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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적 위법수집증거배제의 필요성, 근거 및 기준
1)
**

曺 國

Ⅰ. 들어가는 말
헌법 제12조 제7항, 형사소송법 제309조와 제317조는 위법수집자백의 증거능
력배제를,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불법검열로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
법감청에 의하여 취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의 증거사용금지를 규정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실정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위법수집
자백 및 전기통신 내용의 배제를 둘러싼 논의가 학계는 물론이고 실무에서도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불법한 압수․수색․검증 등의 대물적 강제처분을 통하여 수집한 증거
물의 배제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헌법은 주거의 자유(제16조)와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제17조)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2조과 형사소송법 제
215조는 수사상의 압수․수색․검증을 위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여러 유형의 영장주의의 예외
를 규정하고 있다.1) 그러나 헌법과 법률의 요청을 위배한 불법한 대물적 강제처
분을 통하여 수집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문의 법
률규정이 없다. 또한 대법원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과거 입장인 ‘성질․형상 불변
론’2) 에 따라 위법수집증거의 불배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3) 대법원은 진술거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기금의 2004학년도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1) 대물적 강제처분의 합법성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조국, “압수․수색의 합법성 기준 재
검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2003. 12); 조국, “수사상 검
증의 적법성 ― 사진 및 무음향 비디오 촬영과 신체침해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법
학회, 형사법연구 제20호(2003. 12)를 참조하라.
2) 日本 最高裁 1949. 12. 1. 裁判集 15号, 349頁.
3) “증거물은 사법경찰관이 압수영장 없이 압수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압수물은 압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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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권4) 이나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침해,5) 불법한 긴급체포6) 등으로 획득한 피의
자신문조서의 경우는 ― 증거능력 배제의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정신을 동원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불
법한 압수․수색․검증을 획득한 증거물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
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학계의 통설은 위법수집증거배
제법칙의 채택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은 불법한 대물적 강제처분을 통하여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대
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왜 증거배제를 위한 해석론적 원리가 필요한지, 이
증거배제는 왜 의무적․자동적 배제가 아니라 재량적 배제인지, 그리고 배제 여
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살펴보고자 한다. 학계의 통설은 불법
한 대물적 강제처분의 경우에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이상의 세 가지 점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전개하고 있지 않다고 판
단하기 때문이다.

Ⅱ. 왜 해석론적 원리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필요한가?
형사절차에서 증거물이 실체적 진실발견과 범인처벌을 위하여 소중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학계의 통설이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배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위법수집증거의 불배제는 필연적으로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적정절
차의 이념실현을 취약하게 만들고,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묵인․조장하는 효과
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독일연방대법원의 1960년 6월 1일의 ‘녹음테이프 판결’ 7)
(Tonbandentscheidung)의 언명을 빌자면, “형사소송에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

4)
5)
6)

7)

차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그 형상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도932 판결). 같은 취지의 판결로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
도705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 등이 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 128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조국, “불법
한 긴급체포 또는 약속을 원인으로 한 증거배제”, 지송 이재상 교수 화갑기념 형사판
례의 연구 Ⅱ(2002)을 참조하라.
14 BGHSt 358ff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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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진실은 구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8)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
는 수사를 통하여 획득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면 국가가 수사기관의
불법을 용인한다고 선언하는 셈이다. 국가가 불법을 감행․용인하면서 시민에게
법준수를 요구할 수는 없는 법이다. 압수․수색․검증의 합법성이 중대하게 훼손
되더라도 이러한 위법한 강제처분을 통해 획득한 증거물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영장주의가 어떻게 담보될 것인가는 미궁에 빠지게 되며,
대물적 강제처분의 집행은 실효성 있는 통제장치 없이 수사기관의 자의에 맡겨
지고 마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1961년 ‘Mapp v. Ohio 판결’ 9)의 문언을
인용하자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가 그 근원에 있어서 헌법적인 것임을 일단
인정한 이상, 우리는 더 이상 그 권리가 공허한 약속(an empty promise)으로 남
아 있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10)
둘째, 현행 법체제 내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 이외에 위법한 대물적 강제처분을
억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증거배제 이외의 방
책으로 일단 불법행위를 한 수사관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손해배상청구, 수사기
관 내부의 징계처분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지만, 우리 법현실을 직시하면 이러한 방책의 실효성은 매우
의문스럽다.11)
먼저 위법수사를 한 수사관에 대하여 형법상 직권남용죄(제123조), 불법체포․
감금죄(제124조), 폭행․가혹행위죄(제125조) 등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이론적
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제 검사에 의한 소추가 실제 이루어질 것인가는 회의
적이다. 이는 공식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된다. 1993년부터 2001년까지의
9년 동안

검찰연감 에서 확인되는 상기 범죄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2)

8)
9)
10)
11)
12)

Id. S. 364-365.
367 U.S. 643 (1961).
Id. at 660.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1982), 504-505면; 신동운, 형사소송법Ⅰ(1997), 149-150면.
이 통계는 국회전자도서관(www.nanet.go.kr)에 수록되어 있는 검찰연감을 기초로 작성
되었다(199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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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단위 년,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총계

177

124

211

203

171

230

599

434

547

기소

0

0

1

0

1

2

4

0

3

기소율(%)

0

0

0.46

0

0.58

0.87

0.67

0

0.55

직권남용체포․감금 (단위 년,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총계

86

423

112

110

66

70

130

110

108

기소

0

0

4

0

2

0

0

3

3

기소율(%)

0

0

3.5

0

3.0

0

0

2.7

2.65

독직폭행․가혹행위 (단위 년,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총계

180

192

245

205

143

163

250

427

289

기소

5

2

3

4

0

3

3

1

0

기소율(%)

2.7

1.0

1.2

1.9

0

4.7

1.2

0.2

0

이상의 통계에서 범죄의 총계에는 기복이 있으나 기소율은 매우 낮게 유지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직무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평균기소율은 0.35%,
직무남용체포감금의 경우는 1.32%, 독직폭행가혹행위의 경우는 1.43% 수준에 그
치고 있다.
다음으로 수사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 756조)가 이론적으로 가능
하지만, 수사관의 고의․과실의 입증에서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우리 민법의 경
우는 미국과 달리 수사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추정적 책임’(assumed liability)
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13) 법원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입장을 견

