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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국 경찰 권력의 강력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명분은 사회적 안정의 필요성이다. 이와 같은 경찰의 역할은 공동

체 질서의 유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반면에 공민의 기본권은 경찰권력

에 그대로 노출되어 침해될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과거 중국의 혼란스

러운 사회질서가 경찰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근거였다면 이

제는 경찰자체의 역할전환도 필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지난 수십년간 경

찰의 과잉수사와 공민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사회적 불안정 요소가 되는

사례를 수없이 겪어왔다. 경찰은 그동안 강압수사는 물론, 피의자 자백을

얻기 위해 피의자에 대한 폭행 또한 마다하지 않았다. 2012년 형사소송법

에 대한 개정으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규칙을 도입하였다. 해당 규칙의

초점은 경찰의 피의자신문과정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의 경찰의 대물처분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

고 있다. 이는 분명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과 어긋나는 것이다.

경찰행위의 대상은 공민이다.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써의 경찰의 압수와 수

색은 공민의 재산권과 신체의 자유 등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만큼 공민은 경찰의 과잉수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

에 없다. 경찰의 과잉수사가 반복된다면 공민은 법치주의의 실질적 내용

에 대해 의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찰의 수사행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압수와 수색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중국 형사소송법에서의 압수·수색에 관한 조항의 변화를

살펴보고 현행 조문들을 소개한다. 다음 한국의 압수·수색에 관한 현행입

법 및 그 연혁, 구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제도의 변화과정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압수·수색제도 개선가능성을 검토해본다. 먼저 중

국의 현행 압수·수색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대해 검토해본

다. 다음 압수와 수색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권남용 방지에 성공한 한

국의 원인을 분석하고 압수·수색영장제도의 현재의 논의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중국에로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해본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압수·수색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해 보겠다. 법

관에 의한 압수·수색영장발부제도의 도입을 목적으로 이와 충돌될 수 있

는 기타 법조항에 대한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글을 마치겠다.

주요어 : 압수, 수색, 영장제도, 재산권, 신체의 자유, 심판중심주의

학 번 : 2016-2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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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들어가기 전에

Ⅰ. 중국 형사소송제도의 현황

중국 공안은 피의자 신문에서 고문의 방식으로 진술증거를 획득하던 전

례가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을 도입한 것은 불과

6년 전인 2012년이다. 2012년 형사소송법 개정의 초점은 공안이 피의자

신문과정에서의 고문 등 수사관행을 단절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위법수

집증거의 배제법칙은 불법으로 수집된 진술증거만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

고 비진술증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1)

중국의 형사소송구조에서의 문제점은 단연 ‘수사중심주의’2)이다. 공안이

수사단계에서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이 쉽게 부정되지 않는 것이 중

국 형사소송의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공안은 강력한 수사권한을 행사한

다. 일반적으로 중국 공안의 권력이 막강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주로 강력

한 행정처분권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강력한 수사권한의 영

향도 무시할 수 없다. 그 중 공안의 피의자 신문의 권한은 2012년에 도입

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으로 제한되었지만, 대물적 강제처분의 경우 그

1) 이에 대해서는 제3장 제1절 Ⅳ 참조.
2) ‘수사중심주의’라는 표현은 중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이는 중국이 사법개혁의 과제중

의 하나로 심판중심주의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중국의 형사소송제도 현황을 지

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수사중심주의란 표현 그대로 형사소송 자체가 수사를 중

심으로 운영되는 형태를 형상화한 표현이다. 수사중심주의에 대한 정확한 정의(定义)는

없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陈瑞华, “论侦查中心主义”, 《政法论坛》2017年第2期, 2017.에

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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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수사기관의 압수와 수색에서 그 전형인 모

습을 살펴볼 수 있다.

2012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고문금지조항을 추가하게 된 것은 일부 살

인사건 판결들이 진범이 자백하거나, 피해자가 살아서 나타나는 등 있기

힘든 황당한 이유로 인한 잘못된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건이 계속 보도

되면서, 기존 경찰의 수사와 신문방식에 대해 의문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공분을 사면서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압수와 수색 등 공안의 대물적 강제

처분의 경우, 그 자체가 대중에게 자극적인 요소로 다가가지 않았기에 이

에 대한 문제제기는 크게 되지 않았다.

압수와 수색은 공민의 인신자유, 재산권, 주거의 침해불가 등 기본권과

연결되어 있다. 압수와 수색은 공안의 수사과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

용하는 수사방식이다. 실제로도 공안의 압수와 수색이 부당하게 공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가장 많다. 즉, 공안의 압수와 수색은 공민의

기본권이 국가에 의해 침해될 가능성이 가장 큰 영역이다. 그에 대한 논

의의 필요성 또한 전자 못지않다고 생각된다.

중국 형사소송법은 1979년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그 후 1996년과 2012

년에 두 차례의 수정이 있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수정에서 압수와 수색

에 대한 조항에 대한 수정은 없었다. 1979년은 중국이 막 동란의 시대에

서 벗어난 시점이었다. 이념투쟁을 끝내고 개혁과 개방의 길로 막 들어서

려는 시대였다. 경제발전과 민생이 당시의 최우선적인 과제였다. 경제발전

에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안정된 사회적 질서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에서 만들어진 형사소송법과 압수와 수색에 관한 조항들이 40년이 지난

오늘에도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 개정에 비해 중국 헌법에 대한 수정은 수차례 있었다.

형사소송에 가장 큰 의미를 갖는 헌법 수정이 2004년 수정이다. 해당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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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처음으로 인권에 대한 보호조항을 헌법에 명시하게 된다. 이번 개정

을 통하여 헌법 제33조에는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라는 문

구가 추가되었다. 그로부터 8년 후인 2012년, 중국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형사소송법 제2조에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라고 규정

하였다. 드디어 인권에 대한 보호가 헌법적, 형사소송법적 원칙으로 규정

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 신설 이후 형사소송법의 기타 조항에서 이

원칙에 대한 구체적 체현은 고문금지의 규정뿐이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안의 압수와 수색이 공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이어지고 있

음에도 이에 대한 논의는 크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Ⅱ. 한국 압수·수색제도 검토의 필요성

1. 역사적 배경과 그에 대한 반성

이와 반대로 한국은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철저한 영장주의를 견지

해왔다.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의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그 배경에는

일제강점기의 식민지적 경찰에 대한 반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토론과정을

보면 제정에 참여한 절대다수가 영장발부권을 검찰청과 경찰에 맡기는 규

정에 대해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경찰제도의 잔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특히 1954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이 통과된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

다. 당시 대통령이 형사소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음에도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형사소송법 제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김병로는

이 형사소송법 초안에 대해 “인권옹호의 근본이념에서 가장 많이 부심한

형적이 가득 찼다.”라고 자평하였다.3) 제정과정에서의 한국 형사소송법은

3) 한인섭, 가인 김병로, 박영사, 2017년, 5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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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체계 그대로 적용한 것도, 영미식 체계를 완전히 적용한 것도 아닌,

