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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설

영국은 대륙법체계와 대비되는 법체계를 발전시킨 국가이다. 영국법에 대한 이해

에 있어서 法院構造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영미법 체계의 발원지인

영국에 있어서는 法의 형성과 法院의 성립이 일치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영국법이 판례법주의를 기본특성으로 한다는 점에서 볼 때에도 법원구조

에 대한 이해는 영국법 연구에 있어 긴요한 부분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음에서는 영국의 법원구조에 대하여 각각의 특성을 지적하

면서 이를 정리하기로 한다.

II. 영국 사법제도 의 전개과정

1. 총 설

19세기 중반까지도 영국의 법원조직은 통일적인 계획에 기초하여 조직되지 못하

였다. 영국의 법원조직은, 1066년 노르만디 공 윌리엄 1세의 노르만정복을 시점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코먼로의 발전과정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면서 전개되었다. 코먼로

또한 통일적인 계획에 따라 형성·발전된 것이 아니다 보니 영국의 법원구조는 관

할중복 및 소송절차의 복잡성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노출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873년 법원조직법(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 of 1873)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법원조직이 통일성을 가지게 되었다.

프랑스의 비교법 학자인 René David는 그의 저서 Les grands sy stèmes de

droit contemporains 에서 영국법의 역사적 발전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統一法 不在期(노르만에 의해 정복되기 이전의 시기): 통일법이 없었던 시기;

common law 발전기(1066년∼1485의 T udor제국 이전의 시기);

common law와 equity의 대립기(1485년∼1832년);

근대(1832년∼현재): 법(특히 절차법)의 개정 및 성문법(statute law s)의 제정.

영국의 법원구조는 영미법체계의 근간인 Common Law 1)의 발전과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발전해 왔다. 그러므로 코먼로의 발전과정을 고려하면서 그에 따

른 법원구조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소개하기로 한다.

2 . 코먼로의 형성단 계

코먼로의 형성은 1066년의 노르만정복을 시점으로 한다. 물론 그 전에도 각 지방

(Shires , Hundreds 등)의 법원에서 봉건영주·귀족 및 승려들에 의하여 법이 운영

1) 이하 코먼로 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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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7세기부터는 Anglo- Saxon도 구전되어 오던 관습을 성문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관습법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것도 있었지만 지방별로 특이한 것도 있었다.

노르만왕조 이후부터는 영국의 법과 행정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시도는 12세기에 이르러(특히 헨리 2세 치하인 1154∼1189년) 순회판

사(Justices in Eyre2)) 를 통한 巡廻裁判을 통하여 본격화되었다. 순회판사는 국왕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자신이 머무는 동안 그 지방에서 法院

을 열고 사건을 심리하였다. 순회판사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각 지방의 관습 중에서

최선의 관습법을 택하여 다른 지방에도 적용했으며, 이에 따라 왕국 전체에 공통적

인(Common ) 법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순회판사들은 이를 왕국의 법과 관습

(law and custom of the realm ) 이라 불렀고 이것이 코먼로의 기원이다.3)

순회판사들은 순회법정에서 법을 집행하였다. 순회판사의 판단에 대한 불복은 대

법관(Chancellor )의 감독하에 있는 國王評議會(King ' s Council 또는 Curia Regis )4)

에 의해 행해졌다. 12세기와 13세기를 거쳐 국왕평의회(King ' s Council)가 분화되어

서로 다른 분야를 담당하는 3개의 전문화된 王立法院(Royal Court s )5)이 설립되어

사법권은 이들 법원에 이관되었다. 이들 法院을 old royal common law court s 라

하는데, 이 곳의 판사들은 선행판결에 기초해 이루어진 여러 판결을 통해 common

law를 확립했다. 이들 세 법원을 차례로 보기로 한다.

1) 첫째, 財務法院(Court of Exchequer )이다. 이 법원은 가장 먼저 세워진 것으로

서 주로 租稅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재판권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재정적인 관

할 외에 민사에 관한 제한된 재판권도 가지고 있었다.

2) 둘째, 民事法院(Court of Common Pleas)이다. 원칙적으로 일반 사인간의 민사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 주로 토지소유권, 채무관계 및 동산의 불법점유에 관

한 소송을 다루었다.

