한다.

월부터 11월까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검사대리로

조진만 전 대법원장이 걸어왔던 행로의 대부분은

근무한 후, 1927년 12월 고등관 7등으로 승급하여

아무도 걸어보지 않았던 길들이었다. 그만큼 격변의

해주지방법원 판사에 임명되었다. 1929년 12월 평양

시대(1903년~1979년)를 살았기 때문이다. 법조인

지방법원 판사, 1930년 2월 평양복심법원 판사로 임

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조진만 전 대법원장의 삶을

명되었으며, 1933년 8월 대구복심법원 판사로 임명

모두 담기는 어렵지만, 그의 삶의 여정과 활동은 이

되었다.

시대를 사는 법조인,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삶에 대
한 시사점을 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1939년 3월에는 대구복심법원 판사 및 대구지방법
원 판사를 겸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조선인
최초로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대구지방법원 부장 대구

제2장 대법원장 취임 이전의 활동

복심법원 판사 겸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임명되었다.

제1절 출생과 성장과정

그 후 1943년 3월 조진만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에서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여 일제 법관 생활을

1903년 10월 20일 인천에서 조성만 씨의 2남으로

마감하게 된다.

태어났으며, 본관은 백천(白川)이다. 구체적인 출생지
는 경기도(京畿道) 인천부(仁川府) 용강정(龍岡町)으로
나타나 있다. 조진만은 1907년부터 인천 최초로 개교

제3절 판사 조진만의 판결

한 인천공립보통학교를 다녔고, 졸업 후에는 당시 명

민사재판에서 조진만은 탁월한 업무처리 능력을 발

문이었던 경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3·1 운동

휘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법관 시절 주로 민사판

에 참여하였던 조진만은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해 준다

결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조진만은 대구복심법

는 일본인 교사의 회유를 뿌리치고 끝내 퇴학당한다.

원에 임명된 1933년부터 퇴임한 1943년까지 대구복

경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게 된 조진만은

심법원 및 대구지방법원에서 약 1,300건의 민사사건

이후 전문학교 입학자격 검정시험을 보았고, 동기생

을 판결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내용은 현재에도

들보다 2년 앞서 1920년 4월 경성법학전문학교(입학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옥명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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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손해배상청구, 상속 및 이혼, 주주총회결의 관련
사건, 어음수표 사건 등 다양하였다. 이외에도 유아
인도청구소송, 친권상실청구소송, 파양청구소송, 친
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적출자 확인소송 등 가족법
쟁점 사건이 상당수 있었다.
1933년부터 1943년까지 조진만은 민사합의부 재
판장으로서 민사소송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형
사사건은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1930년 3월 평양
복심법원 재직 당시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황금
술(黃金述, 일명 黃郁) 사건의 항소심에 관여한 것으
로 전해진다.

제5절 법무부장관 취임
조진만은 6·25 당시 정부가 부산에 피난해 있던
1951년 5월 제5대 법무부장관에 임명된다. 조진만은
법무부장관 취임연설에서 인권옹호(人權擁護)에 노력
(努力)할 것을 제일성(第一聲)으로 내세우면서, 우리
나라 헌법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천명하고 있으
므로 공무원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부탁을 받는 공
복(公僕)으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음을 강
조하였다.
인권옹호(人權擁護)를 제일성(第一聲)으로 강조하며
취임하였던 조진만 법무부장관은 무근(無根)의 혐의
(嫌疑)로 구속되는 일이 없도록 형사보상법의 개정을

제4절 변호사로서의 활동

위해 노력하였고, 조세범처벌법의 운용과 물자·회계

1943년 3월 조진만은 부장판사에서 퇴직하고, 그

공무원의 단속에 엄단의 방침을 세웠다. 1·4후퇴 시

해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조진만의 변호사 활동이

기 국민방위군의 간부들이 방위군 예산을 부정 착복

두드러진 시기는 광복 이후로, 찬탁과 반탁이 대립하

한 결과 수많은 병력이 아사(餓死)·동사(凍死)되었던

고 정국이 혼란스럽던 당시 재야 법조의 지도자로서

국민방위군사건에서는 국민의혹을 풀기 위해 진상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조진만