온전히 한국의 실정에 입각하여 실용성이 있는 부분만 그 모델로 받아들

였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입법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섬세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4)

2. 그에 따른 독창적 발전 및 중국과의 유사성

그 후에도 한국은 미국식 영장주의와는 다른 길을 택하고 있다. 미국의

영장주의는 미국의 튼튼한 지방자치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폭 넓

은 자치권을 가진 주의 연합이라는 특수한 국가구성에서 비롯되었다. 그

러나 한국은 전통적인 중앙집권의 국가이고 근대 중국과 비슷한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한국은 현대의 법체계를 구성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미국식 영장주의를 받아들였지만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그 변화

과정에서의 논의는 중국의 압수와 수색제도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

다. 국가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입

법적 변화가 필요할 때마다 끊임없는 주장과 반론을 거치면서 그 논의가

풍부해졌다. 이러한 논의들은 중국의 압수와 수색의 입법적 문제를 해결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 신동운, “제정형사소송법의 성립경위”, 형사법연구 제22호, 2004년 겨울, 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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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중국과 한국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운영하는 압수

와 수색행위에 한한다.

먼저 중국 압수와 수색제도의 연혁과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제2장 제1

절) 이어 한국 압수·수색영장주의제도에 대한 연혁과 현황에 대해 소개한

다.(제2장 제2절) 다음 중국의 압수와 수색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본다.

(제3장 제1절) 구체적으로 헌법, 수사기관과 영장발부기관사이의 관계, 포

괄적 영장주의,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 디지털 증거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이어 한국 해당 입법과 해석의 변화를 검토하고 이를 중국에서

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해본다.(제3장 제2절)5) 마지막으로 중국

압수와 수색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제4장) 이상론적인, 즉 뜬구

름을 잡는 이야기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대안은 이상적인 모델 제시(제4

장 제1절)뿐만 아니라 점진적 대안 제시(제4장 제2절)도 추가 검토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친다.

5) 즉, 이 논문은 입법론과 해석론을 소개한 뒤 검토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집중하
지 않고, 한국 제도의 운영과 발전을 검토한 다음 중국 형사소송제도 내에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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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한국 및 중국의 압수·수색제도의 현황

제1절 중국의 압수·수색제도 현황

Ⅰ. 연혁

1. 2012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

중국의 현행 형사소송법은 1979년 7월 1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1996년

과 2012년의 두 차례의 수정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색에 관한 조항을 보면 1979년 형사소송법 원문 그대로 유지되고 있

다. 유일한 변화라면 형사소송법은 1996년 개정을 통해 증거의 종류에 비

디오 파일과 음성 파일을 추가했다. 따라서 1979년 형사소송법 제81조의

“모든 조직과 개인은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의 요구에 따라 피의자의 유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물증, 서증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에 비디오 파일

과 음성 파일을 추가하여 1996 형사소송법 제110조, 2012년 형사소송법

제135조에서 “모든 조직과 개인은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의 요구에 따라

피의자의 유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물증, 서증, 비디오 파일, 음성 파일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고 수정되었다. 40년 가까이 수색에 관한 조항들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에 “과연 그 조항들이 여전히 현재의

형사소송법의 가치에 부합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만

든다.

2. 2012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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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의 논의를 살펴보면 이에 대한 논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학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문이 여럿 발표6)되었으나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의 초점은 인신구속에

관한 조항의 수정과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의 도입이었다.7) 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공론화되지 않은 수색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기까지는 부담

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이해된다.

수색에 관한 조항들의 변화와 비교해볼 때 압수에 관한 조항들은 여러

개정을 거쳤다. 그러나 압수에 대한 정의와 압수절차에는 변화가 없었다.

우선 수사기관의 수사권한을 확대시키는 조항이 1996년 형사소송법 개정

을 통해 추가되었다. 1996년 형사소송법 제117조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수사의 필요에 따라 규정에 근거하여 피의자의 은행예금과 거래내역

에 대해 조회하고 동결할 수 있다. 이미 동결된 예금과 송금에 대한 중복

동결은 금지된다.”가 바로 그 것이다. 이 조항은 2012년 형사소송법 수정

을 거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수사의 필요에 따라 규정에 근거하

여 피의자의 은행예금과 거래내역, 채권, 주식, 기금 등 재산에 대해 조회

하고 동결할 수 있다. 유관 기관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이미 동결된

예금, 송금, 채권, 주식, 기금 등 재산에 대한 중복동결은 금지된다.”로 수

정되었다. 다음은 범죄사실의 증명과 무관한 압수물에 대한 반환에 대해

6) 이와 관련한 논문은 禹超颖,“浅析刑事扣押适用中存在的问题”,《法制与经济》(中旬

刊),2010; 熊一松,“论刑事扣押制度的构建”, 复旦大学硕士论文, 2010; 郭钏,“财产权保障视

野下的刑事扣押制度研究”, 华东政法大学硕士论文, 2011. 등이 있다. 당시의 논의는 압수

절차의 혼란에 대한 비판과 그로부터 공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

점이었다.
7)孙远，“论非法证据排除规则有效适用的三个要素——以侦查追诉阶段排除非法证据为视

角”，《政治与法律》，2018年04期，2018，第125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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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설정하였다. 본래의 형사소송법(1979년)에는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압수물의 반환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1996년 개정을 통해 이

를 “범죄사실과 관계없음이 판단된 날로부터 3일 내에 반환할 것”을 요구

하였다. 해당 조항의 수정은 공안기관이 압수물을 사유화하던 관례를 금

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큰 틀에서 압수에 대한 형사소송

법의 규정은 바뀌지 않았다. 수색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정당시의

조항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Ⅱ. 현황

1. 공안기관

가. 수색

중국의 형사소송법 제134조에서는 ‘범죄증거수집, 피의자검거를 위해 수

사관이 범죄피의자에 대해서, 또는 피의자나 범죄의 증거가 있을 수 있는

신체, 물품, 주택 및 기타에 대해 수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135조는 모든 개인과 조직은 검찰과 공안의 요구에 따라 피의자의 유

무죄와 관련된 물증, 서증과 디지털파일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 제134조는 수사관의 수색의 권한을 설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수색절차나 범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 절차는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규정” 제217조에 규정하고 있

다.

