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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의 구속자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감소의 경향을 보이다가 1997년부터 영장발부율에

서 감소를 기록하기 시작한다. 이후 1999년에 영장발부수가 11만건으로 떨어지고 2004년, 

2005년, 2006년을 거치면서 현격하게 줄어든다. 그래서 최근 2009년에는 42,732건으로까지 줄

어든다. 1995년과 비교해서는 10만건 이상의 구속영장발부가 줄어들었고, 구속재판 역시 6만

건 이상 줄어들었다. 비율로 따지면 14년전에 비해서는 약 30% 내지 40% 정도이고, 2000년

과 비교해서도 40% 내지 45% 정도이다. 구속기소율도 66%에서 14%까지 줄어들었다. 사건수

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 흉악범을 나타내는 사형과 무기형 선고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

리고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역시 10년 동안 25%인 16,000명 이상이 줄어들었다. 구속

자수의 감소는 우리의 역사에도 없었고 비슷한 시기에 사법개혁을 추진했던 일본의 경우에

도 찾을 수 없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다.

  구속자수가 급속히 감소하게 된 원인으로는 법조인이 증가하거나 검찰이 구속을 자제하였

다는 것은 증거가 없는 가설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와 국선변호제도 등 구속과 관련한 형

사절차의 개혁은 시기상으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사법개혁논의를 통해 영향을 미친 것

으로 이해된다. 한국의 사법개혁은 매번 구속제도의 개혁을 포함하고 있었고 따라서 3개의 

정부동안 시도된 사법개혁은 구속자수 감소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법원을 중심으로 형사절차 실무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은 구속제도 개혁

과 함께 구속자수 감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 역

시 사법개혁을 매개로 구속자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구속자수의 감소가 한국 형사절차에서 갖는 의의는 과거 구속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지나치게 남발되었다는 점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불구속 수사와 재판 원칙 확립, 방어권의 

현실화, 수사와 재판의 핵심가치로서의 공정성 등장, 법원의 검찰견제기능의 정상화, 자백위

주의 수사방법으로부터의 탈피, 인도적 형벌과 교화중심의 행형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그

러나 구속영장 발부수가 줄어들면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국민

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우려되는 현상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자수의 급

격한 증가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구속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강제처분이

라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구속자수가 지난 군부독재나 권위주의 정권 시절과 같은 숫자로 

증가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와 인권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가 발생한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형사절차의 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의 성과

로 검찰에 대한 견제 시스템이 최소한 구속의 경우에는 아직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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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민주화이후 한국의 사법체계는 거대한 변화를 거쳤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

부부터 시작된 사법개혁은 1993년부터 10년 이상을 끌어오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

여정부에서 일단락되었다. 이 과정에서 로스쿨 도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체제를 도입하였고, 법관을 경험있는 변호사 중에서 선발하는 법조일원화도 

도입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를 도입하여 배심제 역시 시행중에 

있다. 

이 모든 변화는 한국이 선진화, 세계화되는데 필요한 법적 시스템을 갖추기 위

해서 필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큰 변화를 보인 것은 형사절차이다. 형사절차의 변

화는 2007년 6월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최정점을 이룬다(2008.1.1 시행, 이하 

2007년 형사소송법이라고 한다). 2007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개정이었다.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공정성을 담보하는 

획기적인 제도들을 도입하였다.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화하였고, 인신구

속제도 및 압수수색제도를 개편하였고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하였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전후로하여 형사절차 실무에서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 중에 가장 극적인 변화는 구속자수의 감소이다. 구속자수는 민주화가 진행된 

이후 사법개혁 논의과정에서 대폭 감소하였다. 1995년에 비하여 2009년의 구속자

수는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구속자수의 감소는 수사와 재판, 나아가 행형이라

는 형사절차 전반에 크고도 깊은 변화를 몰고 왔다. 그 동안의 수사와 재판이 인

질사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구속위주의 수사와 재판이었기 때문이다.

구속자수의 감소는 우리 역사상 유래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

렵다. 1995년부터 시작된 구속자수의 감소는 한국의 이전 형사절차 역사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복잡화, 고도화, 위험화되면 범죄수도 늘어나고 이

에 대한 국가의 강경대응으로 구속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구속자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사법개혁을 진행한 일

본에서는 체포장과 구류장의 의미있는 감소나 증가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구금

자는 말할 것도 없이 계속 증가중이다. 이렇듯 한국의 구속자수 감소는 세계적으

로도 유래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한국은 범죄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데 

구속자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의 구속자수의 급격한 감소의 현상과 원인, 의의를 살펴본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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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구속자수 감소를 일본과 미국과 비교함으로써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급격하게 감소하였는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본 논문은 구속자 감소의 원인을 탐구

한다. 만일 구속자 감소의 원인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정권의 변화에 따라 구속자

수는 다시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형사절차상의 근본적인 변화

와 민주주의와 인권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면 구속자수는 정권의 변동에 따라 증

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구속자수의 감소 원인을 탐구함으로써 한국의 형사절차와 

관련한 인권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발전하였는가를 아울러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논문은 구속자 감소의 의의를 탐구함으로써 구속자수 감소가 형사절차

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구속자 감소의 현황

가. 한국의 구속자감소 현황

한국의 구속자수는 지난 15년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표 1> 한국의 구속영장 

발부수 및 구속기소인원수, 구속기소율 변화추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995년과 비교해서는 10만건 이상의 구속영장발부가 줄어들었고, 구속재판 역시 6

만건 이상 줄어들었다. 비율로 따지면 14년 전에 비해서는 약 30% 내지 40% 정도

이고, 2000년과 비교해서도 40% 내지 45% 정도이다. 구속자수만 줄어든 것이 아

니라 구속기소 인원수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10년 전에 비하여 약 40%의 인원

만이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구속기소율을 살펴보면 이전의 구속재

판원칙이 불구속재판 원칙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구속기소인원수를 구공판

사건 기소 인원수로 나눈 비율이 66%에서 14%까지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일반 사건이 감소했을까? 사건이 감소하면 구속사건 역시 감소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법원에 접수된 사건의 수는 1995년 

2,190,119건, 2000년 2,131,796건, 2009년 1,975,236건으로 크게 늘어나지도 줄어들

지도 않았다. 검찰이 처리한 사건 수는 증가하였다. 1995년 1,891,823건, 2000년 

2,381,239건, 2008년 2,736,064건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사건수는 별다른 변동이 

없는데 구속자수는 급격하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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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의 구속영장 발부수 및 구속기소인원수, 구속기소율 변화추이

연도 구속영장 발부수* 구속기소인원수** 구속기소율***

1995 144,314 109,492 66.5

1996 141,540 109,969 63.6

1997 117,729 95,508 54.5

1998 138,830 116,086 53.7

1999 110,937 94,892 48.6

2000 105,442 88,338 46.1

2001 105,294 90,014 45.3

2002 99,602 86,266 41.4

2003 93,594 80,265 37.7

2004 85,590 74,217 31.1

2005 64,295 56,657 26.2

2006 51,482 46,275 20.3

2007 46,062 42,129 16.9

2008 43,032 39,693 14.4

2009 42,732 40,214 14.0

  * 구속영장 발부수는 2008년까지는 대검찰청, 검찰연감에 의하고 2009년은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의함. 두 연감에는 구속영장 발부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 구속기소인원수는 사법연감에 의함.

