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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의 형사재 제도는 2008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 심주의로 커다란 환 을 맞이하게 되

었다. 배심원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형사재  참여제도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의 법 제도에 한 수 이 

향상되었고, 형사 재 에 참여하는 국민(배심원)들의 수 에 맞는 형사재 의 진행과 설명, 과학 인 증거의 

제시를 통한 증거주의 재 이 실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검찰에서는 과학  조사기법과 수사의 과학화를 

한 한 방편으로 상녹화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부가 인 지원 차로서 컴퓨터 속기사를 국 검찰청에 상

주시킴으로써 상녹화를 통하여 진술된 내용의 문서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속기제도

를 국내외 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과학  조사기법으로 개되고 있는 상녹화제도속의 컴퓨터속기의 

미래를 망 해본다. 본 논문을 통하여 검찰에서 지양하는 과학조사를 한 상녹화제도에서 컴퓨터 속기가 

차지하는 역할과 망을 살펴 으로써 조사기법의 선진화를 진하고, 인권보호, 공개재 심주의에서 컴퓨터

속기의 요성과 치를 재조명할 수 있다.

ABSTRACT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08 marked a great turnaround in the criminal trial system in our country, and 

the criminal trial system has been based on the trial priority principle from then on. People in general have been entitled to 

participate in criminal trials, which can be called the jury system, and their awareness of the law has consequently been taken to 

another level. And the principle of trial by evidence that requires fair process, explanation and scientific evidence is realized in a 

manner to be appropriate at people(jury)'s level. The prosecution was introduced a video recording system to ensure the efficiency 

of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and assisted every prosecutor's office across the nation to hire computer-added stenographers to 

back up the documentation of statements during video record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Korean and foreign 

computer-added stenography systems and the prospect of computer-added stenography of the video recording system that has been 

utilized to make a scientific investigation. The effort by this study to look into the roles and prospect of computer-added 

stenography in the video recording system that has been introduc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cientific investigation, which the 

prosecution pursues, is expected to expedite the advancement of criminal investigation, to guarantee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o shed new light on the importance and status of computer-added stenography in the trial priorit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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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검찰과 경찰에서는 수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인

권보호를 하여 2004년부터 상녹화제도를 추진하

으며, 2008년 형사소송법의 면 개정에 따라 공

주의의 일환으로 상녹화제도가 국 검찰청을 비롯

한 수사기 으로 확 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녹화물은 독립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상녹화물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성을 부인하

는 경우 이를 탄핵하기 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상기한다면, 재 거의 모든 검찰청에서 송치된 사건

이나 요사건에 하여 검사가 직  수사 을 참여

시켜 상녹화조사를 마친 후, 수사 을 통해 수사보

고서 형식의 녹음녹화서 요약이나, 속기사를 통한 신

문조서의 속기록을 기록에 편철하여, 녹음녹화 시디와 

함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거나 별건 보 하고 있다. 

즉 일부사건에 하여는 별도의 조서가 작성되지 않

고 있다. 이에 컴퓨터 속기사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

는 시 에서 컴퓨터속기사에 한 기능, 실무  역량

강화를 한 법․제도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

에 우리나라의 컴퓨터속기의 실과 국외사례를 비교

하고, 상녹화제도의 활성화를 한 기 로서 속기사

의 역량강화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인권

보호․공 심주의를 한 상녹화제도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컴퓨터속기에 한 필요성과 과학  조사

기법의 미래를 망해 볼 수 있다. 

Ⅱ. 본 론

1. 상녹화제도

수사기 에서 음성녹음 내지는 상녹화를 수사에 

활용하는 사례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사

기 이 피의자 신문이나 참고인 신문과정에서 피신문

자의 진술을 상녹화 하는 기법은 수사과정의 투명

성 확보에 기여하며, 수사기법의 선진화, 형사재 실

무의 효율 운  등에 정 이고 발 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구술을 통한 공방의 진행되어야 

하는 법정이 상녹화물의 시청을 한 극장으로 

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이의 안으로 음성녹음의 경우에는 수사보고서를 

통하여 약술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며, 상녹화의 경우

에는 속기사를 통한 속기록을 기록에 편철하거나 

상녹화물은 증거로 제출하고 속기록은 별도로 보 토

록 함으로써 상녹화물의 보충  성격을 띄고 있다.

