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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elp.scourt.go.kr)에서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의 본문 내용을 볼 수 있고 수어집을 내려 받을 수 있습

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영상

보기를 클릭하면 수어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종래 청각장애인의 주된 의사소통 수단인 수어(手語)에 일부 법률용

어의 표준화된 표현방식이 없거나, 청각장애인 또는 수어통역인이 재판

절차와 관련된 법률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청각장애인

이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절차에서 청각장애인과 수어통역인이 표

준화된 법률용어 수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이 재판

상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장애가 없도록 형사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법률용어를 수어로 정리한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

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수어집에서는 실제 형사절차가 이루어지는 순서대로 각 절차에 대

한 설명과 실제 사용하는 문구 및 용례를 수집하여 수어로 번역하였습니

다. 또한 형사절차 전반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법률용어를 모아 이를 수

어로 번역하고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발간사

3 



이 수어집의 발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신 한국농아인협회의 

연구진 및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감수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아무쪼록 이 수어집이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청각장애인들과 이를 조

력하는 수어통역인에게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하여 청각장애인이 그 동안 

재판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겪었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

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법원은 장애인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재판절차

에 참여하는 데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장애

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법원행정처장   조 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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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수어집은 수화언어(수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농인들과 농인들에게 음성언어를 수화

언어(수어)로 통역하는 청인과 농인 통역사들의 사법절차 접근성 향상과 법적 권리를 

차별 없이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발하였습니다. 

2.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의 주요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절차를 1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① 공소의 제기 ② 소환 및 출석 ③ 개정 및 사건의 호명 

 ④ 진술거부권 고지 ⑤ 인정신문 ⑥ 검사의 공소사실의 요지 진술 

 ⑦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사실 인정여부 진술 ⑧ 검사의 증거 신청  

 ⑨ 변호인의 증거 의견 진술 ⑩ 증거조사 ⑪ 피고인신문 

 ⑫ 검사의 최종의견 진술(구형) ⑬ 변호인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

  ⑭ 변론종결 ⑮ 판결 선고

2) 각각의 절차는 4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① 공판절차 명  ② 공판절차 설명 

 ③ 공판절차별 실제 사용하는 문구 및 용례 ④ 관련 용어

3) 그 외 농인 참여 재판 시 숙지 사항과 절차 외 법률용어와 범죄명이 수록되었습니다.

3.  형사절차에서 인지해야 하는 모든 내용은 법률 전문가들의 수차례의 논의와 수정·보

완을 거쳐 만든 한국어 원문과 이를 청인과 농인 수어통역전문가들이 한국수어로 변환

한 수어 번역문을 병행하였습니다.

4. 수어 번역문에서 사용한 주요 번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어와 한국수어는 문법이 다를 뿐 아니라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표현방식)에서도 많은 차이

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어 원문을 그대로 수어로 대체하면 부자연스럽고 의미전달이 제대로 

안되거나 왜곡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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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장의 내용에서 열거된 사항들이 두세 가지 이상일 때,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몇 

개의 단문형식으로 나누어 만들고, 가능한 1(첫째), 2(둘째), 3(셋째), …을 문장 첫머리에 제시

하였습니다.

(예)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과 피고인 소환장, 의견서를 보냅니다.

→ 〔법원＋피고인(죄＋그/의심)＋보내다＋서류＋무엇〕

〔1. 죄＋내용＋서류〕

〔2. 재판＋부르다＋서류〕

〔3. 피고인＋의견＋서류〕

(예)  형을 면제하거나 형의 선고를 미루어주는 선고유예 외에는 벌금, 금고, 징역, 사형 등의 

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형의 집행을 미루어줄 수 있습니다. 

→ 〔벌+선고+종류+무엇〕

〔1. 벌＋면제＋선고〕

〔2. 선고＋보류＋선고〕

〔3. 벌＋얼마＋선고〕

〔4. 금고(철장＋머물다)＋선고〕

〔5. 징역(철장＋벌)＋선고〕

〔6. 사형(올가미＋위로 당기다)＋선고〕

〔징역＋3년＋이하＋집행유예＋가능〕

〔벌금＋500만 원＋이하＋집행유예＋가능〕

2)  위의 1)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수어 번역문에서는 관계대명사의 문법적 기능을 하는 〔무엇〕

을 사용하여 앞의 주제문과 뒤의 논평문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였습니다.

3)  위의 1)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수어 번역문에서는 〔서류〕나 〔선고〕 등의 핵심 단어를 반복함

으로써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4)  원문의 용어가 농인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것이면 그대로 번역하였습니다.

(예) 농인 감경(농아자 감경) 〔농인＋벌＋반〕, 항소 〔고등＋재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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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어 번역문의 표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어는 〔   〕안에 넣어 표시하였다. 단, 순차적 합성어는 단어＋단어로, 동시적 합성어는 /로 

표시하였습니다.

(예) 〔고소〕, 〔영장〕, 〔압수〕, 인정신문 〔본인＋확인〕, 피고인 〔죄＋그/의심〕

2) 구나 절 또는 문장은 단어와 단어 사이를 +부호로 연결하여 〔    〕안에 표시하였습니다.

(예) 공소의 제기 〔죄＋재판＋신청〕

진술거부권 고지 〔말하다＋하다＋말다＋재량껏(손/가지다)＋권리＋알려주다〕

3)  동일한 단어가 상황에 따라 달리 수어로 표현될 때는 원문의 단어 옆에 (    )로 표시하였습니

다.

(예)  변론(소개) 변론(이야기) 변론(공방), 진술(고백) 진술(이야기), 증거(확인＋종류) 증거(확

인＋나타나다) 증거(확인＋목록)

4) 휴지(pause)는 ,로 표시하였습니다.

(예) 소환 및 출석 〔재판＋부르다〕, 〔재판＋참석하다〕

5) 조건이나 의문은 ?로 표시하였습니다.

(예) 〔없다?〕, 〔있다?〕, 〔싫다?〕, 〔원하다?〕

6) 한글 지문자로 표현된 단어는 (지문자)라고 표시하였습니다.

(예) 피의자(지문자), 피고인(지문자), 홍길동(지문자), 김기철(지문자)

6. 제시된 수어단어의 활용

수어단어의 이미지는 기본형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칭과 대상에 따라 말하는 사람과 말을 전달받는 사람의 방향을 일치시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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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 참여 재판 시 
숙지 사항

1. 순차통역과 동시통역

일반 외국어 통역론에서 순차통역은 화자의 말이 끝난 이후에 진행되는 통역이고 동시통역은 

화자의 발화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통역입니다.

순차통역은 동시통역에 비해 메시지 전달의 정확도가 높고 빠른 전달보다는 정확한 전달이 요

구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동시통역은 빠른 메시지의 전달을 목표로 하여 정확도가 비교적 떨어지고 내용의 오류 또

는 오해의 가능성이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외국어 통역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듣기 → 이해 → 분석 → 재구성 → 발화의 과정을 

통해 통역이 됩니다. 수어통역도 마찬가지 과정을 통한 통역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중요한 통역에서는 순차통역을 기본으로 한 통역 환경이 구성되

어야 합니다.

그래야 동시통역이 가질 수 있는 통역의 오류를 통한 사실오인과 판결 불복 등의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신조어를 만드는 방식

음성언어와 달리 수어의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수어단어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 사용

하면 의미전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어단어

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장의 흐름에 따라 어떤 의미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단

어를 표현하는 수어단어를 달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한 인물에 여러 명칭의 사용

한국어 특성상 해당 인물의 처해진 위치에 따라 여러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한 인물이 부르는 위치에 따라 엄마나 아내, 딸, 고모, 이모 등의 여러 명칭으로 불리

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각언어인 수어의 특성상 하나의 메시지 안에서 여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인물의 혼동을 가

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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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내용이 완료되거나 해당 내용의 재판이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인물의 명칭은 한 

가지로 통일해 사용하는 것이 인물의 혼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중에는 변호인과 변호사, 피의자와 피고인 등을 하나의 수어로 정리하여 표현하는 

것이 인물의 혼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문장의 길이

한국어의 경우 문장의 길이가 길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러나 수어의 경우 하나의 문장 길이가 길어지면 내용에 대한 오해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

다. 따라서 한국어의 장문을 여러 단문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수어로 표현하는 것

이 좋습니다.

5. 한국어의 주어 생략 패턴

일상적인 한국어 용례에는 “누가, 누구에게” 등 행위 주체 및 객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

다. 수어통역의 경우에는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행위 주체, 객체를 적시하여 통역하는 

것이 통역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적 효과가 중요한 체포, 구속, 피해자 등의 

경우에는 행위 주체, 객체를 분명하게 적시하여 수어통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진술의 과정

법의 용어와 실제 행위의 차이로 인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도, 도둑, 살인의 경우 특정 무기 또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수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기나 도구를 사용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특수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도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적절한 수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7. 얼굴(수어) 이름의 사용

-  농인은 타인의 한글 이름을 기억하기보다는 얼굴(수어) 이름만으로 소통하기도 합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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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해당 인물의 한글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얼굴(수어) 이름을 사용하고 그에 해당하는 이름을 알지라도 통역사가 얼굴(수어) 이름만 사

용하는 것은 자칫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얼굴(수어) 이름의 특성상 동일한 얼굴(수어) 이

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여럿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얼굴(수어) 이름과 이름(지문자)을 병행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농인이 타인의 얼굴(수어) 이름도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 얼굴, 행동, 복장의 특징을 표현하는 것을 참조하여 통역해야 합니다.

8. 수어의 표정(비수지 표현)과 공간(분류사)

농인의 표정과 수어통역사의 표정은 범죄의 의도성을 나타낼 때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표정에 

따라 범죄의 고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범죄 상태의 감정은 어떠한 것인지를 표정을 통해 내

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또한 수어통역 중에 확실한 전달을 위한 공간 구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피고인의 위치와 피해자의 위치를 확실한 공간으로 나누어 수어통역 중에는 일관성 있게 표현

해 줘야 합니다.

수어통역 중에 공간을 바꾸면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9. 시제의 표현

과거의 행위, 현재의 상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수어의 표현 중에는 그 의미가 혼동되어 오류

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 중에 시제와 관련하여 한국어 내용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단어를 생략하여 표

현되는 경우가 많지만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과거〕, 〔현재, 지금〕, 〔미래〕를 추가적으로 사

용합니다.

10. 호칭

농인의 사회에서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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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인의 경우 해당 인물이 자신의 앞에 있을 경우라도 호칭을 사용합니다.

수어의 경우 해당 공간에 없을 경우에는 호칭을 사용하거나 직책명을 사용하지만 해당 인물이 

자신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는 대부분 호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재판정 안에서는 판사, 변호인, 검사, 피고인 등의 호칭은 사용하지 않고 해당 인물을 가리키거

나 해당 인물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첫 수어단어와 함께 해당 인물을 가리키는 동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재판정에 있을 경우는 〔변론(소개)〕과 함께 해당 인물이 있는 위치를 가리

키는 동작으로 표현합니다.

만약 〔변호사〕 수어를 사용하는 경우 현재 같은 공간에 없는 제3의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소지가 높습니다.

11. 서술어의 모호성과 명확성

한국어에서는 의미를 강하게 말하는 것을 꺼려하고 격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려는 의도로 서술

어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절도의 의도를 가지고 00건물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어로 통역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내용입니다.

〔절도＋목적＋들어가다＋근거(증거)＋장애〕로 수어를 짧게 하여 통역이 이뤄집니다.

수어는 서술어가 짧고 명확해야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12. ‘어떻게’의 수어표현 어려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어통역에서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고인＋어떻게＋생각?〕에 대한 농인의 이해된 내용은 1) 피고인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2) 

의견이 있는가 없는가?, 3) 동의하는지 거부하는지?, 4)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는가? 여

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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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어떻게’의 수어 질문은 답변의 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수어입니다.

재판정에서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답변의 종류인지 예를 들어 주고 그 다음에 

당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묻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두괄식과 미괄식

예를 들어 ‘검사가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공소의 제

기’ 라고 합니다.’ 문장처럼 공소의 제기가 나중에 나오는 미괄식 문장의 경우 수어로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의 제기란 검사가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형사

재판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라는 형식의 주제를 앞에 두고 설명하는 방식이 수어에

서는 전달력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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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명

공소의 제기 

〔죄＋재판＋신청〕

  〔재판＋신청〕

농인이 직접 주체가 되어 고소, 고발하는 경우는 〔재판＋신고〕를 사용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

우는 접수의 의미가 있는 〔재판＋신청〕을 사용합니다.

� 〔죄〕

� 〔신청〕�� 〔재판〕

공
소
의 

제
기

1

영상보기
(1-1)

151. 공소의 제기

https://youtu.be/ieyWg0STsQ0
https://youtu.be/ieyWg0STsQ0


공판절차 설명

공소의 제기

〔죄＋재판＋신청〕

검사가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공

소의 제기’ 라고 합니다. 

〔죄＋재판＋신청 의미＋무엇〕

〔검사＋피의자(죄＋그/의심)＋벌＋목적＋법원＋신청〕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 성명, 언제, 어디서, 어떤 잘못을 했고, 이것이 어떤 법에 위반되

고, 죄명이 무엇인지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소를 제기합니다.

〔공소장＋내용(왼손바닥에)＋무엇〕

〔죄＋그/의심＋이름〕

〔사건＋언제〕

〔사건＋장소〕

〔죄＋내용〕

〔법＋어기다(불순종)＋내용＋서류〕

〔법원＋제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피의자가 되고,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상

태에서는 피고인으로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찰＋검찰(검사＋경찰)＋곳＋죄＋그/의심＋부르다＋무엇＋피의자(지문자)〕

〔재판＋시작＋때＋죄＋그/의심＋부르다＋무엇＋피고인(지문자)〕

〔단어＋둘＋상황＋따라＋다르다＋사용하다〕

공판준비절차

〔준비＋재판〕

영상보기
(1-2-1)

영상보기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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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사건일 경우 원활한 재판을 위하여 공판준비절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검사나 피

고인,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할 수 있고, 쟁점의 정리와 검사

나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의 협의 등을 위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

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

〔준비＋재판＋그＋무엇〕

〔보통, 사건＋간단＋때＋준비＋재판＋필요 없다〕

〔사건＋복잡＋때, 재판＋진행＋능숙＋목적＋준비＋재판＋있다〕

〔검사＋피고인(죄＋그/의심)＋변호사(재판＋변론(소개)＋사람)＋재판＋계획＋서류＋준비〕

〔재판＋절차＋협의〕

공판절차별 실제 사용하는 문구 및 용례

공소장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죄＋재판＋신청〕

〔예＋죄＋재판＋신청＋서류＋보여주다〕
영상보기
(1-3)

171. 공소의 제기

https://youtu.be/8vY6zQPK4r4
https://youtu.be/8vY6zQPK4r4


  공소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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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형사사건 

형법 등 여러 법률에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떠한 벌을 받는

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①��〔죄＋사건〕

②�〔형사＋사건〕

 공판(형사재판) 

법원의 판사가 피고인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판단하고, 만약 범죄를 저질렀

다면 어느 정도로 처벌할지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 법정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

라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상보기
(1-4-1)

영상보기
(1-4-2)

191. 공소의 제기

https://youtu.be/WCuKF_MuHPM
https://youtu.be/WCuKF_MuHPM
https://youtu.be/jmvUCZAct6Q
https://youtu.be/jmvUCZAct6Q


�〔재판〕

 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사람입니다.