*** 구속기소율은 구속기소인원수를 구공판 사건 기소 인원수로 나눈 비율임. 사법연감에 의함.

이에 따라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역시 줄어들었다. <표 2>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이 보여주는 바와 같다. 2000년 62,959명에서 2010년 46,457명으로 

25% 이상 줄어들었다. 구속자수의 급감으로 미결구금자의 수가 줄어든 것이 결정

적인 이유이다. 2000년의 미결수는 24,312명인데 비하여 2010년의 미결수는 

14,616명이다. 약 60% 수준으로 40% 정도가 줄어들었다. 기결수도 꾸준히 줄어들

고 있다. 같은 기간 38,647명에서 31,841명으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82% 수준으로 

18% 이상의 기결수가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이 기결

수의 양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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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교정시설 일일 평균 수용인원

연도 수용정원 1일평균수용인원 기결구금자 미결구금자

1995 55,800 60,166 33,381 26,785

1996 57,360 59,762 33,243 26,519

1997 57,660 59,327 33,502 25,825

1998 56,500 67,883 36,645 31,238

1999 58,000 68,087 39,478 28,609

2000 58,000 62,959 38,647 24,312

2001 59,130 62,235 38,472 23,763

2002 58,440 61,084 38,173 22,911

2003 44,350 58,945 37,692 21,253

2004 46,150 57,184 36,546 20,638

2005 46,090 52,403 35,110 17,293

2006 47,390 46,721 31,905 14,816

2007 43,100 46,313 31,086 15,227

2008 43,100 46,684 32,316 14,368

2009 45,930 49,467 33,179 16,288

2010 45,930 46,457 31,841 14,616

  * 1995년부터 2008년까지는 법무부, 법무연감 1999, 2009에 의거

 ** 2009년의 통계는 e-나라지표 교정시설 수용현황(출처 2010 법무연감)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739에서 확

인, 2010.11.8. 방문

*** 2010년의 통계는 2010. 8. 31. 현재 통계로서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http://www.corrections.go.kr/HP/TCOR/cor_04/cor_0404/cor_404010.jsp에서 확인, 2010.11.8. 방문

구금자수의 감소는 교화중심의 행형을 시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

고 인력과 예산의 대폭적인 절감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형을 할 수 있게 된다. 교

도행정의 대표적인 통계자료인 교도관 대비 평균 수용인원을 살펴보면 가장 높았

을 때인 1995년 5.7명에서 2003년 4.7명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2008년에는 3.2명

으로 줄어들었다. 교정행정이 제대로 이루어 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나. 일본의 체포장 및 구류장 발부 현황

한국의 구속자수 감소는 예외적인 현상으로 이해된다. 일본의 예를 보면 비슷한 

기간 체포장1)이나 구류장2)의 감소 추세를 확인하기 어렵다. 지난 10년 동안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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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의미있는 변화를 발견하기

는 어렵다. 특히 일본이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사법개혁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본은 이상하리만큼 구속자수의 감소가 보이지 않는다. 

<표 3> 일본의 체포장 및 구류장, 압수수색검증허가장 발부 총수

연도 체포장 총수 구류장 총수 압수수색검증허가장

평성 11(1999) 123,140 116,972 180,448

평성 12(2000) 135,067 127,965 181,017

평성 13(2001) 139,636 135,096 185,027

평성 14(2002) 146,427 145,103 188,767

평성 15(2003) 149,955 155,830 201,422

평성 16(2004) 146,527 156,985 203,400

평성 17(2005) 144,070 156,934 204,983

평성 18(2006) 139,309 152,277 209,703

평성 19(2007) 126,734 140,271 207,728

평성 20(2008) 120,403 133,412 217,672

평성 21(2009) 116,218 131,508 221,530

* 일본 사법통계연보(최고재판소 사무총국 발간) 1999년부터 2009년까지 확인

일본에서 체포장 및 구류장의 발부건수의 감소를 발견하기 어려운 현실은 수용

시설 일일 평균 수용인원의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과 비

교하여 25% 이상이 줄어들었지만 일본의 경우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없다. 일

1) 일본 형사소송법상 체포란 피의자의 신병를 구속하고 이어서 단기간 그 구속을 계속하

는 것을 말한다. 체포 후 사법경찰원은 피의자의 변해를 청취한 결과 유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하고, 유치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피의자가 신체구속을 당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피의자

를 검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미츠이 마코토(三井誠)/사카마키 타다시(酒卷匡), 신동

운 역, 입문 일본 형사수속법(법문사, 2003), 31면 내지 47면. 한편, 검거된 피의자의 

25.4%가 체포된다고 한다(2004년). 이케다 오사무(池田修)/마에다 마사히데(前田雅英), 

刑事訴訟法講義(東京大學校出版會, 2008), 96면 참조.
2) 일본 형사소송법상 구류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그 신병을 다시 계속하여 구속할 

이유와 필요가 있을 때 검찰관의 청구에 기하여 재판관이 발부한 구류장에 의하여 행

하는 피의자의 신병 구속을 말한다. 우리의 구속과 구속영장에 해당하는 것이 일본의 

구류와 구류장이다. 미츠이 마코토(三井誠)/사카마키 타다시(酒卷匡), 전게서(각주 1), 

52면과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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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은 구금자 수가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가 위험사회로 발전하면

서 사건수와 구속자수, 구금자수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가설이 적용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일본의 구속자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다. 1999년을 비교해 보

면 한국의 구속영장발부수는 110,937건인데 일본의 구류장발부수는 116,972건이었

다. 일본의 인구가 약 1억2천8백만으로 한국의 3배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에

서 구속영장이 얼마나 남발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2009년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일본에 비하여 약 3분의 1 정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한국의 

구속비율이 일본을 따라잡은 것으로 이해된다.

<표 4> 일본의 수용시설 일일 평균 수용인원

연도 일일 평균 수용인원

평성 11(1999) 53,947

평성 12(2000) 58,747

평성 13(2001) 63,415

평성 14(2002) 67,354

평성 15(2003) 71,889

평성 16(2004) 75,289

평성 17(2005) 77,932

평성 18(2006) 80,335

평성 19(2007) 80,684

평성 20(2008) 78,533

평성 21(2009) 76,019

* 교정통계연보(법무성 발간) 평성 20년(2008) 및 평성 21년(2009)

다. 미국의 구금자수 동향

미국은 형사절차 및 형사정책에서 매우 독특한 나라이다. 미국의 구금자가 세계

적으로 가장 많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3) 구금자수가 많다는 것은 

곧 체포자 및 구속자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각 주별로 

체포와 구속이 발생하므로 연방차원에서 그 통계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3) 한인섭, 형벌과 사회통제(박영사, 2007), 3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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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자수의 변동 추이를 통하여 구속자수의 변동추이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미국의 구금자는 이미 1989년 구치소와 교도소를 합하여 100만명이 넘어섰다

(1,078,920명). 이후 계속하여 구금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에는 150만

명이 넘었고, 2002년 200만명을 돌파했다. 200만명 돌파 이후 증가추세는 주춤하

고 있으나 추세만 그러할 뿐 구금자수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구금자

수 증가추세 및 그 원인에 대해서는 범죄에 대한 강경정책 및 범죄자의 무해화 추

구를 지적할 수 있다.4) 한국의 구속자수와 구금자수가 감소한 것과 비교하기에 무

색할 정도로 미국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역시 

사회가 고도화, 위험화되면 될수록 범죄와 구속자, 구금자가 증가한다는 가설이 적

용되는 경우임을 알 수 있다. 

<표 5> 미국의 구금자 현황

연도 구치소(Jail) 교도소(Prison) 합계

1994 486,474 990,147 1,476,621

1995 507,044 1,078,542 1,585,586

1996 518,492 1,127,528 1,645,572

1997 567,079 1,176,564 1,743,643

1998 592,462 1,224,469 1,816,931

1999 605,943 1,287,172 1,893,115

2000 621,149 1,316,333 1,937,482

2001 631,240 1,330,007 1,961,247

2002 665,475 1,367,547 2,033,022

2003 691,301 1,390,279 2,081,580

2004 713,990 1,421,345 2,135,335

2005 747,529 1,448,344 2,195,873

2006 765,819 1,492,973 2,258,792

2007 780,174 1,517,867 2,298,041

2008 785,556 1,518,559 2,304,115

* 미국 법무부 법무프로그램실(Office of Justice Programs), 법무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 http://bis.ojp.usdoj.gov/content/glance/tables/corr2tab.cfm, 2010.11.8. 방문

4) 자세한 것은 상게서(각주 3), 365면 내지 37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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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속자수 감소의 원인

한국 형사절차에서 구속자수가 역사상 유례없이,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감소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형사절차에서 구속이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 크고 중요하였기 때문에 구속자수의 감소는 형사절차 전반에 대하

여 크고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우선 그 원인을 생각해 본다. 원인이 명확하게 파

악될 때 우리는 구속자수의 감소가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인지 아닌지, 형사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몇 가지 가설을 수립

하고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 

가. 법조인 증가 가설

구속자수의 감소는 법조인의 증가에 의하여 발생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이 가설은 법조인의 수가 증가하면 구속자수는 감소할 것이라고 본다. 이 가설은 

법조인 수가 증가하면 양질의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근거한다.5) 이 가설은 형

사사건에 관계하는 법조인 수가 증가되면 사건에 대한 신중하고 꼼꼼한 검토가 이

루어지고 치열하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므로 구속자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

한다. 

