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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형사 절차에서 오판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여 왔다. 학자들은 무고

한 시민이 형사 절차에 의하여 희생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

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잘못된 판결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영

국과 미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무고한 시민이 기소당한 중요한 이유

는 목격자 진술이었다. 본 논문은 목격자 진술에 관하여 크게 두 가지

측면에 관심을 기울였다. 첫째는 목격자 진술 취급에 관한 실태 분석

이며 두 번째는 한국적 목격자 진술 신빙성 판단지침을 제작한 것이

다.

이론적 연구에 의하면 목격자의 기억은 크게 세 단계로 분류된다.

정보 취득 단계, 정보 저장 단계, 정보 인출 단계가 바로 그것이다. 세

단계 모두에서 목격자 진술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었다. 정보 취득 단

계에서는 노출시간, 노출빈도, 폭력성, 스트레스, 무기집중효과, 선택적

인지, 돌출적 요소 등이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정보 저장 단계에

서는 시간의 경과, 사후 정보 효과, 추측, 응고 효과 등이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정보 인출 단계에서는 수사관의 지위, 신뢰도, 태도, 질문방

식, 진술압박, 그리고 언어의 한계, 경찰과 변호사의 영향이 오류를 발

생시키고 있었다. 범인 식별 절차에서는 수사관의 암시, 목격자 상호

간의 영향, 기억의 변형, show-up, 잘못된 line-up 등이 발생하고 있었

다. 아동 목격자 진술의 경우 그 자체로 신빙성이 떨어졌다.

실제로 한국의 재판례를 검토해 본 결과 한국에서도 비슷한 문제점

이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론에서는 검토할 수 없었

던 철저히 한국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어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바로

목격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목격자 진술에의 과도한 의존, 목

격자가 사건에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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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진술 내용이 체포된 피고인의 특징과 불일치, 조서재판의 흔적,

수사기관의 증거확보절차 미비, 법원의 권고사항 미준수, 경찰의 부적

절한 수사를 체크하는 검찰의 기능 결여, 무리한 기소, 다른 사건의 피

의자를 당해 사건의 목격자에게 식별 의뢰가 바로 그것이었다.

목격자 진술의 제고방안으로는 목격자 진술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신빙성 판단지침의 준수, 최초 경찰 수사 단계의 중요성 등을 제시하

였다. 외국의 경우 전문가 진술, 배심원 설시를 통해 목격자 진술에 대

한 판단주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에는 아직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의 가이드라인이 없기에 가이드라인을 제작

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수사, 기소, 재판 단계 모두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최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목격자 진술이 훼손된다면 올

바른 판단이 불가하므로 최초 경찰 수사 단계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

목격자 진술이 한국 형사사법체계에서도 오류의 원인으로 기능함을

알아보았다. 앞으로 목격자 진술을 조심스럽게 취급하여 잘못된 판결

이 감소하기를 기대해 본다.

주요어 : 목격자 진술, 범인식별절차, 오인지목, 진술의 신빙성, 무죄

학 번 : 2012-2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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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범인의 인상착의를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을 소개한 다음 판례가 있다.

  범인들의 인상착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中略)…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작성 시에는 …(中略)… 피고인A의 전면사진 중 얼굴 밑부분을 가린 

것을 본 다음 마스크를 쓰고 있던 사람이 맞고 피해자에게 전기충격을 한다고 

말한 사람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B의 운전면허 전산망 상의 사진을 본 

다음 깜짝 놀라 몸을 떨며 그 사진 상의 사람이 피해자를 때리고 가방을 빼앗

아 간 사람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조사를 받고 있던 피고인B를 본 다음 

당시 양복을 입은 사람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며…(이하 생략)…1)

목격자는 자신이 본 범인이 피고인이 맞다며 ‘깜짝 놀라 몸을 떨며’ 진술하

였다.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너무나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당해 판례

에서 피해자 목격진술의 신빙성은 부정되었다. 이 정도로 확신하는 목격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왜 재판부에서는 ‘깜짝 놀라 몸을 떨며’ 범인

을 식별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였는가? 목격자 진술이 무죄오판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가?

미국에서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기소되어 유

죄를 선고받았으나 이후에 무죄임이 밝혀져서 풀려난 205명의 사람들 가운데

100명(47%가량)의 사람들이 목격자의 잘못된 범인 지목 때문에 유죄를 선고

받았다고 한다.2) 최근의 연구에서는 250건의 억울한 사람들의 사례 가운데

190건(76%가량)이 목격자의 잘못된 지목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3) 이러한

1) 부산고등법원 2004.1.20. 선고 2003노719 판결. 밑줄은 필자가 추가하였음을 밝힌다.
2) C. Ronald Huff, Arye Rattner and Edward Sagarin, Convicted But Innocent : 

Wrongful Conviction and Public Policy, (Thousand Oaks, California : Sage 
Publications, 1996),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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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면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유죄는 절대 선고되

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형사절차에 내재한 본질적 과제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발견이

다.4) 특히 실체적 진실발견은 형사절차의 기본과제이며, 형사절차 상 판단대

상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객관적 내용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밝힐 것이

요구된다. 국가의 강력한 형벌권이 실현되는 절차이므로 민사소송과 같이 형

식적 진실에 만족할 수 없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객관적 진상이 규

명되어야 한다.5) 이러한 양대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는 증거능

력, 증명력, 소송절차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만일 무

고한 시민이 기소를 당하여 피고인이 되고, 유죄판결을 받는 등 무죄오판이

발생한다면 형사소송법의 모든 목적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인권보장을 내세

우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무죄오판만은 막아야 하며 없애야 한다는 것이 형사법학자들과 법공

동체의 핵심적 전제이며 형사법학자들의 중핵적 과제이다.6) “도덕적이고

(virtuous) 결백한[‘(innocent)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보다 실제로 죄

를 범하였을지라도(though really guilty) 한 사람을 석방(acquit)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볼테르의 명언은 활자 속에서만 숨 쉬어서는 아니 된다.7)

3) Brandon L. Garrett, Convicting the Innocent : where criminal prosecutions go 
wrong, (London :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p9.

4) 한국에서의 형사소송법에 관한 교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형사법학자들이 이를 공통적인 양
대 목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파주 : 법문사, 2011), 
p10. 차용석/최용성, 『형사소송법』, (파주 : 21세기사, 2008), p19-20. 이재상, 『형사소송
법』, (서울 : 박영사, 2012), p21-30.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신형사소송법』, (서울 : 
홍문사, 2013), p16-19. 임동규, 『형사소송법』, (파주 : 법문사, 2012), p8-11. 정웅석/백승
민, 『형사소송법』, (서울 : 대명출판사, 2012), p20-28. 한정훈, “수사기관의 조서를 통한 사
실관계 발견의 한계”, 『재판자료 제110집 사실인정 방법론의 정립』, (서울 : 법원도서관, 
2006), p269-270. 더불어 일본의 학계에서도 실체적 진실주의와 적정절차의 보장을 중요하
게 여기고 있다. 平良木登規男, 『일본형사소송법』, 조균석 옮김, (서울 : 박영사, 2012), 
p9-11를 참조하면 된다.

5) 대법원 1996.3.8. 선고 95도3081 판결.
6) 학자들에 따르면 무죄오판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일으킨다. 첫째로 무고한 시민이 처벌받

는 사이 진범이 자유롭게 도망 다닌다. 결국 진범으로부터 사회가 보호받지 못한다. 둘째로 
무고한 시민은 기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미국적 이상이 속빈 강정(hollow shibboleth)이 되어
버린다. R. Sanders, “Helping the Jury Evaluate Eyewitness Testimony : the need 
for additional safeguards,”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ol.12 
Issue.2(1984), p1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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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영국과 미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목격자 진술은 수사절차에서 상

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지만 신뢰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점이 심리

학계와 형사법 학계에서 밝혀졌다.8) 특히 잘못된 유죄판결을 연구한 학자들

에 의하면 잘못된 목격자 증언이나 목격자에 의한 범인식별절차가 오판의 원

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목격자 진술이 가지는 위

험성에 관하여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대부분의 연구가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의 연구성과, 외국에서의 재판례와 재판내용을 소개한 후 한국에

서의 모범적 재판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소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

었다. 실제 수사, 공소, 재판에서의 실태가 어떠한 지에 관하여는 실태 분석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에 한국의 하급심과 상소심 사이에서 목격자 진술을

이유로 유무죄 판결이 엇갈린 판결문들을 바탕으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례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7) Voltaire, Zadig : or the book of fate, an oriental history, translated by Thomson 
Gale, (London : Printed for H. Serjeant, 1775), p54.

   비슷한 지적을 한 학자로는 Sir William Blackstone 등이 있다. 그는 “무고한 한 명이 고통
받는 것보다 열 명의 범인이 도망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지적했다. Sir William 
Blackstone, 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 Vol.4, 4rd Edition, (Oxford : 
Printed at the Clarendon Press, 1768), p352.

8) 심리학자인 David Frank Ross와 J. Don. Read, 그리고 Michael P. Toglia는 1994년 여러 
학자들의 글을 모아 성인인 목격자들의 진술에서의 오류를 탐구하였다.(David Frank Ross, 
J. Don Read and Michael P. Toglia, Adult Eyewitness Testimony-Current trends 
and development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그리고 심리학자
인 Brian L. Cutler와 법학자인 Steven D. Penrod는 1995년 목격자 식별진술에서의 오류
를 탐구하여 변호사, 배심원, 전문가, 판사들도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제안책을 제
시하였다.(Brian L. Cutler and Steven D. Penrod, Mistaken Identification-The 
eyewitness, Psychology, and the Law,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그리고 영국에서는 목격진술과 관련된 오류에서 기인한 오판사례가 사회적 파장을 일
으키자 1974년 Rt. Hon. Lord Devlin을 위원장(chairman)으로 한 위원회를 내무부 산하에 
설치하여 목격자 진술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재판 단계와 재판 이전 단계, 치
안 판사(Magistrate) 법원에서의 유의사항을 제언하였다.(Rt. Hon. Lord Devlin, Report to 
the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of the Departmental Committee 
on Evidence of Identification in Criminal Cases, London :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76).

   http://www.official-documents.gov.uk/document/hc7576/hc03/0338/0338.pdf에서 
Devlin Report를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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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란 범인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우연히 범행을 목격(시각

적 목격과 청각적 목격 등을 포함하는 개념)하게 된 사람을 의미한다.9) 이러

한 목격자들이 수사기관(경찰과 검찰 등)이나 재판기관에서 범죄 사실에 관

하여 진술하는 것을 목격자 진술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특히 목격자 진술

중에서 목격자가 피의자(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사진이나 실물로 본 뒤 피의

자(피고인)가 범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내는 진술을 범인식별진술(犯人識別

陳述)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10)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범인을 체포하고 범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수

사기관과 재판기관의 책무이다. 범인에게 합리적인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수

사기관은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한다. 그런데 물증에 의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가장 오류를 줄이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불

가한 경우 인증에 의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대표적인 인증이 목격자로

서의 참고인의 진술인데, 이에 기반하여 유죄 판결이 이루어졌으나 향후 무

죄로 뒤집히거나 진범이 잡힌다면 이는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에게 중대한 위

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목격자 진술의 경우 법원의 구체적인 재판례를 통

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재판기관에서 어떠한 오류가 발생하는지를 사례(판

례)를 바탕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은 제3장이라고 할 수 있다. 판례 분석 연구를 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대

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원 등에서 선고된 목격자 진술 관련 재판례

수백 개를 취합하였으며 이들을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재판례를 분석

하기에 앞서 목격자 진술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살펴야 하고,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재판례를 검토한다면 더욱 합리적인 분석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여 제2장에서 목격자 진술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적 연구를 고찰하였

다. 제2장에서는 심리학계와 형사법계의 연구를 활용하였다.11) 목격자의 기억

9) 그 주체는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 증인 등을 포함하기로 한다. 이들은 범인을 목격한 대표
적인 사람이며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피해자를 목격자의 개념범주에 포함시키고 있
다.(조광훈, 2008. 권창국, 2004. 안정호/이재석, 2006.)

10) 조광훈, “수사기관의 범인식별진술 및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Vol.18 No.1 
(2008), p19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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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기억’이라는 인간의 심리적 요소에 기반을 두므로 목격자의 기억에 관

한 국내외의 경험적 연구를 활용하였다. 목격자 스스로 범인의 생김새를 진

술하는 목격자 진술과 여러 명의 대조군에서 용의자를 선별하는 작업인 범인

식별진술을 모두 다루었다.

이렇게 제2장에서 이루어진 이론적 연구 성과를 토대로 제3장에서 재판례

를 분석하였다. 제3장의 분석에서는 제2장에서의 연구 순서와 연관되도록 목

차 배치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론과 실무가 조화를 이루도록 의도하였다. 제4

장에서는 목격자 진술에 있어서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

다. 제3장에서의 항목을 현실에 맞게 재조합하여 수사기관, 기소기관, 재판기

관, 변호인, 배심원이 목격자 진술 신빙성 판단 시 참고하기 좋은 판단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11) 김상준(2006)은 심리학적 연구가 판사들의 사실인정과 관련된 재판실무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준, “재판작용에 대한 심리학적 기여,” 『2006년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엄 논문
집』(2006), p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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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목격자 진술에 관한 일반이론

제 1 절 목격자 진술에 관한 국내 및 해외의 선행연구

1. 목격자 진술을 다룬 국내의 선행연구 검토

2000년대 이전에는 국내 학계에서 목격자 진술을 단일 주제로 하여 그 취

약성이나 위험성, 수사 및 재판기관에서의 취급태도 등을 다룬 연구성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심리학계에서 증인인 목격

자의 기억이 왜곡될 수 있음을 지적한 논문이 나왔고 사진제시에 의한 용의

자 선별 작업에서 목격자의 용의자 지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

는 논문이 나왔다. 형사법학계에서는 법무부 해외연수 검사의 논문 중에서

영국에서의 목격자에 의한 범인식별절차를 연구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먼저 목격자의 기억을 다룬 심리학계의 연구성과를 살펴보자. 목격자의 기

억에 관련한 선구적인 연구는 이은정, 이수정의 ‘증인의 기억 왜곡에서의 무

관련 정보 효과(1999)’라는 논문이다.12) 이 연구는 대학생 80여명을 대상으로

심리학적 실험을 했다. 서두에서 목격자 진술에 오류가 농후하다고 외국에서

연구가 축적되어 있음을 지적한 뒤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목격 기억은 사진기

처럼 명확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사건을 목격한 기억이 이후에 제

시되는 질문들과 단서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만 유의할

사항은 오염적인 단서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경우 실험자들의 기억에 왜

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연구는 목격자의 기억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던 1990년대 당시에 목격자가 사안을 목격하고 수사기관에 진술하기까

지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시되는

단서의 오염가능성에 관한 언질을 주면 기억의 왜곡을 막을 수 있음을 지적

한 데에서 유의미하다.

12) 이은진, 이수정, “증인의 기억 왜곡에서의 무관련 정보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Vol.5 No.1(1999), 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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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석, 박광배의 ‘사진제시에 의한 목격자의 형사용의자 지목’이라는 논문

(1994)13)에서는 line-up 방식의 범인식별절차에서 수사기관이 주의를 하지

않으면 무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당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 논문은 목

격자가 사진들 속에서 범인을 찾아낼 때 자신이 생각하는 범인의 모습과 가

장 맞는 사람을 먼저 고르지 아니하고, 그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범인을 지목해 낸다고 결론지었다. 이 논문은 수사기관

이 목격자에게 범인식별절차를 실시할 때 사진 속에 범인이 있거나 없을 수

있다고 언급하지 않으면 무고한 시민을 지목할 수 있으며 목격자들은 범인을

식별할 때 통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비슷한 사람을 먼저 고르는 것이 아니

라 가장 유사하지 않은 사람부터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라인업을 진행한다는

목격자의 심리를 파고든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

최교일의 ‘영국에서의 목격자에 의한 범인확인절차(1995)’는 검사 최교일

(저술 당시)이 영국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범인식별절차를 참여관찰한 논문14)

이다. 직접대면, 사진에 의한 확인, 그룹 확인, 확인 퍼레이드, 비디오 필름에

의한 확인 등 한국에서는 당시로서 보기 힘들던 범인식별절차15)를 영국에서

관찰하였다. 관련 법률규정이 전혀 없으며 단순히 목격자와 범죄혐의자의 직

접대면에 의존하는 한국에서의 수사현실과 영국의 수사현실이 상당히 차이가

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2013년 현재의 관점에서, 이 논문은 당시 한국의 수사

현실과 수사관들의 범인식별절차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최교일은 많

은 비용과 인원을 동원하면서까지 무고한 범죄혐의자를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고 있던 매우 공정한 룰(rule)으로서의 영국의 범인식별

절차를 배워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절차를 한국에 도입

하는 것은 현실여건 상 어려움이 많으며 “굳이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

하여 의문이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16)

13) 이호석, 박광배, “사진제시에 의한 목격자의 형사용의자 지목,”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Vol.1994(1994), p541-548. 

14) 최교일, “영국에서의 목격자에 의한 범인확인절차,” 『저스티스』 Vol.28 No.2(1995), 
p27-46.

15) 최교일의 논문에서는 ‘범인식별절차’가 아니라 ‘범인확인절차’라고 표현하고 있다.
16) 최교일, 전게논문,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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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전의 연구성과를 살펴본 결과 당시 학계에서는 목격자 진술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를 이론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피의자의 강력한 방

어수단이 될 수 있는 범인식별절차의 도입 필요성을 부정하는 태도까지 견지

하고 있었다. 다만 심리학계에서 점차 목격자 진술의 위험성을 주목하고 있

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목격자 진술을 취급한 논문들이 많이 등장한다. 특히

2001년에 대법원에서 일대일 대면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의 위험성을 지적한17)

판시를 선고한 이후 목격자 진술이나 범인식별절차에서의 오류가능성을 연구

한 논문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민영성의 ‘범인식별진술의 위험성과 그 대처방안(2001)’은 ‘범인식별절차’라

는 용어를 직접 정의내리고 사용하면서 그 위험성과 신빙성 제고방안을 논의

한 선구적 논문18)이다. ‘범인식별절차’라는 용어는 그의 논문에서 최초로 사

용된 것으로 보인다.19) 민영성은 “우리나라에서는 범인식별진술의 신용성에

대한 고찰이 그다지 의식적으로 행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20)라고

하여 국내의 연구부족을 지적하면서 외국에서의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범인식별절차를 잘못 운용하면 미국 연방헌법 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목격자 진술의 본래적 위험성과 그에 대한 대

처방안을 적고 있다. 비록 이 논문은 한국 현실을 연구하지 않았지만 목격자

진술에 대한 선진국에서의 연구성과와 그것의 내재적 위험성을 소개하고 대

처방안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학계에 큰 울림을 주었다.

2004년 대법원에서는 2001년의 일대일 대면에 관련한 설시를 확장하여 일

대일 범인식별절차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범인식별절차에 있어서 목격자 진술

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수사기관의 준수사항[줄세우기]을 권고21)하였다. 이

17) 대법원 2001. 02. 09. 선고 2000도4946 판결
18) 민영성, “범인식별진술의 위험성과 그 대처방안,”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42권 제1호

(2001), p177-204. 민영성, “목격자에 의한 범인식별진술의  적정한 신용성평가를 위한 담보
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79호(2004), p78-101.

19) 선구적 재판례인 2000도4946 판결문에서조차 ‘범인식별절차’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
았다.

20) 민영성, “범인식별진술의 위험성과 그 대처방안,”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42권 제1호
(2001), p178.

21) 대법원 2004. 0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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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형사법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목격자 진술을 다루는 본격적

인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2003도7033 판결은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한

획을 그었다. 특히 2003도7033 판결에서는 ‘범인식별절차’라는 용어를 본격적

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민영성은 ‘범인식별방법 및 식별진술 평가 시 유의사항’이라는 논문22)을

2005년 작성하였다. 민영성은 2003도7033 대법원 판시를 소개하면서 영국과

미국의 연구성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범인식별절차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

하면서 외국의 논의를 주로 사용했으며 한국의 현실과 부합하는 논의를 거의

하지 않았다. 특히 대법원 판결을 논문 첫머리에 ‘대상판결’로 소개하였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백승민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범인식별에 관한 연구(2008)’라는 논문을 작

성하였다. 하지만 백승민의 논문은 잘못된 범인식별절차가 미국 연방헌법에

의해 위헌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범인식별절차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을

미국 판례를 통해 언급하는 등 여전히 외국에서의 논의를 취급하였다. 다만

2003도7033 판결과 그 논지를 따르는 대법원 선고 2007.5.10. 2007도1950 등

여러 참조판례를 소개하였다.

심희기는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사

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2004)’라는 논문23)을 통해 2003도7033 판결을 판

례연구했다. 그는 당해 판결의 의의를 분석하면서 판결의 가치를 높이 평가

하고, 수사기관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영락은 ‘미국에서의 오판에 관한 연구 사례 소개(2006)’를 통해 “미국과

영국에서 잘못된 유죄판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

다.24) 비록 그의 논의는 미국에서의 오판 관련 연구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지

만 목격자 진술을 잘못 다룰 경우 신빙성에 문제가 생기기 쉬우며 오류를 막

22) 민영성, “범인식별방법 및 식별진술평가시 유의사항,”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46권 제1호
(2005), p167-189. 민영성의 논의는 2001년, 2004년, 2005년에 학술논문으로 발표되었으나 
2004년과 2005년의 논의는 2001년 논의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23) 최영락, “미국에서의 오판에 관한 연구 사례 소개,” 『재판자료 제110집 사실인정 방법론의 
정립』, (서울 : 법원도서관, 2006), p577-612.

24) 최영락, 전게논문, p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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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안전장치를 수립해야 함을 국내 학계에 알렸다.

2006년 들어 학계의 논의가 확장, 목격자 진술을 단일 주제로 한 심도 있

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지영, 김시업의 ‘목격자 증언의 정확성 제고방안’과

안정호, 이재석의 ‘목격증인의 범인식별진술의 취약성 및 증명력 제고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김지영, 김시업은 2006년 ‘목격자 증언의 정확성 제고방안’25)을 저술하였다.

그들은 영국과 미국의 심리학계에서의 목격자 진술에 관한 연구성과를 검토

한 뒤 한국 수사관들의 수사현실을 인터뷰하고, 목격자를 면담할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목격자의 범인식별진술을 취급할 때 주의해야 할 대법원 판시만

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이들의 연구는 목격자(참고인) 수사의 오류를 줄일 구

체적 manual까지 제시한 점에서 시의적절했다. 본 연구도 이 연구서적과 방

향성이 일치한다. 하지만 복수면접(line-up)의 제시방법에서의 순차적 제시와

동시적 제시 등에 치우쳐있으며 연구의 방법이 심리학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

이 다소 아쉽다.26)

안정호, 이재석의 ‘목격증인의 범인식별진술의 취약성 및 증명력 제고방안

(2006)’은 국내외의 연구와 한국에서의 판례가 망라된 완성도 높은 논문이다.

목격증인의 기억에서의 위험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소개한 뒤 미국과 한국에

서의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필자가 탐구하고자 하는 내용과 착안

사항 및 방향성이 일치한다. 하지만 외국에서의 연구성과와 미국 판례가 주

된 부분을 이루며 한국에서의 판례는 간단히 실태를 분석하고 분류하는 정도

에 그쳤다. 우리 나라 판례에 대한 양적인 실증 연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

다.

목격자 진술에 관하여 조원철27)과 조광훈28), 권창국29) 등의 연구가 진행되

25) 김지영, 김시업, 『목격자 증언의 정확성 제고방안』,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26) 범인식별절차에서의 순차적 제시와 동시적 제시에 관련된 논의는 다음에서 반복적으로 행해

졌다. 김지영, “범인식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심리학적 제언,” 『형사정책연구소식』 
Vol.101(2007), p15-19. 김지영, 김기범, 김시업, “복수면접에서 순차적 제시와 동시적 제시
방법의 식별 정확성 비교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Vol.21.No.2(2007), 
p59-70. 우소연, 조은경, “목격자의 범인식별 절차에서 식별 전 지시와 순차적 제시방식 유
형에 따른 식별 정확성,”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Vol.26.No.4(2012), p141-155. 
등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된다.

27) 조원철, “실무연구 : 목격증인의 범인식별과 라인업,” 『법조』 Vol.58 No.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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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도 외국에서의 연구성과를 개관한 뒤 외국에서의

개선방안을 소개하는 차원에 그치는 등 한국의 판례와 현실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였다. 다만 조원철의 논문에서는 한국에서의 판례를 간략히 소개하고

수사현실과 실제 수사기관에서의 수사manual을 소개하였다. 조광훈의 논문을

읽어보면 한국에서의 범인식별절차와 관련된 10여 개의 판례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현실을 고민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한 저자의 의지가 엿보인

다. 조광훈의 논문을 통해 점점 한국에서의 현실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커지

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권창국의 논문은 기존 문헌에 없는 일본에서

의 논의까지 추가하였고 기존의 논문처럼 ‘범인식별절차’에 한정된 연구가 아

닌 목격자 진술 전반에 걸친 연구를 한 점에서 그의 열의가 엿보이지만 한국

의 경우 leading case(대법원 선고 2003도7033 판결)만 설명하는 등 한국의

현실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심리학계에서 고민조, 박주용이 ‘한국, 미국, 중국, 노

르웨이 판사들의 목격자 증언과 관련된 지식과 인식에 대한 비교연구’30)을

통해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에 대한 목격자 진술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

였다. 각국의 판사들에게 목격자 증언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목

격자 증언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한국에서도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필자도

이 연구의 영향을 받아 제4장에서 목격자 진술을 취급할 때 경찰, 검찰, 법

원, 변호사가 참고하기에 좋은 판단지침을 작성하였다.

2013년에는 무죄오판과 관련하여 김상준의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31)이 나왔다. 현직 판사가 540여개의 판결을 수집하

여 양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판례들은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는 판결들로서

그것들의 발생 원인과 양상을 연구한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범행을 직접 체

p240-305.
28) 조광훈, “수사기관의 범인식별진술 및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Vol.18 No.19(2008), p193-244.
29) 권창국, “목격진술의 신뢰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 Vol.11 

No.1(2004), p145-191.
30) 고민조, 박주용, “한국, 미국, 중국, 노르웨이 판사들의 목격자 증언과 관련된 지식과 인식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31 No.39(2012), p713-740.
31) 김상준,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항소심의 파기자판 사례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박사 학위논문, 201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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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거나 목격한 피해자, 목격자의 범인지목진술을 하나의 오판 원인으로 제

시하고 있다. 범인지목진술을 취급하는 수사기관의 현실과 판례의 태도를 지

적하면서 재판기관에서의 문제점도 용기 있게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김상준

판사가 연구한 540여개의 판결례 가운데 목격자 진술 관련 판례를 수집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연구성과를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2000년대 이전에

는 목격자 진술에 관한 형사법학계의 관심이 적었다. 영국에서의 범인식별절

차를 참관한 현직 검사(당시)의 논문만이 형사법학계에 존재하였으며 ‘범인식

별절차’ 등의 용어도 확립되거나 정의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심리학계에

서 실험을 통해 목격자들의 진술이 왜곡될 수 있으며 범인지목절차에 관한

통념을 깨는 연구만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대법원에서 일대일 지목 진술의 위험성 등을 지적하

고 범인식별절차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판시하면서 목격자 진술에 관한 형사법학계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

다. 외국에서의 논의를 수용, 영국과 미국 등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다루었으

며 미국의 판례의 태도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제언을 내는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2000년대 후반들어 한국의 목격자 범인식별절차 관련 판

결례가 축적되면서 한국의 판례와 수사현실에 대한 고민도 늘어난 점이 엿보

인다. 이에 한국의 수사기관과 재판기관 등에서 목격자 진술을 어떻게 취급

하고 있으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어떠한 사항에 주의를 기울

여야 하는지 연구해야 할 시점이다.

2. 외국의 목격자 진술 관련 선행연구 검토

목격자 진술의 위험성을 다룬 외국의 연구를 모두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외국에서 목격자 진술을 다룬 연구의 거시적 흐름을 살피고

어느 수준까지 연구가 되어 있으며 어떠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의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 형사법학계가 목격자 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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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어떠한 연구가 부족한 지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의 연구는 처음부터 목격자 진술 또는 범인식별절차를 단일 주제

로 하여 시작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무고한 시민이 기소되고

유죄를 선고받은 뒤에 무죄로 방면되는 무죄오판(convicted but innocent)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의한 범인지목(mistaken identification)에서 많

은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발견하면서 자연스레 목격자 진술과 범인식별진술을

연구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에서의 오판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는 Edwin M. Borchard에 의해 이

루어졌다. 그는 미국 Yale 대학교의 법학교수로서, 1932년 무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가 이루어지고 유죄판결이 이루어졌으나 이후에 무죄방면된 오판

65건을 소개했다. 이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Convicting the Innocent :

sixty-five actual errors of criminal justice’라는 책을 출간32)했다. 이 책에서

Borchard는 오판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결론부에서 발생 유형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향후 무죄로 풀려난 사람

들에 대한 배상(indemnity)은 공적 의무(public obligation)라는 사실이 유럽

에서 일찍이 주지되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도 이러한 인식을 가져야 한

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65건의 사건 중에 29건이라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는 오판원인이 피해자의 잘못된 범인식별(mistaken identification)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피해자나 목격자의 감정상태가 너무나 취약하여 그들의 인지 체

계 자체가 왜곡되고 지목진술이 종종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배심원들은 신

뢰하기 힘든 피해자의 분노를 피고인의 무죄증거보다 믿고 있었으며 알리바

이까지 무시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와 목격자는 범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

어 하고, 기소된 자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으며 희생양을 찾고 싶어 하

기에 기소된 자(the accused)들을 상대로 자신의 의심을 해결한다고 결론33)

지었다. Borchard는 무죄오판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최초로

연구한 학자34)이며, 이후 그의 연구방식은 앞으로 나오게 될 여러 오판연구

32) Edwin M. Borchard, Convicting the Innocent : sixty-five actual errors of criminal 
justice, (New York : Yale University Press, 1932).

33) Edwin M. Borchard, 전게서, p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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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법론적 모델(the template)이 되었다.35)

이후 1979년 Loftus는 목격자 진술의 오류(eyewitness error)을 단일 주제

로 하여 심리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심리학자로서, 목격자 진술 그 자

체를 탐구하여 기존의 심리학적 논의를 집대성36)하였다. 그는 목격자 진술이

‘기억’의 일종이며, 기억은 심리적으로 인식, 저장, 인출의 세 단계로 나뉜다

는 점이 학계에서 통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목격자의 기억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실험하였으며 목격능

력의 개인차, 목격자의 기억에 관한 기존의 관념, 형사사법체계와 관련된 목

격자 진술의 취급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는 오판을 연구하다가 목격자

진술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간접적 연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목격

자 진술을 직접적으로 실험하면서 목격자 진술을 3단계별로 고찰하였다.

이후 1996년 무죄오판관련 연구가 다시 한 번 진행되어 ‘Convicted but

Innocent : Wrongful Conviction and Public Policy’라는 책이 출간37)되었다.

이 책은 기존에 있었던 오판연구들에서 소개된 사례들 205개를 모아서 오판

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류한 뒤 각각의 원인 별로 충격적인 사안을 소개하여

학계의 이목을 끌었다. 저자들은 유죄율과 투옥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잘못

된 기소가 만연하고 있으며(prevalence) 무죄오판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며 진범을 놓쳐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의 연구

34) 미국 유죄연구의 역사는 다음 문헌을 참고하면 된다. Jon. B. Gould & Richard A. Leo, 
“Justice in action-One Hundred Years Later : wrongful convictions after a century 
of research,” 『the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Vol.100 No.3(2010), 
p825-868. Bruce P. Smith, “The History of Wrongful Execution,” 『Hastings Law 
Journal』 Vol.56 Issue.6(2004), p1185-1234. Richard A. Leo and Jon B. Gould, 
“Studying Wrongful Convictions : Learning From Social Science,” 『Ohio State 
Journal of Criminal Law』, Vol.7 Issue1.(2009), p7-30.

   Leo & Gould에 따르면 Borchard는 1913년 European Systems of State Indemnity for 
Errors of Criminal Justice라는 글을 썼다. Leo & Gould에 따르면 Borchard는 미국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잘못된 기소 관련 출판물(1913, 1932)을 쓴 사람
이라고 한다.

35) Leo and Gould, 전게논문, p11.
36) Elizabeth F. Loftus, Eyewitness Testimony(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Elizabeth F. Loftus, Eyewitness Testimony(London :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37) Huff/Rattner/Sagarin, 전게서.



- 15 -

에는 10년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오판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목격자 진술을 제

시하였다. 목격자 진술이 취약한 데에는 심리적 요소, 사회적 요소, 형사사법

체계적 요소가 있다고 세부적으로 분류하면서 적법절차(due process)와 공정

한 재판(fair trial)이 전제된다면 목격자 진술을 신뢰해도 좋을 것이라고 결

론지었다. 이들의 논의는 기존의 오판연구를 이어받아서 오판의 원인에 관한

학계의 논의를 풍부하게 만들었다. 목격자 진술이 무가치하거나(worthless)

목격자 진술에 관한 의심들이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말끔히 해소되어야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목격자 진술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도

된다고 논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가장 최근의 오판 관련 연구는 버지니아 법대의 법학교수 Brandon. L.

