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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의 문제점으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공

통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구속기준에 관한 기

준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통일되어 있지 못하며, 구체성과 명확성을 띠고 있다

고 보기도 힘들다.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하였던 구속기각 결정이 나와 국

민의 분노를 사기도 하며, 검찰도 영장 청구와 재청구를 반복하는 등 인권지

향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와는 거리가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법원이 구속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 수가 없어 영장발부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 영장기각 시 언급

하는 이유만으로 구속요소들을 어느 정도로 중시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우며,

이는 일부 영장기각결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과거

법관의 양형문제로 인하여 사법불신이 만연하였을 때 도입된 양형기준제의 정

착에 비추어 볼 때, 양형단계뿐만 아니라 구속 단계에서도 그 기준을 계량화

하여 보다 객관화된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정립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따라서 구속기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구속기준점수

제”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구속기준점수제 도입의 전제는 무엇이며, 그 내용은

어떠한지, 형식은 어떠한지에 대한 구상을 하였다. 또한 우리 형법전과 검찰의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법원의 ‘인신 구속 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 양

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구속기준점수표”의 예시를 작성하고 이를

실제 구속영장기각 사례에 대입하는 등 실무에의 응용 가능성도 살펴보았다.

구속기준점수제의 도입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떠한가? 우선

사법신뢰의 회복을 비롯하여 보다 투명한 영장실질심사의 운영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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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양형기준과의 상보적 영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사기관은 무리

한 구속영장 청구를 자제하여 정밀사법을 지향하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문제도 구속기준점수제를 통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구속기준점수제는 구속기준의 계량화를 통하여 영장실

질심사제도의 운영과정을 객관화·투명화시켜 궁극적으로 형사사법절차의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에 기인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룬 구속기준점

수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점수 부여 방식은 하나의 예시로서, 그 기준 자체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

준과 같이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원·검찰·경찰·시민단체 등 다양한0 기

관들의 협력과 합의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주요어: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기준, 구속기준점수제, 사법신뢰

학 번: 2016-2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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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구속 전 피의자를 실질적으로 심문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는 1997. 1.

1. 제9차 개정 형사소송법과 함께 시행되었으며, 수 차례 개정을 거쳐 2007년

제17차 개정 형사소송법은 영장실질심사제도는 구속 전 모든 피의자에게 확

대, 적용하였다. 그 과정 속에는 법원과 검찰의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

였으나, 현재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구속 전 모든 피의자는 신체의 자

유·변호인조력권 등 헌법상 권리를 보다 견고하게 향유하게 되었다. 특히 피

의자의 인신구속과 관련한 각종 통계수치들은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 전후

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구속사유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70조의 해석에 있어 추상성의 문

제가 존재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검찰과 법원은 각각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과 ‘인신 구속 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를 정하였으나 구속을 대하는

양 기관 간에 존재하는 차이가 더욱 부각되는 결과를 낳았다. 구속기준의 명

확한 정립은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기관은 종종 수사상 편의를 위하여 무리한

영장 청구를 하여 비판을 받으며, 영장발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부족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대립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나 “전관예우” 등의

비판이 존재한다. 수 백억원 대의 횡령·배임을 범하였다고 의심을 받는 재벌

총수 혹은 유력 정치인들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구속을 면하기도

하며, 생계형 범죄를 범하여 인치된 평범한 국민들은 구속되는 경우가 그리

드물지 않다.

이처럼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부족한 이유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없다는 데에 있다. 법원과 검찰은 구속기준에 관

한 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통일되어 있지 못하며, 구체성과 명확성을 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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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이로 인하여 영장 발부·기각의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며,

구속기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불투명하여 일부 영장기각결정에 대하여 ‘유

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전관예우’를 믿고 거액을 들여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찾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영장항고제도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으

나, 단순히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여 구속기준의 추상성·불투명성 문

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구속기

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법률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모두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속기준을 객관화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장실질심사제도 의의를 먼저 살펴보고, 현행법상 영

장실질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검토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사단

계에서의 인신구속이 어떻게 변모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그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한계의 분석을 통하여 구속영장의 발부기준

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

1항 및 제2항과 동법 제20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구속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고

비교법적으로 독일·미국·영국·일본 4개국은 각각 어떠한 구속기준을 가지며

이들이 우리나라의 구속사유와 비교해 볼 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할

것이다. 그 다음 실무상 법원과 검찰은 각각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거

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동안 구속기준에 대한 논의

들을 정리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구속기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

되었던 구속기준의 계량화 및 그 한계를 검토하며, 양형기준제의 도입 경과를

살펴보며 이러한 한계의 보완가능성을 언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를 보다

구체화한 방안으로서 구속기준점수제를 주장하며, 이 제도의 내용은 어떠한지,

또한 어떻게 현행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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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변천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구

속영장 발부기준의 문제점을 살펴본 뒤, 그 개선 방안으로서 구속점수기준제

의 도입을 주장하며 이 제도의 필요성과 내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

적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아래와 같다.

제2장에서는 현행법상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 전과 후를 살펴보아 영장

실질심사제도의 의의와 현행법상 영잘실질심사제도의 절차, 나아가 1981년부

터 2016년까지의 인신구속의 현황을 통계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 그 의미를

도출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영장실질심사제도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짚을 수 있는 구속기

준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구속을 규율하는 우리

형사소송법 제70조 및 201조를 살펴보고, 독일·미국·영국·일본 4개 국가의 구

속기준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뒤 구속기준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을

정리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부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되었

던 구속기준의 계량화 논의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양형기준제의 도입 과정을 언급함으로써 구속기준 개선의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구속기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구속기준점수제

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이다. 구속기준점수제가 무엇이며, 어떠한 근거로 운영

될 수 있는지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구체화할 것이다. 그리고 구속기준점수제

의 도입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하여 발표된 논문, 언론 기사, 통계 자료 등

을 포함한 다양한 문헌과 기사를 참고·검토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구속기

준의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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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우리나라 현행법상 영장실질심사제도

제1절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는 1995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시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인신구속 관행이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

였으며, 특히 2007년 필요적 심문을 규정함으로써 다시 한 번 형사절차에 유

의미한 변화가 일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영장실질심사가 구속영장의 발부절차의 어느 부분에서 그 효과를

발휘하는지 알아야 하며, 영장실질심사 도입 전후의 인신구속의 실태를 통계

적으로 비교하고 살펴보는 작업도 필요하다.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전에 검토하여야 할 점은 영장실질

심사제도가 어떠한 연유로 도입되었고, 그 도입으로 인하여 어떠한 변화가 발

생하였는지이다. 즉,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연유로 우리

나라에 도입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실시를 통하여 우리

형사사법절차가 어떠한 발전을 이루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하에서는 1995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이 우리 형사

사법제도에 부여하는 의의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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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의의

I.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의의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다음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심문장치를 의미한다.

“실질심사”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장실질심사는 형식적으로 영장을

발부하던 과거의 관행과 대립하는 개념이다. 1995년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

전까지의 실무관행은 구속 전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발부된 법관의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는 사전영장제도였는데, 이는 서면심사에 의한 영장발부라는 관

행이 정착된 것이었다. 당시 사법경찰관은 사전영장 발부의 번거로움을 피하

기 위하여 임의동행과 보호실 유치의 편법을 자주 사용하였다. 이러한 구실로

피의자의 자백을 받은 다음,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관은 검사가 송

부한 기록을 바탕으로 서면심사를 하고 영장을 발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관

행은 수사의 편의만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병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형태였으며, 결과적으로 인신구속제도의 인권보호 기능은 상당히 퇴

보한 상태였다.1)

이렇듯 형식심사만으로 영장이 발부되는 관행은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우선 구속영장의 발부여부가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

자신문조서와 기타 참고자료만으로 이루어졌으며 피의자에게는 변명의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하여 동년 7월부터 발

효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양」제9조 제3항 제1문은 “형사

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

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구속영장 발부 이전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

을 보장하는 장치를 ㅁ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2) 이에 따라 1993

1) 이주일,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비교법학연구 제2집, 한국비교법학

회, 2003. 248쪽.



- 6 -

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사법제도개혁의 쟁점 중 하나로서 다시

심의안건으로 채택, 대법원이 입법을 추진하였다. 결국 1995. 12. 제177회 정기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공포되었다.3)

II. 1995년과 1997년 개정 형사소송법

1995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①체포제도를 도입하고(제200조의 2)②영장실질

심사제도를 명문화하였으며(제214조의2 1항)③체포적부심사제도 및 기소전 보

석제도를 도입하는 등(제214조의2 2항 및 4항) 인권보호를 위한 법개정이 이

루어졌다.4) 그러나 당시 개정 형사소송법은 모든 구속영장 청구사건에 대하여

법관의 필요적 심문을 규정한 것이 아닌, 법관의 선택을 통하여 심문이 이루

어지는 것이었다(구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또한 피의자심문을 원칙적

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 1996년의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4를 두고 수사기관측

은 하위규범인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4에서는 영장실질심사를 필요적으로 규

정한 데에 반하여, 상위규범인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를 임의적으로 규정하여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반한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5) 그 결과 1997. 12. 13.

제9차 형사소송법 개정이 진행되었다. 동법 제201조의2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때”,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의

경우 “구속의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 신동운, 신형사소송법(제5판), 법문사, 343쪽

3)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반대도 적지 않았다. 그 근거로는 ①구속적부심사제도와

중복되고 ②피의자를 법원까지 호송하는 등 요구되는 인력이 많고 ③대륙법계 국가에서 실

질심사를 하는 예심판사는 검사와 유사한 역할이므로,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검사의 통제

로 충분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영장실질심사 도입 찬성측은 ①실질심사는 예심판사와 같이 단지 초동 단계의 수사 목적만

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②피의자는 지체없이 법관에 대한 진술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③수사기관에 의한 고문 등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영장실질심사가 필요하고 ④실질심사와 구

속적부심은 별개의 제도라는 입장이었다. 황정근,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개선방안, 형사정

책연구 제8권 제4호(통권 제32호, 1997), 6쪽 각주.

4) 이재상, 신형사소송법(제9판), 박영사, 2012, 224쪽.

5) 노정환, 앞의 논문,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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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러한 법률개정에 대한 반발이 심하였다. 그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법관과 피의자 간의 대면을 강조

하는 제도이므로, 소송경제 혹은 수사인력의 문제를 이유로 법관의 필요적 심

문을 간과할 수 없다. 둘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3항에는 법관에 의한 피의자의 심문을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하므로6), 제8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에 위반된다. 마지막으로, 영장실질심사 여부를 피의자

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헌법 제12조

제3항의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는 필수적 절차로 규정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7)

III. 필요적 심문절차의 실시

피의자측의 신청으로 피의자심문을 실시하게 하는 1997년의 개정 형사소송

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적법절차를 강조하는 우리 헌법 제12조 제3항과 일치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8)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9조 제3항도 법관에 의한 피의자의 심문을 필수적으로 명시하는

바, 이러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을 개정하여

영장실질심사제도를 필요적 심문절차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9)

6) 제9조 제3항.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

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

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이하 생략). 1966.12.16. 채택

되었고, 1976.3.23.발효. 한국은 1990.4.10.가입하였다.

7) 송광섭, 앞의 논문, 60쪽; 이재석, “현행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11

호, 1991, 196쪽; 황정근, 앞의 논문, 50쪽.

8) “...하물며 주로 재산의 득실에 관련된 민사절차와 행정절차에서도 적법절차 원리에 근거하여

청문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보다 결코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없는 신체의 자유에 직결되는 인

신구속절차에서 청문을 부정한다는 것은 헌법 제12조가 형사절차에서의 적법절차를 특히 강

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적법절차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영장재판은 신체의 자유

를 제한하는 재판의 일종이고, 당사자주의의 원칙상 재판에서는 피의자가 법관을 대면하여

진술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황정근, 인신구속과 인권보호, 형사법연구 제14권, 한국형

사법학회, 2000, 38쪽.

9) 신동운, 앞의 책, 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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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이러한 주장은 사법개혁의 주요의제로 채택되었으며, 2007. 6. 1.자

제17차 개정 형사소송법은 ①피의자심문을 필요적으로 규정하였으며 ②심문기

간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까지로 하고, ③법원사무관으로 하여금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IV. 소결-영장실질심사제도의 가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95년 구속이 될 피의자를 판사가 대

면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판단하던 수사관행을 뒤엎고 영

장실질심사제도를 입법화함으로써 인신구속제도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일으

켰다. 즉, 제8차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판사가

임의적으로 심문할 수 있게 하여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

러낸 것이다.

구속 전 모든 사건에 대하여 영장전담판사가 피의자를 대상으로 심문을 하

게 하는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여러 방면으로 형사사법절차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다주었다. 우선 과거 만연하였던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크게 줄어들었다.

형식적으로 서류심사만을 통하여 피의자를 구속하였던 과거에는 수사기관이

수사의 밀행성을 이용하여 피의자를 고문하거나 가혹행위를 가하는 경우도 적

지 않았으며, 객관적인 제3자가 구속절차를 관찰하는 기회도 없어 이러한 불

법행위를 없앨 여지가 없었다.10)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의 도입을 통하여 판사

는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고 필요한 심문을 할 수 있게 되어 수사기관의 위법

한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또한 형사사법절차에 공정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체의 자유를 제

한하는 강제처분인 구속의 결정에 있어서 피의자가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영

장발부권자인 판사 면전에 진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법원이 수사기관의

10) 대표적인 예로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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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만을 대변한다는 인식을 소멸시키고 피의자측의 주장도 동일한 무게를 두

어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영장실질심사를 필

요적 심문절차로 나아가게 개정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공정성을 더욱 강화시켰

다고 본다.11)

구속은 체포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피의자를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

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구속의 신중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

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한 뒤, 구속여부를 판

단하게 하는 영장실질심사제도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 제도는 시행 당

시 신청에 의해서 실시하는 임의적 제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모든 피의

자로 확대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결과물로서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영장실질심

사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1) 구속영장의 법적 성질을 허가장이 아닌 명령장으로 보는 다수설도 이러한 취지에 더 부합

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수사기관이 형식적으로 청구하는 영장의 발부만을 담당하는

법원이 아닌, 피의자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심문하여 양측의 주장과 사실관계

를 종합적이고 중립적으로 고려하여 영장을 발부하고 그 집행을 허가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지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 및 재판진술권과도 부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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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절차

I. 구속영장의 청구

구속영장의 청구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다시 이를 관

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거나 검사가 곧바로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한, 제200의4조 제1항). 이 때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전담법원을 지정할 수 있

는데(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5), 이를 영장전담판사라고 부른다.

영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한다(동 규칙 제93조 제1항). 이 때 형사소송법은

체포된 피의자와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상이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소송법 제201조의2).

2.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

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

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제201조의2 제2항).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조 제2항). 법원이 인치받은 피의자

를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24시간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의자를 유치할 수 있다(동조 제10항,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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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선변호인의 선정

만약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

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동

법 제201조의2 제8항).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

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동조 제9항).

III.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0 제1항). 지방법원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의

수,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변호인과 피의자의 접견시간을 정할 수 있다

(동조 제2항). 또한 지방법원판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변호인의 피의

자접견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동조 제3항).

피의자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

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동 규칙 제96조의21 제1항). 이 경우 지방법원판사

는 열람에 관하여 그 일시·장소를 정할 수 있다(동조 제3항).

IV. 심문기일의 통지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즉시,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인치한 후 즉

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제201조의2 제3항). 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전화·모사전송·전자

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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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형사소송

규칙 제96조의 12 제3항).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

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동 규칙 제96

조의 22).

V. 심문기일의 절차

1. 피의자의 출석

검사는 심문기일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제201조의 2 제3항).

그러나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동 규칙 제96조의 13

제1항). 검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판사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2. 심문의 방법 및 절차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동 규칙 제96조의 14). 판사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진술거부권을

고지12)하여야 한다(규칙 제96조의 16 제1항). 또한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결하게 심문하여야 한다 (규칙 제96조의

16 제2항). 이는 영장실질심사의 본안재판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13)따라서

범죄혐의의 상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심문이 허용

12) 인정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성명 대신 피의자의 인상ㆍ체격 그 밖에 피의

자를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ㆍ주거ㆍ직업은 진술거부의 사실을 기재

하고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법원실무제요, 형사(I), 법원행정처, 2015, 301쪽.

13) 따라서 범죄혐의의 상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심문이 허용되어

야 한다. 위의 글, 3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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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또한 영장실질심사는 증거보전절차와 제도 및 취지가 다른 만큼

그 운용도 상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14)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

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

항에 관하여 심문할 수 있다(동 규칙 제2항 후단).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15).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진술할 수 있다(동 규칙

제3항). 이와 반대로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16)(동 규칙 제4항). 법원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제201조의2 제6항).17)

판사는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해자 등 제3자를 심문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하면 이를 행할 수 있다18)(동조 제5항).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

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

건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다(동조 6항). 피의자 심문 시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

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201조의2 제10항).

14) 판례 역시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의자신문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1972.11.28. 선

고 72도 12104판결.

15) 종전에는 판사의 심문이 끝난 다음에 변호인과 검사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피의자를 심문

할 수 있었으나, 이는 심문을 하지 못하도록 개정되었다. 법원실무제요, 앞의 논문, 301쪽.

16) 검사나 변호인과 다르게 피의자가 판사의 심문 도중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구할 수 있는 이

유는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위의 글, 301쪽.

17) 이재상, 앞의 책, 255쪽.

18) 형사소송법 제37조 제3항은 판사가 결정 또는 명령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의자심문절차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다만 영장실질심사의 신속성에 비추어

형사소송규칙은 피해자 등이 심문장소에 출석한 때에 한하여 심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다. 위의 글, 3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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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운용현황

I. 들어가며

1997년에 도입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우리나라의 인신구속 형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 이후 판사의 영장기각률은 높아졌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건수는 감소하였으며 구속자 수 또한 급감하였다.19)

하지만 구속영장청구건수와 영장기각률이 감소하였다고 하여 구속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즉, 우리나라의 구속제도가 올바르

게 정착하고 있는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수사단계에서의 인신구속률, 구속영장청구 및 발부 현

황, 발부된 구속영장의 처리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구속이 형사절차에서 어떠

한 함의를 갖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은 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와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기하며 이를 통하여 발견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새로운 개선안의 모색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II. 통계를 통해 보는 인신구속제도의 운용현황

1. 수사단계에서의 인신구속 현황

인신구속제도의 현황 및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사건접수건수, 검

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사건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아야 한다. 아래는 1981년부터 2015년까지 35년간 구속영장의 청

구 및 발부·기각에 대한 자료이다.

19) 김성돈·김혜경, 앞의 보고서,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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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구속영장 청구, 발부 및 기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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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연감(1989, 1995, 2000, 2005 2010, 2014-2016), 검찰연감(1986, 1989)

구속영장 청구인원은 1981년 141,800명에서 1993년의 160,087명으로 지속적

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가 이듬해 146,407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후 증감을

거듭하다가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연도인 1997년에는 구속영장 청구인

원이 143,413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작년에 비하여 9415명이나 감소한 수

치이다. 이듬해 IMF의 여파로 인하여 전체사건접수건수가 전년도의 2,160,639

건에서 2,391,960건으로 급증하였는데, 이에 따라 구속영장의 청구인원수도

161,573건으로 약 18,160명이나 증가하였다. 그 이후 1999년에는 구속영장청구

인원이 128,141명으로 급감하였고, 이러한 감소 추세는 지속되어 2005년에 처

음으로 10만명 미만의 구속영장청구인원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2015년 구속영

장청구인원이 44110명으로 전년대비 7934명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으며, 2016년에는 총 40110명의 청구인원을 기록하였다.

구속영장발부율을 살펴보면, 1981년 80.05%였던 수치가 등락을 반복하다가

1990년 처음으로 90%이상을 기록하였다. 특히나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

입 이전에는 1990년에서 1996년 약 7년간 평균적으로 148,607명의 청구인원

대비 138,215명의 발부인원을 기록하였는데, 그 발부율은 평균 93%에 달하였

다. 그러나 이 수치는 이듬해인 1997년 82.09%로 하락하였고, 개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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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이후인 2007년부터 2016년까지를 보면 평균적으로 매년 44379.8건이 청

구되었으며 33918건이 발부되어 76.43%의 발부율을 보였다.

2. 구속영장기각률 및 구속점유율20)의 추이

1981년부터 2016년까지 구속영장기각률과 구속점유율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2]: 구속영장기각률과 구속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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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연감(1989, 1995, 2000, 2010, 2014-2016), 검찰연감(1986, 1989)

구속영장기각률은 1981년 19.95%였으나 이 수치는 감소하여 1990년에는 처

음으로 한자리수인 8.05%에 머물렀다. 이후 1990년대 초중반에는 기각률이

6-7% 수준에 정체되어 있었지만,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시행과 함께 기

각률은 17.91%로 급상승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 기각률은 12-14%를 유지

20) 구속점유율은 전체접수사건 대비 구속영장발부건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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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가 2007년 영장실질심사에서 필요적 변호인 선임제가 실시되면서 21.81%

로 다시 한번 급상승하였다. 영장실질심사제가 정착해 감에 따라 한동안 기각

률은 20% 초중반을 형성하다가 2016년에는 19.3%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전체사건 대비 구속영장발부율을 나타내는 구속점유율을 살펴보면, 1980년

대 10%를 상회하였다가 1980년 후반을 기점으로 한자리수대로 진입하였다.

접수되는 사건 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였으나, 구속영장발부건수는 1998년부

터 2011년까지 매년 감소하였고 2016년 현재 구속점유율은 단 1.21%에 머물

고 있다.

III. 소결

1. 통계를 통해 보는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의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인신구속율은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

도의 도입과 2007년 필요적 심사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커다

란 변화를 맞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 이전까지 증가해 왔던 구속영장

발부건수와 90%를 상회하였던 구속영장발부율은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의 시

행과 함께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0%대에 머물던 구속영장기각률은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과 함께 20%를 넘기게 되었다.

1997년 이전의 구속영장 발부율보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연도인 2007년

이후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17%p 가까이 감소한 데에는 종래 법관이 검사의

수사기록을 서면으로만 검토하고 형식적으로 영장을 발부하던 관행에서 벗어

났다는 이유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1981년 전체사건

접수건수 대비 구속영장발부율은 17.3%였으나, 이 수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

여 2007년 이후로는 2.3% 미만을 유지하다가 2016년에는 1.5%를 기록하였는

바, 이는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정착해감에 따라서 검찰도 스스로 불필요한 영

장청구를 자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영장실질심사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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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으로 인하여 법원과 검찰 모두 불구속수사 원칙에 입각하여 인신구속에

대한 신중하고 엄격한 태도를 정립해 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통계의 한계

영장실질심사제도가 필요적 심사로 개정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율과 발부

율 모두 이전보다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통계는 구체적인 사안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즉, 형식적으로는 우리

나라의 형사사법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지만, 수사단계에서의 구

속영장발부 및 기각 실태가 공정하고 엄밀하게 이루어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지 여부는 이러한 통계자료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영장기각률을 살펴보면, 2007년 필요적 심문절차로 나아간 이후 영장기각

률은 21.81%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영장실질심사제가 정착해 감에 따라

소폭의 등락을 거쳐 2016년에는 19.3%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영장기각률이

19-20%에 달한다는 점은 법원이 수사기관의 무리한 영장 청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의미도 있으나, 반대로 법원과 검찰 간 구속영장에 대한 인

식 차이를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다.21) 특히 영장실질심사가 시행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장기각률이 20%에 달하고 있다는 점은 효율적인 인신

구속절차가 정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문제점이다.22)

21) 구속영장기각률은 타 국가와 비교하여도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독일의 경우 구속영

장 기각률이 10%내외로 추정된다. 법무부, 외국의 양형기준 및 구속기준, 동광문화사, 2010,

34쪽. 일본은 2012년 기준 구류청구 기각률이 1.4%에 미쳤다. 안승진, “현행 구속영장 기각

기준에 관한 실무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 44호(2014. 9),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189

쪽.

22) 지역별로 영장기각률 편차가 크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2008년 통계조사에 따르면 서울중

앙지방법원과 제주지방법원의 기각률이 30%을 넘는 반면에 대전, 청주, 춘천지방법원의 기

각률은 20%가 되지 않는 등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한다. 신의기·이민식, 구속영장 기각실태

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22권 제2호, 형사정책, 2010, 329쪽.



- 19 -

따라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의 발부기준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가 규

정하고 있는 구속사유가 무엇인지,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가 어떠한지를 살펴

보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과 검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

해 왔으며, 개선 노력의 한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따라서 다음 장

에서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속사유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를 검토하고 해외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나아

가 구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도 검토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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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구속기준에 대한 논의 검토

제1절 들어가며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은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의 구속여부를 형식적인

서면심사에서 실질적인 심문으로 정착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 또한 개정 형

사소송법은 영장실질심사제도를 필요한 절차로 규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구속

영장 발부과정에서 법관이 필요적으로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게 하여 수사기관

에 의한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피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법관의 면전

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형사절차에 공정성과 신뢰가 모두

향상되었다. 이는 전체사건 대비 구속영장청구율 및 구속영장기각률, 구속점유

율 등 앞서 살펴본 통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적 수치의 유의미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의 기

각에 대하여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도 영장발부

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원인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문제, 즉 영장실질심사을 함

에 있어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다음에서는

구속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

다. 논의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의 구속은 어떤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 해외 각

국의 구속기준은 어떠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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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우리나라의 구속기준

I. 구속의 의의

구속은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강

제처분이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피의자의 구속은 수사기관이 수사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구인 혹은 구속하는 것

을 뜻하며, 이때 피의자는 체포된 피의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

201조, 제201조의2 제2항). 수소법원의 구속영장으로 불구속 피고인을 구인 혹

은 구금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구속을 의미한다. 여기서 구인이란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이며, 구금은 피의자 혹은 피고

인을 교도소, 구치소 등의 장소에 감금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구속영장이 청

구된 미체포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위하여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이후 심문하여야 한다(동법 제201조의2 제2항).23)

II. 구속의 요건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70조 제1항24)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명시하고 있고

제201조25)는 이를 준용하여 구속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70조

23)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체포제도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속을 위하여 반드시 체포할 필요가 없

다는 점에서 일본과는 다르다. 김경애,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6, 17쪽.

24)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25)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

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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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은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구속에 있

어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구속의 의의는 형사절차의 진행을 담보하

고 형집행을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나, 불구속수사의 원칙(동법 제198조

제1항)과 강제수사비례의 원칙(동법 제19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필요최소한

으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사유 외 수사상 편

의 혹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의식한 구속영장의 발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26)

이하에서는 구속의 요건인 범죄의 혐의와 구속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범죄의 혐의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의미한

다. 여기서 ‘죄’란 특정된 범죄를 의미하며, ‘상당한 이유’란 “혐의를 긍정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을” 뜻하며, 이의 판단에는 피의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의 전문적인 경험 및 지식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27)범죄

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혐의만으로는 부족하며,

범죄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합리적인 평균인을 기준삼아 살펴보아야

한다.

범죄의 혐의는 소송법상 유죄판결의 개연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의자가 범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도 소송조건이 구비되

지 못하였거나, 위법성조각사유 혹은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여 범죄의 온전한

성립에 장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28)

2. 구속사유

26) 신동운, 위의 책, 336쪽

27) 신동운, 위의 책, 305쪽.

28) 신동운, 위의 책, 3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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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구속을 위하여 앞서 언급한 범죄의 혐의 이외에 요

구되는 것이 구속사유로서, ①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피의자가 증

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동법 제201조 제1항, 제70조 제1항). 또한

판사는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

요 함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동법 제209조, 제70조

제2항).

가. 증거인멸의 염려

피의자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때란 “증거물이나 증거서류 등의 물적

증거방법을 위조, 변조, 은닉, 손괴, 멸실하는 행위”와 “공범자, 증인, 감정인

등의 인적 증거방법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강요 혹은 부탁하는 등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염려는 급박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따라서 피의자가 자백을 거부하거나 단순히 범죄혐의를 부인한다는 이

유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29)

나. 도망할 염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의미한다. 피의자가 도망한

때란 해외로 도주하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수사기관의 소환 등에 불응한

경우를 의미한다.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란 피의자가 형사절차를 피하고 장

기간 은닉하려고 하는 경우다.30)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중대성’을 구속사유의 판단을 위한 자료

로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나

29) 신동운, 앞의 책, 337쪽.

30) ‘도망할 염려’는 장소적으로 피의자가 도망할 필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고의적으

로 약물복용을 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도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신동운, 앞의 책, 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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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중대성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피의자의 인격적 특성, 직장 유무,

가족관계, 생활태도, 입증의 정도 등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주거부정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점도 구속사유에 해당한다(동법 제201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주거부정은 ‘도망의 염려’에 포함되는 사유로서 일반적

으로는 독자적인 의미가 적으나,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해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바(동법 제201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주거부정이라는

구속사유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31)

3.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가. 의의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범죄의 중대성’은 특정 범죄의 종류, 죄질, 정황, 피해의 정도,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신병확보가 필요

하다고 보이는 중대한 범죄를 뜻한다. ‘재범의 위험성’32)이란 만약 피의자 혹

은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하면 재차 범행에 임할 가능성이 경험적으로 추정

되는 때이며,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는 범행의 정황, 정도,

피해자 및 참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해를 가할

31) 대표적인 예로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및 도로교통법 제154-157조 위반을 들 수 있다. 신동

운, 앞의 책, 338쪽.

32) 뒤에 살펴보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 재범의 위험성을 구속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나(독일 형

사소송법 제112의a) 우리 형사소송법은 재범의 위험성이 구속사유로 인정된다면 구속의 남

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구속사유를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로 제한하고 있다. 신동

운, 앞의 책, 3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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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는 때를 뜻한다.33)

나. 구속사유와의 관계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70조 제1항의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

사항으로서 동조 제2항의 요소들을 명시하고 있다. 즉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이나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구속사유를 판단함

에 있어 고려해야 할 구체적이고 전형적인 사례”를 뜻한다.34) 따라서 동법 제

2항의 구속고려요소들만으로 구속을 할 수 없으며, 역으로 구속사유가 존재한

다고 하여 구속여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구속고려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35)

4. 구속의 필요성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비례의 원칙을 각각 제

198조 제1항과 제199조 제1항 단서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법칙인바, 구속에 있어서도 피의자 및 피고인

에 대한 구속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구속 전에 선행되어야 한다.

구속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기준은 피의자가 받을 정신적 고통, 생활상 불

이익과 적절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라는 두 가지를 비교교량하는 것이다. 만약

적절한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의자의 구속 없이도 담보가 가능하거나, 피의

자가 받을 정신적 고통 혹은 사회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다한 경우에는 구속사

33)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9헌바8 결정.

34)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9헌바8 결정.

35) 특히 이러한 구속고려요소들은 구속사유 판단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침이 되는 동시에 비례

의 원칙과도 연관이 깊다. “도망할 염려를 판단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증거인멸의 우려 판단에서는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구체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동운, 앞의 책, 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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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만족된 경우에도 구속의 필요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 구속을 기각하여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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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해외의 구속기준 고찰

I. 들어가며

형사절차에서 인신구속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통한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제도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

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는 등 구속된 피의자에게 회복

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인

신구속이 개인의 경제·사회·정신적인 생활면이 파괴되며, 개인의 명예와 장래

의 취업에도 장해가 발생하며 특히 형사소추와 관련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증

거수집 등 방어준비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또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도 빨리 신체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본의 아닌 자백을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수도 있고, 가족의 생활도 곤궁에 빠지는 등 그 손실이

크다”고 하였다.36)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규율하는지가 해당 국가의 제도적·법적 수준을 결정

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37) 이하에서는 독일·미국·영국·일본 4개 국가의

구속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상기한 국가에서는 구속기준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독일

1. 구속

36) 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93헌가2 결정.

37) 신양균, “독일의 인신구속제도에 대한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

학회, 2009,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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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속기준

가. 범죄 혐의의 상당성

독일 형사소송법 제112조 제1항38)은 범죄에 대하여 유력한 혐의를 구속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유력한 혐의란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판단

하기 위하여 수집된 조사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39)

나. 구속사유

1). 도주의 우려

독일 형사소송법 제112조 제2항40)은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들을

적시해 놓았는데, 도주의 우려가 그중 하나이다. 또한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

호는 피의자가 도추하였거나 숨는 것을 구속사유의 하나로 보고 있다. 여기서

도주하는 것과 숨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 두 개념

을 종합하여 도주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41) 도주의 우려는 특

38) 제112조(구속의 요건; 구속사유)

①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가 유력하고 구속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피의자에 대해 구속을

명할 수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예상되는 형벌 또는 보안처분에 비추어 비례성이 없을

때에는 구속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39) 신양균, 앞의 논문, 36쪽.

40) 독일 형사소송법 제112조 제2항.

특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진실탐지가 곤란하게 될

위험(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사유가 존재한다.

1. 피의자가 도주 중이거나 은신 중임이 확인된 경우

2. 개별사건의 정황을 평가해볼 때 피의자가 형사절차를 회피할 위험(도주의 위험)이 존재

하는 경우 또는

3. 피의자의 행동에 비추어 다음 사항에 대한 유력한 혐의가 존재하는 경우

a) 증거방법의 말소, 변경, 제거, 은폐 또는 위조

b) 공동피의자,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부단한 영향력 행사

c) 타인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사주

41) 이완규, “독일의 구속영장 심사와 우리나라 실무에의 시사점”,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호

(2001. 4),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앞의 논문,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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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당해 사건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의자가 형사절차에 응하기보다는 회피할 것이라고 볼 개연성이 높은 경

우에 인정된다. 예를 들어, 경찰에 가끔 연락을 하고는 있으나 자신의 거주지

를 지속적으로 떠난 상태라면 도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객관적, 합리적

으로 도출되어야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도주하였거나 숨었다

는 것을 알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족하다. 여기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피의자의 개인적 관계도 포함된다.42)

피의자가 숨는다는 것은 허위의 주거지명을 대거나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

거주하면서 수사기관이 그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43)

피의자가 형사절차를 “회피”할 것이라고 보는 데에는 신체적·정신적 부재

상태를 만들어 형사절차의 집행을 일정 기간 혹은 항구적으로 장애상태에 놓

이게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44) 예를 들어, 약물 복용, 혹은 미복용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소송무능력 상태를 자초하는 경우이다.

가) 주거부정과 도주의 우려

피의자가 일정한 주소 혹은 거주지가 없다는 점은 도주의 우려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경찰에게 알리지 않고 거주지를 이탈하거나 주

기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도주의 우려에 대한 지표가 된다. 그러나 피의자

에게 일정한 주거가 있다고 하여 도주의 우려가 필연적으로 배제되지는 않는

다.45)

나) 도주의 우려를 긍정하는 사례

42) Boujong, StPO-Karlsruher Kommentat, 5Aufl., 2003, §112 Rn. 15.

43) 이완규, 앞의 논문, 50쪽.

44) 이완규, “앞의 논문, 51쪽.