한국의 법조인 수가 적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002년 기준으로 살펴

보면 법관, 검사, 변호사 1인당 국민수는 한국이 26,350명, 35,107명, 9,391명이고 

미국은 8,830명, 8,061명, 284명, 영국은 14,517명, 24,786명, 593명, 독일은 3,940명, 

16,308명, 707명, 프랑스는 11,490명, 35,339명, 1,827명, 일본은 간이재판소 및 부

검사를 포함하면 41,141명, 55,033명, 6,752명이다.6) 한국은 일본을 제외하면 선진

국과 비교하여 법관 및 검사의 1인당 사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이유로 한

국과 일본은 거의 동시에 사법개혁을 시작한 바 있다. 이 결과 지난 15년 동안 법

조인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첫째, 법관수의 증가가 구속자수의 감소를 초래했을 수도 있다. 1인당 사건부담

이 줄어들면 수사서류나 검사의 수사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로부터 벗어나 신중하

고 엄격하게 사건 검토를 할 수 있다. 이 결과 구속자수가 감소했을 수도 있다.

5) 대한변호사협회 및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의견, 대법원, 사법개 원회 자료집 

1권(2004), 33면.
6) 대법원, 사법개 원회 자료집 2권(2004), 2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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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관의 수는 <표 6>에서 보듯이 1990년 1,124명에서 2009년 2,724명까

지 대폭 증가하였으나 매년 50명 내지 60명, 많을 경우 120명 순차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구속자수가 대폭 감소한 1997년(3만명 대폭 감소)과 1999년(11만명대 

진입), 2005년(5만명대 진입)에 법관수의 획기적인 증가는 보이지 않는다. 구속영

장 발부수가 14만 내지 15만건이었던 1995년 이전에도 법관 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따라서 단순히 법관수 증가만으로는 구속자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둘째, 검사의 증가가 구속자수의 감소를 초래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검사의 

수가 증가하면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사건을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자신이 담당하

는 사건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수사할 가능성인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검사들 

스스로 경찰에 비교하여 인권에 민감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아무래도 경찰과 

비교해서는 구속영장의 청구가 엄격하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검사의 수 

역시 1990년 787명에서 2008년 1,752명으로 대폭 증가하기는 했으나 역시 매년 40

명에서 80명 정도로 순차적으로 증가해 왔다. 역시 1997년과 1999년, 2005년에 특

별한 변동은 보이지 않는다. 

<표 6> 법관, 검사, 변호사 수 증가표

연도 법관수 검사수 변호사수

1990 1,124 787 1,983

1991 1,174 827 2,258

1992 1,224 867 2,450

1993 1,274 907 2,685

1994 1,324 947 2,852

1995 1,374 987 3,078

1996 1,434 1,037 3,188

1997 1,494 1,087 3,364

1998 1,564 1,137 3,521

1999 1,644 1,027 3,887

2000 1,724 1,287 4,228

2001 1,738 1,287 4,618

2002 1,794 1,357 5,073

2003 1,874 1,427 5,586

2004 1,974 1,507 6,300



형사구속자수 급감의 원인과 의의 / 金仁會  57

연도 법관수 검사수 변호사수

2005 2,544(실제2,074) 1,587 6,997

2006 2,137 1,627 7,602

2007 2,504 1,667 8,143

2008 2,604 1,752 8,877

2009 2,724 1,847 9,612

* 법관의 정원은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검사의 정원은 대검찰청의 검찰연감, 변호사의 숫

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역대변호사수 변동현황’에 의함

셋째, 변호사수의 증가가 구속자수의 감소를 초래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변

호사수의 증가나 국선변호 사건의 증가는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화하기 

때문이다. 변호사수는 1990년 2,258명에서 2009년 9,612명으로 획기적으로 증가했

다. 특히 2001년부터 매년 400명에서 800명까지 대폭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수의 증가를 이유로 구속자수가 감소하였다고 곧바로 결론을 내

리는 것은 무모하다. 우선 구속자수가 많이 줄어든 1997년과 1999년의 경우에 이

전과 다른 폭발적인 증가는 없다. 그리고 2004년, 2005년, 2006년의 구속자 감소와 

변호사수의 증가는 유의미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변호사수의 증가는 이미 15년전

부터 준비되어온 과제이다. 즉, 1995년의 사법개혁 때부터 변호사수의 증가가 논

의되었고 그 결과 변호사수는 1998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변호사수의 

증가와 구속자수의 감소는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고 변호사수의 증

가가 곧 구속자수의 감소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나. 형사절차상 제도개혁 가설

형사절차상 제도 개혁이 구속자수를 감소시켰다는 가설은 매력적인 가설이다. 

구속제도의 개혁은 항상 구속영장의 심리를 충분하고도 철저하게 하여 인권 침해 

요소의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구속을 줄이고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회복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사표시이기도 하다. 구속자수의 감소와 관련한 형사절차상의 제도

개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영장실질심사제와 국선변호제도의 확대이다. 전자는 법

관에 의한 신중한 영장심사를 통하여, 후자는 변호인의 실질적인 변호권 확대를 

통하여 구속자수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영장실질심사제도를 살펴본다. 영장실질심사제도는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7) 본 제도는 피의자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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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하지 않고 수사서류만에 의하여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

관이 직접 피의자를 대면하여 변명의 기회를 주고 직접 심문하여 구속여부를 결정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 제도는 국제인권법상 형사상 체포자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한국에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도입 당

시에는 법관에게 심사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영장실질심사제

의 의의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고 국제인권법의 기준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미흡

한 도입이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제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는데에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의 반발이 있어 1997년에는 피의자

측에게 영장실질심사청구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관적 공권을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국가의 의무를 회피하는 개악이었다. 이후 다시 10년

이 지난 후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시 필요적 심문절차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었다.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후 12년만의 일이었다.                

영장실질심사제는 분명히 영장의 심사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함으로써 구속자수

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영장실질심사제의 도입과 구속자수의 

감소가 시기적으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1995년 영장실질심사제가 도입되어 

시행된 1997년에는 구속영장 발부수가 줄어들었지만 1998년에는 다시 원상회복하

여 버린다. 이후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구속영장 발부수가 크게 변화가 없다. 

이후 2004년과 2005년, 2006년에는 영장실질심사제의 변화에 관계없이 구속영장

발부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러나 1997년에 영장발부률이 71%로 

1996년에 비하여 10% 이상 떨어졌다는 점과 이후 그 비율이 계속 유지된다는 점

에 비추어 보면 영장실질심사제의 영향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즉 영장

발부수에 의하면 영장실질심사제의 영향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영장발부률에 의하

면 영장실질심사제의 영향이 있다는 결론이다. 2007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영장

실질심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미 충분히 구속영장 발부수가 감소

한 이후이므로 영장 발부수와 관련이 있지는 않다. 

이로써 최소한 영장실질심사제가 비록 불완전하지만 도입되었다는 것 자체가 

구속자수 감소의 논의를 확대시키고 저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은 확인

할 수 있다. 나아가 영장실질심사제의 도입으로 영장발부률이 줄어들었고 구속자

수의 감소가 발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시기적으로 그 경향이 완전히 일

7) 신동운, 신형사소송법(법문사, 2010), 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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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정적인 계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의 구속자수 감소는 영장실질심사제의 도입과 관련없이 이루어졌다. 

둘째, 국선변호사건 비율의 증가는 구속자수 감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국선

변호가 증가하게 되면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화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 영장심사가 보다 엄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선변호의 수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1995년 국선변호인 선정건수는 28,372건

이었고, 1997년 34,585건, 1998년 51,080건, 1999년 58,307건, 2000년 56,968건, 

2003년 84,401건, 2005년 62,169건, 2009년 101,559건의 분포를 보인다.8) 이 숫자

는 구속영장 발부건수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1997년 구속영장 발부수가 줄어들었

는데 이때 국선변호의 수가 3만건이 넘었다. 그리고 1999년에는 5만건이 넘었다. 

하지만 2005년에는 국선변호가 2004년의 89,587건에 비하여                2만 7천건 이상이 줄

어들었지만 구속영장 발부수는 줄어들었다. 따라서 명백한 관련이 있다고는 자신

하기는 어렵지만 유의미한 변화는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선변호 선정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은 구속영장발부 수의 감소와 연동되

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구속영장청구시 국선변호를 선정

하도록 제도개선이 있은 후 국선변호의 증가와 구속영장 발부건수의 감소는 동시

에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구속영장 발부수의 감소 경향은 그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국선변호 사건수의 증가 역시 시기적으로 구속자수 감소와 완전히 일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구속영장 발부수의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인다. 영장실질심사제와 같이 구속영장 발부수를 줄

이는데 논의를 확대시키고 저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사법개혁 가설

구속자수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사법개혁의 영향때문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

다. 한국에서 사법개혁은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때부터 시작하여 노무현 대통

령의 참여정부까지 이어진 국가적, 시대적 과제였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피고인

의 인권 보호, 특히 영장주의의 원칙을 지키면서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속제도의 개혁은 매번 사법개혁의 주요 과제였다. 따라서 사

8) 법원행정처, 사법연감(2010, 2000).