〔죄＋그/의심＋사람〕

 피고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아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

자가 피고인이 됩니다.

①��〔죄＋그/의심＋재판＋사람〕

영상보기
(1-4-3)

영상보기
(1-4-4)

20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https://youtu.be/w6T3sWmcqKU
https://youtu.be/w6T3sWmcqKU
https://youtu.be/MJL2SL11k-A
https://youtu.be/MJL2SL11k-A


②�〔죄＋그/의심＋사람〕

③�〔죄＋그/의심＋피고인(피고인이�앉아�있는�곳으로�손을�가리킨다)〕

  공판이 시작되는 경우 피의자는 피고인이 됩니다.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것을 고지

하거나 구분하기 위해서 피고인 ①의 수어를 사용합니다. 재판 중에는 재판의 수어를 생략하여 피고

인 ②를 사용합니다. 재판 중에 피고인 자신에 대한 내용임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죄＋그/의심을 수

어를 한 후 피고인이 앉아 있는 곳으로 손을 가리킨다는 피고인 ③을 사용합니다.

 공동피고인

2명 이상의 피고인이 같은 공판절차에서 공동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그 각각의 피고

인을 말합니다.
영상보기
(1-4-5)

211. 공소의 제기

https://youtu.be/_Iq5kRRHdq0
https://youtu.be/_Iq5kRRHdq0


〔재판＋죄＋의심＋왼손을�구부려�가슴�앞으로�당김＋오른�주먹의�1지로�둥글게�가리킴〕

  상피고인의 경우 공동피고인의 수어를 한 후, 해당하는 사람을 손가락으로 지칭하여 사용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의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입니

다.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죄가 없는 것으로 추정받으므

로,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을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선고＋아직＋낙인＋할�수�없다〕

영상보기
(1-4-6)

22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https://youtu.be/eeD1NeAWdS8
https://youtu.be/eeD1NeAWdS8


 기소

‘공소의 제기’라고도 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법원에 형사재판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소(재판＋신청)〕

 공소장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법원에 내는 문서입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 ‘공소사실’, 

피고인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의 이름인 ‘죄명’, 어떤 법률을 위반하였는지를 

말하는 ‘적용법조’ 등이 적혀 있습니다.

①�〔공소(재판＋신청)＋서류〕

②�〔죄＋내용(왼손바닥�위에�오른손�날을�세워�내린다)＋서류〕

영상보기
(1-4-8)

영상보기
(1-4-7)

231. 공소의 제기

https://youtu.be/cc5I8azS9AU
https://youtu.be/cc5I8azS9AU
https://youtu.be/Mvpl4COt1d8
https://youtu.be/Mvpl4COt1d8


 공판절차

형사재판인 공판이 시작되어서 끝날 때까지의 전체 과정을 말합니다. 반면 민사재판

에서는 재판절차를 ‘변론절차’라고 합니다.

①�〔재판＋목차(절차/위에서�아래로)〕

②�〔재판＋목록(왼손가락�끝을�오른�주먹의�1지로�아래로�내려가면서�댄다)〕

 공판준비절차

주로 사건의 내용이나 증거가 복잡한 경우에 공판기일을 잘 진행하기 위하여 미리 사

건의 중요한 내용, 검사나 변호인의 주장 등을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필요한 

경우 진행하는 절차이지만 국민참여재판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해

야 합니다.

〔준비＋재판〕

영상보기
(1-4-9)

영상보기
(1-4-10)

24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https://youtu.be/xH-rlemW9lE
https://youtu.be/xH-rlemW9lE
https://youtu.be/IDMPLJONUoE
https://youtu.be/IDMPLJONUoE


� 〔부르다〕

� 〔참석〕

�� 〔재판〕

�� 〔재판〕

소
환 

및 

출
석

2

공판절차 명

소환 및 출석 

〔재판＋부르다〕, 〔재판＋참석〕

  〔재판+부르다〕의 표정

수어에서의 표정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1. 문법의 표지 기능 - 의문문, 긍정문, 감탄문 등의 문법을 알리기 위한 기능

2. 강약의 표현 - 해당 단어의 강도에 따라서 표정을 조절합니다.

3.  대상의 구별 - 해당 메시지의 대상이 자신과 동급관계, 상급자의 관계, 하급자의 관계, 사람이 아닌 

기관이 부르는 경우 등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4.  말의 행위자가 현재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와 제3자 또는 같은 공간에 해당자가 없는 경우는 구별하

여 표현합니다.

5.  화자의 감정 -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부 또는 기관에서 부르는 경우 

다소 엄숙한 표정으로 표현합니다.

영상보기
(2-1)

252. 소환 및 출석

https://youtu.be/b6TT95pLatQ
https://youtu.be/b6TT95pLatQ


공판절차 설명

소환 및 출석 

〔재판＋부르다〕, 〔재판＋참석〕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과 피고인 소환장, 의견서를 보냅니다.

〔법원＋피고인(죄＋그/의심)＋보내다＋서류＋무엇?〕

〔1. 죄＋내용(왼손바닥에)＋서류〕

〔2. 재판＋부르다＋서류〕

〔3. 피고인(죄＋그/의심)＋의견(생각)＋서류＋세 개+보내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장과 함께 보낸 의견서 양식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 이유, 공판준비절차

에 관한 의견, 양형에 대한 의견 기타 재판부가 참작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죄＋그/의심)＋공소장(재판＋신청＋서류)＋(우편)받다＋7일＋안＋답＋서류＋법원＋제출〕

〔1＋죄＋내용(왼손바닥에)＋인정＋맞다(같다)＋이의(아니다)＋의견〕

〔2＋인정＋못하다＋이유＋무엇〕

〔3＋준비＋재판＋하다＋말다＋의견〕

〔4＋양형＋의견〕

〔5＋원하다＋부탁＋내용＋의견＋서류＋서류＋법원＋제출〕

  국어의 문장 상에는 1, 2, 3의 번호를 제시하는 내용이 없지만 수어에서는 내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1, 2, 3 등의 번호를 제시합니다.

피고인 소환장에는 재판하는 날짜와 시간, 재판에 참석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으며, 피고인

은 그 날짜에 직접 법원에 가야 합니다.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에도 법원에 그 사실

을 꼭 알려야 합니다. 만약 변경된 주소를 알리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거나,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죄＋그/의심)＋부르다(안에서 밖으로)＋서류＋내용＋무엇?〕

〔재판＋날짜＋시간＋출석＋꼭＋적혀있다〕

영상보기
(2-2-1)

26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https://youtu.be/q4L4tNfmbPs
https://youtu.be/q4L4tNfmbPs


〔만약＋주소＋전화번호＋바뀌다＋법원＋알려주다＋꼭〕

〔알리다＋없다?＋연락(전화 연락)＋안되다＋때〕

〔영장＋구속＋가능〕

〔피고인(죄＋그/의심)＋빼다＋재판＋시작〕

  소환장 〔재판＋부르다〕 수어는 법원 입장에서 밖의 사람을 안으로 부르는 동작입니다. 따라서 이 문

장의 경우 내용상 피고인의 입장에서 〔부르다〕 수어를 안에 있는 사람(피고인)을 밖으로(법원) 부르

는 동작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

여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입니다.

〔국민참여재판(사람＋참여(오른손을 구부려 팔을 당겨 오른쪽에 배치되는 동작)＋재

판)＋절차＋무엇?〕

〔형사＋재판＋때＋배심원(재판+참여(오른손을 구부려 팔을 당겨 오른쪽에 배치되는 동작)＋그)〕

〔죄＋있다＋없다＋토론〕

〔벌＋양＋무엇＋토론＋끝＋후〕

〔판사＋결과＋받아들이다＋벌＋조절＋선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

판 의사확인서를 작성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죄＋그/의심)＋국민참여재판(사람＋참여)＋오른손을 구부려 배치된 모습을 나타냄＋원하

다?〕

〔공소장＋우편＋보내다＋7일＋사이＋신청〕

〔국민참여재판＋신청＋서류(약간 내리며)＋끝＋도장＋법원＋제출〕

국선변호인 및 수어통역사 관련

〔국가＋선정＋변호사(재판＋변론(소개)＋사람)＋또＋수어통역사＋관계＋내용〕

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농인인 경우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없고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어도 직접 변호인을 정해줍니다.

〔피고인(죄＋그/의심)＋변호인(재판＋돕다＋사람)＋도움받다＋권리＋있다〕

영상보기
(2-2-3)

영상보기
(2-2-2)

272. 소환 및 출석

https://youtu.be/ulnaA0-QrzM
https://youtu.be/ulnaA0-QrzM
https://youtu.be/9Wm9Zry4y_o
https://youtu.be/9Wm9Zry4y_o


〔만약＋피고인(죄＋그/의심)＋나＋농인, 재판＋돕다＋사람＋없다?＋재판＋불가능〕

〔법원＋피고인(죄＋그/의심)＋변호사＋신청＋없다〕

〔법원＋알아서＋정하다＋국선변호사＋주다〕

이 변호인은 나라에서 정해주는 ‘국선변호인’이기 때문에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

한다면 직접 변호사를 찾아서 계약하고 변호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국선변호사(국가＋선정＋변론(소개)＋사람)＋무료(돈＋없다)〕

〔만약＋갈등?＋사선변호사(개인＋구하다＋변론(소개)＋사람)＋돈 주다＋계약〕

〔변호(재판＋변호(소개))＋맡기다(일임)〕

농인이 피고인인 경우 수어통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날짜 전에 변호인에게 수어통역

사가 배치되는지 담당재판부에 확인하고 배치가 되지 않으면 배치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

니다. 재판부에 장애인 사법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농인＋재판＋때, 수어＋통역＋도움받다＋가능〕 

〔수어통역＋부르다＋방법〕

〔재판＋전＋농인＋변호사(재판＋변론(소개)＋사람)＋부탁〕

〔변호사(재판＋변론(소개)＋사람)＋법원＋신청〕

〔장애인＋재판＋도움받다＋신청＋네모＋제출〕

만약 농인의 재판에서 국선변호인 또는 수어통역사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 진행

을 중단하고 국선변호인 또는 수어통역사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만약＋농인＋재판＋때〕

〔국선변호사(국가＋선정＋변론(소개)＋사람)＋또＋수어통역사＋없다?, 재판＋중지〕

〔국선변호사(국가＋선정＋변론(소개)＋사람)＋또＋수어통역사＋필요＋주세요＋신청〕

공판절차별 실제 사용하는 문구 및 용례

소환장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르다〕,  〔재판＋참석〕

〔예＋재판＋부르다＋서류＋보여주다〕 영상보기
(2-3)

28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https://youtu.be/yqL--H1Y44Y
https://youtu.be/yqL--H1Y44Y


  소환장 예시

292. 소환 및 출석



관련 용어

 소환 

법원이 피고인이나 증인 등에게 일정한 날짜와 시간에 법원이나 법원이 아닌 다른 장

소에 출석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때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가 ‘소환장’입니다. 

〔재판＋부르다〕

 공판정

공판을 하는 장소입니다. ‘법정’이라고도 합니다. 예시) 공판정은 202호 법정이다.

〔재판＋곳〕

 공판기일

공판을 하는 날짜입니다. 예시) 공판기일이 변경되었다.

영상보기
(2-4-1)

영상보기
(2-4-2)

영상보기
(2-4-3)

30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https://youtu.be/qnlSQaWlRyk
https://youtu.be/qnlSQaWlRyk
https://youtu.be/8DOxAcH6z0Y
https://youtu.be/8DOxAcH6z0Y
https://youtu.be/uEVn6EFEKG4
https://youtu.be/uEVn6EFEKG4


〔재판＋날짜〕

 변호인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고, 법률적인 

문제를 상담해주는 전문가로 대부분 변호사입니다.

①�〔재판＋돕다＋사람〕

②�〔재판＋변론(소개)＋사람〕

③�〔재판＋변론(소개)＋그〕

영상보기
(2-4-4)

312. 소환 및 출석

https://youtu.be/bO4hk8cwKPs
https://youtu.be/bO4hk8cwKPs


④�〔변론(소개)＋당신〕

 변호사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률 업무를 할 수 있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

람입니다.

①�〔재판＋변론(소개)＋사람〕

②�〔변론＋당신〕

 국선변호인

법원이 선정한 변호인을 말합니다. 농인은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지정

해줍니다.

영상보기
(2-4-5)

영상보기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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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82hNhARgBk
https://youtu.be/L82hNhARgBk
https://youtu.be/0k6mb_TNLqc
https://youtu.be/0k6mb_TNLqc


①��〔국가＋선정(왼�주먹의�5지�끝을�오른손의�1・5지로�잡아당기는�동작)＋변호사(변론(소개)＋사람)〕

②�〔무료＋변호사〕

 사선변호인

피의자나 피고인이 직접 정하여 선임을 한 변호인입니다.

①��〔개인＋선정(왼�주먹의�5지�끝을�오른손의�1・5지로�잡아당기는�동작)

����＋변호사(변론(소개)＋사람)〕

영상보기
(2-4-7)

332. 소환 및 출석

https://youtu.be/kiOoLLBD_uI
https://youtu.be/kiOoLLBD_uI


②�〔개인＋계약＋변호사〕

 선임

일을 할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시) 어제 변호인을 선임

하였습니다.

〔선정(왼�주먹의�5지�끝을�오른손의�1・5지로�잡아당기는�동작)＋맡기다〕

영상보기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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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9G2mC0tUEH8
https://youtu.be/9G2mC0tUEH8


 국민참여재판

살인과 같이 무거운 형사사건을 저질러 기소된 경우 피고인이 원하면 국민이 배심원

으로서 공판에 참여하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합

니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인 경우 법원에서 공소장을 보낼 때 국민참

여재판 안내서와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의사확인서를 함

께 보냅니다.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은

지 답변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공판을 진행할지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합니

다.

〔사람＋뽑다(왼)＋뽑다(오른)＋참여(오른손을�구부려�팔을�당겨�오른쪽에�배치되는�동작)＋재판〕

 배심원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중에서 선정되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

합니다. 배심원은 사건에 따라 5명, 7명, 9명이 되는데 공판기일 전에 배심원을 정하

기 위한 배심원 선정기일이 열립니다.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함

께 논의하여 결정하고, 유죄인 경우 양형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배심원들의 결정을 

‘평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평결 결과나 양형 의견에 꼭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다른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보기
(2-4-9)

영상보기
(2-4-10)

352. 소환 및 출석

https://youtu.be/7zXbXq1sMvg
https://youtu.be/7zXbXq1sMvg
https://youtu.be/YZBedloWBI8
https://youtu.be/YZBedloWBI8


〔사람＋뽑다(왼)＋뽑다(오른)＋참여(오른손을�구부려�팔을�당겨�오른쪽에�배치되는�동작)＋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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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명

개정 및 사건의 호명 

〔재판＋시작〕, 〔사건＋번호〕

  〔사건＋번호〕의 경우 2019고단1234호의 숫자는 혼동을 막기 위해서 2019의 수어를 이천십구의 지숫

자를 사용하기 보다는 2,0,1,9 각각의 지숫자로 사용하였습니다.