제217조 “범죄증거의 수집 또는 피의자 검거를 위해 수사관은 현(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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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사관이 피의자에 대해 수색할 경우 필요한 절차는 현급 이상의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소위 수색증(搜查证)의 발부이다. 구체적으로 수

색증의 신청사유를 어느 정도까지 상세하게 서술해야 되고, 수색증으로

어디까지 수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9)

수색증은 수색의 범위와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는 하나의 수색증

으로 피의자에 대해 수시로, 수차의 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 수색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을 요구하지 않

는다.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형사소송법이나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

리절차규정”에도 없다. 때문에 실무상의 편리를 위해 공안기관은 수색증

을 청구할 때 일반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증거자료를 수집함”

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색증은 경찰의 무절제한 수색의 결과

를 가져온다. 또 수색증 청구 사유에 수색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색증 청구는 수사관의 주관적 판단을

기준으로 신청되며 수색증 발부자인 현급 이상의 공안기관 책임자는 수사

관에 대한 믿음으로 수색증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 수색증의 신청과 발부

의 과정은 수사효율의 제고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와 반대로 공민

의 기본권은 “정당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10)

중국 형사소송법 제135조에는 개 孙妙迪, “宪法视野下的警察权力 ——以搜

查与扣押制度为例”, 中国政法大学硕士学位论文, 2014, 第13页。인과 조직이 수

8) 행정등급의 하나이다. 중국의 행정등급은 성(省), 시(市), 현(縣), 향(鄕), 촌(村), 자연촌

등 6개 등급이다.
9)
10) 孙连钟，《刑事强制措施研究》，知识产权出版社，2007, 第184页。

급8) 이상의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피의자, 피의자를 숨긴

자(隐藏罪犯) 혹은 범죄증거를 숨긴 자의 신체, 물품, 저택 또는 기타

에 대해 수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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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관의 수색에 협조할 것을 그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 조

항과 결합시켜 볼 때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수색증 하나만으로 수색에 대

항할 힘을 잃게 된다. 수사기관의 수색에 불응할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위반이다.

두 조항은 형사 수색에 있어서 수사기관과 피수색자의 전체적인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언제든지, 자의적 판단으로 수색을 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공민은 이에 대항할 근거가 수색증 하나 밖에 없음에도, 그

발부절차에 대한 규정으로부터 볼 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을 수

없다.

중국 형사소송법 제136조는 수색의 일반원칙과 긴급수색에 대해 규정하

고 있다.

일반원칙의 경우 수사관은 수사 시 반드시 수색증을 제출할 것을 요하

고 있다. 수색은 강제성을 갖는 강제조치이다. 따라서 수색 시 수색증의

제출을 그 절차적 요건으로 하는 것은 일정한 정도에서 수사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색증에는 피수색인의 성명, 성별, 나이, 주

소, 수색의 장소와 수색의 목적, 수색기관, 집행자,와 수색날짜 등을 기재

할 것을 요한다.11) 만약 수색이 수색증 없이 이뤄졌다면 이는 위법한 수

색이기에 수색한 증거는 위법한 증거로 간주되어 증거능력을 상실한다.

또 위법한 수색에 대해 공민은 제지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예외가 있

11) 郎胜，《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释义》，法律出版社，2012，第306页。

136조 “수색을 진행함에 있어서 피수색자에게 수색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와 구류 시 긴급상황일 때는 별도의 수색증이 필요

없이 수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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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로 긴급수색이다. 긴급수색의 경우 체포와 구류 집행 시 긴급한 상

황이 발생하면 별도의 수색증 없이 수색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긴급

상황은 주로 체포와 구류 대상자가 흉기나 기폭장치, 또는 독극물을 소지

하고 있거나 거주지에 폭발물을 설치한 경우, 자살, 살인, 또는 타인이나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전이하는 경우, 또

는 기타 당시 상황에서 수색을 하지 않으면 증거취득이 불가능하거나 사

회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12) 이 경우 수사관은 구류증이

나 체포증으로 수색을 할 수 있으며 수색기록에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구류증이나 체포

증으로 수색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나. 압수

중국 형사소송법 제139조부터 제143조까지는 압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

다. 그 중 제139조는 “수사활동 중 피의자의 유죄나 무죄를 증명할 수 있

는 물품이나 서류 등에 대해서는 보전하거나 압수하여야 한다. 사건과 무

관한 물품이나 서류는 보전이나 압수가 불가하다.”라고 압수의 일반에 대

해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 한 것은 공안부의 내부지침 격인 “공안기

관의 형사사건처리절차 규정” (《公安机关办理刑事案件程序规定》)이다.

해당 규정의 223조부터 230조에서 압수의 구체적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3)

12) 郎胜，앞의 책, 第307页。
13) 이 부분에 대한 요약은 필자가 하였다.

①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피의자의 유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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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는 수사관이 소속된 수사기관의 책임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는 현장지휘관이 압수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사전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보면, 소속 수사기관의 책임자라 함은 수사관이 소

속된 기관-수사기관이다. 즉 수사기관 내부의 책임자의 허가가 필요한 것

이다. 이는 수색의 절차와 같다. 압수증의 신청과 발부가 압수에서 유일한

절차이다. 대응되게 사전 허가서가 없는 경우, 현장지휘관의 동의만 있으

면 압수가 적법한 것이다. 현장지휘관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실무에 대한

조사결과 공안자체는 이를 현장조사를 하는 수사관 중에서 직급이 가장

높은 자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수사자체에 엄청난 편리함을 주는

압수할 수 있다. 소지자가 이에 불응 시 공안기관의 강제 압수는 허

용된다.

② 수사과정에서 재물이나 서류에 대해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사기관의 책임자의 동의를 거쳐 압수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압수결정서가 없이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발견한 물품이나 서류는

현장지휘관의 결정만 있으면 압수가 가능하다. 재물이나 서류의 가치

가 비교적 크거나 재물이나 서류에 대한 압수행위가 정상적인 생산경

영에 엄중한 영향을 끼칠 경우 현급이상 공안기관의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압수한 재물과 서류에 대해서는 압수현장의 목격자, 물

품소유자 등과 함께 압수물에 대해 점검하며 압수물의 명칭, 개수, 특

징 등이 기재된 압수물 리스트를 만들어 견증인과 소유자의 서명을

받아 각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서명거부 시 리스트에 원인을 기

재하여야 한다.

④ 이메일이나 전보 등에 대한 압수는 현(县)급 이상의 공안기관의

책임자의 동의를 거쳐 압수물고지서를 제작하여 피압수자에게 전달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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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이 있다. 압수가 언제 실행될지 모르고 굳이 직속상사의 동의가 필요

없을지라도 압수는 합법적이다. 수사관이 이를 악용하여 동의서 없이 압

수를 해도 긴급압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압수증의 발부 절차 또한 수사의 효율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 다만

절대적으로 수사기관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 조항이 개인의 사유재산은 불

가침이라는 헌법적 요구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다.

2. 감찰위원회

가. 개관

2018년 3월,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 수정안을 통과하였

다. 수정안의 내용에는 언론에 크게 보도된 국가주석 임기조항에 관한 수

정과 더불어 새로운 국가기관의 설치도 포함되어 있다. 그 것이 바로 감

찰위원회이다. 감찰위원회는 국가감찰기관이다. 그 주된 기능은 직무위법

과 직무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다.14) 감찰의 대상은 감찰법 제15조15)에 규

14) 감찰법 제3조: 각 급 감찰위원회는 국가감찰기능을 행사하는 전문기관이다. 감찰위원

회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인원에 대해 감찰을 하고 직무위법과 직무범죄를 조

사하고 염정건설과 반부패의 기능을 행사하며 헌법과 법률의 존엄을 수호한다.
15)감찰법 제15조: 감찰기관은 아래의 공직자와 관계자에 대해 감찰한다.

