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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공판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확보를 중심으로―

申 東 雲**

1)

Ⅰ. 검찰조서와 강압수사의 연관관계

1. 서설

1983년의 일이다. 본 발표자가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시에 소재한 막

스플랑크(Max-Plank) 국제형법연구소에서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을 때 다. 

하루는 그곳 지방신문에 한국 관련기사가 1면 전면을 차지하면서 보도되었다. 

한일합섬 김근조(金根祖) 이사가 경매 토지 부정매입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고문으로 사망하 다는 것이었다.1) 일반 경제사범의 경우에 이 정도인데 반정

부 사범은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하는 것이 보도의 골자이었다. 당시는 이미 

삼청교육대의 참상이 알려져서 국제적으로 인권차원에서 격심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던 때이었다. 형사법을 전공하는 한국 유학생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화가 나는 일이었다.

그로부터 20년의 시간이 흘 다. 정치상황은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등으로 바뀌었다. 국제적으로는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선진사회로의 진입이 

인정되었다. 인권상황을 보면, NGO의 열성적인 활동에 힘입어 국가인권위원

회가 발족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 다는 점에서 세계적으

* 본고는 2002년 12월 9일 대법원에서 열린 형사실무연구회 송년기념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논문으로 발표된 것이다. 발표 당시의 에 토론에서 지적된 내용과 약간의 문

헌을 보완하 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1) 1983년 3월 27일 자 이후 각종 일간신문 참조. 이 사건은 그해 말 폭행․감금

등치사상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를 신설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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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목받고 있다.2)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찰의 심장부

라고 할 수 있는 서울지검에서 다시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하 다.3) 이 무슨 변

고일까?

본 발표자는 서울지검 고문치사사건이 일부 수사관들의 빗나간 과잉수사의

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국 형소법과 형사

실무에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 취약점이 근본에서부터 제거되지 아니한 데에서 

기인한 필연적 결과물이다. 이제 이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고문치사사건의 

원인을 역사적 맥락에서 더듬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 분석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핵심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수사기록 열람․

등사의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일제의 조서재판과 고문

가. 일제의 형사법령체계

고문에 의한 수사기법은 그 출발점이 일제의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

다. 이번 서울지검 고문치사사건이 보도되었을 초기에 도하 언론에 어느 수사

관이 한 말로 “너는 유관순이 어떤 식으로 고문받았는지 아느냐,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운운의 내용이 보도되었다. 본 발표자로서는 그 발언의 진위는 확

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고문의 폐습이 해방 50년을 훌

쩍 뛰어 넘은 오늘에도 뿌리깊게 우리 수사기관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

저 전율할 뿐이었다.

일제는 한반도를 강점하면서 초기에 소위 무단정치(武斷政治)를 실시하 다. 

일제의 식민지 헌병․경찰에 의한 강압적 치안유지는 형사법령에 의한 포장을 

요구하 는데 그 입법적 형태는 조선형사령, 범죄즉결례, 조선태형령이라는 3
대 제령으로 나타났다.4) 제령(制令)이란 입법기구가 없는 식민지 조선에서 조

선총독이 발령하는 법규명령으로서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2) 武村二三夫, ｢人權擁護法案の問題點, 韓國國家人權委員會に學ぶ｣, 自由と正義, 
2002. 10, 14頁 이하.

3) 피의자 조천현씨 사망사건에 관해서는 2002년 10월 27일 자 이후 각종 일간신

문 참조.
4) 자세한 내용은, 신동운, “일제하의 형사절차에 관한 연구”, 박병호 교수 환갑기

념(Ⅱ) 한국법사학논총, 1991, 40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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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은 식민지 조선에 일본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위시

한 각종 형사법령을 의용(依用)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법령이었는데, 

의용의 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소위 식민지의 특수사정에 대처한다는 명목으

로 각종 독소조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 독소조항의 대표적인 예로 법관의 

장 없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고유권한으로 인신구속 및 각종 강제수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선형사령 제12조를 들 수 있다.
범죄즉결례(犯罪卽決例)는 3월 이하의 징역, 100원(円) 이하의 벌금 또는 구

류․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형사사건(선고형이 기준임)에 대하여 식민지 헌병․

경찰이 즉결로 사건을 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었다. 여기에서 즉결(卽

決)이라 함은 수사기관이 당해 사건을 수사하고 스스로 심판하며, 나아가 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이 곧 소추기관이요 재판기관이며 

형집행기관이었던 것이다. 이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대한 형의 집행은 조선태

형령(朝鮮笞刑令)에 의하여 환형처분(換刑處分)을 할 수 있었다. 징역을 살리거

나 벌금을 내게 하는 대신에 곤장으로써 형을 집행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일제 초기에 합법적인 형태로 식민지 조선인들에 대한 수사기

관의 매질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1919년 우리 민족의 3․1 독립만세운동에 당

황한 일제는 소위 문화정치(文化政治)를 표방하여 각종 유화조치를 내어놓았는

데 그 일환으로 조선태형령이 폐지되었다. 그 결과 적어도 법령상, 제도상의 

측면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매질이 사라지게 되었다. 법제사적 측면에서 볼 

때 신체형(身體刑)이 법령상으로 이 땅에서 사라진 것은 3․1 독립만세운동이 

가져온 위대한 쟁취물의 하나로 평가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법령상으로 신체형이 사라졌다고 해서 일제의 형사실무에서 고문이 

사라졌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종래에는 신체형이라는 형태로 합법적인 고문

이 가해졌다면 이제는 보다 은 한 방법으로 그 모습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

다. 신체형이 이제 고문(拷問)으로 변신하여 지속되는 계기는 일제 식민지 형

사사법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나. 조서의 증거능력

조선형사령은 일본의 형사소송법을 의용(依用)하 다. 현재 일본에서 구형사

소송법 또는 대정형사소송법(大正刑事訴訟法)이라고 불리우는 이 일본의 형사

소송법은 당시의 식민지 조선이나 1945년 해방 후 1954년 대한민국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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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정되기까지 소위 의용형사소송법(依用刑事訴訟法)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다.5) 이 의용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고인 기타의 

자의 공술을 녹취한 서류로서 법령에 의하여 작성한 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었다(동법 제343조 참조).6) 여기에서 “증거로 할 수 있다” 함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소위 증거능력(證據能力) 있음을 의미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형사령 제12조는 일제의 검사 및 사법경찰

관리에게 고유권한으로 강제수사권을 인정하 다. 일제의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장 없이 피의자를 구류(勾留)하거나 유치(留置)하여 피의자신문을 

행할 수 있었다. 그밖에도 참고인의 신문, 압수, 수색, 검증 등 각종의 수사활

동을 법관의 장 없이 언제든지 행할 수 있었다. 의용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의자신문이나 참고인신문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각종 신문조서(訊問調書)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다(동법 제56조 제1항). 이렇게 작성된 조서는 “법령에 

기하여 피고인 기타의 자의 공술을 녹취한 신문조서”로서 별다른 제한 없이 

곧바로 유죄인정의 자료로 쓸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 즉 증거능력(證據能

力)이 인정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제 수사기관의 각종 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면서 이 신

문조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되게 되었다. 여기에서 

일제의 수사기관은 자연히 피의자의 자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피의자의 자백을 수사기관 자신이 작성하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하기만 하면 이제 유죄인정을 위한 증거는 완벽하게 확보되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자백배제법칙(自白排除法則)이나 자백보강법칙(自白補强法

則)은 존재하지 않았다. 자백법칙은 1945년 군국주의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미군측이 가져온 것이기 때문이다.

5) 엄 하게 말하자면 일제 초기에는 1890년의 명치(明治)형사소송법이, 1924년 이

후부터는 1922년의 대정(大正)형사소송법이 각각 의용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신동운, 
“일제하의 예심제도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제27권 1호, 1986. 4, 149면 이하 참조.

6) 제343조  피고인 기타의 자의 공술을 녹취한 서류로서 법령에 의하여 작성한 

신문조서 아닌 것은 좌(左)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1. 공술자가 사망한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술자를 신문할 수 없을 때

3. 소송관계인이 이의 없을 때

구재판소(區裁判所)의 사건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하는 제한에 의함을 요하지 아

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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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자백조서에 절대적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조선태형령에

서 비롯한 매질은 이제 고문의 형태로 변모하여 자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었다. “자백조서를 받아내기 위한 고문”, 이것이야말로 일제 형사사법의 

특징이었다. 자백을 증거의 여왕으로 내세우면서 고문을 합법적으로 자행하

던 중세의 암흑시대를 곧바로 연상시키는 식민지형 형사사법의 전형은 이렇게 

하여 완성되었다.

3. 1954년 형소법의 제정과 고문방지 대책

가. 고문수사의 문제점 인식

1945년 우리 민족은 마침내 일제 35년의 질곡을 벗고 조국광복을 맞이하

다. 1948년 건국을 맞이하면서 신생 대한민국이 당면한 현안과제는 일제의 식

민지 형사법령을 극복하고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형사법령체계를 정비하는 일

이었다. 형사소송법의 경우로 시각을 좁혀서 보면, 우리 입법자들이 형사소송

법안을 성안함에 있어서 가장 고심하 던 대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문의 근

절이었다. 고문에 대한 우려는 특히 1952년의 부산정치파동과 발췌개헌(拔萃改

憲)을 통하여 대통령선출방식이 직선제로 바뀌면서 독재권력이 형사재판을 정

치적으로 악용하게 될 상황과 맞물려서 더욱 증폭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정은 1954년 형사소송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의 독회(讀會) 

석상에서 행해진 엄상섭(嚴詳燮) 의원의 발언에 잘 나타나 있다. 엄상섭은 정

부가 형사소송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서 국회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인사이다. 그는 국회 

본회의 독회 석상에서 국회 수정안의 골자를 설명하 는데, 마지막 항목으로 

고문수사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다.7)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강조할 문제는, 이 범죄수사에 있어서 고문을 한

다든지 또는 자백을 강요한다든지 이러한 면에 있어서 자백강요를 어떻게 막아

야 될까,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입으로는 우리가 경찰관에게 

물어보나 검찰관에게 물어보나 고문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다고 말합니다.

