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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강  전문법칙의 예외 
전달된 진술을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Honoré Daumier, Crispin et Scapin (Crispin and Scapin) 

circa 1958-1860. Oil on canvas, 60 × 82 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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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표

목격자가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서류를 통해 그 진술이 법원에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달된 증거도 증거로 사용할 필요는 있지만,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

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법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요건을 

알기 위해서는 수사와 공판 절차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법칙은 형사 증거법의 꽃이고, 전문법칙

의 이해는 형사절차의 이해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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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개념 
Basic Concepts 

초보자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른다. 초보자일 때는 몰랐지만, 내가 일을 하면서 배우

게 된 것은 바로 무언가를 배우는 방법이었다. - Barbara J. Daley 

법원·법관의 개념 

법 관 과  판 사  

수 소 법 원  

공소제기를 받은 법원을 수소법원(court accepted prosecution)이라 합니다. 공판절차를 담

당하고, 판결을 내릴 법원입니다. 

1. 단독판사(single judge): 1인의 법관으로 법원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단독판사 자체가 

곧 수소법원입니다. 형사 제1심은 단독제 원칙입니다. 

2. 합의부(collegiate panel): 다수(3인 등)의 법관으로 법원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합의부

가 곧 수소법원입니다. 형사 제1심 중 예외적으로 합의제인 경우가 있으며, 한편 형사 상소

심은 반드시 합의제로만 합니다. 

합 의 부 의  구 성  

1. 재판장(presiding judge): 구성 법관 중 1명이 재판장이 됩니다. 합의부를 대표합니다. 보

통 "부장" 판사입니다. 

2. 합의부원(member of collegiate panel): 나머지가 합의부원이 됩니다. 3인으로 구성된 합

의부에서는 흔히 "좌배석", "우배석" 식으로 "배석" 판사라고도 부릅니다. 

3. 절차 진행에 관해서는 재판장이 우월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와 판결에는 재판장

과 합의부원의 지위가 동등합니다. 

법원조직법

제5조(판사)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판사로 한다.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략>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다.] <생략> 

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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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소 법 원 으 로 부 터  권 한 을  받 은  법 관  

수소법원은 필요한 경우 몇몇 소송행위를 법관(판사)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1. 수명법관(commissioned judge): 합의체 법원이 "구성 법관에게" 어떤 소송행위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을 받았다 해서 수명법관이라 합니다. 

2. 수탁판사(entrusted judge): 법원이 "다른 법원의 판사에게" 어떤 소송행위를 맡기는 경우

가 있습니다. 촉탁을 받았다 해서 수탁판사라 합니다. 

수 소 법 원 과  독 립 해  권 한 을  갖 는  법 관  

수소법원과 독립하여 몇몇 소송행위를 법관(판사)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임무를 담당

한다 해서 수임판사(case-accepting judge)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소제기 전이면 아직 수

소법원이 구성되기 전인데, 이 상태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판사가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바로 수임판사입니다. 

1. 전담법관(exclusive judge) 

2. 당직법관(duty judge) 

•참고로,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이 구성되므로, 그냥 수소법원(court)이 직접 영장발부

를 하고, 또 수소법원이 구속을 하면 됩니다. 

제167조(수명법관<생략>) ① 법원은 합의부원에게 법정 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생략> 있다. 

③ 수명법관[은] <생략>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7조(<생략> 수탁판사) ① 법원은 <생략> 증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법정 외의 증인]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③ <생략>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1조(구속) ① <생략> [공소제기 전]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

속할 수 <생략> 있다. <생략>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생략>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5(영장전담법관의 지정)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전담법관을 지

정할 수 있다.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4조(당직법관의 임무) 당직법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검사의 청구에 의한 각종 영장 및 감정 유치장의 발부와 구속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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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임 판 사  사례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 수사 중에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4.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수임판사(영장전담법관, 당직법관)가 영장을 발부합니다. 

수 소 법 원  사례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 수사를 마치며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소제기하면,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있는 수소법원(단독판사, 합의부)가 공판을 주재합니다. 

검증의 개념 

검증 과  감정  

1. 검증(verification)이란, 직접 물체(사람 포함)를 검사해서 성질·상태를 파악하는 행위입

니다. 쉽게 말해, 보고, 만지고, 냄새를 맡아 보는 겁니다. 즉, 사람, 장소, 물건의 성질, 형

상을 오감의 작용에 의하여 인식하는 강제처분입니다. 

2. 감정(appraise)이란, 의사나 필적감정인 등 전문가(expert)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처럼, 

검증과 감정은 다릅니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공소제기 후] 법원은 <생략>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제73조(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생략>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공소제기 전 (수사) 공소제기 후 (공판)

구속영장 청구 검사 (해당 없음)

구속영장 발부 수임판사 법원

구속 검사 or 사법경찰관 법원

주재자 검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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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 의  검증  

수소법원의 검증은, 증거조사(examine evidence)의 의미를 갖는 강제처분입니다. 

1. 수사가 아니므로, 

2.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법 관 의  검증  

수명법관·수탁판사의 검증도, 증거조사(examine evidence)의 의미를 갖는 강제처분입니다. 

수소법원은 검증도 법관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관(수명법관, 수탁판사)이 검증을 하

는데, 여기에는 법원의 검증 규정을 준용합니다. 

1. 수사가 아니므로, 

2.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수 사 기 관 의  검증  

증거수집(gather evidence)의 의미를 갖는 강제처분입니다. 

1. 수사, 즉 강제수사(compulsory evidence)이므로, 

2. 영장이 필요합니다. 

제139조(검증)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45조(준용규정) <생략> 제136조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①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부원[수명법관]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수탁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③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법원이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

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

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

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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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의 개념 

공 판 기 일  

공판기일(trial date)은 공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형사법 입문 제1강: 형사구조론 중 "공판기일" 부분을 참조하세요. 

공 판준비기 일  

공판기일 전에 공판준비절차(preperation of trial)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공판준비절차엔 서면 준비 방식도 있습니다. 

2. 공판준비절차엔 기일을 여는 방식도 있습니다. 바로 공판준비기일(pretrial date)입니다. 

증거보전의 개념 

문 제점  

1. 원래는 공판기일에 증인신문 같은 증거조사를 합니다. 

2. 그런데 실제로는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미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 거 보 전 의  청구  

1. 예를 들어, 증인이 곧 죽을 것 같다거나, 회유를 받을 염려가 커 부당하게 말을 바꿀 것 같

은 때, 미리 판사(수임판사)에게 증거보전(evidence preservation)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모두 청구권자입니다. 

제266조의5(공판준비절차) ①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②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제266조의7(공판준비기일)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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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소  전  증 인 신 문 의  청구  

1. 예를 들어, 수사에 꼭 필요한 목격자가 경찰서나 검찰청에 나오지 않으려고 할 때, 미리 판

사(수임판사)에게 증인신문(examine witness)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오직 검사만이 청구권자입니다. 

• "증거보전의 청구"와 "기소 전 증인신문의 청구"를 합쳐, 넓게 "증거보전"이라 부릅니다. 

!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

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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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의 체계 
System of Hearsay Evidence 

음식은 갈수록 줄고, 말은 갈수록 넘친다. - from "순오지" 

전문증거의 형태 

전 문 진 술  

체험자(K)로부터 체험 내용을 들은 사람(L)이, 법원에 말로 보고하는 진술하는 형태가 있습니

다. 전문진술(hearsay statement)이라 합니다. 

전 문 서 류  

체험자(K)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전문서류(hearsay do-

cements)라고 합니다. 

전문서류의 분류 

진 술 서  

진술서(written statement)란, 체험자(K) 자신이 체험 사실을 스스로 서류에 기재한 겁니다. 

범인 자신이 범행 사실을 스스로 서류에 기재한 것도 역시 진술서입니다.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생략> [원칙적으로] <생략>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

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생략> [원칙적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

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생략>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제9강  전문법칙의 예외                                                                                                          299

http://www.lawmaru.com


www.lawmaru.com 

1. 예를 들어, 참고인의 자필 진술서, 수사 받기 전에 범인 스스로 자백하는 내용으로 쓴 반성

문 등입니다. 

2. 작성자가 곧 진술자입니다. 

진 술녹취서  

진술녹취서(record of statement)란, 체험자(K)가 체험 사실 진술을 누군가(P) 녹취한 겁니

다. 범인의 범행 사실 진술을 누군가(P) 녹취한 것도 역시 진술녹취서입니다. 

1. 예를 들어, 경찰이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2. 작성자와 진술자가 다릅니다. 

진정성립 

개 념  

진정성립(true formation)이란, "서류내용과 진술(statement)의 일치"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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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술 서 의  진 정 성 립  

작성자가 쓴 대로 적혀 있는 것이 진정성립입니다. 작성자가 곧 진술자입니다. 

1. 만약 K가 "오랑우탄을 보았다"라고 진술서를 썼는데, 

2. 나중에 보니 "침팬지를 보았다"고 써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위조(forgery)되었다면 진정성립이 아닙니다. 

진 술녹취서 의  진 정 성 립  

진술자가 말한 대로 적혀 있는 것이 진정성립입니다. 작성자 말고, 진술자가 중요합니다. 

1. 만약 K가 P에게 "오랑우탄을 보았다"라고 하고 P가 진술녹취서를 썼는데, 

2. 나중에 보니 "침팬지를 보았다"고 써 있다고 합시다. 

P가 작성 당시 오기(error)를 했든, 사후 위조(forgery)가 되었든 간에, 진정성립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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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내용 

개 념  

진정내용(true contents)이란, "서류내용과 사실(facts)의 일치"를 뜻합니다. 

