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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법원행정처 판사비리 은폐사건’에 대한 국
회 국정조사를 제안한다”
-“판사비리 사건은폐 및 축소 의혹의 당사자인 법원행정처에 진상
규명 맡겨 둘 수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건을 알고도 묵인했는지도 조사해야”
-“엘시티 사건과의 관련성, 부산 지역‘향판’의혹도 진상 밝혀
야”
- “만약 공수처가 존재했다면, 판사비리 사건은 대표적인 수사대
상 되었을 것 ... 공수처법 빠르게 통과시켜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8일) “‘법원행정처 판사 비리 은
폐사건’은 판사 개인의 비리 사건이 아니라, 대법원의 부도덕한 ‘내부 범죄 봐
주기’ 관행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밝혔
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5년 8월 검찰로부터
‘문상배 당시 부산고법 판사가 지역 건설업자 정 모씨로부터 수년간 15차례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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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접대를 받고’, 심지어 ‘검찰로부터 뇌물 혐의를 받고 있던 정 모씨가 체포되
기 하루 전인 2015년 5월 8일 정 모씨, 정 모씨의 변호인과 함께 룸살롱에 간’
비위사실을 통보받고도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법관이 징계사유에 해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되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 제1심의관이 그 사실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권자가 해당 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나아가 문 판사처럼 법관이 직무 관련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경
우, 조사 방법·결과 등에 대해 외부위원이 포함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까지
받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징계는커녕 진상규명
의 ‘첫 단추’ 인 구두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고법 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대등한 대우를 받는 고위직에 해당하는데도
법원행정차가 감찰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적
일 처리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는, 이 사건의 은폐 및 축소 의혹을 사고
있는 당사자다. 사건의 진상규명을 책임 당사자의 손에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
다. 그리고 문 판사의 뇌물 혐의 수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법원에 통보한
검찰도 이 사건의 동조자인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국회가 ‘법원행정처 판사 비리 은폐사건’의 전말을 조사하고, 법원내의 낡은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
유로울 수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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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수장이 법원행정처로 접수된 고위 법관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았을 리 없다. 만약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 대법원에도 ‘비선 실세’가
있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비리를 알면서 묵인했는지도 국회의 국정조사 대상이 되어
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문 판사는 법조경력 내내 줄곧 부산 지역에서 근
무한 대표적 ‘향판’”이라며,

“문 판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정씨의 구속영장이 2회에 걸쳐 기각되는 등, 재판
과정에 ‘부산 향판’의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있다. 이 부분도
국정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산의 ‘엘
시티 특혜 건설 비리사건’의 이영복과 문 판사 등 법조계의 유착관계도 조사해
야 한다”며,

“문 판사는 퇴직 직후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변호를 맡았고, 문 판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을 변호하고 있다”,

“엘시티 사건에서 드러난 건설업자와 정계의 부정한 유착에, 법조비리도 얽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있다. 국회가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고 주장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만약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존재했다면, 문 판
사의 비위행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대표적인 수사대상이 되었을 것”이
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이 ‘법원 내부범죄

- 3 -

봐주기’를 근절하는 방도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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