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 서론

Ⅱ. 대법원장․대법관 선거제의 개요 및 입후보 상황 

   1. ‘임명제’에서 ‘선거제’로

   2. 대법원장․대법관선거법 시행과 입후보 상황

Ⅲ. 대법원장․대법관 선거제 개헌과 입법

   1. 4․19 이후의 대법원

   2. 대법원장․대법관 선거제 개헌과 변호사회

   3. 국회 개헌안 기초과정에서 대법관선거제 조항의 변화

   4.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법’의 입법과정

Ⅳ. 법률가집단에 의한 혁명의 활용과 법률가 정치

   1. 4.19 사법개혁 의제와 재야법조

   2. 자유법조단과 정계 진출 시도

   3. 서울변호사회의 분열과 서울제일변호사회의 설립

Ⅴ. 맺음말

47

4 ․ 19 혁명과 법률가집단의 정치*

－대법원장 ․ 대법관선거제 도입과

변호사회의 동향을 중심으로－

87)

문준영**

[국문 요약]

1960년 6월 15일 공포된 제3차 개정헌법 제78조 제1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

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라고 규정하

였다. 1961년 4월 ‘대법원장 및 대법관선거법’에 제정되어 5월 7일 후보자등록까지 마쳤으

나 5.16 군사쿠데타로 선거가 무산되었다. 4․19 개헌의 결실로서 사법부 구성에 선거제를 

도입한 점에서 중요한 혁신이란 의미가 있음에도 대법원장․대법관 선거제는 그동안 제대로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을 위한 자료 조사 단계에서 서울대학교 법학박사과정에서 헌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최호동 

변호사에게서 큰 도움이 받았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밝힌다.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jymoon@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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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뤄진 적이 없다. 이 글에서는 4․19 혁명 후 국가권력의 전면개조가 과제로 떠오는 시기

에 ‘법조인에 의한 선거를 통한 대법원 구성’이라는 방식이 채택된 이유와 맥락, 그리고 이 

제도의 도입 및 제도 설계 방향을 둘러싼 논쟁과 재야법조계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대법관

선거제 도입의 정치적․사회적 의미를 포착하려 하였다. 

4월 혁명이 제기한 정치적 과제는 법률가집단의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와 

공간을 주었다. 제1공화국 시절의 경험으로 대통령에 의한 임명제와 고위법관들만이 관여하

는 방식 둘 다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자 ‘대법원 구성원은 법조인의 총의에 따라 선거하자’라

는 재야법조계의 파격적인 제안은 ‘사법부 독립’과 ‘사법민주화’의 요청을 모두 충족시키는 

매력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졌다. 대법관선거제는 변호사회의 주도적인 제안과 로비를 통해 

헌법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국회 개헌기초위원회는 이 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의견 대립을 

미봉하는 방식으로 개헌안을 마련하였다. 선거제 입법과정에서 사법부의 안정과 선거의 폐해

를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간접선거제, 추천위원회제, 법관과 비법관 사이의 차등비례제가 

도입되었는데, 그 의도는 변호사회가 가진 수의 힘을 감쇠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군정기 이후 법률가 정치의 전개라는 지평 위에서 4․19 이후의 대법관선거제 도입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논할 때, 4․19 이후 재야법조계의 동향은 매우 흥미롭고 의미심장

한 소재들을 제공한다. 특히 7․29 총선에 대비한 자유법조단의 결성, 대법관선거제 입법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일어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분회와 서울제일변호사회의 설립이 주목된

다. 대법관선거제가 ‘사법권 독립과 사법민주화’를 내걸고 재야법조계 지도급 인사들의 대법

원 진출을 보장하는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려는 시도였다면, 자유법조단은 ‘자유민주주의

의 수호자는 법률가’라고 주장하며 국회 내에 기존의 정당 세력과 구별되는 법률가집단의 블

록을 만들어내려는 시도였다. 서울변호사회의 분열과 서울제일변호사회의 창립은 대법관선

거제를 비롯하여 4․19 이후 재야법조의 정치적 역할과 권력으로의 접근 기회가 확대된 상

황 속에서 변호사집단 내부의 한층 복잡해지고 분절된 지향과 내부의 경쟁 압력을 분회를 통

해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앞으로의 정통성 및 권력 경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행

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를 논증하기 위해서 자유법조단, 서울변호사회, 제일

변호사회의 주요 인물, 구성원의 법조자격과 경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제어] 4.19,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법, 대법원, 사법개혁, 1960년 개정헌법, 서울

변호사회 

Ⅰ. 서론

1960년 6월 15일 공포된 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 구성 및 법관인사에 

관한 획기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개정헌법 

제78조 제1항). “제1항 이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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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한다”(같은 조 제3항). 선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로서 1961년 4월 

26일 법률 제604호 ‘대법원장 및 대법관선거법’이 제정되었고, 5월 7일 대법

원, 대법관, 선거인 후보자등록까지 마무리되었다. 5월 17일과 5월 25일에 

예비선거와 본선거가 예정되었으나, 5월 16일 발생한 군사쿠데타는 모든 것

을 무위로 돌렸다. 

대법원장․대법관 선거제(이하 ‘대법관선거제’라 한다)는 1960년 7․29 

총선에 따른 입법부 개편, 같은 해 8월 의원내각제 원리에 따른 국무원 창설

에 이어, 삼권 중 마지막으로 남은 사법부 개조를 목표로 하는 “제2공화국 

권력구조 개편의 최종단계”, “4월 혁명 완수의 최후의 피니쉬”라는 의미를 

부여받고 있었다.1) 개헌 국면부터 근 1년 동안 대법관선거제는 법조계 초미

의 관심사였고 언론도 관련 기사를 비중 있게 다루었다. 그러나 5․16 이후 

대법원 구성방안이 다시 검토 대상이 되었을 때 선거제 방식은 더는 눈길을 

받지 못했다. 개헌 직후 “제2공화국 헌법하에서 있어서의 우리의 사법권은 

문자 그대로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쟁취하게 된 셈”2)이라고 평가한 

이영섭(당시 이화여대 법정대학장, 1961년 9월 대법원판사로 임명)은 1962

년 7월에는 “그 서전(序戰)의 추악상을 우리가 눈여겨보았고, 아울러 지성인 

사이의 선거도 일반 국회의원 선거와 다름없음을 개탄한 일이 있었다. 선거

의 마술에 멀미를 낸 우리들이 이 선거방식을 즐겨할 사람은 일부를 제외하

고는 아무도 없을 것”3)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후 지금까지 대법관선거제가 

유의미한 사법개혁 방안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 4․19 개헌에서 채택된 헌법

재판소 제도(개정헌법 제83조의3)가 1987년 민주화와 함께 부활한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대법관선거제는 4․19 개헌의 결실로서 “사법부 구성에 있어서 선거제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하나의 중요한 혁신”4)이란 의미가 있음에도 그동안 헌

법사와 사법사 관련 문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대한변협과 서울지방

1) 동아일보, 1960. 5. 14. 사설.

2) 이영섭, ｢대법관선거제｣, �법정� 1960년 7․8월호, 26면.

3) 이영섭, ｢새로운 사법형태의 모색｣, �법정� 1962년 7월호, 27면.

4) 성낙인, �대한민국헌법사�(법문사, 2012), 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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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의 연혁지에 극히 간략한 소개가 있을 뿐이다.5) 당시에 활약했던 

법조인의 회고담에서도 이 제도 도입의 배경과 이념, 당시의 사정에 대해 자

세히 언급이 없다. 군사쿠데타에 의해 선거가 무산된 점을 내세워 ‘군사쿠데

타로 좌절된 4․19 사법개혁’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려는 시도도 없다. 

“이 일은 법조계에서는 초유의 일이었고, 비록 불발에 그쳤으나 아직도 개운

치 못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6) 

그러나 해방 이후 사법개혁 논의의 흐름, 4․19 개헌과 사법개혁 문제를 

다루려 한다면 대법관선거제 문제를 논외로 할 수 없다. 대법관선거제는 일

차적으로 이승만 정권에 굴종한 사법부의 실태에 대한 반작용으로 선택된, 

새로운 공화국을 위한 제도였다. 이 제도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다는 점은 당

시에도 인식되고 있었지만, “현재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하는 것

이 짐짓 타당하기도 하다”는 점에서 수긍되고 있었다.7) 이 제도는 4․19를 

계기로 갑자기 등장한 것도 아니고, 그 목적이 단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

명방법을 바꾸는 것에 한정되지도 않았다. 대법관선거제는 ‘사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거론된 여러 가지 선택지의 하나로서 

그동안 잠복하고 있다가 4․19 혁명 후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었다. 

거기에는 대법원의 개조를 발판으로 사법제도 전반을 재정비하여 사법의 ‘후

진성’8)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향도 담겨있었다.

이 글에서는 4․19 혁명 60주년 특집 기획의 취지에 부응하여 4․19 혁명

5) 대한변호사협회 편, �대한변협50년사�(2002), 128면에 민주당 정부가 수립된 후 민의원 법사위가 

선거법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대한변협에서 이 법안에 대해 입후보 자유 박탈, 선거권 제한 

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민의원에 수정안을 제출하

였다고 내용이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편, �서울지방변호사회100년사�(2008), 262, 264면에도 개

헌 결과에 대한 간략한 언급과 함께 앞의 �대한변협50년사�의 서술과 같은 비슷한 내용이 기술되

어 있다. 김병화, �한국사법사(현세편)�(일조각, 1976), 105~109면에 선거법의 내용과 국회 민의

원․참의원에서의 의사 경과가 소개되어 있으나, 그 제도적 의미에 대해 논평하지는 않는다.

6) �서울지방변호사회100년사�, 264면. 

7) 장후영, ｢대법원구성에 대하여｣, �법조� 9-5(1960), 7면.

8) ‘후진성의 극복’은 1960년대 한국사회 엘리트들의 인식틀이자 지향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오제연, 

｢4월혁명 직후 학생운동의 ‘후진성’ 극복 지향과 동요｣, 정근식․이호령 편, �4월혁명과 한국민주

주의�(선인, 2010). 240면. 법학의 후진성 극복과 관련된 당시의 논의의 예로는, 윤세창, ｢공법이론

의 확립｣, �법정� 1960년 1월호; 장경학, ｢후진성의 극복을 꾀하자｣, �고시계� 1960년 7월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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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를 염두에 두며 대법관선거제 개헌 및 선거법 입법과

정과 논쟁, 실제 선거입후보 상황, 법조계의 동향 등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

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사법권 독립 또는 법치주의의 제도적 기반 확충에 

기여하는가? 제도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가?’라는 관점에서 대법관선거제

를 평가하고 그로부터 ‘실패한 개혁’ 혹은 재평가의 여지가 있는 ‘좌절된 개

혁’으로서 어떤 의미를 찾는 접근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 제도의 당부에 대한 평가 문제와 거리를 둘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제1공화

국기의 ‘쓰라린 경험’ 위에 국가권력의 전면개조가 과제로 떠오는 시기에 하

필 ‘법조인에 의한 선거를 통한 대법원 구성’이라는 방식이 채택된 이유와 

맥락, 그리고 이 제도의 도입 및 제도 설계 방향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실천 등을 시야에 넣고 대법관선거제 도입의 헌정사적, 사법사적 의미를 좀 

더 풍부하게 포착해보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국운 교수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법률가정

치’(lawyers’ politics)에 대한 논의가 참고된다. 그에 따르면, 법률가집단의 

정치사회적 위상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공급통제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지식적․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다른 엘리트집단과의 투쟁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자유민주주의는 사법권 독립과 같은 헌법적 교의를 기초로 

한 법률가집단의 정치적 우위를 인정하는 특수한 정치체제”이고, “법률가정

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기제이다.”9) 한국의 법률가집단의 내적 구조, 법

조시장과 법조양성제도의 존재양태, 사법개혁 의제 및 법률가집단의 정치․

사회적 위상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법률가정치’가 가진 

특수한 원천과 성격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국운 교수는 1987년 이후 

한국에서 ‘법률가정치’의 범위와 영향력이 확대된 까닭은 “민주화과정에서 

법률가집단의 기여가 컸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화 자체가 해방공간에서 설계

된 법률가수호자주의를 복원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10) 여

기서 한국적인 ‘법률가수호자주의’란 ‘법치’를 법률가들의 사법권 독점으로 

9) 이국운, ｢법률가정치 연구－한국과 미국의 비교－｣, �법과 사회� 38(법과사회이론학회, 2010), 188면.

10) 위의 글, 188면.



52   法史學硏究 第62號

이해하고, 특히 엄격한 자격시험을 거쳐 선발된 법률가만이 사법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보는 주의, 요컨대 ‘법의 지배’를 ‘법률가에 의한 지배’ 

(juristocracy)로 규정하고 이를 관철시키려는 법률기집단의 이해관계 또는 

직업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상황에 대한 이국운 교수의 지적은 4․19 혁명 후 상황

에도 그대로 통한다. 4․19 혁명이 제기한 자유민주주의 정상화라는 정치적 

과제는 필연적으로 사법권의 독립, 법치주의와 같은 헌법적 교의를 기초로 

법률가집단의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와 공간을 주었다. 혁명

에 이르는 과정에서 법률가집단이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4․19 

혁명이 만든 정치적 공간 및 개혁 의제 자체가 법률가수호자주의의 복원과 

확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었다. 4․19 개헌은 재야의 법조인

들이 국회․행정부․사법부의 구성원들과 나란히 각종 국가권력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었다. 대법관선거제는 재야법조인의 대법원 진출 가능

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경찰 중립화를 목적으로 중앙정부 및 각 도 단위로 

설치되는 공안위원회에는 변호사의 참가가 예정되었다. 과거청산과 혁명재

판을 위한 특별기구들, 즉 반민주행위 조사위원회,11) 부정축재처리위원

회,12) 부정선거관련자의 수사․심판을 위한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13) 등

에는 변호사와 법학교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재야의 법률가들에게만 새로운 기회가 생긴 것은 아니다. 1961년 4월 12

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혁명 1년을 되돌아보며 “4․19 이후 어디보다 활개 

치게 된 것은 사법부이다. 판사들은 이른바 자동케이스에서도 빠졌고, 심사

11)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1960. 12. 31. 법률 제567호) 제6조에 따르면, 각 조사위원회는 법관 

2인, 변호사 2인, 대학교수 2인, 4월혁명단체 대표 2인, 종교․언론 기타 사회유지 7인으로 구성되

며, 특별검찰부장이 위원을 위촉한다. 

12) 부정축재특별처리법(1961. 4. 17. 법률 제602호) 제7조에 따르면, 부정축재처리위원회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의원과 참의원의 각 교섭단체가 선출한 6인, 이 6인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실업계에서 선출한 5인, 총 11인으로 구성된다. 

13)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1960. 12. 30. 법률 제567호)에 따르면, 특별재판소 심판부는 법관 

1인, 4월혁명단체 대표 1인, 변호사 1인, 대학교수 1인, 언론인 1인, 모두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하

며, 특별재판소장이 위촉한다. 특별검찰부에는 특별검찰부장이 검사 또는 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는 

30인 이내의 검찰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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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에서도 빠졌다. 뿐만 아니라 이(李) 정권하의 부정을 다루는 특별재판

소, 공민권조사위원회, 심사위원회 등 소위 ‘혁명적인’ 감투에 판사가 까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는 형편이다. 바야흐로 ‘혁명은 판사가 하는 것’이라는 

인상까지 준다”라고 푸념하였다.14) 판사들은 4․19 이후 부정선거 및 반민

주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에서 비껴났고 오히려 혁명의 법적 수습작업을 좌우

하고 있음에도 사법부에는 인적 쇄신도, 혁신도 없었다. “사법부내의 혁명은 

선거법관들에 의해서나 가능할 듯하다”15)는 일말의 기대는 “혁명의 대상”임

에도 혁명의 무풍지대인 사법부의 현 상황과 대법관들의 무능에 대한 불만에 

기초하고 있었다.

‘혁명은 판사가 하는 것이다’와 ‘혁명적 감투에 판사가 끼지 않은 곳은 없

다’는 구절에서 ‘판사’를 ‘법률가’로 바꿔 놓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4․19 

혁명이 열어놓은 정치적 공간 그리고 이승만 정권기의 현상에 대한 반작용이 

곧 개혁의 관점과 방향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속에서 법률가집단은 혁명

의 의미와 결실을 전유(appropriation)하고 활용(exploitation)할 기회와 지위

를 가질 수 있었다. 대법관선거제는 ‘법률가수호자주의’를 내세운 법률가집

단이 혁명을 전유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맥락에 주목하여 이 글에서는 미군정기 이후 법률가정

치의 전개라는 지평 위에서 4․19 이후의 대법관선거제의 도입과 법률가집

단 내부의 담론과 행동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답을 해보자 한다. 해방공간에서 형성된 ‘법률가수호자주의’와 결합된 한국

적인 법률가정치의 양상 또는 법률가집단의 정치사회적인 위상과 역할이 해

방 후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었는지를 고찰함에 있어 

4․19 이후 법률가집단의 대내외적인 활동은 매우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소

14) “혁명 1년 법무 편”, 동아일보, 1961. 4. 12. ‘자동케이스’와 ‘심사케이스’란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

한법’(1960. 12. 31. 제정, 법률 제587호)에 따른 공민권제한 유형을 말한다. 자동케이스란 자유당 

간부 등 법률에서 열거한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로 간주되는 일정한 지위에 해당하여 자동적

으로 공민권이 제한되는 유형이다. 심사케이스란 심사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공민권이 제한되는 유

형이다. 

15) 동아일보, 위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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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들을 제공한다. 특히 재야법조계의 동향과 관련하여 7․29 총선에 대비한 

자유법조단의 결성, 대법관선거제 입법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발생한 서울지

방변호사회 분회 사태와 서울제일변호사회의 설립이 주목된다. 이러한 일련

의 사태와 엮어서 바라볼 때 대법관선거제가 한국의 ‘법률가수호자주의’의 

전개 속에서 가지는 의미가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이 글에서는 4․19 이후의 대법관선거제 개헌과 입법과정, 당시의 

법률가집단의 정치적 진출 시도 및 내부 기득권 구조의 동요와 맞물려 있던 

변호사집단의 움직임을 살펴볼 것이다.

대법관선거제 개헌과 입법, 재야법조계의 동향, 선거법 시행 후 선거준비 

상황 등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살펴볼 수도 있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먼

저 대법관선거제가 어떤 제도였는지, 제도 시행 후 첫 선거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설명하기로 한다. 

Ⅱ. 대법원장․대법관 선거제의 개요 및 입후보 상황 

1. ‘임명제’에서 ‘선거제’로

1) ‘임명제’에 대한 4 ․ 19 개헌 전의 인식

대법관선거제 도입 이전의 법관 임명방법을 간단히 살펴보자. 먼저, 대법

원장은 법관회의(대법원장, 대법관, 각 고등법원장으로 구성)의 제청으로 대

통령이 임명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헌헌법 제78조, 법원조직법 

제37조). 1949년에 제정된 법원조직법에는 대법원장을 대법관 중에서 보한

다고 규정하였는데, 1957년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대법관이 아닌 자 중에

서도 대법원장을 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의 정년퇴임

을 맞아 법관회의는 그 직전에 대법관을 정년퇴임한 김동현 변호사를 신임 

대법원장으로 제청하려 했으나16)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한 것이었다. 제헌헌법에는 대법관의 임명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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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직법에서 대법관의 임명은 법관회의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

록 했다. 1954년 제2차 개헌으로 대법관 임명에 참의원의 인준을 얻도록 하

였으나(헌법 제42조의 2, 법원조직법 제37조), 참의원 자체가 구성되지 않았

으므로 인준제는 실시되지 않았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

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62조, 법원조직법 제38조).

1949년 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관회의 및 대법관회의가 법관의 임명․보

직에 제청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거기에 구속되는 것을 의도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법부 인사에 간섭하는 것을 방지할 의도로 마련된 장치들은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무력화되었다. 1957년 7월 대법원장후보자 임명제

청에 대한 거부에 이어 조용순 대법원장 임명에 이르는 과정, 1958년 대통령

의 실질적 연임심사를 가능케 한 법관연임법 제정과 그 후의 연임거부 사태

가 이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4․19를 전후한 시기의 논의에서는 기존의 법관인사제도를 ‘임명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영섭의 다음의 글은 법관인사제도의 현실 및 ‘임

명제’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17) 

종래 법관들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임명 전에 

물샐틈없는 사상검토를 한 다음 조금이라도 행정권의 비위에 거슬릴 것으로 짐작

되는 인물은 가차 없이 임명에서 거부하였다. 자유당 정권은 이러한 수법으로 사법

부의 인사에 손을 댐으로써 은연중 법원을 그 수중에 집어넣었으므로 국가권력은 

행정권의 하나로 귀일되고 말았었다. 이러한 사법부의 인사에 대한 간섭은 최근에 

빈번히 일어났던 법관의 연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가

진 우리들이 새로운 헌법을 가짐에 있어서 법관 임명에 대한 행정권력의 관여를 

싫어하고 배척하게 된 것도 무리는 아니라 할 것이다. 

16) 참고로 김동현은 1957. 7. 16. 대한변협에서 조야법조를 통해 실시한 제2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기

투표에서 유효표 445표 중 156표라는 절대 다수표를 획득하였다고 한다(차점은 75표). 법률신문, 

1960. 11. 21.

17) 이영섭, 앞의 글(각주 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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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굴종적 행태가 ‘임명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에서 4.19 전후의 

사법개혁 관련 논의에서는 ‘임명제’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빈번히 표출되었

다. ‘임명제’에 대한 거부감이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주는 예를 들어본다. 

1960년 6월 9일 최초로 발표된 개헌안에는 대법관선거제와 관련하여 “대법

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 있는 자를 선거인으로 하여 법률의 정하는 바

에 따라 선거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다. 그런데 한국일보 

사설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문구를 들어 “자유당 정권하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사실 개헌안의 전반적 내용에 따르면 내각제하에서 국가원수로서의 상징적 

지위만 갖게 된 대통령이 대법관선거에서 당선된 자를 대법원장과 대법관으

로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런데 개헌안이 행정부 공무원

이나 국무위원 인사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이를 “확인한다”라고 하면서도 대

법원장과 대법관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거

론하며, 개헌안은 대통령에게 “유독 사법부의 최고 수뇌부에 대해서만 실질

적인 임면권”을 부여한 것이라 해석한 것이다.18)

2) ‘선거제’로의 전환의 논리

대법관선거제는 정부수립 후 수면 아래 잠복해 있었던 ‘대법원장과 대법

관을 법조인의 총의로 선거한다’는 방안이 부활한 것이었다. 특히 법관 자격

이 있는 전체 법조인의 참여를 도모한 점에서 미군정기인 1947년 10월에 성

립한 법원조직법 초안에 채용되었던 법 시행 후 초대 대법원장, 대법관, 고등

법원장에 대한 선거제 구상과 통하였다.19)20) 1948년 5월 2일 군정법령 제

192호로 제정된 법원조직법에 채택된 대법원장・대법관 추천위원회제도는 

법원・사법부・검찰・변호사회의 보스들만 참여하여 선거하는 형태이지만 

18) 한국일보, 1960.5.10.(조간) 사설.

19) 미군정기 법원조직법의 제정 및 고위법관 선거제 도입논의에 대해서는,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역사비평사, 2010), 717면 이하. 

20) 1957년 7월 대한변협이 조야를 통틀어 제2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기투표를 한 것도 그러한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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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법조인의 총의에 의한 대법원 구성’이라는 정신을 반영하고 있

었다.21)

이에 비해 정부수립 후 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원장・대법관・고등법원장

만으로 구성되는 법관회의가 대법원장․대법관의 인선을 결정하도록 하였

다. 이러한 법관회의에 대하여 법조 각 직역의 대표들로까지 확대된 추천위

원회 형태가 대안으로 존재하였다. 1958년 법원조직법 개정 국면에서 대법

관 증원, 대법원판사직 신설 등 대법원의 구성문제가 초점이 되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대한변협을 중심으로 한 재야법조계는 법관회의의 문호개

방 및 재야법조의 참여를 주장하였다. 이를 수용하여 1958년 7월 국회 법사

위에서 마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대법원

장․대법관․대법원판사․각 고등법원장․각 지방법원장․각 변호사회장으

로 구성된 회의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측은 피감독자인 지방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감독자인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출에 관여하면 질서유지에 혼란을 초래하며,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법

원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며 개정안에 

반대하였다.22) 1958년 11월 국회에서 법원조직법안이 다시 논의되었다. 국

회 법사위가 최종 합의한 법안에는 대법원판사직을 신설하지 않고 대신 대법

관을 6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

법관을 증원할 필요가 없고 대법원판사만 신설하면 충분하다고 하면서 법사

위안에 반대했다. 자유당은 대법원안을 지지했고, 대법원 판사 11명을 신설

하는 내용으로 법사위안이 재수정되었다.23) 이 법안은 국가보안법 개정법률

안과 함께 날치기 통과되어 1959년 1월 13일 법률 제516호로 개정 법원조직

법이 공포되었다. 1957년 신임 대법원장 임명 문제부터 1958년의 법관연임

21) 군정법령 제192호 법원조직법 제47조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각 고등법원장, 각 지방법원장, 

사법부장 및 차장, 검찰총장, 각 고등검찰청장, 각 지방검찰청장 및 인정받은 변호사회회장으로 구

성된 위원회가 대법원장과 대법관 후보자를 3배수로 선출하여 추천한 자 중에서 군정장관 또는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수반이 이를 임명한다. 

22) 법률신문, 1958. 7. 21.

23) 법률신문, 1958. 11. 24,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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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및 법원조직법 개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 변협과 대법

원 사이의 논전, 변협과 민주당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제휴는 4․19 이

후 전개될 양상을 예고하였다. 

