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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자백배제법칙’의 근거와 효과 그리고 ‘임의성’ 입증
曺  國*

1)

Ⅰ. 머리말

헌법 제12조 제7항과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자백이 배제되는 사유를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 및 “기타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자는 ‘정형화된 자백배제사유’이

며 후자는 ‘비정형화된 자백배제사유’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가 있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의 최소치라고 할 수 있으나, 

권위주의 시대를 경험한 우리로는 이상의 자백배제사유가 낯설지 않다. 김근

태씨 고문사건,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 권인숙씨 성고문 사건은 우리가 얼마

나 ‘야만’의 시절을 살아왔는지를 고통스럽게 상기시켜준다. 정치범이나 공안사
범이 아닌 일반사범인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의한 가혹행위는 다반사로 행해지

던 시절이었다. 1980년대 초 ‘전주 비사벌 살인사건’에서의 김시훈씨와 ‘용산 

윤노파 피살사건’의 고숙종씨가 범인으로 몰려 얼마나 혹독한 고문을 당했는

지는 되새기는 것은 그 자체로 고통이다. 당시 형사사건에서 “자백은 증거의 

여왕”(confession est regina probationum)이었고, 자백획득을 위한 각종 불법행

위는 당연한 수사관행으로 자행되던 시절이었다.
‘민주화’ 이후 과거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 수많은 민주화운동가들에게 ‘물

고문’, ‘전기고문’, ‘관절뽑기’ 등을 행한 ‘고문기술자’ 이근안씨는 7년형을 선고

받고 감옥에 갇혔다. 그렇다면 ‘민주화’가 된 이후 이상의 자백배제사유는 완

전히 수사실무에서 사라졌을까? ‘인권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2000년에, 경찰

관이 한 시민을 마약 판매 혐의가 있다며 야산으로 끌고 가 미리 파놓은 깊이 

1m, 지름 2m가량의 웅덩이에 집어넣고 생매장하겠다고 위협하고, 두 팔과 두 
다리 사이에 막대기를 끼워 조르는, 이른바 ‘날개 꺾기’를 하 다가 중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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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가?1) 이러한 극단적 사례는 제쳐놓더라도, 우리 형

사절차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며 자백을 강요하

는 수사실무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사실 정치적 ‘민주화’가 되었

다고 형사사법절차의 민주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

의 의식과 관행 역시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 에서 우리는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사안인 자백

배제법칙의 근거와 효과, 그리고 ‘임의성’ 입증문제를 검토한다. 이 주제에 대

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불명료하게 정리된 점이 있다고 판단하기

에, 이 은 현재까지 제출되어 있는 입론의 문제의식과 각 입장간의 실천적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재론하기로 한다.

Ⅱ. 자백배제법칙의 근거

1. ‘허위배제설’―‘신빙성’ 기준에 의한 ‘임의성’ 기준의 대체

먼저 ‘허위배제설’이 있는데, 이 입장은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에는 허위가 

숨어들 위험성이 크고,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

기 때문에 이러한 자백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입장은 

자백배제의 근거인 ‘임의성’(voluntariness)에 대한 판단을 실상은 자백의 ‘신빙

성’(reliability) 여부에 따라 내리며, 자백의 임의성에 향을 미치는 사유와 임

의성이 의심되는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한다. 따라서 만약 헌법 제12조 
제7항과 형사소송법 제309조가 금지하고 있는 수사방법으로 획득한 자백이라 

할지라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자백의 내용이 진실하거나 신빙성이 있으면 임

의성이 긍정되고 따라서 증거능력을 인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한국 판례는 허위배제설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예컨대 피고

인의 자술서나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가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임의성

이 없다거나,2)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고 범행현장
과 객관적 상황의 중요부분과 부합되지 않는 등의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 다소

의 폭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자백을 강요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을 의심할 

1) <동아일보> 2000. 5. 16; <조선일보> 2000. 5. 19; <한겨레> 2000. 5. 16, 2000. 5. 19.
2) 대판 1968. 5. 7, 68도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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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있다고 판시한 경우가 있다.3) 허위배제설을 도해화하면 다음과 같다.