진 술 서 · 진 술녹취서 의  진 정 내 용  

현재 적힌 내용이 진실(true)한 것을 진정내용이라 합니다. 

1. 진술서 또는 진술녹취서에 "K가 오랑우탄을 보았다"고 썼습니다. 

2. 그런데 실제로는 K는 오랑우탄이 아니라 침팬지를 보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문서 내용이 허위(false)이므로, 진정내용이 아닙니다. 

전문서류의 진정 인정 

진 정 성 립 과  진 정 내 용 의  관계  

서로 별개 문제입니다. 가령, 진정성립 문서라도, 내용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성 립 인 정  

진정성립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성립인정(admit formation)이라 부릅니다. 즉, 

1. 진술서의 경우, 작성자(=진술자)가 "내가 쓴 그대로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2. 진술녹취서의 경우, 진술자(≠작성자)가 "내가 말한 그대로 적혀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진정성립이 아닌 경우 진정내용이 아닌 경우

진술서 (ex. 반성문) 위조 허위

진술녹취서 (ex. 진술조서, 신문조서) 오기 or 위조 허위

본질 서류내용 ≠ 진술 서류내용 ≠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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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인 정  

진정내용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내용인정(admit contents)이라 부릅니다. 즉, 

1. 진술서의 경우, 작성자(=진술자)가 "내가 쓴 내용은 사실이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2. 진술녹취서의 경우, 진술자(≠작성자)가 "적힌 내용은 사실이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소 결  

전문증거의 개념요소 

진 술 증 거 일  것  

1. 전문증거는 원진술자(K)의 언어적(linguistic) 진술 내용이 핵심입니다. 즉, 진술증거야 합니다. 

2. 따라서 비진술증거는 전문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전문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요 증 사실과  관련될  것  

예를 들어, L이 법정에서 <"A가 B를 살해하

는 것을 K가 보았다"고 K로부터 들었다.>라

고 증언한다고 합시다. 이것은 전문증거일까

요? 일단 전문증거 같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증거라도, 요증사실이 무

엇인지에 따라 전문증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립인정 O 성립인정 X

내용인정 O 말한 대로 적혀 있고, 

사실이다.

말한 대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내용은 사실이다.

내용인정 X 말한 대로 적혀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말한 대로 적혀 있지도 않고, 

사실과도 다르다.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생략> [원칙적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

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전문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전문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06 판결

'<생략>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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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증사실이 "A가 B를 살해하였다"라면, 전문증거입니다. 즉, A가 피고인으로 살인죄로 기

소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전문법칙을 적용합니다. 

2. 요증사실이 "K가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면, 본래증거입니다. 즉, K가 피고인으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경우입니다. K가 헛소문을 퍼트려 A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A가 K

를 고소한 사건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전문증거가 아니므로, 전문법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A가 B를 살해하였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다.]

[그러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K가 A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말을 했다]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

문증거가 아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

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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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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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의 예외 
Hearsay Exceptions 

예외 없는 규칙 없다. - 오래된 법언 

문제점 
1. 전문법칙(hearsay rule) 때문에,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은 없다고 했습니다. 

2. 그런데 전문증거를 무조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실체 진실  측면  

필요한 자료를 지나치게 제한해서, 진실 발견에 장애가 생깁니다. 

1. 예를 들어, 경찰이 강간 피해자와 목격자를 조사해서 진술조서를 받자, 강간범이 피해자와 

목격자를 죽였다고 합시다. 

2. 무조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면, 강간범을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3. 이건 부당합니다. 

절 차  측면  

필요 없는 증거조사까지 거치게 되어, 절차가 번거로워지고 지연됩니다. 

1. 예를 들어, 경미한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모

두 작성했다고 합시다. 

2. 범인은 모두 자백하고, 위 조서들 내용도 모두 인정하며, 법적으로 아무런 다툼이 없다고 

합시다. 

3. 이 경우 무조건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소환한다거나, 피고인신문절차를 거치게 하는 

건 무의미할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외 인정 
그래서 전문법칙은 많은 예외(hearsay exceptions)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문법칙은 예외를 

전제로 발달한 이론으로, 예외의 이론(theory of exceptions)이라고도 부릅니다.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

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

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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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하나 하나 보겠습니다. 

예외의 근거 
위 예외사유들은, 진실성과 필요성이라는 두 관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진실성  

진실성(veracity)이란, 정황상 진술이 진실하다고 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circumstantial guarantee of trustworthiness)이라고도 부릅니다. 

필 요 성  

필요성(necessity)이란, 다른 증거를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증거라도 사용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생략>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

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

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3조(진술서등)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

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생략>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

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

된 때에 한한다.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 피고인이 아닌 자<생략>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

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

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

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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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상 주의점 

!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법원은 <생략>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이 형사소송절차 진행 및 심리 과정에서 원칙적이고 실질적인 

지배원리로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예외는 직접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공정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형해화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형사

소송법이 정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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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의 절차상 의의 
Procedural Significance of Hearsay Rule 

지나간 슬픔에 새 눈물을 낭비하지 마라. -Euripides 

증거동의 

증 거 동 의 의  개 념  

1. 비록 전문증거라도 증거동의(consent to evidence)를 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2. 원래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중 중요한 것이 반대신문권 보장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증거

동의를 하면, 결국 피고인이 반대신문권(right of counter examination)을 포기(relin-

quishment)한 셈입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전문법칙을 관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증 거 동 의 의  절 차  

1. 공소제기가 돼도, 원래 법원은 증거를 받아 보지 못합니다. 

2. 제1회 공판기일에, 공판검사는 법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등 각종 전문서

류를 제출합니다. 

3. 이 때 법원은 그 서류들을 증거로 써도 되는지에 관해 피고인 측에 의견을 묻습니다.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① 공소장에는, <생략> 변호인선임서<생략>를, <생략>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

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

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4조(증거결정의 절차) ② 법원은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이에 관한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

서는 제출한 자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

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증거동의 여부 등]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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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분리 제출 

증 거 동 의 를  한  증 거 들  

1. 피고인 측이 동의(반대신문권 포기)한 증거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2. 법원은 바로 증거결정을 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즉, 공판정에서 검사의 제출을 받습니다. 

증 거 동 의 를  하 지  않 은  증 거 들  

1. 반면,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릅니다. 

2. 법원은 증거능력 여부의 확인을 해야 하는데, 제1회 공판기일 그 날 곧바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일단 그 증거들에 관해 증거결정을 보류합니다. 이 증거들은 아직 법원이 받아 

보지 못합니다. 법원은 변론을 속행(continuing)해서, 제2회 공판기일을 잡습니다.  

3. 이렇게 부동의한 증거가 있으면, 아래에서 보겠지만, 서류의 작성자나 원진술자 등이 법정

에 나와서 증언을 합니다. 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언을 듣고, 그 서류가 전문법칙의 예

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4. 그렇게 해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그 때 증거결정을 합니다. 

5. 법원은 그제서야 그 서류들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결론 
1.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전문증거들은, 전문법칙 예외 요건 검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지 않은 전문증거들은, 전문법칙 예외 요건 검토를 해야 합니다. 

!

제134조(증거결정의 절차) ④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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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서 
Protocol of Trial 

관계는 신뢰로부터 나온다. - 탁현민 

머리에 
1. 원래 법원은 법정(court)에서 직접 체험자의 진술을 듣고 그 진술 자체를 증거로 써야 한다

고 했습니다. 

2. 그런데 그 진술 내용은 공판조서에도 기재됩니다. 법관이 진술을 듣고 그 결과로 조서를 작

성했다는 점에서, 그 조서는 진실성(veracity)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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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은 직접 들은 "진술" 자체를 증거로 쓰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그 진술이 기재된 "공

판조서"를 증거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진술" 자체를 증거로 쓸 수 없

는 상황이 생깁니다. 즉, 공판조서 사용이 필요(necessity)한 때가 생깁니다. 

4. 이런 차원에서, 공판조서는 비록 전문증거지만,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

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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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서의 유형 

1.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조서 

2. 공판조서 

3. 법원의 검증조서 

4. 법관의 검증조서 

5.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조서 

6. 기소 전 증인신문절차에서의 조서 

관련자 

원 진 술 자  

1. 공판조서 경우: 진술(statement)한 사람, 

즉, 원진술자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입니다. 

2. 검증조서 경우: 검증조서는 구조적으로 진

술녹취서가 아니라 진술서 형태입니다. 그

래서 별도로 원진술자 개념이 없고, 작성자 

개념만 있습니다. 

3.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조서 경우: 증인신문을 

했다면, 원진술자는 증인(참고인)입니다. 

작성 자  

작성(preparing)한 사람, 즉, 작성자는 법원 또는 법관입니다. 정확히는, 법원사무관등입니다.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증거보전 청구] 및 제221조의

2[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

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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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결  

공판조서 
1. 공판절차에 나온 진술은 공판조서(protocol of trial)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2. 공판기일에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을 하면,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신문조서 등을 작성합

니다. 이러한 조서도 공판조서(protocol of trial)의 일부로 봅니다. 

!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증거보전 청구] 및 제221조의

2[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원진술자 작성자

공판조서 모든 사람 법원사무관등

법원·법관의 검증조서 (해당 없음) 법원사무관등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조서 피고인 아닌 자 (= 참고인 = 증인) 법원사무관등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② 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8. 제48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

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 ②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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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판조서는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공판조서 중 사람의 진술 부분은 당해 사건에

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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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절차에서의 조서 
1. 공판준비절차(pretrial procedure)에서도 증인신문, 피고인신문이 가능합니다. 신문을 하

면,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신문조서 등을 작성합니다. 

