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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형사 전자소송은 사건기록을 전자화하여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증대시키

고, 소송관계인의 기록열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사법신뢰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권리 보장에도 기여한다.

다만, 전자소송 도입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집중과 그에 따른 남용의 위험성을 해결하

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정보의 적정한 관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반

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전자소송 도입으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이나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

되거나 침해되는 듯한 외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사기관이 모든 전자기록을 대상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막고 사

전에 선별한 개개의 기록에 대해서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 전자소송의 도

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법정보의 집중·남용 문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독일의 형사 전자소송 제도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여 준다.

향후 우리나라에 형사 전자소송이 도입되더라도 형사사법정보 집중에 따른 폐해 방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체계적 보장,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제도를 설

계하여야 하며, 실무 담당자의 변경된 업무에 대한 적절한 지원 역시 필요하다.

형사 전자소송의 기초는 전자문서에 기반한 절차 진행이다. 따라서 제도 설계 시 전자문

서, 전자서명, 전자소송 동의, 전자적 제출과 송달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한 후 절차단

계별 또는 분야별로 구체적인 설정을 하여야 한다.

향후 도입될 수 있는 형사 전자소송이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신속

화와 피고인의 권리 보장 등 형사소송법의 이념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제어: 전자소송, 형사 전자소송, 독일의 형사 전자소송, 전자문서, 전자서명, 형사사법정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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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sirable Development Direction 
of Electronic Criminal Litigation in Korea

Jeong, Sungmin
Research Fellow, JPRI

The electronic criminal litigation shall be conducive to enhancing the transparency and 

promptness of the criminal procedure in a way to digitalize the case files, and substantially 

guaranteeing the right to inspect the records of those who are involved in litigation, as well 

as strengthening the efficient concentrative examination in trial. It contributes to safeguard-

ing the defendant’s right as well as improving the people’s trust in the judicial system.

However, in addressing the challenges arising from the concentration and integr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and the risks of abuse of them as a result of the in-

troduction of the electronic criminal litigation, the appropriate measures aimed at ensuring 

proper management of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and the adequate protection for the in-

dividual right of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shall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ccordingly. Furthermore due attention shall be paid in order not to infringe the judicial in-

dependence or the fairness of trial, not to mention to make such an appearance in the 

cours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electronic criminal litigation.

In this respect, Germany’s electronic criminal litigation system suggests a lot to us, in 

that it is aimed at dealing with both the concentration/abuse of the criminal justice in-

formation and the protection of the individual right to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possi-

bly ensuing from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criminal litigation, by prohibiting an inves-

tigation agency from retrieving information across all electronic records and instead allow-

ing it to search only individual records selected in advance.

In the preparation for the electronic criminal litigation system to be introduc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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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uture, such a system should be scrupulously designed with the encompassing ob-

jectives and perspectives towards securely preventing the harmful consequences resulting 

from the concentration of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atically guaranteeing judicial 

independence, and substantially protecting the defendant’s right. In addition to these meas-

ures,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a full and adequate support to the relevant staff in 

charge of the transition work.

The infrastructure of electronic criminal litigation is a case management based on elec-

tronic documents. Therefore, when designing the system, specific settings should be de-

termined for each procedural phase or sector after establishing basic directions on electronic 

documents, digital signatures, consent to electronic litigation, and electronic filing and 

service.

It is hoped that electronic criminal litigation system currently under consideration will be 

appropriately designed and thereby will be legitimately functioned to implement the purpose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uch as expediting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protect-

ing the defendant’s right.

Keywords: electronic litigation, electronic criminal litigation, electronic criminal litigation in Germany, 
electronic document, digital signatur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right to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Act on Promotion of Digitalization of Criminal Justice Process, 
Draft Act on the Use, etc. of Electronic Documents in Criminal Procedur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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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우리나라의 사법업무 전산화

I. 전산 시스템의 개발과 전산정보센터의 건립

대법원은 197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사법업무 전산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를 의뢰한 것을 시작으로 법원 업무의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1986년 민사

업무의 전산처리가 가능한 민사시스템이 개발되었고, 2002년 재판사무시스템이 구축

되었다. 2007년에는 법관의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어 재판일정 관리, 사건진행 관리, 전자적 판결서 작성업무 등 법관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1)

시설 면에서 보면 2008년 사법정보시스템의 통합 운영을 위한 기반 시설인 대

법원 전산정보센터가 건립되었고, 대전·부산·광주에 보조 데이터센터를 두었다.2)

II. 전자소송의 도입

2010. 4. 26. 특허 전자소송이 시작됨으로써3)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되었다.

이듬해인 2011. 5. 2.에는 민사사건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되었고,4) 6년 만에 제1

심 민사사건의 전자소송 처리 비율은 70%를 넘었다(2017년 71.9%, 2018년 77.2%).

2013. 1. 21. 전자소송이 도입된5) 행정사건은 현재 거의 전부 전자소송으로 처

리되고 있고(2018년 99.99%), 같은 날 전자소송이 도입된6) 가사사건도 전자소송 처

리 비율이 70%를 넘었다(2018년 70.9%).

1) 대법원 홈페이지, https://www.scourt.go.kr/judiciary/information/progress/index.html (2020. 2. 22. 
확인).

2) 위의 홈페이지.
3) 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시기에 관한 규칙(2011. 3. 28. 대법원규칙 제2332

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 제2조 제1항, [별표].
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부칙(2011. 3. 28.) 제2조 제1항 본문, [별표 2].
5)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부칙(2011. 3. 28.) 제2조 제1항 본문, [별표 2].
6)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부칙(2011. 3. 28.) 제2조 제1항 본문,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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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민사신청사건, 회생·파산사건 등 여러 분야에 전자소송이 도입되어 길

지 않은 시간 동안 전자소송이 대부분의 법률사건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제2절 형사 전자소송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반면 형사사건만은 (전자약식사건을 제외하면) 여전히 종이기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9. 5. 18. 정부에 의해 제출된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

률안은 그 제안이유에서 형사절차의 전자화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약식절

차에 따라 정형적으로 처리되는 음주·무면허운전 사건에 한정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

기로 한다고 하여 장래 형사절차의 전자화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으나,7) 교통사고처

리 특례법에 따른 불기소 사건이 전자적 처리 대상에 추가된 것 외에는 그 후 10년이 

지나도록 형사 전자소송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자소송이 도입된 다른 법률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형사사건에서도 대부분의 

서류는 컴퓨터로 작성되어 파일 형태로 보관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를 출력한 종이

기록을 원본 기록으로 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에 큰 지장을 준다. 형

사절차에도 전자소송을 도입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요구가 점차 증대하고 있는 데에

는8) 종이기록에 기반한 업무의 비효율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019. 12. 9. 발표한 제10차 권고에는 형사사법절차

의 투명성 확보, 피의자·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방어권 보장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를 즉시 추진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9)

7) 정부 발의,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1804884, (2009. 5. 18.), 1.
8) 강태욱, “트럭 기소”, 법률신문 (2019. 8. 19.); “법조계 ‘검찰 수사기록 전자화 해야’ – 적폐 관련 수사기록 

10만 쪽 넘어 잇따라 ‘트럭기소’”, 법률신문 (2019. 3. 21.); 정진섭, “자유기고 – 형사재판의 전자소송화에 
거는 기대”, 대한변협신문 (2019. 3. 25.); “디지털 시대에 ‘트럭 기소’… 종이와 싸우는 형사 재판”, 한국일보 
(2019. 8. 9.); “‘방대한 수사기록, 변론권 침해 가능성 있다’ – 법조계, 형사기록 전자화 요구 증가”, 대한변협
신문 (2019. 3. 26.); 조정욱, “서초포럼 – 2003년과 2019년 사이”, 법률신문 (2019. 5. 16.); 이숙연, “서초
포럼 – 형사소송 전자화, 투명하고 공정한 형사사법으로의 길”, 법률신문 (2019. 5. 23.); “사설 – ‘형사소송 
전자화’야말로 국민을 위한 법조개혁이다”, 법률신문 (2019. 5. 30.); “사설 – 형사전자소송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법률신문 (2019.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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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인정보보호와 수사기관에의 정보 집중 등을 이유로 형사 전자소송 도입에 

신중을 기하자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에서 지적하는 형사 전자소송의 부작용 내지 

위험성은 충분히 발생 가능한 것으로서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형사 전자소송

을 도입한 독일에서도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한 제어 수단을 법률에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형사 전자소송 도입에 대해서는 실무적 필요성과 형사소송법의 이념

의 실현이라는 긍정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 집중과 그 남용 

우려에 따른 부정적 측면이 상존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법부가 2010년 전자소송 도입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소송과 

관련된 경험을 쌓아 왔지만 형사사법 영역에서 전자소송이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형사 전자소송 도입에 대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사유이다.

결국 형사 전자소송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도입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고, 그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전자소송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설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3절 연구의 개요

I. 연구의 내용

따라서 형사 전자소송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그 도입과 관련된 추상

적 검토뿐만 아니라 실제 도입될 제도에 대한 구체적 검토도 필요하다. 이 연구보고서

는 먼저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과 관련된 필요성과 주의사항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와 

외국의 제도, 실제 도입될 형사 전자소송의 모델 검토, 도입방안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

다. 형사 전자소송 모델 검토 부분부터는 향후 형사 전자소송이 실제로 도입될 수 있다

는 전제하에 형사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9) 법무부 보도자료,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의 공개,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열람·등사범위 확대』 권고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0차 권고 발표 –”, 검찰개혁추진지원단 
(2019. 12. 9.),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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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형사 전자소송은 형사소송의 모든 절차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다. 이 

연구는 전자소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그 

외의 부분은 전자소송과 관련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연구 대상으로 하

였다.

연구보고서의 구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2장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에서는 전자소송에 대한 논의에 앞서 먼저 전자소

송의 의의가 무엇인지 보고, 형사 전자소송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과 도입 시의 주의

사항을 이념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제3장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 검토」에서는 형사 전자소송과 관련이 있는 현행 

법률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관련 법률을 구체화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정도를 살펴보고, 현재 전자약식사건 및 전자

소송이 얼마나 도입되었는지, 그 변동 추이는 어떠한지 통계를 통해 알아보았다. 제3

장의 현행 제도에 대한 검토는 제5장(형사 전자소송 모델 검토)을 위한 기초 연구의 성

격도 가지고 있다.

제4장 「외국의 형사 전자소송」에서는 독일, 미국, 싱가포르 등 외국의 형사 전자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중 우리나라와 형사법체계가 가장 비슷하고 2018. 1. 1.

부터는 임의적으로, 2026. 1. 1.부터는 필수적으로 형사 전자소송을 실시하도록 한 독

일의 제도를 특히 자세히 검토하였으며, 독일 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는 부가적인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각 국가

에 대한 부분의 말미에서 따로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에 도입될 형사 전자소송 모델

에서 참고가 될 만한 부분은 제5장(형사 전자소송 모델 검토)의 해당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짧게 언급하였다.

제5장 「형사 전자소송 모델 검토」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에 실제 도입될 수 있는 바람직한 형사 전자소송 모델을 검토하였다. 전자소송에 

공통된 부분(전자문서에 기반한 절차 진행)을 먼저 배치하고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른 

검토를 뒤에 배치함으로써 총칙과 각칙 형태의 구성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총칙

에 해당하는 부분(전자문서에 기반한 절차 진행)은 ①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 ② 전자

서명, ③ 전자소송 동의(전자절차 동의), ④ 전자적 제출, ⑤ 전자적 송달로 구성되어 

있고, 각칙에 해당하는 부분(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른 검토)은 ① 수사 단계, ② 영장, 

③ 공판 단계(증거조사 제외), ④ 증거조사, ⑤ 재판 및 상소, 재판의 집행,10) ⑥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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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전자기록 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제6장 「도입방안」 부분에서는 형사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및 형사 

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입법의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5장(형사 전자소송 모델 

검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2019. 10. 31. 발의된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529)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II.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단행본, 연구논문, 내부 보고서, 국회 의안 및 보고서, 외

국의 단행본, 관보 등에 대한 문헌조사를 기본으로 하였다.

이상엽 부장판사(前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심의관), 이무완 사무관(법원행

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운영과 전산사무관), 이연욱 경정(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

과 KICS 운영계장)으로부터 연구 내용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을 받았다.

제4장 제2절 미국의 형사 전자소송 부분은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

전자소송)의 “2015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결과보고서”와 한기수 고등법원 판사의 

“미국 형사전자소송 및 판결문 공개의 현황”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하였고, 한기수 고등

법원 판사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제4장 제3절 싱가포르의 형사 전자소송 부분은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

(형사전자소송)의 “2015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결과보고서”와 권창환 판사, 이연

경 판사, 한지형 판사, 조유석 사무관(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전산사무관)의 “싱가포르 전자소송 출장보고서”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하였고, 이연경 

판사, 조유석 사무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독일의 형사 전자소송 도입 현황은 바이에른 주 소재 뮌헨 대학교에서 해외연수 

중이었던 안경록 판사와 헤센 주 소재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해외연수 중이었던 진

영현 판사가 조사를 해주었다.

바쁜 업무 중에도 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한다.

10) 다만, 영장의 집행에 관한 내용은 ② 영장 부분에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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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형사 전자소송의 의의

I. 전자소송의 의의

전자소송이란 넓게 보면 소송 정보의 전자적 교류도 포함될 수 있다. 즉, 전자적 

방법으로 소송 정보에 접근하는 것, 전자적 방법으로 소송 정보를 전달하는 것, 더 나

아가 전자적 방법으로 증거를 조사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전자소송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사건의 전자적 관리도 넓은 의미의 전자소송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하에서는 소송기록이 전자적으로 작성되지 않아도 전자소송이 시행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종이기록으로 진행되는 전자소송’이라는 말 자체가 ‘종이’

와 ‘전자’ 사이의 이질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전자소송은 기록이 전자화된 단계 이상을 의미한다고 보

아야 한다.

즉, 전자소송이란 ‘소송서류가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제출·관리·송달·열

람·보존되는 소송방식 또는 일련의 과정’ 또는 ‘전자문서가 이용되는 재판절차’로 정의

할 수 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당사자는 소송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송달

받으며, 법원은 종이기록 대신 전자기록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전자소송이다.11)12)

간단히 말하면 전자소송이란 종이 없는 소송을 의미한다. 종이 없는 소송환경에

서는 소송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류될 수밖에 없고, 사건 관리도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법정에서 전자기록을 보기 위해서는 법정의 전자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법정이라는 물리적 공간의 전자화까지 전자소송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13) 이 글에서 말하는 전자소송의 개념에서는 제외하

기로 한다.

11)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2017), 84.
12) “다시 말하면 전자소송이란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절차를 진행

하는 방식을 말한다.”[이덕기, 2018년 새로운 전자소송 메뉴얼(민사·민사집행·가사·행정·회생·파산)
(제3판), 법률정보센터 (2018), 1]라는 정의는 전자소송의 현상에 기해 전자소송의 개념을 설명함으로써 전
자소송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13) 류부곤, “형사전자소송의 현황과 미래”,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2017. 4.),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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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형사 전자소송의 의의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전자소송은 마찬가지로 ‘소송서류가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

성·제출·관리·송달·열람·보존되는 소송방식 또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자소송의 의의가 같더라도 전자소송과 관련된 논의의 내용은 민사소송

과 형사소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은 형사실체법을 구체

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실현하는 절차로서,14)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국가기관인 검사

로 한정되고, 검사가 신청하는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되며, 공판절차만이 아니라 수

사절차와 형 집행 절차도 광의의 형사소송 개념에 포함된다. 따라서 민사 등 다른 영역

의 전자소송과 별개로 형사 전자소송에 대한 독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제2절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 필요성

I.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 증대

형사 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소송관계인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형사사

법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기록의 추가·변경 내용(예를 들어 공판조서와 증거목록)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민사 등의 전자소송에 대해서도 소송정보가 인터넷으로 공유되

므로 재판절차를 신뢰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15)

그리고 전자기록은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으므로 더 이상 기록의 

보존기간에 얽매일 필요 없이 사건기록을 영구 보존할 수 있다. 사건기록의 영구 보존

은 사회적·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범죄피해자

에게 범죄로 인한 후유증 등 후속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영

14)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I) (2014), 30.
15) 이덕기, 2018년 새로운 전자소송 메뉴얼(민사·민사집행·가사·행정·회생·파산)(제3판), 법률정보센터 

(2018),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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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보존된 기록을 통해 재심사건 및 상소권(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사건의 정상적이

고 충실한 심리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형사 전자소송은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II. 피의자와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

피의자의 구속은 신체의 자유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

로 피의자를 임시로 구속하는 것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에 대한 수사와 범인에 대

한 처벌이 담보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16)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을 최소한에 그치게 하려는 헌법정신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다.17)

그런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

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

한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그리고 구속적부심사 시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

정 후 검찰청에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

214조의2 제13항).

수사기록이 법원에 가 있는 동안은 수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구속기간에서 

제외하여 준 것인데,18) 이로 인하여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가 오히려 구속 상태의 연장이라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전자소송이 도입되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거나 구속적부심사를 하더라도 전

자기록은 여전히 수사기관에 남아있으므로 종이기록을 전제로 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라는 개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다. 따라서 위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근거가 미약해진다.

그리고 상소가 되면 원심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

는데(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77조), 기록의 송부를 빨리 하여야 상소심의 심리가 빨

16)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I) (2014), 278.
17) 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전원재판부 결정.
18) 김희옥·박일환 편집대표, 주석 형사소송법(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176,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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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개시될 수 있다. 특히 구속사건의 경우 기록의 송부가 늦어지면 상소심의 심리가 늦

어지므로 구속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록 송부를 위해서는 기록의 정리를 하여야 하고, 종이기록의 경우 특

히 장수의 표시, 소위 넘버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기록을 상소심에 물리적

으로 송부하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된다. 기록이 전자적으로 작성되면 이러한 절차가 

불필요하므로 기록 송부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약된다. 이는 신속한 형사절차의 실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결구금기간의 단축에도 도움이 된다.

즉, 전자소송은 형사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종이기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구속을 막아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III.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1. 종이기록의 한계 극복

가. 기록 편철의 문제 해결

종이기록은 한 권의 편철 분량이 너무 많으면 편철뿐만 아니라 열람도 힘들다. 

따라서 대법원규칙은 기록의 장수가 많을 경우 500매 내외를 기준으로 하여 분책하도

록 하고 있으나(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3조 제1항 본문), 검찰이 제출하는 수사기

록의 경우에는 기록 한 권의 분량이 1,000매를 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기록은 열람 

자체가 매우 힘들어진다.

그리고 종이기록은 법정에서 현출하기도 힘들다. 현재 대부분의 형사법정이 실

물화상기를 구비하고 있고, 증거조사 시 이를 이용하여 기록을 현출하고 있다. 그런데 

종이기록의 특성상 기록을 펼치면 편철된 문서가 휘면서 한 페이지 내에서도 초점거리

가 달라져 또렷한 영상을 잡기가 힘들다. 특히 기록이 두꺼울수록 이런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전자기록은 종이문서의 편철이나 기록의 분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

며, 원하는 곳을 손쉽게 볼 수 있어 공판중심주의적 증거조사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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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록의 훼손·변조 방지

종이의 물리적 특성상 종이기록은 훼손 또는 변조의 가능성이 높다. 특히 소송

관계인의 열람·복사 과정에서 기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되는 경우가 실무상 종종 

일어난다.

전자기록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서버를 해킹하지 않는 이상 훼손하기 힘들

며, 설령 어느 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서버를 해킹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형사사

법업무 처리기관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과 소송관계인이 다운로드받은 기록으로 인하여 

완벽한 훼손이나 변조가 어렵다.

그리고 2009. 4. 속초 지역의 화재에서 경험하였듯이 종이기록은 재난에 취약

하여 재난 발생 시 이를 실제로 이전하거나 이전 준비 작업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작

업에는 많은 인력·장비·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전자기록은 종이기록에 비하여 화재

나 홍수·지진 등의 재난에 대한 대비가 용이하다.

2. 전자증거

현재 동영상 또는 음성파일 등의 전자증거는 CD 또는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A4 용지에 그 케이스 또는 봉투를 붙이는 방식으로 고정한 후 기록에 편철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증거조사할 경우 기록에 있던 케이스에서 CD 또는 USB 메모리를 꺼내 

법정 내의 컴퓨터로 재생한다.

그런데 CD의 경우 경찰, 검찰, 1심, 2심 등의 여러 단계를 거치며 훼손되어 재

생 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게다가 CD는 법정 컴퓨터의 사정에 따라 갑자

기 재생이 안 되거나 재생속도가 매우 느려서 그러한 사정 때문에 증거조사를 위해 공

판기일이 속행되기도 한다. 더욱이 CD와 USB 메모리 모두 케이스만 있고 내용물은 

분실 상태가 되기도 한다.

기록이 전자적으로 작성되면 전자증거가 훼손되거나 분실될 위험이 없어지고, 

법정에서의 재생도 용이하여 증거조사도 훨씬 손쉽게 할 수 있다.

3. 전자소송과 공판중심주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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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자소송이 전자문서에 의한 전자재판의 방향으로 도입되거나 발전할 경우 

수사기관의 조서를 중심으로 한 재판이 되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20)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서가 공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입법적 선택의 문제이지 

전자소송의 도입과는 무관하다. 조서가 전자적으로 작성된다고 하여 전문법칙이 배제

되고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 수사기관의 조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우리 형사소

송법이 수사 단계에서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영미법계를 따르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조서

를 작성하는 대륙법계를 따랐기 때문이다.21) 그리고 미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수사기관

의 조서를 이용하지 않는 대신 배심재판에 따른 여러 비용을 상쇄하기 위하여 피의자와 

검사 사이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을 중요한 요소로 운용하고 있다.22)

2007. 10. 1.부터 2008. 9. 30.까지 1년간 연방검찰청에서 기소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82,823명 중 96.8%인 80,184명23)이 유죄 또는 불항쟁 답변에 기해 유죄를 

선고받았고, 3.2%인 2,639명24)만이 재판절차를 거쳐 유죄를 선고받았다.25) 이와 같

이 유죄 또는 불항쟁 답변 비율이 높은 것은 플리바게닝의 결과이다.26)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또는 불항쟁의 답변을 하면 바로 선고절차로 

넘어가므로,27)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96.8%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어느 쪽이 더 법관의 ‘직접’심리에 가깝고 ‘공판’중심주의적인지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그리고 우리 형사재판 실무에서 공판중심주의의 활성화를 막는 가장 큰 요인은 판

사의 과도한 업무와 부족한 재판시간이다. 형사 전자소송은 증거의 법정 현출을 용이하게 

19)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20) 김희수, “형사소송 관점 등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민주법학 제34권 (2007. 

9.), 332.
21) 이흔재,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증거법과 사실인정 - 조서규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2018. 

1.), 223, 227, 230, 232.
22) 윤동호,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도입론 비판”, 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통권 제40호) (2009), 

3-4; 이근우, “플리바게닝제도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경남법학 제25집 (2010. 2.), 237.
23) 80,184명 = 유죄 답변을 한 79,762명 + 불항쟁 답변을 한 422명.
24) 2,639명 = 배심재판을 거친 2,396명 + 배심 없는 재판을 거친 243명.
25) 김종구 외 7인, 검찰제도론, 법문사 (2011), 528.
26) 김종구 외 7인, 검찰제도론, 법문사 (2011), 566; 윤동호,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도입론 비판”, 형

사법연구 제21권 제3호(통권 제40호) (2009), 3-4.
27) 한기수, “미국 형사전자소송 및 판결문 공개의 현황” [특정주제 집중연구 보고서], 법원행정처 (2017. 11. 

17.), 6; 법원행정처(미국사법제도연구반 집필 부분), “미국의 형사사건 기소절차”, 외국사법제도연구(3) - 
각국의 형사사건 기소절차 - (2008), 12, 162-163; 김종구 외 7인, 검찰제도론, 법문사 (2011), 526,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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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오히려 한정된 사법자원하에서 공판중심주의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IV. 신속하고 충실한 형사사법절차의 실현

1. 기록 열람

전자소송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기록 열람에 있어서의 편의를 들 수 있다. 이는 

법원, 수사기관, 피고인·변호인 등 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이다. 여

러 사람이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28) 종이라는 기록

의 물리적 존재 형태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기록 열람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 최종의견서 제출 등을 위하여 검사가 기록 대출 신청

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으로서도 최종적으로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여

야 하는 시기여서 기록이 꼭 필요한 때이므로(합의부의 경우 합의를 위해서도 기록이 

필요하다) 원활한 대출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 외에도 판사가 공판기일을 앞두고 기록을 보아야 하는데 변호인 또는 검사로

부터 기록 열람·복사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상소된 경우 원심법원 스스로 항소기각결정을 할 경우가 아닌 한 항소장

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는데(형사

소송법 제361조), 항소이유서 작성이나 판결이 확정된 공동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등

을 위하여 검사로부터 기록 대출 신청이 있기도 하다.

전자기록이 도입되면 하나의 종이기록을 둘러싼 문제점은 사라질 것이며, 「상소기

록 송부전에 검사로부터 소송기록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형 96-1)」 

예규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이다.

2. 검색 및 내용 복사

종이기록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로는 검색의 불편함을 들 수 있다. 이는 기록이 

28) KK-StPO/Graf StPO § 32 R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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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하고 사건이 복잡할수록 더 큰 단점이 된다.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문서들은 대부

분 컴퓨터로 작성된 것들인데 그 내용을 검색 기능으로 찾을 수 없다는 것은 큰 비효율

이다.

게다가 종이기록은 그 내용을 컴퓨터에 복사하기도 힘들다. 이미 컴퓨터 파일로 

저장되었던 문서들을 바탕으로 변론요지서, 의견서, 재판서 등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

을 다시 입력해야 한다는 것은 인력의 낭비이다.

전자소송을 도입하면 이러한 비효율과 낭비가 해결될 수 있다.

검색이 용이해져 수사기관 조서 중심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

다. 그러나 증거기록만 검색이 용이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제출 증거서류를 포함

한 공판기록의 검색도 용이해진다. 사건이 복잡할수록 공판정에서 이루어진 공방 내용

과 증인신문 내용 등을 기록 없이 모두 기억하여 최종 판단에 이르는 것은 어려워진다. 

집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상대적으로 잘 구현하고 있는 독일 형사소송에서도 증

인 등에 대한 신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거나(구법원 형사판사와 참심법원의 경우) 주

심판사가 직접 기록한다(지방법원 대 형사합의부의 경우).29)

그리고 동일한 정도의 내용 파악을 위해 검토에 들이는 노력은 전자기록이든 종

이기록이든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전자기록의 경우 전에 봤던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어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절약되는 것이다.

3. 피고인 및 변호인

가. 기록 열람·복사의 지연 문제 해소

공판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변호인이 증

거기록(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증거기록의 파악 없

이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와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령인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열람·복사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하여야 

하는데(제4조 제1항), 검찰청의 사정에 따라 열람·복사 신청이 많을 경우 열람·복사

29) 법원행정처[독일사법제도연구반 집필 부분(책임필자 정성민)], “독일의 합의재판부 구성 및 합의부의 재판방
식에 관한 연구”, 외국사법제도연구(20) - 각국의 합의재판부 구성 및 합의부의 재판방식에 관한 연구 - 
(2017), 19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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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상당히 뒤로 지정되기도 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변호인이 기록 복사를 하지 

못하였거나 복사를 하였어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배당 완료 

후 2주 이내로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구속사건의 경우30) 기록 복사가 조금만 늦

어져도 기록 파악을 위한 시간이 부족해진다.

열람·복사일이 신속히 지정되더라도 검사가 신청할 증거의 분량이 방대하면 그 

복사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인력·장비도 무시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기록은 약 14만 쪽, 책 280권 분량이었다. ‘트럭 기소’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31)

전자기록은 기록의 이동·열람·복사 과정에서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

는 신속한 형사절차를 가능하게 하여 피고인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한다.

나. 피고인의 기록열람권의 실질적 보장

기록 열람은 기록 복사를 위한 열람과 복사한 기록의 검토를 위한 열람으로 나

눌 수 있는데, 전자의 열람은 법원이나 검찰청 등 원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곳에서 

원본 기록을 대상으로 하고, 후자의 열람은 열람하는 사람의 주거지나 사무실 등에서 

복사한 기록을 대상으로 한다.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 특히 후자의 열람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기초

이다. 그러나 현재 실무상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기록 전체를 복사하여 열람하는 경우

는 많지 않아 보인다. 기록 복사 자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종이기록의 경우 1건당 500원의 기본 수수료에 복사물 1장당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 500매 한 권짜리 기록을 복사하

는 데만 25,5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록을 한 장씩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

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상당하고, 직장인의 경우 업무시간 중에 법원에 방문하는 것

도 큰 부담일 수 있다. 게다가 기록 복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판절차의 진행

에 따라 새로 작성되는 조서와 증거목록 등 기록의 추가·변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서는 매 공판기일 사이마다 기록 복사를 하여야 한다.

30)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기소 당시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은 배당이 완료된 사건기록이 담당재판부에 배부된 
후 지체 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 
제3조 제1항], 이때 제1회 공판기일은 기일을 지정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하되, 재판요일 
등 담당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1) “디지털 시대에 ‘트럭 기소’… 종이와 싸우는 형사 재판”, 한국일보 (2019. 8. 9.); 강태욱, “트럭 기소”, 법률
신문 (2019.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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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피고인의 기록열람권이 비용과 시간이라는 장애사유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형사사건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언제든지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

의 사건기록을 무료로 열람하고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므로,32) 피고인의 기록 열람이 

활성화되고 기록열람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다. 전자적인 신청, 문건 접수, 서면·증거 제출 가능

상소제기기간,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정식재판청구기간 등 불변기간을 위반할 

경우 해당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33) 소송관계인에게 불변기간 준수는 매우 중요

하다. 그런데 법원이 원격지에 있거나 법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 상소장 등을 우편으

로 보낼 경우 불변기간을 도과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변론요지서나 증거 등의 서류도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으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전자적 제출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위험이나 번거로움을 피

할 수 있다.

라. 비용 절감 효과

기록의 열람·복사를 위해서는 법원이나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

하고 복사를 한 후 개인정보 보호조치까지 하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기간 도과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출할 서류도 법원에 직접 가

서 접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 사무실은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위와 같은 업무가 대부분 없어지므로,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어 변호사 사무실의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34)

32) 이덕기, 2018년 새로운 전자소송 메뉴얼(민사·민사집행·가사·행정·회생·파산)(제3판), 법률정보센터 
(2018), 12; 법원행정처, 민사전자소송 실무편람 (2017), 390.

33) 김희옥·박일환 편집대표, 주석 형사소송법(I),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362.
34) 조태진, “법조계는 지금 – 형사 전자소송제도 도입이 법조계에 가져올 나비효과”, 이코노믹리뷰 (2018.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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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

가. 판사

(1) 합의부 구성원 사이의 기록 열람

앞서 본 기록 열람의 불편함은 법원과 소송관계인 사이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

다. 합의부의 경우 합의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물리적으로 하나만 존재하는 기록으로 

인한 제약이 따른다.

기록이 재판장에게 있으면 다른 구성원 판사들(특히 주심)은 기록을 볼 수 없고, 

반대로 기록이 재판장 외의 구성원 판사들에게 있으면 재판장은 기록을 볼 수 없다. 방

대한 형사기록을 양 사무실 사이에서 옮기는 것도 큰 업무이다.

변론종결 후 재판장과 주심이 기록을 동시에 볼 수 없어 선고일까지 기록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도 문제이다(검사가 기록을 대출받아 가

면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더욱 줄어든다).

전자소송은 법원의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2) 증거의 분리 제출로 인한 불편 해소

증거기록이 분리 제출되면 원칙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편철된 수사기록과 

편철 순서가 달라진다. 사건이 복잡하고 기록이 두꺼울수록 기록이 분리 제출될 가능

성이 커지고 그 분리 정도도 심해진다.

이는 기록 파악을 힘들게 하는 한 요인이며, 시간 순서에 따라 증거기록을 보기 

위해서는 일일이 증거목록과 대조하면서 증거기록의 앞뒤를 오가며 보아야 하는 노력

을 추가로 들여야 한다.

이 역시 법원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하는 종이기록의 문제점이다.

기록이 전자적으로 작성되면, 검사가 증거서류 묶음을 풀러 법원에 증거로 제출

할 서류만 뽑아내어 제출하고(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3 제1항) 법원이 이를 받아 매 

기일 색지로 구분하며 편철하는[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제4조 제5항] 수고를 들일 필요가 없다.

전자기록은 증거서류의 정렬이 용이하여 증거가 분리 제출되더라도 날짜 순 또

는 채택 기일 순에 따라 쉽게 정렬할 수 있으므로, 증거분리제출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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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여관 및 실무관

(1) 참여관

(가) 조서의 작성 및 정리

제3장(우리나라의 현행 제도 검토) 제2절(관련 법령 등) V.(법규명령 및 행정규

칙 –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정도) 2.(법원) 부분에서 보겠지만 조서와 (조서의 일부

인) 증거목록은 현재도 전산으로 작성하여 법원의 서버에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재는 이를 따로 출력한 후 법원사무관 등이 날인 및 간인을 하여야 하나, 전자

소송하에서는 전자서명만 하면 되고 간인이 필요 없다.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조서에 대한 재판장의 정리(형사소송법 제54조 제1항)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조서 기재의 정확성을 인증하기 위하여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것35))도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종이소송하에서 조서의 정리는 기일 종료 후 참여관이 조서를 작성하면 실무관

이 이를 기록에 편철한 후 기록과 함께 재판장에게 전달하고, 재판장이 검토 후 날인을 

한 다음 실무관에게 기록을 주어서 보관하게 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전자소송하에서는 법원사무관 등은 작성 즉시 재판장에게 전자적으로 결

재(조서의 정리)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정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날인도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조서의 편철

종이기록의 경우 판사가 증거목록 또는 공판조서 결재 과정에서 수정을 할 경우 

기록을 분리하여 그 조서를 뽑아낸 후 새로운 조서를 기록 사이에 다시 편철하여야 하

는 번거로움이 있다.

중간에 편철을 누락한 서류가 있을 경우 역시 기록을 풀러 기록 중간에 누락 서

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전자기록이 도입되면 조서의 편철 업무가 불필요해진다.

35)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I) (2014),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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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관

(가) 형사재판부 소속 실무관의 업무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형사 관련 업무의 대부분은 실무관의 손을 거친다. 기록 

또는 서류의 물리적 이동을 요하기 때문이다.

공판기일에 미리 기록을 정리하여 법정으로 가져가고, 공판 진행 중에는 사건의 

진행 순서에 따라 법대 위에 기록을 올려놓는 것도 실무관의 업무이다.

접수되는 서류는 송곳으로 직접 구멍을 뚫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하고, 송달도 

일일이 서류를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부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전자소송을 도입하면 위와 같은 물리적 업무가 없어지므로 업무환경을 크게 개

선할 수 있다.

(나) 상소기록 정리 및 기록의 분리

상소가 되면 상소심으로의 기록 송부를 위해 기록을 정리하여야 하는데[상소기

록의 작성·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이 업무가 형사재판부 소

속 실무관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업무 중의 하나이다.

특히 기록에 장수의 표시, 소위 넘버링을 하여야 하는데[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3조 제2항,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제6조], 기록이 두꺼울 경우 장시간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여야 한다.

하나의 사건이 분리심리되어 일부상소된 경우(예를 들어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만 먼저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에 대해 상소가 된 경우)에는 기록을 

두 개로 만들어야 하므로, 기록의 전부 또는 필요한 일부를 복사하여 기록 등본을 작성

하여야 한다[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재일 80-3)].

전자소송사건에서는 상소기록을 정리할 때 넘버링과 기록목록 작성을 하지 않

고, 송달현황목록도 편철하지 않는다.36) 기록의 등본을 만들 때도 기록을 물리적으로 

복사하는 업무가 불필요하다.

36)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전자소송 업무매뉴얼(증보) (2014),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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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록 열람·복사

신청사건 등까지 포함한 전체 형사사건의 기록 열람·복사 신청 접수 건수는 

2014년 179,941건, 2015년 188,889건이었고, 2016년에는 20만 건을 넘어 203,121

건에 달하였다.37)

기록의 열람·복사는 신청을 받아 문건으로 전산입력을 하는 복사담당자, 형식

적 요건을 심사하는 참여사무관, 열람·복사에 허가를 요하는 경우 이를 결정하는 재

판장, 기록을 복사하게 하고 그 과정을 감독하는 복사담당자 등 여러 사람을 거쳐 이루

어진다.

1건의 기록 열람·복사 신청 처리를 위해 투입되는 전체 인력의 합계 소요 시간

이 1시간이라고 가정할 경우, 형사사건의 기록 열람·복사에만 소요되는 시간은 연간 

약 20만 시간에 해당한다. 1년을 52주로 잡고 공무원 1인이 52주 동안 휴일·휴가 없

이 매주 5일, 점심시간 1시간 빼고는 휴식 없이 1일 8시간씩 일할 경우 공무원 1인당 

연 근무시간은 2,080시간38)이다. 휴일·휴가·휴식을 고려한다면 법원의 인력 100명 

이상이 1년 내내 오직 형사사건의 기록 열람·복사 업무에만 종사하고 있다는 계산이 

된다.

사건기록이 전자화되면 전자소송 동의를 한 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전자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39) 법원에 출석하여 열람 신청을 한 경우에

도 종이기록에 비하면 업무가 대폭 감소되므로,40) 전자소송은 실질적 인력 증원의 효

과가 있다.

(라) 개인정보 보호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복사에 앞서 법원사무관 등(법원서기관, 법원사무

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사무

관 등은 재판기록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5조 제3항, 제4항,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7조 제3항).

37) 전산정보관리국, “형사사건 열람복사 신청 내역”, 법원행정처 (2017. 5. 15.).
38) 2,080시간 = 8시간/1일 × 5일/1주 × 52주.
39)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전자소송 업무매뉴얼(증보) (2014), 527.
40) 전자기록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전자기록 열람을 신청한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전자소송 업무매뉴얼(증보) (2014), 529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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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비실명 처리는 서류 원본에 접착식메모지·접착식메모테이프·라벨지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는데[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재일 2012-3) 제9조의3 제

2항 제2호], 열람·복사 과정에서 복사신청인이 테이프 등을 떼어내고 대상 정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자기록은 기록 파일의 해당 부분을 직접 가리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

를 하므로(위 예규 제9조의3 제2항 제3호), 기록 열람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이 종이기록에 비하여 훨씬 적다.

다. 상소기록 송부

상소가 되면 원심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형사

소송법 제361조, 제377조).

2017년 형사공판사건(치료감호사건 제외)의 상소심 접수 건수는 항소심 83,604

건, 상고심 25,308건이다.41) 한 해 동안 무려 108,912건42)의 형사공판사건 기록이 

상소심 법원으로 송부된 것이다.

송부받을 상소심이 같은 법원 구내인 경우에는 사송으로 송부하면 되나, 원격지

에 있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이나 소포로 송부하여야 한다.43)

이 과정에서 기록이 분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러 소송기록을 1개의 소포로 

우편송부하는 경우에는 기록 분실 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소송기록송부

내역서를 2통 작성하여 1통은 송부하는 소포에 넣어 송부하고 1통은 같은 법원에 비

치·보존한다.44)

상고사건의 경우 모두 대법원에 등기우편이나 소포로 송부하여야 하므로, 매년 

대법원으로 송부되는 형사공판사건의 수만 2만 5,000건이 넘는 것이다.

기록의 대부분은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출력한 종이이다. 그럼에도 전자

소송이 도입되지 않아 파일을 전자적으로 전송하지 못하고 그 출력문서를 송부하고 있

는 것이다.

전자소송사건은 기록이 전자적으로 송부되며, 전자화불가문서만 전자기록과 별

41) 법원행정처, 2018 사법연감 (2018), 595.
42) 108,912건 = 항소심으로 송부된 83,604건 + 상고심으로 송부된 25,308건.
43)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I) (2014), 214.
44)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I) (2014),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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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상소심으로 송부하면 된다.45)

라. 문건 누락 방지

2019. 8.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몰수보전청구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소명자

료가 행정 착오로 담당 판사에게 전달되지 않는 바람에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 일이 있었다.46)

법원에 접수되는 서류는 접수를 받는 종합민원실에서 담당 재판부가 소속된 형

사과(법원의 규모에 따라 형사단독과, 형사합의과, 형사항소과 등 여러 개의 형사과가 

있을 수 있다)로 전달된 후 담당 재판부 실무관을 거쳐 판사에게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접수된 서류가 적시에 판사에게 전달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전자소송에서 전자적으로 제출되는 문서는 바로 전자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

로, 전달 과정에서의 지연 또는 누락을 막을 수 있다.

5. 검사

가. 전자적 공소제기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그런데 사안에 따라 공소장 자체의 분량이 매우 많아서(대규모 사기 사건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의 경우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가 수백 쪽에 달하기도 

한다) 공소장만 접수된 단계에서 이미 기록이 분책 기준인 500쪽을 넘는 경우가 있다.

공소사실의 일부를 종이가 아닌 전자적 저장매체로 제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47)

45)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전자소송 업무매뉴얼(증보) (2014), 519.
46) “檢 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 기각에 불복...법원, 서류누락 인정(종합)”, 연합뉴스 (2019. 8. 12.).
47)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027 판결.

공소제기에 관하여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적 조치는 마련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

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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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로서는 공소장의 분량이 아무리 많아도 전부 종이로 출력하여 제출

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에도 큰 불편을 야기한다. 판결문 작성 시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가 필요한데, 사건마다 검사에게 그 파일을 요구하여야 한

다. 검사가 검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소장 내용을 법원의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 전송하므로 공소제기 시 범죄일람표 파일도 첨부파일로 전송할 수 있다. 그

러나 첨부를 누락하거나 전송할 수 있는 파일 용량이 작아 부득이 첨부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다. 만약 범죄일람표 파일을 구하지 못하면 기록의 범죄일람표를 스캔하여야 

하는데, 스캔을 위해 별도의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출력물을 다시 스캔한 

것이어서 화질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다.

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사라진다.

나. 증거제출

증거분리제출제도 실시 제외 사건48)이 아닌 한 검사는 수사기록 중 증거로 제출

할 서류만 선별하여 따로 편철하고 그 목록(증거목록)을 만든 후 증거채택결정이 되면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증거서류를 2회 이상의 공판기일에 나누어 제출하는 경우에는 

4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016. 9.경부터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 폭력 등 정형적으로 처리되는 간이한 
구공판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 및 증거동의하는 경우 검사가 수사기록 전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공판절차연구위원회, “2017 공판절차 매뉴얼”, 법원행정처 (2017. 2.), 47].

작성한 다음 종이문서로 출력하지 않은 채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

여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법규정이 없는 상

태에서 저장매체나 전자문서를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의 일부인 ‘서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공소사실에 포함시켜야 할 범행 내용이나 피해 목록이 방대하여 전

자문서나 CD 등 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

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일상화되

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가 허용된다

고 보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의 문언이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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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색지를 매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증거서류 사이에 편철하여 그 제출시

기를 구분하여야 하고[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

(재형 2006-1) 제4조 제5항], 재판장의 명이 있으면 이와 달리 장수의 순서에 따라 

편철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수사기록에서 증거로 신청할 서류만 따로 빼내어 기록으로 묶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지만, 증거 분리 제출로 인하여 증거서류를 묶은 기록에서 다시 해당 증거만을 빼

내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다.

전자기록에는 위와 같은 물리적 제약이 없으므로, 증거의 제출이 훨씬 간편해진다.

다. 기록 대출

공판중심주의적 심리를 위해서는 공판 검사의 기록 파악이 중요하다. 그런데 공

판기일을 앞두고 기록이 필요한 것은 법원도 마찬가지여서 검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

는 기간만큼 기록을 대출받는 것에 사실상 제약이 따른다. 이는 증인신문사항이나 의

견서를 작성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자기록은 동시에 여러 사람이 열람할 수 있으므로, 전자기록의 도입으로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3절 형사 전자소송 도입 시 주의사항

I. 형사사법정보의 적정한 관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할 것(제3

조 제1항),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을 것(같은 조 제2항), 안전하게 관리할 것

(같은 조 제4항)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



제3절 형사 전자소송 도입 시 주의사항

29

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

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한 개인정

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49)

그런데 형사 전자소송은 형사사법정보의 집중과 그에 따른 남용의 위험성이 매

우 커서, 형사사법정보의 적정한 관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는 형사 전자소송 

도입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다.

정보를 알려는 수사기관과 그 반대 입장에서 정보를 알리지 않으려는 자의 지위

가 대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50)

독일은 형사 전자소송을 도입하며 수사기관이 형사소추를 위해 개인데이터를 무

차별적으로 검색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하였다(후술하는 

「독일의 형사 전자소송」 부분 참조).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대한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빅브라더(big brother)화, 부당 접근이나 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인권보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51)

II.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

형사 전자소송이 도입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법부의 독립 또는 재판의 공정성

을 해치거나 해치는 듯한 외관을 조성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52) 형사절차의 양 당사자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전자소송이 도입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전자소송하에서는 재판서, 사건정보, 사건기록 등의 모든 정보가 전자소송 시스

49)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50) 김희수, “형사소송 관점 등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민주법학 제34권 (2007. 
9.), 346.

51)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국회 (2009. 12.), 25-26.
52)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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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에 저장되므로 전자소송 시스템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문제는 특히 민감하다. 같은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사법부와 행정부의 전자소송 시스템을 단일하게 구축하거나 효

율성을 위하여 사법부가 행정부의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경우 사법부가 행정

부에 예속되었다는 외관을 형성할 수 있고, 이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각에도 영향

을 준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것도 재판의 공정

성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외관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 수사자료가 일괄하여 법원의 전

자소송 시스템에 저장된다면, 공소장일본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III. 장애인의 접근·이용 보장

기존의 종이기록은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은 매우 힘든 상태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

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

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

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문).

문자데이터를 음성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전자기

록은 음성으로 용이하게 전환하여 이용할 수 있다. 소송관계인에 대한 송달도 전자적

으로 하므로, 송달받는 자가 시각장애인인 경우 송달 내용에 대한 접근성도 훨씬 높아

진다.

형사 전자소송 도입 시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V. 정보접근성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모든 사람이 컴퓨터에 익숙한 것은 아니며, 컴퓨터에 익숙하더라도 경제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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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컴퓨터 이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전자소송이 도입되더라도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따

라서 소송관계인이 원할 경우 법원의 시설을 이용하여 전자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종이로 출력한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2009년 제출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도 “모든 형사

사법 관련 서비스를 포털로 일원화할 경우 컴퓨터 등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의 경우 

정보접근성이 차단되는 결과가 되므로 오프라인 서비스 또는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

스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다.53)

53) 이한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정부)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09.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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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우리나라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미 일정 부분 형사절차의 전자화가 이루어졌다.

이 장에서는 위 두 법률 및 그 외에도 형사 전자소송과 관련될 수 있는 법률에 

대해 살펴보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에 관한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보겠다.

그리고 통계를 통해 전자약식사건과 민사·가사·행정 전자소송이 현재 얼마나 

확산되었는지를 보아 우리나라 사법의 전자소송화 정도도 살펴보겠다. 

제2절 관련 법령 등

I.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1. 입법 과정

정부는 2009. 5. 18. 국회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제안이유는 아래와 같다.

그동안 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마다 형사사법정보

를 별도의 업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하던 형사사법절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 기관 간 업무처리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활용을 통

하여 수사, 기소, 재판, 형의 집행에 이르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함으로써 

신속·공정·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국민의 형사사법정보에 대한 접근성

과 활용성을 높여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신장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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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함으로써 신속·공정·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

현하고,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신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제안이유였다.

2005. 12.부터 2009. 6.까지 형사사법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848억 

9,110만 원이 소요되었다.55) 위 법안은, 위 법안이 2009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하여 

2009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경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아래와 같이 합계 674억 

3,6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표의 액수 단위: 백만 원).56)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비용추계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의 입

장을 각 설명한 후, 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도 통용되는 기본

권으로서 형사절차의 효율성을 통하여 거양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가는 사법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책무가 있고, ② 국가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방어권과 알권리 보

장을 위하여 그들의 수사·소송기록에 관한 신속한 접근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할 필

요가 있으며, ③ 국회·법원 및 행정기관 등의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

성·발송·접수·보관·보존 및 활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전자정부법 제16조에서 규

정하고 있고, ④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는 문서의 기록·보존방식에 관한 선택의 문

54) 정부 발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1804885, (2009. 5. 18.), 1.
55) 정부 발의, 위의 법안, 14; 이한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정부)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09. 

9.), 7.
56) 정부 발의, 위의 법안, 13.

연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지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1,437  4,102  4,102  4,102  4,102 27,845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7,106      0      0      0       0 7,106

운영기구 비용  9,463  5,503  5,668  5,838  6,013 32,485

소계(a) 28,006 9,605 9,770 9,940 10,115 67,436

수입
소계(b)      0      0      0      0      0      0

▫ 총비용(a-b) 28,006 9,605 9,770 9,940 10,115 6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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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서 정보 누설이나 부당 접근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개연성은 양자에 모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57)

위 법안은 두 번의 수정의결을 거쳤고,58) 2010. 1. 25.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제정되어 2010. 5. 1.부터 시행되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위 제안이유와 마찬가지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

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이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제1조).

2. 정의

가. 형사사법업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수사부터 기소, 공판을 거쳐 재판의 집행까지 형

사사법절차 전반을 규율한다.

동법에서 말하는 형사사법업무란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모두 포괄하고(제2조 제1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이다(제2조 제2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 제2호는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포함시키고 있으

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에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추가하는 규정

이 없다.

따라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행정기관의 경우 아직 대통령령에 의해 형사사법업무 처리

기관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

관에 해당하지 않는다.59)

나. 형사사법정보

형사사법정보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

57) 이한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정부)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09. 9.), 5-7.
58)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국회 (2009. 12.), 2.
59) 이한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정부)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09.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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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제2조 제3호).

형사사법정보는 아래에서 보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 또는 취득

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료이어야 하며,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

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

장, 송신·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

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이다(제2조 제4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분권형으로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운영·관리한다.60)

라.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하 ‘공통시스템’이라 한다)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중 

둘 이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제2조 제5호).

마. 형사사법포털

형사사법포털은 공통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로서, 국민이 

형사사법정보에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제2조 제6호).

킥스[KICS(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는 형

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의미하는 용어이나,61) 법무부의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

go.kr)가 ‘kics’라는 주소를 사용하여 킥스로 불리기도 한다.

3. 내용

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이용

(1) 원칙: 의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

60) 이한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정부)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09. 9.), 20.
61) 사법연수원, 수사절차론 (2016), 132; 사법연수원, 검찰실무I (2016),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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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문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보관하여야 한다(형사사법절차 전자

화 촉진법 제5조 제1항 본문).

(2) 예외

업무의 성격상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 검

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

법원규칙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5조 제1항 단서).

대통령령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업무의 성격상 형사사법정보시스

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로 ①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 ②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 ③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장애 또는 전산망 오

류 등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문서를 규정하고 있다(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2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91조 단서).

나. 형사사법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가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 활용되고 신속

히 유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 제1항).

다. 형사사법정보의 목적 외 수집·저장·이용 금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

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주체: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는 이를 사용하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이 한다(제8조 제1항 본문). 따라서 법원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법원이 운

영·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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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통시스템의 운영·관리 주체: 법무부에 설치된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1)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는 이를 사용하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이 하되, 형사사법포털 및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을 연

계·지원하는 공통시스템은 법무부에 운영기구를 두어 운영·관리하도록 하였다(형사

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8조 제1항 단서).

(2)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공통시스템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을 두

고(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운영단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하며(같은 조 제

2항), 운영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바.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1) 설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유통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

항 및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정보

체계 협의회를 구성한다(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9조).

(2) 구성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구성하고(제10조 제1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제10조 제2항).

(3) 기능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는 ① 형사사법업무의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③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을 통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형사사법정보의 공동 활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④ 공통시스템을 통한 형사사법정보의 공개 등 형사사법포털의 내용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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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에 관한 사항, ⑤ 공통시스템의 대상, 범위, 변경,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형

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공동 활용되는 형사사법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⑦ 형사사

법정보의 유통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변경,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제12조 제1항).

4. 문제점

가.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 집중의 문제

현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수사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총합하여 관리하고 있어 

소위 ‘빅브라더’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62) 즉, 형사사법정보가 지나치게 수사기관에 

집중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 전부를 원칙적으로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에 저장·보관하고 있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5조 제1항,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91조 본문,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6조 본문) 정보 집중의 문제가 심각하다.

뒤의 「독일의 형사 전자소송」 부분에서 보듯이, 독일은 형사 전자소송을 도입하

며 수사기관이 전자기록에 있는 개인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

였다. 즉, 독일 형사소송법 제98c조63)에 따라 개인데이터를 전자기록 또는 전자기록 

사본과 기계를 이용하여 비교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사전에 선별한 개개의 기록 또는 기록 사본과 하는 경우에만 허용한 것이다(독일 형사

소송법 제498조 제2항).64) 

독일은, 형사사건 기록이 전자적으로 작성됨에 따라 형사소추의 목적으로 저장

된 기록 전부의 모든 개인데이터를 언제든지 검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지고 피

의자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관계인과 비관계인도 검색할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위

험을 방지하고자 위 제498조 제2항을 신설한 것이다.65)

62) 류부곤, “형사전자소송의 현황과 미래”,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2017. 4.), 303.
63) 형사소송법 제98c조 기계를 이용한 현존 데이터와의 비교조사

1범행의 규명을 위해서 또는 형사절차의 목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형사절차에
서 수집한 개인데이터를 형사소추나 형 집행을 위하여 또는 위험예방을 위하여 저장 중인 다른 데이터와 기계
를 이용하여 비교조사할 수 있다. 2이에 배치되는 연방특별법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주법률의 사용규정은 영
향을 받지 않는다.
번역 참조: 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455, 457.

64) BT-Drs. 18/9416, 69; KK-StPO/Graf StPO § 498 Rn. 4.
65) BT-Drs. 18/9416,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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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나라에도 현존하는 위험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법원을 중심으로 

재구축되어야 하고, 기소된 사건의 전자적 정보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시스템에 귀속되

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66)

이에 대하여 ①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분리하여 관리하므

로 정보가 집중된 것이 아니라든가, ② 정보 집중의 문제는 법원도 마찬가지라는 반론

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① 전자의 반론은 경찰청이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인 형사사법

업무 처리기관의 분리된 단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된 형사사법정보 자체가 지나

치게 많고 집중되었다는 비판(현재의 분리된 정보도 집중되었다는 비판)에 대한 적절

한 반론이 아니며,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

템을 더 소규모로 나누어 형사사법정보의 집중 자체를 해소하든가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검색을 엄격히 규제하여 집중에 따른 문제를 막아야 한다. ② 그리고 기소된 사

건만을 대상으로 하고 공개된 법정에서 공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판은 수사와 그 수

행 방식이 전혀 다르다.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건의 기록을 보기 위해서는 사건을 특정

하여 문서송부촉탁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과 결과가 소송관계인에

게 공개된다. 따라서 법원에 형사사법정보가 집중되더라도 수사기관에 집중될 때와 같

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매우 적다. 기소된 사건의 전자적 정보가 최종적으로 법원의 

시스템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위의 견해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 공통시스템의 운영·관리 주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통시스템은 법무부에 설

치된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에서 운영·관리한다. 그리고 위 운영단은 법무부 소

속 공무원과 기타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되므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주가 된다.

법무부가 수사기관들의 공통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것을 넘어 법원의 공통시

스템까지 운영·관리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

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정보 및 권한 집중에 따른 폐해를 

유발할 수 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정 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공통시스템 운영기구를 사법부에 둘 것인지 행정부에 둘 것인지는 시스

66) 류부곤, “형사전자소송의 현황과 미래”,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2017. 4.),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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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운영의 효율성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의 중립성이 확보

되도록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였다.67) 즉, ‘운영의 중립성 확보’를 공통시

스템 관리 주체 결정의 기준으로 보았고,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

장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법무부·검찰청·경찰청은 연계를 지원하는 공통시스템을 두고, 법원은 이 

공통시스템과 외부 연계 방식을 통해 데이터 유통을 하고 있다. 즉, 현재 상황에서는 

법원과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연계되어 필요한 형사사법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 공통시스템까지 구축되어 있지는 않으나, 장래에 공통시스템이 구축될 여지

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공통시스템의 구축 범위

를 수사기관들 사이로만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과 수사기관 간 시스템 구성은 현재와 같이 연계 방식으로 구성하고, 법원

의 연계시스템은 법원이 운영·관리하여야만 운영의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68) 이는 

기본권의 보장을 고려하여도 명확하고, 법원은 이미 민사 등의 전자소송을 통해 법원 

외부와의 전자적 교류에 익숙하므로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도 확보될 수 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성도

67) 이한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정부)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09. 9.), 20.
68) 현재 법원과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이의 정보 교류는 외부 연계 방식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법원

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는 법원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으며, 법원의 외부 연계시스템을 
포함한 법원 관련 시스템은 법원이 독자적인 예산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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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의 구성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유통표준에 관한 사항 및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기구인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는 다섯 명의 위원으

로 구성되는데, 그 중 사법부 소속은 한 명에 불과하며(법원행정처 차장) 나머지 네 명

은 법무부 또는 수사기관 소속이다(법무부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해양

경찰청 차장).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역시 법무부와 수사기관의 입장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으므로, 운영의 중립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협의회의 협의·조정사항(제12조 제1항)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여(제11조 제3항) 위와 같은 

협의회 구성상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듯하나, 위 규정에 의하면 어느 한 기관만 반대

해도 기존의 시스템을 변경할 수 없게 되므로69) 적절한 입법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

고, 만약 수사기관과 법원의 입장이 대립할 경우 계속하여 법원만이 단독으로 시스템

의 변경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

라. 형사사법포털

형사사법포털은 ‘공통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이고(제2조 제

6호), 형사사법포털과 공통시스템은 법무부에 운영기구를 두어 운영·관리한다(제8조 

제1항).

그런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포털

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즉, 법원도 법무부 소속 운영기구가 운영·관리하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형사

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피고인도 공

판 진행 중인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검찰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에서 운

영·관리하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제공받아야 한다.

공판 진행 중인 사건의 피고인과 변호인이 상대방 당사자의 사이트에서 자신의 

사건 정보를 제공받게 하는 것은 정당성을 찾기 힘들다. 국민들에게 법원이 검찰 또는 

법무부에 종속되어 있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사법부의 독립에도 반한다.

69) 송길룡, “형사사법 전자화의 현황과 과제”,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2권 제2호 (2010. 12.),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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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 과정에서도 

대국민 형사사법포털을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① 상호 이해 상충되는 부분

이 객관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② 법원은 사법부이고 법무부는 행정부처

인데 이 시스템을 통합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어긋나며, ③ 검찰 측에서 법원의 판사

가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도 있는 등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70)

뿐만 아니라 이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 규정이다. 대법원 사이트의 ‘나의 사건검

색’에서 형사사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71)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

go.kr)에서 ‘법원사건검색’ 메뉴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공인인증서 및 지문 로그인

을 한 피고인 이외의 사건당사자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서 사

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오며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로 연결해 준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법원사건검색’

마.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확대 필요성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 제2호가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70) 제18대 국회 제284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009. 9. 18.), 7-8; 이한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정부)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09. 9.), 24.

71)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2020. 2. 2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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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포함시키고 있으

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에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추가하는 규정

이 없어서, 현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해당하

지 않는다.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는 사건도 전자소송화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절

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II.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 연혁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식전자문서법’이라 

한다)은 2010. 1. 25. 제정되어 2010. 5. 1.부터 시행되었다.

본래의 명칭은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었으나, 2016. 

1. 6. 개정에 의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불기소사건이 대상 사건에 추가되며

(제3조 제2항 신설) 법률명 중 ‘약식절차’가 ‘약식절차 등’으로 변경되었다.

2. 입법과정

가. 입법예고

(1) 기대효과

법무부는 2009. 3. 16.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전자문서법의 각 제정

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72) 두 법률이 시행될 경우의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73)

72) 법무부 보도자료, “형사절차의 전자화를 위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검찰국 형사법제과 (2009. 3. 16.), 1.

73) 법무부 보도자료, 위의 보도자료, 1-4.

1. 우리나라의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종이 없는 사이버재판시대’가 열린다.

2. 24시간, 365일, 원스톱 대국민 온라인 형사사법정보 제공 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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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절차 전자화의 확대 계획

그리고 형사절차의 전자화는 먼저 음주·무면허운전 사건부터 시행하고, 그 시

행결과에 따라 적용 대상 사건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74)

나.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1) 두 법률안의 연계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804884)은 형사사

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의안번호: 1804885)과 같은 날인 2009. 5. 18. 정부에 의해 

제출되었다.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 법률안은 「형사사법절차

의 전자화 촉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

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75) 약식전

자문서법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모두 형사절차의 전자화를 위해 제정되었으

며,76) 약식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약식절차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라 설

립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한다.

(2) 비용 절감 예상액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전자약식절차 도입

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매년 171억 700만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였다.77)

74) 법무부 보도자료, 위의 보도자료, 2.
75) 정부 발의,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1804884, (2009. 5. 18.), 4.
76) 정부 발의, 위의 법률안, 1; 정부 발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1804885, (2009. 5. 18.), 1.
77) 이한규,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09. 9.), 6.

3. 연간 총 288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① 선고 결과를 등기우편이 아

닌 온라인 발송으로 대체함으로써 등기우편 비용 연간 17억 9,000만 원 절감, 

② 종이 2,100만 장(A4 용지) 및 출력 비용 등 연간 14억 원 절감, ③ 업무처리 

시간 감소로 인한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경제적 효과 등.

4. 사건처리 기간이 약 120일에서 15일 정도로 거의 1/10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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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약식절차 도입으로 인한 예상 효과

(3) 소요 비용 예상액

법률안은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작성을 위한 전자약식절차 시스템 구축에 아

래와 같이 44억 8,67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78)

78) 정부 발의,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1804884, (2009. 5. 18.), 13-15.

기관 내용 효과

경찰 업무시간·종이문서 절감 매년 82억 8,100만 원

검찰
업무시간·종이문서·우편송달·서류보관 절감

벌금 징수 관련 사회비용 절감
매년 68억 8,300만 원

법원 업무시간·종이문서·우편송달 절감 매년 19억 4,300만 원

합계: 매년 171억 700만 원

◇ 전자약식시스템 활용 장비 구입비

□ 경찰: 3,973.8백만원

○ 양방향 모니터 (50만원 x 2,946대): 1,473백만원

○ 싸인패드 (35만원 x 2,946대): 1,031.1백만원

○ 스캐너 (65만원 x 372대): 241.8백만원

○ 와이드 모니터 (45만원 x 482대): 216.9백만원

○ PDA (80만원 x 1,011대): 808.8백만원

○ 휴대용프린터 (20만원 x 1,011대): 202.2백만원

* 교통사건 조사요원 2,600명, 지구대ㆍ파출소 346개소

* 음주단속 교통외근, 외근경찰 PDA보급 대상 1,011명

* 교통사건 팀장·과장 482명

* 스캐너는 1급서 각 2대, 2·3급서 각 1대

□ 검찰: 453.7백만원

○ 양방향 모니터 (50만원 x 497대): 248.5백만원

○ 싸인패드 (35만원 x 497대): 174백만원

○ 스캐너 (65만원 x 48대): 31.2백만원

* 교통사범 담당검사 및 수사관 497명

* 스캐너는 지검·차치지청 각 2대, 부치지청 각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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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절차 전자화의 확대 계획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은 그 제안이유에서 “형사절차

의 전자화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서면심리주의로 간이·신속하게 약식절차

에 따라 정형적으로 처리되는 음주·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한정하

여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한다고 하여 장래 형사절차의 전자화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79)

3. 정의

가. 관련 법률 정의규정 준용

약식전자문서법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형사사법포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

관’의 개념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의 해당 정의규정

을 따르고 있고(제2조 제3, 4, 8호), ‘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 ‘행정전자서명’의 개념

에 대해서도 전자서명법과 전자정부법의 정의규정을 따르고 있다(제2조 제5 내지 7호).

나. 전자적 처리절차

반면 ‘전자적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이용하여 약식사건 및 불기소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9호).

다. 전자문서·전자화문서

약식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대해서도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

고 있다(제2조 제1, 2호), 

전자문서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수

79) 정부 발의,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1804884, (2009. 5. 18.), 1.

□ 법원: 59.2백만원

○ 스캐너 (80만원 x 74대): 59.2백만원



제3장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 검토

50

신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로서 문서형식이 표준화된 것”을 말하며(제2조 제1호), 전자화

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

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제2조 제2호).

즉, 전자문서는 처음부터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문서이고, 전자화문서는 종이문

서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전자문서는 그 문서형식이 표준화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다.

4. 적용 범위

가. 적용 대상 사건

(1) 약식기소 사건 중 음주·무면허운전 사건

약식전자문서법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 중 ① 음주운전 사건(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② 무면허운전 사건(원동기장

치 무면허운전 사건 포함)(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154조 제2호), ③ 그와 관련된 

양벌규정 사건(도로교통법 제159조)에 대하여 적용된다(약식전자문서법 제3조 제1항).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불기소 사건

약식전자문서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건 중 

같은 항 본문(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같

은 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건에도 적용된다(약식전자문서법 제3조 제2항).

약식전자문서법이 2016. 1. 6. 법률 제13714호로 개정되면서 적용 대상 사건

으로 추가되었다.

나. 피의자의 동의

(1) 약식기소 사건 중 음주·무면허운전 사건 - 피의자의 동의 요함

약식전자문서법은 위 음주·무면허운전 사건 중 피의자가 전자적 처리절차에 따

를 것을 동의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약식전자문서법 제3조 제1항).

사법경찰관리는 약식전자문서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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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신문하기 전에 전자약식절차에 관하여 안내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검

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

령) 제104조 제1문,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279조 제1문].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불기소 사건 - 피의자의 동의 요하지 않음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제3조 제2항).

(3) 동의의 방법

(가) 동의서를 전자문서로 작성·제출

피의자의 동의는 피의자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 제4호의 형사사

법정보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하고, 동의서를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하

여야 한다(약식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처리동의

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

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4조 제2문, 범죄

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279조 제2문].

동의서에는 약식전자문서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이 형사사법절차 전자

화 촉진법 제2조 제6호의 형사사법포털에 올라 있는 사실을 통지받을 전자적 수단(전

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을 적어야 한다(약식전자문서법 제4조 제2항).

그리고 피의자는 전자적처리동의서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록 아이디(ID)’를 

적어야 하는데, 경찰이 위 아이디로 피의자를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하고 동의서에 기재

된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위 아이디(ID)를 이용해 형사사법포털에 로그인하

면 약식명령을 조회할 수 있고, 초기비밀번호는 동의서에 기재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

전화로 발송된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4조 제2문, 별지 제78호 서식,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

279조 제2문, 별지 제203호 서식].

(나) 전자서명

동의서를 작성할 때 피의자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하고,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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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제4조 제5항).

아래에서 보듯이 동의를 철회할 때는 ‘전자서명’이 아니라 ‘공인전자서명’(공인인

증서에 기초하고 그 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을 하여야 하는데(제4조 제5

항), 동의 시에는 그보다 간략한 ‘전자서명’만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이는 ① 음주·무면허사건의 경우 통상 단속 즉시 조사하므로 동의서 작성 시 

일상적으로 휴대하지 않는 공인전자서명만을 요구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② 동의서는 피의자가 검사·사법경찰관리를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작성

하게 되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조사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공인전자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의 번잡을 초래하며, ③ 이와 달리 철회

서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대면하지 아니하고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여 단독

으로 작성·제출함에 따라 피의자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한 공인전자서명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80)

(4) 동의의 철회

피의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데, 철회가 가능한 시점은 약식명령 청구 전까

지이며,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철회서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 어느 쪽으로 제출

하든 상관없다(약식전자문서법 제4조 제3항).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할 때는 ‘공인전자

서명’을 하여야 한다(제4조 제5항).

철회서를 접수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그때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종이문서를 해당 사건의 기록에 편철하는데(제4조 제4

항 제1문), 출력물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출력일, 면수 및 총면수, 문서의 고

유 식별번호, 복사 및 위조·변조의 방지 표지(標識)를 모두 갖추어 출력되어야 하고, 

이 경우 출력물은 그 전자문서의 등본으로 본다(제4조 제4항 제2문, 제9조 제2항).

즉, 피의자가 동의를 철회하면 더 이상 전자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그때까지의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종이사건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기존에 작성된 전자

문서를 원본으로 하고 그 출력물은 등본으로 한 것이다.

80) 이한규,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0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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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사기관의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작성

가. 수사기관의 전자문서 작성

(1) 대상 문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약식전자문서법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전자

약식절차 대상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①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② 체포 및 석방

에 관한 문서, ③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정황·결과 및 음주운전자의 운전정황

을 적은 문서, ④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조회 결과 및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정

황을 적은 문서, ⑤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⑥ 그 밖에 수사상 필요한 문서를 전자문서

로 작성한다(제5조 제1항).

(2) 전자서명 및 간인

전자문서 작성 시 작성자는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하고,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제5조 제6항). 작성자의 행정전자서명과 진술자의 전자서

명은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서명·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같은 조 제7항).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제5조 제8항).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은 약식전자문서법 제3조 소정의 대상 사건에 대

하여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거나 피의자 외의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서 전자문서로 작성하도록 하였다(제13조의2 제1, 2항).

나. 수사기관의 전자화문서 작성

(1) 종이문서 등의 전자화문서 작성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화대상문서(약식전자문서법 제3조 제1항 또는 제2

항에 규정된 전자약식절차 대상 사건에 관한 전자적 처리절차에서 제출된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작성한다(제6조 제1항).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나 그 밖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관한 전자화

대상문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작

성한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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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통령령) 제106조 제1항,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281조 제1항].

(2) 동일성 유지 및 행정전자서명

전자화문서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과 형태가 같게 변환

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자는 전자화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약식전자

문서법 제6조 제2항,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

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6조 제2항,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281조 제2항].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사와 검찰사무관 등(검찰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또는 검찰주사보, 검찰서기)이 진술인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 즉시 그 진술

서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로 작성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관한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를 접수한 경우 즉

시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의2 제5, 6항).

(3) 종이문서 등의 보관

전자화문서 작성자의 소속 기관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약식전자문서법 제6조 제

3항 본문). 다만, 전자화문서 작성자의 소속 기관이 전자화대상문서를 다른 기관에 송

부한 경우에는 송부받은 기관에서 전자화대상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6. 약식명령 청구 및 불기소 처분

전자약식절차 대상 사건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와 불기소 처분은 모두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한다.

가. 약식명령 청구

(1) 약식명령 청구 및 접수

검사는 약식전자문서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

할 경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 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

자문서로 하여야 한다(약식전자문서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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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접수된 약식사건에는 ‘고약’이라는 사건부호를 붙이는 반면, 전자약식사

건에는 ‘고약전’이라는 사건부호를 붙인다[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0조, 사건별 부호

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제2조 제1항, 별표].

법원사무관 등(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은 약식명령

청구가 접수된 사실을 피고인이 제출한 동의서에 적힌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로 통지한다[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이하 ‘약식전자문서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2) 증거서류 제출 및 접수

이때 검사는 약식전자문서법 제5조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와 제6조에 따라 작

성된 전자화문서를 증거서류로서 법원에 제출한다(약식전자문서법 제7조). 검찰사건사

무규칙은 검사가 전자문서로 작성한 공소장과 함께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된 사건

기록을 법원에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5조의2).

법원은 검사가 증거서류로서 제출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법원의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한다(약식전자문서규칙 제3조 제1항).

피고인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 제6호의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

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약식전자문서규칙 제3조 제2항).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하는 위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

스템에 접수된 때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약식전자문서규칙 제3조 제3항).

나. 불기소 처분

검사는 약식전자문서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

는 경우, 그리고 약식전자문서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 형사사

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한다(약식전자문서법 제5조 제3, 4항).

검사가 약식전자문서법 제3조에 정해진 대상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검찰

사건사무규칙의 서식에 따라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와 ‘불기소 결정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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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약식명령 - 법원의 전자문서·전자화문서 작성

가. 법원의 전자문서 작성

약식전자문서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약식전자문서

법 제5조 제5항).

작성자가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6항), 작성자의 행

정전자서명은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서명·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보는 점(같은 

조 제7항),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점(같은 조 제8항)은 수

사기관의 전자문서 작성의 경우와 동일하다.

나. 법원의 전자화문서 작성

법원에 접수된 전자약식사건에 종이서류가 접수되는 경우가 있다(예를 들어 피

고인이 반성문 또는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

법원사무관 등(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은 전자화대

상문서(약식전자문서법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전자약식절차 대상 사건에 

관한 전자적 처리절차에서 제출된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 전자화문서로 작성하고,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한다(약식전자문서법 제6조 제1항, 약식전자문서규칙 제2조 제1항).

전자화문서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대상문서와 내용·형태가 같게 변환되

어야 하고, 작성자가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하는 점(약식전자문서법 제6조 제2항), 

전자화문서 작성자의 소속 기관 또는 전자화대상문서를 송부받은 기관은 전자화대상문

서를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보관하여야 

하는 점(제6조 제3항)은 수사기관의 전자화문서 작성의 경우와 동일하다.

8. 약식명령 등의 송달·통지

가. 전자적 송달·통지

(1) 전자적 송달·통지

검사가 약식전자문서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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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의 송달과 통지를 형사사법정

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한다(약식전자문서법 제8조 제1항).

(2) 피고인에 대한 전자적 송달·통지

(가) 전자적 송달·통지

법원사무관 등(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은 약식명령

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올린 후, 피고인이 제출한 동의서에 적힌 전자우편 또는 휴

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약식명령을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올린 사실을 통지하고

(약식전자문서법 제8조 제2항, 약식전자문서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송달을 받을 사

람이 형사사법포털에 올려진 약식명령을 확인한 때에 약식명령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약식전자문서법 제8조 제3항).

(나) 송달간주

송달을 받을 사람이 형사사법포털에 올려진 약식명령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약식명령을 법원의 형사

사법정보시스템에 올린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약

식전자문서법 제8조 제4항 본문, 약식전자문서규칙 제4조 제3항). 다만, 전자우편 또

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한 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

우(약식전자문서규칙 제4조 제4항) 등 송달을 받을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형

사사법포털에 올려진 약식명령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약식전자문서법 제8조 제4항 단서).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전자약

식절차는 미리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유사 입법례(폐지 전의 구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

항)에서와 같이 일정기간 이내에 약식명령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식명령이 송달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득이한 조치”라고 하여,81) ‘피고인의 사전 동의’를 송달간

주의 중요한 근거로 보았다.

81) 이한규,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09.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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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에 대한 전자적 송달·통지

검사에 대한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의 송달 또는 통지는 그 전

자문서나 정보를 검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하고(약식전자문

서규칙 제5조 제1항), 약식명령이 검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수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나. 출력물에 의한 송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전자적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약식명령이나 그 밖

의 소송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한 사항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도

달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때 또는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적 송달을 받을 수 없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송달할 수 있다(약식전자문서법 제9조 제1

항, 약식전자문서규칙 제6조).

이때 출력물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하여야 하며, 출력일, 면수 및 

총면수, 문서의 고유 식별번호, 복사 및 위조·변조의 방지 표지(標識)를 모두 갖추어

야 한다(약식전자문서법 제9조 제2항 제1문). 이 경우 출력물은 그 전자문서의 등본으

로 본다(같은 항 제2문).

9. 공판절차 심판

가. ① 공판절차 회부, ② 정식재판 청구, ③ 공소 제기

① 법원이 공판절차에 회부하거나(형사소송법 제450조) ②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453조),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된다. 

정식재판의 청구(형사소송법 제453조)는 ‘종이문서’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약식전

자문서규칙 제7조).

③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공판절

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된다.

이후의 절차는 종이소송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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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이문서의 출력·제출

(1) 기록 송부, 종이문서의 출력·제출

① 공판절차에 회부하거나 ②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고, 그때까지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전자문서·전자화문서, 피고인이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제출한 전자문서·전자화문

서, 법원에서 작성한 전자문서·전자화문서를 검사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하고, 이를 받

은 검사는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약식전자문서법 제10조 제1

항, 약식전자문서규칙 제8조).

반면 ③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아직 

기록 제출 전이므로 검사에 대한 전자적 기록 송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검사가 바로 

이미 작성된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한다(약식전자

문서법 제10조 제2항).

검사가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을 청

구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종이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미 작성된 전

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한다(약식전자문서법 제10조 

제3항).82)

검사가 약식전자문서법 제10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된 전자적 

처리사건의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아 이를 종이문서로 출력하

여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공소장(피고인 수에 해당하는 공소장 부본 포함) 등 소송에 

관한 서류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7조의2 제1항).

(2) 출력 방식

출력물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하여야 하며, 출력일, 면수 및 총면

수, 문서의 고유 식별번호, 복사 및 위조·변조의 방지 표지(標識)를 모두 갖추어야 한

82) 이와 달리 종이소송으로 진행되는 일반 약식절차에서는 전자기록의 출력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법원 내부에
서 기록 송부가 이루어진다. 즉, 공판절차에 회부된 경우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약식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를 첨부하여 약식기록을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로 
송부한다[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17조 제4항]. 정식재판청구
가 있는 경우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정식재판청구서를 인계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
물 송부서’를 첨부하여 약식기록을 담당재판부의 참여사무관 등에게 송부한다(위 예규 제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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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약식전자문서법 제10조 제4항, 제9조 제2항 제1문).

(3) 출력물은 등본

이 경우 출력물은 그 전자문서의 등본으로 본다(제10조 제4항, 제9조 제2항 제

2문). 즉, 법원에 제출된 전자문서의 출력물은 증거서류 원본이 아니고, 전자문서 자체

가 여전히 원본이 된다.

10. 기록의 열람·등사

법무부령인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은 수사 중

인 사건의 기록, 불기소된 사건의 기록,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의 기록(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사기록 포함),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에 

대하여 적용되고(제3조), 위 규칙 제4조의2는 전자약식사건 기록의 열람·등사에 대하

여 규정하고 있다.83)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약식사건기록의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는 종이문서로 출력한 뒤 그 출력물을 보는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고(약식전자문서규

칙 제11조 제1항), 사건기록의 열람, 출력에 관하여 약식전자문서규칙에 특별한 규정

이 없으면 대법원규칙인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3항).