제309조에 위반
한 수사방법

신빙성 의심,
허위의 위험성

별도의 증거로 

자백의 신빙성

인정

인과관계필요

자백

배제

자백

불배제

그러나 허위배제설은 일정한 자백을 증명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

한 법률적 자격의 문제인 ‘증거능력’(Beweisfähigkeit)과 그 자백의 실질적 가치 

또는 신빙력(信憑力)의 정도를 말하는 ‘증명력’(Beweiskraft)을 혼동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4)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는 

거의 불가능해지고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는 현격히 축소되는 결과를 야기

하게 된다.5) 이 입장은 자백배제법칙을 규정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

지를 한 해석이며, 또한 해당 조문 어디에도 ‘신빙성’ 요건에 대한 문언을 발

견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임의성’ 판단을 ‘신빙성’ 유무로 판단하는 것

은 오류라고 하겠다.
그리고 국내에는 허위배제설이 국 코몬 로에서 자백배제법칙의 근거 다

고 종종 소개되고 있다. 코몬 로의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가 ‘임의성’과 

‘신빙성’ 양자 음은 사실이지만,6) 18세기 후반 이후 실제 적용에서는 ‘신빙성’

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를 삼지 않고 자백획득이 위협 또는 약속에 의해서 이

루어졌는가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게다가 아주 경미한 정도의 위협이나 약속

3) 대판 1977. 4. 26, 77도210.
4) 단 허위배제설이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는 반론이 있다[백형구, “자백의 임의성법칙 ―학설․판례의 정리―”, 인권과 정의 
1990년 8월호, 70-71면; 신동운, 형사소송법(1993), 586면].

5)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3판, 1999), 518면; 신동운, 전게서, 587면; 이재
상, 형사소송법(제5판, 1998), 478면; 차용석, 형사소송법(1997), 698면.

6) The King v. Warickshal, (1783) 1 Leach C.C. 263,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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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획득한 자백도 단호하게 배제하는 입장을 견지하 기에7) 18세기 후

반 이후부터 코몬 로는 후술할 ‘인권옹호설’을 취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8)

2. ‘인권옹호설’―‘임의성’ 기준의 의의와 한계

둘째로 ‘인권옹호설’은 자백배제법칙을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중심으

로 하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증거법상의 법리로 본다. 이 입장은 
자백배제법칙의 근거를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결정과 표현에 관한 자기결정권

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이러한 기본적 인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행해

진 자백은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허위배제설과 달

리 이 견해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내용이 진실한 경우라도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정이 있으면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인되기에 허위배제설보

다 한 걸음 더 전진한 이론이다. 단, 진술의 자유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
과 자백의 임의성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한다는 점에서는 허위배

제설과 같다.9)

인권옹호설은 “형사절차혁명”(criminal procedure revolution) 이전까지 미국 

연방대법원이 취했던 ‘임의성’ 심사기준(the voluntariness test)을 계수(繼受)한 

것이다. ‘임의성’ 심사기준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적정절차 조항에 기초하여 

자백이 피의자․피고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10)의 산물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이 입장은 “학대, 피로가중, 신체침해, 물건제공, 고문, 기망, 

최면술, 협박, 이익제공” 등의 금지된 신문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 형사소

송법 제136조의 a의 입장이기도 하다.11)

우리 대법원 판례에도 인권옹호설을 취하는 경향을 보이는 판례가 있다. 예

7) R. v. Cass (1784) 1 Leach C.C. 293, 294n; R. v. Moore, (1852) 2 Den. 522, 525.
8) 이상의 점에 대해서는 Kuk Cho, “Reconstruction of English Criminal Justice 

and Its Revigorated Exclusionary Rules,” Loyola of Los Angele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Journal, Vol. 21, Issue 2(Winter 1998)를 참조하라.

9) 판례는 고문 등과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구한다(대판 1984. 4. 27, 
84도2252; 1985. 2. 8, 84도2630).

10) Lisenba v. California, 314 U.S. 219 (1941).
11)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4판, 2001), 543면; 신동운, 형사소송법(1993), 

588면; 이재상, 형사소송법(제5판, 1996), 4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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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자백의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 즉 증명력까지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

은 아니다라고 판시함으로서12)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엄격히 구분한 것은 허위

배제설로부터의 이탈을 보여 주었고, 보다 최근의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그 진술

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제

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 인지

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하 는 바,13) 여기서는 “상황의 총체성”(totality of 

the circumstances)14)을 고려하여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는 미국 ‘임의성’ 심사기

준의 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인권옹호설을 도해화하면 다음과 같다.

제309조에 위반한 
신문방법

 임의성 의심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사안별 판단

인과관계필요

자백

배제

허위배제설과 단절을 분명히 한 점에서 인권옹호설은 큰 의미를 가지며, 또

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문언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지만, 이 견해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15)

첫째로 자백배제법칙의 근거를 진술거부권의 침해에서만 구함으로써 그 이

외의 사유로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할 경우에 대해서는 무방비의 상태

12) 대판 1983. 9. 13, 83도713; 1986. 8. 19, 86도1075; 1986. 9. 9, 85도64.
13) 대판 1993. 7. 27, 93도1435.
14) 미국의 경우 “상황의 총체성”은 피의자의 연령, 교육수준, 정신적․육체적 상

태, 신문수사관의 수, 신문의 기간, 신문장소 등에 대한 고려를 의미한다[Yale Kamisar 
et. al., Modern Criminal Procedure: Cases, Comments, and Questions(8th ed. 1994), 
pp.440-649].