개
정 

및 

사
건
의 

호
명

3

영상보기
(3-1)

� 〔사건〕 � 〔번호〕

� 〔시작〕�� 〔재판〕

373. 개정 및 사건의 호명

https://youtu.be/BDYvvaXroAQ
https://youtu.be/BDYvvaXroAQ


공판절차 설명

개정 및 사건의 호명

〔재판＋시작〕, 〔사건＋번호〕

재판장은 법정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은 다음 재판이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부터 ✽✽부 형사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앉다＋재판＋시작＋선언〕

〔예＋지금＋부터＋무슨＋(✽✽부)〕 

〔형사＋재판＋시작＋선언〕

그리고 재판을 할 사건번호와 피고인을 호명합니다.

예를 들면 “2019고단1234사건 시작합니다. 피고인은 앞으로 나오세요.”

〔또＋재판＋사건＋번호＋피고인(죄＋그/의심)＋부르다(입에서 ‘ㅇ’이 나오는 부르다)〕

〔예, 2,0,1,9(지숫자)＋고단(지문자)＋1,2,3,4(지숫자)＋재판＋시작〕

〔피고인＋나오세요〕

피고인은 이때 방청석에서 앞으로 나와 변호인 옆자리에 앉습니다.

〔판사＋앞＋곳＋사람들 앉아 있다＋변호사＋자리＋옆＋피고인(죄＋그/의심)＋나와＋앉다〕

구금된 피고인은 대기실에서 나와 피고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구속＋피고인(죄＋그/의심)＋기다리다＋방＋머무르다＋변호사＋옆＋자리＋나오다＋앉다〕

공판절차별 실제 사용하는 문구 및 용례

개정 및 사건의 호명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시작〕, 〔사건＋번호〕

〔예＋보여주다〕

영상보기
(3-2)

영상보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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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zUioUzSACY
https://youtu.be/DzUioUzSACY
https://youtu.be/pTQo-ifKV0M
https://youtu.be/pTQo-ifKV0M


재판장: 2019고단1234사건을 시작합니다. 피고인은 앞으로 나오세요.

〔2,0,1,9(지숫자)＋고단(지문자)＋1,2,3,4(지숫자)＋재판＋시작〕

〔피고인(죄＋그/의심)＋나오다(오른손을 펴서 이동 경로를 표현)〕

관련 용어

 사건번호 

형사사건을 구분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매긴 번호입니다. 수사 과정의 

사건번호와 형사재판을 받을 때의 사건번호가 다릅니다. 예시) 현재 재판이 진행 중

인 사건의 사건번호는 ○○지방법원 2020고단1234이다. 

  사건번호는 단 단위 지숫자로 제시하여 정확성을 높입니다.

    2020고단1234일 경우 〔2＋0＋2＋0＋지문자 고＋지문자 단＋1＋2＋3＋4〕

〔사건＋번호〕

 재판장 

재판을 이끌어가는 판사를 말합니다.

영상보기
(3-4-1)

영상보기
(3-4-2)

393. 개정 및 사건의 호명

https://youtu.be/oqevC-wTq9I
https://youtu.be/oqevC-wTq9I
https://youtu.be/ZILMx9qjCJA
https://youtu.be/ZILMx9qjCJA


①�〔판사(재판＋타봉＋사람)〕

②�〔판사(타봉＋사람)〕

③�〔재판＋타봉＋장〕

 공판조서 

공판기일에 진행된 내용을 기록한 서류를 말합니다.

〔재판＋기록＋서류〕

영상보기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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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BMLOWi2ous
https://youtu.be/nBMLOWi2ous


 퇴정명령 

법정에서 재판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소란을 피워 재판을 방해하면 재판장은 피

고인을 법정에서 나가게 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가두어 둘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나

가게 하는 것을 ‘퇴정명령’, 가두어 두는 것을 ‘감치’라고 합니다.

〔재판＋곳＋쫓아내다〕

 감치

법정에서 재판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소란을 피워 재판을 방해하면 재판장은 피

고인을 법정에서 나가게 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가두어 둘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나

가게 하는 것을 ‘퇴정명령’, 가두어 두는 것을 ‘감치’라고 합니다.

〔재판＋곳＋쫓아내다＋가두다〕

영상보기
(3-4-4)

영상보기
(3-4-5)

413. 개정 및 사건의 호명

https://youtu.be/sdb8CfB_7os
https://youtu.be/sdb8CfB_7os
https://youtu.be/q2EnllExXtg
https://youtu.be/q2EnllExXtg


진
술
거
부
권 

고
지

4

영상보기
(4-1)

� 〔재량〕 � 〔권한〕

� 〔하다〕� 〔�말하다〕

� 〔말다〕

� 〔알려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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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spoqShu6WM
https://youtu.be/vspoqShu6WM


공판절차 명

진술거부권 고지 

〔말하다＋하다＋말다＋재량껏(손/가지다)＋권리＋알려주다〕

  거부권의 경우 거부〔싫다＋막다〕 수어를 사용할 경우 말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의미가 강조됩니다. 

따라서 〔말하다＋하다＋말다〕는 말을 할지 말지를 〔재량껏(손/가지다)〕 자신이 재량껏 할 수 있고 〔권

리＋알려주다〕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다는 수어로 사용하였습니다.

공판절차 설명

진술거부권 고지

〔말하다＋하다＋말다＋재량껏(손/가지다)＋권리＋알려주다〕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재판＋시작＋때〕

〔말하다＋하다＋말다＋재량껏(손/가지다)＋권리＋알려주다〕

진술거부권 고지: “피고인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

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서 하는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말하다＋하다＋말다＋재량껏(손/가지다)＋권리＋알려주다＋내용＋무엇?〕

〔묻다＋묻다＋꼭＋답＋아니하다＋괜찮다〕

〔피고인(죄＋그/의심)＋도움＋이익＋내용＋말하다＋괜찮다〕

〔또＋피고인(죄＋그/의심)＋재판＋때＋고백〕

〔죄＋끄집어내다＋증거＋활용＋가능〕

영상보기
(4-2)

434. 진술거부권 고지

https://youtu.be/Nt8OOpGI5QQ
https://youtu.be/Nt8OOpGI5QQ


피고인은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아도 되고, 답변하기 싫은 질문에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

다. 반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죄＋그/의심)＋묻다＋묻다＋꼭＋답＋아니하다＋괜찮다〕

〔대답＋싫어＋말다＋괜찮다〕

〔필요＋말하다＋있다?, 말하다＋가능〕

공판절차별 실제 사용하는 문구 및 용례

진술거부권 고지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하다＋하다＋말다＋재량껏(손/가지다)＋자유＋권리＋있다〕

〔예＋보여주다〕

재판장: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합니다.

피고인은 일체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

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은 유죄

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죄＋그/의심)＋말하다＋하다＋말다＋재량껏(손/가지다)＋자유＋권리＋알려주다〕

〔피고인(그)＋모두＋말하다＋아니하다＋괜찮다〕

〔질문하다(피고인에게)＋질문하다(피고인에게)＋답변＋하다＋말다＋재량껏(손/가지다)＋자유〕

〔피고인(그)＋본인＋도움받다＋유익하다＋말하다＋괜찮다〕

〔말하다＋자살＋조심하다, 말하다＋활용되다, 죄＋선고＋가능〕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이 직접 발언을 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인물에 대한 수어는 재판정에 있는 

인물일 경우 그가 앉아 있는 곳을 향하여 가리키는 동작으로 누구에 대한 내용인지를 명확하게 합니

다.

영상보기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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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hv8ikOes_A
https://youtu.be/yhv8ikOes_A


관련 용어

 진술

형사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사건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술의 용어는 피해자의 진술은 〔고백〕으로 사용하고, 목격자의 진술은 〔이야기〕로 사용하고, 검사의 

진술과 변호사의 변론은 〔이야기〕 또는 〔소개〕로 사용하였습니다.

①�〔추궁〕

②�〔고백〕

③�〔이야기〕

영상보기
(4-4-1)

454. 진술거부권 고지

https://youtu.be/1lSUzFkXnJU
https://youtu.be/1lSUzFkXnJU


 진술거부권

피의자나 피고인은 불리한 사실과 같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이를 ‘진술거부권’이라고 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

아도 되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대답하지 않아도 되며, 반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다＋하다＋말다＋재량껏(손/가지다)＋권리〕

영상보기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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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V1kBlRS3KA
https://youtu.be/LV1kBlRS3KA


공판절차 명

인정신문   

〔본인(스스로＋책)＋같다＋확인〕

공판절차 설명

인정신문

〔본인(스스로＋책)＋같다＋확인〕

영상보기
(5-2)

인
정
신
문

5

영상보기
(5-1)

� 〔맞다〕 � 〔확인〕

�� 〔본인〕

475. 인정신문

https://youtu.be/DuIDYjlhmsE
https://youtu.be/DuIDYjlhmsE
https://youtu.be/v13uarQNins
https://youtu.be/v13uarQNins


재판장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름, 생

년월일, 주소 등을 물어봅니다.

〔피고인(죄＋그/의심＋그)＋본인(스스로＋책)＋같다＋확인＋목적〕

〔판사, 피고인(죄＋그/의심)＋이름＋태어나다＋언제＋주소＋묻다〕

공판절차별 실제 사용하는 문구 및 용례

인정신문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스스로＋책)＋같다＋확인〕

〔예＋보여주다〕

재판장: 피고인, 이름,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고, 주소는 어디인가요?

〔피고인(죄＋그/의심)＋이름＋태어나다＋언제〕

〔주소＋어디〕

피고인: 이름은 홍길동이고, 생년월일은 1980년 1월 10일입니다.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

초대로 36길 22입니다.

〔이름＋홍길동(지문자)〕

〔태어나다＋언제＋1980년＋1월＋10일〕

〔주소＋서울＋서초구＋서초대로＋36길＋22〕

영상보기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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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30XzL-7J8o
https://youtu.be/230XzL-7J8o


관련 용어

 인정신문

공판정에 출석한 사람이 공소장에 적혀 있는 피고인이 맞는지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물어 확인하는 것입니다.

①�〔본인(스스로＋책)＋같다＋확인〕

②�〔이름＋태어나다＋언제＋주소＋묻다〕

영상보기
(5-4)

495. 인정신문

https://youtu.be/zl8OsFF5-MU
https://youtu.be/zl8OsFF5-MU


공판절차 명

검사의 공소사실의 요지 진술   

〔검사＋죄＋내용(왼손바닥에)＋요약＋진술(이야기)〕

검
사
의 

공
소
사
실
의 

요
지 

진
술

6

영상보기
(6-1)

� 〔공소사실〕

� 〔요약〕 � 〔진술〕

� 〔검사〕

50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https://youtu.be/8e8AQao_Ah0
https://youtu.be/8e8AQao_Ah0


  공소사실은 〔재판＋신청＋사실(정말＋일)〕로 수어를 할 경우 ‘공소를 정말로 했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내용〕의 수어를 사용하여 검사가 피고인의 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함으로 

수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공판절차 설명

검사의 공소사실의 요지 진술

〔검사＋죄＋내용(왼손바닥에)＋요약＋진술(이야기)〕

검사는 공소장을 읽어서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를 하였고, 이 행위가 어떤 법에 

위반되는지 말해주는데 이것이 검사의 공소사실의 요지 진술입니다.

〔검사＋죄＋내용(왼손바닥에)＋요약＋진술(이야기)＋무엇?〕

〔피고인(죄＋그/의심)＋죄＋언제＋어디서＋잘못＋무엇?〕

〔법＋위반＋무엇＋진술(이야기)〕

공판절차별 실제 사용하는 문구 및 용례

검사의 공소사실의 요지 진술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재판＋조사＋사람)＋죄＋내용(왼손바닥에)＋요약＋진술(이야기)〕

〔예＋보여주다〕

재판장: 검사는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사실(죄＋내용(왼손바닥에))〕

〔죄＋무엇〕

〔관계＋법＋조항＋진술(이야기)＋부탁〕

영상보기
(6-2)

영상보기
(6-3-1)

516. 검사의 공소사실의 요지 진술

https://youtu.be/mKbNdp7MGo8
https://youtu.be/mKbNdp7MGo8
https://youtu.be/JYLxIvGYUgc
https://youtu.be/JYLxIvGYUgc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이 직접 발언을 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인물에 대한 수어는 재판정에 있는 

인물일 경우 그가 앉아 있는 곳을 향하여 가리키는 동작으로 누구에 대한 내용인지를 명확하게 합니

다.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홍길동)이 2019. 8. 4. 21:30경 서울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김기철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죄명은 상해이고, 적용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입니다.

〔죄＋내용(왼손바닥에서)＋무엇〕 

〔홍길동＋그＋2019년＋8월＋4일＋시간＋밤 9시＋30분＋때〕

〔서울아파트＋앞＋거리＋가게＋곳〕

〔김기철＋그＋만나다＋말다툼＋중＋남자(김기철)＋얼굴＋때리다＋갑자기〕

〔그(김기철)＋얼굴＋상처＋병원＋다니다＋2주＋필요〕

〔죄＋이름＋상해(지문자)＋상처＋죄〕〔관계＋법〕

〔형사＋법＋257＋조(지문자)＋1＋항(지문자)〕

관련 용어

 공소사실

검사가 기소를 한 범죄의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

는 자세한 내용을 말합니다.

〔죄＋내용(왼손바닥�위에�오른손�날을�세워�내린다)〕

영상보기
(6-3-2)

영상보기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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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9mdjaDerd9Q
https://youtu.be/9mdjaDerd9Q
https://youtu.be/RK8iZGiYYs8
https://youtu.be/RK8iZGiYYs8


피
고
인 

및 

변
호
인
의 

공
소
사
실 

인
정
여
부 

진
술

7

영상보기
(7-1)

�� 〔본인〕

�� 〔피고인〕

�� 〔그리고〕

�� 〔변호인〕

� 〔죄〕 � 〔내용〕 � 〔맞다〕

� 〔아니다〕 � 〔진술(이야기)〕

537.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사실 인정여부 진술

https://youtu.be/fiGqbMWlCf4
https://youtu.be/fiGqbMWlCf4


공판절차 명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사실 인정여부 진술  

〔죄＋그/의심＋또＋재판＋변론(소개)＋사람＋죄＋내용(왼손바닥에)＋맞다＋아니다＋진술(이야기)〕

  피의자〔죄＋그/의심＋사람〕와 피고인〔죄＋그/의심＋재판＋사람〕은 구별해야 하는 경우와 직접 발언

이 아닐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의 혼동을 막기 위해 〔죄＋그/의심＋사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재판정에서는 해당자를 가리킬 경우 〔죄＋그/의심＋그〕 또는 〔죄＋그/의심＋손으로 가리키는 동작〕

으로 재판정 안에서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수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공판절차 설명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사실 인정여부 진술

〔죄＋그/의심＋또＋재판＋변론(소개)＋사람＋죄＋내용(왼손바닥에)＋맞다＋아니다＋

진술(이야기)〕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의 진술이 끝나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검사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지를 물어봅니다. 답변은 보통 변호인이 하지만 피고인도 재판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곧바로 답변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다음 재판 때 답변할 수도 있습

니다.