Garrett의 ‘Convicting the Innocent(2011)’이다.38) 그는 250건의 오판사례를

소개하면서 무고한 시민이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

였다. 그는 목격자의 잘못된 지목진술(eyewitness misidentification)으로 인한

무죄비율이 76%(190건)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목격자 진술에 대한 심리

적 연구보다는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 이것을 취급하면서 어떻게 잘못 다

루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그는 신뢰할 수 없고 암시성(suggestive) 높은 범

인지목절차, 인종 간 지목 시 오류의 가능성, 일대일지목절차(show-up), 오염

된 복수면접(stacked lineup), 수사관의 예단의 반영 등을 목격자 진술에서의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더불어 그는 미국 판례 상의 목격자 지

목진술 판별 기준을 비판하면서 식별 절차에 있어서의 개혁(reform)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였다. Loftus가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목격자 진술을 논의하였

다면 Garrett은 사법체계 전과정에 걸쳐 목격자 진술 오류가 어떻게 발생하

는지를 탐구하였다.

외국에서의 목격자 진술의 위험성에 관련된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미국에

서는 오판에 관련하여 100여 년 전부터 주목하고 있었으며 실제 오판사례를

수십에서 수백 개 씩 모아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목격자

38) Brandon L. Garrett,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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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이 오판의 원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인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목격자 진술을 단일 주제로 한 심도 있고 미시적인 심리학·형법적 연구가 수

행되었으며 목격자 진술이 사법기관에서 어떻게 오용될 수 있는지 탐구하였

다고 볼 수 있다. 사례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진행한 특성을 보여주는 외국

에서의 연구 흐름은 필자가 본 연구에서 취할 방향성에 영향을 주었다.

3. 국내의 연구의 한계성과 본 연구의 필요성

외국에서의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실증적 연구를 통해 목격자 진술의 오판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이를 통해 목격자 진술의 위험성을 본격적으로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미국은 목격자 진술에 관련하여 심리학적 연

구가 수행되었고, 사법체계적인 오류 요소까지 연구가 진행되어 완결된 연구

가 진행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렇다면 외국과 비교연구하여 한국에서

목격자 진술에 관하여 연구가 부족한 지점은 어디인가.

첫째, 목격자 진술에 관한 실태 분석 연구가 부족하다. Borchard, Garrett,

Huff/Rattner/Sagarin 등의 연구는 철저히 현실에서 발생하는 무죄오판 사례

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수백 개의 무죄오판 사례들을 직접 수집·분석하여

무죄오판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과 발생 과정, 사법기관에의 개선책을 주문하

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실제 사례를 통한 연구

가 전혀 없다. 대부분의 연구가 외국에서의 논의를 소개하고 외국 판례에서

의 판단기준을 소개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으며 한국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

다고 하더라도 주된 비중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직접 판례를

수집하여 목격자 진술을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연

구하는 사례 중심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평가항목을 제작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안

정호/이재석, 김지영/김시업 등이 관련된 노력을 한 바가 있다. 하지만 안정

호/이재석의 경우 우리 나라 현실에 적합한 manual이 아닌 미국 법원에서

만든 배심원 설시(instruction)를 제시하였다. 김지영/김시업의 경우 “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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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및 용의자 식별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매뉴얼

중에 가장 발달되어 있다. 하지만 그들의 논의의 대부분은 범인식별절차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복수면접에서의 순차적 제시와 동시적 제시의

비교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에 유용한 판

단항목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 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 학계에서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목격자 진술에 관한

판례 분석 연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지침을

만들어보고자 하였다. 목격자 진술을 다루고 있는 판례를 최대한 많이 수집

하였으며 하급심부터 시작하여 항소심, 상고심의 판례를 수집·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미

국이나 영국의 것이 아닌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판단지침을 내놓고자 했다.

만들어질 판단지침은 한국 변호사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법정에서 다투

거나, 재판관·배심원들이 경찰·검찰이 제출한 목격자 진술 증거의 증명력을

부정할 때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목격자 진술의 개념

먼저 목격자 진술의 개념을 살피기에 앞서 목격자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다

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자. 통상 목격자 진술의 활용 형태를 살펴보면, 사건

이 발생한 후에 수사단계에서 목격자를 확보하고 범인묘사진술을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인식별절차39)를 시행하며 이후 법정에서 (목격)증인의 증언

을 통한 범인식별의 과정을 거친다.40) 즉 일련의 범행 과정을 목격한 진술

(犯行現認陳述)과 “범인은 바로 이 자이다”, “내가 본 범인은 피의자(피고인)

임에 틀림없다”, “매우 닮았다”라고 하는 진술(犯人識別陳述)로 대별될 수 있

을 것이다41). 여기서 목격자 진술의 개념정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목격자 또

39) 실무 상으로는 사진식별, 단독면접, 가두식별, line-up, 비디오 촬영에 의한 식별 등이 행해
지는 듯하다.

40) 권창국, 전게논문, p146.
41) 민영성, “목격자에 의한 범인식별진술의 적정한 신용성 평가를 위한 담보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79호(2004),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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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격증인(eyewitness)이란 범행 현장에서 직접 피해를 입거나 우연히 범

행을 목격(시각 이외의 청각 등을 통한 경험을 포함하는 개념)하게 된 사람

을 의미한다.42) 이들이 범인과 범행 현장, 범행 당시, 범인의 목소리 등을 수

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것이 좁은 의미의 목격자 진술(범행현인진술)이며, 범인

식별진술은 피의자·피고인이 자신이 목격한 범인과 동일한지의 여부에 관한

범인식별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을 말한다.43) 범인식별절차(identification

procedure)란 피의자·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거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물이 범죄와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지문과 DNA분

석, 혈액 분석 등에 의하는 자연과학적 방법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와 목격자·

피해자의 증언 등에 의한 사회과학적 방법에 의한 범인식별절차로 대별된다.

목격자에 의한 범인식별은 좁은 의미의 범인식별절차로서, DNA 증거분석 등

과학기술이 발달한 오늘날 이전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여타의 물리적 증

거가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한 증거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한다.44)

본 연구에서는 목격자가 자신이 경험하고 목격한 바를 수사기관에 진술하

는 (좁은 의미의) 목격자 진술과, 목격자·피해자가 범인과 피고인·피의자의

동일성을 수사기관·재판기관 앞에서 진술하는 범인식별절차에중점을 두고 연

구를 진행하였다.

제 3 절 목격자 진술의 특징

목격자 진술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사건에 대한 목격이나 경험이 선행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목격자가 목격한 사건은 개인의 기억 속에 저장

(memory)된다. 이처럼 목격은 ‘기억’이라는 인간의 심리적 요소와 불가분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형사법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목격자 진술을

42) 즉 학자들에 따르면 목격자 진술에서의 목격자는 참고인, 피해자, 목격증인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피해자나 참고인일지라도 범행 현장에서 범인의 인상과 범행 현장의 특징, 범
행 시각 등을 목격하였기에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도 피해자 등을 목격자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43) 안정호, 이재석, 전게논문, p522. 조광훈, 전게논문, p195.
44) 김지영, 김시업, 전게서,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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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함에 있어서 인간의 기억을 연구해야만 했다. 그런데 학자들이 개인의

마음 속을 온전히 관찰할 수 없기에 목격자의 기억에 관한 연구는 어디까지

나 가설적·추측적인 측면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인간의 경험에 대한 직접적

인 접촉이 불가하기에 사람들은 목격자들이 행동하는 양태를 보고 목격자의

기억을 연구하기 시작했다45). 그 결과 목격자의 기억은 크게 정보 취득

(acquisition), 정보 저장(retention), 정보 회상(retrieval)의 세 단계로 구분된

다.46) 목격자의 기억이 세 단계로 크게 나뉠 수 있다는 이론은 심리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universally accepted) 있으며47), 법심리학에서도 3단계설

을 수용하고 있다.48) 지금부터는 각 단계별로 목격자의 기억이 얼마나 취약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49)

1. 정보 취득 단계(the acquisition stage)

정보 취득 단계(the acquisition stage)는 사건을 인식하는 단계(the

perception of the original event)이며 정보가 부호화(encoded)되고 기억(laid

down)되며 개인의 기억 체계(memory system)로 주입되는 과정이다.50)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 시각적 자극과 주목요소를 목격하게

된다. 그런데 사람의 인지 체계는 매우 복잡해서 비디오 리코더처럼 모든 요

소를 기억할 수 없다. 결국 사람은 무한한 시각적 인지범위 속에서 저장할

45) Loftus(1996), p111
46) Loftus(1996), p21. Robert G. Crowder, Principles of Learning and Memory, 

(Hillsdale : New Jersey, 1976), p1-12. Geoffrey R. Loftus and Elizabeth F. Loftus, 
Human Memory : the processing of information, (Hillsdale, New Jersey, 1976), 
p1-10. R. Sanders, 전게논문, p194-200.

47) Loftus(1996), 1996, p21.
48) 박광배, 『법심리학』, (서울 : 학지사. 2002). 목격자의 오류를 연구함에 있어서 심리학적 연

구를 법학에 도입한 인물로 유명한 것이 Hugo Munsterberg(1908)이다. Munsterberg는 
1908년 심리학에서의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던 사람으로서 실제 강의실에서의 목격자 실험
을 소개하였다. 이 실험을 통해 그는 목격자들이 기억 회상에 심각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의 연구는 이후에 다양한 분야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앞으로는 법학과 
심리학의 만남이 더욱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Hugo Munsterberg, on the witness 
stand(New York : Doubleday, 1908).

49) 편의상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지만 세 단계를 명확하게 분절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
50) Loftus(1996),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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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내용을 선택한 뒤에 어떠한 요소에 시각적·청각적으로 주목할 지를 결

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 취득 과정에서도 목격자의 경험에는 왜곡

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사건의 노출시간(exposure time)이 영향을 미친다. 노출시간이 영향

을 미친다는 의미는 짧은 시간을 목격할수록 세세한 사항을 기억하지 못하며

목격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Laughery et al.(1971)51)은 심리학적

실험을 통해 노출시간과 목격능력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대학생 128

명을 피실험자로 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피험자들은 네 개의 연속된 사람 얼

굴 프로젝트 슬라이드를 본 뒤 답안지에 제시된 사진들이 슬라이드에서 제시

되었는지를 테스트받았다. 피실험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각각 다른 시간

동안(2.5초, 8초) 슬라이드를 노출시켰다. 그 결과 오랜 시간 동안 슬라이드를

관찰한 사람들의 정확도가 짧은 시간 동안 노출된 사람들의 정확도보다 높았

다.52) 생각건대, 사건을 짧은 시간 관찰한 사람은 세부적 특징 중에서 한 두

가지만을 스쳐 기억할 뿐이지만 오랜 시간 관찰한 사람은 사건의 세부적 특

징과 전체적 특징을 기억하기 용이할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대개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한다. 오랜 시간 일어날수록 현장으로 출동

하는 경찰관이나 범인의 특징을 목격하는 목격자의 수가 늘어날 것이므로 범

인들은 본능적으로 짧은 시간동안 범죄를 마치고자 한다. 그리고 목격자의

기억은 대개 사건의 일부분 목격한 것에 불과하다.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부

터 범인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있을 수 있지만 사건의 도중에 목격을 시작하

는 목격자가 있을 수 있다. 결국 목격자의 사건 기억은 짧은 시간으로 한정

되어 취약할 수밖에 없다.

둘째, 노출빈도(frequency)가 중요하다. 노출빈도란 개인이 향후에 기억해

야 할 사건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의 횟수를 의미한다. 여러 번 사건을 목격

할수록 목격자 진술의 정확도와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

51) Kenneth R. Laughery, Judith F. Alexander and Alan B. Lane, “Recognition of 
Human Faces : effects of target exposure time, target position, pose position, and 
type of photograph,”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55 No.5(1971), p477-483.

52) Kenneth R. Laughery, Judith F. Alexander and Alan B. Lane, 전게논문, p478-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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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 Ebbinghaus(1885)53)는 학습에 있어서 반복적인 제시가 이루어질

수록 학습의 정확도가 높아짐을 입증한 학자이다. 그는 16개의 음절

(syllables)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피실험자들에게 여러 번 음절을

반복노출시키면서―각각 8, 16, 24, 32, 42, 53, 64번 노출시킴―음절을 모두

외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다. 그 결과 노출이 반복될수록 암기에 소요

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즉 반복된 노출은 개인의 기억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이 심리학적 실험으로 증명된 것이다.54) 그의 연구결과는 이후에도

Burtt(1948) 등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Burtt는 과거의 경험을 반복할수록 기

억이 개선된다고 주장했다.55) 생각건대 실제 일어나는 범죄 사건은 일회성에

그친다. 여러 번 일어난다면 그것은 시간과 장소가 다른 별개의 사건에 불과

하다. 결국 목격자는 사건을 한 번만 목격하고 이것을 기억에 저장한 뒤 수

사기관에 진술하는 것이기에 반복횟수가 적은 목격자의 기억은 신빙성이 떨

어진다.

셋째, 사건의 폭력성과 스트레스, 무기집중 효과가 영향을 미친다. Clifford

and Scott(1978)56)은 실험을 통해 사건의 폭력성이 목격자 기억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48명의 대학생들을 피실험자로 모집하였

으며 피실험자들에게 폭력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은 비디오영상물을 각각 목

격하게 했다. 영상물을 시청한 뒤에 설문지에 맞는(correct) 목격진술을 답하

도록 했다. 영상물 중 하나는 폭력적인 내용을 담았는데 범인을 추격하는 경

찰관이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했다. 폭력적이지 않은 영상물의 경우 같은 상

53) Hermann Ebbinghaus, Memory : a contribution to experimental psychology, 
translated by Henry A. Ruger and Clara E. Bussenius, (New York :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1913), originally published as Über das 
Gedächtnis(New York :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1913).

54) Hermann Ebbinghaus, 전게서, p52-61.
55) Burtt(1948)는 자신의 책 속의 ‘Memory for Details of Crime’이라는 부분에서 관찰의 빈

도(frequency)가 목격자의 기억의 효과정을 결정짓는 하나의 요소라고 말했다. 더불어 “문으
로 여러 번 들어가는 피의자를 목격한 사람은 출입행위를 한 번 본 사람보다 사건을 정확하
게 기억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제목과 연결시켜 생각해보면 세부 범죄사항을 목격하고 기
억할 때에 관찰의 빈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각건대 범죄는 일회성에 그치므로 목
격자의 기억의 정확성은 낮아진다. Harold Ernest Burtt, Applied Psychology, (New York 
: Prentice-Hall, 1948), p301-302.

56) Brian R. Clifford and Jane Scott, “Individual and Situational Factors in Eyewitness 
Testimon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63 No.39(1978), p35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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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아래에서 경찰관이 약한 제지(weak restraining movement)를 행사하도록

했다. 그 결과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된 목격자들의 기억력이 약하다는 사실

이 증명되었다.57) 목격의 대상이 된 사건이 감정을 유발한다면 목격자의 진

술의 정확성과 완전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다. 이들은 폭력적인

사건은 스트레스를 높이므로 사건인식단계(stress at input)에서 스트레스가

높은 폭력적 사건을 인식하면 목격자의 기억이 취약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

다. 감정적으로 부하가 높은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은 주의 깊게(with

greater caution) 살펴야 한다.

스트레스가 개인의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Yerkes-Dodson 법

칙이 존재한다.58) 이들은 실험용 쥐를 활용하여 생쥐가 박스를 통과할 때 전

기자극을 줬다. 그 결과 전기자극을 처음 줄 때는 작업 수행능력이 커지지만

어느 정도 자극이 주어지면 수행능력은 감소하기 시작한다. 즉 인간에 적용

하여 생각한다면 약간의 자극은 기억력을 높여주지만 큰 자극이 주어질 경우

기억력이 감퇴되기 시작하며, 과도한 자극을 줄 경우 기억력은 자극을 조금

줄 때보다 약해진다. 범죄와 연결시켜 목격자의 기억을 평가해 보자. 범죄라

는 상황은 통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난 것으로 목격자에게 충격과 공포를 줄

수 있다. 극심한 공포를 가지고 놀란 상태에서 범죄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기억은 사안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억하기 힘들다. 특히 피해자의 위치를

점하는 목격자의 경우 스트레스를 더욱 많이 받기에 목격진술의 정확도가 더

욱 떨어진다. 따라서 범죄 목격자들의 진술을 판단할 때에는 스트레스, 폭력

성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목격자가 폭력적 사건을 인식하는 경우 제대로 기억해 내지 못하

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유력한 설명은 개인의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이라

는 것이다.59) Easterbrook(1959)는 여러 학자들의 실험을 소개하면서 감정적

57) Brian R. Clifford and Jane Scott, 전게논문, p354-356.
58) Robert M. Yerkes and John. D. Dodson, “The relation of strength of stimulus to 

rapidity of habit-formation,” 『Journal of Comparative Neurology and Psychology』 
Vol.18 Issue5(1908), p459-482.

59) J. A. Easterbook, “the effect of emotion on cue utilization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review』 Vol.66 No.3(1959), 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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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이 주어질 경우 주의집중의 범위가 좁아진다(narrow)고 주장했다. 자신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주목하게 된 사안에만 높은 집중을 보이고 주변의 요

소에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생각건대 높은 스트레스를 받

으면 사람은 관찰대상인 환경의 일부 특징만을 주목하게 되고 다른 것들에는

집중을 덜 하게 된다. 인간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받는 대

상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이러한 속성은 범인이 총기나 흉기

를 소지하고 있을 때에 더욱 심각해진다. 범인이 흉기를 소지하게 되면 개인

은 흉기에 더욱 집중을 하게 되고 다른 상황적 요소에는 주의를 집중할 시간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이것을 무기집중 효과(weapon focus)라고 부른다. 피

해자는 무기에 시선을 빼앗겨서 범인의 특성과 주변 상황의 특징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 많은 학자들이 무기집중 효과 때문에 목격자가 범인과 환경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고 있다.60)

넷째, 선택적 인지 과정이 행해진다. 인간의 눈과 귀는 비디오 테잎이 아니

다. 더욱 복잡하다. 자신이 목격한 모든 요소를 기억할 수 없다. 사건의 특징

중 일부를 추출하여 기억한다. 어떠한 시각적 자극에 주의를 집중할 지 본능

적으로 결정하며 시각적 환경은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에 인간이 인지하는 범

위 자체가 협소하다. 그리고 인간이 주의를 집중하게 되는 과정 자체가 선택

의 연속이며, 그 과정에서 인간은 다음으로 어떤 주변 요소에 신경을 쓸 지

결정한다. 개인의 인지에서의 선택은 법정절차에서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

법정절차에서는 중요한 정보일 수 있으나 개인은 무시하는 것이다. 자신이

목격한 내용이 형사절차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보일지라도 개인에게 중요하지

아니하다면 인지하지 않으므로 결정적 단서의 인식에서 실패한 셈인 것이다.

다섯째, 돌출 요소에 주목하게 된다. 사건에서의 모든 정보는 개인에게 돌

출적(salience)이거나 기억하기 쉬운 것(memorable)이 아니다. 이목을 끄는

60) Elizabeth F. Loftus, Geoffrey R. Loftus and Jane Messo, “Some facts about 
weapon focus,” 『Law and Human Behavior』 Vol.11 No.1(1987), p55-62. Anne 
Maass and Günther Köhnken, “Eyewitness Identification : Stimulating the Weapon 
Focus”, 『Law and Human Behavior』 Vol.13, No.4(1989), p397-408. Vaughn Tooley, 
John C. Brigham, Anne Maass and Robert K. Bothwell, “Facial Recognition : 
Weapon effect and Attentional Focu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17 Issue.10(1987), p845-859. Loftus(1996),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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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있으며 이목을 끌지 아니하는 요소도 엄연히 존재한다. 돌출적 요소

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인이 정하는 것이며, 이것들에 따라 시각적으

로 오래 관찰하기도 하며 시야의 중심이 되고, 밝아진다.61) 앞서 개인의 인지

체계가 선택적 지각에 익숙하다고 언급했는데, 돌출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목

격되고 기억나서 비돌출(less salience) 요소는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Gardner의 표현을 빌리자면 “특이하고 색상이 화려하며 기발하고 이상한 것

은 개인의 흥미를 끌고 주목을 받는다. 하지만 일상적이고 흔하며 의미없는

것은 기억하기 힘들다.”62)

2. 정보 저장 단계(the retention stage)

정보 저장 단계는 사건이 발생하고부터 관련 사실을 회상하기 전까지의 단

계이다.63) 이 단계에서는 저장 단계에서의 시간(length)과 그 와중에 발생하

는 사건 모두가 기억에 영향을 미치기에 중요하다.

첫째, 망각 곡선(forgetting curve)을 상기해야 한다. 개인의 기억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유지되지 못한다. Ebbinghaus(1885)는 시간의 경과에 따

른 개인의 기억의 감퇴를 연구한 고전적 반열에 오른 학자이다.64) 그의 연구

는 현재 ‘망각 곡선(forgetting curve)’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졌다.65) 이후

Marshall66) 등의 후학에 의하여 ‘slippage of memory’등으로 재입증되었다.

61) Loftus(1996), p27.
62) Dillard S. Gardner, “the perception and memory of witnesses,” 『Cornell Law 

Quarterly』 Vol.18(1933), p394.
63) Loftus(1996), p21.
64) Ebbinghaus, 전게서, p62-80.
65) Heinz von Foerster, Understanding Understanding : essays on cybernetics and 

cognition(New York : Springer-Verlag, 2003). 이 문헌에서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
라는 이름으로 망각곡선을 소개하고 있으나 정작 Ebbinghaus의 책에는 ‘망각곡선’이라는 명
칭이 없으며 망각곡선을 그린 그래프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Ebbinghaus의 연구 등을 
기초로 망각 곡선이 생겨난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Albert S. Bregman, “Forgetting 
curves with semantic, phonetic, graphic and contiguity cu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Vol.78 No.4(1968), p539-546. 이 논문에서는 ‘Ebbinghaus’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망각곡선’을 연구하고 있다. United States v. Norwood, 939 F. 
Supp.1132. 등을 참조하면 판결문에서 ‘망각 곡선’을 제시하며 목격자 진술(eyewitness 
identification)의 취약성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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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binghaus에 따르면 사건을 기억한 직후부터 개인의 기억은 급격하게 지워

지기 시작하며 오히려 시간이 경과한 후에 완만하게 지워진다고 한다. 그런

데 대개의 형사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진술을 받기 곤란하다. 수사 현

실의 여건 상 모든 목격자와 피해자를 바로 조사하기 힘들며 아무리 적어도

며칠 후에 피해자나 목격자를 수사기관으로 소환하여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

할 것이다. 그리고 목격자와 피해자를 사건 직후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경찰

서로 목격자를 보내고 수사관들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행정절차적인 시간 소

요도 상당하다. Ebbinghaus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수사기관이 참고하는

목격자의 진술은 벌써 중요한 부분은 잊혀진 정보가 될 수 있다.

둘째, 사후 정보 효과(post-event information effect)로 인한 기억의 혼합

이 발생한다. 앞서 살펴본 시간의 경과에 따른 목격기억의 감소만이 기억력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사건 이후 개인이 접하는 수많은 정보가 영

향을 미친다. 인간의 기억은 분절적이지 못하다. 서랍장에 서류를 보관하듯이

서로 다른 장소에 목격한 바를 기억하지 못한다. 여기서 복잡한 과정이 일어

난다. 목격한 사건 관련 정보가 기억되다가, 신문, 뉴스, 다른 목격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사후 정보가 유입되면서 정보가 뒤섞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에서 목격한 사실은 변화되고, 없던 것은 있던 것처럼 기억나게 된다. 이것은

기억의 혼합(compromise)라고 지칭된다. 목격정보와 사후 정보가 결합되어

(integrated) 하나의 정보(one memory)가 되어버린다67). 사후 정보는 개인의

평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사 과정, 법정 진술에서도 주입될 수 있

다. 목격 시각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사후 정보가 제공된 경우 각

별한 주의를 요한다. 앞서 망각 곡선을 통해 개인의 기억력이 사건 직후부터

크게 훼손된다고 말했는데,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기억하고 있는 목격

정보의 양조차 줄어들어 혼합된 기억 중에서 사후 정보의 비중이 목격 정보

의 비중보다 크게 되는 것이다. 만일 사후 정보가 허위를 유도하는 정보

(misleading information)일 경우 오류는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게 된다.68)

66) James Marshall, Law and Psychology in conflict, (Indianapolis : Bobbs-Merrill, 
1966), p66.

67) Loftus(1996),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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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추측(guessing)이 행해진다.

목격자가 사건을 목격하면서 모든 정보를 인식하고 저장하지 못한다는 사

실은 앞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중간 중간 인식하지 못한 정보 사이의 간극

(gaps in memory)은 어떻게 될까. 인간은 비어있는 정보로 인해 확신을 하

지 못하게 되며(uncertain) 이를 확실한 정보로 바꾸고 하나의 완전한 정보로

만들기 위해 추측의 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개인의 머리 속에는 하나의 견고

한 정보가 형성된다(constructed). 이 견고한 정보는 선명하며(vivid) 결국 개

인은 확신(confidence)을 가지고 기억하게 된다. 더욱이 수사 기관은 목격자

에게 완전하고 정확한(complete and accurate) 정보를 압박하기에 목격자는

더 많은 추측을 행하게 된다. 결국 목격자는 자신이 원래 관찰했던 정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관찰한 정보와 추측한 정보를 통해 자신이 건설한

(constructed) 기억을 형성하고 진술하게 되는 것이다.69)

넷째, 최종적으로 기억이 응고(freezing effect)된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형

성된 개인의 기억은 머리 속에 최종적으로 응고된다. 그런데 선택적 지각과

추측을 통해 만들어진 정보가 기억 속에 저장되기 때문에 개인의 회상에서는

자신이 만들어낸 정보를 확실한 정보인 양 계속하여 기억해 내는 일이 벌어

진다. 이를 응고 효과(freezing effect)라고 부른다. Kay는 사람들이 자신의

회상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재생산해(reproduced in a

subsequent version) 낸다고 지적하였다70). 즉 응고된 정보가 반복되어 진술

되는 것이다.

3. 정보 인출 단계(the retrieval stage)

정보 인출 단계란 개인이 기억 속에 저장한 정보를 회상(recall)해내는 과

정이다.71) 정보 인출 단계는 주로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 앞에서 이루어진다.

68) Loftus(1996), p66
69) Loftus(1996), p84.
70) Harry Kay, “Learning and Retaining verbal material,”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Vol.46 Issue2(1955), p88.
71) Loftus(1996),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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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인출 단계에서도 목격자 진술이 왜곡될 수 있다.

첫째, 수사관의 지위와 신뢰도, 태도, 질문방식이 영향을 미친다. 수사에 임

하는 수사관의 지위 고하가 목격자의 진술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Marshall은 수사관의 신뢰도(credibility)와 지위(status)가 높을수록 목격자가

더 오랫동안 진술한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72) 특히 그는 지위가 높은 수

사관일수록 목격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관의 신뢰도나

지위가 높을수록 목격자로 하여금 특정 내용을 진술하게 하거나 특정 내용을

진술하지 아니하도록 설득을 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입장에 부합하도록 목

격자의 진술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목격자에 대한 수사관의 태도도

영향을 미친다. 수사관은 크게 목격자에게 지지적(supportive)인 수사관과 대

립적(challenging)인 수사관으로 나뉘는데 이들의 태도에 따라 목격자의 진술

이 달라지는 것이다. 지지적인 수사관일수록 온화하고 수용적인(warm,

supportive and accepting)인 태도를 견지하기에 목격자들은 긍정적인 태도로

조사에 임하며 결국 더 훌륭한 성과를 보이는 것이다. 실제로 지지적인 수사

관은 목격자의 자유진술을 유도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대립적인 수사관은 자

유진술을 불허하는 경향이 강했다.73) 수사관의 질문 방식에 있어서는 크게

상세진술(narrative)과 개별진술(interrogatory) 방식이 있는데 상세진술 방식

은 정확도는 높지만 완성도는 낮았으며 개별진술 방식은 완성도는 높지만 정

확도가 낮았다고 한다. 만일 정확도와 완성도를 모두 추구한다면 상세진술

방식을 먼저 하고 이후에 개별진술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개별질문 방식

을 먼저 택한다면 수사관의 질문에 포함된 정보들이 목격자에게 전해져서 암

시성을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수사관의 속성들이 목격자에게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수사기관이 목격자 진술을 취급함에 있어서 주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수사관은 목격자 진술을 조금이라도 훼손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2) Marshall, 전게서, p60-63.
73) Kent H. Marquis, James Marshall and Stuart Oskamp, “Testimony validity as a 

function of question form, atmosphere, and item difficult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2 Issue2(1972), p16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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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언어의 태생적 한계가 있다. 개인이 목격한 정보는 결국 언어로 표현

되어야 한다. 표현되지 아니한 정보는 재판절차에서 가치가 떨어진다. 그런데

자신의 기억을 언어로 바꾸어 내면서 왜곡이 벌어진다. 언어 외적 요소인 목

소리 톤, 머리나 눈의 미세한 움직임, 시선, 자세, 뉘앙스 등 미묘한 행동들을

언어로 묘사하기란 힘들기 때문이다. 일종의 labeling이 행해진다. 물체나 상

황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인출해내면서 명명 작업을 수행하는데 labeling이 행

해지면서 기억이 변형된다. 일종의 사후정보처럼 기능하는 것이다. 특히 색상

에 있어서 이러한 효과가 크다고 한다. 짧은 시간 목격한 범인의 황색 계열

옷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기억하는데 이것이 인출되면서 원색깔이 바뀌어

‘노란색’으로 인출된다. 종국적으로 황색 계열의 옷이라는 기억이 ‘노란색’이

라는 오정보로 대체된다.74) 목격한 바를 분절적 언어인 색깔로 담아내면서

미묘한 차이점들을 전달하지 못한다. 언어의 한계 및 labeling은 외부 정보를

수용하고 다시 밖으로 꺼내면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생각건대 인식(목격)의 정확성과 묘사의 정확성은 일치하지 않는다. 시력이

좋거나 관찰력이 뛰어나서 범인의 인상착의를 완벽하게 목격하였을 수 있지

만 그렇다고 이것을 말로 정확하게 풀어낼 능력을 지닌 사람은 드물다. 인식

능력은 묘사능력을 담보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 경찰과 변호사의 조사의 영향을 받는다. 조사에 임하는 수사관들은

자신이 사건으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목격자와 대화를 나눈다.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부작용이 생긴다. 수사관의 정보를 목격자와 나누게

(impart information) 되는 것이다. 즉 수사관이 가지고 있는 의심점이 목격

자에게 전달된다.

한편 변호사와 대화를 하는 목격자의 기억도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변호

사는 목격자의 기억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취득하려고 하기에 목격

자와 변호사의 대화 과정에서 목격자의 기억이 한쪽으로 기울어질(biased)

수 있다. 경찰과 변호사가 서로에게 호의적인 정보만을 찾다보니 목격자에게

74) 색상이 기존의 기억을 대체해버리는 효과를 연구한 논문으로는 다음 논문이 있다. David R. 
Thomas & Alberta Decapito, “Role of Stimulus labeling in stimulus generaliz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Vol.71 No.6(1966), p91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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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어 기억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75)

이처럼 목격자의 기억은 정보의 인식, 저장, 인출 단계를 거치면서 변형되

고 왜곡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여전히 참고인으로서 목격자의 진술에 많은

비중을 두고 수사에 임하는데, 목격자의 기억에 이처럼 많은 왜곡 요소가 존

재한다면 수사기관이 취득한 목격자 진술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

다.

제 4 절 목격자의 범인식별절차와 관련된 문제점

앞서 목격자의 범행현인진술에 상당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

다. 그런데 목격자가 용의자·피의자와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범인식별진

술에서도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한국

보다는 미국이나 영국 등지에서 목격자의 범인식별진술에 관한 연구가 먼저

이루어졌다.

첫째, 수사관의 암시적 언급(suggestive remarks)이 존재한다. 경찰은 지목

절차에 개입하여 목격자의 지목 과정을 오염(contaminate)시키고 있었다. 심

지어 라인업에서 어떠한 사람을 고를 지 말해주는(telling) 경우도 있었으며

목격자의 지목을 강화(reinforce an identification)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Malpass and Devine(1981)76)은 범인식별절차를 진행함에 앞서 목격자에게

라인업이나 사진배열에 범인이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

을 지시(instruct)하도록 권한 최초의 학자이다77).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수사관들이 많았다. 결국 목격자는 자신이 보고 있는 라인업에서 범인이 있

다고 가정하고(assumed) 한 명을 고르려는 경향을 보였다. 식별절차 개시 이

전과 이후에 암시성 언급이 행해져서 식별절차를 오염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75) Loftus(1996), p76.
76) Roy S. Malpass and Patricia G. Devine, “Eyewitness identification : lineup 

instructions and the absence of the offende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66 No.4(1981), p482-489.

77) Gary L. Wells et al., “Eyewitness identification procedures : recommendations for 
lineups and photospreads,” 『Law and human behavior』 Vol.22 No.6(1998), p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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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식별절차 개시 이전에 수사관들은 자신들이 용의자를 체포하여 라인업에

포함시켰다고 진술하여 편견(biased)을 강화하는 경우가 있었다. 수사관들은

목격자가 보고 싶어 하지 아니하지만 보도록 유도하거나 격려하는 행동을 서

슴지 않았으며 공공연(outright)하게 말하였으며 특정 인물이 지목되도록 라

인업을 설계하여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범인식별절차 이후에도 수사관들

의 암시는 이어졌다. 자신들이 원하는 용의자를 목격자가 선택하면 그 사람

이 과거에 감옥에 다녀온 사람이었다고 말해주거나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언질

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78)

둘째, 여러 목격자 상호 간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목격자가 다수 존재할

경우 기소관은 이들의 의견을 주된 증거로서 강조할 것이다. 그런데 연구결

과에 의하면 목격자는 범인식별절차에 참여하는 다른 목격자들의 영향을 받

을 수 있다. 목격자들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그리고 수사과정이 진행하

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기억을 보충․확대․축소할 수 있다. 자

신을 제외한 다수의 목격자가 말하는 사실을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다수의 의견에 동조할 수 있고 자신은 기억하지만 다른 사람이 기억하는 내

용을 자신이 잘못 목격한 것으로 여기고 수사관에게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

목격자의 진술은 수사관이 도착하기 이전부터 왜곡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친구나 동료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목격자인 경우 더욱 위험하다. 서로에게

불리한 사실은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영향력 있는 사람의 목격진술이

강화되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다.79)

셋째, 여러 번의 범인식별절차를 거치면서 기억이 변형될 수 있다. 목격자

는 경찰의 몽타주 작성자와 수사에 임하면서 자신의 기억을 합치(composite)

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의 기억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기억의 변형이 발

생할 수 있다. 만일 몽타주를 작성하였더라도 이후 진행되는 범인식별절차에

서 다시 한 번 왜곡이 발생한다. 수사절차를 여러 번 반복하였기에 그들의

잘못된 기억이 강화되고 잘못된 지목(false identification)이 같이 강화

(reinforce)되는 것이다.80)

78) Garrett, 전게서, p60
79) Loftus(1996),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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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일대일 지목(show-up)은 그자체로 암시성이 강한 범인식별절차이다.

