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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우리 형사사법절차에서 적법절차가 강조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문제는 크게 개
선되었으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수사 환경은 거짓진술과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 입법례를 참고하여 거짓진술과 허
위자료 제출 등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대법원과 대한변호사
협회, 그리고 학회 및 재야 인권단체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었다.
반대론의 논지는“거짓진술 등을 처벌하는 것은 진실을 진술할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헌법상 인정된 자기부죄금지의 원칙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방어권의 본질
을 훼손하는 것이 되고 결국 인권을 침해한다”
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12조 제2항
의 문리해석에 의하면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은 방어적 권리로서 소극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적극적으로 거짓진술을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미국 연방 대법원도 수정헌법 제5조의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에 대하여 침
묵할 권리를 말하며 허위로 진술할 권리를 말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
다. 따라서 반대론은 논거의 기초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법방해죄의 도입 여부는 자기부죄금지의 특권 등과 같은 법 논리만으로 결정할
수 없고, 시대 상황의 변화를 인식한 바탕 위에서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지 여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사법현실이 과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유린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허위진술 처벌조항이 도입은 아직 때가 이르
다는 반대론에 대하여는 경청하여야 한다. 참고인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강제소환하
거나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허위진술죄를 신설하더라도 그 요건을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기 위해 기존의 참고인에 대한 진술방해죄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사법방해, 허위진술, 허위증거제출, 진술거부권, 피의자의 인권,
피의자의 방어권, 자기부죄금지의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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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인권의식이 신장되고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제도 개
선이 이루어졌다. 적법절차가 강조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문제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은 강화되고 있다. 반면 수사기관
의 수사 환경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장이
감화됨에 따라 수사기법이 피의자 중심에서 참고인 중심으로 변화되어 수
사시관으로서는 주로 참고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참고인의 거짓진술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방해되는 사례가 날로 증
가하고 있다.1)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나 그 이해관계인들은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된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적 증거를 변경하거나 파손하고, 증인을
협박∙회유하거나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싶은 유혹을 느
낄 수 있다.2) 그러나 이로 인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거짓진술과 증거
조작 등 불법∙탈법적 행위가 난무하고, 위증과 무고 등 사법질서 침해사
범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사법현실이다.
현행 형법은 재판단계에서의 증인이 거짓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는 위증
죄로 처벌하고 있지만,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이 거짓진술을 하더라도 처벌
하지 않는다. 참고인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무고죄 등으로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3) 이로 인해 참고인은 마치 수사기관에서‘거짓

1) 도중진,“사법방해죄의 입법화 방안”
,『형사정책』제20권 제2호(2008), pp.176.
2) 안성수,“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허위진술, 증거조작 등 사법정의 실현을 저해하는 죄”
,
『저스티스』통권 제88호(2005) pp. 212
3) 박승환,“사법방해죄 도입론”
,『법조』Vol 629 (2008), P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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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할 권리’
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자체
에 불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4)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참고인들이 사건의 진상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게 되면 수사 및 소추기관으로서는 실체적 진실발견에
방해를 받게 된다. 형사사법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와 인권 보호가 강화
된 만큼 피의자나 피고인, 사법절차에 관여하는 참고인이 사법정의 실현
을 위하여 부담할 의무도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때 비로소 형사사법
이 추구하는 피해자의 보호, 사회질서 유지 등의 목적이 달성될 것이고,
형사절차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여러 목적 간에도 균형이 유지될 수 있
을 것이다.5)
법무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002년과 2004년, 그리고 2010년에
미국 연방법상의 사법방해죄를 모델로 하여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초
안을 만들면서 참고인의 거짓진술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사법방해죄 신설
을 추진한 적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학계, 시민단체들
은“사법방해죄 신설은 수사 편의적 발상으로 참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
는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정공방을 위축시켜 공판중심주의를
훼손할 수 있으며, 기존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 무고죄, 증인은닉죄 등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며 강력하게 반대
하였고,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법무부의 사법방해죄 도입은 비록 무산되었지만, 형사사법기능의 적정
성을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날이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4) 도중진, (2008), pp.176.
5) 안성수, (2005) p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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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다. 사법방해죄 도입에 관한 논의는 수사기관의 권한강화와 수사편의
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가볍게 폄하해서는 곤란하고, 형사사
법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기 때
문이다.6)
법무부가 사법방해죄의 도입을 시도한 2002년 이래 지금까지 이에 관
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고 찬반의 논거도 이미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자의 견해를 더 추가할 것은 없다. 다만 그동안의 연구결
과를 보면, 미국 연방법상에서 말하고 있는‘사법방해죄’
와 우리의 법무부
가 주된 관심을 두고 있는 피의자 및 참고인의‘허위진술죄’
가 그 개념과
범위가 서로 다름에도 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전개되는 불필요한 논쟁들
이 일부 발견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법실무의 관점에서 피의자 및 참
고인의‘허위진술’
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사법방해죄’
에 관한 연구결
과를 나름대로의 체계에 따라 분석, 정리하고자 한다.