60   �서울대학교 法學� 제51권 제4호 (2010. 12.)

법개혁은 구속자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구속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 해결을 공론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를 

검토해 보자.

(1) 문민정부의 사법개혁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사법개혁은 로스쿨 도입론 논쟁으로 시작하고 끝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하지만 문민정부 시기에 세계화 추진위원회를 중

심으로 로스쿨 도입만이 논의된 것은 아니다. 

형사절차와 관련한 논의는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사법제도

발전위원회는 1993. 11. 10. 대법원 산하에 구성되었다. 사법제도발전위원회는 1994

년까지 활동하면서 첫째, 사법권의 독립 확보 및 대법원의 위상 정립, 둘째, 재판

의 효율과 국민 편익을 위한 법원조직의 개편, 셋째, 법관 인사제도의 개선, 넷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판제도의 마련, 다섯째, 사법행정의 재검토 및 사법복지책

의 강구 등을 목표로 하였다.9)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안건이 이와 같이 광범위함

에 따라 세계화추진위원회는 로스쿨 도입에 집중할 수 있었다.

사법제도발전위원회는 안건 중 구속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도의 도입, 기소 전 보석제도의 도입을 건의하였다.10) 대법원은 법률안 성안을 시

도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전반에 걸친 개정을 추진할 때에 이를 반영하기로 하고 유

보하였고 1995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시 구속영장실질심사제가 도입되었다.

문민정부의 사법개혁도 구속제도의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구속자수 감소를 초래

하였다. 다만 구속영장실질심사제와 구속자수 감소 항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

기적으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생각된다.

(2) 국민의 정부의 사법개혁

문민정부 시절 완성되지 못한 사법개혁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 다

시 시도된다. 국민의 정부에서 사법개혁을 담당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1999. 5. 

7. 구성되어 2000. 5. 보고서 제출로 활동을 마감하였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자

신의 과제로 첫째, 우리 사법제도의 기본 구조상 문제점과 과제, 둘째, 운영과정에

 9) 사법발전재단,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상),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 학

술 심포지움(2008), 185면.
10) 상게서(각주 9), 187면.



형사구속자수 급감의 원인과 의의 / 金仁會  61

서 현출된 시대적 과제, 셋째, 세계화 추세에 연유하는 과제를 기본 과제로 하였

다.11) 그리고 개혁과제는 ①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 제도 마련, ② 법률서비스

의 질적 향상, ③ 법조의 합리화⋅             전문화⋅현대화, ④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⑤ 법조비리 근절, ⑥ 세계화 조류에의 대응 등이었고 세부적인 토의 내용은 모

두 34개였다.12)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특히 구속제도와 형사절차에 대하여 구속이 형사소송법

상의 그 본래의 기능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경우로 제한하고 불구속을 확대하기 

위하여 ① 체포⋅             구속제도의 개선, ② 석방제도의 개선, ③ 인신보호법의 제정, 미

결구금일수의 전부 산입, ④ 재정신청범위의 확대, ⑤ 피해자의 권리 보호, ⑥ 피

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화, ⑦ 즉결심판제도의 개선, ⑧ 경미범죄의 비

범죄화 등을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다.13)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구속과 관련하여 깊이있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거의 모두 마련하였다. 하지만 1999

년의 구속영장 발부수 감소 이후에는 구속영장 발부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

다. 제도 개혁상의 논의에만 그치고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당시 사법개혁의 논의는 법조비리 문제에서부터 출발하였다는 점과 활

동 기간이 짧은데 비하여 너무 많은 제도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14) 

그 외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건의 내용을 입법화하지 않은 법무부의 과오도 지

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이 구속제도의 개혁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공유되

지 못했던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사법개혁과제를 거의 전부 망라적으로 다룸으로

써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사법개혁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리고 구속과 관련한 

제도와 실무는 여전히 한국에서 핵심적인 쟁점임을 명확히 한 점도 중요한 성과라

고 할 수 있다.

11)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민주사회를 한 사법개  - 통령자문 원회 보고서(2000), 5면 

내지 11면.
12) 상게서(각주 11), 15면 이하.
13) 상게서(각주 11), 15면 내지 117면 참조. 이외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

한 형사재판제도를 위하여 대법원 양형조사위원회를 설치 및 양형기준 도입 방안, 공

판정 속기⋅             녹음제도의 운영개선, 공판절차 이분화, 자백사건의 신속한 선고제도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 
14) 상게서(각주 11), 2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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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정부 사법개혁

참여정부에서도 사법개혁은 다시 시도되었다. 참여정부의 사법개혁은 지난 시기

의 사법개혁과 몇 가지 차별점을 보인다. 

우선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법조비리가 아니라 대법관 인사파동이었다. 이 사건

을 통하여 법원과 법조계는 인권과 소수자 보호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낡은 틀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일과성의 법조비리가 아니라 법조계

의 고질적인 폐쇄성과 관료성이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다. 참여정부는 이전 시

기 사법개혁이 제도의 기본 틀은 그대로 두고 개혁을 추진한 것에 비하여 사법제

도의 근본 문제를 직시하고 그 해법을 마련하려고 하였다.15) 이러한 노력은 법조

인 양성제도에서 로스쿨 제도의 도입, 법관 선발에서 법조일원화의 도입, 형사재판

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도입과 공판중심주의의 확립, 구속제도의 개편 등 굵직한 사

법개혁의 성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의 사법개혁은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2단계로 진

행되었다. 사법개혁 진행과정의 특징은 첫째, 범정부적 차원의 협조에서 진행되었

다는 점, 둘째, 사법개혁의 기본방향 설정과 구체적 추진이 밀접히 연계되었다는 

점, 셋째,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했다는 점, 넷째, 전문적인 실무인력을 확

보했다는 점, 다섯째, 사법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의제가 선정되었다

는 점을 들 수 있다.16)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과제 중에도 구속제도의 개혁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 

통계에 의하면 2004년, 2005년, 2006년 구속자수는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

때가 구속제도 개혁에 관한 논쟁이 한창이었을 때이다. 

사법개혁위원회는 2003년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2004년 12월 건의문을 제출한

다. 사법개혁위원회는 건의문에서 “구속은 재판절차에의 출석 및 형집행을 담보하

기 위하여 불가피한 제도이지만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함은 물론 사회

생활상 큰 불이익이 뒤따르게 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최소한

도의 범위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석방조건의 다양화, 석방제도

의 통합, 영장단계의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등을 건의하였다. 이후 사법제도개혁추

15) 이것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사법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의제 선

정”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선진화를 한 개  

-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백서(상), 29면.
16) 상게서(각주 15), 28면 내지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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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원회는 2005년 본격적인 논쟁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5. 9. 15.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방안”(의안 제14호)을 의결하였다.17)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성안한 법률안 중 영장실질심사의 필요적 심문절차

화는 개정되었으나 석방제도의 통합이나 영장단계의 조건부 석방제도의 도입 등은 

개정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 집중심리주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국선변호제도의 확대 등 형사절차에 큰 영향을 미친 다른 안건과 비교해 

보면 아쉬움이 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벌어진 논쟁은 법관과 검찰, 변호사, 경

찰 등 사법관계 종사자들에게 크고 깊은 영향을 미쳤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는 법원, 검찰, 변호사, 행정부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모아 정부안으로 구속에 관

한 획기적인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논쟁하

고 투쟁하고 반목, 갈등하였다. 형사사법 관계자 중에서 이 논의를 벗어난 사람은 

없었다.18) 이 당시 논쟁이 한창이었던 때가 2004년, 2005년이었다. 그리고 비록 인

신구속과 관련한 법률개정안은 입법화되지 못했지만 다른 굵직한 법률개정안은 모

두 국회에서 입법화되었다는 점 역시 구속자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속제도의 개혁은 그 자체로 완결된 과제가 아니고 공정하

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의 개혁이라는 큰 목표아래 국민참여재판, 공판중심주

의, 집중심리주의, 변호권의 확대, 국선변호제도의 확대 등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

문이다. 