이는 용의자와 목격자를 직접 대면시켜 범인식별진술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얼굴 대 얼굴로 식별하기도 하고 용의자 한 명의 사진을 놓고 식별을 진행하

기도 한다. 그런데 show-up을 하게 되면 목격자는 자신 앞에 있는 사람 이

외에 다른 이를 선택할 여지가 없게 된다. 이에 목격자는 내적 압박(internal

pressure)을 느껴서 진술을 하게 된다.81)

생각건대 목격자는 자신 앞에 있는 용의자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음을 인

지하고 있고, 경찰이 이유없이 사람을 체포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생각하여

그가 범인이라고 잘못된 의심과 지목을 하게 된다. 일대일 지목 절차는 그

어떤 절차보다도 강한 암시성을 지니기에 영국 등지에서는 오래 전부터

show-up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섯째, 부정한 라인업(stacked line-up)이 실시되고 있다. 라인업은 여러

명의 비교사진을 목격자 앞에 제시하기에 show-up보다 암시성이 덜 하다.

하지만 공정하게(fairly) 설계되지 아니한 라인업은 암시성이 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은 흑백 사진으로 제시되었으나 경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사람만이 칼라 사진으로 제시될 수 있다. 한 명의 용의자가 여러 사진

중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사진에 특별한 표식을 해 놓을 경우 목

격자는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암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라인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성별, 인종, 연령, 신장, 체중, 의복상태 등을 고려해서 사진을 제시

해야 하며 목격자가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라인업을 설계해야 한다.82)

이처럼 범인식별절차가 합리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나 잘못 설계되고 잘못

다루어진 범인식별절차는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지목하는 계기가 될 수 있

다.

제 5 절 아동목격자 진술의 특징

80) Garrett, 전게서 p53.
81) Huff/Rattner/Sagarin, 전게서 p93
82) Huff/Rattner/Sagarin, 전게서,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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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진술과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진술은 대개 성인목격자에 맞추어져

있다.83) 그러나 아동의 경우 성인과는 다른 인지 체계를 지니기에 아동 목격

자를 연구할 경우에는 높은 왜곡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법심리학에서

도 아동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별도로 연구하고 있다.84)

앞서 언급했듯이 목격자의 기억은 사건 인식, 정보 저장, 정보 인출의 세

단계를 거친다. 그런데 아동의 경우 1단계(encoding)에서는 축어적(verbatim)

정보에 강조점을 주고 지식이 부족해서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사

건의 핵심보다는 사건의 주변적 요소에 관심을 집중하여 망각을 쉽게 하며,

무엇이 중요한지 착안하지 못한다. 2단계(storage)에서는 시간의 영향을 성인

에 비해 많이 받는다고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망각이 진행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아동의 경우 성인보다 더 많은 것을 더 빠르게(more rapidly) 망각

한다고 한다. 3단계(retrieval)에서는 아동들은 발생한 사실을 적게 진술하는

(under-report) 경향이 있다. 진술하는 환경이 기억을 복기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며 질문자의 기대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고, 질문을 얼마나 자주 하는

지의 여부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85) 즉 아동 목격자의 기억은 성인 목격

자의 기억보다 왜곡되기 쉽다.

수사과정 상에서도 성인이나 청소년에 비해 편향적이거나 암시적(biased

and suggestive)인 질문 방식(interviewing techniques)에 영향을 받기 쉽다

고 한다.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편향적이거나 암시적인 신문의

형태로 첫째, 잘못된 유도질문(misleading questions)이 있다. 아동들은 유도

질문을 받자 요구된 정보(required information)를 제공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둘째, 선입견 주입(stereotype inducement)이 있다. 특정인이 나쁘다거나 나

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선입견을 아동에게 심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셋

째, 불공정한 분위기 조성(impartial atmosphere)이 있다. 수사관은 자신의 믿

음과 부합하는 아동의 진술이 있을 경우 강하게 긍정하면서 아동의 응답을

83) 심지어 아동은 배제한 채 성인 목격자 진술만을 연구한 서적도 있다. Ross, Reads and 
Toglia, 전게서가 그러하다.

84) 박광배, 전게서, p109.
85) Robert S. Siegler, Children’s Thinking 3rd Edition, (New Jersey : Prentice Hall, 

1998), p17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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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으로 강화한다. 넷째, 상상을 통한 진술(guided imagery or memory

work)이 있다. 수사관이 아동으로 하여금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마음

속에 그려보고 세부사항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다.86)

따라서 아동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에는 수사관이 편견적인

질문이나 고정관념(biased questions and stereotypes)을 제거하고 질문을 해

야 한다. 잘못된 유도질문(misleading questions)을 하면 아니 된다. 중립적인

견지(in neutral fashion)에서 수사를 진행하되 필요 이상으로 질문이 반복되

어서는 아니 된다87).

제 6 절 일반이론 요약 및 판례 분석의 준거틀

이처럼 목격자 진술은 잘 다루면 유죄의 증거로서 활용하기에 좋지만, 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사용한다면 진술이 왜곡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은 대개 미국과 영국에서의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한국에서

의 현실을 실증적으로 연구해 볼 것인데 외국에서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신빙

성 판단 검토 요소를 요약해 보았다.

목격자의 정보 취득 단계에서는,

1. 목격자는 사건을 짧은 시간 목격하므로 목격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2. 목격자는 사건을 한 번만 목격하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

3. 목격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폭력적일수록, 스트레스를 유발할수록, 그리고

흉기와 무기에 목격자가 시선을 빼앗길수록 신뢰도는 하락한다.

4. 목격자는 사건을 선택적으로 인지한다.

5. 목격자는 사건의 돌출 요소에 주목하여 수사상 중요한 부분을 목격하지

못한다.

86) Maggie Bruck, Stephen J. Ceci, Helene Hembrooke, “Reliability and Credibility of 
Young Children’s Reports,” 『American Psychologist』(1998.2), p139-143.

87) Robert S. Siegler, 전게서, p178.



- 34 -

목격자의 정보 저장 단계에서는,

1. 인간의 기억은 날이 갈수록 감퇴된다.

2. 사후정보 때문에 목격자의 기억이 혼합된다.

3. 목격한 사실에 추측을 더한다.

4. 시간이 흐르면서 목격자는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응고시킨다.

목격자의 정보 인출 단계에서는,

1. 수사관의 지위․신뢰도․태도․질문방식 등 수사관의 모든 특성이 목격자

의 진술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2. 목격자 진술은 언어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

3. 목격자의 진술은 경찰과 변호사의 영향을 받는다.

목격자의 범인 식별 단계에서는,

1. 수사관의 암시적 언급이 목격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2. 목격자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3. 여러 번의 범인식별절차를 거치면서 기억이 변형된다.

4. show-up방식의 범인식별절차는 그 자체로 암시성이 강하다.

5. line-up 방식의 범인식별절차 진행 시 용의자가 돌출되지 않도록 대조군의

구성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

아동 목격자 진술에서는,

1. 아동인 목격자의 진술은 성인 목격자의 진술에 비해 신뢰도가 낮다.

상기한 목격자 진술 관련 일반이론 요약은 제3장 판례 분석의 유용한 준거

틀로 사용될 것이다. 목차의 배치에 있어서도 이론과 판례가 맞물리도록 준

거틀의 검토 요소별로 판례를 배치·분석하였다. 이것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이하 ‘준거틀’ 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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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진술 판례 분석 시의 준거틀]

  목격자의 정보 취득 단계에서,
1-1. 목격자는 사건을 짧은 시간 목격하므로 목격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1-2. 목격자는 사건을 한 번만 목격하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
1-3. 목격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폭력적일수록, 스트레스를 유발할수록, 그리고 흉
기와 무기에 목격자가 시선을 빼앗길수록 신뢰도는 하락한다.
1-4. 목격자는 사건을 선택적으로 인지한다.
1-5. 목격자는 사건의 돌출 요소에 주목하여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목격하지 못한
다.

  목격자의 정보 저장 단계에서,
2-1. 인간의 기억은 날이 갈수록 감퇴된다. 
2-2. 사후정보 때문에 목격자의 기억이 혼합된다.
2-3. 목격한 사실에 추측을 더한다.
2-4. 시간이 흐르면서 목격자는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응고시킨다. 

  목격자의 정보 인출 단계에서,
3-1. 수사관의 지위·신뢰도·태도·질문방식 등 수사관의 모든 특성이 목격자의 진술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3-2. 목격자의 기억은 언어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
3-3. 목격자의 진술은 경찰과 변호사의 영향을 받는다.

  목격자의 범인 식별 단계에서,
4-1. 수사관의 암시적 언급이 목격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4-2. 목격자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4-3. 여러 번의 범인식별절차를 거치면서 기억이 변형된다.
4-4. show-up 방식의 범인식별절차는 그 자체로 암시성이 강하다.
4-5. line-up 방식의 범인식별절차 진행 시 용의자가 돌출되지 않도록 대조군의 
구성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

5. 아동인 목격자 진술은 성인 목격자의 진술에 비해 신뢰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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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자유심증주의와 본 논문 판단지침과의 관계

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와 연혁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란 증거의 증명력을 법률상으로 규정짓지 아니

하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원칙을 말한다.88) 법원은 증거능력 있

는 증거를 증거조사절차에 따라 수집하는데,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결정하고 문제되는 사실의 존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증명하

고자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능력을 증명력이라고 하며 증명력

분야에서는 자유심증주의가 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다.89) 자유심증주의는 법정

증거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법정증거주의와의 연혁 상의 차이점을 통

해 그 대두 과정을 고찰할 수 있다. 자유심증주의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으

로 확립된 과정을 어떠하였을까.

법정증거주의(法定證據主義)란 일정한 증거가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고 반대로 일정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할 수 없도록 하여 증

거의 증명력을 법률로 정해놓는 방식이다.90) 법정증거주의는 증거의 증명력

을 법률로 규정하여 법관의 개인차와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며 불확실한 증거

에 의한 처벌을 방지하여 나름대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기능을 가

졌다. 자유심증주의와는 다르게 엄격히 법관을 구속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

하였다. 하지만 천차만별로 다른 증거의 증명력을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문제

점이 발생하였다. 법관의 손과 발을 제약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

게 만드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결국 증거의 왕인 자백을 얻기 위해

고문을 유발하는 계기가 됨이 밝혀졌다.91) 프랑스 혁명 이후 합리적 이성주

의와 국민주권주의 사상이 발달하면서 법관의 이성과 양심에 의한 재판을 신

88) 이재상, “자유심증주의”, 『고시계』, Vol.29.No.3(1984), p51.
89)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제308조에서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법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90) 신동운, 전게서, p1276.
91) 이재상, 전게서, p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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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할 것이 요구되어 자유심증주의는 독일 형사소송법과 프랑스 치죄법 등에

기본원리로 정착하였다.92) 자유심증주의에 의거하여 법관은 사실을 판단할

때 어떠한 증거를 채택하고 어떠한 증거를 채택하지 아니할 지에 관한 법률

적 구속을 받지 않는다.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구체적이고 타당한 증거가치

를 판단한 뒤 사안의 객관적 진상을 밝히게 되는 것이다.

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과 한계원리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한다. 즉 증명

력 판단의 주체는 법관이다.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외부적 규제보다 개별 법

관의 이성과 판단이 신뢰를 받는다. 법관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를 자유롭

게 판단하는데, 자유판단이란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외부적·법률적 구

속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증거를 택하고 택하지 아니하고의 문제는 전

적으로 법관의 자율에 맡긴다. 탄핵증거가 있거나 상호모순되는 증거가 발견

될 경우 어느 증거를 믿을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93) 그리고 자유판단의

대상은 증거의 증명력이다. 증명력 이전에 살펴야 할 증거능력이 아니다. 더

불어 법관에게 제시되는 모든 증거의 가치에 법적인 차이를 두지 아니하며

증거판단에 전권을 가진 법관은 공판절차에서 얻어진 모든 증거와 조서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자유심증주의가 상정하는 법관의 모습을 살펴보면 현실 법관의 모

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유심증주의가 상정하는 법관은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순수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중립적인

재판기관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법관은 재판관이기 이전에 인간이다. 환경

과 능력, 소질의 영향을 받아 절대적으로 확고하지 못하고 모든 사안을 인식

하지 못한다.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자유심증주의

의 기초임을 감안할 때 법관의 주관적인 자유판단만이 강조되어서는 안된다.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주체는 법관이지만 입법자가 설정한 테두리 안에

92) 이재상, 전게논문, p51-52.
93) 박미숙, “자유심증주의”,『형사정책연구』 제7권 제2호(통권 제26호 1996),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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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 입법자들은 법관의 자유판단을 합리적으로 유도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자유가 무제한적 자유나 자의를

의미할 수는 없고 자유판단이 법관의 독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어디까지

나 보통인이 의심하지 아니할 정도로 보편타당성을 지니는 판단을 해야 하며

합리적인 판단이 행해져야 한다.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한계 원리로서 크게

논리칙과 경험칙에 의한 제한, 진술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제한, 법률의 규정

에 의한 제한이 있다.94) 논리칙이란 논리학에서의 당연명료한 이치로서 인간

의 추론에 비추어 명백한 사고법칙을 의미한다. 경험칙은 개별적인 사안을

관찰하여 일반화하여 얻어낸 법칙을 의미한다. 법관의 자유판단은 어디까지

나 논리칙과 경험칙에 의한 가치선택이어야 하며 논리와 경험은 자유판단의

객관적 기준이 된다. 만일 법관의 자유심증적 판단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어

긋날 경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용인되기 힘들다. 우리 법

은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법

관이 이를 자유로이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심증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

하며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해

서는 안된다. 또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백의 증명력이 제한되고 있으

며95) 공판조서의 증명력으로서 법관의 자유심증을 제한하고 있다.96)

3. 판단지침의 제작과 자유심증주의와의 모순 여부

그렇다면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을 존중하는 자유심증주의의 대원칙이 본

논문에서 지향하는 판단지침과 모순점이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지향하는 바는 한국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자

유심증주의를 제약하지 않는다.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재판례]와 관련하

94) 신동운, 전게서, p1286-1291.
95)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그러하다. 구체적인 조문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

일의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96) 구체적인 법조문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기재만으로써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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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문제점과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다. 법관의 오판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상황에서 심급 간의 판단의 차이를 조명하고 그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몇 년간 양형의 기준을 설정하려는 논의가 형사법학계에서 뜨겁게 논의되

었고, ‘사실인정론’이 부각되는 등 자유심증의 영역에 관심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심증의 영역은 재판관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토의할 수 없는―

소위 blackbox 혹은 untouchable―한 영역이 아니라, 더욱 논의되어야 할 분

야이다.97)

본 논문에서는 거창하게 ‘MANUAL’을 작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MANUAL을 작성하여 다루어지지 아니한 요소를 판단요소에서 무시·배격하

고 본 논문에서 다룬 요소만을 판단요소로 제안하는 것이 아니며 법관의 사

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MANUAL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피

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을 주문하지 않을 것이며 MANUAL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신빙성을 판단할 것을 주문하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신빙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며 법관의 올바른 판단을 제고하려는 노력에서 탄생한 논

문이다. 이론과 실무를 조화하려고 노력한 학문적 차원의 연구이다.

법관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심증 형성을 도와주고 온당한 판단을 가능하

게 하기 위한 일종의 check-list 권고이다. 판례를 통해 의미있는 판단요소를

추출하는 것이다. 몇십년간 바뀌지 않는 재판부의 목격자 진술 취급태도를

비판하는 논의이며 전혀 자유심증주의와 배치되지 아니한다. 자유심증의 영

역에는 어떠한 제약도 가해져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곤란하다. 더욱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져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97)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자유심증주의가 법관의 자의(恣意)를 의미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자
유심증주의에 대한 제한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시인하고 있다. 한계 혹은 기준을 설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재상, 전게서, p543-547. 신동운, 
전게서, p1286-1291. 박미숙, 전게논문, p169-171. 이재상, 전게논문, p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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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판례를 통해 살펴 본 목격자 진술의 실태

제 1 절 자료 수집 방법

지금까지 목격자 진술에 있어서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이론적

연구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외국에서의 목격자 진

술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면서도 한국에서의 판결문이나 신문기사·실제 사례

를 고찰하지 아니하였다. 지금부터는 한국에서의 현실을 연구하고자 한다. 한

국에서의 실제 판례를 통해 목격자 진술을 취급하는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판결문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최대한 객관성을 담

보하기 위함이었다. 하나의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이것에 관한 사실을 얻는

경로는 언론기사, 피해자 등 사건 당사자의 회고 및 인터뷰, 사실심 판결문

등이 있다. 하지만 언론 기사의 경우 대개 수사기관의 브리핑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 기관이나 기소 기관의 입장에 기울어진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인 등 사건 당사자의 회고 및 인터뷰의 경우 진

술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정보에 치우칠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에 수사

기관 및 기소 기관의 입장과 피고인의 입장을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판결

문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판결문을 입수함에 있어서는 법률심뿐만 아니라 고

등법원과 지방법원, 지원 등의 사실심 판결문을 모두 입수하고자 하였다. 왜

냐하면 법률심보다도 사실심에서 풍부한 사실관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수집방법을 바탕으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98), 로앤비99), 법고을LX

등을 활용하였다. 검색시스템에서 ‘목격자’, ‘목격진술’, ‘목격증인’ 등을 키워

드로 하여 검색하였다. 하지만 이를 통해 얻은 자료는 그다지 많거나 만족스

럽지 않았다. 1980년대의 판결문이 많았으며 최근의 판결문은 입수하기 힘들

98)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99) http://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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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리고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판결문만이 공개되어 있고 1심 법원의

판결문은 구하기 힘들었다. 그나마 얻은 판결문들도 목격자의 범인식별절차

를 취급한 원칙적 설시100)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 인터넷을 통해 판례를

수집하여 얻은 50-60개의 판결만으로는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부족했다. 이

후 2013년 2월 항소심 파기자판 사례를 연구한 김상준 판사의 박사학위논문

을 입수, 그의 논문 부록에 실린 550여 건의 사건 일람표를 활용하여 목격자

진술 관련 판결문을 입수하였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지목’, ‘목격자’, ‘목

격진술’, ‘목격’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많은 판결문을 입수할 수 있었다.101)

이렇게 얻은 판결문에서 다시 한 번 분류작업을 가하였다. 최대한 무죄가

선고된 판결문들을 추출해 내었다. 목격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피고인에

게 무죄를 선고하였다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급

심과 상소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보다는 상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 혹은 하급심과 상소심 모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을 뽑

아내었다. 김상준 판사의 박사학위논문에서 다룬 판결이 대개 그러한 사건들

이어서 그의 논문에 등장하는 판례를 많이 활용하였다. 더불어 목격자 진술

이 유죄의 주된 증거로 사용된 사안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목격자 진술 이외

의 요소―과학수사 증거 불충분, 허위자백, 미란다 불고지, 목격진술이 아닌

단순한 피해사실의 진술―로 유무죄가 갈린 사건을 제외하기 위한 목적이었

다.

판결문의 연도는 최대한 1990년대 이후의 것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1980년

대의 사건은 이미 30여년이 지난 사안들이라 현재의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태도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당시의 판결문들은

100)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도4946 판결,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대법
원 2009.6.11. 선고 2008도12111 판결을 위시한 따름 판례를 뜻한다. 목격자의 범인식별절
차에 관한 판결문은 크게 이 세 판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후의 판결문 등은 세 판결문의 
판결요지를 따르고 있다. 세 판결문은 show-up보다는 line-up을 실시하라는 의미이며 자세
한 내용은 후술한다. 

101) 판결문 번호를 통해 판결문을 입수하려고 하였지만 다수 판결문이 온라인 상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각급법원 판결서사본제공신청 서비스를 통해 유료로 얻을 수밖에 없었
다. 일부 하급심 판결문은 시간이 경과하여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었고, 검찰로 판결문이 이
관되거나 제공불가라는 답변을 얻어 구할 수 없었다. 구할 수 없는 판결문들을 제외하고도 
30-40만원의 연구비용이 투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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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 판결문이 법원에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다만

1980년대의 판결문이라고 하더라도 목격자 진술에 관하여 원칙적인 판시를

내리거나 목격자 진술에 관하여 유의미한 가치를 남긴 판결문이 발견되어 활

용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목격자의 정보 취득 단계 사례 연구

사례 분석을 할 때는 제2장에서 만든 준거틀에 부합하도록 사례를 배열하

였다. 항목별로 판례를 분류하였다. 제2장 준거틀에 가장 부합하는 판례 1-2

개를 선별하여 사실관계, 공소사실, 심급별 판단이 차이가 난 이유, 문제점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판례의 상세분석을 하면서 제2장 준거틀을

다시 한번 활용, 검토 요소가 판례에서 추가적으로 등장하면 간단하게 짚어

보았다. 그리고 항목별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생각되는

판례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 각주에 나열했다.102)

그런데 판결문들을 분석하면서 제2장 준거틀에는 등장하지 아니하는 순수

하게 한국적인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추가로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제2장 준거틀과 제3장에서 발견된 한국 실무 상의 문제점을

종합하여 제4장에서 목격자 진술 신빙성 판단 평가지침 평가표를 만들어 보

았다.

1. 범죄에의 노출시간이 짧고 노출빈도가 적은 사건

인간의 목격은 오랫동안 목격할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며 노출빈도가 커질수

록 목격의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노출빈도

의 측면에서는 모든 판례가 이에 해당하여 별도의 판결문 검토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밝힌다. 범죄 사건들은 동일한 시각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102) 사례를 분석하면서 준거틀의 항목들이 완전하게 분절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통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준거틀의 항목을 몇 개 씩 통합했다. 예를 들어 준거틀1-4와 준거틀
1-5를 통합하였다. 이론과 현실에서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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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으로, 동일한 피의자에 의하여 2번, 3번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

일한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엄연히 별건의 범죄가 되는 것이다. 노출

빈도 관련 논의는 생략하고 노출시간이 극도로 짧은 판결문을 살펴보기로 한

다.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12.3.27. 선고 2012노9 판결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 사건의 요지

2012노9 판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과

절도로 기소가 되었는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에 관하여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

되었으며 절도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2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절도 사건은 목격자 진술에 의한 사건이

아니므로 연구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강간등)의 판결문을 살펴보자.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

고인은 원룸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피해

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목격자 진술의 문제점(판결문의 검토)

1심 판결문을 검토하면 이 사건의 유죄의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목격진술에는 문제점이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조서에서…(中略)…얼굴은 잘 못 봤는데 그 남자가 제 손

을 뒤로 잡고 입을 막았습니다…(中略)…그 남자가 계속 안 보이게 했습니

다…(中略)…피해자가 눈을 떴을 때 잠깐 범인의 얼굴을 보았는데 범인이 피

고인이라는 의심이 들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을 뿐이며, 더구나 피해자

는 잠을 깬 직후 범인이 피해자를 이불로 덮기 전까지 짧은 사이에 주위가 약

간 어슴푸레하여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잠시 범인의 얼굴을 보

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하 생략)…103)

103) 2심 판결문. 밑줄은 필자가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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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자는 정말 짧은 시간 범인의 얼굴을 본 것인데 자신의 목격이 옳은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범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목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으며 피해자도 잠을 깬 후라 범인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잠깐 목격한 범인의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

는 행위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저하시킨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12.29.

선고 2011고합26 판결)에서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다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눈을 떠서 범인을 보자마

자 피고인이라고 생각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찾아왔을 때 본 얼

굴, 머리모양, 신장, 체격, 옷차림 등과 범인의 모습이 같았기 때문이라고 진

술한 점104)

이렇게 보면서 피해자의 목격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

에서는 ‘잠깐 범인의 얼굴을 보았는데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의심이 들었다’라

는 취지로 피해자의 목격진술을 판단하고 있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목격한 시간의 장단을 고려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다.

추가적인 문제점으로서, 이 판결문에서는 야간에 목격하는 것의 어려움도

같이 설시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주위가 약간 어슴푸레하여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없는 상태에서’라고 판단하면서 야간에 범인을 식별하기 어렵다고 보

고 있다. 생각건대 야간에는 조명이 부족하여 목격자가 범인을 바라보기에

어려운 환경이며 설사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범인의 옷의 색상, 피부상태, 범

인의 눈매, 범죄환경의 상세함을 바라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야간 목격

의 어려움은 제4장의 판단지침에 반영하였다.105)

104) 1심 판결문
105) 대법원 선고 2005.5.26. 선고 2005도130 판결, 대법원 선고 1993.5.27. 선고 93도673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09.11.27. 선고 2009고합119,171,175,217,326,327,2009감고3,5,7,8, 
14,1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2.5.31. 선고 2002노11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2.8.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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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력적·스트레스 유발성 사건을 목격하거나 무기에 시선을 빼앗긴 목격자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유형의 사건은 범인을 목격한 피해자에게서 입

증이 쉽게 된다. 범죄에 직접 연루되었기에, 피해자보다는 객관적 상태에서

범행을 목격한 목격자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무기에 시선을 빼앗길 위험

이 크기 때문이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판결인 부산고등법원 2002.8.14. 선고

2001노841 판결을 살펴보자.

가. 폭력적이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1노841 판결은 강간치상의 죄목으로 1심에서는 유죄가 선

고되었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서 2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판결이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공용주차장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트레일러 차량 아래로 끌고 가서 피해자를 때리

고 옷을 벗긴 뒤 반항을 억압하여 입을 맞추고 음부를 만지는 등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의 1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01.10.16. 선고 2000고합416 판결)을 구하지 못하여 자세한

사실관계와 어떠한 증거를 들어서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

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2심에서 간접적으로 1심 판결문의 심리 과정을

언급하여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2심 판결문에서 인정하듯이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

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는, 처음에는 범인의 얼굴을 보

2001노84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1.29. 선고 2002노79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4.1.20. 
선고 2003노719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9.2.11. 선고 2008고합316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6.30. 선고 98노684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7.1. 선고 98노6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11.15. 선고 2001노17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10.22. 선고 2003노1767, 서울고등
법원 2004.5.25. 선고 2004노80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1.9. 선고 2007노2244 판결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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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와 범인은 트레일러 밑에서 위 H아파트 담벼락을 마주

보고 앉아있었는데 바로 옆 담벼락 쪽에 켜져 있던 가로등 불빛 때문에 트레

일러 밑에도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밝은 상태였고, 피해자의 뒤

에 앉아 있던 범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돌리는 순

간과 강제로 키스를 하는 사이에 불빛을 마주보고 있는 범인의 얼굴을 정면으

로 보았으며…(이하 생략)…106)

즉 피해자는 ‘강간’이라는 심히 폭력적인 사건의 와중에서도 범인의 얼굴을

‘정면으로’ 목격하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

를 추정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있다. 다음을 보자.

피해자로서는 매우 당황하여 경황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

는데, 그러한 급박한 상태에서 키스를 하기 위하여 강제로 얼굴을 돌리는 짧

은 순간에 범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보고 기억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中略)…과연 피해자가 트레일러 밑에서 범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보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107)

즉 2심 재판부는 폭행, 반항의 억압, 간음이라는 폭력적인 상황 하에서 스

트레스를 받아 급박하고 당황스러운 피해자가 범인을 제대로 목격하기 힘들

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생각건대 목격자가 목격하는 범죄 상황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매우

특수한 상황을 기억하는 것이므로 목격자는 집중해서 사건을 목격하기 힘들

다. 범인의 인상착의와 범죄환경, 주변의 상황을 목격하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최대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데에 온 신경을 집중할 것이다.

강간·강도·폭행의 순간에 평정심을 유지하고 목격에 주의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마치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아 평소에 배운 전

쟁수행능력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비교하여 보면 쉽게 이해될 듯하

다.

106) 2심 판결문
107)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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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추가적인 문제점으로 준거틀1-1(노출시간), 준거틀1-2(노출빈

도), 준거틀2-3(추측) 위배를 지적하고 있다. 범인이 얼굴을 돌리는 짧은 순

간에 범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보고 기억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견할 때까지 범인의 모습을 시야에서 놓친 사실이 분명한데

피해자가 피해 직후 범행 현장 부근에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쉽게 범인으로

단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2심에서 지적한 것이다.

나. 무기집중효과를 보여주는 판결문

무기에 시선을 빼앗겨 범인의 인상착의를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음을 진

술한 목격자가 존재하는 판결문이 있다. 부산고등법원 1998.4.15. 선고 98노51

판결이다. 이 판결은 여러 건의 강도상해 사건에 대하여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판결이다. 무죄를 선고한 강도상해

건(1997.6.23.자의 강도상해 사건)에 한정하여서 살펴보자.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과도를 이용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의 여관 안내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고 항거불능케 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남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이르렀고 상

해를 입혔다. 2심 재판부에 따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

술이 유일하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이 범인임에 틀림없다는 피해자

의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이므로…(이하 생

략)…108)

그런데 피해자가 범인의 인상착의를 묘사하면서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고

시인하는 부분이 있다. 범인의 안경 착용 여부에 대한 목격진술이다.

피해자에게 검사가 “안경을 착용하였는지 보지 못할 거리가 아니지 않는가요” 

라고 질문하자 “칼을 보고 너무나 겁을 먹고 고함을 지르느라고 저 사람의 얼

108)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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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을 자세히 들여다 보지는 못하였으나…(이하 생략)…”109)

피해자는 ‘칼’이라는 흉기를 보고 당황하여 범인의 인상착의를 제대로 목격

하지 못한 것이다. 생각건대 무기라는 요소는 인간의 공포심을 유발한다. 공

포심에 사로잡힌 목격자는 칼에 놀란 상태에서 목격자의 인상착의를 제대로

목격하지 못한 것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을 통해 무기집중효

과를 입증하고 있다.110)

3. 선택적 인지와 돌출적 요소 기억

광주고등법원 2000.1.27. 선고 99노683 판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

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과 강간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

되었으나 2심에서 파기하여 무죄가 선고, 확정된 판결이다.

가. 사건의 요지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승용

차에 태운 후 송곳을 들이대어 협박한 뒤 항거불능케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

고 상해를 입혔으며 다음날 새벽까지 피해자를 끌고 다니다가 재차 강간하였

다. 그런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목소리 식별 진술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보인다.

나. 목격자 진술의 문제점(판결문의 검토)

1심 판결문(전주지방법원 1999.8.12. 선고 99고합50 판결)은 4쪽에 불과한

판결문으로, 1심 재판부의 고민이 보이지 않는―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109) 2심 판결문
110) 의정부지방법원 선고 2011.7.22. 선고 2010고합324,2011고합22(병합),2011전고5(병합)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00.12.19. 선고 2000노628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4.6.3. 선고 2004노
16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2.3.15. 선고 2001노59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4.1.20. 선고 
2003노719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9.2.11. 선고 2008고합316, 서울고등법원 1995.10.17. 선
고 95노211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3.28. 선고 2001노31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7.7. 선고 2001노56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6.10. 선고 2005노282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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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인―판결문이다. 2심 판결문에서 1심 판결문을 언급하지 아니하여 1심과

2심이 어떠한 지점에서 불일치 판단을 하였는지 검토할 수 없지만 2심 판결

문에서 피해자의 목소리 식별 진술에 문제점을 제기하여 이를 살피기로 한

다.

피해자는 범죄가 발생한 이후 경찰에서 범인의 인상착의를 진술하였다. 그

런데 사건 발생 후 11일 뒤에 필름현상소에서 범인과 똑같은 음성이 들려서

피고인을 바라본 뒤에 범인임을 직감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

의 목소리와 범인의 목소리가 같았다고 진술하는 근거에서 문제점이 보인다.

목소리가 같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목소리에 별다른 특징이 없어서 다

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2심 재판부에서 지적하고 있

기 때문이다.