11. 형의 집행 지휘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의 검사가 재판서 또는 재판

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지휘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

83)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전자약식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① 전자약식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담당직원은 열람·등사 신청 대상을 특정하기 위

하여 전자약식사건기록의 기록목록이 필요할 때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사유에 신청인 등 열람·등사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기록목록을 출력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제4조에 따라 전자약식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한 경우 담당직원은 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 사유에 열람·등사 신청정보를 입력하되, 열람이 허가된 문서는 시스템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열람하도록 하고, 등사가 허가된 문서는 시스템에서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
화문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원본과 동일한 내용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약식사건기록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의 절차

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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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법 제460조 제1항 본문, 제461조 본문).

그러나 약식전자문서법에 따른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형의 집

행을 지휘하고(약식전자문서법 제11조 제1항), 전자문서로 형의 집행을 지휘하기 곤란

할 경우에는 고유 식별번호 등 약식전자문서법 제9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출력한 

종이문서로 지휘한다(제11조 제2항).

12. 전자약식사건의 실제 처리 모습

전자약식사건의 법원에서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가. 참여관의 결정요청

참여관은 자동 접수된 전자약식 사건목록을 확인하고 담당 판사에게 결정요청을 한다.

전자약식사건목록

나. 판사의 심리 대상 사건 선택

판사는 결정요청을 받은 결정대기목록에서 심리 대상 사건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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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약식결정대기목록

다. 판사의 심리 및 결정

목록에서 선택한 사건의 ‘전자약식사건심리’ 뷰어와 ‘증거서류보기’ 뷰어가 동시

에 열린다.

판사는 전자약식사건심리 뷰어에서 피고인,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 사건 내용을 

확인한 후 증거서류보기 뷰어에서 증거서류를 검토하고, 전자약식사건심리 뷰어에서 

결정을 한다. 전자약식사건심리 뷰어에서 벌금액을 변경하거나 공판절차 회부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자약식사건심리 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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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서류보기 뷰어

라. 참여관의 약식명령등본 작성·발송

판사가 약식명령을 하면 참여관은 약식명령등본을 작성하여 발송하는데, 피고인

에게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문이 발송되고 검찰에는 약식명령등본(XML, 

HWP)이 발송된다. 피고인이 형사사법포털에서 약식명령등본을 확인하면 송달완료 처

리가 된다.

약식명령등본 작성·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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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평가 및 문제점

약식전자문서법은 비록 그 적용 범위가 음주·무면허운전 사건에 대한 약식절차

로 한정되어 있기는 하나 형사 전자소송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전자약식사건의 처리 과정은 완전한 전자소송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84) 종이약

식사건의 처리에 비해 훨씬 신속하고 편리한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전자약식사건이 

공판절차에 의해 심리되어 종이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실무상 특별한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형사절차 전자화의 확대를 계획하고 제정된 약식전자문서법이 시행된 지 이제 

10년이 되어 가고 있다. 그동안의 전자약식사건 처리는 전자약식절차 대상 사건을 확

대하는 것을 넘어 형사절차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준비과정의 역할을 수행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전자약식절차 대상이 아닌 사건과 병합하게 된 경우(약식전자문서법 제3

조 제4항 제1호), 추가적인 증거 조사가 필요한 경우(예를 들어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

하였다가 번의하여 부인하는 경우)(같은 항 제2호 가목),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나 체포영장 등을 신청하거나 청구하는 경우(같은 항 제2호 나목), 피의자가 전자적 처

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제4조 제4항)에는 그때까지 작성된 전자문서와 전자

화문서를 출력한 종이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는데, 이는 경찰공무원들의 업

무를 증가시키는 요인이고, 전자약식의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전자적 처리 대상의 범위가 제한되고 공판절차에서

는 아예 전자적 처리가 배제된 상황에서는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전자소

송이 확대되어 종이기록의 사용 범위가 축소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84) 송길룡, “형사사법 전자화의 현황과 과제”,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2권 제2호 (2010. 12.),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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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1. 연혁

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은 1999. 2. 8. ‘전

자거래기본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어 1999. 7. 1.부터 시행되었고, 2012. 6. 1. 개

정에 의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2012. 9. 2. 시행).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를 규율하는 대표 법률이다.85)

나.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은 1999. 2. 5. 제정되었고, 구 전자거래기본법과 같은 날인 1999. 

7. 1.부터 시행되었다.

2. 정의

가. 전자문서

‘전자문서’를 전자문서법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제2조 제1호), 전자서명법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로 각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전자문서는 ‘정보’이므로 문자 정보만을 의미하지 않고, 음성·영상 등의 정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다.

그리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야 하므로,86) 물리적 형태로 작성되

었다가 전자적 형태로 변환된 정보(예를 들어 종이로 작성되었다가 스캔한 문서)는 전

자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아래의 전자화문서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전자문서가 ①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② 작성 및 송신·수신된 때의 형태 

85) 정완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제48권 제4호 (2013. 12.), 637.
86) 다만, 전자문서법은 전자적 ‘작성’, ‘송신·수신’, ‘저장’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5장(형사 전자소송 모델 검토) 제2절(전자문서에 기반한 절차 진행) I.(전자
문서와 전자화문서) 부분에서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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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③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

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경우,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전자문

서법 제5조 제1항).

나. 전자화문서

(1) 전자문서법

전자문서법은 ‘전자화문서’를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

한 문서(전자화대상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로 

정의하고 있다(제5조 제2항 본문).

전자문서법 제정 시에는 ‘전자화문서’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2007. 5. 17. 법

률 제8461호로 개정되며 “종이문서 보관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

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기 위하여87) 전자화문서에 관한 제5조 제2, 3항이 신설되었다[신설된 제5조 제2, 3항

은 공포일인 2007. 5. 17.부터 시행되었다(부칙 단서)].

전자화문서가 ①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하고 ② 제5조 제1항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

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전자문서법 제5조 제2항).

(2) 전자서명법

반면 전자서명법에는 전자화문서에 관한 규정이 없다. 전자서명은 전자문서에 

하는 서명이어서(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의 개념 자체가 전

자문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 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

(1)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87) 정부 발의,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5744, (2006. 12. 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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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서명

전자서명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

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

태의 정보”이다(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나) 공인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이다(전자

서명법 제2조 제3호).

(2) 전자문서법

전자문서법은 전자서명에 관해 따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제11조에서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만 규

정하고 있다.

‘전자문서’ 중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아래에서 보는 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서

명의 효력 부분에 규정되어 있다.

3.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효력

가. 전자문서의 효력 - 전자문서법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

나. 전자서명의 효력 - 전자서명법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해당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해당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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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

는 기명날인이고, 해당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같은 조 제2항).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뿐이다(같은 조 제3항).

4. 적용 범위

가. 전자문서법 - 전자거래와 무관한 전자문서에도 적용

구 전자거래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위 법

률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전자거래’에 적용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었으나(제3조), 2012. 6. 1. 법률 개정에 의해 명칭이 ‘전자문서 및 전

자거래 기본법’으로 변경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전

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제3조).

따라서 전자문서법은 전자거래와 무관한 전자문서에도 적용된다.

나.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은 적용 범위 또는 그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 형사절차에의 적용 가능성

약식전자문서법과 같은 특별법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법과 전자서명법에 기

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문서들을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전자서명은 전자문서를 전제로 하므로 전자문서법과 전자서명법이 형사절차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형사절차에서 작성되는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재판서(형사소송법 제41조), 조서(제48조, 제50조, 제53조), 공무원의 서류(제

57조, 제58조), 비공무원의 서류(제59조), 피의자신문조서(제244조) 등 형사소송법의 

문서 작성에 관한 규정들은 종이문서를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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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법이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

기는 하나(제4조 제1항), 그러한 효력 규정만으로 종이문서를 전제로 한 법률에서 전

자문서가 종이문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고,88) 전자문서법

에 “법령에서 서면을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전자문서는 서

면으로 본다.”와 같이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의 서면성을 갖출 수 있는 형식요건의 신설

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89)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이라 

한다. 그리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은 이하 ‘민소전자문

서규칙’이라 한다)은 법관·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이 민사소송 등에서 재판

서·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

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고 하여(제10조 제1항), 민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문서의 전자

문서 작성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었다.

형사소송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 없이 전자문서법과 전자서명법에 기해 바

로 형사소송법의 문서들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문제는 신중히 접근하여야 한다.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는 문서의 전자적 제출

에 관한 규정이 없고,90) 전자적 송달에 관한 규정도 없다.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도 전자적 송달에 관한 규정이 없다(민사소

송 등에서의 전자적 송달에 관하여는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

서 문서의 전자적 제출과 전자적 송달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위 입장을 취하더라도 입

법적 조치 없이는 완전한 전자소송이 실현될 수 없다.

88) 정진명,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주요쟁점”,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2017. 12.), 96-97.
89) 정진명, 위의 글, 99-100.
90)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027 판결은 “공소제기에 관하여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

록 한 입법적 조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
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작성한 다음 종이문서로 
출력하지 않은 채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법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저장매체나 전자문서를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의 일부인 ‘서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공소사실에 포함시켜야 할 범행 내용이나 피해 목록이 방대하여 전자문서나 CD 등 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
기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의 
문언이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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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전자정부법

1. 목적 및 정의

「전자정부법」은 2001. 3. 28.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되었고, 2007. 1. 3. 법률 제8171

호로 개정되며 명칭이 ‘전자정부법’으로 변경되었다.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

성·투명성·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전자정부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산화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

부를 말한다(제2조 제1호).

전자정부법상의 ‘행정기관’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

함)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며(제2조 제2호), ‘행정정보’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제2조 제6호).

2. 전자문서, 전자화문서

전자정부법도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구분하고 있다.

전자정부법상의 전자문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

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제2조 제7

호). 전자문서법과 달리 ‘표준화된’ 정보일 것을 요한다.

전자화문서에 대해서는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

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8호).

3. 행정전자서명

전자정부법은 ‘행정전자서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

문서를 작성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보조기관·보좌기관,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

통하는 기관·법인·단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의 기관·법인·단체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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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제2조 제9호).

V.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 -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정도

1. 수사기관

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

정(대통령령),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경찰청훈령), 범죄수사규칙

(경찰청훈령), 범죄수사규칙(해양경찰청훈령)

(1) 형사사법업무 관련 문서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작성·저장·보관

앞서 보았듯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

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보관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제5조 제1항 본문), ①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

성하는 문서, ②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 ③ 형

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거

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장애 또는 전산망 오류 등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문서의 경우를 예외로 정하고 있다(형

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5조 제1항 단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2

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91조 단서).

경찰의 훈령도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때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작성한 문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

보관하여야 한다[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경찰청훈령) 제6조 본문, 범죄수

사규칙(경찰청훈령) 제22조의2 본문, 범죄수사규칙(해양경찰청훈령) 제43조 본문]. 위

의 세 가지 경우를 예외로 규정한 것도 같다[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경찰

청훈령) 제6조 단서,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22조의2 단서, 범죄수사규칙(해양경

찰청훈령) 제43조 단서].

위 규정은 전자약식절차로 처리하는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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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 제1호) 전체에 적용된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5조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운영

세칙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은 그에 따라 경찰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운영규칙(경찰청훈령)을 제정하였는데, 검찰은 아직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와 관련한 운영세칙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도 실제 

업무에 있어서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관련 문서를 형사

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보관하고 있다.

(2) 사건 송치 시 전자문서 발송

각 경찰관서의 송치담당자는 사건을 송치할 때 종이문서와 함께 전자문서도 발

송하여야 한다(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8조 제4항).

(3) 장부 및 비치서류의 전자화

사법경찰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에는 범죄사건부, 압수부 등 검사의 사법경찰관

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93조 제1 내지 36호

에 규정된 장부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위 장부와 비치서류 중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그 작성·저장·관리 기능이 구현

되어 있는 것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94조 제1항).

(4)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수사지휘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서면 또는 형사

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휘하여야 한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본문).91)

91) 다만,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이미 수사지휘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한 경우, 수사 현장에서 
지휘하는 경우 등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휘가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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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앞의 약식전자문서법 중 「수사기관의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작성」 부분에서 보

았듯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조의2는 약식전자문서법 제3조의 대상 사건에 대한 전

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작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약식전자문서법 제3조 소정의 대상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

서를 작성하거나 피의자 외의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검찰사

건사무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검

찰사건사무규칙 제13조의2 제1, 2항).

2. 법원

가. 증거목록 및 기록목록

(1)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및 예규(재형 2012-1)

대법원규칙과 관련 예규에 의해 형사사건의 증거목록과 기록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한 후 전자파일 형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법원사무관 등(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은 형사사건

의 증거목록을 작성한 경우 해당 사건의 종국 시까지 전자파일 형태로 전산정보처리시

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기록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 후 지체 없이 전자파일 형

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형 2012-1) 제2조].

(2)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는 증거목

록의 작성 및 등록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증거목록은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는 전자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한다[형

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 제3조 제1항 본문].

다만, ① 재판사무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②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하여 생

성되는 전자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③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서류 등 목록 양식과 증인 등 목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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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고(제3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의 양

식과 내용이 적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여 증거서류 등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제3

조 제3항 제1문).

법원사무관 등은 증거목록을 작성한 경우 해당 사건이 종국될 때까지 증거목록 

전자파일을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제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문

에 의하여 증거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제3조의2).

나. 재판서 -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법원의 재판서는 판결문작성관리시스템 등 법원의 전산시스템에서 생성되는 파

일을 사용하여 작성한 후 다시 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고 있다.

즉, 재판서는 법원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는 전자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법원전산시스템에서 전자파일의 생성을 지원하지 않는 재판서는 법원전산시스템

에 등록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3조 제1항].

다. 조서 등 각종 재판사무 관련 문서 -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재일 2003-7)

대법원규칙인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은 재판서 기타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

의 양식, 비치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제6조 제1

항), 그에 따라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7)」는 각급법원

이 사용할 각종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의 양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및 각급법원은 다른 법령이나 규칙, 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에 관해서는 사법부전산망에 의하여 운영되는 법

원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양식(전산양식)을 사용하여야 하고(위 예규 제2조 제1항), 전산

양식 중 법원전산시스템이 출력지원하는 전산양식은 그 시스템 내에서 편집·출력하여 

사용함으로써 재판사무의 처리과정 및 관련 사무처리 정보가 법원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관리,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전산양식이 마련되어 있는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감정인신문조서 등

은 법원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작성·관리·보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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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판서와 조서 파일의 보관 및 활용

(1) 재판서와 조서 파일의 보관 - 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한 재판서 및 조서의 보관 

등에 관한 예규(재일 95-2)

전자적으로 작성된 조서와 재판서 파일은 법원의 서버에 저장되어 관리되며 법

원의 업무에 활용된다.

재판서 파일을 작성한 법관은 재판서의 원본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법원사무관 

등(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재판서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재판서 파일을 재판서 보관서버에 전송하여야 한다[사법부전산

망을 이용한 재판서 및 조서의 보관 등에 관한 예규(재일 95-2) 제4조 제2항 본문]. 

다만, 대법원 재판서 파일의 경우에는 파일을 작성한 법관 외에도 법원행정처 재판사

무국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전송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조서 파일을 작성한 법원사무관 등은 조서의 원본에 기명날인한 후 법관의 기명

날인을 받음과 동시에 조서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조서 파일을 조서 보관서버에 

전송하여야 한다(위 예규 제4조 제3항).

(2) 재판서와 조서 파일의 활용 -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

재판서와 조서의 종이 원본이 존재하더라도 그 종이 원본을 이용하여 재판서와 

조서의 등·초본을 작성할 필요 없이 재판서·조서 작성관리시스템을 통해 재판서·조

서 보관서버에 저장된 재판서·조서 파일을 이용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재판서·조

서의 등·초본을 작성할 수 있다.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하여 재판서와 조서 등·초본을 출력할 경우 법원사무관 등

의 직인이 전자적으로 출력되고, 하단에 발급번호와 면 표시가 기재되기 때문에 별도

의 간인이나 천공도 필요 없다[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 제3

조 제2항].92)

3. 수사기관 및 법원 업무의 전산화 정도

경찰과 검찰은 이미 형사사법업무 관련 문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작성·

92)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I) (2014),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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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도 대부분의 재판서와 조서 및 각종 재판사무 관련 문서를 전산시스

템을 이용하여 작성·저장·보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업무는 상당히 전산화가 되어 있고, 이미 종이기

록의 많은 부분이 사실상 전자기록화 되어 있다.

제3절 전자소송의 현황(통계) 및 성과

I. 전자약식

1. 전자약식명령 청구 사건 접수 비율

약식전자문서법이 시행된 첫해인 2010년 전체 약식명령 청구 사건 중 전자약식

사건의 비율은 1.4%였다. 이는 약식전자문서법이 2010. 5. 1.부터 시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비율이었다.

그러나 그 비율은 2011년 10.5%로 급속히 상승한 이래 2014년에는 17.0%까

지 상승하였다가, 그 후로 점점 줄어들어 2018년에는 6.0%로 감소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다른 전자소송과 달리 전자약식사건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지 

않은 것은, 약식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약식명령 청구 대상이 음주·무면허운전 사건

으로 협소한데다가, 의무적 전자처리 대상이 없이 피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법경찰관리는 약식전자문서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할 때에

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전자약식절차에 관하여 안내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

정 제104조 제1문), 수사기관이 전자약식절차 처리에 대하여 얼마나 적극적으로 안내

하였는지도 전자약식사건의 비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일정

한 경우(전자약식절차 대상이 아닌 사건과 병합하게 된 경우, 추가적인 증거 조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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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등을 신청하거나 청구하는 경우, 

피의자가 전자적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작성된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종이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이러

한 업무 부담도 전자약식절차에 대한 안내에 소극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약식명령 청구 사건 접수 내역93)

93) 법원행정처, 2011 사법연감 (2011), 571; 법원행정처, 2012 사법연감 (2012), 593; 법원행정처, 2013 사
법연감 (2013), 578; 법원행정처, 2014 사법연감 (2014), 596; 법원행정처, 2015 사법연감 (2015), 582; 
법원행정처, 2016 사법연감 (2016), 581-582; 법원행정처, 2017 사법연감 (2017), 615-616; 법원행정
처, 2018 사법연감 (2018), 607-608, 1000-1001; 법원행정처, 2019 사법연감 (2019), 623-624, 
1028-1029.

2010년 2011년 2012년

접수 건수 비율 접수 건수 비율 접수 건수 비율

약식명령 856,359 98.6% 716,189 89.5% 681,990 90.7%

전자약식 12,542 1.4% 84,168 10.5% 69,833 9.3%

합계 868,901 100% 800,357 100% 751,823 100%

2013년 2014년 2015년

접수 건수 비율 접수 건수 비율 접수 건수 비율

약식명령 629,292 84.7% 568,087 83.0% 566,198 85.2%

전자약식 113,874 15.3% 116,557 17.0% 98,315 14.8%

합계 743,166 100% 684,644 100% 664,513 100%

2016년 2017년 2018년

접수 건수 비율 접수 건수 비율 접수 건수 비율

약식명령 603,570 88.2% 552,079 91.1% 489,941 94.0%

전자약식  80,502 11.8% 53,676 8.9% 31,006 6.0%

합계 684,072 100% 605,755 100% 520,94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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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약식명령 청구 사건 처리율

전자약식명령 청구 사건의 처리율은 2010년 첫해에 84.3%로 일반약식명령 청

구 사건의 처리율(103.1%)보다 18.8%포인트나 낮았으나, 2011년부터는 양자 간의 처

리율에 큰 차이가 없어졌다.

전자약식절차 도입 첫해의 낮은 처리율은 전자적 처리절차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정에 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약식명령 청구 사건 처리 내역94)

94) 법원행정처, 2011 사법연감 (2011), 571; 법원행정처, 2012 사법연감 (2012), 593; 법원행정처, 2013 사
법연감 (2013), 578; 법원행정처, 2014 사법연감 (2014), 596; 법원행정처, 2015 사법연감 (2015), 582; 
법원행정처, 2016 사법연감 (2016), 581-582; 법원행정처, 2017 사법연감 (2017), 615-616; 법원행정
처, 2018 사법연감 (2018), 607-608, 1000-1001; 법원행정처, 2019 사법연감 (2019), 623-624, 
1028-1029.

2010년 2011년 2012년

처리 건수 처리율 처리 건수 처리율 처리 건수 처리율

약식명령 883,236 103.1% 714,552 99.8% 656,923 96.3%

전자약식 10,575 84.3% 82,945 98.5% 69,718 99.8%

합계 893,811 102.9% 797,497 99.6% 726,641 96.7%

2013년 2014년 2015년

처리 건수 처리율 처리 건수 처리율 처리 건수 처리율

약식명령 639,884 101.7% 586,342 103.2% 566,198 100.0%

전자약식 112,181 98.5% 117,468 100.8% 98,635 100.3%

합계 752,065 101.2% 703,810 102.8% 664,833 100.0%

2016년 2017년 2018년

처리 건수 처리율 처리 건수 처리율 처리 건수 처리율

약식명령 602,950 99.9% 543,146 98.4% 492,361 100.5%

전자약식 81,599 101.4% 55,039 102.5% 30,854 99.5%

합계 684,549 100.1% 598,185 98.8% 523,2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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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식재판청구율

전자약식사건의 정식재판청구율은 일반약식사건에 비하여 매년 약 7 내지 11%

포인트 정도 낮다.

전자약식사건의 낮은 정식재판청구율에는 대상 사건인 음주·무면허운전의 정

형성이 상당히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약식명령사건 정식재판청구 내역95)

95) 법원행정처, 2011 사법연감 (2011), 571; 법원행정처, 2012 사법연감 (2012), 593; 법원행정처, 2013 사
법연감 (2013), 578; 법원행정처, 2014 사법연감 (2014), 596; 법원행정처, 2015 사법연감 (2015), 582; 
법원행정처, 2016 사법연감 (2016), 581-582; 법원행정처, 2017 사법연감 (2017), 615-616; 법원행정
처, 2018 사법연감 (2018), 607-608, 1000-1001; 법원행정처, 2019 사법연감 (2019), 623-624, 
1028-1029.

2010년 2011년 2012년

청구 건수 청구율 청구 건수 청구율 청구 건수 청구율

약식명령 88,792 10.1% 91,309 12.8% 90,903 13.8%

전자약식 187 1.8% 2,094 2.5% 2,292 3.3%

합계 88,979 10.0% 93,403 11.7% 93,195 12.8%

2013년 2014년 2015년

청구 건수 청구율 청구 건수 청구율 청구 건수 청구율

약식명령 84,424 13.2% 75,434 12.9%  68,067 12.0%

전자약식 2,806 2.5% 3,038 2.6% 1,981 2.0%

합계 87,230 11.6% 78,472 11.1% 70,048 10.5%

2016년 2017년 2018년

청구 건수 청구율 청구 건수 청구율 청구 건수 청구율

약식명령 64,893 10.8% 57,734 10.6% 43,924 8.9%

전자약식 1,308 1.6% 1,005 1.8% 422 1.4%

합계 66,201 9.7% 58,739 9.8% 44,346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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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약식의 과제

법원에 기소되는 사건의 약 2/3는 약식절차(전자약식절차 포함)로 기소된다.96) 

즉, 구약식되어 처리되는 사건이 구공판되어 처리되는 사건의 두 배인 것이다. 약식절

차는 우리 형사사법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에서 보듯이 다른 전자소송의 비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전자약식

사건의 비율이 답보상태인 이유는 전자약식 대상 사건이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자약식 대상 사건도 경찰의 전자약식절차에 대한 안내 및 동의 여부 확인에 

따라 피의자가 동의하여야 전자약식절차로 처리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전자약식 처

리에 대한 적극성 정도에 전자약식사건 비율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약식사건의 전자화를 확대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절차의 전자화를 크게 진전

시킬 수 있고, 추후 공판사건에 전자소송을 도입하기도 쉬워지므로, 전자약식 대상 사

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II. 전자소송

1. 민사 전자소송

가. 민사 제1심 전자소송 비율

민사 전자소송은 2011. 5. 2.부터 시행되었다.97)

시행 첫해에는 전자소송 비율이 14.9%였으나, 2012년에는 그 두 배가 넘는 

37.3%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었다. 그 후 전자소송 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2018년에는 

전자소송 비율이 77.2%나 되었다.

지금까지의 추이라면 전자소송 비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96) 약식명령사건(전자약식명령사건 포함)의 비율은 2016년 63.7%[= 약식명령사건 684,072명 / (공판사건 
389,155명 + 약식명령사건 684,072명)], 2017년 62.0%[= 약식명령사건 605,755명 / (공판사건 371,887
명 + 약식명령사건 605,755명)], 2018년 60.5%[= 약식명령사건 520,947명 / (공판사건 339,753명 + 약
식명령사건 520,947명)]였다[법원행정처, 2019 사법연감 (2019), 609].

97) 민소전자문서규칙 부칙(2011. 3. 28.) 제2조 제1항 본문,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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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본안사건 제1심 접수 내역98)

나. 사물관할별 전자소송 비율

전자소송 비율은 사물관할별로 차이가 있어서, 2017년 기준으로 1심 합의사건

은 83.7%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반면 1심 단독사건은 68.0%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

었다. 1심 소액사건의 전자소송 비율은 72.2%였다.

2018년에는 전자소송 비율이 1심 합의사건 84.4%, 1심 단독사건 78.1%, 1심 

소액사건 76.5%로 모두 상승하였고, 특히 1심 단독사건은 10.1%포인트나 상승하였다.

민사본안사건 2017년 접수 내역99)

98) 법원행정처, 2012 사법연감 (2012), 710, 724; 법원행정처, 2013 사법연감 (2013), 527; 법원행정처, 
2014 사법연감 (2014), 545; 법원행정처, 2015 사법연감 (2015), 531; 법원행정처, 2016 사법연감 
(2016), 532; 법원행정처, 2017 사법연감 (2017), 566; 법원행정처, 2018 사법연감 (2018), 558; 법원행
정처, 2019 사법연감 (2019), 574.

99) 법원행정처, 2018 사법연감 (2018), 726, 728, 730, 736, 738.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접수 건수 비율 접수 건수 비율 접수 건수 비율 접수 건수 비율

종이소송 838,800 85.1% 655,105 62.7% 619,197 56.5% 526,315 46.3%

전자소송 146,733 14.9% 389,823 37.3% 476,718 43.5% 610,620 53.7%

합계 985,533 100.0% 1,044,928 100.0% 1,095,915 100.0% 1,136,935 100.0%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접수 건수 비율 접수 건수 비율 접수 건수 비율 접수 건수 비율

종이소송 395,042 39.2% 331,874 34.1% 285,970 28.1% 218,339 22.8%

전자소송 611,550 60.8% 641,436 65.9% 731,737 71.9% 740,931 77.2%

합계 1,006,592 100.0% 973,310 100.0% 1,017,707 100.0% 959,270 100.0%

1심 합의 1심 단독 1심 소액 항소심

접수 건수 비율 접수 건수 비율 접수 건수 비율 접수 건수 비율

종이소송 7,001 16.3% 63,992 32.0% 214,977 27.8% 18,723 29.8%

전자소송 36,070 83.7% 136,204 68.0% 559,463 72.2% 44,137 70.2%

합계 43,071 100.0% 200,196 100.0% 774,440 100.0% 62,86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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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본안사건 2018년 접수 내역100)

2. 가사 전자소송

가사 전자소송은 2013. 1. 21.부터 시행되었다.101)

첫해에는 전자소송 비율이 13.8%였으나, 민사 전자소송과 마찬가지로 이듬해인 

2014년에는 전자소송 비율이 두 배를 넘는 31.7%로 증가하였다. 전자소송 비율은 꾸

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70.9%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었다.

가사소송사건 제1심 접수 내역102)

100) 법원행정처, 2019 사법연감 (2019), 742, 744, 746, 752, 754.
101) 민소전자문서규칙 부칙(2011. 3. 28.) 제2조 제1항 본문, [별표 2].
102) 법원행정처, 2014 사법연감 (2014), 564; 법원행정처, 2015 사법연감 (2015), 550; 법원행정처, 2016 

사법연감 (2016), 551; 법원행정처, 2017 사법연감 (2017), 585; 법원행정처, 2018 사법연감 (2018), 
577; 법원행정처, 2019 사법연감 (2019), 593.

2013년 2014년 2015년 

접수 건수 비율 접수 건수 비율 접수 건수 비율

종이소송 44,481 86.2% 35,074 68.3% 26,898 53.1%

전자소송 7,140 13.8% 16,306 31.7% 23,781 46.9%

합계 51,621 100.0% 51,380 100.0% 50,679 100.0%

2016년 2017년 2018년

접수 건수 비율 접수 건수 비율 접수 건수 비율

종이소송 21,265 43.0% 17,247 36.3% 13,971 29.1%

전자소송 28,200 57.0% 30,270 63.7% 34,023 70.9%

합계 49,465 100.0% 47,517 100.0% 47,994 100.0%

1심 합의 1심 단독 1심 소액 항소심

접수 건수 비율 접수 건수 비율 접수 건수 비율 접수 건수 비율

종이소송 7,096 15.6% 44,891 21.9% 166,352 23.5% 12,304 20.9%

전자소송 38,268 84.4% 160,255 78.1% 542,408 76.5% 46,667 79.1%

합계 45,364 100.0% 205,146 100.0% 708,760 100.0% 58,97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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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 전자소송

행정 전자소송은 2013. 1. 21.부터 시행되었으며,103) 첫해부터 전자소송 비율

이 92.8%나 되었고, 2016년부터는 전자소송 비율이 99.9%에 달하여 대부분의 사건

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행정사건과 관련된 행정청이 전자문서 제출 의무자이기 때문에,104) 행정소송사

건의 전자소송 비율은 100%에 가깝다.

행정소송사건 제1심 접수 내역105)

4. 전자소송의 정착

이와 같이 형사사건을 제외한 법원의 다른 업무 분야는 이미 상당 부분 전자소

송화 되어 있다.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민사소송의 전자소송 비율이 

2018년 기준 77.2%나 되었다. 이는 법원만이 전자소송에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소송

대리인들도 전자소송에 익숙해졌고, 또한 당사자들도 전자소송에 익숙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103) 민소전자문서규칙 부칙(2011. 3. 28.) 제2조 제1항 본문, [별표 2].
104)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민소전자문서규칙 제9조, 제25조 제1항 제3호.
105) 법원행정처, 2014 사법연감 (2014), 884-885; 법원행정처, 2015 사법연감 (2015), 872-873; 법원행정

처, 2016 사법연감 (2016), 880-881; 법원행정처, 2017 사법연감 (2017), 916-917; 법원행정처, 2018 
사법연감 (2018), 908-909; 법원행정처, 2019 사법연감 (2019), 924-925.

2013년 2014년 2015년 

접수 건수 비율 접수 건수 비율 접수 건수 비율

종이소송  1,272 7.2% 294 1.7% 184 1.0%

전자소송 16,505 92.8% 17,336 98.3% 18,087 99.0%

합계 17,777 100.0% 17,630 100.0% 18,271 100.0%

2016년 2017년 2018년

접수 건수 비율 접수 건수 비율 접수 건수 비율

종이소송 27 0.1% 14 0.1% 2 0.01%

전자소송 19,514 99.9% 21,729 99.9% 21,440 99.99%

합계 19,541 100.0% 21,743 100.0% 21,442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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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처리된 민사 제1심 소액사건 699,632건 중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은 115,293건106)으로 16.5%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 접수된 민사 제1심 

소액사건의 전자소송 비율은 76.5%에 달하였다. 이는 당사자들에게도 전자소송에 대

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형사 외의 소송 분야에는 이미 전자소송이 상당 부분 정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III. 전자소송의 성과

1. 구술심리의 실질적 구현

사건기록이 전자화되고 법정도 컴퓨터·모니터·빔프로젝터·전자스크린 등을 

구비한 전자법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법정 내에서 재판부와 당사자가 함께 전자기록과 

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 구술심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게 되었

다. 뿐만 아니라 법정 내에서 법령·판례·문헌 등의 근거자료를 즉시 전자적으로 제

시할 수 있어 쟁점에 대한 토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107)

2. 전자소송 비율의 비약적 증가

전자소송은 각 분야에 도입된 후 비약적인 증가를 하였다. 민사는 2011년 도입 

당시 14.9%였던 전자소송 비율이 2018년에는 77.2%로 늘어나 7년 만에 다섯 배를 

넘었고, 가사도 도입 첫해인 2013년 13.8%에서 2018년 70.9%로 5년 만에 다섯 배를 

넘었다.

전자소송 비율의 이러한 비약적 증가를 보면, 전자소송은 이미 전자소송을 필요

로 하던 사법서비스 이용자들의 현실적 수요를 충족시킨 기능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

라, 전자소송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사법서비스 이용자들을 전자소송으로 유입

시킨 역할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6) 115,293건 = 원고만이 선임한 사건 95,594건 + 피고만이 선임한 사건 11,468건 + 쌍방이 선임한 사건 
8,231건[법원행정처, 2019 사법연감 (2019), 578].

107) 법원행정처, 민사전자소송 실무편람 (20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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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처리 및 기록 관리의 효율화

전자소송은 소송관계인들의 업무 처리와 기록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당사자와 변호사는 더 이상 무거운 기록을 가지고 법원을 왕복할 필요가 없고, 

기록 보관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필요도 없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도 24시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므로,108) 법원의 업무시간에 맞춰 일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기록이 업데이트되는지 일일이 확인한 후 추가로 기록 열

람·복사를 할 필요가 없이, 기록의 변동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자소송은 사무실뿐만 아니라 자택 등 원하는 장소에서 기록에 접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마트워크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전자소송의 도입에 따른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업

무 환경도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법서비스 이용자들의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108) 법원행정처, 민사전자소송 실무편람 (201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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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독일의 형사 전자소송

I. 독일의 형사절차 개요

독일은 16개 주(州)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이다. 그러나 미국처럼 각 주가 독자적

인 형사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독일 전역에 단일한 형법[Strafgesetzbuch(StGB)]과 

형사소송법[Strafprozeßordnung(StPO)]이 적용된다.

독일의 법원은 다섯 종류로, 일반법원 외에 네 종류의 전문법원(행정법원, 재정법

원, 노동법원, 사회법원)이 있다. 일반법원은 주(州) 법원인 구법원(區法院)[Amtsgericht

(AG)], 지방법원[Landgericht(LG)],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OLG)]과 연방법원

인 연방일반법원[Bundesgerichtshof(BGH)]의 4급 구조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심급

구조는 3심이며, 형사소송은 3심 또는 2심이다.109)

형사사건의 심급구조를 보면, 구법원이 제1심으로 담당하는 경한 사건은 ‘구법

원(형사판사 또는 참심법원)(제1심) ―(항소)→ 지방법원 소 형사합의부(제2심) ―(상

고)→ 고등법원(제3심)’의 3심 구조이고, 지방법원 대 형사합의부가 제1심으로 담당하

는 중한 사건은 ‘지방법원 대 형사합의부(제1심) ―(상고)→ 연방일반법원(제2심)’의 2

심 구조이다.110) 예외적으로 지방법원 대 형사합의부 대신 고등법원이 특수한 중한 사

건에 대한 제1심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나, 매우 제한적이고 실제 사건 수도 많

지 않다.111)

독일 일반법원의 심급 개요도는 다음과 같다.112)

109) 법원행정처[독일사법제도연구반 집필 부분(책임필자 정성민)], “독일의 합의재판부 구성 및 합의부의 재판방
식에 관한 연구”, 외국사법제도연구(20) - 각국의 합의재판부 구성 및 합의부의 재판방식에 관한 연구 - 
(2017), 113.

110) 법원행정처[독일사법제도연구반 집필 부분(책임필자 정성민)], 위의 글, 140.
111) 법원행정처[독일사법제도연구반 집필 부분(책임필자 정성민)], 위의 글, 155.
112) 법원행정처[독일사법제도연구반 집필 부분(책임필자 정성민)], 위의 글,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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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일반법원의 심급 개요도

II. 2005년 사법의사소통법

1. 기록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법적 근거 마련

독일은 2005. 3. 22. 「사법 부문의 전자적 의사소통방법 이용에 관한 법률(사법의

사소통법)」[Gesetz über die Verwendung elektronischer Kommunikationsformen 

in der Justiz(Justizkommunikationsgesetz – JKomG)]113)을 제정하여(2005. 3. 

29. 공포) 법원과 검찰에 제출할 서면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41a조를 신설하였고(위 법률 제6조 제3호),114) 위 규정은 2005. 4. 1.부터 시행되었

다(위 법률 제16조 제1항).115)

113) BGBl. 2005 I S. 837.
114) BGBl. 2005 I S.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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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사소통법에 따라 기록의 전자적인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법적 근거가 마

련되었으나, 형사절차에 있어 완전히 전자적으로 작성된 기록을 도입하려는 것은 아니

었다.116)

즉, 사법시스템의 일부에 전자적인 처리 가능성이 생겼을 뿐이지, 절차관계인이 

전자적으로 기록을 볼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지 않았다.117)

반면 사법의사소통법은 제1조 제21호에서 민사소송법 제298a조(전자기록)를 신

설하여 그 제1항 제1문에서 “소송기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

써120) 민사소송에는 전자기록이 작성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115) BGBl. 2005 I S. 858.
116) KK-StPO/Graf, 7. Aufl. 2013, StPO § 41a Rn. 2.
117) MüKoStPO/Valerius StPO § 41a Rn. 3.
118) 번역 참조: 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27, 29.
119) 아래에서 보듯이 형사소송법 제41a조는 2018. 1. 1. 삭제되었다.
120) BGBl. 2005 I S. 839.

제41a조 법원 및 검찰과의 전자적 법적교류118)119)

① 1법원 또는 검찰에 제출할 의견서, 신청서 또는 그 이유서로서 이 법률에 따라 명시

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서명해야 하는 것은 인증된 전자서명(qualifizierte 

elektronische Signatur)이 있고 법원과 검찰이 처리하기에 적합한 경우에 전자문

서로 제출할 수 있다. 2제2항에 따른 법규명령에서는 인증된 전자서명 외에 송부된 

전자문서의 진정성(Authentizität)과 무결성(Integrität)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확

실한 절차도 허용할 수 있다. 3전자문서는 법원 또는 검찰의 수신을 위해 정해진 설

비에 기록되는 즉시 도달한다. 4전송된 전자문서가 처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러한 사정을 유효한 기술적 기본 조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발송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5전자문서의 소송기록용 출력본을 지체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② 1연방정부와 주(州)정부는 법규명령으로 그 관할구역 내에서 법원과 검찰에 전자문

서 제출이 가능한 시기와 문서 처리에 적합한 양식을 정한다. 2주(州)정부는 법규명

령으로 권한을 주(州)의 사법행정에 위임할 수 있다. 3전자문서의 허용은 개별 법원

이나 검찰 또는 절차에서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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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41a조

가. 전자문서의 제출 및 도달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41a조에 따르면, 법원 또는 검찰에 제출할 의견서, 신청서 

또는 그 이유서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서명해야 하

는 것은 인증된 전자서명이 있고 법원과 검찰이 처리하기에 적합한 경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1a조 제1항 제1문). 이러한 전자문서는 법원 또는 검찰

의 수신을 위해 정해진 설비에 기록되는 즉시 도달한 것으로 본다(같은 항 제3문).

나. 적용 범위

형사소송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서명해야 하는 의견서, 신

청서 또는 그 이유서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같은 항 제1문), 그 외의 서면에는 

제41a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121)

제41a조가 적용되는 경우로는 항고(제306조 제1항), 항소(제314조 제1항), 상

고(제341조 제1항) 및 그 이유(제317조, 제345조 제2항), 재심 신청(제366조 제2항),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제410조 제1항 제1문), 재판신청(제172조 제2항), 사

적기소의 제기(제381조), 부대기소인의 참가 의사표시(제396조 제1항 제1문) 등을 들 

수 있다.122)

다. 전자문서의 개념

사법의사소통법은 전자문서의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해석상 

전자문서란 ‘전자적인 방법으로 생성되거나 전자적으로 변환되어 디지털문서로 저장·

전송될 수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었다.123)

라. 인증된 전자서명

제출된 전자문서의 진정성(Authentizität)과 무결성(Integrität)을 확보하기 위

한 특별한 전제조건으로, 전자문서에는 인증된 전자서명(qualifizierte elektronische 

121) MüKoStPO/Valerius StPO § 41a Rn. 6-7.
122) MüKoStPO/Valerius StPO § 41a Rn. 6.
123) KK-StPO/Graf, 7. Aufl. 2013, StPO § 41a R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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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이 있어야 한다(제41a조 제1항 제1문).124)

연방정부와 주(州)정부의 법규명령에 정해진 경우 인증된 전자서명 대신 송부된 

전자문서의 진정성(Authentizität)과 무결성(Integrität)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확실한 

절차를 갖추는 것도 가능하다(같은 항 제2문).

인증된 전자서명에 대해서는 종래 전자서명법[Signaturgesetz(SigG)] 제2조 제

3호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7. 7. 29. 전자서명법이 폐지되어 현재는 「단일시장에서

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동일성과 신용업무 및 지침 1999/93/EG의 폐지에 관한 

2014. 7. 23.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법규명령 (EU) Nr. 910/2014[Verordnung (EU) 

Nr. 910/2014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3. Juli 2014 

über elektronische Identifizierung und Vertrauensdienste für elektronische 

Transaktionen im Binnenmarkt und zur Aufhebung der Richtlinie 

1999/93/EG]」에 규정되어 있다. 아래 제32a조 부분에서 살펴본다.

마. 법원과 검찰이 처리하기에 적합할 것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법원과 검찰이 처리하기에 적합하다는 전제조건

을 갖추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41a조 제1항 제1문),125) 전송된 전자문서가 처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사정을 유효한 기술적 기본 조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발송

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항 제4문).

바. 소송기록용 출력본 작성

사법의사소통법은 형사절차에 있어 전자기록을 예정하거나 허용한 것이 아니었으

므로, 전자적으로 접수된 모든 문서는 지체 없이 소송기록용 출력본으로 작성되어야 했

다(같은 항 제5문). 즉, 접수된 전자문서는 여전히 종이 형태로 기록에 편철되었다.126)

사. 법규명령

연방정부와 주(州)정부는 법규명령으로 그 관할구역 내에서 법원과 검찰에 전자

124) KK-StPO/Graf, 7. Aufl. 2013, StPO § 41a Rn. 9.
125) KK-StPO/Graf, 7. Aufl. 2013, StPO § 41a Rn. 8.
126) KK-StPO/Graf, 7. Aufl. 2013, StPO § 41a Rn.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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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제출이 가능한 시기와 문서 처리에 적합한 양식을 정하고(제41a조 제2항 제1문), 

인증된 전자서명 외에 송부된 전자문서의 진정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확실

한 절차도 허용할 수 있다(제41a조 제1항 제2문). 그리고 주(州)정부는 법규명령으로 

권한을 주(州)의 사법행정에 위임할 수 있다(제41a조 제2항 제2문).127)

전자문서의 허용은 개별 법원이나 검찰 또는 절차에서 제한될 수 있다(같은 항 

제3문). 즉, 전자문서의 허용을 개별 법원, 검찰청 또는 절차로 한정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열어두었다.128)

3. 연방의 법규명령

가. 「연방일반법원과 연방특허법원에서의 전자적 제출에 관한 법규명령」

형사소송법 제41a조 제2항에 따라 연방과 몇몇 주는 법규명령을 제정하였는데, 연방

은 2007. 8. 24. 「연방일반법원과 연방특허법원에서의 전자적 법적교류에 관한 법규명령

[Verordnung über den elektronischen Rechtsverkehr beim Bundesgerichtshof und 

Bundespatentgericht(BGH/BPatGERVV)]」을 제정하였고,129) 위 법규명령은 2007. 9. 

1.부터 시행되었다(제4조).130)

위 법규명령에 따라 2007. 9. 1.부터 연방일반법원의 형사사건 중 연방검찰총

장이 제출하는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제1조, 별표 제5호).

나. 전자문서 제출 방법

전자문서 제출은 인터넷사이트 ‘www.bundesgerichtshof.de/erv.html’에서 

이루어지고(제2조 제1항), 전자우편함에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다(제2조 제

2항).

127)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GG)] 제80조 제1항은 “연방
정부, 연방장관 또는 주정부에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을 법률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임의 내용, 
목적과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명령에는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법률로서 재위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재위임을 위해서는 법규명령의 위임이 필요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28) KK-StPO/Graf, 7. Aufl. 2013, StPO § 41a Rn. 19.
129) BGBl. 2007 I S. 2130.
130) BGBl. 2007 I S. 2131.



제1절 독일의 형사 전자소송

95

다. 전자문서 양식

제출이 허용되는 전자문서의 양식은 아래의 8가지이다(제2조 제4항 제1문).

허용되는 전자문서 양식에 관한 상세 내용은 공고하도록 하였는데(제2조 제4항 

제2문), 아래와 같다.131)

131) KK-StPO/Graf, 7. Aufl. 2013, StPO § 41a Rn. 24.

1. ASCII(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포맷 코드

와 특수문자가 없는 순수 텍스트일 것.

2. Unicode

3. Microsoft RTF(Rich Text Format)

4. Adobe PDF(Portable Document Format)

5.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6. TIFF(Tag Image File Format)

7. Microsoft Word: 활성화된 구성 요소(예: 매크로)가 사용되지 않았을 것.

8. ODT(OpenDocument Text): 활성화된 구성 요소가 사용되지 않았을 것.

1. ASCII(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버전 제한 

없음. 포맷 코드와 특수문자가 없는 순수 텍스트일 것.

2. Unicode: 버전 제한 없음. 포맷 코드가 없는 순수 텍스트일 것.

3. Microsoft RTF(Rich Text Format):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로 볼 수 있을 것. 

버전 1.0부터 1.6까지. 워드2000 제외.

4. Adobe PDF(Portable Document Format): 버전 1.0부터 1.6까지

(Adobe Reader 7.0으로 읽을 수 있을 것).

5.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인터넷 익스플로러 5.X로 볼 수 있고, 

문서 유형 정의[DTD(Document Type Definition)]가 되어 있을 것.

6. TIFF(Tag Image File Format): 버전 6 이하(CCITT/TTS 그룹 4, 그래픽데이

터가 전송되었을 것, 예: 팩스, 스캔된 문서를 첨부).

7. Microsoft Word: 활성화된 구성 요소가 사용되지 않았을 것. 워드97, 워드

2000(버전 8 또는 9), 워드XP, 워드2003, 워드2007, 워드2010, 그보다 최신 

버전(하위 버전과 호환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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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압축 파일 제출

압축하여 ZIP 파일로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제2조 제5항 제1문). 

그러나 압축 파일에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거나 압축된 파일이 폴더 구조이면 안 

되고(같은 항 제2문), 전자서명은 ZIP 파일이 아닌 원래의 문서 파일에 하여야 한다(같

은 항 제3문).

4. 평가

가.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볼 수 없음

형사소송법 제41a조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형사 기록은 여전히 종이기록의 형태

로 작성되었으므로,132) 위 조문의 신설로 인해 독일에 형사 전자소송이 도입되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특히 기록의 관리·이용 측면에서 보면 형사소송법 제41a조는 형사사법에 있어 

어떠한 진보도 가져오지 못하였다.133)

그럼에도 그 후 실무에서는 상당수의 검찰청이 기록을 스캔하여 전자적으로 저장

하였고,134) 형사사법에도 새로운 기록 관리 형태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135)

나. 현재의 사무처리 환경에 맞지 않음

사법의사소통법의 입법이유를 보면, 아직 외부의 절차관계인들이 종이 형태로 

문서를 제출하는데 이를 사람이 일일이 전자문서로 변환해야 하고, 그 범위와 의미에 

있어 수사기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피의자와 증인의 신문에 대한 기록을 전자문

서로 대체하는 것은 그 증거가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 형사절

차에 완전히 전자적으로 작성되는 기록을 도입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136)

그러나 위와 같은 견해는 ‘종이 없는 사무실’이라는 현재의 일반적인 사무처리 

환경에는 맞지 않게 되었다.137)

132) BT-Drs. 18/9416, 31.
133) KK-StPO/Graf, 7. Aufl. 2013, StPO § 41a Rn. 26.
134) KK-StPO/Graf, 7. Aufl. 2013, StPO § 41a Rn. 26.
135) KK-StPO/Graf, 7. Aufl. 2013, StPO § 41a Rn. 27.
136) BT-Drs. 15/4067, 26.
137) KK-StPO/Graf StPO § 32 Rn. 2.



제1절 독일의 형사 전자소송

97

아래에서 보는 2017년 「사법 부문의 전자기록 도입 및 관련 전자적 법적교류 개

선에 관한 법률」의 법률안도 그 입법이유에서 사법의사소통법 제정 후 형사절차에도 

전자적으로 기록을 작성해야 할 실무적인 필요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138)

III. 2017년 전자기록 도입 법률

1. 개요

가.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

독일은 2017. 7. 5. 「사법 부문의 전자기록 도입 및 관련 전자적 법적교류 개선

에 관한 법률(Gesetz zur Einführung der elektronischen Akte in der Justiz und 

zur weiteren Förderung des elektronischen Rechtsverkehrs)」139)(이하 ‘전자기록 

도입 법률’이라 한다)을 제정하여(2017. 7. 12. 공포) 2018. 1. 1.부터 부분적으로 형

사 전자소송을 실시하되, 연방과 주에서 그 도입 범위와 도입 시기를 법규명령으로 정

할 수 있고 각 법원·소추기관별로 또는 특정 절차에 국한하여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

다(위 법률 제1조 제2호,140) 위 법률 제33조 제1항141)).

그리고 2026. 1. 1.부터는 전면적으로 형사 전자소송을 실시하되, 종이기록도 

일부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위 법률 제2조 제1호,142) 위 법률 제33조 제6항 

제1호143)).

즉, 전자기록 도입 법률에 의해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32조는 형사절차에 있어 

전자적인 기록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2018. 1. 1.부터 2025. 12. 31.까

지는 전자적인 기록 작성을 선택사항으로 두었고 2026. 1. 1.부터는 필수사항으로 한 

것이다.144)

전자기록 도입 법률은 사법의사소통법에 의해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298a조에 

138) BT-Drs. 18/9416, 32.
139) BGBl. 2017 I S. 2208.
140) BGBl. 2017 I S. 2208.
141) BGBl. 2017 I S. 2228.
142) BGBl. 2017 I S. 2214.
143) BGBl. 2017 I S. 2229.
144) KK-StPO/Graf StPO § 32 R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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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a항을 추가하고 그 제1문에서 “소송기록은 2026. 1. 1.부터 전자적으로 작성한

다.”라고 규정하여(위 법률 제11조 제4호 c목)145) 민사소송에서도 2026. 1. 1.부터 

전자기록 작성을 필수사항으로 하였다.

나. 도입 배경

사법의사소통법 제정 후 독일의 실무에서는 형사절차에도 전자기록이 도입되어

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사건이 복잡하여 기록의 양이 방대할수록 이를 

종이 형태로 정리하여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통신기록과 관련된 수사

와 같이 수사의 많은 부분이 실제로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 실

무에서는 이미 기록을 전자화하여 이용하는 것이 확산되었고, 법원과 검찰도 기록을 

전자화하여 보조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146)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도 일치한다.

다. 형사 전자소송의 장점

전자기록 도입 법률안은 지금까지의 종이기록과 비교한 전자기록의 주요 장점으

로 아래와 같은 점들을 들고 있다.147)

145) BGBl. 2017 I S. 2219.
146) BT-Drs. 18/9416, 32.
147) BT-Drs. 18/9416, 31.

- 법원(또는 기관)과 절차관계인 사이의 의사소통이 신속해진다.

- 기록과 문서의 전달이 빨리 이루어진다.

- 언제든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 기록 작성 부서의 여러 담당자들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다.

-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 특히 대규모 복잡사건에 있어서 기록 내용의 정리, 설명, 이해가 더 잘 이루어진다.

- 전자적인 기록 작성은 각 절차에서 간단하고 편리하며 빠른 검색을 가능하게 한다.

-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데이터 교환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데이터 조사를 피할 수 있다.

- 통계 작성과 데이터 관리가 간단해지고 신속해진다.

- 공간·인력·우편·배송의 비용이 감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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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형사소송법 개정

전자기록 도입 법률은 제1조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였는데, 사법의사소통법

에 의해 신설된 제41a조를 삭제하고(제6호), 형사 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규정인 제32

조 내지 제32f조와 전자기록에 있는 개인데이터의 보호와 사용에 관한 제496조 내지 

제499조를 신설하였으며(제2호, 제48호), 그 밖에도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들을 개

정하였다.

그리고 제2조에서, 전자적인 기록 작성을 필수적으로 하는 등 형사소송법에 대

한 추가 개정을 하였다.

아래에서는 전자기록 도입 법률에 따른 독일 형사소송법의 주요 개정 내역을 살펴

본다. 시행 시기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는 부분은 모두 2018. 1. 1.부터 시행되었다.

2. 전자기록 도입을 위한 규정 신설

가. 제32조 전자기록 작성; 법규명령 제정 권한

(1) 임의적 전자기록 작성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32조는 형사절차에 전자기록을 도입한 법적 근거 조항이다.148)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제1문은 “기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

여 우선 2025. 12. 31.까지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필수가 아닌 임의로 

하였다.149)

(2) 일반 국민의 전자소송 참여 의무 없음

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것과 상관없이 일반 국민은 전자소송에 참여할 의

무가 없고, 기록 열람을 위하여 반드시 기술적 설비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도 없다.150)

148) KK-StPO/Graf StPO § 32 Rn. 15.
149) KK-StPO/Graf StPO § 32 Rn. 17.
150) BT-Drs. 18/941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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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규명령 제정

(가) 전자기록 도입 시점

연방정부와 주(州)정부는 각 그 관할구역 내에서 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시점을 법규명령으로 정한다(제32조 제1항 제2문).

(나) 전자기록 도입 범위

연방정부와 주(州)정부는 각 그 관할구역 내에서 전자기록 작성을 개별 법원 또

는 형사소추기관에만 제한하여 도입하거나 어떠한 특정 절차에만 제한하여 도입할 수 

있고, 종이 형태로 제출된 기록을 전자기록 작성 후에도 종이 형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같은 항 제3문). 그리고 연방정부와 주(州)정부는 법규명령으로 연방 또

는 주의 관할 장관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같은 항 제4문).

(다) 세부 조건

연방정부와 주(州)정부는 각 그 관할구역 내에서, 데이터 보호, 데이터 안전, 장

애 제거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전자기록 작성에 적용할 조직

적 기본 조건과 기술 수준에 적합한 기술적 기본 조건을 법규명령으로 정한다(제32조 

제2항 제1문). 연방정부와 주(州)정부는 법규명령으로 연방 또는 주의 관할 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같은 항 제2문).

(라) 전자기록 전송 표준

연방정부는 형사소추기관과 법원 사이의 전자기록 전송에 적용할 표준을 연방상

원의 동의를 얻어 법규명령으로 정한다(제32조 제3항 제1문).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 없이 법규명령으로 관할 연방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같은 항 제2문).

(4) 기존 사건의 기록 작성

종결되었으나 아직 보관하고 있는 기록은 전자적 형태로 변환할 필요가 없다.151)

이미 종이기록으로 계속 중인 사건의 기록을 전자소송 시행 후에도 계속 종이 

형태로 작성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연방 또는 주의 입법자가 정하여야 한다(제32조 제1

151) BT-Drs. 18/9416, 42-43; KK-StPO/Graf StPO § 32 Rn.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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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제2, 3문).152)

그렇게 정해진 기록 형태는 설령 그 사건기록이 연방일반법원이나 연방검찰청에 

송부되고 그곳에서 이미 전자기록이 작성되고 있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153)

(5) 필수적 전자기록 작성 - 2026. 1. 1. 시행

전자기록 도입 법률 제2조는 형사소송법을 추가로 개정하였는데, 제1호가 제32

조 제1항을, 제2호가 아래에서 보는 제32b조를 개정하였다.154)

전자기록 도입 법률 제2조 제1호 b목은 전자기록 도입의 시점과 범위를 정하는 

연방 및 주 정부의 법규명령 제정 권한(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제2, 3문)을 삭제하

고 대신 연방정부와 주(州)정부가 각 그 관할구역 내에서 종이 형태로 제출된 기록을 

152) BT-Drs. 18/9416, 43; KK-StPO/Graf StPO § 32 Rn. 19.
153) BT-Drs. 18/9416, 43; KK-StPO/Graf StPO § 32 Rn. 19.
154) BGBl. 2017 I S. 2214.

제32조 전자기록 작성; 법규명령 제정 권한

① 1기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2연방정부와 주(州)정부는 각 그 관할구역 내

에서 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시점을 법규명령으로 정한다. 3그 외에도 연방정

부와 주(州)정부는 전자기록 작성을 개별 법원 또는 형사소추기관에만 제한하여 도

입하거나 어떠한 특정 절차에만 제한하여 도입할 수 있고, 종이 형태로 제출된 기

록을 전자기록 작성 후에도 종이 형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제한을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에서 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할지를 공고되는 행정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규명령에 규정할 수 있다. 4법규명령으로 연방 또는 주

의 관할 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1연방정부와 주(州)정부는 각 그 관할구역 내에서, 데이터 보호, 데이터 안전, 장애 

제거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전자기록 작성에 적용할 조직

적 기본 조건과 기술 수준에 적합한 기술적 기본 조건을 법규명령으로 정한다. 2연

방정부와 주(州)정부는 법규명령으로 연방 또는 주의 관할 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③ 1연방정부는 형사소추기관과 법원 사이의 전자기록 전송에 적용할 표준을 연방상원

의 동의를 얻어 법규명령으로 정한다. 2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 없이 법규명령

으로 관할 연방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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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형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법규명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개정 후 형사

소송법 제32조 제1항 제2문), 위 규정은 2025. 7. 1.부터 시행된다(전자기록 도입 법

률 제33조 제5항 제1호).

그리고 전자기록 도입 법률 제2조 제1호 a목은 “기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전자기록 작성을 임의로 하던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제1문을 “기

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한다.”라고 개정하였고, 위 규정은 2026. 1. 1.부터 시행된다(전

자기록 도입 법률 제33조 제6항 제1호).

따라서 2026. 1. 1.부터는 형사사건에서 전자기록 작성이 의무가 된다.155)

155) KK-StPO/Graf StPO § 32 Rn. 17.

2018. 1. 1. 시행 2025. 7. 1. 시행 2026. 1. 1. 시행

제32조 전자기록 작성; 

법규명령 제정 권한

① 1기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2연방정부와 주

(州)정부는 각 그 관할구역 

내에서 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시점을 법규명령

으로 정한다. 3그 외에도 연

방정부와 주(州)정부는 전

자기록 작성을 개별 법원 

또는 형사소추기관에만 제

한하여 도입하거나 어떠한 

특정 절차에만 제한하여 도

입할 수 있고, 종이 형태로 

제출된 기록을 전자기록 작

성 후에도 종이 형태로 유

지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

다; 위와 같은 제한을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에서 기

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할지

제32조 전자기록 작성; 

법규명령 제정 권한

① 1기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2연방정부와 주

(州)정부는 각 그 관할구역 

내에서 종이 형태로 제출된 

기록을 종이 형태로 유지하

는 것으로 법규명령으로 정

할 수 있다. 

제32조 전자기록 작성; 

법규명령 제정 권한

① 1기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한

다.        2연방정부와 주

(州)정부는 각 그 관할구역 

내에서 종이 형태로 제출된 

기록을 종이 형태로 유지하

는 것으로 법규명령으로 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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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32a조 형사소추기관 및 법원과의 전자적 법적교류; 법규명령 제정 권한

(1) 구 형사소송법 제41a조에 대응하는 조문

제32a조는 법원 또는 검찰에 대한 그 밖의 절차관계인의 전자문서 제출에 관한 

규정으로, 전자기록 도입 법률에 의해 삭제된 구 형사소송법 제41a조에 대응한다.156)

제32a조 각 항에 따라 형사소추기관 및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제

32a조 제1항).

156) BT-Drs. 18/9416, 45; KK-StPO/Graf StPO § 32a Rn. 1.

를 공고되는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규명령에 

규정할 수 있다. 4법규명령

으로 연방 또는 주의 관할 

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3 법규명령으

로 연방 또는 주의 관할 장

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3 법규명령으

로 연방 또는 주의 관할 장

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32a조 형사소추기관 및 법원과의 전자적 법적교류; 법규명령 제정 권한

① 다음 각 항에 따라 형사소추기관 및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1전자문서는 형사소추기관 또는 법원의 처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2연방정부는 전송 

및 처리에 적합한 기술적 기본 조건을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법규명령으로 정한

다.

③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는 문서는, 전자문서로서 책임자의 인증된 전자

서명(qualifizierte elektronische Signatur)을 갖추거나 책임자가 서명하여 안전

한 전송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한 전송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송인이 정보의 전송에 있어 De-Mail법(De-Mail-Gesetz) 제4조 제1항 제2

문에 따라 안전하게 등록하였고 De-Mail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안전 등록이 

증명된 De-Mail 계정의 사서함 서비스 및 발송 서비스

2. 연방변호사법(Bundesrechtsanwaltsordnung) 제31a조에 따른 특별한 전자적 

변호사사서함 또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 설치된 이에 상응하는 전자적 사서함, 



제4장 외국의 형사 전자소송

104

(2) 전자문서의 개념

구 형사소송법 제41a조와 마찬가지로 신설된 제32a조에도 전자문서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157)

전자기록 도입 법률안 입법이유에 따르면, 전자문서란 서류 또는 유형적 문서를 

대체하고 원칙적으로 유형적 형태로의 재생(예를 들어 인쇄)에 적합한 전자적 정보(예

를 들어 문자·표·사진데이터)를 의미하며, 순수한 음성·영상데이터와 유형적 형태

로의 재생에 적합하지 않은 그 밖의 정보는 제32a조가 의미하는 전자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158)

(3) 전자문서 제출을 위한 전제조건 1: 형사소추기관 또는 법원이 처리하기에 

적합할 것

형사소추기관과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 전자문서가 형사소추

기관 또는 법원의 처리에 적합하여야 한다(제32a조 제2항 제1문). 연방정부는 연방상

157) KK-StPO/Graf StPO § 32a Rn. 4.
158) BT-Drs. 18/9416, 45; KK-StPO/Graf StPO § 32a Rn. 6.

그리고 관청 또는 법원의 전자 우체국 사이의 전송 방법

3. 신원 확인 절차의 이행에 의하여 설치된 사서함으로서 관청이나 공법상 법인의 

사서함, 그리고 법원의 전자 우체국 사이의 전송 방법; 상세한 것은 제2항 제2

문의 법규명령으로 정한다.

4.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정부의 법규명령으로 규정한, 데이터의 진정성, 무

결성 및 장애 없는 접근이 보장되는 그 밖의 연방의 통일적인 전송 방법

⑤ 1전자문서는 관청 또는 법원의 수신을 위해 정해진 설비에 저장되는 즉시 도달한다. 
2발송인에게는 도달 시간에 대한 증명을 자동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⑥ 1전자문서가 관청 또는 법원의 처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사정을 도달의 

효력이 없다는 점 및 유효한 기술적 기본 조건에 대한 안내와 함께 발송인에게 지

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발송인이 지체 없이 관청 또는 법원의 처리에 적합한 형

태로 추가 제출하고 이것이 먼저 제출한 문서와 같은 내용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경

우, 그 전자문서는 먼저 제출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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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동의를 얻어 전송 및 처리에 적합한 기술적 기본 조건을 법규명령으로 정함으로

써 어떠한 형태가 적합한지를 정한다(같은 항 제2문).159)

(4) 전자문서 제출을 위한 전제조건 2-①: 인증된 전자서명

(가) 전자문서 제출을 위한 두 번째 전제조건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는 문서는, ① 전자문서로서 책임자의 인증

된 전자서명(qualifizierte elektronische Signatur)을 갖추거나 ② 책임자가 서명하

여 안전한 전송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제32a조 제3항).

(나) 전자서명법의 폐지, EU 전자금융거래 법규명령의 제정

인증된 전자서명에 대해서는 종래 전자서명법[Signaturgesetz(SigG)]에 규정되

어 있었으나, 2017. 7. 18. 제정된 「단일시장에서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동일

성과 신용업무 및 지침 1999/93/EG의 폐지에 관한 2014. 7. 23. 유럽의회 및 이사회

의 법규명령 (EU) Nr. 910/2014의 시행에 관한 법률[Gesetz zur Durchführung der 

Verordnung (EU) Nr. 910/2014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3. Juli 2014 über elektronische Identifizierung und Vertrauensdienste 

für elektronische Transaktionen im Binnenmarkt und zur Aufhebung der 

Richtlinie 1999/93/EG(eIDAS-Durchführungsgesetz)]」160)에 의해 2017. 7. 29. 

전자서명법이 폐지되었다(제12조 제1항 제2문 제1호161)).

「단일시장에서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동일성과 신용업무 및 지침 

1999/93/EG의 폐지에 관한 2014. 7. 23.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법규명령 (EU) Nr. 

910/2014[Verordnung (EU) Nr. 910/2014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3. Juli 2014 über elektronische Identifizierung und 

Vertrauensdienste für elektronische Transaktionen im Binnenmarkt und zur 

Aufhebung der Richtlinie 1999/93/EG]」(이하 ‘EU 전자금융거래 법규명령’이라 한다)

은 「EU기능조약[Vertrag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ropäischen Union(AEUV)]」 

제288조 제2항에 의하여 EU 회원국인 독일에 일반적이고 직접적인 효력이 있다. 인증된 

159) KK-StPO/Graf StPO § 32a Rn. 7.
160) BGBl. 2017 I S. 2745.
161) BGBl. 2017 I S. 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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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에 대해서는 현재 EU 전자금융거래 법규명령에 규정되어 있다.162)

(다) 구 전자서명법상의 인증된 전자서명

폐지되기 전의 구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 등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163)

‘전자서명(elektronische Signatur)’이란 전자적 형태를 갖춘 데이터로서 다른 전

자적 데이터에 첨부되어 있거나 이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인증(Authentifizierung)하

기 위한 것을 말한다(제2조 제1호).

‘고급전자서명(fortgeschrittene elektronische Signatur)’이란 제1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서, a) 독점적으로 서명키(Signaturschlüssel)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있

고, b) 서명키 소유자의 신원 확인(Identifizierung)을 가능하게 하며, c) 서명키 소유

자가 자신의 유일한 통제하에 둘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여 생성되고, d) 데이터의 사후

적 변경을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서명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와 결합되어 있는 것

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인증된 전자서명(qualifizierte elektronische Signatur)’이란 제2호에 따른 전

자서명으로서, a) 전자서명 생성 시 유효하고 인증된 인증서를 바탕으로 하고, b) 안전

한 서명 생성 기준(sichere Signaturerstellungseinheit)으로 생성된 것을 말한다(제

2조 제3호).

(라) EU 전자금융거래 법규명령상의 인증된 전자서명

EU 전자금융거래 법규명령에 규정된 전자서명 등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전자서명(elektronische Signatur)’이란 전자적 형태를 갖춘 데이터로서 다른 

전자적 데이터에 첨부되어 있거나 이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서명자가 서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 제10호).

‘고급전자서명(fortgeschrittene elektronische Signatur)’이란 제26조의 요구

사항[a) 명백히 서명자에게 귀속되어 있을 것. b) 서명자의 신원 확인(Identifizierung)

을 가능하게 할 것. c) 서명자가 높은 수준의 신뢰도로 자신의 단독 통제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 서명 생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생성될 것. d) 데이터의 사후적 변경을 

162) BeckOK StPO/Valerius StPO § 32a Rn. 9.
163) 아래 전자서명법의 번역 참조: 정보통신부 정책연구결과보고서(연구책임자 이원호), 전자상거래의 안전 신

뢰성 제고 (2001),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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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명한 데이터와 결합되어 있을 것]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말한다(제3조 제11호).

‘인증된 전자서명(qualifizierte elektronische Signatur)’이란 고급전자서명으로

서, 인증된 전자서명 생성 기준(qualifizierte elektronische Signaturerstellungs-

einheit)으로부터 생성되고,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된 인증서에 바탕을 둔 것을 말한다

(제3조 제12호).

구 전자서명법 EU 전자금융거래 법규명령

‘전자서명(elektronische Signatur)’이란 전

자적 형태를 갖춘 데이터로서 다른 전자적 

데이터에 첨부되어 있거나 이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인증(Authentifizierung)하기 위

한 것을 말한다(제2조 제1호).

‘전자서명(elektronische Signatur)’이란 전

자적 형태를 갖춘 데이터로서 다른 전자적 

데이터에 첨부되어 있거나 이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서명자가 서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 제10호).

‘고급전자서명(fortgeschrittene elektroni-

sche Signatur)’이란 제1호에 따른 전자서명

으로서, a) 독점적으로 서명키(Signatursch-

lüssel)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있고, b) 서명키 

소유자의 신원 확인(Identifizierung)을 가능

하게 하며, c) 서명키 소유자가 자신의 유일한 

통제하에 둘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여 생성되

고, d) 데이터의 사후적 변경을 인식할 수 있

는 방식으로 그 서명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와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

‘고급전자서명(fortgeschrittene elektroni-

sche Signatur)’이란 제26조의 요구사항[a) 

명백히 서명자에게 귀속되어 있을 것. b) 서명

자의 신원 확인(Identifizierung)을 가능하게 

할 것. c) 서명자가 높은 수준의 신뢰도로 자신

의 단독 통제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 서

명 생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생성될 것. d) 데

이터의 사후적 변경을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

로 서명한 데이터와 결합되어 있을 것]을 충족

하는 전자서명을 말한다(제3조 제11호).

‘인증된 전자서명(qualifizierte elektronische 

Signatur)’이란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서, 

a) 전자서명 생성 시 유효하고 인증된 인증서

를 바탕으로 하고, b) 안전한 서명 생성 기준

(sichere Signaturerstellungseinheit)으로 

생성된 것을 말한다(제2조 제3호).

‘인증된 전자서명(qualifizierte elektronische 

Signatur)’이란 고급전자서명으로서, 인증된 전

자서명 생성 기준(qualifizierte elektronische 

Signaturerstellungseinheit)으로부터 생성되

고,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된 인증서에 바탕을 둔 

것을 말한다(제3조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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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우리나라의 공인전자서명과 비교

독일의 ‘인증된 전자서명’에 대한 정의는 우리나라 전자서명법의 ‘공인전자서명’

에 대한 정의와 상당히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전자서명’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

당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되

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이고, ‘공인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에 기

초한 전자서명으로서 ①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②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③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해당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④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해당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5) 전자문서 제출을 위한 전제조건 2-②: 안전한 전송 방법

전자문서로 제출할 문서가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는 문서인 경우, 

① 전자문서로서 책임자의 인증된 전자서명을 갖추거나 ② 책임자가 서명하여 안전한 

전송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a조 제3항).

즉, 인증된 전자서명을 갖추는 대신 책임자가 서명하여 안전한 전송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164)

안전한 전송 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4항 제1 내지 4호에 규정되어 있다.

(6) 전자문서의 도달

전자문서의 도달 시점은 관청 또는 법원의 수신을 위해 정해진 설비에 ‘저장’되

는 시점이다(제32a조 제5항 제1문). 이는 일반적으로 서버에 저장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발송인에게 도달 시간에 대한 증명을 자동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므로(같

은 항 제2문), 발송인은 전자문서의 도달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165)

(7) 통지 의무

전자문서가 관청 또는 법원의 처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164) KK-StPO/Graf StPO § 32a Rn. 14; BeckOK StPO/Valerius StPO § 32a Rn. 11.
165) KK-StPO/Graf StPO § 32a Rn.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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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의 효력이 없다는 점 및 유효한 기술적 기본 조건에 대한 안내와 함께 발송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제32a조 제6항 제1문). 발송인이 지체 없이 관청 또는 법

원의 처리에 적합한 형태로 추가 제출하고 이것이 먼저 제출한 문서와 같은 내용이라

는 점을 소명하는 경우, 그 전자문서는 먼저 제출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같은 

항 제2문).

(8) 개정(2018. 12. 21. 시행)

2018. 12. 17. 제정된 「피고인의 공판출석권 강화를 위한 법률(Gesetz zur 

Stärkung des Rechts des Angeklagten auf Anwesenheit in der Verhandlung)」166) 

제1조 제1호는 형사소송법 제32a조 제4항 제3호를 개정하여 안전한 전송 방법에 ‘관청’의 

전자 우체국 관련 전송을 추가하였고, 개정 조항은 2018. 12. 21.부터 시행되었다(위 

법률 제4조).

(9) 형사소송법 제41a조의 계속 적용

형사소송법 시행법[Einführungsgesetz zur Strafprozeßordnung(EGStPO)] 

제15조는 연방정부와 주(州)정부가 각 그 관할구역 내에서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32a

조를 적용하지 않고 2019. 1. 1. 또는 2020. 1. 1.부터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하게 하

고 2018. 12. 31. 또는 2019. 12. 31.까지는 형사소송법 제41a조를 계속 적용하도록 

166) BGBl. 2018 I S. 2571.

2018. 1. 1. 시행 2018. 12. 21. 시행

제32a조 형사소추기관 및 법원과의 전자적 

법적교류; 법규명령 제정 권한

④ 안전한 전송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신원 확인 절차의 이행에 의하여 설치

된 사서함으로서 관청이나 공법상 법인

의 사서함, 그리고 법원의 전자 우체국 

사이의 전송 방법; 상세한 것은 제2항 

제2문의 법규명령으로 정한다.

제32a조 형사소추기관 및 법원과의 전자적 

법적교류; 법규명령 제정 권한

④ 안전한 전송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신원 확인 절차의 이행에 의하여 설치

된 사서함으로서 관청이나 공법상 법인

의 사서함과 관청 또는 법원의 전자 우

체국 사이의 전송 방법; 상세한 것은 

제2항 제2문의 법규명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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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제15조), 전자기록 도입 법률 시행 후에도 2019. 12. 

31.까지는 형사소송법 제41a조가 계속 적용될 수 있게 하였다.167)

(10) 민사소송법의 준용

형사소송법 제32a조는 법원 또는 검찰에 대한 그 밖의 절차관계인의 전자문서 

제출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원과 검찰 사이의 의사소통이나 법원 또는 검찰

의 외부 절차관계인에 대한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168)

독일 형사소송법은 송달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

는데(제27조 제1항), 2002. 7. 1.부터 시행된 민사소송법 제174조169) 제3항에 의하

여 이미 변호사, 공증인, 집행관, 세무사 또는 그밖에 그 직업의 특성상 신뢰도가 높은 

사람, 관청, 공법상 법인 또는 기관, 전자문서의 전송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다른 절차

관계인에 대하여는 법원과 검찰이 전자문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이다.170)

다. 제32b조 형사소추기관 및 법원의 전자문서의 생성과 전송; 법규명령 제정 권한

(1) 전자문서의 생성·전송에 관한 조문

형사소송법 제32b조는 형사소추기관과 법원의 전자문서를 어떻게 생성하고 생

167) KK-StPO/Graf StPO § 32 Rn. 17; KK-StPO/Graf StPO § 41a.
168) BT-Drs. 18/9416, 45; KK-StPO/Graf StPO § 32a Rn. 1-2.
169) 민사소송법 제174조 (영수증송달 또는 자동 접수증명)

① 서류는 변호사, 공증인, 집행관, 세무사 또는 그밖에 그 직업의 특성상 신뢰도가 높은 사람, 관청, 공법상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받는 조건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1제1항에 기재된 자들에 대하여는 모사전송에 의하여도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2그 전송에는 ‘영수증과 
상환으로 하는 송달’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하고, 발송장소, 송달수령인의 이름과 주소 및 전송을 위하여 
서류를 보낸 법원직원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1제1항에 기재된 자들에 대하여는 전자문서도 송달할 수 있다. 2전자문서의 전송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다른 소송관계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3전자문서는 제130a조 제4항에 규정된 안전한 전송 방법
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권한 없는 제3자가 지득하지 못하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4제1항에 기재된 자들은 
전자문서의 전송을 위한 안전한 전송 방법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④ 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증명을 위해서는 날짜와 수령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법원에 반송하는 영
수증으로 충분하다. 2영수증은 서면으로, 모사전송을 통해서 또는 전자문서(제130a조)로 반송할 수 있
다. 3제3항에 따른 송달은 전자 영수증으로 증명한다. 4전자 영수증은 기계가 인식 가능하게 구조화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5이를 위하여 법원이 송달에 제공하기 위하여 구조화한 데이터 레코드
(Datensatz)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6그렇지 않은 경우 전자 영수증은 제4문과 
달리 전자문서(제130a조)로 전송하여야 한다.

번역 참조: 법원행정처(독일사법제도연구반 집필 부분), “독일의 송달제도”, 외국사법제도연구(2) - 각국의 
구술변론, 각국의 송달제도 -, 433-436.

170) BT-Drs. 15/4067, 26; BT-Drs. 18/9416, 45; KK-StPO/Graf StPO § 32a R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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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전자문서가 언제 기록의 일부가 되는지, 전자문서를 다른 형사소추기관 또는 법

원에 어떻게 전송하고 등본 발부는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조문이다.171)

(2) 전자문서의 생성(제1항)

형사소추기관 또는 법원의 문서를 전자적으로 생성하는 경우, 모든 책임자의 성

명을 그 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제32b조 제1항 제1문).

직책 또는 소속 부서를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나, 기재하는 것도 가

능하고 많은 경우 책임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목적에도 부합한다. 속기사와 같이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해 책임이 없고 이를 단지 생성하기만 하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

는 책임자가 아니다.172)

171) KK-StPO/Graf StPO § 32b Rn. 1.

제32b조 형사소추기관 및 법원의 전자문서의 생성과 전송; 법규명령 제정 권한

① 1형사소추기관 또는 법원의 문서를 전자적으로 생성하는 경우, 모든 책임자의 성명

을 그 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는 문서는 그 

밖에도 모든 책임자의 인증된 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

② 전자문서는 책임자에 의해 또는 책임자의 지시에 의해 전자기록에 저장되는 즉시 

기록의 일부가 된다.