45) 신양균, 앞의 논문, 38-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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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가명으로 주택을 임파하였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

면 이는 도주의 우려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또한 성격적으로

장애가 있어 향정신성 의약품을 섭취하고 있는 경우,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되

어 있는 경우,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전과가 있는 경우, 본명을 말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직업

을 잃을 수 있거나 경제적으로 곤란에 처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를 긍정할

수 있다.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도 도주의 우려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예를

들어 간첩죄의 혐의를 가지는 경우 적국이 기밀유출 방지를 위하여 그 피의자

인 요원들에게 도주할 것을 명령하는 것은 경험칙상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테러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

수사 개시 이전 형사소추를 면하기 위하여 도주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46)

다) 도주의 우려를 배제하게 하는 요소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직업 및 가족관계가 명확한 경우, 자수한

경우, 고령인 경우, 수사가 진행중인 것일 알면서도 주소지에서 장기간 거주하

는 경우, 자신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자백을 한 경우, 피의자가 주

소지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수입도 일정한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를 배제

하기 위한 고려요소가 된다.47)

2). 증거인멸의 염려

가) 의의

46) 이완규, 앞의 논문, 52쪽.

47) OLG Köln StV 1997, 642; 이완규, 위의 논문, 50-51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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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사소송법 제112조 제2항 제3호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구속사유로 정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는 ①증거방법의 말소, 변경, 제거, 은폐 또는 위조

(제112조 제2항 제3호의a) ②공동피의자,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부당한 영

향력 행사(제112조 제2항 제3호의b) 혹은 ③타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사주하며

이로 인하여 진실에 대한 조사(Emittlung der Wahrheit)를 곤란하게 할 우려

가 있는 것이다(제112조 제2항 제3호의c). 제112조 제1항 제3호의a부터 c는 이

러한 요건들을 규정하는바, 이러한 요소들은 명확히 구분되어 적용될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위법한 증거인멸행위가 우려되는 것으로 확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48)

먼저 증거방법의 말소·변경 등을 살펴보면, 피의자에게 민사상 처분권한이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 행위가 증거방법의 인멸에 해당하는지가 중요

하다.49) 증거방법의 은닉이란 수사기관이 그 증거를 그 상태 그대로 취득할

수 없게 하는 일이며, 위작이란 새롭게 증거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것이 포함

된다.

다음으로 공동피의자,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살

펴보면(제112조 제2항 제3호의b), ‘부당한 영향력’이란 폭행·협박 기타 강압적

인 방법을 통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증인

에게 거짓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 뒤 이를 진실인 것처럼 증언

하게 하는 것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해당한다. 또한 법이 허용하

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영향을 주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50)

진실에 대한 조사(Emittlung der Wahrheit)를 곤란하게 할 우려(제112조

48) Boujong, StPO- Karlsruher Kommentar, 5.Aufl., 2003, §112 Rn. 32.; 이완규, 앞의 논문,

51쪽에서 재인용.

49) 예를 들어, 증거물로서 녹음테이프를 소유하고 있는 자라도 하여도 이를 폐기해 버린다면

증거인멸행위에 해당한다. 이완규, 앞의 논문, 54쪽.

50)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행사, 범행 부인, 혈액채취 거부 등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완규, 앞의 논문, 55쪽.



- 32 -

제2항 제3호의c)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실 규명에 장애를 초래할 만한 구체

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따라서 만약 증거의 수집이 하자 없이 이루어져 피의

자의 특정 행위가 사안의 조사에 별다른 장애를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51)

나) 증거인멸 염려의 판단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구속되지 아니하면 증거방

법의 은닉·인멸 등을 통하여 그 상황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판사는 이러한 증명을 위한 근거들을 자유로운 증명

방법을 통하여 확정한다. 따라서 상당한 개연성 없이 단순히 일반적인 경험칙

만을 통하여 증거인멸의 염려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일정한 사실들로부터 증

거인멸의 염려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경험칙이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인정될

수 있다면, 이러한 사실들이 증거인멸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한 정황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52)

또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수사기관이 수집

하지 못하도록 타인을 이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을 통하여 이를 강제하는 것

도 증거인멸의 염려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범죄유형에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뇌물공여죄·사기죄나 성매매알선업자의 성매

매알선 행위가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 기망·협박·폭행의 사용이 일상적이고 특

히 피의자의 범행이 직업상 지위를 이용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

는 경우에는 그 개연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되기 때문이다.53) 이와 마찬가지로

51) 예컨대 피의자가 범행장소에서 지문을 남겼으며, 이를 부당한 방법으로 훼손할 만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염려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Boujong, StPO- Karlsruher

Kommentar, 5.Aufl., 2003, § 112 Rn. 37; 이완규, 앞의 논문, 55쪽에서 재인용.

52) Boujong, StPO- Karlsruher Kommentar, 5.Aufl., 2003, § 112 Rn. 28; 이완규, 앞의 논문,

56쪽에서 재인용.

53) OLG Hamm StV 2002, 205, 206; OLG Köln StV 1999, 37, 38; 이완규, 앞의 논문, 56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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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거래, 무기거래 등과 같이 조직적인 범행이 의심되는 범죄 유형의 경우에

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강하게 인정된다.

3). 중대 범죄의 구속사유

독일 형사소송법 제112조 제3항은 혐의를 받는 범죄가 중대한 경우 별도의

구속사유를 규정하고 있다.54) 이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는 집단학살(국제형

법 제6조 제1항 제1호), 테러범죄단체구성죄(형법 제129조의a 제1항) 및 이와

관련된 죄, 중살인죄(형법 제211조), 살인죄(형법 제212조), 중상해죄(형법 제

226조), 중방화죄(형법 제306조의b), 방화치사죄(형법 제306조의c) 및 폭발물에

관한 죄 일부(형법 제308조 제2항 내지 제3항) 등이다. 이 항에 열거된 중대범

죄를 범하였다고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

주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제3항 후

단). 또한 피의자가 행한 범죄의 형태는 정범은 물론이고 교사범, 방조범과 같

은 공범도 포함한다.55)

중대한 특정 범죄에 대하여 구속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사실

이나, 수사기관은 중대한 범죄의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112조 제1항의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4). 중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서 재인용.

54) ③국제형법 제6조 제1항 1호 또는 형법 제129조b와 결부된 제129조a 제1항에 따른 범죄행

위 또 형법 제211조, 제212조, 제226조, 제306조b나 제306조c에 따른 범죄행위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형법 제31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유력한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속을 명할

수 있다.

55) Boujong, StPO- Karlsruher Kommentar, 5.Aufl., 2003, §112 Rn. 39; 이완규, 앞의 논문,

51-51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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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독일 형사소송법 제112조의a는 구속사유로서 중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규정

하고 있다.56) 재범의 위험성을 구속사유로 정한 것은 원활한 형사절차의 진행

보다는 중대한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여 법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적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57)

재범의 위험성이 문제되는 중범죄는 성범죄(미성년자, 아동에 대한 성적 행

위, 강제적 성적 행위 등), 상습범죄(상해범죄, 중절도, 강도, 사기 등), 공공을

해하는 범죄(방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이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판결 확정 전 동종의 다른 중범죄를 범하였거나 그러할 위

험이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속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상습

범의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선고형이 예상되어야 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

되기 위해서는 상기한 범죄들이 반복되어야 하는데, 이는 2회 이상 별개의 행

위로 같은 범죄를 범하는 것이다.58)

56) 제112조a(여타의 구속사유)

①피의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하였다는 유력한 혐의가 있고, 특정한 사실에 비

추어 볼 때 확정판결 이전에 동종의 중대한 범죄를 행할 위험이 있거나 그 범죄를 계속

할 위험이 있고 이러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2호의 경우 1년 이상의

자유형이 예상되는 때에도 구속사유가 존재한다.

1. 형법 제174조, 제174조a, 제176조 내지 179조 또는 제23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범죄

행위 또는

2. 형법 제89조a, 제125조a, 제224조 내지 제227조, 제243조, 제244조, 제249조 내지 제255

조, 제260조, 제263조, 제306조 내지 제306조c, 제316조a 또는 마약류법 제29조 제1항 1

호, 4호, 10호 또는 제3항, 제29조a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0조a 제1항에 따른, 법질서

에 중대한 침해를 유발하는 범죄행위의 반복 또는 계속 제1문 2호에서 의미하는 유력한

혐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확정력을 갖는 형사절차를 포함한 여타의 형사절차의 대상

이거나 대상이었던 범죄행위도 함께 고려한다.

②제112조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요건이 성립하고 제116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구속영장 집행이 중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57) 이러한 예방적 구금이 헌법에 합치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독일헌법재판소는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라는 공익은 향후의 범죄행위로부터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유박

탈적 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양균, 앞의 논문, 43쪽.

58) 이완규, 앞의 논문, 59-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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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속의 필요성

범죄 혐의가 있고 구속사유를 충족한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구속으로 귀결

되지는 않는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12조 제1항 2문은 구속 시 비례성의 원칙

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다른 방법을 통하여 재범의 위험

성을 방지할 수 있다면 구속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없다.59)

3. 인신구속의 절차

구속영장은 검사가 청구하며, 법관이 서면으로 검토 후 발부여부를 결정한

다. 독일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구속 전에 법관이 피의자를 심문하지 않는다.

법관이 구속영장을 심사할 때에는 형식적으로 구속요건이 충족되었지를 확인

하는 데에 그친다.

구속영장의 집행은 사법경찰관이 하는데, 집행 시 영장 제시와 함께 피의

자에게 혐의사실을 고지한다(제114 a조 제1항 및 제2항). 또한 법관은 피의자

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사실 등에 관하여 피의자의 친족 등 관계인

에게 지체 없이 구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114조의b 제1항).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구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인치하여야 하

며(제115조 제1항), 인치 후 법관은 늦어도 그 다음날까지는 범죄사실에 관하

여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동법 제115조 제2항). 여기서 ‘지체 없이’는 “정

당화할 수 없는 지연이 없거나 사건의 상황, 관련기관의 업무관계를 고려하여

신속하게”를 뜻한다.60)

피의자를 심문하는 때에 검사와 변호인은 참여할 수 있다(동법 제168조의c

59) 예컨대 금지약물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임의로 치료조치를 받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면 구속의 필요성은 부정된다. Boujong, StPO- Karlsruher

Kommentar, 5.Aufl., 2003, § 112a Rn. 19; 이완규, 앞의 논문, 62쪽에서 재인용.

60) K. Boujong, a.a.O., § 115 R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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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한 피의자 심문 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며, 피의자에게 피의

사실 및 구속사유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 및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동법 제115조 제3항).61)

III. 미국

1. 개관

미국의 인신구속제도는 크게는 체포와 재판 전 석방(보석)이라는 두 개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미 연방 수정헌법 제4조는 “미국은 불합리한 수색(search)

과 압수(seizure)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영장(warrant)은 선서(oath) 또는 확약(affirmation)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고, 수색할 장소와 체포할 사람이 특정

되지 아니하고는 발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수정헌법 제14조

및 각 주 헌법 및 주법규, 주법원예규(state court rules), 보통법(common

law)상 결정 또는 판결과 더불어 미국 체포제도의 성문법적 근거가 되고 있

다.62)

우리나라의 구속제도와는 다르게 미국은 보석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보다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2. 체포 후 절차

미국에서는 체포된 피의자가 치안판사 앞에 인치되고, 석방조건이 충족되

지 못한 경우 구금되므로 보석의 제한 내지 예외사유가 구속사유라고 할 수

있다.63) 즉, 체포되어 수사기관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는

61) 유홍선, 앞의 논문, 84쪽.

62) 구본진, “현행 피의자 구속제도의 위헌적 요소”,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11, 170쪽.

63) 안승진, “현행 구속영장 기각기준에 관한 실무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 44호(2014.

9),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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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지체 없이(without unnecessary delay) 미연방 부판사(United States

Magistrate Judge), 판사 혹은 사법보좌관(commisioner) 앞으로 인치되어야

한다. 이 목적은 피의자에게 미란다 원칙 등의 권리를 고지하고, 형사절차를

계속 진행할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상

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석으로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함에는 변함이 없다.64)

치안판사는 피의자의 계속구금(detention)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요

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범죄 혐의의 성질과 정황(혐의가 폭력·테러행위인

지, 그 행위가 무기, 폭발물 등을 동원하였는지) ② 증거의 명백성, ③ 과거의

경력과 특성(피의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가족관계, 취직 여부, 재정자원, 지

역공동체에서의 거주 기간, 공동체 내에서의 결속력,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 경

력, 과거 범죄경력·공판정 출석 여부, 가석방 및 보호관찰 하에 있었는지) ④

피의자가 석방될 경우 지역 사회에 미치게 될 위험성의 성질과 정도(이 경우

치안판사는 개인적인 서약을 받거나 불출석 시 보석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받

고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더 엄격한 조건의 석방이

피고인의 출석과 사회적 안전을 담보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65) 이 경우

①제3자의 보호·감독 ②고용의 유지 혹은 취업, 여행과 관련된 제한 ③피해자

및 증언 가능성이 있는 제3자와의 접촉금지 등의 비금전적인 조건들, 혹은 금

전적인 조건을 부가하여 석방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정형 장기 10년 이상의

중범죄와 총기류를 사용한 범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범죄 등에 대

해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석방의 조건이 없는 것으로, 다

시 말해 ʻ도주의 우려ʼ와 ʻ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가능성ʼ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66) 경죄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심문을 생략하고 바로 공판으로 넘어

간다(연방형사소송법 제5조 (b)).

64) 오기두, 앞의 논문, 89쪽.

65) 18. U.S.C. § 3142(g)

66) 18. U.S.C. § 314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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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문의 목적은 피의자에 대한 형사고발(charge)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를 심사하는 데에 있다. 즉 예비심문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

이 정식재판을 진행할 사안인지,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심

사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보석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도 예비심문이 가

능하다.67)

예비심문 단계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중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이유를 입

증하여야 한다. 이때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다. 치안판사는 심리 결과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고

발장을 기각하고(제5조의 1 (b)) 피의자는 석방된다. 치안판사의 기각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다시 체포할 수 없다. 대배심이 기소 결정을 한 경우에만 검

사는 이에 근거하여 체포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뿐이다.

IV. 영국

1. 개관

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체포와 구속을 구분하지 않는다. 영국의 인신구속

제도는 미국의 제도와 유사한데, 체포된 피의자가 치안판사 앞에 인치되어 보

석이 인정되지 않으면 계속구금되는 절차로 진행된다. 따라서 치안판사의 보

석 판단 여부가 우리나라의 구속과 유사하며, 보석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2. 체포 후 절차

체포된 피의자는 즉시 경찰관서로 인치된다. 단,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가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ACE s. 30).

67) 김경애, 앞의 논문,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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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이후 피의자가 지정경찰서에 인치되면 즉시 구금경찰관이 인수하며

(Code C 2.1A), 구금경찰관은 구금기록 작성(Code C 2.1), 계속구금의 필요성,

수사 후 기소 및 보석여부에 대한 결정, PACE 및 기타 직무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증거불충분으로 보이면 피의자를 조건 없이, 혹은 보석에 의한

석방을 한다(PACE s. 37(2)).68)

만약 구금경찰관이 계속구금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는 계속구

금에 처하게 된다. 24시간 경과 후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석방

되며,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로 다시 체포되지 않으나 계속 체포를 정당화

할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PACE s. 41(9)). 또한 최초 구금

이 허가된 이후 6시간 이내에 계속 구금여부에 대해 최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두 번째 심사 이후부터는 매 9시간 이내에 계속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PACE s. 40(3)).69)

36시간을 초과하여 증거조사 및 확보를 위해 계속 심문을 하기 위해서는70)

경찰관이 치안판사에게 구금연장장(warrant of further detention)을 신청해야

하는데 기소장(information)에 계속 구금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하고 그 사

본을 피의자에게도 교부해야 하며 경찰관이 치안판사 앞에서 선서하고 그 사유

를 설명할 때 피의자도 참여해야 한다(PACE s. 43(2)). 치안판사가 해당 범죄가

기소가능범죄로서 경찰이 성실히 그리고 신속히 수사를 하고 있으며 피의자의

구금이 증거수집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치안판사는 36시간 이내에서 계속 구금을 허가하는 구금장을 발부할 수 있다

(PACE 43(4)). 같은 사유로 경찰관은 한 번 더 계속 구금을 위한 영장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치안판사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장을 발부할 수 있으

68) 이영돈, "경찰수사단계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영국 PACE(경찰과 형

사증거법)와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1, 127-130쪽.

69) 이영돈, 앞의 논문, 135-136쪽.

70) 경찰서의 책임자인 총경(superintendent) 이상의 경찰관의 승인 하에 최초 경찰유치기간인

24시간에 더하여 12시간을 추가로 유치 계속이 가능하다. (PACE 42(1)). 이영돈, 앞의 논

문,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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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초 구금기산시간으로부터 96 시간을 넘을 수 없다(PACE s. 44(3)).

3. 보석 여부 결정

치안판사는 보석법(Bail Act)에 의거하여 피의자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

한다. 여기서 보석으로 석방되지 않은 자는 우리나라의 구속과 같다고 볼 수

있다.71) 보석법(Bail Act)는 보석추정주의(presumption of bail)에 의하여 피의

자가 자유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를 범하였고 ①재판에 불출석하거나 ②

보석 중 범죄를 저지르거나 ③사법절차를 방해할 것이 예상되거나 피고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경우, 또는 보석 기간 중 범죄를 범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보석 신청이 없어도 보석에 의한 석방을 원칙적으로 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72)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은 보석법 부칙

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①모든 사건의 경우,②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③징역형에 처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다.

모든 사건의 경우 적용되는 예외사유로는 ① 피고인이 같은 절차 에서 보

석으로 석방되었으나 보석 중에 도주하거나 보석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포된

경우, ② 피고인 자신의 보호를 위하여 또는 그가 아동이거나 청소년인 때에

는 그의 복지를 위하여 법원이 인정한 경우, ③ 피고인이 법원의 선고에 따라

구금되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

죄의 경우에는 예외사유를 더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바, 법원은 조건부이

건 아니건 간에 보석으로 석방될 경우에 ① 피의자가 재판에 불출석 하거나,

② 피의자가 보석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거나, ③ 피의자나 제3자와 관련하여

증인에게 간섭하거나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것이라고 믿는 것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징역형에 처해지지

않는 범죄의 경우 ① 피고인이 이전에 보석의 조건을 위반한 적이 있고 ② 피

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면 출석하지 않으리라고 확신되는 경우에는 보석이 허

가되지 않는다.73)

71) 안승진, 앞의 논문, 182쪽.

72) 보석법(Bail Act 1976) sch. 1, part I, paras.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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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일본

1. 개관

일본의 인신구속제도는 크게는 체포와 구류의 두 절차로 나누어진다. 체포

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행하는 처

분이며, 구류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도망 및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공판에서

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처분이다.74)

일본에서는 체포 이후 피의자를 계속구금하기 위하여 구류영장의 발부가

필요한바, 피의자의 체포 이후 구류를 규정하는 구류사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2. 체포 후 절차

가. 구류청구

체포 이후의 절차는 그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선 사법경찰이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의 신병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검사에게 송치하

여야 한다(제203조 제1항). 만약 피의자를 계속해서 유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

단되면 사법경찰은 피의자의 석방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제203조). 피

의자를 인도받은 경우 검사는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24시간 이내에 법관에게

구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제205조 1항). 이 경우 구류영장은 피의자의 신체

가 구속된 때부터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205조 2항).

체포영장의 청구주체가 검사 혹은 검찰사무관인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류

73) 이성기, “미국과 영국의 체포·구금제도의 비교법적 고찰-체포·구금의 요건 및 처리절차를

중심으로”, 한양법학 제34권(2011.5.), 한양법학회, 329-331쪽.

74) 유홍선, 앞의 논문,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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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를 하여야 한다(제204조 제1항).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마찬가지로 피

의자를 계속 유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나. 구류질문

검찰이 구류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를 받은 재판관은 피의자에게 피의사실

을 고지하고 이에 관한 진술을 들어야 하는데(제207조 제1항, 제61조 본문),

이를 구류질문이라고 한다.75) 구류질문은 피의자가 도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류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다(제207조, 제61조 단서).

다. 구류사유

일본 형사소송법 제60조 및 제207조는 구류사유를 명시하고 있다.76) 이를

살펴보면,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②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③죄증을 인멸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도망하거나 도망할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중 하나

이상 해당할 때에 구류할 수 있다(일본 형사소송법 제60조 제1항). 우리 형사

소송법 제70조 제2항과 같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는 고려 사유로 하는 규정

은 없다. 다만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의 사유로는

구류할 수 없으며,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한하여 구류가 인정된

다(일본 형사소송법 제60조 제3항).77)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란 “통상 합리

75) 구류질문에 관한 규정은 제61조 단 하나만 존재하며, 구류질문의 절차, 장소, 참여권자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이 없어서 그 해석상 논란이 있다. 명문규정이 없다는 이

유로 피의자에게 진술할 기회만 부여하자는 주장과, 구속의 이유·진술거부권의 고지 및 번

호인의 입회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이동희, 앞의 논문, 77쪽.

76) 일본 형사소송법 제60조

①재판소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구류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77) 제60조

③30만엔(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및 경제관계벌칙의정비에관한법률의 죄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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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판단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의 혐의를 수긍할 정도의 혐의”를 뜻하며,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의 경우 “단순한 추상적 위험으로는 족하지 않고 구

체적 사실에 기초한 실질적 위험”을 요한다.78)

구류의 이유가 인정되더라도 구류의 필요성이 없을 시 법관은 구류를 허용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구류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법관은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적극적 필요성(공익)과 그 구속에 의하여

피의자가 입을 불이익, 고통 및 폐해를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79)

VI. 평가

1. 구속기준의 비교

,
독일은 형사소송법에 구속사유를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 재범의 위

험성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대한

특정 범죄의 경우 구속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구속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 구속사유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①피

의자가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피의자의 직업, 가족관계, 자백여부, 연령 등을

고려하여 도주의 우려를 판단하며, ②증거인멸의 판단을 위해서는 증거방법의

말소·은닉 등과 타인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 혹은 이러한 행위의 사주

여부를 검토한다. 중대한 범죄의 경우 별도로 규정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구속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문제되는 중범죄는 성범죄(미성년

자, 아동에 대한 성적 행위, 강제적 성적 행위 등), 상습범죄(상해범죄, 중절도,

강도, 사기 등), 공공을 해하는 범죄 등이 있다. 그리고 일정 중범죄(살인죄,

테러범죄단체조직죄 등)의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구

죄에 있어서는 당분간 2만엔)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78) 유홍선, 앞의 논문, 97쪽.

79) 유홍선, 앞의 논문,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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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할 수 있다(제112조 제4항). 이는 구속의 목적이 형사절차의 확보뿐만 아니

라 장래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한다는 예방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해석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미국은 보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계속구금으로 이어지는 구조로서, 범죄

의 특성, 피의자의 과거 경력, 정황,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치안판사는 계속구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는 ①범죄의 성질과 정황(범행의 경중을 따져 판단한다) ②증거의 명백성

③과거의 경력과 특성(피의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가족관계, 취직여부, 공동

체 내에서의 결속력, 약물복용 경력, 과거 범죄 이력, 보호관철 여부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한다) ④피의자가 석방될 경우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

한다. 다만 독일과 유사하게, 특정 중범죄(법정형 장기 10년 이상의 중범죄와

총기류를 사용한 범죄,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도주의 우려’와 ‘위해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어 보석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도 미국과 유사한 보석법 및 보석법 부칙에 따라 ⅰ) 모든 사건, ⅱ)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 ⅲ) 징역형에 처할 수 없는 범죄로 나누어 보석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일본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죄증을 인멸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구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독일의 경우 구속사유를 범죄유형별로 자세히

적시하고 있어 구속사유의 추상성 문제가 부각되지 않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피의자의 특성 및 범죄유형별로 구속기준을 강화 또는 약화하고 있으며, 영국

의 경우도 유사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일본의 구속기준은 우리나라와 유사하

며 구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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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요한 점은, 독일80)과 일본81)은 영장항고를 인정하고 있으며, 미

국82)과 영국의 경우에도 영장결정에 대한 불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들 국

가에서는 객관적인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기각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항고·준

항고 제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구속사유를 개별 사안

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이들 사례들을 정리해 나감으로써 구속기준의 명확

화·체계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83) .

2. 소결

앞서 살펴보았던 독일·미국·영국·일본의 4개 국가들은 범죄유형별로 상세한

구속기준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거나, 사례의 집적을 통하여 수사기관과

80) 독일 형사소송법 제304조는 ‘법률상 불복방법으로 항고를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는 한, 제

1심 또는 항소절차에서 법원이 행한 모든 결정 및 재판장, 수사절차 관여판사, 수명법관이

나 수탁판사의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판사의 처분’은

구속영장을 포함한다. 이완규, “개정 형사소송법상 영장항고”, 형사법의 신동향 제9호(2007),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55쪽.

81) 일본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1항 제2호는 ‘구류·보석·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재판’

관의 결정에 대하여 준항고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구속적부심사제도나

영장의 재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준항고를 통하여 영장에 대한 불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박현성, “영장항고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

문, 2014, 48쪽.

82) 미국의 경우 석방이나 구금명령에 대한 불복수단이 존재한다. 미국 연방법 제3145조 제a항

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치안판사에 의한 석방명령 또는 범죄에 대한 원래의 관할법원의 판

사가 아닌 자에 의한 석방명령이 있는 때 검사는 범죄에 대한 관할법원에 석방명령의 취소

(revocation of the order) 또는 석방명령의 변경(amendment of the conditions of release)

을 구하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8 U.S.C. §3145. Review and appeal of a release or detention order

(a) Review of a Release Order. - If a person is ordered released by a magistrate judge,

or by a person other than a judge of a court having original jurisdiction over the

offense and other than a Federal appellate court

(1)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may file, with the court having original jurisdiction

over the offense, a motion for revocation of the order or amendment of the

conditions of release; and

(2) the person may file, with the court having original jurisdiction over the offense, a

motion for amendment of conditions of release.

The motion shall be determined promptly. 박현성, 앞의 논문, 43쪽.

83) 박현성, 앞의 논문,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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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 구속기준 해석의 통일성을 상당 부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장항고와 같은 불복수단을 도입하여 이러한 판례의 집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구속기준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은 부

각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장항고제도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직접적인 불복

수단으로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영장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서 영장의

재청구라는 간접적인 방법밖에 없으므로,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한 수단으로서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①영장재판도 그 판단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후적 심사의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

다는 점, ②영장전담판사가 재량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인 판단을 할 경우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영장항고제도를 통하여 구속사유의 선례가 축적

이 되고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여부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점84)을

그 근거로 한다.

그러나 현재 판례85)와 학계의 주류적 견해86)는 영장항고제도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생각건대, 영장항고제도의 도입은 ①피의자가 구

속영장의 결과를 두고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신속한 형사절차의 진행에 역행하며 ②구속영장의 판단기준의 추상성의 문제

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영장항고제도의 도입이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이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여 이

84) 황정근,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4호, 1997, 58쪽.

85) 대법원 2006. 12. 18. 선고 2006모646 결정, 대법원 2005. 3. 31. 선고 2004모517 결정, 대법

원 1986. 7. 12. 선고 86모25 결정, 대법원 1958. 3. 14. 선고 4290형 항9 결정.

86)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신형사소송법(제4판), 홍문사, 2012, 148쪽; 이재상, 형사소송

법(제9판), 박영사, 2012, 260쪽; 신동운, 신형사소송법(제5판), 법문사, 2014, 1340-1348쪽;

신양균, 형사소송법(신판), 화산미디어, 2009, 182쪽; 이은모(제2판),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0, 246쪽; 임동규, 형사소송법(제11판), 법문사, 2015, 201쪽; 차용석·최용성, 형사소송법

(제3판), 세영사, 2008, 222쪽; 김재봉, “개정형사소송법과 수임판사의 재판에 대한 불복”,

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형사법학회(2007, 겨울호),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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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구속기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구속사유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

으며, 만약 추상성·불명확성 등의 문제가 있을 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원

과 검찰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구속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대하여 존재하는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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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구속기준에 대한 기존의 논의 정리

I. 구속사유의 추상성

1.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구속사유

형사소송법 제70조 1항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고, ①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②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③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속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인지를 예

측하는 것이 법률전문가조차 쉽지 않다는 데 있다.87) 또한 법관 개개인의 독

립성이 중요한 법원의 경우 영장전담판사의 성향에 따라 구속영장의 발부가

좌우될 수 있으며, 이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한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의 저하

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88)89)

또한 상기한 구속사유 중 주거부정, 혹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만을 구

속기준으로 삼는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높고 안정될수록 구속가능성이

낮게 되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세간의 비판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즉,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 일정한 주거·소득

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일수록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진

다는 견해가 있다.90)

87) 김병수, “구속요소의 계량화를 통한 구속기준 정립”, 형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형사법

학회, 2012, 273쪽.

88) 안승진, 앞의 논문, 170쪽.

89)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사유 중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관련하여, 이러한 구속

사유는 추상적이며 극히 ‘주관적’이며 ‘탄력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영장항고제를 인정

하지 않는 현행법에 따르면 구속영장 기각 혹은 인용 기준에 대한 판례의 집적도 없으므

로, 결과적으로 구속사유에 관한 우리 형사소송법 규정이 헌법상 명확성에 원칙에 반한다

는 주장도 있다. 심희기, “긴장 속의 균형 한국형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실험과 시행착오“,

형사정책 제10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8, 32쪽.

90) 김병수, 앞의 논문, 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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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문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적

용된 것으로서, 수사실무상 구속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 온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형사소송법에 명시한 것이다. 개정 당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구속사유들이 추상적이어서 법률전문가조차도 구속영장의 발부를 예

측하기가 힘들고, 실무관행에 맞추어 구속사유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실무관행을 형사소송법에 반영함으로써

선진각국에서 인정하는 예방적 구금과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고 법규정과 실무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여 구속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91)

하지만 이러한 개정에서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구속여부 판

단의 모호성을 해결해주지 못하였으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다.

가. 준구속사유설

종래 실무관행에서 사안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왔으며, 이러한

관행을 형사소송법에 반영함으로써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구속사유에 준한 정도로 보아야 한다는 견

해이다. 이는 ①구속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②예방적 구금을 인

정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선례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92)

91)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해설, 동광문화사, 2007, 40쪽.

92) “...이에 따라 지금까지 수사·재판에서 구속사유를 판단할 때 사안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

험성 등을 고려해 오던 실무 관행을 형사소송법에 반영함으로써 선진 각국에서 인정하는

‘예방적 구금’과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고, 법규정과 실무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여 구속 제도

의 운영과 관련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동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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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속고려요소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구속사유에 포함시키자

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었으며, 그 대안으로 구속사유 판단시의 일반

적 고려사항을 두기로 하였다”.93) 사안의 중대성을 구속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염려가 있다.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이 명문으

로 구속사유와 구속요소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형

사소송법의 해석을 위하여 제70조 제2항의 요소들을 별개의 구속사유가 아닌,

구속요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3. 소결

상기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피의자가 증거

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일본 형사소송법과 유사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

신구속에 대하여 큰 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독일·일본·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구체성이 부족한 구속요소들을 영장항고와 같은 불복수단

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속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고려

하여야 할 요소들을 정하였다. 생각건대,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구속사유가 아닌 구속요소로서, 별개의

구속사유가 아니며 동법 제70조 제1항의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요소

사, 2007, 37쪽.

93) 헌재2010. 11. 25. 2009헌바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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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로서 활용되어야 하며,

법원과 검찰도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구속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

기 위하여 각각의 내부규칙을 정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검찰과 법원이 정한

내용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검찰과 법원 구속기준의 상이성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수사과 재판의 전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수사·불구속재판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법이 추구하는 국민 보호를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구속영장의 신청건수가 지속적으로 줄

어들고 있으며, 구속영장 기각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형사

사법절차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보다 적합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구속은 재판과 형집행을 위한 피의자·피고인의 신병확보와 증거인

멸 방지를 위하여도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형사법의 기본 목적 중 하나인 사

회방위와 범죄자의 처벌이라는 대원칙과의 조화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수사기관과 재판부 간 구속기준의 통일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개인

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법치주의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는 전제가 될

것이다.94) 이하에서는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검

찰과 법원의 구속기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1. 검찰의 구속수사 기준

94) 신의기, “검찰과 법원의 구속영장신청 및 발부기준 차이와 해결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통

권 제26호(2010.6),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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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속수사기준에 관한 지침

검찰은 ‘구속수사기준에 관한 지침(대검예규기획 제400호)’을 통해 구속기

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 지침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의 적정한 기준을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요청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형사사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며(제2조), 구속

수사를 할 경우에도 헌법상 본권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제3조 제1

항). 만약 구속을 하였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 등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

우 구속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 제4항).

이러한 수사 지침은 업무에 참고하라고 만든 것이지, 원칙적으로 강제성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각급 검찰청은 형사소송법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유와 기준에 따라 인신구속 업무를 엄정하고 신중하게 수행하는 한편, 관할

지역의 특성, 사정 등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4조). 하지만 일단 지침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이에 따

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지침에 위반되는 구속수사를 할 경우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지침은 구속기준과 관련하여 검찰의 입장을 파

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1). 범죄혐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유죄판결에 대한 고

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범죄 혐의를 말한다(제4조). 이는 형사

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요건을 재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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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부정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는 당해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소나 거소가

없는 때를 뜻한다(제5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동조 제2항은 주거부정 판단

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을 열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주거의 종류(집,

여관, 여인숙, 고시원 등), 2)거주 기간, 3)주민등록과 주거의 일치 여부 및 주

민등록 말소 여부, 4)거주 형태(임차 계약의 형태·기간, 임료의 지급 방법·상황

등), 5)가족의 유무, 6)가재도구의 현황, 7)피의자의 성행, 조직·지역 사회 정착

성이다. 만약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가족, 변호인 등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제3항).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행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

인 바,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제3항).

3). 증거인멸의 염려

지침 제6조는 증거 인멸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1)범죄의 성격에 따른 증거 인멸·왜곡의 용이

성, 2)사안의 경중, 3)증거의 수집 정도, 4)피의자의 성행, 지능과 환경, 5)물

적 증거의 존재 여부와 현재 상태, 6)공범의 존재 여부와 현재 상태, 7)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과 피의자의 관계, 8)수사 협조 등 범행 후의 정황 그

리고 9)범죄 전력이다(제1항 각 호). 또한 증거인멸의 염려에 더욱 유의하여

야 하는 경우들을 열거하고 있다(제2항 각 호). 이는 1)증거서류와 증거물을

파기, 변경, 은닉, 위조 또는 변한 때 2)대향적, 조직적, 집단적 범행 등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에 대해 통모·회유·협박하거나 그와 같은 우려가 있는 때 3)사

건 관계인의 진술이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한 중요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을

조작·번복시키거나 그와 같은 우려가 있는 때 4)피해자, 당해 사건의 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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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감정인 등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영

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때 5)피해자, 당해 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사

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

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때 6)제3자에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주·권유한 때 7)그 밖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정으로 피의자가 증

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이다(제2항 제2호).

4).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피의자가 도망한 때란, 피의자가 수사를 피할 의사로 주거를 이탈한 때를

말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1)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를 이탈하여 일

정한 주거로 연락이 어려운 때, 2)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때, 3)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재불명되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

어 있는 때(제7조 제1항).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1)

사안의 경중, 2)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3)전문적·영업적 범죄 여부, 4)피의

자의 성행, 연령, 건강 및 가족 관계, 5)피의자의 직업, 재산, 교우, 조직·지역

사회 정착성, 사회적 환경, 6)주거의 형태 및 안정성, 7)국외 근거지의 존재 여

부, 출국 행태 및 가능성, 8)수사 협조 등 범행 후의 정황, 9)범죄 전력, 10)자

수 여부 그리고 11)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제7조 제2항).