〔검사＋진술(이야기)＋끝, 판사, 변호사＋피고인(죄＋그/의심)＋묻다〕

〔검사＋진술(이야기)＋맞다(같다)＋아니다, 이때＋대부분＋변호인＋답〕

〔그러나＋피고인(죄＋그/의심)＋말하다＋원하면?＋가능〕

〔만약＋지금＋말하다＋어렵다?〕

〔다음＋재판＋때＋답＋괜찮다〕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할 수도 있고, 공소사실 중 일부만 특정하여 부인할 수도 있고, 공소

사실은 인정하되 공소사실의 법리 오해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보기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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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91bFax90SNo
https://youtu.be/91bFax90SNo


〔죄＋내용(왼손바닥에)＋대답＋방법＋몇 가지＋있다〕

〔전부＋인정〕 

〔일부분＋부인〕

〔법＋맞지 않다＋의견＋제시＋가능〕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증거를 간단하게 조사하고 재판을 빨리 

끝내는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간이공판절차(지문자)＋무엇?〕

〔피고인(죄＋그/의심)＋죄＋맞다＋인정〕

〔판사＋증거＋조사＋간단＋재판＋짧다＋결정＋가능〕

공판절차별 실제 사용하는 문구 및 용례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사실 인정여부 진술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죄＋그/의심)＋또＋변호사(재판＋변론(소개)＋사람)＋죄＋내용(왼손바닥

에)＋맞다(양손으로 같다)＋이의＋진술(이야기)〕

〔예＋보여주다〕 

재판장: 피고인, 공소장을 받아보셨지요?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

기 바랍니다.

〔피고인(죄＋그/의심)＋죄＋내용(왼손바닥에)＋서류＋받다＋읽다〕

〔피고인(그)＋죄＋내용(왼손바닥에)＋맞다(양손으로 같다)＋아니다＋진술(이야기)＋내어주다(오른 

손으로 방향을 지시함)〕

변호인: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고인(홍길동)은 피해자(김기철)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고, 

정당방위를 하였을 뿐입니다.

〔죄＋내용＋이의(아니다)〕

〔폭행＋누가?＋그＋김기철＋먼저〕

〔피고인((죄＋그/의심)＋홍길동)＋맞다＋그래서(자연히)＋때리다＋정당방위(법＋같다)〕

영상보기
(7-3-1)

557.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사실 인정여부 진술

https://youtu.be/ybL7To78eNw
https://youtu.be/ybL7To78eNw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해당 인물을 가리키는 동작과 함께 해당 인물의 이름을 

지문자로 명확히 하여 수어를 사용합니다.

간이공판절차 회부 시

재판장: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되면 증거조사가 간이하게 진행되고,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도 피고인 측의 의견을 따로 묻지 않습니다.

〔피고인(죄＋그/의심)＋죄＋내용(왼손바닥에)＋인정?＋그래서(자연히)〕

〔재판＋절차＋간단＋맡기다(오른손만)〕

〔재판＋절차＋간단＋시작＋때, 증거＋조사＋간단〕

〔또＋증거＋조사＋결과, 죄＋그/의심＋그＋부르다＋묻다＋필요 없다〕

관련 용어

 자백

피의자나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고백〕

영상보기
(7-3-2)

영상보기
(7-4-1)

56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https://youtu.be/VFED9V3COvU
https://youtu.be/VFED9V3COvU
https://youtu.be/93STCL_6ILc
https://youtu.be/93STCL_6ILc


②�〔고백(오른손으로)〕

③�〔죄＋인정〕

 부인

피의자나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①�〔적�없다〕

②�〔이의(아니다)〕

영상보기
(7-4-2)

577.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사실 인정여부 진술

https://youtu.be/WapmgZjh57k
https://youtu.be/WapmgZjh57k


③�〔부인(턱/아니다)〕

  〔적 없다〕와 〔이의(아니다)〕의 경우는 내용을 전면 부인할 때 사용하고 〔부인(턱/아니다)〕의 경우는 일

부 부인 또는 자신의 의도와는 내용이 다를 경우 사용합니다.

 간이공판절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때 증거조사를 간단하게 진행하여 재판을 빠르게 진행

하는 것입니다.

〔간단＋조사＋재판〕

영상보기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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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jL4ws0-JlE
https://youtu.be/SjL4ws0-JlE


공판절차 명

검사의 증거 신청 

〔검사＋증거(확인＋종류)＋신청〕

  증거는 일반적으로는 〔확인〕의 수어를 사용하는데 이 수어단어가 내가 눈으로 봤다는 의미가 있어서 

형사사건의 경우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확인＋나타나다〕의 수어를 증거로 사용하고 증인 등 복합어로 사용할 경우는 

〔확인〕의 수어를 사용합니다. 예) 증인 〔확인＋사람〕

〔검사〕

〔증거〕

〔신청〕

검
사
의 

증
거 

신
청

8

영상보기
(8-1)

598. 검사의 증거 신청

https://youtu.be/HMwtf-wrLK0
https://youtu.be/HMwtf-wrLK0


공판절차 설명

검사의 증거 신청

〔검사＋증거(확인＋종류)＋신청〕

증거 신청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법원에 증거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검사

가 가장 먼저 증거 신청(제시)을 합니다. 피고인 혹은 변호인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

지 증거를 신청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신청＋무엇?〕

〔검사, 피고인, 변호인〕

〔법원＋증거＋조사＋부탁〕

〔먼저, 검사＋증거＋종류＋신청〕

〔피고인＋또＋변호사＋증거＋조사＋완료＋전〕

〔증거＋신청＋가능〕

많이 제출하는 증거의 종류로는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조서, 

진술서 등 진술 관련된 서류, 현장 사진, 동영상, 피해품 등 증거물, 상해진단

서 등 진술과 무관한 증거서류 등이 있습니다.

〔증거＋보통＋서류 무엇?〕

〔피의자＋추궁＋서류〕

〔피해자＋진술＋서류〕

〔반면＋증거물＋무엇?〕

〔사건＋사진〕

〔촬영＋사건＋동영상〕

〔피해＋물건〕

〔진단서〕

〔그 외 증거서류〕

영상보기
(8-2-2)

영상보기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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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4DhVn4OIe0U
https://youtu.be/4DhVn4OIe0U
https://youtu.be/3zxEAa3B2Q0
https://youtu.be/3zxEAa3B2Q0


공판절차별 실제 사용하는 문구 및 용례

검사의 증거 신청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조사＋사람＋그＋증거＋목록＋신청〕

〔예＋보여주다〕

재판장: 증거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검사 측은 증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증거＋나타나다)＋조사＋시작〕

〔먼저＋당신(검사를 가리킴)＋증거(증거＋나타나다)＋신청 받다＋부탁〕

검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찰 및 검사 작성의 피해자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목격

자의 진술조서,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죄＋내용(왼손바닥에)＋관계＋경찰＋검찰＋추궁＋자료＋제출〕

〔1＋피해자＋고백＋서류〕

〔2＋죄＋그/의심＋추궁＋서류〕

〔3＋사건＋목격자＋진술(이야기)＋서류〕

〔4＋병원＋확인＋서류〕

〔네 가지＋증거＋제출〕

관련 용어

 증거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지 않았음을 밝히기 위한 자료를 말합니다. 증거의 종류에

는 증인과 같은 사람, 흉기와 같은 물건, 진술조서와 같은 서류 등이 있습니다.
영상보기

(8-4)

영상보기
(8-3)

618. 검사의 증거 신청

https://youtu.be/UweDH8Lb5js
https://youtu.be/UweDH8Lb5js
https://youtu.be/vfB8FNZt2AU
https://youtu.be/vfB8FNZt2AU


① 〔확인＋종류〕

② 〔확인＋나타나다〕

③ 〔확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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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명

변호인의 증거 의견 진술 

〔변호사(재판＋변론(소개)＋사람)＋증거(확인)＋목록＋맞다(같다)＋아니다＋진술(이야기)〕

  변호인과 변호사

변호인 〔재판＋돕다＋사람〕은 재판 시작할 때 변호인의 선정 여부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구분하기 위한 

수어로 사용하고 이후에는 변호사 〔재판＋변론(소개)＋사람〕을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이는 인물의 혼동

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로 통일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변호인〕

〔증거〕

〔의견〕 〔진술〕

변
호
인
의 

증
거 

의
견 

진
술

9

영상보기
(9-1)

639. 변호인의 증거 의견 진술

https://youtu.be/uUFEINKc9VA
https://youtu.be/uUFEINKc9VA


공판절차 설명

변호인의 증거 의견 진술

〔변호사(재판＋변론(소개)＋사람)＋증거(확인)＋목록＋맞다(같다)＋아니다＋

진술(이야기)〕

검사가 증거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이것을 증거로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결정하기 

전에 변호인에게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도 검

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하면 그 증거들을 토대로 판결을 하게 되며, 동의하지 않

으면 법정에서 그 증거의 진실성 여부를 다시 조사하게 됩니다.

〔판사, 검사＋증거＋신청(판사를 향하여)〕

〔인정＋하다＋말다＋결정＋전〕

〔변호사＋의견주다(판사에게)〕

〔피고인＋그＋죄＋적 없다＋말하다(판사에게)〕

〔그러나＋검사＋제출＋증거＋그것＋동의(변호사 측)＋때〕

〔증거＋가지다＋재판＋진행〕

〔만약＋동의(변호사 측)＋없다〕

〔다시＋재판＋증거＋맞다/아니다＋조사〕

참고인 진술조서 등 진술이 기재된 증거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

을 경우 검사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람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진술이 기재

된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진술증거를 부동의할 

경우에는 검사는 해당 진술을 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사, 사건＋관련＋사람＋진술(이야기)＋서류＋제출〕

〔피고인(죄＋그/의심)＋그＋제출＋선택＋아니하다＋안되다＋때〕

〔검사, 진술(이야기)＋~적＋사람＋부르다＋신청〕

변호인은 특히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이나 검사가 작성한 서류를 

증거로 써도 되는지 의견을 말하게 됩니다. 서류가 법률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서류에 피고인이 말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나 강압에 의해 말한 내용

이 기재되어 있다면 증거로 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영상보기
(9-2-2)

영상보기
(9-2-1)

영상보기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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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9qJysd_RmQ8
https://youtu.be/9qJysd_RmQ8
https://youtu.be/RoaVMy38zoA
https://youtu.be/RoaVMy38zoA
https://youtu.be/GQmmu02Cbts
https://youtu.be/GQmmu02Cbts


〔변호인＋그＋경찰＋또＋검찰＋피고인＋대한＋추궁＋서류〕

〔그＋증거＋선택＋가능＋불가능＋생각＋제시〕

〔1＋진술(이야기)＋내용＋법＋따라＋맞지 않다(맞추다를 엇갈려 주는 것)＋증거＋불가능〕

〔2＋내용＋보다＋피고인＋말＋내용＋다르다＋증거＋불가능〕

〔3＋경찰＋피고인＋강요＋자백(자백을 끌어옴)＋증거＋불가능〕

〔3가지＋있다＋때＋증거＋사용＋불가＋의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수사 당시 진술한 대로 적혀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신문이 이루어졌음을 인

정할 때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

의 기재 내용까지 진실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경찰＋피의자(피고인)＋추궁＋조사＋때〕

〔강요＋없다＋절차＋맞다〕

〔증거＋인정〕

그리고 재판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이 없는 증거이거나 위조된 증거이거나 증거를 수집하

는 방법이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런 사실도 말해야 합니다.

〔재판＋때〕

〔첫째＋사건＋관계＋없는＋증거〕

〔둘째＋거짓＋증거〕

〔셋째＋증거＋수집＋방법＋불법＋있다〕

〔솔직＋말하다＋꼭〕

피고인 혹은 변호인은 증거의 열람·등사 제도를 통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자료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

거나 또는 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내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전＋검사＋죄＋서류＋증거＋갖다〕

〔피고인(이)＋변호인＋그＋둘＋그(검사 방향)＋내용＋읽다＋복사＋신청〕

〔검사＋허락＋하다＋말다＋48시간＋동안＋대답〕

〔검사＋대답＋없다＋때〕

영상보기
(9-2-4)

영상보기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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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H054rCoyoM
https://youtu.be/rH054rCoyoM
https://youtu.be/7Z9MbFc3vk8
https://youtu.be/7Z9MbFc3vk8


〔법원＋신청＋읽다＋복사＋가능〕

피고인 혹은 변호인의 증거 의견에 따라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가 결정되어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증거를 열람·등사하여 변호인과 

신중하게 상의하고 증거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판사＋증거목록＋보다＋죄＋있다＋없다＋결정〕

〔증거목록＋그＋중요〕

〔미리＋피고인＋변호사＋둘＋증거목록＋읽다＋복사＋준비＋필요〕

〔검사＋(~로부터)질문받다＋~할까봐＋답＋준비〕

공판절차별 실제 사용하는 문구 및 용례

변호인의 증거 의견 진술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재판＋변론(소개)＋사람)＋증거＋목록＋같다(두 손 동시)＋이의＋

진술(이야기)＋부탁(내주다)〕

〔예＋보여주다〕

1. 증거 의견 진술

〔증거＋목록＋맞다(같다)＋이의(아니다)＋진술(이야기)〕

재판장: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기 바랍니다.

〔변호사(재판＋변론(소개)＋당신)＋증거＋목록＋맞다(같다)＋이의(아니다)＋진술(이야기)＋부탁(내

주다)〕

변호인: 상해진단서는 동의하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진술조서, 목격

자의 진술조서는 부동의합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을 부

인합니다.

〔진단서(병원＋확인＋서류)＋인정〕

〔검찰(조사＋경찰)＋추궁＋서류＋이의(아니다)〕

영상보기
(9-2-6)

영상보기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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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진술(고백)＋서류＋이의(아니다)〕

〔목격자＋진술(이야기)＋서류＋이의(아니다)〕

〔경찰＋추궁＋서류＋이의(아니다)〕

2.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경우

〔판사＋피고인(죄＋그/의심)＋목록＋물어보다(반복)＋때〕

재판장: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되었음

을 확인한 후 서명하였나요?

〔죄＋그/의심＋당신〕

〔검찰(조사＋경찰)＋추궁＋때＋진실＋고백＋맞다(같다)?〕

〔당신(피고인을 가리키는 동작)＋고백＋내용＋서류＋내용＋일치＋확인＋도장＋맞다(같다)?〕

재판장: 피고인은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고문을 당하거나 강압에 의하여 거짓으로 진술하

였나요?

〔죄＋그/의심＋당신〕

〔검찰(조사＋경찰)＋추궁＋때＋괴롭히다＋있다?〕

〔협박(공갈＋압박)＋강요＋있다?〕

〔무섭다＋그래서(자연히)＋거짓＋고백＋있다?〕

관련 용어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묻고 답한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경찰관이 작성

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

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도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고인이 진실을 자유롭게 말하였고 거짓된 내용

이 적힐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검사에게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다는 것이 

영상보기
(9-4-1)

영상보기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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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IWLtOKM1ro
https://youtu.be/jIWLtOKM1ro
https://youtu.be/B7MKYn7fpWE
https://youtu.be/B7MKYn7fpWE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죄＋그/의심＋사람＋추궁＋서류〕

 진술조서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나 목격자 등 피의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조사하면서 묻고 답한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① 〔목격자 진술서: 목격자＋진술(이야기)＋서류〕

영상보기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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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 진술서: 피해＋사람＋고백＋서류〕

③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추궁＋서류〕

 전문증거

사건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사람이 그 경험을 법원에 곧바로 진술하지 않고 간접적

으로 진술한 증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목격자가 법정에서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면 

이것은 전문증거가 아니지만 목격자의 말을 기록한 서류는 전문증거가 됩니다.
영상보기
(9-4-3)

699. 변호인의 증거 의견 진술

https://youtu.be/C31AwTH7U8M
https://youtu.be/C31AwTH7U8M


〔사건＋관계＋사람＋진술(이야기)＋서류＋증거〕

 전문법칙

전문증거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률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

다.