‘재판의 실태 해부’라는 특집주제로 꾸며진 �법정�지 1959년 6－9월 합본

호를 통해 이승만 정권하 사법의 실태와 개혁방향에 대한 법학계와 법조계의 

인식과 논의를 접할 수 있다. 사법권 독립,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쟁송, 선

거소송, 사법관 육성 등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당시 고려대 법대 교수 이항녕

은 사법권 독립에 관하여 기고한 글에서 ‘임명제’의 대안으로 법조인에 의한 

선거방안을 제안하였다.24) 

사법권의 독립을 기하려면 무엇보다 사법의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사법부

의 자율성이 인정되려면 법관의 임명에 있어서 행정권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법관의 임명에 있어서 행정부의 간

섭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법관의 제청권은 사법부에 있으나 그 임명권은 행정

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관의 신분보장을 위하여서는 헌법 제78조와 제79조를 개정하여 법

관의 임명을 순전한 사법부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민주국가의 국민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선거할 수 있드

시 대법원장을 선거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이 번잡스럽다고 하면 적어도 법조인

들이라도 대법원장의 선출에 관여하는 길이 열려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대법원장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법조인중에서 법조인들이 선거하도록 하던지 또한 그것도 번잡

스럽다고 하면 대법원장은 법관중에서 법조인들이 선거하도록은 되어야 할 것이다. 

4․19 이후 선거제 찬성론에서도 위와 비슷한 주장을 접할 수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상적으로는 국민이 대법원장을 직접선거하는 것이 좋지

만, 차선책으로 법조인이 선거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이전의 고

24) 이항녕, ｢사법권 독립과 사법제도｣, �법정� 1959년 6~9월 통합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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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관 선거제를 지지하는 논의에서는 없던 내용으로, ‘사법부 수뇌부는 전

체 법조인의 총의에 따라’라는 법조계에 한정된 기존의 주장을 넘어 선거제

를 국민주권주의와 관련지어 법조인에 의한 선출 방식을 부분적으로 정당화

할 수 있는 논거를 제공하였다. 선거제 입법과정에서 선거권자나 선거인단의 

범위를 될수록 축소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쪽에서 내세운 핵심 논거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비록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를 취한다고 할지라도 선거제

도를 채택한 이상 민주적인 선거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따라서 선거권자와 

선거인단을 될수록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국민주권주의를 

동원한 논변이다. 즉 “대법관도 국민 전체가 뽑아야 하는 것이지만 일반 국

민은 대법관 자격자가 누구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므로 법관자격이 있는 사람

만이라도 전부 참가할 수 있는 선거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25) 

바꿔 말하면, 현실적으로 국민을 대신하여 법조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만, ‘국민 전체의 위임을 받아’ 법관자격자가 선거하는 취지이므로 법관

자격자 ‘전원’이 참가해야 한다는 논리이다.26) 

실제로 입법된 대법관선거제는 법조직역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와 선거인들에 의한 간접선거제도가 혼합된 형태였

다. 이러한 방식의 대법관선거제는 기존의 제도 혹은 모델과 비교할 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대법원 구성,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방법에 대해

서는 4개의 모델이 존재하고 있었다. 즉 정부수반에 의한 임명 방식, 대법관 

등 소수의 고위법관들만이 관여하는 전형 방식, 법조직역 대표자들까지 확대

된 추천위원회 방식, 법조자격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선거 방식이 그것

이다. 실제로 제도를 설계할 때는 이 중 몇 개의 모델들을 조합하는 방식이 

25) 참의원 법사위의 대법관등 선거법안에 대한 간담회(1961. 3. 20)에서 이종극(동아일보 논설위원, 

중앙대 법대 교수)의 발언, 법률신문, 1961. 4. 3.

26) 대한변협 주최, 민의원 법사위 제1안을 비판하는 좌담회(1960.12.27), 법률신문, 1961. 1. 2.

부완혁(조선일보 논설위원) : 민주정치란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대법원 구성도 국민의 권력

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사람의 자격만은 법조인으로 되어야 하겠습

니다. 대법원장은 국민의 대법원장이어야지 법관 자격 있는 사람들만의 대법원장이 아니겠습니까?

이종극(동아일보 논설위원, 중앙대 법대 교수) : 국민전체가 대법원장을 뽑는 것이 이상이지만 이것

을 법관유자격자에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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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되었다. 정부수립 후 제정된 법원조직법에서 선택된 방식은 법원수뇌부

에 의한 전형제(대법관회의와 법관회의)와 대통령에 의한 임명제를 혼합하고 

전자의 실질화 및 후자의 형식화를 통해 사법부 인사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었으나, 이승만 정권하에서 법관인사가 실질적인 임명제로 전화되면서 

당초의 의도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대법관선거제는 최고위법관들만의 전형

제와 대통령에 의한 실질적 임명제 모두 틀렸다는 인식 위에 선거제에 방점

을 두고 확대된 추천위원회제도를 결합한 것이었다. 

‘선거의 마술’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고 5.16 군사쿠데타로 선거제 도입이 

무위로 돌아간 후, 1962년 개정헌법에서 법관추천회의가 도입되었다.27) 4․

19 개헌 이전의 임명제나 법원 수뇌부에 의한 폐쇄적인 전형방식으로 돌아

갈 수도 없고, 선거제 또는 법조인의 총의를 폭넓게 반영하는 방식도 채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관추천회의가 ‘추천회의’라는 형태를 취하면서도 실질적

으로 대통령과 법무부․검찰의 의향이 반영되기 쉬운 구조를 가진 것은 어

쩌면 자연스러운 사태의 귀결이라 할 것이다. 

2. 대법원장․대법관선거법 시행과 입후보 상황

1) 선거법의 내용

1961년 4월 제정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장․대

법관의 선거는 ①대법원장․대법관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후보자 추천인단

에 서면 제출, ②후보자추천인단에 의한 대법원장․대법관 후보자 추천, ② 

후보자 중에서 대법원장․대법관을 선거하는 선거인단(100명)을 선출하기 

27) 1962년 개정헌법 제99조 ①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통령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 있으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임명하여야 한다. 

②대법원판사인 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대법원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④법관추천회의는 법관 4인, 변호사 2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률학교수 1인, 법무부장관과 검찰

총장으로 구성한다. 

⑤법관추천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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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예비선거, ③선거인단에 의한 본선거로 진행된다. 

대법원과 대법관의 자격에 대해 “인격과 학식을 겸비하여 최고법원의 법

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33조에 

규정된 직에 있던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대법관 정

원 8명 중 5명은 선거 당시 법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중에서, 3명은 기타

의 자 중에서 선출한다. 대법관 중 재직 법관과 비법관의 몫은 향후의 결원

보충 선거에서도 유지된다.

후보자추천인단은 대법원장, 대법관과 고등법원장, 국회 민의원 의장과 참

의원 의장이 각각 지명한 법관자격 있는 민의원 의원 4명과 참의원 의원 2

명, 대법원장의 직에 있던 자, 검찰총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한변협 회장 

및 회원 30인 이상의 변호사회 회장,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으로 구성된다. 후

보자추천인단은 과반수의 출석으로 후보자를 선출․추천하는데, 피선될 자의 

정수의 3배수 인원을 추천하게 된다. 다만,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선거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대법관 후보자는 정원의 2배수를 추천하도록 

하였다. 1961년 5월 17일 예비선거로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5월 25일 본선

거에서는 대법원장 1명, 대법관 8명(재직법관 중 5명, 비법관 중 3명)을 선출

할 예정이었다. 후보자추천인단은 그때까지 대법원장 후보자 3명, 대법관후

보자 16명(재직법관후보자 10명, 비법관후보자 6명)을 추천할 예정이었다. 

선거인단은 법관 자격을 가진 자로서 현직 법관 50명, 법관이 아닌 법조인 

50명, 총 100명으로 구성된다. 선거인단은 법관 자격을 가진 예비선거인에 

의한 예비선거로 선출된다. 각 지방법원 관할구역이 하나의 예비선거구가 되

고 선거구별로 법관과 비법관의 선거인 정수가 정해져 있다. 예비선거인은 

각 선거구에 선거인 후보자로 등록된 자 가운데서 선거인을 선출하는데, 법

관인 예비선거인은 법관 선거인 후보자 중에서, 비법관 예비선거인은 비법관 

선거인 후보자 중에서 선거인을 선출한다. 선거인의 당선은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정수까지 다수득표순으로 하고, 득표수가 동수일 때는 연장자를 당선

자로 한다. 

본선거에서는 선거인단 과반수가 출석하여 투표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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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여러 명을 동시에 선거하므로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피선될 인원수 이내

의 자를 연기(連記)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 득표

로, 대법관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대법원장․대법관 입후보자

1961년 5월 15일자 법률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대법원장・대법관 입후보

자, 후보자추천인단, 선거인단 후보자 등록자 및 전체 유권자 현황을 살펴보

기로 하자. 대법원장・대법관 입후보절차가 종료된 5월 8일 현재 대법원장에 

총 9명(법관 1, 비법관 8명), 대법관에는 총 40명(법관 16명, 비법관 24명)이 

입후보 등록을 하였다. 대법원장 1명의 자리(피추천 3명)에 현직 법관 중에

서는 배정현 대법원장 직무대리만 입후보하였고, 재야법조인사는 8명이 입

후보하였다. 대법관 중 현직 법관 몫 5자리(피추천인 10명)에 16명의 법관

이, 비법관 몫 3자리(피추천인 6명)에 24명이 입후보하였다. 

아래는 입후보자 명단이다. 독자의 참고를 위해 각 후보자의 현 직위와 주

요 경력, 법조자격취득의 종류와 연도28)를 함께 밝혔다. 특히 변호사인 경우 

소속변호사회도 밝혔다. 1961년 5월 당시 서울지역에서는 서울변호사회(이

하 ‘서울변회’)와 그로부터 분리되어 1960년 11월 설립된 서울제일변호사회

(이하 ‘제일변회’)가 있었다. 밑줄은 후보자추천인단의 구성원이기도 한 자들

이다.

 

<대법원장 입후보자>

○ 법관 재직자(1명)

배정현(대법원장 직무대리, 조변시36)

○ 비법관(8명)

김동현(전 대법관, 서울변, 총특임23?), 정구영(전 변협회장․서울변회

28) 이하 ‘일고시’는 일본의 ‘고등시험 사법과 시험’, ‘조변시’는 조선변호사시험, ‘일변시’는 일본변호사

시험, ‘총특임’은 조선총독부판검사 특별임용을 각각 뜻한다. 숫자는 서기 연도를 뜻하고, 연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표시를 하였다. 예를 들어 ‘조변시36’은 1936년 조선변호사시험 합격을 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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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총특임20), 한격만(현 서울변회장, 일고시26) 

조진만(현 제일변회장, 전 법무장관, 일고시25) 윤원상(제일변, 조변시32) 

이인(참의원 의원, 전 법무장관, 일변시23), 권승렬(전 법무장관, 일변

시25), 이호정(광주변회장, 총특임27?)

<대법관 입후보자>

○ 법관 재직자 (정원 5명－피추천 10명－입후보 16명) 

변옥주(대법관, 일고시35) 김연수(대법관, 조변시28) 고재호(대법관, 

조변시・일고시39), 백한성(대법관, 총특임30?) 

사광욱(대법원판사, 조변시38․일고시40) 최윤모(대법원판사, 일고시

41) 한성수(대법원판사, 일고시42) 한환진(대법원판사, 일고시42) 손동

욱(대법원판사, 일고시37) 

배영호(법원행정처장, 일고시42) 

김종규(서울고법원장, 조변시35), 노용호(대구고법원장, 일고시33), 방

준경(광주고법원장, 총특임30) 

나항윤(서울지법원장, 일고시40), 김용진(전주지법원장, 조변시40․일

고시41)

○ 비법관 (정원 3명－피추천 6명－입후보 24명) 

오성덕(전 대구고검장, 일고시39?)

장후영(변협회장, 전 서울변회장, 일고시31), 신순언(서울변, 조변시・

일고시35), 양윤식(서울변, 조변시27), 이학천(서울변, 조변시23), 이수

욱(서울변, 일고시42), 김완섭(서울변, 일고시21) 원복범(서울변, 조변

시38). 김준원(전 서울지법원장, 서울변, 조변시35)

임석무(제일변 부회장, 일고시39), 민복기(제일변, 일고시37), 민동식

(제일변, 조변시39), 오승근(제일변, 일고시37), 고병국(제일변, 일고시

32), 홍순엽(제일변, 조변시36), 김윤근(제일변, 조변시33․일고시34), 

박현각(제일변, 조변시34), 이천상(제일변, 일고시36) 윤명룡(제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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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변시30/31?), 정순석(제일변, 총특임26)

이우식(전주변회장, 일고시26), 홍경식(대전변회장, 조변시26)

계철순(경북대 법정대학장, 일고시40), 박성대(서울법대 강사, 일고시35) 

현직 법관들의 입후보 상황을 보면, 현재의 대법원 구성원과 고등․지방

법원장들이 거의 그대로 입후보하였으며 법원 내의 서열구조가 거의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법관 입후보자의 절대다수는 서울 및 주요 

지방변호사회의 전․현직 임원들이고 경쟁률도 높다. 갓 설립된 제일변회 소

속 입후보자들이 서울변회 소속 후보자들에 수적으로 밀리지 않고 있으며, 대

법관 입후보자의 경우 제일변회 소속(11명)이 서울변회 소속(8명)보다 많다.

대법원장에 입후보한 재야법조인의 면면을 간략히 살펴보자.29) 이인은 김

병로와 함께 항일변론으로 유명한 법조계 명사로 미군정기에 검찰총장으로 

검찰조직을 이끌었고, 제헌의회 의원, 제1대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후 주로 

정계에 있었다. 1960년 5월 결성된 무소속 법률가들의 선거연대단체였던 자

유법조단에서 공천한 인물 중 유일하게 7.29 총선에서 당선되어 참의원 의원

이 되었는데, 1960년 10월 대법원장 선거 출마의사를 밝혔다.30) 권승렬(경

북 안동, 당 65세)은 일본 중앙대 법대 재학 중 조선인 최초로 일본 변시에 

합격하고 항일변론활동에도 관여하였으며 미군정청 사법부 차장, 정부수립 

후 제1대 검찰총장, 제2대 법무부장관에 취임하였다. 대한정치공작대사건 검

찰수사로 경무대와 갈등을 빚어 1950년 5월 장관에서 물러나야 했으나, 허

정 과도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역임하였다. 

김동현(전남, 당 68세)은 경성법전을 졸업한 후 재판소 서기로 임용되었다

가 특별임용을 통해 판검사를 역임한 후 변호사 개업을 하였고, 해방 후 부

산지방법원장, 대구고법원장을 역임하고 1952년에 대법관에 임명, 1957년 7

29) 법률신문에는 1960.11부터 ‘대법원장 후보자를 찾아서’라는 연속기사를 게재하였다. 1960.11.21.

(김동현). 11.28.(조진만), 12.5.(장후영), 12.12.(한격만), 12.26.(권승렬), 3.20.자(윤원상) 등.

30) 법률신문, 1960. 10. 10. 이인은 대법관선거제에 대해 백해무익하다며 반대했으나 개헌에 의해 선

거제가 도입된 이상 민주원칙에 입각하여 법관자격자 10명 당 1명의 비율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4․19 혁명과 법률가집단의 정치   65

월 대법관을 퇴임하였다. 1957년 11월 변협이 실시한 제2대 대법원장 후보

자 인기투표에서 압도인 다수표를 얻은 바 있다. 한격만(서울변회장, 함흥, 

당 62세)은 해방 전에는 변호사로서 각종 항일사건 변론 활동을 하였고 해방 

후 서울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을 지냈으며, 1961년 5월 서울변회 회장

으로 선출되었다. 정구영(전 서울변회장, 충북 옥천, 당 64세)은 경성전수학

교 출신으로 약 2년간 검사생활 후 1925년에 변호사로 전업하고 이후 변호

사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1930년과 1942년 경성조선인변호사회장, 

1946년 조선법조회 이사장, 1947년 조선인권옹호연맹 이사장, 1956년 한국

법학원장, 1959년 서울변호사회장으로 각각 피선되었다.31)

조진만(제일변회 회장, 경기도, 당 58세)은 경성법전 제1회 졸업생으로 조

선인 최초로 일본의 고시 사법과에 합격, 판사․부장판사를 거쳐 1943년부

터 변호사로 지냈으며 1951년 5월부터 10개월간 법무부장관으로 있었다. 

“공인된 학교를 졸업하고 공인된 시험을 합격한 세대로서는 지금 한국법조

계에서 최고봉을 점령하고 있는 셈”이라는 평가를 받았고,32) 제일변회 초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윤원상(제일변회, 전북, 당 61세)은 동경상과대 졸업하

여 일본 고시 사법과와 조선변호사시험을 모두 합격한 후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였고 “법제와 경제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법조계 유일의 경제계통 

변호사”33)로서 해방 전 동아일보사 법률고문, 해방 후 고시 사법과․행정 상

법 담당 위원과 한국은행을 비롯한 경제계의 법률고문 등을 역임하였다. 

이우식(광주변회장)은 경성법전 출신으로 일본 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후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청 판사로 임명되었으나 1930년 퇴직하고 변호사 개업

을 하였고, 미군정기인 1945년 11월부터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재임하다가 

1951년 6월 대법관에 임명되었으나 그해 12월 의원면직하였다.

대법관 후보자 중에서 특별히 거론하고 싶은 인물은 장후영과 민복기이다. 

장후영은 경성제국대학 재학 중 경성제대 출신으로는 최초로 1931년 일본 

31) 법률신문, 1961. 2. 13.

32) 법률신문, 1960. 11. 28.

33) 법률신문, 1961.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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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다. 배정현 대법원장 직무대리와는 경성제대 동기이

다. 고시 합격 후 당장 판사가 되지 않고 일본의 경도(京都)제국대학 법학부 

대학원에 진학하여 민법을 연구했고, 1934년 경성지법 사법관시보, 1835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용되었다.34) 미군정기에 법무국에서 법전편찬과장, 법제

국장을 역임하고 1946년 5월경(?) 사직하고 이후에는 법률잡지 �법정�35)을 

발간하는 법정사(法政社) 사장과 변호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1960년 

8월 서울변호사회장에 당선되고 대한변협 회장에 취임하여 대법관선거제 입

법에 변협안의 관철을 추진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그가 서울변회 회장에 있

을 때 서울변회가 분회되어 제일변회가 설립되었다. 제일변회 소속 출마자인 

민복기는 경성제대 출신으로 1937년 일본 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고, 미군

정기에는 서울지법 판사를 사법부 법전조사국장, 1951년 법무차관, 1955년 

검찰총장 등 요직을 거친 인물이다. 1961년 9월에 대법원판사에 임명되고 

1968년부터 1978년까지 역대 최장기 대법원장으로 재임하였다.

대법관선거는 군사쿠데타에 의해 무산되었지만, 군사정권하에서 단행된 대

법원의 인적 개편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1961년 6월 30일 군사정권은 새로

운 대법원장으로 조진만(제일변회장)을 임명하였다. 9월 1일 개정된 법원조직

법은 종래 대법관과 대법원판사를 두는 이원적 제도를 폐지하고 대법원판사

제로 일원화하였다. 새로운 대법원판사로서 사광욱(대법원판사), 양회경(대법

원판사), 최윤모(대법원판사), 나항윤(서울지법원장), 홍순엽(제일변회), 민복

기(제일변회), 방순원(서울대 법대 교수), 이영섭(이화여대 법대 교수, 전 판

사) 8명이 임명되었다. 이영섭과 방순원을 제외하면 대법원장 및 대법관판사 

6명이 모두 몇 달 전 대법관선거에 입후보했던 판사와 변호사들이다. 더욱이 

변호사 중에서 발탁된 조진만, 민복기, 홍순엽은 모두 제일변회 소속이었다.

34) 김두식, �법률가들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창비, 2019), 48면

35) 1960년 당시의 �법정� 편집위원의 면면을 보면 그 위상이 짐작된다.

－편집고문 : 고병국(단국대학장), 유진오(고려대 총장)

－편집위원 : 계창업(대법원판사), 김기두(서울대 법대 교수), 김종수(대검검사), 김증한(서울대 법

대교수, 문교부 고등교육국장), 박한상(변호사․전 본사 주간), 윤세창(고려대 법대 교수), 이영섭

(이화여대 법정대학장), 이항녕(고려대 법대학장, 문교부차관), 최대용(변호사․법률신문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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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보자추천인단 및 선거인단 입후보자

후보자추천인단은 총 27명이었다. 추천인단 구성원에는 대법원장에 입후

보한 5명과 대법관에 입후보한 8명이 들어있다.36) 추천인단의 절반이 동시

에 입후보자였다. 추천인단은 대법원장 후보 3명, 재직법관 중 대법관 후보 

10명, 비법관 중 대법관 후보 6명의 순서로 후보자를 선출․추천하게 된다. 

투표용지에 해당 직위 후보자의 정수만큼 연기명으로 기재하고, 다수득표자 

순으로 피추천인이 결정되는 방식이었다(동수일 경우 연장자순). 따라서 추

천인단에 포함된 입후보자들 즉 법원과 변호사회 간부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입후보자들에 비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더욱이 선거법은 대법원

장 입후보자들을 위한 특별한 안전장치까지 마련해 두고 있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동시에 선거하는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추

천인단에 의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본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본

인의 희망에 따라 다시 대법관 후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대법원장후보자 피추천인 3명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본선거에서 대법관

으로 선출될 기회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해 “‘선거’란 미명하에 

기실은 반(半)지명제요 일종의 전형제”이자, “더구나 추천인단을 구성하는 

27, 8명의 법조 보스들은 그들 자신이 출마하여” “자기가 자신을 공천하는 

결과를 빚어내는 해괴한 제도로 타락할 우려가 명약관화하다”는 지적이 나

올만 했다.37)

36) 선거법에 따른 추천인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밑줄은 대법원장․대법관 입후보자). 법률신문, 

1961. 5. 15. 같은 기사에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홍화식’은 ‘송화식’의 오기이다.

－대법원장 배정현 

－대법관 고재호․백한성․김연수․변옥주․오필선 

－고등법원장 김종규(서울)․노용호(대구)․방준경(광주) 

－참의원 의원(2명) 이인․이범승 

－민의원 의원(4명) 이병하․김갑수․유진령․김영환 

－전 대법원장 김병로․조용순 

－검찰총장 이태희

－고등검찰청검사장 최대교(서울)․김용식(대구)․송화식(광주)

－대한변협회장 장후영 

－30인 이상 회원의 변호사회 회장 한격만(서울변)․조진만(제일변)․이호정(광주변)․박훈식(대

구변)․임수성(부산변)

－헌법재판소장 궐석 



구분 서울 춘천 청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제주 합계

법관

선거인 정원 22 2 2 3 7 5 6 1 1 50

선거인후보

등록자
35 2 2 8 10 12 12 1 ? 87

유권자 총수 111 13 12 18 46 36 39 ? 4 299

비법관

선거인정원 30 1 1 2 5 5 3 2 1 50

선거인후

보등록자

변호사 73

3 2 3 9 22 13 5 3 142

검사 5

군법무관 5

기타 2

계 85

유권자

변호사 310 9 7 13 35 49 29 15 4

검사 67 10 8 15 31 26 23 17 4

법무관 67 9 1 5 11 13 4   

기타 85    7 6 4 1  

유권자 총수 529 28 16 33 84 94 60 33 8 885

<표 1> 1961년 5월 대법원장․대법관 선거 선거인 입후보자 및 유권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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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시행 예정인 예비선거에는 법관자격을 가진 유권자가 전국에서 

9개 선거지부별로 참가하여 선거인을 선출하기로 되어 있었다. 선거인 후보

로 등록한 사람은 재직 법관이 87명, 비법관이 142명이었다. 예비선거에서 

투표할 유권자수는 총 1184명이고, 이 중 법관측이 299명, 비법관측이 885

명이었다. 

아래의 표는 법률신문 기사(1961. 5. 15.자)에 따라 지역별․직역별 선거

인 후보등록자와 유권자 현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일부 수치가 빠져 있거

나 맞지 않지만, 달리 검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기사에 나오는 수치를 그대로 

옮겼다.

37) 동아일보, 1961. 5. 14.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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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자와 추천인단의 면면, 유권자 현황 그리고 선거방식 등을 고려하

면, 선거법상 일체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있었다고 해도 물밑에서는 얼마나 

치열하게 선거 정치와 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을지 상상이 된다. 재조와 

재야 사이의 경쟁뿐만 아니라 서울변회와 제일변회 사이의 경쟁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비법관 선거인 30명을 뽑는 서울에서 선거인 후보로 등록한 

변호사는 총 73명이었는데, 다른 지역 변호사회 소속 1명을 제외한 72명의 

입후보자 중 서울변회 회원이 32명, 제일변회 회원이 40명이었다.38) 각 회 

소속 선거인 입후보자 중에는 대법관에 출마한 자도 각 4명씩이 있었다.39) 

비법관 진영에서의 경쟁구도는, 다른 집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가진 서울변회와 제일변회의 대결로 좁혀져 있었다. 예비선거의 경우 법관 

유권자와 비법관 유권자가 각각 현직법관인 선거인후보자와 비법관인 선거

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단기명 투표하고 다수득표순으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이는 비법관 선거인 정수가 30명인 서울에서는 다수 득표 30위권 안에 같은 

변호사회 소속 후보자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회원들이 전략적으로 표

를 안배하고 던져야 함을 의미한다.