Ⅱ. 현행 형법 의율상의 문제점과 사법방해죄 도입의
필요성
1. 현행 형법에 의한 사법방해행위 의율상의 문제점
우리 형법에는 명시적으로 사법방해죄라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형법에 산재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 제137조), 법정모욕죄(제
138조), 범인은닉∙도피죄(제151조), 위증죄(제152조), 증거인멸∙증인은닉
죄(제155죄), 무고죄(제156조) 등이 사법작용을 형법적으로 보호하는 차원
6) 박승환, (2008) pp.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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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상 사법방해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7)
그러나 위 규정들만으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다양한 행위에 효율적으
로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법정모욕죄는 법정이나 그 부근에
서 모욕이나 소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이어서 사실상 사법방해죄를
논할 실익이 없고, 위증죄의 경우 선서를 요건으로 하며 법원의 증인신문
에 있어서만 인정된다. 증거인멸죄의 경우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
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무고죄의 경우 수사 및 징계
절차를 야기할 수 있는 허위신고를 처벌할 뿐이다.8)
현행 형법은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사법방해에 관련된 규정이 많지
않고, 특히 수사단계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큰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피의자 및 참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거짓
진술과 허위자료 제출(증거위작) 등에 대하여 법원 등 실무계가 현행 형법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 문제점을 살펴본다.

가. 피의자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피의자가 진범이 아님에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진범이라고 거
짓 자백하여 진범을 숨겼다면 이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사법정의의 실
현을 방해한 것이므로 사법방해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는 현행 형법에
의해 어떻게 처벌되는가.
판례는 우선 피의자가 진범이 아님에도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하여 진
범을 숨긴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7) 도중진(2008), pp. 176.
8) 박승환(2008), p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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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이유는 피의자는 헌법상의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에 따라 진술거부
권, 묵비권이 있고 또한 진실을 진술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며 수사
에 있어서 사실조사의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9)
일부 학자들도“피의자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려는 사고는 피의자의 기본
적 권리인 자기부죄금지특권을 무시하고 방어권의 본질을 훼손하며 수사
권력 위주의 일방적 수사협조를 명하는 수사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피의자가 누구이며 어떤 범죄를 범했는지 파악할 책임은 수사기
관에 있는 바,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
하면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수사기관에 대한 진실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되
므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본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고
하여 판례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10)
이를 정리해 보면,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자료가 있다는 전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령 허위사실을 믿
고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이
기 때문에 허위진술 또는 허위자료의 제출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
이 된다.11)
그러나 판례는 위 사안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은 부
인하지만 범인은닉죄의 성립은 인정한다. 진범인의 존재를 알면서 그를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위장 출석하여 진범인으로 가장하는 것은
범인을 은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유의할 점은 위장출석자가
진범인이 누구인지 모르거나 진범인을 은닉 도피시키겠다는 인식을 가지
지 않은 경우에는 범인은닉이나 도피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9) 대법원 1971.3.9. 선고, 71도186 판결
10) 박기석,“피의자의 허위진술 및 증거위작의 사법방해에 관한 죄 성립여부”
,『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2010) PP. 9.
11) 박승환(2008),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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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말하면 범인은닉죄의 적용에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며 피의자
가 스스로를 진범인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범인은닉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결국 법원 등 실무에서는 피의자가 진범이 아님에도 진범이라고 허위진
술을 한 것과 같은 예외적 사안을 제외하고는 피의자의 어떠한 허위진술
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범인은닉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나. 피의자의 허위진술 교사에 대하여
피의자가 자신의 허위진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
의 피의사실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실체
적 진실발견과 사법정의 실현이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러한 행위
는 현행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가.
먼저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를 부정
하는 것이 학계의 다수견해인 것 같다 그 이유는 피의자가 허위진술을 교
사하는 것은 자신이 허위진술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자기비호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고 허위진술은 증거인멸의 한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
는데, 자기 사건에 대해 증거를 은닉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 내는 행
위를 하지 말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타인을 교사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는 행위도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12)
판례도 근거는 다르지만 증거인멸죄의 성립을 부정한다. 즉, 형법 제155
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다 함은 증거 그 자체
를 인멸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12) 박기석(2010), p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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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즉 허위진술은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이를 교사하였더라도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13)
나아가 판례는 피의자가 제3자에게 자신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허위진술
을 하도록 하는 것은 피의자 자신의 허위자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의 책임이기 때문에 위계
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은 인정하는데, 그 이유는 제3자에게 자
신의 범죄행위가 적발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도록 수사를 방해하도록 교
사하는 행위는 방어권 남용으로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나아가 진범
인을 도피하도록 하는 것과 같아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
다는 것이다. 같은 논리에서 타인이 범하는 범인도피죄를 범인 스스로 방
조하는 경우에는 범인도피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한다.14)
생각건대, 판례가 피의자의 제3자에 대한 허위진술 교사를 방어권 남용
으로 보아 범인도피죄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허위진술 교사를 자신의 허위진술의 연장으로 보고, 피
의자는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에 따라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연장선에서 허위진술을 교사하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취
지이다. 하지만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에 따라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허위진술을 할 권리까지 있다고 할 수 없고, 자신의 허위진술에서 한걸음
나아가 제3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것은 명백한 방어권 남
용에 해당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13) 대법원 1995.4.7. 선고, 94도3412 판결
14)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도76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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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의자의 증거인멸,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하여
피의자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물을 은닉하거나 인멸하는 행위
를 하면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은 그만큼 방해를 받게 된다. 피의자
의 이러한 행위는 현행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가.
현행 형법 제152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물의 은닉, 인멸한 경
우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의자가 자기의 형사사
건에 관한 증거물을 은닉하거나 인멸하여도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피의
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동시에 공범자의 이익이 되는 증거물을 은닉, 인
멸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판례15)는 타인을 교사하여 자기의 형
사∙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게 한 경우에도 역시 자기비호의 연장
으로서 교사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16)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물적 증거를 위작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음주운전 후 교통
사고를 일으키고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혈액 제출 요구에 대해
타인의 혈액을 경찰관에 제출한 사안에서 판례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
기관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한 경우 위계
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17) 반면 단순
히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18)