③ 1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형사소추기관과 법원은 상호 간의 문서 전송을 

전자적으로 하여야 한다. 2공소장, 공판 외에서의 약식명령 청구서, 항소장과 항소이

유서, 상고장,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및 전자문서로 생성된 법원의 재판서는 전자문서

로 전송하여야 한다. 3기술적인 이유로 전자적 전송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종

이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요청이 있으면 전자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1등본과 인증등본은 종이 형태 또는 전자문서로 발부할 수 있다. 2전자인증등본에는 

인증 담당자의 인증된 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 3인증된 전자서명이 있거나 안전한 

전송 방법으로 제출된 전자문서로부터 출력된 종이 형태로 인증등본이 생성된 경우, 

인증 표시에 전자문서의 진정성과 무결성에 대한 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1연방정부는 전자문서의 생성 및 형사소추기관과 법원 사이의 전자문서 전송에 적

용할 표준을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법규명령으로 정한다. 2연방정부는 연방상원

의 동의 없이 법규명령으로 관할 연방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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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는 문서는 그 밖에도 모든 책임자의 인증된 

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같은 항 제2문).

종이문서로 작성할 경우 대리가 허용되는 경우에만 전자문서의 대리 작성이 허

용되며, 이 경우 그 대리인이 책임자로서 전자서명을 한다.173)

(3) 전자문서의 기록 편입(제2항)

전자문서는 책임자에 의해 또는 책임자의 지시에 의해 전자기록에 저장되는 즉

시 기록의 일부가 된다(제32b조 제2항).

전자문서가 언제 기록의 일부가 되는지는, 특히 상급심에서 이유를 갖춘 판결이 

기록에 편입되는 시점(제275조 제1항174) 제2문)을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175)176)

제32b조 제2항은 전자기록 도입 후 문서(예를 들어 약식명령, 결정 또는 판결)

가 전자적 형태로 생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그 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전환된 후 전자기록에 저장되어야 하며, 사무국이 종이문서를 수령한 것만으로는 제

275조 제1항 제2문의 기간을 준수한 것이 아니다.177)

(4) 전자문서의 전자적 전송(제3항)

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형사소추기관과 법원은 상호 간의 문서 전송

을 전자적으로 하여야 한다(제32b조 제3항 제1문). 특히 공소장, 공판 외에서의 약식

명령 청구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상고장,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및 전자문서로 생성

된 법원의 재판서는 전자문서로 전송하여야 한다(같은 항 제2문).178)

172) BT-Drs. 18/9416, 48.
173) BT-Drs. 18/9416, 48.
174) 형사소송법 제275조 판결의 기간과 형식

① 1이유를 갖춘 판결은 조서에 완전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지체 없이 기록에 철하여야 한다. 2이는 
늦어도 선고 후 5주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간은 공판이 3일 이상 진행된 경우 2주일 연장되
고, 공판이 10일 이상 진행된 경우 새로 시작한 10일마다 다시 2주일씩 연장된다. 3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판결이유를 더 이상 변경해서는 안 된다. 4이 기간의 유월은 법원이 개별사건에서 예상할 수 없었
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5판결이 기록에 편입된 시점
과 이유 변경 시점은 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번역 참조: 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347.
175) BT-Drs. 18/9416, 49.
176) 후술하는 제275조 부분 참조.
177) BT-Drs. 18/9416,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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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자적 전송 의무는 원칙적으로 모든 문서의 전송에 적용되며, 이를 통

해 형사소추기관과 법원 상호 간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179)

기술적인 이유로 전자적 전송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하면 종이 형태의 문서로 제

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요청이 있으면 전자문서를 추가로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32b조 제3항 제3문).

아래에서 보듯이 변호인과 변호사는 형사소추기관과 법원에 서면과 그 첨부문서 

및 서류로 제출하는 신청과 진술을 전자문서로 전송하여야 하는데(제32d조 제1문), 변호

인과 변호사에게도 제32b조 제3항 제3문에 따른 사후적 전자문서 제출 의무가 있다.180)

(5) 등본 발부(제4항)

인증등본(beglaubigte Abschrift)은 종이 형태 또는 전자문서로 발부할 수 있

다(제32b조 제4항 제1문). 인증등본을 전자문서로 발부할 경우(전자인증등본), 인증 

담당자의 인증된 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같은 항 제2문). 인증등본을 종이 형태로 발

부할 경우에는, 인증된 전자서명이 있거나 안전한 전송 방법으로 제출된 전자문서로부

터 출력된 종이 형태로 생성하고, 인증 표시에 전자문서의 진정성과 무결성에 대한 검

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항 제3문).

단순한 등본(Abschrift)도 종이 형태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생성할 수 있으나

(제32b조 제4항 제1문), 인증된 전자서명을 갖춘 인증 표시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181)

전자기록 도입 법률 시행 전 독일의 형사소송법에는 두 개의 조문(수감시설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정본 송부에 관한 제114d조 제2항 제2문, 판결의 정본·초본에 

관한 제275조 제4항)에서만 정본(Ausfertigung)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전자기

록 도입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114d조 제2항 제2문의 ‘정본’은 ‘등본(Abschrift)’으로 

변경하고 제275조 제4항은 삭제함으로써 형사소송법에서 더 이상 정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게 하였다.182)

178) KK-StPO/Graf StPO § 32b Rn. 11.
179) BT-Drs. 18/9416, 49; KK-StPO/Graf StPO § 32b Rn. 10.
180) KK-StPO/Graf StPO § 32b Rn. 10.
181) KK-StPO/Graf StPO § 32b Rn. 14.
182) BT-Drs. 18/94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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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규명령 제정(제5항)

연방정부는 전자문서의 생성 및 형사소추기관과 법원 사이의 전자문서 전송에 

적용할 표준을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법규명령으로 정한다(제32b조 제5항 제1문).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 없이 법규명령으로 관할 연방장관에게 권한을 위임

할 수 있다(같은 항 제2문).

(7) 개정(2026. 1. 1. 시행)

전자기록 도입 법률은 2026. 1. 1.부터 의무적으로 전자기록을 작성하도록 하

였으므로, 같은 날부터는 제32b조 제3항 제1문의 ‘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제32b조 제3항을 개정하였다(위 법률 제2조 제2호).

라. 제32c조 전자 양식; 법규명령 제정 권한

제32c조는 사법절차의 간소화와 규격화를 위하여 사법절차에 전자 양식을 도입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183)

183) BT-Drs. 18/9416, 50.

2018. 1. 1. 시행 2026. 1. 1. 시행

제32b조 형사소추기관 및 법원의 전자문서의 

생성과 전송; 법규명령 제정 권한

③ 1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형사

소추기관과 법원은 상호간의 문서 전송을 

전자적으로 하여야 한다. 2공소장, 공판 외

에서의 약식명령 청구서, 항소장과 항소이

유서, 상고장,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및 전

자문서로 생성된 법원의 재판서는 전자문

서로 전송하여야 한다. 3기술적인 이유로 

전자적 전송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종이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요청이 있으

면 전자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b조 형사소추기관 및 법원의 전자문서의 

생성과 전송; 법규명령 제정 권한

③ 1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1형사

소추기관과 법원은 상호간의 문서 전송을 

전자적으로 하여야 한다. 2공소장, 공판 외

에서의 약식명령 청구서, 항소장과 항소이

유서, 상고장,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및 전

자문서로 생성된 법원의 재판서는 전자문

서로 전송하여야 한다. 3기술적인 이유로 

전자적 전송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종이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요청이 있으

면 전자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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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법규명령으로 전자 양식을 도입할 수 있다

(제32c조 제1문).

법규명령은 양식에 기재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계가 인식 가능하게 구조

화된 형태로 전송하도록 정할 수 있고(제32c조 제2문), 양식은 법규명령이 정하는 인

터넷 통신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제32c조 제3문).

법규명령은 새로운 신분증명서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양식 사용자의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제32c조 제4문).184)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 없이 법규명령으로 관할 연방장관에게 권한을 위임

할 수 있다(제32c조 제5문).

마. 제32d조 전자적 전송 의무(2022. 1. 1. 시행)

제32d조는 변호인과 변호사의 전자문서 제출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185) 

2022. 1. 1.부터 시행된다(전자기록 도입 법률 제33조 제4항 제1호).186)

변호인과 변호사는 형사소추기관과 법원에 서면과 그 첨부문서 및 서류로 제출

하는 신청과 진술을 전자문서로 전송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d조 제1문). 전자기

록이 작성된 후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변호인과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형사절차에서 전

송하는 모든 문서를 수신인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여야 한다.187) 예외적인 경우에만 

184) KK-StPO/Graf StPO § 32c Rn. 5.
185) KK-StPO/Graf StPO § 32d Rn. 1.
186) BGBl. 2018 I S. 2229.

제32c조 전자 양식; 법규명령 제정 권한

1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법규명령으로 전자 양식을 도입할 수 있다. 2법규

명령은, 양식에 기재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계가 인식 가능하게 구조화된 형태

로 전송하도록 정할 수 있다. 3양식은 법규명령이 정하는 인터넷 통신 플랫폼에서 이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4법규명령은, 제32a조 제3항과 달리 신분증명서법

(Personalausweisgesetz) 제18조 또는 체류법(Aufenthaltsgesetz) 제78조 제5항에 

따른 전자적 동일인 증명의 방법으로 양식 사용자의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5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 없이 법규명령으로 관할 연방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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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188)

제32d조 제1문이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제2문은 변호인

과 변호사의 특정한 소송상 의사표시에 관하여 전자문서로 전송할 것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189) 즉, 변호인과 변호사는 ①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② 상고장, 상고이

유서와 답변서, ③ 사적기소, ④ 부대기소에 있어 참가 의사표시는 전자문서로 전송하

여야 한다(제32d조 제2문).

기술적인 이유로 전자적 전송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이 형태로 제

출할 수 있다(제32d조 제3문). 그러나 종이 형태로 제출할 때 또는 그 후 지체 없이 일

시적 불가능을 소명하여야 하고, 요청이 있으면 전자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d조 제4문).

바. 제32e조 기록 작성을 위한 문서 전환

(1) 일치된 형식의 기록 작성을 위한 규정

제32e조는 일치된 형식의 기록으로 만들기 위한 규정이다. 모든 절차관계인(특

히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전자기록 도입 후 문서를 전부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의

무 지울 수는 없기 때문에, 제32e조 제1항 제1문은 기록 작성 형식에 맞지 않는 문서

를 적합한 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였다.190)

187) KK-StPO/Graf StPO § 32d Rn. 2.
188) BT-Drs. 18/9416, 50.
189) KK-StPO/Graf StPO § 32d Rn. 4.
190) KK-StPO/Graf StPO § 32e Rn. 1.

제32d조 전자적 전송 의무

1변호인과 변호사는 형사소추기관과 법원에 서면과 그 첨부문서 및 서류로 제출하는 

신청과 진술을 전자문서로 전송하여야 한다. 2항소장과 항소이유서, 상고장, 상고이유

서와 답변서 및 사적기소(Privatklage), 부대기소(Nebenklage)에 있어 참가 의사표시

(Anschlusserklärung)는 전자문서로 전송하여야 한다. 3기술적인 이유로 전자적 전송

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종이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4종이 형태로 제출할 때 

또는 그 후 지체 없이 일시적 불가능을 소명하여야 한다; 요청이 있으면 전자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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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자적으로 작성된 기록에 종이문서가 제출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

니라, 반대로 현재의 과도기에 이미 종이 형태로 작성된 기록에 전자문서가 제출된 경

우에도 적용되고, 전자기록 작성에 적합하지 않은 형식으로 전송된 전자문서의 경우에

도 또한 적용된다.191)

즉, 제32e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192)

1. 전자기록이 작성된 후 문서가 종이 형태로 제출된 경우

2. 기록이 아직 종이 형태로 작성되었는데 절차관계인이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3. 전자문서가 제출되었는데 제32조 제2항 제1문에 규정된 형식에 맞지 않아 

그 형식을 변환하는 경우

191) KK-StPO/Graf StPO § 32e Rn. 1.
192) BT-Drs. 18/9416, 52.
193) ‘Besichtigung’은 문맥에 따라 (녹화물의) ‘시청’(독일 형사소송법 제58a조 제3항), (사체의) ‘검시’(제87조 

제32e조 기록 작성을 위한 문서 전환

① 1기록 작성 형식에 맞지 않는 문서(초기문서)는 적합한 형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2증거방법으로 보전된 초기문서는 적합한 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전환 시 전환된 문서와 초기문서가 외관 및 내용에 있어 일치하도록 기술 수준에 

따른 보전을 하여야 한다.

③ 1전자문서가 아닌 초기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할 경우, 전환에 사용된 절차와 외관 

및 내용의 일치를 입증하는 전환증명을 갖추어야 한다. 2책임자가 수기로 서명한 

형사소추기관 또는 법원의 문서를 전자문서가 대체하는 경우, 전환증명에는 사무국 

법원공무원의 인증된 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 3인증된 전자서명이 있거나 안전한 

전송 방법으로 제출된 전자적 초기문서를 전환하는 경우, 기록에 초기문서의 진정

성 및 무결성에 대한 검사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1증거방법으로 보전되지 않은 초기문서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전환 후 6개월 이

상 저장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 2저장 또는 보관은 시효가 완성되는 해의 말까지

만 할 수 있다. 3절차가 종료된 경우, 증거방법으로 보전되지 않은 초기문서는 절차

가 종료되는 해가 경과할 때까지만 저장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⑤ 1증거방법으로 보전되지 않은 초기문서는 증거보전된 증거문서와 같은 조건에서 열

람할 수 있다. 2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검사(Besichtigung)193)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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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의 형식에 맞지 않는 문서의 전환(제1항)

(가) 전환 의무

기록을 작성하는 관청 또는 법원은 제32e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기록 작성 형

식에 맞지 않는 문서를 기록 작성에 적합한 형식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 이는 통일된 

방식으로 기록을 작성하기 위해서이다.194)

따라서 문서가 그 초기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록의 구성요소가 되는 소위 

하이브리드형 기록 작성은 할 수 없다.195)

(나) 초기문서(Ausgangsdokument)

전자기록 도입 법률은 기록 작성 형식에 맞지 않아 적합한 형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문서를 의미하는 용어로 ‘원본’을 뜻하는 ‘Urschrift’나 ‘Original’이 아니라 ‘초기

문서(Ausgangsdokument)’를 택하였다.196)

Urschrift의 개념은 종이 매체와 너무 강하게 결부되어 있어 채택하지 않았고, 

Original의 개념은 제출된 문서가 종래 이해되어 오던 Original에 반드시 해당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자 환경에서는 이러한 개념의 범주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았다. 게다가 전자기록의 형식에 맞지 않는 전자문서도 초기문서(Ausgangs-

dokument)에 해당하는데, Urschrift의 개념은 이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197)

독일의 초기문서(Ausgangsdokument)는 우리나라 약식전자문서법의 전자화대

상문서와 유사한 개념이다.

(다) 전환 의무의 예외

제32e조 제1항 제2문은 “증거방법으로 보전된 초기문서는 적합한 형식으로 전

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1문에 따른 전환 의무의 유일한 예외로서, 문서가 피의자 또는 제3자에 

제3항) 또는 (증거물의) ‘검사’(제147조)[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46-47, 
76-77, 222-223]로 달리 번역한다. 여기서는 뒤에서 살펴보는 제147조와의 연결을 위해 ‘검사’로 번역하
였다.

194) KK-StPO/Graf StPO § 32e Rn. 3.
195) BT-Drs. 18/9416, 52.
196) BT-Drs. 18/9416, 52; KK-StPO/Graf StPO § 32e Rn. 5.
197) BT-Drs. 18/9416,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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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증거방법으로 보전된 경우 그 문서는 기록 작성에 적합한 형식으로 전환하지 않

을 수 있다.198) 즉,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의무는 아니다.199)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와 같은 문서를 전환할지[전환된 형태로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오직 ‘원본(Original)’ 형태로 기록과 분리하여 증거자료로

서 공적으로 보관할지], 전환한다면 어떠한 범위에서 전환할지는 담당 검사 또는 판사

가 결정한다.200)

(3) 전환 시 준수사항(제2항)

초기문서를 전환할 때는 전환된 문서와 초기문서가 외관 및 내용에 있어 일치하

도록 기술 수준에 따른 보전을 하여야 한다(제32e조 제2항).

컬러 종이문서는 외관상 일치를 위하여 컬러 전자문서로 스캔하여야 한다.201)

‘기술 수준(Stand der Technik)’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일

반적 원칙에 의하면 기술적으로 필요하고, 적합하고, 적절하며, (위험·장애 등을) 회

피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202)

연방정보기술보안청[Bundesamt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BSI)]은 이와 관련하여 TR RESISCAN이라는 기술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203)204)

형사소추기관이나 법원이 문서를 전환하며 제2항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면, 전

환된 문서에는 원칙적으로 높은 증거가치가 부여된다.205)

아래에서 보겠지만 전자기록 도입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5항에 제3문을 

추가하여, 전환된 문서가 초기문서와 내용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문이 없으면 법

원이 초기문서의 낭독에 대한 증거신청을 의무합치적 재량에 따라 기각할 수 있는 것

으로 하였다.

198) KK-StPO/Graf StPO § 32e Rn. 7.
199) BT-Drs. 18/9416, 52.
200) BT-Drs. 18/9416, 52-53; KK-StPO/Graf StPO § 32e Rn. 7.
201) BT-Drs. 18/9416, 53; BeckOK StPO/Valerius StPO § 32e Rn. 4.
202) KK-StPO/Graf StPO § 32e Rn. 9.
203) BT-Drs. 18/9416, 53.
204) https://www.bsi.bund.de/DE/Publikationen/TechnischeRichtlinien/tr03138/index_htm.html (2020. 

2. 22. 확인).
205) BT-Drs. 18/9416, 53; KK-StPO/Graf StPO § 32e R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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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환증명, 검사 결과 기재(제3항)

전자문서가 아닌 초기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할 경우, 전환에 사용된 절차와 외

관 및 내용의 일치를 입증하는 전환증명을 갖추어야 한다(제32e조 제3항 제1문). 책임

자가 수기로 서명한 형사소추기관 또는 법원의 문서를 전자문서가 대체하는 경우에는 

전환증명에 사무국 법원공무원의 인증된 전자서명도 있어야 한다(같은 항 제2문).

인증된 전자서명이 있거나 안전한 전송 방법으로 제출된 전자적 초기문서를 전

환하는 경우, 기록에 초기문서의 진정성 및 무결성에 대한 검사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

다(같은 항 제3문).

제1문의 규정은 특히 종이문서를 스캔하는 경우에 적용되고,206) 제3문의 규정

은 전자문서를 종이문서 또는 다른 형식의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207)

(5) 초기문서의 저장 및 보관 기간(제4항)

증거방법으로 보전208)되지 않은 초기문서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전환 후 6개

월 이상 저장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제32e조 제4항 제1문). 6개월은 최소 보관기간이

지만,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209) 그리고 제1문은 증거방법으로 보전되지 

않은 초기문서에만 적용되며, 증거방법으로 보전된 것들은 일반 규정들에 따라 최소한 

절차의 확정 시까지 보관된다.210)

제2, 3문은 정보보호의 목적과 경제적인 이유에서 초기문서의 최대보관기한을 

정하고 있다.211) 즉, 저장 또는 보관은 시효가 완성되는 해의 말까지만 할 수 있고(같

은 항 제2문), 절차가 종료된 경우, 증거방법으로 보전되지 않은 초기문서는 절차가 종

료되는 해가 경과할 때까지만 저장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같은 항 제3문).

206) KK-StPO/Graf StPO § 32e Rn. 14.
207) KK-StPO/Graf StPO § 32e Rn. 16.
208) 독일 형사소송법 제94조 증거의 보전과 압수

① 심리에서 증거방법으로서 가치가 있을 수 있는 대상은 보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은 개인이 보관하면서 자의로 제출하지 않으면 압수할 수 있다.
③, ④ (생략)
번역 참조: 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81.

209) KK-StPO/Graf StPO § 32e Rn. 18.
210) KK-StPO/Graf StPO § 32e Rn. 19.
211) KK-StPO/Graf StPO § 32e Rn.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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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기문서의 열람(제5항)

증거방법으로 보전되지 않은 초기문서는 증거보전된 증거문서와 같은 조건에서 

열람할 수 있고(제32e조 제5항 제1문),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증거물을 

검사할 권한이 있다(같은 항 제2문).

사. 제32f조 기록 열람의 허용 방식; 법규명령 제정 권한

(1) 기록 열람 절차에 관한 규정

제32f조는 절차관계인의 기록 열람 절차에 관한 규정이고, 기록열람권 자체에 

관한 규정은 아니다.212)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록열람권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변호인(제147조 제1 내지 3항), 피의자(제147조 제4항), 당사자[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OWiG)} 제49조 제1항], 사적기소인(제385조 

제3항), 부대기소인과 피해자(제406e조), 몰수참가인(제428조 제1항 제2문), 질서위

반금 부과 절차에 참가한 법인 또는 인적 단체(제444조 제2항 제2문), 사인과 그 밖의 

기관(제475조 제2항), 형 또는 개선·보안처분의 집행 중인 자[자유형 및 자유박탈적

인 개선·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형집행법){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Strafvollzugsgesetz – StVollzG)} 제12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47조 

제4항], 사법관청과 그 밖의 공공기관(제474조 제1항).213)

212) KK-StPO/Graf StPO § 32f Rn. 1.
213) KK-StPO/Graf StPO § 32f Rn. 2; BT-Drs. 18/9416, 56.

제32f조 기록 열람의 허용 방식; 법규명령 제정 권한

① 1전자기록의 열람은 기록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허

용한다. 2특별히 신청하는 경우, 사무공간에서 전자기록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기록 

열람을 허용한다. 3기록의 출력물 또는 전자기록이 저장된 저장매체의 교부는, 신

청인이 특별히 이유를 밝혀 신청하고 그에 대해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경우에만 허

용한다. 4제1문에 규정된 방식의 기록 열람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

청 없이 제2문과 제3문에 규정된 방식으로 기록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의 형사 전자소송

122

(2) 전자기록의 열람(제1항)

(가) 원칙적 방식

전자기록의 열람은 기록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제32f조 제1항 제1문).214)

(나) 대안적 방식

특별히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무공간에서 전자기록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기록 열

람을 허용한다(같은 항 제2문).

214) KK-StPO/Graf StPO § 32f Rn. 4; BT-Drs. 18/9416, 56.

② 1종이 형태로 있는 기록의 열람은 사무공간에서 기록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허용한

다. 2중대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기록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게 하거

나 기록 사본을 제공하여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기록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3특별한 신청이 있으면, 중대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 또는 변호사에

게 기록을 그의 사무실 또는 주거지에서 열람하도록 교부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기록 열람 허용 방식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

④ 1제3자가 기록 열람을 통해 기록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2기록 열람이 허용된 자의 성명이 데이터를 불러온 기록과 전송된 전

자문서에서 기술 수준에 따라 영구히 식별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⑤ 1기록 열람이 허용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기록, 문서, 출력물 또는 

등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중에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절차 외의 목적으로 전송하

거나 접근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개인

데이터는 기록 열람이 허용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3위 데이터는 그러한 목

적을 위한 정보 제공 또는 기록 열람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4기록 열람이 허용된 자에게 사용 목적이 제한된다는 점을 알려주

어야 한다.

⑥ 1연방정부는 전자기록의 열람에 적용할 표준을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법규명령으

로 정한다. 2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 없이 법규명령으로 관할 연방장관에게 권

한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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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작성 부서 사무공간에서의 전자기록 열람은 대안적인 방식의 기록 열람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신청인이 전자기록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 필요하다.215)

(다) 출력물 또는 저장매체의 교부

기록의 출력물 또는 전자기록이 저장된 저장매체의 교부는, 신청인이 특별히 이유

를 밝혀 신청하고 그에 대해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경우에만 허용한다(같은 항 제3문).

(라) 다른 방식으로의 기록 열람 허용

제1문에 규정된 원칙적 방식의 기록 열람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없이 사무공간에서 열람하게 하거나(제2문) 출력물 또는 저장매체를 교부하는 방

식(제3문)으로 기록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같은 항 제4문).

이는 신청을 요하지 않으며, 특히 기록 열람 시 수사의 목적을 위태롭게 하여 제

한된 범위 내에서 기록 열람을 허용해야 할 경우에 적용된다.216)

(3) 종이기록의 열람(제2항)

(가) 원칙적 방식

종이 형태로 있는 기록의 열람은 사무공간에서 기록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허용

하는 것이 원칙이다(제32f조 제2항 제1문).217)

(나) 사본 제공

중대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기록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게 하거나 

기록 사본을 제공하여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기록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같은 항 제2문).

기록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게 하는 기록 열람 방식은 종이기록을 

전자적 형태로 만들어서 하며,218) 이러한 방식의 기록 열람을 허용하기 위한 목적만으

로 종이문서로부터 전자기록을 만들 수도 있다.219)

215) KK-StPO/Graf StPO § 32f Rn. 8; BT-Drs. 18/9416, 56.
216) KK-StPO/Graf StPO § 32f Rn. 11.
217) KK-StPO/Graf StPO § 32f Rn. 12; BeckOK StPO/Valerius StPO § 32f Rn. 12.
218) BeckOK StPO/Valerius StPO § 32f Rn.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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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기록의 전자적 사본 또는 종이 사본을 제공하는 제2문의 기록 열람 방식은 

동시에 여러 사람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절차의 신속에 기여한다.220)

(다) 변호인 또는 변호사에 대한 기록 교부

특별한 신청이 있으면, 중대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 또는 변호사에게 기

록을 그의 사무실 또는 주거지에서 열람하도록 교부한다(같은 항 제3문).

변호인 또는 변호사에 대한 기록 교부는 종래 제147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었는

데, 전자기록 도입 법률은 기록열람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47조 제1 내지 3항은 그대

로 두고, 열람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147조 제4항이 아닌 제32f조에 규정하였다.221)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있는 관청 또는 공공기관에도 열람을 위하여 기록을 송부

할 수 있다(제474조 제5항).

(4) 기록 열람 허용 방식에 대한 결정(제3항)

제1항과 제2항의 기록 열람 허용 방식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제

32f조 제3항).

다툴 수 없는 절차관계인에 검사도 포함된다.222)

(5) 정보 보호 조치(제4항)

제3자가 기록 열람을 통해 기록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2f조 제4항 제1문).

기록 열람이 허용된 자의 성명이 데이터를 불러온 기록과 전송된 전자문서에서 기

술 수준에 따라 영구히 식별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같은 항 제2문).

(6) 열람한 기록의 사용(제5항)

기록 열람이 허용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기록, 문서, 출력물 또

는 등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중에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절차 외의 목적으로 전송하

219) KK-StPO/Graf StPO § 32f Rn. 12.
220) KK-StPO/Graf StPO § 32f Rn. 12.
221) KK-StPO/Willnow StPO § 147 Rn. 10.
222) BeckOK StPO/Valerius StPO § 32f Rn.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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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접근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제32f조 제5항 제1문).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개인데이터는 기록 열람이 허용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같은 항 제2문), 그 외의 목적을 위한 정보 제공 또는 기록 열람이 허

용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같은 항 제3문).

기록 열람이 허용된 자에게 사용 목적이 제한된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한다(같은 

항 제4문).

(7) 법규명령 제정(제6항)

연방정부는 전자기록의 열람에 적용할 표준을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법규명령

으로 정한다(제32f조 제6항 제1문).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 없이 법규명령으로 관할 연방장관에게 권한을 위임

할 수 있다(같은 항 제2문).

3. 제41a조 삭제

전자기록 도입 법률은 사법의사소통법에 의해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41a조(법원

과 검찰에 대한 전자적 제출)를 삭제하였다(제1조 제6호).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형사소송법 시행법[Einführungsgesetz zur 

Strafprozeßordnung(EGStPO)] 제15조는 연방정부와 주(州)정부가 각 그 관할구역 내

에서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32a조를 적용하지 않고 2019. 1. 1. 또는 2020. 1. 1.부터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하게 하고 2018. 12. 31. 또는 2019. 12. 31.까지는 형사소송법 

제41a조를 계속 적용하도록 법규명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기록 도입 법률 시

행 후에도 2019. 12. 31.까지는 형사소송법 제41a조가 계속 적용될 수 있게 하였다.223)

4. 관련 규정 개정

전자기록 도입 법률은 전자기록의 도입에 맞춰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문들도 개

정하였는데, 아래에서는 그중 주요 부분들을 본다.

223) KK-StPO/Graf StPO § 32 Rn. 17; KK-StPO/Graf StPO § 4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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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편(총칙) 부분

(1) 제41조 검찰에 대한 송달

제41조는 검찰에 대한 간이한 송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다.224)

검찰에 대한 송달은 송달할 서류의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하는데, 전자기록 도입 

법률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송달할 수 있게 되었다.

검찰이 아닌 다른 관청에 대한 이 규정에 따른 송달은 효력이 없다.225)

(2) 제114d조 수감시설에 대한 통지

앞의 제32b조 부분에서 보았듯이, 전자기록 도입 법률 시행 전 독일의 형사소송

법에는 두 개의 조문(수감시설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정본 송부에 관한 제114d조 제2

항 제2문, 판결의 정본·초본에 관한 제275조 제4항)에서만 정본(Ausfertigung)이라

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전자기록 도입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114d조 제2항 제2문의 

‘정본’은 ‘등본(Abschrift)’으로 변경하고 제275조 제4항은 삭제함으로써 형사소송법에

서 더 이상 정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게 하였다.227)

224) KK-StPO/Maul StPO § 41 Rn. 1.
225) KK-StPO/Maul StPO § 41 Rn. 1.
226) 번역 참조: 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27.
227) BT-Drs. 18/9416, 50.

개정 전 개정 후

제41조 검찰에 대한 송달226)

1검찰에 대한 송달은 송달할 서류의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한다.
　　　　　　　　　　　　2송달로써 기간 진행이 개시

되는 경우, 검찰은 그 서류의 원본에 제시일

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41조 검찰에 대한 송달

1검찰에 대한 송달은 전자적으로 전송(제32b

조 제3항)하거나 송달할 서류의 원본을 제시

함으로써 한다. 2송달로써 기간 진행이 개시

되고 원본의 제시로 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검찰은 그 서류의 원본에 제시일을 부기하여

야 한다. 3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도달 시

점(제32a조 제5항 제1문)을 기록에 기록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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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개정 후

제114d조 수감시설에 대한 통지228)

① 1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관할수감시설에 수

용촉탁서와 함께 구속명령 사본을 송부한

다. 2법원은 이와 함께 다음 각 사항을 통

지한다.

1. 절차를 진행하는 검찰과 제126조에 따

른 관할법원

2. 제114c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

3. 제11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재판과 

그 밖의 조치

4. 수감시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

에서 절차상 이루어진 그 밖의 판단

5. 공판기일과 거기에서 밝혀진 사실로서 

수감시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것

6. 판결의 확정력 발생 시점

7. 피의자에 관한 그 밖의 데이터로서 수

감시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것, 특히 

피의자의 인격과 추가적인 중요한 형사

절차에 관한 정보

  3제1문과 제2문은 이미 통지된 사항이 변경

된 경우에 준용한다. 4수감시설에서 이미 

다른 경로로 알고 있는 사항은 통지하지 

않는다.

② 1검찰은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특히 제1항 제2문 제7호에 따른 

데이터와 검찰이 제1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한 판단과 그 밖의 조치를 수감시설

에 직권으로 통지한다. 2그 밖에도 검찰은 

수감시설에 기소장 정본(Ausfertigung)을 

송부하고, 제126조 제1항에 따른 관할법

원에 공소제기 사실을 통지한다.

제114d조 수감시설에 대한 통지

① 1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관할수감시설에 수

용촉탁서와 함께 구속명령 사본을 송부한

다. 2법원은 이와 함께 다음 각 사항을 통

지한다.

1. 절차를 진행하는 검찰과 제126조에 따

른 관할법원

2. 제114c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

3. 제11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재판과 

그 밖의 조치

4. 수감시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

에서 절차상 이루어진 그 밖의 판단

5. 공판기일과 거기에서 밝혀진 사실로서 

수감시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것

6. 판결의 확정력 발생 시점

7. 피의자에 관한 그 밖의 데이터로서 수

감시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것, 특히 

피의자의 인격과 추가적인 중요한 형사

절차에 관한 정보

  3제1문과 제2문은 이미 통지된 사항이 변경

된 경우에 준용한다. 4수감시설에서 이미 

다른 경로로 알고 있는 사항은 통지하지 

않는다.

② 1검찰은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특히 제1항 제2문 제7호에 따른 

데이터와 검찰이 제1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한 판단과 그 밖의 조치를 수감시설

에 직권으로 통지한다. 2그 밖에도 검찰은 

수감시설에 기소장 등본(Abschrift)을 송

부하고, 제126조 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

에 공소제기 사실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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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47조 기록열람권, 검사권; 피의자의 정보권

(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기록열람권 -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기록열람권이 거의 보장되어 있지 않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은 긴급체포서, 현

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의 등본을 교부받고(형사소송규칙 

제101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3조), 영장실질심사 전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고소·고발장, 피의자

가 진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대한 열람[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 제1항, 인신구속사

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9조 제1항]이 가능한 정도이다.

그나마 열람은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다는 검사의 의견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고(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 제2항, 위 예규 제9조 제2항) 열람의 실익도 크게 없어

(고소·고발 내용은 영장청구서를 통해 알 수 있고 피의자가 진술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은 피의자나 그 가족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실무상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229)

그 외의 경우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소명자료로 제출된 수사기록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위 예규 제9조 제3항).

(나)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기록열람권 - 독일

그러나 독일에서는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의 기록열람권이 상당히 폭넓게 인정된다.

피의자에 대한 효과적인 변호는 피의자가 그의 혐의와 관련된 사정을 알 경우에

만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이는 범죄행위와 증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

문이다.230)

즉, 포괄적인 기록열람권이 법치국가원칙에 기해 요구되는 권리이며, 공정한 절

차의 핵심 요소이고, 무기대등원칙의 전제라고 보고 있다.231)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변호인은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에 제출될 기록을 

열람하고 공적으로 보관하는 증거물을 검사할 수 있다(독일 형사소송법 제147조 제1

항). 다른 형사절차를 포함해 심리 목적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며 제3자의 중대한 보호

228) 번역 참조: 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169, 171.
229) 정성민,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제도 고찰”, 사법 제50호 (2019. 12.), 93.
230) KK-StPO/Willnow StPO § 147 Rn. 1.
231) MüKoStPO/Thomas/Kämpfer StPO § 147 R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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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있는 이익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도 기록을 열람하거나 증

거물을 검사할 수 있다(제147조 제4항 제1문).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심리 목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 기록 

열람이나 증거물 검사가 거부될 수 있다(제147조 제2항 제1문). 그러나 피의자가 구속

되어 있거나 구속이 잠정적인 체포의 사안에서 신청되어 있으면 구금의 적법성을 판단

하는 데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기록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같은 

항 제2문). 그리고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인의 참석이 허용되었거나 허용되어야 했던 

법관의 심리행위에 관한 조서, 감정인의 감정서에 대한 열람은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도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제147조 제3항).

(다) 변호인 없는 피의자의 기록열람권

개정 전의 형사소송법 제147조 제7항은 변호인 없는 피의자에게는 기록상의 정

보와 사본의 교부가 적절한 변호에 필요하고 다른 형사절차를 포함해 심리 목적을 위

태롭게 하지 않으며 제3자의 중대한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피의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정보와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여 변호인 없는 피의자의 기

록 열람과 변호인의 기록 열람을 달리 규정하였으나, 전자기록 도입 법률은 제147조 

제7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개정하여 변호인 없는 피의자의 경우에도 다른 형사절차를 

포함해 심리 목적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며 제3자의 중대한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장애

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제1 내지 3항에 따라 기록을 열람하고 공적으로 보관하는 증거

물을 감독하에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항 제1문).

(라) 기록 열람의 방식

개정 전의 형사소송법 제147조 제4항은 다른 중대한 장애사유가 없는 한 신청

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증거물을 제외한 모든 기록을 그의 사무실이나 주거에서의 열람

을 위해 교부하도록 하였다(제1문).

그런데 전자기록 도입 법률은 기록열람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47조 제1 내지 

3항은 그대로 둔 반면, 열람의 방식에 관하여는 종래의 제147조 제4항이 아닌 제32f

조에 규정하였다.232)

232) KK-StPO/Willnow StPO § 147 R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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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신청이 있으면, 중대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도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사에

게 기록을 그의 사무실 또는 주거지에서 열람하도록 교부한다(제32f조 제2항 제3문).

기록이 전자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기록열람실에서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제147조 제4항 제2문).

개정 전(제147조 제4항 제1문) 개정 후(제32f조 제2항 제3문)

신청이 있으면, 다른 중대한 장애사유가 없는 

한도에서, 변호인에게 증거물을 제외한 모든 

기록을 그의 사무실이나 주거에서 열람하도록 

교부하여야 한다.

특별한 신청이 있으면, 중대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도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사에게 기록

을 그의 사무실 또는 주거지에서 열람하도록 

교부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7조 기록열람권, 검사권; 

피의자의 정보권233)

①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되었거나 공소가 제기

되면 법원에 제출될 기록을 열람하고, 공적

으로 보관하는 증거물을 검사할 수 있다.

② 1수사 종결이 아직 기록에 기입되지 않았

으면, 변호인이 기록의 전부나 일부를 열

람하거나 공적으로 보관하는 증거물을 검

사하는 것은 심리 목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에 거부될 수 있다. 2제1문의 요

건이 존재하고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거나 

구속이 잠정적인 체포의 사안에서 신청되

어 있으면, 구금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는 변호인이 적합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 한

도에서의 기록 열람은 허용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인의 참석이 허용되

었거나 허용되어야 했던 법관의 심리행위

에 관한 조서(Niederschrift) 및 감정인의 

제147조 기록열람권, 검사권; 

피의자의 정보권

①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되었거나 공소가 제기

되면 법원에 제출될 기록을 열람하고, 공적

으로 보관하는 증거물을 검사할 수 있다.

② 1수사 종결이 아직 기록에 기입되지 않았

으면, 변호인이 기록의 전부나 일부를 열

람하거나 공적으로 보관하는 증거물을 검

사하는 것은 심리 목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에 거부될 수 있다. 2제1문의 요

건이 존재하고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거나 

구속이 잠정적인 체포의 사안에서 신청되

어 있으면, 구금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는 변호인이 적합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 한

도에서의 기록 열람은 허용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인의 참석이 허용되

었거나 허용되어야 했던 법관의 심리행위

에 관한 조서(Protokoll) 및 감정인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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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서에 대한 열람은 절차의 어느 단계에

서도 거부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1신청이 있으면, 다른 중대한 장애사유가 

없는 한도에서, 변호인에게 증거물을 제외

한 모든 기록을 그의 사무실이나 주거에서 

열람하도록 교부하여야 한다. 2그 판단은 

불복할 수 없다.

⑤ 1기록 열람의 허용에 관하여는 공판개시 전

의 절차에서 또는 절차의 확정력 있는 종결 

후에는 검찰이 판단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본안법원의 재판장이 판단한다. 2검찰이 수

사 종결을 기록에 기입한 후에 기록 열람을 

거부하거나, 검찰이 제3항에 따른 열람을 

거부하거나 또는 피의자가 구금되어 있으

면, 제162조에 따른 관할법원에 재판을 신

청할 수 있다. 3제297조 내지 제300조, 제

302조, 제306조 내지 제309조, 제311a조

와 제473a조를 준용한다. 4이 재판은 그 이

유의 공개가 심리 목적을 위태롭게 할 수 있

는 한도에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다.

⑥ 1기록 열람의 거부사유가 사전에 소멸하지 

않았으면, 검찰은 늦어도 수사 종결 시에 명

령을 취소한다. 2변호인에게는 기록열람권

이 다시 제한 없는 상태로 되는 즉시 통지하

여야 한다.

⑦ 1변호인 없는 피의자에게는 기록상의 정보

와 사본의 교부가 적절한 변호에 필요하고 

다른 형사절차를 포함해 심리 목적을 위태

정서에 대한 열람은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도 거부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1다른 형사절차를 포함해 심리 목적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며 제3자의 중대한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는 제1 

내지 3항을 준용함에 있어 기록을 열람

하고 공적으로 보관하는 증거물을 감독

하에 검사할 수 있다. 2기록이 전자적으

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기록열람실에서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여

야 한다.

⑤ 1기록 열람의 허용에 관하여는 공판개시 전

의 절차에서 또는 절차의 확정력 있는 종결 

후에는 검찰이 판단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본안법원의 재판장이 판단한다. 2검찰이 수

사 종결을 기록에 기입한 후에 기록 열람을 

거부하거나, 검찰이 제3항에 따른 열람을 

거부하거나 또는 피의자가 구금되어 있으

면, 제162조에 따른 관할법원에 재판을 신

청할 수 있다. 3제297조 내지 제300조, 제

302조, 제306조 내지 제309조, 제311a조

와 제473a조를 준용한다. 4이 재판은 그 이

유의 공개가 심리 목적을 위태롭게 할 수 있

는 한도에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다.

⑥ 1기록 열람의 거부사유가 사전에 소멸하지 

않았으면, 검찰은 늦어도 수사 종결 시에 명

령을 취소한다. 2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에게는 기록열람권이 다시 제한 없는 

상태로 되는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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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편(제1심 절차) 중 제1장(공소), 제2장(공소의 준비) 부분

(1) 제155b조 가해자-피해자-화해의 실행

가해자-피해자-화해(Täter-Opfer-Ausgleich) 또는 피해회복의 목적에서 그 

실행을 위탁한 기관에 필요한 개인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제155b조 제1항 제1문).

그리고 정보의 제공에 과도한 비용이 들 경우, 종래에는 기록을 열람하도록 수

탁기관에 송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전자기록 도입 법률에 의해 수탁기관

에 기록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같은 항 제2문).

233) 번역 참조: 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223, 225.

롭게 하지 않으며 제3자의 중대한 보호가

치 있는 이익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도에

서 피의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정보와 사

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2제2항 제2문 전

단, 제5항과 제477조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5b조 가해자-피해자-화해의 실행234)

① 1검찰과 법원은 가해자-피해자-화해(Täter
-Opfer-Ausgleich) 또는 피해회복의 목

적에서 그 실행을 위탁한 기관에 직권으로 

또는 그 기관의 신청에 따라 이에 필요한 

개인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 2정보의 제

공에 과도한 비용이 들 경우에는, 기록을 

열람하도록 그 수탁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3공적 기관이 아닌 수탁기관에는 전달받은 

개인데이터를 오로지 가해자-피해자-화해 

또는 피해회복의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는 점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1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개인

데이터를 가공하고 이용하는 것이 가해자-

제155b조 가해자-피해자-화해의 실행

① 1검찰과 법원은 가해자-피해자-화해(Täter
-Opfer-Ausgleich) 또는 피해회복의 목

적에서 그 실행을 위탁한 기관에 직권으로 

또는 그 기관의 신청에 따라 이에 필요한 

개인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 2정보의 제

공에 과도한 비용이 들 경우에는, 그 수탁

기관에 기록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3공적 

기관이 아닌 수탁기관에는 전달받은 개인데

이터를 오로지 가해자-피해자-화해 또는 

피해회복의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1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개인

데이터를 가공하고 이용하는 것이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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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68a조 법관의 심리행위의 조서 작성 방법

제168a조는 법관의 심리행위를 조서로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조문인데, 여기서 

‘참여자(Mitwirkende)’는 판사, 검사, 출석·신청·질문권이 있는 그 밖의 절차관계

인, 조서작성자, 통역인을 말하고,235) ‘관계인(Beteiligte)’은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신

문되는 자, 검증의 대상인 자, 증인의 조력인으로 출석한 변호사를 말한다.236)

조서가 심리에 참여한 관계인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그에게 동의를 위하여 낭독

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하는데, 전자기록 도입 법률에 의해 모니터로 보

234) 번역 참조: 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247.
235) KK-StPO/Griesbaum StPO § 168a Rn. 1.
236) KK-StPO/Griesbaum StPO § 168a Rn. 1.

피해자-화해 또는 피해회복의 실행에 필요

하고 그 개인데이터 당사자의 보호가치 있

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그 가공

과 이용을 할 수 있다. 2수탁기관은 개인데

이터의 당사자가 동의하고 가해자-피해자

-화해 또는 피해회복의 실행에 필요한 경

우에만 개인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및 그 수

집된 정보를 가공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할 

수 있다. 3수탁기관은 그 활동의 종결 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찰이나 법원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공적 기관이 아니면, 연방데이

터보호법 제3절의 규정은 데이터가 전산 자

료로 가공되지 않거나 전산 자료에서 추출

되어 가공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④ 1제2항 제1문과 제2문에 규정된 개인데

이터가 담긴 서류들은 수탁기관이 형사절

차 종결부터 1년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2검찰 또는 법원은 수탁기관에 지체 없이 

직권으로 절차 종결의 시점을 통지한다.

피해자-화해 또는 피해회복의 실행에 필요

하고 그 개인데이터 당사자의 보호가치 있

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그 가공

과 이용을 할 수 있다. 2수탁기관은 개인데

이터의 당사자가 동의하고 가해자-피해자

-화해 또는 피해회복의 실행에 필요한 경

우에만 개인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및 그 수

집된 정보를 가공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할 

수 있다. 3수탁기관은 그 활동의 종결 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찰이나 법원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공적 기관이 아니면, 연방데이

터보호법 제3절의 규정은 데이터가 전산 자

료로 가공되지 않거나 전산 자료에서 추출

되어 가공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④ 1제2항 제1문과 제2문에 규정된 개인데

이터가 담긴 서류들은 수탁기관이 형사절

차 종결부터 1년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2검찰 또는 법원은 수탁기관에 지체 없이 

직권으로 절차 종결의 시점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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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줄 수도 있게 개정되었고(제3항 제1문), 조서에 하는 관계인의 서명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제3항 제3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68a조 법관의 심리행위의 조서 작성 방법237)

① 1조서는 심리의 장소와 일자 및 참여자

(Mitwirkende)와 관계인(Beteiligte)의 

이름을 기재하고 절차의 주요 형식이 준수

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제

68조 제2항, 제3항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1조서의 내용은 통용되는 속기, 속기타자

기, 녹음기 또는 해독 가능한 약어로 임시

로 기록할 수 있다. 2이 경우 심리 종료 후 

지체 없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잠정

적인 기록은 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며, 이

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무국에 기록

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4녹음물은 절차

가 확정력 있게 종결되거나 그 밖의 사유

로 종료한 경우에 폐기할 수 있다.

③ 1조서가 심리에 참여한 관계인과 관련된 것

일 때에는, 그에게 동의를 위하여 낭독하

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2동의는 기재하여

야 한다. 3조서에는 관계인이 서명하여야 

하며, 서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를 기재하여야 한다.　　　　　　　　　　　　4조서의 

내용이 임시로만 기록되어 있는 경우, 임

시로 기록된 내용을 낭독하거나 재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5조서에는 낭독 또는 재

생이 되고 동의를 받았는지 또는 어떤 이

의가 제기되었는지를 기재해야 한다. 6낭

제168a조 법관의 심리행위의 조서 작성 방법

① 1조서는 심리의 장소와 일자 및 참여자

(Mitwirkende)와 관계인(Beteiligte)의 

이름을 기재하고 절차의 주요 형식이 준수

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제

68조 제2항, 제3항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1조서의 내용은 통용되는 속기, 속기타자

기, 녹음기 또는 해독 가능한 약어로 잠정

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2이 경우 심리 종

료 후 지체 없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잠정적인 기록은 기록에 편철하거나 또는 

이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무국에 기

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4녹음물은 절

차가 확정력 있게 종결되거나 그 밖의 사

유로 종료한 경우에 폐기할 수 있다.

③ 1조서가 심리에 참여한 관계인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그에게 동의를 위하여 낭독

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제시하거나 모니

터로 보여주어야 한다. 2동의는 기재하여

야 한다. 3조서에는 관계인이 전자서명 또

는 서명하여야238)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조서의 

내용이 임시로만 기록되어 있는 경우, 임

시로 기록된 내용을 낭독하거나 재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5조서에는 낭독 또는 재

생이 되고 동의를 받았는지 또는 어떤 이

의가 제기되었는지를 기재해야 한다. 6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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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68b조 수사기관의 조사행위에 관한 조서

(가) 조문 제목의 변경

제168b조는 종래 조문 제목이 ‘검찰의 조사행위에 관한 조서’였으나, 그 내용에 

맞게 ‘수사기관의 조사행위에 관한 조서’로 변경되었다.

제168b조의 조문 내용에 대한 개정은 없었으나,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전자기

록화는 우리나라에 도입될 형사 전자소송에 참고가 될 수 있으므로 독일 수사기관의 

조서 작성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공판에서의 증거조

사에 대해서는 아래 제249조 부분에서 본다).

(나) 수사기관의 조서 작성

수사기관의 조사행위의 결과는 기록에 기재하여야 한다(제168b조 제1항). 그리

237) 번역 참조: 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271; 법무부, 독일 형사소송법 (2012), 
166-167.

238) 원문은 ‘zu signieren oder zu unterschreiben’으로 ‘electronisch’라는 말이 없으나, ‘signieren’은 조서
가 전자적으로 작성되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BeckOK StPO/El Duwaik StPO § 168a Rn. 9), 
‘unterschreiben’과 구별하여 ‘signieren’은 ‘전자서명’을 하는 것으로 번역하였다. 법률에서는 전자서명의 
구체적인 형식과 구체적인 기술적 절차에 대해서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KK-StPO/Griesbaum StPO § 
168a Rn. 11).

독이나 열람을 위한 제시 또는 재생은 관

계인과 관련 있는 한도에서 관계인이 기록 

후 이를 포기하는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 

조서에는 포기 진술이 있었다는 것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④ 1조서에는 법관과 조서작성자가 서명해야 

한다. 2조서작성자가 참여하지 않은 채 조

서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가 녹음기에 잠

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법관과 나중에 

조서를 작성한 사람이 서명한다. 3그 작성

자는 기재의 정확성을 보증한다는 추가 문

장을 기재함과 아울러 서명한다. 4기재가 

부정확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은 허용된다.

니터로 보여주는 것, 낭독이나 열람을 위

한 제시 또는 재생은 관계인과 관련 있는 

한도에서 관계인이 기록 후 이를 포기하는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 조서에는 포기 진

술이 있었다는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1조서에는 법관과 조서작성자가 서명해야 

한다. 2조서작성자가 참여하지 않은 채 조

서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가 녹음기에 잠

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법관과 나중에 

조서를 작성한 사람이 서명한다. 3그 작성

자는 기재의 정확성을 보증한다는 추가 문

장을 기재함과 아울러 서명한다. 4기재가 

부정확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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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피의자, 증인, 감정인의 신문에 관하여 조서는 그 작성이 수사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고 가능한 한도에서 제168조239)와 제168a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제168b조 제

2항 제1문).

따라서 피의자·증인·감정인 신문조서에는 신문의 장소와 일자 및 참여자와 관

계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절차의 주요 형식이 준수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제168b조 제2항 제1문, 제168a조 제1항 제1문). 그리고 심리에 참여한 관계인에게 

조서를 낭독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제시하거나 모니터로 보여주고 그의 동의를 기재

하여야 하며, 조서에 관계인이 전자서명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등(제168b조 제2항 제

1문, 제168a조 제3항 제1 내지 3문) 제168조와 제168a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서

제168조와 제168a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증거사용 자체가 금지되지

는 않고, 그 조서의 증거가치가 감소되거나 없어질 뿐이다.240)

(라)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이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우리나라와 구별되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

성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12조 제1, 3항).

그에 따라 판례도 “비록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

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

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

239) 독일 형사소송법 제168조 법관의 심리행위에 관한 조서
1법관의 모든 심리행위는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조서 작성을 위하여 사무국의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하여
야 한다; 법관은 조서작성자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에 그 참여를 시키지 않을 수 있다. 3급박
한 경우에 법관은 자신이 선서시킨 사람을 조서작성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번역 참조: 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269, 271.

240) MüKoStPO/Kölbel StPO § 168b Rn. 7; KK-StPO/Griesbaum StPO § 168b R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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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241) “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이 있고, 그 날인

(무인 포함)이나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

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그 날인이나 간인을 거

부하였기 때문이어서 그러한 취지가 조서 말미에 기재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242)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4) 제229조 최대 정지 기간

공판의 최대 정지 기간을 규정한 제229조에 기술적 장애에 관한 제5항이 신설

되었다.

일시적인 기술적 장애로 인하여 법원이 제229조 제1 내지 4항에 규정된 기간 

24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242)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237 판결.
243) 번역 참조: 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271, 273.

개정 전 개정 후

제168b조 검찰의 조사행위에 관한 조서243)

① 수사기관의 조사행위의 결과는 기록에 기

재하여야 한다.

② 1피의자, 증인, 감정인의 신문에 관하여 조

서는 그 작성이 수사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고 가능한 한도에서 제168조와 제168a

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피의자 신문

에 관하여 조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그의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기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1제136조 제1항, 제163a조에 따른 피의자 

신문 전의 고지는 문서로 남겨야 한다. 2이

는 피의자가 그의 신문 전에 그가 선임하

려는 변호인에게 물어보고 싶은지 여부에 

관한 그의 판단에도 마찬가지다.

제168b조 수사기관의 조사행위에 관한 조서

① 수사기관의 조사행위의 결과는 기록에 기

재하여야 한다.

② 1피의자, 증인, 감정인의 신문에 관하여 조

서는 그 작성이 수사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고 가능한 한도에서 제168조와 제168a

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피의자 신문

에 관하여 조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그의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기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1제136조 제1항, 제163a조에 따른 피의자 

신문 전의 고지는 문서로 남겨야 한다. 2이

는 피의자가 그의 신문 전에 그가 선임하

려는 변호인에게 물어보고 싶은지 여부에 

관한 그의 판단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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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후에 공판기일을 속행하지 못하거나 제4항 제2문의 경우 그 다음 근무일에 공판

기일을 속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4항 제1문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장애가 제거된 후 지

체 없이, 그러나 늦어도 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에 공판기일을 속행할 수 있다(제5항 

제1문).

제5항의 ‘기술적 장애’는 법원이 기일을 속행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적 장애를 의

미하며, 단지 절차관계인만이 속행기일에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적 장

애는 포함되지 않는다.244)

제1문의 기술적 장애의 존재는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다

툴 수 없다(같은 항 제2문).

244) KK-StPO/Gmel StPO § 229 Rn. 14a.

개정 전 개정 후

제229조 최대 정지 기간245)

① 공판은 3주일까지 정지될 수 있다.

② 공판은 그때마다 이미 적어도 10일 이상 

열린 경우에도 1개월까지 정지될 수 있다.

③ 1피고인 또는 판결하기 위하여 호출된 사람

이 이미 적어도 10일 이상 열린 공판에 질병 

때문에 출석할 수 없으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의 진행은 그 장애사유의 지속 

동안에 최장 6주일까지 저지된다; 이 기간

은 저지 사유의 종료 후 최소 10일이 경과해

야 종료한다. 2그 저지의 시작과 종료는 법

원이 불복할 수 없는 결정으로 정한다.

④ 1공판이 늦어도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

된 기간이 지난 다음 날에 속행되지 않으

면, 공판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2그 기

간 경과 후의 다음 날이 일요일,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공판을 그 다음 근무일

에 속행할 수 있다.

제229조 최대 정지 기간

① 공판은 3주일까지 정지될 수 있다.

② 공판은 그때마다 이미 적어도 10일 이상 

열린 경우에도 1개월까지 정지될 수 있다.

③ 1피고인 또는 판결하기 위하여 호출된 사람

이 이미 적어도 10일 이상 열린 공판에 질병 

때문에 출석할 수 없으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의 진행은 그 장애사유의 지속 

동안에 최장 6주일까지 저지된다; 이 기간

은 저지 사유의 종료 후 최소 10일이 경과해

야 종료한다. 2그 저지의 시작과 종료는 법

원이 불복할 수 없는 결정으로 정한다.

④ 1공판이 늦어도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

된 기간이 지난 다음 날에 속행되지 않으

면, 공판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2그 기

간 경과 후의 다음 날이 일요일,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공판을 그 다음 근무일

에 속행할 수 있다.

⑤ 1일시적인 기술적 장애로 인하여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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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편(제1심 절차) 중 제6장(공판) 부분

(1) 제244조 증거조사; 심리원칙; 증거신청의 기각

앞의 제32e조 부분에서 보았듯이, 형사소추기관이나 법원이 문서를 전환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면, 전환된 문서에는 원칙적으로 높은 증거가치

가 부여된다.246)

전자기록 도입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5항에 제3문을 추가하여, 전환된 

문서가 초기문서와 내용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문이 없으면 법원이 초기문서의 

낭독에 대한 증거신청을 의무합치적 재량에 따라 기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위 규정은 제32e조 제1항에 따라 전환된 모든 문서에 적용된다.247)

그리고 제244조 제5항 제3문은 오직 서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 상태의 검

사를 위한 초기문서에 대한 검증 신청에는 제3문이 아니라 같은 항 제1문이 적용되며, 

그 검증이 법원의 의무합치적인 재량에 따라 진실 규명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

각할 수 있다(제1문).248)

245) 번역 참조: 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303, 305.
246) BT-Drs. 18/9416, 53; KK-StPO/Graf StPO § 32e Rn. 10.
247) BT-Drs. 18/9416, 62.
248) BT-Drs. 18/9416, 62.

제1 내지 4항에 규정된 기간 경과 후에 공

판기일을 속행하지 못하거나 제4항 제2문

의 경우 그 다음 근무일에 공판기일을 속

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4항 제1문에도 불

구하고 기술적 장애가 제거된 후 지체 없

이, 그러나 늦어도 기간 경과 후 10일 이

내에 공판기일을 속행할 수 있다. 2제1문

의 기술적 장애의 존재는 법원이 다툴 수 

없는 결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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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개정 후

제244조 증거조사; 심리원칙; 

증거신청의 기각249)

① 피고인신문 후에 증거조사를 한다.

② 법원은 진실 규명을 위하여 직권으로 재판

에 의미 있는 모든 사실과 증거방법에 관

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1증거신청은 그 증거의 조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기각하여야 한다. 2그 밖에 증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

이어서 증거조사가 불필요한 경우, 증명하

려는 사실이 재판에 무의미하거나 이미 증

명된 경우, 증거방법이 완전히 부적합하거

나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이 절차 지

연의 목적으로 제기된 경우 또는 피고인의 

책임감면을 위하여 증명하려는 중요한 주

장을 마치 그 주장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취급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한다.

④ 1감정인신문을 구하는 증거신청은,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법원 자신이 필요

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기각할 

수 있다. 2추가 감정인에 대한 심문은 주장 

사실의 반대사실이 선행 감정을 통해 이미 

증명된 경우에도 기각할 수 있다; 선행 감

정인의 전문지식이 의심스러운 경우, 그의 

감정이 부정확한 사실적 전제를 근거로 하

는 경우, 그 감정이 모순되는 경우, 새로운 

감정인이 선행 감정인의 것을 능가하는 것

으로 보이는 연구수단을 구비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1검증을 구하는 증거신청은 그 검증이 법

원의 의무합치적인 재량에 따라 진실 규명

제244조 증거조사; 심리원칙; 

증거신청의 기각

① 피고인신문 후에 증거조사를 한다.

② 법원은 진실 규명을 위하여 직권으로 재판

에 의미 있는 모든 사실과 증거방법에 관

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1증거신청은 그 증거의 조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기각하여야 한다. 2그 밖에 증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

이어서 증거조사가 불필요한 경우, 증명하

려는 사실이 재판에 무의미하거나 이미 증

명된 경우, 증거방법이 완전히 부적합하거

나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이 절차 지

연의 목적으로 제기된 경우 또는 피고인의 

책임감면을 위하여 증명하려는 중요한 주

장을 마치 그 주장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취급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한다.

④ 1감정인신문을 구하는 증거신청은,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법원 자신이 필요

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기각할 

수 있다. 2추가 감정인에 대한 심문은 주장 

사실의 반대사실이 선행 감정을 통해 이미 

증명된 경우에도 기각할 수 있다; 선행 감

정인의 전문지식이 의심스러운 경우, 그의 

감정이 부정확한 사실적 전제를 근거로 하

는 경우, 그 감정이 모순되는 경우, 새로운 

감정인이 선행 감정인의 것을 능가하는 것

으로 보이는 연구수단을 구비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1검증을 구하는 증거신청은 그 검증이 법

원의 의무합치적인 재량에 따라 진실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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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49조 낭독을 통한 서증 조사; 혼자 읽는 절차

(가) 서증에 관한 규정

제249조 내지 제256조는 서증에 관한 규정이다. 제249조는 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의 내용이 공판에 들어오는 증거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서류의 낭독을 통해 

이루어진다.250)

(나) 개정 내용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문은 “문서와 그 밖에 증거방법이 되는 서류

는 공판에서 낭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제1문), 전자기록 도입 법률은 “문서는 

249) 번역 참조: 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315, 317.
250) KK-StPO/Diemer StPO § 249 Rn. 1.

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

다. 2증인 신문을 구하는 증거신청도 그의 

출석요구가 외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경우

에 위와 동일한 요건하에 기각할 수 있다.

⑥ 1증거신청의 기각에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

하다. 2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 종결 후에 

재판장은 증거신청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3그 기간의 경과 후에 제출

된 증거신청에 대하여는 판결에서 답할 수 

있다; 증거신청을 기간 경과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증

거신청을 기간 경과 후에 하면, 기간준수

를 불가능하게 했던 사실은 그 증거신청 

시에 소명되어야 한다.

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

다. 2증인 신문을 구하는 증거신청도 그의 

출석요구가 외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경우

에 위와 동일한 요건하에 기각할 수 있다. 
3초기문서의 낭독에 대한 증거신청은 법원

의 의무합치적 재량에 따라 전환된 문서와

의 내용적 일치에 대해 의문이 있다는 사

정이 없으면 기각할 수 있다.

⑥ 1증거신청의 기각에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

하다. 2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 종결 후에 

재판장은 증거신청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3그 기간의 경과 후에 제출

된 증거신청에 대하여는 판결에서 답할 수 

있다; 증거신청을 기간 경과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증

거신청을 기간 경과 후에 하면, 기간준수

를 불가능하게 했던 사실은 그 증거신청 

시에 소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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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에 대한 증거조사를 위하여 공판에서 낭독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다(제1문).

그리고 제2문에서 “전자문서는 낭독할 수 있는 한도에서 문서이다.”라고 하여, 

전자문서도 낭독할 수 있는 한도에서 제1문의 문서에 해당함을 명백히 하였다.251) 제2

문 및 제1문에 따라, 전자문서가 원래부터 전자문서였는지 아니면 제32e조에 의해 전

환된 것인지 여부는 그 전자문서의 낭독의 허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52)

낭독할 수 있는 서류를 특별히 예시한 개정 전의 제2문은 삭제되었다.253)

(다) 서증의 조사 방법 - 원칙: ① 전부 낭독 / 예외: ② 일부 낭독, ③ 주요 내용 고지

① 서증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서류를 낭독하여 한다. 검증으로 그 내용을 

251) BT-Drs. 18/9416, 62.
252) BT-Drs. 18/9416, 63; BeckOK StPO/Ganter StPO § 249 Rn. 7; Eisenberg, Beweisrecht der 

StPO, Rn. 2000.
253) BT-Drs. 18/9416, 63.
254) 번역 참조: 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323.

개정 전 개정 후

제249조 낭독을 통한 서증 조사; 

혼자 읽는 절차254)

① 1문서와 그 밖에 증거방법이 되는 서류는 

공판에서 낭독한다. 2이는 특히 이미 선고

된 형사판결, 범죄인등록부, 교회부 초본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초본에 적용되고 

법관의 검증조서에도 적용된다.

② 1낭독의 생략은 제253조와 제254조의 경우 

이외에 법관과 참심원이 문서 또는 서류의 문

언을 인식하고 있고 그 밖의 관계인이 이에 

관한 기회를 가진 경우에 가능하다. 2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의 명령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재판한다. 3재판장

의 명령, 문언 인식과 그 기회에 관한 확인 

그리고 이의제기는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제249조 낭독을 통한 서증 조사; 

혼자 읽는 절차

① 1문서는 그 내용에 대한 증거조사를 위하

여 공판에서 낭독하여야 한다. 2전자문서

는 낭독할 수 있는 한도에서 문서이다. 

② 1낭독의 생략은 제253조와 제254조의 경우 

이외에 법관과 참심원이 문서의 문언을 인식

하고 있고 그 밖의 관계인이 이에 관한 기회

를 가진 경우에 가능하다. 2검사, 피고인 또

는 변호인이 제1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의 명령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재판한다. 3재판장의 명

령, 문언 인식과 그 기회에 관한 확인 그리고 

이의제기는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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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없고, 그 서류를 제시(Vorhalt)하는 방법으로도 조사할 

수 없다.255)

② 다만, 낭독은 진실규명의무에 따라 판단에 의미가 있고 그 부분만으로 이해

할 수 있는 서류의 일부분으로 제한될 수 있고, 복수의 동일한 문서는 대표로 하나를 

골라 낭독할 수 있다.256)

③ 그리고 문서와 그 밖의 서류는, 진실규명의무에 의하여 그 문언 자체를 들려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고 절차관계인 중 아무도 반대하지 않으면, 공판에서 그 주요 내

용을 고지하는 것을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257)

(라) 진정성과 무결성

앞의 제168조 부분에서 보았듯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수

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제168조와 

제168a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사기관의 조서의 증거사용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

고, 그 조서의 증거가치가 감소되거나 없어질 뿐이다.258)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는 전자문서의 진정성(Authentizität)과 무결성(Integrität)
은 그 낭독 허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259) 이는 오히려 법관의 진실규

명의무(제244조 제2항, 제5항)와 자유로운 증거평가(제261조260))에 의해 해결할 문제

로 본다.261) 즉, 문서의 진정성과 그 내용의 진실성은 서증조사가 아니어서 그 문서의 

낭독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증거에 의해 정해질 수 있고, 이는 

전자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262)

제244조 제5항 제3문이 전환된 문서와의 내용적 일치에 대해 의문이 없으면 초

기문서의 낭독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도, 전환된 문서가 초기문서와 내용

255) KK-StPO/Diemer StPO § 249 Rn. 28.
256) KK-StPO/Diemer StPO § 249 Rn. 28.
257) KK-StPO/Diemer StPO § 249 Rn. 29.
258) MüKoStPO/Kölbel StPO § 168b Rn. 7; KK-StPO/Griesbaum StPO § 168b Rn. 7.
259) BT-Drs. 18/9416, 62; BeckOK StPO/Ganter StPO § 249 Rn. 7; Eisenberg, Beweisrecht der 

StPO, Rn. 2000.
260) 형사소송법 제261조 법관의 자유로운 증거평가의 원칙

증거조사 결과에 관하여 법원은 심리의 총체로부터 형성된 자유로운 확신에 따라 재판한다.
번역 참조: 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333.

261) BT-Drs. 18/9416, 62; Eisenberg, Beweisrecht der StPO, Rn. 2000.
262) BeckOK StPO/Ganter StPO § 249 R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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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낭독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 전제에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즉, 우선 낭독의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된 문서를 낭독할 수 있고, 그 

내용적 일치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초기문서를 낭독하여 전환된 문서 내용의 증거가치

를 판단하면 된다.

(3) 제250조 직접 신문의 원칙

(가) 직접주의의 원칙

제250조는 “사실의 증명이 사람의 인지에 근거하면, 그 사람을 공판에서 신문하

여야 한다.”(제1문), “신문은 그 전의 신문에 관하여 작성된 조서의 낭독 또는 진술서

(schriftliche Erklärung)의 낭독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제2문)라고 하여, 직접주

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263)

직접주의에 대한 예외로 제251조, 제253조, 제254조, 제256조는 조서 및 진술

서 등을 낭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264)

(나) 개정 내용

전자기록 도입 법률은 제250조 제2문의 ‘진술서(schriftliche Erklärung)’에서 

‘서류에 의한(schriftlich)’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진술(Erklärung)’이라는 매체 중립

적 용어로 바꾸었다.265)

263) KK-StPO/Diemer StPO § 250 Rn. 1.
264) KK-StPO/Diemer StPO § 250 Rn. 4; KK-StPO/Diemer StPO § 253 Rn. 1.
265) BT-Drs. 18/9416, 63.
266) 번역 참조: 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323.

개정 전 개정 후

제250조 직접 신문의 원칙266)

1사실의 증명이 사람의 인지에 근거하면, 그 

사람을 공판에서 신문하여야 한다. 2신문은 그 

전의 신문에 관하여 작성된 조서의 낭독 또는 

진술서(schriftliche Erklärung)의 낭독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제250조 직접 신문의 원칙

1사실의 증명이 사람의 인지에 근거하면, 그 

사람을 공판에서 신문하여야 한다. 2신문은 그 

전의 신문에 관하여 작성된 조서의 낭독 또는 

진술(Erklärung)의 낭독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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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서의 제시(Vorhalt)

우리나라 대법원은,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267)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

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독일의 판례도 낭독이 금지되는 신문조서를 제시(Vorhalt)하는 방법으로 그 내

용을 공판에서 현출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와 같은 제시는 실무상 필수적이라고 할 정

도로 많이 사용된다.

즉, 신문조서의 증거사용이 금지되지 않는 한, 공판기일에 피고인·증인·감정

인을 신문하며 전에 이루어진 신문의 조서를 제시(Vorhalt)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신

문조서를 낭독할 수 있다. 이는 실무상 필수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절차이며, 판례가 이

를 지속적으로 허용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제시를 위하여 제250조 이하에 따라 증

거 목적으로 낭독이 금지되는 신문조서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268)

신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조서의 제시(Vorhalt)는, 그 조서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낭독된다고 하더라도 서증이 아니다.269) 제시는 신문의 보조수단일 

뿐이다.270)

그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비법관 작성의 

신문조서는 피고인에게 제시(Vorhalt)할 수 있고,271) 이를 위하여 신문조서를 낭독할 

수 있다. 피고인이 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진술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면, 법원은 

그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피고인이 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다투면, 신문을 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267)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268) KK-StPO/Diemer StPO § 249 Rn. 44; MüKoStPO/Kreicker StPO § 249 Rn. 63-64.
269) KK-StPO/Diemer StPO § 249 Rn. 42.
270) MüKoStPO/Kreicker StPO § 249 Rn. 63; BeckOK StPO/Ganter StPO § 249 Rn. 27.
271) 반면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법관’ 작성의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의하여 낭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자백 또는 모순 시에 법관 조서의 낭독
① 법관에 의한 조서에 또는 신문의 영상녹화물에 담긴 피고인 진술은 자백에 관한 증거조사를 목적으로 

낭독하거나 상영할 수 있다.
② 신문에서 드러난 그 전의 진술과의 모순이 공판의 정지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되거나 제거될 수 없는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번역 참조: 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325,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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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조서의 내용이 입증된 경우에만 조서 내용을 사용할 수 있다.272)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2007. 6. 1. 개정에 의해 ‘피고인 아닌 

자’에 명시적으로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

던 자를 포함’하여 독일과 같이 기소 전에 피고인을 신문하였던 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게 하였다.273) 다만, 전문진술인 그 증언은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

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274)

(4) 제251조 조서의 낭독을 통한 서증

제251조는 직접주의에 기하여 낭독을 금지한 제250조의 예외 규정이다.275)

전자기록 도입 법률은 제251조의 용어를 일부 수정하였고, 특히 종이 형태의 증

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를 수정하였다.

272) KK-StPO/Diemer StPO § 249 Rn. 46.
273) 위 개정 전, 판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조사경찰관의 법정 증언은 피고인이 경찰에

서의 진술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입장이었다(대법원 1979. 5. 8. 선고 79도493 판결,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도289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112 판결 등).

274)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6013 판결.
275) KK-StPO/Diemer StPO § 251 Rn. 1.
276) 번역 참조: 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323, 325.

개정 전 개정 후

제251조 조서의 낭독을 통한 서증276)

①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의자의 신문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문조서(Niederschrift über eine 

Vernehmung) 또는 그가 작성한 진술서를

포함하는 문서의 낭독으로 대체될 수 있다.

1.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고, 검사, 변호

인 그리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한 경우

2. 낭독이 피고인의 자백을 확인하는 데에

만 소용되고 변호인 없는 피고인 및 검

사가 낭독에 동의하는 경우

3.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의자가 사망

하거나 다른 이유로 가까운 장래에 법

제251조 조서의 낭독을 통한 서증

①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의자의 신문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문조서(Protokoll über eine 

Vernehmung) 또는 그가 생성한 진술을 

포함하는 문서의 낭독으로 대체될 수 있다.

1.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고, 검사, 변호

인 그리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한 경우

2. 낭독이 피고인의 자백을 확인하는 데에

만 소용되고 변호인 없는 피고인 및 검

사가 낭독에 동의하는 경우

3.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의자가 사망

하거나 다른 이유로 가까운 장래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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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신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조서(Niederschrift) 또는 문서가 재산상 

손해의 존재 또는 액수와 관련된 한도에서

②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의자에 대한 신

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전의 법관에 의한 신문조서

(Niederschrift über seine frühere 

richterliche Vernehmung)의 낭독으로 

대체될 수 있다.

1.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의자의 공판 

출석이 질병, 노쇠, 그 밖에 극복할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 상당 기간 또는 불

확정 기간 동안 어려울 경우

2. 진술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증인이나 감

정인의 공판 출석을 원거리 때문에 기

대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 변호인 그리고 피고인이 낭독에 

동의한 경우

③ 낭독이 판결에 이르는 데 직접적으로 이바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 특히 누군

가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신문할지 여부에 관

한 재판을 준비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면, 

신문조서(Vernehmungsniederschrift), 

문서, 그 밖에 증거방법으로 사용되는 서류

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낭독될 수 있다.

④ 1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법원

은 낭독을 명할지를 결정한다. 2그 낭독의 

이유를 고지한다. 3법관에 의한 신문조서

(Niederschrift über eine richterliche 

Vernehmung)가 낭독되면, 피신문자가 

선서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선서는 법

원이 이를 필요하다고 보고 여전히 가능한 

경우에 보완한다.

원에서 신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조서(Protokoll) 또는 문서가 재산상 손

해의 존재 또는 액수와 관련된 한도에서

②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의자에 대한 신

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전의 법관에 의한 신문조서

(Protokoll über seine frühere richter-

liche Vernehmung)의 낭독으로 대체될 

수 있다.

1.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의자의 공판 

출석이 질병, 노쇠, 그 밖에 극복할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 상당 기간 또는 불

확정 기간 동안 어려울 경우

2. 진술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증인이나 감

정인의 공판 출석을 원거리 때문에 기

대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 변호인 그리고 피고인이 낭독에 

동의한 경우

③ 낭독이 판결에 이르는 데 직접적으로 이바

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 특히 

누군가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신문할지 여

부에 관한 재판을 준비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면, 조서(Protokoll), 문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낭독될 수 있다.

④ 1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법원

은 낭독을 명할지를 결정한다. 2그 낭독의 

이유를 고지한다. 3법관에 의한 신문조서

(Protokoll über eine richterliche 

Vernehmung)가 낭독되면, 피신문자가 

선서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선서는 법

원이 이를 필요하다고 보고 여전히 가능한 

경우에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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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56조 관청과 감정인 작성 의견서의 낭독

제256조는 절차의 신속을 위한 규정으로, 제250조와 별도로 감정서·진단서 등

을 낭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277)

전자기록 도입 법률은 제256조 제1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제32e조 제3항에 따

른 전환증명과 기재’도 낭독할 수 있는 문서에 추가하였는데, 이는 전환 기재를 한 사

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필요가 없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전환 작업에 참여한 

자에 대한 신문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278)

277) KK-StPO/Diemer StPO § 256 Rn. 1.
278) BT-Drs. 18/9416, 63.
279) 번역 참조: 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327, 329.

개정 전 개정 후

제256조 관청과 감정인 작성 의견서의 낭독279)

① 다음의 문서는 낭독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증언 또는 

감정을 포함하는 진술서

a) 공공관청

b) 해당 종류의 감정을 하는 것에 관하

여 일반적으로 선서한 감정인

c) 품행증명을 제외한 법원의(法院醫) 

직무를 수행하는 의사

2. 범죄혐의의 여하에 불구하고 의사의 상

해진단서

3. 혈액표본 채취에 관한 의사의 보고서

4. 운행기록계의 평가, 혈액형이나 혈중알

코올농도와 그 역산을 정하는 것에 관

한 감정서

5. 수사행위에 관하여 형사소추관청의 조

서 및 문서에 포함된 의견서, 다만 그 

조서나 의견서가 신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제256조 관청과 감정인 작성 의견서의 낭독

① 다음의 문서는 낭독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증언 또는 

감정을 포함하는 진술서

a) 공공관청

b) 해당 종류의 감정을 하는 것에 관하

여 일반적으로 선서한 감정인

c) 품행증명을 제외한 법원의(法院醫) 

직무를 수행하는 의사

2. 범죄혐의의 여하에 불구하고 의사의 상

해진단서

3. 혈액표본 채취에 관한 의사의 보고서

4. 운행기록계의 평가, 혈액형이나 혈중알

코올농도와 그 역산을 정하는 것에 관

한 감정서

5. 수사행위에 관하여 형사소추관청의 조

서 및 문서에 포함된 의견서, 다만 그 

조서나 의견서가 신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6. 제32e조 제3항에 따른 전환증명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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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73조 공판의 문서화

제271조 내지 제273조는 공판조서의 내용·형식 등 공판조서의 작성에 관한 조

문이다.280)

전자기록 도입 법률은 제273조의 일부 용어를 매체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였다.281)

280) KK-StPO/Greger StPO § 271 Rn. 1-2; KK-StPO/Greger StPO § 273 Rn. 1.
281) BT-Drs. 18/9416, 64.