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

은 1946년 1월 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가

구하는 추상결의(秋霜決意)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취

개회되었을 때도, ‘서울법조단(法曹團) 조진만(趙鎭

임 초기 검사장 인사이동문제에서부터 이승만 대통령

滿)’으로 한반도 통치를 둘러싼 문제와 다른 나라들의

과 마찰을 빚었던 조진만 법무부장관은 결국 1년을

개입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채우지 못하고 법무부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1945년 11월 일제의 제국주의교육을 철폐하고 조
선 교육의 새로운 건설을 위하여 조선교육심의회가
조직되었을 때 이에 참여하였고, 좌·우익계 학생들
이 충돌한 학병동맹(學兵同盟)사건의 진상규명을 위
한 위원회의 조사위원에 선임되었다. 학병동맹사건
공판이 개정된 뒤, 그는 직접 학병동맹 피고인들을
변론하였다.
조진만은 1948년 법전편찬위원회의 출범 당시 민
법분과위원회의 일반위원에 선임되어 민법총칙과 재
산법의 편찬 작업에 참여하였고, 1950년에는 상법총
칙 및 상행위 요강에 관한 심의 결정에 참여하였다.

제6절 대법원장 선거
I. 대법관 추천 실패와 서울 제일변호사회 회장 선출
법무부장관직에서 물러난 조진만은 1961년 대법원
장에 취임하기 전까지 개업을 하여 변호사로서 활동
하였다. 그가 대법원장이 되기 전 먼저 대법관으로
추천받았으나 조진만은 법관추천회의의 표결에서 당
시 대구고등법원 김연수(金蓮洙)원장에게 6대4(기권
1)로 패배하였다.
그 후 조진만은 변호사로서 활동하다가, 1960년
10월 서울 제일변호사회가 법무부의 설립 인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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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발족되면서 11월 동 변호사회의 회장으로 선출되

확신된다.”라고 특별히 부연하였다.

었다. 그 이후 1961년 4월에 조진만은 서울 제일변
호사회 회장에 유임되었다.

II. 제4대 대법원장 취임
제5차 개정 헌법은 제99조에서 대법원장인 법관은

II. 대법원장 선거 출마

법관 4인, 변호사 2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률학교

4·19 이후 조진만은 당시 헌법 개정과 함께 채택

수 1인,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으로 구성되는 법관추

된 ‘법관선거제도’에 따라 대법원장직에 입후보하였

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

다. 당시 서울 제일변호사회 초대회장이었던 조진만

어 임명하도록 하였다. 1964년 1월 27일 국회 본회

은 ‘법원에 새 바람을 불어넣자’는 기류를 타고 유력

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관한 표결이 이루어지

한 대법원장 후보로 떠올랐다. 그러나 선거인단을 뽑

게 되었고, 재석 의원 159명 가운데, 가(可) 103, 부

는 예비선거를 하루 앞둔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

(否) 53, 무효 2, 기권 1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타가 발생하여 예비선거 및 본선거는 무기한 연기되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1964년 1월 31일 박정희 대

었고, 이렇게 조진만은 대법원장이 될 뻔한 기회를

통령은 조진만 대법원장을 제4대 대법원장에 임명하

놓쳐버렸다.