〔사건＋관계＋사람＋진술(이야기)＋서류＋제출＋기각〕

영상보기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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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7Bb4rH09X2w
https://youtu.be/7Bb4rH09X2w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법률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모은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영장을 받지 않고 압수한 물건이나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이 지

났는데도 풀어주지 않고 조사를 하여 받은 자백이 위법수집증거가 됩니다.

〔증거(확인)＋모으다＋불법, 제출＋기각〕

영상보기
(9-4-5)

719. 변호인의 증거 의견 진술

https://youtu.be/c3lek04h3Rs
https://youtu.be/c3lek04h3Rs


 증거 열람 제도

공판이 시작되기 전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에게 증거를 보게 해 달라고 신

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가 증거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허락하면 법원에 

열람의 허용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열람 허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증거 열람: 증거＋읽다＋법〕

 증거 등사 제도

공판이 시작되기 전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에게 증거를 복사하게 해 달라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가 증거의 등사를 거부하거나 일부만 허락하면 법원에 등

사의 허용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등사 허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증거 등사: 증거＋복사＋법〕

영상보기
(9-4-6)

영상보기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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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변호인의 증거 의견 진술



공판절차 명

증거조사

〔증거(확인)＋목록＋조사〕

공판절차 설명

증거조사

〔증거(확인)＋목록＋조사〕

증거인 서류는 내용을 그대로 읽거나 중요한 부분을 말해주거나 보여주는 방식으로, 물건

은 직접 보고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합니다.

〔증거〕

〔조사〕

증
거
조
사

10

영상보기
(10-1)

영상보기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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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dZDbWT_Fp0
https://youtu.be/2dZDbWT_Fp0
https://youtu.be/Ds4DrSAgIu4
https://youtu.be/Ds4DrSAgIu4


증거로서 증인을 신청한 경우 법정으로 증인을 불러서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증인신문’을 

합니다.

〔증거＋종류＋조사＋방법＋무엇?〕

〔1＋서류＋읽다＋아니면＋중요＋말하다＋또＋보여주는＋방법〕

〔2＋물건＋보다＋조사〕

〔3＋증인＋부르다＋묻다〕 

검사의 증거 신청 이후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유리한 자료를 내고 증인을 신청할 수 있습

니다.

〔검사＋증거＋신청＋후〕

〔피고인＋또＋변호사＋유익＋도움(몸쪽을 향한 수형)＋서류＋제출〕

〔증인＋신청＋가능〕

공판절차별 실제 사용하는 문구 및 용례

증거조사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목록＋조사〕

〔예＋보여주다〕

1. 증거조사

〔증거＋목록＋조사〕

“피고인이 검사가 제출한 목격자의 진술조서, 검증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면 

그 증거서류를 공소사실의 판단을 위하여 증거로 사용하게 됩니다.” 

〔피고인(죄＋그/의심＋당신)〕

〔목격자＋진술(이야기)＋서류＋인정＋때, 재판＋활용〕

〔사건＋곳＋조사＋서류＋인정＋때, 재판＋활용〕

“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가 그 진술조서의 원래 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법정에서 

영상보기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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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6AZzHf9kwQ
https://youtu.be/P6AZzHf9kwQ


증인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

〔만일＋서류＋이의(아니다)＋때〕

〔고백＋진술(이야기)＋사람＋부르다, 이야기(해 보다)〕

“피고인은 검찰 측에서 제출한 참고인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는가요? 

또는 참고인들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기를 원하는가요?”

〔피고인(죄＋그/의심＋당신)〕

〔참고인(관계＋사람)＋진술(이야기)＋서류＋그＋인정?〕

〔참고인(관계＋사람)＋재판＋부르다＋묻다＋원하다?〕

2. 증인신청

〔증거＋사람＋신청〕

재판장: 검찰 측은 추가로 증거신청을 하시겠습니까?

검사: 피해자와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판장) 〔검사＋당신＋증거＋목록＋추가＋신청＋원하다?〕

(검사) 〔증인＋신청, 피해자＋목격자＋부르다＋신청〕

재판장: 변호인은 신청할 증거가 있습니까?

변호인: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아내 박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재판장) 〔변호사(재판＋변론(소개)＋당신)＋증거＋신청＋있다?〕

(변호인) 〔사건＋장소＋그 곳＋머무르다＋~적 있다＋죄＋그/의심＋아내〕

〔이름＋박현자＋그 여자＋증인＋신청〕

재판장: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는 증거로 채택하고, 사법경찰관이 작

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 박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겠습니다.

(재판장) 〔검찰(조사＋경찰)＋추궁＋서류＋인정＋결정〕

〔상처＋진단서＋인정＋결정〕

〔경찰＋추궁＋서류＋기각＋결정〕

〔피해자＋목격자＋박현자＋증인＋결정〕

〔다음＋재판＋부르다＋묻다＋묻다＋있다〕

영상보기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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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t3A6nZhRo8


3. 증인신문: 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당신, 증언(이야기)＋하다＋말다＋재량껏(손/가지다)＋권리＋

알려주다〕

(증인은 증인석 앞에 섭니다.)

〔증인(증거＋사람)＋당신, 증거＋의자＋곳＋나오다＋서다〕

재판장: 증인은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를 한 후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 〔증인(증거＋사람＋당신), 말하다＋아니하다＋괜찮다＋조건＋무엇?〕

〔1＋증거＋진술(이야기)＋비롯하다(동기), 증인＋자기＋또＋친척＋벌＋할까봐, 말하다＋아니하다＋

괜찮다〕

〔2＋증인＋일＋관계＋타인＋비밀＋누설＋할까봐, 말하다＋아니하다＋괜찮다〕

4. 증인신문: 위증의 벌을 경고

〔증인＋당신, 거짓＋뻔뻔＋벌＋있다＋조심＋알려주다〕

재판장: 증인은 증인이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만일 증인이 선서 후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

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장) 〔증인＋당신, 자신＋경험(~적)＋솔직＋진술(이야기)＋선서＋부탁〕

〔만일＋증인＋선서＋끝＋후〕

〔안＋경험 없다(~적 없다)＋겉＋경험(~적)＋있다＋말하다＋거짓＋뻔뻔, 벌〕

〔안＋기억＋희미하다＋겉＋기억＋확실하다＋말하다＋거짓＋뻔뻔, 벌＋있다〕

증인(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증인＋선서＋양심＋~대로＋빼버리다＋없다＋과장하다＋없다＋솔직＋말하다＋꼭〕

〔만일＋거짓＋걸리다, 벌＋받다＋선서〕

영상보기
(10-3-3)

영상보기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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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SIOnPIAguw
https://youtu.be/BSIOnPIAguw
https://youtu.be/QlfThpabQ8M
https://youtu.be/QlfThpabQ8M


(증인신문이 여러 공판기일 동안 계속되는 경우)

〔증인＋부르다＋부르다＋재판＋며칠 후＋오래＋때〕

재판장: 증인이 지난 제2차 공판기일에서 한 선서의 효력이 아직 유지되므로, 만일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장) 〔과거＋재판＋증인＋선서＋경험(~적)＋이월하다(왼 손등을 오른 손끝으로 잡고 이동)〕

〔만약＋오늘＋거짓＋뻔뻔＋걸리다, 벌＋가능〕

관련 용어

 증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재판 중인 형사사건

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사건을 본 목격자 등이 증인이 됩니다.

〔확인＋사람〕

 증인신문

검사와 변호인, 판사가 사건에 관하여 증인이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물어보는 절

차입니다.

영상보기
(10-4-1)

영상보기
(10-4-2)

78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https://youtu.be/ugIpXc8qXzA
https://youtu.be/ugIpXc8qXzA
https://youtu.be/-Dts1bNYE_o
https://youtu.be/-Dts1bNYE_o


〔증인＋묻다〕

 증언

증인신문을 할 때 증인이 하는 진술입니다.

〔증인＋진술(이야기)〕

 선서

증인이 증인신문을 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진실을 말할 것을 사

람들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한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서(오른손을 다 폄)〕

영상보기
(10-4-3)

영상보기
(10-4-4)

7910. 증거조사

https://youtu.be/xRnl5BvWzwk
https://youtu.be/xRnl5BvWzwk
https://youtu.be/yVrHpT2VZAQ
https://youtu.be/yVrHpT2VZAQ


공판절차 명

피고인신문 

〔죄＋그/의심＋조사＋묻다〕

  신문과 심문

수사기관에서는 신문을 ‘추궁’의 단어를 사용하고, 법원에서는 신문과 심문의 용어를 ‘묻다’로 사용합니다.

공판절차 설명

피고인신문

〔피고인〕

〔신문〕

피
고
인
신
문

11

영상보기
(11-1)

영상보기
(11-2)

80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https://youtu.be/mEkG5dgPY3k
https://youtu.be/mEkG5dgPY3k
https://youtu.be/QYAN0gxiHaA
https://youtu.be/QYAN0gxiHaA


〔죄＋그/의심＋조사＋묻다〕

검사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듣는 

‘피고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신문은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

가 간단할 경우 등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신문을 받을 때에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신문(지문자)＋무엇?〕

〔검사＋변호사＋피고인＋조사＋묻다＋뜻〕

〔그러나＋상황＋따라＋조사＋묻다＋생략＋가능〕

〔피고인＋조사＋묻다＋때＋말＋하다＋말다＋재량껏(손/가지다)〕

피고인은 이때 재판장의 정면에 있는 증인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피고인＋대답＋때＋자리＋곳＋어디(무엇)?〕

〔판사＋앞＋곳＋앉다(이동하여 앉다)〕

공판절차별 실제 사용하는 문구 및 용례

피고인신문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죄＋그/의심＋조사＋묻다〕

〔예＋보여주다〕

(피고인은 증인석으로 이동합니다.)

〔피고인(죄＋그/의심), 진술(이야기)＋자리＋이곳＋나오다〕

재판장: 전에 고지한 것처럼 피고인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 〔과거＋재판＋때＋말하다(밖으로)＋처럼〕

〔피고인(죄＋그/의심＋당신)＋모두＋말하다＋아니하다＋괜찮다〕

〔목록＋질문＋각각＋때＋말하다＋하다＋말다＋재량껏(손/가지다)〕

영상보기
(11-3)

8111. 피고인신문

https://youtu.be/OW5UO4EIYLk
https://youtu.be/OW5UO4EIYLk


〔피고인(죄＋그/의심＋당신)＋이익＋도움＋진술(이야기)＋가능〕

재판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요?

〔피고인＋당신〕

〔공소장(죄＋서류)＋내용＋인정＋반성＋있다?〕

관련 용어

 신문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이 피해자나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말로 물

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예)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피의자신문조서

① 〔추궁하다〕

② 〔묻다〕

영상보기
(11-4-1)

82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https://youtu.be/4B-jeKqd--Y
https://youtu.be/4B-jeKqd--Y


③ 〔조사＋묻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것은 〔추궁〕으로 사용합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는 ‘추궁’의 수어를 사용하고, 공판 중인 경우에는 ‘묻다’의 수어를 사

용합니다.

 심문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 등 관련된 사람에게 사건에 관하여 물어보고 자세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 구속영장 청구로 인한 피의

자 심문(영장실질심사)기일

① 〔묻다〕

② 〔추궁하다〕

영상보기
(11-4-2)

8311. 피고인신문

https://youtu.be/8gYMcttg99U
https://youtu.be/8gYMcttg99U


③ 〔조사＋묻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질문은 〔묻다〕로 사용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 과정에서는 ‘추궁’의 수어를 사용하고, 공판 중인 경우에는 ‘묻다’의 수어를 사용

합니다.

84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공판절차 명

검사의 최종의견 진술(구형) 

〔검사＋마지막＋의견＋진술(이야기)〕

  진술의 용어는 피해자의 진술은 〔고백〕으로 사용하고, 목격자의 진술은 〔이야기〕로 사용하고, 검사의 

진술과 변호사의 변론은 〔이야기〕 또는 〔소개〕로 사용하였습니다.

〔검사〕

〔마지막〕 〔의견〕

〔진술〕

검
사
의 

최
종
의
견 

진
술(

구
형)

12

영상보기
(12-1)

8512. 검사의 최종의견 진술(구형)

https://youtu.be/B7KcOkYdrzQ
https://youtu.be/B7KcOkYdrzQ


공판절차 설명

검사의 최종의견 진술(구형)

〔검사＋마지막＋의견＋진술(이야기)〕

피고인신문이 끝난 후 검사의 최종의견 진술 때 피고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처벌이 적당

한지 의견을 말합니다.

〔피고인＋묻다＋묻다＋완전＋다음〕 

〔검사＋최종＋의견(생각)＋진술(이야기)〕

〔벌＋양＋무엇＋의견(생각)＋제시〕

이 단계에서 검사가 어떠한 형벌을 요구하여도 그것은 검사의 의견일 뿐이므로, 법원은 이

를 참고만 하여 독립적으로 유·무죄 및 형을 정합니다.

〔검사＋벌＋양＋제안〕

〔받아들이다＋100＋이의(아니다)〕

〔벌＋조정＋정하다＋선고〕

공판절차별 실제 사용하는 문구 및 용례

검사의 최종의견 진술(구형)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마지막＋의견＋진술(이야기)〕

〔예＋보여주다〕

재판장: 피고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검사는 최종의견을 진술하기 바랍니다.

(재판장) 〔피고인(죄＋그/의심＋그)＋묻다＋묻다＋완료〕

〔검사＋마지막＋의견＋진술(이야기)＋주세요〕

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 목격자의 각 증

영상보기
(12-2)

영상보기
(12-3)

86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https://youtu.be/yRC16IXPRBI
https://youtu.be/yRC16IXPRBI
https://youtu.be/R6sJwkERIXQ
https://youtu.be/R6sJwkERIXQ


언과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

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검사) 〔피해자＋증언, 목격자＋증언, 검찰(조사＋경찰)＋추궁＋서류〕

〔상처＋진단서＋목록＋딱 맞다＋일치하다〕

〔피고인(죄＋그/의심＋홍길동(지문자))＋피해자(피해자＋김기철(지문자))＋때리다＋상처＋죄＋있

다＋확실〕

또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미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합니다.

〔또＋피해자＋김기철(지문자)＋그＋회복(몸＋재활)＋아직〕

〔피고인(죄＋그/의심)＋반성＋없다＋정당하다(같다)〕

〔벌＋무겁다＋필요〕

〔피고인(죄＋그/의심＋그)＋징역＋1년＋벌＋제안〕

8712. 검사의 최종의견 진술(구형)



변
호
인
과 

피
고
인
의 

최
후 

변
론

13

영상보기
(13-1)

〔변호사〕

〔피고인〕

〔두 사람〕

〔마지막〕 〔진술〕

88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https://youtu.be/gffNcK9r5xE
https://youtu.be/gffNcK9r5xE


공판절차 명

변호인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 

〔변호사(재판＋변론(소개)＋사람)＋피고인(죄＋그/의심)＋둘＋마지막＋변론(이야기)〕

공판절차 설명

변호인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

〔변호사(재판＋변론(소개)＋사람)＋피고인(죄＋그/의심)＋둘＋마지막＋변론(이야기)〕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진술이 끝난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줍니다.