7) 이하에 소개되는 일련의 입법자료들은 현대 맞춤법에 따라서 고쳐 적었다. 원
문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  ] 안의 부분은 이해를 돕

기 위하여 필자가 보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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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고문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공공연한 비 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아주 근원을 꺾어버리는 그런 일은 어떤 

일이냐, 결국 검찰관이나 경찰관이 만든 조서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주지 말 

것, 검찰관이나 혹은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할 때에 단서를 찾아가는 그 정도는 

봐주지만 재판장(裁判場)에서 유죄의 증빙재료로 할 수 없게 만들면 고문을 하

지 않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으로 해서 검찰관이나 경찰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 측에서 이의가 없는 한에서만 유죄의 증빙재료

로 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는 대단히 좋지만 비교적 

경찰보다는 인적 요소가 조금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검찰기관이 작성한 조서

에까지 이러한 증빙력을 주지 않는다면 소송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

을 것이다 해서 경찰기관에서 작성한 조서에서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증거[능]

력을 주지 않도록 하고 검찰기관은 그대로 두는 이런 것으로 절충이 되어서 규

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경찰에서 무엇을 말했다든지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은 검찰기

관 혹은 공판정에서 부인할 때에 언제든지 칠판에다가 써 두었던 을 닦아버

린다든지 [하는 것처럼]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비로소 

경찰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고문을 적어도 근절을 못 시키더라도 어느 정

도 견제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8)

나. 형소법 제312조

우리 입법자가 이와 같이 고심한 끝에 만들어 낸 조문이 바로 현행 형사소

송법 제312조이다. 법제사적으로 우리 형소법에 큰 향을 미친 독일법이나 

일본법에 없는, 우리의 독창적 조문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이렇게 하여 탄생되었다. 우리 입법자의 현실상황에 대한 통찰과 지혜가 녹아

들어 있는 형소법 제312조는 다음과 같은 구상에 입각해 있다.

원래 각종 조서(調書)는 법관이 작성한 것에 대해서만 제한 없이 증거능력

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소법 제311조 참조). 그렇지만 검사는 법관에 준

하는 법률전문가이므로 검찰조서에 대해서는 약간의 제한을 붙여서 증거능력

8) 제2대국회 제18회 국회 정기회의 제19차 회의 속기록 참조. 1954년 형사소송법

의 제정과 관련된 자료집으로는, 엄상섭 감수, 서일교 편, 신형사소송법(부 참고자료), 
1954; 한국형사정책연구원(신동운 편),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1990; 대검찰청, 형사소송
법 제정․개정 자료집, 1997 등이 있다. 이하 입법자료의 인용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1990에 의한다.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28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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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한다. 그 제한의 요건은 성립(成立)의 진정(眞正)이다(형소법 제312조 

제1항 본문). 검사작성 조서가 피의자신문조서일 경우에는 여기에 특신정황(特

信情況)의 요건이 추가된다(형소법 제312조 제1항 단서).

이에 대하여 경찰관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일제 이래 고문수사의 의혹을 

받아오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

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형소법 제312조 제2항). 

이를 뒤집어서 말하자면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

판정에서 “조서에 기재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하여 내용을 부인하는 

순간 증거능력을 잃게 된다. 마치 칠판에 써 두었던 을 닦아버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초동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비교적 진실을 말하기 쉽다고 생각한

다. 그런데 초동수사 단계에서 작성되는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측

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하기만 하면 휴지조각처럼 무의미한 문서가 되고 

만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작성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도로(徒勞)로 만드는 것이 과연 현명한 처사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수사기관

에게 자백을 얻기 위한 강압수사의 동기를 차단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고문방지장치로서 큰 기여를 해 왔다는 사실만

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4.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중요성 대두

가. 성립의 진정과 특신정황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내용부인(內容否認)을 통하여 증거능력을 상실하

게 됨에 따라 우리 나라 형사실무에서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게 되었다. 검사면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설

사 피고인측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조서의 진정성립(眞正成立)

과 특신정황(特信情況)이 인정되기만 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즉 유죄인정

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은 성립의 진정과 특신정황이

다. 성립의 진정은 피고인측이 공판정에서 조서에 적힌 서명, 날인과 간인(間

印)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고(소위 형식적 진정성립) 그 기재내용이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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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한 대로 기재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소위 실질적 진정성립). 그 기재내

용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음은 인정하지만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성립의 진정은 인정하되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내용을 부인

하더라도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검사면전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

다. 소위 특신정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형소법 제312조 제1항 단서).
지금까지 대법원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매우 관대한 입장을 취하여 왔다. 대법원은 소위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로부터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으로 추정하여 왔다.9) 실질적 진정성

립을 다투려면 사실상 피고인측에서 강력한 입증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10)

특신정황의 요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대법원은 진술의 임의

성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비추어 볼 때 강압수사는 극히 이례

적이기 때문에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11) 이러한 접근

방법은 특신정황의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법률전

문가인 검사의 면전에서 행해지는 진술은 그 자체가 이미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해 왔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기이한 접근방법 덕분으로 지금까지 한국 형소법 제312조 제1항 단

서가 규정한 “특신정황”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나. 사건의 폭주와 검찰수사관행의 변질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사경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비하여 훨씬 우월한 지위에 서게 되었다.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

서가 가지는 강력한 증거능력의 위력은 한국의 검찰실무에 여러 가지 특이한 

9) 1984. 6. 26. 84도748, 공 1984, 1378; 1998. 6. 9. 98도980, 공 1998, 1932.
10) 이 점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국,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진

정과 증거능력”, 형사판례연구 9, 2001, 407면 이하 참조.
11) “그러나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앞에 쓴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명문과 같

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이 [없]다는 것 즉 증거의 수집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

성을 잃게 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는 것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비

추어 특히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

다.” 1983. 3. 8. 82도3248, 공 1983, 69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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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들을 발생시켰다. 우선 한국의 검사는 반드시 피의자신문을 행하지 않으

면 안 된다. 사실상 성립의 진정만 인정되면 법관의 조서와 다를 바 없는 검

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검찰청 청사

는 신문(訊問)을 기다리는 피의자들로 크게 붐비고 있다.

려드는 사건과 각종 회의 등으로 그 많은 피고인들을 검사가 일일이 직접 

신문할 수는 없다. 그 결과 신문은 검찰수사관(소위 입회계장)이 행하고 조서의 

말미에는 담당 검사가 마치 직접 신문한 것처럼 서명날인하는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가 양산된다. 이러한 조서는 사실상 사법경찰관이 작성하는 피의자신문

조서이지만 검사의 지휘, 감독과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피의자신문이라는 점, 

그리고 사실상 검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신문할 수 없다는 현실론 등이 고려되

어 대법원은 이러한 조서도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로 인정해 주고 있다.12)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사실상 검찰수사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로 변질

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최근까지의 검찰실무 상황이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변질과 왜곡이 바로 최근의 서울지검 고문치사사건이라는 비극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검찰단계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검찰수

사관이거나 아니면 경찰에서 파견된 수사관들이다. 피의자신문은 피의자와의 

심리전 수행이라고 할 정도로 고도의 전문적 기량을 요한다. 특히 자백을 받

아내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객관적 물증이 부족하거나 신문기량이 떨어

12) 대법원은 1990. 9. 28. 90도1483, 공 1990, 2250 판례에서 검찰주사가 담당 검

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신문한 후 검사 명의로 작

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인한 바 있다. 이 판례는 검찰주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는 도중에 담당 검사가 약 1분 정도 조사실에 들어왔다 나갔다가 검찰

주사가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끝마친 직후 조사실에 다시 들어와 피의자에게 개괄적으

로 질문한 사실이 있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판례에서 정작 주시해

야 할 대목은 그 동안 검찰주사가 사실상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검사작성 피의자신

문조서로 인정해 주었다고 주장한 검찰측 상고이유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판단한 부분

이다. 아래에 다소 길더라도 이를 인용한다.
“소론이 인용하는 당원의 판례(1984. 7. 10. 선고, 84도346 판결)는 검사가 피의사실

에 관하여 전반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하고 이를 토대로 그 신문에 참여

한 검찰주사보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소 불분명한 사항이나 보조적

인 사항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직접 질문을 하여 이를 조서에 기재하 지만, 참여주사보

가 그와 같은 질문을 할 때 검사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를 지켜보았고, 또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다시 직접 묻고 참여주사보가 조서에 기재하 으며, 조서의 작성이 

다 끝난 다음에는 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자신의 신문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 기 때문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서 인정되는 사안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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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수록 과학적 신문기법보다는 매질이나 기타의 고문기술에 의존하려는 유혹

에 빠지기 쉽다. 더욱이 실수사여서 남들이 보지 않는 장소에서 수사가 행

해지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사법경찰관의 지위에서 받아낸 자백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하

기만 하면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는 굳이 얻어 맞아가

면서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 필요가 없다. 여러 번 형사재판을 받아본 경

험이 있는 피의자라면 사법경찰관 앞에서 신문받는 경우에는 우선 범행을 자

백해 놓고 볼 것이다. 그러나 검찰단계에서의 신문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현재 검찰단계에서의 피의자신문은 설사 그것이 검찰수사관에 의한 것이든 

파견경찰관에 의한 것이든 일단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로 기재된다. 검사가 

이들 수사관의 신문과정을 지휘, 감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단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의 자백진술이 기재되면 피의자로서는 사실상 더 이상

의 방어를 할 수 없다. 수사관의 입장에서도 사실상 사건은 끝난 것이나 마찬

가지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공판정에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 날인

하고 간인(間印)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판례

에 따르면 형식적 진정성립이 있으면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검찰청사

에서 행해진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연히 특신정황이 인정되는 것으로 취급된다.