15) 대법원 1995.9.29. 선고, 94도2608 판결
16) 김일수ㆍ서보학,『형법각론』박영사(2007), pp. 920.
17) 대법원 2003.7.25. 선고, 2003도1609 판결
18) 대법원 1974.12.10. 선고, 74도28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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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판례는 적극적인 증거위작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
거인멸, 허위자료 제출 등의 행위가 있고, 이로 인해 사법방해의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 자기부죄금지의 특권과 이로부터 파
생되는 방어권 또는 자기비호권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 참고인의 허위진술,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하여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물을 은닉, 인멸하거나 수사기관
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사법작용을 방해하면 형법 제152조의 증거은
닉죄 또는 제156조의 무고죄 등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참고인이 허위진술
을 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범인은닉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범인 아
닌 다른 자를 진범이라고 내세우는 경우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
실을 진술하여 수사관을 기만,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체포
에 지장을 초래케 하는 경우에 한한다.19)
그러나 판례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단순히 범인으
로 체포된 사람과 목격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
니라고 허위진술을 한 정도의 것만으로는 참고인의 그 허위진술로 말미암
아 증거가 불충분하게 되어 범인을 석방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
도 범인도피죄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다.20)
결국 실무에서는 참고인이 피의자로 위장, 출석하여 자신이 진범이라고
허위진술을 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진술로 사법작

19) 대법원 1971.3.9. 선고 71도186 판결
20) 대법원 1972.10.10. 선고 72도1974 판결, 대법원 1987.2.10. 선고 85도8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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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도 범인도피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
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만약 범인도피죄나 위계에 의
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인정한다면 참고인은 결국 수사기관에 진실만
을 진술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결과 때문이라고 한다.21)

2. 사법방해죄 도입 등 입법조치의 필요성
수사실무에서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도 쟁점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적
극적인 허위진술과 허위자료 제출 등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는 현상이 빈
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사 기능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실체적 진
실을 추구하는 수사기관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우리 형법은 명시적으로 사법방해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원은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에 근거하
여 형법에 산재되어 있는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증인은닉죄, 무고죄, 위
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은 조항에 대한 적극적 해석론을 펼쳐
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반론의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판례가 소
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2)
즉, 판례는 피의자의 허위진술은 자신이 진범인이 아님에도 진범인이라
고 허위진술하여 진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만‘범인은닉죄’
의 성립을 인정
하고, 그 외의 허위진술인 경우에는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상 어떠한 규정
으로도 처벌될 수 없다고 본다. 피의자의 허위진술 교사에 있어서도 제3
자로 하여금 진범으로 허위자백을 하게 한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21) 안성수(2005), pp. 230.
22) 박승환(2008), p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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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 교사죄’
를 인정할 뿐이고, 그 외의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참
고인의 경우는 어떠한 허위진술도 현행 형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다.
형법상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증인은닉죄, 무고죄 등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면 공무방해의 일반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
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밖에 없지만 판례는 더욱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과 달리 수사기관에 대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
의 허위진술과 허위자료 제출은 그것이 적극적인 증거조작 또는 허위자료
제출에 이르지 않는 이상 자기부죄금지의 특권과 수사기관의 진실탐지의
무 등에 비추어 국가의 사법작용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 한다.
또한 형법 제152조는 자기부죄금지의 특권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자기비
호권 등을 고려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물을 은닉, 인멸한 경우
만을 처벌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증거물을 인멸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한 것이 아닌 한 처
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피의자의 제3자에게 증거의 인멸이나 허위자료
제출을 교사한 경우에도 자기비호의 연장으로 보아 처벌하지 않는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허위진술과 증거위작 등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행위
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판례의 소극적 해석론 때문에 이에 효율적으
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형사사법 기능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사법방해죄의 도입 등 입법조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
다.23)