15) 이하의 두 가지 외에도 자백배제법칙과 묵비권은 역사적 연혁이 다르다는 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1982), 4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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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16) 묵비권 외에도 여러 헌법적․법률적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침

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즉, ‘임의성’ 개념을 중심으로 자

백배제를 파악하기에 진술거부권의 불고지나 변호인접견교통권의 침해가 있었

던 경우 그것 자체만으로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고 단언하기가 곤란하게 된다. 

둘째, 이 견해는 피고인의 주관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에 따라 자백배제 여

부를 판단하므로 그러한 사실인정 판단이 용이하지 않고, “증거능력판단기준의 
주관화, 내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17) 이리하여 인권옹호설에 따르면 허용

되는 수사기관의 신문방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도출될 수 없으며, 자백배제

에 대한 결정도 법관마다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3.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의 ‘경합설’―‘자백의 임의성배제법칙’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 중 어느 하나만을 주장하는 입

장은 현재 학계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양자를 통합하여 자백배제법칙의 근거
를 이해하는 입장이 학계의 다수설이다.18) 이는 자백내용에 허위가 개입할 의

심이 있는 경우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자백채취과정에서 진술의 자유를 침해

한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입장으로, 통상 ‘절충설’로 불리지만 정확히

는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의 ‘경합설’이라 불려야 할 것이다.19) 최근 우리 

대법원 판례는 경합설의 입장을 강력히 드러내고 있다.20)

백형구 변호사의 어법을 따르자면,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자백의 임의성 법
칙”을 규정한 것이며, 이는 자백의 위법배제법칙과 구별된다. 즉, 고문에 의한 

자백같이 자백의 임의성이 없는 경우와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수 없으나 그 

획득의 절차와 방법이 위법한 경우 ―예컨대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 침해 및 별건구속 등― 사이의 질적 차이에 주목하고, 전자는 

자백배제법칙으로, 후자의 경우 자백의 임의성 문제가 아니라 별도의 위법수집

16) 신동운, 589면; 이재상, 478면.
17) 신동운, 588면.
18) 김기두, 형사소송법(전정신판, 1987), 134면;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제7정판, 

2000), 611면; 서일교, 형사소송법(8개정판), 176면; 정 석․이형국, 형사소송법(1994), 
335면; 신양균, 형사소송법(2000), 655면.

19) 심희기, 형사소송법판례70선(2000), 342면.
20) 대판 1998. 4. 10, 97도3234; 대판 1999.1.29, 98도3584; 대판 2000. 1. 21, 99

도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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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배제법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21) 이러한 접근은 ‘임의성’ 심사기준

을 고수하면서 1990년 ‘국회의원 서경원 판결’,22) ‘화가 홍성담 판결’23) 및 1992

년의 ‘신20세기파 판결’24)의 결론을 결합한 이론구성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경합설을 취할 경우 임의성에 향을 미치는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

과관계가 필요하다고 하여야 수미일관한 논리이겠으나, 고문․폭행 등 위법행

위는 절대로 방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인과관계의 입증이 힘들다는 이유로 
다수의 경합설의 논자들은 인과관계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5) 한

편 경합설은 자백의 임의성은 있으나 그 획득의 절차와 방법이 위법한 경우에

는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6)

이상의 견해를 도해화하자면,

인과관계 불요/필요

제309조에 
위반한 신문방법

묵비권 불고지, 변
호인접견권 침해, 별
건구속 등

허위개입 또

는 임의성 의

심

‘위법수집증거배제법
칙’ 적용 자백배제

‘자백의 임의성 
법칙’ 적용(제309
조

피고인의 

증거동의

자백불배

제

연혁적으로 볼 때 자백배제법칙이 ‘임의성’ 기준과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

음은 사실이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문언에 ‘임의성’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음
도 사실이다. 이 문언을 고려하여 임의성이 없는 자백,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자백, 임의성은 있으나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획득한 자백 등을 구별하는 것

21) 백형구, 249, 612면; 신양균, 658면.
22) 대판 1990. 8. 24, 90도1285.
23) 대판 1990. 9. 25, 90도1586.
24) 대판 1992. 6. 23, 92도682.
25) 백형구, 613면; 서일교, 177면; 정 석․이형국, 340면. 이 점은 후술한 ‘종합설’

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신동운, 596면). 다만 ‘경합설’을 취하는 신양균 교수는 인과관
계필요설을 고수한다(신양균, 659면).