대법관선거가 이익보다는 폐단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었

다. 선거 자체가 그 잠재적 요소를 갖고 있기도 했지만, 선거제 입법과정에서 

사법부의 안정과 선거의 폐해를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간접선거제의 틀 속

에 지명제 또는 전형제의 요소를 결합하고 법관과 비법관 사이의 차등비례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장치들이 선거제도를 복잡하고 ‘해괴’하게 만들어 버

렸다. 이러한 장치들이 고안된 데는 여러 표면적인 명분이 있었지만 사실 그 

속내는 변호사회가 가진 수의 힘을 감쇠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법관선거제는 

변호사회가 가진 수의 힘을 배경으로 헌법제도 속으로 들어올 수 있었지만, 

또한 그 힘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대법원과 변호사회 

사이의 공방전이 펼쳐졌다. 최종적으로 민의원 법사위의 측면 지원을 받은 

38) 선거인 후보자 명단은 법률신문, 1961. 5. 15.자. 이 기사에 실린 전국 선거인후보자 명단에는 제일

변회 소속 입후보자가 39명이 있으나 기사의 집계에 따라 ‘40명’으로 하였다.

39) 서울변회 소속 선거인입후보자 중 이수욱, 김준원, 김완섭, 원복범 4명이 대법관 출마자, 제일변회 

선거인입후보자 중에는 윤명룡, 윤원상, 오승근, 민동식이 대법관 출마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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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측이 수성(守城)에 성공한 모양새가 되었다. 이승만 정부에 굴종한 대

법원 개조의 기대감으로 시작하였으나 대법관선거제를 둘러싼 논쟁과 힘겨

루기의 끝에서는 “일반 국민만이 아니라 우리 법조인들 중에서도 이 법제정

에 싫증이 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점차 희박해지고 말았”다는 법조계내의 자

평도 나왔다.40) 다음 장에서 대법관선거제에 관한 개헌과 입법과정을 처음

부터 끝까지 살펴보기로 하자.

Ⅲ. 대법원장․대법관 선거제 개헌과 입법

1. 4․19 이후의 대법원

1960년 4월 19일 12시경 대학생 한 무리가 대법원으로 몰려가 ‘대법원은 

현정부에 아부하지 말라’, ‘3․15부정선거 무효판결을 하라’ 등의 구호를 외

치고 대법원장과 면담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답이 없었다. 4월 26일 오전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성명 발표가 있고 난 뒤 오후 2시 50분경 대법원은 

경향신문 정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내렸다.41) 두 달 전인 2월 5일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가 정간처분의 근거가 된 군정법령 제88호의 위헌 

여부와 관련된다는 이유로 헌법위원회에 위헌 심사를 제청한 바 있었다. 대

법원의 이러한 태도 돌변은, 왜 4․19 시위대가 대법원을 향하였고 법원 안

팎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일어났으며 대법원 구성과 

헌법재판제도가 4․19 개헌의 초점이 되었는지를 말해준다.

40) 1961. 5. 5. 법률신문사 개최 대법원장 등 선거와 사법개선책을 말하는 각지 변호사회장 좌담회에

서 박훈식(대구변회장)의 발언. 법률신문, 1960. 5. 15.

41) 1959. 4. 30. 정부 경향신문에 대한 발행허가 취소. 6. 26. 서울고법에서 발행허가취소처분 집행정

지결정. 같은 날, 정부는 발행허가취소를 철회하고 다시 발행정지처분. 8. 29. 서울고법에서 동 집

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9. 8. 서울고법에서 행정처분취소 청구소송(본안) 기각. 10. 6. 경향신문 

측 대법원에 상고. 12. 3. 대법원 특별부에서 연합부 구성결정. 1960. 2. 5. 대법원 연합부에서 군정

법령 제88호에 대한 위헌여부심사를 헌법위원회에 제청. 4. 26. 대법원에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

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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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서울변호사회는 긴급임시총회를 열고 발표한 비상사태 수습방

안에서 “대법원장은 사법독립을 보장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대법

관을 비롯한 각급 법관 및 검찰관으로서 자유당 정부에 아부하여 양심의 가

책을 느끼는 자는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하였다.42)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지방법원 판사들은 대법원장 이하 대법관 전원은 현직에서 물러나라는 

건의문을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4월 28일 대한변협이 임시긴급총회를 열고 

“대법원장, 중앙선거위원장을 겸한 대법관은 사퇴하고 대법관, 법관, 검찰관 

중 행정부에 아부 추종하였던 자는 양심에 좇아 자진 사퇴하라”는 내용이 담

긴 긴급수습방안을 발표하였다.43)

4월 27일 3․15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김두일 대법관과 위원이

었던 변옥주 대법관이 사표를, 28일 조용순 대법원장도 “사법부의 독립 쟁취

에 완벽을 기하지 못한 데 책임을 느낀다”는 이유를 밝히고 사표를 제출하였

다. 허정 과도내각은 김두일 대법관의 사표는 4월 29일 수리하였으나 사법부

의 혼란 방지를 이유로 조용순과 변옥주의 사퇴를 만류하였다. 사의를 번복

한 조용순 대법원장은 국회 내각제 헌법개정 기초위원회가 성안한 개헌안이 

공고된 후 5월 12일에 다시 사표를 제출하였고, 5월 16일 조용순 대법원장과 

김두일 대법관의 퇴임식이 거행되었다. 

1960년 6월 18일 대법원장 직무대리 김갑수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하

고, 배정현 대법관이 대법원장 직무대리가 되었다. 이로써 대법원 구성원(정

원 9명)은 대법원장직무대리 배정현, 대법관 고재호, 백한성, 변옥주, 김연수, 

오필선으로 모두 6명이 되었다. 6명은 법원조직법 제7조에 따라 중대한 민

사․형사 및 선거․행정소송 사건에 요구되는 대법관 5명의 재판부를 간신

히 구성할 수 있는 수였다. 이에 6월 24일 ‘대법관직무대리에 관한 임시조치

법’이 제정되어, 새 헌법에 따른 대법관선거제가 시행될 때까지 고등법원장 

또는 대법원판사가 대법관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법원은 대

법원판사 10명을 2차에 걸쳐 모두 대법관직무대리로 발령하였다.44)

42) 조선일보 1960. 4. 27.

43) 조선일보 1960. 4. 28.(석간), 세계일보 1960. 4. 28.(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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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장․대법관 선거제 개헌과 변호사회

당시 대법관이었던 고재호의 회고에 따르면, “헌법개정안 기초과정에서 

법관 선거제도를 채택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

되는 선거인단이 뽑아 대통령이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는 등의 소문이 

들려왔는데, 적어도 법조인 사이의 콘센서스도 없이 불쑥 튀어나온 선거제도

가 누구의 발상인지에 대해 당시 여러 갈래 소문이 떠돌아다녔고, “개헌 작

업에 관여한 법조출신 의원들의 일종의 공명심에서 나온 것이란 설이 많았”

다고 한다.45) 그러나 개헌에 관여한 국회의원들이 이 제도를 발안한 것이라

고 보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자료와 정황을 볼 때 대법관선거제 개헌은 변

호사회 쪽의 적극적인 제안과 로비의 결과였다.

1960년 12월 27일 대한변협이 주최한 국회 민의원 법사위의 대법관선거

법안을 비판하는 좌담회에서 신태악(당시 변협회장, 직전 서울변회장)은 개

헌 당시 “국민의 직접선거가 최선책이지만 현실에 맞지 않을 것 같아 차선책

을 강구하는 것이 변호사회의 생각”이었다고 하며 그 이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46)

왜냐하면 국회와 정부는 일반국민이 선거에 참가하여 뽑았으나 사법부만은 그

렇게 되기도 곤란한 형편이니 법관 자격을 갖인 자만이라도 전원이 참가하여 직접

선거를 하자는 것이 변호사회의 개헌 직전의 결론이었든 것이며 그 직후 입법관계

자들을 개별방문까지 하여 변호사회안을 추진하였든 것인데 그 후 어떻게 된 셈인

44) 한성수, 사광욱, 최윤모, 손동욱, 계창업(이상 1차), 대법원판사 홍남표, 양회경, 한환진, 김제형, 김

홍섭(이상 2차). 법률신문, 1960. 9. 19. 

45) 고재호, �법조반백년�(박영사. 1985), 69~70면. 참고로 4월 29일 국회 본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된 

내각책임제 개헌기초위원회 위원 중 엄상섭, 조재천, 윤형남(이상 민주당), 정운갑, 박세경(이상 자

유당)이 법조인이었다. 고재호는 엄상섭 위원장과는 교분이 있었지만, 이 점을 물어보지 않았다고 

한다(같은 책, 70면). 그러나 고재호의 기억은 부정확한 것 같다. 엄상섭은 위원장으로서 1960년 

5월 2일 오후 개헌요강안 대체토론을 진행하다가 졸도하여 5월 3일 오후 2시 세브란스병원에서 

별세하였고, 정헌주가 위원장직을 넘겨받았다. 그런데 4월 말부터 5월 2일까지 언론보도에서는 선

거제 도입에 관한 기사를 전혀 찾을 수 없다. 

46) 법률신문, 196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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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선거인단이란 것이 조문에 끼어져있었읍니다.

당시 언론보도와 국회 속기록 자료를 보아도 대법관선거제는 변호사회 측

에서 추진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승만의 하야 성명 발표 

전인 4월 24일 자유당 혁신파 49명이 발표한 내각제 개헌 요강에는 대법원 

재편을 염두에 둔 내용이 없고,47) 자유당 혁신파보다 뒤늦게 발표된 민주당

의 개헌안 요강도 마찬가지였다.48) 4월 29일 조직된 국회 내각제헌법개정기

초위원회(이하 ‘개헌기초위’라 한다) 위원들이 5월 1일 회의에서 합의한 28

개 항목의 개헌 요강 중 사법에 관한 사항에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한다는 내

용만 있었다.49) 개헌기초위가 개헌사항의 하나로 법관 임명방법을 다루고 

있음이 공식적으로 바깥에 알려진 것은 5월 1일 제2차 개헌기초위 회의에서 

정한 11개 항목의 공청회 사항을 통해서이다. 거기에는 사법에 관하여 “법령

의 위헌심사 문제(특히 헌법재판소 문제)”와 함께 “대법원장 및 법관의 선임

방법과 그 임기문제”가 들어있었다.50)

사법권에 관한 개헌 구상이 최초로 제시된 것은 공법학회의 개헌안이다. 

5월 1일~2일 공법학회가 유진오51)의 안을 기초로 검토중인 개헌요강에는 

“헌법법원”의 설치와 함께 “대법원장의 임명은 대통령이 해도 좋으나 다만 

절차상의 규정이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관의 인

사권을 법원이 관장한다”는 내용이 있었다.52) 일반법관의 임용은 사법부가 

자율적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임명절차에서 대통령은 형식적인 임명권만 행

47) 한국일보, 1960. 4. 24.(석간); 세계일보, 1960. 4. 24.(석간)

48) 한국일보, 1960. 5. 1.(석간).

49) (23) 상설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그 윈수(員數)는 미정이고 그 선출방법은 대법원과 국회에서 선

출한다. 그 구성방법과 권한에 대해서는 더 연구한다. (24) 탄핵재판소 제도는 폐지하고 종전의 

그 업무는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한다. 세계일보, 1960. 5. 5.(조간)

50) 조선일보, 1960. 5. 1.(석간)

51) 참고로 유진오는 개헌 직후 간행된 �법정�지 특집(개정헌법에 대한 해설과 비판)에 기고한 글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직되는 선거인단으로 하여금 선거하고 대통령

이 이를 ‘확인’하게 한 것은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좋은 것이고, 기타의 법관을 대법원장

이 임명하도록 한 것도 과거의 쓰라린 경험에 비추어 의미있는 개혁이라 할 것이다.”라고 짧게 평

하였다. 유진오, ｢개정헌법과 정국의 장래｣, �법정� 1960년 7․8월호, 12면.

52) 조선일보, 1960. 5. 2.(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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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 수준으로 개정하자는 취지이다. 이후 공법학회에서 정리되어 개헌공

청회에 제출된 의견에서도 “대법원장의 선임은 사법부에서 행한다”는 원론

적 입장을 표명하는 데 그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5월 5일 개헌공청회에서 발언한 단국대 이규복 교수의 발언을 참고할 때, 공

법학회 내에서는 기존의 법관회의 구성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53)

공청회를 하루 앞둔 5월 4일 오후 조용순 대법원장은 대법원 측의 ‘헌법개

정에 관한 건의’를 개헌기초위에 제출하였다. 법관 임기제(및 연임제) 폐지,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심사권을 인정하는 것과 함께, 제78조를 

“대법원장인 대법관 및 그 외의 대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

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항 이외의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로 개정한다는 내용이었다.54) 대법관 임

명도 국회승인 대상으로 한 점, 일반 법관은 모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한 

점이 새로웠다.55)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법률 정하는 바’에 달려 있겠으

나, 사법부 내에서 ‘선거제’를 고려하고 있었을 리가 없고, 현행 제도를 고치

더라도 법관회의의 구성원을 확대하는 정도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위와 같이 개헌 논의가 개시된 후 공청회 직전까지 민주당과 자유당, 공법

학회, 대법원의 개헌의견에서 선거제 도입은 고려되지 않고 있었다. 선거제 

도입 구상은 변호사회의 개헌 의견에서만 등장한다. 대한변협은 4월 28일 긴

53) 제4대 국회회의록 제45호 제1차 민의원 내각책임제개헌공청회(1960. 5. 5.) 회의록.

단국대 이규복 : “대법원장 문제는 공법학회에서 해결된바 있읍니다만도 거기에 그 의견에 좇아서 

적어도 법관회의 현재 구성되고 있는 이것을 좀 확대해서 각급 법원에 있는 부장판사급 이상 그리

고 재야법조 또 법과대학에 있는 법률학 교수 이것을 안분비례해서 여기에서 1개의 회의처럼 만들

어서 여기에서 대법원장을 선출하는 그러한 제도를 강구해주셨으면 이렇게 제의하는 바입니다. 또

한 법관의 선임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법원장께 맡기도록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54) 세계일보, 1960. 5. 5.(조간); 한국일보 1960. 5. 5.(조간)

55)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률신문, 1960. 5. 9.)

(1) 내각책임제하의 헌법에 있어서도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사법부의 최고법관임에 비추어 내각수

반의 임명으로 함은 타당치 아니하므로 법원조직법 제37조 소정의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국가의 

원수가 임명해야 할 것이고 법관임기제 및 헌법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그 직위가 더욱 중요하므로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대법관 이외의 법관은 법원조직법 제38조 소정의 대법관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임

명하도록 함이 사법의 독립과 인사의 민활을 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사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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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임시총회에서 헌법과 법원조직법을 재검토하기로 결의하고 5월 2일 오후

에 헌법개정위원회와 법원조직법 개정위원회를 소집하였다.56) 

5월 5일 개헌공청회에 출석한 대한변협 총무 이천상은 변협의 개헌의견

을 제시하였다. 이 의견이 신문기사를 통해 확인되는 최초의 선거제 개헌의

견이다.57)

1. 대법관인 법관은 법관, 변호사, 검사, 기타 법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그 중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인증한다.

2.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호선하여 대통령이 인증한다.

3.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4. 법관의 임기와 자격은 현행법과 같다.

이유 : 사법의 독립을 고도로 확보하기 위하여는 법관의 선임 특히 대법관의 선

임은 정치에 초연하여야 하므로 국회나 국무총리의 정치적 고려를 개재시킬 여지

를 전면적으로 봉쇄하여 법관의 독립과 엄정중립을 보장하고 또 재야․재조 법조

인이 전체의견을 반영시켜야만 적절한 인물을 택할 수 있다. 대통령의 인증을 필요

로 함은 다른 고급공무원의 경위와 같이 형식을 갖추는 절차이고 만약에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면 정치적 고려가 다분히 개재되어 독립성이 약해지고 그 선임에 

부당히 시일을 지연할 우려가 있다.

위에 따르면 대법관은 법관자격자가 선출하고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호선

하게 되어있어서 실제 개헌 결과와 조금 다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 법

관자격자의 선거를 거치게 하는 방안은 신문기사에서는 서울변회 개헌연구

위원회가 마련한 개헌의견에서 처음 나온다. 즉 서울변회 개헌연구위원회는 

5월 8일에 “헌법개정안 중 사법권독립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의견서를 작성

하고 이를 국회 개헌연구위원회에 반영시켰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헌법 

제78조를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가 선거하고 대통

56) 동아일보, 1960. 5. 3.(조간)

57) 법률신문, 196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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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인증한다. 기타법원의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면한다. 법관의 선거 및 임

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로 개정하고, 제79호를 “대법원장 및 대

법관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기타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률의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중임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는 것이었다.58) 한편, 동아일

보에 따르면, 서울변호사회는 “5월 9일 오전”에 헌법재판소 설치에 반대하고 

사법권 독립을 위한 관계 조문을 개정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59) 

변협안과 서울변회안 사이에 차이가 있지만, 이를 두 단체의 견해 차이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변협 구성원의 절대다수가 서울변

회 소속 변호사였고, 서울변회 임원이 변협 임원을 겸하고 있었다.60)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변협과 서울변회가 각각 다른 개헌의견을 내었다기보다 변

호사회 측의 개헌안이 ‘변협안’에서 ‘서울변회안’으로 수정․보완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5월 5일 열린 개헌공청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보면, 일반 법관의 임명은 

사법부 자율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방법 및 법관 임기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변협을 대표하여 발언

한 이천상을 제외하고 다른 참석자 중 선거제안에 명시적인 지지를 표하거나 

다른 방식의 선거제를 제안한 자는 없었다. 다른 참석자들은 기존의 법관회

의를 확대하는 방안, 국회의 동의 또는 승인을 거치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었다. 전자의 예로서 단국대 교수 이규복은 각급 법원의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과 재야법조, 법학교수를 안분비례하여 구성한 회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선출”하는 제도를 제시했는데,61) 이는 확대된 법관회의 또는 추천회의 방

58) 법률신문, 1960. 5. 16.

59) 동아일보, 1960. 5. 9.(석간), 한국일보, 1960. 5. 9.(석간)

60) 당시 서울변회와 대한변협의 임원진을 보면, 서울변회장이 변협 회장을, 서울 외의 지방변회장인 

변협 부회장을, 서울변회 부회장이 변협 총무를, 서울변회 충무가 변협 회계를 맡고 있었다.

61) 공청회에서의 관련 발언 취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중앙대 이극종 교수 : “사법부가 일종의 ‘몬로’주의를 채용해 유능한 인사의 등용을 배제할 우

려”가 있기 때문에 대법관과 대법원장은 사법부에만 일임할 수 없고 어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고 생각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다

○ 동국대 이원호 교수(헌법) : 대법원장은 법원의 제청으로 총리가 임명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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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해당한다.

한편, 개헌기초위의 회의록을 보면, 변호사회 측은 5월 5일 공청회 이전에 

이미 선거제를 포함한 개헌의견을 국회나 정당에 제시한 것으로 추측된다. 

5월 4일 개헌기초위원들은 민주당 및 자유당 혁신파의 개헌요강을 비교하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개헌요강에는 헌법 제72조에서 국무회의

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공무원 중에서 ‘대법관’과 ‘중요국영기업체의 관리

자’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있었다.62) ‘대법관’을 삭제하는 이유로 든 것은 대

법관을 선거로 뽑게 되면 국무회의에서 대법관 임명에 관한 의결을 할 필요

가 없다는 것이었다. 조재천 위원의 발언에 따르면, 선거제 방안은 “변호사

협회에서 여기에 낸 것”이다.63) 변호사회 측은 개헌기초위뿐만 아니라 민주

당에도 개헌의견을 전달하였을 것이고, 민주당의 개헌안 초안에서도 대법

관 임명절차의 변경—적어도 행정부수반인 국무총리가 임명에 관여하지 않

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는 방안

○ 경희대 엄민영 교수 : “종래의 대법관 합의(‘합의’는 ‘회의’의 오기로 보임. 인용자)와 같은 데”에 

재야법조인의 대표를 참석시키고 행정부(내각)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임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숭실대 백도광 교수 : 대법원장 임명 추천권은 의회 및 법원․변호사회․법학계를 포함한 법조

계에 주어 추천케 하되 양자의 추천자가 일치되는 경우 직선 대통령으로 승인 임명케 하고 양자의 

추천자가 불일치할 때는 국민표결에 부쳐 결정하자

○ 이화여대 윤순덕 교수 : 대법관과 대법원장은 사법부에서 지명하고 그에 대한 승인을 양원 합동

회의에서 하거나 어느 일원(一院)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단국대 이규복 : 현 법관회의를 확대해서 각급 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재야법조, 법학교수를 안

분비례해서 하나의 회의처럼 만들어 대법원장을 선출하는 제도를 강구할 것을 제안한다. 

이상, 제4대 국회회의록 제45호 제1차 민의원 내각책임제개헌공청회(1960. 5. 5.) 회의록.

62) 제35회 국회 헌법개정안기초위원회속기록 제1호, 1960. 5. 4. 참고로, 헌법 제72조는 국무회의 의

결사항으로 “11.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국립대학총장, 대사, 공사, 각군참모총장, 기타 법률

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 국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라 규정하였다. 

63) 제35회국회 헌법개정안기초위원회속기록 제1호, 1960. 5. 4.

○ 위원장 정헌주 : 한 교수, 국무원 의결사항에 대법관은 넣을 필요가 없지 않어요?

○ 전문위원 한태연 : 대법관을 선거하면 필요 없어요. 

○ 위원장 정헌주 : 선거하든지 안 하든지 법원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법원에 맡길 셈 치고 법원조

직법에 맡기고……

○ 조재천 위원 : 그것은 변호사협회에서 여기에 낸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원조직법에 맡긴다는 것이 아

니라 선거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될 테니까 그대로 보류해요. 

○ 박세경 위원 : 보류해요. 

○ 전문위원 한태연 : 그것은 사무적인 절차문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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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국무회의 의결사항에서 대법관을 삭제하였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법관선거제는 변호사회 측의 개헌안 연구 

과정에서 구상되어 국회 개헌공청회(5월 5일)를 며칠 앞두고 변협의 잠정적

인 개헌의견의 형식으로 국회 개헌기초위 및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

회의원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이고, 5월 5일 개헌공청회에서의 발표 후 추가 

검토를 거쳐 5월 8일 서울변회 개헌연구위원회가 정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국회 개헌안 기초과정에서 대법관선거제 조항의 변화

언론 보도에 따르면 5월 9일자 석간신문을 통해 알려진 헌법개정안부터 

대법관선거제 관련 조항이 나타난다.64) 즉, 헌법 제78조를 “대법원장과 대법

관은 법관의 자격 있는 자를 선거인으로 하여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항 이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

법원장이 임명한다”로 개정한다는 것이었다. 

당시의 신문기사를 보면 개헌기초위가 어느 시점에 대법관선거제를 채택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보도에 따르면, 5월 8일에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성

안한 개헌기초위는 5월 9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대

표들과 합동회의를 열고 내각책임제 개헌안에 대한 최종 조문검토를 진행하

였다. 5월 9일 오전에 사법부 대표로 배정현 대법원장 직무대리와 고재현 대

법관이 참석하였는데, 신문에 보도된 사법부의 의견에는 헌법재판제도와 관

련된 내용만 있다.65)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같은 날 석간신문에 보도된 

64) 개헌안 전문은 1960. 5. 9.자 조선일보(석간); 1960. 5. 9.자 한국일보(석간); 1960. 5. 10.자 동아일

보(조간) 및 같은 날짜 동아일보(석간) 등.

65) 동아일보, 1960. 5. 9.(석간), 조선일보, 1960. 5. 9.(석간) 및 국제신보, 1960. 5. 10.(조간). 대법원

과 헌법재판소의 관할을 명확히 하는 것,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소청권과 법원에서의 민사․형

사․행정소송 재판관의 관계 여하, 헌법재판소 관할사항 중 헌법해석 및 공법상의 문제를 삭제하는 

것,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소송을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면 지방선거의 선거소송 여하, 고등법

원․대법원이 지방선거의 선거소송을 담당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관계 여하 등이다. 참고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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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기초위 개헌안에는 대법관선거제가 들어있다. 이것만 놓고 보면, 개헌기

초위가 5월 8일 성안하여 5월 9일 오전에 두 대법관과 논의한 개헌안에는 

대법관선거제 관련 조항이 없었다가 나중에 대법관선거제를 추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럽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지 의문이

다. 사법부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법관선거제를 법원 대표자들과

의 논의도 없이 개헌안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

욱이 개헌기초위원회는 5월 9일 행정부․사법부 대표와의 연석회의를 개최

하면서 “사법부의 의견을 참작한 후 이날 밤 중으로 완전한 초안을 가다듬어 

10일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재확인”한 마

당이었다.66) 

고재호는 정확한 날짜를 밝히지 않았지만, “헌법개정안 기초위원회 초청

으로 배정현 씨와 내가 대법원을 대표해서 참석, 정식으로 사법부의 의견을 

진술할 때 법관 선거제도를 극구 반대했다. 그 자리에서 전문위원 한태연 교

수와도 논쟁한 기억이 난다”라고 했다.67) 5월 9일 이후 유사한 형식의 회의

가 개최된 사실이 없으므로, 고재호의 이 말은 5월 9일의 연석회의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당일 회의에서 당연히 법원 측의 강력한 반대 의

견이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경우 5월 9일자 신문에 보도

된 사법부 의견에 대법관선거제에 관한 내용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

렵다.68) 

아무튼, 다음날인 5월 10일 정헌주(민주당) 위원장은 개헌안의 골자를 국

회 본회의에 보고하였다. 정헌주는 대법관선거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

명하였다.69)

부 대표(이호 내무부장관, 권승렬 법무부장관)의 의견은, 헌법 내용에 이견이 있으나 헌법 제정통과

권이 국회에 있으므로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고, 통과 후 동법 시행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헌법 시행의 기술상 문제는 국무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한 후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것이었다.