② 합의제 전문관청의 감정이 제출되어 있으면, 

법원은 그 관청에 그 구성원 중 1인이 공판

에서 그 감정을 제시하도록 위임할 것과 그 

1인을 법원에 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합의제 전문관청의 감정이 제출되어 있으면, 

법원은 그 관청에 그 구성원 중 1인이 공판

에서 그 감정을 제시하도록 위임할 것과 그 

1인을 법원에 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73조 공판의 문서화282)

① 1조서에는 공판의 진행과 결과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고 모든 중요한 형식적 사항의 준수를 

명백히 하며, 낭독한 서류(Schriftstück) 또

는 제249조 제2항에 따라 낭독하지 않은 서

류(Schriftstück)의 명칭 및 심리 중에 한 신

청, 재판과 판결주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2조

서에는 제257b조에 따른 논의의 주요 경과

와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a 1조서에는 제257c조에 따른 협상의 주요 경

과와 내용, 결과도 기재하여야 한다. 2제

243조 제4항, 제257c조 제4항 제4문과 제

5항에 규정된 통지와 고지의 준수에 대하여

도 마찬가지이다. 3협상이 시도되지 않았으

면, 그 사실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1형사법관과 참심법원 앞에서 열리는 공판

에서는 신문의 주요 결과도 조서에 기재하

여야 한다; 상소권자 모두가 상소를 포기

제273조 공판의 문서화

① 1조서에는 공판의 진행과 결과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고 모든 중요한 형식적 사항의 준수를 

명백히 하며, 낭독한 문서(Urkunde) 또는 

제249조 제2항에 따라 낭독하지 않은 문서

(Urkunde)의 명칭 및 심리 중에 한 신청, 

재판과 판결주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2조서

에는 제257b조에 따른 논의의 주요 경과와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a 1조서에는 제257c조에 따른 협상의 주요 경

과와 내용, 결과도 기재하여야 한다. 2제

243조 제4항, 제257c조 제4항 제4문과 제

5항에 규정된 통지와 고지의 준수에 대하여

도 마찬가지이다. 3협상이 시도되지 않았으

면, 그 사실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1형사법관과 참심법원 앞에서 열리는 공판

에서는 신문의 주요 결과도 조서에 기재하

여야 한다; 상소권자 모두가 상소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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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275조 판결의 기간과 형식

(가) 우리나라의 판결서 작성 기간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판결서 원본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

고 있다[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38조 본문, 제42조 본문,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

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1조 제1항].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때(소위 즉일선고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2항), 이때도 선고 후 5일 내에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46조).283)

상소기간은 7일이므로(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74조) 즉일선고의 경우에도 상소

282) 번역 참조: 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345, 347.
283)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II) (2014), 508, 509.

하거나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않은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재판장은 신문

의 주요 결과를 조서에 기재하는 대신에 

개개 신문들을 죽 이어서 녹음매체에 저장

하도록 명할 수 있다. 3녹음매체는 기록에 

편철하거나 법원사무국에 기록과 함께 보

관하여야 한다. 4제58a조 제2항 제1문과 

제3문 내지 제6문을 준용한다.

③ 1공판의 진행경과 또는 증언이나 의견진술

의 표현의 확인이 문제되면, 재판장은 직권

으로 또는 심리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그 전

부를 조서에 기재하고(Niederschreibung)

낭독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재판장이 그 

명령의 신청을 기각하면, 심리참가인의 신

청에 따라 법원이 재판한다. 3낭독하고 승

인하였다는 것 또는 어떠한 이의가 제기되

었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조서가 작성되기 전에는 판결을 송달하여

서는 아니 된다.

하거나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않은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재판장은 신문

의 주요 결과를 조서에 기재하는 대신에 

개개 신문들을 죽 이어서 녹음하여 기록에 

편입하도록 명할 수 있다.

 3제58a조 제2항 제1문과 

제3문 내지 제6문을 준용한다.

③ 1공판의 진행경과 또는 증언이나 의견진술

의 표현의 확인이 문제되면, 재판장은 직권

으로 또는 심리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그 전

부를 조서에 기재하고(Protokollierung) 

낭독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재판장이 그 

명령의 신청을 기각하면, 심리참가인의 신

청에 따라 법원이 재판한다. 3낭독하고 승

인하였다는 것 또는 어떠한 이의가 제기되

었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조서가 작성되기 전에는 판결을 송달하여

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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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만료 전에 판결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한다. 즉, 사건이 상소될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독일의 판결서 작성 기간

반면 독일에서 판결은 판결주문을 낭독하고 판결이유를 개시함으로써 선고하는

데(독일 형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제1문), 이때 판결이유의 개시는 낭독 또는 주요 

내용의 구두 고지로 한다(같은 항 제2문).

이유를 갖춘 완성된 판결은 선고 후 5주일 이내(공판이 3일 이상 진행된 경우 2

주일 연장되고, 공판이 10일 이상 진행된 경우 새로 시작한 10일마다 다시 2주일씩 연

장됨)에 완성하여 기록에 편입하면 되고(제275조 제1항 제2문, 제1문), 위 기간이 경

과하면 더 이상 판결이유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같은 항 제3문).

독일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판결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으므로

(제314조 제1항, 제341조 제1항), 상소기간 경과 후에 판결 작성을 완료하는 것도 가

능하다.

그런데 상소권자 모두가 상소를 포기하거나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않으면 판

결이유에 범죄의 법률적 표지가 들어 있는 증명된 사실과 적용된 형벌법률을 기재하면 

족하며(제267조 제4항 제1문), 이러한 경우 판결서에 ‘형사소송법 제267조 제4항에 

따라 간이화함(abgekürzt gemäß § 267 Abs. 4. StPO)’이라고 기재한다. 만약 상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종전 상태로의 복귀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제275조 제

1항 제2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판결이유를 보충할 수 있다(제267조 제4항 제4문).

판결서 작성 완료 전, 즉 서명이 모두 이루어지기 전에는 판결서 초고에 불과하

므로 판결이유를 변경할 수 있고,284) 판결서 작성 완료 후에도 제275조 제1항 제2문

의 기간 내이고 판결이 아직 법원 내부를 떠난 것이 아니면 (판결에 참여한 모든 직업

법관의 동의를 거쳐) 판결이유를 변경하거나 보충할 수 있다.285)

(다) 판결의 기록 편입 시점 기록

따라서 독일에서는 판결 선고 후 언제 판결서 원본이 작성되었는지가 중요한 의

284) KK-StPO/Greger StPO § 275 Rn. 54.
285) KK-StPO/Greger StPO § 275 Rn.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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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갖는데, 종래의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제5문은 법원사무국이 판결의 수령 

시점과 이유 변경 시점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제5문은 전자기록의 도입에 맞춰 

판결이 기록에 편입된 시점과 이유 변경 시점을 기록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전자기록의 경우 위 시점은 기록에 자동적으로 기록되므로, 더 이상 사무국이 

기록할 필요가 없다.286)

(라) 판결의 정본과 초본에 관한 규정 삭제

전자기록 도입 법률은 제32b조 제4항에 등본(Abschrift)의 발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판결의 정본(Ausfertigung)과 초본(Auszug)에 법원사무관등이 서명하고 

법원 인장을 날인하도록 한 기존의 제275조 제4항을 삭제하였다.

전자기록의 도입에 따라 판결의 정본은 더 이상 발부되지 않는다.287)

286) BT-Drs. 18/9416, 64.
287) BT-Drs. 18/9416, 64.

개정 전 개정 후

제275조 판결의 기간과 형식288)

① 1이유를 갖춘 판결은 조서에 완전하게 기재

되어 있지 않으면 지체 없이 기록에 편입하

여야 한다. 2이는 늦어도 선고 후 5주일 이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간은 공판이 3

일 이상 진행된 경우 2주일 연장되고, 공판

이 10일 이상 진행된 경우 새로 시작한 10

일마다 다시 2주일씩 연장된다. 3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판결이유를 더 이상 변경해

서는 안 된다. 4이 기간의 유월은 법원이 개

별사건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

정으로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5법원사무국은 그 수령 

시점과 이유 변경 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1판결에는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서명하여야 

제275조 판결의 기간과 형식

① 1이유를 갖춘 판결은 조서에 완전하게 기재

되어 있지 않으면 지체 없이 기록에 편입하

여야 한다. 2이는 늦어도 선고 후 5주일 이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간은 공판이 3

일 이상 진행된 경우 2주일 연장되고, 공판

이 10일 이상 진행된 경우 새로 시작한 10

일마다 다시 2주일씩 연장된다. 3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판결이유를 더 이상 변경해

서는 안 된다. 4이 기간의 유월은 법원이 개

별사건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

정으로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5판결이 기록에 편입된 

시점과 이유 변경 시점은 기록에 기록하여

야 한다.

② 1판결에는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서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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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3편(상소) 부분

(1) 제323조 항소심공판의 준비

개정에 의해 제323조의 일부 용어가 매체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되었다.289)

288) 번역 참조: 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347, 349.
289) BT-Drs. 18/9416, 64.

한다. 2법관 중 한 사람이 서명할 수 없으면, 

이 사실은 재판장이, 재판장이 서명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최선임 배석법관이 판결에 기

재한다. 3참심원의 서명은 필요하지 않다.

③ 개정일의 표시와 참석한 법관, 참심원, 검

찰공무원, 변호인과 법원사무관등의 이름

은 판결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판결의 정본과 초본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서명하고 법원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한다. 2법관 중 한 사람이 서명할 수 없으면, 

이 사실은 재판장이, 재판장이 서명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최선임 배석법관이 판결에 기

재한다. 3참심원의 서명은 필요하지 않다.

③ 개정일의 표시와 참석한 법관, 참심원, 검

찰공무원, 변호인과 법원사무관등의 이름

은 판결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삭제)

개정 전 개정 후

제323조 항소심공판의 준비290)

① 1공판의 준비에는 제214조와 제216조 내

지 제2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출석요구

서에서는 피고인에게 불출석의 효과를 명

시적으로 지적하여야 한다.

② 1제1심에서 신문한 증인과 감정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이들에 대한 재신문이 본안의 

규명에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에 한

하여 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재신문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한 항소법원은 신문의 

테이프녹음을 제273조 제2항 제2문에 따

라 조서(schriftliches Protokoll)에 이기

하도록 명한다. 3조서에 이기한 사람은 이

기의 정확성이 확인된다는 기재와 함께 서

제323조 항소심공판의 준비

① 1공판의 준비에는 제214조와 제216조 내

지 제2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출석요구

서에서는 피고인에게 불출석의 효과를 명

시적으로 지적하여야 한다.

② 1제1심에서 신문한 증인과 감정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이들에 대한 재신문이 본안의 

규명에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에 한

하여 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재신문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한 항소법원은 녹음하

여 기록에 편입한 신문을 제273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조서(Protokoll)에 이기하도

록 명한다. 3조서에 이기한 사람은 이기에 

이기의 정확성이 확인된다는 기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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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5편(피해자의 절차참가) 부분

(1) 제381조 사적기소의 제기

제381조 제3문은 사적기소의 경우 기소장과 함께 사본 2통을 제출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전자적 법적교류의 경우에도 사본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추가된 제4문은 기소장이 전자적으로 전송된 경우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

히 하였다.291)

290) 번역 참조: 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379, 381.
291) BT-Drs. 18/9416, 64.
292) 번역 참조: 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427.

명한다. 4검찰과 변호인, 피고인에게 조서

(schriftliches Protokoll)의 사본을 주어

야 한다. 5이기의 부정확에 관한 증명은 허

용된다. 6조서(schriftliches Protokoll)는 

제325조에 따라 낭독할 수 있다.

③ 새로운 증거방법은 허용된다.

④ 출석요구를 할 증인과 감정인을 정함에 있

어서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를 제출하면서 

거명한 사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4검찰과 변호인, 피고인에게 조서

(Protokoll)의 사본을 주어야 한다. 
          5이기의 부정확에 관한 증명은 허

용된다. 6조서(Protokoll)는 제325조에 

따라 낭독할 수 있다.

③ 새로운 증거방법은 허용된다.

④ 출석요구를 할 증인과 감정인을 정함에 있

어서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를 제출하면서 

거명한 사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81조 사적기소(Privatklage)의 제기292)

1기소의 제기는 법원사무국 조서에 기재하도

록 진술하거나 기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한다. 
2기소는 제200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

아야 한다. 3기소장과 함께 사본(Abschrift)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81조 사적기소(Privatklage)의 제기

1기소의 제기는 법원사무국 조서에 기재하도

록 진술하거나 기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한다. 
2기소는 제200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

아야 한다. 3기소장과 함께 사본(Abschrift)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4기소장이 전자적으

로 전송된 경우,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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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85조 사적기소인의 지위; 출석요구; 기록 열람

사적기소인의 기록 열람에 관한 제385조 제3항이 개정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사

적기소 제도가 없으므로 검토는 생략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85조 사적기소인의 지위; 출석요구; 

기록 열람293)

① 1공소제기 이후의 절차에서 검찰을 출석하

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 해

당하면, 사적기소 제기 이후의 절차에서는 

사적기소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

어야 한다. 2공소제기 이후의 절차에서 검

찰에게 알리는 모든 재판은 사적기소 제기 

이후의 절차에서는 사적기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적기소인에 대한 공판 출석요구서의 송

달과 공판기일 사이에는 최소한 1주일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③ 1기록열람권은 사적기소인의 경우 오직 변

호사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2제147

조 제4항, 제7항, 제477조 제5항을 준용

한다.

제385조 사적기소인의 지위; 출석요구; 

기록 열람

① 1공소제기 이후의 절차에서 검찰을 출석하

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 해

당하면, 사적기소 제기 이후의 절차에서는 

사적기소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

어야 한다. 2공소제기 이후의 절차에서 검

찰에게 알리는 모든 재판은 사적기소 제기 

이후의 절차에서는 사적기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적기소인에 대한 공판 출석요구서의 송

달과 공판기일 사이에는 최소한 1주일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③ 1다른 형사절차의 심리 목적을 위태롭게 하

지 않으며 피의자 또는 제3자의 중대한 보

호가치 있는 이익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

도에서, 변호사는 사적기소인을 위하여, 법

원에 제출되었거나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

에 제출될 기록을 열람하고 공적으로 보관

하는 증거물을 검사할 수 있다. 2변호사가 

대리하지 않는 사적기소인은 제1문을 준용

함에 있어 기록을 열람하고 공적으로 보관

하는 증거물을 감독하에 검사할 수 있다. 
3기록이 전자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

는, 변호사가 대리하지 않는 사적기소인에

게 기록열람실에서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

여야 한다. 4제406e조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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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06e조 기록 열람; 정보 제공

피해자 변호사의 기록열람권을 규정하였던 종전의 제406e조 제3항은 기록 열람

에 관한 일반조문인 제32f조로 대체되었고, 개정된 제406e조 제3항은 변호사가 대리

하지 않는 피해자의 기록열람권을 규정하여,294) 처음으로 피해자 자신의 포괄적인 기

록열람권을 보장하였다.295)

293) 번역 참조: 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429.
294) BT-Drs. 18/9416, 65.
295) BeckOK StPO/Weiner StPO § 406e Rn. 11.

④ 제154a조와 제421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서는 제154a조 제3항 제2문, 제421조 제

3항 제2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1상고심 절차에서는 사적기소인이 제349

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할 필요가 없다. 2제

349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④ 제154a조와 제421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서는 제154a조 제3항 제2문, 제421조 제

3항 제2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1상고심 절차에서는 사적기소인이 제349

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할 필요가 없다. 2제

349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06e조 기록 열람; 정보 제공296)

① 정당한 이익을 설명한 한도에서, 변호사는 

피해자를 위하여, 법원에 제출되었거나 공

소가 제기되면 법원에 제출될 기록을 열람

하고 공적으로 보관하는 증거물을 검사할 

수 있다. 제395조에 규정된 사안에서는 정

당한 이익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② 1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중대한 보호

가치 있는 이익에 장애가 되는 한도에서, 

기록 열람을 거부하여야 한다. 2다른 형사

절차를 포함해 심리 목적을 위태롭게 할 

것으로 보이는 한도에서, 기록 열람을 거

부할 수 있다. 3기록 열람으로 말미암아 절

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제406e조 기록 열람; 정보 제공

① 정당한 이익을 설명한 한도에서, 변호사는 

피해자를 위하여, 법원에 제출되었거나 공

소가 제기되면 법원에 제출될 기록을 열람

하고 공적으로 보관하는 증거물을 검사할 

수 있다. 제395조에 규정된 사안에서는 정

당한 이익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② 1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중대한 보호

가치 있는 이익에 장애가 되는 한도에서, 

기록 열람을 거부하여야 한다. 2다른 형사

절차를 포함해 심리 목적을 위태롭게 할 

것으로 보이는 한도에서, 기록 열람을 거

부할 수 있다. 3기록 열람으로 말미암아 절

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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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번역 참조: 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455, 457.

기록 열람을 거부할 수 있으나, 다만 검찰

이 제395조에 규정된 사안들에서 수사종

결을 기록에 기재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 1중대한 장애사유가 없는 한, 변호사에게

는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제외한 기록을 

그의 사무실 또는 주거로 반출하도록 내어

줄 수 있다. 2이 판단에 불복할 수 없다.

④ 1기록 열람의 허부에 관하여는 공판개시 

전의 절차 중에 있거나 확정력 있는 절차

종결 후에는 검찰이 판단하며, 그 밖에는 

본안법원의 재판장이 재판한다. 2제1문에 

따른 검찰 판단에 대하여는 제162조에 따

른 관할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3제

297조 내지 제300조, 제302조, 제306조 

내지 제309조, 제311a조, 제473a조를 준

용한다. 4수사가 종결되지 않는 동안에는 

법원의 재판에 불복할 수 없다. 5재판 이유

의 공개가 심리 목적을 위협할 수도 있는 

한도에서 재판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다.

⑤ 제1항의 요건하에 기록으로부터 얻은 정보

와 사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

2항과 제4항, 제478조 제1항 제3문, 제4

문을 준용한다.

⑥ 제477조 제5항을 준용한다.

기록 열람을 거부할 수 있으나, 다만 검찰

이 제395조에 규정된 사안들에서 수사종

결을 기록에 기재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 1변호사가 대리하지 않는 피해자는 제1, 2

항을 준용함에 있어 기록을 열람하고 공적

으로 보관하는 증거물을 감독하에 검사할 

수 있다. 2기록이 전자적으로 작성되지 않

은 경우에는, 그에게 기록열람실에서 기록

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3제478조 제1

항 제3, 4문을 준용한다. 

④ 1기록 열람의 허부에 관하여는 공판개시 

전의 절차 중에 있거나 확정력 있는 절차

종결 후에는 검찰이 판단하며, 그 밖에는 

본안법원의 재판장이 재판한다. 2제1문에 

따른 검찰 판단에 대하여는 제162조에 따

른 관할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3제

297조 내지 제300조, 제302조, 제306조 

내지 제309조, 제311a조, 제473a조를 준

용한다. 4수사가 종결되지 않는 동안에는 

법원의 재판에 불복할 수 없다. 5재판 이유

의 공개가 심리 목적을 위협할 수도 있는 

한도에서 재판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다.

⑤ (삭제)

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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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8편 제1장(정보 제공과 기록 열람) 부분

(1) 제474조 사법관청과 다른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과 기록 열람

정보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시 따라야 할 법률에 보안조사법(Sicherheitsüber-

prüfungsgesetz) 제12조를 추가하였다(제474조 제2항 제2문).

그리고 제5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송부할 수 있는 기록을 종이기록으로 제한하

였다.297)

297) BT-Drs. 18/9416, 65.

개정 전 개정 후

제474조 사법관청과 다른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과 기록 열람298)

① 법원, 검찰과 그 밖의 사법관청은 사법업

무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② 1그 밖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한에서 기록상의 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1. 범행과 관련한 법적 청구권의 확인, 실

행 또는 그 방어를 위하여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의 경우에 특별 규정에 따라 형사

절차상의 개인데이터를 공공기관에 직

권으로 전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또는 그 전달 후에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권으로 추가적인 개인데이터를 공공

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3. 발령 후에 특별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형사절차상의 개인데이터를 공공기관

에 전달하는 것이 허용되는 조치의 준

비를 위하여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2정보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은 연방헌법보

제474조 사법관청과 다른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과 기록 열람

① 법원, 검찰과 그 밖의 사법관청은 사법업

무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② 1그 밖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한에서 기록상의 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1. 범행과 관련한 법적 청구권의 확인, 실

행 또는 그 방어를 위하여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의 경우에 특별 규정에 따라 형사

절차상의 개인데이터를 공공기관에 직

권으로 전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또는 그 전달 후에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권으로 추가적인 개인데이터를 공공

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3. 발령 후에 특별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형사절차상의 개인데이터를 공공기관

에 전달하는 것이 허용되는 조치의 준

비를 위하여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2정보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은 연방헌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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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75조 사인과 그 밖의 기관을 위한 정보 제공과 기록 열람

제475조 제3항 제2, 3문은 기록 열람의 형식에 관한 제32f조와 중복되므로 삭

제하였다.299)

298) 번역 참조: 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563.
299) BT-Drs. 18/9416, 65.

호법 제18조, 군사비밀기관법 제10조, 연

방정보기관법 제23조 및 이에 상응하는 주

법 규정을 따른다.

③ 제2항의 요건 하에 정보 제공에 과도한 비용

이 필요하거나 또는 기록 열람을 요구하는 

기관이 정보 제공만으로는 그 직무 수행에 

충분하지 않을 것임을 근거를 제시하여 밝

히는 경우에 기록 열람이 허용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요건 하에 공적으로 

보관되는 증거물을 살펴볼 수 있다.

⑤ 기록은 제1항,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열람하도록 송부될 수 있다.

⑥ 의회의 위원회에 기록열람권을 부여하는 

주법률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호법 제18조, 보안조사법 제12조, 군사비

밀기관법 제10조, 연방정보기관법 제23조 

및 이에 상응하는 주법 규정을 따른다.

③ 제2항의 요건 하에 정보 제공에 과도한 비용

이 필요하거나 또는 기록 열람을 요구하는 

기관이 정보 제공만으로는 그 직무 수행에 

충분하지 않을 것임을 근거를 제시하여 밝

히는 경우에 기록 열람이 허용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요건 하에 공적으로 

보관되는 증거물을 살펴볼 수 있다.

⑤ 종이 형태로 제출된 기록은 제1항, 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 열람하도록 송부될 수 

있다.

⑥ 의회의 위원회에 기록열람권을 부여하는 

주법률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75조 사인과 그 밖의 기관을 위한 

정보 제공과 기록 열람300)

① 1사인과 그 밖의 기관을 위해서는, 제406e

조와 관계없이, 변호사는 그 정당한 이익

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 법원에 있거

나 공소제기의 경우에 법원에 제출될 기록

상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그 정보의 

대상자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에 보호

제475조 사인과 그 밖의 기관을 위한 

정보 제공과 기록 열람

① 1사인과 그 밖의 기관을 위해서는, 제406e

조와 관계없이, 변호사는 그 정당한 이익

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 법원에 있거

나 공소제기의 경우에 법원에 제출될 기록

상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그 정보의 

대상자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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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76조 연구 목적을 위한 정보 제공과 기록 열람

제474조 제5항과 마찬가지로, 열람하도록 송부할 수 있는 기록을 종이기록으로 

제한하였다(제476조 제2항 제3문).

300) 번역 참조: 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565.
301) 번역 참조: 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565, 567.

가치 있는 이익을 가지는 경우에 정보 제

공은 거부돼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건 하에 정보 제공에 과도한 비용

이 필요하거나 또는 기록 열람 요구자의 구

체적 설명에 따라 정보 제공만으로는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기록 열람이 허용될 수 있다.

③ 1제2항의 요건 하에 공적으로 보관되는 증

거물을 살펴볼 수 있다. 2기록 열람이 허용

되고 이에 상반되는 중요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물을 제외한 기록은 신청에 따라 변호

사에게 사무실이나 주거로 가져가도록 교부

할 수 있다. 3이 재판에 불복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요건 하에 사인과 그 밖의 기관은 

기록상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치 있는 이익을 가지는 경우에 정보 제

공은 거부돼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건 하에 정보 제공에 과도한 비용

이 필요하거나 또는 기록 열람 요구자의 구

체적 설명에 따라 정보 제공만으로는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기록 열람이 허용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건 하에 공적으로 보관되는 증

거물을 살펴볼 수 있다.

④ 제1항의 요건 하에 사인과 그 밖의 기관은 

기록상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76조 연구 목적을 위한 정보 제공과 

기록 열람301)

① (생략)

② 1데이터의 전달은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연

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 제공에 과도

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에 정보 제

공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2그 밖의 경우

에는 기록 열람을 허용할 수도 있다. 3기록

제476조 연구 목적을 위한 정보 제공과 

기록 열람

① (생략)

② 1데이터의 전달은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연

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 제공에 과도

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에 정보 제

공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2그 밖의 경우

에는 기록 열람을 허용할 수도 있다. 3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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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77조 데이터 전달과 사용 제한

제477조 제5항은 제474조(사법관청과 다른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과 기록 열람), 

제475조(사인과 그 밖의 기관을 위한 정보 제공과 기록 열람)에 따라 취득한 개인데이터

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302) 기록 열람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제32f조 제5항 제2, 3문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5. 개인데이터 관련 규정 신설

가. 제8편 제4장 신설

전자기록 도입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8편의 제목을 「정보 제공과 기록 열람, 그 

302) 제476조(연구 목적을 위한 정보 제공과 기록 열람)에 따라 취득한 개인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하여는 
제476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다.

303) 번역 참조: 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567, 569.

은 열람하도록 송부할 수 있다.

③ 내지 ⑧ (생략)

형태로 제출된 기록은 열람하도록 송부할 

수 있다.

③ 내지 ⑧ (생략)

개정 전 개정 후

제477조 데이터 전달과 사용 제한303)

① 내지 ④ (생략)

⑤ 1제474조, 제475조에 따라 취득한 개인데

이터는 정보 제공과 기록 열람이 보장되었

던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2이와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이를 위한 정보 제

공이나 기록 열람이 보장될 수 있고 제475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이나 기

록 열람을 보장한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3변호사의 개입 없이 정보가 제

공되면, 목적에의 구속을 고지해야 한다.

제477조 데이터 전달과 사용 제한

① 내지 ④ (생략)

⑤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정보 제공이나 기록 

열람이 보장될 수 있고 제475조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이나 기록 열람을 

보장한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 제474조, 

제475조에 따라 취득한 개인데이터를 다

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조건하

에 제32f조 제5항 제2, 3문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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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절차 외의 목적을 위한 데이터 이용, 전산 자료에 관한 규정, 전국검찰사건기록부」

에서 「데이터의 보호와 이용」으로 변경하고, 제8편에 제4장 「전자기록에서의 개인데이터 

보호; 전자기록에 있는 개인데이터의 이용」을 신설하였다(위 법률 제1조 제48호).304)

신설된 조문들은 연방데이터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BDSG)]의 일반

적인 데이터보호권에 관한 규정들을 보완함으로써 종이기록에 비하여 훨씬 더 심하게 

문제가 되는 전자기록에 의한 자기정보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헌법합치적인 방법으로 

제한하려 한다.305)

나. 신설 조문

(1) 제496조 전자기록에 있는 개인데이터의 이용

(가) 개인데이터의 이용 범위에 관한 규정

전자기록이 도입되면 개인데이터를 어느 범위에서 저장·이용·편집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될 수밖에 없고, 제496조는 이에 대한 조문이다.306)

(나) 개인데이터의 이용(제1항)

전자기록 또는 전자기록 사본에 있는 개인데이터의 처리와 이용은 형사절차의 

304) BGBl. 2017 I S. 2213-2214; BeckOK StPO/von Häfen StPO § 496 Rn. 1.
305) BeckOK StPO/von Häfen StPO § 496 Rn. 2.
306) KK-StPO/Graf StPO § 496 Rn. 1.

제496조 전자기록에 있는 개인데이터의 이용

① 전자기록 또는 전자기록 사본에 있는 개인데이터의 처리와 이용은 형사절차의 목적

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허용된다.

② 그 밖에

1. 데이터 보호와 데이터 안전을 위한 특별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2. 적합한 데이터 처리의 원칙을 준수하고, 특히 데이터를 항상 이용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데이터 손실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전자기록과 전자기록 사본은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데이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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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허용된다(제496조 제1항).

제1항은 전자기록 도입 전에 종이기록을 스캔하여 만든 전자적 보조기록에도 적

용된다.307)

(다) 데이터 보호 조치(제2항)

기록을 작성하는 관청은 전자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데이터의 보호와 안전을 위

해 필요한 조직적·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제496조 제2항 제1호). 어떠한 특

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는 그 조치를 위한 비용이 추구하는 보호 목적에 비추

어 적절한가에 달려 있다.308)

그리고 데이터 처리의 책임자는 적합한 데이터 처리의 원칙을 준수하고, 특히 

데이터를 항상 이용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데이터 손실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같은 항 제2호).

구체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는 제32조 제2, 3항, 제32b조 제5항, 제32f조 제6

항에 기한 법규명령에 따라 정해지며, 기술 수준에 적합하여야 한다.309)

(라) 제2장 규정의 적용 배제(제3항)

제8편 제2장 「전산 자료에 관한 규정」(제483조 내지 제491조)은 법원·형사소

추관청·형집행관청 등의 형사절차 목적을 위한 개인데이터 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다.

제2장은 기록으로부터 개인데이터를 추출하여 기록과 별도의 등록부와 목록을 

만들기 위한 근거 규정이다. 제2장에서 말하는 데이터는 그러한 보조적 데이터이며 기

록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제2장의 데이터 처리와 삭제에 관한 규정은 기록에 적용되

는 규정과 구별되어야 한다.310)

제496조 제3항은, 전자기록과 전자기록 사본은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미

의 데이터가 아니라고 함으로써 제2장의 규정이 전자기록과 전자기록 사본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311)

307) KK-StPO/Graf StPO § 496 Rn. 5.
308) KK-StPO/Graf StPO § 496 Rn. 7.
309) KK-StPO/Graf StPO § 496 Rn. 8-9.
310) BT-Drs. 18/9416, 68.
311) BT-Drs. 18/9416, 68; KK-StPO/Graf StPO § 496 Rn. 11; BeckOK StPO/von Häfen StPO §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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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97조 위탁에 의한 데이터 처리

(가) 데이터의 외부 위탁 처리에 관한 규정

형사사건에서의 데이터는 특히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312) 비용으로 

인하여 기록을 작성하는 기관 외부로 그 처리를 위탁해야 할 필요 역시 있다.313)

제497조는 데이터를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나) 외부 위탁을 위한 요건(제1항)

비공공기관에 전자기록의 지속적이고 법에 따른 저장을 위탁하는 것은, 법에 따

라 전자기록이 저장되는 데이터 처리 시설에의 접근과 접속을 공공기관이 사실상 그리

고 전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제497조 제1항).

이를 위하여 그 서버가 반드시 그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점유 영역에 소재하여야 

하고, 이는 오직 독일연방공화국 내이어야 한다.314)

데이터 처리 시설에서는 리플리케이션 서버 또는 작업 장소 컴퓨터의 로컬 저장

장치에 있는 법에 따르지 않은 작업용 사본도 처리될 수 있다. 전자기록의 지속적이고 

Rn. 15.
312) BeckOK StPO/von Häfen StPO § 497 Rn. 1.
313) KK-StPO/Graf StPO § 497 Rn. 1.
314) BeckOK StPO/von Häfen StPO § 497 Rn. 5.

제497조 위탁에 의한 데이터 처리

① 법에 따라 전자기록이 저장되는 데이터 처리 시설에의 접근과 접속을 공공기관이 

사실상 그리고 전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만, 비공공기관에 전자기록의 지속적이고 

법에 따른 저장을 위탁하는 것이 허용된다.

② 1비공공기관이 전자기록의 지속적이고 법에 따른 저장을 재위탁하는 것은, 위탁자가 

개별 사안마다 사전에 동의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2재위탁 관계에서의 데이터 처리 

시설에의 접근 및 접속에 관한 계약 내용이 제1항에 따르는 경우에만 재위탁에 동의

할 수 있다.

③ 1비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위탁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압류는 금

지된다. 2위와 같은 시설에 대한 압수는 공공기관이 개별 사안마다 동의하는 경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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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저장장치 밖에 놓여 있는 이러한 데이터 처리 영역에서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공공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다.315)

(다) 재위탁 제한(제2항)

비공공기관이 전자기록의 지속적이고 법에 따른 저장을 재위탁하는 것은, 위탁

자가 개별 사안마다 사전에 동의하는 경우에 허용된다(제497조 제2항 제1문).

그리고 재위탁 관계에서의 데이터 처리 시설에의 접근 및 접속에 관한 계약 내

용이 제1항에 따르는 경우에만 재위탁에 동의할 수 있다(같은 항 제2문).

(라) 압류 금지, 압수 제한(제3항)

비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위탁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압류는 

금지된다(제497조 제3항 제1문).

따라서 예를 들어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제3자의 압류는 금지되고,316) 이를 통

해 이러한 경우에도 전자기록 작성을 위한 데이터 처리 기능이 우선 보호된다.317)

그러나 위와 같은 데이터 처리 시설에 대한 압수(예를 들어 아동포르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는 공공기관이 개별 사안마다 동의하면 허용된다(같은 항 제2문).318)

(3) 제498조 전자기록에 있는 개인데이터의 이용

(가) 전자기록에 있는 개인데이터의 이용

원칙적으로 개인데이터는 그 데이터가 생성된 절차를 위해서만 이용되어야 한

다. 그러나 법률상 규정되었거나 허용된 한도에서 이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필

요가 있을 수 있는데, 제498조는 이에 관한 조문이다.319)

315) BT-Drs. 18/9416, 69.
316) BT-Drs. 18/9416, 69; BeckOK StPO/von Häfen StPO § 497 Rn. 8.
317) KK-StPO/Graf StPO § 497 Rn. 10.
318) BeckOK StPO/von Häfen StPO § 497 Rn. 9.
319) KK-StPO/Graf StPO § 498 Rn. 1.

제498조 전자기록에 있는 개인데이터의 이용

① 전자기록 또는 전자기록 사본에 있는 개인데이터의 처리와 이용은, 법규명령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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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데이터의 목적 변경(제1항)

제498조 제1항은 어느 형사절차의 전자기록 또는 그 사본에 있는 개인데이터를 

그 형사절차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물론 이러한 목적 변

경은 법규명령이 그러한 이용을 허용하거나 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321)

어느 전자기록에서 특정한 개인데이터를 추출하여 절차관리의 목적(제485조 제

1항)이나 제483조 이하의 규정이 의미하는 다른 데이터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322)

제474조와 같이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으면 기록 또는 기록의 특정 내용을 

다른 기관에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323)

(다) 개인데이터의 기계를 이용한 비교조사(제2항)

제98c조324)에 따라 개인데이터를 전자기록 또는 전자기록 사본과 기계를 이용

하여 비교조사(Abgleich)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사전에 선별한 개개의 

320) ‘maschineller Abgleich’(기계를 이용한 비교조사)는 전자적인 정보처리 방법을 의미하므로(MüKoStPO/
Günther StPO § 98c Rn. 9), 의역한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한 비교조사’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형사소송법과 법규명령이 ‘maschinell’, ‘maschinenlesbar’(제32c조) 등 
‘Maschin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독일 형사소송법』도 제98c조의 ‘maschineller Abgleich’를 ‘기계에 의
한 방법으로 비교조사’로 번역하고 있으므로[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89], 
‘Maschine’는 문언 그대로 ‘기계’로 번역하도록 하겠다.

321) BT-Drs. 18/9416, 69; KK-StPO/Graf StPO § 498 Rn. 2; BeckOK StPO/von Häfen StPO § 497 
Rn. 1.

322) BT-Drs. 18/9416, 69; KK-StPO/Graf StPO § 498 Rn. 2; BeckOK StPO/von Häfen StPO § 497 
Rn. 1.

323) BT-Drs. 18/9416, 69; KK-StPO/Graf StPO § 498 Rn. 2; BeckOK StPO/von Häfen StPO § 497 
Rn. 1.

324) 형사소송법 제98c조 기계를 이용한 현존 데이터와의 비교조사
1범행의 규명을 위해서 또는 형사절차의 목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형사절차
에서 수집한 개인데이터를 형사소추나 형 집행을 위하여 또는 위험예방을 위하여 저장 중인 다른 데이터와 
기계를 이용하여 비교조사할 수 있다. 2이에 배치되는 연방 특별 법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주 법률의 이용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번역 참조: 독일법연구회, 독일 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455, 457.

사절차로부터의 개인데이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② 제98c조에 따라 개인데이터를 전자기록 또는 전자기록 사본과 기계를 이용하여 비

교조사320)하는 것은, 사전에 선별한 개개의 기록 또는 기록 사본과 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제1절 독일의 형사 전자소송

167

기록 또는 기록 사본과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제498조 제2항).325)

기록이 전자적으로 작성됨에 따라 형사소추의 목적으로 법원 관할구역, 주(州) 

또는 연방 전체의 저장된 기록 전부의 모든 개인데이터를 언제든지 검색하는 것이 기

술적으로 가능해졌다. 게다가 피의자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관계인과 비관계인도 

검색할 수 있다. 제498조 제2항은 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함에 따라 수반되는 이러한 

특수하고도 실재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의도에 따라 신설되었다.326)

(4) 제499조 전자기록 사본의 삭제

(가) 전자기록 사본의 삭제

전자기록 사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제499조).

(나) 삭제하여야 하는 사본의 범위

① 기록 일부의 사본도 제499조에 따른 삭제의 대상이다.327)

② 기술적인 이유로 기록의 사본이 잔존하는 경우에도 삭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건 이송을 위하여 전자기록이 다른 기관에 전송된 경우 전송 후에도 전자기록 

사본이 전송한 기관에 남아있을 수 있는데, 전송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

야 한다.328)

③ 기록 열람을 위하여 주어진 전자기록 사본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기록 열람

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게 되면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329)

(다) 삭제 의무자

이러한 삭제 의무는 공공기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 열람 때문에 전자기록 

325) BT-Drs. 18/9416, 69; KK-StPO/Graf StPO § 498 Rn. 4.
326) BT-Drs. 18/9416, 69.
327) BeckOK StPO/von Häfen StPO § 499 Rn. 1.
328) BeckOK StPO/von Häfen StPO § 499 Rn. 2.
329) BeckOK StPO/von Häfen StPO § 499 Rn. 3.

제499조 전자기록 사본의 삭제

전자기록 사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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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을 전송받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 또한 전송받은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내에

서만 전자기록 사본을 저장할 수 있다.330)

(라) 전자기록 원본의 삭제

전자기록 원본의 삭제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절차의 종

료에 따른 법원과 검찰 기록의 보존 및 저장에 관한 법률(사법기록보존법)[Gesetz zur 

Aufbewahrung und Speicherung von Akten der Gerichte und Staatsanwaltschaften 

nach Beendigung des Verfahrens(Justizaktenaufbewahrungsgesetz – JAktAG)]」에 

규정되어 있다.331)

아래 기록의 보존 부분에서 따로 보도록 한다.

6. 기록의 보존 - 사법기록보존법

가. 제정 및 개정

2005년 사법의사소통법은 제11조에서 「절차의 종료에 따른 연방의 법원과 연방

검찰총장 문서의 보존 및 저장에 관한 법률(문서보존법)[Gesetz zur Aufbewahrung 

von Schriftgut der Gerichte des Bundes und des Generalbundesanwalts nach 

Beendigung des Verfahrens(Schriftgutaufbewahrungsgesetz – SchrAG)]」을 제

정하였고,332) 2017년 전자기록 도입 법률 제4조는 위 문서보존법을 개정하며 그 명칭

도 「절차의 종료에 따른 법원과 검찰 기록의 보존 및 저장에 관한 법률(사법기록보존

법)[Gesetz zur Aufbewahrung und Speicherung von Akten der Gerichte und 

Staatsanwaltschaften nach Beendigung des Verfahrens(Justizaktenaufbe-

wahrungsgesetz – JAktAG)]」로 변경하였다.333)

나. 구성

사법기록보존법은 두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는 기록의 보존 및 저

330) BT-Drs. 18/9416, 70; KK-StPO/Graf StPO § 498 Rn. 5; BeckOK StPO/von Häfen StPO § 499 
Rn. 4.

331) KK-StPO/Graf StPO § 499 Rn. 3; BeckOK StPO/von Häfen StPO § 499 Rn. 1.
332) BGBl. 2005 I S. 852.
333) BGBl. 2017 I S.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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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관한 조문이고, 제2조는 법규명령 제정 권한에 관한 조문이다.

다. 일반 기준(제1조)

제1조는 “1절차를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법원과 검찰의 기록은 절차의 

종료 후 절차관계인 또는 그 밖의 사람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

여 필요한 기간 내에서 보존 또는 저장할 수 있다. 2기록부(Aktenregister), 명부

(Namensverzeichnis), 카드식 색인(Kartei)도 그러하며, 전자적으로 작성되었더라도 

같다. 3다른 법규명령의 보존 및 저장에 관한 규정, 그리고 연방 및 주의 기록물관리법

(Archivgesetz) 규정에 따른 제공 및 인도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여 기

록의 절차 종료 후의 보존 및 저장에 관한 일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라. 법규명령 제정(제2조)

제2조 제1항은 “1연방정부는 제1조 제1, 2문에 따른 보존과 저장에 관한 세부사

항 및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보존·저장 기간을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법규명령

으로 정한다. 2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 없이 법규명령으로 노동법원과 사회법원에 

관하여는 연방 노동 및 사회부 장관에게, 그 밖의 법원과 검찰에 관하여는 연방 법무 

및 소비자보호부 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하여 기록의 보존 및 저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규명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 등 보존 및 저장에 관한 규정들이 지켜야 할 세부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보존 및 저장 기간이 절차 종료 후 기록의 보존을 명

한 해가 경과한 때부터 기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법규명령 및 법규명령안

가. 법규명령

(1) 전자적 법적교류 법규명령

2017. 11. 24. 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된 「전자적 법적교류의 기술적 

기본 조건 및 특별 전자 관청사서함에 관한 법규명령(전자적 법적교류 법규명

령)[Verordnung über die technischen Rahmenbedingungen des elektronis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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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tsverkehrs und über das besondere elektronische Behördenpostfach 

(Elektronischer-Rechtsverkehr-Verordnung – ERVV)]」334)은 2018. 2. 9. 「전자

적 법적교류 법규명령의 개정을 위한 법규명령(Verordnung zur Änderung der 

Elektronischer-Rechtsverkehr-Verordnung)」335)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형사소추

기관·형사법원에 대한 전자문서 제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어 2018. 2. 16.부

터 시행되었다.

(2) 적용 범위

전자적 법적교류 법규명령은 민사소송법 제130a조, 노동법원법 제46c조, 사회

법원법 제65a조, 행정법원법 제55a조, 재정법원법 제52a조에 기해 주와 연방의 법원

에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전자문서를 처리하는 데에 적용된다(제1조 제1항 제1문).

전자적 법적교류 법규명령은 그 밖에도 제4장(형사소추기관 및 형사법원과의 전

자적 법적교류)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a조에 기해 주와 연방의 형사소추기관·형사법

원에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전자문서를 처리하는 데에도 적용된다(제1조 제1항 제2문).

(3) 기술적 조건

전자문서는 인쇄 가능하고, 복사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검색 

가능한 형태로 PDF 포맷으로 전송하여야 하고(제2조 제1항 제1문), PDF 포맷에 있는 

그림이 손실 없이 재생될 수 있으면, 전자문서를 추가로 TIFF 포맷으로 전송할 수 있

다(같은 항 제2문). PDF와 TIFF 포맷은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고된 버전이어

야 한다(같은 항 제3문).

그리고 전자문서에는 기계가 인식 가능하게 구조화된 XML 포맷의 데이터를 첨

부하여야 하는데, 그 XML 포맷은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고된 정의(Definition) 

또는 스키마(Schema) 데이터에 상응하고, 최소한 법원의 명칭, (알려진 경우에 한하

여) 사건번호, 당사자 또는 절차관계인의 명칭, 절차의 대상에 대한 진술, (알려진 경

우에 한하여) 관련 절차의 대상의 사건번호와 기록 작성 기관의 명칭을 포함하여야 한

다(제2조 제3항).

334) BGBl. 2017 I S. 3803.
335) BGBl. 2018 I S.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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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방정부의 공고

연방정부는 전자문서의 전송과 처리에 대한 아래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관보

(Bundesanzeiger)와 ‘www.justiz.de’ 사이트에 공고한다(제5조 제1항).

(5) 공고 내용

연방 법무 및 소비자보호부는 2018. 12. 20. 「전자적 법적교류 법규명령 제5조에 

따른 공고(전자적 법적교류 공고 2019)[Bekanntmachung zu § 5 der Elektronischer

-Rechtsverkehr-Verordnung(Elektronischer-Rechtsverkehr-Bekanntmachung 

2019 – ERVB 2019)]」를 제정하여 2018. 12. 31. 공포하였고, 위 공고는 2019. 1. 1.부

터 시행되었다.

위 공고는, 그 문서의 표현을 위해 필요한 모든 내용(특히 그래픽과 서체)이 

PDF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외부로부터의 데이터 스트리밍은 허용되지 않는

다는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6) 특별 전자 관청사서함의 사용

관청과 공법상의 법인(사서함 소유자)은 안전한 전송방법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전송에 있어 특별 전자 관청사서함[das besondere elektronische Behördenpostfach

(beBPo)]을 사용할 수 있다(전자적 법적교류 법규명령 제6조 제1항).

(7) 특별 전자 관청사서함을 사용한 전자문서의 전송

특별 전자 관청사서함을 사용한 전자문서의 전송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336)

1. PDF와 TIFF 포맷의 버전

2. 기계가 인식 가능하게 구조화된 XML 포맷의 데이터가 사용하여야 하는 

정의(Definition) 또는 스키마(Schema) 데이터

3. 전자문서의 수와 용량의 상한

4. 허용되는 물리적 저장매체

5. 전자문서에 인증된 전자서명(qualifizierte elektronische Signatur)을 하는 

것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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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송인이 특별 전자 관청사서함에 접속하여 사서함을 열고 로그인을 한다.

② 발송인이 특별 전자 관청사서함에서 수신인을 검색한다.

③ 발송인이 정보를 생성하여, 발송한다(자동적으로 암호화됨).

④ 수신인이 정보를 가져온다.

특별 전자 관청사서함을 사용한 전자문서의 전송

나. 법규명령안 공개

연방 법무 및 소비자보호부는 2019. 6. 7. 연방과 주를 위한 아래의 네 개의 법

규명령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337)

336) Bund-Länder-Kommission für Informationstechnik in der Justiz, “Neue Regelungen für den 
Elektronischen Rechtsverkehr mit den Gerichten ab 01.01.2018”, (2019. 8. 6.), 2.

337)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Homepage, https://www.bmjv.de/Sha
redDocs/Gesetzgebungsverfahren/DE/Einfuehrung_elektronische_Akte.html (2020. 2. 2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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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기록 작성 법규명령안

(가) 법규명령안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 그 관할구역 내에서, 데이터 보호, 데이터 안전, 장애 

제거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전자기록 작성에 적용할 조직적 

기본 조건과 기술 수준에 적합한 기술적 기본 조건을 법규명령으로 정한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2항 제1문).

「형사절차에서 전자적 기록 작성을 위한 기술적·조직적 기본 조건에 관한 법규명

령안(형사기록 작성 법규명령안)[Entwurf einer Verordnung über die technischen 

und organisatorischen Rahmenbedingungen für die elektronische Aktenführung 

im Strafverfahren(Strafaktenführungsverordnung - StrafAktFV)]」은 형사소송법 

제32조 제2항 제1문에 따른 법규명령안이다.

전자기록에 저장하는 내용은 추가적으로 PDF/A-1 또는 PDF/A-2 포맷으로도 

저장하고,338) 이 문서로 기록 외관(Repräsentat)을 구성한다(제2조 제2항 제1문). 기록 

외관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데이터 처리만을 위해 필요한 구조(Struktur), 

정의(Definition) 또는 스키마(Schema) 데이터를 제외한 기록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재생하여야 한다(같은 항 제2문). 내용의 재생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기록 외관에 

그에 대한 설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같은 항 제3문). 서명 데이터의 위치에는 형사소송법 

제32e조 제3항 제3문의 검사 결과를 표시한다(같은 항 제4문). 기록 외관은 인쇄가 가능

하고, 복사가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검색이 가능하여야 한다(같은 항 

제5문). 기록 외관의 각 면에는 연속되게 장수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같은 항 제6문).

전자기록 작성 시 전자기록의 전송을 위하여 예정된 XML 포맷의 데이터(기계가 

인식 가능하게 구조화된 것)를 생성하고 편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데

이터를 갖추어야 한다(제2조 제3항).

(나) 연방의 법규명령

연방은 위 법규명령안에 기초하여 2019. 12. 9. 「형사절차에서의 전자적 기록 작성을 

338) PDF/A-1은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이 2006. 6. 27. 전자문서 장기보존용 포맷으로 결정한 포맷이다[행정안전
부 보도자료, “정부 전자기록물 영구보존포맷 ‘PDF/A-1’로 확정”, 국가기록원 (2006. 6. 28.)(http://cont
ents.archives.go.kr/next/news/pressDetail.do?board_seq=60623에서 확인할 수 있음. 2020. 2. 2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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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술적·조직적 기본 조건에 관한 법규명령(연방 형사기록 작성 법규명령)[Verordnung 

über die technischen und organisatorischen Rahmenbedingungen für die elektroni-

sche Aktenführung im Strafverfahren(Bundesstrafaktenführungsverordnung – 
BStrafAktFV)]」을 제정하였다.

연방 형사기록 작성 법규명령은 연방일반법원에 있는 연방검찰총장, 수사절차에 

있어서 연방의 재정관청, 연방일반법원이 전자적으로 형사절차의 기록을 작성할 때 적용

된다(제1조). 전자기록에 저장하는 내용은 항상 추가적으로 PDF/A 포맷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문서로 기록 외관(Repräsentat)을 구성한다(제2조 제2항 제1문).

위 법규명령은 2019. 12. 12. 공포되었고,339) 그 다음 날인 2019. 12. 13.부

터 시행되었다(제6조).

(2) 형사기록 전송 법규명령안

연방정부는 형사소추기관과 법원 사이의 전자기록 전송에 적용할 표준을 연방상

원의 동의를 얻어 법규명령으로 정한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3항 제1문).

「형사절차에서 형사소추기관 및 법원 간의 전자기록 전송의 표준에 관한 법규명령

안(형사기록 전송 법규명령안)[Entwurf einer Verordnung über die Standards für 

die Übermittlung elektronischer Akten zwischen Strafverfolgungsbehörden und 

Gerichten im Strafverfahren(Strafaktenübermittlungsverordnung – StrafAktÜbV)]」

은 형사소송법 제32조 제3항 제1문에 따른 법규명령안이다.

전자기록은 전자적으로 전송하여야 하고, 수신 기관이 아직 기록을 종이 형태로 

작성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제2조 제1항).

형사소추기관과 법원 상호 간의 전자기록 전송은 법원 전자사서함과 행정 전자

사서함을 통해 OSCI(Online Services Computer Interface) 또는 그 각 기술 수준에 

상응하는 이를 대체하는 프로토콜 표준(Protokollstandard)을 사용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3) 문서 생성 및 전송 법규명령안

연방정부는 전자문서의 생성 및 형사소추기관과 법원 사이의 전자문서 전송에 

339) BGBl. 2019 I S.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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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표준을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법규명령으로 정한다(형사소송법 제32b조 제5

항 제1문).

「전자문서의 생성과 형사소추기관 및 법원 간의 전자문서 전송의 표준에 관한 법규

명령안(문서 생성 및 전송 법규명령안)[Entwurf einer Verordnung über die Standards 

für die Erstellung elektronischer Dokumente und für deren Übermittlung zwi-

schen Strafverfolgungsbehörden und Gerichten(Dokumentenerstellungs- und 

-übermittlungsverordnung – DokErstÜbV)]」은 형사소송법 제32b조 제5항 제1문에 

따른 법규명령안이다.

형사소추기관과 법원이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경우(제1조 제1항 제1호) 전자문서

는 인쇄 가능하고, 복사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검색 가능한 형태로 

PDF 포맷으로 생성하여야 한다(제2조 제1항 제1문).

형사소추기관과 법원은 수신 기관이 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할 경우 문서를 전

자문서로 전송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제1문), 수신 기관이 아직 전자기록을 작성하

지 않으면 전송 전에 전자문서를 형사소송법 제32e조에 따라 종이 형태로 전환하여야 

하지만(제3조 제1항 제2문), 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형사소추기관과 법원은 기록

을 작성하는 형사소추기관과 법원이 아직 종이 형태로 기록을 작성하더라도 문서를 전

자문서로 전송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형사소추기관과 법원 상호 간의 전자문서 전송은 법원 전자사서함과 행정 전자

사서함을 통해 OSCI(Online Services Computer Interface) 또는 그 각 기술 수준에 

상응하는 이를 대체하는 프로토콜 표준(Protokollstandard)을 사용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4) 형사기록 열람 법규명령안

연방정부는 전자기록의 열람에 적용할 표준을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법규명령

으로 정한다(형사소송법 제32f조 제6항 제1문).

「형사절차에서의 전자기록 열람의 표준에 관한 법규명령안(형사기록 열람 법규명령

안)[Entwurf einer Verordnung über die Standards für die Einsicht in elektroni-

sche Akten im Strafverfahren(Strafakteneinsichtsverordnung – StrafAktEinV)]」

은 형사소송법 제32f조 제6항 제1문에 따른 법규명령안이다.

전자기록의 열람을 위하여 그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형사기록 작성 법규명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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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제2항에 규정된 기록 외관(Repräsentat)의 형태로 불러올 수 있게 제공한다(제2

조 제1항 제1문). 기록 외관에는 기록 열람이 허용된 자의 성명이 영구히 식별될 수 있

도록 조치한다(같은 항 제2문). 기록 외관에는 기계가 인식 가능하게 구조화된 데이터

[정의(Definition) 또는 스키마(Schema) 데이터에 상응하는 것]를 첨부하여야 한다(같

은 항 제3문).

열람의 제공은 30일 동안 한다(제2조 제2항 제1문). 기록 열람이 허용된 자에게 열

람의 제공, 전자기록의 기준일 및 제공이 종료되는 날을 고지하여야 한다(같은 항 제2문).

기록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제2조 제3항 제1

문). 그 인터넷 사이트는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한다(같은 항 제2문). 기록 열람이 허용된 

자임이 확실하다고 충분히 인증된 경우에만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을 허용한다(같은 항 

제3문). 불러오는 데이터의 내용은 기술 수준에 따라 암호화하여 전송하여야 하고(같은 

항 제4문), 기록 열람이 허용된 자의 시스템에 저장되어야 한다(같은 항 제5문).

기록 열람이 허용된 자에게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제6조).

8. 예상 비용

전자기록 도입 법률안은 위 법률에 따라 도입되는 모든(형사만이 아닌) 전자소송의 

소요 예산과 관련하여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개발비용 합계액을 319,809,000유로

(약 4,158억 원; 1,300원/1유로 환율 기준. 이하 같음), 연간 유지비용(2020년 기준)을 

57,843,000유로(약 752억 원)로 예상하였다.340)

1. 기록 열람을 통해 받은 모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중에 유포하거나 제3자에

게 절차 외의 목적으로 전송하거나 접근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

2. 정보 제공 또는 기록 열람이 허용될 수 있는 목적을 위하여 개인데이터를 사용하려

는 것이 아닌 한, 개인데이터는 기록 열람이 허용된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

3. 기록의 내용을 공개 또는 출판하면 형법 제353d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는 것.

4. 개인데이터를 포함하여 기록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저장된 내

용은, 그가 저장할 목적이 없어지고 다른 규정에서 그의 계속적인 보관과 처리를 

허용하지 않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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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 현황

(독일의 형사 전자소송 도입 현황은 바이에른 주 소재 뮌헨 대학교에서 해외연

수 중이었던 안경록 판사와 헤센 주 소재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해외연수 중이었던 

진영현 판사가 조사를 해주었다.)

가. 바이에른 주341)

(1) 전자적 방식에 의한 문서 접수342)

전자적 방식에 의한 문서 ‘접수’가 우선 도입 대상이었고(제1단계로 설정), 법원

의 경우 민사 및 형사 절차에서 2017. 10. 18.부터, 검찰의 경우 2018. 1. 1.부터 전

자적 방식에 의한 접수가 실시되었다.

형사사건에 한정된 접수 현황 자료는 없고 전체 현황을 보면, 2019. 5.말 기준

으로 각 법원에 1주당 평균 86건 정도의 문서가 전자적으로 접수되었으나 법원별 편차

가 컸다. 예를 들어 바이에른 주에서 가장 큰 뮌헨 제1지방법원의 경우 1주당 약 

1,087건이 전자적으로 접수되었으나, 소규모인 호프(Hof) 및 바이덴(Weiden) 지방법

원의 경우 1주당 약 53건이 전자적으로 접수되었다.

검찰의 전자적 접수 실적이 아주 미미하여, 뮌헨 제1지방검찰청의 경우 최근 1

주당 약 23건이 전자적으로 접수되었고, 다른 검찰청의 경우 전자적 접수 건수가 아예 

없거나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2) 전자적 방식에 의한 문서 송달343)

문서의 전자적 송달은 접수와 분리하여 후순위로 도입하도록 하였는데(제2단계

로 설정), 여기에는 기술적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사실상 법원별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까지 총 17개 법원이 전자적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게 

되었다.

340) BT-Drs. 18/9416, 38-39.
341) 안경록, “독일의 형사 전자소송 도입 현황 및 계획 등에 관한 조사 결과 - 바이에른 주를 중심으로 -” [해외

연수법관 보고서], 법원행정처 (2019. 6. 25.).
342) 안경록 판사의 질의에 대한 바이에른 주 법무부 소속 대외협력 담당 공무원 Susanne Lukauer의 답변.
343) 위의 답변.



제4장 외국의 형사 전자소송

178

(3) 전자적 방식에 의한 기록 작성

형사사건에서 전자적 방식에 의한 기록 작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전

자적 방식으로 접수된 문건도 종래와 마찬가지로 종이로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있

다.344)

민사 전자소송의 경우 소규모 법원에서부터 장기간 시범실시를 통해 이를 점진

적으로 도입하였는데, 다양한 영역, 특히 하드웨어 설비 구축, IT 지원은 물론 소프트

웨어 자체에서도 개선할 사항이 많이 발견되었다.345)

형사 전자소송의 경우 단순한 문건 접수를 넘어선 전자기록화는 민사 분야에서

와 마찬가지로 점진적 시범실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346) 현재 2021년 이전에 시

범실시를 할 계획은 없다.347)

나. 헤센 주348)

헤센 주도 아직 형사 전자기록을 도입하지 않았고, 형사 전자기록과 관련된 법

규명령도 제정하지 않았다.

IV.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 실무적 필요에 의한 도입

2005년 사법의사소통법은 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나 형사절차에도 전자기록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점차 증대하였고, 

법원·검찰·변호사 실무에서는 기록을 전자화하여 이용하는 것이 확산되었다. 즉, 형

사기록을 전자화하는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실무에서는 필요에 의해 전자기록을 

사용한 것이다. 이는 결국 2017년 전자기록 도입 법률 제정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 실무에서는 전자소송 도입 전부터 기록을 전자화하여 이

344) 위의 답변.
345) 위의 답변.
346) 안경록 판사의 바이에른 주 뮌헨 제1지방법원 제1형사부 Dr. Sophie Neumann 판사와의 면담 결과.
347) 안경록 판사의 질의에 대한 바이에른 주 법무부 소속 대외협력 담당 공무원 Susanne Lukauer의 답변.
348) 진영현, “독일의 형사 전자소송 도입 현황 및 계획” [해외연수법관 보고서], 법원행정처 (201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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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시작하였고, 이제 형사소송에도 전자기록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높

아지고 있다. 법원과 검찰도 기록을 전자화하여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법

원은 2019. 1. 1.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형사재판부에 대한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를 시행하였다. 형사 전자소송을 시행하는 입법적 조치가 없더라도 실무적 필요에 의

한 전자기록 사용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 단계적 도입 및 법규명령 위임

독일은 2026. 1. 1.부터 전자기록을 필수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그 전까지는 

전자기록 도입 시기, 도입 범위를 각 주의 사정에 맞추어 법규명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자문서의 표준·전송방법·열람 등 전자소송과 관련된 세부사항도 법규명령

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규명령 위임은 전자소송이 일시적으로 도입됨에 따른 

혼란을 막을 수 있고 전자소송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보다 탄력적

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제6장 제1절 「단계적 도입방안」 부분에서 보겠지만 우리나라도 형사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법률에는 전자소송과 관련된 

핵심 내용과 큰 틀만 규정하고, 전자소송의 기관별 시행 시기 및 세부사항을 법규명령

이나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 형사 전자소송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을 것

이다.

3. 전자문서 양식 제한

전자문서는 매우 다양한 포맷으로 작성될 수 있으므로, 제출 양식에 제한을 두

지 않으면 호환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독일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추

기관과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경우 법규명령으로 정해진 표준에 따르도록 하였고

(제32a조), 전자적 법적교류 법규명령은 형사소추기관과 형사법원에 전자문서를 전송

할 경우 인쇄 가능하고, 복사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검색 가능한 형태

로 PDF 포맷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제2조 제1항 제1문).

우리나라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3조에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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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방식, 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형사 전자소송이 도입되더라도 법원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포맷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변호인과 변호사의 전자문서 제출의무

독일은 2022. 1. 1.부터 변호인과 변호사는 법원과 형사소추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하였다(형사소송법 제32d조).

우리나라는 현재 전자소송의무자에 변호사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민소전자문

서법 제11조 제1항, 민소전자문서규칙 제25조 제1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

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58조, 별표 2]. 그러나 독일과 같이 일정

한 유예기간을 두고 변호인과 변호사를 전자소송의무자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며, 소속 변호사 수가 일정 수 이상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국선변호인부터 전

자소송의무자에 포함시킨 후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5. 개인정보의 검색·이용 제한

독일은 법규명령이 허용한 경우에만, 그리고 형사절차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만 전자기록에 있는 개인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형사소송법 제498

조 제1항, 제496조 제1항). 그리고 수사기관이 모든 전자기록을 대상으로 정보를 검색

하는 것을 막고, 사전에 선별한 개개의 기록에 대해서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498조 제2항).

형사 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수사 과정에서 입수된 모든 정보가 수사기관의 형사

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될 것이다. 이 정보에는 피의자 외에 피해자·목격자 기타 참고

인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고, 당해 수사의 목적인 피의사실과는 관련이 없으나 별건의 

피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수사기관

이 정보기관화 되거나 별건수사가 조장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전자소송 도입 시 수사

과정에서 입수된 정보의 검색과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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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국의 형사 전자소송

I. 미국의 형사절차 개요

1. 연방과 주(州)의 이원적 구조

미국의 사법제도는 연방과 각 주의 사법제도가 병존하는 이원적 구조이다. 주의 

사법제도도 서로 달라 통일성이 없다.349)

형사법에 있어서도 연방과 각 주가 각각의 형사실체법과 형사절차법을 가지고 

있다.350)

2. 법원의 구조

연방법원은 1개의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13개의 연방항소법원(Courts of 

Appeals), 94개의 연방지방법원(District Courts)으로 이루어진 3단계 구조이다.351)

주법원은 2심제로 운영하는 주도 있으나, 다수의 주가 주 대법원, 주 항소법원, 

주 지방법원의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352)

3. 기소 이전의 절차

가. 개요

미국에서 기소 전의 형사절차는 통상 수사(Investigation), 체포(Arrest), 최초

출석절차(Initial Appearance), 예비심문절차(Preliminary Hearing), 대배심(Grand 

Jury)의 순서로 진행된다.353)

349) 김종구 외 7인, 검찰제도론, 법문사 (2011), 454; 김범준, “미국의 법률체계와 사법제도”, 최신외국법제정
보 2010-04호 (2010. 7.), 200, 204.

350) 김종구 외 7인, 위의 책, 485, 488, 493.
351) 김종구 외 7인, 위의 책, 456-457; 김범준, 위의 글, 201; United States Courts Homepage, https://w

ww.uscourts.gov/about-federal-courts/court-role-and-structure (2020. 2. 22. 확인).
352) 김종구 외 7인, 위의 책, 462-466.
353) 법원행정처(미국사법제도연구반 집필 부분), “미국의 형사사건 기소절차”, 외국사법제도연구(3) - 각국의 

형사사건 기소절차 - (2008),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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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초출석절차(Initial Appearance)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수사기관에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는 ‘불필요한 지체 없이’ 

치안판사(magistrate judge)(연방의 경우)나 판사, 사법보좌관(commissioner)(주의 

경우) 등의 면전에 인치되어야 한다.

최초출석절차를 실시하는 목적은 우선 피의자에게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하여 피

의자로서의 권리를 알려주고, 체포를 위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는지 여부

를 결정하며, 만약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하고, 반대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보석으로 석방하고자 함에 있다.354)

다. 예비심문절차(Preliminary Hearing)

예비심문절차는 치안판사가 진행하며, 검찰 측의 증거를 종합하여 과연 피의자

를 공판에 회부할 만한 소추의 근거가 있는지를 심사한다. 피의자의 혐의에 상당한 이

유가 있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피의자에 대한 공소(charge)를 기각(dismissal)하고, 반

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공판을 위해 계속 구금하거나 보석으로 

석방한다.355)

라. 기소

예비심문절차 이후 검사에 의한 기소(information)나 대배심에 의한 기소

(indictment)가 있어야 공식적인 소추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검사가 대배심에 의한 

기소장을 얻은 경우에는 예비심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대배심 절차는 비밀로 진행

된다.356)

4. 기소 후의 절차

가. 기소사실 인부 절차(Arraignment)와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기소된 사건이 법원에 배당된 후 바로 기소사실 인부 절차를 진행한다.357)

354) 법원행정처(미국사법제도연구반 집필 부분), 위의 글, 8.
355) 법원행정처(미국사법제도연구반 집필 부분), 위의 글, 9-10.
356) 법원행정처(미국사법제도연구반 집필 부분), 위의 글, 11.
357) 법원행정처(미국사법제도연구반 집필 부분), 위의 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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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사실 인부 절차에서 판사는 피고인을 소환하여 공소장 사본을 제공한 후 공

소장을 낭독하고(기소된 범죄혐의 내용의 실체를 언급해 주어야 한다), 공소사실에 대

한 인부와 국선변호인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향후 절차를 안내한다.358)

피고인은 기소사실 인부 절차에서 무죄(not guilty), 유죄(guilty) 또는 불항쟁

(nolo contendere)359)의 답변을 할 수 있다[연방형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제11조 a항 제1호].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은 그러한 답변(Plea)을 둘러싸고 미리 피의자와 

검사가 협상(Bargaining)하는 것을 말한다.360)

피고인 측이 플리바게닝에 의하지 않고 유죄 답변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판

사는 플리바게닝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플리바게닝의 결과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때

에 가서야 관여한다.361)

2002년 연방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71,798명 중 95.7%인 

68,722명이 기소사실 인부 절차에서 유죄 답변이나 불항쟁 답변을 하였고,362) 2005

년 연방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78,042명 중 95.1%인 74,226명이 기

소사실 인부 절차에서 유죄 답변이나 불항쟁 답변을 하였는데, 이는 플리바게닝의 결

과이다.363)

보다 자세한 통계를 보면, 2007. 10. 1.부터 2008. 9. 30.까지 1년간 연방검찰

청에서 기소되어 선고된 인원 91,728명 중 90.3%인 82,823명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

었는데,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중 79,762명이 유죄 답변에 기해, 422명이 불항쟁 

답변에 기해, 2,396명이 배심재판에 기해, 243명이 배심 없는 재판에 기해 각 유죄를 

선고받았다.364) 즉,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중 96.8%가 그의 유죄 또는 불항쟁 답변

에 기해 유죄를 선고받았고, 정식으로 재판절차를 거쳐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3.2%에 불과하였다.

358) 한기수, “미국 형사전자소송 및 판결문 공개의 현황” [특정주제 집중연구 보고서], 법원행정처 (2017. 11. 
17.), 5.

359) 불항쟁의 답변은 당해 형사사건에서 유죄 답변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연방형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제11조 b, c항], 다른 민·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연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 제410조 a항 제2호].

360) 윤동호,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도입론 비판”, 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통권 제40호) (2009), 4.
361) 김종구 외 7인, 검찰제도론, 법문사 (2011), 566.
362) 이근우, “플리바게닝제도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경남법학 제25집 (2010. 2.), 237.
363) 윤동호,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도입론 비판”, 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통권 제40호) (2009), 3-4.
364) 김종구 외 7인, 검찰제도론, 법문사 (2011),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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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판(Trial)

기소사실 인부 절차 종료 후 공판이 시작되는데, 피고인이 유죄 또는 불항쟁의 

답변을 하면 증거조사가 생략되고 바로 선고 절차를 거쳐서 사건이 종결된다.365)

중한 범죄(serious crime)로 기소된 모든 피고인과 6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는 경한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366)

다. 선고(Sentencing)

피고인에 대해 유죄평결이 있으면 판사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선고 전 조사

보고서(pre-sentence investigation report)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367)

판사는 선고 전 조사보고서, 양 당사자(검찰과 피고인)의 의견, 피고인의 범죄전

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선고형을 정하는데, 그 선고형에 대한 이유를 

기술할 필요는 없다.368)

5. 수사 단계에서 조서를 작성하지 않음

미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하기는 하나, 

그 내용을 법령에 의하여 조서로 작성하는 제도는 없다.369)

그리고 전문증거는 연방법률, 연방증거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이 달리 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증거능력이 없다(연방증거규칙370) 제802조).

미리 작성한 진술서 등의 서증은 미란다법칙이나 전문법칙 등에 의하여 법정에

서 거의 활용되지 못한다. 증거로 제출되는 것을 전제로 대륙법계 형사절차에서 흔히 

작성되는 문답식 신문조서는 작성되지 않는다. 경찰은 피의자신문·참고인조사보다 증

인이나 물증 확보에 주력한다.371)

365) 한기수, “미국 형사전자소송 및 판결문 공개의 현황” [특정주제 집중연구 보고서], 법원행정처 (2017. 11. 
17.), 6; 법원행정처(미국사법제도연구반 집필 부분), “미국의 형사사건 기소절차”, 외국사법제도연구(3) - 
각국의 형사사건 기소절차 - (2008), 12, 162-163; 김종구 외 7인, 위의 책, 526, 532.

366) 김종구 외 7인, 위의 책, 531.
367) 김종구 외 7인, 위의 책, 537.
368) 김종구 외 7인, 위의 책, 537-538.
369) 이흔재,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증거법과 사실인정 - 조서규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2018. 

1.), 227.
370) 연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 번역 참조: 김희균·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번역, “2015년 

미연방증거규칙”, 형사법의 신동향 제48호 (2015. 9.), 35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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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방법원의 형사절차 전자화

1. 사건관리 및 전자문건 시스템(CM/ECF)의 도입

가. 연방법원의 사건관리 및 전자문건 시스템

사건관리 및 전자문건 시스템[Case Management/Electronic Case Files(CM/ECF)]

은 연방법원의 사건관리 및 전자문건 시스템으로, 인터넷으로 법원에 문건을 접수할 수 

있고, 법원은 이러한 문건을 전자적으로 관리한다. 사건관리 및 전자문건 시스템(CM/ECF)

에서 문건을 제출하려면 개별 법원에서 발급한 사용자명과 비밀번호가 필요하다.372)

나. 연혁 및 현황

미국의 연방법원행정처(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는 연방법

원의 통합 사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목적으로 1995년 사건관리 및 전자문건 시스템

(CM/ECF)의 초기 모델을 개발하였다.373)

파산법원을 위한 사건관리 및 전자문건 시스템(CM/ECF)은 2001년 초 전국적

으로 구현되었고, 지방법원의 사건관리 및 전자문건 시스템(CM/ECF)은 2002. 5. 전

국적으로 구현되었다. 그리고 2005년에는 항소법원에 사건관리 및 전자문건 시스템

(CM/ECF)이 구현되었다. 사건관리 및 전자문건 시스템(CM/ECF)에는 4,100만 건 이

상의 기록과 5억 개가 넘는 문서가 저장되어 있으며, 70만 명 이상의 변호사가 시스템

을 이용하여 문건을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있다.374)

다. 지원하는 문서형식 및 운영체제

사건관리 및 전자문건 시스템(CM/ECF)은 PDF 형식의 문서만을 지원한다. 문서 

열람 또는 인쇄 시 어떠한 종류의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문서에서 쪽수, 서식 및 글꼴을 

371) 김종구 외 7인, 검찰제도론, 법문사 (2011), 559.
372) United States Courts Homepage, www.uscourts.gov/courtrecords/electronic-filing-cmecf (2020. 

2. 22. 확인).
373) 한기수, “미국 형사전자소송 및 판결문 공개의 현황” [특정주제 집중연구 보고서], 법원행정처 (2017. 11. 

17.), 8.
374) United States Courts Homepage, www.uscourts.gov/courtrecords/electronic-filing-cmecf/faqs-

case-management-electronic-case-files-cmecf (2020. 2. 2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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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PDF 형식을 채택하였다. 운영체제로는 Windows와 Mac OS 

X를 지원하며, 웹 브라우저로는 Firefox와 Internet Explorer를 추천한다.375)

라. 문서의 무결성 검증

사건관리 및 전자문건 시스템(CM/ECF)은 두 개의 독립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등록되는 문서의 무결성을 2단계로 검증한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시스템에 등록되는 

PDF 문서의 무결성을 검증하고, 두 번째 프로그램은 문서가 등록 후 변경되지 않았음

을 사전에 설정된 시간에 자동으로 검증한다.376)

마. 시스템 환경

(1) 소스코드의 제공

연방법원행정처(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에서 연방법원에 

사건관리 및 전자문건 시스템(CM/ECF)의 소스코드를 제공하여 주면 각 연방법원에서 

이를 그 법원의 실정에 맞게 메뉴를 선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변경(customizing)하

여 사용하고 있다.377)

(2) 서버의 구축

각 법원은 독자적인 서버를 가지고 사건관리 및 전자문건 시스템(CM/ECF) 프

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고, 저장되는 정보는 매일 PACER378)에서 운영하는 백

업 센터로 전송된다.379)

바. 차세대 시스템

현재 차세대 사건관리 및 전자문건 시스템(Next Generation of CM/ECF)으로 

375) 위의 홈페이지.
376) 위의 홈페이지.
377) 한기수, “미국 형사전자소송 및 판결문 공개의 현황” [특정주제 집중연구 보고서], 법원행정처 (2017. 11. 

17.), 9.
378) PACER(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cords)는 온라인으로 사건 관련 문서를 조회, 다운로드, 

인쇄할 수 있도록 한 연방법원행정처(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의 웹기반 법원 사건정
보 공개 서비스이다(www.pacer.gov)(한기수, 위의 글, 50).

379) 한기수, 위의 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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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중이다. 2014년에 시범 실시를 시작한 차세대 사건관리 및 전자문건 시스템(Next 

Generation of CM/ECF)은 사용자가 하나의 계정으로 전자적 제소가 가능한 모든 법원

의 PACER 및 전자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인증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380)

2. 전자적 제출 시스템(Electronic-Filing System)

연방형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제49조는 전자적 

송달 및 전자적 문서 제출에 관한 근거 규정이다.381)

가. 전자적 송달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9조(문서의 송달과 제출) a항(당사자에 대한 송달) 제3호

(전자적 수단에 의한 송달)는 전자적 송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a목은 법원의 전자

적 제출 시스템(Electronic-Filing System)을 이용한 송달에 관하여, b목은 그 외의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송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법원의 전자적 제출 시스템을 이용한 송달(연방형사소송규칙 제49조 a항 제

3호 a목)

변호사가 대리하는 당사자는 법원의 전자적 제출 시스템(Electronic-Filing 

System)에 문서를 등록함으로써 등록된 사용자에게 그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변호

사가 대리하지 않는 당사자는 법원 또는 법원 규칙(local rule)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위와 같이 송달할 수 있다. 송달은 등록 시 완료되지만, 송달하려는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하지 않았음을 송달하는 당사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없다.

(2) 그 외의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송달(연방형사소송규칙 제49조 a항 제3호 b목)

문서는 그 외에도 송달받을 사람이 서면으로 동의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송

달할 수 있다. 송달은 전송 시 완료되지만, 송달하려는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하

지 않았음을 송달하는 당사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없다.

380) United States Courts Homepage, www.uscourts.gov/courtrecords/electronic-filing-cmecf (2020. 
2. 22. 확인).

381) 민사사건에 관해서는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제5조 d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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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적 문서 제출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9조 b항(기록 작성) 제2호(작성의 방법) a목(전자적인 방

법)은 전자적 문서 제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문서는 법원의 전자적 제출 시스템(Electronic-Filing System)에 등록함으로써 

전자적으로 기록에 포함된다. 등록은 등록하려는 자의 전자소송 계정(electronic-filing 

account)을 통해 이루어지고,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문서는 연방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작

성되어야 한다.

다. 개인정보 보호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9.1조(법원에서 만들어지는 기록의 개인정보 보호)는 전자

기록 또는 종이기록에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① 개인의 사회보장번호, 납세자 인식번호, ② 생

년월일, ③ 미성년자의 성명, ④ 재무계좌번호, ⑤ 집 주소를 포함하고 있는 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를 법원의 기록에 포함시킴에 있어, 기록에 포함시키는 당사자 또는 비

당사자는 ① 사회보장번호와 납세자 인식번호의 마지막 4자리, ② 출생연도, ③ 미성

년자의 이니셜, ④ 재무계좌번호의 마지막 4자리, ⑤ 집 주소 중 주(州)와 도시만을 포

함시킬 수 있다[같은 조 a항(기록 작성 시의 삭제)].