26) 백형구, 6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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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능하겠으나,27) 이들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고문

이나 폭행 등이 진술거부권 불고지보다 야만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 후

자 역시 명백한 헌법적 기본권의 침해로 중대한 불법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미국 “형사절차혁명”이 ‘임의성’ 기준을 뛰어 넘었던 것에서 시사되

듯이 자백배제법칙을 “자백의 임의성 법칙”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 

차용석 교수가 지적하 듯이, “임의성이 의심이 있다”는 문언의 의미는 “임의
성이 없다”와 다르며, 이는 “임의성을 의심하게 하는 유형적 위법활동을 금지

한다” 그리고 “임의성의 결여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28)

한편 경합설은 자신이 취합한 입장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특히 

임의성을 부정하는 사유를 널리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판단은 선재(先

在)해야 하고 또 그 기준은 법관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위법수사를 원천봉쇄하는 효과는 반감된다. 또한 묵비권 불고지나 변호인접견

권 침해는 있으나 임의성이 의심스럽지 않은 경우를 상정하는 것 자체에 동의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우리 법원의 입장 

―진술거부권 불고지나 변호인접견교통권 침해 외에 장주의 위반 등 불법

한 체포․구속 아래에서 획득한 자백의 경우 법원은 불배제의 결론을 내릴 것

이 분명하다― 을 고려할 때 경합설에 따르게 되면 자백배제법칙의 범위가 

협소해 진다는 점, 그리고 묵비권 불고지, 변호인접견교통권 침해 등의 경우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면 수사기관은 일단 

피고인의 묵비권이나 변호인접견권을 존중하지 않고 자백을 획득해놓고 난 뒤

에 피고인의 동의를 구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며, 그 결과는 헌법적 권리의 

중대한 훼손이 될 것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4. ‘위법배제설’―‘임의성’ 기준으로부터의 탈피와 일체의 위법사유의 

포괄

경합설에 맞서는 학계의 유력설은 ‘위법배제설’이다. 이 견해는 미국 “형사

27) 한 수, “위법수집증거(물)의 배제 또는 사용에 관한 체계적 이론의 형성”, 형
사법연구 제11호, 1999, 405면의 도해를 참조하라.

28) 차용석, 형사소송법(1997), 7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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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혁명”으로 확립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시각에서 자백배제법칙을 포괄

하려는 시도인데, 자백배제법칙을 자백취득과정에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

정절차의 이념을 보장하기 위한 증거법상의 원칙으로 파악하고, 위법한 수사

활동이 인정되지만 이를 통해 획득된 자백은 그 신빙성과 임의성에 대한 판단

을 할 것 없이 위법수집증거로 바로 증거능력을 배제하게 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309조는 임의성이 없는 자백에 대해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에 대한 규정으로 파악

되며, 이러한 위법수집자백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그 결과 자백배제법칙의 포괄범위는 확대되고 그 효과가 매우 강력해지는 한

편, 자백배제기준으로 ‘위법’이라는 객관적․통일적인 척도가 제시되기 때문에 

자백획득을 위한 각종의 위법수사를 억지할 수 있으며, 이 속에서 허위자백의 

배제와 진술거부권의 보장은 자연스럽게 수반된다.29)

요컨대, 자백배제법칙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특칙”30)으로, “위법수집증

거배제법칙의 실정법화이면서 가장 강력한 형태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31)이

며, “자백의 임의성배제법칙”이 아니라 “위법수집자백배제법칙” 또는 “자백의 위

법배제법칙”인 것이다. 위법배제설을 도해화하면 다음과 같다.

제309조에 명시된 
위법한 신문방법

신빙성과 임의성

불판단/피고인의 
동의여부 불문

자백

배제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제309
조= ‘자백의 위법
배제 법칙‘)기타 일체의 중대

한 위법 수사방법

이상의 점에서 우리는 위법배제설이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억지하여 형사

절차에서 적정절차의 이념을 온전히 실현하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이론

이며, 또한 자백배제기준을 법관의 주관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화․단순명료화

29) 강구진, 491면; 배종대․이상돈, 548면; 정 석․이형국, 형사소송법(전정판, 
1997), 336-337면; 이재상, 479, 481면; 차용석, 700-701면.

30) 이재상, 497면.
31) 배종대․이상돈, 5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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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위법수사의 억지력을 높이는 이론이라는데 동의한다.