그리고 사법개혁 과정에서 벌어졌던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지휘는 불구속수사와 재판이 원칙임을 선언한 것으로서 구속제도의 개편 논의

를 확대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법개혁과정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직접 관련되면서 구속자수의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사법개혁 과정에서 구속의 문제는 언

제나 주요한 과제였고 구속제도 개혁은 구속이 과도하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되기 

17) 자세한 내용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선진화를 한 개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백서(하), 194면 내지 223면 참조.
1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005년에 두차례의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한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전문가토론회에는 이은모 교수, 이경재 교수, 천진호 교수, 이정

원 교수, 류전철 교수, 이국재 변호사, 차지훈 변호사, 구회근 판사, 금태섭 검사, 강

동범 교수, 신양균 교수, 정웅석 교수 등이 참석하였고, 공청회에는 김지욱 변호사, 

신양균 교수, 이상돈 교수, 구회근 판사, 차동언 검사, 국가인권위원회 박찬운 인권정

책국장,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소장, 경찰청 수사권조정팀장 황운하 총경 등이 참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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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었다. 

이 점은 일본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벌어졌던 일본의 

사법개혁논의는 구속제도 개혁을 통한 불구속확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것

은 일본의 구속자수가 이미 충분히 소수였다는 현실 때문이다.19)                

(4) 형사절차 실무의 변화

통계를 자세히 보면 구속자수는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구속과 관련한 제도는 

직접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구속관련 제도의 개정에 앞서서 구

속자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의 명시적인 개정이외에 다른 곳

에서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법개혁위원

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제도의 개

혁은 항상 실무의 변화를 초래한다. 특히 구속제도                개혁은 형사절차 개혁과 직접 

맞물려있어 제도 개혁 논의는 실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실무의 변화 역시 구

속제도의 개혁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서는 형소절차 실무의 변화를 눈여겨 살펴보자. 통계상으로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구속자수가 2만명 정도 줄어든다. 형사소송법의 개정 없는 구속자수 

감소이다. 이후의 구속자수 감소가 너무 급격하여 큰 감소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

만 실제로는 20%에 가까운 구속자수 감소이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동시에 

형사절차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형사절차의 실무 변화를 

대표적인 판결례를 통하여 살펴본다. 

형사절차의 변화를 초래하였던 대표적인 판결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

19) 일본의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사법개혁을 추진한 단체 중 일본정부, 경제계(경제단체연

합회), 자유민주당에 비하여 훨씬 인권친화적인 일본변호사연합회의 개혁과제에서도 

불구속 확대를 위한 제도개혁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1998년 11월 

이사회 결의로 ｢사법개혁비젼-시민에게 가깝고 신뢰받는 사법을 향해-｣를 채택하여 종

합적인 사법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2 각론 (구체적 개

혁과제) 1. 시민에게 가까운 사법의 실현과 사법의 용량의 확대 2. 시민의 권리를 보장

⋅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의 정비 3. 입법⋅               행정에 대한 사법권의 체크와 사회의 

모든 분야에 법과 정의가 미치게 하는 것 4. 국제화에 대한 대응 5. 변호사⋅               변호사회

의 개혁 등이다. 그리고 구속과 관련한 제도개혁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               실현하기 위

해 필요한 제도의 정비’ 과제 중의 하나로 국제적인 수준에 합치하는 피구금자 처우와 

구금시설의 실현을 제시하고 있다. 김창록, “일본사법개혁 논의의 경과와 현황 - 법과

대학원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사법제도비교연구회, 사법개 과 세계의 사법제도 Ⅰ(2004), 

4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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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능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다(대법원 2004.12.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

결).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개정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20)에 대해 새로

운 해석을 하였다. 이전에는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간인과 서명, 무인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거기에 기재된 내용이 자

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다투더라도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으로 보

았으나 이를 변경하였다. 즉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 법문의 문언상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실질적 진정성립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

고 보아야” 하므로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

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

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획기적인 위 판결은 어디에서 

이론적 철학적 근거를 찾고 있는가? 대법원은 그 근거를 “직접심리주의 및 구두변

론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의 이념”에서 구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지적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 및 구두변론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의 

이념’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치

열하게 다투어졌던 내용이다. 형사소송법의 변화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나 입

법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의 실무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형사절차 실무의 변화는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사례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판례이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

3061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형사절차 실무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적극 대응

20) 개정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

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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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실무가 변화하고 있었다는 것

을 보여주기는 사례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그동안 고수해 온 위법수

집 증거물에 대한 형상불변론을 폐기하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증거물에까지 

확대하였다. 즉, 대법원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

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

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

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

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고 하여 위법

수집증거배제법칙을 판례로 확립한다. 그런데 이 판례는 2007년 형사소송법이 제

308조의 2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도입한 직후에 선고되었다. 이것은 형사절

차 실무가 소송법 개정과 동시에 혹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앞서서 진행되고 있었다

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왜냐하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이전의 확고한 

판례를 변경하려면 상당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전후로 하여 형사절차에 대한 관념의 변화는 법원

의 검찰에 대한 견제기능의 회복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소위 문국현 의원에 대한 

공소장한장주의(공소장일본주의) 판결(대법원 2009.10.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

의체 판결)에서 잘 나타난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형사소송 법령의 내용과 그 

개정 경위, 공소장일본주의의 기본취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당사자주의와 공

판중심주의 원칙 및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 등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공소장일본주의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절차의 원칙을 공소

제기의 단계에서부터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우리나라 형사

소송구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공소장한

장주의는 공소사실 특정의 필요성이라는 또 다른 요청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제약

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한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 중 소수의견은 “공소

장일본주의는 재판제도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

수적인 원칙으로서 그 원칙에 위배된 재판은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고 “공소

장일본주의가 추구하는 재판의 공정이라는 가치가 실체적 진실발견보다는 더 우선



형사구속자수 급감의 원인과 의의 / 金仁會  67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재판의 공정과 관련된 공소장일본주의의 기능 발휘

를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요청은 일부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의 핵심이 공정성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의견개진

이다.21) 이와 같이 문국현 의원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재판이 가장 중요한 원

칙이 공정성임을 밝히면서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이 판례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이전의 수사서류 중심의 재판에서 벗어나 공정한 재판을 통

하여 검찰의 수사권행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법원 실

무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법개혁과정에서 형사절차의 실무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앞서거나 

동시에 혹은 사후에 계속하여 변화하고 있다. 형사절차 실무 변화의 핵심은 법원

이 검찰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충실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무의 변화가 구속과 관련해서는 구속에 대한 엄격하고도 신중한 재판으로 나타

나 구속자수의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변화는 단순한 제도적 개혁만으로 이루어지

는 것은 아니다. 

 

라.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 가설

구속자수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

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친다. 민

주주의 발전은 곧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의 확대를 의미하고 국민의 자유

로운 활동을 보장한다. 따라서 이전 시기 군부독재나 권위주의 정부 시기와는 달

리 법률상 혹은 형사실무상 허용되는 행동의 범위가 넓어진다. 특히 사상범이나 

정치범에 대한 처벌은 줄어든다.22) 

21) 다만 공소장한장주의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규칙에 규정

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석론상으로는 공소장한장주의를 재판의 공정성을 보

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원칙이라는 주장에는 약간의 미흡함이 있고 입법론상으로 형사

소송법에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2) 참여정부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는 3개과에서 2개과로 줄었고, 전국 15개 지방검찰청 

가운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울산지방검찰청을 제외한 13개 검찰청의 공안과가 폐지

된 바 있다. 법무부,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법무행정-참여정부 법무부 정책백서

(2007), 22면 참조, 그리고 참여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입건 및 구속현황은 

2002년 입건 231명, 구속 131명, 2003년 입건 165명, 구속 84명, 2004년 입건 114명, 

구속 38명, 2005년 입건 64명, 구속 18명, 2006년 입건 62명, 구속 22명, 2007년 입건 

62명, 구속 17명이다. 입건자와 구속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입건자 중 구속자의 비율은 2002년 56.7%에서 2007년 27.4%로 떨어진다. 참여정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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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인권의 발전은 직접적으로 구속자수의 감소를 초래한다. 한국에서 구

속제도의 개혁이 계속 논의된 것은 그만큼 구속에 의한 인권침해가 심각했다는 것

을 말해준다. 구속과 관련하여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고 했던 그간의 사법개

혁은 바로 이러한 사정을 말해준다.