같은 조 b항(삭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은 위와 같은 삭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

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III. 연방법원 전자소송의 소송단계별 검토

1. 소송서류의 전자화

가. 소송서류의 접수

(1) 접수 및 처리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 직원은 사건관리 및 전자문건 시스템(CM/ECF)의 한 기

능인 전자접수통지 시스템[Notice of Electronic Filing(NEF)]을 통하여 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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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를 이메일로 통보한다.382)

(2) 전자적 제출의 원칙

(가) PDF 파일 제출

제출하는 문서는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형식의 파일로 제출하여

야 한다. 텍스트(text)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것을 권장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미

지(image) PDF 파일 형식도 허용된다.383)

(나) 텍스트 PDF 파일

제출이 권장되는 PDF 파일 형식은 주에 따라 텍스트(text) PDF 파일, con-

verted PDF 파일 등 명칭이 다소 다르기는 하나, 개별 단어 검색이 가능하고 용량이 

적은 파일을 의미한다. 사건관리 및 전자문건 시스템(CM/ECF)에서는 자체적으로 워

드프로세서로 작성한 문서 파일을 PDF 파일로 변환하는 기능을 제공한다.384)

(다) 이미지 PDF 파일

이미지(image) PDF 파일은 scanned PDF 파일로도 불리며, 종이문서를 전자

적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스캔하는 것을 의미한다. 300dpi 해상도에 흑백으로 설정한 

스캐너의 사용이 권장되며, 주별로 파일 용량에 제한이 있다. 보통 2MB로 제한되나, 

텍사스 서부 연방지방법원과 알래스카 연방지방법원은 5MB, 애리조나 연방지방법원, 

미시시피 연방지방법원은 10MB를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385)

텍사스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특히 지침에서 워드프로세서 문서는 반드시 완전한 

라이선스를 갖춘 PDF 변환 프로그램을 통하여 PDF로 변환되어야 하며, 체험판 등 정

식 라이선스를 받지 못한 버전으로 변환된 문서는 접수되지 않음을 제출자에게 주지시

키고 있다.386)

382)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2015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결과보고서”, 법원행정처, 
393; 한기수, “미국 형사전자소송 및 판결문 공개의 현황” [특정주제 집중연구 보고서], 법원행정처 (2017. 
11. 17.), 20.

383)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393; 한기수, 위의 글, 20.
384)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393; 한기수, 위의 글, 20.
385)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393; 한기수, 위의 글, 20-21.
386)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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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서 양식

전자적으로 제출되는 모든 문서는 전자 접수인이 날인될 공간을 위하여 여백을 

지켜야 함을 명시적으로 정하기도 한다. 텍사스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페이지 상단 여

백 1인치 이상, 글자 크기 12, 줄 간격 2.0 유지를 명시하고 있다.387)

(마) 스캔과 가독성

스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독성 문제는 제출자가 책임져야 하며, 만약 스

캔 문서를 읽을 수 없다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종이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388)

(바) 제출 시기 제한

제출 시기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다. 콜로라도 연방지방법원은 24시간 전자접

수를 전제로 한 지침 제정을 준비 중이고, 알래스카 연방지방법원은 현재 24시간 전자

접수를 받고 있으나, 미시시피 연방지방법원의 경우 신청·답변을 포함한 전자적으로 

접수되는 문건이 재판·심문 혹은 사건 관련 절차에 앞서 최소 24시간 전에 제출되어

야 함을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상대방에게 종이 부본을 교부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

기 위한 목적이다.389)

(사) 개별 제출 및 발부

여러 사건 또는 여러 문서를 통합하여 벌크(bulk) 파일을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않고, 각각 사건에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수의 집행기관에 보내는 수통의 소

환장 역시 각각의 집행기관에 한 통씩 전자 발부한다(대부분의 주에서 그러하고, 일리

노이 연방지방법원은 이를 구체적으로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다).390)

387)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393-394.
388)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394; 한기수, “미국 형사전자소송 및 판결문 공개의 

현황” [특정주제 집중연구 보고서], 법원행정처 (2017. 11. 17.), 21.
389)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394.
390)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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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적 제출의 예외

대부분의 주에서 형사사건 개시 문서(initiating documents)391)는 달리 고지하

지 않는 이상 기존의 방식에 따라 종이로 제출한다. 이 경우 종이로 제출된 문서를 법

원 사무국에서 스캔하여 그 파일을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392)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이에 추가로 ‘Filed’ 스탬프가 찍힌 사본의 

PDF 파일을 다음 업무일 종료 시까지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393)

그 밖에 부속문서 등을 포함하여 일정 분량[텍사스 서부 연방지방법원의 경우 

200페이지·10MB, 노스캐롤라이나 연방지방법원의 경우 2MB(텍스트 PDF 파일 용

량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48페이지 분량)]을 초과하는 문서, 제본 기계에 의하여 제본

된 문서, 일정 크기(텍사스 서부 연방지방법원의 경우 8.5인치 × 11인치)를 초과하는 

문서, 양면 인쇄된 문서, 판독이 불가능한 문서도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이상 기

존의 방식에 따라 종이로 제출한다.394)

(4) 제출자

변호사에게만 전자접수를 허용하는 주가 있고, 판사의 허가를 받거나 법원 사무

국에 사전 등록하면 비변호사에게도 전자접수를 허용하는 주도 있다.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전자의 경우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당사자가 계정을 등록하면 

전자적으로 송달을 받을 수는 있다.395)

일리노이 연방지방법원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나 시스템 이용 권한을 

포기하지 않은 피의자도 근거 규칙에 따라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다. 피의자가 시스템 

이용 권한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와 차이가 있다.396)

391) 공소장, 항소장 등과 같이 절차의 개시를 위하여 처음으로 제출되는 문서를 의미한다[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394].

392)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394; 한기수, “미국 형사전자소송 및 판결문 공개의 
현황” [특정주제 집중연구 보고서], 법원행정처 (2017. 11. 17.), 21.

393) United States Courts Homepage, https://www.cacd.uscourts.gov/e-filing/initiating-documents 
(2020. 2. 22. 확인).

394)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2015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결과보고서”, 법원행정처, 
395; 한기수, “미국 형사전자소송 및 판결문 공개의 현황” [특정주제 집중연구 보고서], 법원행정처 (2017. 
11. 17.), 21.

395)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395.
396)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39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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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송서류의 관리(보관) 및 열람

(1) 소송서류의 전자적 제출의 정의

문서의 전자적 제출(Electronic Filing)이란 법원에 제출하고자 하는 서면이나 

문서를 PDF 포맷으로 법원의 인터넷 기반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된 이용자의 컴퓨터에

서 직접 업로드 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와 달리 서면이나 문서를 이메일(e-mail)에 첨

부하여 보내는 것은 전자적 제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주에서 정의규정 또는 

일반 규정을 통해 이를 명시하고 있다.397)

(2) 접수된 소송서류에 대한 법원 직원의 검토

법원 직원이 전자문서 전체를 검토하고, 사건 정보를 인증하며, 전자접수 문서

를 받거나 거절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제공된다. 문서 제출자에게 문서 제출 사실에 대

한 인증(verification)을 제공하고, 이로써 제출자는 전자접수 일시 및 시각을 입증할 

수 있다. 전자접수통지 시스템(NEF)을 통해 자동으로 문서가 접수·반려된 사실을 통

지하고, 반려 시에는 반려 사유도 제출자에게 통지한다.398)

(3) 전자서명의 방식

전자서명은 문서 제출자가 사건관리 및 전자문건 시스템(CM/ECF)에 로그인하

여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한다. 사건관리 및 전자문건 시스템(CM/ECF)에 등록한 

변호사가 위와 같이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한 서류는 민·형사절차에 관한 법원 규칙

(local rule)과 연방 규칙에서 정한 서명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399)

주에 따라서는 서명에 보다 상세한 정보(소속,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를 기재하도록 하고,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추가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주도 있다(노

스캐롤라이나 동부 연방지방법원).400)

등록된 변호사의 로그인·비밀번호가 그 변호사의 서명을 구성하기 때문에 등록

된 변호사에게만 전자소송을 허용하는 주도 있다(알래스카 연방지방법원).401)

397)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396; 한기수, “미국 형사전자소송 및 판결문 공개의 
현황” [특정주제 집중연구 보고서], 법원행정처 (2017. 11. 17.), 22.

398)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396; 한기수, 위의 글, 22.
399)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396; 한기수, 위의 글, 22.
400)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396-397; 한기수, 위의 글, 22.
401)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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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에서는 모든 변호사들에게 사건관리 및 전자문건 시스템(CM/ECF) 등록

을 의무화한 뒤 각각의 변호사들에게 단 하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을 발행하고 다른 

이용자에게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사용을 허용하지 말도록 주의를 주기도 한다(애리

조나 연방지방법원).402)

일부 문서의 경우 추가적인 인증방식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라델피아 연방지방

법원은 전자 제출하는 법률문서에 선서증명서 또는 인증문서를 PDF 파일 형식으로 첨

부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 문서 제출자에게 종이 원본 보관의 책임이 있다.403)

(4) 소송서류의 관리(기록 작성)

제출자는 전자적으로 제출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전자 사건일람표 표제

(docket entry)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제출자가 작성한 표제는 법원의 공식 사건진행

표에 바로 기재됨은 물론, 당사자와 PACER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에도 공개된다.404)

제출자(등록된 변호사)는 변호사 사용 매뉴얼을 참조하여 적절한 일람표를 작성

할 책임이 있음을 지침으로 규정하기도 한다(알래스카 연방지방법원).405)

일단 서류가 전자적으로 접수되면 전자기록의 일부가 되고, 전자제출이 받아들여

지고 나면 사건관리 및 전자문건 시스템(CM/ECF)은 제출자가 이를 바꾸는 것을 허용하

지 않는다. 즉, 제출을 철회하거나 제출한 서류를 교체·변경·삭제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법원 사무국의 접수 담당자(docket clerk)에게 연락하여 수정하거나 새로운 수정 

서류(amendment)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오류를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406)

(5) 소송서류의 보관

소송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한 경우 법원사무국이 이를 보관한다.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전자화한 경우, 그 종이문서를 법원사무국이 보관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정한 

주도 있고 사건 종국 시까지 법원사무국이 보관한다는 지침을 정한 주도 있다.407)

402)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397; 한기수, “미국 형사전자소송 및 판결문 공개의 
현황” [특정주제 집중연구 보고서], 법원행정처 (2017. 11. 17.), 23.

403)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397.
404)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397.
405)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397.
406)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397-398.
407)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398; 한기수, “미국 형사전자소송 및 판결문 공개의 

현황” [특정주제 집중연구 보고서], 법원행정처 (2017. 11. 1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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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 연방지방법원은 2005. 8. 1. 이후 접수된 사건에서 종이문서를 보관

하지 않고 있고,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모든 법률문서에 대해

서 종이문서를 보관하지 않는다고 지침으로 정하였다.408)

다. 전자문서의 송달

(1) 전자접수통지 시스템(NEF)

(가) 전자접수통지 시스템(NEF)을 통한 통지

사건관리 및 전자문건 시스템(CM/ECF)의 한 기능인 전자접수통지 시스템

(NEF)을 통하여 문서가 제출된 것을 통지한다.409)

문서가 사건관리 및 전자문건 시스템(CM/ECF)에 등록되면 전자접수통지가 자

동으로 생성되는데, 법원사무원은 전자접수통지의 전송으로 전자문서를 송달한다.410)

(나) 전자접수통지의 내용

전자접수통지는 제출 및 사건진행표 기재 일시, 당사자의 성명, 문서를 제출한 

자, 문서의 종류, 사건진행표 표제 문구(text of the docket entry), 통지를 수신할 

당사자 및 제출자의 성명 등을 포함하며, 만약 어떠한 문서가 사건진행표에 첨부되면 

전자접수통지는 수신자로 하여금 위 문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이퍼링크를 포

함하게 된다.411)

접수가 완료되면 전자접수통지 시스템(NEF)을 통해 곧바로 상대방에게 그 사실

이 통지되는데, 상대방이 하이퍼링크 형식으로 전달된 문서를 확인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문서의 삭제가 어렵다.412)

(다) 전자접수통지를 받는 자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전자접수통지 시스템(NEF)에 의한 통지는 원칙적으로 당

해 변호사에게만 하고 본인에게는 하지 않는다.413)

408)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398; 한기수, 위의 글, 23.
409)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398; 한기수, 위의 글, 23.
410)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399-400.
411)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399; 한기수, “미국 형사전자소송 및 판결문 공개의 

현황” [특정주제 집중연구 보고서], 법원행정처 (2017. 11. 17.), 23.
412)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399; 한기수, 위의 글, 23-24.



제2절 미국의 형사 전자소송

195

애리조나 연방지방법원은 불구속 당사자에 대하여 전자접수통지 시스템(NEF)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414)

(라) 소송규칙에 따른 문서의 제출로 간주

소송당사자가 사건관리 및 전자문건 시스템(CM/ECF)을 통하여 문서를 전자적

으로 전송하는 것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5조 d항 제3호 및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9조

에 따른 문서의 제출로 간주된다.415)

(마) 제출기한

전자적으로 문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당해 문서의 제출기한이 변경되는 것은 아

니며, 제출은 해당 법원이 속한 지역의 시간대를 기준으로 자정 이전에 완료되어야 당

일 제출된 것으로 인정된다.416)

전자적으로 접수인(time-stamp)이 찍힌 시간을 접수 시점으로 보는 주도 있

고, 제출된 날의 자정을 접수 시점으로 보는 주도 있다. 일리노이 연방지방법원의 경우 

근무일에는 자정 전까지 접수되면 그날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고, 비근무일에 접수되면 

그다음 날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전송 일자(transmission date)와 전송 시각

(time of transfer)으로 그 문서를 특정한다.417)

(2) 전자적 송달의 예외

피고인이 복수인 형사사건에서 봉인된 플리바게닝(plea agreement)이 제출된 

경우, 전자접수통지는 정부(검찰)와 해당 피고인에 대해서만 생성 및 전송된다.418)

형사 판결의 이유서(statement of reasons) 부분은 전자적으로 제공되지 않으

므로, 법원사무원은 이유서의 종이 사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419)

413)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399; 한기수, 위의 글, 24.
414)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399.
415)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399.
416)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400; 한기수, “미국 형사전자소송 및 판결문 공개의 

현황” [특정주제 집중연구 보고서], 법원행정처 (2017. 11. 17.), 24.
417)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400.
418)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400.
419)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400; 한기수, “미국 형사전자소송 및 판결문 공개의 

현황” [특정주제 집중연구 보고서], 법원행정처 (2017. 11. 1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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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자문서의 보존

(1) 법원의 시스템에 의한 보존

전자문서는 법원의 사건관리 및 전자문건 시스템(CM/ECF)에 보존된다.420)

(2) 주별 보존 정책

주별로 전자문서의 보존에 대한 정책이 다르다.421)

텍사스 서부 연방지방법원의 경우, 피고인의 실제 서명 이미지를 포함한 원본 

문서는 상소를 포함하여 종국 판단이 이루어진 후 1년 동안 보관한다. 또한 문서를 전

자적 또는 전통적 방식으로 제출한 자도 제출한 문서를 상소를 포함하여 종국 판단이 

이루어진 후 1년 동안 전자 또는 종이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422)

일리노이 연방지방법원의 경우 전자적으로 제출된 문서 혹은 데이터에 대한 소

유권(ownership)이 법원에 있음을 지침으로 명시하고 있다.423)

2. 전자적 사건관리

가. 개요

사건관리 및 전자문건 시스템(CM/ECF)은 법원에 전자적으로 제출된 모든 재판 

문서 및 사건진행표 표제를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한다. UNIX, LINUX와 같

은 비영리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시스템의 존속이 특정한 운영체제 개발사에 

좌우되지 않는다.424)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도 인터넷을 통해 사건관리 및 전자문건 시스템(CM/ECF)

에 접속하여 소송 경과를 확인하고 재판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425)

나. 구체적 활용

소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사건을 배당한다. 담당 판사는 

420)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400.
421)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400.
422)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400.
423)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401.
424)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403.
425)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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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및 접수 문건을 열람하고, 배당사건의 법정기일 등 재판일정도 관리할 수 있

다. 개별 재판 문서에서 같은 관할 법원에 속한 다른 사건의 기록을 인용한 경우 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한다.426)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은 공판절차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427)

IV. 주(州)법원의 형사절차 전자화

1. 개요

미국의 주(州)법원은 연방법원과 별도로 독자적인 전자제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주(state)별로 또는 주 안의 카운티(county)별로 소송절차와 전산시스템이 다르

기 때문에 전자제출의 실시 형태도 주 또는 카운티별로 다르다.428)

통상 시범적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법안 및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하위 법규

들이 마련된 다음, 시범적 프로그램을 도입할지 여부는 지역별 법원의 결정에 맡겨지

게 된다.429)

2. 국립 주법원 센터의 2009년 설문조사

가. 전자소송에 대한 설문조사

국립 주법원 센터[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NCSC)]는 2009년 주법

원들을 대상으로 전자소송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430)

426)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403.
427)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403-404.
428) 한기수, “미국 형사전자소송 및 판결문 공개의 현황” [특정주제 집중연구 보고서], 법원행정처 (2017. 11. 

17.), 24.
429) 한기수, 위의 글, 24.
430)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Homepage, https://www.ncsc.org/services-and-experts/areas

-of-expertise/technology/2009-e-filing-survey.aspx (2020. 2. 2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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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소송 도입 여부

설문에 답한 107개 주법원 중 전자소송을 이미 도입한 주법원은 41개(= 도입한 

지 2년 이상 31개 + 도입한 지 2년 이내 10개), 2년 이내에 도입할 계획인 주법원은 

35개(= 1년 이내에 도입할 계획 22개 + 1년 초과 2년 이내에 도입할 계획 13개)였고, 

전자소송을 도입할 계획이 없는 법원은 9.3%인 10개에 불과하였다.431)

전자소송 도입 여부432)

다. 전자소송 도입의 장애요소

각 요소별 전자소송 도입에 장애가 되는 정도에 대하여 102개 주법원이 설문에 

답하였다.

각 장애요소별 매우 중요 또는 중요한 장애요소라는 답변의 수를 보면, 불충분

한 자금 62개(= 매우 중요 31개 + 중요 31개), 불충분한 인력 55개(= 매우 중요 17개

+ 중요 38개), 보안에 대한 우려 32개(= 매우 중요 12개 + 중요 20개), 경험 부족 29

개(= 매우 중요 6개 + 중요 23개), 법관의 동의 부족 25개(= 매우 중요 7개 + 중요 18

431)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NCSC 2009 E-filing Survey”, (2009), 1.
432)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NCSC 2009 E-filing Survey”, (20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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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변호사 등의 동의 부족 25개(= 매우 중요 5개 + 중요 20개)였다.433)

전자소송 도입의 장애요소434)

라. 전자소송화 정도

전자소송이 도입된 주법원의 사건분야별 전자소송화 정도를 보면, 민사사건이 

가장 높아서 복잡한 민사사건(예: 집단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간단한 민사사건(예: 소

액사건) 모두 50% 넘게 전자소송화가 되었고, 100% 전자소송화되었다는 답변도 있었

다.

형사사건의 전자소송화 정도도 평균 29%나 되었고 90% 전자소송화 되었다는 

답변도 있었다.435)

433)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NCSC 2009 E-filing Survey”, (2009), 2.
434)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NCSC 2009 E-filing Survey”, (2009), 2.
435)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NCSC 2009 E-filing Survey”, (200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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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화 정도436)

마. 제출 가능한 문서 양식(중복 답변)

제출이 허용되는 문서 양식으로는 PDF가 가장 많았고(45개), MS 워드(19개), 

TIFF(15개)가 그 뒤를 이었으며, XML 양식의 제출을 허용한 주법원은 11개였다.437)

제출 가능한 문서 양식(중복 답변)438)

436)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NCSC 2009 E-filing Survey”, (2009), 7.
437)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NCSC 2009 E-filing Survey”, (2009), 38.
438)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NCSC 2009 E-filing Survey”, (2009),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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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델라웨어 주법원

델라웨어 대법원은 2005. 10. 24.부터 File & ServeXpress 시스템을 사용하

여 민사사건의 상고장을 전자적으로 접수(eFiling)받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주 대법원 

중 최초였다. 2006. 12. 4.부터는 형사사건, 가사사건 상고장에 대한 전자적 접수를 

시작하였다.439)

델라웨어 주법원은 2007. 11. 29. 일부 1심·항소심 민사사건에 대한 전자적 

접수를 시작하였으며, 그 후 전자적 접수 대상을 넓혀갔다.440)

4. 뉴욕 주법원

가. 전자소송 도입 경과

1999년 일부 뉴욕 주법원에서 소수의 사건을 대상으로 전자소송제도가 시행된 

이래 전자소송 관할 법원과 대상사건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뉴욕 주법원

(New York State Courts)이 전자소송을 위하여 구축한 전산정보 시스템인 뉴욕 주법

원 전자제출 시스템[New York State Courts Electronic Filing(NYSCEF)]을 통해 

전자소송이 구현되었다.441)

형사사건도 주법원 행정처장의 승인 아래 일부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

는 규정이 있다.442)

2015. 8. 이전에는 사실상 변호사만 서류의 전자적 제출이 가능하였으나, 

2015. 8. 관련 규정의 개정과 시스템 구축에 따라 비변호사인 당사자도 전자적 제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변호사용 시스템과 비변호사용 시스템이 별도로 구성되었다. 

PDF/A 포맷으로 된 파일만 접수가 가능하다.443)

뉴욕 주법원 전자제출 시스템(NYSCEF)은 모든 파일을 접수받음과 동시에 암호

화한다. 제출자는 특정 서류를 제출할 때 ‘secure’ 서류로 지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439) 한기수, “미국 형사전자소송 및 판결문 공개의 현황” [특정주제 집중연구 보고서], 법원행정처 (2017. 11. 
17.), 26.

440) 한기수, 위의 글, 26.
441) 한기수, 위의 글, 26.
442) 뉴욕 주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Law) § 10.40, 자세한 내용은 New York State Senate Homepage,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CPL/10.40 (2020. 2. 22. 확인) 참조.
443) 한기수, “미국 형사전자소송 및 판결문 공개의 현황” [특정주제 집중연구 보고서], 법원행정처 (2017. 11. 

1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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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승인이 필요치 않으며, 당사자가 특정 서류를 ‘secure’ 서류로 지정한 경우 소

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없게 된다.444)

나. 뉴욕 주법원 전자제출 시스템(NYSCEF)의 모습

다음은 뉴욕 주법원 전자제출 시스템(NYSCEF)의 변호사용 화면(위)과 비변호

사용 화면(아래)이다.

뉴욕 주법원 전자제출 시스템(NYSCEF)의 변호사용 화면445)

뉴욕 주법원 전자제출 시스템(NYSCEF)의 비변호사용 화면446)

444) 한기수, 위의 글, 27.
445) New York State Courts Electronic Filing(NYSCEF) Homepage, https://iappscontent.courts.state.

ny.us/NYSCEF/live/unrepresented/HomePage.html (2020. 2. 22. 확인).
446) New York State Courts Electronic Filing(NYSCEF) Homepage, https://iappscontent.courts.state.

ny.us/NYSCEF/live/unrepresented/UnrepresentedHomePage.html (2020. 2. 2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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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제출 연습 사이트

뉴욕 주법원은 실시간 전자제출 시스템 사이트와 전자제출 연습 사이트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아래는 뉴욕 주법원 전자제출 연습 사이트(New York State Courts E-Filing 

Training Site)의 모습이다.

뉴욕 주법원 전자제출 연습 사이트447)

라. 전자법원(eCourts) 구현

WebCriminal을 통해 뉴욕 주 형사 재판소의 향후 재판 날짜에 대한 형사사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건번호(Case Number) 또는 당사자 이름(Party Name)을 

통해 사건을 검색할 수 있다.448)

아래는 eCourts의 메인화면이다. 중간 부분에 ‘WebCriminal’ 메뉴가 있고 그 

오른쪽 하단에 하위 메뉴로 ‘WebCriminal’, ‘WebCriminal Mobile’이 있다.

447) New York State Courts Electronic Filing(NYSCEF) Homepage, https://iapps.courts.state.ny.us/
nyscef/nyscef/TrainingHome.html (2020. 2. 22. 확인).

448) 한기수, “미국 형사전자소송 및 판결문 공개의 현황” [특정주제 집중연구 보고서], 법원행정처 (2017. 11. 
17.),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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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urts 메인화면449)

‘WebCriminal Mobile’을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450)

위 화면의 아래 부분에 ‘eTrack’ 메뉴가 있다.

마. 전자검색(eTrack) 서비스

eTrack은 뉴욕 주 전체 62개 카운티의 민사 대법원 사건과 모든 지방 민사 및 

형사 법원의 사건을 추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뉴욕 주에 거

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메일 계정만 있으면 eTrack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451)

아래는 계정을 생성하여 로그인한 eTrack의 메인화면이다(‘Track Account’란

의 아이디는 삭제하였다).

449) New York State Courts Electronic Filing(NYSCEF) Homepage, https://iapps.courts.state.ny.us/
webcivil/ecourtsMain (2020. 2. 22. 확인).

450) New York State Courts Electronic Filing(NYSCEF) Homepage, https://iapps.courts.state.ny.us/
webmobile/ecourts/app-production.html (2020. 2. 22. 확인).

451) 한기수, “미국 형사전자소송 및 판결문 공개의 현황” [특정주제 집중연구 보고서], 법원행정처 (2017. 11. 
1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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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ack 메인화면452)

5. 텍사스 주법원

가. 전자소송 도입 경과

1995년 제퍼슨 카운티(Jefferson County)의 지방법원에서 전자제출(eFiling)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2015. 9. 텍사스 주 전역에 민사사건 전자제출(eFiling) 시스템

이 완료되었다.453)

주 대법원은 2016. 6. 형사사건에서 소송소류의 전자적 접수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텍사스 주 254개 카운티가 2020. 1. 1.까지 순차적으로 형사

사건의 전자접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였다.454)

주 대법원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카운티는 2017. 7. 1.까지, 20만 명 이상 50

만 명 미만의 카운티는 2018. 1. 1.까지 등 형사사건의 전자제출(eFiling) 시스템 구

축 및 전자적 접수 의무화 기한을 명문화하였다.455)

eFileTexas 홈페이지에서 법원별로 전자적 접수가 가능한 사건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452) New York State Courts Electronic Filing(NYSCEF) Homepage, https://iapps.courts.state.ny.us/
webcivil/etrackMain (2020. 2. 22. 확인).

453) 한기수, “미국 형사전자소송 및 판결문 공개의 현황” [특정주제 집중연구 보고서], 법원행정처 (2017. 11. 
17.), 31.

454) 한기수, 위의 글, 31.
455) eFileTexas Homepage, http://www.efiletexas.gov/documents/Mandatory-Criminal-E-Filing.pdf 

(2020. 2. 2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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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별 전자적 접수 가능 사건 정보456)

나. 전자제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전자제출 서비스

텍사스 주법원 전자소송의 특이점은, 사기업인 전자제출 서비스 제공자

[electronic filing service provider(EFSP)]에게 전자문서를 제출하면 서비스 제공자

가 eFileTexas.gov로 전송하는 형식으로 전자제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457)

이에 따라 전자소송은 서비스 제공자의 선택부터 시작된다. 서비스 제공자가 전

자제출 연습(training) 서비스도 제공한다.458)

아래는 서비스 제공자를 소개하는 화면이다.

456) eFileTexas Homepage, http://www.efiletexas.gov/active-courts/dcpj-courts.htm (2020. 2. 22. 
확인).

457) 한기수, “미국 형사전자소송 및 판결문 공개의 현황” [특정주제 집중연구 보고서], 법원행정처 (2017. 11. 
17.), 32.

458) 한기수, 위의 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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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자 소개 화면459)

24시간 문건 제출이 가능하다.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460)

6. 캘리포니아 주법원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2017. 6. 16. “2017. 7. 10.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 

전자제출(E-filing) 시스템이 도입되어 자발적으로 관련 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2017. 9. 1.부터 관련 문서의 전자적 제출이 강제된다.”라는 전자제출 시스템 도입방

안을 발표하였다.461)

459) eFileTexas Homepage, http://www.efiletexas.gov/service-providers.htm (2020. 2. 22. 확인).
460) 한기수, “미국 형사전자소송 및 판결문 공개의 현황” [특정주제 집중연구 보고서], 법원행정처 (2017. 11. 

17.),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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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2017. 7. 7. ‘전자적 제출에 관한 대법원 규칙

(Supreme Court Rules Regarding Electronic Filing)’462)을 공포·시행하였다.463)

위 규칙은 총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수적 전자제출(Mandatory 

electronic filing)(제3조), 자발적 전자제출(Voluntary electronic filing)(제4조) 등

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칙에 의하면, 비록 소송당사자가 관련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였다고 하

더라도, 법원의 특별한 명령이 없는 한, 전자적으로 제출된 후 2일 이내에 법원에 우편

으로 보내거나, 일반 운송 업체에 전달하거나, 법원에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464)

모든 문서는 원칙적으로 텍스트 검색이 가능한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고, 

용량은 25MB를 초과할 수 없다. 모든 제출자는 법원에 제출한 모든 문서에서 개인 식

별 정보의 삭제와 관련된 캘리포니아 주법원 규칙 제1.201조를 준수하여야 하고, 시스

템 운영자나 법원 직원은 문서를 검토할 책임이 없다.465)

V.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영미법계 국가로서 판례법주의를 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조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미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다. 따라서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우

리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형사 전자소송에 한정하여 보더라

도 연방과 주가 각자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어 어느 한 시스템이 미국

의 표준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전자적 제출을 강제하는 주가 있는 점(텍사스 주법원, 캘리포니아 주법

원), 전자제출 연습 사이트를 제공하기도 하는 점(뉴욕 주법원, 텍사스 주법원), 기일

이 열리기 최소한 24시간 전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도록 한 경우가 있는 점(미시시피 연

방지방법원) 등은 우리나라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61) 한기수, 위의 글, 33.
462) California Courts Homepage, https://www.courts.ca.gov/documents/supreme_court_of_california

_rules_regarding_electronic_filing.pdf (2020. 2. 22. 확인).
463) 한기수, “미국 형사전자소송 및 판결문 공개의 현황” [특정주제 집중연구 보고서], 법원행정처 (2017. 11. 

17.), 34.
464) 한기수, 위의 글, 34.
465) 한기수, 위의 글,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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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변호사용 시스템과 비변호사용 시스템을 별도로 구성한 점(뉴욕 주법

원), 사기업인 전자제출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전자문서를 제출하도록 한 점(텍사스 주

법원) 등은 미국 전자소송의 특색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국립 주법원 센터의 2009년 설문조사 결과 불충분한 자금과 인력이 전자

소송 도입에 대한 가장 큰 장애요소로 지적된 것은,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전자소송

도 자금과 인력의 뒷받침 없이는 도입되기 힘들다는 점을 시사하여 준다.

제3절 싱가포르의 형사 전자소송

I. 싱가포르의 형사사법제도

1. 법원

가. 법원의 구성 - 대법원, 하급법원

싱가포르의 법원은 대법원(Supreme Court)과 하급법원(State Courts)으로 구

성된다.466)

나. 대법원의 구성 - 상소재판부, 고등재판부

대법원은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재판부(Court of Appeal)와 1심 및 하급법원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고등재판부(High Court)로 구성된다.467)

상소재판부는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인 상소심 판사로 구성되고, 고등재판부는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인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된다. 다만, 고등법원 판사는 대법원

장의 요청에 의하여 상소심 판사의 일을 담당할 수 있다.468)

466)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2015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결과보고서”, 법원행정처, 426.
467)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426.
468) 박홍우, “싱가포르의 사법제도”, 법조 제56권 제11호(통권 제614호) (2007. 11.), 3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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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급법원의 구성 - 지방법원, 치안법원

하급법원은 지방법원(District Court),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 소액소

송재판소(Small Claims Tribunals), 지역사회법원(Community Court), 검시관법원

(Coroner’s Court) 등으로 구성된다.469)

라. 사물관할

치안법원은 법정형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관할하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1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6대

를 초과하지 않는 태형을 선고할 수 있다.470)

지방법원은 법정형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

을 관할하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3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12대를 초과하지 않는 태형을 선고할 수 있다.471)

치안법원과 지방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은 대법원의 고등재판부가 관할한

다.472) 법정형이 사형 또는 10년을 초과하는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고등재판부가 제

1심으로 관할한다.473)

2. 검찰

검찰청(Attorney-General's Chambers)은 검찰총장(Attorney-General)을 

보좌하는 조직으로 검사 및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474)

검찰청의 형사사법과(Criminal Justice Division)에서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수

469)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2015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결과보고서”, 법원행정처, 
426; 법제처, “싱가포르의 법률체계”, (2016), 11-14; Singapore Supreme Court Homepage, https://
www.supremecourt.gov.sg/about-us/the-supreme-court/singapore-judicial-system (2020. 2. 
22. 확인).

470)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싱가포르 전자소송 출장보고서”, 법원행정처 (2015. 12. 28.), 73; 
Singapore State Courts Homepage, https://www.statecourts.gov.sg/cws/CriminalCase/Pages/M
agistrate's-Court.aspx (2020. 2. 22. 확인).

471)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73; Singapore State Courts Homepage, https://www.sta
tecourts.gov.sg/cws/CriminalCase/Pages/District-Courts.aspx (2020. 2. 22. 확인).

472) 박홍우, “싱가포르의 사법제도”, 법조 제56권 제11호(통권 제614호) (2007. 11.), 344-345.
473)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싱가포르 전자소송 출장보고서”, 법원행정처 (2015. 12. 28.), 71-72.
474)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 박홍우, “싱가포르의 사법제도”, 법조 제56권 제11호(통권 

제614호) (2007. 11.),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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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475)

3. 형사절차 개요

가. 수사

경찰 및 중앙마약수사국, 부패수사국, 관세청 등 특별수사권한을 가진 행정부처

가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청은 기소와 관련하여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다.476)

나. 기소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대체로 경찰이 검찰의 승인을 받아 공소를 제기

한다. 48시간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찰은 구금 상태에서의 추가 

수사를 위하여 법원에 구속 허가(영장)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한다.477)

공소제기와 동시에 공소사실별로 공소사실 번호(charge number)가 부여되고, 

해당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번호(case number)가 부여된다.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추가적인 공소사실은 이미 부여된 동일한 사건번호에 공소장 변경절차와 유사하게 추

가되므로, 공판 계속 중인 피고인에게는 하나의 사건번호만 부여된다.478)

다. 공판

(1) Mention 기일

Mention 기일은 체포나 구속된 때로부터 48시간 내로 지정된다. 법원이 기소사

실 및 세부적인 공소사실을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를 

한다. 또한 보석 여부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후 보석결정을 하기도 한다.479)

검사는 경찰이 제기한 여러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구하지 아니하나 

나머지 공소사실의 양형 시 참작되도록 하는 기소유예 유사의 처분[take into con-

475)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
476)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38.
477)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39.
478)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39.
479)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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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ration(TIC)]을 할 수 있다.480)

피고인은 ① 유죄를 인정하거나, ② 공소사실을 다투며 유무죄 심리 절차를 개

시할 것을 요청하거나, ③ 공소사실 인부 정리 또는 변호인 선임 등을 위하여 속행을 

구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면 곧바로 양형심리 기일이 지정되어 양형심

리 절차가 개시되고, ② 공소사실을 다투는 경우 아래의 공판준비회의를 거쳐 유무죄 

심리 절차에 들어가고, ③ 속행을 구하는 경우 보석 여부가 결정되며 차회 Mention 

기일이 지정된다.481)

(2) 공판준비회의[Pre-trial Conference(PTC)]

공판절차 협의를 위한 회의로 주로 재판부, 검사, 피고인의 3자 화상 연결 회의 

방식(e-hearing)으로 진행된다. 화상회의(video conference)로 진행되므로, 검사와 

변호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참석하기도 한다. 검사와 피고인 측의 구체적인 입증계획

을 수립·확정한다.482)

(3) 유무죄 심리 절차(Trial)

검사의 입증절차가 끝난 후 피고인 측에 입증 기회를 부여한다. 약 3일에서 수

주가 소요되는 연일재판 집중심리 후 유무죄를 선고한다.483)

(4) 상이한 담당 법관

위의 각 절차는 서로 다른 법관이 담당한다.484)

라. 판결문의 작성

선고 시 판결문 작성은 의무가 아니다. 다만 항소되는 경우 등에는 의무이어서 

사후에 작성하기도 한다.485)

480)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39.
481)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39.
482)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39.
483)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39.
484)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39.
485)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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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싱가포르의 전자소송 연혁

1. 전자문서제출시스템(EFS)

싱가포르는 1997년 전자문서제출시스템[Electronic Filing System(EFS)]을 

시범 운영(변호사에게만 개방)한 뒤, 2000년 대법원과 하급법원 사건에서 전자문서제

출시스템(EFS)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을 의무화하였다(항소심, 조세사건 등 일부 사건

은 제외).486)

전자문서제출시스템(EFS)은 2002년경 조세사건, 2003년경 가사사건, 2005년

경 대법원의 형사사건에 확대 적용되었고, 2009년경까지 대부분의 사건에 전자문서제

출시스템(EFS)이 적용되었다.487)

2. 통합전자소송시스템(iELS)

싱가포르는 2003년경 EFS 검토위원회(EFS Review Committee)를 발족하여 

기존 전자문서제출시스템(EFS)의 개선할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EFS 검토실

행위원회(EFS Review Implementation Committee)를 발족하여 검토된 부분에 대

한 개선에 착수하였다.488)

그에 따라 기존의 전자문서제출시스템(EFS)을 대체하는 통합적인 사건관리시스

템으로서 통합전자소송시스템[Integrated E-litigation System(iELS)]을 개발하였

고, 2013년 초부터 대법원의 민사·형사 등 제반 사건과 하급법원의 민사사건에서 통

합전자소송시스템(iELS)을 활용하였다. 전자문서제출시스템(EFS)은 2014. 2. 폐지되

었다.489)

3.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

전자문서제출시스템(EFS)과 통합전자소송시스템(iELS)은 대법원의 형사사건에

486)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1.
487)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
488)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
489)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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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할 수 있었으나 하급법원의 형사사건에서 사용하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였고, 

하급법원 형사사건의 관리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SCRIMSⅡ(Subordinate Courts 

Case Recording an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Ⅱ)는 사건정보 조회 시스

템 정도에 불과하였다.490)

SCRIMSⅡ를 대체할 시스템으로 기소, 수사, 영장집행 기관이 연계되고, 사건 

개시, 절차 진행, 정보 조회가 일원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

[Integrated Criminal Case Filing and Management System(ICMS)]을 개발하기

로 하여, 2012년경부터 개발에 착수하였다.491)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은 단계적으로 개발되어 2013. 6. 하급법원, 법

무부, 경찰 내 수사국 등 일부 수사기관, 교정국 등이 연계되었고, 2014. 1. 전체 수사

기관과 로펌이 연계되었으며, 2014. 9.에는 세관, 이민국 등 행정기관이 연계되었다. 

2015. 2. 정식 출범하며 하급법원 형사사건에서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을 공

식적으로 전면 활용하였다.492)

4. 각 시스템의 비교

싱가포르의 전자소송 시스템 비교493)

490)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
491)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1, 5;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2015 사

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결과보고서”, 법원행정처, 437.
492)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6;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437.
493)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438.
494) CrimsonLogic(crimsonlogic.com)은 싱가포르 정부 외에도 세계 여러 정부기관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정부

의 E-Service 관련 계획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IT 전문 공영기업으로, 1998년 싱가포르 무역개발청(IE 

전자문서제출시스템
(EFS)

통합전자소송시스템
(iELS)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
(ICMS)

주요 기능
전자화된 문서를 객체로 한 
제출, 송달, 검색 기능에 집
중(문서 중심의 프로그램)

전자문서의 제출을 비롯하여 사건
정보의 전자화, 소송절차의 전자화
를 통합적인 체계로 운영함

소송절차의 전자화를 
통합적으로 운영함

협력사 CrimsonLogic494) CrimsonLogic Ecquaria495)

적용 사건 -
- 대법원(고등법원 포함)의 

민·형사사건
- 하급법원의 민사사건

- 하급법원의 형사사건

비고 2014. 2. 폐지됨 2015. 2. 정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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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싱가포르 형사 전자소송의 특징

가. 법원 주도형

싱가포르의 전자소송은 대법원 및 하급법원의 주도하에 협력사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496)

나. 이원적 체계

대법원의 민·형사사건 및 하급법원의 민사사건에 적용되는 통합전자소송시스

템(iELS)과 하급법원의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이 이원

적으로 운영되고 있다.497)

두 시스템은 서로 연동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급법원에서 1심으로 재판한 형

사사건이 대법원 고등재판부에 항소된 경우, 1심 재판부가 전체 기록을 PDF파일로 복

사(soft copy)하여 시스템 외적으로 대법원으로 이관하고, 항소심은 시스템상 1심 기

록에 접근할 수 없다.498)

다. 타 기관과의 연계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의 경우 시범 운영 단계 초기부터 법무부·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연계가 확보되어 있었고, 정식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세관·이민국 등의 행정기관과도 시스템을 연계하였다.499)

Singapore)과 싱가포르 민간 항공국[Civil Aviation Authority of Singapore(CAAS)], 싱가포르 통신
(SingTel)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하였다. 싱가포르의 사법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정보 포털서비스 제공 시스
템인 LawNet(www.lawnet.sg/lawnet/web/lawnet/home)과 전자소송 파일링 시스템인 전자문서제출시
스템(EFS) 및 그 업그레이드 버전인 통합전자소송시스템(iELS)을 개발하여 법원과 변호사, 소송당사자 등
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미등록 소송당사자 및 변호사를 위해 대법원 청사 내와 지방법원 인근 건물에 스캔센
터인 서비스 뷰로(service bureau)를 운영 중이다[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싱가포르 전자소송 
출장보고서”, 법원행정처 (2015. 12. 28.), 2].

495) Ecquaria(ecquaria.com)는 ITI(Information Technology Institute), NCB(National Computer Board)
의 R&D 부문(arm)이 싱가포르의 e-government solution을 개발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1998년에 설립한 
공영기업으로서, 시스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에 기술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다. 하급법원의 형사전자
소송 시스템인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을 개발하였다(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2).

496)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2015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결과보고서”, 법원행정처, 438.
497)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439.
498)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439.
499)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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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외부 협력업체에 대한 의존

싱가포르는 기술적 지원을 담당할 협력사를 지정한 후 협력사의 지원을 받아 전

자소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외부 협력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500)

마. 당사자 본인의 시스템 이용 불허

피고인은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에 접근할 수 없다. 상소심에서도 통합

전자소송시스템(iELS)에 직접 접속하여 문서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대법원에 

있는 서비스 뷰로(service bureau)를 통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민사사건의 당사자 본

인도 통합전자소송시스템(iELS)에 직접 접근할 수 없고, 법원에 있는 서비스 뷰로

(service bureau)를 이용하여야 한다].501)

바. 표준화된 양식 사용

기소, 영장 신청 등 각종 신청은 전자 양식(e-form) 형태로의 정보 입력을 강제

하고 있다. 따라서 정형화된 전자적 신청 형태를 띠고 있다.502)

사. 인증서 불필요, 외부 접속 가능

사무실과 법정은 물론 법원 외부에서도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에 접속

할 때 별도의 인증서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로그인한다.503)

외부 접속은 가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VPN)]504)을 이용하며, 신

분증에 내장된 IC칩 또는 토큰(OTP)으로 신원 확인이 이루어진다.505)

500)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439.
501)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439;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싱가포르 

전자소송 출장보고서”, 법원행정처 (2015. 12. 28.), 17.
502)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4;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440.
503)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4.
504)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통신체계와 암호화기법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권창환·이연

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12).
505)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12, 44;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2015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결과보고서”, 법원행정처, 4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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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의 개발 및 특징

1.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의 개발

가. 개발 배경

전자문서제출시스템(EFS)과 통합전자소송시스템(iELS)도 형사사건에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었고, 실제로 대법원의 형사사건에는 위 시스템들이 사용되었다. 그

러나 위 시스템들은 형사소송, 특히 1심 형사소송의 절차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지 않

아 사용이 불편하다는 법원 내·외부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통합전자소송시스템(iELS)

의 오픈 후에도 1심 형사소송에서는 여전히 종이로 공소장 등이 제출되었다.506)

또한 사건 정보 및 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가 소송관계인(법원, 검찰, 변호인) 사

이에 적시에, 정확하게 공유되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특히 형사절차의 특

성상 여러 기관 사이에서 문서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507)

한편 변호사 단체에서는 공판 진행 중 기록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는 점에 대

한 불만도 높았다.50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서가 전자적으로 제출·관리되도록 함으로써 

기소된 사건에 대한 각종 정보가 적시에 공유되고 형사소송의 절차적 특징이 전자적으

로 구현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509)

나. 개발 현황

현재는 하급법원을 포함한 30여 개의 유관기관(검찰, 수사기관, 교정기관 등)에

서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을 사용하고 있고, 적어도 절차에 관하여 각 기관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더 이상 종이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510)

506)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0.
507)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0.
508)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0.
509)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0.
510)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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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의 특징

가. 구조적 특징

(1) 형사절차 전반에 관한 시스템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은 공판절차는 물론 영장, 보석 등 법원에서 다

루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경찰, 행정청), 소추기관(검찰) 및 법원이 공통적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511)

(2) 단일 데이터베이스 사용

경찰, 검찰, 법원에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사용자별로 권한을 부

여하여 사건에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512)

(3) 다른 시스템과의 비연계성

(가) 법원 외의 기관의 자체 시스템과의 비연계성

법원 외의 각 기관은 내부적으로 독립된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법원과의 관계에서는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을 사용하고 있다. 통

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은 각 기관의 자체 시스템과는 연계되어 있지 않다.513)

예를 들어 검찰 내부 시스템과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기소 여부 등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친 후 자체 시스템에서 통합형사전자소송시

스템(ICMS)으로 사건 정보 등을 전송할 수 없고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에 별

도로 입력하여야 한다.514)

(나) 통합전자소송시스템(iELS)과의 비연계성

형사사건의 상소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에서는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을 

사용하지 않고 통합전자소송시스템(iELS)을 사용하는데, 두 시스템 사이에 연계가 이

루어져 있지 않다.515)

511)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1.
512)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2.
513)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1.
514)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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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시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에서 통합전자소송시스템(iELS)으로 소

송기록을 전송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하급법원에서 시스템 외적으로 파일 복제

(soft copy)를 하여 대법원으로 소송기록을 이관한다.516)

나. 기술적 특징

(1) 시스템 접근

(가) 법원 및 수사기관 내부 사용자의 내부에서의 접근

법관·검사·경찰 등 법원 및 수사기관 내부의 사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

로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에 로그인할 수 있다. 별도의 공인인증서 등을 필요

로 하지 않는다.517)

(나) 법원 및 수사기관 내부 사용자의 외부에서의 접근

법원 및 수사기관 내부 사용자가 외부에서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에 접

근할 때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는 것은 같지만, 추가적으로 가상사설망

[Virtual Private Network(VPN)]을 이용하여야 하고 신분증에 내장된 IC칩 또는 토

큰(OTP)으로 신원 확인이 이루어진다.518)

IC 카드 신분증과 토큰(OTP)519)

IC 카드 신분증

토큰(OTP)

IC 카드 신분증을 컴퓨터에 삽입한 모습

515)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3.
516)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3.
517)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12, 44.
518)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12, 44.
519)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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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호사의 접근

변호사는 싱가포르의 범전자정부 서비스에 사용하는 아이디인 SingPass(Singapore 

Personal Access)520)를 사용하여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에 접속할 수 있다. 

처음에 법원의 인증 절차만 거치면 SingPass를 이용하여 물리적 제약 없이 어디에서든 

접속할 수 있다.521)

다만,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청[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IDA)]은 계정 보안 강화를 위하여 2015. 7.부터는 OTP(One Time Password, 일회용 

비밀번호)를 함께 이용하도록 하였다.522)

(라) 피고인의 접근 차단

피고인에게는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의 사용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

[통합전자소송시스템(iELS)도 당사자 본인 또는 피고인은 사용할 수 없다].523)

(2) 전자 양식의 강제 및 XML 파일의 활용

(가) 전자 양식의 강제

기소, 영장 신청 등 각종 신청은 전자 양식(e-form) 형태로 입력하도록 강제하

고 있다(범죄사실의 일시, 조문 등의 입력도 강제된다). 전자 양식 형태로 입력된 정보

는 데이터베이스에 필드별로 저장되는 것과 동시에 PDF 또는 MS 워드 형태로도 저장

된다. 해당 문건을 호출하면 위 파일을 호출하여 현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자소송

시스템과 유사하다.524)

(나) XML 파일의 활용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은 XML을 사용하기는 하나, 문서를 표현할 때 

사용하지는 않고 하급법원과 유관기관 간의 연계 정보로만 이용한다.525)

520)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청[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IDA)]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부기관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이다.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청(IDA)은 싱가포르 정
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1999. 12.경 국가적 산업 기반 및 범정부 서비스 등 싱가포르 사회·경제 전반에
의 정보통신기술 개발·적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13).

521)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13, 44.
522)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14.
523)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13, 44.
524)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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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파일의 크기가 50MB로 제한된다.526)

(라) 예외

증거자료(진술서 등)는 여전히 종이 상태로 존재한다. 항소가 되면 이를 스캔하

여 기존의 기록과 함께 하나의 PDF 파일로 된 항소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한다.527)

(3) 전자기록 열람

우리나라와 같은 별도의 전용 기록뷰어는 없고, 사건별로 제공되는 문서리스트

를 클릭하면 저장된 문서에 따라 PDF 뷰어(PDF 파일인 경우) 또는 MS 워드(MS 워드 

파일인 경우)가 뜨게 되어 있다. 기록 열람 시 작은 용량의 PDF 파일은 전체를 다운로

드한 후 보여주며, 큰 용량의 PDF 파일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일부만 

잘라서 다운로드하여 보여준다.528)

IV. 절차단계별 전자화 검토

1. 수사 단계

수사의 주체는 경찰 또는 행정기관 중 수사 권한이 부여된 자이다. 피의자신문

조서(written statement of the accused) 및 참고인 진술서(affidavit)가 형사소송법

에 의거하여 작성되기도 하나, 실제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529)

수사기록은 여전히 종이 형태로 수집·조제되어 검찰로 송부되나, 검찰 내부에 

전자문건 결재 시스템(ELMS)이 구축되어 있고, 위 내부 시스템은 경찰 등 일부 수사

기관과 연동되어 수사 기본정보가 추출되어 반영된다.530)

525)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4.
526)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5.
527)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5.
528)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5.
529)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2015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결과보고서”, 법원행정처, 440.
530)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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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서류의 전자화

각종 신청은 전자 양식(e-form) 형태의 정보 입력을 강제하여 정형화된 전자적 신청 

형태를 띤다. 그리고 모든 소송서류는 전자적으로 제출받는다.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 본인

의 경우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본인이 제출하는 

종이 형태의 문서는 참여관(court officer)이 스캔하여 기록에 올리는 경우가 있다.531)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신청하여야 한다.532)

3. 공판절차의 전자화

가. 사건관리 시스템

통합전자소송시스템(iELS) 및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을 통해 통합적인 

사건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일정 관리·조회, 기일통지 수

령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사건조회 시스템에서 기일정보, 사건정보, 보석 관련 

정보, 공소사실 확인, 각종 신청 및 문건 제출 등 여러 메뉴의 이용이 가능하다.533)

나. 전자법정의 운용

모든 공판절차가 녹음되고, 녹취록이 작성된다. 증인신문 시에는 증인신문절차

의 음성파일에 기초한 녹취서가 작성된 후 참여관에 의하여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

(ICMS)에 업로드된다.534)

해외에 있는 증인 등에 대한 화상증언이 실시되고 있다.535)

다. 판결 선고 후 형사사법정보 공유

판결문 작성이 의무적이지 않고 상소된 경우 등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작성되나, 

작성되는 경우에도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과는 별도의 상용 문서작성기(MS 

워드 등)에서 작성될 뿐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에 등록되지는 않는다.536)

531)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440.
532)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440.
533)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441.
534)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441.
535)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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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선고 등의 경우 그 정보가 교정국에 전자적으로 전송·통지된다.537)

라. 확정기록의 보존

확정기록은 종래부터 법원이 보관하였으며, 소송절차 전자화 이후 전자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되는 것 외에는 달라진 점이 없다.538)

4. 영장 발부 시스템의 전자화

영장 발부 역시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 내에서 이루어진다. 앞서 본 바

와 같이 경찰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에 로그

인할 수 있는데, 소송절차 내에서의 다른 신청 절차와 마찬가지로 통합형사전자소송시

스템(ICMS)에서 영장을 신청한다.539)

영장 발부 시 법관과 참여관의 서명 이미지가 입혀진 영장이 전자파일로 생성된

다. 영장 파일은 경찰에 전송되어 1회만 다운로드가 허용된다(장애 발생 시에는 법원

에 청구하여 다시 다운로드를 한다). 영장의 집행 시 종이로 출력하여 제시할 수도 있

고,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제시할 수도 있다.540)

발부된 영장의 모습은 아래와 같다.

발부된 영장의 모습①541)

536)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441.
537)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441.
538)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441.
539)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441-442.
540)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442.
541)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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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부된 영장의 모습②542)

V.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을 이용한 실제 업무처리 모습

1. 경찰

가. 공소장 작성 및 제출

(1) 검찰의 지휘

싱가포르도 기소권한은 검찰에 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통합형사전자

소송시스템(ICMS)에 구현되어 있지는 않다]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543)

(2) 로그인

경찰관은 자신의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

템(ICMS)에 접속한다.544)

542)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566.
543)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싱가포르 전자소송 출장보고서”, 법원행정처 (2015. 12. 28.), 39, 45.
544)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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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 경찰 로그인 화면545)

로그인하였을 때의 첫 화면은 아래와 같다. 사건번호별로 정리된 ‘사건파일

(Case Files)’이 있고, 자주 사용하는 메뉴(공소장 작성 등)로 바로 이어지는 ‘빠른 실

행(Quick Links)’ 기능, 각종 신청의 경과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있다.546)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 경찰 로그인 후 첫 화면547)

(3) 공소장 작성 및 제출 과정

아래의 예시 화면은 피의자를 영장 없이 긴급체포 유사의 절차로 체포하여 48시

간 이내에 공소제기한 경우이다.548)

545)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5.
546)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6.
547)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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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정보(Case Information) 입력

공소장 제출을 위한 첫 단계로 경찰은 공소장의 형식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각종 

데이터를 전자 양식(e-form) 형태로 입력한다. 그리고 공소장을 제출하는 담당 수사관

의 성명, 직급, 소속 기관, 연락처 등의 정보(Investigation Officer Information)도 

전자 양식 형태로 입력한다.549)

사건정보(Case Information) 입력① - 담당 수사관550)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소년 여부 등의 인적사항

(Accused Information)을 전자 양식 형태로 입력한다.551)

사건정보(Case Information) 입력② - 피고인552)

548)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6.
549)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6.
550)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6.
551)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7.
552)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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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죄정보(Offence Information) 입력 및 문서 업로드(Upload Document)

공소사실을 입력하기 위한 기본 화면으로 ‘Add New Charge’ 탭을 눌러 새로운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을 입력하고, ‘Upload Charge Sheet’ 탭을 눌러 공소사실이 기

재된 공소장(Charge Sheet)을 첨부파일 형태로 업로드 할 수 있다.553)

범죄정보(Offence Information) 입력554)

먼저 공소사실 일시, 적용법조 등 공소사실에 관한 정보(Charge Information)를 

전자 양식 형태로 입력하고, 공소사실이 기재된 공소장(Charge Sheet)을 업로드 한다.555)

공소사실에 관한 정보(Charge Information) 입력556)

553)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7.
554)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7.
555)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7-48.
556)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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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 된 공소장(Charge Sheet)은 아래와 같다.557)

업로드 된 공소장(Charge Sheet)558)

(다) 첫 Mention 기일 지정(First Mention Information)

공소장(Charge Sheet) 업로드까지 마치고 나면, 첫 Mention 기일 지정을 위한 

화면으로 이동되고, 피고인의 구속 여부, 첫 Mention 기일의 화상 연결 요부, 기일 및 

법정 선택이 가능하다(사유를 밝힌 긴급 처리 요청도 가능하다).559)

첫 Mention 기일 지정(First Mention Information)560)

557)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8.
558)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8.
559)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8-49.
560)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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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확인(Confirmation Receipt) - 공소장 제출 완료

위 단계까지 완료하면, 사건번호(case number) 및 공소사실별 번호(charge 

number)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첫 mention 기일과 법정이 지정된다.561)

확인(Confirmation Receipt) - 공소장 제출 완료562)

나. 사건 기록의 공유

경찰에서 공소장 등의 제출을 완료하면 검찰은 물론 법원에서도 해당 정보를 확

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변호인임을 밝히고 참여관이 당해 변호인을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에 변호인으로 입력한 이후 확인이 가능하다.563)

2. 검찰

가.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의 구체적 구현 모습

(1) 공판 검사 지정 기능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에서 사건을 선택한 후 공판 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564)

561)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9.
562)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9.
563)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9.
564)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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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검사 지정①565)

공판 검사 지정②566)

공판 검사로 지정되고 나면, 해당 검사의 업무리스트(Task List)에 사건번호가 

등록되어 사건기록(Case File)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567)

565)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0.
566)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0.
567)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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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Case File) 목록568)

(2) 첫 Mention 기일 준비를 위한 기능 - Mention 체크리스트

사건조회 기일 탭에서 사건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여러 탭이 있는 화면으로 

이동한다. Mention 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경우 Mention 기일 정보 옆 란에 ‘View 

checklist’ 메뉴가 생긴다.569)

첫 Mention 기일 준비①570)

Mention 기일을 위한 준비 단계로 기일에서의 인적사항 비공개, 기일 녹화, 보

석조건 결정 등 각종 예비신청을 할 수 있다.571)

568)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0.
569)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0-51.
570)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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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Mention 기일 준비②572)

(3) 공소 유지를 위한 기능

‘사건정보(Case Info)’ 탭에서 해당 사건의 일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573)

사건정보(Case Info)574)

571)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1.
572)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1.
573)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1-52.
574)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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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Bail)’ 탭에서 보석 여부, 보석금 액수, 유가증권 정보, 보석 조건, 보증인 

정보 등 보석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575)

보석(Bail)576)

‘공소사실(Charge)’ 탭에서 공소사실 번호별로 업로드 된 공소장(Charge Sheet) 

및 적용법조를 조회할 수 있다.577)

공소사실(Charge)578)

575)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2.
576)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2.
577)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2.
578)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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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Application)’ 탭에서 기일변경 신청, 보석 신청을 위한 심문기일 지정 신

청, 공판절차 중지 신청, 증인 소환 신청 등 절차 관련 각종 신청을 할 수 있다. 아래

는 기일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이다.579)

신청(Application)580)

기일변경 신청①581)

579)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3.
580)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3.
581)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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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변경 신청②582)

‘문서(Document)’ 탭에서 각종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업로드에 앞서 문서의 정

보(Document Information)를 입력하되, 정보 입력 시 문서 유형(Document Type)이 

예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그중 선택이 가능하다.583)

문서 정보(Document Information)584)

582)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3.
583)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4.
584)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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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제출하는 화면이다.585)

문서 제출586)

‘증거(Exhibits)’ 탭에서 제출된 증거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587)

증거(Exhibits)588)

‘사건의 종국결과(Disposition of Case)’ 탭에서 사건의 종국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589)

585)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4.
586)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4.
587)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4.
588)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4.
589)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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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종국결과(Disposition of Case)590)

나. 검찰의 관련 시스템

(1) 개요

검찰의 경우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은 공소 유지 등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와 별도로 내부 결재 시스템[Enterprise Legal Management System(ELMS)]을 사

용하며, 공판 진행 중인 사건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법정 기일부(E-Courts Workbook)

를 사용한다.591)

(2) 검찰의 내부 결재 시스템: ELMS

(가) 특징

ELMS는 종래에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되어 있던 검찰 내부의 결재시스템을 단

일 시스템으로 일원화하였다. 결재 문건 중심의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판일정 

조회를 위한 캘린더 기능도 있다.592)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 등 법원 또는 소송 중심의 시스템과는 연동되지 

않고, 검찰 내부의 결재시스템으로만 기능한다. 경찰 등 일부 수사기관의 시스템과는 

연동되어 수사 정보가 추출된 후 ELMS에 반영된다.593)

590)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5.
591)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5.
592)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5.
593)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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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기능

ELMS의 기본화면에 결재목록(Tasklist)이 있으며, 문건별로 문건번호가 부여

되고, 문건번호 좌측에 ‘다음 할 일(Action required)’(진행상태 표시와 유사하다) 및 

긴급 여부가 표시된다.594)

결재목록 아래에 별도로 알리미(Notification) 탭 및 오늘의 일정(Today's 

Appointment) 탭을 두어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595)

결재문건 생성 후 결재선을 지정하여 문건에 대한 결재요청을 한다.596)

Enterprise Legal Management System(ELMS)597)

(다) 전자법정 기일부(E-Courts Workbook)

전자법정 기일부(E-Courts Workbook)는 공판 검사 지정 및 사건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종래 엑셀 파일 형태로 관리하던 것에서 발전한 시스템이다. 통합형

사전자소송시스템(ICMS)과의 연동으로 피고인명, 사건명, 공판 검사, 담당 형사부서, 

기일정보 등의 사건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사건 및 기일 정보를 조회하고, 공판 검

사 지정을 위한 검찰 내부의 일정 조정 기능을 한다.598)

594)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5.
595)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6.
596)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6.
597)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74.
598)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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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법정 기일부(E-Courts Workbook)① - 기본 화면599)

전자법정 기일부(E-Courts Workbook)② - 사건 검색(Case Search)600)

3. 법원

가. 로그인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로그인할 수 있다.601)

599)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76.
600)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76.
601)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12,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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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 법원 로그인 화면602)

나. 사건관리

(1) 기일별 사건관리(Hearing Worklist)

기소된 사건을 관리하는 화면이다. 법정별로 기일 지정 전 사건, 첫 기일 지정 

사건, 첫 기일 진행 사건 등으로 분류하여 사건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603)

(2) ‘할 일(To Do)’ 목록

진행 단계에 따라 결재·처리가 필요한 업무 목록을 제공한다.604)

‘할 일(To Do)’ 목록605)

602)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6.
603)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6.
604)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7.
605)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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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일 지정 기능

영장 없이 체포된 경우 시스템에 의해 첫 기일 날짜가 자동으로 지정되나, 사용

자가 지정할 수도 있다. 영장에 의해 체포된 경우 사용자가 체포 정보를 입력하며 첫 

기일을 지정한다.606)

기일이 지정되어도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를 보내지 않고, 시

스템에서 자동으로 피고인에게 소환장(mention-slip)을 만들어 보낸다. 검사는 사건 

이력(Case History) 탭을 통해 다음 기일을 확인할 수 있다.607)

(4) 사건 확인 기능

Mention 기일이 진행된 사건의 진행 단계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결과

(Outcome)’ 메뉴에 절차 진행 단계가 입력되고, ‘보석 조건[Bail Condition(s)]’을 클

릭하면 보석 조건이 팝업창으로 조회된다. ‘선고 결과 보기(View Sentence)’를 클릭하

면 판결 선고 결과가 팝업창으로 조회된다.608)

사건 확인 기능609)

아래는 ‘선고 결과 보기(View Sentence)’메뉴를 통하여 판결 선고 결과를 조회

한 화면이다.610)

606)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7.
607)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7.
608)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7.
609)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7.
610)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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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결과 보기(View Sentence)611)

재판부별·기일별 사건 수 조회 기능을 통해 Mention 기일 및 공판준비회의 기

일을 진행하는 법관으로 하여금 유무죄 심리와 양형심리를 담당하는 본안재판부의 현

재 계속 중인 사건 수를 조회하게 하여, 사건이 적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한다.612)

사건 수 조회 기능613)

다. 미닛 시트(Minute Sheet)

(1) 개요

미닛 시트는 법관이 직접 입력·작성하는 작업 도구로서, 재판 준비 단계의 메

611)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8.
612)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8.
613)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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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기능,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기일 진행 체크 및 메모 기능, 판결 선고를 위한 정보 

입력 기능을 통합하여 제공한다.614)

법관이 미닛 시트에 입력한 정보는 참여관에게도 공유되나, 법관의 작성 중(특

히 재판 진행 중)에 참여관이 정보를 입력할 수는 없고,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다.615)

(2) 기일용 미닛 시트

‘공소사실 고지’ 여부의 체크박스가 있어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고지하였는지 여

부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의 기능을 함과 동시에, 공소사실을 적법하게 고지한 경우 

체크박스에 클릭·저장함으로써 기일조서의 기능도 한다.616)

아래의 예시 화면은 Mention 기일용 미닛 시트이다.617)

Mention 기일용 미닛 시트①618)

소송관계자들의 사전 신청 정보가 이미 반영되어 있고, 법관이 기일에서 청취한 진

술취지를 선택하여 추가하는 기능이 있다. 우측에는 빠른 실행을 위한 날개창이 있다.619)

614)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9.
615)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9.
616)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9.
617)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9.
618)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9.
619)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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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ion 기일용 미닛 시트②620)

다음 기일, 보석 결정 등 재판장의 명령·결정 등을 입력할 수 있다.621)

Mention 기일용 미닛 시트③622)

기일용 미닛 시트는 기일 전·후에 사무실에서 입력할 수도 있고, 기일 진행 중 

법정에서 입력할 수도 있다.623)

(3) 양형심리 절차용 미닛 시트

공소가 유지된 공소사실을 확인하고, 양형심리를 위해 공소사실 낭독, 자백 여

부 확인 등의 절차를 체크박스 형식으로 체크한 후 유죄 선고를 확정한다.624)

620)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59.
621)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60.
622)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60.
623)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60.
624)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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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심리 절차용 미닛 시트①625)

기소유예 유사의 처분[take into consideration(TIC)]626)이 된 공소사실(공소

사실에 편입하지는 아니하나 양형에 참작되는 추가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전과 여부 

확인 등 기타 양형심리 절차를 기재한다.627)

양형심리 절차용 미닛 시트②628)

(4) 판결 선고용 미닛 시트

선고 결과 입력을 위한 팝업창에 양형 결과(주형 및 부수처분 포함)를 체크박스 

및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다.629)

625)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60.
626) 검사는 경찰이 제기한 여러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구하지 아니하나 나머지 공소사실의 양형 

시 참작되도록 하는 기소유예 유사의 처분을 할 수 있다(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60).
627)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60.
628)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60.
629)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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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용 미닛 시트①630)

판결 선고 결과 입력 후 조회를 한 화면은 아래와 같다.631)

판결 선고용 미닛 시트②632)

630)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61.
631)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61.
632)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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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용 미닛 시트③633)

최종 판결 선고는 구두로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상소 등) 판결 이유를 문서로 

작성한다. 판결서는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 내부에서 작성·등록하는 것이 아

니라, 별도의 상용 문서 작성 프로그램(MS 워드 등)에서 작성한다.634)

4. 법정

가. 전자법정

(1) 기본 설비

법대에는 듀얼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다. 하나의 모니터에는 통합형사전자소송시

스템(ICMS)을 띄워 놓고, 다른 모니터에는 미닛 시트 등을 띄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635)

633)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61.
634)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62.
635)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33,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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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모니터가 설치된 법대636)

참여관은 컴퓨터와 별개의 단말기 형태로 존재하는 법정 제어 시스템을 통해 법

관 및 대리인들의 화면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제어한다.637)

대리인들은 자신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법정 제어 시스템에 연결(유선)하여 자신

의 화면을 공유할 수 있다.638)

(2) 법정 내 기록 공유

법정 내에서의 기록 공유는 Ajax(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639)와 

HTML5640) 기술을 이용한 웹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한다. 공유를 원하는 화면을 변호

인이 가져온 모바일 기기(iPad 등)에 전송하여 화면을 공유한다.641)

(3) 전자 기록화 시스템[Digital Transcription System(DTS)]

모든 공판절차가 녹음되고, 전자속기센터 소속의 속기사에 의해 속기록이 작성

된다. 소송관계자들은 속기록을 유상으로 발급받으며, 속기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636)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65.
637)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33-34.
638)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34.
639) HTML만으로는 어려운 다양한 작업을 웹페이지에서 구현해 이용자가 웹페이지와 자유롭게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65).
640) 웹 문서를 제작하는 데 쓰이는 기본 프로그래밍 언어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의 최신규격이

다(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65).
641)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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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소송관계인이 함께 녹음파일을 청취한 후 속기록을 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642)

통합전자소송시스템(iELS)과 달리, 증인신문이 있는 경우 참여관이 속기록 중 

증인신문과 관련된 부분을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에 업로드 한다.643)

나. 영상재판

하급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에게 영상 회의(video conference) 방식으로 공판준

비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한다. 법원과 검사는 같은 영상재판 제품을 사용한다.644)

VI.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전자소송 시스템 비교

싱가포르의 통합전자소송시스템(iELS),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과 우리

나라의 전자소송 시스템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전자소송 시스템 비교645)

642)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65.
643)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65.
644)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65.
645) 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67.

구분 iELS ICMS 우리나라

전자소송
민사사건,

대법원의 형사사건
하급법원의 형사사건 형사사건 제외

제조사 CrimsonLogic Ecquaria -

기반 마이크로소프트 기반 자바 기반 자바 기반

전자문서 XML 중심 PDF 중심 PDF 중심

RSS646) 사용647) - -

화면 특징
- 한 화면에 여러 절차가 탭으로 구성
- 한 화면 아래에 스크롤 허용

- 한 기능에 
한 화면으로 구성

화상기일 민·형사사건 모두 시행 -

법정화면 공유 모바일 장비에 가능 법원 장비에 한함

공인인증서 사용하지 않음 사용함

재택근무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가능 기반 마련

서버룸 정부통합센터 법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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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싱가포르는 비교적 일찍 전자소송을 도입하였고 전자소송의 도입 범위도 굉장히 

넓다. 특히 전자영장 제도는 우리나라에 형사 전자소송이 도입될 경우 참고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국토 면적이 작은 편임에도 가상사설망과 신분증의 IC칩을 

이용한 외부 접속을 허용하여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싱가포르는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이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세관·이민국 등의 행정기관과도 연계되어 있다. 앞서 보았듯

이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경우 아직 대통령령에 의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 규정

되지 않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다.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는 사건도 전자소송화하기 위해서는 수사 업무를 수행

하는 행정기관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포함시켜

야 할 것이다.

아쉬운 부분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통합전자소송시스템(iELS)을 사

용하고 하급법원은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을 사용함으로써 형사 전자소송 시

스템이 이분화 되어 있고, 두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전자소송의 효

용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체계이며, 우리나라에 형사 전자소송이 도입된다면 민사 등 

전자소송과 같이 일원적인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외부 협력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 당사자 본

인의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을 불허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보인다.

646) ‘Rich Site Summary’(풍부한 사이트 요약) 또는 ‘Really Simple Syndication’(초간편 배급) 등의 머리글
자를 딴 용어로, 웹사이트 간에 자료를 교환하거나 배급하기 위한 XML(확장성 생성 언어) 기반의 포맷을 
말한다(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28).

647) 외부 사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알림 리스트 서비스로서, 관심사건(본인과 관련 없는 사건 포함)으로 체크한 
사건의 진행 경과, 선고 결과를 알려준다(권창환·이연경·한지형·조유석, 위의 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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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본 방향

I. 수사·공판·집행 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이번 장에서는 앞서 검토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추후 형사 전자소송이 도입될 것

을 대비하여 그 바람직한 모델을 검토하겠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후의 공판절차만이 아니라 기소 전의 수사절차, 그리고 공판

절차 종료 후의 재판 집행 절차도 규율하는 법률이다. 즉,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형사

소송은 넓게 볼 때 수사절차와 재판 집행 절차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형사 전자

소송 모델을 검토할 때 공판절차만이 아니라 수사절차와 재판 집행 절차까지 함께 검

토할 필요가 있다.

II. 형사사법정보 집중에 따른 폐해 방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체계적 보장

그리고 검토 시 제2장 제3절에서 살펴본 형사 전자소송 도입 시의 주의사항, 즉 

형사사법정보의 적정한 관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

성, 장애인의 접근·이용 보장, 정보접근성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형사사법정보의 집중에 따른 폐해 방지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체계적 보

장은 형사 전자소송 도입에 있어 가장 주의하여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 모든 형사기록

이 전자화되면 그 축적과 이용이 매우 용이해진다. 이에 대한 국가기관의 접근을 제한

하고 통제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전자기록은 생성·이동·저장에 물리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특성으로 

인하여 과거의 종이기록에 비해 그 관리를 일원화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전자소송하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합 관리할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 

중 어느 쪽이 관리주체가 되든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외관이 크게 침

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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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 보장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인해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가 더 잘 보장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종이기록의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불가피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영역들이 전자기록 도입으로 극복될 수 있다.

특히 전자소송에서는 피고인의 자기 방어와 변호인의 변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기록열람권이 종이소송에 비해 훨씬 더 잘 보장될 수 있으므로, 제도 

설계 시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가 더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IV. 업무 과중 우려에 대한 고려

마지막으로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인한 업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도의 변화는 업무 환경의 변화를 수반하고, 업무 

환경의 변화는 담당 수행자, 특히 그 업무의 개시 영역 수행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다. 실무를 담당하는 자들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설계와 시행이 필요

하다. 현재의 부분적인 형사사법 전자화, 특히 전자약식은 전자적 사건처리로 인한 업

무 부담과 관련하여 그 업무의 개시 영역 수행자인 경찰공무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특히 전자적 처리 사건을 비전자적 처리 사건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그

러하다). 만약 단기적으로라도 전자소송 도입으로 인해 추가 업무가 발생하게 되면 이

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

다만, 민사 전자소송의 도입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법절차가 전면적으로 

전자화되어 안정화 단계에 이르면 오히려 업무가 경감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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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자문서에 기반한 절차 진행

I.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

1.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정의

가. 법률 규정

전자문서법(제2조 제1호, 제5조 제2항 본문), 전자서명법(제2조 제1호), 전자정

부법(제2조 제7, 8호), 약식전자문서법(제2조 제1, 2호), 민소전자문서법(제2조 제1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은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민소전자문서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들이 전자적 형태로 ‘작성’

된 정보는 전자문서로 정의하고 전자적 형태로 ‘변환’된 문서는 전자화문서로 정의하여 

양자를 구분한 반면, 민소전자문서법은 양자를 모두 전자문서로 정의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자정부법, 약식전자문서법, 정보통신망법은 전자문서의 형식이 표준화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약식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의 작성이 일반 정보처리장치가 

아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요하고 전자화문서도 형사사법정보시

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일 것을 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하 형사 전자소송에 적합한 전자문서의 개념에 대하여 본다.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에 대한 정의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약식전자문서법 민소전자문서법 정보통신망법

전자
문서

정보처리시스템
에 의하여 전자
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정보처리시스템
에 의하여 전자
적 형태로 작성
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
된 정보

컴퓨터 등 정보
처리능력을 지
닌 장치에 의하
여 전자적인 형
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
화된 정보

형사사법정보시
스템에 의하여 전
자적인 형태로 작
성되어 송신·수
신되거나 저장되
는 정보로서 문서
형식이 표준화된 
것

컴퓨터 등 정보처
리능력을 가진 장
치에 의하여 전자
적인 형태로 작성
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

컴퓨터 등 정보
처리능력을 가
진 장치에 의하
여 전자적인 형
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
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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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구분

먼저 형사 전자소송에 있어 전자문서법, 전자정부법, 약식전자문서법과 같이 전

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구분하여 정의할 것인지, 아니면 민소전자문서법과 같이 별도

로 전자화문서를 정의하지 않고 전자문서에 포함된 개념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전자화문서란 처음에는 종이문서 등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작성되었으나 전자

적인 형태로 변환된 것을 말한다. 변환된 후의 형태를 보면 전자문서와 마찬가지로 물

리적 문서가 아니라 전자적 정보이며, 이러한 전자화문서(정보)는 원칙적으로 원본 종

이문서 등의 사본의 성격을 갖는다.

전자소송 도입 후에도 형사소송에서는 여전히 원본의 개념이 중요하게 남을 수

밖에 없다. 원본인지 사본인지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증거로서의 서류가 반드시 증거서류의 성격만을 갖는 것은 아니며, 증거

물인 서면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 서류임에도 증거물일 수 있다(예를 

들어 공판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당해 사건에 관한 것이든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

든 모두 ‘증거서류’이나, 위조죄의 위조문서, 무고죄의 허위고소장 등은 ‘증거물인 서

면’이다. 서류를 절취한 절도죄에 있어 그 서류는 ‘증거물’에 해당한다648)).

증거물인 서면의 증거능력은 증거서류가 아닌 증거물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

다.649) 따라서 전문법칙도 적용되지 않는다.650)

이는 증거조사의 방법에도 영향을 미친다.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는 낭독(형

사소송법 제292조 제1, 2항), 요지 고지(형사소송법 제292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

648)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II) (2014), 84.
649)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II) (2014), 84.
650)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약식전자문서법 민소전자문서법 정보통신망법

전자화
문서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
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
이 처리할 수 있
는 형태로 변환
한 문서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
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

종이문서나 그 밖
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이 처
리할 수 있는 형
태로 변환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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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조의6 제1항) 또는 열람(형사소송법 제292조 제5항)의 방법으로 하는 반면, 증거

물은 제시(형사소송법 제292조의2)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다. 증거물인 서면의 경

우에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 요지 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

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651) 즉, 증거물인 서면과 증거물은 증거조

사 과정에서 이를 현실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사 전자소송에서는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개념을 구분함으로써 처

음부터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 작성된 것인지(전자문서), 아니면 원본 종이문서 등으로

부터 사후에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 변환된 것인지(전자화문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

으므로,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전자문서

법, 약식전자문서법 등의 입법 태도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민소전자문서법은 전자화문

서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제

10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은 

제31조 제4항에서 ‘전자화문서’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

다. 전자문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된 ‘정보’ 

(1) 전자문서의 작성 방법

전자정부법, 민소전자문서법, 정보통신망법은 전자문서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작성될 것을 요한다.