과거의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과정의 상녹화에 

한 규정은 없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 피해자보호

에 한법률 제21조의3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10조에서 제한 으로 상녹화  녹음을 규정하다

가,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참고인의 진술을 상녹화하는 

제도1)가 도입되어 2008. 1. 1.부터 시행 에 있다.

2. 상녹화의 장․단

가. 상녹화의 장

수사기 의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을 빠짐없이 

상녹화한다면 조사자의 신문방식과 피의자의 진술

이 여과없이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수사과정의 상

녹화는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공정한 외부감

시장치로서 기능과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수사기 의 강압이나 회유, 고문 등 가혹행 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계인의 인권보호장치로

서도 가능하다[4]. 

 상녹화는 조사자와 진술자의 질문․진술태도

나 어조, 신문의 방식과 화내용을 모두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의 황을 사후 으로 단

하는데 유용한 자료이다[1].

나. 상녹화의 단

상녹화의 과정을 모두 녹화해야한다면 많은 시

간이 소요되어 소송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녹화된 데

이터를 보존하거나 CD/DVD로 제작하여 피의자 는 

참고인이 재시청하여 자신의 의견과 다르게 상녹화

된 부분을 이야기 하고 이를 조서에 기록하기 해서

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법정심리의 부분을 수

사과정을 상녹화한 녹화물의 재생에 할애함으로써 

충실한 법정심리를 통한 공 심주의가 다시 형행화

될 우려가 높다는 지 도 있다[2].

상녹화물은 그 촬 카메라의 각도,  상에 

따라 그 시청자에게 큰 편견을  수 있으며, 상녹

1)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24조의2, 제318조의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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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개시  피의자에게 가해진 강압․ 박․회유등 

그 진술의 임의성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  기

록될 수 없다는 본질 인 한계가 있다[1]. 

2. 외국의 상녹화제도

가. 국

국은 이미 1984년부터 모든 피의자의 진술에 

하여 녹음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테이  녹음에 한 

실무규범과 비디오 녹화에 한 실무규범에 의해 시

행되고 있다. 국에서는 자백이 사건과 련이 되어 

있고, 유죄여부가 오직 자백에만 근거한 경우에 한하

여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여 법정에 제출될 수 있다. 

이때 자백은 강압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검찰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과거 자백에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논란을 녹음․녹화가 해결해 주었다.

국 경찰들은 상녹화가 시행된 직후 상당한 불

편을 호소하 으나 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

으며, 부분의 경찰등 수사기 에서는 상당한 우호

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미국

미국은 2007년 1월까지 7개의 주가 법률규정 는 

법원에 의하여 구속된 용의자에 한 신문을 녹화하

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도시들과 기타 지역에서

는 이러한 법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

한 정책들을 채택하고 있다[3]. 2004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 내 38개 주에 있는 238개의 각 지역 수사 들이 

구속된 용의자에 한 신문을 녹화하고 있었다고 밝

혔다.

미국 거의 모든 경찰들이 실무에서 녹화조사를 매

우 선호하고 있으며, 유사이래 녹화가 수사 들에게 

가장 좋은 도구라고 하는 수사 도 있었다고 한다. 심

문기법인 리드테크닉을 훈련받은 알래스카와 미네소

타의 수사  112명을 상 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90%

의 수사 들이 상녹화에 한 우호 인 태도를 보

다.