66) 동아일보, 위 기사.

67) 고재호, 앞의 책(각주 45), 70면.

68) 조선일보 기사(1960. 5. 9.자 앞의 기사)에 따르면, 개헌기초위장 정헌주가 발표한 내용에 기초하여 

개헌안에 대한 사법부와 행정부의 의견에 관한 기사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정헌주 위원장이 대

법관선거제에 관한 회의 내용을 기자에게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69) 제35회 국회 임시회의속기록 제16호, 196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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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사법부라는 것은 물론 독립인 것이 사실이지만 

사법행정에 대해 가지고 일반국민의 의사라든지 사회적인 의사가 반영될 기회가 

전연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법관들이 그 사법부라는 상아탑에 앉아서 사회

의 실정을 모르고 사회의 변화에 대해 가지고 무관심하다, 이것을 어떻게 지양을 

해서 사법부라 하더라도 이 사회의 변화라든지 이 사회의 실정에 좀 더 정통하게 

해서 사법부에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의론이 되어 대한

변호사협회의 주장을 참작을 해 가지고 대법원장,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을 가지는 

선거인단에서 선거를 하고 이 선거제를 채택을 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지금 시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관의 임명은 대법원장에게 

주어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도록 했읍니다. 

위 설명에 따르면 대법관선거제는 ‘사법권 독립’과 함께 ‘사법부의 민주화’

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대한변협의 주장을 참작하여 도입한 것이다. ‘이 문제

에 대해서는 시비가 많다’고 했듯이 대법원은 선거거제에 대해 강력하게 반

대 입장을 표하였다. 대법원은 5월 10일 오전에 ‘행정회의’를 열고 개헌안에 

사법부 독립을 위한다는 구실은 붙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교각살우 격”이

라고 하며,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는 것은 사법권을 이원화하고 4심제의 폐단

을 열어놓을 것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출하는 법조인은 모두 이해관계

가 있는 소송당사자이므로 공정하게 최고법원의 법관을 뽑기 어려우며 모든 

판사가 대법원 구성원의 선거인이 됨으로써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감독을 기

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고 하였다.70) 5월 10일 오후에는 서울지법, 서울고

법의 판사 및 대법원판사 전원이 긴급총회를 열어 헌법재판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확립하기 위해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법률의 정

한 바에 의하여 선임하되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없애야 한다는 ‘헌법개정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건의하였다.71) 개헌안에 대한 비판들을 일부 수용하여 

개헌기초위는 5월 10일 오후와 밤 동안 몇 개 조문을 수정하였다. 대법원장

70) 한국일보, 1960. 5. 10.(석간); 조선일보, 1960. 5. 10.(석간).

71) 한국일보, 1960. 5. 11.(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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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법관 선거에 관한 조문도 그 대상이었다.72)

5월 11일 국회 본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된 개헌기초위의 개헌안 제78조 제

1항은 최종 개정된 조문과 같다. 하루 사이에 ‘법관자격자인 선거인의 선거’

에서 ‘법관자격자로 조직되는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로 바뀐 이유에 대해 정

헌주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73) 

이것은 어제 요강으로서 말씀드린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전체가 한 선거인단

이 되어 가지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 헌법

에다가 꼭 명확하게 규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소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법문을 다소 고쳤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직되는 선거인단에

서 선거하고 선거인단의 조직과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선거인단, 법관의 자격을 가진 선거인단, 우리나라에서는 한 7명(1천명의 오

기로 보임. 인용자)74)이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가 선거를 하게 될는지 

혹은 그 사람들 중에서 대표를 뽑아 가지고 선거를 하게 될는지 즉 간선이 될는지 

직선이 될는지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있도

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의 안은 직선제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간접선거제도로 채택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것은 입법에 맡긴다는 취지이다. 이

렇게 해서 변경된 조항은 이후 6월 10일 공고된 개헌안과 6월 15일 공포된 

개정헌법 조항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6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헌주 위원장의 개헌안 제안 이유 설

72) 조선일보, 1960. 5. 11.(조간).

73) 제35회 국회 임시회의속기록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7호, 1960. 5. 11.

74) 위 회의록에는 “七名”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千名”의 오기로 보인다. 장후영, 앞의 글(각주 7), 

6면에서 “듣건데 법관과 변호사를 전부 합쳐서 약 천 명가량”이라고 하고 있듯이, 개헌 당시에는 

법관자격 있는 유권자가 약 1천 명이라고 보고 있었다.  앞의 <표 1>의 기재에 따르면, 1961년 

5월 현재 파악된 유권자수는 법관 299명, 비법관 885명, 총 1,18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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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들어보면, 5월 10일 밤에 이루어진 조문 수정의 목적이 단지 융통성을 

주는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75)

6. 사법권의 독립에 대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

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케 하고 

그 이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이를 임명하게 했습니다. 

현행 헌법에 있어서의 대통령에 의한 법관의 임명제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그 정치화를 가져오게 한 쓰라린 경험에 비추워 최소한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출제를 채택하자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지만 다만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선출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그것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가 

직접으로 선출하게 하자는 견해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 있어서도 일정한 지위

에 있는 자로써 조직된 선거인단에서 선출케 하자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었읍니다.

전자를 대표하는 것이 대한법조협회의 안이며, 후자를 대표하는 것이 법원 측의 

견해입니다. 개헌안에 있어서는 선거의 합리화와 사법운용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법원 측의 견해인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에서 이를 선출

하게 하는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

인단’의 구체적인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의하는 수밖에 없지

만 대체로 지원장 이상의 법원장, 지청검사장 이상의 검사장, 각 지방 변호사협회회

장, 각 법과대학의 학장 등이 바로 이러한 선거인단을 구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

다.(밑줄은 인용자)

정헌주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5월 10일 밤의 조문 수정은 서로 대립하

는 의견 중에 법원 측의 의견을 취한 것이다. 5월 10일 본회의에 개헌안 골

자를 보고할 때는 선거제의 목적으로 ‘사법부 독립’과 함께 ‘사법부의 민주

화’가 거론되었고, 후자의 취지에 동감하여 변협 측의 제안을 택하였다고 하

75) 제35호 국회 임시회의속기록 국회본회의회의록 제33호, 196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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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나 6월 10일의 개헌안 제안 이유 설명에서는 ‘사법부 독립’만 거론

되고 있고, 선거의 방법도 “지원장 이상의 법원장, 지청검사장 이상의 검사

장, 각 지방 변호사협회회장, 각 법과대학의 학장 등”으로 구성되는 일종의 

‘확대된 법원회의’에 의한 전형방식을 생각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초안 수정의 의도는 이미 간파되고 있었다. 장후영은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는 ‘선거’가 아닌 일종의 ‘전형제도’이며, 이는 자유당 정권에 굴복

하고 타협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하지 못하였다고 지적되는 대법원을 차

제에 제2공화국의 새 출발과 더불어 민주주의적으로 공정히 선출한 구성원으

로 참신한 대법원을 구성하자는 4.10 혁명 정신에 배치된다고 비판하였다.76)

6월 10일 정헌주 위원장의 개헌안 제안이유 설명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선거인의 정수, 선거방법 등에 대한 입법은 7․29 총선

으로 새로 구성된 국회가 맡게 되었다. 민의원 법사위가 최초로 마련한 선거

법안은 ‘확대된 법원회의’ 형태의 추천인단 제도를 택함으로써 개헌 정신에 

반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민의원 법사위원 주도윤

(민주당) 의원은 “78조를 고칠 때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어떤 방법으로 선

거를 해야 하고 어떤 정신으로 뽑아내야 한다는 그 심의기록을 충분히 읽어 

주십사 하는 것을 충고하고 싶다”고 하면서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

야겠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대법원의 확대간부회의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이 그 당시 개헌정신이라고 나는 알고 있”다고 하였

다.77) 그 근거가 바로 위 정헌주의 제안이유 설명이 기재된 회의록이었고, 

실제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이 회의록이 배포․낭독되었다. 

선거제 조항 자체는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라는－그마저도 해석에 따라 

여러 가능성을 가지는 모호한－내용을 제외하고 선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지침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이해관계자 사이의 ‘협상’이나 

‘타협’의 결과가 아니었다. 불과 열흘 동안 개헌안을 기초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개헌기초위원들이 4․19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개편과 민주․

76) 장후영, 앞의 글(각주 7), 5면.

77) 제38회 국회 법사위회의록 제3호, 196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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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의 회복이라는 명분에 맞고 중요한 혁신을 담고 있는 듯이 보이는 재야

법조 측의 제안을 수용하였다가 그에 대해 제기되는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

를 접하고 급히 갈등을 ‘미봉’한 것이었다. 

5월 11일 개헌기초위의 개헌안이 보고된 후 국회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 

더 보완할 시간적 여유가 있기는 했으나, 법원과 변호사회는 이미 평행선을 

달리면서 각각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를 자신들이 바라는 방식으로 만들기 

위한 힘겨루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선거제 도입 자체는 변호사계의 로비의 

결과였으나 법조계와 법학계를 아우르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았다

는 것, 그리고 개헌기초위의 자구수정에 이미 모종의 결정이 담겨있었다는 

것은 앞으로의 상황전개를 예고하고 있었다.

4.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법’의 입법과정

1) 변협과 대법원 측의 법안 준비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라는 방법이 채택된 후 법원과 변호사회는 즉각 각

자가 선호하는 선거제의 골격과 입법의견을 작성하는 데 착수하였다. 법조계 

내에서는 대법원장․대법관의 자격요건에 대해 ‘15년 이상 실무경력자’여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법과 같이 ‘10년 이상 경력자’여야 한다는 의견, 선거인단

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실무경력자’로 하자는 의견,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방법에 대해 ‘지역별 평등비례선거론’과 ‘직역별 등차선거론’, 대법

원장․대법관의 후보자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 추천제와 입후보제 등 주요 

쟁점이 부각되고 의견이 교차하고 있었다.78) 그 가운데 법원 측 일부의 시안

과 변호사회 일부의 시안이 알려졌는데, ‘재조 일부 시안’은 대법원장․대법

관․대법원판사․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사회장(회원 100명 이상)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선거인단 투표의 과

78) 법률신문, 1960. 5. 23. 또 다른 재야법조 일부 시안에서는 선거인단을 지방선거인단과 중앙선거인

단으로 구분하여, 지방선거인단은 각 지방법원 관할구역단위로 그 구역 내에게 거주하는 지방선거

인으로 구성하고, 중앙선거인단은 각 지방선거인단에서 호선하여 선거인 10명당 1인의 비율로 선

출되는 중앙선거인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법률신문, 1960.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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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 득표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출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자동케이스’

(일정한 지위의 자로써 자동으로 선거인단이 구성된다는 뜻)로 하였다. 반면 

‘재야 일부 시안’은 법관자격이 있는 모든 법조인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피선거인은 일정 수의 법조인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완

전선거제’로 불리고 있었다.79)

법원과 변호사회 측은 6월 초에는 각각 준비한 시안을 국회에 건의하였다. 

6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국회 법사위는 변협과 법원 측 대표자들을 만나 

입법의견을 교환하였다. 대법관선거법과 연동되어 법원조직법 개정도 필요

하였고, 변협 측은 이미 3~4년간 준비하여온 변호사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

하였다. 

변협이 마련한 선거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시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80)

 

변협 측의 <대법원장 및 대법관선거법 시안>

①선거인단은 유권자(아래 변호사법 개정시안 ⑤) 10인 또는 그 미만인 단수(端

數)에 대해 1인씩의 선거인을 조직하고, ②지방법원 관할구역을 선거구로 하고, 

③선거는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의 임기만료 30일 전 또는 결원이 생긴 후 60일 

이내에 시행하며, ④선거위원회로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선거위(참의원 의장, 참의

원 3인, 민의원 3인)와 선거인선거위(특별시․도 의외 의장, 해당 구역의 국회의원 

4명)로 구분하여 전자에 7인 후자에 5인의 선거위원을 두며, ⑤대법원장․대법관 

후보자는 유권자 20인 이상이 그 자격있는 법관(아래 법원조직법 개정시안 ④) 

중에서 추천하고, ⑥선거운동을 일체 금하고, ⑦유효투표 과반수로 당선되고 과반

수 미만인 때는 재투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법원조직법개정 시안> 

①대법원판사를 없애고 대법관의 정원을 20인 이내(현재 9인)로 하고, ②대법

79) 법률신문, 1960. 6. 6.

80) 동아일보, 1960. 6. 8; 법률신문 1960. 6. 13. 아울러 이영섭, 앞의 글(각주 2), 26~27면에도 변협

이 6월 7일 법사위에 제출한 선거법 시안 및 그에 부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시안의 내용이 소개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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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판결에 소수의견을 ‘첨서할 수 있다’고 한 현행법을 ‘첨서하여야 한다’로 하고, 

③지방법원 민사단독 사물관할 ‘50만원까지‘를 ’1백만원까지‘로 확대하고 인사소

송․조정사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각 지법 관내에 가사심판부 지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④대법원장․대법관의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을 ‘15년 이

상’으로 하고, ⑤법원의 예산은 대법원장 동의 없이 정부가 삭감 편성하지 못하게 

하고, ⑥부칙에서 현 대법관울 본법에 의한 대법관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변호사법개정 시안> 

①변호사의 사명으로 ‘기본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으로 명문화하고, ② 

변호사 등록사무를 법무부의 손에서 떼어내 변협 자체의 사무로 하며, ③변협 내에 

감찰위원회를 두어 자치적으로 징계를 발동하며, ④ 변협만의 공안위원 선출을 위

한 추천위원회를 비롯하여 상무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감찰위원회, 수습지도위원

회, 인권위원회, 법사위원회, 법률구조위원회 등 상설기구를 두며, ⑤ 대법원장 및 

대법관선거(새헌법 78조) 참여자격으로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3년 이상 

판․검사 또는 변호사 실무에 종사한 자로 한정한다

대법원도 법원조직법 개정 및 대법관선거에 관한 공식적인 입법의견을 국

회에 건의하였다. 대법원이 제안한 대법관선거법은 그간 알려진 서울지역 일

부법관의 의견과 대동소이하였는데, 핵심쟁점인 선거인단 구성방법의 경우 

“선거인을 선거하는 복잡한 절차를 피하고 법조계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한

다”는 이유에서 ‘자동케이스’로 선거인단을 조직하는 방법을 택하였다.81)

대법원측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법 시안>

①선거인단 구성 :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자격 있는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

장, 각급 검찰청 검사장,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회원 50인을 초과하는 변호사회

에서는 50인당 1인 비례로 선출된 대표들로 선거인단 구성한다.

81) 법률신문, 1960.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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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선거인을 선거하는 복잡한 절차를 피하고 법조계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

하는 동시에 법조계의 의사를 충분히 대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하기 때문

②선거방법 : 선거인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선거회의가 개최되고, 선출될 대법

관 후보자 매 1인에 대해 무기명 단기투표를 하여 유효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

자로 하고, 과반수 미달인 때는 다수득표자 2인에 대해 결선투표한다.

(이유) 다소 시간을 요할 것이나 적임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제일 공정한 방법

일 것

③대법관후보자 : 후보자는 법관자격 있는 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선거일 전날까지 후보자 사퇴를 하지 않은 자

<법원조직법 개정 시안>

①대법원판사를 없애고 대법관 정원을 13인 이내로. ②고등법원 판사의 대법

관 직무대리 제도는 존속(변협 측은 삭제 의견), ③대법원의 심판권은 5인의 합의

부와 3인의 합의부로 구분하고 사물관할은 현행과 대체로 동일하게 하는 것(변협 

측도 같은 의견) ④대법원장․대법관의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을 

‘15년 이상’으로 하고, ⑤사법관시보 임명․수습․고시에 관한 사무를 대법원으로 

이관하고 수습기관은 1년 6월 내지 2년으로(변협 측도 같은 의견), ⑥법원의 예산

은 대법원장 동의 없이 정부가 삭감하지 못하게 할 것

법원조직법의 개정 방향에 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일치하거나 절충 가능

한 것이 많았다. 대법원판사제 폐지에는 의견이 같았으나 대법관 정원에 대

해 법원은 13명까지, 변협은 20명까지 증원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었다. 

변협의 안은 현재의 대법원판사 정원 11명을 전부 대법관 증원으로 돌리자

는 뜻이다. 대법원의 안은 대법관 정원은 4명만 증원하고 필요한 경우 현재

의 고등법원 판사에 의한 대법관 대리제도를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대법관선

거제와 결부시켜 이 문제를 본다면, 대법관을 얼마나 증원하느냐 하는 것은 

향후 선거가 실시될 때 현직법관이 아닌 법조인의 대법원 진출의 규모와 가

능성과 연결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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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새 헌법이 공포된 후 총선이 시행되고 새 국회에 구성되기까지 

7월과 8월 사이에 대법원은 선거법과 법원조직법 개정문제에 대해 사법부 

내의 의견을 조회․종합하여 법원 측의 공식적인 법안을 기초하였다.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의 시안에 반대하고 변협의 시안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

었다. 7월 9일 대법원회의실에서 대법관, 대법원판사 및 서울 소재 법원의 

간부 법관들의 간담회가 열려 선거인단구성방법 논의한 끝에 선거인단 구성

비율은 법관 50명, 비법관 50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적인 합

의를 보았고, 선거인단 선출방법은 선거제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견

이었다고 한다.82) 즉, 대법원 측 최초 시안의 자동케이스는 ‘선거제’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간접선거제 방식으로 전환하되 선거인단에 법관 

대 비법관의 비율을 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기존의 자동케이스 방안을 제1안으로 삼고, 제2안으

로 간접선거제를 취하고 선거인단 구성비율 및 대법관 선출비율에서 법원 측

과 비법원 간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마련하였다. 8월 하순경 대법원에 선거

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 기초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배정현 

대법원장 직무대리, 변옥주 대법관, 배영호 법원행정처장, 한성수․사광국 

대법원판사를 위촉하였다.83) 

9월 10일 대법원은 제1안과 제2안을 민의원에 건의하고, 법원으로서는 제

2안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제2안은 법관자격자 전원에게 참여 기회를 주되 

간접선거제를 취하고 선거인단을 차등적으로 구성하였다. 즉, 현직법관 중 

선출한 60명의 선거인과 현직법관이 아닌 법관자격자 중 선출한 40명의 선

거인으로 100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이 선거인단에서 대법원장과 대법

관을 선출하는 방안이었다. 대법원장은 선거인단 정원의 2/3 이상 출석과 

2/3 이상 득표로 당선된다고 하고, 현직법관이 아닌 자는 대법관 정원의 1/3

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반해 변협은 직역 차등 없이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일관되게 

82) 법률신문, 1960. 7. 18.

83) 법률신문, 1960.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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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고 추진하였다. 9월에 변협이 국회에 제안한 방안에 따르면 재조와 

재야 구별 없이 각 지방법원 관할구역 단위로 법관자격자 10명당 1명의 비

율로 선출된 자들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간접선거제�평등구성제’ 방안이

었다.84)

2) 사법권 독립 원칙을 내세운 법원안 지지의 목소리

당시 법률신문에 실린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이나 사설의 논조를 보면, 법

률신문 편집진의 의견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변협의 주장이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변협안을 지지하는 주장은 주요 국면

마다 개최되었던 좌담회 등의 기회에 변협 및 서울변회, 기타 변호사회의 임

원들 또는 몇몇 언론계 인사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외 법률신문의 논

설이나 의견기사에는 선거제에 우려를 표하고 법원안을 지지하는 학자나 법

조계 인사의 의견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개헌안 확정된 1960년 6월의 시점에 법률신문의 한 기사는 “익명을 요구

하는 한 공법학자와 한 재경(在京) 중견 변호사”의 의견을 소개했는데, 그에 

따르면 사법부의 안정성․자율성, 인사의 공정성․적절성 등을 고려할 때 선

거인단 구성방법은 법원 측의 안이 무난하고, 법원 외부의 법조인은 선거인단

에 제한된 범위에서 참가하여 사법부 구성의 독단적인 처사를 경계․견제하

면 족하며, “대법관을 선출하는 모체가 이런 면에서 불건전할 때 그 모체에

서 선출하는 인물이 건전하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하였다.85) 

전 대법원장 김병로도 대법원의 입장을 거들었다. 그는 선거제에 원칙적으

로 반대한다고 한 뒤, 헌법 규정상 선거제를 택하더라도 “선거권자의 범위를 

확대시키면 확대시킬수록 대법원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최종에는 사

법부의 위신과 중대한 책무수행에 사법정신의 확립이 곤란하지 아니할까 염

려”되며, “내말이 망언이 아니라면 아무렇게나 선거제를 실행하여 그 선거범

위를 확대하고 보면 불과 수년에 일반이 그 폐해를 알게 되여 또다시 이에 

84) 법률신문, 1960. 9. 19., 10. 21.

85) 법률신문, 1960.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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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헌문제가 있을 것에 아닌가 생각”한다고 하였다.86)

법원 측의 최종 입법의견이 마련되는 8월 말과 9월 초에는 선거제의 부작

용을 우려하는 법원 내부의 분위기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9월 3일 개최

된 대법원․서울고법․서울지법 간부들의 간담회에서 대법관선거제를 근본

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률신문 기사에 따르면, 이번 간

담회에서는 “선거과정에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혼란과 폐단을 어떻게 예

방하며 선거결과로 성립된 최고법원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법권 독립

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가 초점이었는데, 기자는 그 이유를 “최근 사법부 

안팎의 일부에서 선거로 선출된 대법관은 대다수가 어느 특정인의 협력과 지

지를 얻게 될 것인 만큼 그들에 대한 유형무형의 특수한 연관성을 가진 사람

이 그들과 관련 있는 사건 처리에 임하여 자신의 소신대로 나갈 수 있을 사

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이냐는 위험론 내지 회의론이 새로 대두되고 있는 

데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87) 기사에서 말하는 “특정인”이나 “그들”이 누구

인지는 알 수 없지만, 표를 동원하고 움직일 수 있는 변협과 거대 변호사회

의 ‘보스들’을 가리키고 있었을 것이다. 

바로 그즈음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이호정은 실질적으로 대법원의 제1안을 

지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개헌의 취지는 “순전히 법원의 인사행정

을 신중히 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확보케 하는 데 있다”라고 하고, 선거운동

에 따라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법관이 선출될 우려가 있고 정당이나 기타 

단체 세력이 법원에 개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거인의 자격요건을 “대법관, 

검찰총장, 각 검사장, 각 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 변협회장, 변호사회장”으

로 한정하고, 이 선거인단이 “대법원의 법관, 행정처장, 각 고등법원장의 회

의에서 새로 선출할 법관 수의 2배나 3배의 법관후보자를 지정하여 선거인

단에 제시하고 그 후보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하

였다.88)

86) 법률신문, 1960. 6. 20.

87) 법률신문, 1960. 9. 5.

88) 법률신문, 1960.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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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과 대법관선거법의 입법 방향’이란 법률신문 사설에서는 ‘사법

권의 독립을 우선 고려할 필요’를 내세우며 “사법부 이외의 타계 인사권이 사

법작용을 위태롭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유도 자명”하므로 “선거인단 구성방

법에서는 이론 면으로 현실 면으로 사법부가 아닌 타계의 인사권에 의하여 사

법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미치게 할 염려가 있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되며 “선거인단 구성은 어디까지나 사법부 위주라는 점을 원칙으로 하고 타계

의 의견은 이를 참작할 정도라야 한다”고 하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89)

우리가 유의하여야 할 것은 대법관도 선거제로 되었으니 법조인은 누구든지 한 

표씩의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관념이 일반 법조인에게 대단히 강하여진 것 

같은데 개정헌법 조항과 서상(敍上)의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를 면밀히 

반성 검토하여 본다면 기실인즉 개개 법조인들의 투표권 행사에 대한 구미와 매력

적인 일면에 있는 것보다도 선거과정에서 모든 불가피한 혼란과 선거결과에 나타

나는 추문은 물론이고 이에 따르는 사법부 불신경향의 형성과 불안동요상태로 끌

려 들어갈 사법부를 생각하여 볼 일면이 있음을 간과하여서도 안 될 것이다. 

이 논설이 나온 시점은 바야흐로 민주당 정부의 조각과 국회 원구성이 마

무리되어 곧 있으면 개원할 국회가 대법관선거법 등 주요 사법 관련 법률의 

입안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때였다. 주목되는 점은 선거인단의 차

등적인 구성을 지지하는 논거의 변화이다. 즉, 개헌의 목표이자 선거제 도입

의 이유 중 하나였던 ‘사법권 독립’ 원칙이 또한 선거인단을 차등적으로 구성

하는 것을 지지하는 논거로도 활용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법권의 독립’

은 ‘사법부의 자주성’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 배제’라는 의

미도 포함하고 있다.

선거제의 폐단과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변협의 선거법안을 지

지하는 측에서 제시한 주된 논거는 개헌의 정신이 ‘사법권의 독립’과 함께 

89) 법률신문, 1960.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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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민주화’ 혹은 ‘사법부 먼로주의의 타파’에 있다는 것 그리고 ‘선거 

정신에 맞는 선거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법부 민주화’론과 ‘선거 

정신에 맞는 선거제’론은 조금 결을 달리하였다. 전자는 선거제 개헌의 대의

명분에 관계된다면, 후자는 선거제에 장단점에 대한 정면의 논의는 회피하면

서 선거제를 택한 이상 선거답게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재야법조의 거물급 인사 중 조진만이 “개정헌법에서 선거제를 채택하고 있

는 만큼 선거 정신에 맞는 선거인단을 구성하여야 함은 당연한 귀결이고, 따

라서 선거인단 구성에서는 유자격자가 빠짐없이 거기에 참가하여야 하고 또 

조야 구별 없이 자연적으로 선출된 선거인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이 타

당”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90) 물론 이 발언은 조진만 개인의 선거 출마 

의사와 결부시켜 이해야 할 것이다. 