〔검사＋마지막＋진술(이야기)＋끝＋후〕

〔피고인＋변호사＋둘＋마지막＋진술(이야기)＋원하다?＋주다(손짓으로 제시)〕

보통 변호인이 먼저 말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의견을 말하게 됩니다. 이때 피고인은 

사건에 관해서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먼저＋변호사＋진술(이야기)＋끝＋다음〕

〔피고인＋진술(이야기)〕

〔이야기＋내용＋자유＋가능〕

공판절차별 실제 사용하는 문구 및 용례

변호인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재판＋변론(소개)＋사람)＋피고인(죄＋그/의심＋재판＋사람)＋마지막＋

변론(이야기)〕

영상보기
(13-2)

영상보기
(13-3)

8913. 변호인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

https://youtu.be/Z90fyLmDVJg
https://youtu.be/Z90fyLmDVJg
https://youtu.be/W7pYLhYWskk
https://youtu.be/W7pYLhYWskk


〔예＋보여주다〕

재판장: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변호사(재판＋변론(소개)＋당신)＋마지막＋변론(이야기)＋주세요〕

변호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의 아내 박현자의 진술도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합니다.

(변호인) 〔피고인(죄＋그/의심＋당신)＋피해자(김기철)＋때리다＋적 없다＋말하다＋한결같다〕

〔피고인(죄＋그/의심)＋말하다(안으로)＋내용＋아내＋박현자＋진술(이야기)＋내용＋일치하다〕

또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평소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집니

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목격자＋둘＋피고인＋관계＋바라보다＋둘＋진술(이야기)＋내용＋믿다＋어렵다〕

〔이외＋증거＋없다〕 

〔때문＋무죄＋선고＋부탁〕

재판장: 피고인은 재판부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인데 재판을 받게 되어 억울합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재판장) 〔피고인(죄＋그/의심＋당신)＋진술(이야기)＋원하다＋내주다〕

(피고인) 〔피해자(홍길동)＋나＋내가 맞다(때리다 반대)＋뿐, 나＋잘못＋죄＋의심받다＋억울하다〕

〔나＋죄＋없다＋잘＋부탁〕

관련 용어

 변론

재판 과정에서 법률적 주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

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보는 절차 전체를 ‘변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상보기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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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론(소개)〕

② 〔변론(소개)＋진술(이야기)〕

③ 〔공방〕

9113. 변호인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



공판절차 명

변론종결 

〔변론종결(공방＋완료)〕

  변론의 용어는 일반적으로는 〔이야기〕로 사용하고 변론종결의 경우는 〔공방＋완료〕의 수어를 사용합니다.

공판절차 설명

변론종결

〔변론종결(공방＋완료)〕

〔공방〕

〔완료〕

변
론
종
결

14

영상보기
(14-1)

영상보기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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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qvCiavsEMs
https://youtu.be/CqvCiavsEMs
https://youtu.be/PMxv2irN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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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변호인, 피고인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재판장은 변론을 끝내고 판결을 선고할 날짜

를 정합니다.

〔검사＋진술(이야기)＋변호사＋진술(이야기)＋피고인＋진술(이야기)＋완료〕

〔판사＋공방＋완료＋선고＋다음〕

〔벌＋선고＋날짜＋결정〕 

공판절차별 실제 사용하는 문구 및 용례

변론종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론종결(공방＋완료)〕

〔예〕

재판장: 이상으로 이 사건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판결 선고기일은 2020년 7월 7일 10시입

니다. 선고장소는 326호 법정입니다

〔오늘＋변론종결(공방＋완료)〕

〔벌＋선고＋언제＋7월＋7일＋아침＋10시〕

〔선고＋어디＋326＋호〕

관련 용어

 변론종결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절차를 마치는 것입니다. 변론이 종결

되면 판결이 선고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 전까지 참고자료는 제출할 수 있지만 

추가적 주장을 하거나 증거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예시)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겠

습니다.

영상보기
(14-4)

영상보기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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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6WAUi6T614
https://youtu.be/Z6WAUi6T614
https://youtu.be/5KxyPDEOxqQ
https://youtu.be/5KxyPDEOxqQ


〔공방(두 손으로 마주보게 틀리다)＋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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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명

판결 선고 

〔타봉＋선고〕

공판절차 설명

판결 선고

〔타봉＋선고〕

재판의 마지막 절차인 판결의 선고에서는 재판장이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적힌 판결서

판
결 

선
고

15

영상보기
(15-1)

〔타봉〕

〔선고〕

영상보기
(15-2-1)

9515. 판결 선고

https://youtu.be/difoVn18r9E
https://youtu.be/difoVn18r9E
https://youtu.be/qFl018km8As
https://youtu.be/qFl018km8As


를 읽어주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재판＋절차＋목록＋마지막, 타봉＋선고〕

〔벌＋선고＋무엇〕

〔이유＋무엇〕

〔설명〕 

양형이란 죄에 해당하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양형＋무엇?＋죄＋벌＋일치하다(손바닥 맞추다)＋정하다〕

양형할 때 참작요소는 법률에서 가중감경사유를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피해

자와 합의하였는지 여부, 범죄의 죄질 및 범죄의 정도와 피고인의 가담책임, 

재범가능성, 동종 또는 유사한 전과가 있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 사회복

귀 필요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벌＋양＋결정＋조건＋무엇〕 

〔1＋벌＋기준＋가감(더욱 수어를 위아래로)＋규정＋있다?＋없다?〕

〔2＋피해자＋합의＋있다?＋없다?〕

〔3＋죄＋심하다＋벌＋무겁다〕

〔4＋죄＋그/의심＋죄＋우두머리＋죄＋벌＋무겁다〕

〔5＋죄＋또또＋확실＋벌＋무겁다〕

〔6＋죄＋과거＋한 적 있다＋벌＋무겁다, 죄＋처음＋벌＋가볍다〕

〔7＋반성(×2)＋있어?＋벌＋가볍다〕 

〔8＋죄인＋그＋사회＋합류하다＋피해＋주다＋있다＋없다＋평가〕

〔8가지＋합하다＋벌＋양＋결정〕

  ‘여부’의 수어표현 방식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에서는 반성하고 있는 경우는 벌이 가볍고, 반성하지 않는 경우는 벌이 무겁다는 

두 가지 경우의 결과를 언급하는 방식을 수어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결과를 수어에 

제시하였습니다.

〔반성＋있다?〕 반성한다면 〔벌＋가볍다〕 처벌이 가벼워진다는 의미로 수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의 양형참작 요소 중 피해자와 합의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한 양형요소이

므로, 만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면 피해자에게 금전으로나마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형사 공탁을 하고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보기
(15-2-3)

영상보기
(15-2-2)

영상보기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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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9pDZ1fBaE24
https://youtu.be/9pDZ1fBaE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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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합의＋벌＋가볍다〕

〔합의＋어렵다?〕 

〔대신＋재판＋돈＋두다(두 손 모아서)＋후〕

〔재판＋벌＋(양)줄이다＋부탁〕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죄＋있다＋선고＋때〕

죄가 인정될 경우 유죄판결이 선고됩니다.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감

옥에 갇혀있어야 합니다. 

〔죄＋확인＋정확＋때, 벌＋징역＋몇 년＋선고〕

〔잡아가다＋가두다(철창)〕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도 판결 선고 후에 곧바로 구속될 수 있습

니다. 

〔피고인(죄＋그/의심)＋벌＋징역＋선고＋때〕

〔바로(지금＋빨리)＋잡아가다＋가두다(철창)〕

형을 면제하거나 형의 선고를 미루어주는 선고유예 외에는 벌금, 금고, 징역, 

사형 등의 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 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형의 집행을 미

루어줄 수 있습니다.

〔벌＋선고＋종류＋무엇?〕

〔1＋벌＋면제＋선고〕

〔2＋선고＋보류＋선고〕

〔3＋벌금＋얼마＋선고〕

〔4＋금고(철창＋머물다)＋선고〕

〔5＋징역(철창＋벌)＋선고〕

〔6＋사형(올가미＋위로 당기다)＋선고〕

〔벌＋징역＋3년＋이하＋집행유예＋가능〕

〔벌금＋500만 원＋이하＋집행유예＋가능〕

영상보기
(15-2-5)

영상보기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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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f6K__bbQik
https://youtu.be/Zf6K__bbQik
https://youtu.be/6KfXBRqippw
https://youtu.be/6KfXBRqippw


집행유예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감옥에 가지 않

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정한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

면,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므로 감옥에 가야 합니다.

〔집행유예＋기간＋행동＋조심〕

〔죄＋없다?＋감옥＋없다〕

〔죄＋또(!)〕

〔집행유예＋취소＋감옥〕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집행유예＋선고＋때〕

〔1＋집행유예＋만〕

〔2＋집행유예＋또＋조사＋보호〕

〔3＋집행유예＋또＋사회봉사＋몇 시간〕

〔4＋집행유예＋추가＋배우다〕

이때에는 법원에서 받은 안내문대로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안내에 잘 따

르고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될 수 

있고, 그 경우 감옥에 가야 합니다.

〔죄＋그＋법원＋서류＋받으면＋읽다(왼손바닥을 가슴 쪽으로 당겨 눈으로 확인하는 동작)〕

〔보호관찰소＋신고, 담당자＋명령＋잘＋순종(양손)〕

〔만약＋명령받다＋어기다(위반)＋집행유예＋취소＋감옥〕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죄＋무(없다)＋선고＋때〕

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이 한 일을 범죄로 볼 수 없는 경우 무죄가 선고됩니다.

〔죄＋증거＋완전＋아직, 죄＋없다＋선고〕

〔죄＋증거＋내용(손바닥으로)＋아니다(성에 안차다)＼(턱에 대고 1·5지만 펴서)＋죄＋없다＋선고〕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려달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무죄판결의 공시’라고 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무

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신문에 실리게 됩니다.

영상보기
(15-2-7)

영상보기
(15-2-8)

영상보기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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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죄＋없다＋선고받다＋때〕

〔공공＋나타내다＋부탁〕

〔나＋죄＋없다＋공공＋나타내다〕

〔신문, 인터넷＋나타내다〕

〔부탁하다＋없다?〕

〔나타내다＋없다〕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나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형사보상’

이라고 합니다. 형사보상을 받으려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형사보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죄＋없다＋선고＋때〕

〔나＋피해＋고생＋돈/받다?, 신청＋가능〕

〔신청＋얼마＋동안〕

〔죄＋없다＋타봉＋선고＋날＋부터＋5년＋기간, 신청＋가능

5년＋지나치다＋신청＋불가〕

피고인의 항소 제기

〔피고인＋이의＋고등＋재판＋신청〕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억울하다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내고 다시 상급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나＋죄＋없다＋벌＋선고받다＋이의＋신청〕

〔나＋죄＋가볍다＋생각, 벌＋무겁다＋이의＋신청〕

〔신청＋가능＋기간＋선고받다＋7일＋사이＋신청＋가능〕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 내용대로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

야 합니다.

〔판결(재판＋선고받다), 7일＋안＋이의＋제출＋아니하다〕

〔벌＋시작＋감옥＋벌금＋내다＋둘 중 하나(1, 2지를 번갈아 흔든다)〕

영상보기
(15-2-10)

영상보기
(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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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YZjGET2I8E
https://youtu.be/jYZjGET2I8E
https://youtu.be/2bn_Db7SLsg
https://youtu.be/2bn_Db7SLsg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붙잡혀 있으면서 일을 해야 하

는데 이를 ‘노역장 유치’라고 합니다.

〔벌금＋어기다(여러 번 반복)＋잡혀가다〕

〔벌금＋내다＋대신＋가두다＋일＋시키다〕

검사의 항소 제기

〔검사＋이의＋고등＋재판＋신청〕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항소하게 되면 다시 상급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

니다.

〔피의자＋이의＋고등＋재판＋신청＋포기〕

〔검사＋이의＋고등＋재판＋신청＋있다〕

〔고등＋재판＋시작〕

검사만 항소한 경우 혹은 피고인과 쌍방이 모두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형

이 높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재판＋선고받다＋두 번째＋고등＋재판＋선고받다＋이것＋저것(오른 주먹 

1지로 왼쪽과 오른쪽을 한번씩 가리킴)＋벌＋다르다＋할 수 있다〕

〔벌＋무겁다＋가볍다＋둘 중 하나(또는)〕

불구속 상태로 판결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판결문을 송달받기 위해서는 선고

일 전 또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문 송달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속＋아직＋피고인(죄＋그/의심)〕

〔재판＋타봉＋선고받다＋서류＋우편받다＋원하다〕

〔선고받다＋날＋7일＋전(부터의 왼손 수형 왼쪽)＋7일＋후(부터의 왼손 수형 오른쪽)＋기간＋신

청＋네모＋적다＋재판＋장소＋제출＋꼭〕

영상보기
(15-2-12)

영상보기
(15-2-13)

영상보기
(1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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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1HzqRww8Ps
https://youtu.be/E1HzqRww8Ps
https://youtu.be/cRjzEXCxZ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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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별 실제 사용하는 문구 및 용례

판결 선고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봉＋선고〕

〔예＋보여주다〕

재판장: 2019고단3465 사건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홍길동은 앞으로 나오세요.

〔사건＋번호＋2, 0, 1, 9＋고단(지문자)＋3, 4, 6, 5＋타봉＋선고〕

〔피고인(죄＋그/의심＋그)＋홍길동＋나오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

었다고 보기에 부족합니다.” 

〔검사＋제출＋증거＋죄＋인정＋부족(성이 안차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피고인(죄＋그/의심(홍길동))＋죄＋없다＋선언〕

“무죄판결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없다＋타봉＋공시(공공＋나타내다)〕

유죄의 판결 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이외＋선고＋내용〕

〔예＋보여주다〕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피고인(죄＋그＋홍길동)＋사형＋선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죄＋그＋홍길동)＋징역＋1년＋선고〕

영상보기
(15-3-1)

영상보기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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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jIJZB9iBhw
https://youtu.be/IjIJZB9iBhw
https://youtu.be/hzETZZvrwRU
https://youtu.be/hzETZZvrwRU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피고인(죄＋그＋홍길동)＋징역＋머무르다＋일＋시키다＋없다＋1년＋선고〕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죄＋그＋홍길동)＋죄＋첫 번째＋감옥(징역)＋10개월＋선고〕

〔죄＋두 번째＋감옥(징역)＋6개월＋선고〕

〔합＋벌＋1년＋4개월＋선고〕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죄＋그＋홍길동)＋벌금＋1,500,000원＋선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피고인(죄＋그＋홍길동)＋벌금＋어기다〕

〔잡다＋가두다＋일＋시키다＋하루＋10만 원〕

〔10만 원＋누적＋감하다〕

〔만약＋벌금＋남다＋있다?〕

〔하루＋더하다＋일＋시키다＋없애다＋석방(가두다 반대)〕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죄＋그＋홍길동)＋감옥＋1년＋더욱＋벌금＋1,500,000원＋선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죄＋그＋홍길동)＋감옥＋1년＋선고〕

〔그러나＋집행유예＋2년＋선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죄＋그＋홍길동)＋보호관찰(감시＋보호)＋명(지시)〕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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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죄＋그＋홍길동)＋사회＋봉사＋120시간＋명(지시)〕

피고인에 대하여 3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죄＋그＋홍길동)＋운전＋법＋지키다＋배우다＋30시간＋명(지시)〕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알코올 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죄＋그＋홍길동)＋술＋중독＋고치다＋고치다＋배우다＋40시간＋명(지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죄＋그＋홍길동)＋벌＋선고＋보류〕

관련 용어

 양형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어떤 처벌을 얼마나 할지 법원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벌＋양〕
영상보기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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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I-QvH0Ep8g
https://youtu.be/uI-QvH0Ep8g


 양형요소

양형을 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을 반성하고, 피

해자에게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보상한 경우 좀 더 가벼운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범죄를 전에도 저질렀거나 범죄 방법이 매우 잔인하거

나, 피해자가 너무 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에게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을 더 높이는 요소를 가중요소, 형을 낮추는 

요소를 감경요소라고 합니다.