13) 1972 Amendment of the Federal Torts Claim Act, 28 U.S.C. §268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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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으며,14) 게다가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원고가 수사기관의 위법 수집행위
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구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15)
또한 최종적으로 승소를 한다고 하여도 예상되는 배상액의 액수는 적으며, 소송
기간은 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겠으나(국
가배상법 제2조), 이 역시 공무원의 고의와 과실을 입증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
히 위법한 대물적 강제처분의 경우 명백한 형태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터인데, 이때는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는 바 이러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16)
그리고 검사징계법이나 경찰공무원법(제26-27조)에 따른 징계처분도 가능하지
만 조직 내부의 징계가 강도 있고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다. 헌법과 법
률의 정신을 파괴하겠다거나 피의자를 괴롭히겠다는 악의가 인정되지 않고 단지
수사의 열의에 따라 영장주의의 정신을 위배하였을 따름이라는 징계혐의자의 항
변이 있을 경우 얼마나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지 의문이다.
요컨대, 불법적인 수사를 행한 수사관에 대한 형사적․민사적․행정적 제재는
효과가 미약한 경우가 많고, 그 활용도도 저조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형사절차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요청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
하고 위법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일단 수사목적을 달성하고 난 후 차후에 형사소
추, 행정적 징계나 민사배상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게 되므로, 헌법이 요구하는
형사절차에서 ‘적정절차’의 이념의 구현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마는 것이다. 즉, 증
거배제 외의 대안은 수사기관에 대해서 “헌법적 요청을 회피하라는 공개초청
장” 17) 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형사소추, 경찰 내부 징계나 민사배
상이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다면 수사기관의 위법수사가 근절될 리는 만무할 것
이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증거능력배제 이외의 구제방안은 “위법수사가 자행된
이후에나 동원가능한 것으로서 사후구제장치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따라서 그 효

14)
15)
16)
17)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9692 판결.
박미숙, “위법수사에 대한 구제방안”, 형사정책연구소식 제27호(1995. 2), 25면.
William A. Schroeder, “Deterring Fourth Amendment Violations: Alternatives the
Exclusionary Rule,” 69 Geo. L. J. 1361, 1396 (1981). 또한 Harvey R. Levin, “An
Alternative to the Exclusionary Rule for Fourth Amendment Violations,” 58 Judicature
75, 79-80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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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한계가 있”으며, “위법수사 전반에 대한 통일적 견제장치로서는 미흡하다”
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18)
마지막으로 이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해석을 통하여 위법
수집증거배제법칙을 채택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남는다. 즉, 입법자가 위법수집
증거배제법칙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법원이 법해석
이라는 이름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인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을 침해
하는 것으로 법해석권의 남용이자 법창조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입법부가 결단을 내리지 않은 법적 사안에 대하여 사법부는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형식적 삼권분립’의 논리이다. 먼저 민주주의는 ‘다수지배’와 함
께 ‘소수의 보호’를 중요한 이념으로 삼고 잇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그 형성과
존립이 국민 다수의 의사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다수파 기관”(majoritarian
institution)이기에, 소수자 ― 범죄피의자․피고인을 포함하는 ―의 의사와 이익은
무시되기 쉽다. 그리하여 소수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사법부가 맡게 되며, 사법부
는 소수의 보호를 위한 적극적․창조적 법해석을 행함으로써 민주주의에 기여하
는 것이다.19)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적정절차’의 이념의 강화와 위법수사의
억지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창출․실시하는데 매우 소극적인 상황에서는, 법원이
의도적 개입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실질화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미국 연방대법원이 1961년 ‘Mapp 판결’에서 미국 헌법 수
정 제4조 자체에는 증거배제의 요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법
수집증거의 배제를 선언한 이유이다.20) 또한 일본 최고재판소도 1978년의 ‘오사
카 텐노사( 天王寺) 각성제 사건’ 판결21) 에 이르러 과거의 ‘성질․형상 불변론’을
버리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원칙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
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위법수집증거배제에 대한 명문의 헌법적 또는 법률적 규정
이 없었음에도 왜 미국과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입법적 판결(legislative decision)
을 통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확립하였는가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고민할

18) 신동운, 149-150면.
19) 임지봉, 사법적극주의와 사법권 독립(2004), 134, 139면.
20) 미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해서는 조국, “미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일
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9권 제4호(1998년 겨울)를 참조하라.
21) 最高裁 1978. 9. 7. 刑集 第32卷 第6号, 1672면.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三井誠,
“所持品檢査の限界と違法收集證據の排除”(下), ジュリスト No. 680(1978. 12. 15)을 참
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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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요컨대, 불법한 압수․수색․검증으로 획득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한다는
실정법상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헌법이 보장한 적정절
차의 원칙이 소송법의 해석에 반영” 22)된 산물로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정절
차의 이념과 동조 제3항의 영장주의의 원칙에서 직접 도출되는 해석론적 원리로
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형사절차상의 제도와 원리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절차상의 인권보장 규정을 강화․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석․운용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형사소송’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Ⅲ. 왜 ‘재량적’ 증거배제인가?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의 배제를 헌법이 요청하는 해
석론적 원리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일체의 형사절차상의 위법이 자동적․획일적
으로 증거배제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현재 학계의 통설이다.
즉, 경미한 절차의 위반이나 형사소송법상의 단순한 훈시규정의 위반의 경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본질적 증거절차 규정을 위반한 때, 즉 영장주의나 적정절
차를 규정하는 헌법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활동이 형벌법규에 위배하
는 경우, 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배하여 압수․수색․검증이 무효인 경우 등
중대한 위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된다는 것이다.23) 그리고 위법
의 중대성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으며, 법관이 적정절차 및 인권
옹호의 요청과, 절차의 위법의 성질․정도 및 그 증거사용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
으로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24)
자백배제법칙이나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한 배제는 거의 자동적․의무적 배제
에 가깝다. 그렇다면 왜 불법한 대물적 강제처분에 의해 획득한 증거물의 배제의
범위와 정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가?