23) 박승환(2008), p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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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법방해행위 처벌에 관한 외국 입법례
우리 형법의 실정법 규정과 그 해석론으로는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
과 허위자료 제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외
국의 입법례를 통해 그 처벌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의 사법방해죄는 사법절차의 완전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사
법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
다. 주의할 것은 이때 말하는 사법방해죄에서의‘사법’
은 사법부만을 지칭
하는 것이 아니라‘법과 정의’
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법부를 비
롯하여 입법부, 행정부의 활동 전반에 걸쳐 미국 정부가‘법과 정의를 정
당하게 집행하는 것을 방해’
하는 행위를 처벌하므로 그 내용이 매우 광범
하다.24) 대표적인 처벌 조항으로는 연방법상의 사법방해죄와 허위진술죄
등이 있다.

가. 연방법상의 사법방해죄
사법방해죄는 연방법 제18장(범죄와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01조에
서 제1520조에 걸쳐 기본적인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그 중 사법방해죄의
일반조항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제1503조(적법한 법집행에 대한 사법방해)
가 핵심적인 조항이다. 제1505조(정부부처, 기관 그리고 위원회에서의 절

24) 서진학,“미국사법방해죄에 관한 연구”국외연수훈련보고서(2013), p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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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방해), 제1512조(증인, 피해자 또는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복) 등 조항도
실무에서 자주 다루어지고 있다.25)
제1503조는 주로 배심원과 법원공무원 등 사법절차 관련자들의 직무 집
행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법원의 정확한 사실판단에 지장을 초래할 수준의 행위이어야 하고, 행위
자가 행위에 대한 고의 외에 정확한 사실판단을 못하게 하려는 악의를 갖
추고 있을 때 처벌된다.26) 유의할 점은 절차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적어도 대배심에서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어 기소 여부를
가리는 시점부터 적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내사나 일방적
수사가 행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왜곡시키는 행
위가 있더라도 이 조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1505조는 행정부 소속 각 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절차와 관련된 법집
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피고인의 절차 방해의 성공이
사법방해죄의 요건은 아니며, 단지 시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
1505조는 제1503조에 대한 자매조항이다. 제1503조는 연방 사법절차에
적용되고 제1505조는 연방 행정절차와 입법절차에 적용되기 때문이다.27)
판례에 의하면 제1505조가 적용되는 절차에는 위원회의 공식명령에 의
한 조사와 행정적 조사, 그리고 범죄수사도 포함된다고 한다.28) 따라서 수
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이나 허위자료제출 등의 행위는 이 조항으로 처벌
될 수 있다.
제1510조는 뇌물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범죄정보를 제공하는 것

25) 도중진(2008), pp. 178.
26) 박기석(2010), pp. 13.
27) 김종구,“미국연방법상 사법방해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40집(2009), pp. 322.
28) 이선욱,“미국 사법방해죄에 관한 연구”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집』
, (법무연수원,
2006), pp.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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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1970년 조직범죄규제법의 일부로 제정된
것으로서, 사법절차가 계류 중인 경우에만 증인 및 정보원을 보호하던 것
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재판절차 개시 전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정
보를 제공하는 잠재적 정보제공자 및 증인(참고인) 등의 보호를 위한 조항
이다. 예컨대 증인(참고인)으로 하여금 연방수사관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협박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면 이 조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
다.29)
제1512조는 1982년 제정된「피해자와 증인보호법」
(Victim and
Witness Protection)의 일부로서 증인∙피해자∙정보원에 대한 회유 및
보복행위를 처벌한다. 수사 및 재판절차에 도움을 주는 개인을 보호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미국의 판사 또는 대배심 앞에서 이루어진 소송절차,
의회에서 행해지는 조사절차, 권한 있는 행정부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절차 등에 동 조항이 적용된다.30)

나. 연방법상의 허위진술죄
연방형법 제1001(허위진술죄)는 연방기관에 대하여 허위진술, 허위기재
를 하는 행위와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를 처벌한다. 국민들이 정부기
관에게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기관의 원활한 작용
과 정부업무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 연방정부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행하여진 허위진술 등을 처벌하고 있으며 그
적용빈도와 적용범위가 매우 넓다.
연방법 제1001조의 허위진술죄는 ① 위계, 계략, 계책에 의하여 중요한

