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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양승태 대법원장 즉각 사퇴하라(총2매)

양승태 대법원장 즉각 사퇴하라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 철저히 진상규명하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제(24일)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재요구했다.
1차 회의에서 추가조사를 요구했으나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2차 회의를 열고 재차
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경실련>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다시는 사법부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관 블
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촉구한다.
첫째,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지난 2월 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학술연구회 중복 가입을 금지하고, 부당 지시를 거부한 특
정 법관에 대해 인사 조치를 했다는 의혹, 판사들의 동향과 관련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지만, 제대
로 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하고, 양승태 대법원
장에게 추가조사를 요구했으나 양 대법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추가조사 거부에 반발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 현안 조사 소위원장인 최한돈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다음 대법원장은 임기를 시작하며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부터 나서야 한다. 핵심 관
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핵심 물증인 컴퓨터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은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개혁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다. 뿌리 깊은 사법부 적
폐를 드러내는 상징이자 결정체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환골탈태 수
준의 사법개혁만이 사법부가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양승태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이번 사건의 책임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다. 양 대법원장은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사법부 비리
와 독립성 훼손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을
끌어 버티다가 임기를 끝마칠 생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양 대법원장 임기 내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할 나위 없이 추락했다. 판사들의 사직서 제출까지 시작된 상황에서 양
대법원장이 계속 자리를 보전하고 추가조사를 거부한다면 사법부는 더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
이 높다. 양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이에 대한 추가조사 거부까지 법관의 독립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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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사법개혁을 방해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최근 잇따른 법조비리에 이어 이번 법관 블랙리스트 문제까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
에 떨어졌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신뢰는 법원의 핵심 가치이자 존립 근거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
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대법관 구성으로 사법부의 적폐를 해소하는 사법개혁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이 모든
사법부 위기사태에 최종책임을 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
다.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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