22) 차용석, 형사소송법(1997), 677면.
23)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1982), 507면; 신양균, 형사소송법(2000), 639면; 이재상, 형사
소송법(제6판, 2002), 495면; 정웅석, 형사소송법(2003), 761-762면. 단, 한인섭 교수는
“위법한 방법으로 얻은 증거물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의 조항
을 형사소송법 제309조의2 제2항으로 신설할 것을 제안하는 바, 의무적 배제를 주장
하고 있다고 보인다. 한인섭, 한국 형사법과 법의 지배(1998), 350면.
24) 강구진, 506-507면; 신양균, 640-641면; 차용석, 6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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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백배제법칙이나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한 배제의 경우와는 달리, 위법
수집증거물의 배제의 경우 헌법 또는 법률상의 명문의 근거를 갖고 있지는 못하
다. 입법의 불비를 법창조적 해석으로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명문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달리 취급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 1974년
‘United States v. Calandra 판결’의 문언을 인용하자면 ― 우리 헌법체제에서 위
법하게 수집한 물적 증거의 배제는 형사피고인의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 헌법
상 영장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사법적으로 창조된 구제책”(a judicially
created remedy)이라 할 것이다.25) 이러한 이해는 위법수집자백의 증거능력을 인
정하는 법률은 바로 위헌이지만, 위법수집증거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인정과 그
적용범위 등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재량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불법한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침해되는 주거의 자유(헌법 제16조),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제17조), 재산권(제23조) 등이 중요한 헌법상의 기본권임은 분명
하지만, 자백배제법칙상의 여러 자백배제사유에 의해 침해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
치(제10조), 신체의 자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묵비권 (제12조) 등보다는
하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이론상 ‘기본권의 서열’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을 기준으로 “더 중요한
자유영역과 덜 중요한 자유영역”을 나누고 있으며, 전자는 후자보다 더욱 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26)
자백배제의 사유 중 고문, 폭행, 협박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불법․부당한 인신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즉각 제약하고 심대한 고통과 불안을 초래하며, 기망은 형사사법의 염결성을 중
대하게 훼손하고 피의자가 자기방어를 위한 의사결정을 왜곡시킨다. 그리고 묵비
권은 바로 이러한 불법적 자백획득행위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장
장치이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피고인의
자기방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핵심 권리이다. 이러한 자백배제사유로 인해 침해
되는 기본권에 비하여 불법한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침해되는 기본권은 “덜 중요
한 자유영역”이고, 따라서 전자에 비하여 약한 보호를 받는 것은 정당화된다고
보는 것이다.27) 그리고 불법감청은 대물적 강제처분과 마찬가지로 사생활의 비밀

25) United States v. Calandra, 414 U.S. 338, 347-348 (1974).
26) 헌법재판소 1999.4.29. 선고 94헌바37 결정.
27) 단, 대물적 강제처분 중 신체 내부에 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수사상 검증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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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지만, 불법감청을 통해서는 시민의 프라이버시가 속속들
이 드러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침해의 범위와 정도가 대물적 강제처분보다 훨씬
넓고 강하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수집자백과 위법수집감청에 비하
여 위법수집증거물의 경우는 증거능력 배제의 범위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미국식의 위법수집증거물에 대한 자동적․의무적 증거배제는 예견가능성
과 확실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예견가능성과 확실성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른다. 수사기관의 경미한 위법에 기초하여 증거물이 획득된
경우 그 증거능력을 자동적․의무적으로 배제한다면, 형사정의와 형사사법체제에
대한 불신이 조장될 수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범한 불법행위의 정도에 비해 범
죄인에게 누리는 “횡재”(windfall)가 너무 크다면,28) 즉 헌법이 자동적 위법수집
증거배제법칙을 수용하여 감수하려는 손실과 이로 인한 시민의 프라이버시의 보
호라는 이득 사이의 간극이 너무 벌어진다면, 시민의 정의감은 훼손되고 이 법칙
자체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위법수집증거를 기꺼이 채택함으로써 법에
대한 존경이 훼손되는 것만큼, 수사기관의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증거를 배제함
으로써도 법에 대한 존경은 훼손될 수 있다.” 29) 그리고 이러한 손실과 이득의 차
이가 벌어지는 경우, 법관은 증거배제를 피하기 위하여 사실발견을 왜곡할 위험
도 있을 것이다.
물론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그로 인한 이익과 손
실을 형량하는 것 자체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30) 사소한 수사기관의 불
법이 있는 경우에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자동 적용하여 범죄인이 석방되는
것은 “바로 헌법이 기꺼이 감수하려는 손실” 31)이라는 항변이 예상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실체적 진실의 포기를 당연히 전
제하지만, 그 포기의 범위와 정도에 있어서 불법한 대물적 강제처분을 통한 증거

28)
29)
30)
31)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상의 대물적 강제처분보
다는 훨씬 강한 통제가 필요할 것이다.
John Kaplan, “The Limits of the Exclusionary Rule,” 26 Stan. L. Rev. 1027, 10351036 (1974).
Rosemary Pattenden, “The Exclusion of Unfairly Obtained Evidence in England,
Canada, and Australia,” 29 Int'l & Comp. L. Q. 664, 674 (1980).
Laurence H. Tribe, “Constitutional Calculus: Equal Justice or Economic Efficiency,”
98 Harv. L. Rev. 592 (1985).
Arthur G. LeFrancois, “On Excorcising the Exclusionary Rule: An Essay on Rhetoric,
Principle, and the Exclusionary Rule,” 53 U. Cin. L. Rev. 49, 102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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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획득의 경우와 불법하게 획득한 자백의 배제의 경우 사이의 차이는 인정되어
야 한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저자는 위법한 대물적 강제처분을 통하여 획득한 증거
물의 배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재량 없는 법칙”이 아니라 “개별화된 정
의”(individualized justice)가 필요하다고 본다.32)

Ⅳ. 재량적 증거배제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이상과 같이 불법한 대물적 강체처분으로 획득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배제는 자
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대․현저한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재량적 배
제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 영국과 카나다의 경우는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재
량적 배제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입법화하기도 하였는데, 관련 조항을 소개하자면,
어떠한 절차에 있어서도 소추측이 신청하는 증거에 대하여, 그 증거가 획득된
상황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 증거를 허용하는 것이 당해 절차의 공
정성(fairness of the proceedings)에 적대적인 효과(adverse effect)를 미치므
로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그 증거의 허용을 거부할
수 있다.33)
...증거가 본 헌장에 보장된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 또는 부정하는 방식으로
획득되었다고 법원이 결론을 내린 경우에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 증거를
허용하는 것이 사법행정(administration of justice)에 악평(disrepute)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명된다면 그 증거는 배제되어야 한다.34)

문제는 이러한 재량적 증거배제를 위한 판단기준이다. 이를 위하여 참조가 될만
한 외국의 지도적 판례와 학설을 검토해보자.