29) 위의 글, pp. 443.
30) 위의 글, pp.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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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위조, 은닉, 은폐하는 행위 ②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 가공,
사기의 진술이나 표시를 하는 행위 ③ 중요한 사실에 관한 허위, 가공, 사
기의 진술이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러한 서
류나 문서를 작성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의 행위를 그
대상으로 처벌한다.31)
본 조항은 주로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등 각 행정기관이 행하는 조사과정
에서 조사관에게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 적용되고 있다. 경찰, 국세청 등
행정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허위진술을 처벌대상으로 한다는 점
에서 대배심에 의한 조사 이후의 단계에서 이루어진 허위진술 등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제1503조의 사법방해죄와 구별된다.32)
특히 위증죄와는 달리 선서를 요구하지 않고 연방 수사기관 및 소추기관
에 대한 허위진술을 처벌함으로써 수사 및 소추에 있어서 강력한 결합수
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서한
증인이 법원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하지만, 피의자
나 참고인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개별적인 처벌규정
이 없고 일반규정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더라도 법원이
처벌에 소극적인 것과 비교되기 때문이다.33)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피의자의 허위진술과 관련하여 하급심에서 연방 수
정헌법 제5조에 규정된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연방 대법원은 Borgan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하급심의
원칙을 폐기하고, 피의자의 단순한 부인 역시 허위진술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이 선서의무가 있는 증

31) 도중진(2008), pp. 179.
32) 이선욱(2006), pp. 426.
33) 도중진(2008), p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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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달리 참고인과 피의자에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을 말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할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과 현격한 차
이를 보이고 있다.34)

2. 독일의 경우
독일 형법은 사법방해죄에 관한 조항을 모아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일부 중요범죄에 대한 정보를 지득하고 있는 자가 그 실행 및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시기에 수사기관이나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함으로써(제138조) 사법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독일에서는 우리 형법의 위증죄에 해당하는 것을 선서 없는 허위진술죄
(제153조), 선서위반죄(제154조), 선서에 갈음한 허위보증죄(제156조)등
구성요건을 나누어 처벌하는 점이 주목된다. 우리 형법과는 달리 법정에
서 선서하지 않은 허위진술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35)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위계에 의
한 공무집행방해죄이다. 독일 형법은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자를
처벌하는데 허위진술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
행방해죄 (제 145조의 d)로 처벌하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무고죄
(제164조)로 처벌한다.36)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비교할 때 위계에 의한 공
무집행방해죄와 무고죄를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4) 박승환(2008), pp. 118.
35) 도중진(2008), pp. 181.
36) 박승환(2008), pp. 122.

형법상 사법방해죄 신설에 관한 연구 ▷▷김호정 185

3.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형법은 제4장에‘사법기능에 대한 침해’라는 장을 두고 그와 관
련된 범죄를‘사법작용 개시 방해’
‘사법권의 행사에 대한 방해’
‘사법권
의 권위에 대한 침해’
로 나누어 각각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조항이
총 47개나 되고 사법방해죄로 규정된 내용도 다양하다.37)
특징은 독일에서와 같이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게 사법절차
에 협력할 의무로써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과 증거은닉 등 (제
434-4조)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타인의 형사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자기의 형사사건이든지 타인의 형사사건이든지 관계없이 처벌하고 있다
는 점이다.

4. 일본의 경우
일본 형법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일본 형법 제7장 범인은닉
및 증거인멸에 관한 죄에 관한 장에 우리 형법에는 없는 조항을 신설하였
다. 즉 일본 형법 제105조의 2(증인 등 위협)에서“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의 수사 혹은 심판에 필요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의 친족에게 당해 사건에 관해 정당한 이유가 없이 면회를 강요하거나 强
談威迫(강제로 대화를 하고 위협하는 행위)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신설한 것은 일본에서는 형사폭력사범의 피의자, 피고
인 또는 이들과 관계된 자가 피해자나 목격자 등 사건 관계자에 대해 범인
에게 불리한 진술, 증언을 했다고 해서 원한을 품고 혹은 범인에게 유리한

37) 위의 글, p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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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증언을 하게 하기 위하여 면회를 강요하고, 혹은 범인에게 유리한
진술, 증언을 하도록 압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건 관계자 등
이 유형∙무형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들이 형사사건의 수사 및 심판에
의 협력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한다.38)
범인은닉죄 및 증거인멸죄와는 달리 범인 자신도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
는 점과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방법으로 증인(참고인) 등을
위협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의 증인(참고인)
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사법방해죄 도입 반대논거에 대한 이론적 검토
외국 입법례에서 본 바와 같이 선진 외국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
술 등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과 정당성
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 법무부가 외국
입법례를 일부 수용하여 추진한 사법방해죄의 신설은 대법원∙대한변협,
시민단체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고 말았다. 그동안 있었던 찬반
논쟁을 참고로 하여 반대론의 논거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하여 본다.