범인의 말씨는 전주지방에서 쓰이는 어투이었으나 사투리는 사용하지 않았고 

말을 할 때 눈을 자주 껌벅이는 외에 목소리 등에 별다른 특징이 없었다는 것

인바, 당원의 심리과정을 통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은 30세 전후의 통상적인 

전라도 사람의 음성, 음색, 발음을 지니고 있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징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이하 생략)…111)

피해자는 범인의 목소리와 얼굴 등을 기억하였고 목소리를 피고인과 범인

의 동일성의 주된 이유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인의 목

소리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인 것으로 보인

다. 사건 현장에서의 수많은 요소 가운데 목소리를 선별적으로 인지하였지만

수사에는 획기적이지 않은 정보였던 것이다. ‘똑같은 음성과 전주지방 사투

리’라는 돌출적 요소를 선택적으로 인지한 목격자이지만 그의 목격진술은 수

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들과 범인을 구별

짓는 요소가 되지 못하였다.112)

111) 2심 판결문
112) 선택적 인지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판결례로는 광주고등법원 2000.12.19. 선고 2000노62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5.4.21. 선고 2005노9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1.27. 선고 2010노
47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5.9.9. 선고 2005노16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7.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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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목격자의 정보 저장 단계 사례 연구

1. 시간이 갈수록 기억이 명료해지는 목격자

가. 대법원 판시사항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17 판결은 수사 단계에서보다 기소 단계, 재판

단계에서 명료해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재판례이다. 사람이 목격

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흐려질 수 있지만 명료

해 진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수사단계에서 범인이 피고인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가 기소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틀림없다고 진술하면 신빙성

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요지는 대법원 1984.11.13. 선고 84

도22 판결에서 재확인되었다. 84도22 판결은 목격자의 진술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다(경찰 제1회 진술 시)’→‘판시와 같은 이유로 언쟁하다가 서로 멱살

을 잡고 밀치닥거리기에 제가 만류하여(제2회 경찰 진술 시)’→‘피고인이 주

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가량 때려서 피해자의 이마에서 약간 피가 났다

(검찰 진술 시)’ 와 같이 바뀌고 있다. 대법원은 82도3217 판결의 요지를 인

용하면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탈락시키고 있다. 120여 년 전 독일의

Ebbinghaus가 발표한 망각(obliviscence)에 관한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목격

자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두 판결에서 대법원은 목격자 진술은 시

간이 갈수록 잊힐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상세해지고 명확해

지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였다.

2009노216 판결(참고로 이 사건은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항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서울고등법원 선고 1998.3.26. 선고 97노2802 판결(2심 재판부는 검찰
과 경찰이 ‘위험한 추단’을 하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서울고등법원 1998.6.30. 선고 98노
68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6.10. 선고 2005노282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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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적 판결문의 검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87.9.23. 선고 87고단336 판결은 목격증인의 진술

의 신뢰력을 부인한 사례이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

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오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어깨부분으로 밀어

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는 뇌좌상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

에 따르면 이 사건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유일하다. 다

음 1심 판결문을 살펴보자.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고현장을 직접 목격한 두 사람인 목격자

1, 목격자2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경찰, 검찰 작성의 동인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 내지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밖에 없다 할 것이다.113)

하지만 목격자들의 진술에 수상한 점이 있다. 진술이 점차 명료해지는 것

이다. 판결문을 살펴보자.

[목격자2의 진술]피고인이 피해자가 서 있는 쪽으로 걸어갔으며, 바로 그 순

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자기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밀었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자마자 

사고가 났기 때문에 피해자를 떠민 것으로 생각한다……(경찰 단계)

당시 그녀는 집안 수도간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이 

상당히 취한 채로 그녀의 집에 들어온 뒤 피해자가 부재중인 남편을 찾으며 

온 집안을 기웃거리고 이층까지 올라가 하숙하는 사람이 거처하는 방문을 열

어보려고 하기에…(中略)…옆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한테로 두발짝정도 걸어

가 오른손을 들어 그의 어깨 부분을 미는 바람에 그가 중심을 잃고 땅위에 그

대로 넘어지게 된 것이다…(이하 생략)……(검찰 및 1심 법정)114)

즉 목격자2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 있으며 명료해지고 있

다. 그래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

113) 1심 판결문
114)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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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115)

그녀의 사고경위에 관한 진술태도가 시일의 경과에 따라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기억

의 감퇴에 이르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명료하게 구체화되어 가고 있음이 매우 이례

에 속하는 터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116)

87고단336 판결에서 찾을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점으로는 목격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목격자가 사건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어서

객관적인 진술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117) 목격자가 사건에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가 조

사한 재판례들에서 다수 발견되어 제4장에서 별도의 판단지침으로 반영하였

다. 판단지침의 하나의 항목으로 삽입하였다.

2. 사후 정보 효과

서울고등법원 2010.12.23. 선고 2010노2461 판결은 폭행치사로 공소가 제기

되어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파기되고 폭행으로만 유죄가

선고된 판결이다. 2심 재판부가 목격자의 진술을 취급하면서 사후 정보 효과

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기에 이를 연구하기로 한다.

115) 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도7363 판결, 의
정부지방법원 2011.7.22. 선고 2010고합324,2011고합22(병합),2011전고5(병합) 판결, 광주고
등법원 1997.4.9. 선고 97노13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0.12.19. 선고 2000노628 판결, 광주
고등법원 2004.6.3. 선고 2004노165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1.12.27. 선고 2001노42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12.2. 선고 2011노277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4.1.20. 선고 2003노719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3.31. 선고 98노3501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6.30. 선고 98노
684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7.1. 선고 98노685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1.5.4. 선고 
2001노1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1.30. 선고 2001노25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3.28. 
선고 2001노31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6.10. 선고 2005노28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4.20. 선고 2005노949 판결 등이 있다.

116) 1심 판결문
117) 당해 재판부는 ‘목격자2는 당초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고인의 사고상황 설명에 근거한 형사

고소를 당하여.... 곧바로 그 수사단계에서 남편인 목격자1과 함께 피고인을 진범으로 지목해 
줌으로써 도리어 피고인이 고소 입건 당하기에 이른 것임이 명백한 바...’라고 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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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의 요지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0노2461 판결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

자와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

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렸고 피해

자가 개울로 떨어져 정신을 잃게 하였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였다.

나. 목격자 진술의 문제점(판결문의 검토)

그런데 1심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8.27. 선고 2010고합41 판

결)에서 중요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는 목격자 진술에 문제가 있다.

목격자는 최초 경찰 수사 시와 현장검증 시에 피고인의 주먹질을 언급하지

아니하다가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른 경찰조사 시 처음으로 피고인이 앞 사람

을 향해 주먹질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과 1심 법정에

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심 재판부는 다음의 사정으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목격자의 진술태도, 진술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목격자는 D주유소 출구 

쪽의 피고인의 모습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다가 뒤늦게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자신의 기억을 객관적인 상황에 맞추어 재구성

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목격자는 피고인이 아반떼 승용차 

옆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가 개울로 떨어지는 모습을 본 사실이 없

고, 다만 D주유소 출구 쪽 담벼락 부근에서 피해자는 보지 못한 채 피고인의 

양어깨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뿐인 점,…(中略)…피고인의 구체적인 동작을 

명확하게 보기 어려웠던 점…(이하 생략)…118)

즉 목격자는 피고인이 개울가 부근에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기억하다가,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자 자신이 목격한 바와 ‘피해자의 사

118)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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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라는 사후 정보를 함께 조합하여 자신이 목격한 바처럼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건대 목격자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다양한 정보에 노출된다. 그 정

보는 수사관의 암시, 신문기사, 뉴스, 목격자 상호 간의 대화, 그리고 사건의

결과일 수도 있다. 자신이 목격한 내용에 사후 정보를 결합하여 결과가 발생

한 것이라 믿고 수사기관에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 목격자의 진술을 검토할

때에는 목격자가 직접 목격한 정보인지, 혹은 사후 정보에 의해 보충한 내용

인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이 판례에서는 사후 정보 효과 이외에 준거틀2-3(추측)이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도 목격자가 ‘추측성 진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생각건대 사후정보효과와 추측 과정은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다. 사후 정보를

목격정보와 결합하여 추측을 행하고, 그것이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의

목격진술로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앞서 이론적 탐구에서는 두 요인을 구분하

여 살펴보았으나 인간의 기억 세계는 분절적이지 못하기에 추측과 사후 정보

효과가 동시에 일어나는 듯하다.119)

3. 목격한 것에 추측의 과정을 더하는 목격자

부산고등법원 1996.1.24. 선고 95노992 판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으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

고 확정된 판결이다.

가. 사건의 요지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119) 명시적으로 ‘사후 정보 효과’를 언급하고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판결문을 검토하면 사후 정보가 개입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판례 몇 개가 
있다. 대법원 선고 2005.5.26. 2005도13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0.6.9. 선고 2010노73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9.3.31. 선고 98노35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6.10. 선고 2005노
282 판결 등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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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목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목격자 진술의 문제점(판결문의 검토)

그런데 2심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부(창원지방법원 1995.9.28. 선고 95고합

181 판결)에서 증거의 요지로 거시한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의 목격진술 등

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처인 목격자의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판결문에서는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하다. 2심 판결문에 나타난 목격자의 진술을 살펴보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갔는데 약 10분 후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갔더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 4-5명이 피해자를 둘러싼 채 모두 피해자를 때

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이하 생략)…120)

즉 목격자는 상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가해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목격자는 자신이 목격한 바에 추측을 더하여 진술하

고 있다. 2심 재판부의 지적을 살펴보자.

피해자를 불러낸 사람은 대문 왼편에 따로 서 있었고 피고인 등은 쓰러진 피

해자를 빙 둘러싸고 있었을 뿐 그들이 쇠파이프를 가지고 있었거나 쇠파이프

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본 바는 없고 목격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

자가 입은 상처를 보고 그들이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린 것으로 판단하여 진

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中略)…목격자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

술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이하 생략)…121)

즉 목격자는 피고인과 일행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던 상황, 그리고 피

해자가 상처를 입은 상황을 목격하고 그 사이에 피고인의 가격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진술하

120) 2심 판결문
121)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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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목격자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밖으로 나가보니 피해자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며 피고인과 일행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쇠

파이프를 가지고 있었거나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

피해자의 비명소리, 땅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피해자를 둘러싼 사람들, 피해

자의 상처만을 목격하였으나 ‘쇠파이프’라는 요소를 추가하여 피고인 등이 피

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렸다고 추측·진술하는 것이다.

생각건대 목격자의 진술이 1심 판결에서는 중요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

으나 진술에 추측이 가미된 것으로서 목격자가 실제로 목격한 내용에는 폭

행·상해 사실이 없다. 목격자의 진술에 기초한 유죄의 선고가 실제로는 목격

자의 추측에 기댈 소지가 있으므로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122)

한편 1심 판결문은 4페이지에 불과한 판결문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 등에 터잡아 유죄를 선고하였다. 판결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 부분이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만으로 이루어져서 재판부의

고민이 담겨있지 않다. 소위 ‘조서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

목격자 진술을 취급한 재판례에서 이번 경우처럼 조서재판의 비판을 받을 소

지를 지닌 1심 판결문들이 많이 발견되어 판단지침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만

들어서 살펴보았다.

4. 응고 효과

광주고등법원 2000.1.27. 선고 99노683 판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

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과 강간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

되었으나 2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다.

가. 사건의 요지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송곳을 피해자의 목에

122) 광주지방법원 2005.5.26. 선고 2004고합46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2.1. 선고 2007노
2370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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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대고 협박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뒤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 그리고 계

속 차에 태워서 가다가 항거불능하게 한 뒤 간음하였다.

나. 목격자 진술의 문제점(판결문의 검토)

이 사건의 1심 재판부 판결문(전주지방법원 1999.8.12. 선고 99고합50 판결)

은 3쪽에 지나지 않는 판결문이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조서의 증명력을

그대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판단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아니하여 1심 재판부가 어떠한 근거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

지 알 수 없다. 1심 재판부의 심리가 부족하였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하지

만 2심 판결문에서 1심의 심리 과정을 언급하여 간접적으로 1심 재판부의 판

단근거를 분석할 수 있었다. 2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의 어머니의 진술은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 유무죄 판단에서 중요하다고

한다.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목격진술을 살펴보자.

당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는 나이는 30세 가량, 키 약 165cm로 체격은 

왜소하고 뒷머리는 길고 얼굴이 작으며 안경을 썼고 머리가 약간 벗어졌으며 

눈이 둥그랗고 쌍꺼풀이 진 인상에 상의는 남색 니트, 하의는 청바지를 입고 

검은색 계통의 모자를 썼으며 범행에 이용된 차량은 차종, 번호, 색상 등은 

기억할 수 없으나 중형승용차인 것으로 기억되는데…(中略)…그곳에서 자신을 

강간했던 자와 똑같은 음성이 들리기에 순간적으로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자신이 기억하는 강간범과 동일한 작은 얼굴에 안경과 모자를 착용하고 이마

가 약간 벗겨지고 곤색 가디건을 입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으며…(이하 생

략)…123)

즉 피해자는 범행을 당하면서 범인의 인상착의를 목격하였고 이를 기억하

였는데, 그 인상착의가 이후에 우연히 만난 피고인과 동일인인 것으로 판단

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을 단순하게 보면 피고인

은 피해자를 강간한 흉악범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이루어진 시간을

123)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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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면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본 뒤에 응고 효과가

발생한 뒤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 중 범인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같다는 부분은 그 범행 직후가 

아니라 그가 피고인을 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을 보고서 범인이라고 

강하게 믿고 그 얼굴을 자세히 각인한 결과 재형성된 것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는 점…(中略)…검찰수사관들과 같이 현상소에 가 범인을 지목하면서는 가까

운 거리에서 위 현상소 기사를 지목하였다가 피고인의 동생으로 변경하고 피

고인이 위 현상소로 들어오자 다시 피고인을 지목하는 등 이들을 명확히 구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124)

정리하자면 피해자는 자신이 목격한 범인의 인상착의를 현상소에서 바라본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덧씌워 진술하고 있다. 2심 재판부가 인정하듯이 범인

의 인상착의를 피고인의 인상착의로 대체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범인의 인상착의로 착각하고 있다. 우연히 피고인을 바라본 뒤 피해자의 범

인에 대한 인상착의에 응고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범인을 목격한 목격자의

기억이 완전히 변형되어 고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 4 절 목격자의 정보 인출 단계 사례 연구

1. 수사관의 지위, 신뢰도, 태도, 질문방식, 진술압박

수사관의 지위 고하 여부, 수사관이 피조사자에게 보여주는 신뢰도, 수사관

의 조사방식에 의하여 목격자 진술이 왜곡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수사기관

이 작성한 조서에 수사기관의 자세에 관한 부분은 대개 기록되어 있지 아니

하며 재판기관에서도 목격자, 피해자, 참고인, 피고인 등의 진술의 증거능력·

증명력을 따지지 수사기관의 태도를 심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

관이 목격자에게 진술을 압박하여 목격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진

124)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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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한 사례는 발견된다. 광주고등법원 1998.6.17. 선고 97노498 판결은 범인

도피의 죄목으로 1심(전주지방법원 1997.2.6. 선고 96고합191 판결)과 2심(광

주고등법원 1997.6.4. 선고 97노90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가 대법원(대

법원 1997.9.9. 선고 97도1596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선고되어

최종적으로 광주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97노498 판결)한 판결이다.

가. 사건의 요지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심(97노90 판결)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게 접근하여 추근거리면서 방에 침입하여 피고인을 강간하였다. 그리고 이후

에도 지속적으로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공

동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지목할 경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우려, 공소

외1이 범인이라고 지목하였다. 그런데 범인 지목의 과정에서 수사관의 피고

인125)에 대한 진술압박이 등장한다. 대법원 판결문을 살펴보자.

공소외1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서도 경찰서에서 공소외1이 범인

이냐는 형사들의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는데, 형사들이 그렇

게 대답하면 안되고 확실하게 대답하라고 다그치자, 이에 피고인이 공소외1을 

단정적으로 범인이라고 진술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26)

이 사건을 살펴보면 수사관들은 목격자에게 확실한 대답을 요구하면서 진

술을 압박하고 있다.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형사들은 피고인에게 공소외1이

범인이 맞는지 물어보면서 “우리 눈치 보지 말고 잘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

라”라며 구체적으로 진술을 다그친 전황이 드러난다. 목격자는 수사관들의

영향을 받아 공소외1이 범인이라고 떠밀려 진술하고 있다. 목격자에 대한 수

사관의 압박이 목격자의 진술을 왜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생각건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모든 사람은 편안한 상태가 아니다.

최대한 빨리 수사기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심리 하에서 수사관

125) 비록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자격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강
간범으로 기소당한 원심 공동피고인을 목격한 목격자이다.

126) 3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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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술을 압박하는 태도 등을 보이면 목격자는 진술을 행하고 벗어나려 할

것이다. 그런데 수사관이 피의자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면서 목

격자에게 진술을 압박할 경우 목격진술의 왜곡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

이다. 수사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하고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 당해 판결문의 목격자는 다그치는 수사관의 태도에 못 이겨

진술을 하였으나 공소외1은 강간을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2. 언어의 한계

부산고등법원 2001.7.11. 선고 2001노209 판결은 상해치사 사건과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전

부 무죄가 선고된 판결이다.

가. 사건의 요지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노숙자들로서 피해자1을 때리

고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2를 제방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

여 상해를 가하였다. 1심 재판부(부산지방법원 2001.3.9. 선고 2000고합778 판

결)는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를 대부분 인정한 뒤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

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을 판단한 과정이 서술되어 있지만 피

고인들의 진술의 번복에 관련된 것이지 목격자의 진술에 관련된 것이 아니

다. 1심의 심리부족이 나타난 대목이다. 따라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은 2심 재판부 판결문을 통해 살펴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유죄의 증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격자 진술에 다소 오류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2심

판결문을 살펴보자.

목격자는 농아자로서 수화를 배우지 못하여 몸짓 등을 통하여 의사전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수화 통역인조차 목격자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반 정도 

알아 듣는 상태에서 그 의사를 통역하였다는 것이어서 목격자의 진술을 정확

하게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 진술의 통역이 부정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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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목격자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127)

목격자는 농아자이지만 수화를 배우지 못했다고 한다. 즉 목격자의 대화

전달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수화를 배우지 못하여 몸짓 등을 통하여 의

사전달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수화 통역인조차 목격자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절반만 이해하여 통역하였다. 목격자 진술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2심 재판부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목격자의 진술

과정에 언어의 한계가 개입되었고 그 언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절반 정도만

전달되었으나 1심 재판부는 별다른 고민 없이 목격자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였다.

생각건대 목격자의 기억은 인출되는 과정에서 언어로 표현된다. 그런데 언

어로 표현되는 과정에서 기억한 모든 내용이 객관적으로 전달되지 못한다.

언어가 세상만물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

할 때에는 언어의 본래적 한계가 개입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 판결문을 살펴보면 한국의 재판기관은 목격자 진술을 과도하게 신뢰하

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목격자 진술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목격자

의 기억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통역인이 목격자 진술을 전달하였으나 1심 재

판부는 별다른 고민없이 목격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한 것이다. 실제로 재

판례들을 검토한 결과 1심 재판부에서 목격자 진술을 과도하게 신뢰하거나

목격자 진술을 유일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별도의 항목으

로 추가·검토해 보았다.

3. 경찰과 변호사의 영향 또는 수사관의 암시

대부분의 판결문은 수사기관, 기소기관이 작성한 조서에 대한 판단, 그리고

재판기관의 판단 이유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변호사의 영향에 의해 목격자

127)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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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향을 받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론적 연구에 의하면 경찰과 변

호사, 즉 목격자와 대담을 하는 주체의 가치관이 목격자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판결례를 검토하면 수사관의 암시가 목

격자에게 전달되는 사례가 발견된다. 서울고등법원 2001.11.15. 선고 2001노

1718 판결은 여러 개의 사건에 대하여 1심(서울지방법원 2001.6.22. 선고

2000고합795,851(병합)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강도상해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다. 여기서는 강도상해 사건에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가. 사건의 요지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

여 과도를 택시운전사에 대고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고 뒷좌석에 있던 피해

자의 팔을 칼로 찌르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

혔다.

나. 목격자 진술의 문제점(판결문의 검토)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경찰과 검찰의 조서의 증명력을 그대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의 일관된 무죄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

고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1심 판결문으로는 목격자

의 진술에 대한 판단근거를 알 수 없어서 2심 판결문을 토대로 목격자 진술

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2심 판결문에 따르면 강도상해 공소사실에 부합하

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만이 있다. 2심 판결문

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보자.

눈매 등 눈의 모습, 목소리 등의 말투, 체격, 모발을 노랗게 염색한 점, 베이

지색 계통의 반바지 차림 등이 당시의 범인과 비슷하여 피고인이 범인이 맞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이나…(中略)…피고인을 딱 보는 순간 범인으로 직감

했고 눈매와 목소리, 회색의 반바지, 체격 등이 틀림없는 범인이라고 진술하

는 등으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이하 생략)…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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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범인의 그것과 같아서 피고인을 범인으

로 지목한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는 수사관의 암시가 개입되

어 있다.

위 피해자 스스로 2심 법정에서는 자신이 그 후 다시 유심히 살펴보니 피고인

이 당시의 범인은 아니고, 경찰에서 위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진술한 것은 경

찰관이 범인이 잡혔다고 하면서 위 피고인만을 보여주기에 모발 색깔이 같지

만 범인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으나, 경찰관이 저 놈은 전과도 있으니 20년 

썩을 것이니까 아무 걱정말라며 맞다는 진술을 유도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이고 당시 범인의 모발은 빨간색이었는데, 대면·확인 당시 피고인의 모발 색

깔이 빨강, 노랑이 섞여진 색이었기 때문에 착각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이하 생략)…129)

정리하자면 피해자는 자신이 목격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피고인의 인상착의

와 다르다고 경찰에게 최초 진술하였으나 수사관은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을

무시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강한 암시를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심 재판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1심 재판부를 비판하였다.

원심은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

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적법하게 증

거조사를 한 바도 없음이 인정된다.130)

2심은 목격자의 진술이 수사관의 유죄에의 암시에 의하여 왜곡되었음을 지

적하면서 1심이 심리를 미진하여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1심은 경찰과 검찰의 조서와 기소를 그대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

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128) 2심 판결문
129) 2심 판결문
130) 2심 판결문



- 64 -

추가적으로 이 판결문은 준거틀4-4(show-up의 실시)을 어겼다.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단독으로 제시하여 line-up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피

해자는 피고인을 보는 순간 “딱 보는 순간 범인으로 직감했고, 눈매와 목소

리, 회색의 반바지, 체격 등이 틀림없는 범인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진술

은 피고인을 1대1로 대면한 후의 진술이라 신빙성이 떨어진다.

제 5 절 목격자의 범인 식별 진술 단계 사례 연구

1. 목격자 상호 간의 영향

서울고등법원 1998.5.22. 선고 98노325 판결은 강도치상 사건과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으로, 강도치상에 관하

여는 1심과 2심 판결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절도)에서는 1심에서 유죄 선고 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

정된 판결이다.

가. 사건의 요지

여기에서는 무죄가 확정된 사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도)에 관하여서만 살펴보자.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어떤

사람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절도를 하였다. 1심 판결문(춘천

지방법원 원주지원 1998.1.16. 선고 97고합63,97고합106(병합),97감고2 판결)에

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증거의 요지를 살펴보자.

1. 증인인 피해자, 목격자1, 목격자2의 1심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 목격자1, 목격자2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판시 각 전과의 점은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와 수사기록에 편철한 피고인에 대한 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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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1심 재판부는 검찰과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그대

로 증거로 인정하고 증명력을 부여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2

심 재판부에서는 목격자와 피해자 상호 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지적하

며 판결을 파기하고 있다. 2심 판결문의 설시를 살펴보자.

범인식별진술은…(中略)…피해자, 목격자1은 다른 암시로부터 영향을 받기 쉬

울 뿐 아니라…(中略)…위 진술자들의 범인식별진술은 세 사람이 경찰관과 함

께 원주로 동행하여 처음으로 피고인을 원주경찰서에서 대면하면서 목격자3과 

목격자1이 범인과 동일하다고 진술하자 피해자도 피고인의 신체유형이 범인과 

비슷하므로 맞는 것 같다로 진술하게 된 것으로 위 진술자들은 범인의 동일성

을 식별함에 있어서 상호 독립하여 암시나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일치하여 범

인을 피고인이라고 지적한 것이라기보다는 동해에서 원주로 경찰관과 함께 동

행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그 동안의 범죄전력과 당시 동종의 범행으

로 체포되어 수사 중에 있다는 암시를 받았거나, 원주경찰서에서 목격자들 상

호간에 피고인을 대면하면서 피고인에게 모자를 쓰게 하고, 안경을 착용하게 

하여 보이는 등의 과정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엿볼 수 있으므로 이 점

에서 피해자, 목격자1, 목격자3의 각 범인식별진술을 가볍게 신빙할 수 없다.

2심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목격자 상호 간에 영향이 있었으며 피해자도

이에 덩달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목격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을 탈락시키고 있다.

추가적으로 이 판례는 준거틀4-1(수사관의 암시), 준거틀4-4(show-up의

실시)을 지적하면서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있다. 피해

자와 목격자가 수사관들과 동해에서 원주로 동행하면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나 동종의 범행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받았을 가능성

을 지적하고 있으며 범인을 식별하면서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을 비교대조

하는 판단작용이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지므로 다른 암시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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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SBS 2013년 11월 2일 방영 『그것이 알고 싶다 맨발의 침입자-105동 연쇄 성추행 미스터
리』에는 목격자의 진술로 피의자가 되었으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의 사연이 소개된다. 사건
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연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0
년, 2011년, 그리고 2013년에 걸쳐 팬티만 입고 티셔츠로 얼굴을 가린 채 여성을 희롱하고 
가택으로 침입하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은 수차례 수사를 하다가 이 군을 용의자
로 확정지었다. 하지만 용의자가 범인으로 지목되는 과정이 미심쩍다. 목격자 진술 부분에만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경찰은 105동에 거주하는 이 군을 세 건의 강제추행 혐의로 긴
급체포했습니다.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사건담당형사발언)‘목격자
들이 누가 범인인지 찍어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확실하냐고 물어봤더니 자신은 정확히 맞다
는 거죠’.” 하지만 방송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무시, 목격자 상호 간의 
영향, 수사관의 암시, 묘사의 불일치 등이 나타나고 있다.

   ①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무시 : “(용의자 부모의 발언)대전에서 대학 생활하던 애가 홍길
동도 아니고 튀어 올라옵니다. 경찰들 추리에 의하면 경기도 북부로 올라와서 00시에 범행을 
저지르고 또 내려갑니다. 피해자가 50명 된다고 그러던데 우리 애는 바깥으로 다니는 애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피해자가 범인의 유실물인 것 같다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안경에서 나온 
유전자가 이 군의 유전자와 불일치하였다. 또한 2011년 조사 당시 이 군은 용의선 상에 올랐
으나 행적 조사 결과 범행 시간에 아파트에 있을 수 없어서 무혐의로 판명났다. 용의자 부모
에 따르면 사건 당일 이 군은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대문을 여닫는 소리가 크므로 이 군이 
한밤에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군의 사건 당시 행적을 보아서 대전에서 수
업을 듣고 경기도 북부로 올라간 뒤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대전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이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웠다. 그리고 경찰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아파트의 cctv에 어떠한 출입흔적
을 찾을 수 없었다.

   ②목격자 상호 간의 영향 : 2011년 사건의 피해자는 이 군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데 이것은 
2010년 사건 목격자(윤 씨)가 지목하여 덩달아 지목한 것이다. 윤 씨가 지목을 하였기에 더 
믿음이 갔다고 인터뷰했다.

   ③수사관의 암시 : 그런데 2010년 사건의 목격자(윤 씨)는 경찰로부터 암시적 발언을 들었다. 
방송 내용을 그대로 옮겨본다. “그런데 윤 씨 역시 다른 피해자가 사진 속 인물 이 군을 범
인으로 지목했다는 말을 경찰로부터 들었다고 말합니다. (윤 씨의 발언)‘피해 받은 주민이 걔
가 맞는 것 같다 비슷한 거 같다 해서 사진을 뽑아서 경찰이 저를 보여준 거에요.’ 사진을 
보여주며 경찰이 해 준 말은 머뭇거리던 자신이 판단을 내리는 데 결정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윤 씨의 발언)‘처음 진술했을 때 자기가 했다고, 성추행을 했다고 자백을 했는데 좀 지나니
까 자신이 아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데요, 그래서 저는 걔가 맞는 거구나’.” 수사
관은 이 군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목격자에게 이 군을 범인으로 지목하도록 암
시를 불어넣고 있었다. 

   ④묘사의 불일치 : 용의자의 다리에는 흉터가 있다. 전기담요로 인해 화상을 입어서 물집이 
생기고 흉터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들에 따르면 사건 당시 밝았으나 어떠한 흉터도 보
지 못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수사관에게도 눈에 띄는 신체 특징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⑤자백과 관련된 목격자 진술 취급 상의 문제점 : 이 군의 자백을 이끌어 내면서 목격자의 
진술이 활용되었다. 수많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너를 보았다고 수사관이 말하였고 이 군이 
끝까지 부인하면 항상 너를 본 사람은 뭐냐며 이 군을 압박했다고 이 군은 인터뷰했다. 수사 
상황을 촬영한 영상장면을 살펴보자. “(수사관의 질문)거짓말 하면 안 돼 그럼 네가 저지른 
일이 범인이 아니었다면 수사기관에서 강압을 한 것도 아니고 네 스스로 그렇게 말할 이유가 
있었을까? (이 군의 대답)처음에 저한테 목격자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사관의 질문)
범행현장에서 범행을 하고 있는 사람을 목격자들이 봤다는데 인적사항을 조사해서 네가 나온
거야 그래서 체포영장 받은 거라고.” 정리하자면 목격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자백을 이끌어내
는 데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⑥기타 문제점 : 2011년 사건의 목격자는 범인이 도주한 곳이 5-10층 사이이며 확실히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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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억의 변형 과정

대구고등법원 2011.8.11. 선고 2011노95 판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집단·흉기등협박)으로 1심 재판부에서는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2

심 재판부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가. 사건의 요지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

견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댄 다음 협박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를 데리고 원룸 앞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목격자 진술의 문제점(판결문의 검토)

1심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2.18. 선고 2010고합98 판결)은 4쪽

에 불과한 짧은 판결문이다. 1심 판결부가 들고 있는 증거의 요지와 유죄의

이유를 살펴보자.

르지만 6,7,8로 좁힐 수 있으나 소방계단 근처라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경찰 작성 진술조서에
는 목격자가 정확히 7층 7oo호로 들어갔다고 기재되어 있다. 2011년 사건의 피해자는 이 군
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았다고 인터뷰했다. 2011년 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이 
진술조서에 적혀있다고 지적하였다. 피해자는 14년간 이 군과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이 군을 
알아왔는데 진술조서에 호수를 특정하거나 정확히 누가 범인이라고 진술한 적이 없다고 진술
했다. 피해자는 진술조서가 황당하다고 방송사에 인터뷰했다. 정리해 보면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조서로 작성되면서 오류·왜곡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자신의 잘
못된 진술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고소를 취하하기에 이른다. 

   2013년 사건의 피해자 남 씨는 이 군을 경찰서에서 보고 너무 똑같아서 놀랐다고 진술했다. 
흐릿했던 기억이 분명해졌으며 저 사람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진범이라고 100% 믿
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위 지적들을 살펴보면 과연 남 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
이다. 

   “실제로 오판 사례 분석 결과 가장 큰 원인이 잘못된 범인식별일 만큼 목격자 진술은 불확실
한 부분이 많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이기수 법학박사의 인터뷰)목격자들끼리 접촉을 하
게 한다든지 혹은 범인 식별 과정에서 수사관이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혹은 동의나 어떤 의사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본 영상을 통해 목격자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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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증인인 목격자와 피해자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목격자와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에 대한, 경찰관 상대로 체포 당시의 피의자 

상태 확인, 범행 장소의 조명 밝기 확인)

유죄의 이유

…(中略)…2. 판단    목격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원(1심)에서 일관되게 …

(中略)…때마침 그 범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경찰에 연락해 범인을 체포하

게 하였고, 그 범인은 피고인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또 목격자는 두 번째 

피고인을 보았을 때 바로 범인임을 알았다고도 진술하면서 위 범행 당시 범인

이 피해자를 따라가던 경위, 도로의 위치와 상황, 피고인의 용모 등을 구체적

으로 자세히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범인을 뒤따라가 범인

의 추가 범행을 막은 위 증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같은 취지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결국 위와 같은 진술 증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넉넉히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사의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1심 재판부가 증거로 제시하는 수사보고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하면 목

격자의 진술과 범인 인상착의를 목격한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유죄 증거이

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

해자의 진술과 유사하므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에서 언급

하듯이 목격자와 피해자의 기억은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2심 판결문을 살펴

보자.

목격자가 롯데리아 부근에서 직감적으로 피고인이 범인임을 확신한 나머지, 

파출소에서 체포된 피고인을 본 이후, 최초 목격한 범인의 인상에 대한 기억

이, 체포된 피고인의 인상을 보는 순간 그에 따라 변질된 데서 유래하였을 가

능성이 있다…(中略)…목격자는 최초 경찰 진술에서 진술을 할 당시, ‘어두워

서 상하의 착의는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파출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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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본 이후에는 범인은 ‘하의 청바지, 꽉 끼는 청바지, 스키니진’ 바지

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中略)…목격자는 범인의 체형이 마른 편이었

다는 것 외에는, 파출소로 체포되어 온 피고인을 본 이후에야 범인의 인상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파출소의 밝은 장소에서 체포된 피고인을 본 

순간, 이미 범인에 관하여 형성된 목격자의 기억이 그에 따라 왜곡되었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심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맞

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지적한다. 인간의 기억은 주위의 자극에 취약하

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고인을 목격하고, 현장 부근에서 다른 사람

을 보면서 범인이라고 생각하다보니 기억이 변형되기 시작한다. 1심 재판부

는 안일하게 경찰과 검찰의 조서를 그대로 신뢰하고, 목격자의 기억의 변형

가능성을 짚어 내지 못하였다.

3. show-up의 실시

가. 대법원 판례의 흐름

show-up(사진 또는 실물에 의한 일대일 대면)의 실시에 관하여는 대법원

의 판시가 크게 세 번에 걸쳐 바뀌었다. 대법원 선고 2001.2.9. 2000도4946 판

결에서 시작하여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도12111 판결로 변하는 흐름이다. 2000년대 이전에는 목격자의 범

인식별절차에 관한 대법원의 판시 사항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show-up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원칙적 판시가 등장한다.

