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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에 배치되어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재판연구원 10명 중 6명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즉, SKY 출신으로 집계됐

다. 재판연구원은 2013~2020년 8년간 임용된 전체 신임 판사의 21.6%, 2020년 임용 신임 판사

의 50.6%를 차지하는 법원내 인재들인데, SKY 출신이 과반수를 훨씬 넘겨 임용되면서 폐쇄적인 

엘리트주의와 카르텔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되고 있는 법조일원화가 무색하다는 지

적이 나오고 있다.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21

년 10년간 임용된 1,004명의 재판연구원 중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졸업한 재판연구원이 610

명으로, 전체의 60.8%에 달했다. 서울대 출신은 31.9%였고, 연세대 14.5%, 고려대 14.3%의 순

이다. 또 이들 1,004명 중 26.1%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고, 73.9%는 로스쿨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재판연구원 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다.

전국 25개의 로스쿨 중에선 성균관대, 서울대, 한양대, 부산대,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 등 상위 

6개의 로스쿨이 전체 재판연구원의 51.8%를 배출했다. 또 상위 10개의 로스쿨이 72.5%를 배출

하는 등 일부 로스쿨로의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10년간(2012~2021) 재판연구원 임용자 대학별 현황 

순 번 대학교 인 원(명) 비 율(%) 누적 비율(%)

1 서울대학교 320 31.9 31.9

2 연세대학교 146 14.5 46.4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진학가이드(169)

재판연구원 10명 중 6명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

[로스쿨 소식]

- 6개 로스쿨에서 과반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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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려대학교 144 14.3 60.8

4 성균관대학교 76 7.6 68.3

5 한양대학교 51 5.1 73.4

6 이화여자대학교 45 4.5 77.9

7 경찰대학 20 2.0 79.9

8 중앙대학교 18 1.8 81.7

9 부산대학교 17 1.7 83.4

10 서강대학교 16 1.6 85.0

11 경희대학교 15 1.5 86.5

12 서울시립대학교 12 1.2 87.6

13 한국외국어대학교 12 1.2 88.8

14 건국대학교 9 0.9 89.7

15 전남대학교 9 0.9 90.6

16 KAIST 9 0.9 91.5

17 경북대학교 6 0.6 92.1

18 동국대학교 6 0.6 92.7

19 숙명여자대학교 5 0.5 93.2

20 전북대학교 5 0.5 93.7

기타 63 6.3 100

합계 1,00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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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2012~2021) 재판연구원 배출 ‘톱 10’ 로스쿨

순 번 대학교 인 원(명) 비 율(%) 누적 비율(%)

1 성균관대학교 97 13.1 13.1

2 서울대학교 77 10.4 23.5

3 한양대학교 59 8.4 31.4

4 부산대학교 53 7.1 38.5

5 연세대학교 50 6.7 45.3

6 고려대학교 48 6.5 51.8

7 이화여자대학교 46 6.2 58.0

8 전남대학교 43 5.8 63.7

9 충남대학교 34 4.6 68.3

10 경북대학교 31 4.2 72.5

최기상 의원은 “모든 판결에는 법관의 경험과 가치판단이 개입되고, 사72.5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는 ‘공공의식을 갖춘 다양한 법관’이 중요하다.”며 “법관의 다양성은 

기존 제도 하에서의 전통적인 지표(출신대학, 출신지역, 성별, 직역)만으로는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

성되기 위해서는 재판연구원과 법관의 선발방식 및 선발기준 등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리걸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