2. "공판기일"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은 "공판조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공판조서는 아니지만, 모두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조서 중 

사람의 진술 부분은 당해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법원·법관의 검증조서 
1. 법원 또는 법관이 검증을 하면 검증조서(protocol of verification)를 작성합니다.  

2.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조서 역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조서 
1. 증거보전의 청구와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절차에서도 증인신문조서 등을 작성합니다. 

2. 절차의 주재자는 수임판사(case-accepting judge)입니다. 기소 전이기 때문입니다. 

3.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조서 역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공판조서도 아니고,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조서도 아니며, 검증조서도 아닙니다. 단지, 형사

소송법 제311조 제2문에 명시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273조(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

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공판준비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

을 명할 수 있다.

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

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생략>

제49조(검증 등의 조서) ①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생략>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생략>.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 및 제221조의2[기소 전 증인신문의 청구]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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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당 해  사 건 의  조 서  

당해 사건의 조서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A의 살인 사건의 공판조서가 a이고, B의 살인 사

건의 공판조서가 b라고 합시다. 이 때 A 사건에서, 증거로 a, b가 있다고 합시다. 

1. a는 당해 사건의 공판조서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2. b는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1조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이유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 용국면  

아까 언급한 것처럼,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있다면, 그 "진술(statement)" 자체가 바로 증거

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굳이 조서(protocol)를 증거로 할 실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법관이 그 "진술"은 듣지 못한 채, 단지 "공판조서"만 보고 판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생

깁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1965. 6. 22. 선고 65도372 판결

다른 형사피고사건의 기록인 공판조서[b] 중 다른 피고인[B]의 공술기재는 [제311조가 아니라 제315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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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판절차 갱신(renewal)이 있는 경우: 갱신이란, 이미 진행된 공판절차를 일단 무시하고 

다시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판사 경질(replacement)이 대표적

입니다. 판사가 "짤려서"가 아니라, 주로 정기 인사이동 때문입니다. 

2. 파기환송(reversing and remand)된 경우: H법원 판결이 S법원(상소심 법원)에서 파기되

어, H법원(원심법원)이 환송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처럼 환송 후 원심법원은, 원래 작성하

였던 공판조서를 보고 판결서를 쓰게 됩니다. 

•파기환송에 관하여는 형사법 입문 제1강: 형사구조론 중 "판결에 대한 불복" 부분을 참조

하세요. 

전제조건 

피고 인 의  공 판 조 서열람 권  

제301조(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

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상고심 법원이] 전4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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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권  제 도 의  취지  

열람 권  침해 의  효과  

만약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1. 공판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조문상 명백합니다. 

2. 나아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없습니다. 조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해석을 통해 이

것까지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겁니다.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자의 진술내용과 그 기재된 조서의 기재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

록 기회를 줌으로써 그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데 있[다.]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③ 전2항의 청구[공판조서열람, 복사, 낭독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

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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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Protocol of Prosecutor's Examination of Suspect 

누구나 성을 내기는 쉽다. 그러나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때에,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방식

으로 성을 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 Aristotle 

머리에 
1. 원래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가지고 피고인의 진술을 대체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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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피고인이 자백했다가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자유롭게 진술한 것까지 전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한다면, 진범을 무죄방면하게 되는 문

제가 많이 생깁니다. 즉, 필요성(necessity)이 있습니다. 

3. 특히 검사는 법관과 동일한 법률전문가 자격을 갖춘 데다, 객관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래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비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진실성(veracity)이 있습니다. 

4. 이런 차원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비록 전문증거지만, 일정 요건 하에 증거능력

을 인정합니다. 

관련자 

원 진 술 자  

진술(statement)한 사람, 즉 

원진술자는 피고인(the ac-

cused)입니다. 정확히는, 피고

인이 된 피의자입니다. 

1.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A)

로서 검사의 신문을 받고, 

2. 그 후 공판단계에서는 피고

인(A)으로서 검사의 대립당

사자가 됩니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

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

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제9강  전문법칙의 예외                                                                                                          321

!
K! ¤��  P~ M} Vc� � �w?!

$! m_!#.!

K! ¤��� ¦8, �8, ��Vª, �W�', Sq, X±�� ,} � V�|: �!

! �oY �^§ �x� �}�w?!

� . �V  VQ��� �Z ¤��bK�Y � �; 22�T  23��� ��* 

«%TU~ �`¥ r2¥
 ¥#.!

$! t, H+ �6_!#.!

K! ¤��  #= V2~ .7Y #�
 § Vc� ��w?!

$! (JJT$¥#.)!

K! ¤��  O��> e �w?!

$! ¦�`�T  �¥
 �� ��1 � g �_!#.!

K! ¤��  O��v #¢ �� � �w?!

$! �^~ ¥#� #¢ �� �_!#.!

K! k�, j-Y #¡n�w?!

$! 2014. 6. 20. u° 2`� Yy i�� I(�: 123o �  B�a% f�!#.!

K! j0
 ¥p #¡
 )n�w?!

$! �v O��, ��L, ¤�:v ¨� �^~ ¥FY Y:� dz c8o �« �!

! h�¥ �n_!#. �5# Y: kZ� �e�, A� �� O��o
 “�!

!   § �D ���”1 ¥�, O��� ��� ³U«Y \�S~ � �� !

! \�S~ �
 ²+<E �> ��# ¥s_!#. �3Y �  �� �1 '!

! C�#� j� ] m� u=� �D|: O��� ¬?> 2¯ .9_!#.!

K! ^} lA� A[�w?!

$! 4G� ©�Y \� 5S �' A[_!#.!

K! £\ �4} j/�w?!

$! �  \� L S �'�, O��  \� 1S �'� 	 �_!#.!

K! ¤��� O��> ®� �� {«Y .@ 	 e"�w?!

$! ®�7 .@ 	� e!1, R .Ko & �X 'C� ��� mn, j� ] !

! m� Nj¥� .@ 	�!#.

http://www.lawmaru.com


www.lawmaru.com 

작성 자  

작성(preparing)한 사람, 즉 작성자는 검사(prosecutor)입니다. 

1. 실무상 검사는 피의자신문과 조서 작성 과정에서 검찰수사관(검찰주사, 참여계장 등)의 도

움을 받습니다. 

2. 그렇더라도, 반드시 검사가 신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소 결  

요건 

개 요  

1. 적법한 절차방식(due process)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 

2. 진정성립(true formation)이 인정될 것 

3. 진술이 특신상태(circumstantial guarantee of trustworthiness)에서 이루어졌을 것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483 판결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

는 검찰주사의 조사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그리고] 검찰주사가 참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의 진술을 받아 작성한 것

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도 있다. 위 조서들은 모두] 검사의 서명·날

인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작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소정의 "검

사가 피의자나 피의자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하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생략>

원진술자 작성자

공판조서 모든 사람 법원사무관등

법원·법관의 검증조서 (해당 없음) 법원사무관등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조서 피고인 아닌 자 (= 참고인 = 증인) 법원사무관등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된 피의자 검사

제9강  전문법칙의 예외                                                                                                          322

http://www.lawmaru.com


www.lawmaru.com 

적 법 한  절 차 방 식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았

다면, 적법한 절차방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서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

니다. 

1. 진술기회 부여 

2. 수사관 등 참여 

3. 신청시 변호인 참여 

4. 피의자의 조서 확인 

•간인(stamp piled up paper)이란, 쪽과 쪽 사이에 찍는 도장(지장)을 말합니다. 앞 쪽을 

반쯤 접은 채 바로 뒤 쪽과 함께 찍습니다. 중간에 다른 서류가 들어가거나 빠지는 것을 막

기 위한 방법입니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

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생략>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

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

여야 [한다.]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

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

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

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

다. 

③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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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의 서명날인 

6. 영상녹화시 절차 

7. 진술거부권 등 고지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237 판결

조서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이 있고, 그 날인(무인 포함)이나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

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그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어

서 그러한 취지가 조서말미에 기재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년월일과 소속공

무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서명날인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관하여 그 

기재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무

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 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증

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자인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법정

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

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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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성 립 의  인 정  

피고인(원진술자)이 말한 대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기재내용 = 진술내용). 피고인이 "오랑우탄"

이라 말했는데, 신문조서에는 "침팬지"라 적혀 있다면,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서가 진정성립(true formation)이라 인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1. 피고인의 성립인정 진술(admit formation): 쉽게 말해, 원진술자(피고인) 스스로 성립인정

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말한 사람이 "말한 대로 적혀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가장 확

실한 거죠.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

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

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

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

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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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attested formation): 만약 원진술자(피고인)이 성립인정을 하지 

않으면, 영상녹화물 등으로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말한 대로 적혀 

있는 거 맞다."라고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즉, 증명불능의 거증책임은 검사가 집니다. 

3.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분만 성립인정하고, 나머지는 성립인정하지 않

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부분을 특정해서 구별해 판단합니다. 

특신 상 태  

조서 작성 당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역시 증

명불능의 거증책임은 검사가 집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826 판결

검사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조서에 관

한 위 조항의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이란, 피고인이 당해 공판절차의 당사자로서 법관에게 행하는 그 조서

의 증거능력에 관한 진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해 공판절차의 당사자로서 법관에게 검사가 제출한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진정성립

을 부인함으로써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이상, <생략>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조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

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849 판결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

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밖에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

로는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일부에 관해서만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인되어 증거능력이 

없는 반면, 나머지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

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

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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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조사기간이 적정했는지, 구속상태에서 매일 소환해 같은 질문을 반복했는지 등

을 살펴보아, 만약 정도를 넘는다면 진술에 특신상태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실제로 특신상태가 부정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사례 
실무상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방식, 특신상태 요건은 특별한 문

제 없이 인정된다고 합시다. 