2000도4946 판결의 판결요지를 살펴보자.

야간에 짧은 시간 동안 강도의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어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하여 그를 범인으로 진술하는 경우에,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

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아니면 피해자가 아무런 선입견이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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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그 용의자를 포함하여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하

고 그 중에서 범인을 식별하였다든가 하는 부가적인 사정이 있다면, 직접 목

격자인 피해자의 진술은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한 그 증

명력이 상당히 높은 것이라 하겠으나, 피해자가 범행 전에 용의자를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객관

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잘못된 단서에 의하여 범인

으로 지목하고 신병을 확보한 용의자를 일대일로 대면하고 그가 범인임을 확

인하였을 뿐이라면,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무의식적인 암시의 가능성에 비추어 그 피해자의 

진술에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용의자를 일대일로 대면하여 범인이라고 식별하는 수사

과정은, ①용의자가 피해자와 안면이 있거나 ②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용의자

를 범인으로 의심할 다른 정황이 존재하거나 ③피해자가 선입견이 없는 상태

에서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132)하고 범인을

식별하였다면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①피해자가 용의자를 만

나본 경험이 없고 ②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용의자의 유죄를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 없다면 목격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힘들다고 설

시하고 있다. 이 판결은 1심과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안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1심과 2심이 유죄의 직접적 증거

로 내세운 것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전부이므로 피해

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의 핵심적 판단기준이다. 즉 피의자의 유죄를

증명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지나가던 화물차량이 수

상하여 추적하였고,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뒤 차량에 탑승하여 지나가다가

경찰로부터 도주한 것으로 의심하고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 피해자들에게

식별을 의뢰하였다. 즉 수사기관은 유죄의 객관적인 증거없이 피고인을 의심

하여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그들이 범인이라는 피해자들의 식별진술에 근거

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지었다. 대법원의 판시는 일대일로 피의자(피고

132) 문맥 상 line-up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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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대면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함부로 믿기 어렵다는 원칙적인 내용이라

고 평가할 수 있다. 2000도4946 판결의 판시사항은 이후 2003도7033 판결에

의하여 show-up을 지양하고 line-up을 수사기관 및 기소기관에 권고하는 내

용으로 바뀐다. 2003도7033 판결의 판결요지를 살펴보자.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

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

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

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2]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

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

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

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

판결요지의 [1]부분은 2000도4946의 판시를 반복한 것이다. [2]부분이 새로

이 추가된 부분이다. 범인식별절차를 할 때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

면 ①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을 사전에 상세히 기록하여 ②용

의자를 포함하여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목격자로 하여금 범인을 식별하도록 해야 하고 ③용의자와 목격자, 비교대상

자가 상호 접촉하지 못하여야 하고 ④대질 과정과 결과를 사후에 검토할 수

있도록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여야 한다. 즉 대법원 선고 2003도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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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은 ‘②용의자를 포함하여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

격자와 대면시켜 목격자로 하여금 범인을 식별’이라는 line-up의 실시 권고

부분이다. 이 판결은 1심과 2심, 3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는 line-up보다는 사진 한 장만을 제시하는 show-up의 범인식

별절차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show-up의 신빙성을

낮다고 평가하고 line-up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여 수사기관의 범인식별절차

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원칙을 천명했다. 실제로 2003도7033의 판결요지는

인천지방법원 2005.2.18. 선고 2004고단5297 판결, 대법원 2005.6.10. 선고

2005도1461 판결, 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도7363 판결, 대법원 2005.6.24.

선고 2005도734 판결 등에서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line-up 권고

판시는 2008도12111 판결에 이르러 후퇴하는 경향을 보인다. 2008도12111 판

결의 판결요지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

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

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

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

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

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

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

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

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

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

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

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

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

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

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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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

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

다.

2008도12111 판결문은 맥락 상으로는 2000도4946 판결, 2003도7033 판결과

같다. 즉 show-up보다는 line-up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범죄 발

생 직후에는 show-up을 실시하여도 된다고 판시함으로써 기존의 엄격한 판

례기준을 무너뜨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적 견

해를 제시하고 있다.133) 10여 년 간 대법원의 판시 방향은 show-up의 신빙

성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에서 line-up에의 권고, 그리고 line-up의 원칙과

show-up의 예외적 허용으로 변하였다. 주목할 사실은 여전히 show-up보다

는 line-up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show-up을 실

시하지 아니할 것을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판결문들

을 살펴보면 여전히 수사기관에서는 show-up 방식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목격자 진술의 문제점(판결문의 검토)

서울고등법원 2008.1.9. 선고 2007노2244 판결을 살펴보자. 이 판결은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에 대하여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9.21. 선고

2007고합153 판결)에서는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판

결이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을 거부하

고 도주하다가 경찰관들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였고,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

건인 자동차로 충격을 가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심에 따르면 피고인의 유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목격자인 경찰관들의 진

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목격자들의 진술을 수사한 수사관들이 show-up을 실

시한 것으로 보인다. 2심 판결문을 살펴보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목격자들은 위 승용차의 운전자를 현장에서 검거하지 

133) 김상준, 전게논문, p16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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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채 그로부터 17일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을 대면하면서, 피고인과 인상착

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보고 그 중에서 피고인을 지목하였던 것이 

아니라, 다른 비교대상자 없이 피고인만을 직접 대면하고 피고인이 범인이라

고 확인하였다.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범인식별절차에 있어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고, 이미 대면 이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암시

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추가적으로 이 판례는 준거틀1-1(노출시간), 준거틀4-1(수사관의 암시)를

위배하였다. 야간에 짧은 순간 범인과 대면하여서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목

격하기 힘들며, 잘못된 범인식별절차로 인해 목격자들에게 피고인이 범인이

라는 암시가 주어졌을 개연성이 크다고 재판부에서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부산고등법원 2011.9.1. 선고 2011노108 판결을 살펴보자. 2심 판

결문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단독 제시하여 범

인의 인상착의가 비슷하였는지 진술을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납치, 감금 등으로 구속 송치된 피고인과 첩보보고서 상의 범인의 인상착의가 

비슷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최근 사진을 발췌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었

고, 피해자들이 사진 상의 인물이 범행을 한 사람이 맞다고 하자 그 즈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그 고소장에는 이미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단독으로 제시하여 line-up이

아닌 show-up을 실시한 것이다. 2001년에 show-up의 신빙성이 낮다는 판시

가 있었지만 그로부터 6년, 1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show-up을 실시하고 있

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은 다른 사건의

용의자를 목격자들에게 범인으로 단독 제시하여 확인을 의뢰하고 있다. 단순

히 조사대상자인 용의자가 다른 사건의 용의자일까 하는 수사관의 의심이 작

용한 것이다. 일종의 짜맞추기 수사이다. 서울고등법원 2002.3.28. 선고 2001

노3100 판결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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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성추행한 사건의 용의자로 피고인을 체포하여 조사하던 중, 유사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용의자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한 경찰관들의 연락을 받고 

파출소에 출석하여 대기하다가 위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는 피고인을 

상당 기간 본 다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을 뿐만 아니라...134)

2001노3100 판결의 경우 2심 재판부에서는 1심의 심리 미비도 같이 지적하

고 있다. 구체적인 판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2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

으나, 원심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경찰, 검사 앞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모친의 

증언과 검사 앞에서의 진술, 수사관의 증언 및 그가 작성한 외근근무수첩 등

을 증거로 채택하여 위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검사 앞에서의 피고인 진술도 유죄의 증거로 거시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자백하였다거나 유죄 판정의 뒷받침이 될 만한 

진술을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일대일 대면에 의한 목격자들의 범인식별진술을 증거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범행부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증거로 채택하여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10.6.9. 선고 2010노73 판결도 다른 사건의 피고인을 목격

자인 피해자에게 식별하도록 하여 문제가 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종전 범행’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데…(中略)…종전 범행

의 조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관들이 이 사건 범행의 조사 역시 담당하게 되었

고, 그에 따라 경찰은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유사한 점, 피해자 

및 이웃주민 진술의 차량 종류, 차량번호, 번호판 색깔, 범인의 나이 등이 이 

사건 차량의 그것들과 유사 또는 동일한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및 

이 사건 차량의 사진을 제시하여 범인 및 범인이 타고 간 차량이 맞는지를 물

134)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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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인이고 범인이 타고 간 차량도 이 사건 차량

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즉 수사관들은 단순히 범행의 수법이나 차량이 유사하다는 근거 하에 다른

사건의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지목의뢰하여 그가 범인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얻어 내었다.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이 수사기관의 의심만이 작용한 것이

다. 2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찰은 피고인의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유사하고 

차량종류나 번호 등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강한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하면서 다른 가능성에 대한 검토나 수사를 소홀히 하였

고,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질 수 있는 사실들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피고인이 단

독으로 조사를 받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범

인일 것이라는 강한 암시를 주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하였고, 그와 

같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복장까지 확인하게 되자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하게 되

었을 가능성, 나아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까지 충

분하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체포하여 그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주관적인 판단 하에 다른

사건의 피고인이 당해 사건의 피고인일 것이라 판단,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

하여 피고인을 법정에 세웠다. 수사기관이 짜맞추기식 수사135)를 하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한국

의 수사현실에서는 인상착의가 비슷한 다른 사건의 피의자를 당해 사건의 피

135) 판결문에서 물적 증거에 관련하여 짜맞추기 수사를 한 대목이 발견되어 전문을 옮겨본다. 
“인상착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검거 당시 회색 티셔츠와 청바지 및 샌들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만 확실할 뿐이고, 범행 일시경 피해자 진술의 빨간색 줄무늬 티셔츠와 흰색 운
동화를 신고 있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中略)…더욱이 경찰이 피고인의 처로부터 빨
간색 줄무늬 티셔츠와 흔색 운동화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맞는 
옷과 운동화를 제출받았을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의 복장을 하고 있었
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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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로 목격자·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식별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

후술하여 별도의 판단지침 항목으로 삽입하였다.

당해 2심 재판부에서는 준거틀의 몇 가지 사항을 더 지적하고 있다. 준거

틀4-4(show-up의 실시), 준거틀2-1(시간의 경과에 따른 망각의 진행), 준거

틀4-1(수사관의 암시적 언급)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인 2심 판결문을 통해

해당 부분을 살펴보자.

그 직후 경찰은 19:00경부터 사천경찰서에서 피고인을 피의자로서 조사하였

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보안 창문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을 보

여주며 범인인지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경

찰은 20:00경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빨간색 줄무늬 반팔 

티셔츠 및 운동화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후 다음날인 2009.8.29. 피해자에

게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위 압수물이 범인이 입고 있던 옷 및 신발이 맞다고 

진술하였다.…(中略)…앞서 본 ‘포위․긴급배치’나 ‘긴급사건수배지령일지’에 피

해자가 신고한 차량번호가 ‘G’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범죄 신고시 최초로 

작성되는 ‘112신고 사건 처리표’에는 차량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아울

러 위 각 서류의 내용, 특히 발령일시나 발생일시를 112신고 사건 처리표상

의 신고․접수․지령시간과 비교해 볼 때, 이는 당시 범죄 신고에 따른 대응 과

정에서 즉각적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보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

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차량번호가 ‘G’인지조차도 분명하지 않은 점, 원심 법

정에서 피해자 진술, 즉 ‘앞 번호 2자리는 확실했고 뒤 번호 2자리는 확실히 

몰랐는데 형사가 와서 알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이하 생략)…

show-up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판시가 있은 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흘렀지만 아직 수사기관에서는 show-up을 실시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

록 망각이 진행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경찰․검찰에서는 이것을 존

중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며 수사관은 피해자 진술의 미비한 점을 직접 보충해

주기도 하였다. 유죄의 예단이 수사관에게서 피해자에게로 반영된 것이 아닌

가하는 의심이 든다.

추가적으로 판결문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은 증거수집절차를 소홀히 한 정황



- 78 -

이 포착된다.

경찰로서는 범인이 범행과정이나 피해자와의 격투과정에서 남긴 지문이나 모

발 등을 수거, 분석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이 진범인

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도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시도를 하지 아

니하였고, 아울러 피고인은 검거 당시부터 사건 발생일 며칠 전에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변소하였는데, 그 때 확인하였다면 피고인이 범행 후 검

거 전에 머리카락을 잘랐는지 여부도 비교적 쉽게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임에

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최소한의 조사나 확

인도 하지 않았다.(2심 판결문) 

수사관이 수사를 성실하게 하여 피고인이 무죄라는 증거를 발견하였다면

무고한 시민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수사관의 수사 소홀을 후

술하는 판단지침에서 하나의 항목으로 기재하였다. 경찰은 증거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조사하여야 하고 검찰에서는 이를 수사지휘하여야 할 것이며 법원

에서는 미비한 수사관의 조사태도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4. 부정한 line-up의 실시

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도7363 판결은 line-up이 실시되었으나 그 방법

에 있어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암시적 방법으로 실시된 사건을 다루었다. 이

판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으로 1심에

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3심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다.

가. 사건의 요지

2심 재판부에서는 경찰의 범인식별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의

식별에서의 오인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2심 판결문136)을 살펴보자.

136) 서울고등법원 2004.10.19. 선고 2004노17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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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1는 경찰 조사 시 강간범인 ‘★♣’는 25세 내지 28세 정도로서…(中

略)…진술하였고, 이에 경찰은 1980년에서 1985년까지의 출생자들(20세 내지 

25세) 중 성이 김, 이, 박에 이름이 ‘★♣’인 사람3명과 그 외 이름이 ‘★♣’이 

아닌 사람2명 등 총5명의 칼라사진과 흑백사진을 입수한 다음 위 5명에 대한 

칼라사진을 1장의 종이에 출력하고, 각각의 사진 밑에는 5명의 이름과 생년월

일이 적한 상태로 보여주었는바, 우선 피해자2는 강간범의 이름을 ‘★♣’라고 

알고 있으므로 2명의 대조군은 범인에서 제외하고, 이름이 ‘★♣’ 인 사람3명 

중에서 범인을 지목할 가능성이 많고 그들 중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달리 짧

은 스포츠머리를 한데다가 다소 눈이 날카롭고 이목구비가 뚜렷하여 강한 인

상을 주는 편이어서 피해자2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을 가능성이 많다.

3심 재판부에서도 식별절차에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있

다.

피해자는 범인의 머리가 짧고 단정한 스타일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이 피

해자들에게 제시한 5명의 사진 중 머리가 짧은 사람은 피고인 혼자뿐이었으므

로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놓고 범인을 지목케 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사실…(이하 생략)…

2심 재판부와 3심 재판부에서는 범인식별진술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잘못된 line-up에 의해 피고인을 고르도록 암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2심 재판부가 설명하는 수사기관의 범인식별절차는 심각한 수준

이다. 피해자가 진술한 이름을 사진 밑에 적어놓는 행위는 객관적인 상황에

서 피고인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피고인을 고르도록 암묵적․

무의식적으로 강요하는 셈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3심 재판부에서는 준거틀4-2(목격자 상호 간의 영향)을 지적하

고 있다.

제 6 절 아동 목격자 진술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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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06.11.17. 선고 2006노91 판결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 확정된 사건이다.

가. 사건의 요지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피해자를 보

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여자화장실로 데리고 간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

음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문지르는 등 위계로 13세 미만의 부녀를 추행하였

다. 2심 재판부도 인정하듯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

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심 재판부에서는 아동의 범인 지목 과

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목격자 진술의 문제점(판결문의 검토)

2심 판결문을 살펴보자.

피해자 모는 다음날 아침 이웃집에서 초등학교 앨범을 빌려다가 선생님들이 

실려 있는 사진들을 피해자에게 하나씩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야?” 라고 물어

보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몰라’라고 대답하자 이를 미심쩍어 

한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이 범인이 아닌지를 추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

인이 범인이라고 대답하였으며…(中略)…경찰 진술 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 

졸업앨범을 통하여 다시 범인으로 지목하였으며…(이후 생략)…

즉 피해자가 최초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진술은 어머니의 개입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졌다. 2심 재판부에서도 피해자 지목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였다. 구체적인 재판부의 지적 사항을 읽어보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인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아무런 보장이 없음에도 

위 학교 선생님이라는 전제(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을 처음 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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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말하면서도 범인의 신분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래 위 학

교 앨범을 통해 한정된 남자 선생님 사진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점, 피

해자는 당시 만6세 10개월의 여아이고 자신이 부모로부터 혼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이 있었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목하게 함에 있어

서는 주위 사람들의 개입이 전혀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범인 지목이 이루어

졌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가 졸업앨범을 통하여 범인을 지목함에 있어 피해자

의 모의 개입이 어느 정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中略)…피해자 모

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고서 곧바로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모의 생각과 행동은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의 첫 대면도, 피해자 모와 피해자 삼촌이 학교에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단

정 하에 상당한 소란을 피운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 모 등

의 행동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함에 있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

으리라 볼 여지가 있는 점…(이하 생략)…

2심 재판부는 아동 피해자가 범인을 지목함에 있어 주변 인물의 영향을 받

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1심 재판부137)에서는 주변 인물에 취약한 아

동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2심 재판부와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었

다. 심지어 1심 재판부는 아동 진술에서의 모순점은 사소하게 여기면서 피고

인 진술의 모순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여기고 있다. 1심 판결문을 보자.

피해자가 범인이 교사인지 몰랐다고 말함에도 경찰조사 이전에 피해자 모의 

학교앨범 제시로 피해자가 범인식별을 위해 피고인의 사진을 미리 보았고, 피

해자의 가족이 학교를 방문하여 항의할 때 피해자가 범인의 복장과 비슷한 차

림의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였으며, 경찰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조사하면서 

범인이 선생님임을 전제한 질문을 반복한 후 같은 앨범은 통해 범인을 식별하

게 하였고, 그 후 경찰의 편면경에 의한 범인식별절차가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수사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범인의 복장과 범행 당일 피고인의 출근 복장에 다소 

137) 전주지방법원 2006.8.10. 선고 2005고합1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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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점…(中略)…등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

로 직접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의심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中略)…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 당일 출근할 때 

발생한 접촉사고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경미한 흠이 생겼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관으로부터 흠의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사고 흔적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처음 진술과 어긋났는 데다가,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어 

피고인이 급정차하는 바람에 후행 차량으로부터 추돌당하는 접촉사고가 났으

나 아무런 인적사항도 받아두지 않은 채 후행 차량을 보낸 후 사고를 유발하

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딪히지도 않은 택시를 정차시켜 그 기사와 말다툼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어려운 점 등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을 범인으

로 인정할 정황 내지 부가적인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아동의 진술이 피해자 모의 영향을 받아 왜곡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1심 재판부는 안일하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신빙성을 인정한 판단근거가 없다. 오로

지 ‘진술을 배척할 합리적 의심’이 없다는 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이유의

전부이다.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1심 재판부가 아동의 진술

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의심이 든다.

게다가 피해자 진술에서의 모순점은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보지 아

니하지만 피고인 진술에서의 의심스러운 점은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간주하여 두 사람 사이의 판단 기준이 다른가하는 의심―재판부의 유죄편향

성―도 가질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목격진술에서의 모순점을 판단하면서 어

떠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 진술

을 신뢰하지만 피고인 진술에서는 진술의 불일치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피

고인 무죄변소를 배척하고 있는 것이다.

다. 판결문들을 검토하며 나타난 추가적 문제점

아동인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례를 통해 검토하다보면, 목격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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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아니지만 아동과 비슷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떨어지거나 신뢰도가 낮은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견됐다. 구체적으로는 정신 지체아, 위

증을 일삼는 목격자의 진술에서 신빙성이 문제되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부 2012.2.22. 선고 2011노184 판결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딸의 진술에 근거한 1심 재판부138)의 유죄 선고를 파기하여 무죄로

선고한 판결이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2심 재판부에서 피

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였다. 2심 판결문을 살펴보자.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이 자발적·임의적으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유도적·폐쇄적·암시적 질문들에 의해 이끌어 내어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딸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하 생략)…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딸의 진술의 신빙성도 부정하였다.

당심의 사실조회서에도 지적장애인의 경우 낮은 지적 수준과 인지력으로 인해 

시간이나 장소개념이 희박하다…(中略)…강간 범행을 사건의 순서성에 의거하

여 명료하게 기억하는 것은 더욱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中略)…강간 범

행과 관련하여 ‘할머니가 있는 방으로 도망쳤다가 피고인이 할머니 방으로 오

기에 다시 밖으로 도망쳤다가 피고인이 가고 나서 다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

다가 ‘엄마와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것을 봤는가요, 못 봤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방에 있을 때 보았다고 답변하였다가 ‘할머니 방에서는 엄마와 피고인

이 성관계하는 것은 안 보이는데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집 뒤쪽으로 가서 

창문을 통해 보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당심에서도 장소와 관련하여 피고

인이 옥상에서 자신을 강간한 후 피해자를 밭에서 강간했다고 진술하는 등 하

나의 사건을 시간의 순서성에 맞춰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의 성폭행 사실을 뒤섞어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하 생략)…

1심 재판부는 취약한 정신 지체아의 목격진술에 근거하여 유죄의 판단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에서는 정신 지체아의 목격진술에 문제를 제기하며 무죄

138) 창원지방법원 2011.9.22. 선고 2010고합255,2010전고20(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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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고하였다. 정신지체아들은 일반적인 성인처럼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

보지 못한다. 자신이 바라보고 싶은 부분만을 바라보며 사안의 시간 순서에

의거하여 목격정보를 저장․인출하지 못한다. 일반 성인의 목격진술도 앞에

서 살펴본 것처럼 정확하지 아니한데 그보다 목격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지체

아가 목격자로서 유죄의 증거가 된다면 증거로 인정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다.

대구고등법원 1986.5.28. 선고 86노263 판결은 범행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

이 없다 하여 배척된 사례로서, 범행목격자가 법정에서 계속하여 위증을 하

는 점을 재판부가 지적한 사례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이 소매치기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과 현장에 출동한 의무경찰대원의 진술이 유력

한 유죄의 증거이다. 목격자의 진술은 범행의 과정에 관하여 “훔치는 것은

못 보고 지갑을 버리는 것만 보았다”, “피고인이 빨간지갑을 빼내어 가더라”,

“피고인이 소매치기라는 것을 평소에 알았으며 빨간지갑을 꺼내더니 골목길

로 돌아서서 돈을 꺼내고 부근 길거리에 버립디다” 등으로 계속하여 번복되

고 있다. 목격자는 여러 번의 실형 선고 전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법정에서는

복역 사실을 부인하며 위증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 재판부에서 목격자 진술

을 배척하였다.

지금까지 제2장 제6절의 이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 판결문들을 고찰하였다. 그런데 판결문들을 읽어보면 이론적 연구에

서는 발견되지 않던, 한국에서만 독특하게 발견되는 목격자 진술 관련 문제

점이 등장하였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만 발견되는, 목격자 진술을 취급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사안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연구해 보겠다. 각각의 항목은 목

격자 진술이 유일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경우, 목격자 진술에 대한 과도한

신뢰,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목격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무시·묵살,

목격자 진술 내용이 체포된 피고인의 특징과 불일치, 소위 ‘조서재판’의 흔적,

수사기관의 증거확보절차 미비, 법원 권고사항 미준수,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

에 대한 체크 기능 결여, 검찰의 무리한 기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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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추가적 문제점 연구

1. 목격자 진술이 유일한 유죄의 증거

서울고등법원 2005.6.10. 선고 2005노282 판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을 포함한 여러 사건에 대하여 1심에

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다. 여기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관하여서만 살펴보도록 하자.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에 이르러 도구로 방범창살을 잘라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

자를 강간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경찰에 검거된 이후 2심에 이르기까지 공

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1심 판결문139)은 7쪽에 불과한 짧은 판결문으

로, 1심 재판부는 별다른 고민없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2

심 재판부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야 한다. 2심에 따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이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자신을 강간한 범인으로 지목하였으며 수사기관에게 틀

림없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

의 진술의 신빙성을 탈락시키고 있다.

첫째, 수사관의 암시이다. 경찰은 다른 강간미수 사건의 범인으로 CCTV에

찍힌 피고인의 사진을 유사사건의 범인이라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유사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라고 피해자에게 언질을 준 행위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

139) 인천지방법원 2005.1.14. 선고 2004고합589,638(병합) 판결, 2004초기2281 배상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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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한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암시가 주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해

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것은 준거틀3-3(경찰과 변호사의 영향), 준

거틀4-1(수사관의 암시), 준거틀4-4(show-up의 실시)에 위배된다. 특히

show-up관련 판결이 2001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년여가 지나도록 경찰·

검찰에서는 지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대법원 판시 사항에

대한 준수 필요성을 후술하는 하나의 판단 항목으로 삽입하였으며 판결문을

활용하여 별도로 고찰해 보았다.

둘째, 짧은 시간 범인을 보았으며 무기집중효과로 인해 범인의 얼굴을 정

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실제로 범인을 본 시간은 고작 1분이다.

짧은 시간 동안 범인의 얼굴보다는 흉기에 지각이 집중되어 범인 얼굴에 대

한 정보를 정확하게 두뇌에 기록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정

확히 보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140) 이것은 준거틀1-1(노출시간), 준거

틀1-3(폭력성·스트레스·무기집중효과)를 위배하였다.

셋째, 피해자의 기억이 구체화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입이 돌출형이

었다’(검찰 단계 진술)→‘입이 돌출되어 있고 수염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

었다’(원심 법정 진술)→같은 취지의 진술(당심 법정 진술)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수사와 공판이 진행될수록 피해자의 얼굴 묘사 진술이

구체화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준거틀2-1(망각곡선)

을 위배한 것이다.

넷째, 기억의 간섭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목격자가 목격 후에 새로운 정보

를 접하면 그 정보가 원래의 기억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이른바 ‘기억의 간섭’

현상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찰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 경찰에서 대면까지 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오신에 빠지게 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준거틀2-2(사후 정보 효과, 기억의 혼합)을 위배한 것이다.

즉 1심 재판부는 취약한 목격자141) 진술을 심리없이 신뢰하여 피고인을 유

140) 재판부가 ‘무기집중효과’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면서 범인의 얼굴을 목격했다는 피해자 진
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재판부가 목격자 진술의 취약성을 인식한 채 
재판에 임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141) 당해 판결문의 경우 피해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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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로 선고하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에서 조목조목 비판하듯이 목격자 진술

은 신빙성이 낮다. 유일한 증거인 목격자 진술이 위험한데, 이것을 근거로 유

죄를 선고하면 억울한 옥살이, 억울한 재판이 만연할 것이다.142)

더불어 2005노282 판결은 본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바로 사법종사자

들이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목격자 진술

의 위험성을 모르는 재판관들은 조서재판 수준의 재판을 하거나 목격자 진술

의 취약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재판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노282

판결의 재판관들은 ‘무기집중효과’, ‘기억의 간섭 현상’ 등의 용어를 구체적으

로 언급, 목격자 진술의 위험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검찰 측 증거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무고한 시민을 무죄로 풀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 판결은 판단지침

제작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서울고등법원 1998.3.20. 선고 97노3111 판결도 피해자의 목격진술이 유일

한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된 사건이다. 이 판결은 강도상해와 강도 두 사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건으로, 강도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 모두 무죄

가 선고되었다. 먼저 강도상해 사건을 살펴보자. 2심에 따르면 강도상해의 유

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결국 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진술 뿐이므

로 아래에서 그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 본다.(2심 판결문)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강도상해 범행을 당하였는데 당시 현관등과 가로등이 환히 켜져 있는 상태에

서 범인을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범인의 인상과 착의상태를 유심히 보았

142) 다음 문구를 통해 단독 증거를 활용한 유죄 선고의 위험성을 알 수 있다. “반면 한 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이 오직 특정증거에 달려있는 경우, 다른 증거의 수효는 역시 사실의 개연
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오직 그 특정증거의 증거가치가 결정적일 뿐, 다른 
증거들은 그 증거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증거가 서로 무관할 때, 즉 각 증거가 단독으로 
증명자료가 될 경우에는, 증거가 많을 수록 사실의 개연성은 더 높아진다. 이 때에는 어느 하
나의 증거가 결함이 있더라도 다른 증거의 신빙성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Cesare 
Beccaria, 『범죄와 형벌』, 한인섭 옮김(서울 : 박영사, 2006), 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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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中略)…경찰관이 출동하여 범행 장소 부근에서 신고된 인상착의와 일치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정지시킨 다음 검거 현장에 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본 

결과 그 인상착의가 범인이 틀림없다는 것이다.(2심 판결문)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검찰 측 증거의 증명

력143)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의심을 받게 된다.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입증되

고 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범행을 당한 시각은 01:54경으로 되어 있으나…(中略)…피

해자가 강도 피해를 당했다는 말을 하자 옆에 있던 건물주가 전화번호를 뒤져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는데 강도 발생 시부터 전화 신고시까지 약 4 내지 5분

이 걸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위 전화신고가 실제로 112에 접수된 것은 

01:51:00부터 01:52:19까지인데 15초 이상의 오차가 없는 사실, 신고 접수된 

내용이 관할파출소에 지령으로 도착한 시각이 01:53:44로서 경찰관이 지령을 

받고 출동한 시각이 01:54로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결국 이 사건 범

행 시각은 01:46에서 01:47분 사이가 될 것이다.

사건 전날 약혼녀가 출발하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 바

(01:20:53-01:21:56) 피고인이 약혼녀의 도착 시간(40분)을 계산하여 늑장을 

부리다가 잠이 들어 만나지 못하자 사건 당일에는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하여

(01:47:55-01:48:56) 만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취방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를 밀행하기 시작한 장

소까지는 200m이며 여기서 범행 장소인 피해자의 집 앞까지는 138m인 점에 

비추어 범행 시각이나 112신고 시각에 범행 현장에 나타날 수는 없음이 명백

하다.(2심 판결문)

피고인에게는 범행 시각에 현장에 없었을 수 있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피

고인의 강도상해 사건을 유죄를 판단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지

만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목격진술과 확언적인 식별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143)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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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한 것이다. 또한 최초에 피해자는 범인의 인상착의를 목격하지 못하였다

고 초동경찰관에게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별개 사건인 강도 사건의 경우 1심에서조차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2심에서

는 검사의 항고가 기각하여 다시 한 번 무죄가 확인되었다.

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유일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

다고 할 것인바144)

1심 판결문에서 언급하듯이 강도 사건에서의 유죄의 주요 증거는 피해자의

목격진술이었다. 그런데 1심 재판부 판결문을 살펴보면 기소의 주된 증거인

피해자의 목격진술이 허위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범인으로부터 맞고 넘어지면서 얼굴을 45도 각도로 돌려서 그 남자를 쳐다보

았는데 당시 집 앞의 길 양쪽 전봇대에는 방범등이 있고 빌라의 현관 안쪽에

는 등이 하나 있어서 범인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범인이 다가와 겁

이 나 소리를 지르며 눈을 감아버렸지만 그 이전까지는 범인의 인상착의와 용

모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대 초반 정도이며 키는 175cm정도이고 금테안경

을 쓰고 있었다. 사건 발생 후 보름 정도 지나서 동네에서 강도 범인이 한 명 

잡혔다는 말을 듣고 종암경찰서로 가서 형사과 사무실의 창문을 통해 피고인

을 보는 순간 범인이 틀림없다고 소리를 질렀고 가까이서 확인해보니 곱슬머

리, 얼굴 생김새, 눈매, 안경쓴 모습 등이 틀림없이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확

실히 확인을 해 주었다…(中略)…피해자는 무서움에 눈을 감았다고 진술하는 

바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다. 현관등 내지 가로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도범행을 당하는 긴

박한 순간에 10초 정도 범인을 본 기억으로 보름 정도 지난 시점에 얼굴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범인의 인상착의 중에

서 안경낀 눈매가 확실히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꿈속에서 꿈도 꾸고 시달렸는

데 꿈꿀 때 눈빛과 얼굴 윤곽이 떠올랐다고 진술하는 바 그와 같은 기억만으

로(피고인의 얼굴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점을 정확히 지적하지 못하고 있

144) 1심 판결문인 서울지방법원 1997.12.9. 선고 97고합6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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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해자가 기억하는 얼굴이 바로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이 받아들일 만한 것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1심 판결문)

결국 피해자는 자신이 꿈 속에서 바라본 사람의 얼굴을 목격한 것처럼 진

술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자신이 목격하였다고도 하기 힘든

범인의 얼굴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여 범인으로 몰고 간 것이다. 하지만 피

고인은 사건 당시에 범행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다른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한다…(中略)…다른 도시의 

지인과 피고인이 전화를 한 날이 사건 당일임을 확인할 수 있다…(中略)…피

고인이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경에 그 기재 장소와는 다른 장소에 있

었다는 알리바이 주장은 받아들일 만하다 할 것이다.(2심 판결문)

결국 기소기관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에 범행 현장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조사해 놓았지만 이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기소, 무고한 피고인을 2

심까지 고생시킨 셈이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일삼으

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묵살한다는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무시하면서까지 피해자 목격진술의 신빙성을 신뢰

하였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던 것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그리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보의 무시·묵살은 판단지

침 작성 시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검토하였다.145)

145)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제시된 판결문은 수없이 많다.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도4946 판결, 대법원 선고 2008.1.17. 2007도5201 판결, 대법원 2005.5.27. 선고 2004
도7363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4.12.1. 선고 2003고단366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4.12.23. 
선고 2004노1723 판결, 대법원 2005.5.26. 선고 2005도13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7.22. 선고 2010고합324,2011고합22(병합),2011전고5(병합)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5.2.18. 선고 2004고단5297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87.9.23. 선고 87고단336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0.1.27. 선고 99노683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0.12.19. 선고 2000노
628 판결, 부산고등법원 1998.4.15. 선고 98노5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2.8.14. 선고 2001
노84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1.29. 선고 2002노79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6.10. 선고 
2005노28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4.20. 선고 2005노9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1.9. 
선고 2007노22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2.1. 선고 2007노2370 판결,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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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격자 진술에 대한 과도한 신뢰

서울고등법원 2006.4.20. 선고 2005노949 판결은 강도살인 사건에 대해 1심

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을 무죄로 파기한 판결이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

판부146)와 2심 재판부 모두에서 피해자의 목격진술이 유일한 유죄 증거라고

인정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이 유일하나(1심 판결문)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 중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

거는 목격자(피고인의 처)의 진술만이 있을 뿐이다(2심 판결문)

2심 재판부와 1심 재판부가 각각 목격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모습을 살펴

보면 1심 재판부가 목격진술에 과도하게 신뢰력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목격자는 이 사건 범행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위 범행을 목격하고도 피고인의 

협박과 기세에 억눌려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지내다

가 사건 발생 후 8여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피고인이 사람을 살해하였다는 

말을 잠시 언급하였고 이후 2년이 더 흐른 뒤에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中略)…피고인의 처는 처음부터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망치이고 피고인이 당시 범행현장에서 가지고 나온 소형금고 

속에 가스총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식당구조, 자신과 피고인이 앉

았던 좌석의 위치, 주문한 메뉴의 종류와 양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위 

진술이 당시 범행현장과 대부분 일치하는 등 범행현장에 있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정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다…(中略)…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에서 이를 피고인이 한 범행이라고 뒤집어 씌웠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1995.10.17. 선고 95노2114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9.26. 선고 97노929 판결 등이 있다.
14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4.27. 선고 2005고합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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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147)

1심 재판부는 단순히 목격자가 현장의 세부적인 사항을 기억하고 범행도구

나 흉기를 기억한다는 것을 이유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목

격자 진술 자체에 내재하는 문제점 등은 전혀 다루지 아니한 것이다. 현장과

의 일치만을 근거로 목격자의 진술을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

결문을 살펴보면 목격자의 진술에 수많은 모순점이 발견된다.