였고, 다음날 취임식이 행해졌다.
조진만 대법원장은 제4대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제3장 대법원장으로서의 발자취
제1절 제3·4대 대법원장 역임

1961년 7월 1일 취임사를 상기하며, ‘법원의 공정을
의심하게 하는 사태, 불신의 재료를 없게 할 것, 지
(智)·인(仁)·용(勇) 세 가지를 갖추어 부정을 막고

I. 제3대 대법원장 취임

옳은 일을 감행하는 용기를 지닐 것, 맡은 바 일에 근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18조에서는 대법원장과 대

면할 것, 인화·단결하고, 합심·협력하여 직책을 다

법원판사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제청으로써 대통령

할 것 및 겸허·친절하여 명랑한 법원이 되도록 힘쓸

이 이를 임명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1961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6월 30일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朴正熙) 의장이
법관과 서울 제일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조진만을
대법원장에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사법부 제3대 대법원장에 취임한 조진만
은 취임사에서 첫째, 국민이 믿어주는 사법부를, 둘
째, 옳은 일을 감행하는 용기를 지닌 사법부를, 셋째,
끊임없이 근면하는 사법부를, 넷째, 인화가 있고 단
결된 사법부를, 다섯째, 명랑한 사법부를 이룩하자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당시가 비상 시기임을 언급하며,
“현 정부 당국은 사법의 특수성 내지 독립성에 대하
여 깊은 이해를 갖고 있으므로 우리 법관은 안정된
심경으로 사법 본연의 직무를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제2절 판결서의 한글화·가로쓰기화 및 간이화
I. 판결서의 한글화·가로쓰기화
조진만 대법원장은 판결서의 한글화와 가로쓰기화
를 결단하고, 사법부에서의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대법원규칙을 제정하였다. 그러
나 1961년 대법원에서 한글전용을 골자로 하는 규칙
을 제정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게 된 재야법조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에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그의 한글전
용에 대한 의지는 확고했다.
판결서의 한글화와 가로쓰기화는 신속한 재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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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판결서의 한글화는 판결서의

있었다. 우선 1960년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과

타자화와 함께 재판업무를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

맞물려져 소송사건이 급증하고 있었다. 제1심 민사

다. 판결서의 한글화는 일반 국민들의 판결에 대한

본안사건 접수건수를 보면 그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말로 된 법률용어 사용의 계기를

해인 1961년 30,178건이던 것이, 퇴임한 해인 1968

마련하였으며, 타자기 사용 및 가로쓰기로의 전환은

년에는 56,155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제1심 형사

판결서 양식의 통일과 가독성의 제고를 가져왔다.

사건 수리건수도 1961년 96,947건이던 것이, 1968
년에는 186,312건으로 역시 배 가까이 늘었다. 소송

II. 판결서의 간이화
민사소송절차에서 판결서 작성을 간소화하여 법관

사건의 증가는 시대적 흐름이기도 했지만, 법원 입장
에서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주요 현안이었던 것이다.

들의 업무량을 덜어 준 것도 조진만 대법원장의 업적
으로 평가된다. 판결서 작성의 간소화는 당시 언론의

제4절 법원조직의 개편

큰 주목을 받은 내용은 아니었지만, 한글화·가로쓰

I. 고등법원 상고부 및 지방법원 항소부 설치

기화 및 타자화와 맞물려 법관들의 실질적인 재판업
무량을 획기적으로 덜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이
후의 더욱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 작성을 위한 노력의
출발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49년 9월 법원조직법이 제정된 후 고등법원 상
고부가 폐지되었고, 대법원이 전체 상고사건을 담당
하게 된 이후 10년 동안 상고사건 수의 증가에 따라
대법원의 사건 부담도 커졌다. 그러한 중에 5·16이
발발하였고 그 해 7월 조진만 대법원장이 취임하였는

제3절 소송절차의 개선

데, 취임 한 달 만인 1961년 8월 12일 대법원판사

I. 교호신문제도 도입

수를 9인으로 하고 고등법원 상고부 및 지방법원 항

조진만 대법원장은 소송절차를 개선하고자 민사소

소부를 두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법률 제

송과 형사소송에서 증인을 신문하는 방식을 바꾸었

679호, 1962. 4. 3. 법률 제1043호로 일부개정되기

다. 즉, 종래 재판장이 주도하던 직권신문방식을 버

전의 것)되었다.

