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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향후 형사법 개정의 방향* **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1)

申 東 雲***

Ⅰ. 서론

1. 형사소송법 제정 50주년의 의미

금년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포․시행된 지 꼭 50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작

년은 우리 형법이 제정․실시된 지 50년이 된 해이었다. 종래의 형사법령이 일제 

식민지배를 상징하는 외세의 강압적인 법률이었다면 제2대 국회가 제정한 형법

전(1953년)1)과 형사소송법전(1954년)2)은 자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입법적 결실로서 실로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대 법전의 제정작업에 참여하 던 인사들이나 제정 당시의 동시대인들이 보여

주었던 뜨거운 열정과 감격은 실로 대단하 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가? 형사법령의 운 을 본연의 책무 가운데 하나

로 삼고 있는 대법원이나 법무부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50주년을 맞이함에 있

어서도 아무런 감회를 느끼지 못한다.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는 거의 듣지 못한

다. 관계 당국에게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란 그저 일상적으로 집행하고 실현해야 

하는 여러 법령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것도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극도로 형

* 본고는 2004년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법관세미나”에서 기조발표문으로 발표한 것이다. 발표문의 내용과 시제
(時制)는 그대로 두고 약간의 각주만 보완하 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5학년도 연구지원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1) 신동운, “제정형법의 성립경위”, 형사법연구 제20호(2003 겨울), 9면 이하 참조 바람.
2) 신동운, “제정형사소송법의 성립경위”, 형사법연구 제22호(2004 겨울), 159면 이하 참

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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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화된 법전이거나(형법의 경우), 아니면 형사실무의 현실을 반 하지 못하여 도

저히 지킬 수 없는 절차규정들로 가득 차 있는 비현실적인 법전으로 인식될 뿐

이다(형사소송법의 경우). 형법전과 형사소송법전의 내용은 수험장에서 테스트되

기 때문에 법조인을 꿈꾸는 법과대학생들에게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 사법시험의 

관문을 통과한 기성의 법률가들에게는 평소 별로 들여다보지 않는 명목상의 기

본법령에 지나지 않는다.

왜 이와 같이 비관적인 분석으로 오늘의 발표를 시작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 

형사실무에 대한 솔직하고도 자기 고백적인 반성 없이는 본 발표의 화두로 되어 

있는 “향후 형사법 개정의 방향”을 짚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형사법의 개정은 외국의 유행사조를 좇아가거나 특정 입법례를 모방하는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외국에서 수학한 경험이 있거나 연구실

에서 비교적 많은 시간을 가지고 비교법적 분석을 수행하는 일부 연구자들이 수

행할 수 있는 일은 더욱 아니다. 설사 이들이 외국의 입법례를 전거로 삼아 형사

법의 개정을 주장한다고 하여도 한국의 형사실무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

을 안고 씨름하지 않는 한 그들이 제안하는 개정방안은 강학상의 논의에 머물거

나 상아탑 속의 관념적 유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2. 권위주의의 청산

오늘의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필자는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해 나가야 할 형사

법의 개정방향은 무엇보다도 권위주의의 청산에 있다고 본다. 형사사법에 깃들어 

있는 권위주의의 음습한 모습은 저 멀리 일제 35년 간의 강점기에서부터 유래한

다. 근대적 형사법령이 기초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기본권보장의 대원칙은 최

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탈을 거두고자 하 던 외세의 식민지 형사사법에 있어서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명제이었다. 노예상태의 속화를 위한 형사사법, 그것

이야말로 식민지 형사사법의 원형이었다. 이를 적극적으로 청산하지 못하고 그 

시절 이래로 내려온 법집행자 위주의 실무적 편의성에만 도취하고 있었던 것이 

한국 형사사법계의 현실이라고 진단한다면 그것은 발표자만의 지나친 생각일까?

아래에서는 필자의 이와 같은 인식을 우리의 형사사법에 대한 연혁적 고찰을 

통하여 논증해 보려고 한다. 그러한 논증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는다면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개정방향에 대한 대강의 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다만 검토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할 점이 있다. 오늘 발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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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향후 형사법 개정의 방향”이라는 주제는 대단히 포괄적인 테마이다. 이 

논제는 다시 “향후 형법전 개정의 방향”3)과 “향후 형사소송법전 개정의 방향”으

로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깊이의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양자는 별도의 

발표문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발표자에게 주어진 준비기간과 발표시간의 제약 때문에 형사실체법과 

형사절차법의 전범위에 걸치는 논의는 실제로 발표자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래에서는 형법전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고 형사소송법전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서술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형사소송법이야말로 

국민들이 국가공권력의 위력을 피부로 느끼는 법 역일 뿐만 아니라 실무와 법

전의 괴리가 가장 극심한 문제 역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형사소송법 제정 50주년을 맞이하여 그 의미를 되돌아본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이

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Ⅱ. 권위주의 형사법의 원류

1. 입법기술의 문제점

한국의 형사법령은 복잡다기한 특별법을 그 특색으로 자랑하고 있다. 형법전의 

경우를 보면, 국가보안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 등을 위

시하여 일련의 형사특별법령이 주목된다. 구체적인 하나의 예로 성범죄의 경우를 

보자. 여기에는 형법전 이외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

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등이 형사실무에서 

서로 치열하게 우선순위를 다투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경우를 보면, 국가보안법, 

통신비 보호법, 금융실명거래및비 보장에관한법률 등이 주요한 특별법으로 주

목된다. 여기에 더하여 수사실무에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사

법경찰관리집무규칙 등이 형사소송법에 결코 뒤지지 않는 규범력을 발휘하고 있

다. 대학 강단에 있는 필자로서는 실무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각종 특별법령을 빠

3) 2004년 12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한국형사법학회는 “형사실체법의 개정방향”
이라는 대주제를 놓고 학술회의를 개최하 다. 형사실체법의 개정방향에 관하여는 이 
세미나의 기조발표문, 배종대, “형법개정의 기본방향”, 형사법연구 제22호(2004 겨울 
특집호), 5면 이하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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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없이 열거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 이 부분은 오늘의 세미나 참석자들 여러분

들께서 더욱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각종 특별법이 한국의 형사법체계에 난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요

인들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정부의 법률안제안권이 인정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부처가 자기의 업무 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한 결과가 지금의 특별법 난립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분석

할 수 있다. 분명 이러한 분석에는 타당성과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그에 

훨씬 앞서서 일제 이래 내려오고 있는바, “기본법령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특별법 난립의 토대를 제공해 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또 다른 생각

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간혹 형사법령의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의 실무관계자에게 물어

본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형법전을 수시로 개정하여 국민들과 예비 법조인들

의 법의식도 고양하고 현장의 실무적 요청에도 부응하도록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왜 그러한 방침을 취하지 않는가?”라고. 이에 대해서 담당 실무자는 답

한다. “형법전이나 형사소송법전과 같은 기본법령은 쉽게 손댈 수가 없다”라고. 

“기본법령의 개정이 어렵다 보니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실무적 애로사항을 해

결하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대답이다. 여기에 더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

으키는 사건이라도 발생하면 정부는 대 국민적인 홍보차원에서 가중처벌을 골자

로 하는 특별법을 서둘러서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형법이나 형사소송법과 같은 기본법령 자체의 개정은 왜 어려운가? 

필자는 이에 대한 해답의 일단을 일제의 법령체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

다. 우리가 법전에 입각한 서구식 재판을 본격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 

강점기부터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제 강점기에는 이 땅에 입법기구가 없었

다. 주권이 없는 곳에 국회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입법기구가 

없으면 법령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는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제가 마련한 것

은 소위 ‘의용(依用)’의 형식으로 일본의 제국의회가 제정한 법령을 이 땅에 실

시하는 방법이었다. 일제 당국의 관점에서 보면 의용의 대상이 되는 일본의 법률

은 감히 손을 댈 수 없는 신성한 것이었다. 그 결과 식민지 조선의 법체계는 일

본의 기본법령을 토대로 하면서, 식민지의 특수사정에 부응한다는 명목 하에 조

선총독이 제령(制令)의 형태로 발령한 법규명령들로 채워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기본법령의 불가침과 특별법에 의한 실무적 요청의 충족이라는 식민지형 입법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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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이 형성되었다.

기본법령 불가침이라는 사고방식은 해방 이후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고 관계당

국에 의하여 지속되어 왔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제2대 국회는 1953년에 

형법을 제정하 고, 그 이듬해인 1954년에 형사소송법을 제정하 다. 이 양대 법

전은 야당계 의원들이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이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정부의 거부권행사를 극복하면서 재석 3분의 2, 출

석 3분의 2라는 가중적 정족수에 의하여 의결되었다. 그러나 이후의 형사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은 상당부분이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는 동안에 비민선의 비상입법

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민주화가 이룩된 이후에도 형사법의 개정은 법무 당

국에 의하여 주도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특히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는 학계나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거의 전무하 다. 현재 법무부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중인 

형사소송법개정안은 아마도 학계 및 재야실무계에서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최초

의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정부 주도형 형사법 개정과정을 보면 

특별법의 양산은 오히려 당연한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근자에는, 극히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형법 및 형

사소송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제의 악습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정부 주도의 특별법 만능의 의식을 타파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와 같

이 국회가 나서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을 직접 개정하는 방식은 매우 바람직하

다고 평가된다. 앞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본격적 개정작업을 준비하려면 

의원입법의 활성화라는 새로운 추세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형사법의 

경우 법원과 법무부․검찰 사이의 미묘한 대립․갈등관계 때문에 형법과 형사소

송법의 개정논의가 진척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의원입법은 앞으로 형사법의 개정과 정비를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

라고 전망된다.