3) 국회에서의 대법원장 ․ 대법관 선거법 기초와 심의

1960년 9월 15일 민의원은 대법관선거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기초할 

9인 특별위원회를 선임하였다.91) 새 헌법에 따른 대법원 재편을 신속히 마

무리하기 정식으로 법사위를 구성하기 전에 특위를 가동하려는 의도로 보이

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게 돌아갔다. 선거인단 구성방법 등을 둘러싸고 재조

와 재야 간 이견이 심각하여 국회로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는 점은 차치

하고, 4․19 발포명령자 및 3.15 부정선거 원흉의 처단을 위한 ‘혁명재판’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여실히 드러나며 정국이 급변하고 있었다. 검찰 

당국은 3.15 부정선거 원흉을 3.15 선거 당시에 유효했던 정․부통령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법원 내부에서는 면소(免訴) 판결론이 제기되었다. 서

울지법 판사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개헌 및 직선제 폐지로 정․부통령선거법

이 실효되었다는 점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으나, “분노한 시민들에게 ‘밟

혀 죽을까 두려워’ 일반에게 공식발표는 하지 못했다”고 전해졌다.92) 검찰이 

90) 법률신문, 1960. 6. 20.

91) 진향하․김채용․한종건․김갑수․최치환․서정원․홍영기․주도윤․김준태. 법률신문, 1960. 9. 19.

92) 동아일보, 1960. 7. 23.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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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원흉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과 법

조계 내부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정선거 원흉 사건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11월 2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9월 21일 서울지법의 법관들은 현행법으로는 중벌을 내릴 수 없으므

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시 표명하였으나, 국회에서 장면 총

리는 특별법 제정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따라 불가능하고 현행법으로도 중벌

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만약 법원에서 가벼운 처결을 내릴 때는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93) 9월 28일 서울지법에서, 다음날에는 광주지법에서 

정․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택상 의원을 비롯한 몇몇 피고인들

에 면소판결을 내려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던 국회에 충격을 주

었다. 9월 29일 국회 본회의는 혁명입법 뒷받침할 개헌을 결의하고, 개헌안 

기초 작업은 법사위에 맡기기로 하였다.94) 10월 9일 서울지법은 4․19 발포 

명령 사건을 비롯한 이른바 ‘6대 사건’에 대해 예상보다 훨씬 가벼운 판결을 

내려 파문을 일으켰다.95) 이후 정치일정은 부정선거관련자, 반민주행위자, 

부정축재자의 처리를 위한 특별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헌 및 부수법률

의 입법으로 숨 가쁘게 돌아갔다. 

11월 하순 들어서야 민의원 법사위(위원장 윤형남)에서 대법관선거법 등

이 심의되고 있는 상황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법사위는 주도윤 의원96)(민

주당)의 사안, 대법원의 안, 변호사회의 안, 기타 법조계의 입법의견을 참작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법안 심의하여 본회의 상정 예정이라고 하였다. 

93) 동아일보, 1960. 9. 22.

94) 동아일보, 1960. 9. 29., 9. 30.

95) ‘6대 사건’이란 4․19 발포 명령 사건(홍진기 전 내무, 조인구 전 치안국장, 류충렬 서울시경 국장, 

곽영주 전 경무대 경호책임자 등), 장면 부통령 저격 배후 사건(잉흥순 전 서울시장 등), 정치깡패 

사건(신도환, 임화수, 류지광 등), 서울시 및 경기도 선거사범 사건, 민주당전복 음모 사건, 그리고 

제3세력 제거 음모 사건(이정재)을 말한다. 동아일보, 1960. 10. 9. 

96) 주도윤은 일본 중앙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해방 후 사법관시보실무시험에 합격, 이후 각지의 검사와 

감찰위원회 감찰국장을 역임하였다. 감찰국장으로 있던 1953년 검사재직 시절의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 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민주당에 입당하여 7・29 총선에 전남 무안에 출마 당선되

었고, 국회 법사위 위원, 공민권제한조사위원장, 감찰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

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근현대인물자료 검색결과. 참고로, 주도윤은 1945년 8월

의 조선변호사시험 응시자, 이른바 ‘이법회’ 출신이었다. 김두식, 앞의 책(각주 34), 5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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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윤 의원안은 이른바 ‘자동케이스’와 ‘비율구성제’에 따라 선거인단을 구성

하는 점에서 대법원안과 같았으나, 선거인단 구성원을 다소 확대시킨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97) 주도윤 의원은 민의원 법사위원으로서 대법관선거법안 외

에도 1961년 2월 검찰중립화법안의 성안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98)

민의원 법사위는 법사위 소관 법률안의 기초・심의를 위해 2개의 소위원

회를 두고 제1소위원회에 헌법재판소법안, 대법관선거법안, 법원조직법안, 

법관보수법안을 취급하도록 하였는데, 대법관과 대법원장 직무대리로 있다

가 총선에 출마하여 당선된 김갑수를 비롯하여 주도윤, 진성하, 김채용, 성태

경, 최석림, 이병하가 제1소위 위원이었다.99) 

1960년 12월 21일 법사위 제1소위는 주도윤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대법

관선거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법안의 골자는 (1) 대법관선거의 후보자 및 

선거인단의 자격을 법조실무 경력 10년 이상으로 정하고, (2) 법원․검찰․

변호사회의 일정 직위에 있는 자로 구성되는 후보자추천인단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3) 대법관 정원 8명 중 6명을 현직법관 중에서, 2명은 비법관 중

에서 선거한다는 것이었다. 기존의 주도윤 의원의 사안이 ‘자동케이스제’였다

면, 수정통과된 법안은 법원측 제2안과 같은 ‘간접선거제－차등구성제’를 취하

면서 다시 자격연한을 높이고 새로 추천인단제도를 도입하였다. 제1소위 법안

에 대해 변호사회 측은 당연히 강력 반발하였다. 법원 측은 법원이 국회에 건의

한 제1과 제2안 중 제2안의 통과를 바란다는 정도의 의견을 표하였다.100)

97) 1960. 11. 21.자 법률신문에 실린 주도윤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선거인단은, (1) 대법원장, 대법관, 

대법원판사, 고등법원장과 부장판사, 지방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합의부지원장, (2) 검찰총장, 대

검차장, 고등검사장, (3) 대한변협 정․부회장, 회원 100명 이상인 변호사회의 정․부회장, 변호사

회장, (4) 법관자격이 있는 공인된 법과대학장 등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안은 (1) 대법원장, 대법관, 대법원판사, 법관 자격 있는 법원행정처장, 고등법원장, 지방법원

장, (2) 검찰총장, 고검검사장, 지검 검사장, (3) 변호사회장, 회원 50명마다 선출된 1명씩의 대표들

로 구성된다. 변호사회안은 재조 재야 구별 없이 각 지방법원 구역단위로 법관 자격 있는 자 10명

당 1명씩 선출된 대표들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자는 것이었다.

98) 1961년 2월 주도윤 의원 등이 발의해 제출한 검찰청법 개정법률안은, 검사에 임기제를 도입하여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검찰인사위원회(법무부장․차관, 검찰총장, 대검차장검사, 민의원의장이 지

명한 법관자격 있는 민의원 1인, 대법관 1인, 대한변협에서 선출한 변호사 1인)를 구성하여 연임여

부를 심사하고, 검사의 정년을 하향조정하도록 했다(검찰총장 및 고검장 65세, 대검 검사 60세, 

기타 검사 55세). 

99) 법률신문, 196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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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대한변협 주최로 서울변호사회관에서 법사위 제1소위안을 비

판하는 좌담회가 열렸다. 좌담회 참석자들의 결론은 “(1) 선거인단 구성은 그 

근원을 일반국민에게 두는 것이 원칙이나 그것이 곤란하므로 전법조인이 이

에 참가해야 할 것이고 10년 이상이라는 제한을 둔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2) 추천인단을 구성하자는 것은 헌법위반이며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무시

하는 것이다. (3) 6대2의 비율을 두는 것은 혁명 정신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과 대등원칙에도 위반”된다는 것이었다.101)

법사위는 1961년 1월 안에 선거법안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

이었기 때문에 변호사회 측은 자신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힘을 집중하였

다. 1월 18일 변협의 주관으로 열린 전국법조인대회에서는 법관자격자 전원

에 선거권을 주어야 하고, 대법관 정원 중 현직법관과 비법관의 비율을 정한 

것은 비민주적이며, 대법관선거법에 관한 공청회를 즉시 개최하라는 등 3개 

사항을 결의하였다.102) 1월 27일 변협에서 전국의 각 지방변호사회장을 소

집하여 법안에서 비민주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

고, 결의문을 민의원 의원들에게 우송하였다. 1월 30일 변협회장 장후영을 

비롯한 수십 명의 변호사가 변협이 건의한 선거법안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지

지를 호소하기 위해 국회 정문과 지하다방 등에서 개개 의원을 상대로 설득 

공작을 펼쳤다.103)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제1소위 법안에 대해 여러 수정안이 나왔는데, 그중 

100) 법률신문, 1960. 12. 26. 

－선거인단 구성 : 법관 검사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 그 직에 있었던 자로 구성하되 

법원행정처에 선거인으로 등록한 자

－대법원장․대법관 피선자격 : 법관 유자격자로서 10년 이상 법관 검사 변호사직을 경험한 자

－후보자 추천인단 구성 : 법관 자격 있는 민의원 의원 2인, 참의원 의원 1인(각각 소속 원의 의장

이 지명), 대법원장, 대법관, 전직 대법원장, 검찰총장, 대한변협회장, 헌법재판소장. 

－추천인 원수 : 선거할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의 3배를 추천. 선거관리 책임자는 추천된 후보자의 

성명을 공시(단 본법 제정 후 최초의 선거의 추천인원은 2배로)

－최초 선거의 선출인원 제한 : 본법 시행 후 처음 선거에서는 대법관정원 8인 중 6명은 현직법관 

정원에서, 2인은 기타 법조인 중에서(주로 재야) 선출한다.

101) 법률신문, 1961. 1. 2. 

102) 동아일보, 1961. 1. 18.

103) 법률신문, 1961.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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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중 의원 외 23인의 수정안은 10년 이상 실무경력이란 자격제한 및 추천

인단 제도를 철폐하는 등 변호사회가 주장하는 내용과 유사하여 변협의 지지

를 받았다. 1월 30일 민의원 법사위는 선거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검토 조정

하기 위하여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제일변회에서 조진만(회장), 

서울변회에서 이병린(부회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104) 

한편, 법원 측도 사태를 방관하고 있지 않았다. 1961년 2월 6일 대법원판

사 전원, 서울고법, 서울지법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들은 대법원 회의실에서 

회동하여 대법관 선출비율에서 현직 대법관을 우대하는 안을 관철하기로 결

의하였다.105) 2월 8일 대법원장, 대법원판사 전원, 각급 법원장이 참석한 사

법감독관 임시회의에서는 “사법의 민주화와 독립을 위해 사법부의 제2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 법관의 종합된 의견으로 다짐”하는 한편, 대법관 

전원과 대법원 행정처장이 그 실행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배

정현 대법원장 직무대리의 개회사는 유달리 강경하고 노골적이었다.106) 

104) 법률신문 1961. 2. 6. 

105) 법률신문, 1961. 2. 13. 

106) 법률신문, 1961. 2. 13. 배정현의 개회사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회 측에서 자기들의 안대로 입법되기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모양이다. 우리나라와 같

은 실정으로는 변호사회안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변호사회 측에서는 자기들이 대법관을 많이 

차지할 것을 주장하는데 소송대리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법운영이나 인사권을 가진다면 편

파적인 인사조치 등 말할 수 없는 폐단이 야기될 것은 뻔한 바, 외부의 간섭 없는 사법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의 의견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사법부의 인사주도권은 법원 

측이 가져야 마땅하다. 외부에서 사법의 주도권을 가진다면 사법부의 질서는 문란해질 것이다. 재

야법조계 측에서는 법원 측의 주장을 비합리적이라고 하며 갖은 중상을 하는 것 같은데 사법부의 

안정을 위해 현직법관에게 길을 널리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왜 못마땅하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사위안을 전폭적으로 찬성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예비선거단(추

천위원단)의 인원비율이 재조보다 재야가 더 많기 때문이다. 10년 이상의 법관자격이 있는 자만이 

선거인단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면 약 80%에 가까운 외부사람들이 참가하게 될 것인바 그렇게 되

면 사법부의 인사권은 완전히 외부에서 장악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 수정안도 역시 재야를 우대한 

안인바 나로서는 반대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 사법부의 안정과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선 법관에게 

승진을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법관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여

야 한다. 사법부의 우대는 유능한 법관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당한 것이다. 

우리는 독재정권하에서 사법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워왔다. 독재정권은 법관 임명을 거부한 

적이 있고 법관연임도 그들의 의사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하여 거부한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자

유당소속 사람을 제청해달라고 강요하는 것을 우리는 완강히 거절했었다. 이렇게까지 사법의 독립을 

위하여 싸워온 우리를 중상모략하는 측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자중하였다. 우리 사법부는 선거법 

입법을 앞두고 중대 위기에 봉착하였으며 사법흥망의 기로에 당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법관들

은 선거법이 잘 되어 사법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끔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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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사법부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법원의 제2

안은 선거인단의 구성비를 법관 60 대 비법관 40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민의

원 법사위안은 이를 50 대 50으로 하였다. 대법관 중 현직법관 대 비법관의 

비율에 대해 법원측은 6 대 2를 제안하였고 법사위 제1소위안도 같은 비율

을 택했으나, 법사위에서 이를 5 대 3으로 수정하였다. 추천인단제도의 도입

에 대해 변협과 법원이 모두 반대했지만 결이 달랐다. 법원측이 우려하는 점

은 추천인단에서 법원측 구성원보다 비법원측 구성원이 더 많다는 것이었

다.107) 예비선거인과 선거인의 자격을 10년 이상 경력자로 하는 것에 법원

이 반대한 이유도 아무래도 현직 법관들보다 재야법조 쪽에 경력을 갖춘 자

가 더 많았기 때문이었다. 

1961년 2월 11일 민의원 본회의에서 대법관선거법안이 통과되었다. 법관

자격 있는 전원이 선거인 100명(법관 측 50명, 비법관 측 50명) 선출하고 

이 100명의 예선인단이 현직 법관 중에서 5명, 비법관 중에서 3명의 대법관

을 선출하며, 동법 공포 후 최초의 대법원장 및 대법관선거를 30일 내에 실

시하기로 부칙에 규정하였다.108) 

2월 15일 법안이 참의원에 이송되었다. 2월 17일 변협의 재경(在京) 상무

위, 서울변회 상무위, 제일변회 상무위의 연석회의를 개최되어 기존의 변호

사회의 의견을 재확인하고 참의원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에 합의하고 참의

원에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재야측 안의 관철 위해 끝까

지 투쟁하기로 하였다. 2월 18일 결의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확정 및 

참의원과의 교섭사무를 일임 받아 처리하는 임무를 가진 7인 대책위원회가 

열렸다. 대책위원들은 한격만(서울변), 이병린(서울변), 신순언(서울변), 양준

모(제일변) 양윤식(서울변) 홍승만(제일변) 민동식(제일변)이었다.109) 7명의 

107) 법사위수정안의 추천인단 구성을 보면 법원 소속은 추천인은 11명(대법원장 대리 1명, 대법관 현

원 5명, 고등법원장 3명, 전직 대법원장 2명)이다. 이에 대해 법원에 속하지 않은 추천인인 16명이

다. 즉, 검찰 측 4명(검찰총장 1명, 고등검사장 3명), 변호사회 측 6명(변협회장, 서울변회장, 서울

제일변회장, 회원 30명 이상의 지방변호사회장으로 현재 3명). 국회 측 6명(법관자격이 있는 민의

원 의원 4명, 참의원 2명).

108) 법률신문, 1961. 2. 13.

109) 법률신문, 1961.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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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원 중 한격만은 나중에 대법원장 후보로, 신순언, 양윤식, 민동식은 대

법관후보로 출마하였다. 변협은 선거인단을 400명(재조․재야 각 2백 명)으

로 확대할 것, 후보선출인단제도와 대법관선출비율을 삭제할 것 등을 참의원

에 건의하였다. 부산변호사회도 법관 자격 있는 자로 선거인단 구성하고, 10

년 이상의 법관자격자를 피선거권자로 하며, 중앙에 중앙선거위원회와 각 지

방법원 단위로 지방선거위원회를 둔다는 수정의견을 참의원 법사위에 건의

하였다. 

참의원 법사위110)에서는 대체로 변호사회 측의 의견에 공감하였다. 3월 

3일 참의원 법사위의 대법관선거법 수정 3인 소위의 성안한 수정안의 골자

는, 추천인단 제도를 삭제하고, 대법관선출의 재조․재야 비율을 규정한 조

항을 삭제하고 자유 경쟁하도록 하며, 선거인단 수를 재야 100, 재조 100, 

모두 200명으로 하고(민의원안은 50 대 50 모두 100명), 선거소송은 헌법재

판소법안에 규정하여 헌재가 맡도록 하고(민의원안은 대법원이 관할), 대법

원장위 선거는 선거인 과반수 출석, 출석선거인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는 것

(민의원안 과반수 출석, 2/3 득표)으로 한다는 것이었다.111)

3월 20일 참의원 법사위는 대법관선거법안에 대해 간담회 형식의 공청회

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초청된 인사 중 학계의 한태연과 윤세창

은 불참하였고, 언론계에서 이종극(동아일보 논설위원)과 정현준(한국일보 

논설위원), 재조 법조계 인사로 김연수 대법관과 서일교 서울고검 차장검사, 

재야법조계 인사로 장후영 대한변협 회장, 양준모 제일변회 총무 등이 참석

하였다. 재조우위의 비율로 사법부의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재조 법조 측의 

주장과 자유경쟁주의 원칙에 따른 민주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재야 측의 주장

이 맞섰다.112)

110) 위원장 심종석, 위원 이인, 송필만, 백남억, 이교선, 최달희, 김용성, 곽상구.

111) 법률신문, 1961. 3. 6.

112) 법률신문, 1961. 4. 3. 김연수 대법관, 장후영 변협회장과 양준모 변호사는 각각 재조와 재야의 

기존 태도를 고수하였고, 이종극 동아일보 논설(중앙대 법대 교수)도 종래 자신의 견해대로 변협

안을 지지하였다. 정현준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법원측 의견을 지지하였고, 서일교 검사는 간선제

의 폐단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간선제, 추천인단제, 대법관 정원비율제 도입에 이해를 표하고 검

사 출신도 1명 넣을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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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참의원 법사위가 마련한 수정안이 4월 10일 참의원에 회부되어 

4월 11일 참의원 본회의를 별다른 토론 없이 통과하였다.113) 참의원을 통과

한 법안의 요점은 두 가지였다. 추천인단제도를 없애고 법관자격자 20인 이

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선거인단의 규모를 200인으

로 하고 법관 100명, 비법관 100명으로 하는 것이다. 선거법안은 다시 민의

원의 재의에 부쳐졌다. 이미 민의원은 참의원에서 법안이 대폭 수정될 기세

를 보이게 되자 즉각 타당하지 않은 수정 방향이라고 하며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었다. 1961년 4월 18일 개최된 민의원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쳐진 참의

원 수정안이 부결되고 다시 민의원 원안이 재석 133명 중 가 132표, 부 1표

로 통과되었고, 4월 26일 법률 제604호 ‘대법원장 및 대법관선거법’이 공포

되었다.

Ⅳ. 법률가집단에 의한 혁명의 활용과 법률가 정치

1. 4.19 사법개혁 의제와 재야법조

4․19 이후 사법개혁 과제가 제기되고 논의되고 있던 상황은 사법제도에

서 식민지성 극복과 민주적 개혁을 지향하며 포괄적인 개혁 의제가 등장하였

던 미군정기 및 정부수립 초기의 상황과 비슷하다. 그러나 4․19 이후의 상

황에서 그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있었다. 미군정기와 정부수립기에는 존재감

이 미미하였던 재야법조계가 4․19 이후 사법개혁 논의에서는 적극적인 의

제 설정자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분명히 재야법조계의 양적․질적 성

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1948년 8월 15일 현재 기준으로 판사는 156명, 

검사는 145명이었고, 변호사의 경우 미군정기에 한국변호사 자격이 부여된 

미국인을 제외하고 한국인 변호사는 불과 66명이었다.114) 1961년 2월 대한

113) 제5대 국회 참의원 본회의 회의록. 제38회(243차), 1961. 4. 10.

114) 문준영, 앞의 책(각주 19), 6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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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의 법관자격자는 2,100여 명에 달했다. 

그중 현직법관은 305명, 현직 검사는 190명이다. 변호사의 경우 법무부에 등

록된 자는 총 1,593명이고 그 중 현재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변호사는 437명

이었다.115) 1948년 8월 대비 판사는 약 1.9배, 검사는 1.3배, 변호사는 실무

종사자 기준으로 6.6배 증가한 것이다. 변호사회의 양적 성장은 서울 지역에 

편중되었다. 1961년 4월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전국의 현업 변호사는 모두 

430명, 그중 서울변회와 제일변회 두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총 288명으로 

전국 현역 변호사 총수의 67%에 달하였다.116)

다만, 이러한 재야법조계의 성장 및 재조 법조와의 관계를 볼 때 주의할 

점이 있다. 미군정기의 사법기관 재건 과정에서 식민지시기 법조 피라미드에

서 하위에 있던 한국인 법률가들이 단숨에 법원․검찰․법무행정기구의 중

심부로 진입하였다. 출발점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이후 재야법조를 구성하는 

법률가 대부분이 여러 경로를 통해 사법기관 재건 초기에 판사․검사 등으

로 임용되었다가 퇴직한 자들이었다. 따라서 식민지시기에 변호사자격을 취

득한 자로서 해방 후 어느 시점에 ‘재야’에 있는 법률가의 경우 ‘재조’에 있는 

법률가와 어떤 이질적인 자격을 갖고 있다거나 어떤 특별한 노선과 활동을 

통해 ‘재야’로서의 일체성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1960년을 전후하여 변호사회의 리더나 명망가에 해당하는 자들은 재조 법률

가와 비교하여 그 자격이나 경력 면에서 뒤떨어질 게 없었고, 학연․지연․

근무처나 여러 인연으로 서로 얽혀있었다. 제2장에서 소개한 대법원장․대

법관 선거에 출마한 재조 및 재야 법조인들의 법조자격 종류와 법조경력을 

비교해보아도 이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런데 1950년대 후반의 상황과 경험을 통해 동급의 동료임을 전제로 한 

‘재야’와 ‘재조’ 사이의 상대적인 구별을 넘어 ‘재야=민(民)’ 대 ‘재조=관(官)’

이라는 대립과 경쟁의 의식이 이전보다 강해졌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진보당 

사건을 비롯한 일련 정치적 사건의 판결, 법관연임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문

115) 법률신문, 1961. 2. 13.

116) 법률신문, 1961.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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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을 둘러싸고 변협과 서울변회는 이승만 정권과 조용순 대법원 체제에 

대항하여 야당(민주당)과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민주－법치 수호운동을 벌였

다. 그 가운데 대법원 구성원은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폐쇄적

인 태도를 고수함으로써 ‘관료주의’, ‘사법부 먼로주의’, ‘무능’ 등 비판의 과

녁이 되었고, 유능하고 참신한 재야법조 인사의 대법원 진입을 통해 대법원

의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절실한 개혁방안으로 떠올랐다. 대

법관선거제가 변호사회의 리더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서론에서 필자는 해방공간에서 형성된 ‘법률가수호자주의’와 결합해 있는 

한국적 법률가정치의 양상이 해방 후 15년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전개되

고 있었는지를 고찰함에 있어 4.19 이후 법률가집단의 동향이 매우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소재들을 제공한다고 말하였다. 변호사단체의 제안과 로비의 결

과로 대법관선거제가 도입되었고 대법원과 변호사회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

이 펼쳐졌다. 7․29 총선을 맞아 저명한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자유법조단’

이 조직되어 법률가의 정계 진출을 시도하였다. 변협은 대법관선거제 개헌 

및 선거법 입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법원조직법 개정과 함께 변

호사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1960년 11월에는 서울변회에서 제일변회가 갈려 

나왔다. 이후 서울지법 관내에서는 복수의 변호사회가 공존하는 체제가 20

년간 지속되었다. 