리고 당사자에 의한 교호신문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조진만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법률신문 기자와의

이는 1961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

인터뷰에서 대법원판사 정원에 대한 질문에 “법원조

(1963. 12. 13. 법률 제149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직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겠지만 대법원판사는 9

의 것)과 개정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

명 정도가 좋고 인원수를 많이 두기 보다는 대법원에

150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통해서 구체화

서 취급하는 사건 수를 줄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

되었다.

해서는 고법을 충실화해서 대개의 사건은 고법에서
끝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그의 의견대

II. 재판의 신속처리
조진만 대법원장은 공정한 재판과 더불어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였다. 조진만 대법원장이 이렇게까지
신속한 재판의 처리를 강조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된 것이다. 당시 개정내용을 살
펴보면 지방법원 본원 항소부와 고등법원 상고부를
신설(4급 3심제)한 것으로서, 단독판사관할사건에 대
한 항소·항고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심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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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상고 및 재항고사건·비상상고사건은 고등

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특색으로 하였다.

법원에서 최종심으로 심판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법
원 합의부사건은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맡고 대법원
에서 상고심을 심판하도록 하였다.

III. 가정법원 신설
1963년 10월에는 가정법원이 신설되었다. 새로운

1960년대 초 비판적인 여론에 따라 결국 고등법원

가정법원의 설치에 대해서는 법원 밖에서의 기대도

상고부에서 처리해왔던 모든 민·형사사건을 대법원

컸다. 기존의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 외에 새

이 맡게 하고 대법원에 소법정 제도를 두는 형사소송

로이 설치된 가정법원은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동 57

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이는 1963

번지 독립청사로 이루어졌다. 가정법원의 설치와 함

년 12월 4일 최고회의의 심의를 거쳐 단독·합의사

께 제정된 가사심판법에서는 조사관제도를 도입하였

건의 구별 없이 상고나 재항고사건은 모두 대법원이

다. 조사관제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재판에 외부 전문

재판하도록 하고 대법원 법관의 정원을 대법원장을

가가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심리학·교육학·사회사

포함한 13인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이

업학·정신의학 등을 전공한 가사조사관을 특채하여

로써 같은 해 12월 13일 고등법원 상고부제도는 폐

신설된 서울가정법원에 배치하였다.

지되었다.
비록 고등법원 상고부제도는 2년이 조금 넘는 짧은
기간 동안 시행되었지만, 지방법원 항소부는 조진만
대법원장 당시 신설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형사
소송 심급제도 내에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

IV. 재판연구원제도 도입
1963년 12월에는 법원조직법이 개정(1966. 3. 9.
법률 제17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되어 대법
원장이 대법원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각급법원의 판
사를 재판연구원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II. 사법대학원 설립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직전 법률신문을 통해
당시 조진만 서울 제일변호사회장은 “법학교육과 법

법원조직법에서는 재판연구원이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의 직무를 맡도록 규정하
였다.

조교육이 이대로 나가서는 안 되며 국가고시 합격자

조진만 대법원장 당시 도입된 재판연구원에 대하여

를 사법대학 같은 데서 훈련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

비판적인 논의도 있었지만, ‘재판연구관’으로 그 명칭

하다.”라고 주장하며 법조인 양성 교육제도 변화에

이 바뀐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대한 생각을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대법원장 취임 이

덜어주고, 재판의 질적 향상 및 효율화를 위한 상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법대학원이 설치되었다.

심 보조인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법대학원은 법관양성을 일원화시켜 종래 사법관
시보 출신과 변호사시보 출신 사이에 있던 대립적 의
식에서 벗어나 모두가 동창생 의식을 가지고 향후 법
조계의 일원적 의식에 공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실무수습에 그쳤던 시보제도와 달리 사법대학원에서
는 실무수습 뿐 아니라 일반교양과 법 이론에 대한

V. 민·형사지방법원 분리
1963년 7월 1일에는 서울지방법원이 서울민·형
사지방법원으로 분리되었다. 당시 법원조직법의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에 따라서는 사무량이 과다
하여 기구가 방대하므로 이를 성질별로 민사사건만을

강의를 하는 점, 외국판례에 많은 비중을 두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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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사건만을 다루는 형사지

III. 법관상 정립-조진만 대법원장이 추구한 법관상

방법원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운영에 필요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라는 법언처럼, 조진만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적고 있었다.