(1) 중국공산당기관,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기관, 인민정부, 감찰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각급위원회기관, 민주당파기관과 공상업연합회기관

의 공무원,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에 의해 관리되는 인원.

(2) 법률, 법규가 권한을 부여하거나 국가기관이 법률에 의해 공공사무를 위탁한 조직

중의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

(3) 국유기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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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있듯이 공무원 전체이다. 수사종료와 공소의 제기에 있어서의 감

찰기관과 검찰원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이는 감찰위원회는 공소 전 수사까지의 기능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형

사소송의 단계에서 볼 때 공안의 수사와 같은 단계에 있다. 공안기관과의

구별점이라면 감찰위원회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감찰법에 의거하여 수사를

한다는 점이다. 감찰법에도 수색과 압수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다

만 그 규정들이 완전하지 않다.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새

로운 해석과 실무적 행위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

나. 수색

감찰위원회의 수색의 권한은 감찰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다.

(4) 공립 교육, 과학연구, 문화, 의료위생, 체육 등 기구에서 관리직에 있는 자.

(5) 기층 군중성 자치조직 중 관리직에 있는 자.

(6) 기타 법에 의해 공직을 이행하는 자.

제24조 “감찰기관은 직무범죄혐의가 있는 피조사자와 피조사자 또는

범죄의 증거를 숨길 가능성이 있는 자의 신체, 물품, 주택 또는 기타

관계가 있는 곳에 대해 수색할 수 있다. 수색 시 수색증을 제출해야

감찰법 제45조의 제4항 “직무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은 감찰기관이

수사를 거쳐 범죄의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기

소의견서를 제작하여 사건기록, 증거와 함께 인민검찰원에 이송하여

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법에 의해 심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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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공안의 수색에 관한 규정과 비슷하다. 차이

는 감찰법이 규정한 수색조항들에는 긴급수색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

고 구체적으로 수색증을 누가 발부하는지, 발부에 있어서 그 절차적 규정

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다. 압수

“감찰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위법범죄에 관한 재물, 서류, 디

지털데이터 등에 대해 수거, 차압, 압수 등을 할 수 있다. 수거, 차압, 압

수 등 행위 시 원본을 수집하여야 하며 물건의 소유자 또는 보관인, 견증

인의 참여하에 모든 물건들에 대해 등기하고 번호표를 만들어 압수물 목

록을 만들어야 한다. 해당 목록은 재물이나 서류의 보관인 혹은 소유자의

확인과 서명을 받아 복사본을 그들에게 교부해야 한다. 조사를 거쳐 사건

과 무관한 차압, 압수한 재물이나 서류는 3일 내에 차압 또는 압수를 해

지하고 원 소지자 또는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는 감찰법 제25

조- 압수에 관한 규정이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압수에 관한 규정과 같다.

3. 소결

1979년 중국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후, 수색과 압수에 관한 조항들은 크

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8년 중국 헌법 개정에서 별도의 부정부패 범죄수

사기관을 신설하였기 때문에, 또 한 번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불가피할 것

으로 판단된다.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당국의 목표는 긍정적이다.

특히 법치주의의 가장 큰 과제로 형사소송 전반을 수사중심주의에서 심판

하며 피수색인이나 그의 가족 등 견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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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주의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 듯 하다.

그 첫걸음으로 2012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인권존중의 조항을 추가하

였다. 인권에 대한 사법적 보장은 인권의 구체적 실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16) 첫 수사기관의 수색과 압수는 공민의 가장 기본적인 신체의 자

유와 주거의 자유, 사유재산의 불가침 등 권리와 연결되어 있다. 현행 형

사소송법의 수색과 압수에 관한 조항들이 이러한 헌법적 권리를 무단 침

해할 위험은 없는지, 어디까지 그 침해가 허용되어야 하는지, 그 것이 인

권보호의 형사소송법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지, 수사중심주의의 산물은 아

닌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민의 신체가 불법한 수색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는 근거는 중국 헌

법 37조에서 찾을 수 있다. 해당 조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

신자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공민은 인민검찰원이 비준 혹은 결정

또는 인민법원이 결정하고 공안기관이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체포되지 아니한다. 불법구금과 기타방법으로 공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하

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하며 공민의 신체에 대한 불법수색을 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형사소송법 제136조는 헌법의 공

민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 구체적 체현이다.

반대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

을 수 있다. 중국 헌법 제37조에는 “…… 불법구금과 기타방법으로 공민

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하며 공민의 신체에 대한 불

법수색을 금한다.” 라고 서술되어 있다. 소위 “불법수색”이라 함은 형사소

송법 혹은 공안부 규장(规章)을 위반하는 수색행위를 가리킨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37조 원문 그대로의 해석이다. 즉, 경찰이 자체발부

의 수색증으로 수색 행위를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도 아니고 헌법 37

16) 张晓玲、杨圣坤,“加强人权司法保障”,《学习贯彻四中全会精神》,2015,第15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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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반도 아니다.17) 그러나 이는 헌법 제33조의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

고 보장한다.” 와 헌법 제38조의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의 인격존엄은

침범을 받지 아니한다.” 와 상충되는 것이다.

또한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다.18) 중국의 현행헌법은 1982년 헌법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헌법 제

33조는 2004년 헌법수정을 통해 신설된 조항이다. 여기서 인권에 대한 해

석에 있어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그 것은 바로 인권의 범주에 대한 설

정이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써 당연히 가져야 될 권리라는 해석으로는 이

논쟁을 끝낼 수 없다.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도 인권의 범주에 포함되

는가? 헌법해석기관의 부재로 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얻을 수 없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범주에 대한 설정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적어도 헌

법에 명시된 공민의 권리는 이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다음 인권을 존

중하고 보장한다는 조항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풀이된다. 하나는 “존

중”한다는 것이다.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인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존중”한다는 것의 실질적 의미는 불간섭이다. 국가는 불필요한 경우 개

인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하나는 “보장”이다.

“보장”은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국가는 침해로부터 이를 지켜내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해당 조항은 국

가에게 개인에 대해 불간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인권리에 대한 보호

의 의무까지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의 공권력 행사를 통

한 공공이익의 보호와 공민의 기본권 보호간의 충돌에 대한 합리적인 선

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기반하여 형사소송법에서 압수

와 수색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설정하였을 때 그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17)未言,“刑事扣押真的永远“伟光正”吗？“,《上海法治报》,2015년 7월 3일 기사, 第A03页。
18)周叶中、庞远福,“论“法治中国”的内涵与本质“,《政法论丛》,2015,第5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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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측이 가능하다.