여러 번의 형사재판을 경험하면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위력을 알게 

된 피의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검찰단계에서 자백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검찰수사관이나 파견경찰관의 입장에서는 검사가 작성명

의자로 되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자백을 받아내기만 하면 그 사건은 끝이 날 것

인데 하면서 자백을 얻기 위하여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사건

이 구속사건이라도 되면 구속만기일에 쫓겨서 수사관의 심정은 더욱 초조해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실수사라는 상황이 더해지면 수사관은 강압수사의 

유혹을 쉽사리 뿌리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Ⅱ. 공판절차에 있어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1. 현행 공판절차의 소묘

가. 일본 형소법과의 비교

지금까지 수사단계에 있어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그리고 그것이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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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조서일 경우에 대하여 증거능력과 강압수사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이제 시각을 다소 바꾸어서 공판단계에 있어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문

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는 공판기일의 절차를 개략적으로 말한다면 

(1) 인정신문(人定訊問), (2) 검사의 기소요지진술 및 피고인측 모두진술(冒頭

陳述)(이 (2)의 단계는 실무에서 거의 행해지지 않음), (3) 피고인신문, (4) 증
거조사, (5) 결심(結審)(논고 및 최후변론, 최후진술), (6) 판결선고의 순으로 진

행된다. 한국 형소법은 피고인신문제도(被告人訊問制度)를 두고 있다. 피고인신

문제도는 의용형사소송법의 제도를 물려받은 것으로서 독일 형사소송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 현행 일본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신문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일

본 형소법은 (1) 인정질문(人定質問), (2) 검사의 기소장 낭독 및 피고인측 모

두진술, (3) 증거조사 및 피고인질문(被告人質問), (4) 결심, (5) 판결선고의 순

서로 진행된다. 피고인신문이 없는 대신에 증거조사 도중이나 종료 후에 피고

인이 자발적으로 응할 경우 피고인에게 질문하여 임의의 진술을 듣는다. 피고

인질문은 필요적 절차는 아니다.13)

나. 공판절차의 변질

현재 한국 형사재판의 공판정을 방청해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하여 특이한 현

상을 발견할 수 있다. 방청객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어떠한 사건을 재판하

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피고인이 호명되어 입정한다. 재판장의 정면에 피고

인이 기립하게 되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 신문한다(소위 인

정신문). 이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한다. 그리고 나면 검사가 일어나서 피고인

에게 기소장을 읽어보았느냐고 묻는다. 그렇다고 대답하면 이어서 개조식으로 

범행에 관하여 묻는다. 마치 서로 알고 있는 사항을 항목별로 확인해 가는 식

이다. 그러나 기소요지(起訴要旨)조차 진술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

로 진행되는 검사의 피고인신문은 방청객의 입장에서 보면 알아듣기가 극히 

13) 한국 법관의 입장에서 일본의 형사절차를 방청한 관찰기로, 이동흡, “일본국의 

구속 장실질심사제도와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공판중심주의”, 법률신문 1997. 2. 13, 14
면, 1997. 2. 17, 14면; 신용석, 일본 형사재판의 실제, 2001, 104면 이하 참조. 일본 형

사소송법상의 공판절차 진행에 관하여는, 三井誠․酒卷匡 저, 신동운 역, 입문 일본형사
수속법, 2003, 17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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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검사의 피고인신문이 끝나면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행해진다. 일부 친절한 

변호인의 경우에는 질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와서 한 부는 재판부에 넘겨주고 

다른 한 부를 가지고 항목별로 피고인을 신문한다. 그러나 그 질문은 외국의 

여느 재판정에서 보는 것처럼 단문단답(短問短答)의 연속으로 진행되지 않는

다. 장문(長文)의 질문과 짧은 답변의 반복이다. 공판조서에 유리한 내용을 담

아 놓기 위한 한국 특유의 신문방식이다.

검사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이 끝나면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하여 몇 마디 

신문을 한다. 그러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신문하지는 않는다. 재판부

는 제3자로 남고 당사자인 검사와 변호인에게 피고인신문의 주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주장이다.

피고인신문이 종료하면 이제 증거조사를 할 차례가 된다. 증거조사의 첫머

리에 검사는 수사기록을 통째로 재판부에 제출한다. 원래대로라면 입증취지에 

따라서 수사기록의 해당 개소를 지적한 목록을 제출해야 할 것이지만(형소규

칙 제132조의2 제1항) 사건이 워낙 많다보니 일건 기록을 제출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하여 할 말이 없

는가 하고 묻는다. 경험이 없는 피고인은 공손한 태도가 상책이라고 생각하여 

“예, 별다른 이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소위 증거동의(證據同意)라는 

것으로서 그 서류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사표시인데(형소법 제318조 제1항) 피고인이 그 의미를 제대

로 알고 있기나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변호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피고인

진술과 불일치하는 부분은 부동의한다”라는 정도로 진술한다.

2. 피고인신문과 수사기록 확보의 필요성

가. 수사기록의 입수방안

지금까지 통상의 공판절차에서 볼 수 있는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 과정을 

소묘(素描)하 다. 이것은 한국 공판정의 실제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기 위함이

었다. 이제 문제의 상황을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맞추어서 다시 그려보

기로 한다. 문제상황을 피고인측이 치열하게 무죄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로 상

정해 본다.

피고인이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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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부각시키고 불리한 사실을 탄핵하기 위하

여 노력할 것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은 대체로 피고인이 피의자 단계에

서 행한 자백진술을 기초로 한 것일 것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의자 단계

에서, 그 가운데에서도 검찰단계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 는가를 단연코 알고 

싶어한다. 그 진술의 전후 과정, 증거법상의 요건 등을 검토하여 피고인신문의 

단계에서 이를 부각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

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들어 있는 수사기록을 사전에 입수하는 일이다. 

유능한 변호인이라면 피고인신문 전에 반드시 수사기록을 입수하여 쟁점을 정

리해 놓아야 한다.14)

변호인에게는 그의 고유권으로서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형소법 제

34조)과 소송기록 열람․등사권(형소법 제35조)이 있다. 논의의 초점을 좁히기 

위하여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등사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해 

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들어 있는 수사기록에 

대하여 해당 검찰청에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한다. 평소에 친분이 있

는 검사가 있거나 검찰청 직원과 관계가 좋으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에 별

다른 마찰이 없으며 따라서 기록을 미리 등사해 올 수 있다. 그렇지만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서 검찰측이 반드시 공소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그렇지 않다. 검찰측은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을 거부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검사

에 대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15)

14) 그 동안 실무상으로 변호인측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거나 보석을 청구

하여 수사기록이 검찰로부터 법원으로 넘어오기를 기다린 후 기록이 법원의 수중에 들

어오면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편법

에 대하여 검찰측은 후술하는 대검예규를 통하여 대비책을 마련하 다. 그 내용을 보

면, 체포․구속적부심사 또는 보석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송부요

청을 받은 때에는 기록을 송부하면서 비고란에 적색으로 ‘타인의 열람․등사 불가’의 

취지를 표기하도록 하고, 나아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공개함이 심히 부적당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이를 법원에 송

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지참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대검예규 

제296호 제10조 제2항․제3항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검찰예규에 따라서 법원이 검

찰에서 송부되어 온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보다 깊은 검토를 요한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좁히기 위하여 이 문제

를 일단 고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이 부분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이동흡, 
“검사의 형사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관하여”, 행정판례연구 Ⅳ, 1999, 256면 각주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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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와 피고인신문

검찰측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에 대하여 변호인측은 피고인의 변호인에

게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에 대한 열람․등사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주장한

다. 그는, ｢“소송계속(訴訟係屬)중”이라 함은 법원에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중

이라는 의미이다. 즉 공소가 제기된 이후의 시점을 가리킨다. 따라서 검사는 

공소제기 이후의 시점에서는 수사기록을 변호인에게 열람․등사시켜 주지 않

으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전개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검찰측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는 공소제기를 받은 법원이 보유, 보관하고 있는 서류만을 말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측의 주장은 이렇다. ｢검찰이 아직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소송

계속중의 관계서류가 아니다. 더욱이 형사소송규칙은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

本主義)를 선언하여 공소장 이외의 서류, 특히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 법령의 체제상 변호인은 수사기록, 그 

가운데에서도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피고인신문 단

계에서는 행사할 수 없다.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하려면 검사

가 수사기록을 증거서류로 제출하는 단계, 즉 증거조사의 단계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끌어낼 수 있

는 피고인신문절차에 별다른 준비 없이 임하게 된다. 변호인은 기껏해야 피고

인과 접견하여 검찰단계의 신문사항을 기억에 의존하여 들을 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기억은 그다지 정확하지 않다. 수차의 신문이 어떻게 변화

해 왔는지 알 수가 없다. 변호인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까지 면 히 검토

한 다음에 피고인신문을 행하는 것은 수사기록이 공판기록의 일부가 된 이후

에야 가능하다. 그 결과 유무죄를 다투기 위한 본격적인 공방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의 시점, 즉 항소심의 심판절차에서나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서 이러한 현행 형사실무가 과연 우리 형사소송법의 입법취지와 관계