1. 사법방해죄 도입 반대론의 논거
반대론의 핵심적인 논거는 사법방해죄의 도입은 수사편의주의적인 발상
38) 안성수(2005), pp.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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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인권침해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공판중심주의가 훼손된다는 것
이다.
비록 사법방해죄를 도입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사
의 편의만을 앞세운 것으로서, 법정에서 선서하지 않고 허위진술을 한 증
인도 처벌할 수 없는데 하물며 수사기관에 대하여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
할 자유를 가지는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한다는 것은 균형상 맞지 않
고, 참고인의 진술강요를 위한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한다.
참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이를 허위진술죄로 처벌하면
공판절차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고, 수사기관이 참고인 진술의 허위 여부
를 가려내야 하는 거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데 그 부담을 벗어나기 위하
여 형사처벌의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수사권의 과잉이고 또 다른 인권침
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39) 기존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증거인멸죄∙증인은닉죄∙무고죄 등으로도 충분히 사법작용
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허위진술이 난무하는 사법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국민
전체의 의식수준 향상은 도외시한 채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편의만을 위하
여 성급하게 사법방해죄를 도입할 경우 사법정의의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결국 전과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40)

2. 도입 반대론 논거에 대한 반론
반대론자들의 수사편의주의적인 발상, 피의자 및 참고인의 인권침해의

39) 도중진(2008), pp. 189.
40) 박달현,“사법방해죄 도입 가능성과 그 필요성 검토”
,『형사정책연구』제23권 제3호
(2012)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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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등과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과거 통치권이라고 명명되었던
강력한 행정권의 일부로서 수사권이 행사됨에 따라 인권침해의 논란이 계
속적으로 있어 왔고, 수사기관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책무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비호권 또는 방어권의 일
환으로 무방하다는 인식이 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41)
이러한 주장의 근본적인 뿌리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의 자기부죄금지의
특권과 이를 모태로 한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의“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
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는 진술거부권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수사기관과 서로 공격
방어를 하는 서로 대립적 위치에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타방
의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교사하더라도 이는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으로부터 도출되
는 자기비호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42) 자기
비호권은 수사절차에서의 방어권으로 나타나고 허위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은 대립되는 당사자의 지위에서 갖는 방어권의 행사라는 것이다. 따
라서 허위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을 처벌하려는 것은 방어권의 침해이
며, 나아가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은 방어적 권리로서 소극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수 있
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를 넘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할 권리를 인정하
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헌법 제12조 제2항의 문리해석상 의심의 여지가
없고. 모태가 된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5조도 그와 같이 해석되고 있다. 즉

41) 박승환(20080, pp. 139.
42) 위의 글, p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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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피의자 등이 죄가 없다면 거짓으로 범죄를 부인하여
허위진술로 처벌받을 일이 없고, 정직하고 죄를 뉘우치는 법인이라면 허
위진술로 처벌받을 거짓진술을 선택할 일이 없으므로 미연방 수정헌법 제
5조의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은 침묵할 권리를 말하며 허위로 진술할 권리
를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죄변명의 부인의 경우에도 허위진술로써 정
부기관의 기능을 저해하므로 처벌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다.43) 기대가능성
이론에 따라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
기 힘들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지에 있는 피의자를
위하여 헌법이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허위진술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44)
또한 수사기관이 증거 조사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다
는 이유로 대립되는 당사자인 피의자에게 허위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다. 진실탐지의무에 있어 재판기관과 수사
기관 간에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대한 선서의무의 규정이 없
는 등 명시적으로 진실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는 거짓말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기능상의 차이가 있을 뿐
동등한 지위를 갖는 재판권과 수사권(또는 소추권)을 차별하는 것으로 타
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45) 또한 국가소추주의 제도 하의 수사절차에서
수사기관과 피의자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의
문이지만,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피의자도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을 방어해야지, 허

43) 안성수(2005), pp. 222. 서진학(2013), pp. 92.
44) 박승환(2008), pp. 129.
45) 도중진(2008), p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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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야 한다.46) 시민은 사회공동체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협력
의무는 이를 형벌로써 강제하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예처럼 도덕적
의무를 넘어서 법적 의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건의 실체를 발견하려
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가벌적이라고 보아야 한다.47)
참고인의 경우, 판례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과는 달리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은 선서를 하지 않았으니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미국과 독일의 입법례에서와
같이 법정에서 선서하지 않는 증인이 허위진술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
도록 형법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형법은 선서한 증인을
위증으로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범인도피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죄들은 선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미국과
독일에서의 허위진술죄 역시 선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참고인의 허위
진술은 법정에서의 증인과는 달리 선서를 하지 않았으니 처벌할 수 없다
는 판례의 논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48)
참고인에게 진실만을 말한 법률상 의무가 없다는 것과 허위진술 및 허위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하는 것은 별개
의 문제이고, 참고인 등의 허위진술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직무가 방해받
을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사법방해 행위로 처벌되어야 한다. (박승환 128)
참고인의 소극적인 불출석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출석하고, 그리고
단순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여
수사 및 소추기관의 오판을 야기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을 두고 인권침

46) 안성수(2005), pp. 229
47) 도중진(2008), pp. 188.
48) 안성수(2005), pp.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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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수사 및 소추기관에 대한 기만행위는 당연히
가벌성이 있다 할 것이다.49)
참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이를 허위진술죄로 처벌한다
면 공판절차가 유명무실해 진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공판절차는 당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밝히기 위한 것이므로 실체적 진실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자의 수사단계에서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50)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된 경우 그에 배치되는 수사단계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나아가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이
라도 다른 증거들에 의해 허위로 인정된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공판중심
주의 훼손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재판권 행사를 위해 국가
의 수사 및 소추기능에 대한 방해를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51)
결론적으로 반대론은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에 기초하여 사법방해죄의 도
입은 수사편의주의적발상이고, 피의자 및 참고인의 방어권과 인권을 침해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가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은
침묵할 권리를 말하고 허위로 진술할 권리를 말하지 않는다고 이를 분명
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거의 기초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Ⅴ. 사법방해죄 도입 방안
법률문화의 역사적 배경이 같지 않기 때문에 외국의 입법례가 우수하다