사건 현장의 전등을 끄고 나왔는지에 관하여 본인은 끄지 않았고 피고인이 끄

고 나왔는지에 관하여는 기억할 수 없으며, 자신들이 앉았던 식탁의 고기가 

왜 타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는지도 알 수 없고, 피해자의 옷이 왜 벗겨져 

있었는지 등도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목격자가 진술하는 범행의 경과에 

따르면 위 부분들에 관하여 합리적 설명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

목격자의 지문은 현장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바…(中略)…목격자

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방안을 뒤진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위 상

황과 부합하지 아니한다.…(中略)…사건 당시의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고 진

술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사건 현장에서의 의문점들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

다고 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바, 범인의 

정체, 범행의 경과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현장 상황 관

련 진술)

목격자의 딸은 피고인을 친부처럼 여기고 각별한 애정을 표시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되는 등, 목격자가 주장하는 바와는 사뭇 다르다.(신고 동기) 

중요한 부분이라 할 가격 직전 피해자의 모습에 관하여 정확하지 아니한 내용

을 확신하듯이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이를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격 직전 피해자의 모습)

목격자는 피고인이 망치가 든 쇼핑백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순간 피해

자를 가격할 것을 알아차렸는지, 피해자를 가격한 후 망치로 때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다(피해자를 가격할 당시의 상황)

147) 1심 판결문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4.27. 선고 2005고합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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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먼저 카운터 위의 금고를 확인한 후에 안방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안방에 들어가서 뒤지고 나와 금고를 확인하였는지, 목격자가 피고인이 피해

자를 가격한 후 즉시 식당 밖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금고를 들고 나

올 때까지는 신발 벗는 곳에서 지켜보면서 기다렸는지에 관하여 그 진술이 역

시 일관되지 아니한다(피해자를 가격한 후의 상황)

다른 부분의 진술과 대비하여 볼 때 이 부분은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이 범인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곳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더구나 피고인이 챙겼다는 가스총이 피고인의 집

에서 발견되지 않은 이상 목격자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금고

를 열 당시의 상황)

조사가 거듭될수록 처음 진술에서 나오지 않았던 많은 구체적 내용들이 새로

이 추가되고 있는바 이 점에서도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

다.(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점 자세해지고 구체적으로 변함)148)

이처럼 목격자는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사건 현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사건 현장과 목격진술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목격자의 지

문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목격자가 실제로 사건을 목격하였는지

의 여부를 의심케 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

를 선고하였다. 목격자 진술에 과도하게 기대고 있는 재판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안일하게 판단하여 목격자 진술이 조금이라도

주변 상황과 일치하거나 목격자가 무기에 관하여 알고 있으면 목격자의 기억

을 신뢰하고 있다. 더불어 수사기관·기소기관은 목격자 진술 이외에 별다른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수사와 기소를 감

행하였다. 경찰·검찰·재판부가 목격자 진술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대구고등법원 2003.2.18. 선고 2002노575 판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의미성년자강간등)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

되었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결이다. 1심 판결문149)은 3쪽에 지나지

148) 2심 판결문.
149) 대구지방법원 2002.11.20. 선고 2002고합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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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조서재판식의 판결문이다. 1심 재판부가 거시하는 증거의 요지는 다음

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목격자가 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목격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고 2심에 이르기까지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1심 법원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근거는 목격

자의 진술이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목격자 진술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의 무죄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다.

목격자 역시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것을 직접 보

았다고 진술하였으나 1심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등 뒤에 서 있었기 때문에 피

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단지 배 부위를 만지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오히려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위 각 진술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다.150)

즉 목격자의 진술은 완전히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

려 피고인의 무죄가능성을 높여주는 발언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가 아니라 배를 만지는 것을 본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

만 1심 재판부에서는 별다른 고민없이 목격자 진술에 기대어 유죄를 선고하

150)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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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1심 증거의 요지에서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지만 검사 작

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모두 유죄의 증거로 활용

되었다. 1심 재판부가 목격자 진술에 과도하게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다.151)

3. 목격자가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목격자가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크게 피고인과 목격자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피해자와 목격자가 친한 경우, 목격자가 진범일 가능성의 세

경우가 있다.

(1)목격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안 좋을 경우

광주고등법원 2005.7.21. 선고 2005노188 판결은 폭행치사 사건과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폭행치사 사건에

관하여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이

다. 여기에서는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폭행치사 사건만을 살펴본다. 공소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바, 피해자가 대금을 달라며 항의하자 피해자를 계단 쪽으로 밀어

떨어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심의 폭행치사 유죄 판단 근거는 다

음과 같다152).

목격자인 피고인의 동거녀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금전 문제로 시비가 벌

어져 몸싸움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가 계단 아래에 쓰

러져 있었다…(中略)…당시 목격내용 및 정황에 대하여 경찰에서 비교적 상세

히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다시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검찰 및 이 

151) 두 판결문 이외에도 목격자 진술을 과도하게 신뢰하는 재판례가 많다. 광주고등법원 
1997.4.9. 선고 97노13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4.6.3. 선고 2004노165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1.12.27. 선고 2001노425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5.4.21. 선고 2005노9 판결, 부산고등
법원 1997.2.20. 선고 96노88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3.5. 선고 2002노919 판결, 부산고
등법원 2003.10.8. 선고 2003노405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1998.7.1. 선고 98노6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7.7. 선고 2001노56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2.11. 선고 2002노28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5.25. 선고 2004노804 판결 등을 찾을 수 있다.

152) 광주지법 2005.5.26. 선고 2004고합4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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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위 목격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된 진술 

내용이 일관되어 있다.

피고인의 후배로서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는 목격여부에 관하여 이를 극력 부

인하다가 조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1층 

계단 아래쪽으로 밀어버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이래 위 진술을 일관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상당히 구체적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의 

후배 또한 피고인 처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두 목격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가 수긍이 갈 뿐 아니라, 그들이 허위

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두 목

격자의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두 목격자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심 재판부는 두 목격자의 진술이 당시의 상황과 일치하고 목격자들의 진

술은 일관되어 있고 그들이 피고인의 협박에 따라 최초에 진술하지 아니하였

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목격자의 진술을 신뢰하였다. 진술의 일관성을

목격자 진술 신빙의 주된 이유로 거시하고 있다. 그런데 2심 재판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처의 진술은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

여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는지의 여부(위 공소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에 관하여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

술이 모순되는 점, 처(목격자)는 피고인과 함께 동거생활을 해 오다가 금전적 

정산문제 및 그로 인한 상호 간의 다툼이 남아 있고, 피고인에게 다른 애인이 

생겨 피고인과의 동거관계도 원만하지 않게 되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보이는 점, 후배인 목격자의 진술은 처

음의 진술과 나중의 진술 사이에 모순이 있을 뿐만 아니라…(中略)…경찰의 

제3회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에는 자신이 룸에서 홀로 나옴과 동시에 피고인

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출입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1층 계단 밑으로 밀

어버리고 곧바로 들어오는 것을 열려진 문틈 사이로 보았고 당시 카운터에는 

피고인이 씩씩거리고 서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의 제4회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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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을 때에는 어디에서 목격하였는지 모르겠고 자신은 두 겹의 출입문인 유

리문과 철제문 사이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밀어버리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계단에 쓰러진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른 곳으로 옮긴 경

위 및 그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은 그 당시 목격자와 

같이 있었다는 목격자의 각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2심 

판결문)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목격자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

하며 목격자 진술의 허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두 목격자의 진술

이 계속하여 변경되고 있으며 목격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좋지 않은 이상 목

격자의 진술에는 목격한 사실에 약간의 허위 또는 과장이 개입될 여지가 충

분한 것이다. 2심 판결문과 1심 판결문의 판단의 차이를 연구하다보면 1심

재판부가 목격자 진술의 변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 1심 판결

문에서 드러나고 있다.

피고인의 처의 경찰진술과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들 사이에 구체적인 정

황에 있어서는 불일치하는 점이 있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계

단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 자신은 당

시 유리문 안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은 

직접 볼 수 없었다고 진술을 변경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목격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中略)…그 전에도 계단에서 몇 번 구른 적

이 있어 이번에도 계단에서 굴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中略)…피고인의 

후배는 최초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운다는 말

을 들었으나 이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목격여부에 관하

여 극력 부인하다가 진술을 번복한 이래 위 진술을 일관하고 있으며…153)

1심 재판부는 두 목격자의 진술이 계속하여 변경되고 있지만 이는 두 목격

자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생각건대 1심 재판부는 주

된 진술의 일관성만 있으면 세부적 불일치는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탈락시

153)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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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요소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듯하다.

(2)목격자가 피해자와 친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07.11.8. 선고 2007노1498 판결은 폭행치사 사건에 관하여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결이다. 공소사실

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 지하 계단에서 피고인 지인의 얼

굴을 주먹으로 때리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1과 피해자를 건물 출입구로 끌고 나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지인의 멱

살을 잡고 싸우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 친구1과 같이 중간에서 이를 뜯어말려

노래방 건물 밖으로 내보냈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 지인에게

달려들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인도 바닥에 부딪히

게 하여 출혈상을 입게 하고 사망하게 하였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

해자의 일행이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1심 판결

문154)을 살펴보자.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친구1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친구2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피해자 친구1, 피해자 친구2 

각 대질부분 포함)

1. 피해자 친구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이것이 1심 재판부에서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전부이다. 피고인의 진술

기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자 친구들의 목격진술로 구성이 되어 있다. 1심

재판부가 목격자의 진술을 강하게 신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

다. 그런데 2심 재판부에서는 이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심 판결문에 나

15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6.22. 선고 2006고합2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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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목격자 진술부분을 살펴보자.

피해자가 머리로 몇 번 들이받으려고 하는 것 같았으나 실제로 들이받지는 않

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머리로 들이받는 것을 보지 못했고 피해자가 쓰러지

기 직전 상황도 보지 못했다…

당시 현장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를 목격하게 된 O는 경찰에서 피해자와 피

고인이 같이 서로 멱살을 잡듯이 옷을 잡고 있다가 피해자가 계단 위로 올라

오면서 피고인을 머리로 받더니 그 다음 서로 머리가 부딪혀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고 피고인이 머리로 세게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부딪힌 

것 같다…(中略)…검찰에서도 머리가 부딪힌 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 같다…

(中略)…피고인에 대한 대질신문 당시 피해자가 한 발을 턱 중간쯤에 걸친 상

태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도 같이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

가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피고인 쪽으로 들어가다가 턱에 발을 헛디디면서 뒤

로 넘어간 것 같고 서로 머리를 부딪치는 것은 보지 못했다…

피해자의 일행도 이 사건으로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붙잡더니 서로 머리가 부딪쳐 피해자가 쓰러졌고 피고인이 머리를 숙이

는 것만 보았고 피해자가 머리로 받는 것은 못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간호기록 사본에는 친구분의 말에 의하면 환자가 술을 마시다

가 타인과 머리박치기한 후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한 번 부딪쳤

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친구분은 피해자의 친구를 지칭하는 것이라

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친구는…(中略)…그 내용이 다른 목

격자들과는 전혀 다른 점, 피해자와 두 일행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신으로 초등

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같은 학교를 다녔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함께 

술을 먹고 피해자 친구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왔었던 점, 피해자가 당시 상당

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머리로 들이받았

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거시한 증거들은 모두 피해자 친구들의 진술이었다.

피해자의 친구들만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 오히려 현장을

지나던 몇몇 목격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보지 못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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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목격자의 진술은 1심 재판부에서 다투어지지

않았다. 1심 판결문은 판결, 주문, 이유(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만이 있는 짧은 판결문으로 1심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경도된 목격자들의 진

술을 신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3)목격자가 진범일 가능성이 있는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8.31. 선고 2006노1379 판결은 상해치사 사건으로 1심에

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결이다. 공소사실은 다음

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

리고 발로 차서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런데 사건 현장에

있었던 두 목격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목격자E가 진술한 것처럼 피해자를 때리더라도 흉부와 늑골의 골절 및 폐 파

열이 일어날 정도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힘들다. 검사도 사건 당일 낮

이 아니라 23:0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사망케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

하였다.

목격자E는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았다고 증

언하였으나 목격자F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10분간에 걸쳐 부둥켜안고 

투닥거리기는 하였으나 사람이 죽을 정도는 아니었고 그 이후 다시 싸우는 것

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목격자E의 원심에서의 진술을 모두 믿기는 어

렵다.

목격자E는 목격자F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진술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목격자F로부터 들었다는 구체적 내용, 목격자F가 그와 같은 말을 한 시기 등

에 관하여 목격자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中略)…목격자F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쪽에서 유리한 쪽으로 변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시간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사건 당일 23:00경이라면 목

격자E의 현장부재증명이 인정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건 범행

이 23:00경 저질러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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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피고인, 목격자E, 목격자F의 진술을 보더라도 이들은 사건 당일의 시간

적 선후관계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이하 생략)…155)

2심 판결문에 의하면 사건의 주요 목격자인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요소가 발견됨을 알 수 있다. E가 진술하는 범행시간, 범행과정, F

의 진술 등에서 모순점이 발견되는 것이다. 실제로 E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범행시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목격자E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장례업무를 맡기 위해 현장에 갔던 사람의 당심에서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목격자E에게 너는 왜 사람을 이 지경으

로 만들어 놓고 죄책감도 없이 술만 먹고 누워 있냐고 하자 목격자E가 너 자

꾸 이런 소리 지껄이면 내가 너 죽일 줄 알아하며 때렸다는 점, 피해자가 사

망한 것이 확인될 당시 E의 오른손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그 이전에 추운 날

씨임에도 불구하고 수돗가에 가서 찬물로 여러 차례 손을 씻었다는 점, 현장

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목격자E가 제일 체격이 좋고 평소에 피고인 등을 비

롯한 일단의 무리에서 우두머리처럼 행세하였으며, 사건 직후 목격자F 등에게 

무조건 모른다고 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점, 출동한 경찰관이 최초에는 목격자E

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는 점 등은 피고인의 변소가 사

실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2심 판결문)

목격자E는 사건 직후 피고인으로 지목 당한 경험이 있다. 2심 재판부는 피

고인이 진범이 아니고 목격자가 진범일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다. 이 사건은 1심 재판부156)가 중립적이기 힘든 목격자에 지나치게 신빙성

을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1심 판결문도 2쪽에 지나

지 아니하는 조서재판 식의 판결문이다.157)

155) 2심 판결문.
15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6.28. 선고 2006고합18 판결.
157) 상기한 판례들 이외에도 목격자가 사건에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생각되는 재판례가 많다. 

대전지방법원 2004.12.23. 선고 2004노1723 판결, 대법원 1985.2.26. 선고 84도2673, 84감
도418 판결,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7.9.23. 선고 87고단336 판결,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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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무시·묵살

부산고등법원 2009.5.21. 선고 2009노159 판결은 두 건의 강도상해 사건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확정한 판결이다. 한 건의 강도상해 사건에 대하여는 1

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다른 한 건의 강도상해 사건에 대하여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검사가 항

소하지 아니하여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먼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살펴보

자.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

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그래서 과도를 피해

자 목에 들이대고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때리고 이불로 덮어씌운 뒤 수

회 때려서 항거불능케 하였다. 이후 강도행각을 벌여서 강도상해죄로 기소가

되었다. 2심 재판부도 인정하듯이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목

격자인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다. 피해자 진술의 변경을 자세히 살펴보자.

용의자는 20대 후반으로 야위었으며, 신장은 175cm 가량, 갈색뿔테 안경착

용, 상의는 코코아색 계통의 면티 종류로 검정색 줄무늬 칼라였다…(中略)…6

개월 뒤 경찰 조사에서 용의자는 20대 후반에 조금 야윈 편이고 창이 있는 

모자를 쓰고 있었고,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당시 햇빛에 눈을 찌그렸는지는 

몰라도 한쪽 눈이 많이 찌그러져 있었고, 얼굴은 둥근 편이었으며, 상의는 칼

라가 있는 긴팔 면티를 입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여러 용의자들의 사진 중

에서 피고인을 지목하지 못하였으며 경찰은 비슷한 시기 옆집에 살던 사람에 

대한 절도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 사건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의 사진만을 보여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이 맞는지 확인하게 하였

고, 이에 피해자는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2010.5.14. 선고 2009노186 판결,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04.9.10. 선고 2004노54 판결, 대
전고등법원 1997.9.30. 선고 97노257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12.2. 선고 2011노277 판결
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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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다른 사건의 용의자를 피고인으로 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로는 목격자인 피해자의 지목진술만이 유일하다. 하지

만 피해자가 범인으로 지목되는 과정에서 법원이 설시한 범인식별절차가 제

대로 준수되지 않았다.158) 더불어 피고인에게는 범행 당시의 알리바이가 있

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 피씨방에 가서 컴퓨터 게임을 한 것이다.

원심 증인과 당심 증인의 각 증언과 원심에서의 엔씨소프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리니지2’라는 온라인 게임에 ‘K’라는 아이디를 가지

고 있었는데 위 ID로 로그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07.10.4. 12:14부터 

같은 날 18:17까지 같은 날 18:21부터 20:57까지, 같은 날 21:05부터 그 다

음날 02:46까지 ‘L’의 IP주소를 통하여 리니지2 게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간단한 알리바이 조사만 하면 무죄방면될 사건에서 범인으

로 지목 당하였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당할 때까지 고생을 한 셈이 되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에서도 경찰의 조서 등의 증명력을 인정하여 유죄를 인

정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조서재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며 심리가 부

족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알리바이 조사를 하여 1

심 증인을 법원에 출석시켜 진술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알리바이

를 인정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1심 판결문 어디를 보아도 피고인의 알리

바이를 증거의 요지로 제시하거나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로 살핀 흔

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알리바이라는 소극적 증거를 1심 재

판부가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소극적 증거의 무시는

김형만(2007)159) 등에 의해서도 오판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무죄가 확정

된 강도상해 사건을 살펴보자.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을 증명할 증거가 전

158) 2000도4946 판결, 2003도7033 판결.
159) 김형만, “형사절차상의 오판원인,” 『비교형사법연구』 Vol.9 No.1(2007), p3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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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없다. 판결문을 살펴보자.

목격자160)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보건대, 목격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약 6개월 후에 경찰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中略)…상세

히 진술하면서도 범인의 얼굴 특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고 진술

하였는데, 범인을 대충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

진을 제시하자 스포츠형 머리, 둥근 얼굴형은 맞지만 범인인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한 점,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행 당시 범인과 몇 초

간 맞닥뜨렸고 당황하여 범인의 이목구비를 자세히 보지 못하였으나 대략은 

기억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경찰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범인을 찾아

보라고 하였을 때 피고인을 바로 지목하지 못하고 긴가민가 잘 모르겠다고 이

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한동안 피고인을 살펴본 후 범인이 아닌 것 같

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보건대 피해자는 경찰관

이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하자 범행 당시 너무 놀라 범인의 정확한 얼굴을 기

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범인이 모자와 마스크

를 착용하였다는 것밖에 기억하지 못하고, 경찰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

여 진술한 것은 목격자로부터 들은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만

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161)

이 사건에서 검찰이 주된 유죄의 증거로 내세우는 것은 목격자의 범인에

관한 묘사진술과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식별진술이 전부이다. 하지만 목격자

와 피해자 모두 피고인이 범인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식별해내지 못하

고 있다. 피고인의 범인 여부에 관하여 긴가민가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제대로 된 얼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확신조차 없다. 사실상 증거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 대목이다. 만일 유죄의

증거가 없다면 검찰은 피고인을 석방해야 했을 것이다. 검찰이 어떠한 이유

160) 참고로 이 목격자는 앞서 살펴본 강도상해 사건 피해자의 모친이다. 그의 진술이 검찰 측
에 의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161) 창원지방법원 2009.2.11. 선고 2008고합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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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소를 감행하였는지 납득할 수 없으며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일삼았다

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일삼는 것도 잘못된 판

단의 원인의 하나로 생각되어 판단지침의 항목으로 추가하였다.162)

5. 목격자 진술 내용이 체포된 피고인의 특징과 불일치

대법원 선고 2001.2.9. 선고 2000도4946 판결은 강도상해 사건에 관하여 1

심 법원과 2심 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로 확정된 판결이다. 목격자의 진술과 체포된 피고인의 특징이 불일치하

는 측면에서만 살펴보자. 피해자들은 모두 범인의 인상착의를 묘사하면서 범

인의 키는 170cm정도이고 광대뼈가 나왔으며 얼굴이 검은 편이라고 진술하

162) 다음 사건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보(증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한 재판례들이다.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도4946 판결, 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
1950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4.12.1. 선고 2003고단3665 판결, 광주고등법원 1997.4.9. 선
고 97노13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0.12.19. 선고 2000노62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5.4.21. 
선고 2005노9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1.27. 선고 2010노475 판결, 대전고등법원 
1999.6.25. 선고 99노12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3.5. 선고 2002노919 판결, 부산고등법
원 2008.1.16. 선고 2007노59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5.21. 선고 2009노159 판결, 서울
고등법원 1995.10.17. 선고 95노2114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3.20. 선고 97노3111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7.12.9. 선고 97고합693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9.26. 선고 97노929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9.3.31. 선고 98노35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5.4. 선고 2001노1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1.30. 선고 2001노25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3.28. 선고 2001
노31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6.18. 선고 2003노378 판결 등이 있다.

   참고로 서울고법 95노2114와 서울고법 97노929는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된 판결이다. 
그런데 두 판결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 대법원 2002.2.22. 선고 2001다23447 판결로 배상판
결을 받았다. 2001다23447을 살펴보면 경찰과 검찰의 잘못된 행동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검
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았는데 유전자 감정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회신받
고도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한 채 기소를 하였다. 1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감정 결과를 
전혀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2심 재판부에 이르러서
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통하여 회신 내용을 재판부가 알게 되어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회신 결과를 알게 되어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졌으나 이를 숨기고 기소를 감행하였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
으며 2심에서도 계속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소를 유지한 행위는 상당히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대법원은 “검사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
우,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가 있는지(적극)”이라
고 판시하였다. 95노2114에서 경찰이 피해자의 집에서 담배꽁초를 수거하였으나 그것의 혈
액형이 피고인의 혈액형과 일치하지 아니하였다. 97노929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로부터 범인
의 정액이 묻었다는 팬티를 제출받았으나 팬티에서 발견된 유전자가 피해자의 남편이나 피고
인의 유전자와 모두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인일 가
능성이 농후하다고 재판부가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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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하지만 체포된 피고인의 키는 164cm이고 광대뼈가 거의 나오지 아니

하였다. 그리고 한 명의 피해자는 범인의 얼굴이 검은 편이라고 하였으나 피

고인의 얼굴은 검다기보다는 흰 편에 가깝다고 대법원이 지적하였다. 만일

목격자의 진술이 범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묘사하였더라면 체포된 피고인의

얼굴과 목격자 진술이 비슷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키에서도 5cm이상 차이가

나고, 광대뼈나 피부색에서도 차이가 난다면 목격자의 진술이 잘못 되었거나,

경찰에 잡힌 피고인이 무고한 사람일 수 있다. 체포된 피고인의 특징이 목격

자의 진술과 불일치하는 재판례가 많다는 지적은 외국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다.

Borchard(1932)에 따르면 자신이 연구한 65건의 무죄오판 사례에서 29건이

잘못된 식별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이 체포된 피고인의 인상착

의와 목격자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8개의 사건에서 어떠한

유사성(bore not the slightest resemblance)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12개의

사건에서 약간은 유사했지만 완전하게 비슷하지 않았다(the resemblance

was still not at all close)고 한다. 단지 두 개의 사건에서만 놀랄 정도로 유

사성이 발견되었다고 한다.(can the resemblance be called striking)163) 목격

자 진술과 체포된 피고인의 특징이 불일치한다는 사실은 외국과 한국에서 공

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으로, 만일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 목격자 진술

의 신빙성을 판단한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판단지침에 삽입해야 한다.164)

Garrett(2011)의 연구에서도 묘사의 불일치(Discrepancies in Descriptions)

163) Borchard, 전게서, p367.
164) 목격자가 진술한 범인의 얼굴과 인상착의 모습이 피고인의 얼굴 및 인상착의 특징과 다르

다고 지적한 재판례로는 다음이 발견된다. 대법원 2008.1.17. 선고 2007도5201 판결, 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4.4.22. 선고 2003노675 판결, 대구고
등법원 2005.4.21. 선고 2005노9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1.27. 선고 2010노475 판결, 대
전고등법원 1999.6.25. 선고 99노12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8.1.16. 선고 2007노59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5.21. 선고 2009노15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0.6.9. 선고 2010노73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7.9.26. 선고 97노929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5.22. 선고 98노325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7.1. 선고 98노6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6.7. 선고 2002노5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6.18. 선고 2003노3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5.25. 선고 2004
노80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1.9. 선고 2007노2244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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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적하고 있다. ‘목격자의 잘못된 지목’이라는 단원에서 실제 사례를 소개

하면서 체포된 피의자 Habib Abdal이 피해자의 목격진술과 닮지 않았다고

지적(did not resemble Abdal)한 것이다.165) Garrett는 체포된 무고한 피의자

와 최초로 묘사된 범인의 인상이 다르다는 사실에 놀랐다(surprised)고 언급

하면서 수집한 재판례 161건 가운데 100건(62%)가 체포된 피의자와 목격진

술이 심각하게 불일치(very different)했다고 분석하였다. 두발이나 몸무게,

상처, 문신 등 거의 모든 요소가 다르게 묘사되었다고 지적했다.166)

6. 조서재판의 흔적(1심 재판부)

‘조서재판’이라는 용어가 학계에서 학술적인 용어로 정립된 것으로 보인지

는 않는다. 하지만 신동운167), 한정훈168) 등이 ‘조서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다. 생각건대 ‘조서재판’의 뜻은 조서에 절대적인 증거능력과 증명력

을 부여하여 재판에서 활용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재

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하면 문제가 생긴

다. 판사가 수사기관의 조서를 읽고 나서 유죄의 편견을 가질 수 있고 방청

석의 시민, 배심원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고찰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

다.169)

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1950 판결의 1심 판결문과 2심 판결문170)은

165) Garrett, 전게서, p45-48.
166) Garrett, 전게서, p68-70.
167) 신동운, “한국 검찰제도의 현황과 개선책,” 『서울대학교 법학』 제29권 제2호(1988), p40를 

참조하면 조서재판이 우리 땅에 어떻게 정착하였는지 알 수 있다. 식민통치를 위한 악법인 
조선형사령에 의하여 사법경찰리 작성의 조서에 절대적 증거능력이 부여되었고 사경조서에 
피의자의 자백이 들어있기만 하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였다. 절대적 증거능력이 인정된 경
찰의 수사서류를 활용한 검찰의 공소유지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었다. 법관도 조선어를 하
는 피의자를 대하기보다 일본어로 쓰인 조서를 보고 재판하는 것이 더욱 편리하여 조서 위주
의 재판 관행이 정착되었다. 이후 전시형사특별법이 발효되자 서면심리에 의한 형사재판이 
가능하여 조서재판제도의 완성이 이루어졌다. 조서재판의 극복방안에 관하여는 신동운, “형사
사법개혁의 쟁점과 동향,”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Ⅱ)』,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4-02, 2004), p86-116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

168) 한정훈, 전게논문, p274.
169) 신동운, 전게논문, p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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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서 큰 장애없이 사용하

였다. 두 판결문 모두 이유 부분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큰 고민없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171)에서 증거의 요지로 드는 것을 살펴보

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료확인서

1. 피해신고서

피고인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진료확인서와 피해신고서 등은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진술조

서가 1심 재판부에서 주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하는 것이다. 1심에서는 피해

자나 증인들의 진술의 증명력·신빙성은 취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심신상실·심

신장애 주장과 양형의 측면만을 다루고 있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하는 것을

별도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존중,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인정

하였다. 2심 판결문의 경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검토

하기는 하였으나 단순히 범죄사실 나열에 그치는 형식적인 검토로 보인다. 1

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형식적인 판결문 작성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1심과 2심에서 무시되었으며 대법원이 과거부터

판시한 범인식별절차에 대한 심리가 하급심에서 미진했고 피고인이 범인이라

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대법원에서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문을

살펴보자.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1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170) 부산고등법원 2007.2.8. 선고 2006노757 판결.
171) 울산지방법원 2006.10.31. 선고 2006고합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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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키는 180㎝ 정도이고, 얼굴을 둥근형이라고 진술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기록에 의하

면, 피고인의 키는 173㎝ 정도로 보인다),

피해자2는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는 10대 후반 정

도로 보이고, 키는 167㎝ 정도이며, 착한 얼굴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

였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진술을 한 바 없

고…(中略)…범인의 다른 신체적 특징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위 사건 당시 

너무 긴장을 하고 겁이 나서 범인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

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2가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

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다른 사건인 특수강도 등의 범행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

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

인데, 피고인이 위 사건의 범인이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1의 경우에는 먼저 피고인만의 사진을 제시한 채 범인인지를 물어본 다

음, 인상착의가 비슷한 다른 비교대상자 없이 피고인만을 직접 대면하게 하여 

피고인이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였고,

공소외 2의 경우에는 범인이 검거되었으니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연락한 다음, 

피고인만의 사진을 제시한 채 범인인지를 물어 범인일 가능성이 70~80% 정

도라는 대답을 들은 후, 피고인과 또 다른 한 사람만을 직접 대면하도록 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서, 범인식별절차에 

있어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진상의 인물인 피고인이 위 각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

이 있다는 암시가 주어졌을 개연성이 있는 점,

피해자1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범인식별절

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종전에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던 위 피해자들로서는 기

억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범인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2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확신하는 정도가 70~80% 가

량이라고 진술하여 그 스스로도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

하고 있는 점,

피해자1로부터 범인의 정액이 묻어있는 옷을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감정을 의뢰…(中略)…DNA분석 결과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범인의 그것

과 상이하다는 감정 결과가 제1심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암시성 높은 범인식별절차를 수사기관이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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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강력한 유전자 증거가 있었으며, 다른

사건의 용의자를 당해 사건의 피고인으로 내세우면서도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지만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경찰·검

찰의 주장을 수용하여 심리 미진의 불법을 저지르게 되었다.172)