대법원장은 법정 아닌 곳에서의 말과 글을 아꼈다.

조진만 대법원장은 여러 방면으로부터의 건설적인

그러나 대법원장 취임사에서부터 퇴임사까지 대법원

건의를 충분히 검토하여 재판심리 기간의 단축, 사무

장 시절 연설문은 본인이 직접, 그리고 한글로 썼던

체계의 단일화, 책임분담의 제도 등에 대하여 그 동

것으로 전한다. 조진만 대법원장은 자신 스스로는 물

안 여러 차례에 걸쳐 신중한 연구와 의논을 거듭한

론이고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도 엄격하였다. 그가

끝에 오늘의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의 분리에 이른 것

추구한 꼿꼿하고 절제된 법관상의 의미가 퇴임 후의

이라고 하였다.

일화를 통해서도 전해져온다.

제5절 법원문화의 개선

제4장 다양한 평가

I. 탈권위주의

제1절 대법원장 취임 이전의 활동에 대한 평가

조진만 대법원장은 국민이 믿는 법원이 될 수 있도
록 법관과 법원직원에게 겸손하고 친절할 것을 당부
하였다. 국민에게 겸손과 친절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한 조진만 대법원장은 1966년 법복
을 바꾸고, 법모를 쓰지 않도록 할 것을 결단한다. 조
진만 대법원장은 법복 제정에 앞서 법복에 관한 연구
를 지시하고, 어떠한 문양도 없는 간편하고 자연스러
운 법복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법복은
법관과 입회서기만 착용하도록 하고, 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복을 입은 법관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조진만 대법원장은 법
정에서 권위주의 색채를 지워나가기 위해 애를 쓰며,
국민이 좀 더 믿을 수 있는 법원이 되도록 겸손과 친
절을 강조하였다.

조진만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부장판사로 재직
할 당시 ‘조가용부(朝家庸夫)’로 창씨개명하였다. ‘조
가용부(朝家庸夫)’라는 이름의 뜻을 풀어보면 ‘조선 집
안(朝家)의 못난 놈, 별 볼일 없는 놈(庸夫)’이라고 해
석할 수 있다. 조진만 전 대법원장이 일제하 부장판사
에 오르기까지 짧지 않은 기간의 조선총독부 판사 재
임과 일제로부터의 서보장(瑞宝章) 수여 경력은 이후
그가 친일파로 평가받게 되는 결정적 사유가 되었다.
조진만 전 대법원장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
원회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
별법’을 적용, 조사하여 공식 발표한 대한민국정부 발
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
러나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선정한 친일파 708인에 포함되었고, 또한 2009년 민
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도 최종적으로 수록

II. 공정한 인사

되었다.

조진만 대법원장은 법원에서의 인사가 실력에 바탕
을 두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조진만 대법
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받고, 법관과 법원직원이 믿고
따르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밖으로는 권위주의적 색
채를 덜어내고, 안으로는 공정한 인사를 강조하였다.

제2절 대법원장으로서의 평가
조진만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한 인
물로 평가되고 있다. 1962년 4월 30일 전우영(全禹
榮) 대령이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되었을 때에는 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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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전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하며 대법원

장을 홍여사가 다른 일에 쓴 것을 알고 ‘국민의 혈세

장 직에서 물러나는 일이 있더라도 군 정부의 사법부

임을 잊어버린 망동’이라고 크게 꾸짖었다고 한다.