〔벌＋양＋조건〕

 법정형

법에서 범죄별로 각각 정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

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여기에서 ‘6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바로 법정형입니다.

영상보기
(15-4-2)

영상보기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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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ve6D4vwIKg
https://youtu.be/Vve6D4vwIKg
https://youtu.be/dmJFWgvCfOA
https://youtu.be/dmJFWgvCfOA


〔법＋벌＋양〕

  〔법〕, 〔벌〕 수어는 〔법〕 수어 이후에 잠깐 쉼으로써 ‘법에서는’, ‘법에 정해진 벌’이라는 의미로 사용합

니다.

 처단형

법정형에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정해진 형벌의 범위입니

다.

〔벌＋양＋조절〕

영상보기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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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F6TFfC8P6E
https://youtu.be/KF6TFfC8P6E


 〔벌＋양＋조절〕 수어는 양형요소를 감안했다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선고형

처단형에서 구체적으로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여 피고인에게 실제로 선고하는 형

을 말합니다.

〔선고, 벌〕

 농인 감경(농아자 감경)

형법에서 농인의 형은 반드시 감경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농인 감경

(농아자 감경)이라고 합니다.

〔농인＋벌＋반(왼손바닥에 오른손 끝으로 선을 긋는 동작)〕

영상보기
(15-4-5)

영상보기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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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HJKAkZxfj4
https://youtu.be/AHJKAkZxfj4
https://youtu.be/NEcPuVIN-qc
https://youtu.be/NEcPuVIN-qc


 심신미약

마음과 정신의 장애 때문에 판단을 하거나 의사를 제대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

하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술이나 약에 취했을 때 심신미약이 될 수 있지만 일

부러 술이나 약을 먹은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신미약은 반드시 감경을 해 주어

야 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정신＋약하다〕

 심신상실

마음과 정신의 장애 때문에 전혀 판단을 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

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정신질환 때문에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어

떤 결과가 생기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신상실인 경우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판단＋불가능〕

영상보기
(15-4-8)

영상보기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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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73lb6Eyo5zo
https://youtu.be/73lb6Eyo5zo
https://youtu.be/lQHZ8yPGYqc
https://youtu.be/lQHZ8yPGYqc


 재판상 감경

법에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더라도 법원에서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형을 낮추어

주는 것입니다. 작량감경이라고도 합니다.

〔재판＋봐주다(양심)＋벌＋줄이다〕

 유죄판결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밝혀지면 유죄판결이 선고됩니다. 유죄판결의 종류에

는 형의 선고, 형 면제, 선고유예가 있습니다.

〔죄＋선고〕

영상보기
(15-4-9)

영상보기
(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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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ffIzRcpiLE
https://youtu.be/jffIzRcpiLE
https://youtu.be/NE6N7Hm0dBY
https://youtu.be/NE6N7Hm0dBY


 형의 선고

유죄판결을 할 때 피고인에게 내리는 형벌을 ‘형’이라고 하며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형을 피고인에게 공식적으로 말해주는 것을 ‘형의 선고’라고 합니다. 형에는 사형, 징

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습니다.

〔벌＋선고〕

 사형

피고인의 목숨을 빼앗는 형벌입니다.

① 〔사형(올가미＋위로 잡아당기다)〕

② 〔사형(올가미를 위로 올린다)〕

영상보기
(15-4-11)

영상보기
(1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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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ndK6k0uBHY
https://youtu.be/YndK6k0uBHY
https://youtu.be/Ne0SNIFvFCM
https://youtu.be/Ne0SNIFvFCM


 징역

판결에 따라 교도소에 일정 기간 가두어 두고 노동을 시키는 형벌입니다.

〔징역(철창)〕

 금고

판결에 따라 교도소에 가두어 두지만 일은 시키지 않는 형벌입니다.

〔징역＋일＋시키다＋없다〕
영상보기

(15-4-14)

영상보기
(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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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_BwIAKlIT2Y
https://youtu.be/_BwIAKlIT2Y
https://youtu.be/T87-gli9W-o
https://youtu.be/T87-gli9W-o


 무기형

평생토록 교도소에 가두어 두는 형벌입니다.

① 〔징역＋평생〕

② 〔징역＋평생(왼손바닥 위에 오른손 엄지 편 주먹을 올렸다가 천천히 뒤집는다)〕

 ②번의 ‘평생’ 수어는 특정 지역에서 사용이 빈번한 단어입니다.

 벌금

벌금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5만 원 이상의 돈을 국가에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교

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벌＋돈〕

영상보기
(15-4-15)

영상보기
(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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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8vnmrgr5Sw0
https://youtu.be/8vnmrgr5Sw0
https://youtu.be/9Og3AnK0Pzo
https://youtu.be/9Og3AnK0Pzo


 과료

과료는 형의 종류 중 하나로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벌금입니다.

① 〔벌금＋적다〕

② 〔벌금＋싸다〕

 형 면제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벌을 면제해 주는 판결입니다.

〔벌＋면제〕

영상보기
(15-4-17)

영상보기
(1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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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cvDIYsCH9k
https://youtu.be/DcvDIYsCH9k
https://youtu.be/Jun5mM9pb8Q
https://youtu.be/Jun5mM9pb8Q


 선고유예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미루어주고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벌하지 않는 것

입니다. 선고유예는 전과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선고＋보류〕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

간 동안 징역을 받거나 벌금을 내지 않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유죄판결을 하면서 형

을 실제로 받는 것을 미루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

니다. 그러나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기 때문에 원래 받기로 했던 

형을 받아야 합니다. 예시)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

〔집행유예(은혜)〕

영상보기
(15-4-19)

영상보기
(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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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nducVuXxXE
https://youtu.be/WnducVuXxXE
https://youtu.be/yX5xLSE_Ys4
https://youtu.be/yX5xLSE_Ys4


 무죄판결

피고인이 한 일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나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

은 경우 무죄판결을 받습니다.

〔죄＋없다＋선고〕

 공소기각

피고인의 유죄나 무죄를 따지지 않고 검사의 공소를 무효로 하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재판＋신청＋기각〕

영상보기
(15-4-21)

영상보기
(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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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IiUNzC5_TE
https://youtu.be/iIiUNzC5_TE
https://youtu.be/a8gWQsWV1D4
https://youtu.be/a8gWQsWV1D4


 형사보상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국가로부터 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형사보

상이라고 합니다.

〔나라＋보상＋돈 받다〕

 보호관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대신에 보

호관찰관의 안내와 지시를 받으면서 건전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시＋보호〕

영상보기
(15-4-24)

영상보기
(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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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eC_-Zyu8QI
https://youtu.be/veC_-Zyu8QI
https://youtu.be/hgmXm-RsG_k
https://youtu.be/hgmXm-RsG_k


 사회봉사명령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는 대신에 돈을 받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같은 범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 훈련,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배우다＋명령〕

영상보기
(15-4-26)

영상보기
(1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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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mXfl3LEBM
https://youtu.be/L-mXfl3LEBM
https://youtu.be/MSr2riB2rgo
https://youtu.be/MSr2riB2rgo


 치료감호

심신미약인 사람과 심신상실인 사람, 중독자 등을 치료감호소에 보내서 치료를 받도

록 하는 것입니다.

〔고치다＋고치다＋감호(살피다＋가두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름,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의 내용 등을 인터넷에 올려 국

민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이 ‘신상정보의 공개’, 같은 동네에 사는 일부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이 ‘신상정보의 고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경우 안내에 따라 

경찰서에 가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얼굴＋이름＋나타내다〕

영상보기
(15-4-28)

영상보기
(1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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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Km530_IsLU
https://youtu.be/RKm530_IsLU
https://youtu.be/n4h-mj2kC90
https://youtu.be/n4h-mj2kC90


  청인 입장에서는 신상 공개가 이름, 얼굴, 주소 등을 생각하지만 시각적인 대표성으로 얼굴과 이름

이 드러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자격정지

법원에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을 일정 기간 동안 못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격＋멈추다〕

 자격상실

어떤 형을 선고받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

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를 선고받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격＋사라지다〕

영상보기
(15-4-29)

영상보기
(15-4-30)

118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https://youtu.be/bP8-FuWh_3Y
https://youtu.be/bP8-FuWh_3Y
https://youtu.be/6dZ8ATx2h5U
https://youtu.be/6dZ8ATx2h5U


 몰수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나 범죄와 관련된 돈을 빼앗는 것입니다.

〔빼앗다〕

 추징

범죄 때문에 생긴 물건이나 돈을 잃어버리거나 다 써버려서 몰수할 수 없을 때 피고

인에게 그만큼의 돈을 대신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돈＋가져가다(왼 주먹의 5지 등을 오른손으로 긁어내리면서 주먹을 쥠)〕

 심급제도

지방법원에서 첫 번째로 받는 재판을 1심, 항소를 하였을 때 받는 재판을 2심, 상고하

여 대법원에서 받는 재판을 3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을 심급제도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은 3번 재판을 받

는 삼심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보기
(15-4-32)

영상보기
(15-4-33)

영상보기
(15-4-31)

11915. 판결 선고

https://youtu.be/p3dMDfYNnFQ
https://youtu.be/p3dMDfYNnFQ
https://youtu.be/1EFi_KLAMSk
https://youtu.be/1EFi_KLAMSk
https://youtu.be/OFy3VFWFdbw
https://youtu.be/OFy3VFWFdbw


〔재판＋첫째＋둘째＋셋째(동작을 조금씩 위로 올리면서 진행)＋법〕

 항소

법원에서 첫 번째 재판을 받았으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상급 법원에 다시 재

판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소를 할 때 내는 문서가 항소장입니다.

〔고등법원(고등＋재판)＋신청〕

 상고

항소를 하여 다시 재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판결을 인정할 수 없을 때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때 내는 문서는 상고장입니다.

영상보기
(15-4-34)

영상보기
(1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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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pPx2211flA
https://youtu.be/cpPx2211flA
https://youtu.be/HOIqu6e7O-I
https://youtu.be/HOIqu6e7O-I


〔대법원＋신청〕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피고인만 항소를 한 경우 상급 법원은 1심보다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데 이것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검사만 항소한 경

우나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고등＋재판)＋선고받다＋더＋무겁다＋불가능〕

영상보기
(15-4-36)

12115. 판결 선고

https://youtu.be/b1l1ZXHir7M
https://youtu.be/b1l1ZXHir7M


 항소이유

항소는 법에서 정한 이유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항소를 할 수 있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것이 항소이유입니다.

〔고등법원＋신청＋이유＋동기〕

 법령위반

항소이유 중 하나입니다. 판결의 내용이나 판결 절차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절차＋위반(장애)〕

  내용상 법 절차상에 하자가 있을 경우 〔위반(장애)〕 수어를 사용합니다.

영상보기
(15-4-38)

영상보기
(1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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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YmrXZsETZY
https://youtu.be/wYmrXZsETZY
https://youtu.be/lAI9iTY38Ik
https://youtu.be/lAI9iTY38Ik


 사실오인

항소이유 중 하나입니다. 판사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

고인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하면 사실오인이 됩니다.

〔실수＋잘못＋타봉＋선고〕

 양형부당

항소이유 중 하나입니다. 양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울 

경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울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게 됩니다.

〔양형(벌)＋맞지 않다〕

영상보기
(15-4-39)

영상보기
(1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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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wu1ayry8Yc
https://youtu.be/dwu1ayry8Yc
https://youtu.be/cTwVA7fJgYY
https://youtu.be/cTwVA7fJgYY


  〔절차〕

  〔단어〕

절
차 

외 

용
어

16

관련 용어

 고소

고소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수사기관

에 범인을 잡아 처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고소권자’라고 하며 

피해자, 피해자의 배우자, 친족 등입니다. 고소는 말로 해도 되고, 고소장을 써서 제

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한 사람을 ‘고소인’, 고소를 당한 사람을 ‘피고소인’이라

고 합니다.

영상보기
(16-1)

영상보기
(16-4-1)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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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E6yKNPaiQY
https://youtu.be/CE6yKNPaiQY
https://youtu.be/BNhiYEX9Avc
https://youtu.be/BNhiYEX9Avc


① 〔경찰＋신고〕

② 〔신고〕

  농인 사회에서는 소를 제기하는 것에 〔재판＋신고〕와 〔재판＋신청〕의 두 가지 수어를 사용하고 있습

니다.

〔경찰＋신고〕, 〔재판＋신고〕 등 표현에 〔신고〕가 들어가면 주로 농인이 주체가 되어 직접 행동할 때의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경찰＋신고〕는 주로 불법 등을 신고하는 등에 사용하고, 〔재판＋신고〕

는 자신이 피해를 입었을 때 재판으로 해결하자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농인이 직접 고

소, 고발하는 경우는 〔신고〕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문맥상 농인이 아닌 검사가 주체가 되는 경우

는 접수의 의미가 있는 〔재판＋신청〕의 수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고발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범인을 잡아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

입니다.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권자가 정해져 있는 고소와 다릅니

다.

영상보기
(16-4-2)

12516. 절차 외 용어

https://youtu.be/uLC4G_ZVoO8
https://youtu.be/uLC4G_ZVoO8


① 〔경찰＋고자질〕

② 〔고자질〕

 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후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하

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공소시효 제도입니다. 범죄마다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이 다 지나가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합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범인

을 찾아도 기소하여 벌을 줄 수 없습니다,

〔죄＋언제＋까지〕

영상보기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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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5DJnYt1qx4
https://youtu.be/k5DJnYt1qx4


 구속

검사나 경찰관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치소나 유치장 등

에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피의자를 구속할 때 경찰관은 10일, 검사는 최대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을 법원이 구속할 때에는 1심, 2심, 

3심 각 심급별로 2개월씩 구속할 수 있습니다.

① 〔가두다〕

② 〔잡다＋가두다〕

 구속사유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정말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생각되어야 

하고, 사는 곳이 확실하지 않거나, 증거를 없애버리거나 도망칠 것으로 의심되어야 

합니다. 구속은 형벌이 아니고, 구속이 되었더라도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보기
(16-4-4)

영상보기
(16-4-5)

12716. 절차 외 용어

https://youtu.be/7HAiZ7UaQLs
https://youtu.be/7HAiZ7UaQLs
https://youtu.be/Mt6MvVLT1X0
https://youtu.be/Mt6MvVLT1X0


〔구속(가두다)＋이유＋원인〕

 구속적부심사

피의자는 구속된 이후에도 구속이 법에 어긋난다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법

원에 석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이 적절

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구속적부심사’라고 합니다.

〔지금＋구속(약간 동안 동작을 유지), 석방(구속의 반대)＋주세요＋재판〕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요구하는 것이어서 〔지금＋구속〕 수어 이후에 잠깐 쉬었다가 〔석방(가두다 반

대)＋주세요＋재판〕을 사용합니다.