2. 현행 형사실무의 점검

가. 구두변론주의의 상실

한국 형사재판의 주요한 특징을 이루는 것으로 수사기록의 중시와 공판절차의 

형해화를 들 수 있다. 뒤집어서 말한다면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의 상실이

다. 실제의 공판정을 방청해 보면 도대체 당일의 공판정에서 어떠한 사건이 심리

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어느 나라 법정에서든지 재판부를 위시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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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들은 당일의 공판정에서 다루어질 테마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재판의 순

리일 것이다. 형사재판의 경우 이것은 검사가 행하는 ‘공소장 낭독’이라는 절차

로 구체화된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 입법자는 사건부담을 이유로 

‘낭독’ 대신에 ‘기소요지의 진술’로 갈음하고 있다(형소법 제285조). 그나마 이 

절차는 임의적인 것이어서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이행되지 않는다. 본 발표자는 

이러한 이례적 상황을 외국의 형사실무가들이나 형사법학자들과 함께 우리나라 

법정을 방청할 때 더욱 강하게 느낀다. 테마가 제시되지 아니한 채 시작하는 형

사재판을 보여주면서 형사법 전공자로서 외국인들 앞에서 실로 얼굴이 달아오르

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기소요지진술에 갈음하는 검사의 피고인신문이 있은 후 변호인은 미리 작성해 

온 질문서를 가지고 피고인을 위한 신문을 한다. 그런데 그 신문은 피고인의 진

술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한 페이지를 넘길 정도의 긴 질문을 한 다음에 피

고인에게 “예” 또는 “아니오”를 확인하는 방식의 장문단답(長問短答)으로 신문은 

진행된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공판조서에 

편철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객관적 관찰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와 같은 편법이 

그다지 담당 재판부에 통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절대

적 증거능력(형소법 제311조)에 의지하면서 자신의 필치로 재구성한 피고인의 진

술을 질문서 형식으로 법관의 면전에 현출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서면진

술이 법관에게 현출된다고 하여도 법관이 그 진술부분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피고인 자신의 생생하고도 자발적인 진술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증거조사의 형해화

증거조사의 단계로 들어가면 재판은 더욱 알아듣기 어렵게 된다. 대부분의 경

우 검사는 수사기록을 통째로 증거로 제출한다. 사실 수사기록은 공판기일 2, 3

일 전에 판사실에 전달되고 있으며, 공판기일에는 증거조사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재판부의 법대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상례이다. 수사기록은 사경면전의 각

종 조서와 검사면전의 각종 조서로 이루어져 있다. 소위 증거서류가 대부분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할 때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절차는 증거능력 유무에 대한 

점검과 증거서류의 내용에 대한 지득으로 이루어진다. 수사기관의 각종 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진정성립 인정, 내용 인정, 임의성 인정 등의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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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야 한다(형소법 제312조, 제317조). 물론 증거동의(형소법 제318조)가 있으면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개별적이어야 함

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의 형사법정에서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수사기

록 전체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대부분이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문제가 적은 편이다. 정작 문제는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

사방식이다.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은 요지의 고지이다(형소법 제292조 제1

항). 원래는 증거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재판장이 법정에서 이를 낭독하여 재판부, 

피고인, 검사, 방청객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로 이와 같이 하

기 위하여 변론은 구두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형사소송법이 명시하고 있다(형소법 

제37조 제1항).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증거서류에 대한 요지의 고지는 한국의 법

정에서는 행해지지 않는다. 공판조서에만 ‘요지의 고지’라고 기재될 뿐이다.

법치주의의 근간은 무엇보다도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

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국가기관이든 국민이든 국법이 규정한 행위준칙을 다 같이 

준수해야 한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수호를 책무로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

은 그 행동에 있어서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다. 실제의 법정에서는 증거서류에 

대한 요지의 고지가 거의 행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서기는 버젓이 ‘요지의 고지’

라고 기재하여 공판조서를 작성한다. ‘요지의 고지’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결재를 

위하여 법관의 사무실 책상 위에 올라온다. 담당 법관은 이 공판조서에 대하여 

그 기재가 사실이라고 확인하는 의미에서 서명날인을 한다(형소법 제53조 제1

항). 우리 말 표현에 “조서를 꾸민다”는 말이 있다. 수사기관이 사실을 왜곡해서 

조서에 기재한다는 뜻을 이면에 담고 있는 이 표현은 법관 면전에서 작성되는 

공판조서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실제와 서류의 괴리현상이 부인할 수 없

을 정도로 분명하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형소법 제56

조)을 방패삼아 기존의 관행을 계속 고 나간다. 정말로 세계에서 유래를 별로 

찾아볼 수 없는 재판진행의 방식이다.

형사실무에 오래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러한 실무관행이 별반 이상

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심리에 집중할 수 있으며, 

한정된 시간에 보다 많은 사건을 처리하여 국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불만인가?” 하고 이들은 되물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시야를 돌

려본다면 사정이 그렇지 않다는 점을 금방 알 수 있다. 각종 조서에 지나치게 의

존한다는 의미에서 ‘조서재판’의 병폐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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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곳에서도 역시 ‘요지의 고지’가 문제점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4) 그런데 

그 논의내용은 우리와 사뭇 다르다.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방법은 내용 전반

에 대한 낭독이 원칙이어야 할 것인데, 실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요지의 고지 정

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일본에서 제기되는 비판의 골자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

떠한가? ‘요지의 고지’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것이 현실 아닌가!

다. 법전과 실무의 괴리

한국의 형사재판은 법전과 실무의 극심한 괴리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렇

다면 이와 같이 극단적인 괴리상황이 도래한 요인은 무엇인가? 도대체 그 원인

은 어디에서 비롯하고 있는가? 도대체 이와 같은 엉터리 재판을 끝내고 정말로 

제대로 된 재판제도를 수립하는 방법은 없는가? 이와 같은 일련의 물음이 꼬리

를 물고 일어나는 것은 단지 발표자의 심정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사법개혁위원회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의 사법참여를 

실시하도록 하자는 건의안에 합의하 다. 배심형태를 취할 것인지 참심형태를 취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아니하 으나, 적어도 2007년부터는 준배심 또는 준

참심의 형태로 시범실시를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5) 

만일 지금과 같은 형사재판이 2007년까지도 계속된다면 준배심 또는 준참심으로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시민들은 모두 발표자와 동일한 의문에 직면하게 될 것이

다. 그리고 말할 것이다. “도대체 이러한 것도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3. 일제의 형사재판제도

가. 최소의 비용에 의한 최대의 수탈

여기에서 잠시 현재의 재판관행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살

펴보기로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배워서 익힌 재판실무는 일제 

강점기로부터 시작된다. 어느 나라나 그러하겠지만 일제는 식민통치의 원칙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탈을 거두고자 하 다. 이 원칙은 형사사법의 경우로 

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도의 형사사건을 처리한다”는 명제로 구체화된다. 

이를 위하여 일제는 우선 선고형 1월 이하의 경미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즉결례를 

제정하여 검사 및 법관의 개입 없이 일선 사경이나 헌병으로 하여금 형사사건을 

4) 三井誠․酒卷匡 저, 신동운 역, 입문 일본형사수속법, 2003, 194면 참조.
5)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 2004. 12. 31, 2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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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처리하도록 하 다.6)

한편 선고형 1월을 넘는 사건은 정식의 공판절차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여기에도 소송경제의 명제는 어김없이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재판부는 일본인들

이 장악하고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일본어를 알지 못하는 식민지 조선사람들이 

서있었다. 재판은 일본어로 진행되었다. 통역은 있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

로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편리한 도구는 일본어로 작성된 수사기관의 조서이었다.

나.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신문조서

식민지 조선에 의용(依用)되었던 일본의 형사소송법(소위 대정형사소송법)에 의

하면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신문조서’에는 절대적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의용

형소법 제343조 제1항). 대정형소법의 증거법적 결단에 대하여 일본학자들 사이

에 논의가 많이 있었다. 한편에는 대정형사소송법이 원칙적으로 직접심리주의를 

천명하면서 예외적으로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한 

입법례라고 새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솔직하게 소송경

제의 요청을 시인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서를 직접 재판에 활용하도록 허용한 것

이 대정형사소송법의 입법적 결단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대정형사소

송법이 바로 간접심리주의를 수용한 입법례라고 새긴다.7) 이와 같은 논쟁은 일

본에서 진행되었던 것이지만, 원칙론의 문제를 떠나서 실무상 문제가 되었던 것

은 대정형사소송법이 절대적 증거능력을 인정한 역, 즉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신문조서’의 인정범위이었다.

각종 특례에 의하여 변형되지 않고 일본에서 시행되었던 대정형소법에 의하면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예심판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를 

의미하 다. 예심판사가 작성한 신문조서 이외에 수사기관 작성의 신문조서에 증

거능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매우 제한되었다. 사경의 경우에는 현행범체포시의 신

문조서만이, 검사의 경우에는 현행범체포시의 조서 이외에 소위 요급사건 수사시

에 작성된 조서가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신문조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에서의 이야기이었다. 식민지 조선의 경우로 넘어오게 되면 

6) 신동운, “일제 하의 형사절차에 관한 연구”, 박병호 교수 환갑기념(II) 한국법사학논총, 
1991, 401면 이하 참조 바람.