도망할 염려에 유의하여야 하는 때란 1)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범죄를 계속하거나 다시 동종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때, 4)집행

유예 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 결격인 때, 5)피의자가 인적 사항을 허위로 진

술하거나 인적 사항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 6)피의자가 도망한 전력이 있거나

도망을 준비한 때, 7)사안의 경중, 범죄 전력, 범행의 습성,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은 때, 8)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보아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이다(제7조 제3항).



- 55 -

여기서도 제6항과 마찬가지로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제7조 제4항).

5).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 위해우려

지침은 범죄의 중대성을 구체적으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

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 그리고 법원조직

법에 근거한 양형기준도 참고하여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

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도 범죄의 중대성이 있는 때라고 본다(제8조 제2항).

재범의 위험성이란 피의자의 전과에 의하여 피의자가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경우 또는 범죄의 특성상 반복 범죄의 개연성이 높은 경

우이다(제9조 제1항).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1)피의자의 직업 2)피의자의 성격

및 주관적 성향 3)피의자의 가족관계 4)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5)범행의 동기

6)범행의 횟수 7)범행의 수단 8)전에 범한 범죄와 당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9)범행 후의 정황 10)개정의 정 유무를 살펴보아야 한다(제9조 제2항).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는 1)증거인멸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한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요소 2)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의 진술의

증거가치 3)다른 증거의 수집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제10조).

6). 기타 고려사항

구속수사 지침은 소년범의 경우 장래의 영향과 개선·교화에 적절한 수사방

식을 고려하여 구속에 신중을 가할 것과(제11조),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피의

자의 건강, 가족 부양의 필요성 등 특별한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또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밖에 범죄에 대한 적극 대

처를 통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 사회 전반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및 피의자의 건강, 가족 부양의 필요성 등 특별한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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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유와 기준에 따라야 한

다(제12조).

7). 범죄 유형별 기준

제13조 이하는 범죄 유형별 기준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러한 기준은 앞서

적시한 범죄유형별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속의 일반적 사유 외에 범죄

유형별로 예시된 사항이 별도의 구속 사유로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제13조

제2항).

이러한 범죄 유형별 기준은 일반적으로 구속 사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예시한 것으로서, 이의 판단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검토

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사안의 실질적, 개별적 내용을 잘 살펴 구속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제14조).

범죄유형별 기준은 일반 형사 사범(교통, 폭력, 가정폭력, 절도, 사기·횡령·

배임, 위증·무고, 성폭력, 성매매, 지식재산권 침해, 식품·보건, 환경, 부동산투

기)와 공안 사범(국가보안법위반, 선거법위반, 불법 파업, 부당 노동 행위, 불

법 집회·시위), 부패 사범(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기업 비리)과 강력 사범(조

직폭력, 마약)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구체적 사안에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95)

예를 들어, 절도사범의 경우 ①범행의 동기와 수단, 태양, 위험성, 피해 정

도, 피의자의 성행, 범죄 전력, 습벽 및 피해 회복 여부 등 양형위원회의 실형

권고사유(집행융예 부정적 참작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덜도 행위에 주거

침입·흉기 휴대 등을 수반하여 위험성이 큰 피의자, 소매치기 등 전문적이거

나 상습적인 절도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보며, ③양형기준에 따

95) 신의기, 앞의 논문,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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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으로 본다(제18조).

사기·횡령·배임 사범의 경우 ①범행의 경위와 수단, 피해 금액, 피의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및 피해 회복 여부 등 및 양형위원회의 실

형권고사유(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적극적·계획적

기망행위로 다액을 편취하거나 장부 조작 등 신뢰 관계의 본질을 침해하여 다

액을 횡령·배임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보며, ③양형기준에 따

르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으로 본다.

2. 법원의 구속기준

가.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법원은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를 통해 구속기준

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지향하는 법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신구속을 엄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효율적인 형사사법의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

주의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법원의 예규는 앞서 살펴보

았던 검찰의 지침과 같이 범죄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

원의 구속기준을 보여주고 있다.96)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에 관한 내용은 제48조 및 제49조에 있다.

1). 증거 인멸의 염려

96) 신의기, 앞의 논문,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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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사유 중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1)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존재

하는지 2)그 증거가 범죄사실의 입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3)피의자측

에 의하여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사회적으로 가능한지 4)피의자측

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제48조).

2). 도망할 염려

구속의 사유 중 도망할 염려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다: 1)범죄사실에 관한 사정(범죄의 경중, 태양, 동기, 횟수, 수법 등) 및 자수

여부 2)피의자의 개인적 사정(직업이 쉽게 포기될 수 있는지, 생계수단의 변

천, 약물복용이나 음주의 경력, 질병 여부, 출산을 앞두고 있는지 여부 3)피의

자의 가족관계(가족 간의 결속력, 보호자 유무, 배우자 및 자녀 유무, 가족들

의 의존 정도 등) 4)피의자의 사회적 환경(피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거주기간

및 정착성의 정도, 지역사회와의 유대의 정도, 지원자 유무)(제49조)97).

97) 제49조(도망할 염려)

구속의 사유 중 도망할 염려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범죄사실에 관한 사정

(1) 범죄의 경중, 태양, 동기, 횟수, 수법, 규모, 결과 등

(2) 자수 여부

2.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

(1) 직업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경력, 범죄경력, 범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도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등 그 동안의 생계수

단의 변천

(3) 약물복용이나 음주의 경력, 피의자의 도망을 억제할 만한 치료 중인 질병이 있는지 또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지 여부

(4) 다른 곳 특히 외국과의 연결점이 있는지 여부, 여권의 소지 여부 및 여행 특히 해외여행

의 빈도

3. 피의자의 가족관계

(1) 가족간의 결속력

(2) 가족 중에 보호자가 있는지 여부

(3) 배우자 또는 나이가 어리거나 학생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4) 연로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

(5) 피의자에 대한 가족들의 의존 정도

(6) 가족들이 피의자에게 양심에 호소하는 권고나 충고를 하여 피의자를 선행으로 이끌만한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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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인에 대한 구속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불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고인

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제57조).

불구속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제58조).

4).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신구속기준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처음

으로 공개하였다. 법원은 기존의 구속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면서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보자면 1)실형기준의 원칙 운용 2)형

사정책적 고려를 통한 구속영장 발부 감소 3)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

속영장 청구 기각 확대 4)개인적 불이익을 고려한 불구속 확대 5)소년범에 대

한 특별배려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전에는 법원의 영장기준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신구속기준의 공개는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행보라고 보인다.98)

4. 피의자의 사회적 환경

(1) 피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거주기간 및 지역사회에서의 정착성의 정도

(2) 피의자 가족의 지역사회와의 유대의 정도

(3) 교우 등 지원자가 있는지 여부

98) 신의기, 앞의 논문,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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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범죄유형별로 적시한 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 폭력 사건의

경우 폭력적 성향, 폭력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

의 여부를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폭력적 성향을 판단함에 있어 전과를

참고로 하며, 만약 피의자가 폭력적 성향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폭력

사건에 연루된 경우 불구속 수사를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99)

III. 구속영장 입장 차이 분석

상기한 바와 같이 법원과 검찰은 각자의 예규 혹은 지침을 가지고 구속영

장의 청구와 발부를 결정하고 있다. 법원은 구속의 목적이 형사절차의 실행과

형집행 확보라는 관점에서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를 위주로 판단하며, 검찰

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구속고려요소들을 강조하여 사안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구속영창 청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법원과 검찰이 상이한 관점을 가지고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다루

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영장청구는 물론 영장 발부에 있어서 불필요한 갈등

이 존재한다. 구속에 대한 양 기관 간의 입장 차이는 때로는 무리한 구속영장

의 청구, 혹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 기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2006년 론스타 사건이나 2017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서와 같은 사건에서

도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두고 양 기간 간에 비판과 질타가 있었다. 검찰의 경

우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무리하게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존재하며, 실제로 법원이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입각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도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한다. 또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는 사

건의 경우에도 구속청구를 강행하여 무리한 구속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영장기각결정 시 법원의 기각사유는 400자 내외의 단문으로 적

99) 폭력사건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교통사고, 성폭력, 간통, 마약, 절도,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한 구속기준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의기, 앞의 논문, 107-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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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다. 구속영장의 기각 시 상세한 설명 없이 단순히 “소명 부족”, “구속의

필요성 인정 안 됨”, “방어권 보장 필요”과 같은 추상적인 용어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이러한 기각사유는 설사 정당한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

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수긍하기가 쉽지 않아 궁극적으로 형사사법절차의 신

뢰 하락으로 귀결된다.100)

IV. 소결

검찰과 법원의 구속기준은 그 내용만 보았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듯하다.

검찰의 지침이 범죄유형별로 구속요소들을 보다 자세히 열거한 점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틀은 유사하다. 다만, 실무에서 법원의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

려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구속영장 기각사유에는 ‘도

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한다. 또한 비례의 원칙도 구속

영장을 기각하는 사유가 되고 있는바, 범죄혐의 소명의 정도, 피의자 및 피해

자의 연령을 참작하여 비례의 원칙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

다.101) 이에 비하여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참고인

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강조한다(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8조 내지 제10

조).102) 이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피의자의 범죄경력·범행의 특성 및

중대성을 고려할 때 석방 시 추가범죄의 가능성이 높아 사회의 방위 및 범죄

자의 신병확보를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여부 판단 시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를 위주로 하

게 되면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 즉 직업이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중심으로 구속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데, 이는 경제·사회적으로 열악한 계층에

100)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구속영장기각사건의 기각이유를 분석한 조사 결과 대부분의 구속

영장 기각사유는 ‘도망염려 없음’과 ‘증거인멸 염려 없음’이었으며, 소명부족에 의한 구속

영장기각사건도 총 조사건수의 7.8%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기각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단문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많아 어떠한 근거로 그러한 판단을 하였는지 알기가 어렵

다. 신의기, 앞의 논문, 117쪽.

101) 신의기, 앞의 논문, 123쪽.

102) 안승진, 앞의 논문,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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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불리한 것이므로 구속기준에 편차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다.103)따라서 검

찰은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별도로 규정해 놓았다. 반대로 법원은 구속의

목적이 형사절차의 실행 및 형집행 확보에 있으므로, 증거 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 이외의 목적으로 구속을 하는 것은 제도의 남용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

다고 본다104). 즉 법원의 기준은 인권보호에 있으며, 수사기관이 수사의 편의

를 위하여 피의자를 무리하게 구속하며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경시하는 태도를

방지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추상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검찰과 법

원이 구속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으나, 각각의 내부지침은 오히려 양 기

관 간 입장 차이를 대변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대안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대안

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103) 정동기,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문제점”, 국회보 통권 제365호(국회사무처, 1997), 117쪽.

104) 황정근, “인신구속과 인권보호”, 형사법연구 제14권, 형사법연구, 2000,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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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도망의 위험을 판단하는 요소들
상

(3점)

중

(2점)

하

(1점)

1 사안이 중요한가(사건의 중대성)?

2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가(재범의 위험성)?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로 보아 도망의

제5절 구속기준의 계량화에 대한 논의

I. 구속기준의 계량화

1. 논의의 검토

앞선 논의들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구속기준과 그

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각 요소들을 계량화하자는 주장이 있다. 즉, 구속기준의

수치화를 통하여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일반 국민들도 구속기준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속영장 발부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전

관예우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현재의 사법불신을 해소하자는 것이다.105)

구속요소들을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구속요소들을 단순하게 나열하고

각각의 해당여부에 따라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과 구속요소별로 상이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있다.106) 이중 개별 구속요소들 간에 우열을 인정하

고 상이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차등적 점수부여 방식이 보다 적합한데, 김

병수 박사는 구속요소들의 계량화에 대한 다음과 같은 예시를 제시한 바 있

다.107)

[표1]: 차등점수부여방식-도망의 위험

105) 김병수, 앞의 논문, 271-272쪽.

106) 예를 들어 “자수 여부”에 대하여 단순나열 방식은 1점 내지 0점만의 선택이 가능하지만,

구속기준별로 상이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은 “0, 1, 2점” 등의 범위를 설정한 뒤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김병수, 앞의 논문, 290-293쪽.

107) 이하 [표3]의 내용은 김병수, “구속요소의 계량화를 통한 구속기준 정립” 25쪽에 있는 예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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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는가?

4 전문적·영업적 범죄인가?

5
피의자의 성행, 연령, 건강 및 가족관계로

보아 도망의 가능성이 있는가?

6

피의자의 직업, 재산, 교유, 조직 등 사회

적 환경으로 보아 도망의 가능성이 있는

가?

7 주거가 부정한가?

8
국외 근거지의 존재 여부, 출국 행태로 보

아 도망의 가능성이 있는가?

9
수사 협조 등 범행 후의 정황으로 보아

도망의 위험성이 있는가?

10
범죄 전력으로 보아 도망의 가능성이 있

는가?

11 자수를 했는가?

12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및 합의를 했

는가?

총점

1-6점: 도망의가능성미약-필요적불구속

7-18점: 도망의위험성있음-구속여부재량판단가능

함

18점이상: 도망의위험성높음-필요적구속

2. 논의의 한계

상기한 표는 구소기준 중 “도망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예시이며, 각 개

별요소들의 선정 및 점수화를 하여 구속여부를 판단한다. 이렇듯 구속기준을

계량화함으로써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영장발부 단계에서의 모호성을 해결하

자는 취지이다.

문제는 어떤 구속요소들을 가지고 구속기준을 계량화하여야 하는가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구속요소들의 선정과 점수의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결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범죄유형별

로 어떠한 구속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각 구속기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도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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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어디서 참고를 해야될 것인지, 필요적 구속기준을 만족시키는 최소점

수는 어떠한 근거로 정할 것인지 등이다.108) 이러한 한계에 대한 대안을 논의

하고자 양형기준제의 도입과정을 살펴보고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구속기준의

객관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양형기준제와 구속기준의 계량화 가능성

1. 양형기준제의 도입

우리 형법 제51조109)는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개인적 성향과 피

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정황 등의 사항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법관은 형벌과 형사정책적 목적의 달성, 사회 정의 수호의 차원에서 법

정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바, 이는 국가 및 사회의 근

간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110)

그렇지만 이러한 법관의 재량권이 남용되어 법관에 따른 양형편차가 심하게

나타나 형자재판의 양형이 “고무줄양형”이라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

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111)이에 정부 또한 양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1999년 대통령 자문위원회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양형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108) 상기한 논문의 저자도 위의 예시에 대하여 한계를 언급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기

위하여서는 각 개별 구속요소들에게 점수를 어느 정도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

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속요소들 간에 우열을 인정하고 어떤 기준에서 가중치를 두어야

할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김병수, 앞의 논문, 291-292쪽.

109)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110) 임수빈, “검찰권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전문박사 학위논문, 2017,

133쪽.

111) 기광도·김혜정, “횡령·배임죄 양형기준제도의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1호(통권 제101호, 2015.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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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의 마련을 위한 시도는 계속되었는데, 2003년 대법원규칙에 근거

하여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이후 2005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법원과 검찰의 의견 조정을 거쳐 2007년 1월 26

일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제1기 양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07. 4. 27. 처

음 활동을 시작한 제1기 양형위원회는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등 사회적 관

심이 높은 8개 중요 범죄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였고 2017

년 현재 제6기 양형위원회가 활동 중이다.112)

양형기준의 설계 방식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 영국 등 여러 양형기준 설정

방식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개별적, 점진적 설정 방안을 채택하였다.113)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결정 과정은 우선 개별 양형기준마다 적용되는 범

죄 구성요건들이 정해지고, 다음으로 ‘유형’ 분류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살인죄 양형기준은 ‘동기’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며, 뇌물죄와 사기죄의

경우 각각 ‘수뢰액’, ‘피해액’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다(이하 유형결정인자).

형량범위의 설정에 있어서 각 유형마다 원칙적으로 감경, 기본, 가중영역

으로 권고 형량범위가 제시되며, 이 범위를 정할 시 주로 경험적 자료에

기초하며 보충적으로 규범적 조정을 가한다. 또한 양형기준은 유형결정인

자 이외의 양형인자들을 특별인자와 일반인자로 분류한 다음, 특별인자를

일반인자보다 중하게 취급하되 해당 인자간에 있어서는 동등하게 취급하

는 제한적 계량화 방식을 택하고 있다.114)

112) 2017년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은 살인·뇌물·성범죄·강도·횡령·무고 등 총 38개의 범죄군

이다. 이를 범죄행위를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나누고, 각 인자별로 감경요소(과

잉방위, 진지한 반성 등)와 가중요소(계획적 살인범행, 사체손괴, 잔혹한 범행수법)들을 고

려하여 적용한다.

113) 양형위원회가 개별적, 점진적 설정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주요 범죄 사이에 서열화가 진행

되지 않았고, 총론적 기준도 설정하지 못하여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박형관,

“우리나라 양형기준 설정방식과 양형위원회 운용방식에 관한 점검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

26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4, 12쪽.

114) 특별인자는 형량범위를 결정하는 인자로서, 가중인자가 많으면 가중영역을, 감경인자가 많

으면 감경영역을 권고하며, 일반인자는 특별인자가 설정한 형량범위 내에서 고려되는 인

자를 의미한다. 각 인자 간은 원칙적으로 동등한 평가를 받으나, 예외적으로 특별인자의

경우 행위인자와 행위자인자로 분류하고 행위인자를 행위자인자보다 중하게 평가한다. 박

형관, 위의 논문,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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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비록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115) 사실상 상

당한 기속력을 가지며, 양형기준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의 부정적인 평가는 적어도 형량과 관련한 한 많이 감소하였다.

또한 양형기준 설정방식이 미국과 영국의 양형기준의 장점을 취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창의적이고 성공적인 설정방식이라는 평가도 있는 만큼116) 양

형기준의 설정을 통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

다.117)

2. 구속기준의 계량화 가능성

양형기준의 객관화가 성공적으로 귀결됨에 따라 이러한 논리를 형사사법의

다른 절차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검찰권의 남용을 방

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소기준제를 도입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118)

법관의 양형단계에서 양형기준의 객관화라는 변화가 가능하다면, 구속기준

에 대하여도 객관화·투명화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구속영장 발부여부와

관련된 사항들을 객관화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건이

상이하며 그 특성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속영장의 발부기준도 양형

기준표와 유사하게 수치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115) 양형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며,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

을 존중하되, 양형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아니한다.” 김선수, 사법개혁리포트, 박영

사, 2008, 330쪽.

116) 양형기기준의 형량범위가 중첩되며, 벌금형 등 형종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으나, 양형개혁의 목표인 양형의 객관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양형

기준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박형관, 앞의 논문, 17쪽.

117) 임수빈, 앞의 논문, 134쪽.

118) 양형기준제의 논리에 착안한 “기소기준제를 도입하게 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 그리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법원의 양형

기준제가 도입될 당시, 검찰은 법원 판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명분으로 강력하게 양형기준제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그 당시와 마찬가지 논리

로 검찰 결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에 기소기준제가 도입되어야

마땅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법원의 양형기준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검찰이 기소

기준제의 도입을 반대할 명분을 없을 것이라고 본다.” 임수빈, 앞의 논문, 135-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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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요소들을 선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한 뒤, 일정점수 이상이면 필요적 구속,

그 이하면 필요적 기각을 정할 수 있으며, 일정 범위의 점수대에 해당하는 경

우 영장전담판사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법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판사의 주관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있다는 오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119) 또한 수사기관이 수사의 편

의를 위하여 종래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행도 구속기준의 객관화·

계량화를 통하여 감소하게 될 것이며, 종래 지역별로 편차가 있었던 구속영장

의 청구 및 기각률도 구속기준의 객관화 및 계량화를 통하여 그 지역 간 차이

가 줄어들 것이다.120)

119) 신의기, 앞의 논문, 138쪽.

120) 200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기각률은 34%에 달하

여 전국에서 제일 높았으며, 가장 낮은 곳은 춘천지법이었으며 16%였다. 이에 대하여 “법

원이 위치한 지역특성에 따라 사건유형이 다를 수도 있지만 법원의 분위기 때문에 기각률

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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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소결

상기한 바와 같이 법원과 검찰은 개별기준을 가지고 인신구속에 관한 지침

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

는 오늘 불필요한 사법행정 업무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121) 두 기관의 구

속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찰과 그것을 발

부하는 법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고, 발부에 대한 예측가능성 또

한 저하된다는 뜻이다.122)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나 영국과는 다르게 검사가

입건된 사건 중에서 구속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사건들을 선별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현재와 같이 법원과 검찰이 개별적 구속기준을 토대로

구속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법제도에 혼란을 야기하며 양 기관 간

‘힘겨루기’로 변질될 우려가 존재한다. 만약 법원과 검찰 간 통일된 구속기준

이 있다면 검찰은 그 기준에 비추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수사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한 기존 검찰과 법원 간 ‘힘겨루기’

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통일된 구속기준의 정립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일반 국민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구속영장을 심

사하는 판사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변하는 기준 때문이다. 물론 현행법상으

로는 재범의 위험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사항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재범의 위험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범죄의 중대

성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그 의미가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판단에 노출되

어 있다.123)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절차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121) 김병수, 앞의 논문, 272쪽.

122) 실제로 법원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와 검찰의 “체포·구속 업무처리지침” 간

의 일치율을 조사한 결과 10% 이상 차이가 나며, 이는 법원과 검찰 간 인신구속에 관한

견해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IV)-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효율성제고-”, 2004, 274-277쪽.

123) 김성돈·김혜경, 앞의 보고서,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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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성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속기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로서 구속기준의 계량화를

앞서 살펴보았다. 2007년 처음으로 양형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양형기

준이 마련되었으며, 그 결과로서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

어가고 있다. 그리고 양형기준 설정의 성공과 함께 ‘기소기준제’의 도입도 검

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구속단계에서도 구속기준의

계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구속영장의 발부가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면 바람직하지 않겠으나,

객관적 기준의 확립은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신뢰를 제고하며 보다 효율적인 운

용으로 이어질 것이다. 수많은 사건들의 공통 요소들을 뽑아내어 이를 계량화

하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및 법원·검찰의 구속기준을 참조하여 통일된 구

속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수치화하는 작업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이에 다

음 장에서는 구속기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구속기준점수제를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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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영장실질심사제도의

개선방안-구속기준점수제의 도입

제1절 구속기준점수제의 도입

I. 도입의 필요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속사

유는 추상적이어서 법관의 성향에 따라 유사한 사안이라도 구속결정에 차이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또한 이러한 구속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법

원과 검찰은 개별적인 구속기준을 정립하였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구속에 대한

두 기관 간의 견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법원과 검찰의 기준에 차이가

존재함으로써 두 기관 간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구속영장 관련 실무관행

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

나 그 차이가 일정 수준을 넘어버리게 되면 두 기관 간의 대립과 힘겨루기로

이어지는데 이는 바로 우리나라의 모습이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갈등은 구속

결정과 관련하여 “무전유죄·유전무죄”와 전관예우라는 사법불신을 야기하며,

그 종국적 피해자는 국민으로 귀결된다.124)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70조를 제2항을 일부 개정하는 등 입

법단계에서 노력을 해 왔으나, 단순히 구속요소를 추가하는 데에 그쳤으며, 법

원과 검찰의 갈등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논의 중 하나가 영장항고제도이다. 즉, 법원의

영장결정에 대한 재판을 통해서 축적된 선례들이 영장결정의 기준을 정립할

124) 신의기, 앞의 논문,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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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장항고제도는 종국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영장발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단순히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현재

영장결정의 불명확성·추상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의 영장결정에 대

한 기준 자체가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다면 영장항고제도가 도입·시행

된다고 하여도 이는 무용한 절차의 반복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것은 법원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개

별적인 구속요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한 어떻게 결정의 투명성과 명확성

을 제고할 것인가이다. 그 방법으로서 구속사유를 결정하는 개별구속요소들을

점수화하는 방안, 이른바 ‘구속기준점수제’를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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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구속기준점수제의 내용

1. 구속기준점수제 도입의 전제로서 구속기준의 통일성 확립

구속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들을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개별적으로 정

해져 있는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준과 요소들을 통일화하여야 한다. 객관적인

구속기준이 추구하는 목표는 수사기관 그리고 일반 국민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구속여부를 예측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적

법한 형사사법 절차를 확보하는 데 있다. 그러나 만약 지금처럼 법원과 검찰

이 각각의 구속 지침을 통하여 구속절차를 진행한다면, 구속영장의 발부여부,

구속영장의 청구 기준,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구속가능성 판단여부 등을 예측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구속요소의 객관화를 위해서는 현재 상이한 법원과 검

찰의 구체적인 구속기준을 통일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절도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검찰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태양, 위험성, 피해 정도, 피의자의 성행·환경, 범죄 전력, 습벽

및 피해 회복 여부 등 및 양형위원회의 실형권고사유(집행유예 부정적 참작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구속수사기준에 관한 지침 제18조 제1항). 또한

상습범이나 절도 행위에 주거 칩입·흉기 휴대가 수반된 경우에는 원칙적인 구

속 대상으로 본다(동조 제2항). 이에 비해 법원은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

한 예규’에 적시되어 있는 구속기준 외에 절도의 경우 1)주거침입절도, 흉기소

지 절도, 특수절도 등의 경우에는 중죄, 단순절도의 경우에는 경죄로 평가하

며, 2)소매치기의 경우에는 범행장소와 수법, 전과를 참작하여 재범의 위험성

을 판단하고 있다.125) 법원과 검찰은 통일된 구속기준의 마련을 위하여 내부

지침의 내용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구속

요소(예를 들어 공범의 수, 합의 여부, 동종전과 여부, 주거, 직업의 유무 등)

들 중에 무엇이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요소인지 정하기 위하여 법원

과 검찰, 그리고 사회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범죄별 특성으로 인하

125) 신의기, 앞의 논문,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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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구속영장의 기각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상이한데,126) 이를 통일화하는

기준 마련을 위해 각 기관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2. 개별적 구속기준점수제 적용

구속기준을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구속기준점수제를 도입할지, 아니면 범죄유형별로 세분화한 개별적 구속기준

점수제를 도입할지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 구속기준점수제127)의 장점

으로는 ①모든 범죄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확보된다는 점, ②개별적 구속기

준점수제에 비하여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사안별로 줄어들어 실무상 편리하며

③범죄유형별로 세분화할 경우 주요 범죄들 간 비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기

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 구

속기준점수제는 ①범죄유형별로 고려하여야 할 특성들을 간과하기 쉬우며, ②

개별적 구속기준점수제에 비해 개정하기가 까다로워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

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각 범죄유형별로 중점을 두어야 하는

요소들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범죄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구

속기준점수표를 운용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이 부족할 것이며, 개별적인 구

속기준 설정방식을 채택한 다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정을 하는 것이 유용

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유형별로 분류해 놓은 개별적 구속기준점수제가 보다 더 적절

하다.128) 개별적 구속기준점수제는 범죄유형별로 구속요소들을 규정하는 바,

126) 김정훈·이나래·이계민, “구속영장발부 여부에 관한 통계모형”, 응용통계연구 제23권 제6호

(2010), 한국통계학회, 1232-1233쪽.

127) 일반적 구속기준점수제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구속기준점수표를 작성한

뒤,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양형기준의 설정방식 중 종합적 설정방식과 유사하

다.

128) 개별적 구속기준방식도 ①개별 범죄마다 구속기준을 정하는 방식과 ②범죄유형별로 구분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만약 개별범죄마다 기준을 정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면 구속기

준점수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운용하기 번거로울 수 있다. 따라서 구속기준의 단순성

을 확보하면서도 개별범죄의 특성을 범죄유형별로 포섭시킬 수 있는 범죄유형별 구속기준

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김병수, 앞의 논문,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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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①구속기준을 합리적인 범위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②개별범죄의 특성

을 구속요소에 잘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범죄유형별로 구분하는 방

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형법전에 적시되어 있는 분류를

기본으로 하되 검찰의 ‘인신구속 수사에 관한 지침’, 법원의 ‘인신구속 사무처

리에 관한 예규’, 독일의 형사소송법과 미국의 보석법을 참고하였다.

3. 구체적인 점수부여방식의 운용

가. 구속요소들의 선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속요소들을 선정하고 통일화하여 이를 객관화하

기 위해서는 법원과 검찰, 그리고 사회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

서는 우선적으로 1)현재 법원과 검찰이 고려하고 있는 일반적 구속요소들과,

2)양형위원회에서 범죄유형별로 선정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

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예시로서 단순절도죄의 구속요소들을 정립하고 계량화

하고자 한다.

한편 우리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

멸한 염려가 있는 때” 그리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그리고 이들 사유들을 심사할 때 “범죄의 중

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여

야 한다(동조 제2항).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구속사유 중 ‘주거부정’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도망위험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하나이지 독립된 구속사유로 보지

않는 견해가 학계의 다수설이다.129) 생각건대, 주거부정이라는 사유는 다액 50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의 경미 범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필

129)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앞의 책, 242쪽; 임동규,앞의 책, 190쪽; 이재상, 앞의 책, 249

쪽; 이영란, 한국형사소송법(개정판), 나남, 2008, 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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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인 구속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현행법의 해석상 구속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각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세부적인 요소

들은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참고할 것이다.

나. 차등적 점수부여 방식을 통한 구속기준점수표의 작성

구속기준을 계량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우선, 각 구속사

유에 해당하는 구속요소들을 나열하고, 모두 동등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다. 예를 들어서, 단순절도죄의 피의자에게 1)증거인멸을 할 공범이 존재하는

경우 1점, 없는 경우 0점 2)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1점, 없는 경우 0점의 방식

으로 기계적으로 수치화하는 방식이다. 동등점수부여방식은 구속기준점수를

산정하기에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①구속요소의 점수부여 방식을 지나치

게 단순화하여 각 구속요소들 간의 우열을 반영하지 못하고 ②각 구속요소별

로 점수를 부여하거나(1점) 하지 않거나(0점) 두 가지의 경우로만 구분되어 구

속요소별로 부여하여야 하는 가중치를 반영하지 못하며 ③결과적으로 모든 구

속요소들을 획일화하여 개별사안별로 평가하여야 할 구체성과 특수성을 무시

할 우려가 있다.130)

따라서 구속요소들 간에 차등점수를 부여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

으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속기준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

다.131) 본 논문에서는 개별 구속요소들 간 차등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택하

여, 구속사유를 결정하는 데 경중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자 한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구속고려요소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가 문제되는 바, 법무부의 [개정 형사소송법]의 해설에 의거하여 ‘범죄의 중대

130) 김병수, “성폭력범죄의 구속기준”,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4호(2015), 한국비교형사법학

회, 78쪽.

131) 구속요소들 간에 우열이나 차등점수의 범위 등의 결정은 법원, 검찰, 경찰, 학계와 시민단

체 등의 논의와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의 글,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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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재범의 위험성’은 ‘도주의 우려’,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

려’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로 산입하기로 한다.132)133)

다. 가산식 점수제

구속기준점수제의 형태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첫 번째는 각

구속요소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한 뒤 그 점수를 모두 합산하는 방법이다. 다

른 방법은 총점을 정해놓은 뒤, 각 구속요소에 대하여 평가할 때 해당되지 않

는 정도만큼 총점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방식은 모두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구속요소들을 수치

화한 뒤 최종점수를 산출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생각건대 차감적

점수부여 방식은 불필요한 계산을 한번 더 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가산적 점

수부여 방식이 실무상 더 유용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 구

속요소들의 점수를 더하여 구속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식을 택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절도범죄의 구속기준점수표는 다음과 같다.

132) “...개정법에 규정된 구속 심사의 고려 사항이 바로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입법

취지 및 경과, 외국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의미로 풀이된다. 첫째, ‘범죄의

중대성’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인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기초로 성안된 요건으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는 만큼 주로 구속사유 중 ‘도주의 우

려’를 판단할 때 적극적인 요소로 고려된다. 둘째,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의 전과에 의하

여 당해 범죄가 누범 또는 상습범에 해당하거나 범죄의 특성상 반복 범죄의 개연성이 높

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역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자에 대해서는 높은 처단

형이 예상되므로 주로 구속사유 중 ‘도주의 우려’를 판단할 때 적극적인 요소로 고려된다.

셋째, ‘피해자ㆍ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피해자ㆍ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와 증거인멸을 방지하려는 것에서 입법 이유를 찾아볼 수 있으므로 주로 구속사유 중 ‘증

거인멸 우려’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기능할 것이다.”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해설,

동광문화사, 2007, 40-41쪽.

133)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도 일치한다. “도망할 염려를 판단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의 위험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증거인멸의 우려 판단에서는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 등

에 대한 위해우려가 구체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헌재 2010. 11. 25. 2009헌바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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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판단 요소 상(2점) 중(1점) 하(0점)

1

인멸의 대상이 되는 결정

적 증거가 존재하고 그것

이 범죄사실의 입증에 결

정적으로 영향을 주는가?

2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입

증에 중요한 증거를 인멸

하는 것이 물리적·사회적으

로 가능한가?

3

공범이 존재하며 이들의

현재 상태를 보아 증거인

멸의 가능성이 있는가?

4
계획적·적극적으로 절도를

범하였는가?

5
범행 후 증거은닉 또는 은

폐 시도를 하였는가?

6

수사 협조 여부를 볼 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가?

7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

에 대하여 생명·신체에 해

를 가할 우려가 있는가?

8

피의자가 피해자 및 참고

인에게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9

피해자의 성행, 지능을 고

려할 때 증거인멸의 가능

성이 있는가?

10
동종 전과가 있고 증거인

멸의 경력이 있는가?

총점

[표2]:증거인멸의 염려-절도죄에 대한 구속기준점수표

위의 표는 절도죄 중 증거인멸의 염려를 수치화한 것으로서 각 사유에 해

당하는 구체적인 구속요소들을 포함시켰다. 세부적인 구속요소들의 선정에는

검찰의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과 법원의 ‘인신구속사무 처리에 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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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6년에 공개한 구속기준을 참고하여 정하였다.

이는 절도범죄에 대한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이다. 앞서 언급하였

듯이, 절도범죄 외에 다양한 범죄유형별로 일정 부분 상이한 구속요소들을 도

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류 작업은 형법전과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의 자료

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법원, 검찰, 경찰과 시민

단체가 구체적인 구속요소의 선정과 통일화를 위하여 합의하는 것이 전제되어

야 한다.

다. 점수의 공개

구속영장의 기각과 관련하여 법원과 수사기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이

유는 구속기준의 문제도 있지만 구속영장 기각 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지 않는 현행과도 관련이 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400자 내외의 문구로 기

각사유를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법원이 어떤 근거로 구속영장을 기각했

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 영장실질심사의 구속기각결정은 재판과 달

리 비공개이며, 기각사유를 판결문의 형태로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134)

구속영장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 구속기준점수표를 공개한다면 수사기관은

사례의 집적을 통하여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구속기준을 어떻게 평가

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원과 검찰은 구속기준에 대한 입

장차이를 줄여나갈 것이며, 이에 따라 반드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궁극적으로는 불구속수사원칙을 준수하는 데 기

여할 것이다. 법원도 구속기준점수표의 운영을 통하여 영장전담판사의 성향에

따라 구속영장의 발부가 좌우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국민들도 불

134)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구속영장 기각사건 중 1042건을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구속영

장 기각사유로 단순히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 ‘소년이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 없음’,

‘방어권 보장의 필요’ 등 단문으로 서술하는 경우도 많았고, ‘도망염려 없음’과 ‘증거인멸

염려 없음’이 각각 80.7%와 73.1%를 차지하는 등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신의기, 앞의

논문,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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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구속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전관 변호사’ 선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 기속력의 인정 여부

구속요소들의 선정 및 구체적인 점수의 부여를 통하여 구속기준점수제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모든 사안들에 대하여 천편일률적인 구속기준

을 마련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이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단

서에서 양형기준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양형기준에 따른 절차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양형기

준을 준수하였다고 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가 금지되지 않는 것과 같

은 이유이다.