규정에 비추어 적합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변호인측과 

15) “피청구인 등은 형사소송법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공판단계

에서 증거로 제출되기 전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들에 대하여 이를 열람․등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997. 11. 27. 94헌마60, 헌판집 9권 2집, 
675(70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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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측이 각각 논거로 제시하고 있는바,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및 공소장일

본주의와 관련한 한국 형사소송법의 입법연혁을 점검하고 정리해 놓아야 한다.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와 관련한 문제점은 입법자의 구상과 실무에의 수용 현

황을 정확히 파악할 때 해결의 단초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수사기록의 정확성 담보장치

가. 조서의 중요성과 정확성 담보장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제하의 형사재판은 사실상 조서재판(調書裁判)

이었다. 일본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일본어로 작성된 조서에 의존하여 재판

하 다. 일본어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자백이 기재되어 있으면 재판부는 

자연히 그 조서에 비중을 두었다. 한국어로 한 피의자․피고인의 발언이 일본

어로 기재되는 과정에서 진술의 취지가 잘못 전해지는 일은 빈번하 을 것이

다. 이러한 체험을 반성한 우리 입법자는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함에 있어

서 조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각종 장치들을 고안해 내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입법과정에서 모델로 참조한 1947년 일본 형사소송법과 

비교해 본다면 한국 형소법상 조서의 정확성 담보를 위한 장치는 실로 괄목할 

만하다. 이것은 피의자신문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형식을 규정한 형소법 제48
조와 공판조서 열람권 및 열람불응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형소법 제

55조의 조문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와 관련하여 1954년 형사소송법안에 대

한 국회 본회의의 독회(讀會)가 행해질 때 법제사법위원장 김정실(金正實) 의

원이 행한 발언내용을 소개한다.

“첫째,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수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48조, 제55조의 수정입니다. 즉 종래

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에는 진술자는 다만 그 말미에 서명․날

인하 으므로 왜정시대로부터 불미한 사례가 비일비재하 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본인에게 사건의 내용을 하등 신문함이 없이 말미 용지에다 무인(拇印) 혹

은 날인(捺印)만 받고 진술내용은 기재자가 적당히 기재하는 폐풍이 상금(尙今)

도 전무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 수정안은 

조서에다가 간인(間印)을 시킴으로써 이러한 폐풍을 일소하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있어서도 종래에는 판결선고시에 겨우 성립되는 것이 보통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사실상 



申 東 雲 [서울대학교 法學 제44권 제1호 : 141∼181156

공문화(空文化)되어서 기재에 오류가 있더라도 광정(匡正)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 수정안에서는 이 점을 참작하여 차회 공판기일에는 전

회의 공판조서의 요지를 공판에서 고지하도록 하여 기재의 정확성을 기한 것입

니다.”16)

나. 수사기록의 작성과 변호인 입회

수사기록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함께 주목해야 할 것으로 1954년 형사소송법

이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인정하고 있었

다는 사실이다.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변호인은 소송

에 관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

2항에서 “증거물의 등사에는 검사,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

다. 단 허가의 지연으로 인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를 준비하는 권한

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제정 형소법 제35조 제2항

은 특히 “피의자의 방어를 준비하는 권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나아가 “검

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 다.
이 점과 관련하여 김병로(金柄魯) 대법원장은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의 자

격으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형사소송법안에 대한 설명을 하 는데, 그 가

운데 “오늘날에 와서는 피의자가 취조를 받을 당초부터 변호사를 의뢰할 수도 

있고 취조하는 데에 입회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때에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피의자 자신의 보위(保衛)를 위해서 할 방법을 상세히 다 허락하

고 규정하게 되었습니다”17)라고 발언하고 있다.
김병로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우리 형사소

송법이 제정 당시부터 수사절차에 있어서 변호인 입회권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된다. 변호인 입회권에 관한 명문의 근거는 각종 조서의 기

재사항을 규정한 형소법 제48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형소법 제48조 제1항은 

여러 종류의 신문조서를 예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동조 제5항은 이러한 “신문에 참여한 … 변호인이 

16) 제2대 국회 제18회 국회 정기회의 제18차 회의 속기록 참조. 형사소송법제정자
료집, 261면.

17) 제2대 국회 제18회 국회 정기회의 제18차 회의 속기록 참조. 형사소송법제정자
료집, 2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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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

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1954년 제정 형소법의 구도

가. 직권주의적 결단

1954년 형사소송법은 야당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드문 입법이다. 1950년부터 1954년까지 의정활동을 하

던 제2대 국회는 출범초기에 간선제(間選制)를 규정한 제헌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선출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52년 부산정치파동에 뒤이은 발췌개

헌(拔萃改憲)에 의하여 대통령 선출방식이 직선제(直選制)로 바뀌면서 제2대 

국회는 대통령선출권을 박탈당한 국회가 되었다. 6․25 전쟁의 와중에서 빚어

진 각종 실정(失政)과 불법적인 개헌파동으로 인하여 제2대 국회의 국회의원

들은 대다수가 이승만 대통령의 행정부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다.18)

이와 같은 국회구성을 배경으로 제2대 국회의 국회의원들은 행정부가 형사

소송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게 될 사태를 극력 경계하 다.19) 그 결과 국회 

법사위는 정부측 형사소송법안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의 도입,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 등과 같은 각종 

수정안을 마련하 고, 법사위 수정안을 채택한 형사소송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 다. 이렇게 통과된 형사소송법에 대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 으나 제2대 국회는 환부되어 온 형사소송법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득표로 재의결하여 법률로 확정시켰다.20)

1953년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초안에 대하여 법안심의를 담당

18) 당시의 관점을 전하는 로서, 엄상섭, “해방 10년 정치사”, 사상계, 1955. 9, 
197면 이하 참조.

19) 제2대 국회 제18회 국회 정기회의 제19차 회의 속기록(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277면 이하)에 수록된 엄상섭 의원의 발언 참조. 엄상섭의 발언은 그후 현실로 나타났

다. 1954년 2월 19일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 다. 이에 대하여 국회는 같은 해 3월 19일 법안의 재의결을 하 는데 이때 본

회의 사회를 본 인사는 조봉암(曺奉岩) 국회 부의장이었다(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337
면 참조). 조봉암은 이후 자신이 의사봉을 두드려서 법률로 확정시킨 형사소송법에 의

하여 재판을 받고 사형당하 다.
20) 제2대 국회 제18회 국회 정기회의 제37차 회의 속기록 참조. 형사소송법제정자

료집, 3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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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 수정안을 성안하 다. 이 법사위 수정안은 공

청회를 통하여 공론화되었고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독회절차를 거

쳐서 법률로 성립하 다. 애당초 정부의 형사소송법 초안은 법전편찬위원회의 

초안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었는데, 이 법전편찬위원회 초안은 그 편별에 있

어서 1947년 일본 신형사소송법의 조문체계를 입안의 모델로 삼은 것이었다.

법전편찬위원회 초안(즉 정부초안)의 작성, 국회 법사위 수정안에 대한 공청

회, 국회 본회의 독회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입법자들은 일본이 

신형사소송법에서 도입한 미식 형사절차를 한국 형소법에도 도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고심을 하 다. 그러나 당시 입법자들은 미식 형

사절차를 갑자기 도입하는 것은 기존의 형사실무에 지나친 변화를 가져와서 

형사사법을 적절하게 운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도달하 다. 그리하여 조문체

제는 일본의 신형소법 체계를 상당부분 따라가면서도 중요한 부분에서는 종전 

의용형사소송법의 기본틀을 유지하기로 하는 타협책을 취하게 되었다.

1947년에 제정된 일본 신형사소송법은 인정신문 및 모두절차(冒頭節次) 이

후에 곧바로 증거조사로 들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재판부가 예

단(豫斷) 없이 증거조사에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소장일본주의(起訴狀一本主

義)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하 다. 그러나 우리 입법자는 일본 형소법의 이러한 

진행방식을 택하지 않고 의용형사소송법하에서와 같이 피고인신문절차를 유지

하고 이를 증거조사절차에 선행시키기로 하 다. 그와 동시에 일본 형사소송

법이 예단배제를 위하여 규정한 기소장일본주의를 한국 형사소송법에는 도입

하지 않기로 하 다.

나. 공소장일본주의의 배제

일본식 공판절차 진행순서 및 공소장일본주의를 채택하지 않기로 한다는 입

법자의 구상은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인 김병로 대법원장과 국회 법사위 수정

안 작성의 핵심역할을 수행한 엄상섭 의원의 발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김병로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에 출석하여 발언

한 내용을 본다.

“당초에 이 법을 구상할 때에 전반적으로 공판유일중심주의(公判唯一中心主

義)로서 수사기관과 공판하고는 관련을 시키지 않고 재판은 공판에서만 전행

(專行)하겠다고 하는 주의를 갖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네가 해내려 오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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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참작하고서 조화적 조절을 해볼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강제처분권을 전적으로 없애버리고 공판유일주의로만 나가는 것도 이론으로

는 좋은데 사실상 지금 우리 현실에 있어서 수사기관을 전연 무시하고 기소장 

하나만 보아서 공판에 나가서 공판에서 비로소 개시(開始)를 해 가지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우리의 법관의 기능능률문제나 인원과 예산

문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건은 완전히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고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그 현실을 전혀 떠나 가지고

서는 되지 않아요.”21)

다음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형사소송법안 심의를 주도한 4

인 소위원회의 일원이었던 엄상섭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소

개한다.