32) Andrew L.T. Choo, “Improperly Obtained Evidence: A Reconsideration,” 9 Legal
Stud. J. 261, 282 (1989).
33) PACE § 78 (1).
34)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Constitutional Act 1982), §24 (2). 카나다
인권헌장에 대해서는 Eugene Meehan, et. al., The 2000 Annotated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1999)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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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먼저 독일 법원은 ‘증거사용금지’(Beweisverwertungsverbot)의 명문의 규정이
없거나,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핵심영역’(Kernbereich)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
은 경우에는 ‘이익형량’에 따라 증거금지 여부를 결정한다.35) 대표적으로 연방대
법원의 1964년 2월 21일의 ‘일기장 판결’ 36) (Tagebuchentscheidung)의 입장을 보
면; “범죄혐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때에는 기록에 대한 인격권이 우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생명 기타 중요한 법익 혹은 국가와 법질서에 대하여 중대
한 범죄의 충분한 혐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생활영역의 보호가 때때
로 양보해야만 한다. 따라서 기본권의 의의와 형사소추의 이익을 참작하여 형량
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혐의의 대상이 된 구체적인 불법이 고려되어야 한
다.” 37)
일본 최고재판소는 1978년의 ‘오사카 텐노사( 天王寺) 각성제 사건’ 38) 판결에서
이른바 ‘상대적 배제론’을 확립하였는데, 이 판결은 “증거물 압수 등의 절차에서
영장주의의 정신을 무시하는 듯한 중대한 위법이 있고, 위 증거물을 증거로 허용
하는 것이 장래 위법한 수사의 억지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
는 경우” 그 증거물의 증거능력은 부정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1978년 호주 고등법원의 ‘Bunning v. Cross 판결’39) 은 (i) 의도적인 또는
중과실의 법위반이 있었는지 아니면 비의도적 또는 우연적 법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ii) 불법이 증거의 신빙성(reliability)에 영향을 주었는지―이 점은 의도적인
불법의 경우에는 덜 중요하다―여부; (iii) 법 준수의 용이성; (iv) 위반행위의 성
질; (v) 수사기관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절차가 위반되
었는지 여부; (vi) 사라질 수 있는 증거를 보호해야 할 급박성; (vii) 위법수집증
거를 대체하는, 동급의 설득력 있는 다른 증거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기준으로

35) 보다 상세한 논의는 조국, “독일 ‘증거금지’론의 이론구조에 대한 소고”, 형사정책연
구 제13권 제4호 (2002년 겨울호)을 참조하라.
36) 19 BGHSt. 325 (1964).
37) Id. S. 331-332.
38) 最高裁 1978. 9. 7. 刑集 32卷 6号, 1672면.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三井誠, “所
持品檢査の限界と違法收集證據の排除”(下), ジュリスト No. 680 (1978. 12. 15)을 참조
하라.
39) 19 A.L.R. 641 (H.C.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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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40)
그리고 1987년 카나다 연방대법원의 ‘Collins v. The Queen 판결’ 41) 도 증거배
제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지도적 판결이다.42) 동법원은 증거배제 여부를 고려할
때, 먼저 위법수집증거의 채택이 ‘재판의 공정성’(fairness of trial)에 영향을 미치
는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동 판결은 위법한 자백획득은 정면으로 자기부
죄금지의 특권을 침해하는데 비하여, 위법한 증거물수집은 자기부죄의 과정을 거
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공정성도 덜 침해된다고 보았다.43) 그리고 ‘인권헌
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 위반에도 불구하고 당해 증거가 불
가피하게 발견되었을 것임이 입증된다면 그 증거의 사용은 재판의 공정성에 악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44) 둘째, ‘인권헌장 위반의 심각성’(seriousness of

