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의 法院構造
明 淳 龜 편

I. 서 설
미국법은 영국에서 발전한 코먼로 법체계를 계승하여 발전시키며 형성되었다. 그
러나 미국은 독립 후 연방국가의 국체를 취함에 따라 사법제도에 있어서도 연방주
의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즉 연방법원의 구성 및 제한적인 관할권에 대하여만 헌
법에 규정해 놓고 나머지는 모두 州法院에 위임함으로써 각주는 법원의 조직 및 운
영이나 재판제도 등에 있어 독자적인 구조를 형성해 오고 있다.
미국의 법원구조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연방주의 헌법을 채
택함에 따라 이원적인 조직 체계를 갖게 되었다는 점; ② 각 주마다 독자적인 법원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 이러한 법원 구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 연방법원과 주법원간 관할 배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
이다.
이하에서는 연방과 각 주의 법원 구조 및 양자의 관할관계에 관하여 정리해 보기
로 한다.
II. 연 방 법 원 의 구 조
1. 개 요
미국 연방헌법 본문 제3조 제1항은

미합중국의 사법권은 대법원(Supreme

Court )과 연방의회가 제정하고 설치하는 하급법원(Inferior Court s )에 속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제정된 1789년 법원조직법(Judiciary Act )에 의해
연방법원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었다. 현재 연방법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연방대법
원(U .S . Suprem e Court )과 12개의 연방고등법원(U .S . Court s of Appeals ), 94개의
연방지방법원(U .S . District Court s )을 근간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특별법원으
로서

연방배상법원(U .S .

Claim s

Court ),

연방국제통상법원(U .S .

Court

of

International T r ade), 연방조세법원(U .S . T ax Court )이 설치되어 있다.
2. 연방법원의 종류
(1) 연 방 지 방 법 원
연방지방법원은 특별법원의 전속관할을 제외한 모든 민·형사사건을 관할하는 제
1심법원이다. 각 주에 1개 내지 4개가 설치되어 있다.1) 심리는 단독판사에 의해 행
1) 인구가 희박한 주는 법원의 관할 경계가 주 경계와 같으나, 인구가 조밀한 캘리포니아주, 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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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3인의 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연방고등법원에 상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 연방대법원에 직접 상소할 수도 있다.
(2 ) 연 방 고 등 법 원
전국을 11개의 순회구(cir cuit )로 나누어 각 순회구 및 District of Columbia
Circuit에 각 1개씩 12개의 연방고등법원(U .S . Court of Appeals )이 설치되어 있으
며, 1982년에 일부 특별법원에 대한 상소법원으로서 연방순회고등법원(U .S . Court
of Appeals for the F eder al Circuit )이 설치됨으로써 총 13개의 연방고등법원이 있
다.
연방고등법원은 각각 자신의 순회구에 있는 지방법원과 연방조세법원에 대한 상
소심 관할권을 가지며, 연방순회고등법원은 연방배상법원(U .S . Claim s Court )과 연
방국제통상법원(U .S . Court of Int ernational T rade)에 대한 상소심 관할권을 갖는
다. 연방고등법원과 연방순회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3 ) 연 방 대 법 원
1) 구 성
연방대법원은 1인의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9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연방
대법관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종신직이다. 연방대법원은 워싱턴
D .C.에 설치되어 있다.
2) 관할
(가 ) 제 1심 관 할
연방대법원은 州間의 쟁송에 대한 전속적인 제1심관할권(original jurisdiction )을
행사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제1심관할을 행사할 수 있다: ① 외국의 대
사·기타 외교 사절은 일방당사자로 하는 소송; ②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쟁송; ③
주정부가 다른 주의 州民에 대해 제기한 소송2) .
(나 ) 상 소 심 관 할
연방대법원의 상소심관할권(appellate jurisdiction )은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
소심관할과 주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심관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연방대법원으
로의 상고는 상소(appeals )와 절차재심명령(certior ari)3)의 신청 두 가지가 있는데,
스주, 뉴욕주는 각 4개씩 설치되어 있다.
2) 주정부가 다른 주의 州民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연방대법원이 제1심관할권을
가지기는 한다. 그러나 이 때의 관할권은 전속적인것이 아니라 비전속적인 것임에 유의
하여야 한다.
3) certiorari란 t o be more fully inform ed"를 뜻하는 말인데, 영국의 고등법원 여왕좌부 또
는 형평법법원이 하급법원판사 또는 그 밖의 기관의 사법권 행사가 관할권의 범위를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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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는 법정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인정해야 하나, 절차재심명령의 허용여부는 연방
대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가)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심관할
연방대법원은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와 일정한 경우4)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appeals )에 대해 상소심관할권을 갖는다.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소(appeals )와 절차재심명령(certiorari)의
신청으로 구별된다. 상소(appeals )는 연방고등법원이 주법에 대해 연방의 헌법·조
약 또는 법률에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 이를 무효로 판결 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절차재심명령의 신청은 연방대법원규칙(Rules of the Suprem e Court of the Unit ed
States, 1970)이 정한 바, 즉 특별히 중요한 이유 5)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주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심관할
일정한 경우 각주의 최고법원의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상소심관할권을 갖는
다. 연방의 조약 또는 법률에 대해 이를 무효라고 판결한 경우, 연방의 헌법·조약
또는 법률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법의 효력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이를 유효라고 판
결한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에 상소(appeals )할 수 있고, 연방의 조약 또는 법률의 효
력이 문제되는 경우, 연방의 헌법·조약 또는 법률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법의 효력
이 문제되는 경우, 일정한 특권 또는 면제가 연방의 헌법·조약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고 청구한 사건의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에 절차재심명령(certior ari)을
신청할 수 있다.
(4 ) 연 방 특 별 법 원
연방지방법원과 동급의 제1심법원으로서 세 개의 특별법원이 있다.
1) 첫째, 연방배상법원(U .S . Claim s Court )이다. 연방배상법원은 연방정부를 상대
로 하는 일정한 금전배상청구사건에 대한 전속 관할을 가진다.
2) 둘째, 연방국제통상법원(U .S . Court of International T rade)이다. 연방국제통상