3) 셋째, 王座法院(Court of King ' s Bench)이다. 가장 마지막으로 세워진 법원으

로서 왕이 일방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및 공무원의 권한행사에 관한 사

건을 담당하였다.

王立法院이 설치되었다고 하여 각 지방에 존재하던 기존 지방법원이 폐지되거나

기존의 관습법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王立法院이 채택한 소송절차 및

판결내용이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일반국민은 왕립법원에서 재판받기

를 선호하였고, 각 지방법원도 점차 왕립법원의 소송절차 및 판결내용을 모방하여

이를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 각 지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일적

인 보통법이 정립될 수 있었고, 이러한 이유에서 왕립법원을 보통법법원(Common

Law Court )이라 한다.

2) Eyre 는 여행 이라는 뜻이다.
3) 13세기 말 헨리 3세 때의 순회판사였던 Bracton은 T reatise on the Law and Custom of

England 라는 역작을 저술하여 코먼로를 체계화하는 업적을 쌓았다.
4) 국왕평의회는 원래 귀족들로 구성된 왕의 자문기구였으나 사법업무도 담당하게 되었다.
5) 이들은 모두 Westminster에 위치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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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코먼로의 발전단 계

코먼로의 발전단계와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영장제도와 형평법의 형성

을 들 수 있다. 다음에서 이들에 대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영 장제도의 채택

일반국민이 보통법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장(writ )을

취득해야 했다. 이를 영장제도(system of writ s )라고 한다. 영장(writ )은 원고의 신

청에 의해 國王評議會의 최고관직인 Chancellor가 국왕의 이름으로 발부하는 법관

에 대한 일종의 명령서로서 피고를 王立法院에 소환하여 양 당사자가 출석한 법정

에서 당해 사건을 재판할 것을 명령하는 문서를 말한다.

영장(Writ )에는 소의 정확한 원인이 기재되어 있으며, 만약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에 합치하는 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보통법법원의 재판관들은 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았다. 즉 영장 없이는 구제 없음(No writ , no remedy ) 라는 원칙이 성

립되었다.

처음에는 개별 사건에 따라 개별적인 영장이 마련되었으나 동종의 특정 사건들을

일반화하는 식으로 영장제도가 정형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동종의 특정한 불법행

위와 관련된 소가 반복됨에 따라 그들 각각에 대한 영장이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표준화된 영장으로는 writ of right (토지소유권의 확인을 위한 영장),

writ of debt (채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한 영장), writ of trespass (부동산침해의 배

제를 구하기 위한 영장), writ of detinue (불법점유의 배제를 구하기 위한 영장)가

있었다. 각각의 소에 대해 적합한 writ가 요구됨에 따라 13세기 중반에는 이미 50여

종의 writ가 있었다.

이렇게 writ의 양이 불어남에 따라 왕립법원의 세력이 급속히 팽창하였고, 반면에

local court의 세력은 더욱 더 제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왕립법원과 local court 내

지 feudal court s (영주의 법원)간의 대립이 있었다. 영주들은 그들의 세력제한에 대

항하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으며, 그 노력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

다. 즉 1258년의 Oxford 규정(Provision of Oxford of 1258)은, 대법관이 새로운 종

류의 writ를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國王評議會(King ' s Council)의 승인을 얻어서 하

도록 규율하였다. 그러나 Oxford 규정의 이와 같은 제한을 그리 오래 가지 못하였

다. Statute of Westminster Ⅱ of 1285 는, 특정 사건이 충분히 그 전의 사건과 유

사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법관(Chancellor )에게 writ를 발급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기존의 사건과 유사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영장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영장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영장의 발급과 관련하여 국왕과 영주간에 권한 다툼이 있었지만, 영장과 관련하

여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던 기관은 코먼로법원(common law court s )이었다.