40) Id. at 661-663.
41) [1987] 1 S.C.R. 265. 이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 판결을 집필한 라머 대법관의
소략한 논문을 참조하라. Rt. Hon. Antonio Lamer, “Protecting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from Dispute: The Admissibility of Unconstitutionally Obtained Evidence in
Canada,” 42 St. Louis J. J. 345 (1998).
42) 카나다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현황에 대해서는 James Stribopoulos, “Lessons
from the Pupil: A Canadian Solution to the American Exclusionary Rule Debate,” 22
B.C. Int'l & Comp. L. Rev. 77 (1999); Julianne Parfett, “A Triumph of Liberalism:
The Supreme Court of Canada and the Exclusion of Evidence,” 40 Alberta L. Rev.
299 (2002) 등을 참조하라.
43) Collins, [1987] 1 S.C.R. at 284. 이 판결에서는 ‘자기부죄증거’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
았으나, 이후 다른 판결을 통하여 이 의미가 정해진다. 예컨대, 1989년 ‘R. v. Leclair
and Ross 판결’([1989] 1 S.C.R. 3, 46 C.C.C. (3d) 129)에서 주거침입혐의로 체포된
두 명의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주어졌고 피고인은 각각 자신의 변
호사에게 전화하였으나, 너무 밤늦은 시간이어 조력을 받을 수 없었다. 이 후 두 피고
인은 용의자 신원확인용 정열(line-up)을 요구받고 그 요구에 따랐다. 재판에서 피고인
은 이 정열에서 나온 증거의 배제를 주장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을 신원확인용 정열에
세워야 할 긴급성이 없었고, 경찰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만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
다는 이유로 증거배제를 결정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은 자기부죄증거는 피의자․피고
인으로부터 “나오는”(emanating) 자백 또는 물적 증거 모두를 포함함을 명시적으로 밝
혔다(Id. at 139). 그리고 1992년 ‘R. v. Mellenthin 판결’([1992] 3 S.C.R. 615, [1992]
S.C.J. No. 100)에서 경찰관은 교통검문을 실시하면서 운전자에게 앞 좌석에 있는 가
방에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운전자가 가방을 열었을 때 경찰관이 그 안에서
숨겨진 마약을 찾았다. 법원은 당해 수색이 비합리적이었고 그러한 비합리적인 수색
이 없었다면 마약이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마약을 증거로 사용하면 재판
이 불공정하게 되므로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마약이 물적 증거이지만 권리
침해가 없었다면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부죄적으로 파악된 것이다.
44) Id. at 284-285.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inevitable dis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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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ter violation)이 고려된다. 심각한 수사기관의 위법을 법원이 묵인한다면
형사사법 자체에 대한 신뢰와 평판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이때 판사는 수사기관
의 위법행위가 “선의(good faith)로 일어난 것인지 혹은 부주의로 일어난 것인지,
그 위법이 단지 기술적 성질의 것이지, 아니면 그 위법행위가 고의적 또는 의도
적으로 일어났거나 극악한 성질의 것인지, ... 그 행동이 증거의 손실․멸실을 막
아야 할 긴급함 또는 필요성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45) 그리
고 다른 합법적인 수사기법을 사용하였더라도 동일한 증거를 획득할 수 있었다
고 한다면 그 위반행위는 보다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46) 셋째, ‘증거배제의 효
과’(effects of excluding the evidence)가 고려된다. 즉, “(형사사법)체제의 평판이
(위법수집증거)의 채택 또는 배제 어느 쪽에 의하여 더 좋아질 것인가” 47)에 대한
판단의 문제이다. 증거배제 또는 채택의 효과를 평가할 때 법원은 문제가 된 개
별 사안의 해결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며, 이와 유사한 상황들에서
증거의 채택 또는 배제가 가져올 장기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48) 그리고 이때
다수자의 견해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해야 하므로, “냉정하며 상황을 완전히 아는
합리적인 사람의 눈”으로 증거배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49)
영국의 경우 PACE 제78조의 ‘공정성’(fairness)에 위반하여 획득한 증거의 경
우 법관의 재량에 따른 배제가 가능한데, 2001년 ‘R. v. Sanghera 판결’ 50)은 구
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i) “적정한 절차(proper procedures)에서의 심각한
파괴가 소추절차 전체에서 발생한 상황”에서는 “그 파괴의 성질이 매우 중대
(significant)”하므로 증거를 배제하고, (ii) “실무규정 위반이 사소(venial)하거나
기술적(technical)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는 증거를 채택하며, (iii)
“중대하다고 간주될 수는 있으나 심각(serious)하지 않은 실무규정 위반이 발생한
상황”에는 법관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배제 여부를 재량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다.

45)
46)
47)
48)
49)
50)

exception)와 같은 취지이다[Nix v. W illiams, 467 U.S. 431(1984)].
Id. at 285.
Id. at 285.
Id. at 285.
Id. at 280-281.
Id. at 282.
[2001] 1 Cr. App. R.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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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설
한편 독일의 경우 1966년 9월 27일부터 3일간 개최된 독일법조대회51)에서 울
리히

크룩(Ulrich

Klug)

교수는

실정법규의

규정을

초월하는

‘증거금

지’(Beweisverbote)를 인정하면서도 증거금지에 대한 법관의 재량적 판단을 옹호
하였다. 그는 증거금지의 위반에 대한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있으면 법관이 이를
고려해야 하고, 그 위반이 기본권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한 경우는 법관이 직
권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소송당사자가 관련되어 있는 증거금지의
보호목적이 저해되었는가에 대한 판단―이른바 ‘보호기능’(Schulzfunktion)에 대한
판단―, 위법수사활동에 대한 ‘예방기능’(Präventionsfunktion) 또는 형사절차에서
‘법치국가적 염결성’(rechtsstaatliche Integrität)의 관점 등이 판단기준이 된다고 주
장하였다.52)
일본의 이노우에 마사히토 교수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잘 알려진 1984년 자신
의 저서에서, 증거배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잘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른바
‘상대적 배제론’을 제창하면서 증거배제는 “피고인에 대한 증거수집절차에 후속의
소송절차 전체를 일체로 부당한 것으로 만들 정도의 실질이 있는 위법이 존재하
고, 따라서 그 결과인 증거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3) 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
한 판단을 내릴 경우 고려해야 할 구체적 요소로서 이하의 것을 제시하였다.
즉, (i) ‘절차위반의 정도’로서, 이는 적법한 절차로부터의 일탈 정도, 그것에
의해 침해된 이익의 중요성 및 그 손해의 정도 등의 요소에 의해 규정된다, (ii)
‘절차위반이 행해진 상황’, 예컨대 증거물 취득이 긴급․위급한 상황이라든가 법
의 준수가 극히 곤란한 사정의 존재 여부가 고려된다, (iii) ‘절차위반의 유의성
( 有意性)’, 예컨대 절차위반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인가, 그 위법성을 당연히 인
식하거나 또는 적어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행해진 것인가, 위법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위를 중지할 수는 없었던 것인가 등이 고려된다,
(iv) ‘절차위반의 빈발성(頻發性)’, 즉 절차위반이 그 성질에 비추어 앞으로도 계
속하여 행해질 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이 고려된다, (v) ‘절차위반과 당해 증거획
51) 여기에 관한 의견서 보고 및 토론의 전부는 Verhandlungen des 46. Deutschen
Juristentages[이하 DJT로 약칭], Bände I Teil 3A, 3B U. II Teil F, 1966, 1967 참조;
NJW, 1966, S. 2051ff 참조.
52) U. Klug, Referat, in DJT, S.36-39.
53) 井上正仁, 刑事訴訟における證據排除(1984), 40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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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의 사이의 인과성의 정도’, 즉 절차가 합법적으로 행해졌다면 당해 증거가 획
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고려된다, (vi) ‘증거의 중요성’, 즉 그 증거가 당해
사건의 증명에 어떠한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 고려된다, (vii)
‘사건의 중대성’으로 이는 기본적으로는 법정형의 정도와 죄질이 기준으로 되지
만, 보다 구체적으로 개개사건의 특성,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강약 등도 고려
될 수 있다.54) 이러한 판단요소 중 (i), (iii), (v), (vi), (vii)은 ‘사법의 염결성’ 유
지의 관점에서, 그리고 (ii), (iv)는 위법수사의 억지라는 관점에서 의미를 갖는
다.55)
한편, 영국의 애쉬워쓰 교수는 증거배제에 있어서 ‘권리보호의 원칙’(the
protective principle)56) 을 주장하면서, 이 원칙적용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을 밝혔
다. 첫째, 최소기준의 위배와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둘째 최
소기준의 위배는 단순히 “기술적인”(technical) 것 이상이어야만 하며 그 위배로
인해 생긴 피고인에 대한 불이익이나 편견이 “중대”(significant)하여야 한다, 셋째
증거배제가 피고인에게 생긴 불이익이나 편견의 발생을 방지할 유일한 대응방법
은 아니며, 대응의 강도는 피고인에 대한 불이익이나 편견의 정도와 균형이 맞춰
져야 한다 등이다.57) 또한 피터 머필드 교수도 증거배제의 판단에 있어서, “증거
의 정확성”(cogency), “규칙위반의 해악성”(heinousness), “해당 범죄의 심각
성”(seriousness)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58)