검찰  자백 ,  법 정  자백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내용도 자백이고, 피고인이 법정에서도 자백하는 사안입니다. 

1. 제1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피고인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 진정을 인정합니

다. 실무상 "성립 인정"이라 합니다. 

2. 그러면 법원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

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

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

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

으로 족하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

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

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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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론 법원은 피고인 자백 자체를 들었기 때문에, 굳이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자백(진술) 자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  자백 ,  법 정  부 인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은 자백이나,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사안입니다. 

1. 제1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피고인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 진정을 부정합니

다. 즉, 피고인이 조서는 "말한 대로 써 있지 않다"고 합니다. 

2. 그러면 검사는 영상녹화물 등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3. 법관이 직접 영상녹화물 등을 보고, 말한 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이렇게 성립진정이 인정되면, 법원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이렇게 영상녹화물 재생까지 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일은 드뭅니다. 피의

자신문조서가 없더라도, 참고인진술조서라든지, 증인의 증언 등으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

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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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 인 ,  법 정  자백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은 범행 부인이나,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자백하는 사안입니다. 

1.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2. 피고인의 법정 자백(진술) 자체를 증거로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검찰  부 인 ,  법 정  부 인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내용도 범행 부인이고, 피고인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사안

입니다. 

1.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2. 피고인의 법정 자백(진술) 자체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3. 유죄 판결이 나오려면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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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Protocol of Police Examination of Suspect 

그래, 내가 죽였다... 내가 다 죽였다... 이 말이 듣고 싶은 거지? 그치? - from "살인의 추억" 

머리에 
1.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건 아까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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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

력이 있다고 가정하면, 경찰은 강압수사를 통해서라도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며 자백 내용을 

담아야겠다는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게다가 경찰에게는 법관과 동일한 법률전문가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찰 작성 피의

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쉽게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4. 이런 차원에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전문증거로서, 오로지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

용까지 인정해야만 비로소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관련자 

원 진 술 자  

원진술자는 피고인입니다. 정확히는, 피고인이 된 피의자입니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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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A)로서 사법경찰관의 신문을 받고, 

2. 그 후 공판단계에서는 피고인(A)으로서 검사의 대립당사자가 됩니다. 

작성 자  

작성자는 경찰(police)입니다. 정확히는 검사 아닌 수사기관입니다. 실제로는 사법경찰관(경위 

등)입니다. 

1. 실무상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때 사법경찰리(경사 등)의 도움을 받습니다. 

2. 그렇더라도, 사법경찰관(경위 등)이 신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소 결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생략>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원진술자 작성자

공판조서 모든 사람 법원사무관등

법원·법관의 검증조서 (해당 없음) 법원사무관등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조서 피고인 아닌 자 (= 참고인 = 증인) 법원사무관등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된 피의자 검사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된 피의자 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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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개 요  

1. 적법한 절차방식(due process)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 

2. 진정성립(true formation)이 인정될 것 

3. 진술이 특신상태(circumstantial guarantee of trustworthiness)에서 이루어졌을 것 

4. 나아가, 피고인이 내용인정(admit contents)을 할 것 

적 법 한  절 차 방 식  

1. 진술기회 부여 

2. 경사 등 참여 

3. 신청시 변호인 참여 

4. 피의자의 조서 확인 등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생략> 사법경찰관[경위 등]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경사 등]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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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신 상 태  

내 용 인 정  

조서의 기재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해야 합니다(기재내용 = 진실). 피고인이 실제로는 "오

랑우탄"을 보았는데, 신문조서에는 "침팬지"를 보았다고 적혀 있다면,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조서가 진정내용(true contents)이라고 인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직 1가지만 있습니다. 

1. 피고인의 내용인정 진술(admit contents): 쉽게 말해, 원진술자(피고인) 스스로 내용인정

을 하는 겁니다. 말한 사람이 "적힌 것은 진실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가장 확실한 거죠. 

2. 객관적인 방법을 통한 내용인정 금지: 피고인이 내용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정내용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보지 않으면, 강압수사, 자백강요 

관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문상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증명은 허용되지 않

고, 오로지 피고인 스스로의 내용인정만 가능하게 했습니다. 

진 정 성 립  

명문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필요하다고 해석합니다. 

1. 일반적으로 내용인정("적힌 내용은 진실이다")은 성립인정("말한 대로 적혀 있다")을 포함하

기 때문입니다. 

2. 물론 성립부인하면서 내용인정하는 것("말한 대로 적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적혀 있는 내

용은 진실이다")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실제로 생각하기는 어렵

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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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실무상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방식, 특신상태 요건은 특별한 문

제 없이 인정된다고 합시다. 

경찰  자백 ,  법 정  자백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내용도 자백이고, 피고인이 법정에서도 자백하는 사안입니다. 

1. 제1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진정을 인정합니

다. 성립 진정이 아니라, 내용 진정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내용 인정"이라 합니다. 

2. 그러면 법원은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물론 법원은 피고인 자백 자체를 들었기 때문에, 굳이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자백(진술) 자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자백 ,  법 정  부 인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은 자백이나,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사안입니다. 

1. 제1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진정을 부정합니

다. 즉, 피고인이 조서에 써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고 합니다. 

2. 그러면 법원은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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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 인 ,  법 정  자백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은 범행 부인이나, 피고인이 법정에선 자백하는 사안입니다. 

1.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2. 피고인의 법정 자백(진술) 자체를 증거로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경찰  부 인 ,  법 정  부 인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내용도 범행 부인이고, 피고인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사안

입니다. 

1.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사용할 수

도 없습니다. 

2. 피고인의 법정 자백(진술) 자체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3. 유죄 판결이 나오려면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제9강  전문법칙의 예외                                                                                                          336

http://www.lawmaru.com


www.lawmaru.com 

검사 또는 경찰의 참고인진술조서 
Protocol of Statement on Investigation 

참고인은 범죄자가 아니다. - 이석연 변호사 

머리에 
1. 원래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가지고 증인의 진술을 대체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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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어차피 목격자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하든, 법원에서 증인 자격으로 

진술하든, 대부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실익 없이 이야기만 반복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3. 게다가 만약 수사단계에서의 참고인진술조서가 무조건 증거능력이 없다면, 수사기관이 굳

이 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폐단이 생깁니다. 

4. 그래서, 수사기관 작성 참고인진술조서는 비록 전문증거지만, 일정 요건 하에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의의 

법 원 과  수 사 기 관 의  차 이점  

1. 법원의 공판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증언을 듣는 주체(법원)가 곧 판결

을 하는 주체(법원)이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을 인정해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이에 비해, 수사기관의 참고인진술조서는 진술을 하는 주체(수사기관)와 판결을 하는 주체(법

원)가 다릅니다. 따라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

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

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

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

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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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사 의  공 통점  

참고인 조사는 피의자 신문과는 달리, 자백 강요 우려가 적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작성

자가 경찰이든 검사든 상관 없이,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똑같이하였습니다. 

따라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 같습니다. 

관련자 

원 진 술 자  

원진술자는 제3자입니다. 정

확히는, 기소된 바로 그 공소

사실에 관해, 피고인이 아닌 

자입니다. 

1. 수사단계에서는 참고인(A)

으로서 검사나 경찰 조사

를 받고, 

2. 그 후 공판단계에서는 증

인(A)의 지위에 있는 사람

입니다. 

작성 자  

작성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입니다. 즉, 수사기관입니다. 

1. 실무상 사법경찰관(경위 등)은 피의자신문과 조서 작성 과정에서 사법경찰리(경사 등)의 도

움을 받습니다. 

2. 그렇더라도, 사법경찰관이 신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소 결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는 <생략>

원진술자 작성자

공판조서 모든 사람 법원사무관등

법원·법관의 검증조서 (해당 없음) 법원사무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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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개 요  

1. 적법한 절차방식(due process)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 

2. 진정성립(true formation)이 인정될 것 

3. 진술이 특신상태(circumstantial guarantee of trustworthiness)에서 이루어졌을 것 

4. 나아가,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 기회(chance of counter examination)가 보장됐을 것 

적 법 한  절 차 방 식  

검사나 경찰이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았다면, 적법한 절차방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서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피의자신문 경우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1. 참고인이 피해자로서 13세 미만 등인 경우, 가족 또는 변호사 등 동석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조서 피고인 아닌 자 (= 참고인 = 증인) 법원사무관등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된 피의자 검사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된 피의자 사법경찰관

검사·경찰의 참고인진술조서 피고인 아닌 자 (= 참고인 = 증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원진술자 작성자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생략>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생략>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③ 제16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

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 제163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9강  전문법칙의 예외                                                                                                          340

http://www.lawmaru.com


www.lawmaru.com 

2. 검사의 서명날인 등 

3. 영상녹화시 참고인의 동의: 반드시 참고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동의가 없다면, 영상녹

화 자체가 부적법합니다. 피의자신문과 다르므로, 비교하십시오. 

