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고심절차]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정 –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절차 진행정보 공개 예정  

 

 

 

○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여 2018. 6. 18. 시행 

    -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18년 

5월부터 전원합의체 구성원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의견을 모아 기존에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무상 운영되어 오던 전원합의체 심리의 세부 절차를 문언으

로 명확히 정리함 

    - 이를 통해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칙적 심판권, 소부

와의 병행심리,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 사건 지정 기준과 그 절차 등에 관한 법원 안팎의 

이해와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그동안 언론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하던 전원합의체 심리 지정 사건(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 지정 사건 포함)의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함으로

써 국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       

     - 국민이 직접 필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고, 전합 재판 정보의 체계적·누적적 

제공을 통해 데이터화 효과가 기대됨  

    - 하급심 재판부에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임  

    - 한편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대법원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완료되는 8월경부터는 

변론사건과 선고사건의 ‘사건안내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기존 

흩어져 있던 변론·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례속보 등 관련 정보와 사건안내서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서 링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원합의체 재판 관련한 정보 수요자의 편

의성과 정보간 연결성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주요 내용]  

○ 전원합의기일에 심리할 사건의 지정 절차(제2조 제1항~제4항)와 해당 사건의 개요와 

쟁점의 대국민 공개(제2조 제6항)  

     -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일지라도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으로 



지정함(제2조 제3항)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원칙적 전합심판권 문언을 확인하는 

것임     

○ 특히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예시를 통하여 구체화   

    1.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2.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3.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4.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5. 중요한 일반적 법 원칙을 강조하여 선언할 필요가 있는 사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 전원합의기일은 매월 1회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미리 공개함(제6조) 

    - 소부 합의 일정을 고려하여 관례상 매월 3번째 수요일의 다음날을 전원합의기일로 

진행해왔음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