(3) 소결
이상의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의 배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도 손색이 없다. 이상의 기준을 거칠게 두 범주로
분류하여 정리하자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의 배제는 (1) 객관적으로 양과 질
측면에서 ‘사법의 염결성’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하고 현저한 위법수
사가 행해졌거나, 또는 (2) 주관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존재하
여 증거배제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4) Id. 404-405頁.
55) Id. 405頁.
56) A. J. Ashworth, “Excluding Evidence as Protecting Rights,” 1977 Crim. L. Rev. 723,
725.
57) A.J. Ashworth, Criminal Process: An Evaluative Study 302-303 (1994).
58) Peter Mirfield, Silence, Confessions and Improperly Obtained Evidence 28-33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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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시되어야 한다. 카미사르 교수의 말을 빌자면, 수사기관의 “정직한(honest)
또는 기술적인(technical) 실수”는 증거를 배제를 초래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이
“헌법 수정 4조를 멸시(flout)하는 경우에만, 즉 심하게(badly) 실수를 하는 경우
에만” 59) 증거는 배제되는 것이다.
위법수집증거배제가 ‘권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헌법적 근거를 갖는 해석원리로
서 실질적 의미를 가지려면 이 두 가지 기준의 내용과 상호관계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쓰이 마코토 교수의 경우는 중대한 위법행위와 위법
수사의 억지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비로소 증거배제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60) 이러한 입장을 취할 경우 증거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
이다. 예컨대, 적정절차의 이념과 영장주의의 요청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
는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직무에 열심이었을 뿐 악의가 없었
다거나 또는 ‘선의의 신뢰’가 있었다는 이유로 증거배제를 하지 않는다면 위법수
집증거배제법칙의 원래의 기본취지에 반한다.61) 그리고 위법행위의 불법성의 양
과 질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악의성, 의도성, 계획성, 조직성 등이 인
정된다면 위법수사의 억지의 관점에서 그 증거를 배제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이
유에서 필자는 위법수사의 불법성 기준과 위법수사의 억지효 기준은 “중첩적․
가중적 관계”가 아니라 “경합적․병행적 관계”라는 이노우에 교수의 견해에 동의
한다.62)
한편 증거의 중요성, 사건의 중대성, 대체증거의 존재 여부 등의 기준은 상술
한 두 가지 기준에 비하여 부차적 기준으로 위치지워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상의 두 기준과 동격의 기준으로 자리잡는다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미 자
체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수사기관이 위법수집증거에 대하여
법원이 그 증거로서의 가치에만 비중을 두어 증거채택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법
원은 수사기관에게 향후에도 위법행위를 하라고 공개허가장을 보내는 셈이 되며,
나아가 법원은 그 위법행위의 ‘공범’이 되고 말 것이다.

59) Yale Kamisar, “The W arren Court and Criminal Justice: A Quarter-Century
Retrospective,” 31 Tulsa L. J. 1, 40 (1995) (강조는 원문).
60) 三井誠, 110頁.
61) 후술하는 미국의 ‘선의의 신뢰’의 예외도 영장집행 과정에서의 수사관의 불법에 대해
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62) 井上正仁, 55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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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선의의 신뢰’(good faith)의 예외에 대한 이해
이상과 같이 재량적 배제를 위한 기준 중 위법수사의 억지기준과 관련하여 항
상 언급되는 중요한 예외원칙이 있다. 그 첫째는 ‘독수과실의 원리’(the “fruits of
the poisonous tree” doctrine)이며, 둘째는 ‘선의의 신뢰’(good faith)의 예외원칙이
다. 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을 통하여 살펴본 바 있으므로,63) 이 글에서는 후
자에 대하서 상술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이 원칙이 수사기관이 무엇을 신뢰하였
을 때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미국에서도 논란이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명확
히 소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1.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대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신뢰”
198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두 개의 판결, 즉 1984년 ‘United States v. Leon
판결’ 64) 과 ‘Massachusetts v. Sheppard 판결’65) 을 내리면서 이른바 ‘선의의 신
뢰’(good faith)의 예외를 제출한다.
이 두 개의 판결에서 법원은, 경찰관이 중립적이고 편견이 없는 치안판사에 의
하여 발부한 외견상 적법한 영장에 대하여 선의를 가지고 신뢰하며 증거를 획득
하였지만, 이후 그 수색영장이 무효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서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66) 여기서 법원이 주목한 것은 오류를 범한 것은 치안
판사였고 경찰관이 아니었다는 점이었고, 따라서 이 경우 법원은 증거를 배제하
더라도 억지효과를 가져올 수 없으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지 않겠
다고 한 것이다. ‘Leon 판결’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통상의 경우 상당한 이유에 대한 치안판사의 결정 또는 영장의 형식이 기술
적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에 대하여 수사관에게 의문을 가지라고 기대할 수는 없
다. ... 자신의 실수가 아닌 치안판사의 실수 때문에 경찰관을 벌한다는 것은 논
리적으로 헌법 수정 제4조 위반을 억지하는데 기여할 수 없다. ... 이후 무효인
것으로 판명이 된 수색영장에 대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신뢰를 갖고서 획득한
63) 조국, “‘독수과실의 원리’에 대한 일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11권 제
3호 (2000년 가을).
64) 486 U.S. 897 (1984).
65) 468 U.S. 981 (1984).
66) Leon, 486 U.S. at 906-907, 922,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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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배제할 때 경우 이익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주
변적이므로, 증거배제의 실질적 손실을 정당화할 수 없다.67)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의’는 수사관의 주관적 믿음이 있었다고 해서 인
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 믿음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일 때 인정된다. 즉, 이 ‘선의
의 신뢰’의 예외는 “치안판사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잘 훈련된 수사관
이라면 그 수색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인지 여부라는 객관적으로 확인가
능한 질문” 68) 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장이 외견상 분명한 결함이
있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수사기관이 이 영장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술서(affidavit)가 상당한 이유를 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뢰가 합
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선의의 신뢰’의 예외는 영장이 판사에 의해 발부되었고,
수사관은 그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였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영장에 대한 수사
관의 신뢰를 기초로 작동하는 것이므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거나 수사관이 영
장을 불법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69) 즉, ‘선의의 신뢰’
의 예외는 영장발부판사의 실수가 있고 이를 통해 발부된 영장을 신뢰한 수사관
의 행위를 통해 획득한 증거물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지, 영장집행과정에서 수사
관이 자신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고 영장이 특정하고 있는 장소와 물건을 넘어
불법적 수색에서 행하는 경우에는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의 배제를 시민의 ‘권리’라고 보는 경우에는 이러한
‘선의의 신뢰’의 예외는 “헌법적 건망증의 산물” 70) 이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골자를 빼는 것” 71)이고, 이 법칙을 “점진적이지만 단호하게 교살( 絞殺)” 72) 하는
것이라고 비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의 해석론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권’이
있다고 해석하기는 곤란하며, 위법수사의 억지나 사법의 염결성 유지라는 위법수
집증거배제법칙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사기관의 ‘선의의 신뢰’가 있었던

