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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頭言】

고문방지를 위한 처방전

  검사실에서 살인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가 검찰수사관들의 심한 고문에 의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한마디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 수사의 역사는 고문의 역사로 얼룩져 있다. 최종길교수 고문치사사건, 박종철

군 물고문치사사건, 권인숙양 성고문사건, 김시훈씨 고문사건, 김근태씨 고문사건, 송씨일

가 간첩사건 피의자 고문사건 등 수사의 과정에서 고문이라는 반인륜적 만행이 자행되었

다는 것은 역사상 현저한 사실에 해당한다.

  조선왕조시대에는 죄인에 대한 고문이 합법화되었을 뿐 아니라 합법적인 고문 외에 주

리를 틀면서 자백을 강요하는 고문(전도주뇌지형), 거꾸로 매달고 발바닥을 때리는 고문

(족장형), 불에 달군 쇠젓가락으로 죄인의 살을 지지면서 자백을 강요하는 고문(낙형), 무

릎사이에 장작개비를 끼워넣고 위에서 짓누르면서 자백을 강요하는 고문(압슬형), 몽둥이

로 전신을 마구 때리면서 자백을 강요하는 고문(난장형) 등 불법적인 고문이 자행되었으며 

불법적인 고문에 의한 자백도 단죄의 증거로 사용되었다.

  일제시대에는 고등계형사들이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에게 몽둥이고문,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 전기고문 등 잔학한 고문을 자행하 으나 나라 잃은 우리백성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었다. 일제시대에 형사피의자에게 심한 고문이 행하여졌고 고문에 의한 자백이 유

죄의 증거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에 해당한다.

  민주국가에서 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민주국가인 우리나라의 법률

은 고문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은 고문의 절대적 금지를 선언하고 있고 형법

과 특가법은 고문과 고문치상․고문치사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벌로 다스리고 있으며 형사

소송법은 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고문에 의한 자백에 의해서 수집

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이 근절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가?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 내기 위해서이다. 

  고문에 의해서 자백을 받아 내면 유죄입증이 무척 쉬워진다. 형사재판의 실제에 있어서 

고문에 의한 자백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김시훈사건에 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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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법원의 유죄판결이 그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김시훈사건(살인사건)에서 ○○고등법원

은 경찰고문에 의한 자백을 결정적 증거로 삼아 피고인 김시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

으나 그 후 진범인이 검거되어 구속기소되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 고 원심법원은 피고인 김시훈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 다. 고문에 의한 

자백이 형사재판에 미치는 해독이 얼마나 큰가를 입증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고문은 근절되어야 한다. 고문은 인류의 적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고문을 근절하기 위

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의 피의자신문시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피의자의 변

호인이 보는 앞에서 검찰직원이나 수사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해서 감히 고문을 하지 못할 

것이므로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보장은 고문방지를 위한 최량의 처방전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학자들은 5공치하때부터 경찰과 검찰의 피의자신문시에 변호인의 참

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 으나 검찰과 경찰의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검찰당국과 경찰당국이 변호인의 피의자신

문참여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한다는 주장을 감히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 법무당국과 검찰당국은 국민들의 성난 여론에 압도되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

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독자적으로 법제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듯 하나 반드시 형사

법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자문을 거쳐 법률개정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변호인의 피의

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법률적으로 다듬어야 할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리고 이 기회에 경찰이나 검찰의 피의자신문시에 철야신문을 금지하는 규정을 형사소

송법에 신설하여야 한다. 철야신문은 고문과 동일한 불법수사이기 때문이다. 철야신문은 

인간의 기본권인 수면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철야신문을 법률적으로 금지하면 검사실

에서 침대는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수사의 민주화를 위하여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때이다. 민주국가에서의 수사가 민주화되

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명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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