한편 진술거부권을 불고지하거나 변호인접견교통권을 침해하고 획득한 자백

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때 형사소송법 제309조가 아닌 실정법 밖에 존재하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동원하는 경합설의 논리는 법해석론 방법으로도 바람

직하지 않다고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는 위법수집자백배제에 대한 

하위 실정법규가 없기에 헌법에서 바로 위법수집자백배제를 도출하 다 한다

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09조가 증거배제의 근거로 엄연히 존재

하기 때문에 이를 자백배제의 일차적 근거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이러한 위법행위의 존재가 자백의 임의성을 바로 탈락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행위를 통해 획득된 자백은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

백”에 해당되므로 배제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1) 제309조의 정형화된 위법사유는 물론, (2) 판례가 증거능력배제
사유로 인정하는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와 (3) 

그 이외의 장주의를 위반한 불법체포․구속을 비롯하여 헌법과 법률을 중대

하게 위반하는 일체의 위법수사도 ―별도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아니라

― 실정법규조문인 제309조의 적용을 받아 자백배제의 효과를 낳는다고 해석

하는 것이 타당하다.32)

마지막으로 전술한 1990년 ‘국회의원 서경원 판결’, ‘화가 홍성담 판결’ 및 
1992년의 ‘신20세기파 판결’의 원형인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도 이러한 

‘위법배제설’의 입장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첨언하고 싶다.33)

대법원이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

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이 없다는 것, 즉 증거

의 수집과정에서 위법성이 없다는 것”34)이라고 판시한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예시사유로 보아야 

32) 배종대․이상돈, 522면; 신동운, 593면; 이재상, 485면.
33) McNabb v. United States, 318 U.S. 332 (1943); Mallory v. United States, 354 

U.S. 449 (1957); Massiah v. United States, 377 U.S. 201 (1964); Escobedo v. Illinois, 
378 U.S. 478 (1964); Miranda v. Arizona, 384 U.S. 436 (1966) 등 참조. 미란다 판결
에 대해서는 조국, “미란다 규칙의 실천적 함의에 대한 소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
장변화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10호, 1998; 김성돈, “미란다 법칙과 위법수사통
제방안”, 형사법연구 제14호, 2000을 참조하라.

34) 대판 1983. 3. 8, 82도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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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35)라고 판시한 것은 위법배제설의 향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판결문의 문구 때문에 대법원이 위법배제설을 채택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속단이며, 대법원은 아직 ‘허위배제설’이나 ‘임의성’ 기준의 틀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고 보인다.

5. ‘종합설’의 새로운 문제제기―사인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진술증거

의 증거능력배제

그런데 이러한 위법배제설에 대하여 신동운 교수는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제

기를 하고 있기에 주목된다. 신 교수는 허위배제설, 인권옹호설, 그리고 위법배

제설을 모두 종합하여 자백배제법칙의 근거를 이해해야 한다는 ‘종합설’을 주창

하면서, 임의성에 향을 미치는 사유와 자백 사이의 인과관계가 원칙적으로 요

구되기는 하나 그 입증은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 다. 이상의 점
에서는 ‘종합설’과 ‘위법배제설’ 간의 실제적 간격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신 교수는 우리 헌법이 자백배제법칙을 단순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기본권으로 격상시키고 있기에, 자백배제법칙을 적정절차원리에 종속시키는 것

은 헌법적 이익 보호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파악한다. 이제 자

백배제법칙은 헌법적 기본권이기에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는 사인간의 역

에까지 확장되며,36) 자백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의 억지․통제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는 위법배제설의 외연을 넘어 적용된다. 이러한 종합설은 미

국 “형사절차혁명”이 이룩한 위법배제설을 넘어서서, 1960년 6월 1일의 “녹음

테이프 판결”37)(Tonbandentscheidung), 1964년 2월 21일의 “일기장 판결”38)

(Tagebuchentscheidung) 등을 통하여 “증거금지”(Beweisverbote)를 사인간에도 

적용시켰던 독일 판례의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자백배제법칙을 전면적으로 재

구성하려는 구상으로 보인다.
‘종합설’은 전통적으로 자백배제법칙의 고려대상이 아니었던 사인에 의한 불

법적 자백획득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는데 의미를 가진다. 그러

나 ‘종합설’의 지적처럼 자백배제법칙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파악한다 하더라

35) 대판 1985. 2. 26, 82도2413.
36) 신동운, 589, 596면.
37) 14 BGHSt, 358ff (1960).
38) 19 BGHSt, 325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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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9) 헌법학계에서는 이 기본권은 ‘사법절차적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 

권리는 애초에 수신인이 국가권력인 바 사인효력과는 무관한 기본권규정이라

고 보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40) 사실 헌법 제12조 제7항과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문언에서도 드러나듯이 자백배제법칙의 기본정향(定向)은 수사기관

의 불법행위의 억지에 맞추어져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인의 불법행위가 수사기관의 사주에 의한 경우라

면 당해 사인을 통해 획득한 자백에 대해서는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되겠으

나,41) 그렇지 않은 사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는 자백배제법칙을 통해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별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참조로 미국의 경우 사인에 의한 불법한 진술획득의 경우를 직

접으로 다룬 판례는 없지만, 사인에 의한 수정 헌법 제5조 또는 제14조 위반

에 따른 진술 획득42)의 경우에는 증거능력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암시하

고 있다).