변호사단체가 주도한 선거제 개헌 및 개혁의제 설정, 자유법조단의 출범, 

서울변회의 분열 등의 사태는 각각 고립되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

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한국적인 법률가정치와 관련시켜 논할 때 대법관선

거제 도입 및 재야법조계의 동향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그것은 종래의 

법률가수호자주의적 법률가정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야법조의 양적 

성장을 배경으로 재야법조 명망가들이 주도하였던 법률가정치의 영향력 확

대 시도였으며 동시에 앞으로 전개된 법률가수호자주의적 법률가정치의 주

도권을 둘러싼 법조계 내부의 위계와 세력을 재편하려는 시도로서 해석할 수 

있다. 부연한다면, 변협의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양적 확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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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후반 야당과 제휴하여 전개한 사법제도 관련 입법운동(법원조직법 

개정, 법관연임법 제정) 및 민주－법치 수호운동을 통해 정치적․사회적 역

할의 강화를 꾀해온 변호사회의 경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대법관선거제

는 이와 같은 재야법조의 성장과 내적 상태를 배경으로 ‘사법권 독립과 사법

민주화’를 내걸고 재야법조계 지도급 인사들의 대법원 진출을 보장하는 새로

운 게임의 규칙을 만들려는 시도였다고 말할 수 있다. 자유법조단은 ‘자유민

주주의의 수호자는 법률가’라고 주장하며 국회 내에 기존의 정당정치 엘리트

와 구별되는 무당파 법률가집단의 블록을 만들어내려는 시도였다. 제일변회

의 설립은 대법관선거제를 비롯하여 사법부와 국가기관에 대한 접근 가능성

과 재야법조 몫의 파이가 한층 커진 상황에서 변호사회 내부에서 벌어진 유

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하에서 자유법조단과 서울변회 분회 문제를 중심으로 

재야법조계의 동향과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자유법조단과 정계 진출 시도

1) 자유법조단 결성과 7.29 총선

4․19 이후의 7월 총선을 앞두고 결성된 ‘자유법조단’은 법조인의 정계 진

출 목표로 내걸고 결성된 조직이다. 1960년 5월 21일 한격만, 신태악, 민운

식, 장후영, 최대용 등 법조인을 중심으로 조직된 ‘(가칭) 대한법조단’으로 그 

시동이 걸렸다. 이들은 ‘부패세력 배격’의 유일한 방법은 법조인의 정계진출

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기존의 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의 규율을 받

는 ‘직업단체’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정치적 활동에 있어서는 자유스

러운 입장에서 별도 단체의 출현이 요청되어 왔는데, 4․19 후의 새로운 국

면에 대처하여 기성 정당에 속하지 않은 법률가들의 대동단결을 통해 정계진

출을 시도할 것이라고 하였다.117)

117) 간담회 출석자는 한격만, 전봉덕, 박한상, 이영환, 염동호, 최문기, 소중영, 강순원, 김봉환, 민운식, 

장후영, 이인, 신태악, 최대용이다. 법률신문, 1960.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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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6월 18일 한국법학원 회의실에서 찬동자 37명이 출석한 가운데 

자유법조단이 발족하였다.118) 전북 순창에서 민의원 출사표를 던져 언론이 

주목하던 전 대법원장 김병로가 대표로 옹립되었다. 발족 취지문에 따르면, 

자유법조단은 “애국학생들의 4월 의거의 정신을 입법부문에 반영시키는 데 

노력하되 특히 (1) 일당독재의 배격 및 의회독재에서 오는 불법악규 출현경

향을 초당파적 입장에서 시정하고 (2) 법의 왜곡과 악용을 배제하면서 인권

보호를 위하여 투쟁하고 (3)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국회 진출에 공

동 협조할 것”이라고 하였다. 자유법조단의 강령과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 자유법조단 강령

 1. 엄격한 삼권분립으로 행정권의 독재를 거부하고 국민생활의 자유평등을 보

장한다.

 1. 입법예산 기타 중요한 사항의 심결에 있어서 국회 다수당의 횡포를 거부한다.

 1. 사법부의 인사를 시정하여 재판의 공정과 인권옹호의 만전을 기한다.

 1. 정상모리배를 구축하고 금융민주화를 완성하여 경제적 균등사회의 건설을 

기한다.

 1. 관기를 숙정하고 공무원 생활을 보장한다.

 1. 세제를 개혁하여 국민부담의 공정을 기한다.

▲ 임원명단

대표 김병로

운영위원 한격만 신태악 이인 고병국 김동현119) 전봉덕 장후영 오완수 변재성

총무 최대용 민운식

재무 김춘봉 소중영120)

118) 법률신문, 1960. 6. 13.. 6. 23.

119) 이후 법률신문에 연속 게재된 자유법조단 운영위원 명단에 의거하면 김동현은 곧 운영위원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120) 법률신문, 1960, 6. 20. 자유법조단 발기인 명단 

김병로 이인 한격만 오완수 김동현 김찬영 고병국 이병린 산태악 장후영 양윤식 조평재 조석조 

황성수 김춘봉 권재찬 김은호 전성환 이수욱 김인태 최문기 김동환 김병희 박한상 윤명룡 한세복 

전봉덕 양명훈 염종호 소중영 민운식 신순언 곽명덕 안기영 이영환 최대용 노재필 민동식 김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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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법조단은 발족 취지문에서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표본인 미국의 국회

를 보건대 약 7할의 의원이 법조인으로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실은 법조인

의 국회투쟁의 실적을 입증해주는 것”이라 강조하였다. 법률신문도 사설을 

통해 “법조인들이 국회로 진출하여야 할 필요성은 그들이 가지는 학식과 자

격 그리고 사회에 대한 관찰 판단력이 종합적으로 발전 성숙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것이며 이에 따라 입법의 적정과 정상적인 국회운

영에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여 자유법조단의 출범과 법조인의 정계 

진출을 지지하였다. 법률신문사 사장 최대용은 자유법조단 총무였고 총선에도 

출마하였다. 

법률신문 기사에 따르면, 7・29 총선에 출마한 법조인 출신자는 민의원 입

후보자 90명, 참의원 입후보자는 19명으로 총 109명이었는데, 직전 제4대 

국회 총선에 출마한 법조인 출신자는 총 61명이었다. 정당・단체별로는 민의

원 입후보자 중 법조인 출신자는 무소속 48명, 민주당 24명, 자유법조단 10

명, 사회대중당 9명, 민련 1명이고, 참의원 입후보자의 경우 무소속 9명, 민

주당 7명, 자유당 2명, 자유법조단 1명이었다.121)122)

자유법조단 발기인 중에는 조평재 변호사처럼 과거 좌익계 법률가로 활동

한 사람도 있지만, 주요 인물들의 면면, 발기취지문, 강령 등에서도 나타나듯

이 기본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었다. 7월 22일 자유법조단 간부 한격

만, 신태악, 최대용, 김춘봉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분당의 운명에 

도달하였다고 결론 내리고 자유법조단은 “극좌적인 분자와 극우적인 분자를 

제외한 인사들을 망라하여 민족자주정신에 입각한 보수 신당으로 발전할 

강순원 이봉재 

121) 법률신문, 1960. 7. 11. 법조인 출마상황

122) 1960. 7. 4.자 법률신문에 실린 자유법조단 공천자 명단에 따르면, 

－참의원 의원 출마자(2명) : 한격만(서울), 이인(서울)

－민의원 의원 출마자(13명) : 신태악(서울중구갑), 최대용(서울중구을), 이병린(서울성동을), 김춘

봉(서울용산갑), 박한상(서울영등포갑), 김병로(전북순창), 소중영(전북완주) [이상 1차 공천] 최병

길(충주 청주), 최문기(경북 영일갑), 조석조(경남 사천), 노재필(경남 동래), 전성환(경남 의령), 염

동호(전남 나주갑) [이상 제2차 공천]

한편, 법률신문(1960. 7. 11.자) 기사에는 조평재가 강릉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으로 나오는데, 

자유법조단 공천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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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대표 김병로를 제2공화국 초대대통령으로 추대할 것이나, 원내 다수 

정당이 되지 못하는 경우 민주당 구파와 제휴하여 연립내각을 구성할 것이라

고 발표하였다. 이들은 내각제 개헌에 결함이 있고 입법기술상 졸렬함이 있

는데 그 원인은 법률가가 국회에 극소수였기 때문이며 앞으로 국회에는 법률

가들이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통령직선제와 위헌법률심사권의 

법원 이관 등을 위한 개헌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23)

법률신문의 집계에 따르면, 총선에서 당선된 법조인은 당초 기대한 50명

의 절반 정도인 28명이고(민의원 23명, 참의원 5명), 소속별로는 민주당 19

명, 무소속 6명, 통일당․사회당․자유당 각 1명씩이었다.124) 한편, �한국법

조인대관�의 전신에 해당하는 �법조인사보전(法曹人士寶典)� 따르면, 제5대 

국회에서 법조출신 국회의원은 총 30명(민의원 24명, 참의원 6명)인데, 이는 

제헌국회부터 1970년대까지의 역대 국회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이다.125)

자유법조단 공천자 중 당선자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참의원 선거에서 당

선된 이인밖에 없었다. 민주당 신구파의 분열과 혁신세력의 분열․부진 등을 

틈타 자유법조단으로 뭉친 법률가들의 국회 진출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대실

패였다. 급조된 선거용 단체이고 법조 명망가들이 모인 단체라는 점을 제외

하고, 사실 자유법조단은 정강․정책의 면에서 기성 보수정당과 차별성이 없

었고 민주당 압승의 바람 속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낮았다. 자유법조단의 멤

버들은 법조계 내에는 명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중적 인지도나 정당 세력

과의 유대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들과 비교하면 조재천(법무부장관), 

한근조, 주도윤 등과 같이 일찍부터 민주당에서 참여하여 활동해온 변호사들

은 국회에 입성에 성공하였다.

123) 법률신문, 1960. 7. 25.

124) 법조인 당선자 명단은 법률신문, 1960. 8. 8.

125) 법률실무연구회, �法曹人士寶典�(법조문화사, 1977), 515면. 제헌국회 3명, 제2대 국회(1950) 12

명, 제3대 국회(1954) 14명, 제4대 국회(1958) 19명, 제5대 국회(1960) 30명(민의원 24, 참의원 

6), 제6대 국회(1963) 11명, 제7대 국회(1967) 16명, 제8대 국회(1971) 20명, 제9대 국회(1973년)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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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법조단과 한국적 법률가정치 

자유법조단은 해방 이후 한국의 법률가정치와 연결되어 있던 ‘법률가수호

자주의’가 4․19의 정치적 조건과 기회와 맞물려 독특하게 발현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자유법조단 결성에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자유법조단’이라는 단체명이

다. 본래 ‘자유법조단’은 1921년 8월 10일 창립된 일본의 진보적 변호사단체

의 이름이다. 일본의 자유법조단은 코베조선(造船), 미츠비시․가와사키 조

선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노동쟁의 및 인권유린 사건의 변호활동에 관여한 

일군의 변호사들에 의해 결성되었다. 노동쟁의, 소작쟁의, 대중운동을 지원

하고 정부와 자본 측의 탄압에 대항하여 효과적인 변호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는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자유법조단은 “메이지(明治) 사회

주의, 다이쇼 데모크라시, 그리고 미분화된 초기 마르크스주의 운동의 세 조

류가 일체를 이루고 있던 때”에 창립되어, “노동쟁의, 소작쟁의, 관동대지진 

사건 등에서 권력과 대치하며 용감하게 싸웠고, 커다란 쟁의 중에 자유법조

단원이 참가하지 않은 쟁의가 없었다”고 일컬어진다.126) 자유법조단은 식민

지 조선에도 특파원을 보내 김병로, 이인 등 쟁쟁한 조선인 변호사들과 함께 

사상사건, 노동쟁의․소작쟁의 사건에 대한 변호활동을 펼쳤다. 대표적으로 

1927년 조선공산당 사건에서 변론한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변호사,127) 

1928년 간도공산당 사건에서 변론한 우에무라 스스무(上村進) 변호사를 들 

수 있다.128) 이 자유법조단의 성향과 목표, 그 활동 실적과 명성은 조선의 

변호사들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이름을 4.19 후 재야법조인의 

정계 진출을 위해 조직한 선거용 단체의 이름으로 사용한 것이다.

일본의 자유법조단은 1920년대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의 개막과 함께 

등장하여 천황제 관헌국가의 권력에 맞서 노동자・농민 등 피압박대중의 편

에서 싸우려 결의한 변호사들의 단체였다. 한국의 자유법조단은 4․19가 열

126) 松井康浩, �日本辯護士論�(日本評論社, 1990), 181면.

127) 동아일보. 1927. 10. 8.

128) 동아일보. 192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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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 정치적 기회를 활용하여 정치권력에 접근・참여하기 위해 급조된 변호

사들의 선거연대 단체였다. 두 자유법조단은 각각 변호사집단의 정치적․사

회적 역할 확대가 요청되고 있던 시대에 등장하였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창립의 정신과 지향점은 완전히 이질적이다. 이 점을 굳이 거론하는 까닭은 

한국의 자유법조단이 정치적 성향은 보수적이었음에도 일본의 진보적인 변

호사단체의 이름을 참칭하였다고 지적하고 이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것보다는 4․19 공간에서 ‘자유법조단’과 같은 재야법률가들의 조직이 나타

난 배경 및 함의를 생각해보기 위해서이다. 거기에는 한국의 법률가집단의 

내적인 상태와 법률가정치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사실 4.19를 전

후한 한국사회에는 일본의 자유법조단과 같은 진보적 변호사단체가 만들어

질 수 있는 정치사회적 조건과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129) 진보적인 

정치세력은 괴멸 상태에 있었고, 노동조합 활동도 4․19 이후에야 숨 쉴 공

간을 가질 수 있었다. 법률가집단은 그동안의 좌파 색출작업과 한국전쟁에서 

살아남은 우파 법률가 일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130) 그 가운데 서서히 변호

사 수도 늘어나고 변호사단체의 진용도 갖추어지면서 이승만 정부에 맞선 사

법권 독립 수호운동과 몇몇 정치적 사건을 중심으로 변호사회의 활동이 펼쳐

져 왔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4.19 직후 변협이 변호사법 개정을 사법개혁 의

제로 들고 나온 것도 바야흐로 재야법조의 조직적 실천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때가 되었고 또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상황 판단에 입각하고 있었

다 할 것이다. 

4.19가 열어준 공간 속에서 재야법률가들은 더 나아가 집단적 정계 진출

을 시도하였다. 자유법조단 참가자들의 면면을 볼 때 그들은 민주당, 자유당 

또는 사회대중당과 같은 기성의 정당․정파와의 유대가 약한 법률가들로 보

129)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일본의 자유법조단과 같은 진보적 변호사단체가 나타났다. 망원

동 수재사건과 구로동맹파업 사건 공동변론을 계기로 1986년 5월 19일 ‘정의실현 법조인회(정법

회)’가 결성되었고, 1988년에는 “자주・민주・통일을 목표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의 한 부문”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자 한 젊은 변호사들에 의해 ‘청년변호사회(청변)｣가 결성되었으며, 이 두 집단이 

통합되어 1988년 5월 28일 민변이 출범하였다. 민변 홈페이지, http://minbyun.or.kr/?page_id=65.

130) 이 점에 대해서는 김두식, 앞의 책(각주 34) 5부와 6부에서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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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어쩌면 최대용과 같이 민주당 공천을 받고 싶었으나 여의치 않은 이들

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선거연대를 통해 정계 진출과 국회 내에서 독자적

인 블록을 만들고자 하였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는 법률가’라는 주장을 

내걸고 정치엘리트와 경쟁하여 지분을 확보하려 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자유법조단 가담자들이 당시 서울변호사회와 대한변협에서 

임원 등으로 활동하는 사람들과 겹친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가장 눈에 띄

는 인물은 김병로(대표)와 이인(운영위원)이다. 두 사람은 일제하에서 민족

주의 우파 진영을 대표하는 변호사였고 해방 후 사법재건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과 법무행정을 이끌었으며, 이인은 이미 제헌국회와 3대 국회 국회의원

을 지낸 정객이었다. 운영위원 중 김동현은 김병로 대법원장 재임 시절에 대

법관을 지냈고 김병로의 후임 대법원장 물망에 올랐던 자이다. 고병국은 동

경제대를 졸업한 일본 고시 사법과․행정과 합격자 출신인데 해방 후에는 

서울법대 초대 학장, 단국대 학장, 한국법학원 부원장 등 법학계를 대표할만

한 인물이다. 이들만 놓고 보면 해방 후 한국 법조실무와 법학계를 아우르는 

명망가들이 모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김병로․이인․김동현․고

병국을 제외한 자유법조단 임원 10명131)은 모두 그즈음 변협이나 서울변회

의 임원이거나 주요 위원회 구성원이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자유법조단 발

기인이자 민의원 출마자인 이병린(서울변회 부회장과 변협 총무)과 조평재

(서울변회 상무위원)도 서울변회 임원이었다.132) 이들 12명을 포함하여 필

자가 조사한 범위에서 자유법조단 발기인 및 임원을 합친 총 43명 중 28명이 

1960년을 전후하여 변협과 서울변회 임원이나 주요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이다. 이 기간 서울변회 총무를 맡았던 양준모(1960.4. 임명)와 최순

131) 한격만, 신태악, 전봉덕, 장후영, 오완수, 변재성(이상 운영위원), 최대용, 민운식(이상 총무), 김춘

봉, 소중영(이상 재무)

132) 14대 서울변회(1960.4.)와 9대 변협(1960.5.) 임원진을 보면, 신태악은 서울변회 및 변협의 회장, 

이병린은 서울변회 부회장과 변협총무, 민운식은 서울변회 회계, 조평재는 서울변회 상무위원장

이었다. 15대 서울변회(1960.8)와 9대 보선 변협(1960.9) 임원진을 보면, 장후영은 서울변회 및 

변협 회장, 전봉덕은 서울변회 부회장과 변협총무, 김춘봉․소중영․최대용은 서울변회 상무위원

이었고, 변협 부회장 오완수는 전 대구변회장(1955~59)을 역임하였다. 한격만은 변협 상무위

(1961.2) 등을 거치고 제16대 서울변회장(1961)이 되었다. 변재성은 전 부산변회장(1949, 1954)

이고 변협 상무위원(1961.2)을 역임하였다.



4․19 혁명과 법률가집단의 정치   109

문(1960.8. 임명)을 제외하면, 1960년도의 제14대와 제15대 서울변회 집행

부 전원이 자유법조단에 참여하였다. 요컨대, 자유법조단의 주축은 당시 서

울변회를 중심으로 변호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던 자들이었다. 

아마도 그들은 법조계 내에서는 이름이 잘 알려져 있으나 대중적인 인지도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때마침 총선 출마를 선언한 전 대법원장 김병로를 대표로 

옹립할 필요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김병로는 앞서 보았듯이 대법관선거제 도입에 반대 의사를 표하였다. 반

면, 자유법조단에 관여한 서울변회와 변협의 임원들은 바로 대법관선거제 도

입의 주역들이었다. 1960년 11월에 조직된 서울변회의 대법원장․대법관선

거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 추진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이,133) 1961년 2월 구

성된 변협 7인 대책위 위원 중 5명이 자유법조단 가담자였다. 자유법조단 가

담자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입후보한 자는 10명(대법원장 입후보 3, 대법

관 입후보 7), 선거인으로 입후보한 사람은 11명이다(대법관과 선거인에 중

복 입후보자 2명 포함).134)

참고로, 다음 절에서 다루는 서울변회 분회 사태와 관련하여 덧붙이면, 자유

법조단 가담자 중 9명이 나중에 제일변회 발기인과 임원이 되었고, 그중 4명이 

대법관과 선거인으로 입후보하였다.135) 이들 9명과 김병로․이인, 그리고 서

울 지역 변호사회와 관계없이 지역에서 활동하다 지역 연고로 총선에 출마한 

것으로 보이는 2명136) 등 총 1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유법조단 가담자 30

명은 모두 서울변회 분회 사태 속에서 서울변회를 떠나지 않은 자들이다.

133) 추진위원은 김동현, 신태악, 한격만, 이수욱, 한세복, 이병린(이상 자유법조단 가담자), 허진. 법률

신문 1960.11.21. 

134) 대법원장 입후보 : 이인, 김동현, 한격만

대법관 입후보 : 장후영, 고병국, 신순언, 양윤식, 이수욱(이상 서울변회 소속), 민동식, 윤명용(이

상 제일변회 소속)

선거인 입후보 : 김춘봉, 박한상, 이병린, 이수욱, 강순원, 김인태, 안기영, 이영환, 전봉덕, 최대용 

윤명용(이상 서울변회 소속), 윤명용, 김봉환, 한세복, 소중영(이상 제일변회 소속) 

135) 민운식(제일변 재무), 고병국(대법관 입후보), 소중영(선거인 입후보), 조평재(제일변 부회장), 민

동식(대법관 입후보), 윤명용(대법관, 선거인 입후보), 김봉환(선거인 입후보), 한세복(선거인 입후

보), 곽명덕(제일변 발기인)

136) 경남 산청에서 출마한 조석조는 1949년 부산변회 소속으로 개업한 자이고, 청주에 출마한 최병길

은 청주대․청주농과대 등에서 강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한국법조인대관� 검색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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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출마자 중 김병로․이인과 앞서 말한 지역연고 출마자 2명을 제외하

고, 나머지 총선출마자 12명137)이 나중에 서울변회와 제일변회 소속으로 나

뉜 결과도 흥미롭다. 3명은 제일변회 창립 멤버가 되었고(조평재, 염동호, 소

중영). 나머지 9명은 분회 사태 속에서 서울변회를 지켰다. 그런데 이 9명 

중에 신태악, 이병린, 한격만, 최대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은 모두 군법무

행정에 종사한 경력을 갖고 있고, 그중 4명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되었다가 

1953년․1954년에 실시된 군법무관 전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자격을 취

득한 자들이다.138) 이들 4명 외에 7명의 자유법조단 발기인이 군법무관 전

형시험 출신자로 확인된다. 후술하듯이 50년대 중후반에 대거 변호사계로 

유입된 군법무관전형시험 출신자들은 서울변호사회 임원진으로 진출하였고 

서울변회 분회의 빌미를 만들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자유법조단 발기인․임

원 43명 중 군법무관 계통의 변호사가 12명(28%)이었다. 이는 나중에 서울

변회에 충성심을 보여준 자유법조단 가담자 30명의 40%에 해당한다. 더욱

이 서울변회 성향의 총선출마자 9명 중 5명이 군법무관 계통의 변호사들이

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자유법조단 가담자의 성격을 단순히 재야법조 ‘명망

가’라고만 규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법조단에 참여한 자들은 해방 전에 법조자격을 취득한 법조인들만 아

니라 해방 이후 다양한 경로의 법조자격 취득자를 포괄하고 있었으며, 그들 

중 민주당, 자유당 또는 혁신계 등 기성정치세력과 긴밀한 유대가 없는 법조

인들이 여러 가지 수준의 개인적 동기를 가지고 자유법조단으로 결합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묶어내는 선거 캐치프레이즈도 당연히 어떤 차별

적인 정치적․사회경제적 정책을 표현하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에서

137) 한격만(서울, 참의원), 신태악(서울, 민의원, 이하 같음), 최대용(서울), 이병린(서울), 김춘봉(서울), 

박한상(서울), 조평재(강릉), 소중영(완주), 최문기(영일갑), 노재필(동래), 전성환(의령), 염동호(나

주갑). 조평재가 자유법조단의 공천을 받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으므로 자

유법조단 총선 출마자로 다루어도 큰 무리를 없을 것이다.

138) �한국법조인대관�에 따르면, 노재필(동래 출마)은 1943년 일본 고시 행정과 합격자로 법제처 법

제관(1947), 국방부 제2국 법제과장(1949), 육군본부 법무감실 차감(1950), 육군본부 법제위원회 

간사장(1954) 등 육군 법무행정의 요직을 거쳐 1958년에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김춘봉(서울), 

박한상(서울), 최문기(영일), 전성환(의령)은 1953․1954년 군법무관 전형시험 합격자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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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더 많은 법조인을 국회로!’라는 구호가 되었다. 

3. 서울변호사회의 분열과 서울제일변호사회의 설립

1) 서울제일변호사회의 설립

1960년 9월 14일 저녁에 약 40명의 변호사가 모여 서울변호사회의 분회

에 찬동하고 서울제일변호사회의 창립을 발기하였다. 분회의 이유는, (1) 현

대 서울변회는 회원 수가 과다하여 회 운영상 곤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종종 사업 추진상 의견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 (2)앞으로 새로운 회를 

구성하는 회원은 단순히 변호사업에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순수한 

변호사회원으로서의 책임에 충실하여 법률문화 향상과 법률구조사업에 적극

적인 열의를 가져야 한다는 점 (3) 회원의 질적 향상을 적극화하자는 점 등이

었다.139) 1960년 9월 21일 노진설, 조평재, 민복기, 장재갑, 한복, 임석무, 

임갑인 등 7명의 변호사가 새로운 변호사회 설립에 찬동하는 60명을 대표하

여 법무부에 서울제일변호사회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140) 10월 29

일 법무부는 ‘결사의 자유’ 등을 거론하고 설립을 인가하였다. 11월 11일 법

원회의실에서 제일변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발기인 70여 명 중 약 40여 명이 

출석하고, 배정현 대법원장 대리, 조재천 법무부장관, 이태희 검찰총장 등 내

빈이 참석하고 노진설이 임시의장으로서 총회를 주재하는 가운데, 초대 회장

에 조진만, 부회장에 임석무, 총무에 양준모, 재무에 민운식이 선임되었

다.141) 서울변호사회는 제일변회 설립을 인가한 처분은 변호사법상 지방법

원관할지역에 하나의 변호사회를 설립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1960년 11월 10일 설립인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61년 11

월 29일 회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소를 취하하였다.

139) 1960년 9월 14일 회동에서 채택된 서울제일변호사회의 창립취지문. 법률신문, 1960. 9. 19.

140) 법률신문, 1960. 9. 26. 