다만 감찰위원회의 경우, 이는 2018년 3월 헌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기

관이고, 또 감찰법의 압수와 수색에 관한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준하는 규

정들로 이뤄졌기에 아래에서는 감찰위원회와 감찰법에 대해 별도로 논의

하지 않는다.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의 시행과정과 곧 있을 새로운 형사소

송법 개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제2절 한국압수·수색제도의 현황

Ⅰ. 현황

1. 헌법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모든 국

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2조 제3항에서는 “체포·구속·압수 또

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고 사전영장주의와 법관이 그 주체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

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주거의 자유의 경우 헌법은 제16조에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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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거의 자유

에 대한 보호함과 동시에 특히 영장주의의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19)

또한 한국 헌법은 과잉제한의 금지 조항(비례의 원칙)을 두고 있다. 이

는 한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을 하는

기준이고 기본권 보장의 근거이다.20)

2. 형사소송법

가. 압수와 수색에 대한 정의

압수란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며21), 압류와 영치 및

제출명령의 세 가지를 내용으로 한다. 압류란 점유취득과정 자체에 강제

력이 가하여지는 경우를 말하고, 유류물과 임의제출물을 점유하는 경우를

영치라고 말하며, 일정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처분을 제출명령이라고

한다. 다만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수사에는 제출명령이 포함되지 않는다.

수색이란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물건·

사람의 신체 또는 기타 자오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수색은

19) 주거의 자유와 영장주의의 원칙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이성환, “주거의 자유에 관한

소고”, 세계헌법연구 제13권 제1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7, 11~13쪽 참조.
20) 전원재판부 95헌바18, 1998. 5. 28. 이에 대한 지적으로는 이준일, “헌법상 비례성원

칙”, 공법연구 제37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9, 28쪽 참조.
21)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5판, 법문사, 2014, 400쪽;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형사

소송법, 홍문사, 2015, 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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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압수와 함께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실무상으로도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단일영장이 발부되고 있다.22)

나. 압수의 제한

압수의 목적물에 관하여는 공무상 또는 업무상의 비밀보호라는 관점에

서 어느 정도의 제한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1항 단서가 법률

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를 말

한다.23)

1) 군사상 비밀과 압수

한국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24)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

다.

2) 공무상 비밀과 압수

공무상 비밀과 압수와 관련하여 한국 형사소송법 제111조는 “공무원 또

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22) 이재상, 조균석, 형사소송법 제11판, 박영사, 2017, 316쪽.
23) 이재상, 조균석, 앞의 책, 317쪽.
24)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대한 해석은 논쟁이 있는 부분이다. 이를 이유로 압수를 거부

한 경우 단순히 법에 규정된 문언만을 기재해서는 안 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

는 비밀임을 상세하게 소명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장응혁, “압수수색과 그 한계로서

비밀 :특별검사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를 소재로”, 형사법연구, 2017, 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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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

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소속공무소 또

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25)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업무상 비밀과 압수

한국 형사소송법 제112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

다.”라고 업무상 비밀에 관한 압수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예

외적 경우를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

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공익상 필요성이 있는 때로 정하고 있다.

4) 정보저장매체의 압수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와 관련되어 한국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서는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25)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크게 되지 않고 있으며 “공익상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승

낙거부사유에 대한 판단권자는 물건의 소지 또는 보관자라는게 통설이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장응혁, “압수수색과 그 한계로서 비밀- 특별검사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

도를 소재로-”, 형사법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형사법학회, 2017, 177~179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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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것은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

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

정되는 대에 한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그 취지가 압수·수색영장에 기

재되어 있어야 한다. 26)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의 사무실 등으로 가지

고 온 뒤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

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의 집행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때의 문서 출력 또는 파일 복사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어

야 하고,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문서를 출력하거 파일을 복사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27)이 없는 한 위법하다.28)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

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범

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압수·수색하여야 한다. 또

압수·수색의 집행과정에서 압수한 관련성 없는 전자정보 중에서 다른 피

의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발견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을 발부받아야 할 것이다.29)

다. 수색의 목적물에 대한 규정

26) 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27) 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에서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임의로 정한 시점

이후의 접근 파일 일체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8000여 개나 되는 파일을 복사한 영장집

행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관련성에 관하여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압수·

수색 과정에 당사자 측이 참여하였고, 관련 있는 부분으로 대상을 제한하려고 노력하

였고, 당사자 측도 그 조치의 적합성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영장집행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8)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판결.
29)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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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의 목적물은 사람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이다. 형사소

송법 제109조 1항과 제219조에 의하면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또 형사

소송법 제109조 제2항과 제219조에 의하면 피고인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라. 압수·수색의 절차

1)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와 관련되어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여장에 의하

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삭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30)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

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주의는 일반영장의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압수·수색영

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발부연

원일·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

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

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30) 한국의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 경찰의 독자적 강제수사 권한

과 1950년대 경찰의 수사관행이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명시되어 있는 원인이라

고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은 김상겸, “검사의 영장청구에 관한 헌법적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제57호, 6~7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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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동일한 영장으로 수회 같은 장소

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이를 종료한 때에는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

지 않은 때에도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31) 별건압수나 별건수색도 허

용되지 않는다. 동일한 장소 또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일지라도 영

장에 기재된 피의사실과 별개의 사실에 대하여 영장을 유용할 수도 없다.

압수·수색의 대상을 예비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2) 영장의 집행기관과 집행방법

형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에

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라고 영장의 집행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제115

조 제2항은 “검사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사법경찰

관리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반드시 사

전에 제시할 것을 요하고, 구속에 있어서와 같은 긴급집행은 인정되지 않

는다. 그러나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32)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

해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

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

31) 대법원 1999. 12. 1., 자, 99모161, 결정.
32)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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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

하여야 한다.33) 형사소송법 제119조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

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이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

행종료 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처리매체

를 압수한 경우에 범죄혐의 관련 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

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것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의 일환에 해

당한다. 34) 또 영장주의의 집행과정과 관하여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밀을 보지하여야 하며 처분 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형사소송법 제116조에 규정되어 있다.

마. 당사자·책임자 등의 참여

검사·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1조, 제219조) 압수·수색절차의 공정을 확보하고 집행을 받는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35)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

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

다.(제122조, 제219조) “급속을 요하는 때”라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사실

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36) 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차내에

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건조물·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거주자·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3)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34)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판결.
35) 이재상, 조균석, 앞의 책, 322쪽.
36)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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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상의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

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123조, 제219조)

바. 야간집행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건조

물·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제125조, 제219조)37) 야간의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여관·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제126조, 제219

조) 일출 전 일몰 후의 기준에 대하여는 사실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

해도 있으나, 절차의 확실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역을 표준으로 결정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38)

사.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한국의 형사소송법에도 압수·수색의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적법한 체포·긴급체포 및 구속에 수반한 압수·수

색과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과 범죄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이다.