49) 박승환(2008), pp. 145.
50) 정웅석∙백승민 공저,『형사소송법』(대명출판사, 2009), pp. 684-686.
51) 박승환(2008), p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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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여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다. 법무부가 제시하였던 안과 이에 대한
기존의 찬반논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포괄적 사법방해죄 규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우리 형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은닉
죄 및 증거인멸죄, 범인도피죄, 무고죄 등의 규정을 두어 사법작용을 방해
하는 일련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허위진술 등에 대
하여 위 조항들을 적용하여 처벌하는데 법원의 판례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입법론으로서 허위진술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외국의 사법방해죄의 일부
를 수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사법방해죄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법 제1503조와 같은
형식의 포괄적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
인은닉 및 증거인멸죄, 범인도피죄, 무고죄 등과 같은 기존의 현행 개별조
항을 폭 넓게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
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 연방법에서와 같은 포괄적 조항은 규
범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여 어느 범위까지를 처벌할 것인지 애
매한 경우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법률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고 있다
는 점에서 수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
제136조, 제137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사실상 사법방해죄의
일반조항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개의 포괄조항을 두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52)

52) 도중진(2008), pp.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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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의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조항 도입과 관련하여
사법방해죄의 신설은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의 관행으로 형사소송절
차에서 추구하는 기본 이념인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기본이념의 실현이
저해되고 왜곡되는 것을 막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수사 및 소추기관에 대한 허위진술의 가벌성을 인정하자면 이
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입법정책에 달린 문제라고 할 것
이다.53)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 즉 자기부
죄금지의 특권은 소극적∙방어적 권리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더라도 이것이 헌법상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을 위
반하여 위헌이라거나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미국과 독일에서 피의자의 허위진술을 허위진술죄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이 비록 소극적∙방어적 권리로서 허위진술을 할 권
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 당사자주의가 강
화되는 추세이고, 수사기관과 피의자 간에는 무기평등의 원칙이 관철되어
야 한다는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과 우리의 사법현실이 과거 수사과
정에서의 인권유린의 역사적 경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임을 감
안할 때, 수사권의 남용과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는 반대론으로부터 자유
로울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사법 현실에서 피의자의 허위진술을 처벌하
는 내용의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는 것은 아직은 빠른 감이 있다는 견해54)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53) 도중진(2008), pp. 190.
54) 위의 글, pp.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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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의자의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과 관련하여
현행 형법 제155조 제1항, 제2항은‘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의 인멸 또는 증인 은닉 등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기
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의 인멸 또는 증인의 은닉 등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고, 다만 적극적인 증거조작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판례가 위계에 의
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외국 입법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민∙형사사건, 자신 또
는 타인에 대한 사건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
하는 것을 사법방해죄로 처벌하고, 프랑스도 형사사건에서 자신 또는 타
인에 대한 사건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증거인멸을 할 경우 증거은닉 등
으로 처벌하고 있다.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증거를 인멸, 은익,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
조한 증거를 사용하거나 또는 증인 등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것은 진술
거부권의 행사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일 뿐 아니라 중대한 사법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법 제155조 제1항, 제2항에서‘타인의’
라
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5)

4. 참고인의 허위진술 처벌조항 신설과 관련하여
수사 및 소추기관에 대한 참고인의 허위진술은 가벌성이 있고, 무고∙범
인도피 목적의 허위진술이 난무하고 있는 형사절차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
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55) 위의 글, p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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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죄로 처벌하고 있고, 독일은 무고죄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을 강제소환하거나 진술을 강제할 수
없어 그 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무리이므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 허위
진술죄를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56) 57) 따라서 단순히 진술이 허위라는 점만
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범죄를 구성하는 사실’
에 대하여‘수사방해의
목적’
을 위하여 한 경우로 한정하고, 허위의 진술이 재판이나 수사절차의
처분에 영향을 끼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무고 또는 범인도피 목적의 허위진술이 빈번한 수사현실을 고려하여 무
고죄와 범인도피죄에 부가적으로 목적범 내지는 결과범으로서 허위진술
죄를 추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58)

5. 참고인에 대한 진술방해죄 신설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실의무를 부담시키고자 한다면 아울러 참고인 보
호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즉,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참고인을
처벌하고자 한다면 다른 한편으로 참고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진실
을 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59)