어나거나 공정성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는가를 심사하기 위해 국왕의 이름으로 정식기록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영장으로서 발부한 writ of certiorari에서 비롯되었다(이상윤, 영미
법, 103면). 어떤 학자는 certiorari 를 이송명령 으로 번역하기도 한다(김용헌, 미국의 사
법제도 개관 , 『법조』438호, 1993. 3., 6면).
4)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곧바로 연방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법원이 3인의 판사에
의해 심리하여 판결을 내린 경우와 연방정부 또는 그 기관 및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
소송의 경우이다.
5) 연방대법원규칙에 의하면 ① 연방고등법원 판례 사이에 충돌이 생겼을 경우, ② 주법상의 중
요한 문제에 대해 판단을 잘못한 경우, ③ 연방법상의 문제에 대해 판단이 내려진 경우로서
그 문제에 관한 선례가 없고, 이 기회에 올바른 판단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④ 연방법상의 문제에 대한 판단이 연방대법원판례와 다른 경우, ⑤ 고등법원이 스스로
통상의 재판절차를 위반하였거나 재판절차를 어긴 하급심 판결을 인정하였을 경우가 이에 해
당한다(이상윤, 전게서, 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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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관세 및 무역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전속관할을 갖는다.
3) 셋째, 연방조세법원(U .S . T ax Court )이다. 연방조세법원은 조세에 관한 사건을
다루는 법원이다.
III. 주 법 원 의 구 조 6)
1. 주 법 원 의 조 직
미국은 현재 50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주는 각자의 필요와 전통에 따라 다
양한 법원조직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명칭 및 상소심 관할이 각기 상이
하나, 대체로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 최고법원, 특별법원으로 구별할 수 있다.
2. 주법원의 종류
(1) 제 1심 법 원
연방법원조직에서의 지방법원(District Court )에 해당하는 주법원이다. 각 주별로
명칭이