37) 법원행정처의 법원실무제요에는 ‘제217조에 따른 압수수색이 야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그 필요성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에 야간압수·수색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 부분은 신이철, ”형사소송

법 제217조와 제220조와의 관계“, 형사법의 신동향 제57호, 2017, 181쪽 참조.
38) 이재상, 조균석, 앞의 책, 322~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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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수사

가) 기존의 조항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은 체포영장에 의

한 체포,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하거나 구속영장

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

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차 내에서 피의자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체포 또는 구속하고자 하는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가옥·건조물 내에서 잠복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의

자의 소재를 발견하기 위한 수색은 영장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색은 피의자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를 위한 불가결한 전제이기 때문에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수사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의자를 수색하기 위한 강제처분을 의미한다

고 할 것이므로 피의자수색이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39)

피의자의 수색은 피의자를 구속·체포하기 위한 처분이므로 수색은 체포

전 임을 요한다. 따라서 피의자 또는 현행범인을 체포한 후에는 본 호에

의한 수색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피의자 이외의 자의 주거 등에 대

하여는 그 곳에 피의자가 소재한다는 개연성이 있어야 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40)

나) 헌법불합치 결정

2015헌바370 결정에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39) 이재상, 조균석, 앞의 책, 323쪽.
40) 이재상, 조균석, 앞의 책, 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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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 에서 피의

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

정된 것)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 결정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이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면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

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으므로, 주거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장소에 혐의사실 입증에 기여할 자료 등

이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중략) 영장의 발부를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와 같은 해석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후략)

(전략) 헌법 제16조 후문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

화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 제12조 제3항과 헌법 제16조의 관

계, 주거 공간에 대한 긴급한 압수·수색의 필요성, 주거의 자

유와 관련하여 영장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16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영장주의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고, ②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

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후략)

(전략) 해당 조항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

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은 인정되나,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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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

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헌법 제

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

즉,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압수와 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에

대해, 특히 기본권 침해의 범주에 포함되는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엄격하

게 해석하는 추세가 있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및 현행범인을 체포

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체포에 의하여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자유권이 적법하게 침해된

때에는 이에 수반하는 보다 경한 비밀이나 소유권의 침해도 영장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견해41)와, 체포하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무기를

빼앗고 피의자가 증거를 파괴·은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행위로서

허용된다는 견해42)가 대립되고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217조 2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

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제217조 3항)

41) 신동운, 앞의 책, 431쪽.
42) 배종대, 이상돈, 정승환, 이주원, 앞의 책, 16쪽.



- 30 -

3)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웨 필요

한 때에는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216조 2항) 이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재판의 집행

기관으로서 활동하는 것이지만, 집행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소가는 처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결과를 법관에게 보고화거

나 압수물을 제출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제한된다.43)

4)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영장주의의 예외에 있어서 또 하나의 예외는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

색이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

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긴급체포에 유사한 긴급압수·긴급수색이

라고 할 수 있다. 또 범죄현장에서의 증거물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44) 따라서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면 족

하며, 피의자가 현장에 있거나 체포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범

죄장소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으로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의

식불명이 된 경우, 운전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으로

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응급실 등의 장소는 범죄 장소에 준한다고 할 수

43) 이재상, 조균석, 앞의 책, 327쪽.
44) 이재상, 조균석, 앞의 책, 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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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병원응급실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이를 압수하는 것은 적법하

다.45)”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이 순찰 도중 남자

들이 특정장소로 들어가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따라 들어가 불법게임기

를 압수·수색한 사례에서, 불법게임기는 상당한 부피와 무게 때문에 쉽게

은폐나 은닉이 되지 않기에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46)

5)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과 관련되어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의 규정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은 제216조 1항 2호에 의하여 영장 없이 할 수 있다.47) 이는 긴급 체

포된 사실이 밝혀지면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이 증거물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48) 이의 요건으로는 ①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긴급성의 요건, ②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시간을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③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45)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해당 판결에서는 피의자가 의식불명상

태에 빠져있고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하며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 역시 받

을 수 없었으며 서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을뿐더러 피의자에게서 주

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으로부터 준현행범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였다.
46)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도14884, 판결.
47) 이에 대한 판례로는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이 있다. 해당 판례에

서는 전화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던 다른 사람

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것이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라고

판단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48) 이재상, 조균석, 앞의 책, 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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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지체 없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과 제2항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기간은 긴급체포한 후 24시간 이내에 한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

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

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3항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에 수색과 검

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제6호는 “압수·수색영장청구서에는 체포한 일시 및 장소와 영장 없

이 압수·수색을 한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대한 요건을 상세히 요구하고 있다.

6) 임의제출한 물건 및 유류한 물건의 압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도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

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제

218조) 이는 점유취득과정에는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았으나 제출자가 임

의로 취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처분으로 인정되고 있다.49) 임의제출

한 물건의 압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제출이 임의적·자발적이어야 한다.

제출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

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제출의 임의성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50) 제출할 권한이

49) 이재상, 조균석, 앞의 책, 329쪽.
50)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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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범위 내에서 압수가 이루어져야 한

다.51)

유류한 물건은 유실물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범인

이 버리고 간 흉기, 혈흔, 지문,52)족적 등이 포함된다. 대법원 2011. 5. 26,

2011 도 1902 판결, 차량이 대전차 방호벽에 충돌한 살인사건에서 대전차

방호벽의 안쪽 벽면에 부착된 철제구조물에서 발견된 강판조각도 유류물

로 인정하였다.

Ⅱ. 소결

한국은 중국과 달리 헌법에 영장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형

사소송법에서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 상세하고 규정하고 있고 발부절차

또한 제한적 요건이 많다. 압수·수색영장주의의 예외 또한 엄격하게 해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입법적 부족점도 존재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한 해석론으로 그 빈틈을 채워나가고 있다. 최근 들어 주거에

대한 무영장 압수·수색에 대한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문에 대해서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53)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더 강하게 보호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51) 이재상, 조균석, 앞의 책, 329쪽.
52)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471, 판결.
53) 2018. 4. 26.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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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국의 압수·수색제도 개선가능성 검토

제1절 중국압수·수색제도의 문제점

Ⅰ. 기본권 보호근거의 부재

1. 기본권 조항의 문제점

중국 형사소송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형사소송법의 입법목적과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입법목적은 형법의 정확한 실시이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

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형법의 목적은 형벌로써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국

가안전을 보장하고 인민민주주의전제의 정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장하며

국유재산과 노동인민의 집단소유의 재산 및 공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공민의 인신권리와 민주권리 및 기타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54) 압수와

수색은 피의자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통해 이루어진다. 범죄수사의 방

식으로써 압수와 수색은 공공의 이익 보호가 주된 목적이다.

공민의 인신권리와 민주권리 및 기타권리를 보장하는 것 역시 형사소송

법의 입법목적의 하나이다. 범죄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 역시 공민이다. 그

54) 郎胜，앞의 책，1쪽.