“(전략) 그래서 충분하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았는데, 지금 우리 나라 실

정으로 보아서 미법계의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우리 나라에다 실시한다면 대

단한 곤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륙법 계통, 지금 우리 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경찰이 기록을 만들고, 검사가 기록을 만들고, 거기다가 검

사가 기소장을 내서 재판소에다 넘기면 재판소에서는 그 기록을 일일이 읽어보

고 증거품을 전부 사전에 보고 그리고는 또 재판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

판정에서 전부 한 번 조사를 해 보고 재판관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증거를 

더 보충해서 조사를 하고 또 피고인측에서나 검찰관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다시 

조사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심리를 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법에 있어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집한 증거는 일절 재판관이 미리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소장 한 가지만 써냅니다. 이 기소장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원래 어떠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 어떠한 정당관계가 있

고, 과거에 어떠한 전과관계가 있고 이런 것도 못쓰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어

느 날 아무 데에 가서 어떠한 물건 얼마치를 훔쳤다는 이외에는 아무 것도 못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연 재판관으로 하여금 아무런 선입감도 없이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을 공판정에 나와서 검찰관측이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피고인측

은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그래서 다만 재판관은 재판관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어느 것이 옳은가, 이것을 공판정에서 판단을 해서 들어

가는 것입니다.

21) 1954년 1월 9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 형사소송법안에 관한 공청

회 속기록 참조.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11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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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재판의 실정과 우리 국민성 여러 가

지를 비추어 본다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후략)“22)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의 입법자료를 보면 형사소송법안에 대한 검토가 이

루어졌던 공청회 석상이나 국회 본회의 석상에서 미식 형사재판과 대륙식 

형사재판의 비교에 관한 논의가 여러 번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논의과정을 통하여 일건 수사기록을 공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는 의용

형소법하의 실무관행을 유지하기로 하 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나아가 위

의 인용문이 명확히 가리키는 바와 같이, 우리 입법자는 1947년 일본 형사소

송법이 새로이 도입한 기소장일본주의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형사실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단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당사자주의적 형소법 개정

가. 피고인신문절차와 당사자주의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독재권력화하여 가는 행정부

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이다. 이 제정 형사소송법은 민선국회(民
選國會)가 주체적, 주도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그렇지만 이후 형사소송법의 개정역사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 그것은 군사

쿠데타 등에 의하여 권력을 장악한 정권측이 비민선(非民選) 비상입법기구를 

통하여 형사소송법을 개악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첫 

번째의 개정을 단행하 다. 그런데 이 개정과 관련한 입법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요지의 기재가 전부인 최고회의 회의록만 

남아 있을 뿐이다.23) 그렇지만 1961년의 형소법 개정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증

인신문방식을 교호신문방식(交互訊問方式)으로 하거나 전문법칙(傳聞法則)의 

22) 제2대 국회 제18회 국회 정기회의 제19차 회의 속기록 참조. 형사소송법제정자
료집, 284면 이하.

23) 필자는 1990년 청와대 입구에 있던 정부기록보존소를 방문하여 최고회의 회의

록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등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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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규정 및 탄핵증거(彈劾證據)에 관한 조문의 도입 등을 통하여 우리 형사

소송법이 당사자주의적 구조로 변화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모두 일본의 전후 형소법 및 형소규칙이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한국 형소법에 

도입한 것들인데, 우리 학계의 설명은 일본 형소법이 당사자주의 구조를 취하

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일본 학계의 분석을 그대로 

빌려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설명의 타당성은 피고인신문절차를 증거조사에 선행하여 

유지하고 있는 한국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에 비추어 볼 때 자연히 한계가 있

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을 당사자의 지위에 둔다면 그를 필요적 신문의 대상

으로 설정할 수는 없다. 일본의 입법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피고인신문제도를 

폐지하 다. 그 대신에 증거조사절차가 끝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할 의향

을 보이면 그 때 비로소 피고인에게 질문을 행한다는 구상을 취하고 있다.24) 
이러한 구상에 따르면 증거조사에 앞서서 사건에 관하여 예단을 가지게 할 우

려가 있는 수사기록 등을 재판부가 보지 못하도록 기소장일본주의(起訴狀一本

主義)를 규정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한국 형소법과 일본 형소법의 공판절차 진행순서가 전혀 다름에

도 불구하고 신설된 제도의 유사성에만 착안하여 한국 형소법의 당사자주의 

구조를 강조하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요, 현재에도 이러한 설명이 상당부분 유

지되고 있는 것이 우리 학계 및 판례의 실정이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

면 한국 형소법상 당사자주의는 검사의 주도권 강화 및 재판부에 대한 업무량 

경감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쉽사리 간취(看取)할 수 있다.

나. 열람․등사권의 제한

우선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변호인의 소송

서류 열람․등사권을 대폭적으로 제한해 버렸다. 개정된 형소법 제35조는 “변

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고 

24) 피고인질문의 시기는 증거조사에 들어간 이후에는 심리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

라서 언제라도 좋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주된 증거조사가 끝난 단계에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三井誠․酒卷匡 저, 신동운 역, 입문 일본형사수속
법, 209면 이하. 한국 관찰자의 관점에서 본 일본 공판절차의 진행순서는, 이동흡, “일
본국의 구속 장실질심사제도와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공판중심주의”, 법률신문 1997. 2. 
17, 14면; 신용석, 일본 형사재판의 실제, 10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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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여 개정전 동조 제2항이 규정한바, “증거물의 등사에는 검사, 재판장 또

는 단독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허가의 지연으로 인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를 준비하는 권한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부분을 삭제하

다. 그 결과 피의자의 방어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사단계에서 검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물을 등사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수사절

차에 있어서 피의자 지위의 일대 약화임과 동시에 검사의 지위강화를 의미하

는 것이었다.

다. 피고인신문순서의 변경

1961년 형소법의 개정은 피고인신문절차의 순서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1954
년 형소법은 피고인신문을 재판장이 행하도록 하고 검사 또는 변호인이 추가

적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1년의 개정법은 피고인

신문순서를 검사, 변호인, 재판장의 순서로 변화시키고 그 순서에 변경을 가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았다(형소법 제287조). 이러한 신문방식의 변화에 대하

여 이를 당사자주의의 강화라고 강변하는 견해도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신문

제도 자체를 유지하면서 신문순서를 변경하는 것을 두고 당사자주의의 강화라

고 말하는 것은 전혀 걸맞지 아니한 설명이다. 이것은 오직 검찰권의 강화만

을 의미할 뿐이다.

원래 당사자주의란 피고인의 지위를 검사의 지위에 상응하게, 다시 말하자

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 서게 하는 구상을 말한

다. 그런데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의 형소법 개정을 통하여 공소를 제기

한 검사로 하여금 제일 먼저 피고인을 신문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당사자

로서의 지위를 정면에서 부인해 버렸다.

소송절차는 변증법적으로 진실발견을 향해 나아가는 구조를 갖는다. 경찰 

단계에서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한다.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가 피의자

를 신문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기소후 법원의 재판단계에 이르면 재판장

이 먼저 피고인을 신문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은 독일 

형소법 및 의용형소법의 모델에 좇아 재판장이 주도적으로 피고인을 신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1년 형소법 개정은 이러한 기본원칙을 깨뜨려버렸다. 당시 형소

법 개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견해는 별로 없었다. 무엇보다도 검사는 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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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았을 것이며, 재판부는 주도적 신문의 부담을 

덜고 소송경제를 꾀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었다. 변호인측도 검사와 상응한 

지위에서 신문하게 되었다는 점에 만족하 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에 

대한 대가는 피고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 법정에 가면 재판장이 직접 자신

의 억울한 사정을 물어보아 줄 것이라고 생각하 던 일반국민의 기대만 무너

지고 마는 것이다.

라. 교호신문과 전문법칙의 도입

1961년 형소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또 하나의 특징은 증인에 대한 교호신문

방식이다. 교호신문방식(交互訊問方式)은 종래 재판부가 주도적으로 증인을 신

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증인신청인측에 의한 주신문과 반대당사자측의 반

대신문, 이에 이은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 그리고 재판부의 보충적 신문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방식을 말한다(형소법 제161조의2). 이 교호신문방식 또한 외

견상으로는 당사자주의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법원의 소송경제

를 도모한다는 점에 중점이 있는 것이었다.

1961년 형소법은 또한 일본 형소법의 예에 따라서 전문법칙의 원칙규정(형
소법 제310조의2)과 탄핵증거에 관한 규정(형소법 제318조의2)을 도입하 다. 

그러나 전문법칙(傳聞法則)의 원칙규정은 그 자체가 이미 1954년 형소법의 증

거법 체계에 암묵적으로 전제되었던 것이므로 별다른 의미는 없다. 그 대신 

탄핵증거(彈劾證據)에 관한 규정은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판단의 세계에 들어

올 수 없는 전문증거를 증명력 탄핵의 구실로 법관의 면전에 들어오도록 한다

는 점에 문제가 있다. 특히 탄핵증거를 규정한 개정 형소법의 규정은 이를 문

언 그대로 새길 경우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검찰측이 전문증거를 가지고 탄핵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검찰권의 강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25)

6. 형사소송규칙의 제정과 공소장일본주의의 도입

가. 공소장일본주의의 도입취지

당사자주의 강화를 표방한 최고회의 시절의 형소법 개정은 검찰권 강화만을 

25)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

도 … 피고인 … 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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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왔을 뿐이었다. 당사자주의와 모순대척(矛盾對蹠) 관계에 있는 피고인신문

절차는 여전히 유지되었다. 이와 함께 기소장일본주의를 한국 형소법의 공판

절차에 도입하지 않기로 한다는 1954년 형소법 입법자의 결단 또한 그대로 유

지되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구도는 1982년 형사소송규칙의 제정에 의하여 

크게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1982년 말에 제정된 형사소송규칙은 제118조 제2항에서 “공소장에는 제1항
에 규정한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 다. 형사소송규칙은 법관들이 

성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제정된 것이다. 물론 공론화과정은 거치지 않았다. 