141) 법률신문, 196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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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법무관 출신자의 변호사회 진출

서울변회의 분회 및 제일변회의 창립 배경과 그 의미에 관해서는 박천웅 

교수의 훌륭한 분석이 있다. 제일변회의 창립은 “변호사 사회 내부에서 법원 

및 검찰 고위직과 동질적인 엘리트와 그렇지 못한 비엘리트의 경계를 긋는 

사건”으로서 제일변회의 창립과 이후의 행보는 “1945~60년 사이 변호사자

격이 느슨해지는 와중에 일부 변호사들이 자격의 정통성을 기준으로 새로운 

경계를 짓고, 1960~70년대 사법부 고위직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과정”을 보

여준다는 것이다.142) 제일변회의 설립이 자격의 정통성을 기준으로 한 경계 

짓기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은 김두식 교수가 역작 �법률가들�에서 지적된 

바 있다. 김두식 교수는 제일변회 설립이 서울변회 내의 군법무관 출신자의 

증가에 따른 ‘정통 고시’ 출신들의 대응이었다고 설명한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군법무관이 대거 전역하여 변호사를 개업하고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도 

참여하였는데, 그 다수는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군법무관으로 임용되었다

가 1953년과 1954년 기형적인 군법무관 전형시험을 통해 변호사자격을 획

득한 자들이었다.143) 1960년 서울지역의 변호사 300여 명 중 육․해군의 군

법무관 출신이 100여 명에 육박하였다. 이에 고시 사법과와 조선변호사시험 

등 이른바 ‘정통 고시’ 출신들이 “서울변호사회가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에

게 좌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변호사들의 질적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144)

142) 박천웅, ｢국가와 엘리트 변호사—서울제일변호사회에 의한 내부 지위 경쟁과 사회적 폐쇄

(1960~1980)｣, �사회와 역사� 123(한국사회사학회, 2019), 127, 156면. 

143) 군법무관전형시험은 ‘군법무관임용법’(1952. 4. 24. 법률 제243호)에 근거하여 유효기간이 

1952.4.~1954.4.로 정해진 ‘군법무관전형령’(1952.11. 1. 대통령령 제717호)에 의한 시험이다. 군

법무관임용법은 육군과 해군의 군법무관 자격으로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및 고시 

사법과 합격후 군법무관 시보를 거쳐 성규고시에 합격자로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부칙 제9조에

서 본법 시행 당시 군법무과 장교는 본법 시행후 2년내에 한하여 군법무관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본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실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하면 본법에 의한 

군법무관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군법무관전형령 제2조에 따르면, 전형은 민법․민소법․형

법․형소법 중 실체법과 절차법 각 1과목을 과하여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응용능력의 

유무를 고사하고 아울러 학력, 경력, 근무연한과 실무성적을 참작하여 행하며, 고사는“구술로써 

하되 전형을 지원할 때에 응시자로 하여금 그 과목을 선택케 한다.” 전형령에 따라 육군에서는 

1953년 4회에 걸쳐 군법무관 전형이 실시되어 모두 84명이 군법무관으로 임용되었다. 법무50년

사 편찬위원회 편, �법무50년사 1946~1996�(육군본부, 1996), 164~165면. 

144) 동아일보, 196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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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면서 새로운 변호사회를 창립했다는 것이다.145) 

실제로 분회 추진자들이 군법무관 출신자를 비하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제일변회 설립인가신청 하루 뒤인 9월 22일 개최된 서울변회 임시총회에서 

분회에 반대하는 회원들이 결의한 ‘분회론과 금후 대책’ 5개 사항 중 3개 사

항이 분회파에 의한 군법무관 멸시・모독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에 관

한 것이었다.146) 군법무관 출신 김원갑 변호사는 법률신문에 기고한 시론에

서 분회론자의 일부 주장이 근거가 없지는 않으나 “가난한 대신에 긍지에 살

고 간판(看板)과 성분(成分)을 중시하는 한국 법조계 기질에 비추어 볼 때 

법무관출신 회원이 그냥 그대로 소화되어 인화와 단결 지속을 하기를 기대하

였든 것이 당초에 무리였는지 모른다”고 하고 “현실문제로서는 차라리 변호

사회를 분립하여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자극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기도 

하다”고 하였다.147) 

“서울변호사회가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좌우되고 있다”라는 분회론

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검증할 방법은 없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군법무관 

출신자의 증가와 임원진 진출에 따른 변호사회 내부의 세력 분포 변화가 분

145) 김두식, 앞의 책(각주 34), 256~257면.

146) 법률신문, 1960. 9. 26.

분회 주창자 또는 찬동자 중에 동료를 멸시, 모독한 자도 있으므로 그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분리

회원들과의 교섭 및 자가숙정 공적을 좌기에 의하여 이행키로 한다.

1. 분리회원들과의 절충 : 대책위원 5명을 선임하여 분회측과 교섭 절충하여 분회하는 사태가 없도

록 그 대책을 강구

2. 과거 이승만 독재정권에 적극 협조한 자(회원을 말함)의 자가 숙정 조치를 취할 것

3.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는 전(全) 변호사에 대한 품위실추의 행위이므로 

그 책임을 추궁할 것

4.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자를 조사하여 징계 조치할 것

5.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가 서울변호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그릇 지도한다는 발언을 한 자를 

조사하여 징계 조치를 취할 것

147) 법률신문, 1960. 11. 14. 김원갑은 군법무관 출신의 증가로 “재야법조계의 수적 세력 분포를 변천

케 함을 보면서 이는 반드시 하나의 문제를 야기하거나 대소간 파문을 던지고야 말 것이라는 예

감”을 가졌는데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기(時機)와 형태”로 나타난 것이 이번 변호사회 분리문

제라고 하였다. 김원갑은 “2, 3명의 주동적 악랄분자”들의 실제 목적이 “군법무관 출신회원에게 

직업적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군법무군 출신의 대거 참여가 변호사의 질적 

향상보다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고 “군법무관 

출신자가 부당한 단결력을 과시하여 회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운운한 점은 전혀 무근거한 낭설

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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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원인 중 하나임은 부정할 수 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100년사�에서는 

군법무관출신자들이 한때 서울변회 내에서 절반을 넘는 큰 세력을 형성하였

으며, “이런 상황이 서울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군사법관 출신 회원들과 연대하지 않으면 회장이 되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하며, 그것을 제일변회 창립의 연유로 들고 있다.148) 이외에 몇 가지 정황을 

통해 군법무관 출신자들의 서울변회 진출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앞서 

본 자유법조단 가담자 및 총선 출마자 중 군법무관 출신자의 비율도 그 점을 

말해주며, 대법원장․대법관 선거에서 선거인 후보에 등록한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총 30명 중 11명이 군법무관 전형시험을 통해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라는 점도 그러하다. 군법무관 출신으로 자유법조단에 참여하고 총선에 출

마한 자 및 대법관선거 선거인으로 입후보한 자 11명 중 8명은 15대 서울변

회의 주요 위원회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다음 <표 2>는 1953년․54년 군법

무관 전형시험 출신으로서 자유법조단, 7․29 총선, 대법관선거, 서울변회 

임원진 등에 진출한 자들을 조사한 것이다.

148) �서울지방변호사회100년사�, 245명.

149) 태윤기는 만주국 고등문관시험 합격자(1942년)로서 해방 후 육사 2기 법무후보생 과정을 수료하

성명 자유법조단 총선 출마(소속)
대법관선거 

입후보
서울변회 임원

강순원 발기인  선거인 인권옹호위(60.12.)

김병희 발기인    

김숙현   선거인 상무위(60.8)

김인태 발기인  선거인  

김춘봉 재무 서울(자유법조) 선거인 상무위(60.8.), 인권옹호위(60.12.)

박한상 발기인 서울(자유법조) 선거인 인권옹호위(60.12.)

안기영 발기인  선거인
특별입법연구위(60.8.), 

인권옹호위(60.12.)

양건수   선거인
상무위(60.8), 

검찰중립화위원회(60.8)

<표 2> 군법무관전형시험 출신자의 자유법조단․총선․대법관선거․서울변회 임원 진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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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변회와 제일변회의 구성원 비교

그러나 제일변회 분립의 이유를 군법무관 출신자의 진출에 대한 ‘정통 고

시’ 출신자의 대응이라는 식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른

바 ‘정통 고시’의 의미를 과거 일제하의 고시 사법과 시험이나 조선변호사시

험과 같은 정규 시험 합격자로만 한정할 것은 아니다. 분회 파동 당시 서울

변회 회장 장후영과 부회장 전봉덕은 모두 일본 고시 사법과 출신이고, 직전 

회장 신태악은 고시 사법과, 부회장 이병린은 조선변시 합격자였다. 사실 그 

당시 해방 전에 법조자격을 취득한 자는 조선총독부판사특별임용제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시험, 조선변호사시험이나 일본변호사시험 중 어느 하

나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였다. 

아래 <표 3>은 1961년 5월 대법원장․대법관 선거에 입후보한 현직법관, 

서울변회 및 제일변회 소속 변호사들의 법조자격 종류를 비교한 것이다. 서

울변회 소속 출마자들에 비해 제일변회 소속 출마자 중 고시 사법과 출신자 

수가 더 많기는 하지만, ‘자격의 정통성’으로 시비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다. 

즉, 대법원장․대법관에 입후보한 법원과 변호사회의 상층부 인사에 관한 한 

고 군법무 분야에 종사하다 제1회 육군 군법무관전형에 합격하였다. 1959년 민권수호국민총연맹 

상임위원으로 활동했고 7.29총선에 출마하였으며, 1985년 민주화추진협의회 부의장, 1988년 광

복회 감사, 1992년 백범 진상규명위원회 법정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국법조인대관�

양명훈 발기인   인권옹호위(60.12.)

유장환   선거인  

이봉재 발기인    

이영환 발기인  선거인 감찰위(60.12.)

전성환 발기인 의령(자유법조)   

최문기 발기인 영일(자유법조)   

태윤기149)  서울(민권수호연맹) 선거인 상무위(60.8) 

황철신   선거인  

* 법률신문 1960. 7. 11, 8. 22, 12. 12, 1961. 5. 15. 기사에 따랐음.



<표 3> 서울변회․제일변회 소속 대법원장․대법관 입후보자의 법조자격150)

소속

자격 구분
현직법관 서울변회 소속 제일변회 소속

일본 고시 사법과 11 (2) 5 (1) 8 (1)

조선변호사시험** 3 4 5

총독부판사특별임용 2 2 1

합계 16 11 14

평균연령 51.4세 58.3세 53.8세

** 괄호안은 고시사법과와 조선변호사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임

** 조선변시 합격자는 1944년 이전 시행된 시험의 합격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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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해방 전 자격 취득자라는 점에서 동질적이고 고시 사법과 출신자의 수

에서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자격의 정통성 시비는 해방 이후에 도입된 다종다양한 자격취득 경로와 

관련이 된다. 앞서 1950년대 후반에 변호사계로 유입된 군법무관 출신자의 

변호사회 진출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거기에서도 드러나듯이 1960년 시점의 

변호사들, 특히 현업에 종사하는 약 437명151)의 변호사 집단에는 해방 이후 

혼란스러웠던 법조인 자격 부여와 충원의 흔적이 새겨져 있을 수밖에 없었

다. <표 4>는 해방 후 시행된 각종 시험과 특별임용제도의 근거, 시행시기, 

선발인원을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150) 이하 법조자격은, �한국법조인대관�(법률신문사, (https://www.lawtimes.co.kr/Lawman/); 법원

행정처 편, �한국법관사�(육법사, 1981) 부록(법관 등 명단); 법원행정처 편, �법원사(자료집)�(법

원행정처, 1995); 김두식, 앞의 책(각주 3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근현대 인물자

료․조선총독부관보․직원록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151) 1961년 2월 변협의 통계에 따르면, 변호사 등록자 총수는 1,593명, 이 중 현지 실무 종사하고 

있는 변호사는 437명이다. 법률신문, 1961. 2. 13.



시험명 법적 근거 시행시기 선발인원

사법관시보 실무시험
1945.12.. 법무국령 제5호 (법무국 

사법관시보 시험위원회 설치)
1945.11.

사법요원양성소

입소시험
 1946.3.

변호사시험

1947. 3. 사법부령 제3호 

조선변호사시험, 1949. 5. 

대통령령 제96호 변호사시험령

1947.10.(제1회), 

1948.10.(제2회), 

1949.10.(제3회)

53명 71명 

20명

고등고시 사법과
1949. 8. 대통령령 제174호 

고등고시령

1949(제1회)

1951(제2회)

1952(제3회)

1952(제4회)

...

16명 49명

21명

16명

...

간이법원판사

임용시험

1948. 5. 군정법령 192호 

법원조직법 105조3항
1948. 8. 87명

검사보 임용시험 1949. 2. 3. 

판사 및 검사특별임용시험
1950. 12. 법률 제170호 판사 및 

검사 특별임용시험법

1952(제1회)

1952(제2회)

58명

35명

서기 특별임용 1945

판검사특별임용시험

(세칭 제1차 특임시험)
1946.9.

* 변호사시험, 고등고시사법과, 판사․검사특별임용시험(1952) 각 합격자수는 �법조인사보전�, 

518~19; 521면. 간이법원판사임용시험 합격자수는 김병화, �한국사법사(현세편)�,26면

<표 4> 해방 후 판사․검사․변호사 자격 취득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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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임용, 간이판사시험, 검사보시험 등은 주로 법원서기 출신자들이 판검

사로 임용된 경로였다. 김두식 교수에 따르면, 1945~58년에 임용된 판사 

517명과 검사 420명 중 해방 당시 법률가자격이 없었던 서기 출신 판사가 

178명, 검사가 145명으로 초창기 전체 법률가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였다. 

해방 전에 판검사를 지냈거나 변호사등록을 마친 사람은 390명, 해방 후 사

법요원양성소 입소시험, 변호사시험, 고등고시 사법과 등에 합격한 신규 자

격자가 223명이었다.152) 

박천웅 교수가 제일변회 발기인 60명의 법조자격(미상 9명 포함)을 조사

152) 김두식, 앞의 책(각주 34), 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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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에 따르면, 일본 고시 사법과 합격자(25명)와 조선변호사시험 합격자

(14명)가 65%를 차지하고, 해방 이후 사법요원양성소․사법관시보고시․변

호사시험․고시 사법과 등 1945~53년의 “혼란기에도 국가가 설립한 교육기

관에서 연수를 받거나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통성”

이 있는 자들 11명(18%)인 반면, 해방 전 재판소서기 경력자로서 해방 후 

특별임용을 통해 변호사자격을 갖게 된 사람은 1명에 불과하고, 군법무관 전

형 출신은 한 명도 없다.153)

필자가 제일변회 발기인의 법조자격을 다시 조사하였는데, 미상 1명을 제

외한 59명의 자격은 다음 <표 5>와 같다.

153) 박천웅, 앞의 글(각주 142), 148면.

<표 5> 제일변호사회 발기인의 법조자격 현황154)

시험․자격취득 인원 비고

해방 전 자격취득 

특별임용 2 추정 1명 포함

일본 고시 사법과 21 변시 합격자 1명 포함

조선변호사시험 15

소 계 38

해방 후 자격취득

변호사시험

(1947․48)
11

사법관시보 실무고시 합격자 1명 

포함

사법요원양성소 입소시험

(1946)
4

사법관시보 실무고시

(1945)
1

특별임용

(1945, 1946)
3

‘세칭 제1차 판검사특임시험’(1946) 

합격자 1명, 특임 추정 1명 포함

고시 사법과

(제3회 1952)
1

소 계 20

미상 소 계 2

총계 60



소속

자격 구분
서울변회 소속 제일변회 소속

해방 전

자격

취득

일본 고시 사법과 6 10(1)*

조선변호사시험 4 12

소계 10 22

<표 6> 서울변회․제일변회 소속 대법관선거 선거인 입후보자의 법조자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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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웅 교수의 조사 결과와 비슷하지만, 필자의 조사를 새삼 확인되는 사

항이 있다. 해방 후 자격 취득자가 전체 발기인의 1/3에 해당하는 20명에 

이르고 있고, 미군정기 자격취득자 중에서 ‘일종의 정통성’이 인정되는 변호

사시험과 사법요원양성소 입소시험 출신자가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155) 특별임용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자가 3명이 있으나, 졸속적인 자

격부여로 논란이 있었던 간이판사임용시험․검사보임용시험 출신자는 한 명

도 없다는 점이 눈에 띈다.156) 박천웅 교수가 밝힌 바와 같이 군법무관전형

시험 출신자도 없다.

서울변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 자료는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울변회 회원 중 100여 명이 군법무관 출신이었고, 한때는 

회원의 절반에 이르렀다고 한다. 각종 자격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간접

적으로 확인해보고자 대법관선거에 선거인 후보로 등록한 서울변회 및 제일

변회 소속 변호사들의 자격을 조사해보았다.

154) 발기인 명단은 동아일보, 1960. 10. 30; 법률신문 1960. 11. 7. 동아일보에 실린 명단 중 김은만

(金恩萬), 조헌근(趙憲根조), 정인종(鄭寅鐘)은 법률신문에 실린 명단에 따라 각각 김사만(金思

萬), 조헌식(趙憲植), 정인호(鄭寅鎬)의 오기로 판단했다. 미상 2인은 옥동억(玉東億)과 주도원(朱

濤元)이다. 옥동억(玉東億)을 옥동형(玉東瀅, 玉東瀅, 1940년 조선변시 합격, 1938 만주국 고등문

관시험 합격)의 오기로 보는 경우 조선변시 합격자가 1명 추가된다. 

155) 참고로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1945년 8월 조선변호사시험 합격증을 받은 이른바 ‘이법회’(以法

會) 출신자는 3명으로 각각 사법관시보실무고시, 판검사특임시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나

타난다. 

156) 1948년 5월 군정법령 제192호로 공포된 법원조직법은 최하급 법원으로 ‘간이법원을, 그에 대응하

는 ‘간이검찰청’의 설치를 예정하였다. 이에 따라 간이법원 판사와 간이검찰청에 배치될 검사보를 

임용하기 위한 시험이 시행되었으나 간이법원․간이검찰청 제도가 시행되지 않게 됨에 따라 합격자 

전원을 실무수습도 없이 지방법원 판사 및 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하였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사법관시보 발령을 받은 사람들보다 먼저 임용이 된 것이다. 김병화, 앞의 책(각주 5) 23면, 179면.



해방후

자격

취득

특별임용(1945) 1 1

특별임용시험(1946) － 3

사법관시보시험(1945) 1 1

사법요원양성소 입소시험(1946) 2 4

변호사시험(1946․47) 2 6

간이법원판사시험

․검사보시험(1948․49)
4 (1)** －

고시 사법과(제1회 1949) － 1

판검사특별임용시험

(제1회 1952)
－ 1

군법무관 전형(1953․54) 11 －

미상 1 －

소계 22 17

계 32 39

평균연령 47.4세 48.5세

 * 괄호안은 조선변시에도 합격한 자의 수

 ** 괄호안은 검사보시험(1949) 합격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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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법관 선거에 선거인으로 입후보하는 것을 순수하게 개인적인 뜻에 

따른 출마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두고 싶다. 왜냐하면, 서울변회와 제일

변회의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각 변호사회의 선거인들은 대법원장과 대법

관 후보로 출마한 자회의 인사들을 더 많이 당선시켜야 할 임무가 있으며, 

또한 그러한 임무를 가진 선거인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각 변호사회 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앞의 <표 2>에서는 서울변회의 군법무관 출신 선거인 후보 11명 중 8명이 

서울변회의 각종 위원회 구성원임을 알 수 있다. 위 <표 6>에서는 두 변호사

회 소속 선거인 가운데 해방 이전과 이후 자격 취득자의 구성비 및 해방 후 

취득한 자격의 종류의 측면에서 뚜렷한 대비가 나타난다. 서울변회 선거인 

32명 중 22명이 해방 후 자격 취득자이며, 이중 절반이 군법무관 출신이고 

4명은 간이판사시험․검사보시험 출신자이다. 반면, 제일변회 선거인 39명

의 경우 해방 후 자격 취득자는 17명이고 15명이 사법요원양성소 입소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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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고시 사법관 등을 거친 자이다. <표 6>에서 나타나는 두 변호사

회 소속 선거인의 자격 구성비를 종합하면, 아마도 분회 전 서울변회 소속 

중견급 변호사들의 자격 구성비에 접근하지 않을까 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변회와 제일변회는 해방 전 자격의 구성비의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해방 후 자격 취득자의 구성비 면에서 뚜렷한 차

이를 보여준다. �서울지방변호사회 100년사�는 제일변회가 “법관 출신 변호

사들이 주축이 된 신진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신설”되었다고 하고 있다.157) 

일제하의 고시 사법과 등과 같은 ‘정통 고시’ 출신이 아니라 ‘신진 변호사들

이 주축’이라고 한 대목이 의미심장하다. 위의 분석 결과를 참고하면,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었다’고까지는 말하지 못하더라도, 해방 후 일종

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신진 변호사들’이 제일변회 창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두 변호사회의 임원진을 비교하면 또 다른 차이가 발견된다. 13대 

서울변회 회장을 역임한 정구영은 해방 전부터 일관되게 재야법조계에서 활

동하며 여러 번 변호사회 회장과 주요 변호사단체의 장을 역임하였다. 후임 

14대 회장 신태악은 20대에 민족주의・사회주의 사상을 품고 청년운동에 참

여하여 옥고를 치른 적이 있고, 일본에 유학하여 29세에 고시에 합격한 후 

계속 변호사로 있으면서 1946년 경성조선인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진보당사건 항소심 담당변호인으로 판사와 검사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

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다가 검찰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158) 같은 시기 부

회장이었던 이병린은 변호사로 일관하며 인권변론과 유신반대 운동에 종사

하였다. 15대 회장 장후영은 일제하의 짧은 판사경력과 미군정기의 법무국・

사법부에서 근무한 경력을 제외하고 1946년 하반기부터는 �법정�지를 간행

한 법정사 사장과 변호사로서 활동하였다.159) 부회장 전봉덕은 일제하 경찰, 

157) �서울지방변호사회 100년사�, 274면.

158) 김이조, �한국법조인 비전�(법률출판사, 1999), 61~63면.

159) 변호사로서 장후영의 이력에 대해 법률신문은 “서민호 사건에 대한 행정부 측의 속결주의를 반대

하다가 이승만 검찰에 의하여 유형무형의 압력을 받았고 이승만 대통령 저격 사건에서 불능범으

로 주장하다가 또 시비를 만나 당시 조야 법조계의 동정과 화제를 모았던 유명하고도 용감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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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군경력이 있으나 해방 후 재조 법조계와는 관계가 없었다.

반면, 제일변회 임원들 가운데는 재조 법조경력이 더 길고 고위직에 오른 

자들이 더 많다. 초대회장 조진만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 없고, 부회장 

임석무는 일본 고시 사법과 합격 후 1941년부터 함흥지법 판사로 근무, 해방 

후 월남하여 판사와 검사 거쳐 1949년 11월에 옷을 벗었다.160) 제일변회 창

립 발기인으로서 창립총회에서 의장을 맡았던 노진설은 임석무와 같은 평안

도 출신으로 조선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로 활동했으나 미군정기에 월남

한 후 대법관에 오르고 정부수립 후에는 중앙선거위원장, 감찰위원장, 심계

원장(審計院長)을 역임하였다. 대법관에 입후보한 자들의 경력에서는 그러한 

특징이 더 뚜렷이 나타난다. 민복기는 법무부차관(5대 1951년), 검찰총장(5

대 1956년)을 역임하였다. 김윤근은 서울고등법원장서리(1949년), 법무부차

관(4대 1950년)을 지냈으며, 임석무는 대전지검 및 대구 지검장을 거쳐 법무

부차관(8대 1956년)에 올랐다. 정순석은 광주․춘천․전주․대구지검 검사

장을 거쳐 검찰총장(6대 1957년)에 올랐다. 참고로 대법원장에 출마한 조진

만은 1951년 5대 법무부장관을 역임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앞서거니 뒤서거

니 하면서 법원, 법무부, 검찰의 요직을 거친 자들이다. 이들과 결이 다르지

만 격동의 시대 속에서 고민하는 재판관의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 법

조인물사의 한 면을 채우고 있는 유병진도 제일변회의 창립멤버이자 대법관 

입후보자였다. 

반면, 서울변회 소속으로 대법관에 입후보한 8명 중에서 해방 후 법원․검

찰의 요직에서 비교적 오래 근무한 자를 찾아보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952)

와 광주고법 부장판사(1957)를 지낸 이수욱, 서울고법부장판사(1950)를 거

쳐 서울지방법원장(1952년)에 오른 김준원 정도가 눈에 띈다.

한편, 제일변회 창립의 주축이 ‘신진 변호사들’이었다고 할 때 주목되는 인

물이 총무 양준모이다. 그는 제일변회 창립 당시 “선봉자격으로 일을 꾸민 

사”라 하였다. 법률신문, 1960. 12. 5. 

160) 법원행정처 편, 앞의 책(각주 151), 634면, 정부수립 후 퇴직법관 명단, 634면. 1950년 3월에 이홍

규(이회창의 부) 검사가 법조프락치로 몰려 기소되었을 때 기소 담당 검사가 임석무였다고 한다. 

김두식, 앞의 책(각주 34), 4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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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었다고 한다.161) 양준모는 1947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하고 1948

년 변호사 개업을 하였으며, 1955년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수료, 미국 연방정

부 국무성 초청으로 Southern Methodist 대학교 법대에서 비교법을 연구하

고 돌아와 국내에 영미법을 소개하고, 1963년 서울 법과대학, 사법대학원 등

에서 강좌를 맡기도 하였다.162) 재무 민운식은 황해도 출신으로 일본대 법학

부 졸업(1943)하고 1947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에 합격하였으며, 변호사

로 활동한 것을 제외하고 특이한 이력이 발견되지 않는다.163) 

제일변회 발기인 중에는 1946년 2월 좌익 및 중도성향의 법률가들이 결성

한 조선법학자동맹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었던 조평재와 홍순엽이 있다.164) 

그러나 이 둘을 제외하고 제일변회 창립 멤버 중에서 특별히 변호사로서 재

야성을 발휘하며 우리나라 초기 법조인물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사

람을 찾기 힘들다.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양준모가 다닌 미국 Southern 

Methodist 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홍순엽은 1957년에 LL.M. 학위를 받았

다. ‘미국 유학과 미국법 지식’은, ‘정통 고시 출신’ 및 ‘국가법조와 긴밀한 

관계’와 함께 한국의 주류 또는 엘리트 법조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해방 후 

법학계와 법조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미국과의 교류의 장에서 홍순

엽과 양준모 사이의 인연이 발견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우며 의미심장하다.