7) 심희기, “일제강점기 조서재판의 실태”, 2004년 10월 23일 개최된 한국형사법학회에
서의 발표문, (미공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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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은 크게 달라진다.8)

다. 고문과 자백조서

형사와 관련한 일제의 악법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법관의 사법판단을 

배제한 범죄즉결례, 조선인들에게만 태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한 조선태형령, 그리

고 수사기관 고유의 권한으로 인신구속이나 기타 강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

한 조선형사령이 그것이다(치안유지법 등의 실체법은 여기의 논의에서 제외한

다9)). 식민지 조선에서 일제는 조선형사령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식민지 

검사 및 사경에게 고유의 강제수사권을 부여하 다. 이 조문들을 통하여 일제는 

수사기관에게 인신구속 및 피의자,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의 권한을 부여하 다. 

소위 신문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 던 것이다.

조선형사령 제12조 및 제13조에 기하여 행해진 신문의 내용은 의용형사소송법 

제56조에 기하여 조서로 기재되었다. 이렇게 작성된 일제 수사기관의 신문조서는 

의용형사소송법 제343조가 규정한 바,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신문조서’의 지위

를 획득하 다. 그리하여 일제의 사경이나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일제의 예심판

사가 작성한 조서와 대등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여기에 덧붙여서 기억해 둘 

것은 의용형사소송법이 자백배제법칙이나 자백보강법칙 같은 증거법칙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수사기관 작성의 신문조서에 자백이 기

재되어 있기만 하면 유죄입증을 위한 증거는 백 퍼센트 확보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일제의 형사실무는 구축되었다. 수사단계의 초기에 일

본어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말단의 조선인 사법경찰관리가 조선인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일본어로 신문조서를 만들어 놓는다. 일본인 검사는 이렇게 작

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일본인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다. 제출

된 증거는 수사기관의 조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심판사가 작성한 조서와 마찬가지

로 절대적 증거능력을 향유한다. 일제의 사경이나 검사의 입장에서 보면, 피의자

에게서 자백을 받아 이를 조서에 기재해 놓기만 하면 유죄입증의 자료는 완벽하

게 확보되는 것이었다. 일제의 수사실무는 자연히 자백의 획득에 치중하게 되었

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고문이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8) 신동운, “일제 하의 예심제도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제27권 제1호, 1986, 149
면 이하 참조 바람.

9) 일제의 치안유지법에 관하여는, 한인섭, 한국형사법과 법의 지배, 1998, 3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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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합방 초기에 일본인들은 조선태형령을 제정하여 조선인들에게 합법적인 

매질을 가하 다. 이 매질은 범죄즉결례와 결합하여 즉결처분에 의한 형집행의 

형태로 경찰관서에서 집행되었다. 조선태형령에 의하여 시행되던 노예적 신체형

은 3․1 운동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경찰관서에서 행해지던 매질

이 쉽게 없어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일 것이다. 태형은 이제 신체

에 직접 해악을 가하는 신문기법으로 모양을 바꾸었다.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 

이것은 중세 암흑기를 논할 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근대의 소위 ‘개

혁된 형사소송법’이 고문과 자백으로 상징되는 앙샹 레짐의 구체제를 붕괴시키고 

탄생한 입법례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개혁된 형사소송법을 표방한 일

제의 형사실무에서 고문과 자백의 망령은 그대로 살아 있었다. 일제의 전 기간에 

걸쳐서 식민지 검찰책임자가 검찰관 회동 석상에서 고문의 근절문제를 지속적으

로 거론하고 있었다는 사실10)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 증거조사의 방식

이제 다시 형사재판의 역으로 돌아와 보자. 일제의 법정에서 수사기관의 증

거서류는 어떻게 조사되었는가? (사실 법관들이 모여서 연수를 하고 있는 이 자

리에서는 바로 이 문제가 특별히 주목되어야 할 사항이다.) 당시 일본의 학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각종 조서는 소위 ‘증거서류’에 해당하 다. 그 당시

의 해석론에 의하면 증거서류는 당해 절차에서 작성된 증거방법이므로 그 성립

의 진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하지 아니하고 바로 증거능력이 부여되었다.11) 바

꾸어 말하자면, 지금의 우리 법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성립의 진정이나 임의성 등

에 대한 심사는 애당초 식민지 법정에서 문제될 여지가 없었다.

다음으로 증거조사의 방법과 관련하여 본다. 의용형사소송법은 증거서류에 대

한 증거조사의 방법을 ‘낭독’ 내지 ‘요지의 고지’로 규정하 다(의용형소법 제340

조 제1항). 아무리 자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여된 증거서류라고 할지라도 그 내

용의 전부 또는 요지가 법정에서 구두로 고지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식민지 형사법정에서는 곧바로 형해화되었다. 원래 낭독이나 요지의 고지

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음미할 수 있게 하려고 마련된 장치이다. 이것은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한 것이며, 재판진행의 공정성을 방청객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10) 심희기, “일제강점기 조서재판의 실태”(주 7) 참조.
11) 小野淸一郞, 刑事訴訟法講義 全, 전정 제3판, 1942, 3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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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증거조사의 방식이다. 그러나 식민지 형사법정에서는 재판

부가 이러한 사치를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낭독이나 요지의 고지는 일본어로 행해질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알아듣게 하

려면 통역을 붙여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릴 것인데, 재판

부로서는 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공판조서에 요지를 고지했다고 기재해 놓으

면 그만이다. 누가 이러한 공판조서의 기재를 다툴 것인가? 이렇게 하여 식민지 

법정에서는 식민지 특유의 증거조사 관행이 생성되었다. 수사기관 작성의 신문조

서에 절대적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한 사리로 인식되었다. 증거서류가 

법정에 제출되어도 그에 대한 증거조사의 전과정은 생략되었다.

일본인들 밑에서 재판실무를 배운 조선인 법관들은 그렇게 재판하는 것이 당

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하 다. 이들에게는 선진 제국의 형사재판이나 또는 최소한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었던 형사재판의 모습은 처음부터 안중에 없었다. 이들이 

알고 있던 형사재판의 원형은 대륙에서 발전된 소위 개혁된 형사소송법이 아니

었다. 수사기관의 자백조서에 의존하고 증거조사절차를 극도로 형해화시킨 식민

지형 형사재판만이 이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해방 후에 대

한민국의 사법체계를 구축하면서 자신들의 체험을 후배 법관들에게 전수하여 극

히 한국적인 형사재판의 관행을 만들어내었다. 물론 한국식 재판관행의 구축에 

기여한 또 하나의 요인으로 건국 초기의 사회적 혼란과 국가재정의 궁핍에서 오

는 사법부의 업무량 폭증을 들지 않을 수 없다.

Ⅲ.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형성과정

1. 형사소송법요강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마침내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신생 대한민국이 출범하 다. 신생국가가 당면한 초미의 과제

는 어엿한 국가로서 기본법령을 갖추는 일이었다. 1948년 9월에 출범한 북한과

의 체제경쟁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기본법령의 정비는 시급한 과제이었다.

앞에서 일제 하의 형사재판이 남긴 난맥상을 지적하 다. 동시에 형사소송법의 

기초작업에 관여하 던 인사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 다. 그러

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의 초기 입법자들이 형사소송법의 이상적인 모델에 대하

여 무지하 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일제의 조서재판이 남긴 폐해에 주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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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제국과 같은 제대로 된 형사재판제도,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이 실현되는 형

사절차를 가지려고 시도하는 것은 애국적 정열에 불타는 당시의 입법 관계자들

에게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1949년 1월 8일과 1월 22일, 서울의 정동에 위치한 (구)대법원회의실에서 법전

편찬위원회 총회가 열렸다. 이 날의 회의에서는 앞으로 제정할 형사소송법의 입

법방침을 정립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요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다. 형사소

송법요강안은 총 17개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오늘의 논제인 

‘형사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1) 형사소송법의 편찬은 현행 

형사소송법규(의용형사소송법; 필자 주)를 참고로 하여 민주주의적 형사재판제도

를 확립토록 제정할 것, (2) 인권보장을 위한 법령 제176호 ｢형사소송법의 개정｣

은 이것을 형사소송법에 적당히 편입하고 벌칙은 이것을 형법에 이편(移編)할 것, 

그리고 (7) 소위 공판중심주의(당사자주의)를 채택하여 공판수속을 공판청구서로

부터 시작하고 검찰관, 변호인에게 직접신문 및 반대신문의 권한을 인정하고 변

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그 권한을 인정할 것 등의 세 가지 항목이 주

목된다. 이 세 가지 요강 항목 가운데 (1)과 (2)는 원안 그대로 법전편찬위원회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그러나 (7)의 항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으므로 법전편찬

위원회 총회는 일단 관련 법조문이 성안된 이후에 그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

로 결정하 다. 태도를 결정짓지 아니하고 일단 결정을 유보하기로 한 것이다.12)

앞으로 신생 대한민국 형사재판제도의 골격을 형성할 중요지침을 담고 있는 

이 형사소송법요강은 인체의 줄기세포에 비교할 만한 것으로서 이후 형사소송법

의 성안에 지대한 향을 미쳤다. 형사소송법요강안 가운데에서 (1), (2) 및 (7)의 

항목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항목이 이후 우리 형사절차의 

기본구도를 결정하는 일대 지침이 되었기 때문이다.