1983년에 법원행정처가 간행한 형사소송규칙 해설서는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

一本主義)를 도입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공소장에의 첨부가 금지되는 것은 법원에 대하여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

는 서류 기타의 물건이다. 통설과 실무상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배제의 원

칙은 현행법상 기본원칙 중의 하나라고 설명되고 있으나 정작 법의 조문상으로

는 명문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으므로 본조에서 이를 선언한데 그 의의가 있

다.”26)

이 형사소송규칙 해설은 “통설과 실무상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배제의 

원칙은 현행법상 기본원칙 중의 하나라고 설명되고 있다”는 점을 공소장일본

주의의 실질적 도입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소개한 입법자료를 

통하여 입법자의 구상을 확인해 보면, 우리 입법자가 “형사소송법”이라는 법률

의 차원에서 공소장일본주의를 채택하지 않기로 하 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측이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을 “통설과 실무”를 들어서 

무효로 돌려버리는 처사는 형사절차법정주의(刑事節次法定主義)를 선언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대법원규칙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108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82년 말의 형사소송규칙이 도입한 공소장일본주의는 1996년 형소규칙 개

정시에 종전의 첨부금지에 인용금지 부분이 추가되는 형태로 확장되었다. 법

관은 예단 없이 사건의 심리에 임하여야 한다는 명분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26) 법원행정처, 형사소송규칙 소년심판규칙 축조해설, 1983,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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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공판절차의 진행순서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순한 명분용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27)

나. 공소장일본주의의 실제

우선 공소장일본주의는 그 취지나 명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나 검찰을 기속

하는 힘이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원과 검찰은 청사가 언제나 나

란히 배치되어 있다. 공소장일본주의가 형소규칙에 명문으로 도입되기 전에도,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형사실무는 사실상 공소장일본주의를 실천하고 

있었다. 지금의 실무도 그러하지만, 형소규칙이 제정되기 전의 실무에서 법원

은 만성적인 사건부담에 시달리고 있었다. 설사 검사가 일건 수사기록을 공소

장에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사건의 폭주 때문에 재판부는 공소장조차

도 읽어보지 못하고 공판정에 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 다. 그야말로 백지

상태로 심판에 임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형소규칙이 공소장일본주의를 도입한 이후의 실무는 어떠한가? 피

고사건이 세간의 이목이라도 집중시키는 경우 또는 대형사건이어서 사실관계

와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옆 건물인 검찰청 청사에 직원을 

보내서 사건기록을 미리 받아오게 한다.28) 재판부는 검사가 비공식적 통로로 

제공한 사건기록을 정사(精査)하여 사안의 쟁점을 파악한 후 공판심리에 임하

게 된다.29) 이렇게 하지 않으면 특히 구속피고사건의 경우 심리기간을 맞출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형사소송규칙이 도입한 공소장일본주의는 법원, 검찰에 대하여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하여 재판부가 사전에 

사건기록을 검토하 다는 사실을 변호인측이 포착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27)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신동운,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일고찰”, 두남 임원
택 교수 정년기념 사회과학의 제문제, 1988, 673면 이하 참조.

28) 현재의 실무를 전제로 놓고 볼 때 수사기록이 재판부에 언제 넘어오는가에 대

해서는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형사실무연구회에서 본고를 발표

할 때 실무가들이 토론한 바에 따르면 서울의 서초동 법조단지에서 행해지는 실무관행

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고 한다. 검찰측은 법원 구내에 일정 장소와 인원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공소제기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이곳으로 미리 보낸다. 이곳에 있던 수사기록은 

공판기일에 즈음하여 법원측에 제출되고 접수된다. 해당되는 수사기록은 대략 제1회 공

판기일 3, 4일 전에 담당 재판부의 판사실 책상 위에 놓이게 된다.
29) 필자가 몇몇 중견 법관들과 면담하여 알게 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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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포착하더라도 법원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를 문제삼지 않는다. 설사 

이를 문제삼아 변호인이 재판부를 상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하여 공판준

비를 하 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형소법 제

327조 제2호 참조) 당해 재판부가 스스로 공소기각의 판단을 할 리는 만무하

다. 이렇게 볼 때 적어도 법원 및 검사에 대하여 공소장일본주의는 별다른 의

미를 갖지 않는다.
그렇지만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으로 오게 되면 공소장일본주의는 실로 엄

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 형소법은 검사작성 피의

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강력한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다(형소법 제312조 제1

항). 이러한 증거능력의 위력에 비추어 볼 때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

된 내용을 중심으로 공격방어가 행해지는 것은 당연하며, 이 점을 고려에 넣

는 것이 변호인의 방어전략 수립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포함되어 있는 수사기록의 입수를 강력히 원하

게 된다. 수사기록의 입수를 위하여 변호인은 당연히 검찰측에 수사기록의 열

람․등사를 청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검찰측의 답변은 한 가지이다. 

공소장일본주의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다.

7.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와 헌법소원

가. 사건의 경과와 결정요지

검찰측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경우에 문제상황을 타개하기 위

하여 변호인측이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일

뿐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시도가 과감히 행해진 결과 나온 것이 1997

년의 94헌마60 헌법재판소 결정례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의 개요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를 소개한다.30)

갑은 1994년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되었다. 갑의 변호인 을은 갑을 

위한 변론준비를 위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갑의 자술

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들의 진술조서 등이 포함된 당해 사건 수사기록 

일체를 열람․등사하겠다는 신청을 하 다. 그러나 관할 검찰청 검사는 거부

사유를 일체 밝히지 아니한 채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하 다.

30) 1997. 11. 27. 94헌마60, 헌판집 9권 2집, 67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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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갑의 변호인 을은 열람․등사를 거부한 검사의 행위가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 및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 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피

고인 갑의 변호인 을이 행한 수사기록 일체의 열람․등사신청에 대하여 “검사

가 국가기 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의 우려 등 정당한 사

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전부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

다”는 요지의 결정을 내렸다.

나. 열람․등사권의 헌법적 근거

94헌마60 결정례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측이 주장한 바대로 검사의 수사

기록 열람․등사 거부행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 음을 인정하 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헌

법재판소의 결정에는 “검사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 열

람․등사를 전부 거부한 것”이 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는 제한이 붙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를 거꾸로 새긴다면 검사가 국가기 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의 우려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열람․등사를 구하

는 수사기록의 해당부분 별로 사유를 밝혀서 열람․등사를 거부한다면 이는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이 매우 제한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그 입론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절차는 8․15 해방 후 형사소송법의 제정과 그 후 수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규정이 

대폭 도입되었으며, 특히 증거조사의 방식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의 소송구조를 취하게 되었다. 소송구조의 이러한 변화는 증거로 수사기록을 

제출함에 있어서도 직권주의 소송구조하에서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수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제출하던 것을 공판중심주의와 공소장일본주의가 채택된 당사자

주의 소송구조하에서는 기소단계에서는 법원에 공소장만 제출하고 증거는 공판

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한 후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

써 그 조사를 신청하도록 됨에 따라(형사소송법 제290조, 제291조, 형사소송규

칙 제132조의2) 증거제출전까지는 검사가 수사기록을 보관하게 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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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후 법원에서 증거로 제출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었던 종전

과 달리 공소제기후 증거제출전까지 사이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이

하 수사기록이라 한다)을 어디서, 어떤 절차로, 어떤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31)

헌법재판소는 한국 형사소송법이 당사자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공소장일본

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리하여 쟁점을 “공

소제기후 법원에서 증거로 제출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었던 종전과 

달리 공소제기후 증거제출전까지 사이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을 어

디서, 어떤 절차로, 어떤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는 것으

로 집약하고 있다.

다. 열람․등사권의 한계

이 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보관하는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

의 열람․등사는 실질적 당사자대등을 확보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을 실현하

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그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피고인의 신속․공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32)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그의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

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33)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권의 헌법적 기초를 분명히 하 다.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의 헌법적 기초를 확인하 다는 점에서 94헌

마60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있어서 획기적인 의미를 가

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결정례는 이와 같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

쇄하고도 남을 만한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 94헌마60 결정례에서 헌법재판

소는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은 수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에게 

직접 하여야 한다. 이는 수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

31) 헌판집 9권 2집, 689면.
32) 헌판집 9권 2집, 696면.
33) 헌판집 9권 2집, 69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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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일 뿐만 아니라 신청을 받은 검사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열람․등사를 허용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비록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에 소송계속이 생

겼다 하더라도 증거조사 전단계에서는 검사가 보관중인 수사기록에 대하여 법

원이 열람․등사를 허용할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

다.34)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에 수사의 본질상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도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

여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검사가 보관중인 수사기록에 대한 열

람․등사는 당해 사건의 성질과 상황, 열람․등사를 구하는 증거의 종류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그 열람․등사가 피고인의 방어를 위하여 특히 

중요하고 또 그로 인하여 국가기 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

해, 관련사건 수사의 현저한 지장 등과 같은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 다.35)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헌법재판소가 제한의 사유로 열거한 

바, 국가기 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 관련사건 수사의 현

저한 지장 등의 사유는 법무부가 형사사건 관련기록의 열람․등사를 규율하는 

근거법령으로 제정해 놓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이 제시한 사유와 거의 동일하

다는 사실이다. 헌법재판소의 논리구성에 따르면 변호인이 공소제기후 증거조

사 이전 단계에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하려면 그 수사서류를 보관

하고 있는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검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이 규정한 바와 같은 취지에 따라서 국가기 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 관련사건 수사의 현저한 지장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가를 살핀다. 