172) 판결문들을 검토하면 주로 1심 재판부에서 큰 고민없이 검찰 측의 증거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것 같다. 이러한 판결문들은 대개 A4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3-5pg 내외의 판결문들
이 많다. 판결문의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판결이유 부분에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
의 적용만을 기록한 판결문이 대다수이다. 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지 자세한 이유
를 알기 힘들다.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도4946 판결의 1심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00.5.31. 선고 2000고합4 판결),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도7033 판결의 2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03.10.28. 선고 2003노2176 판결)과 1심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03.7.3. 선
고 2002고단5259 판결), 대법원 2008.1.17. 선고 2007도5201의 1심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07.2.2. 선고 2006고합712 판결), 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도2520 판결의 1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12.8. 선고 2005고단847 판결), 광주고등법원 1997.4.9. 선고 
97노13 판결의 1심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96.12.13. 선고 96고합125 판결), 광주
고등법원 2000.1.27. 선고 99노683 판결의 1심 판결문(전주지방법원 1999.8.12. 선고 99고
합50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4.6.3. 선고 2004노165 판결의 1심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04.3.25. 선고 2003고합407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1.12.27. 선고 2001노425 판결의 1심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01.9.5. 선고 2001고합287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3.2.18. 선고 
2002노575 판결의 1심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02.11.20. 선고 2002고합30 판결), 대구고등
법원 2004.4.22. 선고 2003노675 판결의 1심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3.11.18. 
2002고합47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5.4.21. 선고 2005노9 판결의 1심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04.12.28. 선고 2004고합557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2.16. 선고 2010노405 판결의 1심 
판결문(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8.30. 선고 2010고합4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2.3.15. 
선고 2001노598 판결의 1심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01.9.18. 선고 2001고합180 판결), 대전
고등법원 선고 2002.5.31. 2002노114 판결의 1심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02.2.5. 선고 2001
고합194 판결), 부산고등법원 1997.2.20. 선고 96노888 판결의 1심 판결문(부산지방법원 
1996.11.5. 선고 96고합28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1.29. 선고 2002노790 판결의 1심 판
결문(울산지방법원 2002.9.27 선고 2002고합8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3.5. 선고 2002노
919 판결의 1심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02.11.6. 선고 2002고합14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10.8. 선고 2003노405 판결의 1심 판결문(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3.5.2. 선고 2003
고합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4.1.20. 선고 2003노719 판결의 1심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
부지원 2003.9.5. 선고 2003고합50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11.2. 선고 95노2114 판결의 
1심 판결문(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5.6.30. 선고 95고합79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1.28. 선고 96노2196 판결의 1심 판결문(서울지방법원 1996.9.24. 선고 96고합270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8.2.19. 선고 97노2477 판결의 1심 판결문(서울지방법원 1997.10.16. 
선고 97고합396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3.20. 선고 97노3111 판결의 1심 판결문 중 강도
상해 부분(서울지방법원 1997.12.9. 선고 97고합693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9.26. 선고 
97노929 판결의 1심 판결문(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4.18. 선고 96고합493 판결), 서울
고등법원 1998.5.22. 선고 98노325 판결의 1심 판결문(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8.1.16. 선
고 97고합63,97고합106(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3.31. 선고 98노3501 판결의 1심 판
결문(서울지방법원 1998.12.1. 선고 98고합56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11.15. 선고 2001
노1718 판결의 1심 판결문(서울지방법원 2001.6.22. 선고 2000고합795, 851(병합) 판결), 서
울고등법원 2002.1.30. 선고 2001노2526 판결의 1심 판결문(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9.20. 선고 2001고합1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3.28. 선고 2001노3100 판결의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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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사기관의 증거확보절차 미비

대구고등법원 2004.4.22. 선고 2003노675 판결은 특수강도 사건에 관하여 1

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 확정된 판결이다. 공소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안에 침입하여 식칼을 들

이대고 반항을 억압하면서 현금과 물품을 강취하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의 진술, 경찰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선고하였다. 즉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을 조사하고 그밖에 물증에 대한 수사를 거치면

서 미심쩍은 부분이 등장한다. 2심 판결문을 통해 수사보고서에 등장하는 과

학수사 증거 수집실태를 살펴보자.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화물자동차에 손전등이 있었다는 내용이나 

위 손전등이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범행장소 부근에서 소형금고

가 발견되고 그 인근에서 족적이 발견되었는데 그 족적이 피고인이 체포될 당

시 신고 있던 신발의 족적와 육안으로 판단하여 일치한다는 내용이나, 위 보

고서 기재 상으로는 2001년 6월 경에 피해품이 발견되었으나 그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다가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2001년 12월 비로소 존재사실이 처음으

로 수사보고서에 언급된 점…(中略)…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사진 중 금고가 발

견된 장소에 있던 족적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 체포 당시 신고 있던 신발을 

찍은 사진과 함께 첨부되어 있는데다가 그 촬영일자와 촬영경위에 대한 자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01.11.23. 선고 2001고합3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2.11. 선고 
2002노2875 판결의 1심 판결문(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10.18. 선고 2002고합261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3.4.15. 선고 2002노3412 판결의 1심 판결문(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2.11.30. 선고 2002고합33,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6.18. 선고 2003노378 판결의 1
심 판결문(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3.1.23. 선고 2002고합4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5.25. 선고 2004노804 판결의 1심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04.3.25. 선고 2003고합
251,263(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6.10. 선고 2005노282 판결의 1심 판결문(인천지방
법원 2005.1.14. 선고 2004고합589,638(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8.31. 선고 2006노
1379 판결의 1심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6.28. 선고 2006고합18 판결), 서울
고등법원 2007.11.8. 선고 2007노1498 판결의 1심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6.22. 선고 2006고합22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1.9. 선고 2007노2244 판결의 1심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9.21. 선고 2007고합153 판결) 등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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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혀 없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수사보고서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2심 판결문에서 나타나는 수사기관의 증거확보절차는 그다지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음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족적이 발견되었으나 수사기관은 족적을 채취하면서 현장에서의 족적과

피고인의 족적을 비교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족적의 채취과정에 관하여 어

떠한 기록도 남기지 아니하여 족적의 수집과정에 관하여 족적의 증거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족적은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한편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간접적 증거도 될 수 있으나 경찰

은 증거확보절차에서 과오를 저질러서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에

방해를 초래하였다.173)

8. 법원의 권고사항 미준수

30여 년 전에 대법원은 두 선고(대법원 선고 82도3217, 대법원 선고 84도

22 판결문)를 통해 목격자 진술이 날이 갈수록 명료해진다면 그 진술의 신빙

성은 떨어진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재판기관에서는

이를 존중하지 아니하는 듯하다. 두 선고가 있고 나서 20여년이 흐른 후의

판결문을 살펴보자. 부산고등법원 2004.1.20. 선고 2003노719 판결은 여러 사

건에 관하여 심리를 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

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특수강도 사건에 관하여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공소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집 앞에 이르러 흉

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온몸을 짓밟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현금과

물건을 강취하였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2심까지

173) 광주고등법원 2004.6.3. 선고 2004노16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5.9.9. 선고 2005노161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8.9.10. 선고 2007노352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7.10.31. 선고 2007
노8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0.6.9. 선고 2010노73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3.31. 선고 98
노3501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7.1. 선고 98노6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4.15. 선고 
2002노34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6.7. 선고 2002노505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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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하였다. 1심 재판부174)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피고인을 유죄로 보고

있는데, 증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특수강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

거는 피해자의 목격진술밖에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이 목격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진술하는 내용이 계속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2심 판결문

을 살펴보자.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작성 시에는 범인은 남자2명인데 한 명은 40

세 가량으로 170cm에 스포츠형 머리, 통통한 체격에 검정색 양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경상도 말씨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한 명은 마스크를 하고 있어 얼

굴을 잘 보지 못해 나이는 잘 모르겠고 색상불상의 운동복을 입고 있었으며 

그 남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고…(中略)…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작성 시에는 피고인1이 마스크를 쓰고 있던 사람이고 

지금 보니 마스크를 착용하였을 때의 눈매 그대로이며, 피고인2의 운전면허 

전산망상의 사진을 본 다음 깜짝 놀라 몸을 떨며 그 사진상의 사람이 피해자

를 때리고 가방을 빼앗아 간 사람이 맞다고 진술하였고…(中略)…

피고인1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의 대질신문에서는 운동복의 색깔에 

대하여 회색계통이라고 변경하여 진술하였고…(中略)…피고인1의 얼굴 특징이 

눈매가 날카롭고 특히 눈썹이 찐해 분명히 기억하는 얼굴이라는 진술을 추가

하였고…(中略)…

피고인2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시의 대질신문에서는 피고인2의 키에 

대하여 종전에는 170cm라고 진술하였으나 172cm라고 변경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2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머리형이 보통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하는 평범

한 형태였고 얼굴이 둥글고 체격이 너무 살이 찐 편은 아니고 약간 통통한 편

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한 진술을 추가하였고, 피고인1이 입은 옷은 상하의 

비둘기색으로 다시 번복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1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마스

크로 얼굴 전체를 가리지 아니하고 코 아래까지만 가리고 있었고 남자의 인상

이 굉장히 특이하여 기억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한 진술을 추가하였고…

(中略)…

검찰 진술조서 작성 시에는 피고인1의 나이에 대하여 처음으로 30대라는 진

17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9.5. 선고 2003고합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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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하였고…(中略)…

피해자는 자신이 목격한 범인들의 인상착의를 진술하면서 진술을 계속하여

구체화시켜나가고 있으며 진술을 변경해 나가고 있다. 심지어 키에 관하여

170cm에서 172cm로 지나치게 구체화하고 있으며 색상에 관하여서도 색상불

명→회색계통→비둘기색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해 나가고 있다. 30여년 전에

목격자의 기억이 명료해진다는 사실은 이례적이므로 신뢰력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고 대법원이 여러 번에 걸쳐 판시하였으나 수사기관, 기소기관, 1심 재판

부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목격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 피

해자의 진술이 절대적 증거가치를 지니는 이러한 사건에서 대법원 판시를 조

금이라도 존중하였더라면 잘못된 판단을 없앨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 10여년에 걸쳐 목격자의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대법원의 원칙적 판시

(2000도4946 판결, 2003도7033 판결, 2008도12111 판결을 비롯하여 同旨인 다

수의 판례)가 존재해 왔다. 그런데 뉴스를 통해 수사기관의 현실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에서는 대법원의 판시 권고를 지키지 아니하는 듯하다.175)

의정부지방법원 2011.7.22. 선고 2010고합324,2011고합22(병합),2011전고5(병

합) 판결을 살펴보자. 이 판결은 상해, 강간상해, 강도상해 등 수 개의 사건

에 관하여 심리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강도상해 사건만을 살

펴보기로 한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175) www.naver.com에서 ‘범인식별절차 무죄’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많은 판례를 찾을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업로드된 기사(‘법원, 범인식별절차 지키지 않아 무죄’)로서 연합뉴스에서 
다루었던 판결문을 하나 살펴보자. 울산지방법원 2013.9.13. 선고 2013고정638 판결은 재물
손괴의 사안으로 기소가 되었으나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이다. 수사관은 목
격자들이 이 사건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범인식
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목격자들이 범인을 특정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기재가 수사상 없으며 목격자들
의 진술과 체포된 피고인의 연령대가 20살 이상 불일치하며 범인식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
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판시가 선고된 이후 12년이 넘게 지났지만 경찰과 검찰에서
는 대법원 판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재판부에서는 대법원 판시를 존중하면서 피고
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였지만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은 그러하지 않았던 것이다. 대법원 
판시사항만 지켰더라도 피고인―목격자 진술과 불일치하는―을 풀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
649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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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뒤 가방을 빼앗고, 골절상을 입혔다.

그런데 경찰 수사과정에서 line-up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show-up을

실시한 정황이 보인다. 경찰은 경찰서 관할 구역에 주소지를 둔 노상강도 전

과자 100여명의 사진을 보여주며 용의자를 특정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순

간적으로 범죄를 당하여 용의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여 선면작업 및 몽타주 작성이 불가능하였다. 이후 60여일이

나 지나서 경찰은 특수유리를 통해 다른 사건의 피의자를 보여주면서 범인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 사람이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

여 피고인을 대상으로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가 이루어지기에 이르렀다.

경찰은 피고인과 범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단독 제

시[show-up]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에 show-up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대

법원 판시가 있었으나 10여년이 지나도록 경찰은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아니하

고 있다. 더불어 검찰에도 잘못이 있다. 경찰에서의 잘못된 수사관행이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고 그대로 기소함으로써 경찰의 잘못된 수사관

행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대법원 권고사항을 검찰이

존중하였더라면 경찰의 수사는 애초에 인정되지 못하여 보강수사지휘, 피고

인에 대한 석방 지휘 등을 받았을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대법원 권고사항을

존중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은 사법절차에 의한 시간적․비용적인 희생을 치

르게 되었다.

9.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를 체크하는 검찰의 기능 결여

대전고등법원 2008.9.10. 선고 2007노352 판결을 살펴보자. 이 판결은 여러

건의 특수강도 사건과 특수강도미수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1심에서는 유죄

를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 확정한 판결이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편의점에 여러 번 찾아가서 왼손에 흉기인 칼을 소지

한 채 종업원의 반항을 억압하며 현금과 물건을 강취하였고 일부의 경우 강

도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176)는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또는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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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피고인의 눈매, 체격이 범인의 그것과 일치하거나 비슷하다고 한

진술, 피고인 눈매의 특징이 특이하여 잘못 지목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 cctv

에 찍힌 범인의 모습이 피고인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

량이 공소사실 시각을 전후하여 범행지역에 나타난 점, 피고인이 체포 당시

착용한 옷이 범인의 옷과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2심 재판부 판결문을 살펴보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한 두

개가 아니다.

①수사기관의 범인지목 및 범행 선별 과정에서의 문제점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받은 7건의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부터 비슷한 범

죄수법의 편의점강도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는데 경찰은 검거 실적을 올

리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범행 사건의 시각마다 범행장소에 나타

났던 것이 판명되어 경찰은 피고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개시하였

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혐의를 인정한 사건들이 사건처리 단계마다 제각기

달랐다. 긴급체포 당시에는 4건,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는 6건, 검찰 송치 단

계에서는 8건이었다. 검찰 송치 단계에서는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발부 단계

에서 수사하였던 1건의 범행을 혐의없음으로 송치하기도 했다. 구속영장 발

부 단계에서 추가하였던 1건의 범죄는 최종 기소 단계에서 제외하였다. 왼손

에 장애를 가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창고로 끌고 들어가 테이프로 양손을 결

박한 강취사건의 범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최초

수사 착수 단서는 천안에서 벌어진 연쇄강도사건이었으나 천안 사건들은 기

소단계에서는 모두 제외되어 천안 이외 지역 사건에만 국한되었다. 수사단계

와 기소단계를 거치면서 범죄사실 내역이 달라진 것은 직접적인 물증을 확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범인지목진술과 CCTV기록에 의존하는 주

관적 평가기준에만 의존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②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들이 동일인의 소행인지의 여부

제1심은 동일인의 소행으로 공소사실의 범죄들이 발생하였다고 전제하여

모든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각각의 범인들의 키가 비슷하며 왜소한 체

17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8.14. 선고 2007고합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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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고, 왼손으로 칼을 들기만 하고 휘두르는 위협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등

범행수법이 동일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허점이

발견된다. 범인이 왼손에 칼을 든 사건에 주목하여 범인이 왼손잡이일 것이

라고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점이 확인되어 왼손으로 칼을 든 자세는 CCTV에서의 범인의 모습처럼 자연

스러울 수 없다는 해석이 타당해졌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수사관

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확신한 나머지 왼손잡이의 범행으로 분류했던 사건 중

에서 칼이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사건들을 추려내어 피고인 소행의 범죄로 분

류하였다. 수사기관의 이러한 모습은 동일인의 범죄를 선별하면서 기준이 객

관적이지 못하여 일관성을 잃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2심 재판부는 보고

있다. 더불어 동일 날짜에 발생한 두 건의 범행은 1시간 20분의 간격을 두고

발생하였으나 복장이 상이하다는 점이 동일범의 소행에 의심을 품게 한다.

③피해자 목격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찰은 나름대로 피해자1의 수사과정에서 line-up

절차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line-up에 있어서 피고인을 제외한 사

람들의 키가 피고인보다 10cm이상 크다는 점에서 범인식별절차의 대법원 선

고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피해자2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는 범인과 인상착

의가 비슷한 다른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사진만을 단

독제시하여 대법원 권고사항을 위배하였다. 피해자3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3에게 피해자1에서의 line-up과 동일한 line-up을 실시하였으나 대면

과정이나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4와 피해자5는 피고인을 대면한 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2와 피해자3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범

인의 인상착의를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진술하다가

제1심 법정에 이르러 변명하듯이 진술하였다. 제1심 법정은 이를 선해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죄의 증거로 삼았지만 피고인이 지목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다투는 사건에서 거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나 목격자의 지목진술의

증거가치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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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범인의 이동상황의 의문점

한 사건의 범행은 충북 청원에서 이루어졌으나 그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충남 천안, 경기 평택 등지를 움직였던 것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 연관성

을 찾기 힘들다. 다른 사건의 범행은 비록 피고인의 차량과 인근에서 벌어졌

지만 피고인은 6시간 동안 다른 장소에서 이동해서 오던 상황이어서 피고인

의 범행을 추론하기 힘들다. 다른 사건의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의 차량이 같

은 도시에 있었으나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단정하기란 곤란하다.

정황을 바탕으로 유죄를 추론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러한 공교로움은 수사

기관의 선택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범죄의 감행에 대한 확률적 가능

성이 높다는 판단은 수사기관의 선택적 작위가 개재된 역추론의 함정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 수사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경찰의 수사과정은 객관적 근거에 기반

하고 있지 아니하다. 객관적 물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관적인

식별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예단하고, 피고인이 우연히 범행 현

장에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고, 그나마 피고

인이 나타난 위치도 범행 현장과는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인

이라는 예단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감행,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

로 보인다. 짜맞추기 수사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수사

에 대하여 어떠한 견제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다. 공소를 독점하는 검사로서는,

부족한 수사에 대하여 보강수사를 지시하고, 잘못된 수사에 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고 담당 경찰관을 문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오히려 경찰의 수사에 편승하여 수사단계와는 달라진 사건들에 기초하여 기

소를 감행하였다. 조금이라도 경찰의 수사를 검토하고 피고인이 유죄라는 피

해자 진술 등을 검토하였더라면 무고한 피고인을 풀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10. 무리한 기소

서울고등법원 2002.6.7. 선고 2002노505 판결은 1심에서조차 무죄가 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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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여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이다. 2심

에서는 일부 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다루지 아니

하기로 한다. 이 판결문의 원심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2.2.8. 선고

2001고합152 판결)을 구할 수 없어서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다. 그러나

2심 판결문에서 원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이를

연구하기로 한다. 먼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상해) 사건을 살펴보자.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에서 검사

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

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수사기관

에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확

인하고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하지만 이후 제3자가 등장하자, 피해자는

제3자를 보고 덩치가 너무 똑같아서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키나 체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볼과 턱 부분만을 보고 범인과 비슷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범인이라고 잘못

지목하였으나, 피고인은 범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진술한 것이다. 이후 원심

법정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착각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잘못 지목하였다

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 사건을 검토해보면 검찰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

인이 아닌 것 같다고 엄연히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확신에 차서 진술하였다면 참고인인 피

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기소하였으므로 무리한 기소를 감행하였다고 비판받

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지지도 못

하고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이 기소를 한 것이다.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하였다는 비판

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음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사

건을 살펴보자.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밀치며 안으로 침입한 이후 부엌칼을 목에 들이대서 협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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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

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을

유심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심 판결문을

살펴보자.

피해자는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신장은 178-180cm 정도이며 얼굴은 검

고 여드름자국과 같이 잡티가 많았고, 마른 편이었으며, 상의와 신발은 보지 

못했고, 바지는 베이지색 계통의 면바지였다…(中略)…상의 빨강색 티셔츠, 하

의 검정색, 신발 구두, 머리모양 스포츠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고 강간범인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

고 경찰에서도 틀림없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강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장이 170cm이고, 체격은 왜소한 편이며, 얼굴색도 검은 

편이 아니고, 여드름 자국과 같은 잡티가 전혀 없으며, 머리모양도 짧은 편이

기는 하지만 스포츠형은 아닌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자신도 당시 범인의 

신장과 비교하면 피고인은 키가 작은 것 같다는 것이고, 강간피해를 당할 당

시 범인의 얼굴은 검은 색으로 기억되는데 피고인의 얼굴은 검은 편은 아닌  

것 같으나, 어두운 상태에서 검게 볼 수도 있었다는 것이며, 범인의 얼굴은 

깨끗한 편이 아니었는데, 피고인의 얼굴을 보니까 잡티가 없는 편이고 어느 

것이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느낌 등으로 볼 때 거의 범인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지만 최초 진술에서의 인상착의와 피

고인의 인상착의가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지목의 근

거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2심 재판부의 언급처럼 강간피해 발생 후

며칠 뒤에 자신의 집에 침입한 사람이 강간범인이라고 믿고서 범인의 인상착

의와 다른 피고인을 강간범인으로 지목하기에 이른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2심 재판부가 지적하는 것처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 사건 피해자가 본 제3자의 인상착의가 본 사건의 범인

의 인삭착의와 매우 흡사하다. 제3자가 진범일 수 있다. 더불어 2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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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살펴보면 수사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된다. 2심 판결문을 살펴

보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강간범인이 도주한 현장에 출동하여 강간

범인이 남긴 지문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정액채취검사 등을 시도한 흔

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 당일 동일자로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서와 강간피의사건 발생보고서에 기재된 범인의 인상착의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현장임장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범인의 인상착의조차 일치하

지 않는다…(中略)…피고인의 처는 강간범행 일시에 피고인이 전날 일찍 귀가

하여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물증 수집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인증에만 의존한 경찰의 미비

한 수사, 수사단계에서부터 일치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인상착

의 진술, 범인의 인상착의 진술과 유사하여 진범으로 의심받기 쉬운 제3자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결정하고 기소를 감행하였다.

공익의 대변자이자 인권의 수호자인 검찰로서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의

심을 가질 수 있었으나 무리하게 기소를 하여 무고한 피고인을 범인으로 몰

아갔다.177)

11. 다른 사건의 피의자를 당해 사건의 목격자에게 식별 의뢰

서울고등법원 2004.5.25. 선고 2004노804 판결은 강도상해로 기소가 되어 1

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판결이다.

가. 사건의 요지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가방을 낚아

177) 무리한 기소의 정황이 발견되는 또 다른 재판례들로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선고 
1997.5.26. 선고 96고합82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0.11.29. 선고 2000노353 판결, 부산고등
법원 1998.4.15. 선고 98노5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2.10.30. 선고 2001노778 판결, 창원
지방법원 2009.2.11. 선고 2008고합316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3.24. 선고 97노287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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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뒤에 금품을 강취하고 상해를 입혔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나. 목격자 진술의 문제점(판결문의 검토)

2심 판결문에 따르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범인이 맞다고 진

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체포되는 과정이 특이하다. 2심 판결문을 살펴보

자.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신고를 받고 주변 우범자 및 동

일 수법 전과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범인을 찾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다른 사건의 범행으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후 피고인의 여죄의 수사를 수사

하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인 결과 피해자로부터 범인이 맞다는 진술을 듣게 된 것인

바,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의심

하게 된 단서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에서 본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은 달리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아무

런 단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이 잘못된 단서에 따라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

하여 확인을 의뢰하자 생면부지의 피고인을 보고 범인임에 틀림없다고 확인하

였고 그 후 같은 진술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라는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경

찰관이 수사를 하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가진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 하

지만 그러한 판단을 하려면 수사기관은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피고인을 피해

자에게 확인의뢰했어야 한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른 사건 용의자를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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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피고인으로 치부한다면 이것은 짜맞추기 수사, 뒤집어씌우기 수사이

다.

실제로 체포된 피고인을 재판부에서 검토한 결과 모순점이 나타났다. 피해

자의 목격진술과 피고인의 특징이 일치하지 아니하였으며178), 피고인의 범인

식별진술은 사건 후 50일이 경과한 이후에 벌어져서 피해자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피고인이 동종의 사건으로 검거가 되었고 당해

사건을 자신이 행했다고 자백하였다는 말을 피해자가 들은 적이 있어서 피고

인이 범인이라는 예단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였을 수도

있다.

수사기관은 좀더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피고인을 체포하고, 기소기관과

재판기관은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 조갑제(1986)179)가

분석하는 오판의 원인 중 한 가지도 수사기관의 의심에 근거한 체포임을 유

념해야 한다.180)

제 8 절 판례 분석 결과 요약

지금까지 목격자 진술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우리 나라의 재판례에서 나타

나는 잘못된 목격자 진술 취급 태도를 살펴보았다. 위에서 고찰한 내용을 살

펴보면 목격자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터무니없이 위험하다고 생각

178) 후술하여 판단지침의 하나로 삽입하겠다.
179) 조갑제,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 (서울 : 한길사, 1986), p306.
180) 수집해 놓은 판결문을 조사하여 보면 다른 사건의 용의자를 당해 사건의 목격자에게 범인

이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의뢰하는 사건들이 상당수였다. 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
1950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4.12.1. 선고 2003고단366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7.22. 
선고 2010고합324,2011고합22(병합),2011전고5(병합)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0.6. 선
고 2004고합53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4.4.22. 선고 2003노675 판결, 부산고등법원 
1998.4.15. 선고 98노5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3.5. 선고 2002노91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10.8. 선고 2003노405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4.1.20. 선고 2003노719 판결, 부산고등
법원 2009.5.21. 선고 2009노15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0.6.9. 선고 2010노73 판결, 부산
고등법원 2011.9.1. 선고 2011노10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1.30. 선고 2001노25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3.28. 선고 2001노31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4.15. 선고 2002노
34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6.10. 선고 2005노282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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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목격자 진술이 무의미하거나 목격자 진술의 신뢰도

를 배격하여 진실된 범인을 법망에서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목격자 진술을 제대로 채취하고 기록하고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신뢰될 수 있는 것이다.181) 이론적 연구와

판례 분석을 통해 다음 요소들이 목격자를 수사하고 관련 사건을 기소하며

재판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첫째, 목격자의 기억은 노출시간이 짧고 1회성 목격에 그치기에 신뢰하기 힘

들다. 특히 야간에 목격한 사건은 정확성이 더욱 떨어진다.

둘째, 사건의 내용이 폭력성이 높거나, 목격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무

기가 개입되어 목격자가 무기에 많은 시선을 빼앗겼다면 목격자의 진술은 중

요부분을 놓친 진술이 될 수 있다. 만일 목격자가 피해자의 위치를 점할 경

우 더욱 신빙성이 떨어진다.

셋째, 목격자의 기억은 사건의 일부분이거나, 목격자가 사건의 돌출적 요소만

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의 실마리가 되기 힘들 수 있다.

넷째, 수사․기소․재판 절차가 진행될수록 목격자의 진술이 명료해진다면

신뢰할 수 없다. 오히려 최초의 진술을 가장 신뢰할 수 있다. 인간의 기억은

시간이 갈수록 망각된다.

다섯째, 수사기관은 목격자의 진술 중에서 목격자가 실제로 목격한 사건의

내용과 사건 이후에 주입된 정보를 분리하여 기억해야 한다. 인간의 기억은

사후정보의 영향을 받아 왜곡될 수 있다.

여섯째, 목격자 진술의 내용 가운데 추측하는 내용이 개입되면 이를 제거해

야 한다. 목격자는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으로 완결시킨다.

일곱째, 목격자의 기억은 사안이 종료된 뒤 응고의 과정을 거친다. 최초의 경

찰 수사 단계부터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한다.

여덟째, 수사기관이 목격자를 대하는 모든 발언과 행동이 목격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수사관의 지위, 신뢰

181) 적법 절차의 맥락을 준수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한다면 목격자 진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다. Huff/Rattner/Sagarin, 전게서, p109.

   한국의 학자들도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지영, 김시업, 전게서,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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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태도, 질문방식, 진술압박이 목격자 진술에 영향을 미친다.

아홉째, 목격자 진술은 언어의 태생적 한계(labeling)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색상에 대한 묘사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열번째, 수사관이 목격자와 대담하거나 변호사가 목격자와 대담하면서 각자

의 입장에 유리한 정보가 도출될 수 있다. 수사관의 암시가 목격자에게 전달

될 수 있다.

열한번째,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목격자와 피해자, 그리고 목격자들을 분리해

야 한다. 목격자 상호간 대화를 통해 목격 기억이 뒤섞일 수 있다.

열두번째, 목격자의 기억은 수사과정을 거치면서 변형될 수 있다. 최초 수사

단계인 경찰에서부터 목격자 진술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열세번째, show-up 방식으로 용의자를 목격자에게 식별의뢰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 목격자에게 용의자가 범인일 수 있다는 암묵적 의심을 심어주며

목격자에게는 용의자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열네번째, line-up을 실시하면 line-up 배열에 있어서 용의자들의 특성에 주

의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예단하는 용의자를 돌출시켜 제작한 line-up은 위험

하다.

열다섯번째, 아동목격자 진술은 취약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정신

지체아나 위증죄 경력의 목격자 진술을 다룰 때에도 조심해야 한다.

열여섯번째, 목격자 진술이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할 유일한 증거인 경우 조

심해야 한다. 객관적 증거인 물증이 부족하고 주관적 증거인 목격자 진술만

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열일곱번째, 경찰, 검찰, 법원은 목격자 진술을 과도하게 신뢰한다. 하지만 목

격자 진술은 유죄의 근거로는 위험하다.

열여덟번째, 목격자가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목격자가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거나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하게 진술할 수 있다.

열아홉번째, 수사기관․기소기관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무시하거나 묵

살한 흔적을 발견해야 한다. 그 증거는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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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번째, 목격자의 진술 내용과 체포된 피고인의 특징이 일치해야 한다. 목

격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키, 체격, 얼굴, 안경 착용 여부, 두발 상태, 문신 무

늬, 발음, 억양 등 요소에서 불일치하는 점이 많아질수록 피고인이 진범이 아

닐 확률이 커진다.

스물한번째, 재판기관은 목격자 진술을 수사한 수사기관․기소기관의 조서를

맹신하며 안 된다. 수사기관이나 기소기관의 조서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조서

재판’이 되어버린다.

스물두번째, 수사기관은 증거확보절차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객관적 물증

은 주관적 인증보다 정확도가 높다. 증거확보절차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이

진범이 아닐 가능성을 놓칠 수 있다.

스물세번째,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은 법원의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범인

식별절차에 관한 대법원 설시, 날이 갈수록 명료해지는 목격자 진술의 증거

가치를 부정한 대법원 판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스물네번째, 기소기관은 수사기관의 잘못을 체크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조사

한 목격자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면 보강수사를 지휘하

거나 피고인을 풀어주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스물다섯번째, 기소기관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무리한 기소를 감행하면 안

된다. 목격자가 제대로 지목하지도 아니한 피고인을 유죄로 간주하고 기소를

감행하면 피고인에게 지나친 고통을 안길 수 있다.

스물여섯번째, 다른 사건의 용의자를 목격자에게 확인해달라고 의뢰하는 경

우 객관적 근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기관이 의심이 가서 체포하였거

나 단순히 인상착의가 비슷하여 확인을 의뢰할 경우 진범이 아닐 확률이 높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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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제고방안

목격자 진술은 통상적인 생각과 다르게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목격

자 진술에 기반하여 피의자를 기소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사법기

관의 태도는 오판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그렇다면 혹자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부정하여, 재판기관이 증거능력을 부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목격자 진술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

에 따라 목격자 진술을 취득하고 공정한 재판정에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다면 엄연히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182)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목격자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애초에 목격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배제시킨다면 현실에 존재하는 피고인을 엄단하기 힘들어지고,

목격자 진술을 제약하여 보강증거를 요구한다면 물증이 없이 인증만 있는 사

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지

금과 마찬가지로 목격자 진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목격자 진술에 개

입된 오류의 가능성을 줄여나가고, 목격자 진술을 수사기관에서 취득할 때의

변형가능성을 사전에 차단·사후에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제 1 절 목격자 진술 취약성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1. 판결문에서 나타나는 차이점

판결문들을 검토하여 보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사실을 인지하

고 있는 재판관들이 있다. 대표적인 판결문이 서울고등법원 2008.2.1. 선고

2007노2370 판례이다. 판단의 첫머리에 ‘범인식별절차의 중요성’을 언급하였

다.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경

우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유무죄가 사실상 결정된다고 단정 짓고 있다.

2003도7033의 판결요지 전문을 인용한 뒤, 안정호/이재석의 논문, Rattner의

182) Huff/Rattner/Sagarin, 전게서,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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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183), 기억의 전이현상, 망각곡선 등의 이론을 판결문에서 활용하고 있다.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심리하면서 show-up의 내재적 암시성을

이유로 show-up의 신뢰성을 부인하였고 극도로 흥분하고 당혹한 피해자 진

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범인식별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얻어진 범인식

별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였다. 2006년에 있었던 목격자 진술에 관련된 학계

의 연구결과, 판사들의 고민, 목격자 진술에 대한 이해도가 반영된 모범적 판

결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원심 판결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10.5. 선고 2007고

합13 판결184)은 피해자나 목격자의 기억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고 그대로 남

아있을 것이라고 보았고 피해자가 흥분하거나 당혹한 심리에 있지 아니한 것

으로 판단하였으며 피해자나 목격자가 수사절차를 거치면서 기억이 왜곡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10.18. 선고 2002고합

261 판결은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별도의 심리없이 수사기관의 조

서와 목격자·피해자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판례들의 상반된 모습은 목격자 진술의 특성을 이해한 사람들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목격자 진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었다면 2002고합261 판결처럼 아무런 심리없이 검찰의 조

서의 증명력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목격진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목격자 진술의 정확도를 높이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경찰과 경찰의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다.

2. 외국에서의 이해도 제고 노력

미국에서는 법정에서 심리전문가의 증언을 활용185)하거나 배심원 설시

183) Arye Rattner, “Convicted But Innocent : Wrongful conviction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Law and Human Behavior』 Vol.12 No.3(1988).

184) 위 2007노2370 판결의 원심 판결문이다.
185) 미국 연방증거법(Federal Rules Of Evidence) 제702조는 전문가의 증언을 규율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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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y instruction)를 활용하여 목격자 진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범죄사실 판단주체에게 알린다고 한다. 심리전문가의 증언이나 배심원 설시

의 제공은 미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배심원·판사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정확한 목격자 진술을 얻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서 각각의 전문186)을

실어보도록 한다.

[전문가 증언]

(1)인종 간 식별

  인종 간 식별에 관한 전문가의 증언은 배심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인종 

간에 식별이 이루어지면 같은 인종 간에 식별이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정확성이 떨어

진다. 

(2)무기 집중 효과

  무기가 없을 때보다 무기가 있을 때 목격자의 식별진술이 부정확하다. 무기가 현

존할 때 목격자는 범인의 얼굴보다는 무기에 집중하는 성향이 강하다. 

(3)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목격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친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목격자의 기

억을 높이지만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목격자의 기억을 훼손시킨다. 일반적인 이해

와는 달리 스트레스는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감소시킨다. 

(4)망각곡선

  망각 곡선이라고 알려진 것이 있다. 시간의 경과가 목격자의 기억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1시간 내로, 또는 며칠 내로 상당 부분의 기억이 망

각된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견해와 달리 목격자의 기억은 동일하지 않은 속도로 잊

힌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기억은 잊히기 시작한다. 