2. 형사소송법안의 기초와 참고된 입법례

위의 세 가지 항목 가운데 우선 (1)과 (2)의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

리 입법자가 형사소송법안을 기초함에 있어서 대본으로 삼았던 입법례가 바로 

일제 하에 사용하던 의용형사소송법이었다는 사실이다. 1949년 1월의 심의 당시 

12)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법전편찬위원회총회의사록(초)”, 법률평론 창간호(1949년 
4월 28일 발행), 33면 이하 참조 바람. 신동운, “제정형사소송법의 성립경위”(주 2), 
209면 이하에 재록(再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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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편찬위원회의 위원들은 1948년에 공포되고 1949년부터 시행된 일본의 신형

사소송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강의 (7)번 항목에서 ‘공판중심주

의(당사자주의)’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 미식의 

당사자주의를 지향하는 형사소송법전이 공포․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전편찬위원회에서는 종래의 의용형사소송법을 입법의 모델로 채택하기로 하

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그 결정의 

이면에는 일본의 신형사소송법이 새로운 미식 제도들로 채워져 있어서 이를 

대한민국의 형사실무에 쉽사리 적용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

렇기 때문에 기존의 실무를 유지하면서 미군정 당국이 가져다 준 각종의 인신보

호장치를 확충하는 선(요강 (2)번 항목 참조)에서 일단 형사소송법초안을 기초해 

보기로 하 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 한․일 양국의 법전을 나란

히 펴놓고 형사소송법을 비교해 보면 두 법전의 체계가 대단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조문의 순서도 대체로 일치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여기에서 곧바로 

우리 입법자는 1948년의 일본 신형사소송법을 모델로 하여 형사소송법을 제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일본 문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무

계의 인식도 이와 동일한 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법제사적 고찰방법에 의하여 입법자료를 살펴보면 사정이 결코 그렇지 않음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 또한 대단히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일본에서 이루어진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맥아더 사령부의 일관된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맥아더 사령부는 형법전 등 실체법적 형사법령에서 각종 

권위주의적 잔재를 일소함과 동시에 일본의 형사소송법을 미국식 모델로 재편성

하려고 시도하 다. 미군 당국은 법전편찬의 기초작업을 일단 일본인 학자와 실

무가들에게 맡겼다. 개혁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법전의 기초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입법 관여자들은 종전의 대정형

사소송법(우리에게는 의용형사소송법)을 일단 대본으로 설정해 놓고 이를 토대로 

조문을 성안해 나갔다. 일본인들이 성안한 조문들은 핵심적 사항을 중심으로 미

군 법률고문들에 의하여 불비점이 지적되었고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미법적 

요소들이 대폭적으로 도입되었다.13)

13) 미군 점령 하의 일본 형사사법 개혁에 관한 회고로는, 團藤重光, “刑事訴訟法の4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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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법전의 편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신생 

대한민국에서도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단 의용형사소송법(대정형사소송법)

이 새로운 형사소송법의 대본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과 달리 신생 독립국가 대한

민국에는 형사소송법의 제정방향을 제시하고 통제하는 외부의 개혁세력이 존재

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에는 권위주의의 청산이 형사소송법 개정의 화두 다면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형사사법의 유지 자체가 절체절명의 과제이었다.

일본인들이 전부 물러난 자리에 충원해야 할 정규 법률가는 태부족이었다. 해

방 후의 좌․우익 대립과 남북분단에 따른 물자의 부족은 일대 사회혼란을 초래

하 고 그에 따라 법원과 검찰이 처리해야 할 형사사건은 급격하게 증가하 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입법자는 개혁을 도모할 여지가 없었고 자연히 실무의 

운용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택하 다. 개혁의 표지는 수사기관에게 

인신구속 등 독자적 강제처분권을 부여하 던 조선형사령을 폐지하고 장주의

와 구속적부심, 보석제도 등을 이 땅에 도입해 준 미군정법령 제176호 ｢형사소송

법의 개정｣을 새로운 형사소송법전에 반 하는 것에서 구하 다. 요컨대 기존의 

형사실무를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인신보호장치를 확충하여 인권보장을 도모하

자는 것이 당시 입법 관여자들의 결단이었던 것이다.

3. 한일 양국의 형소법 비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의 형사소송법이 보여주는 형식적 유사성

과 내용적 상이점은 쉽게 설명된다. 양국의 입법 관여자들은 모두 동일한 법전, 

즉 대정형사소송법(의용형사소송법)을 대본으로 삼아 그 편제를 유지하면서 구체

적인 조문들을 성안하 다. 이 때문에 양국 형사소송법의 조문 배열과 장․절의 

편별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14) 그러나 그 실질적 내용에 들어가면 사정은 

전혀 다르다.15)

가. 수사절차 및 공소제기

ジュリスト 제980호(1989. 3. 25. 임시증간), 2면 이하 참조.
14) 양국 형소법의 편별체계 비교는, 신동운, “제정형사소송법의 성립경위”(주 2), 208면 

참조 바람.
15) 구체적인 내용은, 三井誠․酒卷匡 저, 신동운 역, 입문 일본형사수속법(주 4), 번역문

에 첨부된 역자 코멘트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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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사절차를 보면, 한국의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임에 대하여(한국형소법 

제195조, 제196조) 일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경찰에게 부여되어 있

다(일본형소법 제189조). 일본의 검찰은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권을 

가질 뿐이다(일본형소법 제191조).

공소제기 단계를 보면, 일본법의 경우에는 소송물이 ‘소인(訴因)’으로 설정되어 

있음에 대하여(일본형소법 제256조 제3항) 한국 형소법에는 소송물이 ‘범죄사실’

로 규정되어 있다(한국형소법 제247조 제2항, 제254조 제5항). 이 ‘범죄사실’이라

는 표지는 의용형사소송법이 사용하고 있던 개념이다(의용형소법 제291조 제1

항). 나아가 한국 형소법에는 일본 형소법이 명시하지 아니한 공소불가분의 원칙

이 천명되어 있다(한국형소법 제247조 제2항). 역으로 일본 형사소송법이 명문으

로 규정한 공소장일본주의(일본형소법 제256조 제6항)는 한국 형사소송법에는 규

정되어 있지 않다.

나. 공판절차

공판절차로 들어오면 양국의 차이는 더욱 뚜렷해진다. 일본은 구형소법이 취하

던 피고인신문제도를 폐지하고 공판심리의 실체를 증거조사로부터 시작하도록 

하 다(일본형소법 제292조).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질문이라는 형태로 증거조

사 후에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며(일본형소법 제311조) 그 내용은 양형사유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룬다. 이에 대하여 한국의 경우에는 피고인신문이 증거조사에 앞서

서 이루어진다(한국형소법 제287조, 제290조). 1954년 제정형사소송법은 의용형

사소송법의 공판절차를 충실히 유지하여 재판장이 피고인신문을 주도적으로 진

행하도록 하 다. 현재와 같이 검사가 먼저 피고인신문을 행하고 변호인이 일종

의 반대신문을 행하며 이후 재판부가 신문을 진행하는 방식은 1961년 형소법 개

정에 의하여 도입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의용형소법에서 유래하는 피고인신문절차(의용형소법 제338조)는 더 거슬러 올

라가면 독일 형사소송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독일형소법 제244조 제1항) 한국의 

형사소송법이 미국식이나 일본식의 당사자주의를 채택하지 아니한 가장 명확한 

증좌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요강 (7) 항

목에서 공판중심주의(당사자주의)의 채택이 제안되었으나 법전편찬위원회에서 유

보된 것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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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거법

증거법의 역으로 들어와서 보더라도 양국의 차이는 분명하다. 증거법의 역

에서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라는 양대 지주가 원칙으로 천명되어 있는 점

은 양국의 형소법에 공통된다(한국형소법 제307조, 제308조, 일본형소법 제317, 

제318조). 이 양대 지주의 설정은 의용형소법(대정형소법)에서 유래한 것이다(의

용형소법 제336조, 제337조).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또한 양국에서 공통

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증거법칙이다(한국형소법 제309조, 제310조, 일본형소법 

제319조 제1항, 제2항). 이 부분은 분명히 미법의 향을 받은 것이며, 한국 형

소법의 해당 조문은 1948년의 일본 신형사소송법에서 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양국 입

법자의 결단은 크게 달라진다. 일본의 입법자는 진술증거를 대상으로 전문증거에

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문법칙을 원칙으로 천명하 다(일본형소법 

제320조). 또한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그 요건으로 필요성과 특신정황

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설정하 다(일본형소법 제321조 이하 참조).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사경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척도 하에서 

증거능력이 부여되었다(일본형소법 제322조). 다만 참고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법관면전조서, 검사면전조서, 사경면전조서 사이에 차등적 

지위가 부여된다(일본형소법 제321조).16)

이에 대하여 한국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는 일본과 달리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

하여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조서에 관한 증거법의 규정은 의용형사소송

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쉽게 그 의미가 이해된다. 조서는 법관의 조서, 검사

의 조서, 사경의 조서로 구별된다. 법관의 조서는 절대적 증거능력을 향유한다(한

국형소법 제311조).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서는 법관면전의 조서에 비하여 

다소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이때 제한으로 설정되는 요건은 ‘성립의 진정’이다(한

국형소법 제312조).