Ⅲ. 자백의 ‘임의성’의 입증

자백의 임의성 판단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임의성에 향을 미

치는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

나, 상술한 것처럼 ‘경합설’과 ‘종합설’을 취하는 입장도 ― ‘임의성’ 기준에 충
실하자면 인과관계필요설을 취해야 하나― 불요설을 취하고 있으므로 논할 

실익이 적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임의성 입증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39) 권 성 교수의 경우는 죄형법정주의를 ‘기본권’이 아니라 ‘법원칙’ 또는 ‘법원리’
로 보고 있는 바, 자백배제법칙도 동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추정한다[권 성, 헌법학
원론(보정판, 2001), 317면, 주 1].

40) 계희열, 헌법학(중)(2000), 30면; 김철수, 헌법학개론(2000), 295면; 성낙인, 헌
법학(제2판, 2002), 258면; 허 , 한국헌법론(신판, 2001), 249면.

41) 미국 판례로는 Coolidge v. New Hampshire, 403 U.S. 443, 487 (1971); United 
States v. Walther, 652 F.2d 788, 791 (9th Cir. 1981); State v. Clark, 743 P.2d 822, 
826 (Wash. App. 1987); 독일 판례로는 BGHSt 34, 362 등 참조.

42) Colorado v. Connelly, 479 U.S. 157, 167, 170 (1986); Arizona v. Fulminate, 
499 U.S. 279, 287-288 & n. 4 (1991). 미국 판례는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여 사인
의 획득한 증거물의 증거능력도 인정하고 있다[Burdeau v. McDowell, 256 U.S. 465, 
47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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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백의 임의성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하는 사유, 즉 위법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그 거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를 보도록 하자. 

제309조의 문언상으로 볼 때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는 것은 이론이 없어 보이지만, 판례의 태도를 꼼꼼히 검토해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먼저 판례는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은 “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
고, 자백의 임의성은 일단 추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는 것은 헌법이나 형사소송

법 등의 규정에 비추어 특히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는 당해 조서의 형식, 내

용, … 진술자의 신분, 사회적 지위, 학력, 지능정도 진술자가 피고인이 아닌 경우

에는 그 관계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자유롭게 판정하면 되

고 특히 피고인 또는 검사에게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이 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할 것이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 즉 소위 특신상태에 관하여도 같은 이유에서 또한 같다고 할 것이다.43)

피고인은 임의성에 대한 이의제기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자백의 임의성을 의
심스럽게 하는 구체적 사실을 들어 임의성을 공격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의해서 자백의 임의성에 합리적이고 상당한 정도의 의심이 있을 때 비로소 검

사에게 그에 대한 거증책임이 돌아간다는 것이다.44) 반면 최근의 판례는 임의

성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피고인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45)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런데 ‘임의성 추정론’은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입장을 약화시킬 위험

성이 농후하다. 이재상 교수의 지적처럼,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증거능력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성에 의심이 있을 때에 비로소 검사에게 거증책임이 

43) 대판 1983. 3. 8, 82도3248(강조는 인용자). 또한 그 이전에 법원은 “단순히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된 것이라고 믿을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7. 6. 28. 선고, 74도2523 판결)라고 설시한 바 있다.
44) 대판 1984. 6. 26, 84도748; 대판 1984. 8. 14, 84도1139.
45) 대판 1998. 4. 10, 97도3234; 대판 2000. 1. 21, 99도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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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은 임의성의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든다.46)

사실 판례가 ‘임의성 추정론’에서 인신구속에서 획득한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경우는 “특히 이례에 속하는 것”이라는 확정적 추정(conclusive presumption)을 

하고 있는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 이는 미란다 판결의 기초, 즉 인신구속하의 

신문은 “본래적으로 강제적인 압력”(inherently compelling pressures)47)을 내포

하고 있다는 “강제에 대한 확정적 추정”48)과 정반대의 입장이다. 우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사방식에 이제 “이례”가 되었다고 보지 않는

다. ‘물고문’, ‘전기고문’ 등의 “고강도(高强度)고문”은 ‘민주화’ 이후 대폭 사라진 

것으로 보이나, ‘밤샘수사’ 등의 “저강도(低强度) 고문”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입회가 보장되지 않는 우리 수사구조에서 진술