56) 안성수(2005), pp. 232.
57) 법무부는 2010.12.20. 입법예고한‘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에서 참고인 등의 허위진술
을 처벌하는 규정을,‘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에서는 중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무제(구인제도)를 각각 도입하려 하였다. 참고인의 출석과 진술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려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참여연대는“강제구인된 참고인에게 진술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것이라 기대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피의자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며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58) 도중진(2008), pp. 193.
59) 박승환(2008), p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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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에서 증인 또는 참고
인에 대한 보복목적의 살인∙상해∙폭행∙협박 등을 가중처벌하고, 증인
등에 대하여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보인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미
국 연방법상의 증인∙피해자 또는 정보제공자에 대한 회유제와 같이 자기
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참고인을 폭행, 협박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참
고인이나 증인을 매수하여 회유∙설득하거나, 위계로써 기망하는 등 각종
불법적인 수단으로 허위진술을 사주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행위들을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Ⅵ. 결 론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이 신장되고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이 이
루어짐에 따라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문제는 크게 개선이 되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수사 환경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수
사나 재판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또는 자기비호권이 남용되면서 거짓
진술 또는 허위자료 제출 등 불법∙탈법행위가 나날이 증가하여 방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형법이 수사과정에서의 거짓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
다.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을 기대하여 보지만 우리 법원은 대단
히 소극적이다. 그 이유는“헌법상의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에 따라 피의자
는 진술거부권을 가지므로 진실을 말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없고 수사
에 있어서 사실조사의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기 때문에, 거짓진술을 하였
다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면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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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대한 진실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계
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사법방해죄의 도
입하는 방식으로 입법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였으나, 대법원과 대한변호사
협회 그리고 학계 및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고 말았다.
반대의 논거 역시“피의자의 기본적 권리인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을 무시
하고 방어권의 본질을 훼손하며 수사권력 위주의 일방적 수사협조를 명하
는 수사편의주의적인 발상”
이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에 관하여 재정리할 필요를 느낀다.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은 방어적 권리로서 소극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수 있
는 권리이나 이를 넘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할 권리까지 인정되지 않
는다는 점은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의 문리해석상 명백하다. 더구나 미
국 연방대법원은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의 모태라고 할 있는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5조의 자기부죄금지의 특권과 관련하여“자기부죄금지의 특
권은 침묵할 권리를 말하며 허위로 진술할 권리를 말하지 않는다. 무죄변
명의 부인도 허위진술로서 정부기관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처벌하
여야 한다”
고 명확히 판시하여 피의자와 참고인이 수사기관에게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고 못을 박았다.
물론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에 관련하여서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미국 연방대법원이 인정한 것은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의 침묵
을 엄격하게 문리 해석한 결과 허위진술을 처벌한 것뿐이며, 미국 연방의
회는 허위진술죄 처벌로 인한 수사권 남용을 우려하여 다양한 입법적 해
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60) 그러나 미국 연방의회의 그러한

60) 김행선,“검찰의 외국사법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주법학』제43호
(2010), pp 34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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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는 모두 실패하였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자기부죄금지의 특권으로부터 진술거부권 나아가 허위진
술을 할 권리가 인정되고, 진술거부권이나 허위진술을 할 권리는 자기비
호권 또는 방어권에 해당하므로 거짓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을 처벌하
는 것은 방어권의 침해하고 나아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는 주장을 금
과옥조처럼 되풀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사법방해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는 자기부죄금지의 특권과 같은
법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 상황의 변화를 인식한 바탕 위에서 그에 적
응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입
법정책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형사사법절차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당사자
로서의 지위가 확대 강화되는 등 괄목한 변화가 있어 왔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피의자나 참고인들도 수사에 있어서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법정
의 실현을 위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정도에 이르렀는가 하는 점
이다. 가까운 장래에 형사사법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법방해
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기가 반드시 도래할 것으로 믿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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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stablishing Obstruction of
Justice Provision
Ho-Jeong Ki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ue process in criminal procedure became emphasized and
protecting human right during investigation process has been
improved though, it is getting difficult more and more to find
substantial truth by false representation and documents.
Therefore the Ministry of Justice promoted to establishing
obstruction of justice provision however, Supreme Court of
Justice, Bar Association, academy and human rights group
opposed.
They argue that punishing false representation, etc.
becomes forcing duty to make a statement thus it destroys
right to defense stems from right against self-incrimination
in constitution as a result it violates human rights. By the
way, right against self-incrimination of Constitution Article12
(2) is right to deny a statement passively. Active false
representation is not accepted. The US Supreme Court also
mentioned clearly,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rticle5 is
right to silence not to make a false statement. Thus, Cons are
not regarded logically.
Actually establishing obstruction of justice provision i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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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tter of legal logic. It is matter of policy to meet the
changes of the time.
It is not yet to establish provision on punishing false
statement when considering historical experience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process of investment. In the case of
testifier, now compulsory summons or enforcing statement is
illegal. Establishing provision on fraud and false statements
may available with adding strict requirement. Furthermore, at
the point of making investigation environment for testifier to
tell the truth, it is needed to improve the provision on
statement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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