개입을 피하고자 하였고, 1964년 5월 21일 무장 군
인 13명이 서울형사지방법원에 들어와 당직실에 난
입하여 일부 판사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때에
는 조진만 전 대법원장은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
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며, 대법원 긴급 행정회
의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엄중 항의할 것을 결의
하였다. 이에 결국 정일권(丁一權) 국무총리와 김성
은(金聖恩) 국방부장관은 사법부 수장인 조진만 대법
원장에게 사과를 하게 된다.
방순원 변호사는 법관이 소신껏 재판을 할 수 있도
록 방파제와 바람막이 역할을 한 것이 조진만 전 대
법원장이라고 하였고, 홍승만 변호사는 조진만 전 대
법원장이 재임 시절 행정부와 큰 충돌 없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켰다고 평가하였다. 반면에 조진만 전 대법
원장이 사법권 수호에 소극적이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조진만 전 대법원장이 박정희 정권 통
치하에서 사법권 독립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
문에 낙후한 사법제도의 근대화 쪽으로 눈길을 돌렸
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제5장 맺으며
조진만 전 대법원장이 살았던 생애는 격변의 시기였
다. 그는 이 격변의 시대 가운데 3·1 운동 참가학생,
일제하 조선인 최초의 고등문관시험 합격자이자 부장
판사, 8·15 이후 재야법조의 대표변호사, 6·25 당시
인권옹호를 강조한 법무부장관, 5·16 이후 사법의 근
대화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기여한 제3·4대 대법원장
등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왔다.
조진만 전 대법원장은 판결서의 한글화에 힘을 기
울였다. 이는 타자기를 사용한 판결서 작성으로 이어
졌고, 판결서의 가로쓰기로의 전환은 판결서 양식의
통일과 가독성의 제고를 가져왔다. 아울러 소송절차
에서 판결서 작성을 간소화하여 법관들의 업무량을
경감하였고, 증인신문방식을 당사자에 의한 교호신문
제로 바꾸었다.
또한 법원의 사건 과중에 대처하여 신속한 사건처
리를 위해 고등법원 상고부 및 지방법원 항소부를 설
치하고, 대법원에 재판연구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또
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

제3절 인간 조진만에 대한 회고

울가정법원을 신설하고, 사법대학원 도입에 기여하였

조진만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

다. 이처럼 사법의 근대화는 조진만 전 대법원장의

다. 최종고 서울대 명예교수는 그를 ‘깐깐한 사람’으

주요 업적 중의 하나이다. 더 나아가 그는 신뢰하는

로 평하였고, 김이조 변호사는 그를 ‘단정한 외모 그

법원 문화를 만들기 위해 탈권위주의, 공정한 인사를

대로 청아(淸雅)한 인품의 신사’, ‘명경지수(明鏡止水)

하였고, 꼿꼿하고 청렴한 법관상을 추구하였다.

같은 심정의 인격자’로 평하였고, 홍일표 전 사법연수

하지만 일제통치기구 법관 생활과 해방 후 5·16

원장은 그를 ‘평생을 소신과 청렴으로 살다간 사람’으

군사정변으로 세워진 군사정부에서 대법원장으로서 약

로 평가하였다. 부인 홍순희 여사의 말에 따르면 그

7년 4개월 동안 재임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

는 대법원장 재임 시에 미국 등 3개국의 방문초청과

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격변

박정희 대통령의 세계일주 여행권유를 ‘외화를 낭비

의 시대를 살아간 한 인간이자, 법조인으로서의 조진

하는 일’이라고 하여 뿌리치기도 하였으며, 언젠가 축

만이 남긴 발자취는 완연(宛然)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

사를 스스로 쓰기위해 집으로 가져온 폐지 5장 중 1

름속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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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만 전 대법원장에 대한 연구는 격변의 역사를
살아온 어느 한 지식인이자, 법조인의 발자취를 엿보
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싶다. 평가보다는 보다 많
은 자료를 보여주려고 하였고, 어느 한쪽에 치우지지
않고 바라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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