왜냐하면 15세기에는 코먼로법원(common law court s )이 writ의 유ㆍ무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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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코먼로법원에 의하여 writ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원고가 writ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

었다. writ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이전에 확립된 보통법 원리들이 재판관들의 판

단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계적인 법운영 아래에서, 때때로 특정 사건에

서는 경직된 보통법 원리들이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

한 불합리가 코먼로 이외에 영미법의 또 다른 중요한 法源이라 할 수 있는 형평법

(Equity )의 출현을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2 ) 형 평법법원의 설립

13세기에 이르자 코먼로는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코먼로법원의 법관들은 여러 계

층의 국왕의 관리들이 차지했지만, 점차적으로 전문적인 법조인들로 충원되어 갔다.

이에 따라 판결에 이르는 논증과정과 절차도 더 명확하고 체계화되어 갔다. 그런데

이러한 긍정적 측면의 이면에서는 부정적인 현상도 무시할 수 없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사안에 대한 판단이 유형화되고 형식화함에 따라 당해 사건에 따른 구체

적인 고려보다는 고유한 유형과 형식에 입각한 판단으로 흐르는 경향이 심화되었

다.

문제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國王에 의하여 임명된 법관(chancellor )들로 구

성된 법원에 의하여 발부되는 영장은 원고의 주장만을 듣고 발부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영장발부사유가 제한적이어서 어떤 경우에는 피해를 받고도 영장을 발부받

지 못하여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6) 이와 같은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형평법이 발생하여 코먼로를 보완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코먼로에

구애되지 않고 양심과 공정한 거래(conscience and fair dealing ) 라는 관점에서 판

단하고 각각의 개별적인 사안에 가장 적합한 새로운 구제방법도 고안해 내었는데,

이것이 바로 衡平法에 의한 재판절차이다. 이러한 구제절차는 국왕평의회(Curia

Regis )를 통한 청원절차로 시작되었는데, Chancellor가 그 업무를 담당하였고, 점차

업무의 양 및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형평법법원(Court of Chancery )이 설립되게 되

었다. 이후로 자신의 보통법상의 권익이 침해당하였으나 보통법법원에 의해서는 구

제를 받을 방도가 없는 경우 원고는 형평법법원(Court of Chancery )에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衡平法法院에서는 대법관들이 보통법법원과는 상이한 재판절차를 채택하여 재판

하였는데, 주로 배심원 없이 당사자를 심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 형평법법원에 의해 축적된 판결 내용이 보통법과는 별도의 형평법

(Equity )을 이루게 된다

6) 예를 들어 보자. 토지소유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때에는 토지소유권침해(T respass to
Land)의 구제를 위하여 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러나 간접적인 침해(예: 냄새·소음에 의하

여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었다. 간접적

인 침해에 대해서는 불법방해(Nuissance)의 문제로서 후에 형평법의 대표적인 영역이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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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법원조직의 개편

(1) 1873년의 법원 조직법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발전되어온 영국의 법원조직은 1873년의 법원조직법

(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 of 1873)의 제정으로 크게 개편되었고, 이를 토

대로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 법률에 의한 법원조직 개편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종래 보통법법원과 형

평법법원이 중복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자를 통합하여 통일적인 법원조직을 구성하는 것; ② 수십 여 종에 이르는 영장양

식 중 자신이 필요한 영장을 선택해야 하는 부담 및 복잡한 소송절차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하나의 소환장(writ of summons )으로 소송양식을 통일하고 소송절차

를 통일·간소화하는 것. 이 중에서 통일적인 법원조직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873년의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최고법원(T he Supreme Court of Judicature)이

설립되었다. 최고법원은 고등법원(T he High Court of Justice)과 상소법원(T he

Court of Appeals )으로 구성되었다. 고등법원은 다시 여왕좌부(Queen ' s Bench

Division )·재무부(Exchequer Division )·민사부(Common Pleas Division )로 구분되

어 각각 그 전의 왕립법원인 王座法院(Court of King ' s Bench)·財務法院(Court of

Exchequer )·民事法院(Court of Common Pleas)이 담당하던 업무를 분담하였다. 그

러나 1881년 이들 세 개의 부는 모두 여왕좌부(Queen ' s Bench Division )로 통합되

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형평법법원과 통합되면서 종래 형평법법원이 심리하던 사건을 담당하기 위해

고등법원 내에 형평법부(Chancery Division )가 설립되었다.