67)
68)
69)
70)
71)

Id. at 921-922 (강조는 인용자).
Id. at 923, n. 23.
Id. at 918, n. 19.
Leon, 486 U.S. at 872(Stevens, J., dissenting).
Reginald Gordon, “United States v. Leon: The “Good Faith” Evisceration of the
Exclusionary Rule and the Fourth Amendment,” 28 How. L. J. 1051 (1985).
72) Leon, 486 U.S. at 928 (Brennan, J., dissenting).

2004. 6.]

재량적 위법수집증거배제의 필요성, 근거 및 기준

61

경우에는 증거배제를 해야 할 이유는 약해진다고 본다.
이러한 ‘선의의 신뢰’의 예외는 이후 영장 없는 수색을 허용하는 주 법규에 경찰
관이 선의로 의존하여 수색을 행하였으나 그 법규가 이후 위헌판결을 받은 경우,73)
체포영장의 존재에 대한 법원 직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기록에 경찰관이 의존한
경우74) 등에 대해서도 확대되어 적용되며, 이러한 적용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2. ‘선의의 신뢰’의 예외는 영장 없는 대물적 강제처분의 경우에도
확대․적용되는가?
이상에서 서술한 것처럼 ‘선의의 신뢰’의 예외는 영장이 발부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예외가 영장 없는 대물적 강제처분의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는 이 예외의 사정( 射程)거리가 어디까지인가를 정하
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이 점을 직접적으로 다룬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은 없으므로, 이 주제에 대한 미국 하급심 판결을 간략하게나마 검토하기로 한다.
영장 없는 대물적 강제처분의 상황에 대해서도 ‘선의의 신뢰’의 예외의 범위를
확장하는 입장은 텍사스 주 항소법원의 두 개의 판결에서 나타난다. 먼저 1991
년 ‘United States v. De Leon-Reyna 판결’ 75)에서 국경순찰대 요원은 마약운반의
혐의가 있는 피고인의 트럭을 정지시키고 차량번호판을 조회하면서 차량번호를
잘못 전송하였고, 이 잘못된 정보에 기초하여 회신된 차량조회결과가 피고인의
차량과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트럭을 수색하여 새로이 용접된, 위
장된 구획공간을 발견하였다. 이어 수사관은 자신이 전송한 차량번호가 잘못되었
음을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송하면서 위장된 구획공간에 대한 수색을 결정
하기 위하여 마약견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마약견은 반 톤의 코카인을 발
견하였다. 하급심 법원은 수사관의 선의를 인정하면서도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수색은 허용할 수 없고, ‘선의의 신뢰’의 예외는 수사관이 영장 없는 정지를 하
며 의존한 정보가 오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나,76) 항소법원
은 이를 파기한다. 동 법원은 수사관이 부서의 압수․수색 규칙과 정책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차량번호정보에 대한 정보는 객관
73)
74)
75)
76)

Illinois v. Krull, 480 U.S. 340, 349-350 (1987).
Arizona v. Evans, 514 U.S. 1 (1995).
930 F.2d 396 (5th Cir. 1991).
Id. at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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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합리적이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선의의 신뢰’의 예외는 인정된다
고 판시하면서 압수한 코카인의 증거사용을 인정한 것이다.
다음으로 1992년 ‘United States v. Ramirez-Lujan 판결’77) 이 있다. 국경순찰대
요원은 마약운반 혐의의 트럭을 발견하고 정지시켜 피고인을 검문서로 데리고
가서 신원을 확인하였는데, 마약견이 마리화나 냄새를 맡고 반응을 보여 트럭을
수색하여 다량의 마리화나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트럭에 대한 정지가
불법이었으므로 이를 통하여 획득한 증거물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하급심은 수사관이 자신이 피고인을 합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합리적 의심
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파
악하면서, 이 상황에 ‘선의의 신뢰’의 예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고, 항소법원도 이를 확정하였다.78)
반면 ‘선의의 신뢰’의 예의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막는 입장은, 플로리다 주
대법원의 1995년 ‘State v. White 판결’79) 에서 확인된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은
자동차 미등(尾燈) 불량을 이유로 피고인의 자동차를 정지하고 운전면허증을 확
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이에 수반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수색하고
금제품을 발견․압수하였다. 그런데 이후 그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불법한 체포에 의거하여 압수된 금제품에
대한 증거배제를 신청하였던 바, 하급심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어 당해 증거를
배제하였다. 플로리다 주대법원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체포영장에 대한 관련 컴퓨
터 기록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이에 기초한 체포 및 수색을 불법적인 것으로 만
들며, 따라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하급심 판
결을 확정하였다.80)

3. 소결
이처럼 ‘선의의 신뢰’의 예외를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경
우에 제한하여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영장 없는 대물적 강제처분 과정에서 자신

77)
78)
79)
80)

976 F.2d 930 (5th Cir. 1992).
Id. at 932, 934.
660 So.2d 664 (Fla. 1995).
Id. at 667.

2004. 6.]