형사소송법 제1조 “형법의 정확한 실시와 범죄에 대한 처벌, 인민에

대한 보호, 국가 안전과 사회공공안전의 보장, 사회주의 사회질서의

수호를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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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과거 경찰의 인식과 행위는 그렇지 않았다. 경찰은 “범죄타도”를 구

호로 내세우로 사회적 안정의 필요성을 절대적 위치에 배정했다. 만약 공

민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면 그의 헌법적 권리는 사라지는 것으로 간주

되었다.55) 그 후 피의자가 혐의가 없음을 전제할 때 그는 경찰의 수사와

더불어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과거 중국의 계급투쟁을 방불케 한다. 그러나 “피의자도 공민이다.”라는

명제에 반대할 경찰관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공안의 수사관

행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음은 그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없기 때문이

다.

2. 비례의 원칙 부재

압수와 수색의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기본권은 대립될 수밖에

없다. 즉, 양자의 이익평가는 불가피한 것이다. 공권력의 행사는 공공의

이익보호를 우선시한다. 중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공권력이 국가의 강제

력을 동반하여 실현된다면 개인 역시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

야 함이 합리적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공권력은 개인의 기본권에 무단

침입할 수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는 그 실현가능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56) 공권력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어떠한 절차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하는

지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57) 국가의 권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하는지와 국가권력이 개인의 기본권 중에서 어디까지 침해가

55)谭秀云,“刑事扣押决定权归属的三种模式及其批判”,《河北法学》第36卷第3期,2018,第163

页。
56)曾新,“论我国刑事诉讼中比例原则之适用”,《哈尔滨学院学报》, Vol.39, 2018, 第67页。
57)苏忻,“平衡法理论视野中的刑事搜查 制度研究”,《法制博览》,2016,第39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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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지가 그 기준의 두 가지 내용이 될 것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공공이익의 수요면 개인재산에 대한 징수나 징용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설명이 없다. 그 범주에 형사절차에서의 압수도 포

함되는지도 역시 미지수이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헌법 제33조와

인격존엄조항인 제38조의 취지로부터 비교대상이 되지 말아야 하고 어떠

한 상황에서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기본권의 영역이 존재하는지가 불

분명하다.

현행 중국 헌법에는 비례의 원칙이 없다. 기존의 헌법조항으로는 수사

기관인 공안이 개인의 기본권영역에 어디까지 침해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

게 도출해낼 수 없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일한 헌법해석기관인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58)는 오늘날까지 헌법에 대한 해석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인권”, “인격존엄” 등 단어로부터 새

로운 규칙을 도출해내는 것은 엄격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

다. 공권력과 개인의 기본권이 충돌되는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의 침해에 있어서 공권력의 행위가 어디까지 합헌인가의 기준

이 없을 시 침해되는 것은 결국 공민의 기본권이다. 다만 공민의 권리가

압수와 수색이라는 공권력의 직접적인 침해를 받는 영역에서 그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뿐이다.

58)중국 헌법 제67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해석 및 헌법의 실시를 감독한다. (2)……”

헌법 제13조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국가

는 공공이익의 수요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에 대해

징수 혹은 징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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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사기관과 영장발부기관의 동일화

1. 서설

중국에서 수사기관의 수색과 압수는 수색증과 압수증을 전제로 한다.

수색증과 압수증의 발부주체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규정” 제217조와 제22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수사관의 수색증

신청은 현급 이상의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또 수사과정

에서 재물이나 서류에 대해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사기관의 책

임자의 동의를 거쳐 압수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수색증과 압수증은 결국 수사기관의 책임자가 수사관의 수색행위를 감

독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형사소송절차 전반에서 보았을 때 이는 분명 자

체감독의 형태를 띠고 있다. 수색증, 압수증 청구자와 발부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중국형사소송절차에서 상대적 중립성을 갖고 있는 법원이나

헌법에 법률 감독기관으로 명시된 검찰원은 수색증과 압수증 발부과정에

대해 간섭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수색은 수사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쉽게,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 자체의 영장발부는 실무적

으로 선압수와 수색, 후 영장발부라는, 실질적으로 영장발부 자체가 무의

미한 형태를 띠게 된다.59) 즉, 형사절차에서의 공안의 수색증과 압수증의

발부가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는 형태로써 그 전체과정이 행정적 색채를

띠고 있다.

2. 원인

59) 田志娟,“我国刑事扣押启动机制之完善”,《湖北民族学院学报》,2014,第163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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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국의 사법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의

사법전통은 공안, 검찰, 법원은 모두 국가폭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그

입장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또 계급투쟁 과정에서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을 자본주의 산물로 낙인찍고 그에 대해 엄청난 비판을 하였다.60) 수색에

관한 조문은 1979년 형사소송법의 산물이다. 조문 자체에는 중국 형사소

송법 제정 당시 사법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이는 또 수사중심주의의 결과다. 1979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의 시대

적 상황을 돌이켜 보면 동란의 10년을 끝낸 시점이다. 당시 중국은 막 문

화대혁명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겪은 뒤였고, 중국공산당은 국가운

영의 초점을 이념투쟁에서 경제발전에로 옮기기 시작하였다. 이에 필요한

것은 사회적 안정이었다. 그 방식으로 수사기관인 공안기관과 검찰에 막

강한 수사권한을 부여하였고 그 출발점은 사회적 불안요소에 대한 제거이

다. 형사소송구조자체가 수사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수사활동의 주요한 가

치지향은 범죄행위에 대한 제한이었다. 범죄처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합법적 권리에 대한 희생을 그 대가로 하기를

망설이지 않았다.61) 공안기관, 검찰원, 법원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분공합작, 상호협력, 상호견제”를 원칙으로 제정하였다.62)

3. 문제점

가. 공판중심주의와의 충돌

실제로 수사기관이 수사관의 신청에 의해 수색증과 압수증을 발부하는

60)谭秀云, 앞의 논문, 第163页。
61)田志娟, 앞의 논문, 第80~81页。
62)谭秀云,앞의 논문, 第163~164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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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수사기관의 수사효율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

나 이는 공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감수한 결과이다. 이는 결

코 오늘의 중국이 추구하는 법치주의와 인권보호에 부합된다고 할 수 없

다.

먼저 이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 수사기관의 수색과 압수행위는 외부

의 견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검찰원은 헌법에 명시된 법률 감독기관이다.