원래 법전편찬위원회가 구상하 던 직접심리주의의 완화는 수사기관의 조서에 

‘성립의 진정’만을 요건으로 설정하는 형태이었다. 여기에는 ‘특신정황’과 같은 

전문법칙적 요소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야당계 국회의원이 절대 다

16) 자세한 내용은, 三井誠․酒卷匡 저, 신동운 역, 입문 일본형사수속법(주 4), 258면 이
하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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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차지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사경단계에서의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비책(秘

策)으로 ‘내용 부인’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었다(제정형소법 제312조 단서, 현행형

소법 제312조 제2항). 그리하여 한국 형소법에는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관련하

여 법관의 조서, 검사의 조서, 사경의 (피의자신문)조서라는 계층구조가 설정되게 

되었다. 현행 형소법 제31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특신정황’의 요건은 1961년

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하여 도입된 것이다. 이 단서조항은 전문법칙을 원칙으

로 천명한 형소법 제310조의2와 함께 전문법칙적 요소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 

기본이 되는 ‘조서’ 자체의 증거능력에 관한 요건은 1954년 제정형사소송법의 결

단에 근거하고 있다. 1961년의 형소법 개정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라. 종국재판

일본 형사소송법과 한국 형사소송법이 가장 높은 유사성을 보이는 부분은 종

국재판의 형식이다. 유죄판결, 무죄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으

로 대별되는 다섯 가지 종국재판의 형식은 일본과 한국의 형소법이 완전한 일치

를 보이는 부분이다(한국형소법 제319조 이하, 일본형소법 제329조 이하). 이 대

목에서는 한국의 입법자가 1948년의 일본 신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참조하 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사성은 양국에서 다함께 예심제도가 폐지되었다는 맥락에

서 바라보면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의용형사소송법(대정형사소송법)이 인정하 던 

예심제도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예심재판의 종국판단 형식을 여타의 종국재판 형

식 가운데에 흡수․재편한 것이 현행의 종국재판 형식이기 때문이다.

마. 상소제도

일본 형사소송법과 한국 형사소송법의 상이점은 상소제도 분야로 오면 더욱 

두드러진다. 일본에서는 신형사소송법의 상소제도를 편성하면서 미국식 상소제도

를 입법모델로 설정하 다. 미국의 배심재판을 염두에 두고 보면, 제1심은 사실

심이며 모든 증거조사는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법상 항소심은 사실심을 

열지 않는다. 배심재판을 통하여 내려진 제1심판결을 사후적으로 심사할 뿐이다. 

원심을 파기하면 배심재판이 열리는 제1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한다. 최종심인 

연방대법원에는 아무나 사건을 가지고 갈 수 없다. 연방대법원은 극히 제한된 상

고사유만을 허용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이송명령을 발하여 선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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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사건의 심리에 임한다. 일종의 상고허가제도가 설정되어 있다.

일본의 입법자는 이러한 미국식 사고방식에 기초하여 1948년 신형사소송법의 

항소심을 사후심의 구조로 편성하 다(일본형소법 제384조). 이후 약간의 변경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사후심을 원칙으로 하면서 극히 예외적으로 속심적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17) 한편 상고심은 전형적인 법률심이다. 일본의 최고재판소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위반과 판례위반이 아니면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일본형소법 제

405조). 상대적 상고이유가 일부 인정되고 있으나 허용되는 예는 극히 적다. 또

한 일본 형소법은 일종의 상고허가제도인 사건수리제도를 가지고 있다(일본형소

법 제406조).

일본 신형사소송법의 상소제도와 1954년 제정 당시 한국 형사소송법의 그것을 

비교해 보면 대단히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입법자는 의용형사소송

법을 모델로 삼아 상소제도를 편성하 다. 독일 형사소송법을 모델로 한 일본의 

대정형사소송법은 항소심을 복심(覆審) 형태로 구성하고 있었다(대정형소법 제

401조). 그 결과 1954년 제정형소법의 입법자는 항소심의 구조를 복심으로 채택

하 다(제정형소법 제364조).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무(無)로 돌리고 새로이 시작

하는 사실심으로 관념되었다. 상고심은 기본적으로 법률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러

나 국회 법사위의 심의과정에서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을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는 관점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까지도 상고사유에 포함되었다(제정형소법 제

383조 제15호, 제16호).

미군정 당시 일본인 판․검사가 자기들 나라로 물러간 이후 정규 교육을 받은 

법률가들이 매우 희소하 다. 폭주하는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방편으로 일제 하의 

법원서기나 검찰서기 등이 치안관이라는 이름으로 특별임용되었고, 이들은 대한

민국이 출범하면서 하급법원의 정식 판사가 되었다. 이들의 재판에 대한 적법성

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고사유는 대부분이 절대적 사유로 규정되었다(제

정형소법 제383조). 하급법원의 불신에 입각하여 편성된 상소제도는 곧 상소법원

에의 업무량 급증과 사건의 적체 및 지연을 불러왔다. 상소심의 업무경감을 위하

여 이후 추진된 상소제도의 개편에 대해서는 항목을 바꾸어서 설명하기로 한다.

17) 자세한 내용은, 三井誠․酒卷匡 저, 신동운 역, 입문 일본형사수속법(주 4), 326면 이
하 참조 바람.



2005. 3.] 향후 형사법 개정의 방향 119

4. 공판중심주의에 관한 논의

지금까지 1949년 1월에 심의가 있었던 형사소송법요강안 가운데 (1)과 (2)의 

항목에 관한 설명에서 출발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를 점검해 보았다. 

1949년 1월에 원안이 채택되었던 (1)과 (2)의 항목은 이후 법전편찬위원회와 국

회법제사법위원회가 형사소송법의 개별조문을 다듬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존중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항목은 우리 형사소송법의 골격을 형성하는 이른바 

줄기세포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요강안 가운데 (7)의 항목에 대

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입법자는 1948년 일본의 신형사소송법이 공판

중심주의와 당사자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본

의 새로운 공판 시스템에서는 수사기관의 조서가 곧바로 증거로 사용되는 일이 

없고, 공소장일본주의를 출발점으로 하면서 원칙적으로 원진술자를 법정에 출석시

켜 반대신문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판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진적 공판 시스템을 운용하려면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

히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적어도 인적 측면에서 정규 법률

가의 인적 자원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다. 식민지에서 돌아온 수많은 직업법률가

들이 형사사법 시스템에 투입될 인력 풀을 폭넓게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판중심주의와 당사자주의를 지향하는 형사소송법요강안 (7)번 항목이 신생 

대한민국에 가져올 문제상황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사법

운용의 책임을 담당한 김병로 대법원장이었다. 그는 공판중심주의와 당사자주의

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 요강안 (7)번 항목에 대하여 “공개법정에서 복잡다기한 

사안에 대하여 신문을 함에 있어서는 그 기술방법, 태도 등에 있어 능숙을 요하

며 능숙한 변호인의 뛰어난 신문으로 인하여 때로는 법관의 위신에 관계되는 우

려도 없지 않을 것이며 또한 현재의 우리 제일선 법관의 평균기능으로 보아 실

제의 가능 여부가 문제라고 생각되는바, 요는 우리는 실제를 무시하고 이론만 가

지고 결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여 요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 다.18) 그의 발언에 뒤이어 법전편찬위원회는 (7)번 항목에 대하여 관련조문

을 성안한 후에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유보결정을 하게 된다.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병로 대법원장의 현실인식은 특별히 중요

18) 신동운, “제정형사소송법의 성립경위”(주 2), 212면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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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를 갖는다. 그 이유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부터 법전편

찬위원회의 형사소송법초안은 사실상 그의 단독작업에 의하여 성안되었다는 사

실 때문이다. 일본에서처럼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법정에서 바로 증거로 사

용하지 않고 원진술자 또는 원본증거를 법정에 현출시켜서 증거조사를 하게 하

는 것은 일제 이래로 지속되어온 당시의 재판실무에 비추어 볼 때 가히 혁명적

인 변화라고 할 수 있었다. 김병로 법전편찬위원장은 당시 특임 등에 의하여 임

명된 상당수 법관들의 기량에 비추어 볼 때 공판중심주의의 성공적 실시에 회의

적이었으며, 당사자에게만 변론을 맡겨 놓을 때 재판결과에 왜곡이 일어나는 사

태를 크게 염려하 던 것이다.