전자문서법과 전자서명법은 전자문서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될 것을 

요한다.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변환,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하므로(전자문서법 제2조 

제2호),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보다 좁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약식전자문서법은 더 나아가 전자문서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될 

것을 요한다. 약식전자문서법상 전자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주체는 수사기관과 법원뿐

이다. 따라서 그 작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록 한정한 것이다.

그러나 전자소송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피의자·변호인 등의 전자적 제출을 허

용하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한 작성’이라는 작성 방법 제한은 유지될 수 없다.

651)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II) (2014),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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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사기관과 법원도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예외를 둘 필요

가 있으므로, 약식전자문서법과 같이 법률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전자문서의 작성 방

법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한 작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

할 때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장애 또는 

전산망 오류 등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해

야 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

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91조,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6조). 약

식전자문서법에 의하면 이러한 문서를 전자문서로 포섭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전자문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작성되면 족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원칙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

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두되 장애 사유가 소멸

하면 지체 없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2) 정보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약식전자문서법, 민소전자문서법은 모두 

전자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문자가 아닌 음성·

영상 등의 정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다.

반면 정보통신망법은 전자문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이라

고 정의하여(제2조 제1항 제5호) 문서형식의 자료만 전자문서의 범위에 포섭시킨다.

양자는 문서형식이 아닌 자료를 전자문서로 볼 것인지에 차이가 있다. 전자(전

자문서법 등)의 경우에는 음성과 영상 정보도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반면, 후자(정보통

신망법)의 경우 이는 문서형식이 아니므로 전자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은 증거의 형태에 따라 증거조사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증거서류와 증거물의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보았으므로 그 외의 증거

의 조사방법에 대하여 보면, 도면·사진, 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도면과 사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형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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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조)과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제29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거조사한다(형사

소송규칙 제134조의9).652) 도면과 사진은 통상 서류의 형태로 존재하므로 증거서류에 

준하여 증거조사를 하되 그 형상도 증거조사의 대상이므로 증거물의 조사방식에 따라 

제시도 하여야 한다.

녹음·녹화매체(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이를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그리고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는 문자정보인지 여부에 

따라 증거조사방식이 다르다. 문자정보인 경우에는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형사소

송법 제2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거조사하고(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9), 이를 출

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7 제1항). 음성·영상정보

인 경우에는 녹음·녹화매체에 대한 증거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를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은 증거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증거조사방식

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거의 내용과 형상이 공판에 잘 현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전자기록이 도입되면 문자·음성·영상 등 모든 정보가 전자적으로 존재

하게 되어 그 형태에 차이가 없어진다. 따라서 증거의 종류에 따른 증거조사 방법의 차

이에 주목하여 정보통신망법과 같이 형사 전자소송에서도 전자문서를 ‘문서형식’ 또는 

‘서류형식’의 정보로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는 증거문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

장, 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의 소송문서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정

보의 종류와 내용 등에 따라 증거조사 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를 ‘문서형식’ 또는 ‘서류형식’의 정보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정보통신망법이 

전자문서를 문서형식으로 제한한 것은 동법의 전자문서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

보 제공 방법인 서면을 대체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정보통신망법 제58조 제2항, 제

64조 제6항).

따라서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정보’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52) 여기서의 도면과 사진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형태가 아닌 실물로 존재하는 형태의 도면과 사진을 말한
다.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형태라면 아래에서 살펴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영상에 준하여 증거조사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7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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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서형식의 표준화 문제

전자정부법, 약식전자문서법, 정보통신망법은 전자문서가 표준화되었을 것을 요

구한다(전자정부법은 원래 표준화를 요구하지 않다가 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전부 개정되며 ‘표준화된’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반면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민

소전자문서법의 정의규정은 표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전자소송에 있어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용량 등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독일도 형사소추기관 또는 법원의 처리에 적합하여야 형사소

추기관이나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조건은 법규

명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독일 형사소송법 제32a조 제1, 2항). 그리고 법규명령으로 

전자 양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독일 형사소송법 제32c조 제1문).

그런데 전자문서에 대한 정의규정 자체에서 정보의 표준화를 요구하여 표준화되

지 않은 정보를 전자문서의 개념에서 제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약식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의 작성주체가 수사기관과 법원에 한정되므로 전자

문서를 ‘문서형식이 표준화된 것’으로 정의하여도 큰 문제가 없었을 수 있지만, 전자소

송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표준화된 정보만 전자문서로 정의할 경우 전자문서의 범위

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예를 들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법

에 정해진 형식과 다른 형식의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아래에서 

보듯이 민소전자문서규칙은 이와 같은 경우 제출이 허용된 형식이 아니더라도 제출을 

허용한다).

민소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의 정의규정에서 정보의 표준화를 요구하지 않고 있

다. 대신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민소전자문서법 제8조), 대법원규

칙은 법원행정처장이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

식, 구성 방식,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고(민소전

자문서규칙 제8조 제1항), 부득이한 사정을 소명하면 그 외의 파일 형식을 사용한 전자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같은 조 제2항). 재판예규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3조는 민소전자문서규칙 제8조 제

1항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용량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문서의 정의에서 정보나 문서형식의 표준화는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제2절 전자문서에 기반한 절차 진행

261

(4) ‘작성’이 선택적 요건인지, 필수적 요건인지의 문제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문서법의 해석상 ①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정보, ② 전자적 

형태로 송신·수신된 정보, ③ 전자적 형태로 저장된 정보를 모두 전자문서로 볼 수 있

으므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았으나 전자적 형태로 변환되어 저장된 문서도 전

자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653) 즉, 전자적 ‘작성’은 전자문서가 되기 위한 하나의 선택

적 요건인 것처럼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약식전자문서법, 민소전자문서법, 정보통신망법

은 그 세부적 표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수

신 또는 저장되는(저장된)’ 정보를 전자문서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문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즉, 전자적 ‘작성’은 전자문서가 되기 위

한 필수적 요건이다.

앞서 보았듯이 형사 전자소송에서는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구분할 필요가 있

다. 그런데 전자문서법과 같이 전자적 ‘작성’을 선택적 요건인 것처럼 규정할 경우 전

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구분이 모호해지므로,654) 전자적 ‘작성’을 전자문서의 필수적 

요건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5) ‘송신·수신 또는 저장’이 필요한지의 문제

전자서명법 등은 전자문서가 되기 위해서는 전자적으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

라 전자적으로 ‘송신·수신 또는 저장’될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한다.

이 추가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전자문서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자적

으로 작성된 정보에 전자적으로 송·수신되는 기능이 없고(예를 들어 이를 막는 기술

적 조치를 한 경우) 이에 더하여 전자적으로 저장되지도 않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상정하기 힘들다[램(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경우도 저장된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그리고 전자화문서와 관련하여서는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

한 정보일 것만 요구하지, 그 변환한 정보가 전자적으로 송·수신되거나 저장될 것은 

653) 정진명,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주요쟁점”,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2017. 12.), 81.
654) 정진명, 위의 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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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지 않는다.

일본의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우리나라의 전자기록

에 해당하는 용어인655) ‘전자적 기록’을 “전자적 방식, 전기적 방식, 그 밖에 타인의 지각

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으로,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를 목적

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정의하여, 전자적으로 작성되면 족한 것으로 하고 있다.656)

따라서 전자문서의 정의와 관련하여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추가적으로 요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약식전자문서법, 민소전자

문서법, 정보통신망법이 모두 이를 전자문서의 추가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요

건이 추가되어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으므로, 형사 전자소송에서의 전자

문서 정의에 ‘송신·수신 또는 저장’이 들어가도 무방할 것으로는 보인다.

(6) 전자문서의 정의

따라서 이하 전자문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정보’로 정의하도록 하겠다.

라. 전자화문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정보’ 

(1) 정보

전자문서법, 전자정부법, 약식전자문서법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또는 정보시스템이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민소전자문

서법은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된 ‘정보’를 전자문서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양자의 차이는 문서가 아닌 정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한 정보, 예를 들면 녹

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의 음성·영상을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한 정보를 전자화문서

의 개념에 포섭시킬 것인지 여부에 있다.

전자문서법과 전자정부법은 제정 당시부터 문서 형태를 염두에 두고 전자화문서

655) 정진명, 위의 글, 85.
656) 위 규정의 존재는 정진명, 위의 글, 85에 의해 알게 되었고, 번역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일본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 (2006)(국회전자도서관 사이트 https://dl.nanet.go.kr/SearchDetailView.d
o?cn=NONB1200834704에서 확인할 수 있음. 2020. 2. 22. 확인)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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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의한 것으로 보이며, 전자적 정보 형태가 아닌 음성·영상 정보의 전자화는 염두

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약식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적 처리절차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

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피의자와 변호인의 전자적 제출에 관한 규정도 없다. 약식전자문

서법 역시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여(제6조 제2항) 전자적 

정보 형태가 아닌 음성·영상 정보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경우는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자소송이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비전자적 형태로 제출된 음성·영상 등

의 정보도 전자적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전자화문서의 개념에 

포섭시킬 필요가 있다.

(2)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

전자문서법, 전자정부법, 약식전자문서법은 전자화문서가 ‘정보처리시스템’,657) 

‘정보시스템’658)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되었을 것을 

요구한다. 즉, 변환 후의 형태가 일정한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형태일 것을 요

한다.

반면 민소전자문서법은 전자화문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된 정보로 정의하여, 전자적일 것 외에는 변환 후의 형태

에 대해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비전자적 정보를 전자적 정보로 변환할 경우 당연히 형사

사법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할 것이고, 피고인·변호인 등이 변환하

여 제출할 경우에도 제출할 수 있는 전자화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용량 등을 규

칙이나 예규에서 제한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한 처리에 문제가 없게 하면 

되므로, 전자화문서에 대한 정의규정 자체에서 일정한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

일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이는 전자화문서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는 문제가 있다.

전자화문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인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57)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변환,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
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전자문서법 제2조 제2호).

658)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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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화문서의 정의

따라서 이하 전자화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정보’를 ‘컴퓨터 등 정

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정보’로 정의하도록 하겠다.

2.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효력

가.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는 당연히 그 자체가 원본이 된다.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

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나. 전자화문서의 효력

(1) 전자화대상문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정보’

전자문서법과 약식전자문서법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

은 ‘문서’를 ‘전자화대상문서’로 정의하고 있다(전자문서법 제5조 제2항, 약식전자문서

법 제6조 제1항).

이 글에서도 전자화대상문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전자화문서를 “전자적 형태

로 작성되지 않은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

로 변환한 정보”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정보’

를 전자화대상문서로 정의하도록 하겠다.

(2) 전자화문서 작성 수단

약식전자문서법은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제6조 제2항), 전자화대상문서에 문서뿐만 아니라 그 밖의 형태의 정보도 포함시켜

야 하므로 전자화문서 작성 수단을 스캐너로 한정하여 규정하여서는 안 된다. 민소전

자문서법과 전자문서법도 전자화문서 작성 수단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민소전

자문서법 제10조 제1, 2항, 전자문서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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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화문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전자화대상문서와의 동일성(내용 및 형태), ② 작성 공무원의 행정전자서명

(가) 법률 비교

전자문서법, 약식전자문서법, 민소전자문서법은 전자화문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전자화문서의 요건

(나) ① 전자화대상문서와의 동일성(내용 및 형태)

세 법률 모두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 사이의 ‘동일성’을 요구한다. 형사 

전자소송에 있어서도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 사이의 동일성은 당연히 필요한 요

건이다.

전자문서법과 약식전자문서법은 ‘내용’뿐만 아니라 ‘형태’도 동일해야 한다고 명

시하고 있는 반면, 민소전자문서법은 동일성의 구체적 대상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전자화문서의 전자적 정보성만을 본다면 형태의 동일성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증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문서 형식의 정보의 경우 형태가 

동일해야 내용의 동일성 비교가 용이한 점, 전자소송 도입 후에도 여전히 종이 원본 증

전자문서법 약식전자문서법 민소전자문서법

동일성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5II①)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과 
형태가 같을 것(§ 6II)

전자화대상문서와 동일성이 확
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할 것
(§ 10IV)

전자서명 작성자의 행정전자서명(§ 6II) 작성자의 사법전자서명(§ 10II)

기타 요건

전자화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전자화문서가 작
성 및 송신·수신된 때의 형
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전자화문서의 작성자, 수
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5II②·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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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사 전자소송에서 전자화문서는 전자문

서법이나 약식전자문서법과 같이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하게 작성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독일 형사소송법도 기록 작성을 위한 문서 전환 시 전환 전·후의 문서가 외관 

및 내용에 있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2e조 제2항, 제3항 제1문).

(다) ② 작성 공무원의 행정전자서명

약식전자문서법과 민소전자문서법은 공무원이 전자화문서를 작성할 경우 그 작

성자의 행정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을 요구한다[민소전자문서법이 요구하는 

사법전자서명도 행정전자서명의 일종이다(민소전자문서법 제2조 제4호)].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이 전자화문서를 작성할 경우 작성자 확인을 위해 

행정전자서명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전자화문서 내에 포함

시켜야 한다.

(라) 기타 요건의 필요 여부

전자문서법은 기타 추가적 요건으로 전자화문서의 열람가능성 등을 요구하는데, 

이는 전자화문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

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제5조 제2항 본문)하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약식전자문서법이나 민소전자문서법과 같이 형사 전자소송에서는 전자

화문서에 전자문서법 제5조 제2항 본문 제2호, 제1항 각 호와 같은 추가적 요건을 요

구할 필요가 없다.

(4)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기간

음주·무면허운전 사건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불기소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약

식전자문서법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검사의 처

분이 있을 때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제6조 제3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도 전자화문서 작성 후 약 1년이 경과하

면 전자화대상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여(제31조 제6항),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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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짧게 규정하고 있다[당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만 보관의

무를 부과하고 있다(민소전자문서규칙 제12조 제3항)].

그러나 형사 전자소송에서는 전자화대상문서가 원본 증거이거나 합의서 등 중요한 

양형자료일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 기록 보관기간에 준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가 있다.

(5) 전자화문서의 효력(증거능력)

민소전자문서법은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에 관한 제10조 제1, 2항에 따라 변환

되어 등재된 전자문서(전자화문서)는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같

은 조 제3항), 전자화문서에 전자화대상문서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였다. 반면 약식전

자문서법은 전자화문서의 효력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검사는 약

식전자문서법 제6조에 따라 작성된 전자화문서를 약식명령에 필요한 증거서류로서 법

원에 제출한다고만 규정하였다(제7조).

형사 전자소송에서는 특히 전자화문서가 증거서류인 경우가 문제된다. 전자화문

서는 기본적으로 전자화대상문서의 사본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형사 전자소송에서 

민소전자문서법과 같이 전자화문서를 전자화대상문서와 동일하게 보는 것으로 규정하

기는 힘들고, 약식전자문서법과 같이 전자화문서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물론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고 하여 검사가 전자화문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형사 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수사기관 작성 조서 등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작

성되므로 전자화문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되지 않으나, 기존에 작성된 종이 조서의 전자

화문서나 기타 종이 원본 서류의 전자화문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판례는 증거물인 서면의 성격을 가진 수표 사본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위 수표 사본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① 원본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②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으며 ③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659)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사본의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였다.660)

한편 실무상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 사본(형사사법정보시스템

659)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660)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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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저장된 조서 파일의 단순 출력물이 아닌 그대로 전사한 복사본)이 증거로 신청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부동의의 취지가 전문증거라

서 부동의한 것인지 아니면 원본과의 동일성까지 다투는 것인지 확인하여 전자의 취지라

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구비 요건만 갖추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나 실무의 처리는 전자소송하에서 전자화문서의 증거능력

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경우 앞서 본 요건(동일성과 행정전자서명)을 갖추지 못할 경우 원칙적

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전자소송 시스템 등재

민소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작성한 공무원이 그 전자문서와 전자

화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1, 2항).

반면 약식전자문서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판결문·공소장·영장·조서 등 형사사법업무 관련 문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제5

조 제1항 본문), 형사사법업무는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한정되므로(제2조 제1호) 형사사법업무 관련 문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

한 전자화문서가 있을 수 있고, 시스템 등재 의무 주체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민소전자문서법과 같이 전자문서와 전자화

문서 작성자가 작성된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전자소송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

4. 전자문서의 작성 방식

가. 문제점

전자소송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 등과 법

원이 작성하는 공판조서·재판서 등도 모두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서

를 종이로 작성할 때는 그 작성 방식에 대한 기술적 방법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전자문서로 작성할 때는 그 최종 형태를 어떻게 두어 원본으로 삼을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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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능한 방법

전자문서의 작성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다.

(1) 비변환 방식

전자문서를 작성한 파일을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였다면 작성된 HWP 파일을 전자문서 원본으로 보고 그대

로 보관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파일 용량이 작고, 검색과 내용 복사가 용이하며, 따로 변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나, 그 동일성 유지가 힘든 단점이 있다.661)

(2) 변환 방식①: 이미지 PDF

전자문서를 작성한 파일을 텍스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미지 PDF 파일

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HWP 파일을 인쇄한 후 스캔하여 PDF 파

일로 변환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네 가지 방식 중 동일성 유지에 있어 가장 뛰어나다. 그러나 파일 용

량이 크고, 변환 과정이 복잡하며, 텍스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검색과 내용 복

사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662)

(3) 변환 방식②: 텍스트 PDF

전자문서를 작성한 파일을 텍스트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방식이다. 예

를 들면 HWP 파일을 PDF 인쇄 또는 PDF 저장하여 PDF 파일로 변환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동일성 유지가 뛰어나면서도, 변환 방식①에 비해 파일 용량이 작고, 

변환 과정이 간단하며, 텍스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검색과 내용 복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663)

미국의 사건관리 및 전자문건 시스템(CM/ECF)은 PDF 형식의 문서만을 지원하

며, 텍스트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미지 PDF 

661)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2015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결과보고서”, 법원행정처, 56.
662)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56.
663)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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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형식을 허용한다.

(4) 변환 방식③: XML

전자문서의 내용만 XML 형식으로 추출하여 저장하는 방식이다.

저장 용량이 작고, 검색 및 내용 복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식의 데

이터를 포함하여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형태’의 동일성 유지가 PDF 문서

보다 떨어지며, 범용성도 PDF 문서보다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664)

현재 공소장의 경우 검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

스템으로 HWP 파일과 XML 파일이 같이 전송되고 있는데, XML 파일의 경우 표의 

형태로 되어 있는 범죄일람표의 형태가 유지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다. 검토

(1)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 유지

앞에서 전자화문서는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에 있어서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검토한 바 있다. 이는 전자문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고려하여야 한

다. 즉, 전자문서의 최종 형태는 그 ‘내용’과 ‘형태’가 변경되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어

야 한다.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내용’ 변경 여부 확인이 용이하므로 ‘형태’의 동일성 

유지도 필요함은 전자화문서의 경우와 같다.

(2) 검색 및 내용 복사

그리고 전자소송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자문서 내용의 검색 및 복사가 용

이하여야 한다. 전자기록에서 검색을 못하거나 그 내용을 복사하여 사용하지 못한다면 

전자소송 도입의 장점이 반감될 것이다.

(3) 변환 방식②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텍스트 PDF 파일로 변환하

여 저장하는 변환 방식②가 형사 전자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작성 방식으로 가장 적합해 

664)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57-58;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3팀(민사전자소
송), “2015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결과보고서”, 법원행정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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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XML 추출 시 문서 형식에 관한 정보도 추출하여 저장하는 방식으로 형태의 동

일성도 유지되게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경우 변환 방식③도 적합할 수 있으나,665) 현재 

민사 전자소송이 PDF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문서송부촉탁 등에 의한 민·형사사

건 간의 기록 공유, 법원 작성 문서 방식의 통일성 등을 고려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변

환 방식②가 보다 적합해 보인다.

독일의 「전자적 법적교류의 기술적 기본 조건 및 특별 전자 관청사서함에 관한 

법규명령(전자적 법적교류 법규명령)[Verordnung über die technischen 

Rahmenbedingungen des elektronischen Rechtsverkehrs und über das be-

sondere elektronische Behördenpostfach(Elektronischer-Rechtsverkehr 

-Verordnung – ERVV)]」은 형사소추기관과 형사법원에 전자문서를 전송할 때 인쇄 가

능하고, 복사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검색 가능한 형태로 PDF 포맷으로 

전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문). 그리고 독일 형사소송법 제32조 

제2항 제1문에 따른 법규명령의 안인 「형사절차에서 전자적 기록 작성을 위한 기술적·

조직적 기본 조건에 관한 법규명령안(형사기록 작성 법규명령안)[Entwurf einer 

Verordnung über die technischen und organisatorischen Rahmenbedingungen 

für die elektronische Aktenführung im Strafverfahren 

(Strafaktenführungsverordnung - StrafAktFV)]」은 전자기록에 저장하는 내용은 

추가적으로 PDF/A-1 또는 PDF/A-2 포맷으로도 저장하고 이 문서로 기록 외관

(Repräsentat)을 구성하도록 하였고(제2조 제2항 제1문), 독일 형사소송법 제32b조 제5항 

제1문에 따른 법규명령의 안인 「전자문서의 생성과 형사소추기관 및 법원 간의 전자문서 

전송의 표준에 관한 법규명령안(문서 생성 및 전송 법규명령안)[Entwurf einer 

Verordnung über die Standards für die Erstellung elektronischer Dokumente und 

für deren Übermittlung zwischen Strafverfolgungsbehörden und Gerichten 

(Dokumentenerstellungs- und -übermittlungsverordnung – DokErstÜbV)]」도 전

자문서는 인쇄 가능하고, 복사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검색 가능한 형태로 

PDF 포맷으로 생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문).

다만, 공소장 등 일정한 서류의 경우 XML 정보도 추출하여 전송하는 방안을 고

665)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2015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결과보고서”, 법원행정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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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볼 수 있다. 독일의 위 전자적 법적교류 법규명령도 전자문서를 PDF 포맷으로 전

송하게 하면서, 그 외에 정의(Definition) 또는 스키마(Schema) 데이터, 법원의 명칭, 

(알려진 경우에 한하여) 사건번호, 당사자 또는 절차관계인의 명칭, 절차의 대상에 대

한 진술, (알려진 경우에 한하여) 관련 절차의 대상의 사건번호와 기록 작성 기관의 명

칭 등에 대한 XML 데이터를 첨부하도록 하였다(제2조 제3항).

그리고 향후 형사사법절차에서 작성된 문서의 빅데이터로의 활용에 대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XML 형태의 변환 방식③이 더 적합한 방식이 될 수 있다.666)

변환 방식②의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HWP 

등의 파일로 전자문서를 작성·보관하다가, 그 최종본이 완성되면 텍스트 PDF 파일로 

변환하고, 변환된 PDF 파일에 작성자(또는 작성자와 진술자)가 전자적 서명을 하면 전

자문서가 완성된다.

라. 민사 전자소송

참고로 민사 전자소송 도입 당시에도 PDF 방식과 XML 방식이 고려되었는데, 

PDF 방식이 변개가 더 어려워 문서의 무결성·진정성을 확보하기 쉽다는 점 때문에 

PDF 방식이 채택되었다.667)

민사 전자소송에서 판결서, 조서 등 모든 법원 생성 문서는 HWP 파일로 작성하여 

마지막에 PDF 파일로 변환한 후 결재를 거쳐(결재 과정에서 전자적 서명이 이루어진다) 

법원의 내부 전자문서저장소에 보관되고, HWP 파일도 같은 장소에 보관된다.668)

II. 전자서명

1. 전자서명의 정의

가. 전자서명의 필요성

형사소송법은 재판서(제41조), 조서(제48조, 제50조, 제53조), 공무원의 서류

666)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 백서”, 법원행정처 (2016. 12.), 101-102.
667)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3팀(민사전자소송), “2015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결과보고서”, 법원행정처, 9.
668)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3팀(민사전자소송), 위의 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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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제58조), 비공무원의 서류(제59조), 피의자신문조서(제244조) 등의 문서를 

작성할 때 서명날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들은 

종이문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전자소송에서는 전자서명으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조서에 관한 제48조, 공무원의 서류에 관한 제57조, 피의

자신문조서에 관한 제244조는 문서에 간인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소송

에서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법률 규정 -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제2조 제2호)과 공인전자서명(제2조 제3호)에 대해, 전

자정부법은 행정전자서명(제2조 제9호)에 대해 각 정의하고 있다.

전자문서법은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만 규정하였고(제11조), 약식전자문서법은 전자서명법과 전자정부법의 전

자서명·공인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 개념을 그대로 원용하였다(제2조 제5 내지 7호). 

민소전자문서법은 전자서명법의 공인전자서명과 전자정부법의 행정전자서명을 전자서

명으로 규정하여(제2조 제3호) 전자서명에 대한 독자적인 정의규정을 두지 않았고, 위 

법률의 사법전자서명(제2조 제4호)도 행정전자서명의 일종이다.

따라서 전자서명에 대한 실질적인 정의는 전자서명법과 전자정부법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두 법률에서 요구하는 전자서명의 주요 요건은 ① 서명자(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 ② 서명이 된 문서와 결합되어 있을 것, ③ 서명 후 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공인전자서명, 행정전자서명)이다.

전자서명에 대한 정의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민소전자문서법

전자서명: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
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
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
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

전자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과 「전자정부법」 제2
조 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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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사 전자소송에서의 전자서명

형사 전자소송에 관한 법률에서도 약식전자문서법과 같이 전자서명에 관한 별도

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전자서명법과 전자정부법의 정의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의 개

념을 원용하면 족하다. 같은 용어에 대해 개별 법률마다 다른 정의규정을 두는 것은 부

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자서명법이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

에도 공인전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정의한 민소전자문서법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민소전자문서규칙은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다(제7조 제3, 5항, 제11조 제2항 제2호).

이 글에서는 전자서명법과 전자정부법에 규정된 ‘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 ‘행

정전자서명’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소전자문서법에 규정된 ‘전

자서명’은 혼동을 피하기 위해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으로 서술하겠다.

2. 전자서명의 효력

가. 전자서명법

(1) 공인전자서명의 효력

전자서명법은,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민소전자문서법

공인전자서명: 

다음의 각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
서에 기초한 전자서명
①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②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
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③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해당 전
자서명에 대한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④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해당 전
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
을 것

행정전자서명: 

전자문서를 작성한 행정기관 등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
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

사법전자서명: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의 행
정전자서명으로서 법관·사법보
좌관 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
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가 민
사소송등에서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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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그리고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해당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

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추정하는 효력까지 부여하였다(같은 조 제2항).

(2) 전자서명의 효력

이와 달리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

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만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같은 조 제3항).

나. 전자정부법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인증한 행정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에 표시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관인·공인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며, 그 전자문서는 행정전자서명이 된 후에 내용이 변경되지 않

았다고 추정한다(제29조 제4항).

다. 약식전자문서법

(1) 작성자의 행정전자서명

약식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 작성자와 전자화문서 작성자가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

화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6항, 제6조 제2항).

(2) 진술자의 전자서명

반면 진술자의 서명과 관련하여서는 전자문서 작성자가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6항).

진술자에게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하도록 한 것은, 제3장 제2절의 

약식전자문서법에 대한 검토 부분에서 보았듯이 일상적으로 휴대하지 않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공인전자서명을 요구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행정전자서명과 전자서명의 효력

전자문서에 이루어진 전자문서 작성자의 행정전자서명과 진술자의 전자서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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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제5조 제7항).

(4) 간인의 방법

전자문서에 해야 하는 간인은 면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제5조 제8항).

라. 민소전자문서법

(1) 사법전자서명

법관·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

나 그 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전자

서명을 하여야 한다(제7조 제2항). 그리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

출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경우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

(2)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

약식전자문서법이 진술자의 전자서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소전자문서

법은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의 전자적 서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

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민소전자문서법 제7조 제1항 본문).

다만, 재판장의 허가가 있으면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할 수 있고(민

소전자문서법 제7조 제1항 단서, 민소전자문서규칙 제7조 제3항), 증인·감정인·당

사자본인이 선서서에 하는 서명 또는 사건관계인이 송달이나 기일통지에 관한 영수

증, 그 밖의 서류에 하는 서명은 재판장 등의 허가를 얻어 전자패드에 서명하게 하거

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자필서명을 받은 후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전산등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82조].

민소전자문서법이 이와 같이 제출자에게 전자적 서명을 하게 한 것은 ‘제출 명

의’ 확인과 ‘작성 명의’ 확인을 위한 것이다.669)

669) 법원행정처, 민사전자소송 실무편람 (2017),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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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법전자서명·공인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의 효력

민소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의 사법전자서명과 같은 조 제1항의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은 민사소송 등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서명날

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민소전자문서법 제7조 제3항).

재판장의 허가가 있으면 민사소송 등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

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은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민

소전자문서규칙 제7조 제5항).

(4) 간인에 관한 규정 없음

민사소송법은 문서의 간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민소전자문서법도 그에 

따라 간인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마. 형사 전자소송의 경우

형사 전자소송의 경우 전자적 서명과 관련된 약식전자문서법과 민소전자문서법

의 해당 부분을 혼용하여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1) 작성자의 행정전자서명, 진술자의 전자서명, 간인 - 약식전자문서법

기본적으로는 약식전자문서법과 같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작성하는 경우 전자

문서·전자화문서 작성자가 그 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고 전자문서의 작성자는 진

술자로 하여금 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게 하며, 면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간인

을 하면 된다.

독일도 법원 또는 형사소추기관이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책임자는 인증된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였고(독일 형사소송법 제32b조 제1항), 심리에 참여한 관련 관계

인은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였다(제168a조 제3항, 제168b조 제2항).

(2) 제출자의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 - 민소전자문서법

다만, 약식전자문서법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전자문서·전자화문서를 제출하

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출되는 문서의 ‘제출 명의’ 확인 및 ‘작성 명의’ 확

인을 위해 민소전자문서법과 같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전자문서·전자화문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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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자는 그 전자문서·전자화문서에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하도록 하

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전자적 서명의 효력 - 약식전자문서법, 민소전자문서법

형사 전자소송에서는, 전자문서·전자화문서 작성자의 행정전자서명과 전자문서

에 하는 진술자의 전자서명을 형사소송법 소정의 서명·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보는 약식전자문서법의 조항에 전자문서 제출자의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도 

그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민소전자문서법의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 보면, 약식전자문서법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만이 

문제되므로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고 규정하

였으나, 형사 전자소송에 관한 법률은 그 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하므

로 민소전자문서법의 규정 형식을 따라 ‘형사소송 등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III. 전자소송 동의(전자절차 동의)

1. 전자소송 의무자

가. 민사 전자소송

민소전자문서법과 민소전자문서규칙은 전자적 송달·통지를 받을 의무가 있는 

기관을 정함으로써 전자소송 의무자를 정하고 있다.670)

민사 전자소송에서 전자소송 의무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별표 2]에 규정된 공

공기관 및 지방공사이다[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민소전자문서규칙 제9

조, 제25조 제1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58조].

670) 법원행정처, 민사전자소송 실무편람 (2017),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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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사 전자소송

(1) 형사소송의 특색

형사소송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검사로 한정되고, 기소 후 법원이 하는 

송달·통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하는 송

달·통지도 문제된다.

(2) 검사, 피의자·피고인

형사 전자소송이 도입되면 민사소송의 원고에 해당하고 국가기관인 검사는 전자

소송 의무자로 하여야 하고[현재에도 가사사건과 비송(과태료 포함)사건에서 검사는 전

자소송 의무자로 되어 있다(민소전자문서규칙 제25조 제1항 제3의2호)], 피의자·피고

인은 전자소송에 참여할지 여부를 선택에 맡겨야 한다.

독일도 전자기록 작성을 2018. 1. 1.부터는 임의적으로, 2026. 1. 1.부터는 필

수적으로 하며(독일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제1문), 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경

우 형사소추기관과 법원은 상호간의 문서 전송을 전자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 반면

(제32b조 제3항 제1문), 일반 국민에게는 전자소송 참여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3)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등의 장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

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

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경찰서에 설치된 유치장이 구치소로 대용되는 경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에는 그 경찰서장이 송달받을 자가 되므

로,671)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도 전자소송 의무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및 여자의 선도보호시설 등에 수용된 사람에 대한 송달

도 이에 준하므로,672)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여자의 선도보호시설 등의 장 역시 전

자소송 의무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671)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I) (2014), 467;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 (2017), 869.
672)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I) (2014), 467;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 (2017),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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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관찰소의 장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요구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이 법원에 하는 판결·결정 전 조사 보고(제19조, 제19조의2),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하는 판결 등 통지(제20조, 제60조), 보호관찰소의 장이 법원에 하는 준수사항 

추가·변경·삭제 신청(제32조 제4항),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해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하는 구인장(제39조 제1항)과 지방법원 판사가 허가하는 유치(제

42조 제2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소의 장, 검사, 법원 사이에도 전자적 제출이 필요하므로, 보호

관찰소의 장도 전자소송 의무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5) 변호인·변호사

문제는 변호인과 변호사를 전자소송 의무자로 포함시킬지 여부이다. 독일은 형

사소송법 제32d조를 신설하여 변호인과 변호사에게 전자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되, 

2022. 1.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유예기간을 두었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변호인과 변호사를 전자소송 의무자에 포함시키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나, 포함시키더라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법무법인 소속 변호

사673)와 국선변호인부터 전자소송 의무자에 포함시킨 후 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단계적 도입방안).

2. 전자소송 동의의 의미

가. 민사 전자소송

전자소송 동의란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민소전자문서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의 진행에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동의의 시기에 따

라 사전 동의(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제1항 제1호)와 사후 동의(같은 항 제2호)가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앞서 보았듯이 전자소송 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사전 동의에는 개별 

673) 2015년 소송대리인이 있는 민사본안사건 중 법무법인이 소송대리인인 사건의 전자적 제출 비율은 80.97%(91,3
40건 중 73,967건), 개인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의 전자적 제출 비율은 54.87%(54,363건 중 29,833건)여
서, 법무법인이 소송대리인인 사건의 전자적 제출 비율이 훨씬 높았다[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 백서”, 법원행정처 (2016. 12.),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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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민소전자문서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와 포괄 동의(같은 항 제2호)가 있다.674)

나. 형사 전자소송

(1) 형사 전자소송에서의 전자소송 동의(전자절차 동의)

형사 전자소송에서도 전자소송 의무자는 아니지만 전자적 절차 진행에 동의한 

자를 전자소송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민사 전자소송에서의 전자소송 동의와 같

은 개념이 필요하다.

수사절차까지 고려하면 형사 전자소송에서는 전자소송 동의 대신 전자절차 동의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수사절차도 광의의 형사소송 개념에 

포함되고, 민사·가사·행정·회생·파산 등의 전자소송에서 이미 전자소송 동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익숙한 용어이므로, 이 글에서는 기존 전자소송의 전자소송 동

의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겠다.

형사소송에서 전자소송 동의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절차의 진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절차’이므

로 수사절차와 형의 집행 절차도 포함된다), 아래 단계적 도입방안 부분에서 보듯이 형

사 전자소송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절차 법률이 확대될 것을 고려하면 실제 입법에 있

어서는 ‘형사소송법 등’ 부분을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로 대체하면 된다.

(2) 동의의 종류

(가) 검사의 동의

형사소송에서는 전자소송 의무자인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민사 

전자소송에서 원고가 소장 제출 전에 하는 사전 개별 동의는 필요 없다. 검사의 사전 

포괄 동의나 사후 동의도 필요 없다.

(나) 피의자 등의 사후 동의

피의자 등 검사 외의 자가 사후 동의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674) 법원행정처, 민사전자소송 실무편람 (2017),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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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의자 등의 사전 개별 동의

민사 전자소송에서는 당연히 원고만 사전 개별 동의를 할 수 있으나, 형사 전자

소송에서는 이와 달리 볼 여지가 있다. 아래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기간」 부분에서 보

듯이 수사 단계에서의 전자소송 동의와 공판 단계에서의 전자소송 동의를 분리하여 운

영하는 경우 공판 단계에서의 전자소송 동의에 대해서는 피의자 등에게도 사전 개별 

동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전자소송의 단계적 도입에 따라 공판 단계에만 우선 전자

소송이 도입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전자소송의 전면 도입 후에도 공판 단계에서

만 전자소송에 동의하려는 피의자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미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와 사건이 특정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피의자 등이 기소 전에라도 수사기관의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법원에 미리 전자소송 동의를 하는 것도 상정 가능하다.

(라) 피의자 등의 사전 포괄 동의

피의자 등의 사전 포괄 동의를 인정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반면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피고인 

등을 고려하면 인정할 실익이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3. 전자소송 동의의 안내

가. 수사 단계에서의 전자소송 동의 안내

전자소송 활성화를 위해서는 피의자·변호인 등 절차관여자에게 전자소송에 대

한 안내를 하고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자소송 동의의 확

인을 빨리 할수록 사건의 전자적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

터 그러한 안내와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전자약식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약식전자문서법 제3조에 해

당하는 사건을 수사할 때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 전자약식절차에 관하여 안내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

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4조 제1문,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279

조 제1문].

형사 전자소송 도입 시 사법경찰관리와 검사에게 위와 같은 안내 및 확인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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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판 단계에서의 전자소송 동의 안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

60조는 소장을 최초로 송달할 때 등 일정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전자소송 동의의 방

식과 인증번호 등이 기재된 전자소송안내서를 함께 보내도록 하고 있다.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고 하는 수사 단계에서의 전자소송 동의 안내와 달리, 공

판 단계에서는 민사소송과 같이 피고인 등에게 최초 송달 시에 전자소송안내서를 함께 

송달하여 전자소송 동의에 대한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

4. 전자소송 동의의 방법

가. 수사 단계에서의 전자소송 동의 방법

(1) 전자약식사건

현재 전자약식사건에서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의 전자적 처리절차에 대한 동의

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고[약식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 검사

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4조 제2문,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279조 제2문], 동의서에 피의자는 전자

서명을,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행정전자서명을 각 하여야 한다(약식전자문서법 제4조 

제5항).

공인인증서를 휴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피의자에게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만 하도록 한 것이다.

(2) 형사 전자소송 전면 도입 후

형사 전자소송의 전면 도입 후에도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등에게 위와 같이 전

자서명만으로 전자소송에 동의할 수 있게 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전자소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전자약식절차와 같이 전자서명만 하게 하

는 것이 제도 정착 차원에서 유리할 것이다. 수사기관이 동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작성하므로, 본인 식별도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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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전 또는 사후

에 전자소송에 동의할 때에는 공인전자서명을 하게 할 필요가 있고,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별개로 전자소송 동의를 하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 공판 단계에서의 전자소송 

동의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게 된다.

나. 공판 단계에서의 전자소송 동의 방법

민소전자문서규칙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우선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제4

조 제1항). 따라서 사용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NPKI) 또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가 필요하다.675)

전자소송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도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하므로, 결국 전자소송을 이용

하기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하다.

형사 전자소송에서도 공판 단계에서 전자소송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민사 전자소

송과 같이 먼저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등록을 하게 하

는 것이 전자소송 이용자들의 혼동을 막고 전자소송을 빠르게 정착시키는 길로 보인다.

5.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

가. 민사 전자소송

(1)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의 권리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는 전자적 제출을 할 수 있는 권리(민소전자문서법 

제5조 제1항, 민소전자문서규칙 제3조)와 전자적 열람을 할 수 있는 권리(민소전자문

서규칙 제38조, 제38조의2)가 있다.676)

(2)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의 의무

반면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는 전자적 제출을 할 의무(민소전자문서법 제8

675) 법원행정처, 민사전자소송 실무편람 (2017), 24.
676) 법원행정처, 민사전자소송 실무편람 (2017),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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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본문, 민소전자문서규칙 제9조, 제12조)와 전자적 송달을 받을 의무(민소전자문서

법 제11조 제1항, 제2항, 민소전자문서규칙 제24조)를 부담한다.677)

(3) 전자소송 동의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전자소송 동의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자소송 동의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민사 전자소송)678)

나. 형사 전자소송

(1) 원칙

형사 전자소송에서도 전자소송에 동의한 변호인·피의자·피고인 등에게 전자

적 제출과 전자적 열람의 권한을 부여하고 전자적 제출 및 송달의 의무를 부과할 필요

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피의자·피고인이 구금된 경우이다. 여기서의 구금은 당해 사건 

구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별건 구속, 노역장 유치, 수형 등의 경우를 모두 포함

한다.

(2) 전자소송 동의 후 구금된 피의자·피고인

전자소송 동의 후 구금된 피의자·피고인에 대해서도 계속 전자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자의 기록열람권이 거의 인정되지 않

으므로, 구금된 피고인에게 전자적 절차 진행을 허용할 것인지가 주로 문제될 것이다.

677) 법원행정처, 민사전자소송 실무편람 (2017), 61.
678) 법원행정처, 민사전자소송 실무편람 (2017), 61.

구분 권리 의무

전자적 제출 ○(법 § 5I, 규칙 § 3) ○(법 § 8, 규칙 §§ 9, 12)

전자적 송달 × ○(법 § 11 I·II, 규칙 § 24)

전자적 열람 ○(규칙 §§ 38, 38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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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이 소멸되게 하는 방안

먼저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이 소멸되게 하는 방안이 있다.679) ① 구금된 피의

자·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소지할 수 없고, 수용시설에서 

피고인 등에게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

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소자 관리나 보안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점, ② 구금

된 피고인 등이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전자적 제

출을 할 수 없는 점, ③ 구금된 자에게 전자적 송달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점680) 등

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이 방안에 따를 경우 구금 후에는 전자소송에 동의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구금된 자는 전자소송에 동의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하게 될 것이다.

(나)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이 유지되게 하는 방안

구금이 되더라도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① 수용시설 공무원이 유선으로만 연결되는 태블릿 PC 등의 전자 장비에 당

해 피고인의 전자기록을 다운로드받은 후 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안 등의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 ② 전자적 제출을 하지 못하더라도 전자적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구금된 피고인의 기록열람권을 보장할 수 있고, 피고인의 절차 참여

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자적 제출을 위한 용도로만 공인인증서를 소지하는 것을 오히

려 허용할 필요가 있는 점(구금된 자는 전자소송에 동의하였더라도 전자적 제출 의무

를 면제함으로써 전자문서 제출과 종이문서 제출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용시설

의 장에게 송달을 하더라도 구금된 자의 전자적 절차 참여를 막을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야 할 논리적 필연성도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이 방안에 따를 경우 구금 전에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자가 구금 후에 전자

679) 이때 석방이 되면 동의의 효력이 자동으로 부활하게 하는 것, 즉 동의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하지 않고 
구금기간 동안 일시 정지되는 것으로 하는 방안도 상정할 수 있으나, 구금 전후로 거주지·휴대전화번호 
등 여러 사정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것이 더 명확하다는 의견이 있다[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2015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결과보고서”, 법원행정처, 74-75]. 절
차적 명확성을 위해서는 위 의견과 같이 정지보다는 소멸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680)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 9. 22.자 2017모1680 결정, 
대법원 2017. 11. 7.자 2017모216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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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동의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 검토 - 구속피고인의 기록열람권 보장

현재 실무상 피고인이 기록 전체를 복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보인다. 종이기

록의 경우 1건당 500원의 기본 수수료에 복사물 1장당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

고(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 기록 복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 

원인 중의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기록의 양이 방대하면 구속피고인이 복사

한 기록을 수용실에 보관하는 것도 힘들다.

구속피고인의 전자기록에 대한 접근을 막는다면 전자소송 시행 후에도 위와 같

은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독일은 포괄적인 기록열람권이 법치국가원칙에 기해 요구되는 권리이며, 공정한 

절차의 핵심 요소이고, 무기대등원칙의 전제라고 보고,681)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에

게 상당히 폭넓은 기록열람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기록열람권은 (피해자 인적사항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

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형사사법절차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피고인의 기록 

열람이 권장되기도 하여야 한다. 전자기록이 도입되어 종이기록의 열람·복사에 따르

는 물리적 제한이 사라져서 구속피고인의 기록열람권이 더 잘 보장될 수 있음에도 수

용자 관리나 예산 등을 이유로 구속피고인의 전자기록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은 문제

가 있을 수 있다.

현재 민사 전자소송에서도 인터넷연결이 되지 않는 전자기기에서 전자기록 열람

이 가능하도록 전자기록을 SDV 파일로 다운로드받아 독립형 전자기록뷰어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682)

(라) 전자적 제출 의무의 면제

아래 「전자적 제출 의무의 예외」 부분에서 보겠지만, 구금된 자에 대해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이 유지되게 하거나 구금 후 전자소송에 동의할 수 있게 하더라도, 구금된 

자에 대해서는 전자적 제출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681) MüKoStPO/Thomas/Kämpfer StPO § 147 Rn. 1.
682) 법원행정처, 민사전자소송 실무편람 (2017),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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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제출을 강제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344조의 특칙이 적용되기 힘들어 오

히려 구금된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며, 전자적 제출 의무를 면제

하여야 할 사실상의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마) 변호인 접견과 관련된 문제 - 변호 받을 권리 보장

현재 변호인이 피고인 접견을 위해 수용시설에 들어갈 때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

기를 소지할 수 없다.

그러나 전자기록이 도입되면 변호인이 피고인과 접견을 하며 전자기록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이는 피고인의 변호 받을 권리 보장과 관련된 부분이다. 변호인이 소지한 

전자기기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면, 수용시설에서 태블릿 PC 등에 해

당 사건의 전자기록을 다운로드받아 제공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수용시설 내에서 태블릿 PC 등을 통해 전자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

은 피고인의 기록열람권만이 아니라 변호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6.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기간

가. 민사 전자소송

(1) 당해 사건 확정 시까지

민사 전자소송에서 전자소송 동의는 당해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민

소전자문서규칙 제10조 제1항 본문).

(2) 소송대리인의 경우

(가) 원칙: 상소기간 만료일 또는 상소기록 송부일까지

그러나 심급대리의 원칙상 소송대리인은 당해 심급이 종국되면 소송대리권이 소

멸하므로 전자소송 동의도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있다(같은 항 단서 전단).683) 소송대

리인의 전자소송 동의는 상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소기간 만료일까지,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상소기록 송부일까지 그 효력이 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

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4조 제2항 본문].

683) 법원행정처, 민사전자소송 실무편람 (2017),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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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외: 동일한 소송대리인은 상소심에도 효력

다만, 원심과 상소심의 소송대리인이 동일인일 때에는 상소심에도 전자소송 동

의의 효력이 있다[민소전자문서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 후단,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4조 제2항 단서].

나. 형사 전자소송

(1) 민사 전자소송의 예에 따름

형사 전자소송에서도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기간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심과 상소심의 변호인이 동일인일 때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

이 그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반복적인 전자소송 동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전자

소송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684)

수사 단계에서 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도 원칙적으로 수사 종결 시까지 유지되

는 것으로 하면 된다.

문제는 기소 전에 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이 기소 후에도 유지되게 할지 여부이다.

(2) 기소 전후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 유지 여부

(가) 쟁점

수사절차에서 한 피의자·변호인·고소인 등의 전자소송 동의가 공소제기 후에

도 효력을 유지하게 해야 할지 문제된다. 이는 앞의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 부분에서 

검토한 방안에 따라 문제되는 영역이 달라지는데, 피의자가 전자소송 동의 후 구금되

더라도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이 유지되게 하는 방안에 따를 경우 구속 피의자와 불구

속 피의자 모두에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피의자가 전자소송 동의 후 구금되

면 동의의 효력이 소멸되게 하고 구금 후에는 전자소송에 동의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

한다면 불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나) 기소 후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견해

기소 전에 전자소송에 동의한 불구속 피의자이더라도 공소장을 송달할 때는 전

684) 법원행정처, 민사전자소송 실무편람 (2017),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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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서로 제출된 공소장을 출력하여 종이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685) 이 견해는 

공소장을 종이로 송달하고 이후 전자적 송달의 동의 여부 확인은 공소장 송달 당시 첨

부된 안내서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므로,686) 기소 후에는 적어도 불구속 피의자의 경

우에는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는 것 같다.

이 견해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한다.687)

① 공소장은 형사재판을 개시하는 중요 문서이다.

② 공소장의 송달이 법원의 업무라는 점에서 전자적 송달의 동의 여부를 수사기

관에서 확인받은 내용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동의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고, 특히 불구속 피

의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동의 이후 기소되기까지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

을 수 있어 사정변경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전면적 전자소송을 시행하는 구유고슬로비아국제형사재판소(ICTY)에서도 공

소장은 출력된 인증등본을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반론

위 견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반론이 있을 수 있다.

① 위 견해는 피의자를 제외한 변호인·고소인 등에 대해서는 기소 후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 유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변호인·고소인 등의 경우

에는 위의 근거를 적용하기 어렵고 기소 전에 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을 기소 후에 소

멸시킬 만한 이유도 찾기 힘들다. 오히려 기소 후 재차 전자소송에 동의해야 하는 불편

만 생길 수 있다. 만약 피의자 외의 자는 피의자와 달리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이 유지

된다고 본다면, 그 논리적 일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상이한 규율을 할 

정도의 정당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형사재판이 개시되는 중요한 순간이므로 전자소

송 동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면 피의자 외의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② 피의자의 전자적 송달 동의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확인이 신빙할 만하지 

않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의 확인 내용과 다르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할 수 있다(피고인이 우편물을 받기 

685)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2015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결과보고서”, 법원행정처, 72.
686)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73.
687)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위의 글,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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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상황이어서 전자적 송달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③ 전자소송 동의 시 피의자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동의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의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지

금 상황에서도 전자약식사건을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에서의 동의 후 기소 

시까지의 사정변경은 오히려 종이소송에서 더 문제이고, 전자소송으로 그 문제점을 극

복할 수 있다. 피의자가 주거지를 이전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경

우 종이소송에서는 공소장의 송달이 불능으로 되는 경우가 많으나, 전자소송에서는 사

전에 등록한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송달받을 문건의 등재 사실을 통지해 주므로 사정변

경으로 인해 공소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될 확률이 더 적다.

④ 구유고슬로비아국제형사재판소(ICTY)에서 출력된 인증등본으로 공소장을 송

달하는 것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688)

(라) 실제 전자소송 운영 시의 난점

그러나 이론적인 논의와 별개로 전자소송 도입 후 실제로 기소 전의 전자소송 

동의가 기소 후에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제도를 운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수사

기관의 전산시스템과 법원의 전산시스템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사 전자소송에서의 전자소송 동의 방법이 형사 전자소송에서도 사용된다면, 

공판절차에서 실제로 전자소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법원의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전자소송에 동의하여야 한다. 수사

절차에서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전자적 처리절차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거나,689) 수

사기관의 전자소송 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하고 수사기관의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전자

소송에 동의하는 방식일 것이다.

그런데 수사기관에만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자소송에 동의한 경우 기소와 동시

에 법원에 전자소송 동의 정보를 전송한다 하더라도 전자소송 동의자는 법원의 전자소

송 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법원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수사기관

으로서는 피의자·변호인 등이 법원에 사용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법

688)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2015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결과보고서”, 법원행정처, 446.
689) 현재의 전자약식절차에서는 피의자로 하여금 전자적처리동의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거, 형사사

법정보시스템 등록 아이디(ID), 휴대폰, 전자우편을 기재하게 하고, 경찰이 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록 아
이디(ID)로 피의자를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한 후(위 아이디로 동의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동의서
에 기재된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로 초기비밀번호를 발송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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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선별하여 사용자 정보를 전송할 수도 없다. 그리고 수사

기관이 등록된 사용자 정보를 법원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등록자의 별도의 동의도 필요

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수사기관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와 법원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7.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범위

민사 전자소송에서 본안사건에 관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그에 부수하는 신

청사건에도 미친다(민소전자문서규칙 제10조 제3항).

형사 전자소송에서도 본안사건에 관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보석 청구 사건, 

구속 취소 청구 사건 등 그에 부수하는 사건에도 미친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전자소송 동의의 철회

민사 전자소송에서 전자소송 동의를 철회하거나 그 철회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민소전자문서규칙 제10조 제2항). 이는 동의 철회를 신중하

게 결정하도록 하고 전자적 제출과 종이 제출을 자유롭게 반복함으로써 절차를 농락하

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690)

전자소송 동의의 철회는 전자적 제출뿐만 아니라 전자적 송달에도 영향을 미친

다. 전자소송 동의와 철회가 반복되면 그 효력 발생 시점에 따라 전자적 송달의 유·무

효가 달라져서 절차적 안정성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전자소송에서도 전자소송 동의의 철회와 그 철회 취소는 재판장(기

소 후) 또는 수사기관(기소 전)의 허가사항으로 하되, 다만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특히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보장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690) 법원행정처, 민사전자소송 실무편람 (2017),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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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전자적 제출

1. 전자적 제출을 할 수 있는 주체

가. 민사 전자소송

민소전자문서법 제5조 제1항은 당사자, 소송대리인,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

하는 자를 전자적 제출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민소전자문서규칙 

제3조는 참가인, 법정대리인, 증인, 전문심리위원, 법원으로부터 조사 또는 문서의 송

부를 촉탁받거나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자 등을 전자적 제출을 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

고 있다.

나. 형사 전자소송

형사 전자소송에서도 검사, 피의자·피고인, 변호인 외에 배상신청인, 증인, 전

문심리위원, 법원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청받은 자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등에게 전자적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서 전자소송 의무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검토한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여자의 선도보호시설 등의 장, 보호관찰

소의 장에게도 전자적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그 외에 어느 범위의 자에게 전자적 제출을 허용할 것인지는 보다 복잡한 문제

이다. 현재 피해자나 그 밖의 제3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

거가 없어 실무상 법원에 접수되는 서류 전부를 공판기록에 편철하고 있으나,691) 증거

능력 없는 자료에 의해 법관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외관을 형성할 수 있어 문제이

고, 이러한 문제점은 전자소송 도입 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1) 고소인, 고발인

형사소송법이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수사 완료 기한을 설정하고(제257조) 고

691) 형사소송법에는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4항(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출된 문서의 원본·정본·등본·초본 등을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과 같은 조항이 없고,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문서와 그 밖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서 등의 반환·폐기에 관한 「문서 등의 반환·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가 적용되지 않아 임의로 폐기하기도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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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발인에게 일정한 통지 및 이유 고지를 하도록 한 점(제258조 제1항, 제259조), 

아래에서 보듯 전자적 제출 방식에 의한 고소·고발을 허용할 필요가 있고, 고발이 소

추요건인 사건에서는 특히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과 고발인은 전자적 제출

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피해자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그 법정대리인 등 포함)는 공판

기일에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등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

10 제1항),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은 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자적 제출을 할 

수 있는 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밖의 제3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3) 전자소송 인증번호

그리고 제출 권한 없는 자의 전자적 제출을 막기 위해서는 민사 전자소송처럼 

전자적 제출을 할 수 있는 주체에게만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부여하고[민사소송 등에서

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6조 제1항], 전자소송 인

증번호는 사건별·당사자별로 달리 부여하며,692) 그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당

해 사건에 관하여 전자적 제출 등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693)

2. 전자적 제출을 받는 기관

가. 법원에 대한 전자적 제출

형사 전자소송 도입 후 법원에 전자적 제출을 할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민사 

전자소송에서는 민소전자문서법 제5조가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692) 법원행정처, 민사전자소송 실무편람 (2017), 93.
693) 법원행정처, 민사전자소송 실무편람 (2017),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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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사기관에 대한 전자적 제출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에서의 절차 전에 수사기관에서의 절차가 선행

되므로, 형사 전자소송에 관한 법령은 이에 대해서도 규율하여야 한다.

약식전자문서법은 수사기관에 대한 전자문서·전자화문서 제출에 대해 규정하

고 있지 않다. 즉, 이를 불허하고, 제출된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작성하는 것

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제6조).

그러나 형사사법절차의 완전한 전자화와 전자소송 정착을 위해서는 앞서 본 전

자적 제출 주체가 수사기관에도 전자적 제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피의자·피해자 등이 기소 전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를 검사가 기소 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소 전에도 전자적 제출을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이를 불허하여 현재처럼 종이로만 제출을 받는다면 이를 전부 전자문서화

해야 해서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694)

그리고 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수사기록 중 전자적 증거를 출력

한 문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전자적 증거를 수사기관이 전자

기록 도입 후에도 전자적으로 제출받지 못한다면 전자적 증거가 저장된 저장장치를 받

아 그 파일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거나 저장된 전자적 증거를 종이에 인쇄한 

후 전자화문서로 만들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는 방식으로 전자기록을 작성하

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증거가 누락될 위험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불필

요한 업무를 가중시킨다. 저장장치에 대한 보관 업무가 추가되는 것도 물론이다.

전자적 제출을 기소 후의 법원 절차 단계로만 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전

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수사기관에 전자적 제출을 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3. 전자적 제출 요건

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

앞의 전자서명에 관한 부분에서 보았듯이, 형사 전자소송에서도 민사 전자소송

694) 물론 증거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하여 무조건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만 제출하여야 하는 것
은 아니다. 뒤의 「전자적 제출 의무의 예외」 부분에서 보듯이 원본 증거 제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당연
히 종이문서 등의 제출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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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전자문서·전자화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원칙적

으로 제출하는 전자문서·전자화문서에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하도록 하

여야 한다(민소전자문서법 제7조 제1항 본문 참조).

독일도 형사소추기관과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의 인증된 

전자서명(qualifizierte elektronische Signatur)(우리나라의 공인전자서명과 유사하

다)을 갖추거나 책임자가 서명하여 안전한 전송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독일 형

사소송법 제32a조 제3항).

다만, 민사 전자소송과 마찬가지로 재판장의 허가가 있으면 공인전자서명이 아

닌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하고(민소전자문서법 제7조 제1항 단서, 민소전자문서규칙 

제7조 제3항 참조), 증인·감정인이 선서서에 하는 서명 등은 전자패드에 서명하는 방

식 등으로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

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82조 참조].

나. 제출방법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할 것

민소전자문서법은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거나 ② 전자문서로 제출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8조).

형사 전자소송에서도 전자적 방법으로 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위와 같은 예외

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에 전자적 제출을 하는 경우 법무부에서 운영·관리하는 형사사법포털

을 이용하게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2) 파일 형식 등

민소전자문서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도록 하

였고(제8조), 그에 따라 민소전자문서규칙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

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

고하도록 하였다(제8조 제1항). 지정된 파일 형식을 사용하지 않은 전자문서는 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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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정을 소명하지 않는 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다(같은 조 제2

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3조

는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용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자소송의 원활한 구현을 위해서는 형사 전자소송에서도 제출할 수 있는 전자

문서·전자화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용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출할 

수 있는 파일 형식 등을 제한하여 사전에 공고하고 부득이한 사정을 소명하지 못하면 

이를 위반하지 못하도록 한 민사 전자소송의 입법례는 형사 전자소송에서도 따를 필요

가 있다.

독일도 형사소추기관과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 전자문서가 형사소

추기관 또는 법원의 처리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전송 및 처리에 적합한 기술적 

기본 조건을 법규명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독일 형사소송법 제32a조 제2항). 그에 따라 

제정된 「전자적 법적교류의 기술적 기본 조건 및 특별 전자 관청사서함에 관한 법규명령(전

자적 법적교류 법규명령)[Verordnung über die technischen Rahmenbedingungen des 

elektronischen Rechtsverkehrs und über das besondere elektronische 

Behördenpostfach(Elektronischer-Rechtsverkehr-Verordnung – ERVV)]」은 형사

소추기관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4. 부본 제출 의무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은 일정한 경우 서면 제출 시 그 부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2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53조 제2항, 제122조의5 제2항, 제123조의4 제2항, 제123조의9 제4항, 제142조 

제2항, 제149조의3 제1항, 제156조, 제160조, 제172조 제2항).

전자소송이 도입되더라도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 등은 

여전히 종이문서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전자적 제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하여 

부본 제출 의무를 일괄적으로 면제할 수는 없다.

민사 전자소송에서도 부본 제출 의무를 일괄적으로 면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23조는 

일정한 경우 제출자로 하여금 전자문서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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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적 제출 의무의 예외

가. 민사 전자소송

(1) 두 가지 예외 사유

민소전자문서법은 전자소송에 동의한 사람에게 전자적 제출 의무를 부과하면서

도(제8조 본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같은 조 단서 제1호) 또는 전

자적 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같은 조 단서 제2

호)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는 민소전자문서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의 제출방법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① 전자소송시스템의 장

애가 언제 제거될 수 있는지 알 수 없거나, ②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가 제거될 시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권리 행사에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거나, 또는 

③ 등록사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제거될 시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소송

이 지연되거나 권리 행사에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

를 자기디스크 등에 전자문서의 형태로 담아 제출하거나 전자적 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민소전자문서규칙 제14조 제1항). 즉, 제출할 전자문서·전자화문서를 

전자적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제출하거나, 이를 출력하여 종이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임시적인 조치일 뿐 전자기록화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아

니어서(전자문서·전자화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의 관리에 관한 민소전자문서

규칙 제20조는 제15조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제14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

원사무관 등은 장애가 해소된 후 제출된 저장장치에 저장된 전자문서·전자화문서를 

전산에 등재하거나 제출된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등재하여야 한다.695)

또한 재판장 등은 장애 해소 후 해당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다시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고(민소전자문서규칙 제14조 제4항 제1문), 다만 최초에 제출한 때를 그 제

출시점으로 본다(같은 항 제2문).

695) 법원행정처, 민사전자소송 실무편람 (2017),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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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적 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제

출방법

전자적 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고, ① 서적을 제

출하거나(이 경우 서적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그 서적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적으로 서류를 전자적 문서로 변환하기 어렵거나, ③ 

서류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거나, 또는 ④ 사생활 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재판장 등이 허가한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적 문서가 아

닌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민소전자문서규칙 제15조 제1항). 다만, 위 ③, ④의 서류가 

전자적 문서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그 원본을 당해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나. 형사 전자소송

(1) 민사 전자소송과 같은 예외 사유

형사 전자소송에서도 민사 전자소송에서와 같이 ① 전자소송에 필요한 시스템이

나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있거나 ② 전자문서·전자화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

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소송 의무자이거나 전자소송에 동의한 자이더라

도 전자적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한다.

원본 증거 제출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전자화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

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본 서류 등

을 그대로 제출할 수 있다.

선고 당일에 급박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선고가 예정된 공판기일에 합의서 원본

을 지참하고 출석하는 경우 등 종이서류의 제출을 허가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민소전자문서규칙 제15조 제1항 제4호(사생활 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판장등이 허가한 경우)와 같은 규정을 둘 경우 개별적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재판장 등이 종이문서의 제출을 허가할 수 있다.696)

696) 법원행정처, 민사전자소송 실무편람 (2017),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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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금된 자

구금된 자에 대해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이 유지되게 하거나 구금 후 전자소송에 

동의할 수 있게 하더라도, 구금된 자에 대해서는 전자적 제출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

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특칙을 두고 있고(제344조 제1항), 이는 상

소이유서의 제출(제361조의3 제1항 제2문, 제379조 제1항 제2문), 상소권회복의 청

구, 상소의 포기·취하(제355조)에도 준용한다.

위와 같은 특칙의 적용을 생각한다면, 전자소송에 동의하였다 하여 구금시설의 

장에게 상소장 등을 종이로 제출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은 전자소송 동의를 이유로 구

금된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약화시키는 것이 된다. 따라서 구금된 자에 대해서는 전자

적 제출 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전자적 제출 의무를 면제하여야 하는 사실상의 필요성도 있다.

구속사건의 변론요지서는 통상 변호인이 제출하고, 구속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하

는 서류는 대부분 반성문이다. 구속피고인이 자필 반성문의 제출을 원한다면 이 역시 

허용할 필요가 있다.

6. 법정기간의 연장

형사소송법 제67조는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

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법정기간

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형사소송규칙 제44조는 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법정기간을 연장하고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소송행위를 할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대륙에 따라 

법정기간에 일정한 기간을 부가하도록 하였다(제2항).

위 규정은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교통통신이 불편한 곳에 거주하는 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697) 따라서 전자소송에 동의하여 절차

697)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II) (2014),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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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자적으로 진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의 주거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물리적 거리에 따라 법정기간을 연장해 줄 필요가 없다. 다만, 앞에서 본 

전자적 제출 의무의 예외 사유(① 전자소송에 필요한 시스템이나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있거나 ② 전자문서·전자화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게 된다.

V. 전자적 송달

1. 관련 법률 검토

가. 약식전자문서법, 민소전자문서법

전자문서법은 제6조 내지 제9조에서 전자문서·전자화문서의 송신·수신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 작성자와 수신자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양 당사자 사이의 전자문서 송·수신이 법원을 매개로 하여 송달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소송의 특성을 고려하면, 형사 전자소송에 있어서는 약식전자문서

법과 민소전자문서법의 전자적 송달에 관한 규정이 더 참고할 만 하다.

전자적 송달에 관한 약식전자문서법 제8조와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의 규정 내

용은 상당히 유사하다.

(1) 송달 방법

(가) 원칙

먼저 전자적 송달 방법에 대하여 보면, 두 법률 모두 송달할 문건을 형사사법정

보시스템(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한 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

도록 하고 있다(약식전자문서법 제8조 제2항,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제3항).

송달문건 등재 사실의 통지 방법에 관하여, 약식전자문서규칙은 피고인이 제출한 

동의서에 적힌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통지하게 하였고(제4조 제1항), 

민소전자문서규칙은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이와 함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도 보내도록 하였다(제2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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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에 대한 특칙

약식전자문서규칙은 검사에 대한 송달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검사에 대한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의 송달 또는 통지는 그 전자문서나 정보를 검

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한다(제5조 제1항).

(2) 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

(가) 원칙

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은 송달받을 자가 시스템에 등재된 송달받을 문건을 확인

한 때이다(약식전자문서법 제8조 제3항,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제4항 본문).

(나) 검사에 대한 특칙

약식전자문서규칙은 검사에 대한 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서도 달리 정하

고 있다. 검사에 대한 약식명령의 송달은 그 약식명령이 검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수된 때에 즉시 송달된 것으로 본다(제5조 제2항).

(3) 송달간주

송달받을 자가 시스템에 등재된 송달받을 문건을 일정 기간 이상 확인하지 않는 

경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위 기간을 약식전자문서법은 2주로 정하고 있고(제8

조 제4항 본문), 민소전자문서법은 1주로 정하고 있다(제11조 제4항 단서).

(4) 송달간주에 대한 구제방법 및 송달간주 기간 불산입

약식전자문서법은 송달받을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약식명령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할 수 있게 하였다(제8조 제4항 단서).

민소전자문서법은 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었던 기간은 위 송달간주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였고(제11조 제5항)(구체적인 

기간의 계산은 민소전자문서규칙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다), 민소전자문서규칙은 등록

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등재사실 통지

일로부터 1주 안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게을리 한 소

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게 하였다(민소전자문서규칙 제2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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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전자적 송달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약식전자문서규칙 제4조, 제5조, 민소

전자문서규칙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다.

전자적 송달에 관한 규정

약식전자문서법 제8조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송달 방법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약식

명령을 시스템에 올린 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동의서에 적힌 전자적 수단

으로 알려야 한다.

(검사에 대한 특칙: 규칙 제5조 제1항)

③ 제1항에 따른 송달은 법원사무관등

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

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송달 효력 

발생 시점

③ 제2항의 경우 송달을 받을 사람이 형

사사법포털에 올려진 약식명령을 확인

한 때에 약식명령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검사에 대한 특칙: 규칙 제5조 제2항)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송달간주

④ 제2항의 경우 송달을 받을 사람이 

형사사법포털에 올려진 약식명령을 확

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을 올린 사

실을 알린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에 송

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

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송달간주에 

대한 

구제방법 및 

송달간주 

기간 불산입

다만, 송달을 받을 사람이 책임질 수 없

는 사유로 형사사법포털에 올려진 약식

명령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

소송법」 제458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45조부터 제348조까지의 규정

에 따른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

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4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은 대법

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송행위 추완: 규칙 제26조 제3항)

⑤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송달과 통지

의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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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사 전자소송의 경우

형사 전자소송의 경우에도 송달 방법 및 송달 효력 발생 시점에 관하여는 약식

전자문서법 제8조 제2항, 제3항,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제3항, 제4항 본문과 같이 

규정하면 될 것이다.

송달문건 등재 사실의 통지 방법은 민소전자문서규칙 제26조 제1항 본문과 같

이 전자우편과 문자 메시지를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송달받을 자의 불이익 방지

에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검사에 대한 송달 방법과 송달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의 약식

전자문서규칙 제5조와 같은 특칙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의 전자소송 의무자에게도 위와 같은 특칙을 둘 것인지 문제되는데, 수용

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의 장 등 국가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정본부(교도소, 구치소)와 범죄예방정책국(보호관찰소, 치료감호소)이 법무부 

산하 조직이므로, 법무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다.

변호인·변호사는 전자소송 의무자에 포함시키더라도 위와 같은 특칙까지 적용

받게 하는 것은 지나칠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특칙이 적용될 수 없다.

형사 전자소송의 송달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송달간주를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송달간주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이다.

2. 송달간주의 인정 여부 및 기간

가. 송달간주의 인정 여부

현재의 약식전자문서규칙 제5조와 같은 특칙을 적용받는 검사 등에 대해서는 송

달문건이 송달받을 자가 속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수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기간 경과에 따른 송달간주가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그러한 특칙이 없는 자, 예를 들면 피의자·피고인·변호인에게 약식전

자문서법 제8조 제4항 본문,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제4항 단서와 같은 송달간주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이다.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형사 전자소송에서도 송달간주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다만, 전자소송 동의에 대한 안내 시 송달간주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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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적 송달을 받는 자는 스스로 절차의 전자적 진행에 동의한 것이므로 전

자적 송달에 대해 확인할 의무가 있다.

② 종이문서를 송달하는 경우에도 종이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하면, 즉 송

달받을 자가 이를 열어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송달이 완료된 것이지, 송달받을 자가 

그 내용을 지득할 것을 송달 완료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③ 고의의 소송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송달간주가 필요하다. 민사 전자소송의 

경우에도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 확인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임에도 매번 1주일

간 송달문건 확인을 하지 않아 송달간주를 시키는 사례 등)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나. 송달간주 기간

송달간주 기간을 약식전자문서법은 2주로, 민소전자문서법은 1주로 정하고 있다. 

약식전자문서법에서 피고인에 대한 전자적 송달과 송달간주가 문제되는 것은 사

실상 약식명령에 한정된다(제8조 제2항, 제4항 본문). 반면 민소전자문서법의 경우에

는 제11조 제1항에 따라 송달하는 모든 전자문서와 관련하여 송달받을 자의 확인 및 

송달간주가 문제된다(제11조 제3항, 제4항 단서).

따라서 민사 전자소송에 있어 송달간주 기간을 전자약식절차와 같이 2주로 정할 

경우 기일통지서 등의 송달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절차 진행이 힘들어진다(예를 

들어 당사자가 기일통지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2주가 경과하여야 기일통지서 송달의 효

력이 발생하므로, 당사자가 기일통지서를 확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기일 

지정 시 2주가 넘는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점이 소송지연 수단으로 악용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형사 전자소송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 송달간주를 인

정한 것은 전자소송 동의자에게 전자적 송달에 대한 확인 의무가 있기 때문이므로, 송

달간주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송달간주기간은 송

달받을 자에게 전자문서의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기산되므로, 송달받을 자는 송

달받을 문건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송달간주 기간을 장

기로 할 경우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위에서 예를 든 제1심

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송달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하여야 하는 제한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단서). 그리고 상소심에서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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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간주시켜 상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소송을 지

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송달간주 기간을 적절히 정할 필요가 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송달

간주가 된 자는 아래의 구제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다. 송달간주에 대한 구제방법 및 송달간주 기간 불산입

(1) 송달간주에 대한 구제방법

형사소송법 제345조 내지 제348조는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들은 제458조 제1항에 의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에 관하여 준용된다. 약식전

자문서법 제8조 제4항 단서는 송달받을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형사사법포털에 

올려진 약식명령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45조 내지 제348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사 전자소송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 없이 송달받을 자가 책임질 수 없

는 사유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전자화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에는 형사소송법 제345조 내지 제348조, 제458조에 따라 상소권 또는 정식재판청구

권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전자소송에서의 회복사유를 명확하

게 하기 위해 약식전자문서법 제8조 제4항 단서 또는 민소전자문서규칙 제26조 제3항

과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 송달간주 기간 불산입

민소전자문서법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

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송달간주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였다(제11조 제5항). 

반면 약식전자문서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었

더라도 송달간주 기간 종기 전에 확인할 수 있었으면 문제가 없다거나, 그러한 장애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위의 구제방법을 통해 구제받으면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송달간주 기간을 둔 것은 그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송달받을 자가 송달문

건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누렸기 때문인데, 그것이 불가능한 기간을 송달간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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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송달간주 기간을 둔 취지에 반하며, 위의 구제수단은 상소권 또

는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에 국한되어 그 범위가 좁다.

따라서 형사 전자소송에서도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제5항과 같이 송달간주 기

간 불산입에 대한 규정을 두고 민소전자문서규칙 제28조 제2항과 같이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사전에’ 공지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전자문서 출력서면의 송달

가. 관련 규정

민소전자문서법·규칙은 전자적 송달 대상자임에도 일정한 경우 전자문서를 출

력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소전자문서법·규칙이 정한 출력서면 송달 사유는 ① 송달을 받을 자가 민사

소송법 제181조, 제182조 또는 제192조에 해당하는 경우(민소전자문서법 제12조 제1

항 제1호),698) ② 민소전자문서규칙 제14조(전자소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의 제출방법 등) 제1항 또는 제15조(전자문서화가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민소전자문서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민소전자문서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 ③ 송달받을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

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출력서면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민소전자문서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④ 그 밖에 재판장 등이 출력서면의 송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민소전자문서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이다.

약식전자문서법·규칙도 전자적 송달 대상자에 대해 일정한 경우 전자문서를 출

력한 서면을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식전자문서법·규칙이 정한 출력서면 송달 사유는 ⓐ 시스템의 장애로 전자적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약식전자문서법 제9조 제1항), ⓑ 송달에 관한 사항이 피고인이 

제출한 동의서에 적힌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도달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때(약식전자문서법 제9조 제1항, 약식전자문서규칙 제6조), ⓒ 

698) 민소전자문서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송달받을 자가 전자소송 의무자가 아니고 전자소송에 동의하지도 
않은 경우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송달받을 자가 전자적 송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여기서는 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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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적 송달을 받을 수 없음을 소명

한 경우(같은 조)이다.

ⓐ의 사유는 ②의 사유 중 민소전자문서규칙 제14조 제1항의 경우와 유사하고, 

ⓑ의 사유는 ③의 사유에 포섭될 수 있으며, ⓒ의 사유는 ③의 사유와 유사하다.

즉, 민소전자문서법·규칙이 약식전자문서법·규칙보다 출력서면 송달 사유를 

보다 넓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약식전자문서법·규칙이 ‘송달할 수 있다’고 

하여 출력서면 송달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출력서면 송달이 의무가 아닌 것처럼 규정

하고 있는 반면, 민소전자문서법은 ‘송달하여야 한다’고 하여 출력서면 송달 사유가 있

으면 반드시 전자적 송달이 아닌 출력서면 송달을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민소전자문서법 약식전자문서법

제12조(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하여 그 출력한 

서면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전자문서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송달을 받을 자가 「민사소송법」 제181

조, 제182조 또는 제192조에 해당하

는 경우 

2. 송달을 받을 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원사무관등이 등재된 전자문서를 출력

하여 그 출력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한 때

에는 그 출력서면은 등재된 전자문서와 동

일한 것으로 본다.

제9조(출력물로써 하는 약식명령 등의 송달) 

① 법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이 청

구된 경우 시스템의 장애로 전자적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력물은 시스템을 통하여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력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출력물은 그 전자문서의 

등본으로 본다.

1. 출력일, 면수 및 총면수, 문서의 고유 

식별번호

2. 복사 및 위조·변조의 방지 표지(標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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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

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전자문

서와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민소전자문서규칙 약식전자문서규칙

제29조(출력서면의 송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사유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해

당하는 경우 

2. 송달받을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출력

서면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재판장등이 출력서면의 송달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력서면을 송달하는 경우 다음 각 호 가

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제출자로 

하여금 전자문서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출력할 서면의 분량이 상당히 많은 경우

2. 송달받을 상대방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

3. 당해 전자문서에 표시된 색상이 나타나

도록 서면을 출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민사소송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소

송서류의 용지와 다른 크기의 서면을 

출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할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출력

문서와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한 사

제6조(출력물로써 하는 약식명령 등의 송달)

법원은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

류의 송달에 관한 사항이 제4조제1항의 전자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도달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때 또는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적 송달을 받을 수 없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약식명령

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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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사 전자소송의 경우

(1) 출력서면 송달 사유

형사절차의 전자적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적 송달 장애사유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출력서면 송달 사유를 보다 구체적이고 넓게 규정하고 있는 민소전자

문서법의 입법례를 따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구금시설의 장을 전자소송 의무자에 포함시킨다면 민소전자문서법 제12

조 제1항 제1호 중 ‘민사소송법 제182조’ 부분은 삭제하여야 한다.

(2) 동일성 확보

민소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와 그 출력서면 사이에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3항).

앞의 「전자화문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 부분에서 보았듯이 전자화대상문서와 전

자화문서 사이에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전자문서법 제5

조 제2항 제1호, 약식전자문서법 제6조 제2항 참조), 전자문서와 그 출력서면 사이에

도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4. 구금된 자에 대한 송달

가. 구금시설의 장에게 송달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

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

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였

항을 출력문서에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송달하는 경우 

「우편법」 제15조제3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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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699)

앞서 보았듯이 구금시설의 장을 전자소송 의무자에 포함시킬 경우 구금된 자에

게 할 송달은 ‘구금시설의 장에게’ 전자적 송달을 하는 방법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이 경

우 송달을 받은 교도소 등의 장은 송달을 받을 본인에게 송달된 서류를 바로 교부하여

야 한다(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민사소송규칙 제50조 제1항).700)

나. 구금된 자에 대한 교부

(1) 전자적 송달을 받을 자가 아닌 경우

송달받을 본인(피구금인)이 전자적 송달을 받을 자가 아니라면 즉시 송달받은 

서류를 출력하여 피구금인에게 교부하면 된다.