다만, 양형기준의 시행 이후 대다수의 판결은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

형이유를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 실질적인

구속력이 인정되고 있다. 구속기준점수제도도 이와 마찬가지로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지 아니하여도 실질적인 기속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구속기준점

수제의 결과가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 구속기준점수표의 공개와 더불어 구체

적인 이유를 붙여서 설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앞 장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사례들 중 일부에 대하여 구속기준점수제도를

적용해 보기로 한다.

1)2012.2. 피의자는 강남 모 술집에서 승무원 시험 준비생 이씨(24세)와 술

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이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였다. 경찰은 준강간 혐

의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이씨의 속옷과 몸에서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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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판단 요소 상(2점) 중(1점) 하(0점)

1

주거의 종류(집, 여관,

여인숙, 고시원, 기숙사, 직장

임시 숙소)를 고려하였을 때

주거 부정의 정도

o

2

주민등록과 주거의 일치

여부를 고려하였을 때

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가?

o

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사결과와 “우리나라는 법

조계에 아는 사람만 있으면 죄를 짓고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고소를 취하하라. 내 친구가 대형 항공사 인사팀에 있다”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김씨의 범행부인이 “거짓”으

로 나타난 점, 피의자가 미국 유학생이므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구

속사유로 들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으로한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피의자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도 구속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의

자의 구속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 “피의자가 일저한 직업과

주거가 있고,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

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다.135)

사례에서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사례의 내용을 구속기

준점수표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136)

[표3]: 주거 부정-성범죄에 대한 구속기준점수표

135) 2012년 6월 3일자 중앙일보 기사.

http://news.joins.com/article/8358554 (최종검색일: 2017. 12. 14)

136) 제시되어 있는 사실관계만으로 각 구속사유의 요소들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확실하지 않

은 판단요소에 대해서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점수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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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판단 요소 상(2점) 중(1점) 하(0점)

1

인멸의 대상이 되는 결정적

증거가 존재하고 그것이

범죄사실의 입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가?

o

2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입증에

중요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사회적으로 가능한가?

o

3

공범이 존재하며 이들의 현재

상태를 보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가?

o

4
계획적·적극적으로 성범죄를

범하였는가?
o

5
범행 후 증거은닉 또는 은폐

시도를 하였는가?
o

3
가족 및 친지와의 교류가

없는가?
o

4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근무지도 일정하지

않은가?

o

5

거주기간이 짧고 거주형태를

고려하였을 때 일정한

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가?

o

6

성행으로 보아

조직·지역사회의 정착성에

문제가 있는가?

o

가족, 변호인 등

신원보증인에 의해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가?

o7

총점 4

[표4]: 증거인멸의 염려-성범죄에 대한 구속기준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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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판단 요소 상(2점) 중(1점) 하(0점)

1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는가?

o

범죄 유형 별첨 표 참고

2

진지한 반성이 없는 등

피의자의 정황을 보아 구속이

기각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가?

o

3

신체적·정신적 상태, 직업의

안정성, 생계수단,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도망의 위험이

있는가?

o

4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가?
o

6
수사 협조 여부를 볼 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가?
o

7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가?

o

8

피의자가 피해자 및

참고인에게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o

9

피해자의 성행, 지능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가?

o

10
동종 전과가 있고 증거인멸의

경력이 있는가?
o

총점 8

[표5]: 도망의 염려-성범죄에 대한 구속기준점수표



- 84 -

5 자수를 하지 않았는가? o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협조를

하지 않고 합의를 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가?

o

7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가? o

8

부양하고 있는 가족 여부,

자녀 유무, 가족들의 의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도망의 가능성이

있는가?

o

9

국외 근거지 여부, 출국의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도망의 가능성이 있는가?

o

총점 합계+별첨표 11+2=13

유형 구분 가중점수

1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0

2 일반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2

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4

4 강간 등 상해·치상 5

5 미성년자 간음 5

6 강간 등 살인·치사 8

[표6]: 범죄의 유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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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구분 구속여부

5점 이하 구속사유 불충족 필요적 불구속

6-10점 구속 가능(재량) 구속가능

11점 이상 구속사유 충족 필요적 구속

[표7]: 구속여부 판단기준표

[표3]에 대하여 1)주거의 종류, 2)주민등록과 주거의 일치 여부, 5)거주 기

간, 6)지역사회 정착성, 7)신원보증인 존재 유무는 검찰의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 각호를 참고한 것이다. 3)가족 및 친지와의 교류, 4)직

업의 안정성은 법원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9조의 ‘도망할

염려’의 고려요소이다.

[표4]의 경우 증거인멸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들을 구성하였다. 1)결

정적 증거 존재 여부 2)증거 인멸의 가능성 3)공범 존재 5)증거 은닉 6)수사

협조 7)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8)영향력 행사 9)피해자의 성행 및 지능

10)전과는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6조 제1항과 ‘인신구속사무의 처리

에 관한 예규’ 제48조의 증거 인멸의 염려 판단 요소들로 구성한 것이며, 4)계

획적 범행 여부는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이다.

[표5]은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기준점수표이다. 1)가학적·변태적

행위 여부 5)자수 여부의 경우 성범죄 양형기준 중 특별양형인자를, 2)진지한

반성 여부 4)전과 6)공탁 여부는 일반양형인자를 고려한 것이다. 3)증거은폐

시도는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21조 제1항을, 7)수사 협조 8)가족과의

유대 9)국외 출국 가능성은 동 지침 제7조 및 ‘인신구속 사무 처리에 관한 예

규’를 반영하였다.

‘범죄 유형’의 경우 [표6]을 통하여 보다 많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데,

[표7]에 분류된 범죄유형들은 형법전 및 성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적 기준에 따

랐으며, 가중점수의 부여 정도는 양형기준의 감경·기본·가중이라는 3단계의 구

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과는 달리 특정 중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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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판단 요소 상(2점) 중(1점) 하(0점)

1

주거의 종류(집, 여관,

여인숙, 고시원, 기숙사, 직장

임시 숙소)를 고려하였을 때

주거 부정의 정도

o

2
주민등록과 주거의 일치

여부를 고려하였을 때
o

대한 구속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은 없지만, 독일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

죄를 중범죄로 취급한다는 점,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에서 친족관계에 의한 성

범죄·특수강간·강간 등 살인치사에 대하여 높은 형을 권고하고 있으며 양형인

자의 가중요소로 고려하고 있음에 비추어 [표6]에서 높은 가중점수를 부여하

였다.

위 사례를 구속기준점수표에 대입해 보면, 피의자에 대하여 주거부정이 인

정되지 않으나, 증거인멸의 염려는 8점으로 담당판사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구

속여부를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이다. 그런데 도망의 염려에 대한 구속기준점

수표를 보면 총점이 13점으로 이는 구속의 필요성을 충족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2012.2월 서울 용산경찰서는 2011년 말 한주저축은행 이사였던 이모씨가

신용불량자인 건설업자 양모씨로부터 불법 대출 의뢰를 받아 사례금 2천만원

을 받고 담보 가치를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드는 방식 등으로 5억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를 발견하고 이모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서울

서부지법은 ”혐의사실은 인정되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

하였다. 구속을 피한 이모씨는 한주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되기 하루 전날 고

객 300여명이 입금한 166억원을 인출하여 달아났다.

[표8]: 주거부정-횡령범죄에 대한 구속기준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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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가?

3
가족 및 친지와의 교류가

없는가?
o

4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근무지도 일정하지

않은가?

o

5

거주기간이 짧고 거주형태를

고려하였을 때 일정한

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가?

o

6

성행으로 보아

조직·지역사회의 정착성에

문제가 있는가?

o

가족, 변호인 등

신원보증인에 의해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가?

o7

총점 합계 1

번호 판단 요소 상(2점) 중(1점) 하(0점)

1

인멸의 대상이 되는 결정적

증거가 존재하고 그것이 범

죄사실의 입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가?

o

2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입증

에 중요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사회적으로 가능

한가?

o

3 공범이 존재하며 이들의 현 o

[표9]: 증거인멸-횡령범죄에 대한 구속기준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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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상태를 보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가?

4
계획적·적극적으로 장부조작

등을 하였는가?
o

5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하였는가?
o

6
수사 협조 여부를 볼 때 증

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가?
o

7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생명·신체에 해를 가

할 우려가 있는가?

o

8

피의자가 피해자 및 참고인

에게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는가?

o

9

피해자의 성행, 지능을 고려

할 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가?

o

10
동종 전과가 있고 증거인멸

의 경력이 있는가?
o

총점 합계 10

번호 판단 요소 상(2점) 중(1점) 하(0점)

1

대량의 피해자(근로자, 주

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켰는가?

o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범행하였는가?
o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

속·수수,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 보전의 목적

이 있는가?

o

사안의 중대성 별첨

[표10]: 도망의 염려-횡령범죄에 대한 구속기준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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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행 가담 정도, 범행수

법, 진지한 반성 등을 고

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가?

o

3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

닉하였는가?
o

4 자수를 하였는가? o

5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협

조를 하지 않고 합의를 하

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

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가?

o

6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

과가 있는가?

o

7

국외 근거지 여부, 출국의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도망의 가능성이 있는가?

o

총점 합계+[표6] 10+5+2=17

유형 구분 가중점수

1 1억 미만 횡령·배임 0

2 1억 이상 5억 미만 횡령·배임 2

3 5억 이상 50억 미만 횡령·배임 5

4 50억 이상 300억 미만 횡령·배임 7

5 300억 이상 횡령·배임 10

6 업무상 횡령·배임 2

[표11]: 사안의 중대성(피해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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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구분 구속여부

5점 이하 구속사유 불충족 필요적 불구속

6-10점 구속 가능(재량) 구속가능

11점 이상 구속사유 충족 필요적 구속

[표12]: 구속여부 판단기준표

[표8]에 선정된 구속요소들은 앞서 예시로 설명한 [표3]의 요소들과 일치하

게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주거 부정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들은 성범죄, 횡

령범죄 등 범죄유형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부

정을 판단하기 위한 구속요소들은 1)주거의 종류, 2)주민등록과 주거의 일치

여부, 5)거주 기간, 6)지역사회 정착성, 7)신원보증인 존재 유무는 검찰의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 각호를 참고한 것이다. 3)가족 및 친지와

의 교류, 4)직업의 안정성은 법원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9조

의 ‘도망할 염려’의 고려요소이다.

[표9]은 증거인멸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들을 나타내었는데, 고려할 요소들

은 성범죄에 대한 구속기준점수표와 유사하며, 개수도 일치하도록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1)결정적 증거 존재 여부 2)증거 인멸의 가능성 3)공범 존재 5)증

거 은닉 6)수사 협조 7)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8)영향력 행사 9)피해자의

성행 및 지능 10)전과는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6조 제1항과 ‘인신구

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8조의 증거 인멸의 염려 판단 요소들로 구성

하였으며, 4)적극적·계획적 기망행위 여부는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

19조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들은 [표10]에 적시하였다. 1)피해자의

수 및 범행 동기와 2)범행수법은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 가

중·감경요소들을 고려하였으며, 2)진지한 반성 여부 3)범죄수익의 의도적 은닉

여부는 일반양형인자를 참고하였다. 4)자수 여부 5)합의·공탁 등 협조 여부 6)

동종 전과 7)국외 출국 가능성은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8조(범죄의

중대성)와 제9조(재범의 위험성) 및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9



- 91 -

조(도망할 염려) 중 범죄사실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였다.

[표11]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부여할 가중점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횡

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의 형종 및 형량의 기준을 피해액으로 구분한 것과 유사

하게 가중한 것이다. 또한 업무상 행한 횡령·배임범죄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

며 이를 일반양형인자로서도 인정하고 있는바, 구속기준점수표의 예시에도 업

무상 횡령·배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가중점수를 부과할 수 있다.137)

3) 2008. 7. 피의자는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경제토론방에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물가 상승 등 다양한

예측을 내놓았고 그중 상당수가 실제 경제상황과 맞아떨어지자 언론이 보도를

하는 등 관심이 급증하였다. 이후 동년 12월 정부가 주요 금융기관과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발송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

였고, 이에 기획재정부는 그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하

였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허위사실 유포전담반’을 신설, 피의

자를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

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로 범죄사실에 대한 해명이 있

고, 외환 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사건의 성격 및 중대

성이 비추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후 피의자측에서 제기한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도 법원은 증거인멸 내지 도망

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의 발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138)

137)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의 경우 형종 및 형량의 기준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제1

유형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

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 1억원 미만, 제2유형은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제3

유형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제4유형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제5유형은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다.

138) 2009년 1월 10일자 조선일보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10/2009011000580.html (최종검색일:

201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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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판단 요소 상(2점) 중(1점) 하(0점)

1

주거의 종류(집, 여관,

여인숙, 고시원, 기숙사, 직장

임시 숙소)를 고려하였을 때

주거 부정의 정도

o

2

주민등록과 주거의 일치

여부를 고려하였을 때

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가?

o

3
가족 및 친지와의 교류가

없는가?
o

4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근무지도 일정하지

않은가?

o

5

거주기간이 짧고 거주형태를

고려하였을 때 일정한

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가?

o

6

성행으로 보아

조직·지역사회의 정착성에

문제가 있는가?

o

가족, 변호인 등

신원보증인에 의해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가?

o7

총점 합계 2

[표13]: 주거부정-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구속기준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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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판단 요소 상(2점) 중(1점) 하(0점)

1

인멸의 대상이 되는 결정적

증거가 존재하고 그것이 범

죄사실의 입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가?

o

2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입증

에 중요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사회적으로 가능

한가?

o

3

공범이 존재하며 이들의 현

재 상태를 보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가?

o

4

계획적·적극적으로 타인의 명

예를 훼손하거나 허위로 사

실을 유포하였는가?

o

5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하였는가?
o

6
수사 협조 여부를 볼 때 증

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가?
o

7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생명·신체에 해를 가

할 우려가 있는가?

o

8

피의자가 피해자 및 참고인

에게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는가?

o

9

피해자의 성행, 지능을 고려

할 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가?

o

10
동종 전과가 있고 증거인멸

의 경력이 있는가?
o

총점 합계 5

[표14]: 증거인멸-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구속기준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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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판단 요소 상(2점) 중(1점) 하(0점)

1

범행 가담 정도, 범행수

법, 진지한 반성 등을 고

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가?

o

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

도가 분명하였는가?
o

3 자수를 하였는가? o

4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않

고 명예훼손 혹은 정보 유

출을 하였는가?

o

5

발언의 내용 입수 경로,

정황, 근거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였을 때 명예훼

손 혹은 허위사실 유포라

고 볼 수 있는가?

o

5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

과가 있는가?

o

6

국외 근거지 여부, 출국의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도망의 가능성이 있는가?

o

총점 합계+[표6] 6

[표15]: 도망의 염려-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구속기준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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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구분 구속여부

5점 이하 구속사유 불충족 필요적 불구속

6-10점 구속 가능(재량) 구속가능

11점 이상 구속사유 충족 필요적 구속

[표16]: 구속여부 판단기준표

[표13]에 선정된 구속요소들은 앞서 살펴본 두 사례의 예시와 그 내용이 동

일한데, ①명예훼손범죄 혹은 허위사실유포죄와 같은 범죄의 경우 법원과 검

찰에서 구속지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②양형기준에도 별도로 기준

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부정을 판단하기 위한 구속요소

들은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1)주거의 종류, 2)주민등록과 주거의 일치 여부,

5)거주 기간, 6)지역사회 정착성, 7)신원보증인 존재 유무는 검찰의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 각호를 참고한 것이다. 3)가족 및 친지와의 교

류, 4)직업의 안정성은 법원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9조의

‘도망할 염려’의 고려요소이다.

[표14]는 증거인멸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들을 나타내었는데, 횡령범죄의 점

수표와 유사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용에 관한 범죄에 대한 구속기준은 일

반범죄의 구속사유를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따라서 횡령범죄·성범죄의

구속기준점수표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기준점수표도 횡령범죄의 그것과 유사하

나, 공익성 여부를 강조하여 이를 고려하하는 항목들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공

익성 여부는 구속사유 중 사안의 중대성과도 관련이 있으며 이를 도망의 염려

를 위한 고려요소로 설정하기로 한바, 이에 관한 내용을 [표15]에 적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4)공공의 이익과 5)정보 유출, 혹은 명예훼손의 고의성으로 요약

할 수 있는데, 이는 위법성조각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참고기준으

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외 고려요소들은 횡령범죄의 그것과 동일하다.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종합점수표에서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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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중되는 특성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성범죄와 횡령범죄의 경우와 차

이가 나는 부분이다. 성범죄의 경우 단순강간·강제추행·강간치사 등의 중대한

정도가 상이한 유형별로 나누어져 있고, 횡령범죄 또한 업무상배임·피해액의

정도와 같이 그 구별기준이 명확하고 양형위원히의 양형기준도 이를 고려하기

때문에 가중점수를 부여한 것과 달리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그

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5. 사례에 대한 평가

가. 사례 1)의 경우

사례 1)에서는 피의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유학생이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주거부정을 결론지을 수 없으며 제시된 내용만을 고려하였을 때 “일정한 주거

가 없는 떄”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주거부정의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증거인멸의 염려와 관련하여 피의자는 문사메시지로 협박을 가하는 등 보

복의 가능성이 보이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범행·

공범의 존재가 부정되며 동종전과가 없어 증거인멸의 염려로 필요적으로 구속

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없으나, 준강

간혐의를 받고 있으면서도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심리적 위협을 가하였으며 또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

이고 있다. 또한 해외 유학생으로서 국외로의 도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요소들의 점수를 합한 결과 13점으로 필요적 구속에 해당한다.

나. 사례 2)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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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에서 피의자는 회사의 대표로서 일정한 주거를 가지며 안정적인 직

업을 가지고 있어 주거부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의자의 증거인멸의 염려 가능성을 살펴보면, 피의자는 대표의 지위를 이

용하여 계획적으로 장부조작에 관여하였으며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실행하였

는바, 이들 또한 증거인멸의 염려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범행 이

후 은폐 의혹이나 동종 전과 여부 등은 사례의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아, 점수 부여를 보수적으로 한 결과 총점 10점으로서 구속영장의 발

부는 판사의 재량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도망의 가능성을 보면, 우선 피의자가 행한 범죄의 규모는 5억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5점이 추가된다. 또한 대표의 지위를 이용한 범

행이므로 2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구속고려요소들을 살펴보면, 피

의자는 불법대출을 의뢰받아 허위감정서를 작성하는 등 대가성 있는 범행이

인정되며, 계획적·조직적이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상기한 요소들의 점수 합산 결과 15

점이 나오며 이는 필요적 구속사유에 해당한다.

다. 사례 3)의 경우

사례 3)에서 피의자는 인터넷 게시판에 경제상황 및 앞으로의 예측을 게시

한 자로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없으나 기본적인

생활양식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이 없어 주거 부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2점).

증거인멸의 염려를 판단해보면, 피의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게시글들은 이

미 인터넷망에 퍼진 것으로서 피의자가 그 내용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제거하

는 것은 불가하다. 또한 공범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우려

도 없다. 또한 피의자가 동종의 전과를 가지지 않으며 인터넷망에 자신의 생

각을 비추는 글을 게재하는 수준은 일반인 누구도 가능하며 이에 따라 증거인



- 98 -

멸의 가능성이 부각되지는 아니한다(5점).

도망의 염려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부분이 공익성 여부이다. 명예훼손죄·정

보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유포죄가 최종적으로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익

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사안에서 피의자가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

실을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와 이들에 대한 추상

적인 피해만으로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에 대한 필요적 구속은 인정되지 않는

다.139)(6점).

라. 소결

상기한 세 사례는 각각 성범죄와 횡령·배임범죄에 대한 구속기준점수표를

대입하여 필요적 구속이 도출되는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범죄유형별 특

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성범죄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 상해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에 가중치를 두었

으며, 횡령범죄에서는 계획적 범행 여부, 피해액, 동종 전과 여부에 중요성을

두었다.140) 또한 허위사실유포죄의 경우 추가적으로 공익성을 수치화하였다.

또한 기본적 범죄유형 혹은 가중적 범죄유형 여부에 따라 가산되는 점수가

다르게 산정되어 있다. 앞서 작성한 점수표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

하였으며,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요소 중 ‘주거부정’은 검찰의 ‘인신구

속수사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였다.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의 염려’에 대한

구속고려요소들은 양형위원회의 집행유예 기준을 참고하였다. 이와 같이 범

죄유형별로 개별요소들을 선택하고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문제는 법원, 검

찰, 경찰,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가 적절한 기준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139) 예시된 구속기준점수표에서는 공익성 관련 고려요소에 중(1점)만을 부여하였다. 만약 최고

점인 상(2점)을 부여하더라도 구속기준점수표의 총점은 15점이 되어 ‘필요적 불구속’이 도

출된다.

140) 이러한 가중치는 현재 법원의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와 검찰의 ‘구속수사기준

에 관한 지침’의 고려요소들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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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언급하였듯이 피의자의 구속여부는 영장전담판사의 재량에 속

하므로 구속기준점수표의 결과와 다르다고 하여 이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 구

속기준점수표의 결과는 보조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결과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과 구속기준점수표의 내용 및 그 운영 방식은 하나의

예시로서, 그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원·검찰·경찰·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들 간의 합의와 논의를 거쳐서 그 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양

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성립 과정에서와 같이 객관화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지는 않을 것이나, 이는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개

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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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대효과

앞서 구속기준점수제의 도입 필요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하여 현실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구속기준을 계량화할

수 있으려면 우선 검찰과 법원의 구속기준을 통일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

며, 범죄유형별로 구속기준점수표의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앞 절에서 살펴

본 구속기준점수표의 내용은 일종의 예시로서, 우리 형법전, ‘구속 수사 기준

에 관한 지침’, ‘인신 구속 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선정하였으며 독일과 같은 해외의 구속기준도 참고하였다.

그렇다면 구속기준점수제의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이

하에서는 구속기준의 객관화·계량화를 통하여 법원과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국

민 일반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 사법불신의 해소

현재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많이 사용하는 문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는지, 무엇을 토대로 이를 판단하였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

다.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일반인은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을 정확하

게 예측할 수가 없다. 소위 말하는 “전관예우”를 신뢰하고 값비싼 전관 출신

변호사를 찾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결국 이는 영장결정이 투명하고 객

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결정이 아니다는 것을 뜻하며 총체적으로 형

사사법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다.141)

만약 구속영장 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구속요소들 간에 우열을 판단하고 이

를 수치화하여 실무에 적용시킨다면, 검찰·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물론 일

141) 이완규, 앞의 논문, 68-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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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국민들도 구속영장의 발부·기각 결정을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

며, 수사단계에서 거액을 들여 전관 출신의 변호사를 찾아 선임하려는 노력도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구속기준점수제가 정착됨에 따라 더욱 안정화

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최근에 일어난 재벌 및 유력 정치인들의 비리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의 연속은 마치 ‘기득권’ 세력과 일반 ‘서민’인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형사

사법이 다른 것인냥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만약 객관적이고 수치

화된 구속기준이 정립된다면 적어도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있어서는 일반 국

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법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종국적으로

‘사법불신’의 해소와 ‘사법신뢰’로 이어질 것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

식도 줄어들 것이다.142)

II. 양형기준의 보완

객관화·수치화된 구속요소들은 양형기준에 대한 해석기준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비교는 현재의 양형기준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가능

케 하여 상보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현재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기준, 유형

분류 방식 등 설정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평가가 있는 만큼 양형기준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수정 과정과 더불어 구속요소들의 객관화 및

계량화 과정이 병행된다면 점진적으로 형사절차 전반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양형기준에서의 양형인자는 현재 그 가

중치를 동등하게 두어 판단하고 있다. 기존의 양형인자들을 나열하고, 그러한

인자들의 구체적 적용은 법관이 판단하고 있다. 만약 구속요소들을 수치화할

수 있다면 이러한 양형인자들을 평가하고, 양형요소들 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143)

142) 김병수, 앞의 논문, 283-284쪽.

143) 김병수, 앞의 논문, 293-2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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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밀사법 추구

‘정밀사법’(精密司法)이란 일본의 형사사법의 형태에서 온 말로서, 일본의

형사사건에서 기소된 경우 유죄선고율이 99%을 상회하는 데에서 유래한 말이

다.144) 즉 일본의 경우 검사가 유죄의 확신이 들지 않으면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형사재판에서 유죄선고율이 높다.

정밀사법의 추구는 우리나라 검찰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검찰은 표적수

사, 별건구속, 심야조사 등145)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피의자를 압박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기법은 모두 구속을 전제 혹은 수단으로 요한다. 수사상 편의

를 위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구속영장기각률은 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6년 기준으로 구

속영장기각률이 19.3%이라는 점은 법원과 검찰 간 구속기준의 상이성의 이유

도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편의를 위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청구

하고 있다는 이유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146) 만약 구속이 되지 않을 사안

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로 인하여 피의자가 구속된

다면, 이는 우리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지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반대로 마땅히 구속이 되어

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이는 증거수집의 곤란·수

사의 효율성 저하 및 피해자의 권익구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144) 안영문, 당신이 판사(재미있는 국민참여재판 이야기), 산지니, 2008, 46-47쪽; 김병수, “구

속요소의 계량화를 통한 구속기준 정립”, 286쪽에서 재인용.

145) ‘표적수사’란 “ 어떤 사람을 선택한 다음, 그 사람에 대하여 범죄를 찾아 나서는 수사행태”

이다. ‘’심야조사‘는 검찰이 정치인이나 유명인사를 대상으로 수사할 때 밤늦게까지 수사하

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5년간 검찰의 심야조사 횟수가 두배 넘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검

찰이 반인권적인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임수빈,

앞의 논문, 28-41쪽.

146) 물론 구속영장기각률이 20%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법원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실현하

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검찰·경찰이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무리

한 구속을 청구하고 있는 관행이 잔존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 103 -

따라서, 구속기준을 객관화·수치화하여 구체적인 구속기준을 정립한다면 이

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은 물론,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우리 헌법 및 형

사소송법의 요구에도 부합할 것이다. 또한 이는 결과적으로 정밀사법의 추구

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수사기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방지하고, 구속

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마땅히 구속이 이루어지는 형사사법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IV. 검·경 영장청구권 갈등 소지 감소

1. 논의의 배경

검찰·경찰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논쟁의 근원은 1961. 9. 1. 개정 형사소송

법147)에서 검사에게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내

용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 반영되었는데, 그 입법취지는 당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영장청구를 무분별하게 남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신체의 자유

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최초로 헌법에 규정한 것

이라고 본다.148) 이후 1987. 10. 29.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는 제12조 제3항에서

“적법절차”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명시되

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149)

2. 영장청구권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입장

147) 형사소송법 제291조 제1항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가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청구하여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

를 구속할 수 있다.

148) 문홍주, “역사와 헌법시리즈 제2차-나와 대한민국 헌법”, 헌법학연구 제8권 제1호, 2002,

63쪽.

149)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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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하여 경찰은 ①전체 수사의 약 97%

이상을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보면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

점하고 있는 현실은 수사의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고 ②수사의 대상이 검사

인 경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거의 모두 예외없이 검찰단계에서 기각되

는 등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기 때문에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위

하여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배제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다.150) 또한 ③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영장청구권의 주체는 헌법적 문제가 아니

며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권한의 분배가 이루어지려면 독점적 영장

청구권 조항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151)

이에 대하여 검찰은 헌법에 영장청구권의 내용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일제

강점기 이후 지속되어 왔던 경찰의 불법구금과 고문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하

여 이중의 심사장치를 둔 것이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취지는 효과를 발휘하여

1990년대 이후로 수사절차의 불법구금이나 고문사례가 찾기 어려워졌다고 주

장한다. 즉 인권침해가 빈번하였고 민주주의와 입헌적 법치주의의 전통이 선

진국들에 비하여 짧은 우리나라에서 영장제도가 자리잡는 데에는 검찰의 독점

적 영장청구권이 필요조건이었으며 이를 단순하게 외국의 법제와 비교하는 방

식의 평가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152) 나아가 인권의식의 강화에 따라 수사

기관은 인신구속의 필요성, 비례성 등 제반 요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강제처분에 대한 법관과 검사의 이중 심사장치는 여전히 필요

하다고 본다.153)

3. 구속기준점수제를 통한 갈등의 완화

150) 김무형·정혜욱, “경찰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연구”, 법학논문집 제38집 제1호, 2014, 46-47

쪽.

151) 황운하, “영장청구권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2 102쪽.

152) 이완규,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의 연혁과 의의,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9권 제1

호, 2017, 25쪽.

153) 위의 논문, 2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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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보았듯이, 구속점수기준제는 구속기준을 계량화함으로써 구속여

부를 예측가능하게 하며 법원과 검찰 간 업무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이로 인

하여 기대되는 효과 중 하나는 수사기관이 ‘구속될 만한 사건’들에 대해서만

구속을 실제로 청구하는 양태를 보일 것이며, 따라서 무리한 구속이나 전관변

호사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구속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된 상황에서 ‘인권담보를 위한 이중견

제’라는 논지는 그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절차의 내용이

이미 객관화되었으므로 수사주체의 자의적 판단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줄어든

상태일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시 구속기준점수표를 공개함

으로써 검찰 및 경찰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사례들을 집적하여 구속영장 발부

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헌법에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명

시하면서까지 인권보장을 위한 이중적 담보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적어지며,

오히려 독점적 상태를 해소함으로써 수사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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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

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어떠한 변화를 거쳐왔는지 살

펴보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적시되어 있는 구속사유와 이를

검찰과 법원에서 각각 구체화한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과 ‘인신 구속

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법률 전문가들조차도 구속영장

의 발부여부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을 바로잡고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찰과 법원은 구속기준을 정립하고 운용하고 있지만, 구속기준의 모

호성과 불투명성 그리고 구속을 바라보는 양 기관 간 입장 차이로 인하여 구

속기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

여 구속기준의 객관화·계량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구속기준의 객관화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구속기준점수제’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 객관적 기준을 확립

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이다. 현재 법원과 검찰이 각각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

는 ‘인신 구속 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와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통일

화하고 그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구속기준점수표’는 이러한 기준의 확립을 전제로 하여,

각 구속사유에서 고려할 요소들을 선정하고 이를 계량화하였다. 우선 개별 구

속요소들을 선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정도를 ‘상’, ‘중’, ‘하’의 3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한다. 각 등급에 대하여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되, 범죄유형별로 상

대적으로 중요도를 달리하는 구속요소의 경우 가중점수를 부과한다. 이렇게

부과된 점수들을 합하여 일정 점수를 초과할 시 필요적 구속으로 본다. 단, 구

속기준점수제의 결과는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며, 이와 다른 결정은 하는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붙여서 설명하도록 한다. 본문에서는 단순절도죄, 성범죄, 횡

령범죄와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구속기준점수표를 예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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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바, 구속기준의 선정을 위하여 ‘인신 구속 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였다. 또한 독일·미

국·영국·일본 등 해외의 구속기준도 검토하였으며 본문에 예시한 구속기준점

수표의 기준 산정에 고려하였다. 개별 구성요소들은 기본적으로 동등한 점수

범위를 부여하되 범죄유형별로 중하게 고려할 요소들은 가중점수를 부과하는

바, 본문에 예시한 성범죄와 횡령범죄는 각각 성범죄 양형기준의 범죄유형과

횡령·배임범죄의 형종 및 형량의 기준으로서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허위사실유포죄의 경우 상기한 두 범죄의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공익성 여부

를 판단요소로서 추가하였다.

구속기준점수제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진다. 우선 종래 불투

명하였던 구속요소들을 객관화·계량화함으로써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발부여

부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게 되며, 종래 수사단계에서 존재하였던 전관예우가

감소하고 사법불신의 해소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과

상보적으로 작용하여 구속기준의 객관화는 물론 양형인자 간 우열 문제 등 양

형기준의 개선에 있어 보완작용을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수사기관은 수사상

편의를 위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현실태를 개선하고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를 줄여나가게 되며,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구속기준점수표의 활용은 구속영장

과 관련된 검·경 영장청구권 갈등을 완화시킬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구속기준의 계량화 문제는 이전까지의 사례들의 분석,

그리고 법원·검찰·경찰·시민단체와 학계가 모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통하여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에서 구속기준점수제의

도입을 통하여 어떠한 근거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는지를 추론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영장청구 및 발부단계에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폐

단을 시정하고, 수사기관도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줄

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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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re-Arrest 

Suspect Examination System
-Focusing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detention standard scoring system-

Soorin Yoon

Law, Criminal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no common standard for 
issuing arrest warrants as a problem of the actual examination of 
arrest warrants. The courts and prosecutors present standards on 
detention standards, but they are not unified, and it is hard to see 
that they are specific and clear. As a result, it sometimes results in 
the people’s distrust, while the prosecutors are repeating the request 
for warrants and recitals which is far from human rights-oriented and 
efficient investigation.

There is also a lack of predictability as to whether or not a warrant 
will be issued because we do not know how the court evaluat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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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s for determining detention. It is difficult to know to what 
extent the arrest factors are emphasized in reasons mentioned in the 
dismissal of the warrant, which may lead to public distrust of some 
warrant rejection decisions. In particular, in light of the establishment 
of sentencing standards that were introduced when judicial misconduct 
prevailed in the past due to the sentencing problem of the judge, the 
criteria the sentencing stage were quantified to establish a more 
objective warrant review process.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it 
can be done in the arresting stage.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detention standard 
criteria in this paper I discuss the presupposition of introducing the 
redemption benchmark system, and the contents and the form of the 
idea. In addition, based on the guideline of the penal code and the 
prosecution's "detention investigation standard", the court's "regulations 
on the handling of human affairs" and the sentencing standards of the 
sentencing committee, I will present an example of “detention standard 
scoring system” and apply it to a number of real cases to consider 
actual applicability of the system.

What are the expected benefits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detention standard scoring system? In addition to the restoration of 
judicial trust and the more transparent examination of warrants, the 
complementary effect of the existing sentencing standards can be 
expected. The investigative agency will pursue a more accurat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by refraining from unreasonable arrest 
warrant requests, and the controversial issue of exclusive warrant 
claim of the prosecutor can also be settled through the detention 
standard sc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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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the detention standard score system is based on the 
idea that the operation process of the warrant review system will be 
objectified and transparent with the quantification of the detention 
criterion, ultimately contributing to the confidence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The specific contents and the scoring method of the 
scoring system in this paper are given as examples, and therefore do 
not guarantee the objectivity of the standard itself. Therefore, in order 
to be practically applied like the guidelines of the sentencing 
committee, it should be established gradually by forming consensus of 
various institutions such as the courts, prosecutors, police, and civic 
groups.