재량적 위법수집증거배제의 필요성, 근거 및 기준

63

의 행위의 합법성에 수사기관의 신뢰가 있었던 경우에까지 확장하여 인정할 것
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효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단지 ‘Leon 판
결’의 상황에만 제한되지는 않으며, 무영장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하여 수사기관
이 ‘선의의 신뢰’를 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
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요체는 수사기관의 활동에 대한 사법적 통제이다. 판
사가 발부한 영장을 신뢰한 경우와는 달리, 수사기관이 자신이 행하는 영장 없는
강제처분이 합법이라고 신뢰한 경우에도 증거배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
한다면 위법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완전히 방기될 가능성이 높다. ‘선의의
신뢰’의 예외가 이렇게 확장된다면 수사기관의 현장에서의 자의적 판단을 통제하
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선의의 신뢰’의 예외 자체에 대해서도
“편의주의적 유혹의 신호” 81)을 던진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 상황인데, 이를 쉽게
확장할 수는 없는 법이다.
게다가 현재 대물적 강제처분에서의 영장주의의 예외가 광범하게 법률에 규정
되어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진다 할 것이다. 예컨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이 규정하는 ‘긴급체포’는 사후 체포영장의 발부를 요건으
로 하지도 않고 있으며, 제217조는 “긴급체포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무영장
압수․수색․검증을 허용하고 있는 바, ‘선의의 신뢰’의 예외가 이 경우에도 적
용된다면 ‘긴급성’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수사기관에게 맡겨지는 결과가 초래
될 것이다. 따라서 재량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채택하더라도, 무영장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수사기관의 ‘선의의 신뢰’ 신뢰 주장에 대한 판단은 매우 엄격
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Ⅵ. 맺음말
기존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연구는 이 법칙의 필요
성을 추상적․당위적으로 강조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이 글은 증거능
력 배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왜 증거배제를 위한 해석론적 원리가
필요한지, 증거배제가 미국식 자동적․의무적 배제가 아니라 재량적 배제이어야
81) Wayne R. LaFave, “The Seductive Call of Expediency: United States v. Leon, It
Rationale and Ramification,” 1984 U. Ill. L. Rev.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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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경우 증거배제시에 고려해야 할 판단기
준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선의
의 신뢰’ 예외의 적용범위 문제를 검토하였다.
‘민주화’ 이후 우리 법원이 형사절차의 민주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불법한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획득한 증거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완고한
불배제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에서의 위
법수사관행은 수사기관 내부의 자체통제나 여론의 질책뿐만 아니라 제3의 국가
기관인 법원까지도 개입하여 척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에 와 있” 82)임을 직시
해야 한다. 그리고 증거배제 외에 위법수사를 억지하는 대안으로 언급되는, 불법
행위를 한 수사관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내부의 징계처
분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형사적․민사적․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적 조치가 예상되지도 않는다. 요컨대, 위법수집증거배제법
칙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형사절차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요청을 무
시하는 위법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일단 수사목적을 달성하고 난 후 차후에 형사
소추, 행정적 징계나 민사배상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이므로, 헌법이 요구하
는 형사절차에서 ‘적정절차’의 이념의 구현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이에
법원의 판례변경 또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재차 희망한다.

82) 신동운, 154면.

200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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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tionales and Tests for Discretionary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Physical Evidence
Kuk Cho

＊

83)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consistently declined to exclude the physical
evidence obtained by illegal search-and-seizure, and has provided the following
rationale, "[e]ven though the procedure of seizure was illegal, the value as
evidence does not change because the procedure did not affect the quality and
shape of the substance itself." The Court clearly rejected the U.S. Fourth
Amendment Mapp exclusionary rule.
Neither the Constitution nor the Criminal Procedure Code has a provision
regarding the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physical evidence. Without an
exclusionary rule, however, the constitutional warrant requirement would remain
virtually unenforced. There are no other effective remedies for illegal police
misconduct in Korea. Criminal or civil liability and internal discipline have not
shown promise to deter the police misconduct in Korea. In this context, most of
the Korean legal scholars share that the Korean Supreme Court should take the
Mapp decision more seriously.
This Article argues the exclusionary rule, if adopted by the Supreme Court or
legislated by the National Congress, should be discretionary, not mandatory, for
the following reasons: There exists difference between the exclusionary rule and
the confession rule in that the latter is stipulated in the Article 12 (7) of the
Constitution and the Article 309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demanding
mandatory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confession: Although the right to
privacy protected by the exclusionary rule is certainly important constitutional
right, it is inferior to the rights to silence and counsel protected by the
＊ Associate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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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ssion rule: Automatic exclusion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because of
some minor illegality without malice or recklessness may damage respect for the
law as much as over-ready reception of the evidence.
After reviewing academic theories and judicial decisions in foreign countries,
this Article suggests two tests to be considered for the discretionary exclusion:
(i) whether the law was deliberately or recklessly violated or whether the
illegality was unintended or accidental; (ii) whether the privacy of the individual
was seriously violated or the violation was technical. Although the cogency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a factor to decide if the evidence is excluded,
it should not overshadow the two tests above.
Finally, this Article examines the "good faith" exception made by the U.S.
Leon decision. Agreeing that the exclusionary rule is inapplicable to evidence
obtained by an officer acting in reasonable reliance on a facially valid warrant
issued by a judge even if that warrant is ultimately found to be invalid, this
Article rejects to extend the exception to warrantless search-and-seiz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