4. 진술거부권 등 부여: 참고인 역시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인에게 진술을 강요

하는 건 위법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참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해 줄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7조(공무원의 서류) ①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

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제12조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피의자 참고인

영상녹화 고지로 충분 고지는 물론, 동의 필요

진술거부권 부여는 물론, 고지해야 부여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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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성 립 의  인 정  

참고인(원진술자)이 말한 대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기재내용 = 진술내용). 참고인이 "오랑우탄"

이라 말했는데, 진술조서에는 "침팬지"라 적혀 있다면,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진술조서가 진정성립(true formation)이라고 인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1. 참고인(=증인)의 성립인정 진술(admit formation): 쉽게 말해, 원진술자(참고인=증인) 스

스로 성립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말한 사람이 "말한 대로 적혀 있습니다."라고 인정하

는 게 가장 확실한 거죠. 

2.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attested formation): 그러나 만약 원진술자(참고인=증인)가 성

립인정을 하지 않으면, 영상녹화물 등으로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

말한 대로 적혀 있는 거 맞다."라고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즉, 증명불능의 거증책임은 검

사가 집니다. 

3. 원진술자(참고인=증인)가 법정에서 참고인진술조서 중 일부분만 성립인정하고, 나머지는 

성립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부분을 특정해서 구별해 판단합니다. 

특신 상 태  

진실성(veracity), 즉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필요합니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

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

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

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생략>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

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

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

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생략>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

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

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

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

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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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대 신 문 의  기회  부 여  

1.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이므로, 구조상 반대신문이 불가능합니

다. 즉, 자기가 자기를 반대신문할 수 없습니다. 

2. 이에 비해, 참고인진술조서는 원진술자가 피고인이 아닌 자(참고인)이므로, 구조상 반대신

문이 가능합니다. 즉, 피고인 측이 증인(참고인)을 법정에서 반대신문(cross examination)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반대신문 기회 보장을 요구하는 

겁니다.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중 중요한 것이 바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보장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실제로 반대신문이 실시되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반대신문의 기회

(chance)가 제공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례 
실무상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원진술자 피고인이 된 피의자 증인이 된 참고인

반대신문 불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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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  자백  

참고인이 수사기관 앞에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진술했고, 피고

인도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사안입니다. 

1. 제1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피고인이 참고인진술조서를 증거

로 사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말 그대로, 실무상 "동의"라고 합

니다. 

2. 그러면 굳이 참고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3. 법원은 그냥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기 때

문입니다. 

법 정  부 인  

참고인은 수사기관 앞에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진술했지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사안입니다. 

1. 제1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피고인이 참고인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부동의합니다. 말 그대로, 실무상 "부

동의"라고 합니다. 

2. 그러면 공판검사가 참고인을 증인으로 소환하도록 법원에 

신청합니다. 

3. 제2회 공판기일에 법정에 참고인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증

인이 된 참고인은 선서하고 증언을 합니다. 즉, 공판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이 교차로 증인신문을 합니다. 

4. 이 때 증인은 "참고인진술조서는 내가 말한 대로 적혀 있다"는 취지를 증언합니다. 더불어, 

나온 김에 구체적인 내용도 증언합니다. 

5. 그러면 법원은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6. 물론 법원은 증언 자체를 들었기 때문에, 굳이 참고인진술조서가 아니라 증언 자체를 증거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

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

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

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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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을 경우 

문 제 상황  

1.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은, 한 마디로 원진술자의 법정출석·진술입니다. 그

래야 피고인 측에서도 원진술자를 반대신문할 수 있겠죠. 

2. 그런데 가령 원진술자가 사망했다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반대신문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

금까지 배운 조항으로는 원래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3.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언가 

타협점이 필요합니다. 

증 거능력의  인 정  

특별한 경우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증 거능력  인 정  요 건  

1. 필요성의 요건: 원진술자의 진술 불가능 

2. 신용성 정황적 보장의 요건: 특신상태(circumstantial guarantee of trustworthiness) 

요 건 의  입 증  

1. 입증책임: "검사"에게 있습니다. 

2. 입증정도: 검사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즉, 검사는 판사에게 확신(beyond a reasonable 

doubt)을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지금까지 본 것처럼]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더 나아가 여기에]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생략

>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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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증형성방법: 검사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엄격히 심사해야 하지만, 엄격한 증명은 아닙니다. 

필 요 성 의  요 건 :  원 진 술 자 의  진 술  불가능  

1. 원진술자를 성실히 찾아보았는데도 찾을 수 없는 사례: 진술 불가능 O 

2. 원진술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지도 않은 사례: 진술 불가능 X 

3.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사례: 진술 불가능 X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

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

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생략>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

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인신청서에는 [원진술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수사

기록 중 [원진술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집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후 작성된 검찰 진술조서

에는 위 휴대전화번호와 다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도] 검사가 직접 또는 경찰을 통하여 위 

각 전화번호로 [원진술자]에게 연락하여 법정 출석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진술자]의 법정 출

석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는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입증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

314조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판결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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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용 성  정확적  보 장 의  요 건 :  특신 상 태  

1. 현행범을 목격하고 범인을 신고한 뒤 범인과 대면해 진술한 사례: 특신상태 O 

2. 원진술자가 허위진술이었음을 시인한 자료가 존재하는 사례: 특신상태 X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생략>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

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

[참고인은]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소매치기 범행을 목격하고 버스 안의 승객들에게 주의를 준 다음 버스

를 파출소 앞에 정차시켜 범인을 지목하였[다. 그리]고 [참고인은] 그 직후 경찰에서 범인과의 대질신문을 통해 

소매치기 범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참고인의] 진술 또는 [참고인에 대한]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피고인은 일관하여 성매매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 그 상대 여성인 참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서는 공소제기 후에 소재가 파악되지 않게 되자, 피고인이 인터넷 메신저로 참고인

과 연락한 후 직접 만나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원심법정에 제출한 사안[이다.]

참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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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경찰의 검증조서 
Protocol of Verification on Investigation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 조영환 

머리에 
1.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는 기본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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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수사단계에서 검증을 한 사람을 법정에 증인 자격으로 부르면, 역시 똑같은 이야기

를 할 겁니다. 실익 없이 이야기만 반복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3. 그래서 수사기관 작성(written by investigation agency) 검증조서(protocol of verifica-

tion)도 비록 전문증거지만, 일정한 요건 하에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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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법 원 과  수 사 기 관 의  차 이점  

1. 법원의 검증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검증을 하는 주체(법원)이 곧 판결

을 하는 주체(법원)이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을 인정해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이에 비해, 수사기관의 검증조서는 검증을 하는 주체(수사기관)와 판결을 하는 주체(법원)

가 다릅니다. 따라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찰과  검사 의  공 통점  

검증은 강제처분일 뿐, 피의자에게 어떤 진술을 강요하는 건 없습니다. 따라서 작성 주체가 수

가기관인 이상, 그 점에서는 경찰이든 검사든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 

같습니다. 

관련자 

작성 자  

작성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입니다. 즉, 수사기관입니다. 실무상, 검증 과정에서  

1. 검사는 검찰수사관(참여계장 등)의 도움을, 

2. 사법경찰관(경위 등)은 사법경찰리(경사 등)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더라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작성해야 합니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

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

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생략>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생략>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생략> 때

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대법원 1976. 4. 13. 선고 76도500 판결

[여기서 성립인정을 할 수 있는 작성자란] 그 검증조서의 작성자를 말하는 것이고 검증에 참여한데 불과한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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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진 술 자 ?  

검증조서는 구조적으로 진술녹취서가 아니라 진술서 형태입니다. 

1. 따라서 원칙적으로 원진술자 개념이 없고, 작성자 개념만 있습니다. 

2. 그래서 진정성립 인정을 작성자가 합니다. 

소 결  

요건 

개 요  

1. 적법한 절차방식(due process)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 

2. 진정성립(true formation)이 인정될 것 

적 법 한  절 차 방 식  

1. 수사기관이 검증조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았

다면, 적법한 절차방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서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

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

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원진술자 작성자

공판조서 모든 사람 법원사무관등

법원·법관의 검증조서 (해당 없음) 법원사무관등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조서 피고인 아닌 자 (= 참고인 = 증인) 법원사무관등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된 피의자 검사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된 피의자 사법경찰관

검사·경찰의 참고인진술조서 피고인 아닌 자 (= 참고인 = 증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검사·경찰의 검증조서 (해당 없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

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생략>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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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피의자신문이나 참고인조사와 달리, 검증은 강제수사(compulsory investigation)

입니다. 따라서 위법한 검증은 실질적으로 영장주의 위반이 될 소지가 더 큽니다. 영장주의

를 위반하는 것은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대한 위법입니다. 

3. 결과적으로 검증절차를 위반해 작성한 조서는, 전문법칙을 논하기 전에 이미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 정 성 립 의  인 정  

수사기관(작성자)이 말한 대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기재내용 = 검증내용). 수사기관이 "오랑우

탄"이라 검증했는데, 검증조서에는 "침팬지"라 적혀 있다면, 검증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제219조(준용규정) <생략> 제141조<생략>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생략>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①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

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

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

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

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생략> 공

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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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가 진정성립이라고 인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오직 1가지만 있습니다. 

1. 수사기관의 성립인정 진술(admit formation): 쉽게 말해, 작성자(수사기관) 스스로 성립인

정을 하는 겁니다. 적은 사람이 "쓴 대로 적혀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가장 확실한 거

죠. 원진술자 개념이 없으므로, 작성자가 성립인정을 해야 합니다. 

2. 객관적인 방법을 통한 성립인정 금지: 조문상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증명은 허용되지 않고, 

오로지 수사기관 스스로의 성립인정만 가능하게 했습니다. 