Key words: pre-arrest suspect examination system, detention 
standard, detention standard scoring system, judicial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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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의 문제점으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공

통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구속기준에 관한 기

준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통일되어 있지 못하며, 구체성과 명확성을 띠고 있다

고 보기도 힘들다.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하였던 구속기각 결정이 나와 국

민의 분노를 사기도 하며, 검찰도 영장 청구와 재청구를 반복하는 등 인권지

향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와는 거리가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법원이 구속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 수가 없어 영장발부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 영장기각 시 언급

하는 이유만으로 구속요소들을 어느 정도로 중시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우며,

이는 일부 영장기각결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과거

법관의 양형문제로 인하여 사법불신이 만연하였을 때 도입된 양형기준제의 정

착에 비추어 볼 때, 양형단계뿐만 아니라 구속 단계에서도 그 기준을 계량화

하여 보다 객관화된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정립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따라서 구속기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구속기준점수

제”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구속기준점수제 도입의 전제는 무엇이며, 그 내용은

어떠한지, 형식은 어떠한지에 대한 구상을 하였다. 또한 우리 형법전과 검찰의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법원의 ‘인신 구속 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 양

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구속기준점수표”의 예시를 작성하고 이를

실제 구속영장기각 사례에 대입하는 등 실무에의 응용 가능성도 살펴보았다.

구속기준점수제의 도입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떠한가? 우선

사법신뢰의 회복을 비롯하여 보다 투명한 영장실질심사의 운영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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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양형기준과의 상보적 영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사기관은 무리

한 구속영장 청구를 자제하여 정밀사법을 지향하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문제도 구속기준점수제를 통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구속기준점수제는 구속기준의 계량화를 통하여 영장실

질심사제도의 운영과정을 객관화·투명화시켜 궁극적으로 형사사법절차의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에 기인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룬 구속기준점

수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점수 부여 방식은 하나의 예시로서, 그 기준 자체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

준과 같이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원·검찰·경찰·시민단체 등 다양한0 기

관들의 협력과 합의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주요어: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기준, 구속기준점수제, 사법신뢰

학 번: 2016-2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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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구속 전 피의자를 실질적으로 심문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는 1997. 1.

1. 제9차 개정 형사소송법과 함께 시행되었으며, 수 차례 개정을 거쳐 2007년

제17차 개정 형사소송법은 영장실질심사제도는 구속 전 모든 피의자에게 확

대, 적용하였다. 그 과정 속에는 법원과 검찰의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

였으나, 현재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구속 전 모든 피의자는 신체의 자

유·변호인조력권 등 헌법상 권리를 보다 견고하게 향유하게 되었다. 특히 피

의자의 인신구속과 관련한 각종 통계수치들은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 전후

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구속사유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70조의 해석에 있어 추상성의 문

제가 존재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검찰과 법원은 각각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과 ‘인신 구속 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를 정하였으나 구속을 대하는

양 기관 간에 존재하는 차이가 더욱 부각되는 결과를 낳았다. 구속기준의 명

확한 정립은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기관은 종종 수사상 편의를 위하여 무리한

영장 청구를 하여 비판을 받으며, 영장발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부족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대립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나 “전관예우” 등의

비판이 존재한다. 수 백억원 대의 횡령·배임을 범하였다고 의심을 받는 재벌

총수 혹은 유력 정치인들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구속을 면하기도

하며, 생계형 범죄를 범하여 인치된 평범한 국민들은 구속되는 경우가 그리

드물지 않다.

이처럼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부족한 이유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없다는 데에 있다. 법원과 검찰은 구속기준에 관

한 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통일되어 있지 못하며, 구체성과 명확성을 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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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이로 인하여 영장 발부·기각의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며,

구속기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불투명하여 일부 영장기각결정에 대하여 ‘유

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전관예우’를 믿고 거액을 들여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찾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영장항고제도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으

나, 단순히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여 구속기준의 추상성·불투명성 문

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구속기

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법률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모두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속기준을 객관화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장실질심사제도 의의를 먼저 살펴보고, 현행법상 영

장실질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검토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사단

계에서의 인신구속이 어떻게 변모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그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한계의 분석을 통하여 구속영장의 발부기준

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

1항 및 제2항과 동법 제20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구속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고

비교법적으로 독일·미국·영국·일본 4개국은 각각 어떠한 구속기준을 가지며

이들이 우리나라의 구속사유와 비교해 볼 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할

것이다. 그 다음 실무상 법원과 검찰은 각각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거

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동안 구속기준에 대한 논의

들을 정리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구속기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

되었던 구속기준의 계량화 및 그 한계를 검토하며, 양형기준제의 도입 경과를

살펴보며 이러한 한계의 보완가능성을 언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를 보다

구체화한 방안으로서 구속기준점수제를 주장하며, 이 제도의 내용은 어떠한지,

또한 어떻게 현행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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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변천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구

속영장 발부기준의 문제점을 살펴본 뒤, 그 개선 방안으로서 구속점수기준제

의 도입을 주장하며 이 제도의 필요성과 내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

적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아래와 같다.

제2장에서는 현행법상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 전과 후를 살펴보아 영장

실질심사제도의 의의와 현행법상 영잘실질심사제도의 절차, 나아가 1981년부

터 2016년까지의 인신구속의 현황을 통계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 그 의미를

도출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영장실질심사제도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짚을 수 있는 구속기

준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구속을 규율하는 우리

형사소송법 제70조 및 201조를 살펴보고, 독일·미국·영국·일본 4개 국가의 구

속기준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뒤 구속기준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을

정리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부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되었

던 구속기준의 계량화 논의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양형기준제의 도입 과정을 언급함으로써 구속기준 개선의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구속기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구속기준점수제

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이다. 구속기준점수제가 무엇이며, 어떠한 근거로 운영

될 수 있는지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구체화할 것이다. 그리고 구속기준점수제

의 도입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하여 발표된 논문, 언론 기사, 통계 자료 등

을 포함한 다양한 문헌과 기사를 참고·검토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구속기

준의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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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우리나라 현행법상 영장실질심사제도

제1절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는 1995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시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인신구속 관행이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

였으며, 특히 2007년 필요적 심문을 규정함으로써 다시 한 번 형사절차에 유

의미한 변화가 일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영장실질심사가 구속영장의 발부절차의 어느 부분에서 그 효과를

발휘하는지 알아야 하며, 영장실질심사 도입 전후의 인신구속의 실태를 통계

적으로 비교하고 살펴보는 작업도 필요하다.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전에 검토하여야 할 점은 영장실질

심사제도가 어떠한 연유로 도입되었고, 그 도입으로 인하여 어떠한 변화가 발

생하였는지이다. 즉,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연유로 우리

나라에 도입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실시를 통하여 우리

형사사법절차가 어떠한 발전을 이루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하에서는 1995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이 우리 형사

사법제도에 부여하는 의의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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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의의

I.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의의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다음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심문장치를 의미한다.

“실질심사”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장실질심사는 형식적으로 영장을

발부하던 과거의 관행과 대립하는 개념이다. 1995년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

전까지의 실무관행은 구속 전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발부된 법관의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는 사전영장제도였는데, 이는 서면심사에 의한 영장발부라는 관

행이 정착된 것이었다. 당시 사법경찰관은 사전영장 발부의 번거로움을 피하

기 위하여 임의동행과 보호실 유치의 편법을 자주 사용하였다. 이러한 구실로

피의자의 자백을 받은 다음,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관은 검사가 송

부한 기록을 바탕으로 서면심사를 하고 영장을 발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관

행은 수사의 편의만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병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형태였으며, 결과적으로 인신구속제도의 인권보호 기능은 상당히 퇴

보한 상태였다.1)

이렇듯 형식심사만으로 영장이 발부되는 관행은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우선 구속영장의 발부여부가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

자신문조서와 기타 참고자료만으로 이루어졌으며 피의자에게는 변명의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하여 동년 7월부터 발

효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양」제9조 제3항 제1문은 “형사

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

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구속영장 발부 이전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

을 보장하는 장치를 ㅁ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2) 이에 따라 1993

1) 이주일,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비교법학연구 제2집, 한국비교법학

회, 2003. 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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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사법제도개혁의 쟁점 중 하나로서 다시

심의안건으로 채택, 대법원이 입법을 추진하였다. 결국 1995. 12. 제177회 정기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공포되었다.3)

II. 1995년과 1997년 개정 형사소송법

1995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①체포제도를 도입하고(제200조의 2)②영장실질

심사제도를 명문화하였으며(제214조의2 1항)③체포적부심사제도 및 기소전 보

석제도를 도입하는 등(제214조의2 2항 및 4항) 인권보호를 위한 법개정이 이

루어졌다.4) 그러나 당시 개정 형사소송법은 모든 구속영장 청구사건에 대하여

법관의 필요적 심문을 규정한 것이 아닌, 법관의 선택을 통하여 심문이 이루

어지는 것이었다(구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또한 피의자심문을 원칙적

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 1996년의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4를 두고 수사기관측

은 하위규범인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4에서는 영장실질심사를 필요적으로 규

정한 데에 반하여, 상위규범인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를 임의적으로 규정하여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반한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5) 그 결과 1997. 12. 13.

제9차 형사소송법 개정이 진행되었다. 동법 제201조의2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때”,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의

경우 “구속의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 신동운, 신형사소송법(제5판), 법문사, 343쪽

3)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반대도 적지 않았다. 그 근거로는 ①구속적부심사제도와

중복되고 ②피의자를 법원까지 호송하는 등 요구되는 인력이 많고 ③대륙법계 국가에서 실

질심사를 하는 예심판사는 검사와 유사한 역할이므로,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검사의 통제

로 충분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영장실질심사 도입 찬성측은 ①실질심사는 예심판사와 같이 단지 초동 단계의 수사 목적만

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②피의자는 지체없이 법관에 대한 진술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③수사기관에 의한 고문 등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영장실질심사가 필요하고 ④실질심사와 구

속적부심은 별개의 제도라는 입장이었다. 황정근,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개선방안, 형사정

책연구 제8권 제4호(통권 제32호, 1997), 6쪽 각주.

4) 이재상, 신형사소송법(제9판), 박영사, 2012, 224쪽.

5) 노정환, 앞의 논문,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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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러한 법률개정에 대한 반발이 심하였다. 그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법관과 피의자 간의 대면을 강조

하는 제도이므로, 소송경제 혹은 수사인력의 문제를 이유로 법관의 필요적 심

문을 간과할 수 없다. 둘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3항에는 법관에 의한 피의자의 심문을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하므로6), 제8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에 위반된다. 마지막으로, 영장실질심사 여부를 피의자

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헌법 제12조

제3항의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는 필수적 절차로 규정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7)

III. 필요적 심문절차의 실시

피의자측의 신청으로 피의자심문을 실시하게 하는 1997년의 개정 형사소송

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적법절차를 강조하는 우리 헌법 제12조 제3항과 일치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8)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9조 제3항도 법관에 의한 피의자의 심문을 필수적으로 명시하는

바, 이러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을 개정하여

영장실질심사제도를 필요적 심문절차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9)

6) 제9조 제3항.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

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

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이하 생략). 1966.12.16. 채택

되었고, 1976.3.23.발효. 한국은 1990.4.10.가입하였다.

7) 송광섭, 앞의 논문, 60쪽; 이재석, “현행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11

호, 1991, 196쪽; 황정근, 앞의 논문, 50쪽.

8) “...하물며 주로 재산의 득실에 관련된 민사절차와 행정절차에서도 적법절차 원리에 근거하여

청문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보다 결코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없는 신체의 자유에 직결되는 인

신구속절차에서 청문을 부정한다는 것은 헌법 제12조가 형사절차에서의 적법절차를 특히 강

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적법절차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영장재판은 신체의 자유

를 제한하는 재판의 일종이고, 당사자주의의 원칙상 재판에서는 피의자가 법관을 대면하여

진술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황정근, 인신구속과 인권보호, 형사법연구 제14권, 한국형

사법학회, 2000, 38쪽.

9) 신동운, 앞의 책, 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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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이러한 주장은 사법개혁의 주요의제로 채택되었으며, 2007. 6. 1.자

제17차 개정 형사소송법은 ①피의자심문을 필요적으로 규정하였으며 ②심문기

간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까지로 하고, ③법원사무관으로 하여금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IV. 소결-영장실질심사제도의 가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95년 구속이 될 피의자를 판사가 대

면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판단하던 수사관행을 뒤엎고 영

장실질심사제도를 입법화함으로써 인신구속제도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일으

켰다. 즉, 제8차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판사가

임의적으로 심문할 수 있게 하여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

러낸 것이다.

구속 전 모든 사건에 대하여 영장전담판사가 피의자를 대상으로 심문을 하

게 하는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여러 방면으로 형사사법절차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다주었다. 우선 과거 만연하였던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크게 줄어들었다.

형식적으로 서류심사만을 통하여 피의자를 구속하였던 과거에는 수사기관이

수사의 밀행성을 이용하여 피의자를 고문하거나 가혹행위를 가하는 경우도 적

지 않았으며, 객관적인 제3자가 구속절차를 관찰하는 기회도 없어 이러한 불

법행위를 없앨 여지가 없었다.10)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의 도입을 통하여 판사

는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고 필요한 심문을 할 수 있게 되어 수사기관의 위법

한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또한 형사사법절차에 공정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체의 자유를 제

한하는 강제처분인 구속의 결정에 있어서 피의자가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영

장발부권자인 판사 면전에 진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법원이 수사기관의

10) 대표적인 예로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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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만을 대변한다는 인식을 소멸시키고 피의자측의 주장도 동일한 무게를 두

어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영장실질심사를 필

요적 심문절차로 나아가게 개정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공정성을 더욱 강화시켰

다고 본다.11)

구속은 체포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피의자를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

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구속의 신중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

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한 뒤, 구속여부를 판

단하게 하는 영장실질심사제도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 제도는 시행 당

시 신청에 의해서 실시하는 임의적 제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모든 피의

자로 확대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결과물로서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영장실질심

사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1) 구속영장의 법적 성질을 허가장이 아닌 명령장으로 보는 다수설도 이러한 취지에 더 부합

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수사기관이 형식적으로 청구하는 영장의 발부만을 담당하는

법원이 아닌, 피의자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심문하여 양측의 주장과 사실관계

를 종합적이고 중립적으로 고려하여 영장을 발부하고 그 집행을 허가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지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 및 재판진술권과도 부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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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절차

I. 구속영장의 청구

구속영장의 청구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다시 이를 관

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거나 검사가 곧바로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한, 제200의4조 제1항). 이 때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전담법원을 지정할 수 있

는데(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5), 이를 영장전담판사라고 부른다.

영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한다(동 규칙 제93조 제1항). 이 때 형사소송법은

체포된 피의자와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상이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소송법 제201조의2).

2.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

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

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제201조의2 제2항).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조 제2항). 법원이 인치받은 피의자

를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24시간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의자를 유치할 수 있다(동조 제10항,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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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선변호인의 선정

만약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

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동

법 제201조의2 제8항).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

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동조 제9항).

III.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0 제1항). 지방법원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의

수,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변호인과 피의자의 접견시간을 정할 수 있다

(동조 제2항). 또한 지방법원판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변호인의 피의

자접견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동조 제3항).

피의자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

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동 규칙 제96조의21 제1항). 이 경우 지방법원판사

는 열람에 관하여 그 일시·장소를 정할 수 있다(동조 제3항).

IV. 심문기일의 통지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즉시,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인치한 후 즉

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제201조의2 제3항). 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전화·모사전송·전자

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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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형사소송

규칙 제96조의 12 제3항).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

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동 규칙 제96

조의 22).

V. 심문기일의 절차

1. 피의자의 출석

검사는 심문기일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제201조의 2 제3항).

그러나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동 규칙 제96조의 13

제1항). 검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판사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2. 심문의 방법 및 절차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동 규칙 제96조의 14). 판사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진술거부권을

고지12)하여야 한다(규칙 제96조의 16 제1항). 또한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결하게 심문하여야 한다 (규칙 제96조의

16 제2항). 이는 영장실질심사의 본안재판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13)따라서

범죄혐의의 상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심문이 허용

12) 인정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성명 대신 피의자의 인상ㆍ체격 그 밖에 피의

자를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ㆍ주거ㆍ직업은 진술거부의 사실을 기재

하고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법원실무제요, 형사(I), 법원행정처, 2015, 301쪽.

13) 따라서 범죄혐의의 상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심문이 허용되어

야 한다. 위의 글, 3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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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또한 영장실질심사는 증거보전절차와 제도 및 취지가 다른 만큼

그 운용도 상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14)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

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

항에 관하여 심문할 수 있다(동 규칙 제2항 후단).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15).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진술할 수 있다(동 규칙

제3항). 이와 반대로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16)(동 규칙 제4항). 법원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제201조의2 제6항).17)

판사는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해자 등 제3자를 심문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하면 이를 행할 수 있다18)(동조 제5항).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

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

건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다(동조 6항). 피의자 심문 시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

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201조의2 제10항).

14) 판례 역시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의자신문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1972.11.28. 선

고 72도 12104판결.

15) 종전에는 판사의 심문이 끝난 다음에 변호인과 검사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피의자를 심문

할 수 있었으나, 이는 심문을 하지 못하도록 개정되었다. 법원실무제요, 앞의 논문, 301쪽.

16) 검사나 변호인과 다르게 피의자가 판사의 심문 도중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구할 수 있는 이

유는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위의 글, 301쪽.

17) 이재상, 앞의 책, 255쪽.

18) 형사소송법 제37조 제3항은 판사가 결정 또는 명령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의자심문절차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다만 영장실질심사의 신속성에 비추어

형사소송규칙은 피해자 등이 심문장소에 출석한 때에 한하여 심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다. 위의 글, 3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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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운용현황

I. 들어가며

1997년에 도입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우리나라의 인신구속 형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 이후 판사의 영장기각률은 높아졌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건수는 감소하였으며 구속자 수 또한 급감하였다.19)

하지만 구속영장청구건수와 영장기각률이 감소하였다고 하여 구속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즉, 우리나라의 구속제도가 올바르

게 정착하고 있는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수사단계에서의 인신구속률, 구속영장청구 및 발부 현

황, 발부된 구속영장의 처리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구속이 형사절차에서 어떠

한 함의를 갖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은 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와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기하며 이를 통하여 발견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새로운 개선안의 모색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II. 통계를 통해 보는 인신구속제도의 운용현황

1. 수사단계에서의 인신구속 현황

인신구속제도의 현황 및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사건접수건수, 검

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사건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아야 한다. 아래는 1981년부터 2015년까지 35년간 구속영장의 청

구 및 발부·기각에 대한 자료이다.

19) 김성돈·김혜경, 앞의 보고서,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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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구속영장 청구, 발부 및 기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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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연감(1989, 1995, 2000, 2005 2010, 2014-2016), 검찰연감(1986, 1989)

구속영장 청구인원은 1981년 141,800명에서 1993년의 160,087명으로 지속적

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가 이듬해 146,407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후 증감을

거듭하다가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연도인 1997년에는 구속영장 청구인

원이 143,413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작년에 비하여 9415명이나 감소한 수

치이다. 이듬해 IMF의 여파로 인하여 전체사건접수건수가 전년도의 2,160,639

건에서 2,391,960건으로 급증하였는데, 이에 따라 구속영장의 청구인원수도

161,573건으로 약 18,160명이나 증가하였다. 그 이후 1999년에는 구속영장청구

인원이 128,141명으로 급감하였고, 이러한 감소 추세는 지속되어 2005년에 처

음으로 10만명 미만의 구속영장청구인원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2015년 구속영

장청구인원이 44110명으로 전년대비 7934명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으며, 2016년에는 총 40110명의 청구인원을 기록하였다.

구속영장발부율을 살펴보면, 1981년 80.05%였던 수치가 등락을 반복하다가

1990년 처음으로 90%이상을 기록하였다. 특히나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

입 이전에는 1990년에서 1996년 약 7년간 평균적으로 148,607명의 청구인원

대비 138,215명의 발부인원을 기록하였는데, 그 발부율은 평균 93%에 달하였

다. 그러나 이 수치는 이듬해인 1997년 82.09%로 하락하였고, 개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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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이후인 2007년부터 2016년까지를 보면 평균적으로 매년 44379.8건이 청

구되었으며 33918건이 발부되어 76.43%의 발부율을 보였다.

2. 구속영장기각률 및 구속점유율20)의 추이

1981년부터 2016년까지 구속영장기각률과 구속점유율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2]: 구속영장기각률과 구속점유율

0.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구속영장기각률 및구속점유율

구속영장기각률 구속점유율

출처: 법무연감(1989, 1995, 2000, 2010, 2014-2016), 검찰연감(1986, 1989)

구속영장기각률은 1981년 19.95%였으나 이 수치는 감소하여 1990년에는 처

음으로 한자리수인 8.05%에 머물렀다. 이후 1990년대 초중반에는 기각률이

6-7% 수준에 정체되어 있었지만,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시행과 함께 기

각률은 17.91%로 급상승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 기각률은 12-14%를 유지

20) 구속점유율은 전체접수사건 대비 구속영장발부건수를 의미한다.



- 17 -

하다가 2007년 영장실질심사에서 필요적 변호인 선임제가 실시되면서 21.81%

로 다시 한번 급상승하였다. 영장실질심사제가 정착해 감에 따라 한동안 기각

률은 20% 초중반을 형성하다가 2016년에는 19.3%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전체사건 대비 구속영장발부율을 나타내는 구속점유율을 살펴보면, 1980년

대 10%를 상회하였다가 1980년 후반을 기점으로 한자리수대로 진입하였다.

접수되는 사건 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였으나, 구속영장발부건수는 1998년부

터 2011년까지 매년 감소하였고 2016년 현재 구속점유율은 단 1.21%에 머물

고 있다.

III. 소결

1. 통계를 통해 보는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의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인신구속율은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

도의 도입과 2007년 필요적 심사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커다

란 변화를 맞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 이전까지 증가해 왔던 구속영장

발부건수와 90%를 상회하였던 구속영장발부율은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의 시

행과 함께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0%대에 머물던 구속영장기각률은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과 함께 20%를 넘기게 되었다.

1997년 이전의 구속영장 발부율보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연도인 2007년

이후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17%p 가까이 감소한 데에는 종래 법관이 검사의

수사기록을 서면으로만 검토하고 형식적으로 영장을 발부하던 관행에서 벗어

났다는 이유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1981년 전체사건

접수건수 대비 구속영장발부율은 17.3%였으나, 이 수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

여 2007년 이후로는 2.3% 미만을 유지하다가 2016년에는 1.5%를 기록하였는

바, 이는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정착해감에 따라서 검찰도 스스로 불필요한 영

장청구를 자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영장실질심사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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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으로 인하여 법원과 검찰 모두 불구속수사 원칙에 입각하여 인신구속에

대한 신중하고 엄격한 태도를 정립해 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통계의 한계

영장실질심사제도가 필요적 심사로 개정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율과 발부

율 모두 이전보다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통계는 구체적인 사안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즉, 형식적으로는 우리

나라의 형사사법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지만, 수사단계에서의 구

속영장발부 및 기각 실태가 공정하고 엄밀하게 이루어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지 여부는 이러한 통계자료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영장기각률을 살펴보면, 2007년 필요적 심문절차로 나아간 이후 영장기각

률은 21.81%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영장실질심사제가 정착해 감에 따라

소폭의 등락을 거쳐 2016년에는 19.3%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영장기각률이

19-20%에 달한다는 점은 법원이 수사기관의 무리한 영장 청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의미도 있으나, 반대로 법원과 검찰 간 구속영장에 대한 인

식 차이를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다.21) 특히 영장실질심사가 시행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장기각률이 20%에 달하고 있다는 점은 효율적인 인신

구속절차가 정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문제점이다.22)

21) 구속영장기각률은 타 국가와 비교하여도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독일의 경우 구속영

장 기각률이 10%내외로 추정된다. 법무부, 외국의 양형기준 및 구속기준, 동광문화사, 2010,

34쪽. 일본은 2012년 기준 구류청구 기각률이 1.4%에 미쳤다. 안승진, “현행 구속영장 기각

기준에 관한 실무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 44호(2014. 9),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189

쪽.

22) 지역별로 영장기각률 편차가 크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2008년 통계조사에 따르면 서울중

앙지방법원과 제주지방법원의 기각률이 30%을 넘는 반면에 대전, 청주, 춘천지방법원의 기

각률은 20%가 되지 않는 등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한다. 신의기·이민식, 구속영장 기각실태

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22권 제2호, 형사정책, 2010, 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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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의 발부기준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가 규

정하고 있는 구속사유가 무엇인지,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가 어떠한지를 살펴

보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과 검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

해 왔으며, 개선 노력의 한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따라서 다음 장

에서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속사유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를 검토하고 해외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나아

가 구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도 검토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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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구속기준에 대한 논의 검토

제1절 들어가며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은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의 구속여부를 형식적인

서면심사에서 실질적인 심문으로 정착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 또한 개정 형

사소송법은 영장실질심사제도를 필요한 절차로 규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구속

영장 발부과정에서 법관이 필요적으로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게 하여 수사기관

에 의한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피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법관의 면전

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형사절차에 공정성과 신뢰가 모두

향상되었다. 이는 전체사건 대비 구속영장청구율 및 구속영장기각률, 구속점유

율 등 앞서 살펴본 통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적 수치의 유의미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의 기

각에 대하여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도 영장발부

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원인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문제, 즉 영장실질심사을 함

에 있어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다음에서는

구속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

다. 논의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의 구속은 어떤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 해외 각

국의 구속기준은 어떠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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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우리나라의 구속기준

I. 구속의 의의

구속은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강

제처분이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피의자의 구속은 수사기관이 수사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구인 혹은 구속하는 것

을 뜻하며, 이때 피의자는 체포된 피의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

201조, 제201조의2 제2항). 수소법원의 구속영장으로 불구속 피고인을 구인 혹

은 구금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구속을 의미한다. 여기서 구인이란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이며, 구금은 피의자 혹은 피고

인을 교도소, 구치소 등의 장소에 감금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구속영장이 청

구된 미체포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위하여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이후 심문하여야 한다(동법 제201조의2 제2항).23)

II. 구속의 요건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70조 제1항24)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명시하고 있고

제201조25)는 이를 준용하여 구속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70조

23)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체포제도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속을 위하여 반드시 체포할 필요가 없

다는 점에서 일본과는 다르다. 김경애,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6, 17쪽.

24)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25)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

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 22 -

제3항은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구속에 있

어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구속의 의의는 형사절차의 진행을 담보하

고 형집행을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나, 불구속수사의 원칙(동법 제198조

제1항)과 강제수사비례의 원칙(동법 제19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필요최소한

으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사유 외 수사상 편

의 혹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의식한 구속영장의 발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26)

이하에서는 구속의 요건인 범죄의 혐의와 구속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범죄의 혐의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의미한

다. 여기서 ‘죄’란 특정된 범죄를 의미하며, ‘상당한 이유’란 “혐의를 긍정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을” 뜻하며, 이의 판단에는 피의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의 전문적인 경험 및 지식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27)범죄

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혐의만으로는 부족하며,

범죄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합리적인 평균인을 기준삼아 살펴보아야

한다.

범죄의 혐의는 소송법상 유죄판결의 개연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의자가 범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도 소송조건이 구비되

지 못하였거나, 위법성조각사유 혹은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여 범죄의 온전한

성립에 장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28)

2. 구속사유

26) 신동운, 위의 책, 336쪽

27) 신동운, 위의 책, 305쪽.

28) 신동운, 위의 책, 3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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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구속을 위하여 앞서 언급한 범죄의 혐의 이외에 요

구되는 것이 구속사유로서, ①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피의자가 증

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동법 제201조 제1항, 제70조 제1항). 또한

판사는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

요 함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동법 제209조, 제70조

제2항).

가. 증거인멸의 염려

피의자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때란 “증거물이나 증거서류 등의 물적

증거방법을 위조, 변조, 은닉, 손괴, 멸실하는 행위”와 “공범자, 증인, 감정인

등의 인적 증거방법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강요 혹은 부탁하는 등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염려는 급박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따라서 피의자가 자백을 거부하거나 단순히 범죄혐의를 부인한다는 이

유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29)

나. 도망할 염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의미한다. 피의자가 도망한

때란 해외로 도주하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수사기관의 소환 등에 불응한

경우를 의미한다.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란 피의자가 형사절차를 피하고 장

기간 은닉하려고 하는 경우다.30)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중대성’을 구속사유의 판단을 위한 자료

로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나

29) 신동운, 앞의 책, 337쪽.

30) ‘도망할 염려’는 장소적으로 피의자가 도망할 필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고의적으

로 약물복용을 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도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신동운, 앞의 책, 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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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중대성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피의자의 인격적 특성, 직장 유무,

가족관계, 생활태도, 입증의 정도 등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주거부정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점도 구속사유에 해당한다(동법 제201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주거부정은 ‘도망의 염려’에 포함되는 사유로서 일반적

으로는 독자적인 의미가 적으나,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해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바(동법 제201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주거부정이라는

구속사유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31)

3.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가. 의의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범죄의 중대성’은 특정 범죄의 종류, 죄질, 정황, 피해의 정도,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신병확보가 필요

하다고 보이는 중대한 범죄를 뜻한다. ‘재범의 위험성’32)이란 만약 피의자 혹

은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하면 재차 범행에 임할 가능성이 경험적으로 추정

되는 때이며,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는 범행의 정황, 정도,

피해자 및 참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해를 가할

31) 대표적인 예로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및 도로교통법 제154-157조 위반을 들 수 있다. 신동

운, 앞의 책, 338쪽.

32) 뒤에 살펴보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 재범의 위험성을 구속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나(독일 형

사소송법 제112의a) 우리 형사소송법은 재범의 위험성이 구속사유로 인정된다면 구속의 남

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구속사유를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로 제한하고 있다. 신동

운, 앞의 책, 3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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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는 때를 뜻한다.33)

나. 구속사유와의 관계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70조 제1항의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

사항으로서 동조 제2항의 요소들을 명시하고 있다. 즉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이나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구속사유를 판단함

에 있어 고려해야 할 구체적이고 전형적인 사례”를 뜻한다.34) 따라서 동법 제

2항의 구속고려요소들만으로 구속을 할 수 없으며, 역으로 구속사유가 존재한

다고 하여 구속여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구속고려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35)

4. 구속의 필요성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비례의 원칙을 각각 제

198조 제1항과 제199조 제1항 단서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법칙인바, 구속에 있어서도 피의자 및 피고인

에 대한 구속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구속 전에 선행되어야 한다.

구속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기준은 피의자가 받을 정신적 고통, 생활상 불

이익과 적절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라는 두 가지를 비교교량하는 것이다. 만약

적절한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의자의 구속 없이도 담보가 가능하거나, 피의

자가 받을 정신적 고통 혹은 사회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다한 경우에는 구속사

33)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9헌바8 결정.

34)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9헌바8 결정.

35) 특히 이러한 구속고려요소들은 구속사유 판단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침이 되는 동시에 비례

의 원칙과도 연관이 깊다. “도망할 염려를 판단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증거인멸의 우려 판단에서는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구체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동운, 앞의 책, 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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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만족된 경우에도 구속의 필요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 구속을 기각하여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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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해외의 구속기준 고찰

I. 들어가며

형사절차에서 인신구속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통한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제도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

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는 등 구속된 피의자에게 회복

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인

신구속이 개인의 경제·사회·정신적인 생활면이 파괴되며, 개인의 명예와 장래

의 취업에도 장해가 발생하며 특히 형사소추와 관련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증

거수집 등 방어준비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또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도 빨리 신체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본의 아닌 자백을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수도 있고, 가족의 생활도 곤궁에 빠지는 등 그 손실이

크다”고 하였다.36)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규율하는지가 해당 국가의 제도적·법적 수준을 결정

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37) 이하에서는 독일·미국·영국·일본 4개 국가의

구속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상기한 국가에서는 구속기준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독일

1. 구속

36) 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93헌가2 결정.

37) 신양균, “독일의 인신구속제도에 대한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

학회, 2009,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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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속기준

가. 범죄 혐의의 상당성

독일 형사소송법 제112조 제1항38)은 범죄에 대하여 유력한 혐의를 구속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유력한 혐의란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판단

하기 위하여 수집된 조사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39)

나. 구속사유

1). 도주의 우려

독일 형사소송법 제112조 제2항40)은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들을

적시해 놓았는데, 도주의 우려가 그중 하나이다. 또한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

호는 피의자가 도추하였거나 숨는 것을 구속사유의 하나로 보고 있다. 여기서

도주하는 것과 숨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 두 개념

을 종합하여 도주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41) 도주의 우려는 특

38) 제112조(구속의 요건; 구속사유)

①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가 유력하고 구속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피의자에 대해 구속을

명할 수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예상되는 형벌 또는 보안처분에 비추어 비례성이 없을

때에는 구속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39) 신양균, 앞의 논문, 36쪽.

40) 독일 형사소송법 제112조 제2항.

특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진실탐지가 곤란하게 될

위험(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사유가 존재한다.

1. 피의자가 도주 중이거나 은신 중임이 확인된 경우

2. 개별사건의 정황을 평가해볼 때 피의자가 형사절차를 회피할 위험(도주의 위험)이 존재

하는 경우 또는

3. 피의자의 행동에 비추어 다음 사항에 대한 유력한 혐의가 존재하는 경우

a) 증거방법의 말소, 변경, 제거, 은폐 또는 위조

b) 공동피의자,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부단한 영향력 행사

c) 타인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사주

41) 이완규, “독일의 구속영장 심사와 우리나라 실무에의 시사점”,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호

(2001. 4),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앞의 논문,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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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당해 사건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의자가 형사절차에 응하기보다는 회피할 것이라고 볼 개연성이 높은 경

우에 인정된다. 예를 들어, 경찰에 가끔 연락을 하고는 있으나 자신의 거주지

를 지속적으로 떠난 상태라면 도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객관적, 합리적

으로 도출되어야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도주하였거나 숨었다

는 것을 알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족하다. 여기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피의자의 개인적 관계도 포함된다.42)

피의자가 숨는다는 것은 허위의 주거지명을 대거나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

거주하면서 수사기관이 그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43)

피의자가 형사절차를 “회피”할 것이라고 보는 데에는 신체적·정신적 부재

상태를 만들어 형사절차의 집행을 일정 기간 혹은 항구적으로 장애상태에 놓

이게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44) 예를 들어, 약물 복용, 혹은 미복용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소송무능력 상태를 자초하는 경우이다.

가) 주거부정과 도주의 우려

피의자가 일정한 주소 혹은 거주지가 없다는 점은 도주의 우려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경찰에게 알리지 않고 거주지를 이탈하거나 주

기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도주의 우려에 대한 지표가 된다. 그러나 피의자

에게 일정한 주거가 있다고 하여 도주의 우려가 필연적으로 배제되지는 않는

다.45)

나) 도주의 우려를 긍정하는 사례

42) Boujong, StPO-Karlsruher Kommentat, 5Aufl., 2003, §112 Rn. 15.

43) 이완규, 앞의 논문, 50쪽.

44) 이완규, “앞의 논문, 51쪽.