다. 독일

독일에서는 피의자신문에서 녹음녹화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다만 1998. 4. 30. ‘형사 차상의 

증인신문에 있어 증인보호와 피해자 보호의 개선을 

한 법률 : 증인보호법률’이 발효되어, 제한 이나마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인 아동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

는 방법으로 녹음녹화가 시행되고 있다. 독일 형사소

송법 제250조는 사실의 입증이 사람의 지각을 토 로 

하는 경우에는 제251조 이하에서 규정한 일정한 외

를 제외하고는 진술자를 공 차에서 신문하여야 하

고, 에 행해진 신문조서나 진술서로 신문을 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등 수사기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이 원칙 으로 부정한다. 그 결

과 수사기 이 녹화한 비디오테이 도 신문조서와 동

일한 취 을 받기 때문에 원칙 으로 증거능력이 부

정된다는 이 특이하다[1].

라. 일본

일본은 재까지 녹음녹화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

다. 그러나 일본변호사 회에서는 1990년 반부터 

‘피의자신문의 가시화’라는 모토를 내세워 녹음녹화제

도의 도입을 주장한 이후 지속 으로 제도도입을 강

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2003년 12월에는 녹음녹화제 

도입을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시하기도 하 다. 

그러나 검찰은 녹음녹화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반

하고 있으며, 일본 정보도 제도도입에 소극 인 자세

를 보이고 있다. 제도도입을 반 하는 이유는 신문을 

녹음녹화한다면 신문상황이 감시되기 때문에 조사자

외 피의자 사이의 신뢰 계가 형성되기 어려워 진실

발견을 해할 수 있다는 소  ‘신뢰 계론’을 주된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비용이 과다하게 소

요된다는 과 조나 개작의 우려가 있다는  등도 

이유로 들고 있다[1].

Ⅲ. 컴퓨터 속기

1. 컴퓨터 속기

속기란 사람의 말을 문자로 기록하기 하여 특수

한 부호로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한 후 일반문자로 변

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속기사는 일반 사람들

이 사용하는 언어 속도에 맞추어 빠르고 정확하게 부

호화한 후 다시 문자화하는 기능을 가진 사람을 말하

는 것으로 과거에는 수기에 의한 속기가 주를 이루었

으나 디지털기기의 등장과 컴퓨터기능의 발달로 인하

여 컴퓨터를 이용한 속기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컴퓨

터 속기는 무형의 음성  언어를 빠르고 정확하게 기

록하여 이를 문자화하는 모든 활동을 컴퓨터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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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진행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속기라함은 

수필속기를 말하고 있으며 수필속기는 , 선, 부호 

등을 사용하여 기록한 뒤 다신 로 바꾸는 과정이라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컴퓨터의 발 으로 인하여 기존의 수필속기

를 신하는 방안으로 컴퓨터 속기가 등장하게 되었

으며, 2000년 에는 디지털 기능을 용한 속기 장비

가  처음 등장하 고, 2009년에 개발된 디지털 상속

기 장비는 여러 속기사가 동시에 원격으로 속기할 수 

있는 다자간네트워크 속기시스템과 스마트 기기에 호

환되는 최신 인터페이스로, 속기사가 약자를 수정하거

나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2. 컴퓨터 속기 시장 황

우리나라의 컴퓨터 속기와 련된 제품을 생산하고 

교육하는 곳은 크게 C사와 S사로 양분할 수 있다.  

오랜 역사와 통을 가지고 국회, 법원, 지방의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C사의 제품과 컴퓨터 

련 신기술과 여러 가지 특화된 솔루션을 탑제한 S

사의 제품은 컴퓨터속기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바

가 크다.

특히 S사의 S제품은 재 컴퓨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6키보드 자  배열을 이용하여 컴퓨터 속

기 자  배열의 이 화를 이루었으며,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약어를 등록, 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특수

문자, 어약자 기능 등을 자유롭게 입력하여 키보드

에서 송할 수 있다. 