상이한데,

순회법원(cir cuit

court ),

지방법원(district

court ),

상급법원

(superior court ) 등으로 부르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에는 Supr eme Court 라는 명칭
을 쓰고 있다. 또한 아칸소주, 델라웨어주, 미시시피주, 테네시주는 제1심법원으로서
보통법법원(common law court )과 별도로 형평법법원(chancery court )을 설치하고
있다.7)
(2 ) 제 2심 법 원
아이다호주 및 로드아일랜드주 등 인구가 적은 주에서는 대체로 별도의 제2심법
원을 설치하지 않고 대법원 내에 소법정을 두고 이곳에서 제2심법원의 역할을 맡고
있다. 대부분의 사건은 제1심법원의 재판만으로 사실심이 종결된다. 미국의 많은 주
가 제2심을 법률심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제2심 법원에서는 제1심 소송기록만으로
재판을 하는 등 여러 제약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심법원은 대부분의 주가
Court of Appeals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뉴욕주에서는 Appellat e Division of the
Supr eme Court라고 부른다.
(3 ) 최 고 법 원
최고법원은 대부분의 주가 ' Supreme Court '라고 부르고 있으나, 뉴욕주에서는
Court of Appeals, 메사추세츠주에서는 Supr eme Judicial Court s, 버지니아주에서는
Supr eme Court of Appeals라는 명칭을 쓴다.
6) 이상윤, 전게서, 111～112면; 김용헌, 전게논문, 16～20면 참조.
7) 각주별로 제1심법원의 조직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박삼태, 미국 주 사법제도 개관
- 주로 관할의 분배와 심급 구조를 중심으로 , 『외국사법연수논집』제11집, 1994. 12., 240～
25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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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특 별 법 원
각 주에는 일정한 소송물에 대해 제1심법원으로서 전속관할을 갖는 특별법원
(court of limited jurisdiction )이 있다. 대부분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 court )인
데, 영국과는 달리 경미한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민사사건까지 맡기는 주도 적
지 않다. 주에 따라 郡法院(Municipal Court ), 市法院(City Court ), 유언검증법원
(Court of Probate), 교통법원(T r affic Court ), 야간법원(Night Court ), 경찰법원
(Police Court )등의 다양한 간이법원 또는 특별법원이 존재한다.
IV . 각 법 원 간 의 사 법 관 할 권 관 계 8)
1. 주 법 원 사 이 의 사 법 관 할 권 관 계
주법원 간에는 다른 주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한 승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연방헌법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즉 각 주법원은 미연방헌법 제4
조 제1항에 규정된 Full F aith and Credit Clau se9) (각 주는 다른 주의 법률, 공공기
록 및 사법절차에 대하여 완전히 신뢰하여야 한다. 연방의회는 이러한 법률, 공공기
록 및 사법절차의 입증방법과 그 법적 효력에 관하여 법률로써 규정할 수 있다)에
따라 다른 주의 법원이 적법한 관할권을 행사하여 내린 판결의 효력을 승인해야만
한다.
2. 연방법원과 주법원간의 사법관할권관계
연방법원과 주법원은 상호 독립적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간 관할권의 배
분 문제가 생긴다.
우선, 연방법원의 전속관할(ex clu siv e jurisdiction )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해사
사건(admir alty and m aritime cases ); ② 파산절차; ③ 연방법에 의한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관한 사건; ④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에 관한 사건; ⑤ 외국의 대사·기
타 외교 사절에 관한 사건; ⑥ 육상 또는 수상에서의 압수(seizures ); ⑦ 기타 연방
법전(U .S . Code)에 규정된 사건.
그리고 연방법원과 주법원이 경합적으로 관할권(concurr ent jurisdiction )을 행사하
는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미합중국 헌법·법률·조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
쟁으로서 소가가 1만달러 이상인 사건(federal question jurisdiction이라 함); ② 서
로 다른 주의 주민들 사이, 한 주의 주민과 他州나 주민과의 사이, 서로 다른 주의
주민들과 他州와의 사이의 분쟁으로서 소가가

1만달러 이상인 사건(div er sity

8) 이상윤, 전게서, 112～114면; 박삼태, 전게논문, 225～228면 참조.
9) ART ICLE Ⅳ: SECT ION 1 - Full F aith and Credit shall be given in each State to the
public A ct s, Records, and judicial Proceedings of every other State. And the Congress may
by Gen eral Law s prescribe the Manner in which such Act s, Records and Proceedings shall
be proved, and the Effect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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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isdiction이라 함). 그 밖의 사건에 대해서는 연방의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 연방
대법원이 상소관할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 연방법원과 주법
원이 경합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게 된다. 어느 쪽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인가의
선택권은 원고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가 연방법원을 택한다면 그것이 법률에 반한
것이 아닌 한 사건은 연방법원에 확정적으로 계속된다. 그러나 원고가 주법원을 택
하였을 경우에는 소 제기후 일정기간 내에 피고는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연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당해 사건이 연방법원의 사
법관할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또는 이송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
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종국판결 이전이면 언제라도 원고의 신청 또는 직
권으로 사건을 주법원으로 환송할 수 있다. 원고가 주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에 이송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피고가 법정기간 내에 이송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주법원에 계속된다.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주법원만이 관할권을 갖게 된다.
형사사건의 관할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볼 필요가 있다. 연방법원은 모든 연방법
위반 범죄에 관해 전속적 관할권을 갖는다. 그러나 한 행위가 연방법과 주법을 동
시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서로 다른 범죄가 성립하고 이중기소금지원칙에 의한 보호
를 받지 못하며 각기 다른 죄명으로 연방법원과 주법원에 기소된다.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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