의 임의성이 추정된다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백의 증거능

력의 배제를 주장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들고 있는 경우 이를 피고

인이 입증하는 것은 신체상의 명백한 흔적이나 수사기관 내부목격자의 증언 등

이 없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다.49)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판례의 ‘임의성 추정론’은 폐기되어야 하고,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이 분명히 확인되어야 하며, 자백의 

임의성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하는 사유, 즉 위법사유의 존재의 증명이 불명

확한 경우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에 따라 자백의 
증거능력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다.50)

한편 자백의 임의성은 소송법적 사실에 불과하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

다는 것이 다수설51)과 판례52)의 입장이다. 그러나 소송법적 사실과 실체법적 

사실을 구별하여 자백의 임의성은 전자에 속하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논리라고 생각한다. 임의성의 기초가 

46) 이재상, 489면.
47) Miranda v. Arizona, 384 U.S. 436, 467(1966).
48) Stephen J. Schulhofer, “Reconsidering Miranda,” 54 U. Chi. Rev. 435, 453 (1987).
49) 이상의 점에 대해서는 조국,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성립진정과 증거능

력”, 형사판례연구 9호(2001), 411-414면 참조.
50) 배종대․이상돈, 559면; 신동운, 599면. 단, 신동운 교수는 거증책임개념을 부정

한다(신동운, 571면).
51) 백형구, 612면; 신양균, 660면; 이재상, 489면.
52) 대판 1980. 5. 20, 80도306; 대판 1985. 2. 8, 84도2630; 대판 1986. 9. 9, 86도

118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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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사실은 순수한 소송법적 사실과 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유무죄인정에 중

대한 향을 미치는 자백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본다.53)

Ⅳ.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1.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사용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위반하여 획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은 절대적으로 배제
된다. 피고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54)

그런데 백형구 변호사는 고문과 같이 증거수집절차의 위법이 본질적이고 이

를 통하여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 획득된 경우와 절차위법이 본질적이지 않고 

자백의 임의성도 인정되는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등의 경우를 나누고, 후자의 

경우는 증거동의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55) 이러한 구분
에 따르자면 헌법의 요구를 위반하 는데도 “본질적 위법”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바 이러한 구분기준 자체의 정당성이 타당한지가 의문스럽다.

한편 탄핵증거로의 사용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보수파’ 연방대법원이 등장

한 이후 “탄핵을 위한 사용의 예외”가 확대되어, 1971년의 ‘Harris v. New 

York 판결’56)에서 ‘미란다 원칙’ 위반으로 획득된 자백은 본안(case-in-chief)에

서는 사용할 수 없더라도 피고인의 증언을 탄핵하는 데는 사용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이 포기할 수 있는 “특권”(privilege)57)으로 

관념되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진술거부권은 포기할 수 없는 주관적 공

권(公權)이기에 이를 침해하고 획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곤

란하다. 그리고 만약 진술거부권 불고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제309조 위반을 

통해 획득한 자백을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53) 강구진, 496면. 배종대․이상돈 양 교수는 이를 “책임관련적 소송법적 사실”이
라고 명명한다(배종대․이상돈, 517, 558면). 한편 신동운 교수는 위법사유의 정도에 따
라 증명의 방법을 구별한다(신동운, 597면).

54) 배종대․이상돈, 561면; 신동운, 600면; 신양균, 661면; 이재상, 490면.
55) 백형구, 585, 641면.
56) 401 U.S. 222(1971). 또한 Oregon v. Haas, 420 U.S. 714(1975)을 참조하라.
57) Miranda, 384 U.S. at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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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조를 어기더라도 이를 통해 얻은 자백을 최소한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을 것이기에 자신들이 제309조를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2. 독수과실의 원리58)

위법하게 수집한 자백에 의해 수집된 파생증거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이 통설이다.59) 증거배제가 헌법 또는 실정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위반하여 획득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의 요구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없이 불법적으로 체포하여 자백을 획득하 다면 

설사 미란다 고지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자백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60)

단, 자백수집에서의 “독”이 제거되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파생증거의 증거능
력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미국 연방대법원은 1985년 ‘Oregon v. 

Elstad 판결’61)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체포시 미란다 고지가 제대로 행해

지지 않은 채 피고인이 자백하 고 이후 다시 적정한 미란다 고지가 행해진 

후 피고인이 다시 자백한 경우 두 번째 자백은 불법한 첫 번째 자백으로부터 

파생한 ‘오염된 과실’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Ⅴ. 맺음말

민주화의 산물인 1987년 개정헌법은 제12조 제1항 제2문과 제12조 제3항에

서 형사소송법의 이념으로 적정절차의 이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58) 이에 대해서는 조국, “‘독수과실의 원리’에 대한 일고”, 형사정책연구 제11권 제
3호(2000년 가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를 참조하라.