관련문제 

검증 조 서 에  첨부 한  사 진 의  증 거능력  

검증조서에 현장상황에 관한 사진이 첨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이런 사진도 검증조서의 일부(portion)입니다. 따라서 검증조서와 일체로 형사소송법 제

312조 제6항을 적용해 판단하면 됩니다. 

2. 따라서 법정에서 작성자(수사기관)가 증인으로 출석해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있

습니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

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

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49조(검증 등의 조서) ② 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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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황조 사 서 의  증 거능력  

수사기관이 범죄 현장 등 일정한 장소에 가서 실황조사를 한 다음,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것을 

실황조사서(on-the-spot inspection protocol)라 합니다.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법무부령]

제49조(실황조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죄 현장 또는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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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황조사서는 검증조서에 준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을 적용해 판단하면 

됩니다. 

2. 즉, 법정에서 작성자(수사기관)가 증인으로 출석해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있습

니다. 

실황조 사 서 에  피의 자  진 술 이  기 재 된  경 우  

그런데 실황조사서에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형식은 실황조사서라 하더라도, 

2. 실질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즉 피의자신문조서입니다. 

3. 따라서 피의자 진술 기재 부분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작성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합니다. 경찰이 작성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을 적

용합니다. 

4. 그러므로 이러한 실황조사서를 경찰이 작성했다면, 원진술자(피고인이 된 피의자)가 법정

에서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수 사 보 고 서  

수사보고서(investigation report)라고 해서, 말 그대로 수사 결과를 그때 그때 내부적으로 상

부에 보고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생략>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생략>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생략>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

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378 판결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

라 진술, 재연하고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 재연의 상황을 기재하거나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 외에 별다른 기

재가 없는 경우[이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 그 실황조사

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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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보고서는 실황조사서와 다른 개념입니다. 

1. 수사보고서는 검증조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내부 보고서(report)일 뿐입니다. 따라서 형

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설령 수사보고서에 검증 결과를 기재한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검증조서가 아니기 

때문에, 검증조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대법원 2001.5.29, 선고, 2000도2933, 판결]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 부분은 <생략> 실황조서 또는 <생략> 실황조사

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지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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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결  

!

[그러]므로 그 안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다고 하여 이를 <생략>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 없[다.] <생략> 뿐만 아니라 <생략> 같은 법 제311조[법원의 공판조서, 검증조

서 등]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그 기재 부분은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5.29, 선고, 2000도2933, 판결]

본질 적용법조 증거능력 요건

수사상 검증조서 수사상 검증조서 제312조 제6항 작성자의 성립인정

수사상 검증조서의 첨부사진 수사상 검증조서의 일부 제312조 제6항 작성자의 성립인정

실황조사서 수사상 검증조서 제312조 제6항 작성자의 성립인정

실황조사서 첨부 피의자진술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제312조 제1, 2항 성립인정

경찰: 제312조 제3항 피고인의 내용인정

수사보고서 내부 문건 (해당 없음) (증거능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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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전문서류 
Private Person's Hearsay Documents 

진실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다만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았을 뿐이다. - 

Blaise Pascal 

머리에 
1. 수사기관이 작성하든 개인이 작성하든, 전문서류인 이상 기본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

습니다. 

2. 그러나 수사와 별개로 개인이 작성한 서류들은, 각종 수사서류로 증명이 부족할 때, 결정적

인 증거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또한, 수사와 별개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인위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내용이 진실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특히 피고인 스스로 서명한 서류라면 더욱 그렇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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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래서 일정 요건 하에 사인의 진술서면에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관련자 

진 술 자  

1. 진술자는 피고인(the accused)일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피고인이 된 피의자 말이죠. 

2. 진술자는 제3자(person for reference)일 수도 있습니다. 

작성 자  

1. 작성자는 진술자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진술서(written statement)입니다. 

2. 작성자는 진술자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진술녹취서(record of statement)입니다. 

유형 

피고 인 의  진 술  기 재  

1. 피고인의 진술서(written statement by the accused): 피고인이 자기 말을 쓴 서류입니다.  

제313조(진술서등) ① 전2조의 규정[공판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

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

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

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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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에 대한 진술녹취서(record of statement of the accused): 누군가(A) 피고인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들어 그 내용을 쓴 서류입니다. 마치 피의자신문조서 같지만, 작성자(A)가 

수사기관이 아닌 거죠. 

어느 것이든, 결국 피고인의 진술(statement of the accused)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

말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뿐입니다.  

제 3 자 의  진 술  기 재  

1. 제3자(B)의 진술서(written statement by person for reference): 제3자(B)가 자기(B) 

말을 쓴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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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자(B)에 대한 진술녹취서(record of statement of person for reference): 역시 누군

가(C) 제3자(B)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들어 그 내용을 쓴 서류입니다. 

어느 것이든, 결국 제3자의 진술(statement of person for reference)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말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제3자뿐입니다. 

원진술자 작성자

공판조서 모든 사람 법원사무관등

법원·법관의 검증조서 (해당 없음) 법원사무관등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조서 피고인 아닌 자 (= 참고인 = 증인) 법원사무관등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된 피의자 검사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된 피의자 사법경찰관

검사·경찰의 참고인진술조서 피고인 아닌 자 (= 참고인 = 증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피고인의 진술서 (해당 없음)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진술녹취서 피고인 피고인 아닌 자 (= 참고인 = 증인)

제3자의 진술서 (해당 없음) 피고인 아닌 자 (= 참고인 = 증인)

제3자에 대한 진술녹취서 피고인 아닌 자 (= 참고인 = 증인) 어느 누구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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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적 법 한  절 차 방 식 ?  

수사상 서류가 아니므로, 특별히 적법한 절차방식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소한 

일정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1. 진술서: 작성자(preparing)의 자필이거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2. 진술녹취서: 진술자(statement)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진 정 성 립 의  인 정  

(원)진술자가 말한 대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기재내용 = 진술내용). 진술자가 "오랑우탄"이라 

말했는데, 서류에는 "침팬지"라 적혀 있다면,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1. 진술서는 작성자(preparing)가 성립 인정해야 합니다. 작성자가 피고인이면 법정진술로 인

정해야 합니다. 작성자가 제3자라면 법정증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2. 진술녹취서는 진술자(statement)가 성립 인정해야 합니다. 진술자가 피고인이면 법정진술

로 인정해야 합니다. 진술자가 제3자라면 법정증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제313조(진술서등)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s]<생략>로서 그 

작성자[S] <생략>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S]<생략

>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생략>

제313조(진술서등)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생략>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r]로서 그 <생략> 그[진술자 R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생략> 진술

자[R]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생략>

제313조(진술서등)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s]<생략>로서 그 

작성자[S] <생략>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S]<생략>

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생략>

제313조(진술서등)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생략>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r]로서 그 <생략> 그[R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생략> 진술자[R]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생략>

서명·날인 성립인정 주체

진술서 작성자(=진술자)

진술녹취서 진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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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1. 피고인의 진술서: (원)진술자가 피고인으로서, 작성자는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이 법정진술

로 성립진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2. 피고인에 대한 진술녹취서: (원)진술자가 피고인으로서, 진술자는 피고인입니다. 역시 피고

인이 법정진술로 성립진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3. 제3자의 진술서: (원)진술자가 제3자로서, 작성자는 그 제3자입니다. 그 제3자가 법정증언

으로 성립진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4. 제3자에 대한 진술녹취서: (원)진술자가 제3자로서, 진술자는 그 제3자입니다. 역시 그 제

3자가 법정증언으로 성립진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진술녹취서의 예외 

문 제점  

1. 피고인에 대한 진술녹취서를 보니, 피고인이 자백하는 취지입니다. 

2. 하지만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으려고, 법정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것이 인간의 

심리일 겁니다. 피고인은 진술녹취서의 진정성립도 부인할 겁니다. 피고인은 증인이 아니

므로, 어차피 피고인은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이런 뻔한 상황을 그냥 두고 봐야 할까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런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증거능력 요건의 완화). 

진술 from 피고인 진술 from 제3자

작성자 = 진술자 피고인의 진술서 제3자의 진술서

작성자 ≠ 진술자 피고인에 대한 진술녹취서 제3자에 대한 진술녹취서

피고인이 성립 인정 (법정 진술) 제3자가 성립 인정 (법정 증언)

제313조(진술서등)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

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

술을 기재한 서류[피고인에 대한 진술녹취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

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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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 상황  

제3자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녹취서여야 합니다. 

요 건  1 :  작성 자 의  진 정 성 립  인 정  

원래는 진술녹취서는 진정성립 인정을 작성자가 할 게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진술자(피고인)

가 부인을 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진정성립 인정을 작성자(preparing)가 하는 겁니다. 즉, 

1. 작성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2. "진술자(피고인)가 말한 대로 적혀 있다(기재내용 = 진술내용)"고 증언해야 합니다. 

요 건  2 :  특신 상 태  

진실성(veracity), 즉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필요합니다. 원래 진정성립을 인정할 사람도 아

닌 자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추가적으로 특신상태까지 요구하는 겁니다.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예외 

문 제점  

1. 앞서 본 것처럼 수사기관 작성 조서는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지켜야 할 절차도 복잡합니다. 