이 가설은 구속자수가 1999년부터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증거를 발

견할 수 있다. 즉 2004년을 전후로 구속자수가 급감하기는 하였지만 구속자수의 

감소는 1999년부터 시작되어 지속된 것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들

어선 이후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그 단초는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도 나

타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경향은 국민의 정부 때부터이고 참여정부 때에는 

완전한 경향으로 굳어진다.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의 영향은 넓고도 깊다. 1999년 이후 계속하여 감소의 추

세를 보이고 이명박 정부 이후에도 그 추세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가 들어선 이래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는 진단이 많다. 촛불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나 노무현 대통령 수사, 한명숙 전총리 수사, 정연주 KBS 사장 

수사, 미네르바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참사 수사 등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잘 보

여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인권 분야에서도 후퇴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

원회 사태가 이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이전 같으면 모두 구

속될 정도로 굵직한 사건들이었으나 이들 사건은 대부분 불구속으로 수사와 재판

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소한 구속에 관한 한 이전 군부독재

나 권위주의 통치시대로 되돌아 가지 않은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고 있는 데에도 구속자수가 증가하지 않는 것은 구속

이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처분이라는 사실에서 연유한다.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지금 구금이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처분이다. 따라서 구속

요건을 완화하여 구속을 쉽게 하는 것은 다른 일반적인 민주주의나 인권의 지표와

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인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재량이나 타협의 

여지가 없고 국가는 이를 무조건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권에서 최소한의 핵

심은 국가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의무로서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정당하게 지연시

킬 수 있을 만큼 무거운 다른 원칙들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한 국가는 반드시 충

족시켜야 한다.23) 가장 늦게 최후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

책보고서, 권력기  제자리찾기 - 권력기 을                국민의 품으로(2008), 142면.
23) 샌드라 프레드먼, 인권의 환, 교양인(2008), 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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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구속자수가 지난 군부독재나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과 같은 숫자로 증가한다는 것은 곧 민주주의와 인권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심각한 

위기가 발생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 가설은 타당하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이 구속자수를 

줄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이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그 영향을 보다 확대한 것은 사법개혁이라고 해

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만일 사법개혁이라는 계기가 없었다면, 그래서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반성적 비판이 없었다면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대를 체계적, 

조직적으로 사법절차 속으로 받아들이는 결정적인 분기점은 없었을 것이다. 

마. 검찰의 구속 자제 가설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할 가설은 검찰이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노

력하여 구속자수가 감소하였다는 가설이다. 이 가설은 정서적으로 이론적으로 수

용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검찰은 한국에서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막강한 수사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 스스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으니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참여정부 초기부터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바르게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다”, “검찰의 

지속적인 불구속 수사 확대 노력에 힘입어 1995년 7.3%에 이르던 구속율이 꾸준

히 하락해 2006년 8월엔 2.2%까지 떨어졌다”,24) “이에 검찰에서는 인권보호 강화

를 위해 보다 강화된 구속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비판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구속수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

단이 작용했다”25)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검찰에서는 2006년 6월 12일 ‘구속수사

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고 2007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24) 법무부, 전게서(각주 21), 34면,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전게서(각주 21), 134면.
25) 법무부, 전게서(각주 21), 34면,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전게서(각주 21), 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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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검찰의 영장청구수와 영장발부수 비교

연도 영장 청구 및 신청수 영장기각 영장발부수 영장발부률

1995 171,226
검사 9,802

사경 161,424

판사 10,493

검사 16,419
144,314 84.2%

1996 172,358
검사 11,134

사경 161,224

판사 11,288

검사 19,530
141,540 82.1%

1997 165,144
검사 10,685

사경 154,459

판사 25,684

검사 21,731
117,729 71.2%

1998 194,181
검사 13,867

사경 180,314

판사 22,915

검사 32,436
138,830 71.4%

1999 154,752
검사 11,840

사경 142,912

판사 17,388

검사 26,427
110,937 71.6%

2000 146,584
검사 10,976

사경 135,608

판사 16,168

검사 24,974
105,442 71.9%

2001 144,643
검사 10,989

사경 133,654

판사 15,320

검사 24,028
105,294 72.7%

2002 133,473
검사 11,282

사경 122,191

판사 14,864

검사 18,892
99,602 74.6%

2003 127,670
검사 9,192

사경 118,478

판사 14,869

검사 19,041
93,594 73.3%

2004 119,973
검사 8,179

사경 111,764

판사 14,980

검사 19,344
85,590 71.3%

2005 85,924
검사 6,753

사경 79,171

판사 9,743

검사 12,129
64,295 74.8%

2006 71,408
검사 6,664

사경 64,744

판사 10,214

검사 9,643
51,482 72.0%

2007 67,801
검사 5,901

사경 61,900

판사 12,891

검사 8,890
46,062 67.9%

2008 64,534
검사 6,526

사경 58,008

판사 13,785

검사 7,648
43,032 66.6%

   * 검찰연감(2009)에 의함

  ** 영장기각 중 판사기각은 검사 신청 영장 중 사법경찰관의 청구가 포함됨

 *** 영장기각 중 검사 기각은 사법경찰관 청구의 구속영장에 대한 검사의 기각을 의미함

**** 영장발부율은 영장청구 및 신청수를 분모로, 영장발부수를 분자로 한 후 백분율을 구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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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의 자제 가설은 통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표 7>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구속영장발부율이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1997년 70%로 떨어진 이후 2006년

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2007년부터 60%로 진입한다. 1997년의 영장발부율

은 전해와 비교하여 무려 1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영장발부율은 그

대로 유지되는데 판사의 영장기각수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1만 7천건에서 1만 

4천건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검사의 영장 청구수와 사

법경찰관의 영장신청수는 급격하게 줄어든다. 결정적인 변화의 시기는 역시 2005

년이다.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청구수가 10만건 이하로 떨어졌다. 검사는 이미 

2003년부터 영장청구수가 1만건 이하로 떨어졌다. 

검사의 영장신청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검사가 영장청구를 자제한 것이 아

니라 법원에서 영장발부를 신중하게 하자 영장발부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이

다. 영장에 대한 심사가 엄격하여 영장발부율이 감소하게 되자 수사를 더욱 치밀

하게 하고 영장청구 자체를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실무상 구속영장이 기각

되는 경우는 검사에게 자랑스럽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관의 영장심사

가 신중하고 엄격하게 되면 검사 자신의 영장청구나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에 대

한 심사도 까다로워지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그렇지 않고 영장을 무조건 청구하면 

검사가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위 표는 법원에서 영장발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게 되자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하여 영장신청수 자체를 줄였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2000년부터 2008년 사이

에 영장청구건수 자체가 44% 정도로 줄어들었다. 물론 법원의 변화를 검찰이 수

용하여 구속영장 신청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하여 “검찰의 지속적인 불구속 수사 확대 노력에 힘입어 1995년 7.3%에 

이르던 구속율이 꾸준히 하락해 2006년 8월엔 2.2%까지 떨어졌다”는 식으로 견강

부회해서는 안된다.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다음으로 검찰의 구속자제 가설은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맞지 않는다. 영장실질

심사제가 도입된 이후 피의자에게 청구권을 주도록 개악한 것은 검찰의 요청에 의

해서였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제의 필요적 절차화에도 검찰은 초기에 반대하였

다. 또한 천정배 장관의 불구속 지휘에 항의하여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따라서 검찰의 구속자제 가설은 틀린 가설이다. 검찰 스스로 인권친화적인 기관

으로 선전하고 싶은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다른 기관의 성과를 마치 자신의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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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용하는 것은 정당한 태도가 아니다. 굳이 이 가설을 반박하는 이유는 구속에 

관한 일차적인 결정권, 이니셔티브가 검찰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

기 때문이다.

4. 구속자 감소의 의의

가. 과거에 대한 반성

구속자수의 급격한 감소는 이전 시기의 구속이 과도했음을 보여준다. 지난 군부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구속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하였다. 구속이 양적

으로 과도한 것은 많은 수의 구속으로 나타났고, 질적으로 과도한 것은 구속의 사

유가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백을 받기 위하여 혹은 먼저 집행하는 형벌로

서 기능하였다. 

지난 시기의 구속은 원칙대로 운용되지 않았다. 신체의 구속이란 피의자⋅             피고

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이다.26) 구속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

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인정된 다음 증거의 인멸과 범인

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소극적인 수사방법이다. 수사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강제처분 중에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으로서 가장 강력한 처

분이다. 피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구속된 자는 사회생활로부터 격리되

면서 본인 및 가족의 경제생활,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한다. 구속으로 인

한 불이익은 사회가 고도화, 조직화될수록 심각하다. 한번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

면 재기하기 어렵고 구속자로 낙인찍히면 두 번째 기회는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

리고 구속자는 외부세계와 고립됨으로써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쉽게 

수사기관에 굴복하게 된다. 따라서 구속은 필요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양적

으로 구속의 수가 적정해야 할 뿐 아니라 질적으로 원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증거

의 인멸과 도주 방지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군부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는 구속은 자백을 받기 위한 적

극적인 수사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피의자를 불리한 위치에 빠뜨려 자백을 받으

려는 것이다. 구속이 남발된 이유이다. 이것을 두고 인질사법이라고 부른다. 높은 

26) 신동운, 전게서(각주 7), 202면.