(2) 전자적 송달을 받을 자인 경우

피구금인이 전자적 송달을 받을 자라면(구금되어도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이 소

멸되지 않게 하는 방안에 따를 경우) 피구금인이 전자적 열람을 희망할 경우 즉시 태블

릿 PC 등에 송달된 서류(피구금인이 원할 경우에는 전자기록 전체)를 다운로드받아 제

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소환장 등 절차 진행에 관한 서류는 종

이 출력물을 교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기록열람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기록 열람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만큼 전

자 장비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전자기록 중 피구금인이 원하는 부

분의 종이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에 동영상이나 음성이 포함되어 있

어 그 열람에 전자 장비가 필요한 경우, 피구금인이 시각 장애가 있어 문자 음성 변환 

기능이 필요한 경우 등 전자 장비 없이는 실질적인 기록 열람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구

금인에게 기록 열람을 위한 전자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699) 대법원 2017. 9. 22.자 2017모1680 결정, 대법원 2017. 11. 7.자 2017모2162 결정.
700)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 (2017),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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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수사 단계

I. 고소·고발

1. 전자적 제출에 의한 고소·고발

수사기관에 대한 전자적 제출을 허용하면, 전자문서 등의 제출에 의한 고소·고

발도 가능할 수 있다. 전자적 제출 시 제출자가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하

여야 하므로, 전자적 제출이 불필요한 고소·고발을 유발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고소·고발을 할 수 있게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제237조 제1항), 전자적 고소·고발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소송법

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일 수 있다.

2. 고발이 소추요건인 사건

전자문서 등의 제출에 의한 고발을 허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전자소송이 

확대될 경우 고발이 소추요건인 사건(관세법 제28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

항 등)의 처리에 있어 전자적 고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건은 송치에 갈음하여 고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701) 특별사법경찰관

리 소속 행정기관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포함시켜 수사절차의 전자적 처리를 가

능하게 할 경우 고발도 전자적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 고소·고발사건의 처리

현재 검찰에 직접 접수되는 고소·고발사건을 특별 관리하기 위하여 직수 고

소·고발사건 관리부를 두고[검찰 직수 고소·고발사건 관리 지침(대검찰청예규)], 고

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에게 그 접수 사실의 통지 등을 하고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

701) 사법연수원, 수사절차론 (2016),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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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사실을 통지하며 고소장 사본을 송부하고 있다[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

(대검찰청예규)]. 그리고 고소·고발사건의 처리 도중 일정한 통지도 하여야 한다[고

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이러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I.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조서의 작성 방식

앞의 「전자문서의 작성 방식」 부분에서 검토하였듯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작성

하는 전자문서는 최종적으로는 텍스트 PDF로 변환한 후 작성자와 진술자가 전자적 서

명을 하여 작성한다.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도 마찬가지이다.

2. 진술자의 이의 제기 또는 의견 진술의 기재

가. 관련 규정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1항). 피의자신

문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

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1문).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같은 항 제2문).

형사소송법은 참고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조서에 기재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지

만(형사소송법 제221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참고인의 진술을 진술조서에 적도록 하고 있고(제24조 제2

항), 위 진술조서의 서식에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읽어준바) 진

술한 대로 기재되어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기명

날인)하게 하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같은 항, 별지 제8, 9호 서식),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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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진술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나. 전자조서의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경우 위와 같은 진술자의 이의 

제기와 의견 진술을 어떻게 기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1) 전자약식사건의 경우

현재 전자약식사건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므로 같은 문제가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 때문에 전자약식사건에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의견 진술의 기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도 마련되

어 있지 않다. ① 전자약식사건은 간단하면서도 정형적인 음주·무면허운전 사건으로 

한정되고 대부분 자백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조서 내용에 대한 피의자의 이의 제기 또

는 의견 진술 자체가 드물다. ② 쌍방향 모니터를 이용하여 경찰이 작성하는 피의자신

문조서의 내용을 피의자가 동시에 보기 때문에 조서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피의자

가 즉시 요청을 하고 이를 반영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2)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2문의 필요성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추가로 기재할 때 해당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2문은 다른 형사소송법 규정들과 마찬가

지로 종이기록을 전제로 한 조문이다.

따라서 쌍방향 모니터를 이용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현재의 실무에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도 없고, 종이기록을 전제로 한 조문 때문에 전자소송 도입

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2문을 삭제하자는 견해

가 있을 수 있다.

반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2문을 삭제할 경우 수사기관이 조서 작성 시 

일단 본인의 생각대로 기재하고 그에 대한 이의 제기와 수정의 부담을 피의자에게 전

가할 위험이 있으며, 조서의 어느 한 부분 작성 시에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나 조

서 전체 작성 후 내용 확인 과정에서 전후 맥락 등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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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전자소송 도입 후에도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2문을 그대로 존치시킬 필

요가 있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3) 형사 전자소송 도입 후 진술자의 이의 제기 또는 의견 진술의 기재

형사 전자소송 도입 후에도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2문을 존치시킨다는 

전제하에, 조서에 진술자의 이의 제기 또는 의견 진술을 기재할 때 문제되는 부분을 삭

제하고 진술자의 진술대로 다시 기재하는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2문에 

반하므로 (적어도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하여서는) 채택할 수 없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의가 제기된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면서 이의 제기와 의견 진

술을 기재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진술자의 이의 내용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는 ① 전자펜 인식이 가능한 모니터

나 PDA 단말기 등에 조서를 띄운 후 전자펜을 이용하여 진술자가 수기로 기재하게 하

는 방법(현재의 종이조서에 대한 수기 기재와 유사한 형태), ② 조서의 해당 부분에 

(필요하다면 삭선을 한 후) 이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조서의 해당 부분에 이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는 다시 ⓐ 미주 또는 말풍

선 등의 형태로 입력하는 방법, ⓑ 조서의 다른 기재 내용과 동일한 형태로 입력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종이조서 중 수사기관이 작성한 부분은 인쇄체로 잘 정서되어 있는 반면 

진술자의 이의 내용 등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 외관상 양자가 대비되어 보이는 문제

가 있다. 전자소송에서는 진술자의 이의 내용 등이 외관상 조서의 다른 기재 부분과 동

일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진술자가 조서 내용을 확인하는 사이에 조서가 수정될 가능성을 막기 위

해, 수사기관이 조서 작성을 마치면 이를 일단 다른 형식의 파일로 변환하여 고정시키

고(1단계) 여기에 진술자의 이의 내용 등을 기재한 후 이를 다시 다른 형식의 파일로 

변환하여 고정시키자는(2단계) 견해도 있다.702) 이 경우 작성자와 진술자의 전자적 서

명은 제2차 변환 후의 파일에 하여야 할 것이다.

702)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2015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결과보고서”, 법원행정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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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명·날인

앞의 「전자서명의 효력」 부분에서 보았듯이, 전자문서 작성자는 그 문서에 ‘행정전

자서명’을 하고 진술자로 하여금 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하며, 면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간인을 한다. 그리고 전자문서 작성자의 행정전자서명, 전자문서에 

하는 진술자의 전자서명은 형사소송법 소정의 서명·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따라서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조서에 작성자의 행정전자서명, 진술자의 전자서명, 

면수 표시가 이루어지면 형사소송법 소정의 서명날인·간인의 효력을 갖추게 된다.

4. 증거능력

약식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 작성 시의 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간인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이더라도 약식전자문서법과 형사소송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

거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703)

형사 전자소송에 있어서도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조서에 법률이 요구하는 작성자

의 행정전자서명, 진술자의 전자서명, 면수 표시를 하여 형사소송법 소정의 서명날

인·간인의 효력을 갖추게 하면 그 조서는 (다른 장애사유가 없는 한) 종이로 작성한 

조서와 같은 증거능력을 갖게 된다.

III. 구속기간 및 구속영장 청구시한

1. 구속기간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 제도는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그런데 이 제도들이 오히려 그 취지에 반하여 피의자의 인권 제한을 더 가중

시킬 수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

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

703) 송길룡, “형사사법 전자화의 현황과 과제”,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2권 제2호 (2010. 12.),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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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고(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구속적부심사 시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3항) 구속기간이 사실상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위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수사기록이 법원에 가 있는 동

안 수사를 진행하기 힘들기 때문이다.704)

그러나 전자소송이 도입된 후에도 위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정

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피의자심문을 하거나 

구속적부심사를 하더라도 전자기록은 여전히 수사기관에 남아있으므로, 종이기록을 전

제로 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

은 더 이상 종전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근거가 미약해진다.

전자소송 도입 후에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과 제214조의2 제13항의 

삭제 내지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구속영장 청구시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

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제1항, 

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

체포적부심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

정 후 검찰청에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은 위 48시간의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형

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

체포적부심사의 경우 심문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는 한다. 법원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사건이 접수되면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에 

따라 배당을 하고[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22조 제1항 제1문], 담당법관은 배당 즉시 사건의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접수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주도록 한다[보석·

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23조 제2항].

704) 김희옥·박일환 편집대표, 주석 형사소송법(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176,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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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심문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의 심문을 위하여 피의

자가 수사기관을 출발하였을 때부터 심문 후 다시 수사기관으로 도착하였을 때까지의 

시간 동안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을 할 수 없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야간 조

사(피의자신문)를 자제할 경우 위 48시간 동안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줄어든다. 이는 전자소송이 도입되어 체포적부심사 시 수사기관이 여전히 

전자기록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 점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기회 보장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

항 중 체포적부심사에 관한 부분은 전자소송 도입 후에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IV. 종결처분

1. 공소제기

가. 현재의 실무

현재 공소제기는 관할법원에 종이 공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검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공소장의 HWP 파일과 XML 파일이 같이 전송되며, 위 파일을 이용하여 법원의 재판

사무시스템에서 공소장 또는 공소사실을 볼 수 있다. 위 파일은 추후 판결문 작성 시에

도 활용되어, 법원의 판결문작성시스템에서 해당 사건의 판결문 초고를 생성하면 범죄

사실 부분에 공소사실이 자동적으로 기재된다. 그러나 공소장의 원본은 어디까지나 법

원에 접수되는 종이 공소장이며, 만약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송된 전자파일

의 내용이 종이 공소장과 상이하면 종이 공소장의 내용대로 공소제기가 된 것으로 보

아야 한다.

나. 전자소송 도입 후

전자소송 도입 후에는 채택된 전자문서의 형식에 따른 파일을 법원의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공소제기를 하게 된다. 텍스트 PDF 파일 형식을 채

택한 경우에도 공소장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XML 파일을 함께 전송하게 하는 방안

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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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소장 부본 첨부

앞의 「부본 제출 의무」 부분에서 보았듯이 전자소송이 도입되더라도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 등은 여전히 종이문서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상의 부본 제출 의무를 일괄적으로 면제할 수는 없다.

이는 공소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소장에는 피고인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이러한 의무는 전자소송 도입 후에도 

남아 있을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와 법원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

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될 경우 특히 그러하다.

따라서 공소장 원본의 전자적 접수와 공소장 부본의 종이서류 접수가 병존하게 

되는데, 공소장의 전자적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 시점과 종이 공소장 부본 접수 시점 사

이의 시간적 간격이 클 경우 공소장 부본의 송달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규칙 등

에서 공소장의 전자적 제출 즉시 공소장 부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종이 

공소장 부본을 접수하여 문서접수인을 날인하는 절차는 남아 있게 될 것이므로[법원재

판사무 처리규칙 제7조 제1항 본문,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제3조], 공소장 부본의 접수 시점은 문서접수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2. 불기소 처분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24호 서식

(갑)에 따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부수 처분과 압수물 처분을 기재하

고, 위 별지 제124호 서식(을)에 따른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

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

1항). 전자적 처리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에도 같은 서식에 따른 ‘불기소 사건기

록 및 불기소 결정서’와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되 전자문서로 작성하며,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은 별지 제124호의2 서식을 이용하되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제69

조의2).

현재는 약식전자문서법 제3조에 정해진 사건만 전자문서로 불기소 결정서를 작

성할 수 있으나, 전자소송이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모든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서를 전

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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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지

가. 피의자에 대한 통지

(1) 구속 중인 피의자를 기소한 경우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 없이 

재감인 기소통지부에 의하여 그 뜻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3조).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을 전자소송 의무자로 하면 위 통지를 전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2) 불기소 처분 등을 한 경우

검사는 불기소 처분 또는 타관송치 처분(형사소송법 제256조)을 한 때에는 피의

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위 통지는 원칙

적으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1항).

피의자가 전자소송에 동의한 경우 전자적 통지를 할 수 있다.

나.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통지

검사는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

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위 통

지는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제1항).

고소인·고발인이 처음부터 전자적 고소·고발을 하였거나 사후에 전자소송에 

동의한 경우 전자적 통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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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영장

I. 영장청구 사건의 심리

1. 현재의 실무

가.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 및 기록 제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체포·구속영장,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한 

때에는 범죄인지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3, 4호).

그 밖의 압수·수색·검증,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법원으로부

터 형사소송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장 또는 허가서를 발부받아 대물적 강제처분을 

집행하였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다만, 사건관계인이 검사

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지시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나. 검사의 영장청구 및 기록 제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때는 그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체포영장: 형사소송규칙 제96조 제1항, 구속영장: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압

수·수색·검증영장: 형사소송규칙 제108조). 통상 기록을 그대로 제출한다.

다. 법원의 심리 및 기록 반환

검사의 영장 청구서가 접수되면 접수인을 찍고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 

접수한다.705) 법원의 심리 후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보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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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검증영장이 일부 기각된 경우, 즉 일부 발부된 경우에는 영장을 사본하

여 그 사본도 영장청구서와 함께 법원에 보관한다) 영장은 기록과 함께 검찰청에 송부

하며, 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는 영장청구서를 사본하여 그 사본을 법원에 보관하고 영

장청구서 원본과 기록을 검찰청에 송부한다.706)

2. 전자소송에서의 영장청구 사건 심리

형사 전자소송에서의 영장청구 사건 심리도 기본 틀은 종이소송에서와 같다.

가.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 및 기록 제출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며 전자화된 기록을 검찰청의 형사사법정

보시스템으로 전송한다(경우에 따라 종이문서나 물건을 송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현재의 실무와 동일하게 운영될 것이다). 이때 전자기록이 여전히 경찰청의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에 남아 있으므로, 중단 없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현재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경우 검사에게 기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2

항 제1호), 전자기록이 도입되면 기록 제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도 전부 기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나. 검사의 영장청구 및 기록 제출

검사는 영장을 청구하며 검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있는 전자기록을 법원

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한다(종이문서나 물건을 송부할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

하게 운영될 것이다).

다. 법원의 심리 및 기록 처리

법원은 검사로부터 송부받은 전자기록을 이용하여 영장사건을 심리·결정하게 된다.

종이기록의 경우 법원의 결정 후 법원은 검찰에, 검찰은 경찰에 기록을 다시 반

705)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I) (2014), 252, 285, 370.
706)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I) (2014), 267, 310,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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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전자기록의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된

다. 즉, ‘반환’을 위하여 법원이나 검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기

록을 ‘삭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수사지휘 등 다른 사유로 검찰이 경찰에 기록을 

돌려보내는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반환’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1개의 종이기록을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반환’ 규정 

때문에 전자기록의 ‘삭제’ 의무가 바로 부과된다고 단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공소제기 여부를 검사가 결정하므로 경찰의 전자기록은 전부 검찰청의 형사사법정

보시스템으로 전송되고, 기소 후 전자기록은 최종적으로 결국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

템에 저장되는 점, 복수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된다고 

하여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위·변조가 힘들어지는 장점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전자기록의 삭제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남아 있는 전자기록에 대한 접근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필요한 절차 후에도 여전히 검찰 또는 법원에 남아있는 전자기록으로 인

하여 정보 유출의 위험이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계속하여 전자기록을 

보유하고 있을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전자기록의 삭제 조항을 마련하여야 한

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II. 전자영장 도입 여부

1. 논의의 필요성

전자기록의 도입으로 인하여 영장청구 사건의 심리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전자영장을 도입할지 여부는 별도로 논할 필요가 있다. 전자소송 시행 후에도 영장 중복 

집행 등의 위험을 근거로 종이영장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전자영장의 도입 필요성

가. 체포영장, 구속영장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과 관련하여서는 전자영장의 도입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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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다고 볼 수 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는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어도 급속을 요하면 피

의자(또는 피고인)에게 범죄사실(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제200조의6, 제209호)[다만, 

집행을 완료한 후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4항, 제200조의

6, 제209조)].

즉, 종이영장을 유지하더라도 이를 소지하지 못하는 데 따른 집행상의 장애가 

적다고 할 수 있다.

나. 압수·수색영장

(1) 영장주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과 압수수

색의 사유 등이 특정되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제114조 제1항, 형사소

송규칙 제58조),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19

조, 제118조), 압수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등에게 교부하

여야 한다(같은 법 제219조, 제129조). 위와 같이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

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

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707)

(2) 영장 원본의 제시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이나 이메일 업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

행할 당시 모사전송 방식으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였을 뿐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

고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압수된 금융거래 자료와 이메일 자료는 헌

법과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제129조가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수

707)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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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증거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러한 절차 위반은 헌법과 형사소

송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법수

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708)

위 대법원 판결들은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형사

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압수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

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19조, 제129조).”라고 하며 이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 압수물은 위법

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것이다.

(3) 영장 집행 실무

그러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기존 집행 실무에서는 특히 금융·통신·인

터넷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회사에 모사전송 

방식으로 영장 사본만 제시하여 압수를 하고, 영장 원본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 집행을 통해 얻은 자료도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

그러나 금융·통신·인터넷 자료에 대한 모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시 영장 

원본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많은 금융·통신·인

터넷 기업이 서울 또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수사기관은 금융·통

신·인터넷 자료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매번 영장 원본을 가지고 서울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일 후를 생각하면 이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자영장이 도입되면 이러한 물리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

색과 관련하여서는 전자영장의 도입 필요성이 크다.

3. 원본 종이영장의 유지 여부

영장의 종이기록 원본성을 유지하되 수배자 검거와 급속한 집행 등을 위해 전자

708)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8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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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영장이 집행되면 그 취지를 기록하여 문서로 기록

된 영장을 반환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견해가 있다.709)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현재도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급속을 

요하면 영장을 소지하지 않고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체포나 구속에 있어서는 

위 견해와 같이 종이영장을 유지하면서 전자영장을 도입하여 활용할 실익이 별로 없다.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형사소송법이 위와 같은 예외를 규정하

지 않고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18

조, 제219조), 다만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하

더라도 위법하지 않다.710)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압수·수색영

장이 발부되어 있음에도 구속영장의 집행(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과 같이 영장을 사

후에 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711) 그리고 제시하는 압수·수색영장은 그 원본

이어야 하므로,712) 원본인 종이영장이 있음에도 전자영장을 제시하는 것은 영장의 사

본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종이영장과 전자영장 모두에 원본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래에서 보듯이 이중집행의 위험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원본인 종이영장을 유지하면서 전자영장을 도입하여 전자영장으로 집행하

는 것은 도입할 실익이 없거나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전자영장의 복수 원본 허용 문제

가. 영장의 수통 발부

(1) 체포영장, 구속영장

형사소송법은 수통의 구속영장·체포영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고(제82조, 제209조, 제200조의6), 체포영장 청구서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가 있기는 하다(형

사소송규칙 제95조 제5호, 제95조의2 제1호).

709) 송길룡, “형사사법 전자화의 현황과 과제”,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2권 제2호 (2010. 12.), 68.
710)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711) 김희옥·박일환 편집대표, 주석 형사소송법(I),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614.
712)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8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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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장의 이중집행 및 그로 인한 체포·구속기간 잠탈의 위험이 있으므로, 

실무상 동일한 피의자에게 동일한 범죄사실로 동시에 수통의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

부하지는 않는다. 앞서 보았듯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집행 시에는 영장 원본 지

참이 완화되어 있으므로 집행을 위해 수통의 영장을 발부할 실익도 없다.

(2) 압수·수색영장

그러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서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동일한 피의자에 대한 

동일한 범죄사실 수사를 목적으로 여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실무상 압수·수색영장 청구 시 수통의 영장을 발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영장 청구서에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사유를 기

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5호).

압수·수색영장을 수통 발부하는 경우, 각 영장의 수색장소를 하나의 장소로만 

한정하고 나머지는 삭제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A·B·C 세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

기 위해 3통의 영장을 청구한 경우, 첫 번째 영장의 수색장소에는 A만 남겨놓고 나머

지는 삭제하며, 나머지 영장도 같은 방법으로 한 곳만 수색장소로 남겨놓는다). 동일한 

곳에 영장이 중복 집행될 위험을 막기 위해서이다.

나. 전자영장의 단일 원본 유지 여부

전자영장이 도입되더라도 ‘영장의 단일성’이라는 개념의 ‘원본’은 존재할 필요가 

있다. 압수·수색영장을 수통 발부하는 경우에도 개개 영장의 단일성을 유지시켜야 하

므로 그러한 개념의 원본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전자영장의 원본을 하나만 둘 것인지, 아니면 복수로 둘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이 부분은 전자영장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논의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과 같은 견해 대립을 상정해 볼 수 있다.

(1) 단일 원본설

영장의 이중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전자영장 도입 후에도 영장 원본은 하나만 존

재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앞서 보았듯이 싱가포르는 영장 발부 시스템이 이미 전자화되어 있고 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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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장을 발부하는데, 영장 발부 시 법관과 참여관의 서명 이미지가 입혀진 영장이 전

자파일로 생성되고, 영장 파일은 경찰에 전송되어 1회만 다운로드가 허용된다(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다시 다운로드를 받는다).

(2) 복수 원본설

무한한 복제성을 특성으로 하는 전자문서의 특성을 고려하면 전자영장 도입 후

에도 단일 원본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

된 영장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저장된 영장은 그대로 둔 채 별도로 휴

대용 단말기 등에 영장을 다운로드 받아 현장에 가서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영

장의 복수 원본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3) 검토

영장의 이중집행 위험성을 고려하면 단일 원본설이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실제

로 전자영장의 단일 원본을 유지하며 집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전자영

장의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장 발부 후 집행 시까지 영장이 저장된 저장장치

를 하나로만 유지하여야 하고 그 저장장치로부터 하나의 전자기기에서만 전자영장을 

현출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III. 전자영장의 집행

1. 종이 출력물을 이용한 집행의 허부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전자영장의 종이 출

력물을 제시하고 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앞서 보았듯이 싱가포르에서는 

영장 파일의 출력물 또는 휴대용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영장을 집행한다.

영장의 이중집행 위험 방지를 강조하는 단일 원본설의 입장에서는 전자영장의 

복수 원본보다 이중집행 위험이 더 큰 종이 출력물 이용 집행에 찬성하기 힘들 것이다. 

복수 원본설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 내부의 전자기기에 저장된 전자영장과 별도로 휴

대용 전자기기에 전자영장을 저장하여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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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종이 출력물을 이용하여 집행을 해야 할 실익이 없을 것이다.

2. 영장의 집행 지휘

가. 집행 지휘의 주체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등 영장은 검사가 집행을 지휘한다(형사소

송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3항, 제209조, 제200조의6, 제115조 제1항 본문, 제219

조). 다만, 법원이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 구속영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제81조 제1항 단서), 압수·수색영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집행을 명할 수 있다(제115조 제1항 단서).

나. 집행 지휘의 방식

재판의 집행 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

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461조 본문),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 외에

는 재판서의 원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영장의 집행에도 형사소송법 제461조가 적용되므로 영장의 집행 지휘 역시 서

면(집행지휘서)으로 하거나 영장에 인정하는 날인을 함으로써 할 수 있다.713)

대통령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

에 관한 규정」은 영장은 검사의 서명, 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제31조 제3항),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사가 체포영장이나 구

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 집행지휘서에 의하거나 영장 상단에 서명 또는 날인하

는 방법으로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50조).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영장 원본 상단 우측 여백에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집

행 지휘를 한다.

다. 전자영장의 집행 지휘 방식

전자영장의 집행 지휘는 검사가 전자문서로 된 집행 지휘 서면으로 지휘하거나

713)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I) (2014), 529-530; 김희옥·박일환 편집대표, 주석 형사소송법(I), 한국
사법행정학회 (2017),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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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61조 본문) 전자영장에 인정하는 행정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지게 된다(같은 조 단서).714)

IV. 공판기일에 이루어지는 구속 및 석방

1. 문제의 소재

문제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을 구속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31조에 따라 석방하는 

경우이다. 공판기일에 이루어지는 구속(소위 법정구속)과 그 집행, 그리고 무죄 판결 

선고 등에 따른 석방 지휘는 그 즉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점이 사전에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실제로 전자적으로 처

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2. 종이 구속영장의 작성 및 집행

현재 재판사무시스템의 CR602 공판영장등록 프로그램에서 구속영장 작성이 가

능한데, 생성 시 영장번호는 자동적으로 부여되고 예정된 판결 선고일을 발부일자로 

입력하여 작성한다. 구속 후의 후속절차를 위해서는 선고일 전에 미리 영장을 등록까

지 하여야 한다.

문제는 발부일자(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재판부 참여관과 실무관도 구속영

장 등록 사실을 알 수 있어서, 피고인이 불출석하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그 기일에 판

결 선고를 하지 못하면 재판부 판사 외의 자가 재판 결과(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를 알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선고를 못

하게 된 경우 선고일 당일 내에 CR602 프로그램에서 등록된 영장을 삭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CR602 프로그램에서 영장을 작성하지 않고 업무에 사용하

는 일반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구속영장을 작성·출력하여 원본을 만들어 두었다가 

불구속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그 즉시 구속영장 원본을 실무관에게 주는 경우

가 많다. 위 영장에는 영장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공란) 실무관은 CR602 프

714) 재판의 집행 지휘 일반에 대해서는 뒤의 「재판의 집행」 부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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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에서 영장구분을 ‘구속영장(피고인구금-선고일)’으로 선택하여 인치구분, 인치장

소, 유효기간 등을 입력한 후 ‘확인 및 출력’ 버튼을 누르고 부여된 영장번호를 구속영

장 원본에 기재한다.715)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그 원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규칙 제48조), 실무관은 구속영장 원

본을 공판 검사에게 준다.

공판 검사는 위 영장 원본 상단 우측 여백에 집행 지휘를 위한 서명·날인을 하

여 교도관에게 넘겨준다. 교도관은 피고인을 구치소에 수감한 후 영장집행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형사소송규칙 제49조 제1항) 구속영장을 법원에 반환하고(같은 조 제

2항) 반환된 구속영장은 기록에 편철된다.716)

3. 전자 구속영장의 작성 및 집행

가. 전자 구속영장의 작성

전자영장을 도입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처리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법원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속영장을 작성한 후 판결 선고일 전에 등록까지 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정된 판결 선고일에 선고를 하지 못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경

우 그날 내에 등록된 영장을 삭제하여야 한다.

나. 전자 구속영장의 집행 지휘

공판기일에 실제로 전자 구속영장의 집행 지휘를 함에 있어서도 검사가 전자영

장에 어떻게 행정전자서명을 하게 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① 먼저 재판장이 법정 판

사석의 컴퓨터에 로그인하여 전자영장 작성 시스템을 통해 미리 작성해 놓은 전자영장

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② 그 전자영장을 공판 검사에게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형

사소송규칙 제48조). ③ 그리고 검사는 법정 내의 검사석 컴퓨터에서 수신된 전자영장

에 행정전자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①의 부분은 재판장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법원 내부 전산망에 로그인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보안을 위해 로그인 시 업무용 공인인증

715)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 실무관 업무편람 (2011), 237.
716) 형사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형사재판실무편람, 재판실무편람 제2호 (2010),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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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필요로 하게 할 경우 휴대용 저장장치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공인인증

서를 지참할 수 있다. ② 그리고 재판장은 법원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영장을 법원의 

연계시스템을 통해 수사기관의 연계시스템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다.

문제는 ③의 부분이다. 연계시스템을 통해 검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수신

된 영장에 검사가 행정전자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 검사석의 컴퓨터에서 검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뒤의 「증거신청의 시기」 부분에

서 보겠지만, 법원과 검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어 이는 상정하기 힘

든 방안이다.

그 뒤의 절차도 문제이다. ④ 검사는 전자영장에 집행 지휘의 행정전자서명을 

한 후 그 집행을 위해 이를 다시 법정 내의 교도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교도관은 피

고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전자영장에 집행일시·장

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

49조 제1항). 즉, 검사가 전자영장을 어떻게 교도관에게 교부할지, 교도관이 이를 어

떻게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행정전자서명을 할지도 문제되는 

것이다.

법정에서 전자영장을 출력하여 그 출력물로써 종전의 종이영장을 이용한 집행의 

방법에 따라 집행한 후 이를 다시 전자화문서로 작성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그 ‘원

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규칙 제48조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다.

다. 전자 구속영장의 기록 편입 시점

전자 구속영장도 종이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로 집행 종료 후 법원에 반환되었을 

때 전자기록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공판기일에 이루어지는 석방 지휘

전자소송이 도입될 경우 공판기일에 이루어지는 석방 지휘에도 법정구속과 유사

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장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 함께 검토

해 보도록 하겠다.



제4절 영장

333

가. 종이소송에서의 석방 지휘 방식

검사가 법원의 구속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또는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

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

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0조 제1항).

그리고 검사는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실효된 때에는 판결이 선고된 날에 지체 없이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6조 제1항),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제1항의 재판

결과통지를 송부받은 때에는 당일에 구속감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석방지휘서

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면 그 선고와 동시에 구속영장은 실효되므로 판결의 선

고 후 지체 없이 피고인은 석방되고,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구금시설에서의 석방절차

를 완료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다시 구금시설까지 구속 상태로 연행할 수도 없다.717) 

그런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6조에 따라 검찰의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재판결과통지를 송부받아 석방지휘서를 작성한 후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금시설

의 장에게 송부하는 절차를 거칠 경우 피고인이 선고 즉시 석방되기 힘든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31조에 규정된 무죄 판결 등을 선고하는 경

우 법원이 미리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두었다가(그러나 검사 명의의 문서이므로 법관

의 기명이나 서명 또는 날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선고 즉시 참여관으로 하여금 ‘참여

확인’란에 날인하게 한 후 검사에게 교부함으로써 검사가 즉석에서 그 석방지휘서에 서

명·날인을 하여 석방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전자소송에서의 석방 지휘 방식

전자소송이 도입될 경우 공판기일에 이루어지는 석방 지휘와 관련하여서도 앞서 

본 법정구속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재판장이 작성한 전자 석방지휘서에 참여관이 행정전자서명을 하는 것은 시스템

717) 김희옥·박일환 편집대표, 주석 형사소송법(I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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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영장과 마찬가지로 그 석방지휘서를 검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에 전송하더라도 검사가 즉시 법정의 컴퓨터에서 검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

하여 석방지휘서에 집행 지휘를 위한 행정전자서명을 할 방법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검사가 행정전자서명을 한 후 즉시 이를 다시 구치소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방법

도 검토하여야 한다.

제5절 공판 단계(증거조사 제외)

I. 공소장 부본의 송달

송달과 관련된 내용은 앞의 「전자적 송달」과 「전자소송 동의(전자절차 동의)」 부

분에서 이미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공판 단계에서 처음으로 하는 송달인 공소장 부본

의 송달과 관련된 쟁점만 다시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송달의 방법은 그가 전자소송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에 따라 달라진다.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 전자소송에 동의할 수 있는 경우로는 다음의 세 가지 경

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수사 단계에서의 전자소송 동의가 공판 단계에도 효력이 있도록 하는 경우, 

②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수사기관의 사건번호를 특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 

단계에서 공판 단계의 전자소송에 대해 사전 개별 동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경우, ③ 사

전 포괄 동의를 허용하는 경우,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에도 공판 단계의 전자소송에 동

의할 수 있게 된다.

공소제기 전에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장 부본 송달 

시 전자 공소장의 종이 부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

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60조와 같이 전자소송에 대한 

안내서를 같이 송달하여 전자소송 동의에 대한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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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전자법정 구성

1. 컴퓨터 설치

가. 컴퓨터의 확대 설치

전자기록이 도입되면 기록 내용 확인을 위해 법정에도 컴퓨터가 설치되어야 한

다. 현재 형사법정에도 법대의 재판장석에는 노트북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합

의부의 다른 구성원 판사석에는 컴퓨터 없이 모니터만 있다), 참여관석, 실무관석에도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다. 전자소송 시행 후에는 전체 판사석, 검사석, 피고인·변호인

석에도 컴퓨터가 설치되어야 한다.

나. 입력기기와 모니터

문제는 입력기기인 키보드와 마우스를 법대 또는 책상 위에 올려놓음으로 인하

여 공간이 협소해지고 수직으로 설치된 모니터가 시야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전자소송 

뷰어를 이용하여 전자기록을 보기 위해서는 큰 사이즈의 모니터가 필요하고 이는 시야

를 더욱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법대와 책상에 멀티터치모니터를 매립하여 입력장치로도 이용하게 함으

로써 공간과 시야를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멀티터치모니터를 매립하여 이용하는 방법은 법대와 책상에 상대적으로 넓은 공

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법대와 책상 등 다른 법정 시설까지 전부 변경

하여야 하고, 모니터 크기를 바꿀 경우 또다시 시설을 변경하여야 하는 점, 사용이 익

숙하지 않거나 불편할 수 있는 점(특히 키보드를 이용해야 할 경우 가상키보드를 이용

해야 해서 화면이 일부 가려지고 입력 속도가 떨어진다)이 단점이다.718)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평소에 사용하는 장치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이 편리하고, 법대와 참여관석·실무관석·검사석·피고인석·변호인석의 

책상 등 기존의 법정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키보드와 마우스

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모니터가 시야를 방해한다는 단점이 있다.719)

718) 현대정보기술, “전자소송 확산에 따른 적정 전자법정시스템 수립에 관한 연구사업”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법원행정처 (2012. 11.), 31.

719) 현대정보기술, 위의 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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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후면 고정식 모니터 거치대를 사용하여 모니터의 이동 및 각도 조절을 자

유롭게 하고 법대 위의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다. 검사석 컴퓨터와 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연결 문제

아래의 「증거신청의 시기」 부분에서 보겠지만, 만약 검사가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전자기록으로 되어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검사석의 컴퓨터를 검찰

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연결시켜야 하는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2. 기록 공유 방법

기존의 종이소송에서는 실물화상기와 빔 프로젝터를 통해 스크린에 종이기록을 

전사하는 방식으로 법정에서 기록을 공유하였다.

전자소송에서는 실물화상기에 기록을 놓을 필요 없이 전자기록을 직접 공유하면 

되는데, 그 방법으로는 현재와 같이 빔 프로젝터를 통해 스크린에 전사하는 방법, 

LED TV를 이용하여 바로 기록 내용을 현출하는 방법이 있다.

빔 프로젝터 방식은 LED TV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선택 가능한 제품군이 

다양하여 가격의 선택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전력 소모가 많은 점, 주기

적인 렌즈 교체가 필요하고, 스크린뿐만 아니라 프로젝터도 설치해야 해서 공간 확보

가 어려운 점, LED TV에 비해 해상도와 시야각이 떨어지는 점을 들 수 있다.720)

반면 LED TV 방식은 해상도가 좋고 시야각이 넓으며, 설치와 이동이 용이하

고, 일반 TV와 사용방법이 동일하여 사용이 쉬울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도 용이하

다. 다만, 크기가 큰 LED TV는 도입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721)

LED TV의 가격 하락과 성능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LED TV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규모가 작은 법정부터 LED TV를 도입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722)

720) 현대정보기술, 위의 글, 30.
721) 현대정보기술, 위의 글, 30.
722) 현대정보기술, 위의 글, 2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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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공판조서의 작성 및 정정

1. 공판조서의 작성

현재도 조서 등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 중 상당 부분은 법원의 전산시스템 내에서 

편집·저장·출력하고 있으며, 형사공판사건 조서의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의 CR444 조

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공판조서와 그 일부인 증거목록은 절대적 증명력(형사소송법 제56조)을 갖는 매

우 중요한 서류임에도 종이소송에서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사이에 그 전회 기일의 조서

를 열람하기가 쉽지 않았다. 참여관이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조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를 

출력한 후 재판장의 기명날인을 받는 정리까지 거쳐야 조서 원본이 만들어지고, 그 후

에야 조서의 열람·복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증거목록이 방대하고 피고인이 

다수인 사건에서 증거목록에 오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사건일수록 조서

의 작성과 정리가 더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전자소송에서는 기록의 물리적 이동에 따른 시간이 절약되므로 조서의 작성 및 

정리가 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재판장이 전자결재를 하면 바로 전자기록에 등재

되므로 종이소송에 비하여 조서의 열람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민소전자문서규칙 제24조 제2항과 같이 신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조서를 전자적으로 송달해 주거나, 조서의 전자결재가 완료되면 통지해 주는 규

정을 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2. 공판조서의 정정

가. 종이기록의 경우

종이기록의 경우 조서를 정정하는 방법으로는 ① 「재판서 기타 법원의 소송서류 

중 오자정정요령(재일 85-1)」에 따라 원본 조서에 문자를 삽입·삭제·정정하고 날인

하는 방식과 ② 별지로 정정 내용과 정정일자를 기재하고 법원사무관 등과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기존 조서의 뒤에 편철하고 간인을 하는 방식이 있다. 조서가 이미 열

람·복사되었거나 작성일과 정정일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②의 부기

방식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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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기록의 경우

전자기록의 경우 조서를 어떻게 정정할지가 문제된다.

(1) 민사 전자소송

민소전자문서규칙은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화해·조정 조서, 청구의 포기·인

낙 조서는 제외)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정정을 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제2호). 폐기 또는 정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폐기 또는 정정 전의 조서 또는 재판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조서를 정정하는 방법에는 ① 조서 말미에 정정의 취지를 부기하는 방식(부기방

식)과 ② 이미 작성한 조서의 결재를 취소하고 새로운 조서를 작성·결재하는 방식(결

재취소방식)이 있는데, ③ 결재취소방식의 경우 관계인이 조서를 열람·출력 또는 복

제하거나 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경우에는 관계인이 정정 전 

조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스탬프방식)[민소전자문서규칙 제21조 제2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48조의2 

제3항]. 스탬프방식의 경우 결재 취소 전의 조서와 정정한 조서가 전자기록에 함께 존

재하게 된다.723)

(2) 형사 전자소송

「재판서 기타 법원의 소송서류 중 오자정정요령(재일 85-1)」은 종이기록을 전제

로 한 것이어서 전자조서의 정정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형사 전자소송에서는 민사 전자소송과 마찬가지로 부기방식, 결재취소방

식 또는 스탬프방식으로 조서를 정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23)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 (20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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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증거조사

I. 증거조사의 의의

좁은 의미의 증거조사는 법원이 사건에 관한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한 심증을 얻

기 위하여 각종의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감지하는 소송행위를 의미한다. 넓

은 의미의 증거조사는 협의의 증거조사 외에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증거신청, 증거

결정, 이의신청 등 관련된 절차 전체를 포함한다.724)

이 절에서는 넓은 의미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소송 관련 쟁

점을 증거신청,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및 증거결정, (좁은 의미의) 증거조사의 순

으로 살펴보겠다.

II. 증거신청

1. 증거신청의 방식

가. 관련 규정

(1)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증거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94조 제1항).725)

(2) 증거결정과 증거의견을 위한 증거의 제출

증거가 서류나 물건인 경우 이를 현실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증거신

청을 하여야 하고, 증거목록과 입증취지가 기재된 서면만을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이

는 법원이 증거방법의 형상과 그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증거결정에 참고하고 상대

724)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II) (2014), 72.
725)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II) (2014),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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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도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다.726)

통상 증거조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할 증거기록을 복사하

여 검토한 상태이므로, 이 규정은 특히 법원에 대하여 의미가 있다. 증거결정을 위해서

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과연 실제 증거의 형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

므로 서류나 물건인 증거의 현실적 제출이 필요한 것이다.

실무상 증거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목록과 실제 제출하는 증거서류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727) 예를 들어 검사가 신청한 증거와 관련하여, 여러 피의자들 사이 

또는 피의자와 참고인 사이의 대질 피의자신문조서임에도 검사가 신청한 증거목록의 

진술인에는 피의자 1인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수사보고서 뒤에 별개의 서류가 첨부되

어 있음에도 증거목록에는 수사보고서만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는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증거목록에는 ‘조서 사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수사기관의 형사

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서의 단순 출력물인 경우(이러한 경우 서명·날인·간인이 

없음은 물론 그러한 조서의 원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수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전혀 알 수 없다), 증거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증거가 기록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경우, 여러 개의 증거서류에 하나의 서증번호를 붙

이는 경우, 증거목록에는 있으나 제출하는 증거에는 누락된 경우 등이 있다.

(3) 증거조사를 위한 제출과 구별

그러나 이때의 ‘제출’은 법원이 증거결정에 참고하고 상대방이 증거에 관한 의견

을 진술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이후의 ‘증거조사를 위한 

제출’과 다르다.728)

따라서 검사가 신청한 증거는 증거신청 시 법원의 증거기록에 편철되는 것이 아

니라 증거로 채택된 후에 법원에 제출되어 공판기록과 분리된 증거기록에 편철된다[증

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제4조 제

1항].729)730)

726) 김희옥·박일환 편집대표, 주석 형사소송법(I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180.
727)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II) (2014), 89.
728)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II) (2014), 90.
729)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II) (2014), 190.
730)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3(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제1항은 “법 제311조부터 법 제31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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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거신청의 구체적인 방식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할 때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

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1항),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를 위반한 증거신청은 기각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나. 실무

현재 실무상 검사는 수사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증으로 신청하는 경우 증거

목록을 제출하여 증거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하며,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는 법원

이 대부분 이를 제출받아 증거방법의 형상과 그 형식적인 사항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공소장일본주의(형사소송규칙 제118조)의 영향으로 인하여 증거채택 결정 

전에는 가능한 한 검사 신청 증거를 보지 않으려는 법원의 경향과 공판기일에 이를 확

인해 볼 시간이 부족한 점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적 처리는 법원이 검사 신청 증거에 대해 그 증거신청서(증

거목록)에 기재된 형상과 형식적인 사항이 그대로 존재한다고 추정하고 증거조사절차

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개선을 요한다. 전자소송 도입 시 이러한 점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2. 증거신청의 시기

가. 형사소송법

증거신청은 공판기일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공판기일 전에 서

면으로 할 수도 있다.731) 증거신청 시에 하는 서류나 물건의 제출 역시 공판기일에 하

는 것이 원칙이나 공판기일 전에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4조).732)

또는 법 제318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낼 경우 또는 법 제274조에 따라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낼 경우에도 이와 
같다.”라고 하여 증거분리제출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김희옥·박일환 편집대표, 주석 형사소송법(I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180].

731) 김희옥·박일환 편집대표, 주석 형사소송법(I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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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거신청의 시기

(1)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증거 현출 및 제출 필요성

제1회 공판기일에 증거조사절차에 들어갈 경우 검사가 신청한 증거의 형상과 형

식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그 확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제1회 공판기일부터는 법정에서 

법원을 포함한 소송관여자들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증인신문 시의 진정성

립 확인을 위한 제시나 채택된 증거의 제출을 위해서도 제1회 공판기일부터는 검사가 

법원에 언제든지 증거를 현출 및 제출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

(2) 종이소송에서의 운용

종이소송에서는 검사가 종이 실물 기록을 지참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므로, 검

사로부터 기록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다시 반환하는 방법으로 증거의 형상과 형식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며, 검사는 즉석에서 증거를 물리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증거의 제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전자소송에서는 종이기록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운용이 불가능하다. 따라

서 전자 증거기록을 어떻게 공판기일에 현출하고 제출할 수 있게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3) 전자소송에서의 운용

(가) 휴대용 저장장치를 이용하는 방법

먼저 검사가 USB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장치에 증거기록을 저장하여 두었다가 

공판기일에 증거신청을 하며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증거기록의 외부유출 위험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휴대용 

저장장치의 용량에 의한 제한이 따른다. 그리고 증거의 신속한 분리 제출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나) 검사가 법정에서 바로 전자기록을 현출 및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방법

현재 종이소송에서의 운용과 비슷하게 전자소송 도입 후에도 검사가 법정 검사

732) 김희옥·박일환 편집대표, 주석 형사소송법(I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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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바로 검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증거기록

을 법정 내에서 현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바로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석의 컴퓨터가 검찰청의 형사사법

정보시스템과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 모두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검찰청의 형사사

법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증거기록을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에 전송하기 위해서

는 검사석 컴퓨터에서 검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고,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증거기록을 현출 및 제출하기 위해서는 검사석 컴퓨

터에서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에도 접속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분리되어 

있는 두 시스템을 하나의 컴퓨터에서 모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서 상정하기 힘

든 방안일 뿐만 아니라, 검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연계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연결되게 하는 것이므로 보안상 문제도 있다.

검사석에 두 대의 컴퓨터를 설치하여 한 대는 검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연결하고 다른 한 대는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과 연결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으나,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분리되어 있는 검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법원 내

의 컴퓨터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 설비를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원과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바람직하

지 않다.

그리고 검사가 법정에서 즉시 증거기록 데이터를 전송하게 할 경우 증거파일의 

용량이 크면 법정에서 진행하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증

거기록에 대해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를 할 시간이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이는 휴대용 

저장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에도 공통된 문제점이다).

(다)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의 전자적 제출

결국 전자소송 도입 후에는 검사로 하여금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증거신청을 하

고 증거기록의 전자적 정보를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할 필요가 있

다.733) 그리고 그래야만 법원이 증거기록에 대해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를 하고 이를 

확인하여 외부 열람용 기록(공판기일에 이루어지는 증거조사 시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733)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4팀(형사전자소송), “2015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 결과보고서”, 법원행정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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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외부 열람용 기록을 이용하여야 한다)을 만들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검찰로 하

여금 원본 증거기록과 비식별 처리를 한 증거기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더라도 법원에 

의한 확인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증거기록에 접근함으로써 예단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734) 아래와 같이 이를 막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면 

된다.

다. 법원의 예단 방지

(1) 법원의 예단 방지 조치

검사로 하여금 증거기록의 전자적 정보를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에 전송하게 

하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법원이 이에 의해 예단을 갖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법원이 증거기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소송 시스템

을 구축하되, 증거채택 결정을 한 증거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채택 결정 전의 

증거는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증거채부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방안에 따를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법원이 증거기록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후에도 증거채택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증거는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만 현출이 가능하다.

(2) 공소장일본주의 또는 형사소송법에 반하는지 여부

이와 같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증거기록의 전자적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

이 형사소송규칙 제118조의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이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 대립이 

있으나,735) 기존의 견해 대립은 종이소송을 전제로 한 것이다.

734)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거기록의 전자적 정보를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에 미리 저장하는 것은 
증거신청을 위한 사실상의 준비 행위로 보고 소송법상의 증거신청 행위는 공판기일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자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신청하지도 않은 증거를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에 저장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신청 전의 증거에 대해 법원이 비식별 처리를 할 수 있는지도 문제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증거기록이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에 저장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법원의 증거기록에 대한 접
근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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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이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여 무조건 금지된다는 

견해는, 형사소송법이 증거를 제출하여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고(제294조 제1항) 

공판기일 전에 법원에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제274조) 하위 법

규인 형사소송규칙에 반하여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74조가 제1회 공판기일이 지난 다음부터 적용된다는 견해도 있

는데, 위 규정이 ‘제1회 공판기일 외의 공판기일’이라고 한정하지 않은 점[형사소송법

은 필요한 경우 ‘제1회 공판기일’이라고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84조 제1항, 제

221조의2 제1항, 제266조)], ‘공판기일 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제2호, 제273조에도 전부 똑같은 해석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74조를 위와 같이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와 같은 논의의 핵심은 법원이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예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있다.736) 따라서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증거의 

전자적 정보를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에 전송하더라도 그에 대한 법원의 접근을 막아 

예단 형성을 막는다면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신속한 증거기록 열람 보장

현재 법원은 민사 등의 전자소송을 통해 전자소송의 기반을 쌓아 수사기관에 비

해 형사 전자소송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도입할 수 있고,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

입할 경우 법원 먼저 형사 전자소송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제1회 공판기일 전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에 전송된 증거기록에 대해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후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근은 허용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전

자소송에 동의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증거기록을 신속

하게 열람할 수 있다.

3. 약식절차 및 그 후속 공판절차에서의 증거신청

가.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

약식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

735) 김희옥·박일환 편집대표, 주석 형사소송법(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545.
736) 김희옥·박일환 편집대표, 주석 형사소송법(I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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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규칙 제170조), 공소장일

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737) 따라서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738)

나. 현재의 처리

약식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되거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가 있다 하더

라도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다시 검찰에 반환하지 않는다. 즉, 공판절차에 회부된 경우

에는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약식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를 첨부하여 약식기록을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로 송부하고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17조 제4항],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인계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를 첨부하여 약식기록을 담당재판부

의 참여사무관 등에게 송부한다(위 예규 제9조 제4항).

다. 전자소송 도입 후의 처리

현재의 전자약식절차에서는 공판절차에 회부하거나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경우 

종이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법원은 그때까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소송에 관한 서류 및 증거서류를 검사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하고, 이를 받은 검사는 종

이문서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약식전자문서법 제10조 제1항).

그런데 전자소송이 도입될 경우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시 법원이 검사로부터 제

출받아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보관하는 증거기록의 전자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① 기존의 종이약식사건과 마찬가지로 증거기록의 전자정보를 공

판사건 담당 접수계 또는 담당재판부의 참여관에게 송부하여 담당재판부에서 관리하게 

737) 김희옥·박일환 편집대표, 주석 형사소송법(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543.
738)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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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열람을 제한하는 방안, ②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전자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구공판되는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사가 다시 증거

신청을 하며 전자정보를 제출하게 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방안은 구약식된 사건도 구공판된 사건처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담당재판부의 기록 열람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첫 번째 방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제출된 전자기록에 대해 중복하여 다시 개

인정보 비식별 처리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III.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및 증거결정

1.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하는 증거는 검사가 부동의 하더라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으므로,739)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은 주로 검사가 신청한 증거와 관련하여 의

미를 갖는다.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2항 본문)은 공판기일에 이

루어지는데, 변호인이 공판기일 전에 변론요지서 등을 통해 증거의견을 미리 밝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공판기일에는 구두로 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의

견진술이 이루어진다.

전자소송 도입 후에는 변호인이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증거목록상

의 증거에 대해 증거의견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공판

기일에 증거의견 진술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증거결정

가. 채택한 증거에 대한 법원의 접근 제한 해제

앞에서 본 예단 방지 조치에 따를 경우 법원은 채택 결정이 있은 후에서야 그 증

거에 대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게 된다.

739)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II) (2014), 95,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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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채택한 증거의 처리

불채택한 증거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된다. 불채택 결정 후 즉시 법원의 전

자소송 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있으나, 그 후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

어 검사가 다시 증거신청을 하여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으므로 시스템에서 삭제하기보

다는 접근을 막는 방법으로 관리하면 될 것이다.

3. 증거기록의 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기록뷰어의 증거서류 탭에서 어떠한 순서로 정렬할지가 

문제된다.

가. 종이기록의 편철 순서

먼저 현재 종이소송에서의 증거기록 편철 순서에 대하여 본다. 이에 대해서는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에 규

정되어 있다.

검사가 동일한 기회에 여러 개의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일자 또

는 표시된 수사기록 장수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되, 작성일자와 장수의 순서가 서로 다

른 때에는 장수의 순서를 우선하여 편철한다(제4조 제4항).

검사가 증거서류를 2회 이상의 공판기일에 나누어 제출한 경우에는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 10)」 제6조의 규정에 의

한 색지를 매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증거서류 사이에 편철하여 그 제출시기를 구분하여

야 한다(제1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서류 → 색지 → 제2회 공판기일 이후 제출된 서류 

→ 색지 → 제3회 공판기일 이후 제출된 서류)(제4조 제5항).

그러나 검사가 2회 이상의 공판기일에 나누어 제출한 증거서류의 분량 등에 비

추어 가철함이 상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에 따라 그 작성일자 또는 표시

된 수사기록 장수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되, 작성일자와 장수의 순서가 서로 다른 때에

는 장수의 순서를 우선하여 편철할 수 있다(제4조 제6항).

나. 증거분리제출에 따른 기일별 편철 방식의 장단점

증거기록을 제출된 기일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기일 사이를 색지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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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은 매 기일에 어떠한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확인이 용이하고 공판의 진행에 따

른 증인신문 순서에 맞게 증거기록이 편철되므로 공판중심주의에 적합하다.

그러나 시간적 순서 또는 수사절차의 진행에 따라 편철된 수사기록과 편철 순서

가 달라짐에 따라 방대하고 복잡한 기록일수록 그 내용 파악이 힘들어질 수 있고, 증거

목록의 순서와 증거기록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는 증거가 2회 이상의 공판기일에 나누어 제출된 경우 기일별 편철 방식(제4

조 제5항)과 편년체식 편철 방식(제4조 제6항)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편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전자기록의 정렬 순서

전자기록은 물리적 편철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방식으로 쉽게 정렬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록뷰어의 증거서류 탭에서 증거의 정렬 순서를 기일별 편철 방식과 편

년체식 편철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기록 열람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일 필요

가 있다. 그리고 기일별 편철 방식에 따라 정렬할 경우 제출된 기일 사이에 현재의 색

지와 유사한 구분선을 삽입하면 기록목록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IV. 증거조사

1. 전자소송에서의 증거조사

종이소송에서의 증거조사는 실물로 존재하는 문서와 물건을 주 대상으로 하였

고, 정보가 저장된 CD, USB 메모리 등도 그 저장매체 자체를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규

정하였다(민사소송법 제374조,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740)

그러나 전자소송에서는 정보저장매체가 아니라 저장된 정보를 증거조사의 대상

으로 보아야 한다.

740)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2017),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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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종이소송에서는 증거 정보의 존재 형태가 다양하였지만(문서, 녹음테이

프, 비디오테이프, 정보저장매체 등), 전자소송에서는 저장된 정보의 종류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증거 정보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2. 민사 전자소송에서의 증거조사

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은 정보저장매체의 증거조사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

록 하였고(제374조), 민사소송규칙은 제120조 내지 제122조에 그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

(1) 문자·도면·사진 등의 정보

민사소송규칙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자·도면·사진 등의 정보를 증거조

사하는 경우 검증으로 하지 않고 그 정보의 출력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

록 하였다(민사소송법 제374조, 민사소송규칙 제120조 제1항, 제3항).741) 검증의 방

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든(이 경우 검증조서도 작성해야 한다) 출력문서 제출의 방법으

로 증거조사를 하든 증거목록에는 서증목록이 아닌 증인 등 목록에 기재한다.742)

(2) 음성·영상정보

음성·영상정보는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도록 하였다(민사

소송법 제374조, 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제2항). 출력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없고 검증을 하여야 하며(검증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743) 증거목록 작

성 시 서증목록이 아닌 증인 등 목록에 기재한다.744)745)

741)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2017), 1556.
742)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2017), 1321.
743)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2017), 1558.
744)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2017), 1318.
745) 이와 달리 형사소송규칙에는 녹음·녹화매체에 대한 증거조사를 검증의 방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

아, 실무상 형사소송에서는 별도로 검증신청을 하거나 검증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
요 형사(II) (2014),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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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소전자문서법

이와 같이 민사소송규칙은 문자·도면·사진 등의 정보는 검증 또는 출력문서 

제출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게 하고 음성·영상정보는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게 하였는데, 이는 전자문서에 적합한 증거조사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민소전자문서법은 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문자·기호·도면·

사진정보에 대한 증거조사는 전자문서를 모니터·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방법으

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하였고(제13조 제1항 제1호),746) 음성·영상정보는 전자문서

를 청취하거나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하였다(같은 항 제2호).747)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는 모두 서증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두 경우 모두 증

거조사 결과를 증인 등 목록이 아닌 서증목록에 기재한다.748)

3. 형사 전자소송에서의 증거조사

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도 민사소송법처럼 정보저장장치의 증거조사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가 문자정보인지 여부에 따라 증거

조사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다.

문자정보인 경우에는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형사소송법 제2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거조사하고(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9), 이를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7 제1항).

음성·영상정보인 경우에는 녹음·녹화매체에 대한 증거조사와 마찬가지로 이

를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두 경우 모두 증거목록 작성 시 증거서류 등 목록이 아닌 증인 등 목록에 기재

한다.749)

746) 다만,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검증 또는 감정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민소전자문서규칙 제32조 
제1항).

747) 다만,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검증하거나 감정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민소전자문서
규칙 제33조 제1항).

748)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2017), 1562.
749)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II) (2014), 181, 184, 196,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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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사 전자소송에서의 증거조사

전자소송 도입 후에도 문자정보를 담고 있는 전자문서·전자화문서는 증거서류

에 준하여 조사를 하면 되고 음성·영상정보를 담고 있는 전자문서 등은 재생·청취·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면 되므로, 민사 전자소송과 달리 형사 전자소송에 

관한 법률에서 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민사 전자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정보의 종류에 상관없이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에 관한 사항은 증인 등 목록이 아닌 증거서류 등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제7절 재판 및 상소, 재판의 집행

I. 재판서의 작성

1. 민사·가사·행정사건 재판서의 전자적 작성

민사 전자소송이 시작된 2011. 5. 2.부터 모든 민사사건에서 종국과 관련된 재

판서 및 조서의 원본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게 되었고,750) 가사 및 행정 전자소송이 시

작된 2013. 1. 21.부터 모든 가사·행정사건에서 종국과 관련된 재판서 및 조서의 원

본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게 되었다.751) 따라서 민사·가사·행정사건에서는 더 이상 종

이 재판서 원본을 만들 필요가 없어졌고, 물리적인 서명·날인·간인도 할 필요가 없

게 되었다(재판서에 전자적 서명을 하면 사전에 등록해 놓은 서명과 인장의 이미지가 

재판서에 삽입된다).

750) 전산정보관리국, “민사사건 종국 관련 재판서, 조서의 전자화에 따른 법관용 사용설명서”, 법원행정처 (2011. 
4. 22.), 1.

751) 사법지원실, “가사, 행정 사건 종국 관련 재판서, 조서의 전자화에 따른 법관용 사용설명서”, 법원행정처 (201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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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사건에서의 재판서 작성

전자소송이 도입되지 않은 형사사건에서는 여전히 재판서의 종이 원본을 만들어

야 한다. 2016. 2. 3.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 제3조 제2

항이 개정되어 2016. 7. 1.부터 판결문 작성관리 시스템에서 형사 판결서 원본을 출력

할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리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급번호기재방식으로 간

인에 갈음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원본인 종이 재판서에 물리적인 서명·날인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남아 있다.

형사사건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되면 민사사건 등과 같이 재판서를 전자적으로 작

성할 수 있게 된다.

II. 검찰에 대한 재판결과통지 및 판결등본 송부

1. 관련 규정 및 실무

가. 검찰에 대한 재판결과통지

형사소송법은 판결이나 결정을 공판정에서 선고 또는 고지함으로써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따로 검찰청에 판결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2조).

그러나 검찰청의 사무 처리의 편의와 형사사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법원재판

사무 처리규칙」 제17조는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이 있을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 등

은 지체 없이 재판장의 확인을 받아 판결 결과를 검찰청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위 규칙은 판결만을 재판결과통지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종국재판

인 공소기각결정에 대해서도 재판결과통지를 하고 있다.752)

나. 검찰에 대한 판결등본 송부

형사소송법 제44조는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

752)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II) (2014),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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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

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

그런데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

2조 제1항은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인지를 불문하고 제1심과 항소심의 참여

사무관 등이 판결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판결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하되, 변론을 종

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판결서 원본을 수령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하

도록 하고 있다.

위 예규에 따라 실무에서는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뿐만 아니라 종국된 

모든 사건의 재판서를 검사에게 송부하고 있으며, 재판사무시스템의 ‘CR716 판결등본

송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종국일을 기준으로 일괄 송부하고 있다.753)

2. 전자소송 도입 후

검찰에 판결등본을 전부 송부함에도 그 외에 재판결과통지까지 하는 것은 불필

요해 보이며, 이를 작성하는 실무관과 결재하는 재판장에게 부가적인 업무까지 부담시

킨다. 판결등본 송부와 달리 재판결과통지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전자소송이란 소송서류가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제출·관리·송달·열람·

보존되는 소송방식 또는 일련의 과정이다.754) 따라서 전자소송 도입 후에는 검찰에 송

부하는 판결등본 역시 전자문서로 송부하여야 하고(현재는 종이로 출력한 등본을 송부

하고 있다),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7조에 단서로 “다만, 판결등본을 송부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으로 판결등본을 송부하면 재판결과통

지는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I. 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 송부

현재 ① 판결 선고 당시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된 경우, ② 

피고인이 당해 사건에서는 불구속이지만 별건으로 구속되어 수감중인 경우, ③ 실형선

75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 실무관 업무편람 (2011), 244-245.
754)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2017),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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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받음과 동시에 법정구속되거나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에 관계없이 판결등본을 송달하나[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

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3조 제1항], 불구속 피고인 등 그 외의 피고인에 대해

서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등본을 송달한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판결등본 송달을 신청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선고일 전 또는 선고일부터 7일 이

내에 송달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위 예규 제4조 제1항).

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전자소송에 동의한 피고인의 경우 판결서 열람이 훨씬 용

이해질 것이다. 전자소송에 동의한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신청 없이도 

판결등본을 전자적으로 송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IV. 상소기록의 정리 및 기록의 분리

상소가 되면 상소심으로의 기록 송부를 위해 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상소기록

의 작성·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현재의 종이소송에서는 법원 

형사과 실무관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업무 중 하나이다. 종이기록에 장수의 표시를 하

여야 하기 때문이다[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3조 제2항,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

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제6조].

특히 여러 피고인들 중 일부에 대하여 판결을 분리하여 선고하였는데 상소된 경

우에는 상소심에 대한 기록 송부를 위해 기록 전부 또는 필요한 일부를 복사하여 기록

등본을 작성하여야 한다(일부 피고인만 이송하는 경우 등에도 기록등본을 작성하여야 

한다)[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

요령(재일 80-3)]. 이 역시 실무관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업무이다.

현재 민사 전자기록은 상소기록을 정리할 때 장수 표시와 기록목록 작성을 하지 

않고, 송달현황목록을 편철하지도 않는다.755) 기록의 등본을 만들 때도 기록을 물리적

으로 복사하는 업무가 필요 없다.

전자소송이 도입되면 형사사건에서도 상소기록의 정리와 기록의 등본 작성 업무

가 대폭 간소화되어 실무관의 업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755)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전자소송 업무매뉴얼(증보) (2014),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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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재판의 집행

1. 재판의 집행 지휘

가. 집행 지휘의 주체

재판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하며(형사소송법 

제459조), 검사가 집행을 지휘한다(제460조).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등 영장도 검사가 집행을 지휘한다(형사소

송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3항, 제209조, 제200조의6, 제115조 제1항 본문, 제219

조). 다만, 법원이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 구속영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제81조 제1항 단서), 압수·수색영장

은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집행을 명할 수 있다(제115조 제1항 단서).756)

나. 집행 지휘의 방식

(1) 형사소송법

재판의 집행 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

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제461조 본문),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 외에는 재판서의 

원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461조의 재판에는 형을 선고한 판결뿐만 아니라 추징·소송비

용·과태료·비용배상을 명하는 재판도 포함된다(형사소송법 제477조).757)

(2) 법무부령

형의 집행 지휘는 재판서의 등본 등에 인정하는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

고 재판서 등본 등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위 서면에 대해서는 법무부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형과 자유형의 경우에는 형집행지휘서(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

사무규칙 제1조, 제4조, 서식 제2호),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의 경우에

756) 전자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앞의 「영장」의 「전자영장의 집행」과 「공판기일에 이루어지는 구속 및 석방」 부분
에서 검토하였다.

757) 김희옥·박일환 편집대표, 주석 형사소송법(IV),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715,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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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호관찰명령(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지휘서(같은 규칙 제18조의2, 서식 제15호

의2), 벌금·과료·추징·과태료·소송비용·비용배상의 경우에는 집행명령서(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조, 제17조, 서식 제20호), 몰수의 경우에는 몰수물

제출명령서·몰수집행명령서(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0조, 서식 제24호, 서식 제25호)

이다.

즉, 형사소송법 제461조 단서가 형 외의 재판의 집행 지휘는 재판서의 등본 등

에 인정하는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과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은 위와 같이 형 외의 재판

의 집행도 서면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3) 전자약식명령의 집행 지휘 방식

약식전자문서법은 동법에 따른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461조 본

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형의 집행을 지휘하도록 하였고(제11조 제1항), 전자문서

로 형의 집행을 지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약식명령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형의 집행을 지휘하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출력일, 면수 및 총면수, 문서

의 고유 식별번호, 복사 및 위조·변조의 방지 표지를 갖추어 출력하도록 하였다(같은 

조 제2항).

2. 형사 전자소송에서의 재판 집행 지휘 방식

가. 전자문서에 의한 재판 집행 지휘

약식전자문서법 제11조 제1항이 형사소송법 제461조 본문과 달리 전자문서로 

‘형’의 집행을 지휘하도록 한 것은 약식전자문서법에 의한 재판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

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형사소송법 제461조의 재판에는 형을 선고한 

판결뿐만 아니라 추징·소송비용·과태료·비용배상을 명하는 재판도 포함된다(형사소

송법 제477조).

따라서 형사 전자소송에 관한 법률에는 약식전자문서법과 달리 형의 집행 지휘

만이 아니라 그 밖의 재판 집행 지휘도 전자문서로 한다고 규정하여야 하고, 그러함으

로써 전자문서로 된 재판 집행 지휘 서면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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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전자서명에 의한 재판 집행 지휘

형사 전자소송에 관한 법률에는 형 외의 재판의 집행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61

조 단서 부분에 대한 내용도 규정되어야 한다.

약식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 작성자가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면 형사소

송법에서 정하는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5조 제

6, 7항), 형사 전자소송에 관한 법률에 전자적 서명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집

행 지휘가 필요한 재판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게 하면, 검사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

판서에 인정하는 행정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집행 지휘를 할 수 있게 된다.

제8절 전자소송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전자기록 관리

I.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에 대한 접근

1. 전자소송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방법

가. 전자소송홈페이지 이용

전자소송에서는 불특정 외부사용자들이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근할 가능

성이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758)

현재 민사 등의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

고(민소전자문서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은 모두 전자소

송홈페이지에서 한다. 검사나 국가소송수행자도 마찬가지이다. 사용자등록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NPKI)가 필요하며, 검사나 국가소송수행자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가 필요하다.759)

형사 전자소송에서도 사건기록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인증

서를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을 한 자만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758) 법원행정처, 민사전자소송 실무편람 (2017), 18.
759) 법원행정처, 민사전자소송 실무편람 (201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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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의 접근 방법

문제는 검사의 전자소송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방법이다.

①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 다른 소송관계인과 마찬가지로 전자소송홈페이지를 이

용하게 하는 방법과 ② 현재의 외부 연계 방식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의 장점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을 모두 동일하게 대할 수 있는 점, 검

사를 위한 별도의 접근 시스템을 둘 필요가 없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검찰청의 내·

외부 인터넷망이 분리된 환경에서는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근

하여 검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검사가 증거신청을 할 때 검찰청

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증거자료의 정보를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으

로 전송하여야 하는데,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전송하게 할 경우

가 특히 문제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실제 도입이 힘들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내·외부 인터넷망이 분리된 환경에서도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

능한 것이 장점이다. 그리고 검사는 국가기관이므로 다른 소송관계인과 달리 취급할 

정당한 이유가 있고(피고인과 달리 검사를 전자소송 의무자로 규정한 것과 같다), 현재

도 검찰과 외부 연계 방식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

2. 접근이 허용되는 범위

가. 전자소송 인증번호의 부여

현재 민사 전자소송에서 개별 사건에 관하여 전자적 제출·열람 등을 할 수 있

으려면 전자소송 인증번호가 필요하다. 전자소송 인증번호는 법원이 부여하며[민사소

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6조 제1항], 사

건별·당사자별로 달리 부여한다.760)

형사 전자소송에서도 개별 사건에서의 접근 권한 확인을 위해 민사 전자소송과 

같이 사건별·당사자별로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검사의 전자소송 

시스템 접근 방법에 관하여 첫 번째 방법을 택할 경우 검사에게도 전자소송 인증번호

를 부여하여야 한다.

760) 법원행정처, 민사전자소송 실무편람 (2017),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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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접근이 허용되는 검사의 범위

어느 범위의 검사가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인지도 검토가 필

요하다.

재판부마다 공판 담당 검사가 정해져 있으므로, 공판 검사에게는 그 재판부 사

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기소 검사에게도 접근 권한을 부여할지 문제되는데, 부여할 필요성을 인정하더

라도 공판 검사와 달리 한 재판부 내에서도 사건마다 기소 검사가 다르므로 일일이 개

별적으로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II. 개인정보 보호조치

1. 재판기록에 대한 비실명 처리

피고인과 변호인의 재판기록 열람·복사로 인하여 피해자·증인 등 사건관계인

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은 열람·복사에 앞

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고(형사

소송법 제35조 제3항, 제4항,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7조 제3항 제1문),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기록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를 하여야 한다(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7조 제3항 제2문).

2. 종이기록의 비실명 처리

가. 비실명 처리 방법

비실명 처리하는 정보(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재

일 2012-3)」 제9조의3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비실명 처리 방법은 같은 조 제2항

에 규정되어 있다.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가 서류에 있는 경우에는 ① 기록에서 원본을 빼내고 해

당 정보를 검은색으로 칠한 사본을 대신 기록에 편철하여 열람·복사에 제공하거나(위 

예규 제9조의3 제2항 제1호), ② 원본에 접착식메모지·접착식메모테이프·라벨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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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착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 열람·복

사에 제공하는 방법(같은 항 제2호)으로 비실명 처리를 한다.

제1호의 방법은 원본 분실 위험 등 기록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어 실무에서는 

주로 제2호의 방법으로 비실명 처리를 한다. 그런데 두 방법 모두 담당자가 수작업으

로 비실명 처리를 하기 때문에 비실명 처리 누락의 위험이 있으며, 제2호의 방법은 원

본 분실 위험이 줄어드는 대신 열람·복사 과정에서 복사신청인이 테이프 등을 떼어내

고 대상 정보를 볼 위험이 있다.

나. 비실명 처리 결과

제2호의 방법으로 비실명 처리를 할 경우 기록 열람·복사 후에도 기록에 테이

프 등이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법원의 심리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해당 부분의 열람

이 필요한 경우 테이프를 떼어냈다 다시 붙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남는다.

3. 전자기록의 비실명 처리

가. 비실명 처리 방법

전자소송 도입 후에는 전자소송 시스템의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1차 비실명 처리

를 한 후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며 2차 비실명 처리를 하는 방법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전자기록은 2중의 비실명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가 더 확실히 보호될 수 있다.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재일 2012-3)」는 비실명처리대상정보가 PDF 파일 

등에 있는 경우 ‘▒’ 등을 사용하여 가리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 열람·복사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비실명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의3 제2항 제3호). 종이기록과 같이 복사신청인이 개인정보를 

가린 테이프를 떼어낼 염려가 없으므로, 비실명 처리를 누락하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

의 유출 가능성이 없어진다.

나. 비실명 처리 결과

전자소송에서는 비실명 처리 여부에 따른 두 종류의 기록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즉, 비실명 처리가 되지 않은 기록은 내부용으로 제공하고 비실명 처리가 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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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은 외부용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용이 가능하므로,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면

서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은 낮출 수 있다.

III. 기록의 보존

1. 사건기록 보존의 개념

사건기록의 ‘보존’이란 사건이 완결(확정)된 후에도 그 사건의 기록을 정해진 기

간 동안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761) 반면 사건기록의 ‘보

관’은 사건기록의 분실·파손 등을 방지하고 이용하기 쉬운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의

미한다.762)

여기서는 완결된 사건기록의 ‘보존’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다.

2. 보존의 주체

가. 현재의 실무: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처리

대법원규칙인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에 의하면, 형사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

임법원사무관 등(담임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은 지체 없이 사

건기록과 재판서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고, 사건기록의 일부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된 경우에도 이를 전송하거나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제26조).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해도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기록과 재판서를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제3조, 제5조 제1항, 제4항).

따라서 현재 실무상 모든 형사사건 기록은 그 종류 여하에 불구하고(형사보상청

구사건처럼 검찰이 거의 관여하지 않은 사건의 기록까지도) 완결 후에는 대응 검찰청

에 인계하여 거기서 보존하게 되며, 법원에서는 오로지 4종의 재판서[① 판결, ② 형법 

761)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2017), 241; 「재판서·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1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조 제3호.

762)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2017),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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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와 제39조 제3항에 의한 결정(누범 발각에 의하여 또는 경합범의 일부 죄에 대

한 사면 등에 의하여 각 다시 형을 정하는 결정), ③ 형의 집행유예취소결정, ④ 공소

기각결정]의 등본만을 보존하게 된다(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9조 별표 2).763)

나. 근거 법률 없음

그런데 확정된 형사사건 기록의 보존 주체가 검찰청이라고 명시한 법률은 없다.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이 “누구든지 권리구

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

사소송법 제59조의2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법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2007. 6. 

1. 신설된 조문으로 위와 같은 실무처리 관행으로 인하여 검찰청이 확정된 형사사건 

기록을 사실상 ‘보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일 뿐이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이 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다). 사형확정판결과 소

송기록의 제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64조(“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

는 지체 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도 검사의 기록 제출 의무

에 관한 규정이지 확정된 형사사건 기록의 보존 주체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적용대상도 사형 판결 확정 사건에 한정된다.

오히려 재판의 집행 지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59조764)와 제460조765) 제2항 

단서는 확정된 형사사건 기록이 법원에 있을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한다.

다. 재판의 집행 지휘에 기록이 필요한지 여부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집행 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

는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단,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 외에는 재판서

의 원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

763)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I) (2014), 215-216.
764) 형사소송법 제459조(재판의 확정과 집행)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765) 형사소송법 제460조(집행지휘)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검사
가 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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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1조), 검사의 집행 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

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44조), 

재판의 집행을 위해 기록 및 재판서 원본을 검찰청에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법무부령인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은 검사의 사형과 자유형의 집

행 지휘는 판결서 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한 형집행지휘서에 의

하고, 다만 자유형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판결서 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의 송달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형집행지휘서에 재판의 결과통지표 또는 그 내용

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자유형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의한 벌금 등의 납부명령(제10조), 

납부독촉(제11조), 강제집행 명령(제17조), 체납처분(제17조의2),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제20조) 등도 기록 및 재판서 원본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판의 집행 지휘를 위해 검찰청에 확정 형사사건 기록을 보존시켜야 하

는 것도 아니다. 만약 재판의 집행 지휘 시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

는 초본에 기재된 정보 외에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검사에게 기록의 해당 부분

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면 된다.

라. 법원 보존의 필요성

확정된 민사사건 기록을 법원이 보존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확정된 형사사건 

기록을 반드시 검찰청이 보존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형사 전자소송이 도입된다면 법원이 확정 형사사건 기록을 보관하는데 있어 시

설의 문제(공간의 확보)와 인력의 문제(보관 담당 인력 확보)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현재 상소권회복 사건이나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사건의 심리를 위해 검찰청에 기

록송부촉탁을 하더라도 보존되어 있는 기록을 찾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송부가 늦어

지는 경우가 많은데,766) 형 집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교도소나 노역장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록송부 지연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구금이 지속될 수 있다.

766)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II) (2014), 561; 형사신청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형사신청 재판실무편람, 
재판실무편람 제44호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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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시행 후에는 전자기록의 수사기관 보존에 따른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이미 완결된 사건기록의 공판기록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 대해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사법정보의 수사기관 집중에 따른 폐해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특히 전자소송에서는 기록의 보존 주체를 법원으로 하여야 하며, 전자화

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분리 보존을 막기 위해서는 종이 형태로 남게 되는 기록도 

법원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3. 보존절차 및 보존 후의 열람

가. 현재의 실무

확정된 형사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부할 때는 기록 표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완

결」이라는 고무인을 찍고 재판사무시스템에 사유를 입력한 후 확정기록인계부를 출력

하여 사송의 방식으로 송부하고, 확정기록인계부에 검찰청 직원의 영수인을 받아 재판

부별로 보관하는 것이 실무이다.767) 이때부터 기록에 대한 사실상의 관리가 검찰청에

서 이루어지게 된다.

나. 민사 전자소송의 경우

민사 전자기록은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 등이 전자적으로 완결공람 결재를 

받은 후 보존담당부서에 전자적으로 기록을 인계하며, 이때부터 보존담당부서의 법원

사무관 등이 당해 전자기록을 관리한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03조, 제104조 제1항]. 따라서 보존된 전자기록을 열

람하기 위해서는 보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열람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제108조).

다. 형사 전자소송 도입 후

형사 전자기록도 완결 후에는 법원의 보존담당부서에 관리 권한을 이전하여 보

존하게 하고, 보존담당부서로부터 열람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 보존된 기록을 열람할 

767)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I) (2014),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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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하여 형사사법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남용 위험성을 억제

하고 형사사법정보의 적정한 관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4. 보존기간

가. 현행 보존기간

(1) 형사사건기록

(가) 검찰의 보존기간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원

칙적으로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제8조 제1항 본문), 사

건기록에는 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

슬라이드·영상녹화물·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이 포함된다(제2조 제1호).

그리고 약식전자문서법에 따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 제4호의 형

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전자적 처리사건기록

(제2조 제1의3호)도 같은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의2 제3항, 제8조).

따라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하면 확정된 형사사건 기록에 포함된 전자적 정

보 및 형사 전자소송 기록의 보존기간은 종이기록의 보존기간과 같다.768)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은 폐기하며(제30조 제1항),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은 해

당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폐기한다(제30조 제3항).

경찰청 훈령인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도 보존기간이 만료된 형사

사법정보는 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의3).

다만, 판결·약식명령 등 「검찰보존사무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재판서는 영구보

존한다(검찰보존사무규칙 제18조). 따라서 검찰의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사건기록에서 

위 재판서를 발췌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 전자약식명령문은 전자기록의 일부로서 

보존하되, 약식명령문만을 검색하거나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제19조

의2).