검사의 입장에서 이에 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제 검사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이 점이 종래와 달라지는 부분이다) 열람․등사를 거부하

면 그것으로 족하다.

라. 헌재결정례의 문제점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나오기 전과 나온 후의 차이점을 본다면 종전에는 

34) 헌판집 9권 2집, 698면 이하.
35) 헌판집 9권 2집, 7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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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무조건 열람․등사를 거부하 다면 이제는 

위의 포괄적인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 또는 수개를 지적하여 제시하면 족하

다. 그러나 결과에 있어서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없다는 사실

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그 거부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여전히 수

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자신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는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단순히 수사기관의 

시혜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를 실현하는 장치라는 점을 확인한 점에서 그 의의가 실로 크다.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한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장치

에 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실로 취약하고 천진난만하다고 하지 않

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그토록 강조한 당사자주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헌

법재판소의 논리구성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주의에서 출발하여 실질적 당사자대등의 관점을 강조한

다. 그리고 이 논리를 근거로 피고인측이 반대당사자인 검사에게 수사기록 열

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으며, 나아가 그 열람․등사의 

허용 여부를 반대당사자인 검사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원래 당사자주의란 대립당사자가 공격․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을 통하여 진

실발견에 접근해 가도록 하는 소송구조를 말한다. 당사자주의 구조하에서는 

반드시 대립당사자가 존재한다. 마치 스포츠의 승부처럼 한쪽 당사자가 승리

하고 다른 당사자는 패배한다는 구조를 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대당사자

인 검사에게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여부를 판단하게 한다는 것은 이미 실천 

불가능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다. 자신의 패배를 두려워하는 검사가 열람․

등사를 허용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주의가 전제하고 있

는바, 승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소송의 비정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8. 검찰실무의 변화

가. 검찰보존사무규칙의 개정

1998년 법무부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개정하 다. 이 검찰보존사무규칙은 

검찰이 보존하고 있는 각종 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규율의 근거가 되는 법

령이다.36) 1998년의 검찰보존사무규칙 개정은 일견 1997년의 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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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가 나온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결정례를 반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

각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법무부는 1998년 검찰보존사무규칙의 개정취지를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

여 본인이 진술 또는 제출한 소송확정기록의 열람․등사청구를 인정한 헌법재

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 하고, …”라고 밝히고 있다.37) 개정취지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문제의 기록이 “피고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었던 자”와 관

련된 것이라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개정취지에서 말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형사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하 던 사

건, 즉 1991년에 나온 90헌마133 결정례를 가리킨다.38) 이렇게 보면 결국 

1998년 이래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한 아직까지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사건기록․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

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여(동규칙 제1조 참조) 법무부령

으로 규정된 법령이다. 이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사건기록”에 관한 개념정의로 

“수사․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기록은 다

시 재판확정기록과 불기소사건기록으로 구분된다고 한다(동규칙 제3조 제1호). 

이 분류에 따르면 결국 소송계속(訴訟係屬)중인 사건의 수사기록은 검찰보존사

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건기록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제20조 이하에서 재판확정기록 및 불기소사건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규칙 제22조에서는 열람․

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이를 보면, (1) 비공개재판, (2) 

사건종결 후 3년 경과, (3) 국가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공공

복리, (4) 사생활보호, (5) 관련사건의 재판 향, (6) 피고인의 갱생보호, (7) 수

사기 누출, 분쟁야기, (8) 기타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36) 형사기록의 열람․등사 문제를 형사절차 및 민사절차의 양 측면에서 다룬 로

서, 이동흡, “검사의 형사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관하여”, 행정판례연구 Ⅳ, 1999, 
243면 이하; 같은 필자, “문서송부촉탁에 관하여 ―형사기록의 열람․등사 문제를 중

심으로―”, 사법논집 제29집, 1998, 5면 이하 참조.
37)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종합법률정보→현행법령정보→검찰보존

사무규칙 항목 참조.
38) 1991. 5. 13. 90헌마133, 헌판집 3권 234면 이하. 이 판례에 대한 평석으로, 정

종섭, “확정된 형사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할 권리와 그 제한”, 인권과 정의, 1996. 3, 
(통권 제235호), 7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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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제한사유로 제시되어 있다.39)

국가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록을 공개함이 적

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 등과 같은 불특정개념으로 가득 차 

있는 법령이 검찰보존사무규칙이다. 다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단서는 피

고인이었던 자가 재판확정기록 가운데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단서 조항은 1998년 검찰보존사

무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도입된 것인데, 그 개정의 계기는 이미 1991년 90헌

마133 결정례에서 제시되었던 것이다.40)

나. 대검예규의 개정

정작 당해 피고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규율하는 것은 검찰보

존사무규칙이 아니라 대검예규이다. 앞의 1997. 11. 27. 94헌마60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검찰측은 1997. 12. 27.자 대검예규 제274호로 관련규정을 개정

하 다. 현재 시행중인 예규는 대검예규 제296호로서 1999년 9월 1일부터 시

행되고 있다.
피고사건의 수사기록과 관련하여 대검예규 제296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39)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열람․등사의 제한]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었던 자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

람․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경우. 다만, 추후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사건이 확정 또는 결정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 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 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8. 기타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40) 1991. 5. 13. 90헌마133, 헌판집 3권 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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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이 대검예규는 기소전 단계에서의 열람․등사와 기소 이후 단계

에서의 열람․등사를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다. 먼저 기소전 단계의 열람․등

사에 관하여 보면, 위 예규는 피의자,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은 수사중인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동규칙 제3조 제1항 제1문 참조). 종전의 예규는 “본인진술서류”
를 정의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자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고 

규정하 으나 최근의 예규는 본인진술서류에 타인의 진술이 함께 기재된 서류

를 포함한다고 하여 다소 그 범위를 확장하 다(동규칙 제2조 제4호). 그러나 

이 경우 담당검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규칙 제3조 제1항 제2문).
다음으로, 공소제기후 증거제출전 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하여 대검예규 제

296호는 제4조에서 관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의 규율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보조인은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위하여 법원에 증거가 제출되기 전이라도 수사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수사의 범위 내에서 수집된 것으로서 장차 법원에 증거로 제출

될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경우에 담

당검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3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기록의 일부에 대하여 열

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압수조서, 증거물, 실황조사서, 감정서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서류 및 증거물, 본인진술서류, 본인제출서류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눈길을 끄는 것은 대검예규 제296호 제8조이다. 이 

규정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8호가 규정한 바 “기타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세분화한 조문이

다. 그 내용은 ① 수사기관의 내부문서인 경우, ② 관련사건의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증거능력

이 없어 재판 중 증거로 사용되지 아니한 서류 또는 물건인 경우로 되어 있

다. 이 가운데 당해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 것은 ①과 ②의 경우이

다. 그런데 관련사건의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



申 東 雲 [서울대학교 法學 제44권 제1호 : 141∼181174

정한 ②는 여전히 불특정개념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대검예규의 문제점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후에 개정된 대검예규 제274호 및 이를 다시 개정한 

대검예규 제296호는 일견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규제를 어느 정도 완

화한 것처럼 보인다. “본인진술서류”의 정의를 본인의 진술만이 기재된 서류로

부터 타인의 진술이 함께 기재된 서류에까지 확장한 것은 그 예이다. 담당검

사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 법익형량의 원칙 등 기본권제한에 요구되는 제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

다는 주의규정을 두고 있는 점 또한 주목된다(동예규 제9조).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규정하고 있

는 각종 일반조항을 동원하여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 판단의 주

체 또한 담당검사로 되어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점은 예규의 법적 성질이다. 대검

예규 제296호는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도출해 낸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제한하고 있는 규

정이다. 그런데 그 법적 지위는 대검예규에 불과하다. 검찰 내부의 행동통일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처리의 지침에 불과할 뿐이다. 예규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소송서류 열람․등사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형사절차법

정주의(刑事節次法定主義)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예규의 또 다른 문제점은 내부준칙이라는 이유로 일반인에게 전혀 공개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시중에 간행된 법전에서도, 법제처가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종합법률정보, 그 어디에서도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41)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있어서 핵심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

사권이 예규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는 법체계를 대한민국 이외에 어디에서 또 

찾아볼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1997년 94헌마60 결정례에서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

41) 필자는 다행히 다음의 문헌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대검예규 제274호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이동흡, “검사의 형사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관하여”, 행정판례연구 
Ⅳ, 1999, 253면 이하 참조. 그러나 이 내용도 대검예규 제296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이

전의 것이다. 대검예규 제296호는 필자가 대검찰청의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입수한 것

이다. 이 자리를 빌려서 자료제공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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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등사권도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검사가 

보관중인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당해 사건의 성질과 상황, 열람․등

사를 구하는 증거의 종류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그 열람․등사가 

피고인의 방어를 위하여 특히 중요하고 또 그로 인하여 국가기 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 관련사건 수사의 현저한 지장 등과 같은 폐

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설시하고 있다.42)

이 부분의 판시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제한의 

사유가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거의 그대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찰측의 시각이 그대로 반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

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사항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이 “법률”의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도 일반적인 “법
률유보”를 통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보존사무규칙

은 법무부령에 불과할 뿐이지 결코 법률은 아니다.43) 대검예규는 더 말할 것

도 없다. 그렇다면 공소제기후 증거조사 이전 단계에서 검사가 보관중인 수사

기록에 대하여 그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차원에서의 제한규

정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Ⅲ. 결론

1. 형소규칙 제118조 제2항의 위헌무효

이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문제점을 정리하여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규정한 형사소

송규칙 제118조 제2항의 위헌성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의 역사적 입법자들은 

그들이 형사소송법 초안(草案)의 모델로 삼았던 1947년 일본 형소법이 기소장

일본주의를 채택하 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기존의 형사실무

42) 헌판집 9권 2집, 700면.
43) 정종섭 교수는 형사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허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6장에 대하여 법률유보가 아니라 명령유보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

을 들어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정종섭, “확정된 형사재판기록을 열람․등사

할 권리와 그 제한”, 인권과 정의, 1996. 3,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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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나친 충격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고려에서 피고인신문절차를 그대로 두

면서 수사기록을 첨부하여 공소제기하는 의용형사소송법의 방식을 그대로 유

지하기로 하 다.