형사구속자수 급감의 원인과 의의 / 金仁會  73

구속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백, 이것이 높은 유죄율의 비밀이었다. 이러한 의미

에서 구속자수의 급감은 적극적인 수사방법이 아닌 소극적인 수사방법으로서의 구

속제도가 원래의 의의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구속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법원이 과거사 정리로부터 일정한 교훈을 얻

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과거사사건으로 법원의 재심대상이 된 사건들은 대부분 

부당한 신체구속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이다. 즉, 부당한 신체 구속으로 촉발된 인권

침해는 구속기간의 장기화, 고문과 가혹행위를 동반하여 방어권을 극도로 취약하

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에 굴복하여 임의성없는 자백이 이어졌다. 과거사 정리과정

과 재심과정을 통하여 법원도 과거사 사건의 쟁점을 겨우 정면으로 바라보고 인정

하게 되었다. 

과거사 정리와 관련한 대표적인 판결인 소위 인혁당재건위 재심 사건을 살펴보

면 법원의 구속과 관련한 인식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2재

고합6, 2003재고합5 병합). 위 결정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법률상 

구속기간의 제한없이 장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든 범죄사실

을 자백하였는데 ① 피고인들이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자백하기 시작한 시기에 특

별히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다거나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자백할만한 별다른                사

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위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백의 내용이 점차로 늘

어나고 구체화되었는데 피고인들은 대체로 비슷한 시기에는 비슷한 내용의 자백을 

하는 등 그 자백의 내용과 시기가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③ 그 자백의 시기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서울구치소에서 진통제, 항생제 등을 처방받은 시기와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관의 가혹행위 이외에 달리 피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하여 범

죄사실을 자백할 만한 계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부당한 

구속과 장기간 구금, 가혹행위의 결합으로 임의성 없는 거짓 자백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원은 구속을 단순한 신체의 구금에만 그

치지 않고 방어권을 약화시켜 임의성 없는 거짓 자백을 강요하는 기능을 하고 있

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과거사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한편 구속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치안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처리한 사건 수는 증가하였으나 법원 접수 사건수는 큰 변동이 없다. 이것 

역시 그동안 구속이 과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여기에서는 흉악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사형과 무기형의 변동을 살펴본다. 1995년 사형인원수는 19명,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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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2004년 8명, 2009년 6명이었다. 무기형은 1995년 82명, 1999년 133명, 2004

년 79명, 2009년 70명이다.27) 사형과 무기형이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형과 무기형의 변동은 구속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흉악한 범죄는 오히려 줄

어들고 있고 치안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징표이다. 

나. 불구속 수사와 재판 원칙 확립

구속자수의 감소는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이 확립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그동안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은 교과서에나 등장하는 것이었을 뿐, 실무

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이론이었다. 1990년의 기소인원수(141,686명)에서 구속기소

인원(103,810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73.3%이었고28) 1980년의 기소인원수(101,491

명)에서 구속기소 인원(82,304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81.1%였다.29) 이 정도이면 무

죄추정의 원칙에 기반한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의 원칙은 교과서에나 등장하

는 것일 뿐 우리의 현실은 아니다. 형사소송의 이론과 형사절차의 실무가 완전히 

불일치하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구속자수의 비율이 14%까지 떨어진 지금에는 불

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 원칙이 교과서에만 나오는 원칙이 아니라 실제의 현실

임을 말할 수 있다. 이로써 실무를 통한 이론 교육, 이론 교육을 통한 실무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어 법학교육과 실무의 발전을 동시에 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

었다. 

다. 방어권의 현실화와 형사변호인의 적극적인 변호활동 필요

구속자수 감소는 방어권을 현실화한다. 그러나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은 저절

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은 형사변호인과 결합할 때

에만 진정으로 현실화된다. 피의자⋅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의 주체로서 자신의 운

명은 자신이 결정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하지만 피의자⋅             피고인의 주체성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 때 그리고 형사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때에만 구체화된다. 신체의 자유와 전문적인 도움이 없으면 그 누구

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7) 법원행정처, 사법연감(2000), 535면, 536면, 사법연감(2010) 645면, 646면.
28) 법원행정처, 사법연감(2000), 532면.
29) 법원행정처, 사법연감(1990), 481면. 1975년의 구속기소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인

다. 당시의 구속기소율은 82.6%에 이른다(법원행정처, 사법연감(1980), 2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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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무죄율의 미미하지만 의미있는 증가추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심 형사공판 사건 중 무죄율은 1995년 0.45%, 1999년 0.74%, 2004년 1.12%, 2009

년 2.51%로 미미하지만 확실하게 증가하고 있다.30) 비율로는 15년 동안 5배 이상 

증가했다. 무죄인원수를 비교하면 1995년에는 656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09

년에는 6,240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원수로는 10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이

것은 불구속 재판의 확대, 국선변호제도의 확대 등으로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

이 현실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너무 비율이 미미하여 추세가 

반전되었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

구속자수의 감소 자체가 형사변호인의 적극적인 변호활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형사변호인은 검찰의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자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하지

만 형사변호인의 역할은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형사변호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더

욱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할 수 있다. 구속이 되면 우선 석방이 가장 중요한                변호

활동이 되므로 무죄변론이나 양형변론이 소홀히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가 되면 다른 불이익을 고려할 필요없이 방어권을 충실하게 행사할 수 있으므

로 충실한 변호활동을 펼 수 있다. 구속자수 감소는 형사변호인의 활동을 통한 수

사 및 재판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런 면에서 형사

변호인의 변호활동 방식의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수사와 재판의 핵심가치로서의 공정성 

수사와 재판을 포함하는 형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차의 공정성이다. 

절차의 공정성은 결과의 정당성과 함께 재판 결과의 설득력을 높이는 결정적인 기

능을 한다.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은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즉,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에서 무기대등

의 원칙을 실현하고 이로써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은 확보된다. 

구속은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결정적인 장애를 초래한다.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은 방어권 보장을 통한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한다. 또한 국선변호의 

확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시 참여 등 변호권의 확대 역시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정착과 더불어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 옹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의 형사소

송법은 이미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상당한 수준으

30) 법원행정처, 사법연감(2000), 538면, 사법연감(2010) 6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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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마련하고 있다. 사법개혁의 성과이다. 따라서 구속을 질적, 양적으로 확대하여 

과거로 되돌아가려면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여러 제도들을 한꺼번에 개악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악은 형사절차의 절대적인 

후퇴이므로 국내외적인 반발에 직면할 것이므로 쉽게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 법원의 검찰 견제기능 정상화

구속자수 감소는 법원 기능의 정상화를 의미한다. 즉, 법원이 검찰로부터 독립

하여 검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위

법수사에 대한 견제나 위법 공소제기에 대한 견제의 움직임은 이러한 법원 기능의 

정상화를 잘 보여주는 현상이다. 결국 법원의 정상화를 통한 형사절차 내에서의 

검찰권력의 견제인 것이다. 

한국의 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견

제를 받지 않은 채 권력을 행사해 왔다. 검찰권력의 뿌리는 형사절차에 있다. 즉, 

형사절차에서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수사와 재판을 모

두 지배해온 것이다. 이 중에서도 핵심적인 권한은 바로 인신의 구속을 결정하는 

권한이다.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검사의 신청만 있으면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던 현실은 검찰이 사법권력을 행사하고, 

법원의 재판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였다. 

검찰이 형사절차 이외의 곳에서 갖는 권한은 형사절차에서 주어진 권한에 근거

한 것이다. 정치권과 만나면 형사절차상의 권한을 정치권을 위하여 행사하였고, 스

폰서를 만나면 스폰서를 위하여 행사하였다. 이것이 권한남용의 실체이다. 형사절

차상의 권한이 너무나 막강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구속자 수 감소는 법원의 기능이 정상화를 의미하고 검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체제가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구속자수 

감소는 검찰권한 견제의 구체적인 징표로서 사법개혁의 성과이면서 검찰개혁의 성

과라고 해도 괜찮을 것이다.