제313조(진술서등) ① <생략>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피고인에 대한 진술녹취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3조(진술서등) ① <생략>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피고인에 대한 진술녹취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진술 from 피고인 진술 from 제3자

진술서 피고인이 성립 인정 (법정 진술) 제3자가 성립 인정 (법정 증언)

진술녹취서 피고인이 성립 인정 (법정 진술) 

or 작성자가 성립 인정 (법정 증언)

제3자가 성립 인정 (법정 증언)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

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

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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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에 비해 사인의 진술서 등은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진정

성립 인정으로 충분합니다.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3. 그래서 경찰들은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만들어야 하는데도, 

편하게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받으려는 유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찰이 그런 식

으로 형식상의 진술서를 많이 받아 왔습니다.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

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

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

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

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제313조(진술서등)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

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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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런 뻔한 상황을 두고 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런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부

정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증거능력 요건의 엄격화). 

해 결 방 법  

수사단계에서 받은 진술서는, 수사기관 작성 조서에 준해 판단하게 했습니다. 

1. 피의자로부터 진술서를 받으면,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합니다. 즉, 경찰이 받은 피의자 진술

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2.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으면, 참고인진술조서에 준합니다. 

전 제 상황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여야 합니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9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은 1981.6.24경 발생한 이 사건 살인용의자로서 <생략> 전주경찰서 수사본부로 연행되어 다음날 13 피

고인 작성의 진술서에서 이 사건 살인범행을 부인하였고 그 다음날 [14.]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구류 5일의 선

고를 받아 구류형집행 중 그 다음날 15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진술조서에서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다가 그 

다음날 [16.]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고 쓴다)에서 비로소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하[였다.]

위 진술서의 증거능력 유무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312

조 [제3항]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생략> 그렇다면 <생략> 증거능력이 

없는 이 사건 진술서[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

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

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

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

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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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법취지  

사례1: 원진술이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서, 또는 피고인에 대한 진술녹취서 사안입니다. 실무상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

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요건은 특별한 문제 없이 인정된다고 합시다. 

수 사  전  자백 ,  법 정  자백  

진술서 및 진술녹취서 내용도 자백이고, 피고인이 법정에서도 자백하는 사안입니다. 

1. 제1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술서 및 진술녹취서의 성립 진정을 인정합니다. 

즉, 법정진술로 "성립 인정"합니다. 

2. 그러면 법원은 진술서 및 진술녹취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물론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자체를 들었기 때문에, 굳이 진술서 및 진술녹취서가 아니라 그 

진술 자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 사  전  자백 ,  법 정  부 인  

진술서 및 진술녹취서 내용은 자백이나,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사안입니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9 전원합의체 판결

증거능력의 부여에 있어서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 

취지는 그 신문에 있어서 있을지도 모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결여를 방지하려는 입법정책적 고려라고 

할 것이[다.]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그 성립만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이외에 기재내용의 인정이나 신빙

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취지는 피고인의 자백이나 불이익한 사실의 승인은 재현불가능이 많고 또한 진술

거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진실성이 강하다는 데에 입법적 근거를 

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입법취지 그리고 공익의 유지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는 형사소

송법의 기본이념들을 종합고찰하여 볼 때,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의

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됨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피의자로 하여금 기하여 제출

케 한 경우에는 그 진술성의 증거능력 유무는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형사

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동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다.

제313조(진술서등) ① 전2조의 규정[공판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

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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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술서 및 진술녹취서의 성립 진정을 부인합니다. 

즉, 피고인이 "진술서는 위조되어 있다", "진술녹취서는 말한 대로 써 있지 않다"고 진술합

니다. 이렇게 되면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술녹취서는 증거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공판검사는 진술녹취서의 작성자를 증인으로 소환하도록 법원에 신청합니다. 

3. 제2회 공판기일에 법정에 작성자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증인이 된 작성자는 선서하고 증언

을 합니다. 즉, 공판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이 교차로 증인신문을 합니다. 

4. 이 때 증인은 "진술녹취서는 피고인(진술자)이 말한 대로 적혀 있다"는 취지를 증언합니다. 

더불어, 나온 김에 구체적인 내용도 증언합니다. 

5. 그러면 법원은 진술녹취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6. 물론 법원은 증언 자체를 들었기 때문에, 굳이 진술녹취서가 아니라 증언 자체를 증거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수 사  전  부 인 ,  법 정  자백  

진술서 및 진술녹취서 내용은 범행 부인이나,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자백하는 사안입니다. 

1. 진술서 및 진술녹취서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2. 피고인의 법정 자백(진술) 자체를 증거로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수 사  전  부 인 ,  법 정  부 인  

진술서 및 진술녹취서 내용도 범행 부인이고, 피고인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사안입니

다. 유죄 판결이 나오려면 뭔가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었다.] <생략> 그 중 피고인의 진

술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피고인에 대

한 진술녹취서]와 [같다.]

[진술자인]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진술자인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

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

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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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원진술이 제3자의 진술 
실무상 다음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요건은 특별한 문제 없이 인정된다고 합시다. 

법 정  자백  

진술서 및 진술녹취서에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

하는 사안입니다. 

1. 제1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술서 및 진술녹취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합

니다. 

2. 그러면 굳이 제3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3. 법원은 그냥 진술서 및 진술녹취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 정  부 인  

진술서 및 진술녹취서에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

인하는 사안입니다. 

1. 제1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술서 및 진술녹취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부동의

합니다. 

2. 그러면 공판검사가 진술서의 작성자, 진술녹취서의 진술자를 증인으로 소환하도록 법원에 

신청합니다. 

3. 제2회 공판기일에 법정에 위 작성자나 진술자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증인이 된 이들은 선서

하고 증언을 합니다. 즉, 공판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이 교차로 증인신문을 합니다. 

4. 이 때 증인이 된 작성자는 "진술서는 내가 쓴 그대로다."라고 증언합니다. 증인이 된 진술자

는 "진술녹취서는 내가 말한 대로 적혀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더불어, 나온 김에 구체적인 

내용도 각자 증언합니다. 

5. 그러면 법원은 진술서 및 진술녹취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6. 물론 법원은 증언 자체를 들었기 때문에, 굳이 진술서 및 진술녹취서가 아니라 증언 자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을 경우 

문 제 상황  

사인의 전문서류 역시 가령 원진술자가 사망했을 경우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하는 문제

가 있습니다. 역시 무언가 타협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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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거능력의  인 정  

특별한 경우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증 거능력  인 정  요 건  

1. 필요성의 요건: 원진술자의 진술 불가능 

2. 신용성 정황적 보장의 요건: 특신상태(circumstantial guarantee of trustworthiness) 

녹음테이프 

문 제 상황  

지금까지 종이에 적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보이스펜이나 휴대전화기를 통해 목

소리를 녹음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형사사건에서 그 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질  

원 진 술 자 가  제 3 자 인  경 우 ,  증 거능력  요 건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619 판결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약 10세 남짓의 성추행 피해자[A]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례다.]

위 [B]와 [A]을 치료한 정신과 의사인 [C]은 피고인이 [A]을 성추행하였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런]데, 위 경찰 

진술조서의 작성이 있기 며칠 전에 위 [B], [C]이 유도 질문과 반복 질문을 통해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도록 하여 그 대화내용을 녹음, 녹화하였다. 그리고] 위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는 [B]가, 

위 검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는 [B] 및 [C]이 각 동석한 상태에서 [A]의 진술이 행해졌[다. 또한] 경찰 및 검찰 진

술조서가 작성될 무렵 [A]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에 몰두하고 있던 [B]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A]의 진술 경위 및 진술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조서의 진술내용에 허위개입의 여

지가 거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

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신용성 정황적 보장의 요건[특신상태]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위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생략>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생략>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다.]

수사기관 아닌 사인[C]이 피고인 아닌 사람[B]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사안이다.] 녹음테이프[의] <생략>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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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본성 

2. 원진술자의 진정성립 인정 

•작성자(녹음한 사람, C)가 아니라 원진술자(B)가 인정합니다. 

원 진 술 자 가  피고 인 인  경 우 ,  증 거능력  요 건  

1. 원본성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어야 한다. 또는, 원본이 아니라]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 복사과정에서 편

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어야 한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B]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제313조(진술서등) ① 전2조의 규정[공판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C]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생략>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B]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생략>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피고인과 상대방[A] 사이의 대화 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된 사안이다.] <생략> 녹음테이

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 전자매체는 <생략>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어야 한다. 또는,]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

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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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자의 진정성립 인정 

•피고인이 아니라 작성자(녹음한 사람, A)가 인정합니다. 

3. 특신상태 

서 명 의  필 요 성 ?  

1. 원래는 사인의 전문서류는 자필이거나 서명·날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상대방[A]의 진술에 의

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제313조(진술서등) ① <생략>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A]

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

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셋째,]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제313조(진술서등) ① <생략>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A]

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

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3조(진술서등)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

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생략>

제9강  전문법칙의 예외                                                                                                          373

http://www.lawmaru.com


www.lawmaru.com 

2. 그러나 구조상 녹음파일은 물리적으로 자필일 수도 없고, 서명·날인할 수도 없습니다. 

3. 그래서 여기서는 자필, 서명·날인이 요건이 아닙니다. 

!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 그렇더라도 증거능

력을 인정할 수 있다.]

원본성? 진정성립 인정 주체? 특신상태? 서명?

원진술자 = 제3자 필요 O 원진술자 (313①본) 필요 X 필요 X

원진술자 = 피고인 필요 O 작성자 (313①단) 필요 O (313①단) 필요 X

근거 해석 조문 조문 조문에도 불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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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진술 
Hearsay Statement 

모든 풍문은 위험하다. - Thomas Fuller 

머리에 
1. 지금까지는 전문서류(documentary)에 대해 봤습니다. 전문서류는 서증입니다. 따라서 성

립인정, 내용인정 같은 응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건을 살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었

습니다. 