Ⅳ. 형사소송법의 제정과 이후의 개정

1. 1954년 제정형소법의 성격과 의미

지금까지 1954년 제정형사소송법의 입법적 결단과 특징을 일본의 1948년 신형

사소송법과 비교하여 검토해 보았다. 아래에서는 이후 진행된 형사소송법의 개정

작업과 관련하여 일본 형사소송법의 향력 확대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954년에 제정된 형사소송법은 그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으로 가득 찬 법전이었

다. 6․25 전쟁의 와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5월 26일 소위 부산 정치파

동을 일으켜서 직선제 개헌에 성공하 고 제2대 국회의 최대권한이었던 대통령

선출권을 박탈해 버렸다. 독재권력으로 치닫는 이승만 정권이 형사재판의 이름으

로 정적을 제거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대 국회는 심혈을 기울 고 그 

결과는 100개 항목에 달하는 법사위수정안으로 나타났다.19) 사경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제도의 전면

도입을 주요 특색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안은 1954년 3월 국회를 통과하 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 고, 국회는 환부된 형소법안을 재의

결하 다. 재의결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은 형사소송법을 공포하지 아니하

다. 1954년 5월 20일 치러진 총선거와 관련하여 각종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공

소시효가 완성되기를 기다렸던 것이다.20) 1954년 9월 23일 형사소송법은 마침내 

19) 구체적인 내용은, 신동운, “제정형사소송법의 성립경위”(주 2), 215면 이하 참조 바람.
20) 자세한 내용은, 신동운, “제정형사소송법의 성립경위”(주 2), 198면 이하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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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되었고 20일이 지난 뒤인 동년 10월 14일자로 발효되었다. 인권보장의 장전

으로 그 의미가 중차대한 형사소송법의 제정주체를 나타내기 위하여 제2대 국회

가 그 시행일자를 1954년 5월 30일로 명기해 두었던 형소법 부칙 제9조는 이렇

게 하여 사문화되었다.21)

제2대 국회가 제정한 형사소송법은 이후 민주적 정당성과는 정반대의 길을 밟

아 개정된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 1973

년의 유신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국무회의, 1980년 신군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보위입법회의 등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담당하 던 대표적인 비민선 입법

기구들이다. 여기에서 이들 비민선 비상입법기구들이 형사소송법에 대하여 어떠

한 개정(또는 개악)을 가져왔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로 한다.

주로 인신구속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던 각종의 형소법 개정은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원래의 모습을 많이 회복하 고 구속 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었

다.22) 이제는 법무부가 구속 장실질심사제도의 전면실시를 형소법 개정안으로 

제안하고 있는 단계에까지 와있다. 다만 그 동안에 단행되었던 일련의 개정이 인

신구속과 관련된 형소법의 규정들을 대단히 복잡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점은 주

목할 필요가 있다.

2. 일본 형사소송법의 영향

1954년의 제정형사소송법은 이후 여러 번 개정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

관되게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은 형소법의 개정작업이 주로 법무부․검찰의 일부 

엘리트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형사소송법 개정작업, 그 가운

데에서도 개정안의 초안작성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학계가 본격적으로 발언하

기 시작한 것은 현재 법무부가 각계의 의견을 수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최초이다. 형사소송법에 가장 정통한 전문가는 형사사건을 수사절차에서부터 

시작하여 공판관여를 거쳐 형집행까지 일관되게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라는 것

이 지금까지의 인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21) 형사소송법의 발효일자에 관한 판례로, 1955. 6. 21. 4288형상95호, 대법원판결집 제2
권 제2집 형14면 참조 바람.

22) 자세한 내용은, 신동운, “ 장실질심사제도의 실시와 장주의의 새로운 전개”, 새로
운 인신구속제도 연구, 법원행정처, 1996, 15면 이하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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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 몸담고 있는 이들에게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적 모델을 제

시하는 것은 자연히 일본의 1948년 신형사소송법이다. 외국의 사례를 경험할 기

회가 적고 단기간에 입법적 성과물을 완성해 내야만 하는 실무계의 엘리트들에

게는 언어적․문화적 근접성으로 인하여 내용파악이 손쉬운 일본의 법률문헌들

이 자연스럽게 주된 텍스트로 자리잡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1954년 제정형사소송법의 입법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은 6․25 

전쟁으로 인하여 그 대부분이 상실되었다. 제2대 국회의 속기록이나 또는 제2대 

국회의 입법 관여자들이 후대의 실무계와 학계를 위하여 편찬해 놓은 귀중한 자

료들은 발견이 쉽지 아니하 다. 또한 설사 발견된다고 하여도 단지 국내문헌이

라는 이유만으로 그다지 높이 평가되지 아니하 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

정 당시의 입법자와 이후의 개정작업에 참여하는 입법자 사이에 대화의 단절현

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형소법의 개정작업은 제정형소법의 기본구도에 대한 이해 

없이 일본의 신형소법을 성급하게 모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형사

소송법은 여간한 학문적 기량 없이는 해석이 대단히 어려운 법전으로 변질되기 

시작하 다.

3. 1961년 및 1963년의 형소법 개정

가. 증거법의 개정

형사소송법의 개정이라는 화두와 관련해 볼 때 지금까지의 형소법 개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1961년 및 1963년에 단행되었던 개정작업이다. 앞에서도 잠

깐 언급한 바 있거니와, 1961년 형소법의 개정에서 주된 특색을 이루는 것은 진

술증거와 관련한 전문법칙의 도입이다. 이 당시에 일본의 신형소법을 모델로 하

여 도입된 규정들은 전문법칙(형소법 제310조의2), 탄핵증거(형소법 제318조의2), 

증인신문에 있어서의 교호신문방식(형소법 제161조의2) 등이 있다.

한편 1961년의 형소법 개정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사경작성 피의자신

문조서에 관한 규정형식에 약간의 변화를 가져왔다. 1954년의 제정형소법은 검사 

및 사경이 작성한 각종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312조 본문에서 규율하고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특칙을 동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1961년의 개정 형소법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관의 다른 조서들과 

함께 형소법 제312조 제1항에,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동조 제2항에 각각 

분산시켜 규율하 다.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형소법 제312조 제1항에 단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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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하여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요건으로 ‘특신정황’을 추

가하 다는 점이다. ‘특신정황’ 요건의 추가는 직접심리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조

서를 활용한다는 제정형소법의 시각을 넘어서서 전문법칙의 관점에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접근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대단히 

주목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의 실무에서는 이 ‘특신정황’의 요건

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

나. 피고인신문순서의 변경

1961년 형소법 개정의 또 다른 특징은 피고인신문의 주도권을 법관으로부터 

검사에게 넘겨주었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독일 형소법에서 유

래한 피고인신문절차는 법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경찰단계에

서의 신문주체는 경찰관이다. 검찰단계에서의 신문주체는 검사이다. 그렇다면 공

판단계에서의 신문주체는 법관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변증법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1년 형소법 개정 당시의 입법자에게는 이러한 구상이 잘 이해되지 

아니하 다. 폭주하는 법관의 업무를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피고인신문은 검사와 

변호인이 나누어서 맡게 되었고 법관은 보충적인 신문자로 물러나게 되었다. 피

고인신문의 순서는 증인신문의 경우와 달리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형소법 제

287조). 이러한 입법례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 찾아볼 수가 없다. 실무가들이 주

로 참조하는 일본 형소법의 경우에도 유사한 예는 없다. 피고인신문절차 자체가 

일본에는 없기 때문이다. 1961년의 개정에 의하여 이제 지극히 한국적인 피고인

신문절차가 우리의 형사실무에 등장하게 되었다.

다. 상소제도의 개편

형소법 개정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또 다른 변화는 상소제도의 개편이다. 앞에

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제정형사소송법은 항소심에 대하여 복심(覆審)구조를 채

택하 다(제정형소법 제364조 제1항). 한편 대법원에 올라가는 상고사건의 상고

이유에는 수많은 절대적 상고이유 이외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이라는 사실심적 

요소도 추가되어 있었다(제정형소법 제383조). 이러한 상소제도는 특히 대법원에 

사건의 폭주를 가져오게 마련이다.

대법원은 상소사건의 적체에 시달리게 되었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申 東 雲 [서울대학교 法學 제46권 제1호 : 100～133124

아니되었다. 그 첫 번째 시도는 자유당 말기의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시도되었던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이었다. 이 방식은 대법관 1인과 대법원판사 2인으로 대법

원의 부를 구성하여 상고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것이다. 이때 대법원판사는 지방

법원원장급의 중견법관으로 충원되었다.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은 1961년의 법원

조직법 개정에 의하여 종료할 때까지 약 2년간에 걸쳐서 시행되었으나 그 성과

는 부정적이었다. 대법원에 부가 증설됨으로써 사건처리는 약간 빨라졌으나 중견

법관들이 대법관의 배석판사와 같은 위치에서 재판에 임하게 되는 것이 큰 불만

이었다.23)

대법원의 사건적체에 대한 본격적인 수술은 1961년의 법원조직법 및 형소법 

개정에 의하여 시도되었다. 1961년의 개정을 통하여 항소심재판은 복심구조를 벗

어나 속심구조를 취하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1961년의 형소법 개정이 전문법칙 

등 미식 당사자주의 요소를 도입한 것에 비추어 항소심의 재편도 일본 형소법

처럼 복심구조에서 사후심구조로의 변경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

장은 지극히 번안법학적인 견해라고 생각된다. 일본 형소법에 따르면 항소심법원

이 항소이유를 인용할 경우 파기환송 내지 파기이송의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이

다(일본형소법 제400조). 사후심의 관점에서 볼 때 원심판결의 당부만을 검토하

는 것이 그 임무이며, 재판 자체의 시정은 원심법원이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1961년에 개정된 우리 형소법은 파기자판을 항소심의 원칙으로 하

고 있다(1961년 형소법 제364조 제5항). 소송경제를 도모하여 형소법을 개정하는 

마당에 번거롭게 파기환송 내지 파기이송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렇다면 1961년 개정 형소법의 항소심 구조는 사후심이 될 수 없다.