이 때 잠깐 쉬는 동작은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상보기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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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UXWhKReyV4
https://youtu.be/IUXWhKReyV4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속할 때에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판사가 직접 피의자나 피고인을 심문하고 피의자나 피고인, 변호인, 검사의 의

견을 들어 구속영장을 내어줄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것이 ‘영장실질심사’입니다.

〔구속＋하다＋말다＋재판〕

 기소유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나 성격, 행동, 환경, 피해자와의 관

계, 범행 후 상황 등을 고려하여서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공소(재판＋신청)＋보류〕

영상보기
(16-4-7)

영상보기
(16-4-8)

12916. 절차 외 용어

https://youtu.be/o3Fu6iKq7lc
https://youtu.be/o3Fu6iKq7lc
https://youtu.be/UF83PjkyUKI
https://youtu.be/UF83PjkyUKI


 긴급체포

피의자가 중한 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경우처럼 일정한 사유가 있고 매우 급하여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

다.

〔급하다＋잡다〕

 목격자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을 말합니다.

〔목격하다＋사람〕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말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죄나 과실치상죄, 협박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기소되지 않고, 재판 중에 처벌불원서를 

내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영상보기
(16-4-9)

영상보기
(16-4-10)

영상보기
(1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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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95u9klptu0
https://youtu.be/-95u9klptu0
https://youtu.be/m6DlOORNha4
https://youtu.be/m6DlOORNha4
https://youtu.be/3PRUr76pVyk
https://youtu.be/3PRUr76pVyk


〔벌＋말다＋신청＋벌＋취소〕

 보조인

피고인을 보조하는 사람. 법정대리인 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보조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돕다＋보조＋사람〕

영상보기
(16-4-12)

13116. 절차 외 용어

https://youtu.be/gDNf8qXmWdo
https://youtu.be/gDNf8qXmWdo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보석)

일정한 돈을 내거나 법원에 서약서를 내는 등 조건을 달아서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

을 석방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때 내는 돈을 ‘보증금’, ‘보석금’이라고 합니다. 보석결

정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어 다

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보증(확인)＋돈을 넣다(돈＋묶음을 내미는 동작)＋석방(가두다 반대)〕

 불기소처분

수사 결과 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거나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공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

고 사건이 끝납니다. 그러나 다른 증거가 발견되는 등 사정이 바뀌면, 다시 조사를 받

을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는 ‘혐의없음’ 처분, ‘기소유예’ 처분 등이 있습니다.

〔죄＋사소하다＋재판＋필요 없다〕

영상보기
(16-4-13)

영상보기
(1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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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l-9gZLj6xk
https://youtu.be/tl-9gZLj6xk
https://youtu.be/e62uHgOisVo
https://youtu.be/e62uHgOisVo


 석방

체포되었거나 구속되었던 사람이 풀려나거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갇

혀 있다가 그 기간이 끝나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① 〔석방(철창의 반대)〕

② 〔석방(가두다의 반대)〕

  〔석방(철창의 반대)〕 수어는 교도소에서 출소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석방(가두다 반대)〕 수어는 경찰, 검찰, 구치소 등에서 구속되었다가 풀려날 때 사용합니다.

①의 경우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풀려남을 나타내는 동작, ②의 경우 구치소 또는 경찰에

서 풀려남을 나타내는 동작

영상보기
(16-4-15)

13316. 절차 외 용어

https://youtu.be/01GC9OZcoeE
https://youtu.be/01GC9OZcoeE


 수사

피의자나 참고인을 불러 범죄를 조사하고 증거를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① 〔죄＋조사〕

② 〔사건＋조사〕

 수사기관

경찰, 검찰 등 범죄를 조사하고 증거를 모으는 기관을 말합니다.

〔경찰＋검찰＋곳〕

영상보기
(16-4-16)

영상보기
(1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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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wmdkbYvYuQ
https://youtu.be/IwmdkbYvYuQ
https://youtu.be/fv92RrZzrNw
https://youtu.be/fv92RrZzrNw


  수사기관을 통칭하는 수어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을 의미할 경우는 〔경찰＋곳〕을 사용하고 검찰을 

의미할 경우는 〔검찰＋곳〕을 사용하며 두 기관을 모두 의미할 경우는 〔경찰＋검찰＋곳〕을 사용합니

다.

 수색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몸이나 옷, 집, 차량 등을 뒤져서 증거가 있는지 찾는 것 입니

다.

〔검사(조사)＋뒤지다〕

 신뢰관계인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

이 미약한 때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피고인, 법정대리인,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

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6조의2 제1항 

제1호).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

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76조의2 제2항). 

신뢰관계인은 법원이나 소송관계인의 신문,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상보기
(16-4-18)

영상보기
(1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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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KS2QA-G_HQ
https://youtu.be/XKS2QA-G_HQ
https://youtu.be/PHMVw0qe9Ss
https://youtu.be/PHMVw0qe9Ss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76조의2 제3항).

〔신뢰＋보조＋사람〕

 압수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몸이나 옷, 집, 차량 등을 뒤져서 증거가 있는지 찾고 찾은 증

거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빼앗다〕

 영장

수사기관에서 체포나 구속, 압수, 수색하도록 명령하거나 허락해주는 문서로 법원이 

내어줍니다. 예시) 체포영장, 구속영장

영상보기
(16-4-20)

영상보기
(1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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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1bBgFduyEI
https://youtu.be/21bBgFduyEI
https://youtu.be/7Cid4jMBo78
https://youtu.be/7Cid4jMBo78


① 〔재판＋서류〕

② 〔서류〕

③ 〔영장〕

  〔영장〕 수어가 국립국어원의 법률수화사전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이 수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농인의 이해정도에 따라 〔영장〕 수어를 사용하거나 〔서류〕 수어를 사용합니다.

 장애인관련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

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장애인관련자가 장애인인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동

석을 요구하는 등 장애인을 돕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용하여야 합

니다.

영상보기
(16-4-22)

13716. 절차 외 용어

https://youtu.be/eaufF3jaK8Q
https://youtu.be/eaufF3jaK8Q


〔장애인＋동행＋돕다＋사람〕

 참고인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람 중 피의자 외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피해자도 참고인입니다.

① 〔관계＋사람〕

② 〔사건＋관계＋사람〕

영상보기
(1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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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cq9cvurHLA
https://youtu.be/Vcq9cvurHLA


  참고의 수어는 〔기억하다＋두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사건과 관계된 사람을 칭하는 경우로 해석하였습니다.

 처벌불원서

피해자가 피의자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힌 서류입니다. 피해

자가 범죄 때문에 다치거나 손해를 보았을 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돈으로 보상하거나 피해자에게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면 피해자가 이를 받아

들이는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합의한 경우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불원

서를 내어 피의자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알릴 수 있습니다.

〔벌＋말다＋신청＋서류〕

 체포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가두는 것입니다. 체포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

포, 현행범(인) 체포가 있습니다. 체포 기간은 최대 48시간입니다. 따라서 48시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풀어주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을 받아서 구속해야 합니다.

영상보기
(16-4-24)

영상보기
(16-4-25)

13916. 절차 외 용어

https://youtu.be/-G6fOjOU1-Y
https://youtu.be/-G6fOjOU1-Y
https://youtu.be/TUb2wOYlfl8
https://youtu.be/TUb2wOYlfl8


〔잡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

으로 의심되고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하였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가지 않거나 가

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면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있습니다.

① 〔영장, 잡다〕

② 〔잡다＋서류, 나타내다＋잡다〕

영상보기
(1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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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08vBh9rvxo
https://youtu.be/n08vBh9rvxo


 체포적부심사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가 법에 어긋난다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법원에 석방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여 피의자를 석방할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체포적부심사’라고 합니다.

〔지금＋체포, 석방(가두다 반대)＋주세요＋재판〕

  현재 체포된 상태에서 요구하는 것이어서 〔지금＋체포〕 수어 이후에 잠깐 쉬었다가 〔석방(가두다 반

대)＋주세요＋재판〕을 사용합니다.

이 때 잠깐 쉬는 동작은 ‘현재 체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친고죄

범죄의 피해자나 법에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다고 정한 사람이 직접 고소하거나 

고발을 해야지만 기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친고죄의 예에는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영상보기
(16-4-27)

영상보기
(16-4-28)

14116. 절차 외 용어

https://youtu.be/h3-keW8O3OA
https://youtu.be/h3-keW8O3OA
https://youtu.be/em8PGAaDd38
https://youtu.be/em8PGAaDd38


① 〔신고＋벌＋가능, 신고＋없다＋벌＋불가능〕

② 〔신고＋없다＋벌＋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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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도례

배우자, 가까운 친척이 절도죄나 사기죄와 같이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가 반드시 고소할 때에만 기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친척＋사이＋죄＋면제(두 손 이마)〕

 현행범(인)

범죄를 저지르는 중이거나 바로 직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합니다.

① 〔지금＋발견〕

영상보기
(16-4-29)

영상보기
(16-4-30)

14316. 절차 외 용어

https://youtu.be/tlGm4YgYurw
https://youtu.be/tlGm4YgYurw
https://youtu.be/68lBOq5t3XY
https://youtu.be/68lBOq5t3XY


② 〔지금＋죄＋활동＋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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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범
죄
명

17

관련 용어

 강도죄

1)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2) 상대방이 반항하지 못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여 

3)-① 상대방의 재물을 뺏거나(강취) 재산상 이익(채무의 면제 등)을 얻거나

3)-② 제3자가 상대방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할 때 성립합니다.

〔강도(복면/도둑)＋죄〕

영상보기
(17-1)

영상보기
(17-4-1)

 〔죄〕

14517. 범죄명

https://youtu.be/bxgi4OQngkU
https://youtu.be/bxgi4OQngkU
https://youtu.be/sDvJTmQBFpI
https://youtu.be/sDvJTmQBFpI


  불법영득의사란

1) 정당한 권리자를 계속해서 배제하고

2)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나와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그 사람의 

가게 앞에 있던 화분에 핸드폰을 올려두고 나온 경우, 핸드폰 주인을 배제하고 자신의 핸드폰처럼 사용

하고 본래의 경제적 용법인 전화, 문자메시지 발신 등의 이용을 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됩니

다.

 공무집행방해죄

1)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2)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물

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합니다)이나 협박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공공＋방해＋죄〕

 명예훼손죄

1)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공연성)

2)-①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를 지적하여 보이거나(사실적시)

2)-② 허위의 사실을 지적하여 보여줘서(허위사실적시) 

영상보기
(17-4-2)

영상보기
(17-4-3)

146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https://youtu.be/YUaLg7z63pE
https://youtu.be/YUaLg7z63pE
https://youtu.be/bTtVOlH--qI
https://youtu.be/bTtVOlH--qI


3)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합니다.

① 〔명예＋깨지다＋죄〕

② 〔얼굴＋칠하다(왼 주먹의 5지에 오른손 끝으로 상하로 치댄다)＋죄〕

 모욕죄

1)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공연성)

2)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

멸적인 감정을 표현(모욕)하면 성립합니다.
영상보기
(17-4-4)

14717. 범죄명

https://youtu.be/vNFYP0f4-cE
https://youtu.be/vNFYP0f4-cE


〔모욕＋죄〕

 무고죄

1) 상대방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2)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행정기관(공무소)이나 

공무원에게

3)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권이나 징계권의 발동이 

촉구될 경우 성립합니다. 

〔거짓＋모함(왼 주먹의 5지를 향하여 오른손을 내밀면서 5지를 친다)＋죄〕

 사기죄

1)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2) 허위의 의사표시(기망행위)를 통해

3)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해서

4)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동(처

분행위)을 하고

5)-① 위의 처분행위를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5)-②  위의 처분행위를 통해 제3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경우 성립합니다.

영상보기
(17-4-5)

영상보기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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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FSxvKjfHFA
https://youtu.be/UFSxvKjfHFA
https://youtu.be/BN-HSy1_D2c
https://youtu.be/BN-HSy1_D2c


〔사기＋죄〕

 살인죄

1) 고의로

2) 사람을 죽이는 경우 성립합니다.

〔살인＋죄〕

 상해죄

1) 상대방을 다치게 할 고의로

2)-①  상대방의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거

나(상해-생리적 기능훼손) 

2)-②  상대방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상해-신체의 완전성 침해)를 하는 경

우 성립합니다.

영상보기
(17-4-7)

영상보기
(17-4-8)

14917. 범죄명

https://youtu.be/_By2mn84E64
https://youtu.be/_By2mn84E64
https://youtu.be/vMBm3xBcCWc
https://youtu.be/vMBm3xBcCWc


〔상처＋죄〕

 위증죄

1)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한 증인이

2)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 성립합니다.

〔거짓＋진술(이야기)＋죄〕

 절도죄

1)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2) 상대방이 점유하는 상대방 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3)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면(절취) 성립합니다.

영상보기
(17-4-9)

영상보기
(1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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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JGRrQ4AYFw
https://youtu.be/eJGRrQ4AYFw
https://youtu.be/aCdXGmpa98g
https://youtu.be/aCdXGmpa98g


〔절도(도둑)＋죄〕

 주거침입죄

1)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 관리하는 건물, 배, 항공기 등에

2)-①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거나(주거침입죄)

2)-② 들어온 뒤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을 때(퇴거불응죄) 성립합니다.

〔집＋넘어 들어오다(왼손 밖에서 오른 주먹의 1, 2지를 왼손을 넘어 안으로 들인다)＋죄〕

 폭행죄

1)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2)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물리적으로 신체에 고통을 주는 경우) 성립합니다.

〔때리다(주먹)＋죄〕

영상보기
(17-4-11)

영상보기
(17-4-12)

15117. 범죄명

https://youtu.be/EQhqRmpMqE4
https://youtu.be/EQhqRmpMqE4
https://youtu.be/atu6NWDp0II
https://youtu.be/atu6NWDp0II


 협박죄

1) 공포심을 느낄만한 정신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2)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큼 해가 되는 나쁜 일을 하겠다고 알려서(해악의 고지)

3)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면 성립합니다.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협박＋죄〕

 횡령죄

1) 다른 사람의 재물(물건, 돈, 부동산 등)을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이

2)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3) 자기가 보관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4)-① 불법으로 취득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4)-② 반환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성립합니다.

〔횡령＋죄〕

영상보기
(17-4-13)

영상보기
(1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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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vMMotrpm3Q
https://youtu.be/ZvMMotrpm3Q
https://youtu.be/h0j8UJcwvsg
https://youtu.be/h0j8UJcwvsg


구
속 

전 

피
의
자
심
문
에 

관
한 

안
내
문

18

영상보기
(18)

1.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의미

• 수사기관이 귀하를 구속하고자 할 때 귀하는 판사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라고 합니

다.

• 귀하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할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판사를 만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의 조치

• 귀하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다시 법원에서 구

속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심사받을 수 있고(이를 ‘구속적부심’이라 

합니다), 이때 법원이 귀하의 석방을 명하면 즉시 석방됩니다.

•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입니다.

•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의

자 본인이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3.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의 유의사항

•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이 됩니다.

• 다만 이것으로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석방이 되더라도 모든 재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귀하가 사

는 곳이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때에는 곧바로 수사기관이나 법원

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귀하와 연락이 안 되어 귀하가 지정된 

날짜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사안에 따라서는 추가조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수

도 있습니다.

15318.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한 안내문

https://youtu.be/uyDu5ShVKLE
https://youtu.be/uyDu5ShVK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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