제일변회의 발기인들은 새로운 변호사회를 창립하는 목적의 하나로 “사법

권의 독립을 지키는 법관과 함께 엄정중립하여야 할 회의 운영이 자칫하면 

그 본지에서 벗어난 정치활동에 관련된 움직임에 흐를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자숙하기 위하여”라고 하였다.165) ‘회의 운영이 정치활동으로 흐를 우려’라

는 말은 아마 자유법조단 출범을 주도하고 총선에도 참여하였던 인사들을 가

리키고 있지 않았을까? 제일변회 창립멤버 중에도 자유법조단 발기인과 총

선에 참여한 자도 있지만, 그 수는 훨씬 적다. 서울변회 소속 11명의 대법원

161) 홍현욱, ｢양준모 변호사를 추도함｣(법률신문, 1993. 7. 5.), 김이조, 앞의 책(각주 158), 106면 재인용.

162) 김이조, 위의 책, 100~101면.

16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한국근현대인물자료.

164) 김두식, 앞의 책(각주 34), 291면. 

165) 가칭 서울제일변호사회 창립발기취지문, 법률신문, 1960.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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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법관 입후보자 중 자유법조단 참여자는 6명이다. 반면, 제일변회 소속 

12명의 입후보자 중에서 자유법조단 참여자는 3명이다. 그만큼 현실정치 참

여에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것인데, 변호사회의 엄정중립과 비정치성을 강조

하며 다름 아닌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는 법관”에 견주고 있는 점이 특히 눈

길이 간다. 

4) 서울변호사회 분열의 정치적 함의

바야흐로 법률가집단에 정치사회적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한 

4․19 공간에서 서울변회 분회 사태가 벌어진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박찬웅 교수의 지적과 같이 “이 시점에 왜 제일변호사회라는 단체가 분리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한국 변호사 사회의 한 분파가 국가 사법

부의 중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166)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일변회의 출범은 ‘자격에 따른 구별 짓기와 서열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왜 하필 그 시기에 분회가 감행되

었는지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4․19 혁명은 재야법조인들에게 국가기관 및 주요의사결정에 참여할 기

회를 확대하였다. 법조계 내에서 대법관선거제 및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한 

대법원 재편 문제는 특별히 중대한 의미가 있었다. 그것에 따라 새로운 사법

부의 리더십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의미심장하게도 대법관선거법을 둘러싸

고 변협과 법원이 팽팽하게 맞서오다가 공이 국회로 넘어간 9월에 들어 분회

가 추진되었다. 변호사회와 법원이 각각 선호하는 법안 또는 국회 법사위가 

성안할 법안 그 어느 것에 따르든지 변협회장과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위

상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였다. 또한, 변협과 대법원이 내놓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모두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었다.

더 커진 파이를 자를 칼을 누가 쥐게 될 것인가? 변협의 임원진과 연동되

어 있었던 서울변회의 임원진 그리고 서울변회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해

166) 박천웅, 앞의 글(각주 142),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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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밖에 없었다. 그즈음 서울변회의 임원진의 변화를 살펴보자. 1960년 4

월 16일 서울변회 정기총회 신태악이 직전 회장인 정구영을 누르고 회장에, 

이병린은 직전 부회장인 김윤근이 누르고 부회장에 당선되었다.167) 낙선한 

김윤근168)은 제일변회 창립멤버가 되었다. 1959년 제13대 서울변회 임원진

은 정구영(회장), 김윤근(부회장), 장영목(총무), 민운식(회계), 1960년 제14

대 임원진은 신태악(회장), 이병린(부회장), 양준모(총무), 민운식(회계), 조

평재(상무위원장)이었다. 제13대와 제14대 임원진에는 장영목, 민운식, 양준

모, 조평재와 같이 제일변회 창립멤버가 되는 사람도 섞여 있었다.

1960년 9월이란 분회 시점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국면은 8월 11일에 

있었던 서울변회 임시총회 정・부회장 선거와 그에 이은 임원진 전면 개편이

다. 이번 정・부회장 선거는 7․29 총선에서 낙선한 신태악과 이병린이, 앞

으로 법조관계 입법문제를 둘러싸고 국회와 변호사회 사이의 의견 절충을 위

하여 새로운 간부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임한 데 따른 것이었다. 8

월 11일에 열린 임시총회에 회원 120명이 참석하여 선거한 결과, 장후영이 

윤원상을 누르고 회장에, 전봉덕이 정근영을 누르고 부회장에 선출되었

다.169) 낙선한 윤원상과 정근영은 제일변회 창립멤버가 되었다.170) 8월 17

일에는 임원 전원이 신임 회장단에 인사 재량의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이유로 

사임하였는데, 사임한 임원 중 양준모 총무, 민운식 회계, 조평재 상무위원장

이 제일변회 창립멤버가 된다. 그 직후 단행된 서울변회 임원 개편 결과, 총

무 최순문,171) 회계 민운식(유임, 제일변회 발기인)이 선임되었다. 상무위원

167) 법률신문, 1960. 5. 2. 

168) 김윤근은 경성법전 출신으로 1934년 고시 사법과에 합격, 1939년부터 판사 생활을 하여, 해방 

후 서울공소원 판사(1946), 서울고법 부장판사(1949), 서울고법원장 서리(1949), 법무부차관

(1950)을 역임한 후 1951년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김두식, 앞의 책(각주 34), 209면, 211면. 

169) 법률신문, 1960. 8. 15. 참고로 회장 선거 득표수는 장후영 76표, 윤원상 51표, 부회장선거 득표수

는 전봉덕 62표, 정근영 25표였다. 

170) 윤원상은 1932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 미군정기 1945.10.11. 최초의 사법관 임명사령에서 경

성지방재판소 부수석판사로 임명되었으나 당일 사퇴하여 임명이 취소되었다. 윤원상은 한민당 소

속이었기 때문에 임명 당시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김두식, 앞의 책(각주 34), 197면. 정근영은 

1941년 조선변호사시험 합격자로 1945년 10월 11일 경성지방재판소 판사에 임명되었으나 역시 

출근하지 않아 면직 처리되었다. 같은 책, 189면.

171) 최순문은 1952~1957년 서울변회 총무, 1957~58년에 회계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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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김찬영, 이병린, 이학천, 신순언, 최대용, 최상진, 1953년 군법무관 전

형시험 출신자로서 태윤기, 김춘봉, 양건수, 김숙현, 나중에 제일변회 발기인

이 되는 오승근, 정근영, 양병호, 홍승만, 소중영이 선임되었다.172)

1950년 후반 이래 서울변회 임원진을 보면 제일변회 창립멤버가 되는 자

들이 원래 서울변회 내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가 결국 밀려나게 되었다고 

판단할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그러나 1959년 53대 서울변회 임원 중 김윤근

(부회장), 장영목(총무), 민운식(회계) 등 서울변회 발기인이 되는 자들이 포

함되어 있었는데, 민운식을 제외하고 이듬해 모두 교체되었고, 대법관선거법

을 둘러싼 본격적인 싸움을 앞둔 1960년 8월 임원 개편 선거에서 윤원상과 

정근영이 낙선하고, 군법무관 출신자들이 본격적으로 임원진까지 진출하는 

등 훗날 제일변회를 창립하게 되는 세력이 보기에는 매우 우려할만한 사태였

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 시점에서 분회파 변호사들은 분회를 통해 독자적 지

분을 확보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

단하지 않았을까? 분회 반대파의 입장에서 보면, 대법관선거제, 법원조직법 

개정, 변호사법 개정 등 사법개혁을 위해 재야법조계가 단합해야 할 때임에

도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기(時機)와 형태”173)로 분회 사태가 터진 것이

겠으나, 분회 추진파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시기와 형태’로 

분회를 감행한 것이라 할 것이다.

제일변회 설립 이후에도 법관선거제 입법 문제에 관해서는 서울변회와 제

일변회의 공동대응이 이루어졌다. 1961년 2월 변협의 7인 대책위원회는 서

울변회 측 4명(한격만, 이병린, 양윤식, 신순언), 제일변회 측 4명(양준모, 홍

승만, 민동식)으로 구성되었다. 

제일변회는 회원 수는 서울변회의 절반 정도였지만, 주요 발기인들이 가진 

자격의 정통성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상대적으로 재야성과 정치성이 덜하고 

재조법조 친화적인 경향이 있다는 점 역시 제일변회가 가진 경쟁력과 교섭력

호사회 100년사�, 2008, 860면.

172) 법률신문, 1960. 8. 22.

173) 김원갑, ｢변호사회 분리론｣, 법률신문, 196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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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키워주는 요소였을 것이다. 10월 29일 법무부는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인정되고 현행 변호사법에 복수의 변호사회 설립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제일변회 설립을 인가하였다.174) 당시 변호사법상 하나의 지방법

원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변호사회를 설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었

고, 서울변회는 11월 11일 법무부의 설립인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서울변회 회장 장후영은 변호사회의 복수 설립은 위법하다는 주장

을 펼쳤는데,175) 한국 변호사법의 모법인 일본 변호사법의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를 보면 장후영의 주장은 상당히 근거가 있었다. 법무부의 설립인가에도 

나름의 법적 논리가 있지만, 다른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서울변회

와 제일변회의 분열로 인해 변호사회의 교섭력이 약화하고 법무부로서는 적

절한 협상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변호사회의 회원 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변호사회가 분열한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1920년 경성변호사회가 분열한 사례가 있다. 본래 일본인

과 조선인이 각각 별도로 조직한 변호사회를 1919년에 경성변호사회로 통합

하였는데, 통합 후 조선인 변호사 장도(張燾)가 회장에 선출된 후 일본인 변

호사들이 주도하여 1920년 4월 다시 일본인 변호사회와 조선인 변호사회로 

분립하는 상태로 돌아갔다.176) 1960년의 서울변회 분회와 더 비슷한 사례는 

174) 법률신문, 1960. 11. 7. 법무부가 든 설립인가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결사집회의 자유. 헌법 13조. 법률에 의한 금지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막을 수 없다.

2. 변호사법 27조. 회원이 된 변호사들이 회를 설치하고자 인가신청을 낼 때는 그것을 인가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다,

3. 서울변호사회 의견으로는 동일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두 개의 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하

고 있으나 두 회의 설치를 인정하여도 무방하며 그것을 금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설치를 재량 

인가한 것이다.

175) 장후영, ｢변호사법 제26조와 분회 문제｣, �법조� 9-10(1960), 26면. 장후영은 변호사법(1949년 

법률 제63호) 제26조의 입법 연혁에 비춰 본조의 취지는 1개 구역에 1개의 변호사회를 두는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변호사법 제25조는 “변호사회는 지방법원 관할구역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단, 

해당 구역의 변호사 수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변호사회를 조직하지 아니하고 법무부장관이 지정하

는 인접 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본조는 일본의 현행 변호사법(1932년 법률 제53호) 제30조를 

참고한 것이다. 일본 변호사법 제30조 “변호사회는 지방재판소 관할구역마다 이를 설립한다. 다

만, 변호사회에 속하는 변호사가 300명 이상 있는 경우 그중 100명 이상의 자는 동일 지방재판소

의 관할구역 내에 별도로 변호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변호사법 제26조와 비교하면 본

문은 같은 내용이고 단서가 다르다. 장후영에 따르면, 변호사법 입법 당시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법 제26조 단서를 달리 규정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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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1923년 동경변호사회의 분열과 제일동경변호

사회 설립이다. 소장파의 득세로 기득권을 상실한 장로파가 동경변호사회를 

탈퇴하여 제일동경변호사회를 창립하였고, 제일동경변호사회를 주축으로 한 

세력은 기존의 일본변호사회협회와 별도로 제국변호사회를 창립하였다. 다

이쇼 데모크라시 시기 일본 법조계에서는 진보적인 변호사단체인 자유법조

단이 출범하는 한편, 기존의 주류였던 변호사집단이 ‘조악한 상품의 유입’에 

불만을 품고 동경변호사회를 뛰쳐나가 새로운 변호사회를 창설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일본의) 재야법조는 권력에 대하여—물론 일정한 틀 내에

서이지만—상대적으로 비판적인 일본변호사협회와, 권력에의 접근・친화감

을 점차 뚜렷이 보여주게 되는 제국변호사회의 두 세력으로 분열하고 그 전

체적인 힘이 감쇠해 갔다.”177) 서울변회와 제일변회의 훗날 행보에서도 비슷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대법원장・대법관과 선거인의 입후보 현황에서 확인했듯이 제일변회는 곧 

존재감과 경쟁력을 보여주었다. 제일변회 출신들의 약진은 군사정권하에서 

두드러졌다. 제일변회는 1861년 5월 20일 ‘회장 조진만 외 회원 일동’의 이

름으로 국가재건회의에 건의서를 보내 군사정변 지지의사를 밝히는 등 정치

176) �대한변협50년사�, 50면

177) 1923년 일군의 변호사들이 동경변호사회를 탈퇴하고 제일동경변호사회를 설립하였는데, 이때 분

리파는 먼저 의회에 입법 로비를 하여 1923년 4월 변호사법 개정에 성공하였다. 개정 변호사법은 

제18조 제2항으로 “하나의 변호사회에 속하는 변호사가 300명 이상이고 그중 100명 이상의 동의

가 있는 때는 사법대신의 인가를 받아 별도로 변호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였다. 

본래 동경변호사회는 하라 요시미치(原嘉道, 훗날 사법대신)를 비롯한 장로파 변호사 그룹이 연합

하여 임원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장로파와 소장파 사이의 각축이 발생하고 1922년 임원 선거에서

는 장로파가 미는 후보자가 소장파가 미는 후보자에 패하기에 이르렀고, 소장파는 기세를 몰아 

일본변호사협회의 이사 선임에도 승리하여 장로파 지배를 붕괴시켰다. 이에 격분한 하라 요시미

치 등 장로파 변호사들이 변호사출신의 중의원 의원이자 유력정당 정우회(政友會)의 영수인 오가

와 헤이키치(小川平吉) 등에게 의뢰하여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동경제일변호사회를 설립한 

것이다. 이후 동경제일변호사회는 “관세장벽을 높여서 조악한 상품의 유입을 막는다”고 하며 입

회금과 회비를 고액으로 정하였다. 동경변호사회의 분열은 일본변호사회의 분열로 이어졌다. 제일

동경변호사회를 주축으로 1925년 제국변호사회가 설립되었다. 松井康浩, 앞의 책(각주 126), 241 

-245면. 松井康浩는, 하라 요시미치가 선거에서 고생한 경험이 있고, 거물급 변호사이나 선거운

동과정에서는 무명의 변호사에게 몸을 낮추고 몇 시간씩 표를 부탁해야 했을 때 느꼈을 좌절감을 

표현한 점을 지적하며, 동경변회의 분열이 그 즈음 왕성하게 펼쳐지고 있던 ‘보통선거 운동’과 무

관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같은 책, 2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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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였다.178) 군사정권이 단행한 대법원 개편인사에

서 변호사로서 대법원 구성원이 된 3명(조진만, 홍순엽, 민복기)이 모두 제일

변회 소속이었다. 1961년 7월 업무를 개시한 혁명재판소의 변호사 중에서 

임명하는 심판관 7명 중 5명이 제일변회 소속이고 나머지 2명은 서울변회와 

대구변회 소속 각 1명이었다.179) 1963년 새 헌법에 따라 법관추천회의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를 선정한 때(조진만 유임), 1968년에 후임 대법원장 후보자

를 선정한 때(민복기 대법원장 임명) 모두 서울변회 측의 절차상 문제 제기

와 항의가 있었음에도 제일변회가 미는 자들이 대법원장이 되었다.180) 제일

변회는 연달아 대법원장을 배출하면서 “약 20여 년 동안 법조에 진출할 변호

사들과 퇴직한 고급 사법관료들의 근거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181) 

Ⅴ. 맺음말

이상에서 4․19 개헌 후 대법관선거제의 도입 경위와 그것과 관련된 재야

법조계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대법관선거제의 

개헌과 입법과정을 역사적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대법원 구성원 

충원방법의 개혁을 넘어서 해방 이후 지속하여온 법률가수호자주의적 법률

가정치의 발현 형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제1공화국 시절의 

경험으로 ‘임명제’와 소수의 법원 수뇌부만이 관여하는 선발 방식이 모두 문

제가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 ‘법조인에 의한 선거’라는 재야법조계의 파격적

인 제안은 다른 선택지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과 ‘사법민주

화’의 요청을 모두 충족시키는 매력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

러나 곧 ‘반동이 지나친 감이 있다’라고 자각한 개헌기초위원회 위원들은 ‘선

거인단에 의한 선거’라는 방안을 추가하여 이 제도에 대한 비판과 견해 대립

178) �서울변호사회 100년사�, 276~277면.

179) 동아일보, 1960. 7. 12.

180) 박천웅, 앞의 글(각주 142), 152면.

181) 위의 글, 1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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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봉하고 서둘러 개헌을 마무리하였다. 대법관선거제는 변호사회의 주도

적인 제안과 로비를 배경으로 헌법 속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러나 변호사 

숫자가 가진 힘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대법원과 변호

사회 사이의 공방전이 펼쳐졌다. 선거제 입법과정에서 사법부의 안정과 선거

의 폐해를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간접선거제, 추천위원회제, 법관과 비법관 

사이의 차등비례제가 도입되었는데, 그 의도는 변호사회가 가진 수의 힘을 

감쇠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군정기에도 ‘법조인의 총의로 사법수뇌부를 선거하자’는 슬로건이 수차

례 등장한 바 있다. 사실 그 슬로건은 출발부터 정치적이었다. 미군정 초기 

정치학자인 김영희가 군정청 법무국 차장에 임명되었을 때 남한의 법조계 인

사들은 ‘법조인의 총의로’를 내걸고 군정당국의 비법조인 발탁에 항의하고 

원로 변호사 심상직을 적임자로 선출하여 추천하였다. 1946년 5월 김용무 

대법원장 불신임 사태 후 다시 ‘법조인의 총의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법조

계 리더들이 모여 심상직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선출한 바 있으며, 1947년 

10월에 성립한 법원조직법 초안 부칙에 있던 고위법관선거제는 한국민주당

과 연결되어 있고 파당적이라고 의심을 받았던 사법수뇌부를 전국의 법관자

격자에 의한 직접 선거를 통해 스캔들 없이 교체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

다. 그런데 미군정기의 ‘법조인의 총의로’라는 슬로건과 고위법관선거제에는 

‘국민’이나 ‘민주주의’와 연결되는 지점이 없었다. 반면, 4․19 전후의 대법

관선거제 논의에서 ‘법률가집단이 국민을 대신하여’라는 논리가 더해졌다. 

이마도 이 논리는 선거제가 헌법으로 진입하는 데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했

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과 실질적 연결이 차단된 상태에서 대법관선거제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 새로운 제

도는 재야법조에게는 커다란 수확이었다. 그것은 제2공화국의 새 헌법 질서 

아래에서 법치의 최후 보루가 될 대법원 구성원 자리를 놓고 재조법조와 재

야법조가 항상 경쟁하고 대법관의 일정 몫을 항상 재야법조로부터 충원하는 

틀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법조

계의 보스들을 위한, 보스들에 의한’ 선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입법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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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계속 그러한 방향성이 강해져 갔다는 것은, 선거제에 내포된 문제와 함

께, 당시 법조계의 내부구조의 성격과 한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4․19 혁명은 법률가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과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자유

법조단은 건전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법률가들이 다수 국회에 진출

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정계 진출을 시도하였다. 서울변호사회의 분회는 

해방 후 혼란스럽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조자격을 취득한 자들의 급증에 

따라 변호사회가 양적으로 성장한 한편 4․19 이후 권력으로의 접근 기회가 

확대된 상황 속에서 법률가집단 내부의 한층 복잡해진 지향과 경쟁 압력을 

분회를 통해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대내외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내부 경쟁을 반영하고 있었다. 자유법조단의 결성과 서울변회 분회 사태는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 일본의 재야법조 동향과 묘하게 겹치기도 하나, 당

시 한국의 재야법조 사회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재야법조계에는 권력에 저항하는 재야성과 진보성을 갖춘 소장파 

변호사집단이 부재하였다. 그것은 해방 이래 형성되어온 법조인구의 규모 및 

내부구성상 필연적이기도 하였다. 일본의 제일동경변호사회 창립은 소장파 

변호사들의 성장과 장로파 기득권에 대한 도전에서 비롯되었다. 기존의 ‘기

득권자’와 ‘주류’에 의한 변호사회의 분리라는 점에서는 한국의 상황도 같다. 

그러나 서울제일변호사회의 창립은 세대경쟁이나 노선 다툼에 따른 주류 교

체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자격의 정통성’이 국가사법기구의 진입 

자격을 의미하고 법조계 내부를 위계화하였던 기성의 질서가 동요될 수 있다

는 데 불안감을 느낀 스스로 ‘정통’임을 자부하는 법률가들이 과거의 기준을 

재확인하고 질서를 구축하려는 행동이었다. 

물론 제일변회의 출현의 의미가 ‘정통과 비정통의 구별 짓기’에 한정되지

는 않을 것이다. 분회론을 비판하고 서울변회를 지킨 서울변회의 중견들도 

‘정통’ 자격자들이었다. 앞으로 더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지만, 제일변회 가담

자들과 비교하여 그동안 서울변회와 변협을 이끌고 서울변회를 지킨 주요인

사들은 주로 재야중심의 활동을 해왔고 정부비판과 정치활동에도 상대적으

로 더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제일변호사회의 관료지향성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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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의 재야지향성”182)이라는 대비가 어느 정도까지 타당한지는 추후 

검증할 필요가 있으나, 서울변회 분회와 제일변회의 출범은 분명히 의미심장

한 전환과 이행의 계기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살펴본 것만으로

는 더 논의를 진전시키기는 어렵다. 이 글은 4․19 이후 1년 동안 대법관선

거제를 둘러싼 법조계 내부의 담론을 분석하는 데 치중하고 있고, 대법관선

거제의 효과 및 각종 사법개혁과제의 귀추와 관련하여, 그리고 서울변회와 

제일변회 병립이 만들어낼 파장과 관련하여 완전히 새로운 변수와 환경을 만

들어낸 5․16 군사쿠데타 이후의 상황을 다루고 있지 않다. 앞으로 1950년

대와 1960년대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함께, 재조・재야를 포괄한 법률가집단

의 인적 구성, 변호사단체의 정치적・사회적 실천의 양상, 정치세력과의 관

계 등을 세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182) 박천웅, 앞의 글(각주 142), 1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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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pril Revolution of 1960

and the Lawyers’ Politics
－Focused on the Introduction of the Judicial Election for the Supreme 

Court Members and the Movements of Bar Associations－

Moon, Joon-Young*

183)

The Article 78 (1) of the third amendment Constitution promulgated on June 

15, 1960 stipulated that “the Supreme Court Chief Justice and Justice shall 

be elected by the electoral group organized by persons with justiceship and 

be confirmed by the President.” According to the Law on the judicial election 

for the Supreme Court Chief Justice and Justices enacted in April 1961, the 

candidate registration for the judicial election was completed on May 7 and 

the primary and main elections were scheduled to take place on May 17 and 

25, respectively, though the military coup on May 16 turned everything to 

nothing. The judicial election system was an symbolic and important judicial 

reform planed i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after the April Revolution. The 

literatures on the constitutional and judicial history, however, have been 

scarcely addressed this unprecedented system. This article examines the 

political and legal sociological implications of the introduction of the judicial 

election system by analyzing the background and context of adopting this 

unique system and the roles and movements of the lawyers’ organizations and 

 *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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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r associations in Seoul. The political tasks raised by the April Revolution 

necessarily gave the legal profession an opportunity and space to expand their 

political and social influence based on constitutional doctrines such as 

independence of jurisdiction and rule of law. The judges and lawyers had the 

opportunity to appropriate and utilize the meaning and fruit of the Revolution. 

When the experience of the First Republic of Korea was deemed to prove 

that the “appointment system” and the “Monroeism of the judiciary” were the 

cause of the political dependency and bureaucratism in the judiciary, the 

proposal of constituting the Supreme Court upon the consensus of the judicial 

world was accepted as an attractive way to satisfy both the judicial 

independence and judicial democratization. In this way, the election system 

was able to enter the constitution through the bar association's initiative and 

lobbying, but there was also a battle between the judiciary and the bar over 

the question of how to design the system. 

When discussing the implications and context of the constitutional adoption 

of the judicial election, the activities of a group of lawyers and the bar 

associations provide very interesting and meaningful subjects. The formation 

of the Liberal Attorneys Group in preparation for the July 29 general election, 

and the Division of the Seoul Bar Association, which took place at the time 

when the legislative process for the judicial election system began in earnest, 

are noted. It can be said that the division of the Seoul Bar Association by 

a group of lawyers who established the Seoul First Bar Association was an 

attempt to secure a more favorable position in the competition for legitimacy 

and power within the legal circle in the context of the expansion of the political 

role and access to power of the legal profession after April Revolution. This 

article tried to show this point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legal 

qualifications and careers of major figures and members of the bar associations.



접수일 : 2020.10.14. ∥ 심사개시일 : 2020.10.20. ∥ 게재확정일 : 2020.11.06.

4․19 혁명과 법률가집단의 정치   137

[Key Words] The April 1960 Revolution, judicial election, Law on the 

judicial election of the Chief Justice and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judicial reform, the Seoul Bar Associ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