특히 여러 명의 입력자와 검수자에게 상을 녹화

와 동시에 재생하여 속도를 조 하여 속기를 할 수 

있으며, 속기사의 입력내용이 검수자에게 송되어 입

력과 동시에 수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런 기

능을 활용하여 수사기 에서 상녹화를 제도의 한 

부분으로 피의자 는 참고인의 조사가 종료됨과 동

시에 조서를 작성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른 특징으로 상녹화에서 문제 이라고 지

된 보안성이 강화되어 속기사가 임의로 일을 복사

할 수 없으며, 속기사를 한 녹화 일이 생성되지 않

고, 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는 임시 일까지 모두 삭

제되므로 상녹화에서 나타난 얼굴표정, 분 기, 조

서작성상황 등이 속기된 후 출력되므로 상녹화의 

․변조를 상호 보완하여 무결성을 입증하는 기능도 

존재한다.

3. 수사기 에서 컴퓨터속기의 활용

컴퓨터 속기는 상녹화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보조 인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즉 상물에 한 

검색 는 피의자 는 참고인의 요구사항을 수렴하

기 하여 상물을 처음부터 모두를 재생하기에는 

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6]. 이때 컴

퓨터 속기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신문조서의 모든 내

용을 직  는 원격을 통하여 속기하게 되고 특이한 

상황도 속기록에 기재하게 된다.

피의자 는 참고인이 요한 상황에 하여 불필

요한 행동, 어 한 언어, 표정 등에 한 모든 것이 

속기되므로 상녹화가 끝난 즉시 신문조서에 편철할 

수 도 있으며, 속기록 에서 요청한 부분을 즉시 검

색하여 수정 보완 할 수도 있다[7]. 

그림 1. 컴퓨터 수사 속기의 활용
Fig. 1 Using of Computer-Added Stenography

4. 컴퓨터 속기사에 한 문제 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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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속기를 상녹화의 보조수단으로 기능을 강

화하고, 조사를 지원하는 새로운 조사 기법임에도 불

구하고 수사기 에서 컴퓨터 속기사의 역할은 많지 

않다.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기 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조서를 작성하는데 반하여 속기사들

은 계약직으로 직군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으며, 

수사기 에서 취업 즉시 조서작성의 업무에 투입되어 

근무하므로 수사 용어에 한 이해도 부족, 조서기법 

 환경에 한 이해와 응도는 떨어지는 등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속기사들에 한 법률  

조사기법의 일반에 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

정 인 지 를 보장해야 한다.

보통 수사기 의 수사 들이 수사에 참여하거나 조

사에 참여하기 해서는 학교의 교육을 제외하고라도 

연수원등 교육기 을 통하여 수시교육을 받고 있으며, 

사이버 교육을 통한 재충 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반

하여, 속기사들의 교육은 무한 실정이다.

변하고 있는 IT환경과 새로운 신문기법의 변화

를 따라가고 상녹화의 조력자로 치를 잡기 한 

법과 제도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Ⅳ. 결 론

상녹화제도는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선진화된 조

서작성을 한 방법으로 수사기 에서 그 활용도가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상녹화된 출력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거나 법정에서 공 심주의에 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탄핵증거로 채택되고 있다. 이를 보완

하기 하여 컴퓨터 속기가 필요하고, 컴퓨터 속기는 

조서작성의 모든 과정을 직  는 원격으로 속기사

를 통하여 속기조서로 작성하여 일반 신문조서와 같

이 피의자 는 참고인이 즉시 검토하고 요구사항을 

수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는 재 정을 극장화 

시킨다는 일부 반 의견을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실시간 컴퓨터속기록은 상녹화의 

․변조 는 조사후 즉시 피의자 는 참고인의 요

구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새로운 조사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차후 연구과제로는 컴퓨터 속기를 국의 수사기

에서 활성화 하기 한 방안과 법과 제도의 정비 등을 

통하여 속기록에 한 법  지 를 부여하고 속기사

의 안정된 직업을 보장하는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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