제정 당시 입법자의 이와 같은 결단은 비록 50여 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의 입법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그대로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형사소송법이라는 법률차원의 결단을 형사소송규칙이라는 대법원규칙

으로 바꿀 수는 없다. 대법원은 규칙제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한은 “법률

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헌법 제108조). 현재 검

사가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하면서 그 논거로 제시하고 있는 공소장일본

주의는 이 점에서 헌법위반의 흠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속히 개정을 

요하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설혹 공소장일본주의가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

기 전까지 규범력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는 올바르게 이해되지 않으

면 안 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1997년의 94헌마60 결정례에서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다.

“피청구인들은 형사소송법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공판단계

에서 증거로 제출되기 전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들에 대하여 이를 열

람․등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장일본주의는 

법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유죄심증의 예단을 갖고 재판에 임하게 되는 것을 방

지하고자 마련된 제도로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법원에 대한 예단 배제의 한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피고인

의 방어권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44)

2. 수사기록 열람․등사청구의 상대방

공소장일본주의가 위헌이므로 무효라고 본다면 공소제기후 증거조사 이전 

단계에서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형소법 

제35조)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신속

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 및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라는 기본권에서 유래하는 권리임을 인정하

44) 헌판집 9권 2집, 7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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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써 제한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이를 제한하는 “법률”은 아직 존재하지 않

는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확정판결기록이나 불기소처분사건기록의 열람․등사

를 규율하는 것일 뿐이며 그 법적 지위 또한 법무부장관이 제정한 “규칙”에 

불과하다. 대검예규는 검찰내부의 지침에 불과하므로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이상과 같이 새겨간다고 하여 열람․등사와 관련된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당해 기

록의 보관자인 검사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

은 헌법재판소가 애써 강조하고 있는 당사자주의의 구도에도 맞지 않는 것이

다.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반대당사자에게 결정적 공격무기인 수사기록을 공개

하라고 요구하여도 그것이 수용되리라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검사가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

사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물론 헌법재판

소는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위헌성을 확인

해 준 바 있다. 그렇지만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당해 피고사건과는 별도의 절차

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당해 피고사건의 재판이 끝난 이후에나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당해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

호인에게 사실상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같은 사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구제절차

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해당된다. 이 법률에 기하여 절차를 밟게 되면 

검사에게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한 후 거부처분이 있을 때 결정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16조 제1

항). 또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검찰총장에게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1항․제2항). 또한 이 법

률은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검사의 열람․등사거부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8조 제1항).45)

그러나 이 모든 절차는 당해 피고사건과 별도의 절차로서 피고사건의 공판

심리와 무관하게 진행된다. 피고인측이 구체적으로 관계서류를 입수하는 시점

은 피고인신문이 이미 종료한 후의 시점, 즉 증거조사절차에 접어들어서 검찰

45) 이동흡, “검사의 형사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관하여”, 행정판례연구 Ⅳ, 
1999, 27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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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이 수사기록을 피고사건의 수소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이후의 시점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해석론적으로 볼 때 공소제기후 증거조사 이전 단계에서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은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하여 그 열람․등사를 청구하여야 한

다고 본다. 만일 당사자주의를 강조한다면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반대당사

자인 검사의 처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제3의 심판기관인 법원에게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 최고재판소가 소송지휘권의 일환으로 수소법원이 

증거개시(證據開示)를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비교법적으로도 중요한 참

고가 된다.46)

3. 입법론

해석론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참으로 다행이다. 그렇지만 기존의 실무관행

을 해석론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둘러

싼 문제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이라는 정공법으로 해결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입법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정비가 요망된다.

우선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두어야 한

다. 여기에는 열람․등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열거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

의 검찰보존사무규칙이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극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제한사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열람․등사의 허용범위가 뚜렷하게 부각되

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열람․등사의 신청은 법원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불허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 보아도 과히 지나친 추측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록을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하

는 것이 편리하다는 현실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론에 좇아서 검사에

게 열람․등사를 신청하도록 하자는 입법론을 생각할 수도 있다. 설사 이러한 

입법론이 채택된다고 할지라도 검사의 열람․등사 불허처분에 대한 불복장치

46) 最決昭和44.4.25 刑集23卷4号248頁. 三井誠․酒卷匡 저, 신동운 역, 입문 일본
형사수속법, 161면. 또한 이동흡, “일본국의 구속 장실질심사제도와 형사재판에 있어서

의 공판중심주의”, 법률신문, 1997. 2. 17, 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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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드시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 그 불복장치는 당해 피고사건의 

절차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수사기록에 대

한 열람․등사 불허처분을 형소법 제417조의 준항고 대상에 반드시 추가할 필

요가 있다.

4. 방법론적 성찰

한국 형사재판의 실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의 방어활동은 

무엇보다도 수사기록을 확보하는 점에 중점이 놓여 있다. 검사작성 피의자신

문조서가 가지는 증거능력상의 우위는 가히 위력적이다. 검사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의 면 한 분석은 변호인이 수행해야 할 필수적 과제이다. 여기에 피고인

신문절차가 증거조사절차에 선행되어 있는 현재의 공판절차를 감안하면 수사

기록의 사전확보는 더욱 더 중요해진다.

원래 1954년 제정 형소법의 입법자들은 한국 형소법의 공판절차를 직권주의

적으로 구성하 다. 그러나 5․16 직후에 단행된 1961년의 형소법 개정 이래 

당사자주의적 제도가 한국 형소법에 간헐적으로 도입되었다.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정립하 던 입법자의 구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학계나 

실무계는 당사자주의적 공판절차에 입각해 있는 일본 형소법의 모델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역사적 성찰이 결여된 나머

지 현행 한국 형소법의 공판절차 구조가 당사자주의에 입각해 있다고 속단해 

버린다. 그러나 형소법 제정 당시에 이루어진 직권주의적 근본결단에 몇 가지 

당사자주의적 수정이 가해졌다고 하여 한국 형소법의 기본구조가 당사자주의

로 쉽사리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구조를 바꾸지 아니한 상황에서 당사자

주의를 가미하는 것은 자칫 검찰권의 강화만을 가져올 뿐이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당사자주의적 요소

가 지속적으로 도입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검사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당사자주의의 원래 취

지 또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문제는 이러한 취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하

려면 우리 형소법의 기본구도를 전면적으로 재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에 

있다. 일본 형소법이 지향하는 것과 같은 당사자주의 구상을 본격적으로 실현

하려면 직권주의 소송구조의 핵심적 표지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신문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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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한국 형소법의 제정과정에서 우리 입법자는 직권주의를 택할 것인

가, 당사자주의를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고심을 하 다. 그리고 

그러한 고심 끝에 직권주의적 소송구조를 택하기로 결단하 음을 우리는 법전

편찬위원회 위원장,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형사소송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 등의 공청회 및 국회에서의 발언을 통하여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제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50년이 다 되어 온다. 우리 입법자의 결단을 살펴

보지 아니한 채 막연히 외국의 입법례에 추종하여 당사자주의를 칭송하는 학

계와 판례의 태도는 반성되어야 마땅하다.

형사소송법 제정 반세기를 맞이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피고인신문절차를 증

거조사에 선행시키는 현금(現今)의 공판절차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입법론적으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입법적 모색의 당위성

은 결코 부정될 수 없다. 만일 피고인신문절차가 폐지되고 증거조사로부터 본

격적인 공판심리를 시작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각종 해석론의 입론(立論)에 있

어서 근거로 제시되어 왔던 당사자주의는 명실상부하게 그 설득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변화의 결단은 입법자의 몫이다. 학계와 실무계가 담당해

야 할 과제는 입법자를 설득하는 일이다. 학계와 실무계가 입법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일본 형소법이 지향하는 바, 당사자주의와 공소장일본주의

를 무비판적, 맹목적으로 추종한 끝에 빚어지는 치명적 결함을 우리는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처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그러한 어리석음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나름의 독자적 해석론과 입법적 결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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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thinking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ce 

in the Trial Court Proceeding

Dong Woon Shin
*

47)

In 2002, a suspect was tortured and killed during the investigation directed 

by a public prosecutor. This incident draw my attention back to the record of 

confession. The record of confession obtained by a public prosecutor plays a 

crucial role in a criminal trial in Korea. 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it is to have a very strong evidentiary effect, compared to the record of 

confession obtained by a police officer. However, it is not institutionally 
guaranteed for defendants and defense lawyers to have access to the 

investigation records including the record of confession prior to a trial, 

although the record is very important for the defense.

This Article starts with a review of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evidentiary rule regarding the record of confession 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Second, it examines the courts' decisions concerning the 
admissibility of the record of confession. Third, it critically scrutinizes the 

principle of “written prosecution paper only” that is most often misused to 

hinder access to the investigation records, and the decis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with regard to the access of records. Finally, it suggests a 

new program for ensuring the right to access of investigation records, 

criticizing the theoretical trend that has uncritically accepted the foreign law.

*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