상소제도의 개편과 관련하여 1961년 형소법 개정이 추구한 또 하나의 목표는 

상고심의 업무경감이었다. 1961년의 개정 당시 조진만 대법원장에 의하여 특별히 

야심차게 시도되었던 방안은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것이었다(1961년 형

소 제371조). 전국에 단 하나 설치되어 있는 대법원에 상고사건이 집중됨으로써 

사건이 적체되는 것을 고등법원에 상당부분 분산시켜서 해결하게 하자는 것이 

그 골자이었다. 대단히 합리적이며 개혁적인 고등법원 상고부의 설치는 그러나 

시행 2년을 겨우 넘긴 상황에서 1963년 형소법 개정에 의하여 종료되고 말았다. 

소위 ‘법령해석의 통일을 저해한다’는 명분론과 함께 재야 법조계의 비협조가 이 

당시 실패의 주요 요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23) 고재호, 법조반백년, 1985, 4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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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상고부의 구상은 이렇게 하여 실패로 돌아갔다. 그 대신에 1963년의 

형소법 개정은 두 가지 점에서 상소제도에 변화를 꾀하 다. 하나는 “제1심법원

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형소법 제364조 제3항) 우리나라 항소심의 구조가 속심임을 보다 분명

하게 밝혔다. 항소심재판의 소송경제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제1심법원이 

수집한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는 구상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63년 형소법 개정이 추구한 또 하나의 목표는 상고사건의 제한이었다. 고등

법원 상고부를 폐지하게 되면 모든 상고사건이 대법원에 집중된다. 이러한 상황

에 대비하여 1963년의 입법자는 상고이유를 전면적으로 상대화해버렸다. ‘판결에 

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위반’이라는 상고이유(현행형소법 제383조 

제1호)는 1963년의 형소법 개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설사 헌법에 위반되더

라도 판결 결과에만 향을 미치지 않으면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겠다”는 실로 

무모하기까지 한 이 상고이유로 인하여 이제 한국의 형사재판에 엄 한 사법형

식성(司法形式性)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렇지만 조문 하나의 변경으로 상고사건의 적체에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기

대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조문의 개정이 아니라 상소

제도의 운 을 지탱하는 인적․물적 조직을 재편성하지 않는 한 대법원에의 사

건적체는 막을 길이 없다. 정확하게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대

법원은 지금 세계 다른 나라의 어떠한 최고법원보다도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상 대법관 1인이 연간 처리하는 상고사건은 거의 1,500건

에 육박하고 있다.24) 가히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것이 과연 자랑스러

운 수치인가? 정말로 심각하게 자문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1995년의 형소법 개정

가. 공판절차의 임의규정화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또 다른 개정으로 1995년 말의 형소

법 개정이 있다. 1995년은 우리 사법사상 처음으로 구속에 직면한 피고인이 법

관의 면전에서 자신의 처지를 직접 호소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도입된 해로서 

24)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II), (2004. 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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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이 구속 장실질심사제를 제외한다면 1995년 말의 형소법 

개정은 기실 최악의 개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95년 말 형소법 개정의 캐치

프레이즈는 “법전과 형사실무의 괴리를 가능한 한 좁힌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로 나타난 개정내용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각종 실무적 편

법의 합법화이었다. 엄 성을 그 생명으로 하는 형사소송절차는 1995년 말의 개

정에 의하여 이제 재량규정으로 가득찬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규율되게 되었다.

어느 나라나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검사의 공소장낭독은 이제 해도 좋

고 안 해도 그만인 절차로 변질되어 버렸다(형소법 제285조). 법정에서 요지를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에는 당해 서류의 열람․등사라

는 기상천외의 방식이 도입되었다(형소법 제292조 제2항). 피고인측에게 눈으로 

읽어보라는 뜻에서 인정된 열람․등사의 방식은 방청석에 앉아 있는 시민들에게 

재판의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 버린다. 구두변론과 공

개재판은 전혀 안중에 없는 실무가적 발상이다. 형사절차의 변질은 여기에 그치

지 않는다. 이제부터 검사는 판결을 선고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형소법 

제278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

함을 그 직무로 한다(검찰청법 제4조). 그러한 검사가 기소사건에 대하여 법과 

정의가 선언되는 판결선고기일에 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나. 사후 장제도의 불비

더욱 심각한 것은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제도의 재편이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3항은 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하

려면 사전에 검사가 청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장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 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 현행

범체포나 긴급체포와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후에 

장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 대비하

여 사후에 장을 청구하여 이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95년 말 형소법 개정 이후의 상황은 어떠한가? 1995년 말 개정 이전

에는 현행범체포와 긴급구속의 경우에 사후 장을 발부받도록 되어 있었다(개정

전 형소법 제207조, 제213조의2). 1995년 말의 입법자는 장의 발부절차가 까다

롭기 때문에 일선 실무에서 임의동행의 편법이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체포 장제도와 긴급체포제도를 도입하 다. 그러나 놀랍게도 헌법이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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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후 장의 요건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렸다. 48시간 이내에 구속 장을 

청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일반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자신이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로 연행되어 갈 때 

비록 사후적이라 할지라도 체포 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실무는 

전혀 다르다. 48시간 동안 피의자를 수사관서에 유치해 놓고 수사를 계속한다. 

그러다가 혐의 없다고 판단하면 그대로 석방한다. 그것으로 그만이다. 구속 장

은 48시간이라는 시점 이후에까지 인신구속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청구하는 장이다. 이러한 법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은 

48시간 동안 마음대로 시민을 연행하여 조사할 수 있다. 석방하기만 하면 사후

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도대체 수사기관이 48시간 동안 시민들을 마

음대로 잡아갔다가 마음대로 풀어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헌법은 살

아 있는가, 죽었는가?25)

Ⅴ.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제언

1. 형소법 제정 당시와 현재의 비교

발표자는 지금까지 지나칠 정도로 우리 형사사법의 어두운 면을 부각시켜 왔

다. 실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악역을 담당할 염려가 없는 입장에서 실무계에 대

한 폄하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항의도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

러나 이렇게까지 격하게 우리 형사재판의 현실을 지탄하지 않을 수 없는 발표자

의 심정에 대하여 진심으로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이렇게까지라도 격렬하게 외

치지 않으면 정말로 본격적인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기대할 수가 없다. 개정의 필

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곳에서 새로운 형사소송법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설사 개정을 한다고 해도 단지 실무상의 애로사항을 땜질하는 미봉책 수준에 지

나지 않을 것이다. 1995년 말의 형소법 개정은 이를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글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몇 가

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무엇보다도 1954년 형소법 제정 당시의 국가적․

25) 2004년 12월 31일자로 작성된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문에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 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에 검찰은 단기간(예: 1주일) 내에 정기적으로 
법원에 체포서, 체포한 사유 및 석방 사유 등을 통지하는 방안이 다수의견으로 건의
되었다.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주 5),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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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여건과 지금의 여건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이 개정될 형소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할 가까운 장래의 형사사법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1954년 형소법이 제정될 당시 대한민국은 3년

간의 전쟁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나라이었다. 세계 최빈국의 하나이었다. 

제대로 교육을 받은 법률가는 손으로 꼽을 정도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떠한가? 

국민소득 1만불을 운위하고 있다. 세계 10대 교역국이라고 한다. 사시합격자 

1,000명 시대이다. 이러한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요구하는가?

2. 형사절차 선별시스템의 재편성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사건처리’

라는 식민지 시절 이래의 사법운  철학을 폐기하는 일이다. 물론 사법역량은 한

정되어 있다. 재판부를 늘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하여 몰려드는 사건

은 줄어들 줄을 모른다. 여기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사건처리라는 소송경

제의 요청을 외면하라는 말인가 하는 항변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건

의 경중과 난이를 따져서 ‘선택과 집중’의 지혜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 

사법부만큼 이노베이션이 어려운 조직도 없는 것 같다. 경  마인드는 개별사건

에 대한 판단에만 익숙해 있는 법조계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 같기도 하다. 그러

나 사법조직의 재편은 외면할 수 없는 절대적 명제이다.

이를 위하여 비교적 경미한 형사사건은 소위 신속처리절차를 통하여 대거 걸

러내야 한다.26) 기존의 즉결심판절차를 신속처리절차로 재편하고 이에 검사를 투

입하여 본격적인 형사사법절차로 가동시켜야 한다.27) 대법원에의 상고심 적체는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은 고등법원 상고부 이외에는 없다고 

본다. 대법관의 수를 증원하자는 주장이나 대법관과 대법원판사로 대법원의 부를 

구성하여 재판부를 대폭 늘리자는 이원론의 주장은 모두 현실성이 없다. 장관급

의 대법관 수를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법원장 급의 중견법관들이 대법관의 

배석판사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의 지방분권화라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등법원 소재지에서 경미한 사건이나 단독판사 사건 

26) 신속처리절차의 신설은 사법개혁위원회가 결의한 대통령 건의사항의 하나로 채택되었
다.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주 5), 36면 참조.