바. 수사방법의 변화

불구속 수사의 증가는 수사방법의 변화를 초래한다. 구속은 심리적으로 피의자⋅             

피고인을 무장해제시켜 자백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불구속 수사의 정착은 자백

위주의 수사가 아닌 증거위주의 수사를 요구한다. 증거위주의 수사방법은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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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이면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사방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수가 증가하는 것은 어느 정

도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인신의 구속보다는 증거를 우선하는 수사의 경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구속자수의 급감을 고려한다면 구속보다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적은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의 증가는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압수⋅수색⋅검증영장 역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수사방법이므

로 그 수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은 1995년 

8,975건, 2000년 17,763건, 2004년 52,166건, 2008년 91,454건, 2009년 95,237건으

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5년전과 비교하면 10배, 1,000% 증가하였다. 그리

고 발부율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 99.4%,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97.1%,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92.4%이다. 2007년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율

이 91%로 떨어지지만 여전히 비율이 매우 높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요건으

로 구속영장과 범죄의 혐의도 동일하거나31) 혹은 조금 낮은 정도가 요구되고32) 

비례성의 원칙도 적용된다. 따라서 마치 폭발하듯이 증가하고 있는 압수⋅수색⋅

검증영장 발부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실무관행이다. 최근 압수⋅

수색⋅검증영장의 남발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33)

31) 신동운, 전게서(각주 7), 297면, 정웅석⋅             백승민, 형사소송법(대명출판사, 2009), 547면.
32) 이재상, 신형사소송법(박영사, 2010), 299면, 신양균, 신  형사소송법(화산미디어, 2009), 

222면, 노명선⋅이완규, 형사소송법(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227면, 임동규, 형사소

송법(법문사, 2009), 215.
33) 최근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한 우려는 국회의원들의 압수수색 관련 요건 강화 형사소

송법 개정안발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조영택 의원은 2009.12.7. 이메일 등 현대적 통

신매체에 대한 압수ㆍ수색은 일반물건에 비하여 통신의 비밀 및 개인의 사생활에 대

한 침해가 훨씬 크므로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영장의 발부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

신(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및 음성메시지 등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에 관한 것으로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

른 방법으로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로 강화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

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우며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로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제

6880호)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한성 의원은 2010.3.4. 압수⋅수색이 필요 최소한으

로 제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용되는 경향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압수할 물건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기업의 영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등 장기간의 압수

로 영업 등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제7960호)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영선 의원은 2010.4.8.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수수색 요건을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서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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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인도적 형벌과 교화중심의 행형의 가능성

구속자 수 감소는 형벌이 인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우선 구속자수 

감소는 가혹한 구금형 보다는 여타 대체적인 형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그리고 구속자수의 감소로 수용자가 감소하고 있는 점은 수용자의 수용생활이 

보다 교화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교도관이 담당해야 할 수용자

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구속자수 감소는 정부의 예산과 인력을 크게 감

축하는 효과가 있다. 2000년에 비하여 16,000명 이상의 수용자가 줄었는데 이것은 

500명 규모의 교도소 32개를 신축하지 않고도 동일한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5. 결    론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형사절차상 가장 큰 변화는 구속자수의 감소에 있다. 지

난 15년의 추계를 살펴보면 구속영장 발부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의미있는 변화는 1999년부터 시작되고 2004년과 2005년, 2006년

에 구속자수의 급감이 발생한다. 이 정도의 감소는 우리의 역사에도 없었고 비슷

한 시기에 사법개혁을 추진했던 일본의 경우에도 찾을 수 없다. 구금자수가 세계

에서 가장 많은 미국은 말할 것도 없다. 

구속자수가 급속히 감소하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여러 가지 가설을 확인하였다. 이 중 법조인 증가 가설과 검사의 구속 

자제가설은 지지할 수 없는 가설임을 확인하였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실시와 국

선변호제도의 확대 등 구속과 관련한 형사절차의 개혁은 구속자수의 감소에 영향

을 미쳤지만 시기상으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본격적으로 구속영장을 둘러

싼 논쟁이 벌어지게 되면서부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법개혁 가

설은 정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사법개혁은 항상 구속제도의 개혁을 포함하

고 있었고 이것은 구속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당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법개혁 과정의 논의는 성패에 관계없이 누적적으로 

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에 한하여”라고 영장 발부요건을 강화하고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제9131호)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느끼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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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자수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참여정부 당시의 사법개혁

과정에서 구속자수 감소만이 아니라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이 논의되었다는 점, 형

사소송법 개정과 동시에 혹은 그 이전에 형사절차 실무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은 

구속자수 감소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의 발전은 구속자수의 감소에 가장 깊고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구속

자수의 감소 경향이 민주정부가 수립된 이래 시작되었고 이명박 정부하에서도 역

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은 사법개혁을 계기로 형사

절차의 실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 사법개혁과 구속자수의 감소

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구속자수의 감소가 한국 형사절차에서 갖는 의의는 과거 구속이 질적으로나 양

적으로나 지나치게 남발되었다는 점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불구속 수사와 재판 

원칙 확립, 방어권의 현실화, 수사와 재판의 핵심가치로서의 공정성 확인, 법원의 

검찰견제기능의 정상화, 자백위주의 수사방법 탈피, 인도적 형벌과 교화중심의 행

형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구속영장 발부수가 줄어들면서 압수⋅수색⋅

검증영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행위로서 매우 우려된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앞세우지만 법에 의한 지배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후퇴 가운데에서도 구속자수의 급격한 증가는 보이지 않는다. 2008년 들어 검사가 

직접 신청한 영장신청건수가 약간 증가한 것이 눈에 띌 뿐이다. 이것은 구속이 신

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강제처분이라는 점 때문이다. 구속은 인권 중

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따라서 구속자 지표는 다른 

민주주의나 인권의 지표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즉, 구속자수의 증가는 곧 

민주주의와 인권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심각한 위기가 발생한 것을 보여주는 지표

가 된다. 구속자수는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보여주는 최후의 지표인 셈이다. 한

편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형사절차의 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의 성과로 검찰에 

대한 견제 시스템이 최소한 구속의 경우에는 아직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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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ause and the Significance of Acute Reduction in 

the Number of Criminal Arrestees

34)  Kim In Hoe
* 

A declining tendency in the number of arrestees that started from the mid 90’s 

had begun to set the record for the lowest warrant issuance rate from the 1997. 

Thereafter, the number of warrant issuance had dropped to 110,000, and the number 

sharply drops throughout the years 2004, 2005, 2006, reaching 42,732 in the year 

2009. In comparison with 1995, more than 100,000 arrest warrant issuances had 

reduced, and the arrest proceeding had reduced by more than 60,000. Translated into 

percentage, the current number is 30∼40% of the number 14 years ago, 40∼45% 

of 2000. The rate of indictment had reduced from 66% to 14%. The number of 

cases had not dropped significantly, yet the number of death and life sentences had 

reduced. The daily average number of persons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had 

reduced by more than 16,000, 25% reduction over 10 years. The reduction in the 

number of arrestees cannot be found in the history of Korea, Japan, nor U.S.

An hypothesis that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attorneys, or self-restraint on 

arrests by the prosecutors is the cause of acute reduction in the number of arrestees 

is groundless.              Although criminal procedure reform such as the arrest warrant 

substantive evaluation and the public defenders program may not have a direct 

impact, discussions related to arrest procedures in the judiciary reform had important 

influence. The judiciary reforms had always included the arrest procedure reform, 

thus the judiciary reforms attempted by the three presidents had deeply influenced 

the reduction in the number of arrestees. Especially the changes in the criminal 

procedure practices centered around the courts, which were taking a place almost 

concurrently with the reform of criminal procedure law, played critical role in the 

* Inha Law School, Assistant Professor,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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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tion of arrestees. The growth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embedded in the 

judiciary reform had also contributed to such reduction.              

The significance in the reduction of arrestees that is based on the reflection on the 

past abuse of arrests both in quality and quantity, includes non-arrest investigation 

and trial principles, realization of defenses, fairness, normalization of courts' check of 

prosecutors, escape from self-confession, humanistic penalties and correction-centered 

sentences. However, explosion in number of seizure, search, inspection warrants 

infringe on citizens' fundamental rights, and such trend is worrisome.

Since the beginning of the government of President Lee Myung-Bak, democracy 

and human rights have retreated, yet does not exhibit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arrestees. Perhaps because arrest is the most powerful form of compulsive 

order that restrains bodily liberty. Thus, increase of the number of arrestees exhibit 

the most serious risk in democracy and human rights.              From a different angle, as the 

fruit of the criminal procedure reform that took place in the judiciary reform, the 

check and balance system on the prosecutors by the court is still functioning at a 

minium.              

Key words: Arrest warrant, Arrest warrant substantive evaluation system, Judiciary 

reform, Democracy, Human righ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