45) 신양균, 앞의 논문, 38-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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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가명으로 주택을 임파하였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

면 이는 도주의 우려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또한 성격적으로

장애가 있어 향정신성 의약품을 섭취하고 있는 경우,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되

어 있는 경우,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전과가 있는 경우, 본명을 말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직업

을 잃을 수 있거나 경제적으로 곤란에 처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를 긍정할

수 있다.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도 도주의 우려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예를

들어 간첩죄의 혐의를 가지는 경우 적국이 기밀유출 방지를 위하여 그 피의자

인 요원들에게 도주할 것을 명령하는 것은 경험칙상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테러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

수사 개시 이전 형사소추를 면하기 위하여 도주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46)

다) 도주의 우려를 배제하게 하는 요소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직업 및 가족관계가 명확한 경우, 자수한

경우, 고령인 경우, 수사가 진행중인 것일 알면서도 주소지에서 장기간 거주하

는 경우, 자신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자백을 한 경우, 피의자가 주

소지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수입도 일정한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를 배제

하기 위한 고려요소가 된다.47)

2). 증거인멸의 염려

가) 의의

46) 이완규, 앞의 논문, 52쪽.

47) OLG Köln StV 1997, 642; 이완규, 위의 논문, 50-51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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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사소송법 제112조 제2항 제3호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구속사유로 정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는 ①증거방법의 말소, 변경, 제거, 은폐 또는 위조

(제112조 제2항 제3호의a) ②공동피의자,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부당한 영

향력 행사(제112조 제2항 제3호의b) 혹은 ③타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사주하며

이로 인하여 진실에 대한 조사(Emittlung der Wahrheit)를 곤란하게 할 우려

가 있는 것이다(제112조 제2항 제3호의c). 제112조 제1항 제3호의a부터 c는 이

러한 요건들을 규정하는바, 이러한 요소들은 명확히 구분되어 적용될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위법한 증거인멸행위가 우려되는 것으로 확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48)

먼저 증거방법의 말소·변경 등을 살펴보면, 피의자에게 민사상 처분권한이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 행위가 증거방법의 인멸에 해당하는지가 중요

하다.49) 증거방법의 은닉이란 수사기관이 그 증거를 그 상태 그대로 취득할

수 없게 하는 일이며, 위작이란 새롭게 증거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것이 포함

된다.

다음으로 공동피의자,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살

펴보면(제112조 제2항 제3호의b), ‘부당한 영향력’이란 폭행·협박 기타 강압적

인 방법을 통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증인

에게 거짓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 뒤 이를 진실인 것처럼 증언

하게 하는 것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해당한다. 또한 법이 허용하

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영향을 주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50)

진실에 대한 조사(Emittlung der Wahrheit)를 곤란하게 할 우려(제112조

48) Boujong, StPO- Karlsruher Kommentar, 5.Aufl., 2003, §112 Rn. 32.; 이완규, 앞의 논문,

51쪽에서 재인용.

49) 예를 들어, 증거물로서 녹음테이프를 소유하고 있는 자라도 하여도 이를 폐기해 버린다면

증거인멸행위에 해당한다. 이완규, 앞의 논문, 54쪽.

50)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행사, 범행 부인, 혈액채취 거부 등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완규, 앞의 논문,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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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제3호의c)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실 규명에 장애를 초래할 만한 구체

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따라서 만약 증거의 수집이 하자 없이 이루어져 피의

자의 특정 행위가 사안의 조사에 별다른 장애를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51)

나) 증거인멸 염려의 판단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구속되지 아니하면 증거방

법의 은닉·인멸 등을 통하여 그 상황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판사는 이러한 증명을 위한 근거들을 자유로운 증명

방법을 통하여 확정한다. 따라서 상당한 개연성 없이 단순히 일반적인 경험칙

만을 통하여 증거인멸의 염려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일정한 사실들로부터 증

거인멸의 염려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경험칙이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인정될

수 있다면, 이러한 사실들이 증거인멸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한 정황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52)

또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수사기관이 수집

하지 못하도록 타인을 이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을 통하여 이를 강제하는 것

도 증거인멸의 염려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범죄유형에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뇌물공여죄·사기죄나 성매매알선업자의 성매

매알선 행위가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 기망·협박·폭행의 사용이 일상적이고 특

히 피의자의 범행이 직업상 지위를 이용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

는 경우에는 그 개연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되기 때문이다.53) 이와 마찬가지로

51) 예컨대 피의자가 범행장소에서 지문을 남겼으며, 이를 부당한 방법으로 훼손할 만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염려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Boujong, StPO- Karlsruher

Kommentar, 5.Aufl., 2003, § 112 Rn. 37; 이완규, 앞의 논문, 55쪽에서 재인용.

52) Boujong, StPO- Karlsruher Kommentar, 5.Aufl., 2003, § 112 Rn. 28; 이완규, 앞의 논문,

56쪽에서 재인용.

53) OLG Hamm StV 2002, 205, 206; OLG Köln StV 1999, 37, 38; 이완규, 앞의 논문, 56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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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거래, 무기거래 등과 같이 조직적인 범행이 의심되는 범죄 유형의 경우에

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강하게 인정된다.

3). 중대 범죄의 구속사유

독일 형사소송법 제112조 제3항은 혐의를 받는 범죄가 중대한 경우 별도의

구속사유를 규정하고 있다.54) 이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는 집단학살(국제형

법 제6조 제1항 제1호), 테러범죄단체구성죄(형법 제129조의a 제1항) 및 이와

관련된 죄, 중살인죄(형법 제211조), 살인죄(형법 제212조), 중상해죄(형법 제

226조), 중방화죄(형법 제306조의b), 방화치사죄(형법 제306조의c) 및 폭발물에

관한 죄 일부(형법 제308조 제2항 내지 제3항) 등이다. 이 항에 열거된 중대범

죄를 범하였다고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

주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제3항 후

단). 또한 피의자가 행한 범죄의 형태는 정범은 물론이고 교사범, 방조범과 같

은 공범도 포함한다.55)

중대한 특정 범죄에 대하여 구속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사실

이나, 수사기관은 중대한 범죄의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112조 제1항의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4). 중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서 재인용.

54) ③국제형법 제6조 제1항 1호 또는 형법 제129조b와 결부된 제129조a 제1항에 따른 범죄행

위 또 형법 제211조, 제212조, 제226조, 제306조b나 제306조c에 따른 범죄행위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형법 제31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유력한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속을 명할

수 있다.

55) Boujong, StPO- Karlsruher Kommentar, 5.Aufl., 2003, §112 Rn. 39; 이완규, 앞의 논문,

51-51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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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독일 형사소송법 제112조의a는 구속사유로서 중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규정

하고 있다.56) 재범의 위험성을 구속사유로 정한 것은 원활한 형사절차의 진행

보다는 중대한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여 법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적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57)

재범의 위험성이 문제되는 중범죄는 성범죄(미성년자, 아동에 대한 성적 행

위, 강제적 성적 행위 등), 상습범죄(상해범죄, 중절도, 강도, 사기 등), 공공을

해하는 범죄(방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이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판결 확정 전 동종의 다른 중범죄를 범하였거나 그러할 위

험이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속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상습

범의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선고형이 예상되어야 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

되기 위해서는 상기한 범죄들이 반복되어야 하는데, 이는 2회 이상 별개의 행

위로 같은 범죄를 범하는 것이다.58)

56) 제112조a(여타의 구속사유)

①피의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하였다는 유력한 혐의가 있고, 특정한 사실에 비

추어 볼 때 확정판결 이전에 동종의 중대한 범죄를 행할 위험이 있거나 그 범죄를 계속

할 위험이 있고 이러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2호의 경우 1년 이상의

자유형이 예상되는 때에도 구속사유가 존재한다.

1. 형법 제174조, 제174조a, 제176조 내지 179조 또는 제23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범죄

행위 또는

2. 형법 제89조a, 제125조a, 제224조 내지 제227조, 제243조, 제244조, 제249조 내지 제255

조, 제260조, 제263조, 제306조 내지 제306조c, 제316조a 또는 마약류법 제29조 제1항 1

호, 4호, 10호 또는 제3항, 제29조a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0조a 제1항에 따른, 법질서

에 중대한 침해를 유발하는 범죄행위의 반복 또는 계속 제1문 2호에서 의미하는 유력한

혐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확정력을 갖는 형사절차를 포함한 여타의 형사절차의 대상

이거나 대상이었던 범죄행위도 함께 고려한다.

②제112조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요건이 성립하고 제116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구속영장 집행이 중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57) 이러한 예방적 구금이 헌법에 합치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독일헌법재판소는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라는 공익은 향후의 범죄행위로부터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유박

탈적 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양균, 앞의 논문, 43쪽.

58) 이완규, 앞의 논문, 59-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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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속의 필요성

범죄 혐의가 있고 구속사유를 충족한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구속으로 귀결

되지는 않는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12조 제1항 2문은 구속 시 비례성의 원칙

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다른 방법을 통하여 재범의 위험

성을 방지할 수 있다면 구속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없다.59)

3. 인신구속의 절차

구속영장은 검사가 청구하며, 법관이 서면으로 검토 후 발부여부를 결정한

다. 독일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구속 전에 법관이 피의자를 심문하지 않는다.

법관이 구속영장을 심사할 때에는 형식적으로 구속요건이 충족되었지를 확인

하는 데에 그친다.

구속영장의 집행은 사법경찰관이 하는데, 집행 시 영장 제시와 함께 피의

자에게 혐의사실을 고지한다(제114 a조 제1항 및 제2항). 또한 법관은 피의자

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사실 등에 관하여 피의자의 친족 등 관계인

에게 지체 없이 구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114조의b 제1항).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구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인치하여야 하

며(제115조 제1항), 인치 후 법관은 늦어도 그 다음날까지는 범죄사실에 관하

여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동법 제115조 제2항). 여기서 ‘지체 없이’는 “정

당화할 수 없는 지연이 없거나 사건의 상황, 관련기관의 업무관계를 고려하여

신속하게”를 뜻한다.60)

피의자를 심문하는 때에 검사와 변호인은 참여할 수 있다(동법 제168조의c

59) 예컨대 금지약물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임의로 치료조치를 받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면 구속의 필요성은 부정된다. Boujong, StPO- Karlsruher

Kommentar, 5.Aufl., 2003, § 112a Rn. 19; 이완규, 앞의 논문, 62쪽에서 재인용.

60) K. Boujong, a.a.O., § 115 R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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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한 피의자 심문 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며, 피의자에게 피의

사실 및 구속사유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 및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동법 제115조 제3항).61)

III. 미국

1. 개관

미국의 인신구속제도는 크게는 체포와 재판 전 석방(보석)이라는 두 개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미 연방 수정헌법 제4조는 “미국은 불합리한 수색(search)

과 압수(seizure)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영장(warrant)은 선서(oath) 또는 확약(affirmation)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고, 수색할 장소와 체포할 사람이 특정

되지 아니하고는 발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수정헌법 제14조

및 각 주 헌법 및 주법규, 주법원예규(state court rules), 보통법(common

law)상 결정 또는 판결과 더불어 미국 체포제도의 성문법적 근거가 되고 있

다.62)

우리나라의 구속제도와는 다르게 미국은 보석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보다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2. 체포 후 절차

미국에서는 체포된 피의자가 치안판사 앞에 인치되고, 석방조건이 충족되

지 못한 경우 구금되므로 보석의 제한 내지 예외사유가 구속사유라고 할 수

있다.63) 즉, 체포되어 수사기관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는

61) 유홍선, 앞의 논문, 84쪽.

62) 구본진, “현행 피의자 구속제도의 위헌적 요소”,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11, 170쪽.

63) 안승진, “현행 구속영장 기각기준에 관한 실무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 44호(2014.

9),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180쪽.



- 37 -

불필요한 지체 없이(without unnecessary delay) 미연방 부판사(United States

Magistrate Judge), 판사 혹은 사법보좌관(commisioner) 앞으로 인치되어야

한다. 이 목적은 피의자에게 미란다 원칙 등의 권리를 고지하고, 형사절차를

계속 진행할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상

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석으로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함에는 변함이 없다.64)

치안판사는 피의자의 계속구금(detention)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요

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범죄 혐의의 성질과 정황(혐의가 폭력·테러행위인

지, 그 행위가 무기, 폭발물 등을 동원하였는지) ② 증거의 명백성, ③ 과거의

경력과 특성(피의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가족관계, 취직 여부, 재정자원, 지

역공동체에서의 거주 기간, 공동체 내에서의 결속력,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 경

력, 과거 범죄경력·공판정 출석 여부, 가석방 및 보호관찰 하에 있었는지) ④

피의자가 석방될 경우 지역 사회에 미치게 될 위험성의 성질과 정도(이 경우

치안판사는 개인적인 서약을 받거나 불출석 시 보석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받

고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더 엄격한 조건의 석방이

피고인의 출석과 사회적 안전을 담보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65) 이 경우

①제3자의 보호·감독 ②고용의 유지 혹은 취업, 여행과 관련된 제한 ③피해자

및 증언 가능성이 있는 제3자와의 접촉금지 등의 비금전적인 조건들, 혹은 금

전적인 조건을 부가하여 석방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정형 장기 10년 이상의

중범죄와 총기류를 사용한 범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범죄 등에 대

해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석방의 조건이 없는 것으로, 다

시 말해 ʻ도주의 우려ʼ와 ʻ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가능성ʼ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66) 경죄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심문을 생략하고 바로 공판으로 넘어

간다(연방형사소송법 제5조 (b)).

64) 오기두, 앞의 논문, 89쪽.

65) 18. U.S.C. § 3142(g)

66) 18. U.S.C. § 314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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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문의 목적은 피의자에 대한 형사고발(charge)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를 심사하는 데에 있다. 즉 예비심문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

이 정식재판을 진행할 사안인지,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심

사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보석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도 예비심문이 가

능하다.67)

예비심문 단계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중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이유를 입

증하여야 한다. 이때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다. 치안판사는 심리 결과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고

발장을 기각하고(제5조의 1 (b)) 피의자는 석방된다. 치안판사의 기각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다시 체포할 수 없다. 대배심이 기소 결정을 한 경우에만 검

사는 이에 근거하여 체포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뿐이다.

IV. 영국

1. 개관

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체포와 구속을 구분하지 않는다. 영국의 인신구속

제도는 미국의 제도와 유사한데, 체포된 피의자가 치안판사 앞에 인치되어 보

석이 인정되지 않으면 계속구금되는 절차로 진행된다. 따라서 치안판사의 보

석 판단 여부가 우리나라의 구속과 유사하며, 보석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2. 체포 후 절차

체포된 피의자는 즉시 경찰관서로 인치된다. 단,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가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ACE s. 30).

67) 김경애, 앞의 논문,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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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이후 피의자가 지정경찰서에 인치되면 즉시 구금경찰관이 인수하며

(Code C 2.1A), 구금경찰관은 구금기록 작성(Code C 2.1), 계속구금의 필요성,

수사 후 기소 및 보석여부에 대한 결정, PACE 및 기타 직무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증거불충분으로 보이면 피의자를 조건 없이, 혹은 보석에 의한

석방을 한다(PACE s. 37(2)).68)

만약 구금경찰관이 계속구금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는 계속구

금에 처하게 된다. 24시간 경과 후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석방

되며,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로 다시 체포되지 않으나 계속 체포를 정당화

할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PACE s. 41(9)). 또한 최초 구금

이 허가된 이후 6시간 이내에 계속 구금여부에 대해 최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두 번째 심사 이후부터는 매 9시간 이내에 계속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PACE s. 40(3)).69)

36시간을 초과하여 증거조사 및 확보를 위해 계속 심문을 하기 위해서는70)

경찰관이 치안판사에게 구금연장장(warrant of further detention)을 신청해야

하는데 기소장(information)에 계속 구금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하고 그 사

본을 피의자에게도 교부해야 하며 경찰관이 치안판사 앞에서 선서하고 그 사유

를 설명할 때 피의자도 참여해야 한다(PACE s. 43(2)). 치안판사가 해당 범죄가

기소가능범죄로서 경찰이 성실히 그리고 신속히 수사를 하고 있으며 피의자의

구금이 증거수집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치안판사는 36시간 이내에서 계속 구금을 허가하는 구금장을 발부할 수 있다

(PACE 43(4)). 같은 사유로 경찰관은 한 번 더 계속 구금을 위한 영장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치안판사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장을 발부할 수 있으

68) 이영돈, "경찰수사단계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영국 PACE(경찰과 형

사증거법)와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1, 127-130쪽.

69) 이영돈, 앞의 논문, 135-136쪽.

70) 경찰서의 책임자인 총경(superintendent) 이상의 경찰관의 승인 하에 최초 경찰유치기간인

24시간에 더하여 12시간을 추가로 유치 계속이 가능하다. (PACE 42(1)). 이영돈, 앞의 논

문,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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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초 구금기산시간으로부터 96 시간을 넘을 수 없다(PACE s. 44(3)).

3. 보석 여부 결정

치안판사는 보석법(Bail Act)에 의거하여 피의자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

한다. 여기서 보석으로 석방되지 않은 자는 우리나라의 구속과 같다고 볼 수

있다.71) 보석법(Bail Act)는 보석추정주의(presumption of bail)에 의하여 피의

자가 자유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를 범하였고 ①재판에 불출석하거나 ②

보석 중 범죄를 저지르거나 ③사법절차를 방해할 것이 예상되거나 피고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경우, 또는 보석 기간 중 범죄를 범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보석 신청이 없어도 보석에 의한 석방을 원칙적으로 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72)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은 보석법 부칙

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①모든 사건의 경우,②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③징역형에 처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다.

모든 사건의 경우 적용되는 예외사유로는 ① 피고인이 같은 절차 에서 보

석으로 석방되었으나 보석 중에 도주하거나 보석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포된

경우, ② 피고인 자신의 보호를 위하여 또는 그가 아동이거나 청소년인 때에

는 그의 복지를 위하여 법원이 인정한 경우, ③ 피고인이 법원의 선고에 따라

구금되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

죄의 경우에는 예외사유를 더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바, 법원은 조건부이

건 아니건 간에 보석으로 석방될 경우에 ① 피의자가 재판에 불출석 하거나,

② 피의자가 보석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거나, ③ 피의자나 제3자와 관련하여

증인에게 간섭하거나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것이라고 믿는 것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징역형에 처해지지

않는 범죄의 경우 ① 피고인이 이전에 보석의 조건을 위반한 적이 있고 ② 피

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면 출석하지 않으리라고 확신되는 경우에는 보석이 허

가되지 않는다.73)

71) 안승진, 앞의 논문, 182쪽.

72) 보석법(Bail Act 1976) sch. 1, part I, paras.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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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일본

1. 개관

일본의 인신구속제도는 크게는 체포와 구류의 두 절차로 나누어진다. 체포

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행하는 처

분이며, 구류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도망 및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공판에서

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처분이다.74)

일본에서는 체포 이후 피의자를 계속구금하기 위하여 구류영장의 발부가

필요한바, 피의자의 체포 이후 구류를 규정하는 구류사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2. 체포 후 절차

가. 구류청구

체포 이후의 절차는 그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선 사법경찰이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의 신병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검사에게 송치하

여야 한다(제203조 제1항). 만약 피의자를 계속해서 유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

단되면 사법경찰은 피의자의 석방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제203조). 피

의자를 인도받은 경우 검사는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24시간 이내에 법관에게

구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제205조 1항). 이 경우 구류영장은 피의자의 신체

가 구속된 때부터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205조 2항).

체포영장의 청구주체가 검사 혹은 검찰사무관인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류

73) 이성기, “미국과 영국의 체포·구금제도의 비교법적 고찰-체포·구금의 요건 및 처리절차를

중심으로”, 한양법학 제34권(2011.5.), 한양법학회, 329-331쪽.

74) 유홍선, 앞의 논문,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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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를 하여야 한다(제204조 제1항).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마찬가지로 피

의자를 계속 유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나. 구류질문

검찰이 구류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를 받은 재판관은 피의자에게 피의사실

을 고지하고 이에 관한 진술을 들어야 하는데(제207조 제1항, 제61조 본문),

이를 구류질문이라고 한다.75) 구류질문은 피의자가 도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류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다(제207조, 제61조 단서).

다. 구류사유

일본 형사소송법 제60조 및 제207조는 구류사유를 명시하고 있다.76) 이를

살펴보면,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②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③죄증을 인멸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도망하거나 도망할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중 하나

이상 해당할 때에 구류할 수 있다(일본 형사소송법 제60조 제1항). 우리 형사

소송법 제70조 제2항과 같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는 고려 사유로 하는 규정

은 없다. 다만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의 사유로는

구류할 수 없으며,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한하여 구류가 인정된

다(일본 형사소송법 제60조 제3항).77)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란 “통상 합리

75) 구류질문에 관한 규정은 제61조 단 하나만 존재하며, 구류질문의 절차, 장소, 참여권자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이 없어서 그 해석상 논란이 있다. 명문규정이 없다는 이

유로 피의자에게 진술할 기회만 부여하자는 주장과, 구속의 이유·진술거부권의 고지 및 번

호인의 입회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이동희, 앞의 논문, 77쪽.

76) 일본 형사소송법 제60조

①재판소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구류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77) 제60조

③30만엔(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및 경제관계벌칙의정비에관한법률의 죄 이외의



- 43 -

적인 판단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의 혐의를 수긍할 정도의 혐의”를 뜻하며,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의 경우 “단순한 추상적 위험으로는 족하지 않고 구

체적 사실에 기초한 실질적 위험”을 요한다.78)

구류의 이유가 인정되더라도 구류의 필요성이 없을 시 법관은 구류를 허용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구류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법관은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적극적 필요성(공익)과 그 구속에 의하여

피의자가 입을 불이익, 고통 및 폐해를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79)

VI. 평가

1. 구속기준의 비교

,
독일은 형사소송법에 구속사유를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 재범의 위

험성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대한

특정 범죄의 경우 구속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구속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 구속사유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①피

의자가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피의자의 직업, 가족관계, 자백여부, 연령 등을

고려하여 도주의 우려를 판단하며, ②증거인멸의 판단을 위해서는 증거방법의

말소·은닉 등과 타인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 혹은 이러한 행위의 사주

여부를 검토한다. 중대한 범죄의 경우 별도로 규정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구속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문제되는 중범죄는 성범죄(미성년

자, 아동에 대한 성적 행위, 강제적 성적 행위 등), 상습범죄(상해범죄, 중절도,

강도, 사기 등), 공공을 해하는 범죄 등이 있다. 그리고 일정 중범죄(살인죄,

테러범죄단체조직죄 등)의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구

죄에 있어서는 당분간 2만엔)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78) 유홍선, 앞의 논문, 97쪽.

79) 유홍선, 앞의 논문,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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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할 수 있다(제112조 제4항). 이는 구속의 목적이 형사절차의 확보뿐만 아니

라 장래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한다는 예방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해석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미국은 보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계속구금으로 이어지는 구조로서, 범죄

의 특성, 피의자의 과거 경력, 정황,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치안판사는 계속구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는 ①범죄의 성질과 정황(범행의 경중을 따져 판단한다) ②증거의 명백성

③과거의 경력과 특성(피의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가족관계, 취직여부, 공동

체 내에서의 결속력, 약물복용 경력, 과거 범죄 이력, 보호관철 여부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한다) ④피의자가 석방될 경우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

한다. 다만 독일과 유사하게, 특정 중범죄(법정형 장기 10년 이상의 중범죄와

총기류를 사용한 범죄,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도주의 우려’와 ‘위해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어 보석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도 미국과 유사한 보석법 및 보석법 부칙에 따라 ⅰ) 모든 사건, ⅱ)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 ⅲ) 징역형에 처할 수 없는 범죄로 나누어 보석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일본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죄증을 인멸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구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독일의 경우 구속사유를 범죄유형별로 자세히

적시하고 있어 구속사유의 추상성 문제가 부각되지 않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피의자의 특성 및 범죄유형별로 구속기준을 강화 또는 약화하고 있으며, 영국

의 경우도 유사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일본의 구속기준은 우리나라와 유사하

며 구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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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요한 점은, 독일80)과 일본81)은 영장항고를 인정하고 있으며, 미

국82)과 영국의 경우에도 영장결정에 대한 불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들 국

가에서는 객관적인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기각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항고·준

항고 제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구속사유를 개별 사안

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이들 사례들을 정리해 나감으로써 구속기준의 명확

화·체계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83) .

2. 소결

앞서 살펴보았던 독일·미국·영국·일본의 4개 국가들은 범죄유형별로 상세한

구속기준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거나, 사례의 집적을 통하여 수사기관과

80) 독일 형사소송법 제304조는 ‘법률상 불복방법으로 항고를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는 한, 제

1심 또는 항소절차에서 법원이 행한 모든 결정 및 재판장, 수사절차 관여판사, 수명법관이

나 수탁판사의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판사의 처분’은

구속영장을 포함한다. 이완규, “개정 형사소송법상 영장항고”, 형사법의 신동향 제9호(2007),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55쪽.

81) 일본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1항 제2호는 ‘구류·보석·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재판’

관의 결정에 대하여 준항고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구속적부심사제도나

영장의 재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준항고를 통하여 영장에 대한 불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박현성, “영장항고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

문, 2014, 48쪽.

82) 미국의 경우 석방이나 구금명령에 대한 불복수단이 존재한다. 미국 연방법 제3145조 제a항

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치안판사에 의한 석방명령 또는 범죄에 대한 원래의 관할법원의 판

사가 아닌 자에 의한 석방명령이 있는 때 검사는 범죄에 대한 관할법원에 석방명령의 취소

(revocation of the order) 또는 석방명령의 변경(amendment of the conditions of release)

을 구하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8 U.S.C. §3145. Review and appeal of a release or detention order

(a) Review of a Release Order. - If a person is ordered released by a magistrate judge,

or by a person other than a judge of a court having original jurisdiction over the

offense and other than a Federal appellate court

(1)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may file, with the court having original jurisdiction

over the offense, a motion for revocation of the order or amendment of the

conditions of release; and

(2) the person may file, with the court having original jurisdiction over the offense, a

motion for amendment of conditions of release.

The motion shall be determined promptly. 박현성, 앞의 논문, 43쪽.

83) 박현성, 앞의 논문,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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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 구속기준 해석의 통일성을 상당 부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장항고와 같은 불복수단을 도입하여 이러한 판례의 집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구속기준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은 부

각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장항고제도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직접적인 불복

수단으로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영장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서 영장의

재청구라는 간접적인 방법밖에 없으므로,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한 수단으로서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①영장재판도 그 판단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후적 심사의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

다는 점, ②영장전담판사가 재량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인 판단을 할 경우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영장항고제도를 통하여 구속사유의 선례가 축적

이 되고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여부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점84)을

그 근거로 한다.

그러나 현재 판례85)와 학계의 주류적 견해86)는 영장항고제도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생각건대, 영장항고제도의 도입은 ①피의자가 구

속영장의 결과를 두고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신속한 형사절차의 진행에 역행하며 ②구속영장의 판단기준의 추상성의 문제

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영장항고제도의 도입이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이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여 이

84) 황정근,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4호, 1997, 58쪽.

85) 대법원 2006. 12. 18. 선고 2006모646 결정, 대법원 2005. 3. 31. 선고 2004모517 결정, 대법

원 1986. 7. 12. 선고 86모25 결정, 대법원 1958. 3. 14. 선고 4290형 항9 결정.

86)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신형사소송법(제4판), 홍문사, 2012, 148쪽; 이재상, 형사소송

법(제9판), 박영사, 2012, 260쪽; 신동운, 신형사소송법(제5판), 법문사, 2014, 1340-1348쪽;

신양균, 형사소송법(신판), 화산미디어, 2009, 182쪽; 이은모(제2판),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0, 246쪽; 임동규, 형사소송법(제11판), 법문사, 2015, 201쪽; 차용석·최용성, 형사소송법

(제3판), 세영사, 2008, 222쪽; 김재봉, “개정형사소송법과 수임판사의 재판에 대한 불복”,

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형사법학회(2007, 겨울호),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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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구속기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구속사유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

으며, 만약 추상성·불명확성 등의 문제가 있을 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원

과 검찰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구속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대하여 존재하는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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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구속기준에 대한 기존의 논의 정리

I. 구속사유의 추상성

1.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구속사유

형사소송법 제70조 1항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고, ①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②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③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속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인지를 예

측하는 것이 법률전문가조차 쉽지 않다는 데 있다.87) 또한 법관 개개인의 독

립성이 중요한 법원의 경우 영장전담판사의 성향에 따라 구속영장의 발부가

좌우될 수 있으며, 이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한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의 저하

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88)89)

또한 상기한 구속사유 중 주거부정, 혹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만을 구

속기준으로 삼는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높고 안정될수록 구속가능성이

낮게 되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세간의 비판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즉,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 일정한 주거·소득

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일수록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진

다는 견해가 있다.90)

87) 김병수, “구속요소의 계량화를 통한 구속기준 정립”, 형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형사법

학회, 2012, 273쪽.

88) 안승진, 앞의 논문, 170쪽.

89)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사유 중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관련하여, 이러한 구속

사유는 추상적이며 극히 ‘주관적’이며 ‘탄력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영장항고제를 인정

하지 않는 현행법에 따르면 구속영장 기각 혹은 인용 기준에 대한 판례의 집적도 없으므

로, 결과적으로 구속사유에 관한 우리 형사소송법 규정이 헌법상 명확성에 원칙에 반한다

는 주장도 있다. 심희기, “긴장 속의 균형 한국형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실험과 시행착오“,

형사정책 제10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8, 32쪽.

90) 김병수, 앞의 논문, 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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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문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적

용된 것으로서, 수사실무상 구속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 온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형사소송법에 명시한 것이다. 개정 당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구속사유들이 추상적이어서 법률전문가조차도 구속영장의 발부를 예

측하기가 힘들고, 실무관행에 맞추어 구속사유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실무관행을 형사소송법에 반영함으로써

선진각국에서 인정하는 예방적 구금과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고 법규정과 실무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여 구속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91)

하지만 이러한 개정에서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구속여부 판

단의 모호성을 해결해주지 못하였으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다.

가. 준구속사유설

종래 실무관행에서 사안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왔으며, 이러한

관행을 형사소송법에 반영함으로써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구속사유에 준한 정도로 보아야 한다는 견

해이다. 이는 ①구속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②예방적 구금을 인

정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선례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92)

91)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해설, 동광문화사, 2007, 40쪽.

92) “...이에 따라 지금까지 수사·재판에서 구속사유를 판단할 때 사안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

험성 등을 고려해 오던 실무 관행을 형사소송법에 반영함으로써 선진 각국에서 인정하는

‘예방적 구금’과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고, 법규정과 실무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여 구속 제도

의 운영과 관련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동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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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속고려요소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구속사유에 포함시키자

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었으며, 그 대안으로 구속사유 판단시의 일반

적 고려사항을 두기로 하였다”.93) 사안의 중대성을 구속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염려가 있다.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이 명문으

로 구속사유와 구속요소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형

사소송법의 해석을 위하여 제70조 제2항의 요소들을 별개의 구속사유가 아닌,

구속요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3. 소결

상기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피의자가 증거

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일본 형사소송법과 유사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

신구속에 대하여 큰 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독일·일본·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구체성이 부족한 구속요소들을 영장항고와 같은 불복수단

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속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고려

하여야 할 요소들을 정하였다. 생각건대,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구속사유가 아닌 구속요소로서, 별개의

구속사유가 아니며 동법 제70조 제1항의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요소

사, 2007, 37쪽.

93) 헌재2010. 11. 25. 2009헌바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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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로서 활용되어야 하며,

법원과 검찰도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구속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

기 위하여 각각의 내부규칙을 정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검찰과 법원이 정한

내용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검찰과 법원 구속기준의 상이성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수사과 재판의 전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수사·불구속재판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법이 추구하는 국민 보호를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구속영장의 신청건수가 지속적으로 줄

어들고 있으며, 구속영장 기각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형사

사법절차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보다 적합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구속은 재판과 형집행을 위한 피의자·피고인의 신병확보와 증거인

멸 방지를 위하여도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형사법의 기본 목적 중 하나인 사

회방위와 범죄자의 처벌이라는 대원칙과의 조화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수사기관과 재판부 간 구속기준의 통일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개인

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법치주의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는 전제가 될

것이다.94) 이하에서는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검

찰과 법원의 구속기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1. 검찰의 구속수사 기준

94) 신의기, “검찰과 법원의 구속영장신청 및 발부기준 차이와 해결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통

권 제26호(2010.6),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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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속수사기준에 관한 지침

검찰은 ‘구속수사기준에 관한 지침(대검예규기획 제400호)’을 통해 구속기

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 지침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의 적정한 기준을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요청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형사사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며(제2조), 구속

수사를 할 경우에도 헌법상 본권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제3조 제1

항). 만약 구속을 하였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 등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

우 구속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 제4항).

이러한 수사 지침은 업무에 참고하라고 만든 것이지, 원칙적으로 강제성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각급 검찰청은 형사소송법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유와 기준에 따라 인신구속 업무를 엄정하고 신중하게 수행하는 한편, 관할

지역의 특성, 사정 등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4조). 하지만 일단 지침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이에 따

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지침에 위반되는 구속수사를 할 경우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지침은 구속기준과 관련하여 검찰의 입장을 파

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1). 범죄혐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유죄판결에 대한 고

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범죄 혐의를 말한다(제4조). 이는 형사

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요건을 재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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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부정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는 당해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소나 거소가

없는 때를 뜻한다(제5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동조 제2항은 주거부정 판단

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을 열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주거의 종류(집,

여관, 여인숙, 고시원 등), 2)거주 기간, 3)주민등록과 주거의 일치 여부 및 주

민등록 말소 여부, 4)거주 형태(임차 계약의 형태·기간, 임료의 지급 방법·상황

등), 5)가족의 유무, 6)가재도구의 현황, 7)피의자의 성행, 조직·지역 사회 정착

성이다. 만약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가족, 변호인 등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제3항).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행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

인 바,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제3항).

3). 증거인멸의 염려

지침 제6조는 증거 인멸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1)범죄의 성격에 따른 증거 인멸·왜곡의 용이

성, 2)사안의 경중, 3)증거의 수집 정도, 4)피의자의 성행, 지능과 환경, 5)물

적 증거의 존재 여부와 현재 상태, 6)공범의 존재 여부와 현재 상태, 7)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과 피의자의 관계, 8)수사 협조 등 범행 후의 정황 그

리고 9)범죄 전력이다(제1항 각 호). 또한 증거인멸의 염려에 더욱 유의하여

야 하는 경우들을 열거하고 있다(제2항 각 호). 이는 1)증거서류와 증거물을

파기, 변경, 은닉, 위조 또는 변한 때 2)대향적, 조직적, 집단적 범행 등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에 대해 통모·회유·협박하거나 그와 같은 우려가 있는 때 3)사

건 관계인의 진술이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한 중요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을

조작·번복시키거나 그와 같은 우려가 있는 때 4)피해자, 당해 사건의 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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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감정인 등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영

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때 5)피해자, 당해 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사

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

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때 6)제3자에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주·권유한 때 7)그 밖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정으로 피의자가 증

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이다(제2항 제2호).

4).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피의자가 도망한 때란, 피의자가 수사를 피할 의사로 주거를 이탈한 때를

말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1)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를 이탈하여 일

정한 주거로 연락이 어려운 때, 2)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때, 3)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재불명되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

어 있는 때(제7조 제1항).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1)

사안의 경중, 2)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3)전문적·영업적 범죄 여부, 4)피의

자의 성행, 연령, 건강 및 가족 관계, 5)피의자의 직업, 재산, 교우, 조직·지역

사회 정착성, 사회적 환경, 6)주거의 형태 및 안정성, 7)국외 근거지의 존재 여

부, 출국 행태 및 가능성, 8)수사 협조 등 범행 후의 정황, 9)범죄 전력, 10)자

수 여부 그리고 11)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제7조 제2항).