3) 유언 및 혼인의 효력에 관한 사건 및 해상법 사건은 고등법원 내에 유언검

증·이혼·해사부(Probate, Divorce and Admiralty Division ) 라는 단일의 부에 통합

되었다. 이들 법영역은 로마법의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2 ) 187 6년 상소관 할법

1876년의 상소관할법(Appellate Jurisdiction Act )에 의하여 최고법원(T he

Supreme Court of Judicature)과는 별도로 귀족원(House of Lords)이라는 특별재판

부가 설립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III. 현재 영 국 법원의 구조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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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역사적 전개과정을 거쳐 통합적인 법원조직의 근간을 이룬 후, 현대에

이르러 1925년 법원조직(통합)법(Supreme Court of Judicature(Solidation ) Act of

1925), 1970년 사법운영법(Administration of Justice Act of 1970), 1971년 법원법

(Court Act of 1971), 1981년 최고법원법(Supreme Court Act of 1981), 1982년 사법

운영법(Administration of Justice Act of 1982) 등의 입법조치를 통해 현재의 영국

법원조직이 형성되었다. 현재 영국 법원의 구조는 하위법원으로서 군법원(T he

County Court s )과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 court s ), 상위법원으로서 고등법원

(T he High Court of Justice), 상소법원(T he Court of Appeal), 형사법원(T he

Crown Court ), 귀족원(T he House of Lords)이 있다. 고등법원과 상소법원, 형사법

원을 모두 합쳐 최고법원(T he Supreme Court of Judicature)7)이라 한다.

영국의 법원은 민사관할과 형사관할이 분리되어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서 분설한 후 기타 법원에 대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2 ) 민사법원

(1) 郡 法院

군법원(T he County Court s )은 소액사건처리를 위해 1846년 군법원법(County

Court s Act of 1846)에 의해 설치된 법원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약 340지구로

나누어 각 지구마다 1개의 군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군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원

칙적으로 상소법원 민사부(Civil Division of T he Court of Appeal)에 상소할 수 있

다. 일부사건에 대해서는 고등법원 형평법부와 가사부(Family Division )로 상소한다.

(2 ) 치 안판사법원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 court s )은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가사문제만을 다룬다.

입양·양육 및 후견 등 가사사건에 대해 제1심법원으로서 관할권을 가지며, 동법원

의 판결에 대해서는 고등법원 가사부에 상소한다.

(3 ) 고 등법원

상소법원(T he Court of Appeal), 형사법원(T he Crown Court )과 함께 최고법원을

구성하는 고등법원(T he High Court of Justice)은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통하여 런

던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다. 고등법원은 1873년 법원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여왕좌

부(Queen ' s Bench)와 형평법부(Chancery Division ), 그리고 1970년 사법행정법에

의해 기존의 유언검증·이혼 및 해사재판부가 폐지되고 신설된 가사부(Family

Division )로 구성되어 있다.

1) 여왕좌부

7) 1971년 법원조직법에 의해 형사법원이 설립되어 최고법원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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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좌부는 모든 보통법사건의 관할권을 갖고 있으며 민사와 형사사건에 걸쳐 광

범위한 제1심 및 상소심 관할권을 행사한다.

2 ) 형평법부

기존의 형평법법원의 관할권을 계승한 형평법부는 토지매매·분할·지료인상, 저

당물의 반환·저당권의 실행, 신탁의 집행·신고, 유산의 관리, 파산, 계쟁중인 유언

의 검증사무, 회사법, 조합, 세법에 대한 제1심 재판관할권을 갖는다.8 ) 또한 파산사

건에 관한 군법원(T he County Court s )으로부터의 상소사건 등의 상소심 관할권도

행사한다.

3 ) 가사부

가사부는 유언의 집행 및 관리인에 대한 적격 여부, 혼인 및 이혼, 인지, 입양, 후

견 등 가사사건에 있어서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 court s )이 내린 제1심판결에

대해 상소심으로서의 관할권을 갖는다.