(5)응고 효과(Relation Back)

    [제702조 전문가에 의한 증언] 자신의 지식, 기술, 경험, 훈련 또는 교육으로 인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증인은 자신의 과학적, 기술적 또는 다른 특화된 지식이 사실판별자로 하여금 증
거를 이해하거나 사실을 결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에 (a)증언이 충분한 사실
이나 자료에 근거하고 (b)증언이 신뢰할만한 원칙이나 방법에 근거하며 (c)전문가가 당해 사
건의 사실관계에 그 원칙과 방법을 적용한 경우에 의견이나 기타 형식으로 진술할 수 있다.

186) 그런데 전문가 증언의 경우 판결문(939 F.Supp. 1132 United States v. Norwood)을 살
펴보면 전문가의 증언을 그대로 녹취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다. 전문가의 증언을 토대로 전문
가 증언이 배심원들에게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Norwood 판결
문의 관련 부분 전문을 옮기지 않고 전문가 증언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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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격자의 첫 번째 식별진술은 이후에 있을 목격자의 진술과 사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사진으로 용의자를 식별하고 나면 범죄에서 목격한 범인의 얼굴보다 

식별절차에서 보았던 용의자의 얼굴을 기억해서 법정진술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인

들은 주로 이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6)확신과 정확성의 관계

  목격자가 확신을 가지고 진술하더라도 이것은 정확도와 관계가 없다. 여러 연구에

서 목격자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진술하더라고 정확도와 상관관계가 없음이 밝혀지

고 있다.

(7)재판이전 단계에서의 암시성

  재판이전 단계에서의 암시성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친다. 수사기관

에 의해 사진배열이 암시성 높게 제시될 수 있다. 특히 당해 사건에서 수사관은 목

격자에게 사진배열의 5번이 범인과 유사하다고 말한 부분이 있다.

(8)노출시간의 지속

  노출시간과 목격자의 범인식별진술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 노출시간이 오래되더라

도 목격자는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한다. 목격자가 받는 스트레스, 무기집중효과 등

이 목격자의 기억능력을 망가뜨린다.187)

[배심원 설시]188)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오로지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관한 피고인에 대한 식별입니다. 검찰 측은 범죄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증명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습

니다. 만일 쌍방의 주장을 듣고 나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

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배심원 여러분들은 유죄를 선고하면 안 됩니다. 

187)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D. New Jersey. United States of America v. Michael 
Norwood, 939 F.Supp. 1132에 나오는 내용이다.

188) Supreme Court of Utah, The STATE of Utah, Plaintiff and Respondent, v. 
Anthony L. LONG, Defendant and Appellant. 721 P.2d 483.

   배심원 설시(jury instruction)를 재판에서 활용한 선구적 재판례(one of the leading 
cases)는 United States v. Telfaire(1972)라고 한다. Cutler/Penrod, 전게서, p255. State 
v. Long에서는 Telfaire재판례에서의 지시문보다 완결된 배심원 지시문(a more complete 
instruction)을 제시하였다. 수정된 배심원 지시문은 R. Sanders(1984)에서 제안(author’s 
proposed model instruction)된 것이다. R. Sanders, 전게논문, p2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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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여러분들이 들은 목격자 증언은 목격자의 믿음이나 인상에 불과합니다. 피

고인이 무죄임을 알기 위해서는 목격자 진술이 거짓이라고까지 믿을 필요는 없고 단

지 증인이 실수로 믿음이나 인상을 형성하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요소들이 목격자 진술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소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이루어져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1)증인은 범행을 관찰할 적절한 기회가 있었습니까?

  질문에 답할 때 다음을 고려하십시오.

  a)증인이 범인을 목격한 시간의 길이

  b)증인과 범인 사이의 거리

  c)범인의 특징이 보였거나 숨김없이 볼 수 있었는지

  d)관찰의 장소와 시간대에 불빛이 밝았는지

  e)관찰 도중에 시끄러운 소음이나 행동이 주변에 없었는지

  f)범인의 행동을 목격자가 관찰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 주변상황

2)범인이 범죄를 저지를 때 목격자는 관찰할 능력이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할 때 당신은 다음 요소에 의해 목격자의 능력이 손상되었는지 관찰

하여야 합니다.

  a)관찰할 때의 스트레스나 공포

  b)개인적 동기, 편견, 선입견

  c)고쳐지지 않은 시각적 결함

  d)피로 또는 부상

  e)약물복용이나 음주

[당신은 또한 목격자가 범인과 다른 인종이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인종 목

격자의 식별은 같은 인종 목격자의 식별보다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3)목격자는 범죄를 관찰하는 것에 충분하게 주의를 기울였습니까?

  이 질문에 답할 때 당신은 목격자가 범죄자를 관찰할 때에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설사 증인이 관찰할 기회와 능력이 충분

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면 정확히 목격하기 힘들었

을 것입니다.]

4)목격자의 피고인 식별이 온전히 그의 기억에 의한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할 때 당신은 다음을 고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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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증인이 범인을 목격한 시간과 피고인 식별 사이의 시간

  b)식별 당시의 증인의 마음상태와 능력

  c)식별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쳤을 정보, 신문 기사, 사진, 다른 증인들의 의견이나 

식별, 묘사진술

  [d)증인이나 다른 목격자가 식별에 실패하였는지]

  [e)범인의 특징을 묘사하면서 피고인의 특징과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는지]

  f)목격자가 피고인을 식별하도록 요구된 상황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피고인을 뽑아내는 식별절차가 증인 앞에 피고인을 단독으

로 식별하게 하는 절차보다 신뢰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십시오.]

[사진으로 식별하는 것보다 실제로 사람을 보고 식별하는 것이 더욱 신뢰할 수 있습

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맞는지에 대한 부담은 검찰

이 지고 있습니다. 쌍방으로부터 주장을 듣고 상기한 사항을 고려하여 목격자 진술

을 듣고 난 뒤에 피고인이 범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남아 있다면 피고

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전문가 증언 제도와 배심원 설시는 목격자 진술의 취약성을 재

판의 판단주체에게 주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인간 기억의 배신(treachery)을

의식하여 증거의 무게를 심사할수록 정의가 실패하기 힘들어진다(less often

miscarry).”라는 말189)처럼 배심원과 판사들에게 목격자 진술의 취약성을 재

판 직전에 알리고 있다. 배심원이나 판사들이 목격자 진술을 함부로 신뢰하

지 않도록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배심원 제도가 아

직 모든 사건에 적용되고 있지 아니하기에 배심원 지시문의 필요성이 낮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

에 두면 전문가의 법정진술190)을 십분 활용하거나 배심원 설시를 만들 필요

189) Hugo Munsterberg, 전게서, p44.
190) 형사소송법은 2007년 12월 개정되어 전문심리위원이 공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다. 전문적인 지식이 판결 선고에 필요할 때 법관·검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재판과 수사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동운, 전게서, p843-845. 형사소송법 제
279조의2, 제279조의3, 제279조의4, 제279조의5가 관련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2011.9.22 선고 2010고합255 판결에서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의 범인에 관한 진술을 평가
하는 전문심리위원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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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배심원·판사 등에게 목격자 진술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3. 목격자 진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경찰관이나 검사, 법관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은 현실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목격자 진술의 취약성을 교육받고 인지한 상태

에서 재판, 수사, 기소 업무에 임한다면 목격자 진술을 좀 더 조심스럽게 다

룰 것이다. 취약성을 염두에 두고 목격자 진술을 취득하고, 조서로 작성하며,

이것을 증거로 활용한다면 무고한 피고인을 방면하거나 진범을 체포할 수 있

을 것이다. 학계에서도 목격자 진술의 교육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

다. 고민조/박주용(2012)은 한국과 미국, 중국, 노르웨이 등지에서 목격자 진

술과 관련된 지식을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비교연구하였다. 목격자 증

언과 관련하여 각종 효과, 목격자 진술의 판단 관련 교육에 대한 인식을 연

구하였다. 결론에서 그들은 크게 두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로 목격자 진술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제작되어야 하며, 둘째로 목격자 진술에 관한 교

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목격자 진술 관련 교육에 대하여 조사대상

판사의 93%가 동의하였다. 목격자 진술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실

제로 Sumner-Armstrong/Newcombe에 따르면 교육받은 배심원들이 교육받

지 않은 배심원들보다 정확한 판단(correct verdict)을 내렸다고 한다.191)

생각건대 목격자 진술에 관하여 교육을 받은 판사·경찰·검찰은 진술을 판

별할 경우에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덜 가져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깨뜨릴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전문가로 만들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사법절차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으며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

191) Crissa Sumner-Armstrong & Peter A. Newcombe, “The education of jury 
members : Influences on the determinations of child witnesses,” 『Psychology, 
Crime & Law』 Vol.13 Issue3(2007), p24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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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판단지침

한국 형사법학계와 심리학계의 목격자 진술 관련 연구성과를 검토하면 대

개 외국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내놓거나 가이드라인·지침 작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철저히 한국 현실에 맞는

연구를 하고자 하였고 수사현실과 재판현실에 맞는 독자적인 평가지침을 작

성하고자 하였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래의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지

침> 표이다. 학계에서의 논의와 이론적 연구토대, 그리고 재판례[실무]를 연

구하여 작성하였다. 미국이나 영국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미국적·영국적인

평가지침이 아닌, 우리 현실에 적합한 독자적 평가표이다.

특히 외국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한국에서 주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판단

기준으로 삽입하였다. 목격자 진술에의 과도한 의존, 조서재판, 유리한 정보

의 묵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견제 기능 결여, 다른 사람을 식별의뢰 등

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순수한 목격자 관련 요소는 아니지만 우

리 현실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이러한 것을 재판과정에서 고찰한다면 무고한

피고인의 무죄방면을 위한 최적의 판단요소로 생각하였기에 추가하였다. “목

격자가 수상한 사람을 비교하여 얻은, 피고인을 식별하는 진술의 내재적 위

험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pleasant,

but unduly optimistic). 하지만 배심원들만 그것의 신뢰불가능한 특성을 모

르고 있다. 그리고 배심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주의(cautioning)시키는 관행

이 없다”라고 영국에서 재판기관 등을 비판하고 있다.192) 판단지침을 존중한

다면 영국에서의 비판이 한국에 가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판단지침은 본

논문의 가장 핵심이다. 제2장의 준거틀이 목격자 진술의 이론적 전개 방식에

맞추어 만들어졌다면 이 판단지침은 사건의 성질, 수사, 기소, 재판의 단계로

분류하여 경찰, 검찰, 법원이 각각 참고하기에 유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피고

192) Glanville Williams, The proof of guilt : a study of the English criminal trial, 
(London : Stevens & Soms Limited, 1955),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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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편에 서서, 아무런 잘못 없는 피고인을 도와줄 변호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이 확대실시되어 배심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도, 이 판단지침 한 장만을 사전에 제시하고 주의할 것을 사전 고지한다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일조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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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지침>

목격자 진술은 그 자체로 취약하다. 목격자 진술은 인간의 기억력

의 한계로 말미암아 취약하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물적인 증

거 없이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하기 곤란하다. 따라

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얻어지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신빙성을 판

단한 목격자 진술만을 증거로 사용해야함을 유의하라. 다음 각각의 

항목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주의해야 할 요소이다.

<사건의 성질에 따른 주의사항>

-목격자 진술은 목격시간이 짧을수록 취약하다. 특히 야간에 목격

할수록 목격의 정확성이 낮다.

-폭력적인 사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에 대한 목격자 진술은 

사건의 중요부분을 포함하지 못할 수 있다.

-목격자는 무기에 집중하여 시야가 좁아진다.

-목격자는 사안의 일부·돌출적인 요소만을 선별하여 기억한다.

-사후정보가 목격자의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

-목격자는 자신이 보지 않은 내용을 추측을 바탕으로 진술한다.

-목격자의 기억은 시간이 갈수록 응고되므로 초기에 다루어야 한

다.

<수사 단계의 주의사항>

-수사관이 목격자에게 대하는 모든 태도가 중요하다.

-목격자 진술은 언어의 본래적 한계[labeling]을 지닌다.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암시가 목격자에게 개입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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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상호 간의 영향을 주의하라. 수사초기부터 목격자를 분리

시켜라.

-목격자에게 show-up을 실시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

-line-up절차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잘못 구성된 line-up은 

암시를 심어준다.

-다른 사건의 용의자를 목격자에게 식별의뢰한 경우 진범이 아닐 

확률이 높다.

<기소 단계의 주의사항>

-목격자가 사건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목격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묵살·무시하지 않았는가?

-경찰은 증거확보절차를 제대로 실시하였는가?

-경찰의 잘못된 수사태도를 검토하였는가?

-무리한 기소를 일삼지 아니하였는가?

<재판 단계의 주의사항>

-날이 갈수록 명료해지는 목격자 진술은 믿으면 안된다[망각곡선]

-사법절차가 진행될수록 목격자의 기억이 변형된다.

-아동목격자 진술·정신지체아 진술·위증죄 경력자의 목격진술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

-아무런 증거없이 신빙성 낮은 목격진술을 유일한 증거로 사용하

고 있는가?

-경찰과 검찰 측이 목격자 진술을 과도하게 신뢰하고 있지 아니한

가?

-목격자 진술과 체포된 피고인의 특징이 불일치하지 않는가?

-법원은 검찰의 조서를 그대로 인정하였는가?[조서재판]

-대법원의 권고사항을 모든 사법기관이 준수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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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대법원 판시 사항 준수의 필요성

사실 목격자 진술에 관하여 대법원의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82도

3217, 2000도4946, 2003도7033, 2008도12111 등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하지

만 경찰, 검찰, 법원이 대법원의 권고를 존중하였는지는 의문이다. 대법원의

권고사항을 무시한 채 경찰은 기존의 관행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의 잘

못된 수사관행을 검찰에서는 견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인정하여 증거로 제

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조서재판’이라는 비난을 받아

가며 검찰 측의 논거를 인정해 주었다. 만일 초동수사단계인 경찰, 기소의 역

할을 담당하는 검찰, 최종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원의 단계 중에서 한

단계에서만이라도 대법원의 판결요지를 읽고 이것을 적용하였더라면 이 논문

에서 분석한 판결례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2003도7033 판결이 선고된 이후 대검찰청에서는 일선 검찰청에 2004년 4월

‘수사기관의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였고 경찰청에서도 2005년 5

월 일선 경찰서에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지침’을 하달하였다고 한다.193) 하지

만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에서는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실이며 대법원 판

례·경찰청 지침을 모르는 수사관도 많았다.194) 1994년에 현직 한국 검사가 영

국 수사기관을 견학하며 있었던 에피소드를 보자.

193) 대검찰청 지침과 경찰청 지침은 각각 A4용지 기준 3쪽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대검찰청 
지침을 살펴보자. 2000도4946, 2003도7033 판결 등에서 일대일 대면 방식의 범인식별절차
가 신빙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검찰청 지침을 제작
한 이유가 “수사편의 위주의 부실한 증거수집으로 진범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거나 죄없는 사
람이 억울하게 기소되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작하였다고 제작의도를 밝히고 있다. 지침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실제 인물 대상 범
인식별, 그리고 사진 비교 관찰 범인식별이다. 

    경찰청 지침은 대검찰청 지침과 유사하다. 큰 틀에서 변형이 없으며 몇몇 사항이 추가되었
으나 실제 인물 상대 범인식별, 그리고 사진 비교 관찰 범인식별을 규율하는 등 대검찰청 지
침과 비슷하다. 생각건대 대검찰청 지침을 수사지휘의 차원에서 따른 듯하다.(시기적으로도 
대검찰청 지침은 2004년 4월 시달되었으나 경찰청 지침은 2005년 5월 하달되었다.)

   경찰청 지침의 경우 2004도7363의 판시 내용을 세세히 소개하는 등 대검찰청 지침보다 자세
히 서술한 점이 눈에 띈다. 경찰청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조원철(2009)에 수록되어 있다.

194) 김지영/김시업, 전게서, p59-60. 설문대사자인 경찰관 20명 가운데에 12명이 경찰청 지침
을 알지 못하였으며 16명은 대법원 판례(2003도7033 판결)를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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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에서 위 절차를 모두 지켜본 후 참관절차를 안내하던 영국 검사가 

검찰청으로 돌아온 후 한국에서의 목격자에 의한 범죄혐의자 확인절차는 어떠

한 가를 질문했다.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목격자와 범죄혐의자의 직접대면에 

의하고, 범죄혐의자가 흉악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자가 목격자를 볼 

수 없는 창이 설치된 곳에서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대답하였더니 정말

이냐고 하며 한참동안 웃었다. 그리고 동료검사들 방으로 가서도 한국에서는 

아직 직접대면으로 범인을 확인한다고 하며 같이 웃어댔다. 한국의 절차는 아

주 원시적이라는 것이었으며 영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보다 합리적인 현재

의 방법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이었다.”195)

영국 검찰들이 비웃은 한국의 수사현실은 여전하다. 여전히 show-up 방식

에 의한 목격자의 범인식별이 행해지고 있다. 대법원 판시가 선고된 후 10여

년이 지나도록 경찰과 검찰에서는 이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있다. 어찌보면

한국 대법원이 판시한 사항은 영국의 범인식별절차 관련 PACE 법률과 일맥

상통하는 점이 있다. 목격자 진술의 전반에 관하여 다룬 것은 아니고 범인식

별절차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목격기억의 망각을 다룬 것에 불과하다는 한계

점은 영국보다 부족한 것이지만, 대법원의 견해를 존중하였더라면 영국인들

이 비웃었던 수사현실은 개선되었을 것이다.

제 4 절 최초 경찰 수사 단계의 중요성

목격자의 기억은 취약하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중요한 내용을 망각하며 새

로운 내용을 덧붙여서 기억한다. 수사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수사관과 이

야기를 하면서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부분은 잊게 되며 수사관의 암시에

영향을 받는다. 변질되기 시작한 목격자의 기억은 고착되어 다시 사건 인식

단계의 기억을 되살려내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정은

경찰 단계의 수사이다. 경찰 단계에서 목격자 진술의 취약성을 인지하고 목

격자의 기억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훼손된 기억은 재생하

195) 최교일, 전게논문, p29. 밑줄은 필자가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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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형사범 검거

인원
1043621명 981683명 1028042명 1031611명 1065390명

변호인 참여 245건 517건 415건 542건 988건

기 힘들다는 사실을 경찰관들이 인지해야 한다. 실제로 법관들도 비슷한 인

식을 하고 있다. 모범적 판결례인 2007노2370 판결에 따르면 “목격자의 범인

식별은 법정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에서의 범

인식별이다. 법정에서의 범인식별은 이미 그 목격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오직 그 한 명의 피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선

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범인식별보다는 신뢰성이 떨

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경찰과 검찰 단계의 오랜

시간을 거치며 변형되는 목격자의 기억을 재판부가 지적하는 것이다.

경찰에게 목격자 진술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대법원 판시사항과 수사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검찰에서는 기소과정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걸러내

어 경찰이 목격자 진술을 조심스럽게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 수사과정

에서 오염된 목격자 진술은 더 이상 복구할 수 없으며 이는 무고한 피고인을

기소하거나 진범을 놓치게 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제 5 절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헌법 상에서 변호인에게 도

움을 받을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에서도 이를 보장하고 있

다. 변호인 조력권은 형사절차 상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필수전제조건인

것이다. 하지만 변호인 조력권이 목격자 수사에서는 얼마나 보장되는지 의문

이다. 변호사 참여제도가 경찰수사에서 활용되는 사례는 미미하다. 다음 통

계196)를 살펴보자.

196) 송강호,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제도의 활성화 방안,” 『한림법학』 제20권(2009), p44.
    이영돈, 경찰수사단계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영국 PACE(경찰과 형

사증거법)와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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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참여 비율 0.023% 0.056% 0.040% 0.052% 0.092%

경찰수사과정에 변호인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참여율이 0.1%

에 머물고 있다. 변호인 참여제도가 법 규정으로는 존재하지만 체포된 피의

자들에게는 교과서 속 문장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중요한 기본적 권리로 인식된

다. Gilbert v. California(1967)에 따르면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얻어진 진

술은, 위법한 라인업으로 오염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법정

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부정한 라인업을 통해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식별하는 목격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United

States v. Wade(1967)에서는 기소 이후의 라인업은 기소의 중요한 단계이므

로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라인업이 임박하였음을 고지받아야 하고 라인업 수

행 시 변호인의 존재가 필수(requisite)라고 판시하였다. 즉 미국 판례에서는

변호인이 line-up 등의 목격자(참고인) 수사 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

장되고 있다. United States v. Wade에서 지적하듯이 라인업 과정은 목격자

에게 영향을 미치며 목격자의 식별을 고정시킨다(crystallize). 변호인은 수사

과정의 목격자 진술 수사에 참여하여 수사과정의 의문점과 법정에서의 목격

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야 한다.

생각건대 목격자의 진술이 유무죄 판단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사건에

서는 변호인의 참여가 피의자의 권리보장에 중요하다.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잘못된 수사현실을 지적하고, 이를 법정에서 활용하여

목격자 진술증거를 탄핵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의 유효한

반대신문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다.

제 6 절 목격자 진술에 관한 세부준칙 규정

영국에서는 1984년 경찰 및 형사증거법(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이 제정되었으며 그 중 경찰관의 범인식별 시 실무규범(Cod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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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for the Identification of Persons by Police Officers)와 같이 목격자

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 세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Code D라고도

불린다. Code D에서는 비디오 식별(video identification), 식별 퍼레이드

(identification parade), 그룹 식별(group identification), 직접 대면

(confrontation by a witness), 사진 식별(showing photographs) 등 다양한

식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197) 특히 부속규정(ANNEX)까지 규정하여 세부적

인 지침까지 규율화하는 점이 놀랍다. Code of Practice는 법규정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준수할 의무는 없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 대개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강행규범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한다.198) Code of

Practice를 위반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징계처분을 받을 사유에 해당

하므로 담당경찰관들에게 실무규범을 준수할 실효성이 기대되고 있다고 한

다.199) 실무규범이 시행되면서 경찰관들 스스로 범죄와 관련된 과학적 증거

를 수집하는 전문가(professional)라는 자부심과 자신감이 늘었다고 인식이

변화했다고 전해지며 “우리들 경찰관의 일은 범인을 찾는 것이 아니다. 우리

들은 재판에서 견뎌내기와 같은 과학적 증거를 재판에 제출할 뿐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200)

미국의 경우도 목격자 진술 관련 규범이 존재한다.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산하 국가사법위원회(National Institute of Justice)가

2003년 9월에 제작한 Eyewitness Evidence : A Trainer’s Manual for Law

Enforcement가 바로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목격자의 진술을 획득할 때 질문

방식, 하지 말아야 할 질문, 목격자 사이의 격리 조치, 문서화, MUG BOOK

의 구성방식, 식별절차의 문서화, show-up, 사진 line-up, 실물 line-up, 동시

197) PACE Act에 관한 자세한 해설로는 Michael Zander, The Police & Criminal Evidence 
Act 1984-revised second edition, (London : Sweet & Maxwell, 1990). 이영돈, 전게논
문 등이 있다. Zander(1990)는 172쪽에서 175쪽 사이에서 목격자의 범인식별관련 규정을 
서술하고 있다. PACE Act는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84/60/contents에
서 찾을 수 있다. Code of Practice D는 다음의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

   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17599/pace-code-d.pdf에서 찾을 수 
있다,  

198) 嚴島行雄, 仲眞紀子, 原聰, 目擊證言の心理學, (東京 : 北大路書房, 2003), p134.
199) 嚴島行雄, 仲眞紀子, 原聰, 전게서, p135.
200) 嚴島行雄, 仲眞紀子, 原聰, 전게서,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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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진 제시 line-up, 순차적 사진 제시 line-up 등 다양한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쉽게 이해하도록 power-point 형식과 줄글 형식의 manual

을 함께 배포하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201) 단순히 매뉴얼로서 문자로만 존재

하는 원칙이 아니라 실무에 긴요하게 활용되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법원 관련 판시만이 존재하고 목격자 진술을 얻을 때

주의해야 할 점, 목격자에게 범인을 식별하도록 할 때 해야 할 사항과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아직 세칙화하지 아니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각각 2004

년과 2005년에 지침을 만들었지만 미국·영국의 매뉴얼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

은 수준의 지침이다. 김지영/김시업(2006)이 수행한 설문조사를 참고하면 여

전히 선배 수사관에게 배우는 범인식별절차 학습이 진행되고 있다. 관련규정

을 제정하고, 관련규정이 실무에 정착되도록 수사지휘관들이 노력해야 하며

종국적으로는 수사현실이 바뀌어야 한다. 영국과 미국처럼 관련 규정을 세칙

으로 규정한다면 수사현실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 7 절 인증보다 물증에 의한 수사를 할 필요성

사람의 기억은 완벽하지 못하다. 매우 주관적인 증거이다. 자신이 목격한

바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순수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이해관계에 따라 진술하

지 아니할 수 있고 진술을 과장할 수 있다. 반면 물적 증거는 객관적이다. 범

행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족적, DNA증거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부정하기

힘들다. 증거수집절차 등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물적 증거는 신뢰할 수 있다.

과학적 수사기법이 발달하면서 사실인정의 분야에서도 객관적 물증의 위력이

커지는 중이다. 실제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50년 전부터 물적 증거를 수

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음 판결문을 살펴보자.

201) 미국 국가사법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인 http://www.nij.gov/nij/pubs-sum/188678.htm에
서 Manual과 Power-Point Slides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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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고대와 현대의 역사를 통해, 자백에 의존하는 형사법집행제도는 체계

적 수사를 거쳐 독립적으로 취득한 외형적 증거에 의존하는 법집행제도보다 

권력이 남용될 우려가 크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역사적 교훈을 얻었다.202)

즉 미국에서도 인증에 의한 수사보다는 물증에 의한 수사가 공정하고 합리

적이라는 사실을 50여 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목격자 진술만을 획득하

여 피고인을 유죄로 이끌기 보다는 현장에 대한 철저한 감식을 통한 과학수

사를 진행해서 물증 획득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203) 그리고 물증이 획득되기

어려운 경우에 목격자 진술에 기대어서, 판단지침과 대법원 준수사항을 지켜

서 목격자 진술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202) Danny Escobedo v. State of Illinois, 378 U.S. 478, 84 S.Ct. 1758, 1964. 이 문구는 
과학수사 현장감식요원들에게 교과서 수준으로 불리는 『현장감식과 수사, CSI』라는 책의 권
두언으로 제시되는 문구이다. 그만큼 과학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문구이다.

203) SBS 2013년 12월 7일 방영 『그것이 알고 싶다 : 사주리의 핏자국-혈흔의 증언』에서는 혈
흔 분석으로 진범을 가려낸 사건이 소개되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용의자1과 용의
자2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목격자가 있다고 한다. 한 
사람이 범인이라면 다른 사람은 범행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증인이 되는 셈이다. 경찰에서도 
그 한 사람의 진범이 누구인지 가려내고자 하였다. 그런데 목격자가 제대로 진술을 회피하고 
용의자와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수사관들이 수사에 애를 먹고 있었다. 서로가 침묵을 지
키고 있었다.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찰은 ‘혈흔’을 이용하여 진범을 가려내었다. 한국에서는 활성화되지 
아니한, 혈흔형태 분석이라는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범행 당시를 재현하였다. 미궁에 빠질 수 
있었던 이 사건을 수사하여 재판부에서도 경찰 측의 수사결과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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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지금까지 목격자 진술에 관한 이론, 판례 분석 연구, 개선방안을 살펴보았

다. 외국에서의 선행연구에 의문을 가져서 국내연구를 시작하였는데, 사례를

수집하여 연구한 결과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목격자 진술이 취급되고 있

었다. 이론적인 연구에서 지적하는 목격자 진술 이외에 한국에서의 독자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어 목격자 진술을 취급하는 경찰, 검찰, 법원이 반성해야 한

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목격자 진술은 우리의 통상적인 생각처럼 신뢰하기 힘들다. 최초로 사건을

목격하고, 사건을 머릿속에 저장(기억)하고, 기억을 인출해 내면서 변형이 발

생한다. 단계별로 변형이 발생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수사과정 상에서도

왜곡된다. 수사관의 암시가 목격자에게 주입되기도 하며 show-up과 공정하

지 못한 line-up이 현실에서 활용되어서, 목격자가 정확하고 완벽한 기억을

재생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수 백 건의

재판례를 검토한 결과 이론에서 지적하는 위험성 이외에 한국에서만 나타나

는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명료해지는 목격진술[망각곡

선], 노출시간이 짧지만 정확하다고 확신하는 목격진술, 수사관의 암시, 예단

을 심어줄 수 있는 show-up, 잘못 설계되어 암시성을 높이는 line-up 등 이

론 상의 문제점을 우리 나라 재판례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한국적인 문제점

은 수사과정과 재판과정, 기소과정 전반에서 나타났다. 조서재판, 다른 사건

의 피고인을 목격자에게 피고인으로 식별의뢰, 목격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법원의 권고사항 무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의 무시·묵살 등

이 발견되었다. 목격자의 진술이 취약하여 주의해야 한다는 순수한 목격자

진술의 위험성 이외에, 목격자 진술을 잘못 취급하는 경찰, 검찰, 법원의 태

도가 나타난 것이다. 이론과 재판 실무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통합하여 하나

의 판단지침을 만들었다. 제4장의 판단지침은 판단 요소를 사건의 성질, 수

사, 기소, 재판 단계로 분류하여 형사절차에서 곧바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문

구를 가다듬었다.

제4장의 판단지침은 본 논문의 중핵적 부분이다. 이론과 실무가 망라되어

판단지침만을 참조하고 실무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시간이 갈

수록 명료해지는 목격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수사관의 암시가 개입된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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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을 배제하고, show-up을 지양하고 line-up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의 권고사항에 따라 수사과정은 문서로 기록되어야 한다.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하여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목격자 진술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 목격

자 진술을 취급하는 경찰, 검찰, 법원을 교육하면 진술증거를 올바르게 수집

하고 올바르게 재판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배심원 설시, 전문가 증

언도 넓게 보면 사법종사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의 권고사항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법원은 30년 전부터 목격진술

의 신빙성을 판단해 왔으며 10년 전부터 목격자의 범인식별절차에 관련된 원

칙적 설시를 반복해 왔다. 법원의 권고사항만 지키더라도 지금의 수사현실과

재판현실은 개선되었을 것이다.

끝으로 제4장의 판단지침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싶다. 외국에서의 이론적

전개와 외국에서의 개선점은 외국의 현실에 맞는 것이다. 한국에 함부로 적

용하기에는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나 현실적인 토양이 다르다. 본 논문의 판

단지침은 이론적 연구성과를 토대로 한국에서의 문제점을 통합·분석하여 만

든 것이다. 판단지침을 가지고 목격자 진술을 면밀하게 다루고 증거로서 관

리한다면 실체적 진실을 가릴 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목격자 진술에 관한 학계의 논의가 더욱 무르익길 기대하고, 부족

하나마 이 논문을 통해 수사현실과 재판현실이 개선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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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liability of

Eyewitness Testimony

Song, Jong Ho

College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otential for wrongful convictions has always existed in Criminal

Justice. Scholars have done their best to prevent the sacrifice of the

innocent by the Criminal Justice. However, many erroneous criminal

convictions still exist. According to studies in England and America, an

important factor leading to wrongful convictions was eyewitness

testimony. In this study, two aspects of eyewitness testimony are mainly

discussed : First, the handling of the testimonies is analyzed and Second,

a Korean version of guidelines for determining the reliability of

eyewitness testimonies is composed.

According to theoretical analysis, the process of eyewitness testimony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 information acquisition stage;

information retention stage; and information retrieval stage. Errors were

occurring in all of the three stages. In the acquisition stage, the exposure

time, frequency, violence, stress, weapon focus effect, selective recognition,

detail salience effect, etc were compromising the accuracy of eyewitness

testimonies. In the retention stage, the lapse of time, post-event

information effect, guessing, freezing effect, etc. were influencing

eyewitnesses’ recollection. In the retrieval stage, the interrogator’s rank,

credibility, attitude toward the interviewee, way of asking question and

pressure for testimony, as well as limitations in language and th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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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olice and attorney were generating errors. In the crime suspect

identification procedure, suggestions from the investigator, mutual

influence between eyewitnesses, memory alterations, show-up, stacked

line-up were happening. Testimonies from child eyewitness were

inherently unreliable.

Studies of numerous Korean judgement cases have revealed similar

problems. However, there also were problems which were uniquely

Korean in nature and could not be theoretically examined before, which

warranted additional analyses. The problems were : cases where

eyewitness testimony is the only evidence ; excessive reliance on

eyewitness testimony ; cases where the eyewitness was an interested

party : negligence of information favorable to the suspect ; discrepancies

in description ; traces of document trial ; insufficient evidence collection

by the police investigator ; disobedience to the Supreme Court’s

recommendations ; connivance of police wrongdoings by the prosecutors ;

unreasonable indictments ; and requests made to the witness of an

incident to discern the suspect of another criminal case.

As possible improvement measures for eyewitness testimonies, a

heightened understanding of the testimonies, observance of the manual,

importance of the initial police investigation procedure, etc. are presented.

In the US, testimony by expert witnesses and jury instruction were being

used to better understand eyewitness testimonies. As no guideline for

eyewitness testimony yet exists in South Korea, one is composed and

presented in this dissertation, which will help the entire process of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trial. Since correct judgement would be

impaired if the testimony is damaged during the initial police investigation

procedures, the officers should be careful in handling the testimony.

Eyewitness testimony is an important factor of wrongful convictions in

South Korean criminal justice. It is hoped that a more careful handling of

eyewitness testimonies will help reduce wrongful conv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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