2. 이제 전문진술(oral)을 볼 겁니다. 이에 비해 전문진술은 서증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조상 

그런 방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더 어렵습니다. 

3. 전문진술은 증거사용의 필요성과 진실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달자(L) 말고, 원진술자(K)를 직접 법정에 부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유형 

피고 인 에  대 한  전 문 진 술  

피고인의 진술을 전달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가령, 

1. 피고인이 제3자에게 …라고 말했습니다. 

2. 제3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게 …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관해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원래 원진술자인 피고인뿐입니다. 

제 3 자 에  대 한  전 문 진 술  

제3자의 진술을 전달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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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K)가 다른 제3자(L)에게  …라고 말했습니다. 

2. 그 다른 제3자(L)가 법정에서 "제3자(K)가 제게 …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관해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원래 원진술자인 제3자(K)뿐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전문진술의 예외 

문 제점  

1. 피고인에 대한 전문진술이, 피고인이 자백하는 취지였다고 합시다. 

2. 하지만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으려고, 법정에서는 부인하게 됩니다. 보통 이것이 인간의 심

리일 겁니다. 즉, 피고인은 전문진술이 거짓이라 주장할 겁니다. 어차피 피고인은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마음 놓고 부인합니다. 

3. 전문증거라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전문진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정

당할까요? 이런 뻔한 상황을 그냥 두고 봐야 할까요?  

대책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원진술자 전달자

피고인에 대한 전문진술 피고인 제3자

제3자에 대한 전문진술 제3자 K 제3자 L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 피고인이 아닌 자<생략>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생략>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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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  특신 상 태  

진실성(veracity), 즉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원래 쓸 수 없는 

증거를 쓸 수 있게 예외를 둔 것이므로, 이처럼 특신상태까지 요구하는 겁니다. 

소 결  

특신상태는 갖추었다고 할 때, 

1. 피고인에 대한 전문진술(원진술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전문진술)은, 웬만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법정에서 원진술자(피고인)의 진술을 직접 듣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

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제3자에 대한 전문진술(원진술자를 제3자로 하는 전문진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

정에서 원진술자(제3자)를 불러 와서 그 진술을 직접 듣는 게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경찰 피의자신문과 전문진술 

문 제점  

1. 피의자신문을 하면, 결국 피의자의 말을 누군가 듣게 됩니다.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 피고인이 아닌 자<생략>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된 법리는 마찬가지로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

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전문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는 말을 피해자

로부터 들은 후에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공소외인과 함께 공장에 들어갔다가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이 

휴대폰을 훔쳐 가지고 나왔다'고 피고인이 [얘]기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

여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

원진술자 전달자 증거능력

피고인에 대한 전문진술 피고인 제3자 증거능력 있음

제3자에 대한 전문진술 제3자K 제3자L 증거능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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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렇게 들은 사람이 만약 법정에 나와 "피의자가 …라고 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전

문진술이 됩니다. 정확히는, 피고인에 대한 전문진술이죠. 

3. 이것도 위에서 본 것처럼 특신상태만 있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조 사 자  등 의  전 문 진 술  경 우  

1. 원진술자: 피고인이 된 피의자 

2. 전달자: 가령, 조사자인 사법경찰관(경위 등), 또는 조사참여자인 사법경찰리(경사 등) 

이 때 전문진술은, 특신상태 있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경찰조 사  입회자 의  전 문 진 술  경 우  

1. 원진술자: 피고인이 된 피의자 

2. 전달자: 가령, 대질조사를 받은 고소인, 신문 당시 우연히 내용을 들은 자 등 

이 때 전문진술은,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는 한, 증거능력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취지를 고려한 해석입니다. 

!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

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

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905 판결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는 도중에 범행을 시인하였고 피해자측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다

는 취지의 증인들[조사 당시 입회한 사람들]의 각 증언[은] <생략>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경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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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술자의 진술 불가능 
Impossibility of Statement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 우리 속담 

문제점 
1. 전문서류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다", "내가 쓴 그대로다" 같은 성립인정 진술 등이 있어

야 비로소 전문서류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2. 전문진술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K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L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

다고 했습니다. 원진술자 K가 법정에 출석해서 직접 증언을 해야 하고, 그 K의 직접 진술

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3. 그런데 이렇게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증언)해야 할 사람이 사망한다든지 해서, 진술이 불가

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4. 이 때 원칙대로 가면 귀한 증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처벌해야 할 범인을 처벌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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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칙의 존재 

개 요  

1. 증거사용을 위해 법정에서 진술해야 할 사람이 

2. 사망 등으로 진술이 불가능하다면, 

3.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특칙이 몇 군데 있습니다. 

수 사 기 관 의  조 서  

사 인 의  전 문 서 류  

제 3 자 에  대 한  전 문 진 술  

•한편, 법원의 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전문진술 또한 특신상태

만 있으면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칙이 필요 없으며, 

그래서 특칙을 두지 않은 겁니다. 

소 결  

다음 2가지를 모두 갖추었다면, 증거능력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1. 원진술자의 진술 불가능: 필요성(necessity) 차원입니다.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

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사인의 진술서 등]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제316조(전문의 진술) ② 피고인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

던 자를 포함]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

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생략>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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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신상태: 진실성(veracity) 차원입니다. 

진술 불가능 

해 석 시  유 의 사항  

1. 여기서 진술 불가능이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2. 원래 증거능력 없어야 할 증거인데도, 여기에 해당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므

로, 남용해서는 안됩니다. 즉,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증 언 거 부 권 의  행 사 ?  

1. 위 법률의견서는 법적으로는 제3자의 진술서입니다. 따라서 원진술자(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해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증언(성립인정 진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 법률의

견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증언거부권에 근거해 

원진술자(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생략>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 예외사유의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의 요소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갑 주식회사 및 그 직원인 피고인들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게 갑 회사가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그런

데,] 변호사가 작성하여 갑 회사 측에 전송한 전자문서를 출력한 '법률의견서'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변호사가 그에 관한 증언을 거부[한 사안이다.]

제313조(진술서등)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

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생략>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

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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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렇다면 원진술자의 진술 불가능으로 보아 특칙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4. 즉,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진 술 거 부 권 의  행 사 ?  

1. 위 디지털증거들은 법적으로는 제3자의 진술서입니다. 따라서 원진술자(작성자인 각 피고

인들)가 법정에 출석해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성립인정 진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 디지털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원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의 피의자든, 공판단계의 피고

인이든, 진술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 피고인(작성자)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

지 않았다고 합시다. 

3. 그렇다면 원진술자의 진술 불가능으로 보아 특칙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

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은 <생략> 증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위와 같

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문언과 개정 취지, 증언거부권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정에 출석

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

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의견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인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3.06.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피고인 1, 피고인 2가 [공소외 1의 USB에서 복원된 파일을 출력한 것으로 피고인 1이 작성한 문건들(이하 '공

소외 1 USB 문건'이라 한다), 피고인 3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문건들(이하 '피고인 3 컴퓨터 문건'이라 한

다), 피고인 2가 자신의 이메일에 첨부했던 문건(이하 '피고인 2 이메일 첨부문서'라 한다), 피고인 1의 운전기

사 공소외 2가 임의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 1이 작성한 파일을 출력한 서류들(이하 '공소외 2 제출 서류'라 한다)]

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제313조(진술서등)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

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생략>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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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즉,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진 술 을  했지 만  진 술  불가능으 로  보 는  경 우  

소 재 를  알  수  없는  경 우  

!!

위와 같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문언과 개정 취지, 진술거부권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

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 질병 등 명시적

으로 열거된 사유 외에도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한 경우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

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

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

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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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Summary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쉽다. 그러나 제대로 만드는 것은 어렵다. - Craig Federighi 

전체 내용 

단순화 

원진술자 작성자 등 증거능력 인정의 주요 요건 조문 진술불능

공판조서 누구든지 법원 측 증거능력 O
311/1문/전

단

(해당없음)법원·법관의 검증조서 법원 측 증거능력 O
311/1문/후

단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조서 제3자 법원 측 증거능력 O 311/2문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검사 성립인정 (by 피고인/객관적방법) 312/①②
(해당없음)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경찰 내용인정 (by 피고인) 312/③

검사·경찰의 참고인진술조서 제3자 검/경 성립인정 (by 제3자/객관적방법) 312/④
증거능력O

검사·경찰의 감정조서 검/경 성립인정 (by 검/경) 312/⑥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 성립인정 (by 피고인) 313/본
(해당없음)

피고인에 대한 진술녹취서 피고인 제3자 성립인정 (by 피고인/제3자) 313/본+단

제3자의 진술서 제3자 성립인정 (by 제3자)
313/본 증거능력O

제3자에 대한 진술녹취서 제3자S 제3자P 성립인정 (by 제3자S)

피고인에 대한 전문진술 피고인 제3자 증거능력 O 316/① (해당없음)

제3자에 대한 전문진술 제3자K 제3자L 증거능력 X 316/② 증거능력O

IF 증거동의 증거능력 O

진술 from 피고인 진술 from 제3자

검찰 조서 피고인이 성립 인정 (법정 진술) 등
제3자가 성립 인정 (법정 증언)

경찰 조서 피고인이 내용 인정 (법정 진술)

진술서 피고인이 성립 인정 (법정 진술)

제3자가 성립 인정 (법정 증언)
진술녹취서

피고인이 성립 인정 (법정 진술) 

or 작성자가 성립 인정 (법정 증언)

IF 증거동의 증거능력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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