도망할 염려에 유의하여야 하는 때란 1)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범죄를 계속하거나 다시 동종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때, 4)집행

유예 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 결격인 때, 5)피의자가 인적 사항을 허위로 진

술하거나 인적 사항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 6)피의자가 도망한 전력이 있거나

도망을 준비한 때, 7)사안의 경중, 범죄 전력, 범행의 습성,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은 때, 8)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보아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이다(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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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제6항과 마찬가지로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제7조 제4항).

5).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 위해우려

지침은 범죄의 중대성을 구체적으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

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 그리고 법원조직

법에 근거한 양형기준도 참고하여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

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도 범죄의 중대성이 있는 때라고 본다(제8조 제2항).

재범의 위험성이란 피의자의 전과에 의하여 피의자가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경우 또는 범죄의 특성상 반복 범죄의 개연성이 높은 경

우이다(제9조 제1항).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1)피의자의 직업 2)피의자의 성격

및 주관적 성향 3)피의자의 가족관계 4)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5)범행의 동기

6)범행의 횟수 7)범행의 수단 8)전에 범한 범죄와 당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9)범행 후의 정황 10)개정의 정 유무를 살펴보아야 한다(제9조 제2항).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는 1)증거인멸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한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요소 2)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의 진술의

증거가치 3)다른 증거의 수집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제10조).

6). 기타 고려사항

구속수사 지침은 소년범의 경우 장래의 영향과 개선·교화에 적절한 수사방

식을 고려하여 구속에 신중을 가할 것과(제11조),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피의

자의 건강, 가족 부양의 필요성 등 특별한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또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밖에 범죄에 대한 적극 대

처를 통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 사회 전반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및 피의자의 건강, 가족 부양의 필요성 등 특별한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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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유와 기준에 따라야 한

다(제12조).

7). 범죄 유형별 기준

제13조 이하는 범죄 유형별 기준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러한 기준은 앞서

적시한 범죄유형별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속의 일반적 사유 외에 범죄

유형별로 예시된 사항이 별도의 구속 사유로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제13조

제2항).

이러한 범죄 유형별 기준은 일반적으로 구속 사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예시한 것으로서, 이의 판단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검토

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사안의 실질적, 개별적 내용을 잘 살펴 구속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제14조).

범죄유형별 기준은 일반 형사 사범(교통, 폭력, 가정폭력, 절도, 사기·횡령·

배임, 위증·무고, 성폭력, 성매매, 지식재산권 침해, 식품·보건, 환경, 부동산투

기)와 공안 사범(국가보안법위반, 선거법위반, 불법 파업, 부당 노동 행위, 불

법 집회·시위), 부패 사범(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기업 비리)과 강력 사범(조

직폭력, 마약)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구체적 사안에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95)

예를 들어, 절도사범의 경우 ①범행의 동기와 수단, 태양, 위험성, 피해 정

도, 피의자의 성행, 범죄 전력, 습벽 및 피해 회복 여부 등 양형위원회의 실형

권고사유(집행융예 부정적 참작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덜도 행위에 주거

침입·흉기 휴대 등을 수반하여 위험성이 큰 피의자, 소매치기 등 전문적이거

나 상습적인 절도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보며, ③양형기준에 따

95) 신의기, 앞의 논문,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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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으로 본다(제18조).

사기·횡령·배임 사범의 경우 ①범행의 경위와 수단, 피해 금액, 피의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및 피해 회복 여부 등 및 양형위원회의 실

형권고사유(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적극적·계획적

기망행위로 다액을 편취하거나 장부 조작 등 신뢰 관계의 본질을 침해하여 다

액을 횡령·배임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보며, ③양형기준에 따

르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으로 본다.

2. 법원의 구속기준

가.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법원은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를 통해 구속기준

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지향하는 법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신구속을 엄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효율적인 형사사법의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

주의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법원의 예규는 앞서 살펴보

았던 검찰의 지침과 같이 범죄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

원의 구속기준을 보여주고 있다.96)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에 관한 내용은 제48조 및 제49조에 있다.

1). 증거 인멸의 염려

96) 신의기, 앞의 논문,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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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사유 중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1)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존재

하는지 2)그 증거가 범죄사실의 입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3)피의자측

에 의하여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사회적으로 가능한지 4)피의자측

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제48조).

2). 도망할 염려

구속의 사유 중 도망할 염려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다: 1)범죄사실에 관한 사정(범죄의 경중, 태양, 동기, 횟수, 수법 등) 및 자수

여부 2)피의자의 개인적 사정(직업이 쉽게 포기될 수 있는지, 생계수단의 변

천, 약물복용이나 음주의 경력, 질병 여부, 출산을 앞두고 있는지 여부 3)피의

자의 가족관계(가족 간의 결속력, 보호자 유무, 배우자 및 자녀 유무, 가족들

의 의존 정도 등) 4)피의자의 사회적 환경(피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거주기간

및 정착성의 정도, 지역사회와의 유대의 정도, 지원자 유무)(제49조)97).

97) 제49조(도망할 염려)

구속의 사유 중 도망할 염려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범죄사실에 관한 사정

(1) 범죄의 경중, 태양, 동기, 횟수, 수법, 규모, 결과 등

(2) 자수 여부

2.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

(1) 직업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경력, 범죄경력, 범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도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등 그 동안의 생계수

단의 변천

(3) 약물복용이나 음주의 경력, 피의자의 도망을 억제할 만한 치료 중인 질병이 있는지 또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지 여부

(4) 다른 곳 특히 외국과의 연결점이 있는지 여부, 여권의 소지 여부 및 여행 특히 해외여행

의 빈도

3. 피의자의 가족관계

(1) 가족간의 결속력

(2) 가족 중에 보호자가 있는지 여부

(3) 배우자 또는 나이가 어리거나 학생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4) 연로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

(5) 피의자에 대한 가족들의 의존 정도

(6) 가족들이 피의자에게 양심에 호소하는 권고나 충고를 하여 피의자를 선행으로 이끌만한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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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인에 대한 구속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불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고인

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제57조).

불구속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제58조).

4).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신구속기준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처음

으로 공개하였다. 법원은 기존의 구속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면서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보자면 1)실형기준의 원칙 운용 2)형

사정책적 고려를 통한 구속영장 발부 감소 3)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

속영장 청구 기각 확대 4)개인적 불이익을 고려한 불구속 확대 5)소년범에 대

한 특별배려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전에는 법원의 영장기준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신구속기준의 공개는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행보라고 보인다.98)

4. 피의자의 사회적 환경

(1) 피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거주기간 및 지역사회에서의 정착성의 정도

(2) 피의자 가족의 지역사회와의 유대의 정도

(3) 교우 등 지원자가 있는지 여부

98) 신의기, 앞의 논문,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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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범죄유형별로 적시한 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 폭력 사건의

경우 폭력적 성향, 폭력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

의 여부를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폭력적 성향을 판단함에 있어 전과를

참고로 하며, 만약 피의자가 폭력적 성향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폭력

사건에 연루된 경우 불구속 수사를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99)

III. 구속영장 입장 차이 분석

상기한 바와 같이 법원과 검찰은 각자의 예규 혹은 지침을 가지고 구속영

장의 청구와 발부를 결정하고 있다. 법원은 구속의 목적이 형사절차의 실행과

형집행 확보라는 관점에서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를 위주로 판단하며, 검찰

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구속고려요소들을 강조하여 사안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구속영창 청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법원과 검찰이 상이한 관점을 가지고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다루

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영장청구는 물론 영장 발부에 있어서 불필요한 갈등

이 존재한다. 구속에 대한 양 기관 간의 입장 차이는 때로는 무리한 구속영장

의 청구, 혹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 기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2006년 론스타 사건이나 2017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서와 같은 사건에서

도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두고 양 기간 간에 비판과 질타가 있었다. 검찰의 경

우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무리하게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존재하며, 실제로 법원이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입각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도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한다. 또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는 사

건의 경우에도 구속청구를 강행하여 무리한 구속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영장기각결정 시 법원의 기각사유는 400자 내외의 단문으로 적

99) 폭력사건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교통사고, 성폭력, 간통, 마약, 절도,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한 구속기준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의기, 앞의 논문, 107-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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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다. 구속영장의 기각 시 상세한 설명 없이 단순히 “소명 부족”, “구속의

필요성 인정 안 됨”, “방어권 보장 필요”과 같은 추상적인 용어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이러한 기각사유는 설사 정당한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

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수긍하기가 쉽지 않아 궁극적으로 형사사법절차의 신

뢰 하락으로 귀결된다.100)

IV. 소결

검찰과 법원의 구속기준은 그 내용만 보았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듯하다.

검찰의 지침이 범죄유형별로 구속요소들을 보다 자세히 열거한 점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틀은 유사하다. 다만, 실무에서 법원의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

려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구속영장 기각사유에는 ‘도

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한다. 또한 비례의 원칙도 구속

영장을 기각하는 사유가 되고 있는바, 범죄혐의 소명의 정도, 피의자 및 피해

자의 연령을 참작하여 비례의 원칙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

다.101) 이에 비하여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참고인

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강조한다(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8조 내지 제10

조).102) 이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피의자의 범죄경력·범행의 특성 및

중대성을 고려할 때 석방 시 추가범죄의 가능성이 높아 사회의 방위 및 범죄

자의 신병확보를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여부 판단 시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를 위주로 하

게 되면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 즉 직업이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중심으로 구속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데, 이는 경제·사회적으로 열악한 계층에

100)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구속영장기각사건의 기각이유를 분석한 조사 결과 대부분의 구속

영장 기각사유는 ‘도망염려 없음’과 ‘증거인멸 염려 없음’이었으며, 소명부족에 의한 구속

영장기각사건도 총 조사건수의 7.8%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기각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단문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많아 어떠한 근거로 그러한 판단을 하였는지 알기가 어렵

다. 신의기, 앞의 논문, 117쪽.

101) 신의기, 앞의 논문, 123쪽.

102) 안승진, 앞의 논문,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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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불리한 것이므로 구속기준에 편차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다.103)따라서 검

찰은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별도로 규정해 놓았다. 반대로 법원은 구속의

목적이 형사절차의 실행 및 형집행 확보에 있으므로, 증거 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 이외의 목적으로 구속을 하는 것은 제도의 남용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

다고 본다104). 즉 법원의 기준은 인권보호에 있으며, 수사기관이 수사의 편의

를 위하여 피의자를 무리하게 구속하며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경시하는 태도를

방지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추상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검찰과 법

원이 구속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으나, 각각의 내부지침은 오히려 양 기

관 간 입장 차이를 대변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대안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대안

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103) 정동기,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문제점”, 국회보 통권 제365호(국회사무처, 1997), 117쪽.

104) 황정근, “인신구속과 인권보호”, 형사법연구 제14권, 형사법연구, 2000,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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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도망의 위험을 판단하는 요소들
상

(3점)

중

(2점)

하

(1점)

1 사안이 중요한가(사건의 중대성)?

2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가(재범의 위험성)?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로 보아 도망의

제5절 구속기준의 계량화에 대한 논의

I. 구속기준의 계량화

1. 논의의 검토

앞선 논의들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구속기준과 그

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각 요소들을 계량화하자는 주장이 있다. 즉, 구속기준의

수치화를 통하여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일반 국민들도 구속기준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속영장 발부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전

관예우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현재의 사법불신을 해소하자는 것이다.105)

구속요소들을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구속요소들을 단순하게 나열하고

각각의 해당여부에 따라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과 구속요소별로 상이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있다.106) 이중 개별 구속요소들 간에 우열을 인정하

고 상이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차등적 점수부여 방식이 보다 적합한데, 김

병수 박사는 구속요소들의 계량화에 대한 다음과 같은 예시를 제시한 바 있

다.107)

[표1]: 차등점수부여방식-도망의 위험

105) 김병수, 앞의 논문, 271-272쪽.

106) 예를 들어 “자수 여부”에 대하여 단순나열 방식은 1점 내지 0점만의 선택이 가능하지만,

구속기준별로 상이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은 “0, 1, 2점” 등의 범위를 설정한 뒤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김병수, 앞의 논문, 290-293쪽.

107) 이하 [표3]의 내용은 김병수, “구속요소의 계량화를 통한 구속기준 정립” 25쪽에 있는 예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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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는가?

4 전문적·영업적 범죄인가?

5
피의자의 성행, 연령, 건강 및 가족관계로

보아 도망의 가능성이 있는가?

6

피의자의 직업, 재산, 교유, 조직 등 사회

적 환경으로 보아 도망의 가능성이 있는

가?

7 주거가 부정한가?

8
국외 근거지의 존재 여부, 출국 행태로 보

아 도망의 가능성이 있는가?

9
수사 협조 등 범행 후의 정황으로 보아

도망의 위험성이 있는가?

10
범죄 전력으로 보아 도망의 가능성이 있

는가?

11 자수를 했는가?

12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및 합의를 했

는가?

총점

1-6점: 도망의가능성미약-필요적불구속

7-18점: 도망의위험성있음-구속여부재량판단가능

함

18점이상: 도망의위험성높음-필요적구속

2. 논의의 한계

상기한 표는 구소기준 중 “도망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예시이며, 각 개

별요소들의 선정 및 점수화를 하여 구속여부를 판단한다. 이렇듯 구속기준을

계량화함으로써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영장발부 단계에서의 모호성을 해결하

자는 취지이다.

문제는 어떤 구속요소들을 가지고 구속기준을 계량화하여야 하는가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구속요소들의 선정과 점수의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결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범죄유형별

로 어떠한 구속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각 구속기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도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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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어디서 참고를 해야될 것인지, 필요적 구속기준을 만족시키는 최소점

수는 어떠한 근거로 정할 것인지 등이다.108) 이러한 한계에 대한 대안을 논의

하고자 양형기준제의 도입과정을 살펴보고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구속기준의

객관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양형기준제와 구속기준의 계량화 가능성

1. 양형기준제의 도입

우리 형법 제51조109)는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개인적 성향과 피

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정황 등의 사항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법관은 형벌과 형사정책적 목적의 달성, 사회 정의 수호의 차원에서 법

정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바, 이는 국가 및 사회의 근

간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110)

그렇지만 이러한 법관의 재량권이 남용되어 법관에 따른 양형편차가 심하게

나타나 형자재판의 양형이 “고무줄양형”이라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

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111)이에 정부 또한 양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1999년 대통령 자문위원회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양형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108) 상기한 논문의 저자도 위의 예시에 대하여 한계를 언급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기

위하여서는 각 개별 구속요소들에게 점수를 어느 정도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

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속요소들 간에 우열을 인정하고 어떤 기준에서 가중치를 두어야

할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김병수, 앞의 논문, 291-292쪽.

109)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110) 임수빈, “검찰권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전문박사 학위논문, 2017,

133쪽.

111) 기광도·김혜정, “횡령·배임죄 양형기준제도의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1호(통권 제101호, 2015.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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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의 마련을 위한 시도는 계속되었는데, 2003년 대법원규칙에 근거

하여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이후 2005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법원과 검찰의 의견 조정을 거쳐 2007년 1월 26

일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제1기 양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07. 4. 27. 처

음 활동을 시작한 제1기 양형위원회는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등 사회적 관

심이 높은 8개 중요 범죄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였고 2017

년 현재 제6기 양형위원회가 활동 중이다.112)

양형기준의 설계 방식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 영국 등 여러 양형기준 설정

방식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개별적, 점진적 설정 방안을 채택하였다.113)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결정 과정은 우선 개별 양형기준마다 적용되는 범

죄 구성요건들이 정해지고, 다음으로 ‘유형’ 분류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살인죄 양형기준은 ‘동기’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며, 뇌물죄와 사기죄의

경우 각각 ‘수뢰액’, ‘피해액’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다(이하 유형결정인자).

형량범위의 설정에 있어서 각 유형마다 원칙적으로 감경, 기본, 가중영역

으로 권고 형량범위가 제시되며, 이 범위를 정할 시 주로 경험적 자료에

기초하며 보충적으로 규범적 조정을 가한다. 또한 양형기준은 유형결정인

자 이외의 양형인자들을 특별인자와 일반인자로 분류한 다음, 특별인자를

일반인자보다 중하게 취급하되 해당 인자간에 있어서는 동등하게 취급하

는 제한적 계량화 방식을 택하고 있다.114)

112) 2017년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은 살인·뇌물·성범죄·강도·횡령·무고 등 총 38개의 범죄군

이다. 이를 범죄행위를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나누고, 각 인자별로 감경요소(과

잉방위, 진지한 반성 등)와 가중요소(계획적 살인범행, 사체손괴, 잔혹한 범행수법)들을 고

려하여 적용한다.

113) 양형위원회가 개별적, 점진적 설정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주요 범죄 사이에 서열화가 진행

되지 않았고, 총론적 기준도 설정하지 못하여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박형관,

“우리나라 양형기준 설정방식과 양형위원회 운용방식에 관한 점검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

26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4, 12쪽.

114) 특별인자는 형량범위를 결정하는 인자로서, 가중인자가 많으면 가중영역을, 감경인자가 많

으면 감경영역을 권고하며, 일반인자는 특별인자가 설정한 형량범위 내에서 고려되는 인

자를 의미한다. 각 인자 간은 원칙적으로 동등한 평가를 받으나, 예외적으로 특별인자의

경우 행위인자와 행위자인자로 분류하고 행위인자를 행위자인자보다 중하게 평가한다. 박

형관, 위의 논문,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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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비록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115) 사실상 상

당한 기속력을 가지며, 양형기준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의 부정적인 평가는 적어도 형량과 관련한 한 많이 감소하였다.

또한 양형기준 설정방식이 미국과 영국의 양형기준의 장점을 취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창의적이고 성공적인 설정방식이라는 평가도 있는 만큼116) 양

형기준의 설정을 통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

다.117)

2. 구속기준의 계량화 가능성

양형기준의 객관화가 성공적으로 귀결됨에 따라 이러한 논리를 형사사법의

다른 절차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검찰권의 남용을 방

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소기준제를 도입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118)

법관의 양형단계에서 양형기준의 객관화라는 변화가 가능하다면, 구속기준

에 대하여도 객관화·투명화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구속영장 발부여부와

관련된 사항들을 객관화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건이

상이하며 그 특성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속영장의 발부기준도 양형

기준표와 유사하게 수치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115) 양형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며,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

을 존중하되, 양형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아니한다.” 김선수, 사법개혁리포트, 박영

사, 2008, 330쪽.

116) 양형기기준의 형량범위가 중첩되며, 벌금형 등 형종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으나, 양형개혁의 목표인 양형의 객관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양형

기준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박형관, 앞의 논문, 17쪽.

117) 임수빈, 앞의 논문, 134쪽.

118) 양형기준제의 논리에 착안한 “기소기준제를 도입하게 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 그리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법원의 양형

기준제가 도입될 당시, 검찰은 법원 판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명분으로 강력하게 양형기준제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그 당시와 마찬가지 논리

로 검찰 결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에 기소기준제가 도입되어야

마땅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법원의 양형기준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검찰이 기소

기준제의 도입을 반대할 명분을 없을 것이라고 본다.” 임수빈, 앞의 논문, 135-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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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요소들을 선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한 뒤, 일정점수 이상이면 필요적 구속,

그 이하면 필요적 기각을 정할 수 있으며, 일정 범위의 점수대에 해당하는 경

우 영장전담판사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법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판사의 주관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있다는 오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119) 또한 수사기관이 수사의 편

의를 위하여 종래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행도 구속기준의 객관화·

계량화를 통하여 감소하게 될 것이며, 종래 지역별로 편차가 있었던 구속영장

의 청구 및 기각률도 구속기준의 객관화 및 계량화를 통하여 그 지역 간 차이

가 줄어들 것이다.120)

119) 신의기, 앞의 논문, 138쪽.

120) 200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기각률은 34%에 달하

여 전국에서 제일 높았으며, 가장 낮은 곳은 춘천지법이었으며 16%였다. 이에 대하여 “법

원이 위치한 지역특성에 따라 사건유형이 다를 수도 있지만 법원의 분위기 때문에 기각률

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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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소결

상기한 바와 같이 법원과 검찰은 개별기준을 가지고 인신구속에 관한 지침

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

는 오늘 불필요한 사법행정 업무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121) 두 기관의 구

속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찰과 그것을 발

부하는 법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고, 발부에 대한 예측가능성 또

한 저하된다는 뜻이다.122)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나 영국과는 다르게 검사가

입건된 사건 중에서 구속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사건들을 선별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현재와 같이 법원과 검찰이 개별적 구속기준을 토대로

구속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법제도에 혼란을 야기하며 양 기관 간

‘힘겨루기’로 변질될 우려가 존재한다. 만약 법원과 검찰 간 통일된 구속기준

이 있다면 검찰은 그 기준에 비추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수사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한 기존 검찰과 법원 간 ‘힘겨루기’

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통일된 구속기준의 정립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일반 국민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구속영장을 심

사하는 판사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변하는 기준 때문이다. 물론 현행법상으

로는 재범의 위험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사항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재범의 위험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범죄의 중대

성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그 의미가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판단에 노출되

어 있다.123)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절차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121) 김병수, 앞의 논문, 272쪽.

122) 실제로 법원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와 검찰의 “체포·구속 업무처리지침” 간

의 일치율을 조사한 결과 10% 이상 차이가 나며, 이는 법원과 검찰 간 인신구속에 관한

견해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IV)-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효율성제고-”, 2004, 274-277쪽.

123) 김성돈·김혜경, 앞의 보고서,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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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성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속기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로서 구속기준의 계량화를

앞서 살펴보았다. 2007년 처음으로 양형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양형기

준이 마련되었으며, 그 결과로서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

어가고 있다. 그리고 양형기준 설정의 성공과 함께 ‘기소기준제’의 도입도 검

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구속단계에서도 구속기준의

계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구속영장의 발부가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면 바람직하지 않겠으나,

객관적 기준의 확립은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신뢰를 제고하며 보다 효율적인 운

용으로 이어질 것이다. 수많은 사건들의 공통 요소들을 뽑아내어 이를 계량화

하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및 법원·검찰의 구속기준을 참조하여 통일된 구

속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수치화하는 작업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이에 다

음 장에서는 구속기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구속기준점수제를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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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영장실질심사제도의

개선방안-구속기준점수제의 도입

제1절 구속기준점수제의 도입

I. 도입의 필요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속사

유는 추상적이어서 법관의 성향에 따라 유사한 사안이라도 구속결정에 차이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또한 이러한 구속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법

원과 검찰은 개별적인 구속기준을 정립하였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구속에 대한

두 기관 간의 견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법원과 검찰의 기준에 차이가

존재함으로써 두 기관 간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구속영장 관련 실무관행

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

나 그 차이가 일정 수준을 넘어버리게 되면 두 기관 간의 대립과 힘겨루기로

이어지는데 이는 바로 우리나라의 모습이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갈등은 구속

결정과 관련하여 “무전유죄·유전무죄”와 전관예우라는 사법불신을 야기하며,

그 종국적 피해자는 국민으로 귀결된다.124)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70조를 제2항을 일부 개정하는 등 입

법단계에서 노력을 해 왔으나, 단순히 구속요소를 추가하는 데에 그쳤으며, 법

원과 검찰의 갈등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논의 중 하나가 영장항고제도이다. 즉, 법원의

영장결정에 대한 재판을 통해서 축적된 선례들이 영장결정의 기준을 정립할

124) 신의기, 앞의 논문,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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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장항고제도는 종국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영장발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단순히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현재

영장결정의 불명확성·추상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의 영장결정에 대

한 기준 자체가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다면 영장항고제도가 도입·시행

된다고 하여도 이는 무용한 절차의 반복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것은 법원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개

별적인 구속요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한 어떻게 결정의 투명성과 명확성

을 제고할 것인가이다. 그 방법으로서 구속사유를 결정하는 개별구속요소들을

점수화하는 방안, 이른바 ‘구속기준점수제’를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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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구속기준점수제의 내용

1. 구속기준점수제 도입의 전제로서 구속기준의 통일성 확립

구속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들을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개별적으로 정

해져 있는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준과 요소들을 통일화하여야 한다. 객관적인

구속기준이 추구하는 목표는 수사기관 그리고 일반 국민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구속여부를 예측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적

법한 형사사법 절차를 확보하는 데 있다. 그러나 만약 지금처럼 법원과 검찰

이 각각의 구속 지침을 통하여 구속절차를 진행한다면, 구속영장의 발부여부,

구속영장의 청구 기준,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구속가능성 판단여부 등을 예측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구속요소의 객관화를 위해서는 현재 상이한 법원과 검

찰의 구체적인 구속기준을 통일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절도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검찰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태양, 위험성, 피해 정도, 피의자의 성행·환경, 범죄 전력, 습벽

및 피해 회복 여부 등 및 양형위원회의 실형권고사유(집행유예 부정적 참작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구속수사기준에 관한 지침 제18조 제1항). 또한

상습범이나 절도 행위에 주거 칩입·흉기 휴대가 수반된 경우에는 원칙적인 구

속 대상으로 본다(동조 제2항). 이에 비해 법원은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

한 예규’에 적시되어 있는 구속기준 외에 절도의 경우 1)주거침입절도, 흉기소

지 절도, 특수절도 등의 경우에는 중죄, 단순절도의 경우에는 경죄로 평가하

며, 2)소매치기의 경우에는 범행장소와 수법, 전과를 참작하여 재범의 위험성

을 판단하고 있다.125) 법원과 검찰은 통일된 구속기준의 마련을 위하여 내부

지침의 내용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구속

요소(예를 들어 공범의 수, 합의 여부, 동종전과 여부, 주거, 직업의 유무 등)

들 중에 무엇이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요소인지 정하기 위하여 법원

과 검찰, 그리고 사회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범죄별 특성으로 인하

125) 신의기, 앞의 논문,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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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구속영장의 기각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상이한데,126) 이를 통일화하는

기준 마련을 위해 각 기관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2. 개별적 구속기준점수제 적용

구속기준을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구속기준점수제를 도입할지, 아니면 범죄유형별로 세분화한 개별적 구속기준

점수제를 도입할지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 구속기준점수제127)의 장점

으로는 ①모든 범죄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확보된다는 점, ②개별적 구속기

준점수제에 비하여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사안별로 줄어들어 실무상 편리하며

③범죄유형별로 세분화할 경우 주요 범죄들 간 비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기

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 구

속기준점수제는 ①범죄유형별로 고려하여야 할 특성들을 간과하기 쉬우며, ②

개별적 구속기준점수제에 비해 개정하기가 까다로워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

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각 범죄유형별로 중점을 두어야 하는

요소들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범죄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구

속기준점수표를 운용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이 부족할 것이며, 개별적인 구

속기준 설정방식을 채택한 다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정을 하는 것이 유용

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유형별로 분류해 놓은 개별적 구속기준점수제가 보다 더 적절

하다.128) 개별적 구속기준점수제는 범죄유형별로 구속요소들을 규정하는 바,

126) 김정훈·이나래·이계민, “구속영장발부 여부에 관한 통계모형”, 응용통계연구 제23권 제6호

(2010), 한국통계학회, 1232-1233쪽.

127) 일반적 구속기준점수제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구속기준점수표를 작성한

뒤,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양형기준의 설정방식 중 종합적 설정방식과 유사하

다.

128) 개별적 구속기준방식도 ①개별 범죄마다 구속기준을 정하는 방식과 ②범죄유형별로 구분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만약 개별범죄마다 기준을 정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면 구속기

준점수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운용하기 번거로울 수 있다. 따라서 구속기준의 단순성

을 확보하면서도 개별범죄의 특성을 범죄유형별로 포섭시킬 수 있는 범죄유형별 구속기준

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김병수, 앞의 논문,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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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①구속기준을 합리적인 범위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②개별범죄의 특성

을 구속요소에 잘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범죄유형별로 구분하는 방

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형법전에 적시되어 있는 분류를

기본으로 하되 검찰의 ‘인신구속 수사에 관한 지침’, 법원의 ‘인신구속 사무처

리에 관한 예규’, 독일의 형사소송법과 미국의 보석법을 참고하였다.

3. 구체적인 점수부여방식의 운용

가. 구속요소들의 선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속요소들을 선정하고 통일화하여 이를 객관화하

기 위해서는 법원과 검찰, 그리고 사회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

서는 우선적으로 1)현재 법원과 검찰이 고려하고 있는 일반적 구속요소들과,

2)양형위원회에서 범죄유형별로 선정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

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예시로서 단순절도죄의 구속요소들을 정립하고 계량화

하고자 한다.

한편 우리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

멸한 염려가 있는 때” 그리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그리고 이들 사유들을 심사할 때 “범죄의 중

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여

야 한다(동조 제2항).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구속사유 중 ‘주거부정’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도망위험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하나이지 독립된 구속사유로 보지

않는 견해가 학계의 다수설이다.129) 생각건대, 주거부정이라는 사유는 다액 50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의 경미 범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필

129)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앞의 책, 242쪽; 임동규,앞의 책, 190쪽; 이재상, 앞의 책, 249

쪽; 이영란, 한국형사소송법(개정판), 나남, 2008, 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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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인 구속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현행법의 해석상 구속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각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세부적인 요소

들은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참고할 것이다.

나. 차등적 점수부여 방식을 통한 구속기준점수표의 작성

구속기준을 계량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우선, 각 구속사

유에 해당하는 구속요소들을 나열하고, 모두 동등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다. 예를 들어서, 단순절도죄의 피의자에게 1)증거인멸을 할 공범이 존재하는

경우 1점, 없는 경우 0점 2)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1점, 없는 경우 0점의 방식

으로 기계적으로 수치화하는 방식이다. 동등점수부여방식은 구속기준점수를

산정하기에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①구속요소의 점수부여 방식을 지나치

게 단순화하여 각 구속요소들 간의 우열을 반영하지 못하고 ②각 구속요소별

로 점수를 부여하거나(1점) 하지 않거나(0점) 두 가지의 경우로만 구분되어 구

속요소별로 부여하여야 하는 가중치를 반영하지 못하며 ③결과적으로 모든 구

속요소들을 획일화하여 개별사안별로 평가하여야 할 구체성과 특수성을 무시

할 우려가 있다.130)

따라서 구속요소들 간에 차등점수를 부여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

으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속기준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

다.131) 본 논문에서는 개별 구속요소들 간 차등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택하

여, 구속사유를 결정하는 데 경중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자 한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구속고려요소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가 문제되는 바, 법무부의 [개정 형사소송법]의 해설에 의거하여 ‘범죄의 중대

130) 김병수, “성폭력범죄의 구속기준”,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4호(2015), 한국비교형사법학

회, 78쪽.

131) 구속요소들 간에 우열이나 차등점수의 범위 등의 결정은 법원, 검찰, 경찰, 학계와 시민단

체 등의 논의와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의 글,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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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재범의 위험성’은 ‘도주의 우려’,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

려’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로 산입하기로 한다.132)133)

다. 가산식 점수제

구속기준점수제의 형태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첫 번째는 각

구속요소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한 뒤 그 점수를 모두 합산하는 방법이다. 다

른 방법은 총점을 정해놓은 뒤, 각 구속요소에 대하여 평가할 때 해당되지 않

는 정도만큼 총점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방식은 모두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구속요소들을 수치

화한 뒤 최종점수를 산출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생각건대 차감적

점수부여 방식은 불필요한 계산을 한번 더 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가산적 점

수부여 방식이 실무상 더 유용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 구

속요소들의 점수를 더하여 구속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식을 택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절도범죄의 구속기준점수표는 다음과 같다.

132) “...개정법에 규정된 구속 심사의 고려 사항이 바로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입법

취지 및 경과, 외국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의미로 풀이된다. 첫째, ‘범죄의

중대성’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인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기초로 성안된 요건으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는 만큼 주로 구속사유 중 ‘도주의 우

려’를 판단할 때 적극적인 요소로 고려된다. 둘째,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의 전과에 의하

여 당해 범죄가 누범 또는 상습범에 해당하거나 범죄의 특성상 반복 범죄의 개연성이 높

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역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자에 대해서는 높은 처단

형이 예상되므로 주로 구속사유 중 ‘도주의 우려’를 판단할 때 적극적인 요소로 고려된다.

셋째, ‘피해자ㆍ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피해자ㆍ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와 증거인멸을 방지하려는 것에서 입법 이유를 찾아볼 수 있으므로 주로 구속사유 중 ‘증

거인멸 우려’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기능할 것이다.”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해설,

동광문화사, 2007, 40-41쪽.

133)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도 일치한다. “도망할 염려를 판단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의 위험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증거인멸의 우려 판단에서는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 등

에 대한 위해우려가 구체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헌재 2010. 11. 25. 2009헌바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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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판단 요소 상(2점) 중(1점) 하(0점)

1

인멸의 대상이 되는 결정

적 증거가 존재하고 그것

이 범죄사실의 입증에 결

정적으로 영향을 주는가?

2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입

증에 중요한 증거를 인멸

하는 것이 물리적·사회적으

로 가능한가?

3

공범이 존재하며 이들의

현재 상태를 보아 증거인

멸의 가능성이 있는가?

4
계획적·적극적으로 절도를

범하였는가?

5
범행 후 증거은닉 또는 은

폐 시도를 하였는가?

6

수사 협조 여부를 볼 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가?

7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

에 대하여 생명·신체에 해

를 가할 우려가 있는가?

8

피의자가 피해자 및 참고

인에게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9

피해자의 성행, 지능을 고

려할 때 증거인멸의 가능

성이 있는가?

10
동종 전과가 있고 증거인

멸의 경력이 있는가?

총점

[표2]:증거인멸의 염려-절도죄에 대한 구속기준점수표

위의 표는 절도죄 중 증거인멸의 염려를 수치화한 것으로서 각 사유에 해

당하는 구체적인 구속요소들을 포함시켰다. 세부적인 구속요소들의 선정에는

검찰의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과 법원의 ‘인신구속사무 처리에 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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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6년에 공개한 구속기준을 참고하여 정하였다.

이는 절도범죄에 대한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이다. 앞서 언급하였

듯이, 절도범죄 외에 다양한 범죄유형별로 일정 부분 상이한 구속요소들을 도

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류 작업은 형법전과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의 자료

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법원, 검찰, 경찰과 시민

단체가 구체적인 구속요소의 선정과 통일화를 위하여 합의하는 것이 전제되어

야 한다.

다. 점수의 공개

구속영장의 기각과 관련하여 법원과 수사기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이

유는 구속기준의 문제도 있지만 구속영장 기각 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지 않는 현행과도 관련이 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400자 내외의 문구로 기

각사유를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법원이 어떤 근거로 구속영장을 기각했

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 영장실질심사의 구속기각결정은 재판과 달

리 비공개이며, 기각사유를 판결문의 형태로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134)

구속영장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 구속기준점수표를 공개한다면 수사기관은

사례의 집적을 통하여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구속기준을 어떻게 평가

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원과 검찰은 구속기준에 대한 입

장차이를 줄여나갈 것이며, 이에 따라 반드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궁극적으로는 불구속수사원칙을 준수하는 데 기

여할 것이다. 법원도 구속기준점수표의 운영을 통하여 영장전담판사의 성향에

따라 구속영장의 발부가 좌우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국민들도 불

134)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구속영장 기각사건 중 1042건을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구속영

장 기각사유로 단순히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 ‘소년이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 없음’,

‘방어권 보장의 필요’ 등 단문으로 서술하는 경우도 많았고, ‘도망염려 없음’과 ‘증거인멸

염려 없음’이 각각 80.7%와 73.1%를 차지하는 등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신의기, 앞의

논문,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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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구속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전관 변호사’ 선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 기속력의 인정 여부

구속요소들의 선정 및 구체적인 점수의 부여를 통하여 구속기준점수제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모든 사안들에 대하여 천편일률적인 구속기준

을 마련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이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단

서에서 양형기준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양형기준에 따른 절차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양형기

준을 준수하였다고 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가 금지되지 않는 것과 같

은 이유이다.