59) 배종대․이상돈, 561면; 신동운, 600면; 신양균, 661면; 이재상, 490면.
60) Brown v. Illinois, 422 U.S. 590 (1975); Dunaway v. New York, 442 U.S. 200 

(1979); Taylor v. Alabama, 457 U.S. 687 (1982) 등 참조.
61) 470 U.S. 298(1985). 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미란다 고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자백의 ‘독수과실’ 여부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직 두 
번째 자백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는데 무게중심을 두어 판결을 하 다. 이러한 다수
의견의 입장에 대해서는 미란다 규칙의 효력을 경감한다는 강력한 반대의견이 내부에

서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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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사소송의 이념을 헌법적 맥락에서 파악할 때 유관한 가치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아니라 적정절차의 실현임은 분명히 선언한 것이다. 적정절차의 이념

을 형사절차의 지도이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절차적 정

의와 같은 다른 중요한 사회적 재화를 위하여 의식적으로 희생하겠다는 결단의 
표명이다.62)

사실 헌법 제12조 제7항과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적정절차 이념의 또 다른 
표현이다. 우리는 헌법 제12조 제7항과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취지를 가장 강

력히 실현하기 위한 방도가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자백배제법칙의 근거를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위법한 수사활동으로 획득한 자백은 그 신

빙성과 임의성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위법수집증거로 바로 증거능력을 배

제하는 위법배제설이 헌법과 법률의 취지를 최대한 실현하는데 가장 잘 부합

하는 이론이라고 본다.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내부로부터의 
자율규제가 극히 미약하고, 국63)의 경우처럼 수사실무에 대한 상세한 입법

적 통제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 형사사법의 현실에서는 위법배제설에 기

초한 자백배제법칙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백배제법칙의 효과와 임의성 판단의 

문제 역시 적정절차 보장과 위법수사 억지라는 헌법과 법률의 취지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고 본다.

62) 조국, “형사절차의 근저에서 대립하는 두 가지 가치체계에 대한 소고”, 저스티
스 제54호(1999/12, 한국법학원 간) 참조.

63) 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조국, “ 국 코먼 로 형사절차의 전면적 혁신과 그 함

의 ― 1984년 “경찰 및 형사증거법”과 1994년 “형사사법과 공공질서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10호(1998, 한국형사정책학회)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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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ationale and Effect of 

the Confession Rule

Kuk Cho
＊

64)

Article 12 (7)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Article 309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provide for the exclusion of involuntary confessions 

made under torture, battery, threat, deceit or after prolonged custody as well 

as “confessions whose voluntariness is doubtful.” There has been a long 

debate on the rationales and scope of the confession rule.

First,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reliability” and “voluntariness” tests. 
Contrary to the explicit wording of the Article 12 (7)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309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e “reliability” test excludes 

confession based on its reliability, not on its voluntariness. Then, confession is 

admissible when it is reliable even if obtained involuntarily. According to the 

“reliability” test, it is almost impossible to deter police illegal misconducts. 

The “voluntariness” test has different problems although it excludes reliable 
confession if it is obtained involuntarily. It does not provide objective 

standards for exclusion because the voluntariness of confession is decided 

considering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It does not have a strong bite 

because the causation between police misconduct and confession is required to 

exclude the confession. This Article argues that illegally obtained confession 

should be automatically excluded even though it is either reliable or voluntary 
in order to fulfill the request of the Constitution and deter police misconducts.

Second,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s. 

The Court has not provided the uniformed standard for the confession rule. It 

has made decisions of excluding involuntary confessions made under torture, 

battery, threat, deceit or after prolonged custody. Recently the Court also made 

＊ Assistant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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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mark decisions, which goes beyond the “voluntariness” test. It exclude 

confessions obtained in violation of the defendant's right to remain silent or 

right to counsel although they are disclosed voluntary.

However, the Court has not applied the exclusionary rule to any other 

confessions “whose voluntariness is doubtful,” for instance confessions obtained 

in violation of the rules regarding arrest, detention and search-and-seizure. The 
Court often does not listen to the defendants statement of being mistreated by 

the police unless bodily injury had been proven or witnesses had testified. The 

Court does not regard the surroundings of police interrogation as inherently 

coercive. Consequently, the defendant takes the burden of proof to prove the 

existence of illegal police conducts. The Court does not always exclude the 

tainted confession even if illegal police conducts were found, requesting the 
illegal conduct should be a direct cause of the confe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