768) 송길룡, “형사사법 전자화의 현황과 과제”,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2권 제2호 (2010. 12.),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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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원의 보존기간

전자약식절차에서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

여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고(약식전자문서법 제5조 제2항), 약식전자문서법에 따라 작

성된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증거서류로서 법원에 제출한다(약식전자문서법 제7조). 

법원은 검사가 증거서류로서 제출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

스템을 이용하여 접수한다(약식전자문서규칙 제3조 제1항).

즉, 전자약식사건의 경우 사건기록 데이터가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도 저

장된다. 현재 이 데이터의 보관이나 보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삭제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민사사건기록

(가) 종이기록의 보존기간

종이기록의 보존기간은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9조, 별표 2, 「재판서·사

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7조, [별표]에 규정되어 있다. 판결에 

의하여 완결된 민사사건 종이기록의 보존기간은 5년이다(위 [별표]).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은 폐기한다(재판서·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 

제15조 제1항).

(나) 전자기록의 보존기간

전자기록의 보존기간은 영구로 한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

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07조].769) 다만, 전자화불가문서는 종이사건에 준

하여 보존·이관·폐기한다(제106조 제3항).770)

나. 형사 전자기록의 보존기간

종이기록 보관의 물리적 한계에 따른 것이기는 하겠으나, 현재의 형사 종이기록 

보존기간은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특히 재심 사건에서는 재심청구 당시 이미 사건기

록이 폐기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고, 상소권회복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사건에서

769)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전자소송 업무매뉴얼(증보) (2014), 523.
770)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전자소송 업무매뉴얼(증보) (2014),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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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록이 폐기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후유증이 형사사건 완결 후 상당히 시간이 지

나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

우 손해배상 사건의 심리를 위해서도 형사사건기록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실무는 

성범죄사건 등의 재판서 원본에서 피해자의 성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실명 처리하므

로, 기록이 폐기되고 영구 보존된 재판서만 남게 될 경우 피해자의 동일성 식별조차 어

려울 수 있다.

민사 전자기록과 마찬가지로 형사 전자기록도 영구 보존할 필요가 있다.771) 영

구 보존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유출 또는 남용 문제는 앞서 보았듯이 법원을 보존의 

주체로 하고 열람을 제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IV. 전자기록에 대한 열람·검색 제한

법원에 보존된 전자기록의 열람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의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전자기록의 열람·검색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수사기록뿐만 아니라 검사가 공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

득한 공판기록에 관한 정보도 전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를 목적으로 이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

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소송 도입 후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자

기록에 대한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독일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전자기록에 있는 개인데이터의 처리와 이

용은 법규명령이 형사절차에서 개인데이터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도록 하였고(독일 형사소송법 제498조 제1항), 수사나 피의자 소재 파악을 위하

여 기계를 이용해 개인데이터를 전자기록과 비교조사하는 것은 사전에 선별한 개개의 

771) 양종모, “전자약식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 문서자동작성 에이전트 프로그램과 
의사결정지원 전문가 시스템의 구현을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2011. 9.),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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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같은 조 제2항).

우리나라도 전자소송 도입 시 전자기록에 대한 수사기관의 열람과 검색을 제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독일과 같이 사전에 선별하여 특정한 전자기록에 대해서

만 열람·검색을 허용하고, 이를 넘어서는 열람·검색은 법원의 사전 또는 사후(긴급

한 경우) 허가를 받아서만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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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단계적 도입방안

I. 사건에 따른 단계적 도입

1. 형사 전자소송 법률의 적용대상 사건 검토

민소전자문서법은 제3조에서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형사 전자소송을 규율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검토

해 보면 아래와 같다. 그 절차를 정한 법률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표의 사건명(분류명 

제외)과 사건부호는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제2조 제1

항, [별표]에 따랐다. 편의상 재심사건의 사건부호는 병기하지 않았다.

2. 절차를 정한 법률에 따른 분류

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크게 형사본안사건, 형사항고사건, 형사신청

사건, 영장사건, 인신구속 관련 사건, 재정신청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장사건은 접수 시 영장번호를 부여하여 그 영장번호로 특정하고 따로 사건부

호는 부여하지 않는다.

기타형사신청사건(사건부호: 초기)으로는 상소권회복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사건, 배상명령사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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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본안사건 형사항고사건

형사1심합의사건 고합 형사항고사건 로

형사1심단독사건 고단 형사재항고사건 모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 고정 비상상고사건 오

약식사건 고약 형사준항고사건 보

전자약식사건 고약전

형사항소사건 노 형사신청사건

형사상고사건 도 기타형사신청사건 초기

영장사건 인신구속 관련 사건

영장사건 체포·구속적부심사건 초적

보석사건 초보

재정신청사건

재정신청사건,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 초재

나. 기타 법률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청구사건

형사보상청구사건 코

(2)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즉결심판사건

즉결심판사건 조

(3) 범죄인 인도법

형사공조사건

형사공조사건 토

(4)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사회봉사사건

사회봉사허가청구사건, 사회봉사허가취소청구사건 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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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사건

치료감호1심사건 감고 치료감호항고사건 감로

치료감호항소사건 감노 치료감호재항고사건 감모

치료감호상고사건 감도 치료감호비상상고사건 감오

치료감호공조사건 감토

치료감호신청사건 감초

(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착명령사건 보호관찰명령사건

부착명령1심사건 전고 보호관찰명령1심사건 보고

부착명령항소사건 전노 보호관찰명령항소사건 보노

부착명령상고사건 전도 보호관찰명령상고사건 보도

부착명령비상상고사건 전오 보호관찰명령비상상고사건 보오

부착명령신청사건 전초 보호관찰명령신청사건 보초

부착명령항고사건 전로 보호관찰명령항고사건 보로

부착명령재항고사건 전모 보호관찰명령재항고사건 보모

(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치료명령사건 성폭력수형자치료명령사건

치료명령1심사건 치고 성폭력수형자치료명령1심사건 초치

치료명령항소사건 치노 치료명령항고사건 치로

치료명령상고사건 치도 치료명령재항고사건 치모

치료명령비상상고사건 치오

치료명령신청(치료기간연장, 준수사항 추가·
변경·삭제청구, 치료명령집행면제)사건

치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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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보호사건

아동·청소년보호1심사건 동고 아동·청소년보호비상상고사건 동오

아동·청소년보호항소사건 동노 아동·청소년보호신청사건 동초

아동·청소년보호상고사건 동도

(9) 소년법

소년보호사건

소년보호사건 푸 소년보호신청사건 푸초

소년보호항고사건 크 소년보호집행감독사건 푸집

소년보호재항고사건 트

(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가정보호사건 버 피해자보호명령사건 처

가정보호항고사건 서 피해자보호명령항고사건 커

가정보호재항고사건 어 피해자보호명령재항고사건 터

가정보호신청사건 저 피해자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 처집

가정보호집행감독사건 버집

(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아동보호사건 동버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동처

아동보호항고사건 동서 피해아동보호명령항고사건 동커

아동보호재항고사건 동어 피해아동보호명령재항고사건 동터

아동보호신청사건 동저 피해아동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 동처집

아동보호집행감독사건 동버집



제1절 단계적 도입방안

377

(1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관련보호사건

성매매관련보호사건 성 성매매관련보호재항고사건 성모

성매매관련보호항고사건 성로 성매매관련보호신청사건 성초

(13) 인신보호법

인신보호사건

인신보호사건 인 인신보호재항고사건 인마

인신보호항고사건 인라 인신보호신청사건 인카

(14) 법원조직법

법정질서위반사건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 정고 법정질서위반감치등항고사건 정로

기타감치신청사건 정기 법정질서위반감치등특별항고사건 정모

3. 대상 사건에 따른 단계적 도입

위의 사건들 중 어느 범위까지 형사 전자소송을 규율하는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할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장기적으로는 전부 전자소송 대상으로 편입시켜

야 할 것이다.

위의 사건들 중 소년보호사건과 같이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사건도 있으나, 그러

한 사건도 수사기관에서 조사하여 송치하는 것이고 후에 지방법원에서 형사사건으로 

심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자소송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형사 전자소송 법률의 적용을 받을 대상 사건별로 전자소송 시행 시기를 

달리 정하여 적용 범위를 점점 확대해 나갈 수 있다.

민소전자문서법 부칙(2010. 3. 24.) 제1항 단서는 민소전자문서법 제3조 각 호

의 법률에 따른 절차별 또는 법원별로 대법원규칙으로 적용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

록 하였고, 그에 따라 민소전자문서규칙 부칙(2011. 3. 28.) 제2조 제1항 본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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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는 절차를 정한 법률에 따라 민소전자문서법의 적용 시기를 달리 정하였다.

형사 전자소송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이 절차를 정한 사건에 우선하여 전자소송

을 시행하고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II. 전자화 범위의 확장에 의한 단계적 도입

기록의 전자화 범위를 확장하며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 시범 실시 단계

시범 실시 단계에서는 종이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화문서로 만듦으로써 전자기록

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기록은 원본 종이기록의 사

본이다.

법률의 개정 없이도 실시가 가능하며, 원본 종이기록이 있으므로 전자화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부담 없이 시범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다.

2. 전자소송 도입 1단계: 법원 작성 문서의 전자화

전자기록을 원본으로 하는 전자소송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일시에 모든 기록을 전자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우선 

법원이 작성하는 문서부터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이를 원본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대부분의 문서가 법원의 전산시스템에서 

작성되므로, 그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하면 된다.

종이문서로 제출되어 공판기록에 편철할 문서는 스캔하여 그 전자화문서를 전자

기록에 편입하고 원본인 종이문서는 따로 보관한다.

3. 전자소송 도입 2단계: 전자적 제출 허용

전자소송 도입 2단계에서는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중 증거와 참고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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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나머지 문서(공소장, 의견서 등)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한다. 증거도 전자적

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임의적으로 하고, 수사기관별로 전자문서 작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검사에 대한 송달은 전자적으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 등의 전자적 제출을 허용하되, 전자적 제출을 하려는 자나 전

자적 절차 진행에 동의한 자에게는 전자적 송달을 한다.

종이문서로 제출되어 공판기록에 편철할 문서는 스캔하여 전자화문서를 전자기

록에 편입하고 원본인 종이문서는 보관한다.

전자소송 도입 1단계와 2단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4. 전자소송 도입 3단계: 검사의 법원 제출 문서 전자화

전자소송 도입 3단계에서는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를 원칙적으로 전

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제출하도록 한다.

변호인과 변호사도 전자소송의무자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독일

은 형사소송법 제32d조를 신설하여 변호인과 변호사에게 전자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

되, 2022. 1.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유예기간을 두었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변호인과 변호사를 전자소송 의무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포함시키더라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법무법인 소속 변

호사와 국선변호인부터 전자소송 의무자에 포함시킨 후 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III.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시범 시행

1.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법원은 2019. 1.부터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를 시범 시행하기로 하

고, 2019. 1. 7.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판예

규 제1710호)」(이하 ‘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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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범 실시 단계

열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사본은 원본과 별도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이다(업

무처리지침 제2조 제1호). 즉, 어디까지나 종이기록이 원본이며 열람서비스는 원본 종

이기록을 스캔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앞서 본 단계적 도입방안의 ‘시범 실시 단계’에 

해당한다.

3.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의 주요 내용

가. 전자사본화 처리 개요

전자사본화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772)

① 종이기록의 전자화: 재판장의 전자사본화 명령 → 스캔요청서 출력 → 종이

기록 스캔 및 문건 분류 → 광학 문자 판독기(OCR)를 이용해 스캔한 원본 PDF 파일

을 텍스트 PDF 파일로 변환하여 등록(자동 수행)

② 전자기록의 비식별화: →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자동 수행) → 비식별 처리 

누락 부분 수동으로 비식별 처리 → 비식별 처리한 PDF 파일 등록(전자소송홈페이지

에서 열람 가능)

나. 전자사본화 명령 및 안내

어떠한 사건의 기록을 전자사본기록으로 만들지는 재판장이 직권으로 정하여 명

한다(제3조 제1항). 재판장이 전자사본화를 명하면 담당재판부 법원사무관 등은 그 사

건에 대하여 전자사본화안내서773)를 보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재판장의 전자사본화 명령은 각 심급마다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제1심에서 전자

사본화 명령이 있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항소심 재판장이 다시 전자사본화 명령을 하여야 한다. 즉, 항소심에서 별도의 전자사

본화 명령이 있어야 항소심 사건이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대상 사건이 되고, 항소

772) 전산정보관리국, “형사전자사본화 사용자설명서(전체사용자)”, 법원행정처 (2018. 12.), 2-7.
773) CR201 공소장부본송달 프로그램, CR261 소송기록접수통지 프로그램의 각 ‘출력물 선택’ 탭에는 ‘전자사본 

안내문’으로 기재되어 있다(전산정보관리국, 위의 글,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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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전자사본화안내서 송달과 항소심의 스캔요청서 출력이 가능해진다.

제1심에서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대상이 아니었던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전자사본화 명령을 하는 것도 가능하나, 소급하여 종이기록을 스캔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다. 전자사본화 방법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전자사본화 명령이 있는 경우 그때까지 조제된 형사

사건기록(공판기록 및 그에 첨철된 증거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전자사본으로 변환(스

캔)하여 전자사본시스템에 전산등재하며(제4조 제1항),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전

자사본화 명령 이후 당해 사건에서 종이 형태로 작성되거나 제출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전자사본으로 변환(스캔)하여 전자사본시스템에 전산등재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라. 사용자등록

전자사본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려는 자는 민소전자문서법 제6조, 민소

전자문서규칙 제4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용자 

중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동법률사무소는 위 업무처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소속 변호사를 소속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제9조).

마. 전자사본기록 열람

전자사본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① 검사, ② 피고인, ③ 피고인의 법정대

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④ 변호인이다(제8조).

법원은 필요한 경우 위 ②, ③, ④의 열람권자에게 전자사본기록 열람을 위한 전

자사본기록사건인증번호를 부여한다(제10조 제1항).

전자사본기록사건인증번호는 피고인별, 변호인별로 모두 다르게 부여되고, 제1

심과 항소심도 다르게 부여된다.

열람권자가 전자사본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에는 민소전자문서규

칙 제2조 제2호의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사본시스템에 접속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 사항을 자신의 자기디스크 등에 내려받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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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한다(제11조 제1항 본문). 다만, 검사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열람·출력 또

는 복제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바. 재판기록 열람·복사 시 PDF 파일 제공

재판장이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재일 2012-3)」 제4조 제2항 제5 내지 7호

에 해당하는 자(피해자, 감정인, 배상신청인 등)에게 형사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허

가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그 형사재판기록의 전자사본문서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

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열람·복사에 갈음할 수 있다(제11조 제2항).

사. 개인정보 보호조치

법원사무관 등은 형사소송법 제35조,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7조 제3항,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재일 2012-3)」 제9조의2, 제9조의3에 따라 전자사본기록

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제13조).

4. 시범 시행 경과

가. 시범 시행 재판부 선정

우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합의 재판부 4개, 형사단독 재판부 3개를 시범 시

행 재판부로 선정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단계의 전자사본화 대상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전자사본화 대상 사건으로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심 재판부와 서울고등법원도 시범 시행 대상으로 선정하였다.774)

나. 전자사본기록의 외부 열람

업무처리지침은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사본시스템에 접속하는 방식으

로 열람권자가 전자사본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열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시스템 개선,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 완성도 확인 등이 필요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한 외부 열람서비스는 2019. 7. 

12.부터 제공되었다.

774) 사법지원실,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시범 시행 주요 내용”, 법원행정처 (2019.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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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전자소송홈페이지에 ‘나의 형사 전자사본화 사건 등록’ 메뉴가 생겼

고, 변호인 등은 전자사본화안내서에 첨부된 전자사본 인증번호를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서 직접 등록한 후 기록의 열람과 출력을 할 수 있게 되었다.775)

전자소송홈페이지의 ‘나의 형사 전자사본화 사건 등록’ 메뉴776)

‘나의 형사 전자사본화 사건 등록’ 화면777)

775) 사법지원실,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협조 안내”, 법원행정처 (2019. 7.), 3.
776) 사법지원실,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협조 안내”, 법원행정처 (2019. 7.), 3.
777) 사법지원실,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협조 안내”, 법원행정처 (2019.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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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록뷰어의 모습은 아래와 같으며, ① 전자사건부, ② 증거서류등, ③ 증인

등목록, ④ 기록다운로드, ⑤ 각종목록출력, ⑥ 선택, ⑦ 전체, 실체, 절차, 기일, 보

류, ⑧ 증거서류 등, ⑨ 증인등, ⑩ 첨부 등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기록뷰어 화면778)

다. 검찰에 대한 열람서비스

업무처리지침은 검사의 경우 다른 열람권자의 전자사본기록 열람·출력·복제 

방식에 준하는 방식으로 열람·출력·복제할 수 있게 하였고(제11조 제1항 단서), 그

에 따라 검찰에 대한 열람서비스는 전자소송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고 검찰의 형사사

법정보시스템에 URL 링크 방식으로 제공하여 검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779)

검찰에 대한 열람서비스는 서비스 방식 정의, 검찰용 기록뷰어 개발, 환경설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되어 2020년 중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5. 열람서비스 시범 시행의 성과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시범 시행 과정에서 형사 전자소송을 실제로 

778) 사법지원실,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시범 시행 주요 내용”, 법원행정처 (2019. 1.), 7.
779) 사법지원실,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시범 시행 주요 내용”, 법원행정처 (2019.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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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는 것이 예상보다 어려운 작업임이 드러났다. 2019. 1. 1. 시범 시행을 시작한 

후 비실명처리 등 새로운 기능에 대한 안정화 작업으로 2019. 7. 12.에서야 법원 외부

에 대한 열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고, 검찰에 대한 열람서비스는 법원의 시스템 구

현은 완료 단계에 있으나 검찰과 협의가 필요하여 서비스 준비 중에 있다.

열람서비스 시범 시행을 통해 형사 전자기록의 외부 제공 및 검찰과의 연계 방

식에 대한 기초가 마련되었으므로, 향후 형사 전자소송 도입 시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시스템 구축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IV.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단계적 확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대한 「문제점」 부분에서 보았듯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에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추가하는 규정이 없어서, 현재 특

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는 사건도 전자화하기 위해서는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기관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형사 전자소송을 도입할 경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도 개정하여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단계적으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포함시킬 필요

가 있다.

제2절 입법 방안

I.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

형사 전자소송을 입법화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생

각해볼 수 있다. 가장 원칙적인 방법일 수 있으나,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종이소송을 

전제로 제정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각 부분마다 전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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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의 규정을 수정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의 많은 부분을 개정하여야 한다. 특

히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각 규정별 시행 시기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II.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민소전자문서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형사 전자소송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

다. 형사 전자소송 도입 후에도 모든 피의자·피고인이 절차의 전자적 진행에 동의하

지는 않을 것이므로, 종이소송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남아 있을 필요가 있다.

개정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특히 형사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

우 적합한 입법 방식이다. 민소전자문서법과 같이 법률에는 전자소송 도입과 관련된 

기본 방향과 큰 원칙만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대법원규칙 등으로 정하게 하는 것이 전

자소송의 탄력적 도입에 적합할 것이다.

제3절 발의된 법률안 검토

I.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1. 제안이유

2019. 10. 31.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조응천 의

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529)(이하 ‘법률안’이라 한다)이 발의되었다.780)

그 제안이유를 보면, 현재 형사소송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소송에 전자소송이 도

입되었고 전자소송 비율이 높음에도 형사소송은 여전히 종이기록 기반으로 이루어져 신

780)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
1A9L1Q0S3Q1W2T1L5K0R3U7C1F2O4 (2020. 2. 2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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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고 충실한 검토와 심리가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피해자의 절차참여권과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리할 뿐 아니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침해하므로, 형사소송에도 

전자소송을 도입하여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2. 특징

가. 단계적 도입

법률안 부칙은 위 법률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되,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별 또는 

법원별로 대법원규칙으로 적용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형사 전자소송

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법원에 대한 전자적 제출만 규정

법률안은 법원에 대한 전자적 제출만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대한 전자적 

제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입법적 흠결이 아닌 의도적 입법으로 보인다. 법률안의 주요내용 나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은 형사소송 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라고 하여 법원에 대한 전자적 제출만을 규율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법률안이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일 것

으로 추측된다. ① 수사기관은 아직까지 피의자·변호인·피해자 등으로부터 전자적 

제출을 받은 경험이 없다(약식전자문서법도 피의자 등의 전자적 제출에 대해서는 규정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대한 전자적 제출까지 규정할 경우 수사기관의 전

산시스템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되어 형사 전자소송의 신속한 도입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② 수사절차에서는 피의자 등의 문서 제출이 공판절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

다. 수사절차에서 피의자 등이 중요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전자화문

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후에 공판 단계에서 피의자 등이 다시 전자적으

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아래의 「법률안 검토」 부분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전제적 제출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보지 않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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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소전자문서법을 기본으로 함

그 내용을 보면 법률안은 민소전자문서법을 기본으로 하였고, 약식전자문서법과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였다.

아래에서는 제5장에서 검토하였던 형사 전자소송 모델을 바탕으로 법률안을 검

토하도록 하겠다.

II. 법률안 검토

1. 제1조 목적

법률안은 그 입법 목적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 제2조 정의, 제4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법률안 민소전자문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 등에서 전자문

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

로써 형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

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

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

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

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

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안 민소전자문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

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

로 작성되어 송신·수신되거나 저장되

는 정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

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

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

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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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문서의 정의

법률안은 전자문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는데(제2조 제1호), 

이는 앞서 검토한 전자문서의 정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

자적 형태로 작성된 정보)에 부합한다(앞서 검토하였듯이 ‘송신·수신되거나 저장’ 부

2.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

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3.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제3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이하 “형사소송등”이라 한다)에 필

요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등”이라 한다)를 작성·제출·

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

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

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과 「전자정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을 말한다.

5. “사법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

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법관 

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

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

라 한다)가 형사소송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제3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이하 “민사소송등”이라 한다)에 필

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거

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

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과 「전자정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을 말한다. 

4. “사법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

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법관·

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서기관·법원사

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

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민사소송등에

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법원행정처

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법원행정처

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제6장 도입방안

390

분은 전자문서의 정의에 추가될 필요가 없으나 있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다).

나. 전자화문서의 정의

법률안은 민소전자문서법과 달리 전자화문서의 개념을 전자문서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정의하였다(제2조 제2호). 이는 민사소송과 다른 형사소송의 특성을 반영한 것

으로서 타당한 입법안이다.

그러나 전자화문서에 대한 정의(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 중 전자적

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는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정보’로,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전자적 정보 형태가 아닌 음성·영상 정보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한 경우에도 전

자화문서의 개념에 포섭시킬 필요가 있고, 피고인·변호인 등이 변환하여 제출할 경우

에도 제출할 수 있는 전자화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용량 등을 규칙이나 예규에

서 제한함으로써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처리에 문제가 없게 하면 되는데, 정의규

정 자체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일 것을 

요구하면 전자화문서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검토한 전자화문서의 정의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정보를 컴퓨

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정보”이다.

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법률안은 민소전자문서법과 같이 전자소송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제2조 제3호), 법원행정처장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하였다(제4조).

라. 전자서명

(1) 전자서명의 정의 문제

법률안은 민소전자문서법과 같이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공

인전자서명’과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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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별도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법률안이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정의한 것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형사 전자소송에 관한 법률에서도 약식전자문서법과 같이 전자서명에 관한 별도

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전자서명법과 전자정부법의 정의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의 개

념을 원용하면 족하다.

(2) 사법전자서명을 별도로 정의할 것인지 여부

법률안은 사법부 소속 공무원은 ‘사법전자서명’을 하고(민소전자문서법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은 ‘행정전자서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약식

전자문서법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 전자소송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법부(법원) 소속 공무원 외에 행정부(수사기

관) 소속 공무원의 전자서명도 다루어야 하고 사법전자서명도 행정전자서명의 일종이

므로, 행정전자서명으로서 사법부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는 사법전자서명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사법부 소속 공무원과 행정부 소속 공무원 모두 전자정부법의 

행정전자서명을 하게 규정할 수 있다.

다만, 민소전자문서법에 의하여 다른 전자소송 영역에서 이미 사법전자서명이라

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사법부 소속 공무원이 하는 전자적 서명과 행정부 소속 공무

원이 하는 전자적 서명을 구분하기 위하여 민소전자문서법과 같이 사법전자서명을 별

도로 정의하여도 무방해 보인다.

3. 제3조 적용범위

법률안 민소전자문서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적용한다.

1. 「형사소송법」

2. 「소년법」

3. 「인신보호법」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률」(제3장 보호사건 부분에 한정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적용한다.

1. 「민사소송법」 

2. 「가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4.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5.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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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형사소송법 외에 소년법, 인신보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3장 보호사건 부분에 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

장 가정보호사건 부분에 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장 아동보

호사건 부분에 한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에도 법률안이 적

용되는 것으로 하였다(제3조).

제1절 「단계적 도입방안」 부분에서 보았듯이 그 외에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범죄인 인도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에 따

른 사건에도 전자기록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률안이 적용대상으로 삼은 법률 중 적용사건을 한정한 법률에 대하여 

보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절차 중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사

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절차 중 제5장 피해아동보호명령사

건에 대해서도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률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법

률에 따른 절차별로 대법원규칙으로 적용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장 가정보호사건 부분에 한정한다)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장 아동보호사건 부분에 한정한다)

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률을 적용하

거나 준용하는 법률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비송사건절차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률을 적용하

거나 준용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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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조 전자문서등에 의한 형사소송등의 수행

가. 전자적 제출을 할 수 있는 주체

법률안 제5조 제1항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을 전자적 제출 주체로 명시하고 그 

외의 전자적 제출 주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전자소송 의무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여자의 선도보호시설 등의 장, 보호관찰소의 장에게는 

전자적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배상신청인, 증인, 전문심리위원, 법원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청받은 자(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그 법정대리인 등 포함) 등을 전자적 제출 주체로 고려해 

볼 수 있다(민소전자문서규칙 제3조 참조).

나. 전자적 제출을 받는 기관

법률안은 법원에 대한 전자적 제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대한 

전자적 제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률안 민소전자문서법

제5조(전자문서등에 의한 형사소송등의 수행)

①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및 그 밖에 대법원규

칙으로 정하는 자는 형사소송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

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등으

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작성·제출·송달·보존하는 

전자문서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등의 수행) 

① 당사자, 소송대리인, 그 밖에 대법원규칙

으로 정하는 자는 민사소송등에서 법원에 제

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작성·제출·송달·보존하는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

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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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6조 사용자등록

법률안은 민소전자문서법과 같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사

용자등록 의무를 부과하였다(제6조 제1항). 다만, 검사는 사용자등록 대상에서 제외하

였는데, 검사에 대해서는 시스템 연계 방식으로 전자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 민소전자문서법

제6조(사용자등록)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검사는 제외한다)는 대법원규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

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

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

하는 경우

2.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때 거짓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

3. 다른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산정보처리시

스템을 이용한 형사소송등의 진행에 지

장을 준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사용자의 사용 정지 및 

사용자등록 말소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자등록)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

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

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

하는 경우 

2.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때 거짓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 

3. 다른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산정보처리시

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지

장을 준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사용자의 사용 정지 및 

사용자등록 말소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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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7조 전자서명

가. 규정 체계

형사 전자소송에서는 전자서명과 관련하여 ① 작성자(조서와 같이 작성자와 진

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작성자와 진술자)의 전자적 서명과 간인, ② 제출자의 전자적 서

명, ③ 전자적 서명의 효력이 문제된다.

법률안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의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밑줄이 있는 부분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

분이다).

법률안 민소전자문서법

제7조(전자서명) ① 제5조에 따라 법원에 전자

문서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제출하는 전자문서

등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

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등으로 작성하는 경우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전자서명과 제2항의 사법전자서명

은 형사소송등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전자문서등의 간인(間印)

은 면수(面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전자문서등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전자소

송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로잡을 수 있다.

제7조(전자서명) ① 제5조에 따라 법원에 전

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제출하는 전자문서

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

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관·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

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경우에 대법원규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전자서명과 제2항의 사법전자서명

은 민사소송등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제6장 도입방안

396

나. 문제점

(1) 통일되지 않은 내용

법률안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는 문제인데, 수사기관과 법원의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며 약식전자문서법과 민소전자문서법의 해당 규정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과정

에서 양자를 일치시키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③ 전자적 서명의 효력에 관하여 법률안 제15조 제3항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

781) 앞서 보았듯이 법률안은 수사기관에 대한 전자적 제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① 작성자
(작성자·진술자)의 
전자적 서명과 간인

수사기관이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자의 
전자적 서명

제15조 제2항
(행정전자서명)

진술자의 
전자적 서명

제15조 제2항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간인
제15조 제3항

(면수 표시 방법)

수사기관이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자의 
전자적 서명

제15조 제5항
(행정전자서명)

법원이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자의 
전자적 서명

제7조 제2항
(사법전자서명)

진술자의 
전자적 서명

규정 없음

간인
제7조 제4항

(면수 표시 방법)

법원이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자의 
전자적 서명

제10조 제2항
(사법전자서명)

② 제출자의 
전자적 서명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규정 없음)781)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제7조 제1항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③ 전자적 서명의 
효력

수사기관이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15조 제3항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봄)

법원이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7조 제3항
(형사소송등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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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이라고 한 반면, 제7조 제3항은 ‘형사소송등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이라고 하고 있다.

법률안 제15조 제3항은 약식전자문서법 제5조 제7항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약식전자문서법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만이 문제되므로 ‘형사소송법에서 정하

는’이라는 문구가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법률안은 형사소송법 외의 법률에도 적용되므로(제3조) 법률안 제15조 

제3항의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이라는 문구는 법률안 제7조 제3항과 같이 ‘형사소송

등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2) ‘전자서명’에 대한 정의가 다른 것을 간과함

전자서명법이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음에도 민소전

자문서법이 ‘공인전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정의함으로써 혼란을 일

으키고, 법률안이 제2조 제4호에서 전자서명을 민소전자문서법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반면 약식전자문서법은 전자적 서명에 대해 따로 정의하지 않고 전자서명법의 

‘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 전자정부법의 ‘행정전자서명’의 개념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

다. 그리고 전자문서에 하는 진술자의 전자적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족한 것으로 하였

는데, 이는 일상적으로 휴대하지 않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공인전자서명을 하게 하

면 많은 경우 진술자가 전자적 서명을 할 수 없게 되어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률안은 민소전자문서법이 사용하는 전자서명의 개념과 약식전자문서

법이 사용하는 전자서명의 개념이 다름에도 약식전자문서법 제5조 제6항의 내용을 반

영하여 법률안 제15조 제2항을 만들며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전자문서에 진술자로 하

여금 ‘전자서명’을 하게 하였다. 법률안의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의 전자서명이 아니

라 ‘공인전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진술자가 전자문서에 ‘공인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법률안 제15조 제2항의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전자서

명’ 등 적절한 문구로 수정하여야 하며, 보다 바람직한 것은 전자서명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법률안 제2조 제4, 5호를 삭제하고 약식전자문서법과 같이 전자서명법의 ‘전자서

명’, ‘공인전자서명’, 전자정부법의 ‘행정전자서명’의 개념을 그대로 원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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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정이 없는 부분 - 법원이 작성하는 전자문서에 하는 진술자의 전자적 서명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

48조 제7항 본문). 가장 많이 작성되는 조서인 공판조서와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조

서에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과 서명날인을 하게 하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52조 본

문에 의해 형사소송법 제48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밖의 공판 

외에서의 절차에 관한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과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하는

데, 대표적인 경우가 구속영장실질심사 시의 심문조서이다.

즉, 형사 전자소송에서 법원이 작성하는 전자문서의 경우에도 진술인이 하는 간

인·서명날인에 대해서 규정해야 하는데, 법률안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법원이 작성하는 전자문서의 경우에도 진술자로 하여금 전자서명법의 전

자서명을 하게 하고 진술자의 간인은 면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

어야 한다.

7. 제8조 문서제출방법

가. 전자적 제출 의무의 예외

법률안 제8조 단서는 민소전자문서법 제8조 단서와 같이 ① 전산정보처리시스

법률안 민소전자문서법

제8조(문서제출방법) 검사 또는 등록사용자로

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소송등

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등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전자문서등으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문서제출방법)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

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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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② 전자문서·전자화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

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 

제출 의무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본 증거 제출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전자화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

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본 서류 등

을 그대로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규칙으로 민소전자문서규칙 제15조 제1항 제4호(사생활 보호 또는 그 밖

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판장등이 허가한 경우)와 같은 규정을 둘 경우 개별

적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재판장 등이 종이문서의 제출을 허가할 수 있다.782)

나. 전자적 제출 의무의 예외 사유 추가 - 구금된 자

앞의 「전자적 제출」 중 「전자적 제출 의무의 예외」 부분에서 보았듯이, 구금된 자

에 대해서도 전자적 제출 의무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법률안 제8조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법원규칙에 규정할 수도 있으나, 법률안 제8조 단서

에 제3호로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자의 경우’(형사소송법 제344

조 제1항 참조)를 추가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수 있다.

8. 제9조 전자문서등의 접수

782) 법원행정처, 민사전자소송 실무편람 (2017), 197.

법률안 민소전자문서법

제9조(전자문서등의 접수) ① 전산정보처리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등은 전산정

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

된 것으로 본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

이 접수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문서를 제출한 검사 또는

등록사용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전산정보처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

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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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제6조에서 검사는 사용자등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전자적 접수사

실의 전자적 통지 대상에 등록사용자 외에 검사를 추가하였다(법률안 제9조 제2항).

9. 제10조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등, 제15조 수사기관의 전자문서등 작성

법률안 민소전자문서법

제10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등) ①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형사소송등에서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등으로 작성하여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

유가 없으면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

(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전자화문서

로 작성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정보처

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되어 등재된 전자

화문서는 전자화대상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④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작성·등

재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전자화대상문서와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

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① 법관·사

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소송등에

서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

유가 없으면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변환되어 등재된 전

자문서는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④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

문서로 변환·등재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되, 원래의 서류와 동일성이 확보

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률안 약식전자문서법

제15조(수사기관의 전자문서등 작성) ① 검사

나 사법경찰관리는 제8조 본문에 따라 법원에 

제출할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전자문서등으로 

작성한다. 

1.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2. 체포 및 석방에 관한 문서

3. 그 밖에 수사상 필요한 문서(수사과정에

제5조(전자문서의 작성) ① 검사나 사법경찰

관리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사

건을 수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전

자문서로 작성한다.

1.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2. 체포 및 석방에 관한 문서 

3.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정황·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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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출된 전자화대상문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

는 경우에는 작성자가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

명을 하여야 하고,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

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행정전자서명과 전자서명은 「형사

소송법」에서 정하는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

명날인으로 보고, 전자문서에 대한 간인은 면

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제1호의 문

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44조의2, 제244조의3, 제244

조의4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이 전자적으로 구

현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 및 음주운전자의 운전정황을 적은 

문서 

4.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조회 결

과 및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정황을 적은 

문서 

5.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6. 그 밖에 수사상 필요한 문서 

② 검사는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

여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

여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한다.

④ 검사는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

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하

는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한다.

⑤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

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전자문서 작성자

는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하고,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행정전자서명과 전자서명은 「형사

소송법」에서 정하는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

명날인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전자문서의 간인(간

인)은 면수(면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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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정 체계

법률안은 법원에서 하는 전자문서·전자화문서의 작성은 제10조(민소전자문서법 

제10조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에서, 수사기관에서 하는 전자문서·전자화문서의 작성

은 제15조(약식전자문서법 제5조, 제6조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에서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작성은 법원에서 하든 수사기관에서 하든 통일되게 규

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선 제10조의 제목을 ‘법원의 전자문서등 작성’으로 변경하

는 등의 방법으로 제10조와 제15조의 제목을 통일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민

소전자문서법의 전자문서는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제10조 제

목은 비록 ‘등’을 추가하였더라도 적절해 보이지 않으며, 그러한 형태의 제목을 유지하

려 한다면 차라리 ‘사건기록의 전자화’가 적절해 보인다).

⑤ 제1항 각 호의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작성

하는 경우에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대상

문서와 그 내용과 형태가 같게 변환되도록 작

성하여야 하고, 작성자는 전자화대상문서와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뒤 

전자화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작성되어 제8조 본문에 따라 

제출된 전자화문서는 전자화대상문서와 동일

한 것으로 본다.

⑦ 제5항의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전자

화대상문서를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전자화문서의 작성)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3조제1항 또는 제

2항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전자적 처리절차에

서 제출된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

라 한다)를 전자화문서로 작성한다.

② 전자화문서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대

상문서와 그 내용과 형태가 같게 변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자는 전자화문서에 행정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전자화문서 작성자의 소속 기관은 전자화

대상문서를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

지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보관하여

야 한다. 다만, 전자화문서 작성자의 소속 기

관이 전자화대상문서를 다른 기관에 송부한 

경우에는 송부받은 기관에서 전자화대상문서

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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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에 따르면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기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생긴다.

(1) 전자화문서 작성 수단

민소전자문서법과 전자문서법은 전자화문서 작성 수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

지 않고(민소전자문서법 제10조 제1, 2항, 전자문서법 제5조 제2항), 법률안도 법원이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자화문서 작성 수단에 대해 규정하지 않아(제10조 제2

항)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약식전자문서법은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

고(제6조 제2항), 법률안은 수사기관이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스캐너를 이용

하도록 하고 있다(제15조 제5항). 그러나 전자화대상문서에 문서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

도 포함시켜야 하므로 전자화문서 작성 수단을 스캐너로 한정하여 규정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어느 기관이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든 그 작성 수단을 스캐너 등으로 한정

하는 내용은 삭제되어야 한다.

(2) 시스템 등재 의무

앞서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전자소송 시스템 등재」 부분에서 보았듯이, 민소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전자화문서 작성 공무원이 전자문서·전자화문서를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10조 제1, 2항), 약식전자문서

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두 법률의 해당 내용을 가져온 법률안에도 법원 작성 전자

문서·전자화문서에 대해서는 시스템 등재 의무를 부과한 반면(제10조 제1, 2항) 수사

기관 작성 전자문서·전자화문서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어느 경우이든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형

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전자화대상문서 보관기간

약식전자문서법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제6조 제3항), 법률안도 수사기관

이 전자화문서를 작성할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를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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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도록 하였다(제15조 제7항).

반면 민소전자문서법은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

고[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이 전자화

문서 작성 후 약 1년이 경과하면 전자화대상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1

조 제6항)]. 법률안도 법원이 전자화문서를 작성할 경우의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기간

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전자화문서를 법원에서 작성하든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든 전자화대상문서의 보

관기간에 대해 통일된 규율을 할 필요가 있으며, 형사 전자소송에서는 전자화대상문서

가 원본 증거이거나 합의서 등 중요한 양형자료일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기록 보관기간

에 준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가 있다.

(4)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 사이의 동일성(내용 및 형태)

앞의 「전자화문서의 효력」 부분에서 보았듯이,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 사

이의 동일성에 대하여 전자문서법과 약식전자문서법은 ‘내용’뿐만 아니라 ‘형태’도 동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민소전자문서법은 동일성의 구체적 대상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법률안은 법원이 작성하는 전자화문서에 대해서는 민소전자문서법의 태

도를 따르고 있고(제10조 제4항),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전자화문서에 대해서는 약식전

자문서법의 태도를 따르고 있다(제15조 제5항).

증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문서 파일의 경우 형태가 동일해야 내용의 동일성 

비교가 용이한 점, 전자소송 도입 후에도 여전히 종이 원본 증거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사 전자소송에서 전자화문서는 전자문서법이나 약식전자문서법과 

같이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하게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0조 제4항의 ‘동일성’은 ‘그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나. 전자적 작성 방법 및 대상

(1) 법원과 수사기관의 전자적 작성 방법

(가) 법률안 내용

민소전자문서법 제10조 제1항은 법관이나 법원사무관 등이 재판서, 조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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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783)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법률안 제10조 제1항도 같은 태

도를 취하고 있다.

반면 약식전자문서법 제5조는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 각 호의 문서 및 

약식명령(같은 조 제2항)과 불기소 결정서(같은 조 제3, 4항)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도

록 하였다. 그런데 법률안 제15조 제1항은 법률안 제10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전자적 작성 대상 문서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즉, 법률안은 법원과 수사기관 모두 전자적 작성 대상 문서를 전자문서 또는 전

자화문서로 작성하도록 하여, 반드시 전자문서로 작성할 필요가 없게 하였다.

(나) 문제점

법률안에 의하면 법원과 수사기관은 재판서, 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할 의무가 없다. 즉, ①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방법과 ② 종이문서

로 작성한 후 전자화문서로 작성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방

법은 기록의 진정한 전자화로 볼 수 없어 지양하여야 하며, 전자소송의 정착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재판서, 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을 전자화문서로 작

성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발생한다.

첫째, 전자화문서는 종이문서(전자화대상문서)의 사본일 뿐이다. 법률안은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10조 제3항, 제15조 제6항), 아래 다항(전자화문서의 효력) 부분에서 보듯이 

이는 바람직한 입법으로 보기 힘들다.

둘째, 법률안은 법원이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전자화대상문서 보관기간

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대상문서를 약

식명령 또는 판결 확정 시까지만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제15조 제7항). 그러나 이는 

원본 종이문서의 보관기간으로는 지나치게 짧은 문제가 있다. 재판서, 조서, 피의자신

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종이기록에 준하여 보존을 

하여야 하고, 결국 전자소송 도입 후에도 종이기록의 보존 문제 중 많은 부분이 해결되

지 않고 남게 된다.

783) 앞의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정의」 부분에서 보았듯이 민소전자문서법 제2조 제1호가 정의하고 있는 전
자문서는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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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률안 제10조 제1항과 제15조 제1항의 ‘전자문서등’은 ‘전자문서’로 수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전자적 작성 대상

(가) 법원의 전자적 작성 대상

민소전자문서법은 전자적 작성 대상을 ‘재판서, 조서 등’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데(제10조 제1항), 이는 재판서와 조서에 대해서는 전자적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그 

외의 문서에 대해서는 전자적으로 작성할지 여부에 대해 재량을 남겨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률안 제10조 제1항도 민소전자문서법 제10조 제1항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재판서와 조서 외의 문서에 대해서는 전자적 작성 의무가 없고 전자소

송을 탄력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그런데 재판에는 판결뿐만 아니라 결정·명령, 영장의 발부 등도 포함되므

로,784) 재판서를 예외 없이 전자적 작성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전자소송의 탄력적 도

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률안 제10조 제1항의 ‘재판서’는 ‘재판서(다만, 대

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다)’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전자

영장의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나) 수사기관의 전자적 작성 대상

전자약식절차에서 수사기관이 전자문서로 작성할 대상은 ①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② 체포 및 석방에 관한 문서, ③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정황·결과 

및 음주운전자의 운전정황을 적은 문서, ④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조회 결과 

및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정황을 적은 문서, ⑤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⑥ 그 밖에 수사

상 필요한 문서(약식전자문서법 제5조 제1항), 그리고 약식명령(같은 조 제2항)과 불기

소 결정서(같은 조 제3, 4항)이다.

법률안은 약식전자문서법 제5조 제1항 제1, 2, 6호의 문서를 전자적 작성 대상

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 추가로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전자화대상문서’도 전자적 작성 

대상으로 규정하였다(제15조 제1항 제3호 괄호 부분).

784) 김희옥·박일환 편집대표, 주석 형사소송법(I),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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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전자문서법 제5조 제1항 제2호가 ‘체포 및 석방에 관한 문서’라고 규정하여 

‘구속’에 관한 문서를 제외한 것은 전자약식절차로 처리하는 사건은 피의자가 당해 사

건으로 구속되어 있는(또는 있던) 경우가 사실상 없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785) 따

라서 구공판 사건까지 고려한다면 ‘체포, 구속 및 석방에 관한 문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수사기관이 작성하는 문서에 대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에 의해 법원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전자적으로 작성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법률안 제15조 제1항에는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약식전자문서법 제5조 제1항 

제5호)가 누락되어 있는데, 약식전자문서법과 같이 이를 전자적 작성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법률안에는 약식전자문서법 제5조 제2 내지 4항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

는데, 법률안 제15조 제1항의 전자적 작성 대상에 ‘공소장’과 ‘불기소 결정서’를 추가하

여 이들 문서 역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법률안 제15조 제1항은 제3호 괄호 부분(수사과정에서 제출된 전자

화대상문서의 전자화문서 작성)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전자적 작성과 피의자 등이 제출

한 전자화대상문서의 전자화문서 작성을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안 제10조 제2항

이나 약식전자문서법 제6조와 같이 이 부분은 별개의 조항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다. 전자화문서의 효력

(1) 전자화대상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문제

(가) 민소전자문서법, 약식전자문서법과의 비교

민소전자문서법은 법원에서 전자화문서로 변환되어 등재된 전자화문서를 전자

화대상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제10조 제3항) 전자화문서에 전자화대상

문서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였다.

반면 약식전자문서법은 전자화문서의 효력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률안은 법원에서 작성되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화문서는 전자

화대상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제10조 제3항) 민소전자문서법 제10조 제3

785)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등을 신청하거나 청구하는 경우에는 종이사건으로 처리하게 된다
(약식전자문서법 제3조 제4항 제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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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법률안은 더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작성되는 전자화문서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

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법원에 제출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조서 등 수사상 필요한 서류 및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문서나 전

자화문서로 작성하도록 하고(제15조 제1항), 전자화문서 작성 과정에서 내용 및 형태

의 동일성 확보 조치 등 제15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면 그 전자화문서는 전자화대상문

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제6항).

(나) ‘동일’성의 의미

민소전자문서법 제10조 제3항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전자화문서는 전자화대상

문서와 별도로 원본성을 갖게 되어 전자화대상문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달리 민소전자문서법 제10조 제3항이 전자화문서에 원본성을 부여하기는 

하나 이는 기록의 전자적 관리·보존 차원에서만 인정되고, 따라서 전자화문서를 증거

로 제출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의가 있는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786)

(다)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문서의 관계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문제되며, 전자화문서는 기본적으

로 전자화대상문서의 사본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그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사

본의 증거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전자화문서에 별도의 원본성을 부여하여 전자화대상문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

게 하는 것은 특히 증거법적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기록의 전자적 관리·보존 차원에서만 원본성을 부여한다고 

좁게 해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법문에 반하고(‘관리·보존에 있어 동일한 것으로 본

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본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런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위와 같은 조문을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즉, 

법률안 제10조 제3항과 제15조 제6항이 기록의 전자적 관리·보존 차원에서만 전자화

문서에 원본성을 부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문인지 의문이다. 법률안 제5조 제2

786) 법원행정처, 민사전자소송 실무편람 (2017),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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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법률안에 따라 작성하는 전자화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식전자문서법에는 법률안 제15조 제6항과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

이다.

따라서 법률안 제10조 제3항과 제15조 제6항은 삭제하거나, 적어도 법원과 수사

기관이 작성하는 문서 및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전자화대상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

법률안은, 수사기관이 전자화문서를 작성할 경우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과 

형태가 같게 변환되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자는 전자화대상문서와 동일성이 확보되

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뒤 전자화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하며(제15조 제5

항), 위와 같이 작성되어 제8조 본문에 따라 제출된 전자화문서는 전자화대상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같은 조 제6항), 제15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자

화문서는 전자화대상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런데 법률안은 법원이 전자화대상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제7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면 전자화대상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제10조 제3항), 그 뒤에서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

서와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4

항). 즉, 수사기관이 작성한 전자화문서와 달리 동일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

하지 않아도 일단 동일성을 인정하는 것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법률안의 문

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라. 전자적 서명의 효력

제7조 전자서명 부분에서 보았듯이 법률안은 형사소송법 외의 법률에도 적용되므

로(제3조) 법률안 제15조 제3항의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이라는 문구는 법률안 제7조 

제3항과 같이 ‘형사소송등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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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1조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법률안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법원사무

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

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

나 통지할 수 있다.

1. 검사 

2.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시

스템을 이용한 형사소송등의 진행에 동

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3. 전자문서등을 출력한 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

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

4. 등록사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

할 전자문서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

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

문서등을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을 자가 그 등

재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

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

으로 본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송달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법원사무

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

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

나 통지할 수 있다. 

1.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

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2.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

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인 경우 

3. 등록사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 자인 경우 

②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송달 

또는 통지는 소송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

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

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

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

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

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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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소송 의무자

(1) 수용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의 장

제5장 제2절의 「전자소송 의무자」 부분에서 검토하였듯이,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여자의 선도보호시설 등 수용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의 장을 전자소송 의무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데, 법률안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대법원규칙으로 이들을 전자소송 의무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형사 전자소송에서 전자소송 의무자에 포함시켜야 하는 검사(법률안 제11

조 제1항 제1호), 수용시설의 장 등은 민사상의 권리·의무주체라기보다는 행정청(행

정절차법 제2조 제1호)으로서의 성격을 가짐에도, 법률안 제11조 제1항 제4호가 민소

전자문서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민사상의 권리·의무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를 전자소송 의무자로 정한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 든다.

(2) 변호인·변호사

법률안은 변호인과 변호사를 전자소송 의무자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전체 변호인·변호사를 전자소송 의무자에 포함시키거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국선변호인부터 전자소송 의무자에 포함시킨 후(물론 이때도 유예기간

을 둘 수 있다)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나. 전자소송의 사전 동의

법률안 제11조 제2호는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제1호와 같이 전자소송의 사전 

동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원고에 해당하는 검사는 전자소송 의무자이므로 개별적이든 포괄적이든 사전 동

의가 필요 없다. 그러나 제5장 제2절의 「전자소송 동의의 의미」 부분에서 보았듯이 피

의자 등의 사전 동의는 인정할 여지가 있다.

받을 자가 전자문서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간

은 제4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

우 전자문서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

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4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

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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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송달 관련

(1) 검사 등에 대한 송달 방법 및 송달 효력 발생 시점

약식전자문서법과 민소전자문서법 모두 송달할 문건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한 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송

달을 하도록 하고(약식전자문서법 제8조 제2항,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제3항), 송달

의 효력 발생 시점은 ‘송달받을 자가 시스템에 등재된 송달받을 문건을 확인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약식전자문서법 제8조 제3항,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제4항 본문). 법

률안도 송달 방법과 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에 관하여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제11

조 제2, 3항).

약식전자문서규칙은 검사에 대한 송달 방법과 송달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데, 검사에 대한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의 송달 또는 통지

를 그 전자문서나 정보를 검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하고(제5조 

제1항), 검사에 대한 약식명령의 송달은 그 약식명령이 검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수된 때에 즉시 송달된 것으로 본다(제5조 제2항).

형사 전자소송에도 검사에 대해 위와 같은 특칙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수용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특칙이 적용

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정본부(교도소, 구치소)와 범죄예방정책

국(보호관찰소, 치료감호소)이 법무부 산하 조직이므로, 법무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다.

(2) 송달간주 기간

법률안 제11조 제4항은 약식전자문서법 제8조 제4항,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제4항 단서와 같이 송달간주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타당한 입법이다.

송달간주 기간에 대해서는 민소전자문서법(1주)이 아닌 약식전자문서법(2주)의 

기간을 따랐다.

약식전자문서법에서 피고인에 대한 전자적 송달과 송달간주가 문제되는 것은 사

실상 약식명령에 한정되는 반면(제8조 제2항, 제4항 본문), 민소전자문서법에서는 송

달할 모든 전자문서·전자화문서와 관련하여 송달받을 자의 확인 및 송달간주가 문제

된다(제11조 제3항, 제4항 단서). 따라서 약식전자문서법이 송달간주 기간을 장기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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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설정하였어도 전자약식절차 진행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 반면, 민사 전자소송에

서 송달간주 기간을 2주로 정할 경우 절차 진행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현재 민사 전

자소송에서도 1주의 송달간주 기간을 소송지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있다.

송달간주를 인정한 것은 전자소송 동의자에게 전자적 송달에 대한 확인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송달간주기간은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문서의 등재 사실을 통지

한 날부터 기산되므로,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어떠한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면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787) 그리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송달간주가 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제수단을 마련해 주면 된다.

법률안이 송달간주 기간을 일률적으로 2주로 규정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서 수

정할 필요가 있다.

(3) 송달간주에 대한 구제방법 및 송달간주 기간 불산입

(가) 송달간주에 대한 구제방법

송달간주에 대한 구제방법과 관련하여, 약식전자문서법은 송달받을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약식명령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할 수 

있게 하였다(제8조 제4항 단서). 반면 민소전자문서법은 법률에서는 위와 같은 구제수

단을 규정하지 않았고, 민소전자문서규칙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등재 사실 통지일로부터 1주 안

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게 하였다(민소전자문서규칙 제26조 제3항).

법률안은 민소전자문서법과 같이 법률안 자체에서 송달간주에 대한 구제방법을 

규정하지 않았고, 대신 대법원규칙으로 송달간주의 예외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11조 제4항 단서).

구제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45조 내지 

제348조, 제458조에 따라 상소권 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소송에서의 회복사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약식전자문서법 

787) 민소전자문서규칙은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이와 함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도 보내도록 하고 있다(제2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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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4항 단서 또는 민소전자문서규칙 제26조 제3항과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이 바

람직해 보인다.

(나) 송달간주 기간 불산입

약식전자문서법에는 송달간주 기간 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민소전자문서

법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송달간주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였다(제11조 제5항).

법률안은 민소전자문서법과 같은 내용의 조항을 두었는데(제11조 제5항) 타당한 

입법안이다.

라. 향후 수사기관에 대한 전자적 제출도 규정하게 될 경우 - 전자소송 동의 확인에 

관한 규정 필요

현재 전자약식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전자약식대상 사건을 수사

할 때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 전자약식절차에 관하여 안내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고 대통령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04조 제1문)과 경찰청훈령인 

「범죄수사규칙」(제279조 제1문)에 규정되어 있다.

향후 수사기관에 대한 전자적 제출 규정이 신설될 경우 위 대통령령이나 경찰청

훈령을 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법경찰관리와 검사가 전자소송 대상 사건 모두에 대

해 위와 같이 전자적 절차에 관하여 안내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1. 제12조 전자문서등을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법률안 민소전자문서법

제12조(전자문서등을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등을 전산정보처

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하여 그 출력한 서면

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제12조(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하여 그 출력한 서면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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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력서면 제출 의무자

민소전자문서법 제12조 제1항 제2문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전

자문서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은 출력서면 제출 의무를 지는 자에 검사를 추가하였다. 출력서면 송달 

사유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의 원고에 해당하는 검사도 출력서면 제출 의무를 지는 것

이 타당하다.

나. 출력서면 송달 사유

법률안은 민소전자문서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송달을 받을 자가 민사소

송법 제181조, 제182조 또는 제19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출력서면 송달 사유에서 삭

제하였다.

바에 따라 전자문서등을 제출한 검사, 등록사

용자에게 전자문서등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송달을 받을 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원사무관등이 등재된 전자문서등을 출력

하여 그 출력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한 때에

는 그 출력서면은 등재된 전자문서등과 동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을 출력하는 절차

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전자문서

등과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전자문서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송달을 받을 자가 「민사소송법」 제181

조, 제182조 또는 제192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송달을 받을 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원사무관등이 등재된 전자문서를 출력하

여 그 출력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한 때에는 

그 출력서면은 등재된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

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전자문서와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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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81조와 제192조가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법률

안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기해 대법원규칙으로 수용시설의 장을 전자소송 의무자에 

포함시키면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전자적 송달을 할 수 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81조와 제192조가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으므로, 민소전자문서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존치하고 민

사소송법 제182조 부분만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 전자문서와 출력서면 사이의 동일성

민소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와 그 출력서면 사이에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2조 제3항), 법률안도 제12조 제3항에서 같

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5장 제2절의 「전자화문서의 효력」 중 「전자화문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 

부분에서 보았듯이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 사이에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을 요

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전자문서법 제5조 제2항 제1호, 약식전자문서법 제6조 제2항 

참조), 법률안 제12조 제3항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와 그 출력물이 ‘내용 및 형태

의 동일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12. 제13조 재판확정전자문서 등의 열람·복사

법률안 형사소송법

제13조(재판확정전자문서 등의 열람·복사)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전자문서등

(판결서, 증거목록,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

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

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다)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그 전자문서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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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복

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복사에 관

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전자문서등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

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전자문서등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

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

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

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자문서등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

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재판에 중

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전자문서등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전자문서등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

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전자문서등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

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

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

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

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

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

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

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

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

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

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

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

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

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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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전자문서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등의 등본을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⑤ 전자문서등을 열람 또는 복사한 자는 열람 

또는 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

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

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

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한 법원

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법원에 처분

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

법」 제409조, 제413조부터 제415조까지, 제

418조를 준용한다.

⑧ 전자문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

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

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⑤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

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

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

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

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

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

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

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

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

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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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

건인 경우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

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

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

가 있는 경우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

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

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

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

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

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

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

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

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

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

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

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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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기록 및 재판서 등의 열람·복사

형사소송법은 제59조의2에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복

사를, 제59조의3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열람·복사를 규정하고 있다.

나.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대응하는 조문

법률안 제13조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대응하는 조문이다. 다만, 법률안 제

2조 제3호에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전자문서등’으로 정의하였으므로, 제13조 

조문 제목의 ‘전자문서 등’은 ‘전자문서등’의 오기로 보인다. 그리고 법률안 제13조 제6

항의 ‘소송기록’도 ‘전자문서등’의 오기로 보인다.

다. 열람·복사 대상

법률안 제13조에 의한 열람·복사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전자문서나 전자화

문서를 대상으로 하되,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의 열람·복사 대상인 ‘판결서, 증거목

록,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

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법률안 제13조 제1항).

법률안 제13조의 ‘전자문서등’은 모두 제1항의 ‘전자문서등’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

59조의3의 열람·복사 대상인 판결서 등을 제외하므로, 법률안 제13조 제1항의 ‘전자문

서등(판결서, 증거목록,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

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다)’ 부분은 ‘전자문서등(판결서, 증거목

록,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⑥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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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라. 열람·복사 기관

법률안 제13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와 달리 검찰청이 아닌 법원에 기

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도록 하였다. 전자소송 도입 후에는 확정된 형사사건의 전자

기록 정보를 법원에서 보존하게 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마. 제4항의 필요 여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4항은 종이기록을 전제로 한 조항이다. 전자기록의 보존

을 위해 전자기록의 원본이 아닌 등본을 열람·등사하게 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법률안 제13조 제4항은 불필요해 보인다.

13. 제14조 열람·복사된 전자문서등의 남용 금지, 제20조 벌칙

전자기록은 종이기록에 비해 복사와 유포가 용이하다. 따라서 전자기록의 목적 

외 교부·제시·제공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법률안 제14조는 ‘누구든지’ 전자기록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법률안 형사소송법

제14조(열람·복사된 전자문서등의 남용 금지)

누구든지 형사소송등에서 열람 또는 복사한 

전자문서등을 당해 사건의 소송 준비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전기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6조의16(열람·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제266조의3

제1항에 따른 서면 및 서류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제14조를 위반하여 열람 또는 

복사한 전자문서등을 당해 사건의 소송 준비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

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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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범 대상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에 비해 확대하였다.

14. 제16조 전자문서등에 의한 집행 지휘

가. 전자문서에 의한 재판 집행 지휘를 위한 규정

법률안 제16조는 약식전자문서법 제11조에 대응하는 조문으로, ‘서면으로’ 재판 

집행 지휘를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6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

행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리고 법률안 제16조 제3항은 약식전자문서법 제11조 제2항 제2문에 의해 준

용되는 제9조 제2항 중 제2문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법률안 약식전자문서법

제16조(전자문서등에 의한 집행 지휘) ① 검

사는 이 법에 따른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6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

자문서등으로 형의 집행을 지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으로 형의 집행을 

지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문서등으로 작

성된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를 종이

문서로 출력하여 형의 집행을 지휘한다. 이 

경우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력물은 그 전자문서등의 

등본으로 본다.

제11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집행 지휘) ① 검

사는 이 법에 따른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는 「형사소송법」 제46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형의 집행을 지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형의 집행을 지

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약식명령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형의 집행을 

지휘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461조(집행지휘의 방식) 재판의 집행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형

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 외에는 재판서의 원

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에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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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1) 집행의 대상

약식전자문서법 제11조 제1항이 형사소송법 제461조 본문과 달리 전자문서로 

‘형’의 집행을 지휘하도록 한 것은 약식전자문서법에 의한 재판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

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61조의 재판에는 형을 선고한 판결뿐만 아니라 추징·소

송비용·과태료·비용배상을 명하는 재판도 포함되고(형사소송법 제477조),788) 법률

안은 이러한 형 외의 재판의 집행에 대해서도 규율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안 제16조 제1, 2항의 ‘형의 집행’은 ‘재판의 집행’으로 수정할 필요

가 있다.

(2) 집행 지휘 방법 - 전자문서에 의한 재판 집행 지휘(형사소송법 제461조 본문)

법률안 제16조는 ‘전자문서등’에 의해 집행 지휘를 한다고 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에 의해서도 집행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산시스템을 통한 집행 지휘가 가능함에도 전자문서가 아닌 전자화문서

로 집행 지휘를 하게 할 실익은 없어 보이며, 원본인 전자화대상문서가 있음에도 사본

인 전자화문서로 집행 지휘를 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약식전자문서법과 같이 ‘전자문서등’이 아닌 ‘전자문서’로 집행 지휘를 하

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행정전자서명에 의한 재판 집행 지휘(형사소송법 제461조 단서)

법률안 제15조 제2, 3항은 약식전자문서법 제5조 제6, 7항과 같이 전자문서 작

성자가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면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789) 서명, 서명날인 또

는 기명날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 지휘가 필요한 재판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었고 형의 집행 지휘가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461조 단서에 따라 그 재판서에 인정하는 행정전자서명을 함으

788) 김희옥·박일환 편집대표, 주석 형사소송법(IV),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715, 762.
789) 앞서 보았듯이 법률안 제15조 제3항의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이라는 문구는 ‘형사소송등에 적용되거나 준

용되는 법령에서 정한’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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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전자영장이 도입될 경우 전자영장에 대한 집행 지휘 방식).

15. 제17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특허법 제9장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따른 소송을 포함)의 상고사건을 대상으로 하고(제2조), 형사사

건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률안 제17조는 불필요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16. 제18조 위임규정

법률안 민소전자문서법

제17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판결 

원본의 교부, 영수일자의 부기와 날인, 송달

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한다.

②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에 

정하여진 4개월의 기간은 상고사건이 대법원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관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판결 

원본의 교부, 영수일자의 부기와 날인, 송달

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한다. 

②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에 

정하여진 4개월의 기간은 상고사건이 대법원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관된 날부터 기산한다.

법률안 민소전자문서법

제18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형사소송등에서의 전자문서등 이용·관

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민사소송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약식전자문서법

제12조(위임 규정)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건에 관한 약식재

판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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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제18조는 전자소송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17. 제1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률안은 형사소송법 외의 법률에도 적용되므로(제3조) 법률안 제19조의 ‘형사

소송법 등’은 (비록 그 마지막에 ‘등’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나)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법률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18. 부칙

법률안 부칙은 공포 1년 후부터 법률안이 시행되는 것으로 하여 형사 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준비 기간을 두었다. 그리고 그 후에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에 

법률안 약식전자문서법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자적 처리절차

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

사소송법」 등 다른 법령을 적용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자적 처리절차

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

사소송법」 등 다른 법령을 적용한다.

법률안 민소전자문서법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다만,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

별 또는 법원별로 대법원규칙으로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0183호, 2010.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별 또

는 법원별로 대법원규칙으로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전자정부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3

호 및 제4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는 

2010년 5월 4일까지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6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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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절차별 또는 법원별로 대법원규칙으로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민사 전자소송에서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시기에 관한 규칙」에 상응하는 대법원규칙을 통해 형사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19.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가. 약식전자문서법의 폐지 또는 개정

검사는 전자소송 의무자이므로 법률안이 시행되면 약식명령도 전부 전자적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안의 시행에 맞춰 약식전자문서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

나. 수사기관의 전자기록 열람·검색 제한

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 집중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남용의 위험성도 커진다. 따라서 형사사법정보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법률안에는 수사기관의 전자기록 열람·검색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고, 독일 형사소송법 제498조 제2항과 같이 사전에 선별한 개별 기록

에 대해서만 열람·검색을 허용하고, 이를 넘어서는 열람·검색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만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확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는 사건도 전자화하기 위해서는 수사 업무를 수행하

는 행정기관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

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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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자소송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기록의 전자화에 따른 관리 및 접근의 편

의성을 들 수 있다. 소송관계인은 언제 어디서나 기록에 접근할 수 있고 기록의 추가·

변경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을 증대시

키고 소송관계인의 기록열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종이기록의 물리적 한계에 따른 기록 열람·복사의 지연, 상소기록 정리 

등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형사사법절차의 신속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법신뢰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권리 보장에도 기여한다.

형사 전자소송은 종이기록에 기반한 기존의 업무 형태에도 상당한 변화를 일으

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과 수사기관 등 공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변호사 업계에서

도 업무 환경의 개선과 비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전자소송 도입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집중과 그에 따른 남용의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정보의 적정한 관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전자소송 도입으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이나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되거나 침해되는 듯한 외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수사

기관의 형사사법정보를 총합적으로 저장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정보의 이용에 대한 적

절한 통제 수단을 두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게다가 공통시스템의 구축 범위를 법무부

와 수사기관들 사이로만 제한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 운영·관리 주체를 법무부 산하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으로 정하였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의 구성원 다섯 명 

중 네 명을 법무부 또는 수사기관 소속으로 하고 한 명만을 사법부 소속으로 함으로써, 

전자소송 기반을 수사기관에 치우쳐서 설계한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의 형사 전자소송 제도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여 준

다. 독일은 2017년 전자기록 도입 법률을 제정하여 2018. 1. 1.부터 선택적으로 형사 

전자소송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6. 1. 1.부터는 전면적으로 형사 전자소송을 

도입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형사사법절차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실무적 

필요에 대한 입법적 해결이었다. 전자소송의 일시적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전자소송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였고, 세부사항을 법규명령에 위임함으로

써 실무상 검토하여야 할 여러 문제들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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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보다도 수사기관이 모든 전자기록을 대상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막고 사전에 선

별한 개개의 기록에 대해서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으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법정보의 집중·남용 문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에 형사 전자소송이 도입되더라도 형사사법정보 집중에 따른 폐해 

방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체계적 보장,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제도

를 설계하여야 하며, 실무 담당자의 변경된 업무에 대한 적절한 지원 역시 필요하다.

형사 전자소송의 기초는 전자문서에 기반한 절차 진행이다. 따라서 제도 설계 

시 전자문서, 전자서명, 전자소송 동의, 전자적 제출과 송달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

한 후 절차단계별 또는 분야별로 구체적인 설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제 입법에 있어서는 형사 전자소송의 일시적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

하기 위하여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하거나 절차 내에서의 전자화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법률 자체에서는 전자소송에 대한 큰 틀만 규정하

고 세부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실무에 적합한 전자소송 모델을 

구축하고 전자소송 도입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이 2019. 1.부터 시범 시행한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는 향후 

형사 전자소송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미리 대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2019. 10. 31.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3529)은 형사 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최초

의 법률안으로서 큰 의의를 지닌다.

향후 도입될 수 있는 형사 전자소송이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신속화와 피고인의 권리 보장 등 형사소송법의 이념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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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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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2009. 3. 30.).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사법부 정보화 기반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법원행정처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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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의,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1804884, (2009. 5. 18.).

정부 발의,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5744, (2006.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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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Länder-Kommission für Informationstechnik in der Justiz, “Neue Regelungen für 

den Elektronischen Rechtsverkehr mit den Gerichten ab 01.01.2018”, (2019. 8. 

6.)(https://egvp.justiz.de/behoerdenpostfach/Informationsmaterial_fuer_Behoer

den_zu_BeBPo_und_eEB_V1_3_2.pdf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2020. 2. 22. 확인).

3. 영어 자료

【기타 자료 및 인터넷 웹페이지】

California Courts Homepage, https://www.courts.ca.gov/documents/supreme_court_of_

california_rules_regarding_electronic_filing.pdf (2020. 2. 22. 확인).

eFileTexas Homepage, http://www.efiletexas.gov/active-courts/dcpj-courts.htm (2020. 

2. 22. 확인).

eFileTexas Homepage, http://www.efiletexas.gov/documents/Mandatory-Criminal-E-F

iling.pdf (2020. 2. 22. 확인).

eFileTexas Homepage, http://www.efiletexas.gov/service-providers.htm (2020. 2. 22. 확인).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NCSC 2009 E-filing Survey”, (2009)(아래의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Homepage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Homepage, https://www.ncsc.org/services-and-expert

s/areas-of-expertise/technology/2009-e-filing-survey.aspx (2020. 2. 22. 확인).

New York State Courts Electronic Filing(NYSCEF) Homepage, https://iapps.courts.state.

ny.us/nyscef/nyscef/TrainingHome.html (2020. 2. 22. 확인).

New York State Courts Electronic Filing(NYSCEF) Homepage, https://iapps.courts.state.

ny.us/webcivil/ecourtsMain (2020. 2. 22. 확인).

New York State Courts Electronic Filing(NYSCEF) Homepage, https://iapps.courts.state.

ny.us/webcivil/etrackMain (2020. 2. 22. 확인).

New York State Courts Electronic Filing(NYSCEF) Homepage, https://iapps.courts.state.

ny.us/webmobile/ecourts/app-production.html (2020. 2. 2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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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State Courts Electronic Filing(NYSCEF) Homepage, https://iappscontent.court

s.state.ny.us/NYSCEF/live/unrepresented/HomePage.html (2020. 2. 22. 확인).

New York State Courts Electronic Filing(NYSCEF) Homepage, https://iappscontent.court

s.state.ny.us/NYSCEF/live/unrepresented/UnrepresentedHomePage.html (2020. 2. 

22. 확인).

New York State Senate Homepage,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CPL/10.

40 (2020. 2. 22. 확인).

Singapore Supreme Court Homepage, https://www.supremecourt.gov.sg/about-us/the-

supreme-court/singapore-judicial-system (2020. 2. 22. 확인).

Singapore Supreme Court Homepage, https://www.statecourts.gov.sg/cws/CriminalCase

/Pages/District-Courts.aspx (2020. 2. 22. 확인).

Singapore Supreme Court Homepage, https://www.statecourts.gov.sg/cws/CriminalCase

/Pages/Magistrate's-Court.aspx (2020. 2. 22. 확인).

United States Courts Homepage, https://www.cacd.uscourts.gov/e-filing/initiating-doc

uments (2020. 2. 22. 확인).

United States Courts Homepage, https://www.uscourts.gov/about-federal-courts/court

-role-and-structure (2020. 2. 22. 확인).

United States Courts Homepage, https://www.uscourts.gov/courtrecords/electronic-fili

ng-cmecf (2020. 2. 22. 확인).

United States Courts Homepage, https://www.uscourts.gov/courtrecords/electronic-filing

-cmecf/faqs-case-management-electronic-case-files-cmecf (2020. 2. 2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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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 2015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총서 발간일

1
재외국민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절차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4-01 2014. 12. 30.

2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4-02 2014. 12. 30.

3
파산법원 설치에 따른 회생·파산절차 관여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

2014-03 2014. 12. 30.

4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2014-04 2014. 12. 30.

연번 보고서명 연구총서 발간일

1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2014-05 2015. 2. 27.

2

중·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 
[별책: 모의재판 시나리오 및 지도안]

2014-06 2015. 2. 27.

3

오스트리아 司法制度 硏究
- 최고재판소, 행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의 상호 관계에 
대한 헌법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

2014-07 2015. 2. 27.

4

법관의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에 관한 
연구 
[별책: 강의안(PPT 및 해설 자료)]

2015-01 2015. 5. 22.

5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5-04 2015. 5. 29.

6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

2015-02 2015. 5. 30.

7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모음집」 수록 -

2015-03 2015. 6. 10.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연구보고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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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보고서명 연구총서 발간일

8
중·고등학생을 위한 법원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별책: 프로그램 안내]

2015-06 2015. 6. 26.

9
효율적인 증거개시·수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5-05 2015. 6. 30.

10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2015-08 2015. 6. 30.

11
영국의 양형기준제도 
- 양형기준제도의 법령 및 현황 -

2015-07 2015. 7. 13.

12
영국과 미국의 법관에 의한 중재 및 그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2015-10 2015. 7. 17.

13
재판기록 및 조서에 관한 실무 개선 방안 연구 
- 재판서·조서의 전자화, 법정녹음 시행을 중심으로 -

2015-11 2015. 7. 24.

14
커뮤니케이션학에 기초한 바람직한 법정 소통 방안에 
관한 연구

2015-09 2015. 7. 31.

15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에 관한 연구 
- 첨부: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 표준안 [시안] -

2015-12 2015. 9. 14.

16 가사사건의 상담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15-16 2015. 11. 9.

1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2015-14 2015. 11. 13.

18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의 분석

2015-13 2015. 11. 25.

19 각국 법원모욕의 제재 방식에 관한 연구 2015-15 2015. 11. 27.

20 각국 법관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2015-17 201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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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총서 발간일

1
전문가 감정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6-02 2016. 1. 13.

2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 

2016-03 2016. 1. 14.

3
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

2016-05 2016. 1. 15.

4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을 위한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2016-01 2016. 2. 16.

5 동산공시제도 및 동산담보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6-06 2016. 2. 25.

6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
한 연구

2016-04 2016. 2. 26.

7 압수·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6-07 2016. 3. 28.

8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6-08 2016. 3. 28.

9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 2016-09 2016. 4. 4.

10
EU사법재판소(CJEU)와 유럽인권재판소(ECtHR)에 관한 
연구

2016-10 2016. 8. 26.

11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유형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2016-11 2016. 9. 8.

12 증인신문 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 2016-12 2016. 9. 30.

13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
법적 연구

2016-13 2016. 10. 17.

14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에 관한 연구 2016-15 2016. 10. 21.

15 네덜란드의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2016-14 2016. 10. 25.

16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
원회(ITC), 특허청(USPTO)을 중심으로 - 

2016-18 2016.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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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총서 발간일

1 민사소액재판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6-19 2017. 1. 24.

2
대형 경제 형사사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증거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

2016-16 2017. 2. 23.

3 전자정보의 증거조사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 2016-22 2017. 2. 28.

4 법원의 프로보노 활동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2016-17 2017. 3. 13.

5 공익소송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6-20 2017. 3. 30.

6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2016-21 2017. 4. 28.

7 프랑스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법에 관한 연구 2017-02 2017. 5. 17. 

8 북한의 신분·공민·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2017-03 2017. 6. 20. 

9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 연구 2017-04 2017. 8. 11.

10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 (증보판) 2017-01 2017. 8. 30.

11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2017-05 2017. 9. 11.

12 배심원 설명서에 관한 연구 2017-08 2017. 9. 15.

13 각국의 법관 다양화에 관한 연구 2017-06 2017. 9. 19.

14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수립 방안 2017-07 2017. 9. 27.

15 미국 행정법판사제도에 관한 연구 2017-09 2017. 11. 20.

16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 2017-10 2017. 12. 1.

17
미국의 증거배제신청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에서 
Motion in Limine와 Motion to Suppress를 중심으로

2017-11 2017. 12. 27.

18 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 2017-12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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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총서 발간일

1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2018-02 2018. 2. 22.

2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2017-14 2018. 3. 30.

3 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2017-15 2018. 4. 30.

4 입양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8-03 2018. 4. 30.

5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연구 2018-04 2018. 6. 15.

6 프랑스, 독일, 일본 상고심의 민사 판결서 작성 방식
“사법”지 

게재
2018. 6. 15

7 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 2018-05 2018. 8. 31.

8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연구 2017-13 2018. 9. 20.

9
미국 연방파산관리인(U.S. Bankruptcy Administrator)
제도 연구

2018-06 2018. 10. 10.

10 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2018-08 2018. 10. 11.

11 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2018-01 2018. 11. 2.

12 [법원 인물사]   조진만 전 대법원장 2018-09 2018. 11. 20.

13
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
- 광역소송을 중심으로 -

2018-10 2018. 12. 26.

14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관한 연구 2018-12 2018. 12. 27.

15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에 관한 연구 2018-13 2018. 12. 28.

16
아시아·태평양인권법원 설립 전망과 과제 
- 지역별 인권법원 설립 경과 중심으로 -

2018-11 2018. 12. 28.

17 미국 법관윤리규범에 관한 연구: 외관을 중심으로 2018-14 2018. 12. 31.



445

▣ 2019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총서 발간일

1 입법과 사법의 법률정보협력에 관한 연구 2018-16 2019. 1. 28.

2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8-17 2019. 1. 30.

3 해사쟁송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2018-15 2019. 2. 27.

4 각국의 정당방위 판단기준과 국민의 법의식 2019-01 2019. 2. 28.

5 외국인 인신구속시 영사 통보에 관한 연구 2019-02 2019. 3. 29.

6
임기제공무원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사법부 임기제공무원을 중심으로 -

2019-05 2019. 6. 13.

7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2019-04 2019. 6. 19.

8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통합적 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2019-03 2019. 7. 24.

9 인지제도 및 실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9-07 2019. 7. 29.

10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019-06 2019. 8. 9.

11 사법보좌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019-08 2019. 8. 23.

1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적정한 재판운영 2019-11 2019. 11. 6.

13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9-12 2019. 11. 25.

14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에 관한 연구 2019-10 2019. 12. 18.

15
중국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
[별책: 중국 인민법원 5개년 개혁요강 전문]

2019-14 2019. 12. 27.

16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1)
-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해외 규제사례 -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2)
- 해외사례를 토대로 한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 규제방안 -

2019-09 2019. 12. 31.

17 사회적 소수자 보호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연구 2019-13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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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총서 발간일

1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중심으로 

2019-18 2020. 2. 19.

2
스위스 연방의회 제도에 관한 연구
- 입법과정 등을 중심으로 -

2019-15 2020. 2. 28.

3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

2020-02 2020. 3. 11.

4 미국 통합가정법원(Unified Family Court)에 관한 연구 2019-17 2020. 3. 17.

5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연구 2019-16 202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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