다만, 양형기준의 시행 이후 대다수의 판결은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

형이유를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 실질적인

구속력이 인정되고 있다. 구속기준점수제도도 이와 마찬가지로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지 아니하여도 실질적인 기속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구속기준점

수제의 결과가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 구속기준점수표의 공개와 더불어 구체

적인 이유를 붙여서 설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앞 장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사례들 중 일부에 대하여 구속기준점수제도를

적용해 보기로 한다.

1)2012.2. 피의자는 강남 모 술집에서 승무원 시험 준비생 이씨(24세)와 술

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이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였다. 경찰은 준강간 혐

의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이씨의 속옷과 몸에서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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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판단 요소 상(2점) 중(1점) 하(0점)

1

주거의 종류(집, 여관,

여인숙, 고시원, 기숙사, 직장

임시 숙소)를 고려하였을 때

주거 부정의 정도

o

2

주민등록과 주거의 일치

여부를 고려하였을 때

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가?

o

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사결과와 “우리나라는 법

조계에 아는 사람만 있으면 죄를 짓고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고소를 취하하라. 내 친구가 대형 항공사 인사팀에 있다”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김씨의 범행부인이 “거짓”으

로 나타난 점, 피의자가 미국 유학생이므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구

속사유로 들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으로한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피의자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도 구속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의

자의 구속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 “피의자가 일저한 직업과

주거가 있고,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

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다.135)

사례에서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사례의 내용을 구속기

준점수표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136)

[표3]: 주거 부정-성범죄에 대한 구속기준점수표

135) 2012년 6월 3일자 중앙일보 기사.

http://news.joins.com/article/8358554 (최종검색일: 2017. 12. 14)

136) 제시되어 있는 사실관계만으로 각 구속사유의 요소들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확실하지 않

은 판단요소에 대해서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점수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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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판단 요소 상(2점) 중(1점) 하(0점)

1

인멸의 대상이 되는 결정적

증거가 존재하고 그것이

범죄사실의 입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가?

o

2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입증에

중요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사회적으로 가능한가?

o

3

공범이 존재하며 이들의 현재

상태를 보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가?

o

4
계획적·적극적으로 성범죄를

범하였는가?
o

5
범행 후 증거은닉 또는 은폐

시도를 하였는가?
o

3
가족 및 친지와의 교류가

없는가?
o

4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근무지도 일정하지

않은가?

o

5

거주기간이 짧고 거주형태를

고려하였을 때 일정한

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가?

o

6

성행으로 보아

조직·지역사회의 정착성에

문제가 있는가?

o

가족, 변호인 등

신원보증인에 의해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가?

o7

총점 4

[표4]: 증거인멸의 염려-성범죄에 대한 구속기준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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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판단 요소 상(2점) 중(1점) 하(0점)

1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는가?

o

범죄 유형 별첨 표 참고

2

진지한 반성이 없는 등

피의자의 정황을 보아 구속이

기각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가?

o

3

신체적·정신적 상태, 직업의

안정성, 생계수단,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도망의 위험이

있는가?

o

4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가?
o

6
수사 협조 여부를 볼 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가?
o

7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가?

o

8

피의자가 피해자 및

참고인에게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o

9

피해자의 성행, 지능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가?

o

10
동종 전과가 있고 증거인멸의

경력이 있는가?
o

총점 8

[표5]: 도망의 염려-성범죄에 대한 구속기준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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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수를 하지 않았는가? o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협조를

하지 않고 합의를 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가?

o

7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가? o

8

부양하고 있는 가족 여부,

자녀 유무, 가족들의 의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도망의 가능성이

있는가?

o

9

국외 근거지 여부, 출국의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도망의 가능성이 있는가?

o

총점 합계+별첨표 11+2=13

유형 구분 가중점수

1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0

2 일반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2

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4

4 강간 등 상해·치상 5

5 미성년자 간음 5

6 강간 등 살인·치사 8

[표6]: 범죄의 유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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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구분 구속여부

5점 이하 구속사유 불충족 필요적 불구속

6-10점 구속 가능(재량) 구속가능

11점 이상 구속사유 충족 필요적 구속

[표7]: 구속여부 판단기준표

[표3]에 대하여 1)주거의 종류, 2)주민등록과 주거의 일치 여부, 5)거주 기

간, 6)지역사회 정착성, 7)신원보증인 존재 유무는 검찰의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 각호를 참고한 것이다. 3)가족 및 친지와의 교류, 4)직

업의 안정성은 법원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9조의 ‘도망할

염려’의 고려요소이다.

[표4]의 경우 증거인멸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들을 구성하였다. 1)결

정적 증거 존재 여부 2)증거 인멸의 가능성 3)공범 존재 5)증거 은닉 6)수사

협조 7)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8)영향력 행사 9)피해자의 성행 및 지능

10)전과는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6조 제1항과 ‘인신구속사무의 처리

에 관한 예규’ 제48조의 증거 인멸의 염려 판단 요소들로 구성한 것이며, 4)계

획적 범행 여부는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이다.

[표5]은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기준점수표이다. 1)가학적·변태적

행위 여부 5)자수 여부의 경우 성범죄 양형기준 중 특별양형인자를, 2)진지한

반성 여부 4)전과 6)공탁 여부는 일반양형인자를 고려한 것이다. 3)증거은폐

시도는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21조 제1항을, 7)수사 협조 8)가족과의

유대 9)국외 출국 가능성은 동 지침 제7조 및 ‘인신구속 사무 처리에 관한 예

규’를 반영하였다.

‘범죄 유형’의 경우 [표6]을 통하여 보다 많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데,

[표7]에 분류된 범죄유형들은 형법전 및 성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적 기준에 따

랐으며, 가중점수의 부여 정도는 양형기준의 감경·기본·가중이라는 3단계의 구

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과는 달리 특정 중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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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판단 요소 상(2점) 중(1점) 하(0점)

1

주거의 종류(집, 여관,

여인숙, 고시원, 기숙사, 직장

임시 숙소)를 고려하였을 때

주거 부정의 정도

o

2
주민등록과 주거의 일치

여부를 고려하였을 때
o

대한 구속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은 없지만, 독일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

죄를 중범죄로 취급한다는 점,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에서 친족관계에 의한 성

범죄·특수강간·강간 등 살인치사에 대하여 높은 형을 권고하고 있으며 양형인

자의 가중요소로 고려하고 있음에 비추어 [표6]에서 높은 가중점수를 부여하

였다.

위 사례를 구속기준점수표에 대입해 보면, 피의자에 대하여 주거부정이 인

정되지 않으나, 증거인멸의 염려는 8점으로 담당판사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구

속여부를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이다. 그런데 도망의 염려에 대한 구속기준점

수표를 보면 총점이 13점으로 이는 구속의 필요성을 충족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2012.2월 서울 용산경찰서는 2011년 말 한주저축은행 이사였던 이모씨가

신용불량자인 건설업자 양모씨로부터 불법 대출 의뢰를 받아 사례금 2천만원

을 받고 담보 가치를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드는 방식 등으로 5억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를 발견하고 이모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서울

서부지법은 ”혐의사실은 인정되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

하였다. 구속을 피한 이모씨는 한주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되기 하루 전날 고

객 300여명이 입금한 166억원을 인출하여 달아났다.

[표8]: 주거부정-횡령범죄에 대한 구속기준점수표



- 87 -

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가?

3
가족 및 친지와의 교류가

없는가?
o

4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근무지도 일정하지

않은가?

o

5

거주기간이 짧고 거주형태를

고려하였을 때 일정한

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가?

o

6

성행으로 보아

조직·지역사회의 정착성에

문제가 있는가?

o

가족, 변호인 등

신원보증인에 의해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가?

o7

총점 합계 1

번호 판단 요소 상(2점) 중(1점) 하(0점)

1

인멸의 대상이 되는 결정적

증거가 존재하고 그것이 범

죄사실의 입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가?

o

2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입증

에 중요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사회적으로 가능

한가?

o

3 공범이 존재하며 이들의 현 o

[표9]: 증거인멸-횡령범죄에 대한 구속기준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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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상태를 보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가?

4
계획적·적극적으로 장부조작

등을 하였는가?
o

5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하였는가?
o

6
수사 협조 여부를 볼 때 증

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가?
o

7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생명·신체에 해를 가

할 우려가 있는가?

o

8

피의자가 피해자 및 참고인

에게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는가?

o

9

피해자의 성행, 지능을 고려

할 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가?

o

10
동종 전과가 있고 증거인멸

의 경력이 있는가?
o

총점 합계 10

번호 판단 요소 상(2점) 중(1점) 하(0점)

1

대량의 피해자(근로자, 주

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켰는가?

o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범행하였는가?
o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

속·수수,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 보전의 목적

이 있는가?

o

사안의 중대성 별첨

[표10]: 도망의 염려-횡령범죄에 대한 구속기준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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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행 가담 정도, 범행수

법, 진지한 반성 등을 고

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가?

o

3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

닉하였는가?
o

4 자수를 하였는가? o

5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협

조를 하지 않고 합의를 하

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

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가?

o

6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

과가 있는가?

o

7

국외 근거지 여부, 출국의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도망의 가능성이 있는가?

o

총점 합계+[표6] 10+5+2=17

유형 구분 가중점수

1 1억 미만 횡령·배임 0

2 1억 이상 5억 미만 횡령·배임 2

3 5억 이상 50억 미만 횡령·배임 5

4 50억 이상 300억 미만 횡령·배임 7

5 300억 이상 횡령·배임 10

6 업무상 횡령·배임 2

[표11]: 사안의 중대성(피해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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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구분 구속여부

5점 이하 구속사유 불충족 필요적 불구속

6-10점 구속 가능(재량) 구속가능

11점 이상 구속사유 충족 필요적 구속

[표12]: 구속여부 판단기준표

[표8]에 선정된 구속요소들은 앞서 예시로 설명한 [표3]의 요소들과 일치하

게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주거 부정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들은 성범죄, 횡

령범죄 등 범죄유형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부

정을 판단하기 위한 구속요소들은 1)주거의 종류, 2)주민등록과 주거의 일치

여부, 5)거주 기간, 6)지역사회 정착성, 7)신원보증인 존재 유무는 검찰의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 각호를 참고한 것이다. 3)가족 및 친지와

의 교류, 4)직업의 안정성은 법원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9조

의 ‘도망할 염려’의 고려요소이다.

[표9]은 증거인멸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들을 나타내었는데, 고려할 요소들

은 성범죄에 대한 구속기준점수표와 유사하며, 개수도 일치하도록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1)결정적 증거 존재 여부 2)증거 인멸의 가능성 3)공범 존재 5)증

거 은닉 6)수사 협조 7)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8)영향력 행사 9)피해자의

성행 및 지능 10)전과는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6조 제1항과 ‘인신구

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8조의 증거 인멸의 염려 판단 요소들로 구성

하였으며, 4)적극적·계획적 기망행위 여부는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

19조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들은 [표10]에 적시하였다. 1)피해자의

수 및 범행 동기와 2)범행수법은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 가

중·감경요소들을 고려하였으며, 2)진지한 반성 여부 3)범죄수익의 의도적 은닉

여부는 일반양형인자를 참고하였다. 4)자수 여부 5)합의·공탁 등 협조 여부 6)

동종 전과 7)국외 출국 가능성은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8조(범죄의

중대성)와 제9조(재범의 위험성) 및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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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망할 염려) 중 범죄사실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였다.

[표11]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부여할 가중점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횡

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의 형종 및 형량의 기준을 피해액으로 구분한 것과 유사

하게 가중한 것이다. 또한 업무상 행한 횡령·배임범죄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

며 이를 일반양형인자로서도 인정하고 있는바, 구속기준점수표의 예시에도 업

무상 횡령·배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가중점수를 부과할 수 있다.137)

3) 2008. 7. 피의자는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경제토론방에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물가 상승 등 다양한

예측을 내놓았고 그중 상당수가 실제 경제상황과 맞아떨어지자 언론이 보도를

하는 등 관심이 급증하였다. 이후 동년 12월 정부가 주요 금융기관과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발송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

였고, 이에 기획재정부는 그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하

였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허위사실 유포전담반’을 신설, 피의

자를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

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로 범죄사실에 대한 해명이 있

고, 외환 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사건의 성격 및 중대

성이 비추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후 피의자측에서 제기한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도 법원은 증거인멸 내지 도망

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의 발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138)

137)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의 경우 형종 및 형량의 기준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제1

유형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

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 1억원 미만, 제2유형은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제3

유형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제4유형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제5유형은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다.

138) 2009년 1월 10일자 조선일보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10/2009011000580.html (최종검색일:

201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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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판단 요소 상(2점) 중(1점) 하(0점)

1

주거의 종류(집, 여관,

여인숙, 고시원, 기숙사, 직장

임시 숙소)를 고려하였을 때

주거 부정의 정도

o

2

주민등록과 주거의 일치

여부를 고려하였을 때

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가?

o

3
가족 및 친지와의 교류가

없는가?
o

4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근무지도 일정하지

않은가?

o

5

거주기간이 짧고 거주형태를

고려하였을 때 일정한

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가?

o

6

성행으로 보아

조직·지역사회의 정착성에

문제가 있는가?

o

가족, 변호인 등

신원보증인에 의해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가?

o7

총점 합계 2

[표13]: 주거부정-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구속기준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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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판단 요소 상(2점) 중(1점) 하(0점)

1

인멸의 대상이 되는 결정적

증거가 존재하고 그것이 범

죄사실의 입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가?

o

2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입증

에 중요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사회적으로 가능

한가?

o

3

공범이 존재하며 이들의 현

재 상태를 보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가?

o

4

계획적·적극적으로 타인의 명

예를 훼손하거나 허위로 사

실을 유포하였는가?

o

5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하였는가?
o

6
수사 협조 여부를 볼 때 증

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가?
o

7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생명·신체에 해를 가

할 우려가 있는가?

o

8

피의자가 피해자 및 참고인

에게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는가?

o

9

피해자의 성행, 지능을 고려

할 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가?

o

10
동종 전과가 있고 증거인멸

의 경력이 있는가?
o

총점 합계 5

[표14]: 증거인멸-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구속기준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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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판단 요소 상(2점) 중(1점) 하(0점)

1

범행 가담 정도, 범행수

법, 진지한 반성 등을 고

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가?

o

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

도가 분명하였는가?
o

3 자수를 하였는가? o

4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않

고 명예훼손 혹은 정보 유

출을 하였는가?

o

5

발언의 내용 입수 경로,

정황, 근거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였을 때 명예훼

손 혹은 허위사실 유포라

고 볼 수 있는가?

o

5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

과가 있는가?

o

6

국외 근거지 여부, 출국의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도망의 가능성이 있는가?

o

총점 합계+[표6] 6

[표15]: 도망의 염려-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구속기준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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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구분 구속여부

5점 이하 구속사유 불충족 필요적 불구속

6-10점 구속 가능(재량) 구속가능

11점 이상 구속사유 충족 필요적 구속

[표16]: 구속여부 판단기준표

[표13]에 선정된 구속요소들은 앞서 살펴본 두 사례의 예시와 그 내용이 동

일한데, ①명예훼손범죄 혹은 허위사실유포죄와 같은 범죄의 경우 법원과 검

찰에서 구속지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②양형기준에도 별도로 기준

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부정을 판단하기 위한 구속요소

들은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1)주거의 종류, 2)주민등록과 주거의 일치 여부,

5)거주 기간, 6)지역사회 정착성, 7)신원보증인 존재 유무는 검찰의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 각호를 참고한 것이다. 3)가족 및 친지와의 교

류, 4)직업의 안정성은 법원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9조의

‘도망할 염려’의 고려요소이다.

[표14]는 증거인멸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들을 나타내었는데, 횡령범죄의 점

수표와 유사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용에 관한 범죄에 대한 구속기준은 일

반범죄의 구속사유를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따라서 횡령범죄·성범죄의

구속기준점수표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기준점수표도 횡령범죄의 그것과 유사하

나, 공익성 여부를 강조하여 이를 고려하하는 항목들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공

익성 여부는 구속사유 중 사안의 중대성과도 관련이 있으며 이를 도망의 염려

를 위한 고려요소로 설정하기로 한바, 이에 관한 내용을 [표15]에 적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4)공공의 이익과 5)정보 유출, 혹은 명예훼손의 고의성으로 요약

할 수 있는데, 이는 위법성조각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참고기준으

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외 고려요소들은 횡령범죄의 그것과 동일하다.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종합점수표에서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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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중되는 특성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성범죄와 횡령범죄의 경우와 차

이가 나는 부분이다. 성범죄의 경우 단순강간·강제추행·강간치사 등의 중대한

정도가 상이한 유형별로 나누어져 있고, 횡령범죄 또한 업무상배임·피해액의

정도와 같이 그 구별기준이 명확하고 양형위원히의 양형기준도 이를 고려하기

때문에 가중점수를 부여한 것과 달리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그

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5. 사례에 대한 평가

가. 사례 1)의 경우

사례 1)에서는 피의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유학생이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주거부정을 결론지을 수 없으며 제시된 내용만을 고려하였을 때 “일정한 주거

가 없는 떄”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주거부정의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증거인멸의 염려와 관련하여 피의자는 문사메시지로 협박을 가하는 등 보

복의 가능성이 보이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범행·

공범의 존재가 부정되며 동종전과가 없어 증거인멸의 염려로 필요적으로 구속

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없으나, 준강

간혐의를 받고 있으면서도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심리적 위협을 가하였으며 또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

이고 있다. 또한 해외 유학생으로서 국외로의 도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요소들의 점수를 합한 결과 13점으로 필요적 구속에 해당한다.

나. 사례 2)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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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에서 피의자는 회사의 대표로서 일정한 주거를 가지며 안정적인 직

업을 가지고 있어 주거부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의자의 증거인멸의 염려 가능성을 살펴보면, 피의자는 대표의 지위를 이

용하여 계획적으로 장부조작에 관여하였으며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실행하였

는바, 이들 또한 증거인멸의 염려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범행 이

후 은폐 의혹이나 동종 전과 여부 등은 사례의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아, 점수 부여를 보수적으로 한 결과 총점 10점으로서 구속영장의 발

부는 판사의 재량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도망의 가능성을 보면, 우선 피의자가 행한 범죄의 규모는 5억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5점이 추가된다. 또한 대표의 지위를 이용한 범

행이므로 2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구속고려요소들을 살펴보면, 피

의자는 불법대출을 의뢰받아 허위감정서를 작성하는 등 대가성 있는 범행이

인정되며, 계획적·조직적이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상기한 요소들의 점수 합산 결과 15

점이 나오며 이는 필요적 구속사유에 해당한다.

다. 사례 3)의 경우

사례 3)에서 피의자는 인터넷 게시판에 경제상황 및 앞으로의 예측을 게시

한 자로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없으나 기본적인

생활양식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이 없어 주거 부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2점).

증거인멸의 염려를 판단해보면, 피의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게시글들은 이

미 인터넷망에 퍼진 것으로서 피의자가 그 내용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제거하

는 것은 불가하다. 또한 공범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우려

도 없다. 또한 피의자가 동종의 전과를 가지지 않으며 인터넷망에 자신의 생

각을 비추는 글을 게재하는 수준은 일반인 누구도 가능하며 이에 따라 증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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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의 가능성이 부각되지는 아니한다(5점).

도망의 염려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부분이 공익성 여부이다. 명예훼손죄·정

보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유포죄가 최종적으로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익

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사안에서 피의자가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

실을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와 이들에 대한 추상

적인 피해만으로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에 대한 필요적 구속은 인정되지 않는

다.139)(6점).

라. 소결

상기한 세 사례는 각각 성범죄와 횡령·배임범죄에 대한 구속기준점수표를

대입하여 필요적 구속이 도출되는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범죄유형별 특

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성범죄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 상해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에 가중치를 두었

으며, 횡령범죄에서는 계획적 범행 여부, 피해액, 동종 전과 여부에 중요성을

두었다.140) 또한 허위사실유포죄의 경우 추가적으로 공익성을 수치화하였다.

또한 기본적 범죄유형 혹은 가중적 범죄유형 여부에 따라 가산되는 점수가

다르게 산정되어 있다. 앞서 작성한 점수표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

하였으며,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요소 중 ‘주거부정’은 검찰의 ‘인신구

속수사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였다.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의 염려’에 대한

구속고려요소들은 양형위원회의 집행유예 기준을 참고하였다. 이와 같이 범

죄유형별로 개별요소들을 선택하고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문제는 법원, 검

찰, 경찰,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가 적절한 기준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139) 예시된 구속기준점수표에서는 공익성 관련 고려요소에 중(1점)만을 부여하였다. 만약 최고

점인 상(2점)을 부여하더라도 구속기준점수표의 총점은 15점이 되어 ‘필요적 불구속’이 도

출된다.

140) 이러한 가중치는 현재 법원의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와 검찰의 ‘구속수사기준

에 관한 지침’의 고려요소들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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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언급하였듯이 피의자의 구속여부는 영장전담판사의 재량에 속

하므로 구속기준점수표의 결과와 다르다고 하여 이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 구

속기준점수표의 결과는 보조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결과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과 구속기준점수표의 내용 및 그 운영 방식은 하나의

예시로서, 그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원·검찰·경찰·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들 간의 합의와 논의를 거쳐서 그 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양

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성립 과정에서와 같이 객관화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지는 않을 것이나, 이는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개

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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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대효과

앞서 구속기준점수제의 도입 필요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하여 현실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구속기준을 계량화할

수 있으려면 우선 검찰과 법원의 구속기준을 통일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

며, 범죄유형별로 구속기준점수표의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앞 절에서 살펴

본 구속기준점수표의 내용은 일종의 예시로서, 우리 형법전, ‘구속 수사 기준

에 관한 지침’, ‘인신 구속 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선정하였으며 독일과 같은 해외의 구속기준도 참고하였다.

그렇다면 구속기준점수제의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이

하에서는 구속기준의 객관화·계량화를 통하여 법원과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국

민 일반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 사법불신의 해소

현재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많이 사용하는 문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는지, 무엇을 토대로 이를 판단하였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

다.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일반인은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을 정확하

게 예측할 수가 없다. 소위 말하는 “전관예우”를 신뢰하고 값비싼 전관 출신

변호사를 찾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결국 이는 영장결정이 투명하고 객

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결정이 아니다는 것을 뜻하며 총체적으로 형

사사법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다.141)

만약 구속영장 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구속요소들 간에 우열을 판단하고 이

를 수치화하여 실무에 적용시킨다면, 검찰·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물론 일

141) 이완규, 앞의 논문, 68-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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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국민들도 구속영장의 발부·기각 결정을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

며, 수사단계에서 거액을 들여 전관 출신의 변호사를 찾아 선임하려는 노력도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구속기준점수제가 정착됨에 따라 더욱 안정화

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최근에 일어난 재벌 및 유력 정치인들의 비리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의 연속은 마치 ‘기득권’ 세력과 일반 ‘서민’인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형사

사법이 다른 것인냥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만약 객관적이고 수치

화된 구속기준이 정립된다면 적어도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있어서는 일반 국

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법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종국적으로

‘사법불신’의 해소와 ‘사법신뢰’로 이어질 것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

식도 줄어들 것이다.142)

II. 양형기준의 보완

객관화·수치화된 구속요소들은 양형기준에 대한 해석기준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비교는 현재의 양형기준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가능

케 하여 상보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현재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기준, 유형

분류 방식 등 설정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평가가 있는 만큼 양형기준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수정 과정과 더불어 구속요소들의 객관화 및

계량화 과정이 병행된다면 점진적으로 형사절차 전반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양형기준에서의 양형인자는 현재 그 가

중치를 동등하게 두어 판단하고 있다. 기존의 양형인자들을 나열하고, 그러한

인자들의 구체적 적용은 법관이 판단하고 있다. 만약 구속요소들을 수치화할

수 있다면 이러한 양형인자들을 평가하고, 양형요소들 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143)

142) 김병수, 앞의 논문, 283-284쪽.

143) 김병수, 앞의 논문, 293-2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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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밀사법 추구

‘정밀사법’(精密司法)이란 일본의 형사사법의 형태에서 온 말로서, 일본의

형사사건에서 기소된 경우 유죄선고율이 99%을 상회하는 데에서 유래한 말이

다.144) 즉 일본의 경우 검사가 유죄의 확신이 들지 않으면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형사재판에서 유죄선고율이 높다.

정밀사법의 추구는 우리나라 검찰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검찰은 표적수

사, 별건구속, 심야조사 등145)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피의자를 압박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기법은 모두 구속을 전제 혹은 수단으로 요한다. 수사상 편의

를 위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구속영장기각률은 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6년 기준으로 구

속영장기각률이 19.3%이라는 점은 법원과 검찰 간 구속기준의 상이성의 이유

도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편의를 위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청구

하고 있다는 이유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146) 만약 구속이 되지 않을 사안

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로 인하여 피의자가 구속된

다면, 이는 우리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지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반대로 마땅히 구속이 되어

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이는 증거수집의 곤란·수

사의 효율성 저하 및 피해자의 권익구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144) 안영문, 당신이 판사(재미있는 국민참여재판 이야기), 산지니, 2008, 46-47쪽; 김병수, “구

속요소의 계량화를 통한 구속기준 정립”, 286쪽에서 재인용.

145) ‘표적수사’란 “ 어떤 사람을 선택한 다음, 그 사람에 대하여 범죄를 찾아 나서는 수사행태”

이다. ‘’심야조사‘는 검찰이 정치인이나 유명인사를 대상으로 수사할 때 밤늦게까지 수사하

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5년간 검찰의 심야조사 횟수가 두배 넘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검

찰이 반인권적인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임수빈,

앞의 논문, 28-41쪽.

146) 물론 구속영장기각률이 20%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법원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실현하

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검찰·경찰이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무리

한 구속을 청구하고 있는 관행이 잔존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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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속기준을 객관화·수치화하여 구체적인 구속기준을 정립한다면 이

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은 물론,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우리 헌법 및 형

사소송법의 요구에도 부합할 것이다. 또한 이는 결과적으로 정밀사법의 추구

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수사기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방지하고, 구속

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마땅히 구속이 이루어지는 형사사법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IV. 검·경 영장청구권 갈등 소지 감소

1. 논의의 배경

검찰·경찰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논쟁의 근원은 1961. 9. 1. 개정 형사소송

법147)에서 검사에게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내

용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 반영되었는데, 그 입법취지는 당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영장청구를 무분별하게 남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신체의 자유

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최초로 헌법에 규정한 것

이라고 본다.148) 이후 1987. 10. 29.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는 제12조 제3항에서

“적법절차”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명시되

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149)

2. 영장청구권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입장

147) 형사소송법 제291조 제1항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가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청구하여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

를 구속할 수 있다.

148) 문홍주, “역사와 헌법시리즈 제2차-나와 대한민국 헌법”, 헌법학연구 제8권 제1호, 2002,

63쪽.

149)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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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하여 경찰은 ①전체 수사의 약 97%

이상을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보면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

점하고 있는 현실은 수사의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고 ②수사의 대상이 검사

인 경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거의 모두 예외없이 검찰단계에서 기각되

는 등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기 때문에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위

하여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배제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다.150) 또한 ③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영장청구권의 주체는 헌법적 문제가 아니

며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권한의 분배가 이루어지려면 독점적 영장

청구권 조항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151)

이에 대하여 검찰은 헌법에 영장청구권의 내용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일제

강점기 이후 지속되어 왔던 경찰의 불법구금과 고문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하

여 이중의 심사장치를 둔 것이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취지는 효과를 발휘하여

1990년대 이후로 수사절차의 불법구금이나 고문사례가 찾기 어려워졌다고 주

장한다. 즉 인권침해가 빈번하였고 민주주의와 입헌적 법치주의의 전통이 선

진국들에 비하여 짧은 우리나라에서 영장제도가 자리잡는 데에는 검찰의 독점

적 영장청구권이 필요조건이었으며 이를 단순하게 외국의 법제와 비교하는 방

식의 평가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152) 나아가 인권의식의 강화에 따라 수사

기관은 인신구속의 필요성, 비례성 등 제반 요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강제처분에 대한 법관과 검사의 이중 심사장치는 여전히 필요

하다고 본다.153)

3. 구속기준점수제를 통한 갈등의 완화

150) 김무형·정혜욱, “경찰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연구”, 법학논문집 제38집 제1호, 2014, 46-47

쪽.

151) 황운하, “영장청구권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2 102쪽.

152) 이완규,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의 연혁과 의의,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9권 제1

호, 2017, 25쪽.

153) 위의 논문, 2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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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보았듯이, 구속점수기준제는 구속기준을 계량화함으로써 구속여

부를 예측가능하게 하며 법원과 검찰 간 업무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이로 인

하여 기대되는 효과 중 하나는 수사기관이 ‘구속될 만한 사건’들에 대해서만

구속을 실제로 청구하는 양태를 보일 것이며, 따라서 무리한 구속이나 전관변

호사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구속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된 상황에서 ‘인권담보를 위한 이중견

제’라는 논지는 그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절차의 내용이

이미 객관화되었으므로 수사주체의 자의적 판단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줄어든

상태일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시 구속기준점수표를 공개함

으로써 검찰 및 경찰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사례들을 집적하여 구속영장 발부

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헌법에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명

시하면서까지 인권보장을 위한 이중적 담보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적어지며,

오히려 독점적 상태를 해소함으로써 수사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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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

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어떠한 변화를 거쳐왔는지 살

펴보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적시되어 있는 구속사유와 이를

검찰과 법원에서 각각 구체화한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과 ‘인신 구속

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법률 전문가들조차도 구속영장

의 발부여부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을 바로잡고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찰과 법원은 구속기준을 정립하고 운용하고 있지만, 구속기준의 모

호성과 불투명성 그리고 구속을 바라보는 양 기관 간 입장 차이로 인하여 구

속기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

여 구속기준의 객관화·계량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구속기준의 객관화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구속기준점수제’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 객관적 기준을 확립

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이다. 현재 법원과 검찰이 각각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

는 ‘인신 구속 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와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통일

화하고 그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구속기준점수표’는 이러한 기준의 확립을 전제로 하여,

각 구속사유에서 고려할 요소들을 선정하고 이를 계량화하였다. 우선 개별 구

속요소들을 선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정도를 ‘상’, ‘중’, ‘하’의 3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한다. 각 등급에 대하여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되, 범죄유형별로 상

대적으로 중요도를 달리하는 구속요소의 경우 가중점수를 부과한다. 이렇게

부과된 점수들을 합하여 일정 점수를 초과할 시 필요적 구속으로 본다. 단, 구

속기준점수제의 결과는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며, 이와 다른 결정은 하는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붙여서 설명하도록 한다. 본문에서는 단순절도죄, 성범죄, 횡

령범죄와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구속기준점수표를 예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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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바, 구속기준의 선정을 위하여 ‘인신 구속 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였다. 또한 독일·미

국·영국·일본 등 해외의 구속기준도 검토하였으며 본문에 예시한 구속기준점

수표의 기준 산정에 고려하였다. 개별 구성요소들은 기본적으로 동등한 점수

범위를 부여하되 범죄유형별로 중하게 고려할 요소들은 가중점수를 부과하는

바, 본문에 예시한 성범죄와 횡령범죄는 각각 성범죄 양형기준의 범죄유형과

횡령·배임범죄의 형종 및 형량의 기준으로서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허위사실유포죄의 경우 상기한 두 범죄의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공익성 여부

를 판단요소로서 추가하였다.

구속기준점수제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진다. 우선 종래 불투

명하였던 구속요소들을 객관화·계량화함으로써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발부여

부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게 되며, 종래 수사단계에서 존재하였던 전관예우가

감소하고 사법불신의 해소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과

상보적으로 작용하여 구속기준의 객관화는 물론 양형인자 간 우열 문제 등 양

형기준의 개선에 있어 보완작용을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수사기관은 수사상

편의를 위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현실태를 개선하고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를 줄여나가게 되며,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구속기준점수표의 활용은 구속영장

과 관련된 검·경 영장청구권 갈등을 완화시킬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구속기준의 계량화 문제는 이전까지의 사례들의 분석,

그리고 법원·검찰·경찰·시민단체와 학계가 모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통하여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에서 구속기준점수제의

도입을 통하여 어떠한 근거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는지를 추론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영장청구 및 발부단계에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폐

단을 시정하고, 수사기관도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줄

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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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re-Arrest 

Suspect Examination System
-Focusing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detention standard scoring system-

Soorin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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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no common standard for 
issuing arrest warrants as a problem of the actual examination of 
arrest warrants. The courts and prosecutors present standards on 
detention standards, but they are not unified, and it is hard to see 
that they are specific and clear. As a result, it sometimes results in 
the people’s distrust, while the prosecutors are repeating the request 
for warrants and recitals which is far from human rights-oriented and 
efficient investigation.

There is also a lack of predictability as to whether or not a warrant 
will be issued because we do not know how the court evaluat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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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s for determining detention. It is difficult to know to what 
extent the arrest factors are emphasized in reasons mentioned in the 
dismissal of the warrant, which may lead to public distrust of some 
warrant rejection decisions. In particular, in light of the establishment 
of sentencing standards that were introduced when judicial misconduct 
prevailed in the past due to the sentencing problem of the judge, the 
criteria the sentencing stage were quantified to establish a more 
objective warrant review process.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it 
can be done in the arresting stage.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detention standard 
criteria in this paper I discuss the presupposition of introducing the 
redemption benchmark system, and the contents and the form of the 
idea. In addition, based on the guideline of the penal code and the 
prosecution's "detention investigation standard", the court's "regulations 
on the handling of human affairs" and the sentencing standards of the 
sentencing committee, I will present an example of “detention standard 
scoring system” and apply it to a number of real cases to consider 
actual applicability of the system.

What are the expected benefits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detention standard scoring system? In addition to the restoration of 
judicial trust and the more transparent examination of warrants, the 
complementary effect of the existing sentencing standards can be 
expected. The investigative agency will pursue a more accurat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by refraining from unreasonable arrest 
warrant requests, and the controversial issue of exclusive warrant 
claim of the prosecutor can also be settled through the detention 
standard sc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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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the detention standard score system is based on the 
idea that the operation process of the warrant review system will be 
objectified and transparent with the quantification of the detention 
criterion, ultimately contributing to the confidence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The specific contents and the scoring method of the 
scoring system in this paper are given as examples, and therefore do 
not guarantee the objectivity of the standard itself. Therefore, in order 
to be practically applied like the guidelines of the sentencing 
committee, it should be established gradually by forming consensus of 
various institutions such as the courts, prosecutors, police, and civic 
groups.

Key words: pre-arrest suspect examination system, detention 
standard, detention standard scoring system, judicial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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