27) 신동운, “경미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 형사정책, 2003, 제15권 제2호, 9면 이하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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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상고심이 처리되어야 한다. 사시합격자 1천명 시대에 법조인력의 지방

확산은 필연적인 요청이다.28)

3. 공판중심주의의 확립

일단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정규 사건에 대한 심리역량이 확보된다면 이제 추

구해야 할 목표는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이다. 수사기관의 조서에 의존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보아야 한다.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의지하여 

사실상의 형사재판이 검찰청 검사실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또한 유지되어서도 아니 된다. 1954년의 극악한 사회상황을 배경으로 불가

피하게 용인되었던 직접심리주의의 예외는 이제 새로운 각도에서 재정리되어야 

한다.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은 선진 제국의 형사재판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되

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증거방법에 대비하여 증거법

칙은 전향적으로 다듬어져야 한다. 우리의 국력은 이제 새로운 증거법체계가 요

구하는 인적․물적 부담을 충분히 감내하고 남을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본

다. 법조인력의 풀도 수년 내에 상당한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4. 형사소송구조의 재정립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 그것은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도에 대한 근본결단의 문제이다.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1954

년의 우리 입법자는 대륙식 형사절차를 기본모델로 채택하 다. 그런데 이후의 

개정사를 보면 미식 형사절차가 지속적인 입법모델로 작용하고 있다. 좀더 솔

직하게 말한다면 일본식 당사자주의가 우리 형사소송법에 단계적으로 스며들고 

있다. 주로 실무가들로 구성된 입법 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었던 자료가 일본의 

문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본구조는 대륙식이고 개

정방향은 미식이라면 무엇인가 모순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들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공소장일본주의(형소규칙 제118조 

제2항)의 도입이 있다. 우리 입법자는 법전편찬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

사위공청회, 국회 본회의심의라는 일련의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피고인신문절차를 

28) 고등법원 상고부의 설치는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사항의 다수의견으로 채택되었다. 소
수의견은 대법관의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주 5), 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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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 표지로 하는 대륙식 직권주의 형사재판제도와 공소장일본주의를 핵심적 

표지로 하는 미식 당사자주의 재판제도를 두고 그 장․단점을 견주었다. 그리

고 기나긴 논의 끝에 대륙식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채택하기로 결단하 다. 그런

데 이와 같은 입법적 결단에 대한 이해 없이 실무가들을 중심으로 한 입법 관계

자들에 의하여 일본식 당사자주의가 우리 형사소송법에 단계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982년 형사소송규칙의 제정을 통하여 공소장일본주의가 우리 형

사법체계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애당초 제2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공소장일본주의의 채택 여부는 계속 논란

되었다. 우리 입법자는 공소장일본주의의 문제점을 의식하여 이를 채택하지 않기

로 하 다. 그 논의의 전말은 제2대 국회 속기록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러나 법관들이 중심이 되어 제정한 형사소송규칙은 입법자의 결단을 초월해 버

렸다. 소송규칙제정권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부에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소송규

칙이 입법부의 결단을 극복할 수는 없다(헌법 제108조). 이와 같은 하극상의 상

황이 초래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형사소송법이 명시하고 있는 변호인의 소송

서류 열람․등사권(형소법 제35조)에 대한 전면적 제한이었다. 피고인신문을 위

하여 변호인이 그토록 절실하게 입수하고 싶어하는 수사기록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장일본주의를 내세워 열람․등사신청을 거절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신문이 끝

난 후 검사가 수사기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 전까지는 검사 수중의 수사기

록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할 수 없다. 이것이 공소장일본주의가 우리 형사실무

에 기여한 공적(?)이다.29)

이제 외국의 특정제도를 무비판적으로 모방하는 시기는 지났다. 앞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필요한 것은 기본원칙에 대한 확인과 결단, 그리고 그의 세

련화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으로부터 꼭 50년의 세월이 흘 다. 지금의 시

점은 반세기 전에 내려졌던 형소법에 관한 근본결단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점검

할 때이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의 준수라는 양대 원리를 염두에 두면서 

종래와 같은 대륙식 직권주의 형사절차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기왕에 삼

투( 透)되기 시작한 미식 당사자주의 형사절차를 본격적으로 채택해야 할 것

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민의 사법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

이야말로 형사절차의 기본구조를 재점검할 최적의 시기이다. 지금의 결단이 앞으

29) 자세한 내용은, 신동운, “공판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형사재판의 제문
제 제4권, 541면 이하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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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또 다른 50년의 형사사법을 지탱해 갈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개정작업의 기

회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 알 수도 없다.

5. 시민을 위한 형사소송법의 제정

끝으로 한 가지 반드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해방 

공간 그리고 6․25 전쟁의 와중에서 준비되었다. 변변한 학자 하나 없는 상황에

서 특정 입법례를 모델로 하여 성급하게 기초된 법률이다. 1948년에 공포된 일

본의 신형사소송법도 사정은 별로 나아 보이지 않는다. 무조건 항복한 후 3년 되

던 해에 서둘러서 만들어진 법전이기 때문이다. 이 두 나라의 형사소송법이 공통

적으로 보이는 특징은 전적으로 실무가를 위한 법전이라는 것이다. 강제수사의 

주체를 예심판사로 설정해 놓고 있던 의용형사소송법(대정형사소송법)을 대본으

로 놓고 예심제도를 폐지하는 전제 하에서 법전을 기초한 데에 따르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편찬된 법전은 실제의 운용에 있어서 대단히 불편하

다. 국민 일반의 관점에서 보면 형사소송법은 각종 준용규정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내용을 알기가 극히 어렵다. 일선 경찰관들은 물론이고 법률전문가들조차도 

준용이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 알기가 힘들다. 법전은 수소법원이 행하는 강제

처분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시민들의 생활 속에는 수사절차에

서의 강제처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법현실과 법규정이 이만큼 궤를 달리

하는 경우도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의 경우에는 권위주의 

정권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인신구속에 관한 법규정들이 빈번하게 개정되었다. 이

들 규정은 복잡하기 짝이 없다. 다른 한편 형사소송법 자체도 그 모습이 무너져

가고 있다. 각종 형사특별법에 의하여 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들이 급격하게 그 

규범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통신비 보호법, 금융실명거래및

비 보장에관한법률 등에 산재되어 있는 예외규정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

이제 형사소송법은 시민들에게 알기 쉬운 법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30) 특

30) 효당 엄상섭은 1953년 7월에 집필한 “입법과 헌법정신”에서 입법의 지침 가운데 하
나로 “공무원이 집행하기 쉬운 법보다는 국민이 지키기 쉬운 법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다. 엄상섭, “입법과 헌법정신”, 군사법연구 제3권 제7호, (1953년 7월호), 49
면. 신동운 편저, 효당 엄상섭 형사소송법논집, 2005, 79면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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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법의 편의함으로 도피하는 실무가적 입법기술은 폐기되어야 한다. 실제 형사절

차의 흐름을 정확하게 반 하는 새로운 형사소송법이 탄생되어야 한다. 인신구속

과 강제수사에 관한 규정들은 간명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비되어야 한다.31) 공

판절차의 엄 한 사법형식성(司法形式性)은 확립되어야 한다. 공판절차와 관련된 

절차규정은 임의규정에서 기속규정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새로운 법전은 우리의 역량에 기초하여 우리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연전(年前)에 전면 개정된 민사소송법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귀감을 제

공하고 있다. 왜색의 법률용어를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우리말을 최대한 사용하여 

우리의 법전으로 태어난 것이 새로운 민사소송법이요 민사집행법이다. 형사소송

법의 경우에 동일한 작업과 성과가 무슨 이유로 불가능하겠는가? 이제 남은 일

은 형소법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자각과 개정의지의 결집이다. 형사소

송법 제정 50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 학계와 실무계에 과연 그러한 각오와 자

신감이 있는가?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관련한 소회의 일단을 피력해 보았다. 발표에 

다소 격한 언사가 사용되었고 실무계에 대한 비판이 지나친 대목도 있을 수 있

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대한 발표자의 충정만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서 공감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주어진 주제의 중대함에 비하여 발

표자의 제언은 단지 문제점의 지적에만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발표자의 제언이 

곧이어 진행될 개별주제의 심층적 논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발표

자로서는 커다란 기쁨과 보람이 될 것이다. 졸견을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

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31) 사법개혁위원회는 형사소송법상의 인신구속에 관한 주된 조문을 수사절차 부분에서 
규정하고, 이를 재판절차에 준용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사
소송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문을 결의하 다. 사법개혁위원회, 사법
개혁을 위한 건의문(주 5), 4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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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spects of Criminal Code Revision
― In Terms of Criminal Procedure Act Revision―

32)

Dong Woon Shin*

This arcticle was based on the key-note speech of “Criminal Judicial System 

Revision Seminar for the Judges,” which was held at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in November, 2004. The author argued that the current problems 

of Korean Criminal Judicial System had been caused by the authoritative 

Japanese Criminal Judicial System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In addition, 

the author raised some issues of current Korean Criminal Judicial System and 

made suggestions to solve them.

In this article, the backwardness and undemocratic malpractices of Japanese 

Criminal Judicial System were explored. Efforts of Korean people to liquidate 

the past after the liberation in 1945 were also analyzed. The effect of New 

Japanese Criminal Procedure Act of 1948 on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nd 

its limitation were discussed. The revision processes after the establishment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were also reviewed. The author pointed out that 

some problems of Korean Criminal Judicial System were caused by uncritical 

imitations of Japanese Criminal Procedure Act. Finally, it has been emphasized 

that the current system should be revised in a way that the lay-persons could 

easily understand the process. In order to do so, the author suggested that the 

whole revision of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is necessary with regard to the 

current reform of Criminal Just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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