(4 ) 상 소법원 민사부

고등법원과 함께 최고법원을 구성하는 상소법원에서는 민사부(Civil Division of

T he Court of Appeal)에서 민사사건에 관한 상소심 관할권을 갖는다. 군법원으로부

터의 비약상소 및 고등법원으로부터의 상소에 대해 재판한다.

(5) 귀 족원

귀족원(T he House of Lords)은 영국의회의 상원이자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귀족원은 의회모욕죄(Contempt of the House), 의회 각 원 내에서의 비행

(wrongs) 등에 대해서는 1심으로서의 관할권을 가지나,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상소

법원 및 고등법원으로부터의 상소에 대해서 최종심으로서 상소심 관할권을 갖는다.

다만 상소심으로서의 귀족원은 스스로 판결을 할 수는 없고 단지 의견(opinions )을

첨부하여 사건을 사실심 법원에 이송할 수 있을 뿐이다.

3 . 형사법원

1971년 법원법(Court s Act of 1971)에 의해 신설된 형사법원(T he Crown Court )

은 영국 형사법원조직의 중심을 이루는 법원이다.9) 런던10)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으

8) the sale or partion of land and the raising of the charges on land, the redemption or
foreclosure of mortgages, the execution or declaration of trust s, the administration of the
estates of the dead, bankcruptcy, contentious probate business, company law , partner ships,
revenue law

9) 형사법원이 설치되기 이전, 즉 1971년 이전에는 the Assizes와 the Quarter Sessions라 불리는

비상설법원이 형사사건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순회법관(circuit judge)이 순회구(circuit )
별로 돌아다니는데에만도 많은 시간이 허비되었고 피고인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

안 오래도록 투옥되어야 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10) 런던에 있는 형사법원청사를 Old Bailey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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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Manchester , Birmingham, Bristol, Cardiff, Leeds에 지원(brach offices )이 있다.

형사사건은 약식기소범죄(summary offences)와 정식기소범죄(indictable offences)의

심리로 구별되어 각기 다른 절차를 밟는다.

(1) 약 식기소범죄의 심 리

약식기소범죄에 대해서는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 court s )이 제1심으로서 관할

권을 갖는다. 동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형사법원 또는 고등법원 여왕좌부에 상소

할 수 있고, 형사법원에 판결에 대해서도 고등법원 여왕좌부에 상소한다. 고등법원

여왕좌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귀족원이 상소심 관할권을 행사함은 민사

사건과 동일하다.

(2 ) 정 식기소범죄의 심 리

정식기소범죄에 관해서는 우선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 court s ) 및 검시관법원

(Coroner s ' court s )에서 예비심문(preliminary examination )절차를 거친 후 형사법원

에서 제1심 관할권을 행사한다. 형사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법원 형사부

(Criminal Division of T he Court of Appeal)에 상소 할 수 있고, 상소법원의 판결

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귀족원에 상소할 수 있다.

4 . 기타 법원

(1) 추 밀원사법위원 회

추밀원사법위원회(T he 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는 영연방의 일

부 및 해외의 영국령의 최고법원으로부터의 상소사건을 담당한다. 이곳에서는 판결

을 내리지 않고 단지 권고(advice)의 형식으로 결정을 내릴 뿐이지만, 영연방의 대

다수 국가에서는 이곳을 자국의 최고법원의 판결에 대한 최종심으로 인정하고 있

다. 영국법만 아니라 사건을 제기한 국가의 법까지 적용하기 때문에 이곳의 결정은

영국 법원에서 선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실상 영국 법원에 대해서도 큰

영향력을 지닌다.

(2 ) 유 럽법원

유럽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은 EEC의 로마협약(T he EEC T reaty 1957)

의 해석 및 적용이 모든 회원국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설치된 법

원이다. 1972년 유럽공동체법(T he European Communities Act of 1972)의 발효로

유럽법이 영국법으로서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유럽법원의 결정은 영국에서도 직접

적인 효력이 인정된다.

(3 ) 기 타 특별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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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별법원으로서 소년법원(Youth court s ), 군법회의(Court s - Martial), 해군법

원(Naval Court ), 경쟁제한행위법원(Restrictive Practices Court ), 보호법원(Court of

Protection )등이 있다.

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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