따라서 검찰은 경찰의 수사행위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러나 검찰

과 수사기관이 형사소송에서 공동의 이익추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검찰이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인가는 의문일 수밖에 없

다.63) 또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의 수색에 있어서 감독의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만약 검찰이 헌법 조항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수색과 압수행위

에 개입할 경우 이는 국가기관 간의 권한분쟁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따라서 검찰의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수색행위 및 압수행위에 대해 굳이

법률감독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실무적으로도 검찰

원이 공안기관의 수색과 압수행위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한 사례도 존재하

지 않는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수색행위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 법원

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조에서 법원이 수사기관

의 수색과 압수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방식은 수색과 압수를 통해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밖에 없다. 이는 법원이 수사기관

의 수색과 압수행위의 개시와 진행을 저지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중국의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넓게 인정하는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법칙과 연결시켜 볼 때 법원은 수사기관의 수색과 압수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방식은 극히 제한된다.64) 공판중심주의는 형사소송전반에

63)庄乾龙,“司法审查视野中的刑事搜查制度构建”,海南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第32卷第1

期,2014年1月,第62~63页。
64) 庄乾龙,앞의 논문,第63~64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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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법원의 중립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공소측과 피고인 사이

의 “무기대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법원은 국가공권력을 행사하

는 절대적우위의 수사기관에 대해 그의 행위가 남용되지 않을뿐더러 피고

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65) 하지만

현행의 형사소송법의 규정으로는 그 것이 가능하지 않다.

나. 인권 조항과의 충돌

다음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헌법조항 및 형사소송법의

조항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 형사사법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것은 사법기관이 형사소송과정에서의 소송참여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해

야 함을 의미한다.66)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의 수색과 압수행위는 공민

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행위이다. 따라서 수사권이 공민의 기본권의 영역

을 드나들면서 그 방식과 정도가 제한되어야 함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인권보호조항의 요구이다. 따라서 수색과 압수행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할

것이고 결국 이는 수색증과 압수증의 발부주체와 연결된다. 그러나 수사

관이 수사증 또는 압수증을 신청하고 수사기관의 책임자가 발부하는 수사

구조는 행위목적과 이익추구가 절대적으로 일치한 양자의 관계 때문에 수

색증과 압수증의 발부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밖에 없

다. 결국 수색증과 압수증의 발부기준은 공민의 기본권에 대한 보호보다

수사관의 수사편리로 기울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에서 발부된 수색

증과 압수증에 대해 수색 또는 압수의 구체적 내용이나 시간적 제한을 기

대할 수 없고 수색증과 압수증 신청과 발부의 빈도 역시 높을 수밖에 없

다. 결국 공민의 권리는 수색증과 압수증 발부의 이러한 구조 때문에 수

65) 李承,“论审判中心主义下强制措施的司法审查机制”,《法制与社会》,No.10,2018,第100页。
66) 朱顺德,“刑事司法的人权保障研究”,《民俗研究》,2018,第277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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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그리고 심하게 침해되는 것이다.

Ⅲ. 포괄적 영장주의

수색증의 내용이 어디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는지와 그 사용기한

에 대한 규정은 없다. 압수증 역시 마찬가지다. 원칙적으로 압수는 소속기

관의 책임자의 동의를 거쳐 압수결정서를 제정하여야 한다. 압수결정서가

없이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발견한 물품이나 서류는 현장지휘관의 동의만

있으면 압수가 가능하다. 재물이나 서류의 가치가 비교적 크거나 재물이

나 서류에 대한 압수행위가 정상적인 생산경영에 엄중한 영향을 끼칠 경

우 현급이상 공안기관의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수색과 압수에 대

한 규정으로부터 볼 때 수색과 압수는 원칙적으로 수색증과 압수증이 존

재해야만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의 수색증과 압수증은 수사기관의 책임자

가 수사관의 해당 수색과 압수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그 실질적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피수색자나 압수자에 대해 어디까지 수색할 수 있

고 어떠한 것을 압수할 수 있는지, 해당 수색증과 압수증으로 언제까지,

몇 차례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있는지를 제한하고는 있지 않다.

1. 객체의 포괄성

가. 수색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규정”에는 수색증의 객체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해당 규정은 수색증의 발부에 관하여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

을 거쳐야 한다.”는데 그치고 있다. 수색의 객체가 구체적이지 않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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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지 않다. 이는 공안기관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색증의 양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압수의 객체에 대한 제한 없이 압수증이 발부될 경우 이

는 수색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범죄사실과 무관한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다. 또 별건수색도 가능해지게 된다.

같은 규정 제221조에는 “수색은 그 수색기록을 작성해야 하고 수사관과

피수색인 혹은 그 가족, 이웃 또는 기타 견증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수색된 물건이나 서류, 수색된 장소

등은 모두 사후의 수색기록에 남겨야 한다. 즉, 사후의 수색기록에 남긴

피압수자와의 대화기록, 수색과정에 대한 기재 등으로 수색 행위의 합법

성을 보장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거꾸로 수색증의 작용을 약화시킨다.

나. 압수

압수증도 수사증과 마찬가지로 객체에 대한 기술의 구체성에 대해 요구

하고 있지 않다. 압수의 경우, 압수증 없이 현장에서 발견한,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물건이나 서류는 현장지휘관의 동의만 있으면 압수가 가

능해진다. 이러한 경우는 예외이기는 하나 그 예외의 경우를 제한하는 어

떠한 문구도 없다. 즉, 압수증 없이 현장에서 재물이나 서류에 대한 압수

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압수의 객체를 제한하는 것은 이 취

지와 상충된다. 즉, 이러한 조항은 압수증의 신청과정에서의 객체에 대한

제한을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다.

압수과정에서 수사관은 압수과정에 대한 기록과 압수물 목록의 작성을

요구받고 있다. 압수물 목록은 수사기관의 압수물에 대한 처리과정의 합

법성을 보호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한다. 수사과정에 대한 기록 역시 그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압수의 이러한 구조-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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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되 그 과정은 합법성을 추구하는 구조- 는 과정

이 합법적이라고 그 행위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수사의 효율을 강

조하던 과거에는 그러한 압수가 허용될 필요성이 있었지만 공민의 기본권

보호의 입장에서 이는 그 객체가 제한될 필요성이 있음은 분명하다.67)

2. 시기의 포괄성

중국의 수색증과 압수증은 그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형사소송법과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규정”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 수색증과 압

수증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은 수사기관의 수색과 압수의 남용을 방지하

는데 꼭 필요한 요건이다. 하나의 수색증으로 일회의 수색시작으로부터

종료까지 유효한지, 아니면 하나의 사건종료까지 수색증이 유효한지가 불

분명하다. 압수증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 수사기관에게 수색증과 압수증에 유효기간에 대한 해석을 최대한

넓게 함으로써 수사에 편리를 주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도록 유도하는 작

용을 한다. 수사기관이 수사의 편리를 위해 하나의 수색증으로 수차, 반복

하여 피수색자에 대해 수색하는 경우, 피수색자는 인신자유와 주거의 불

침입 등 권리에 대한 보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압수의 경우 역시 그

러하다. 수사기관은 수사의 편리를 위하여 하나의 압수증으로 수시로, 반

복하여 압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피수색자, 피압수자는 사건종료 전

까지 일상을 수시로 수색 받고 자신의 재산이나 서류가 압수될 불안함에

보내는 것이다. 수색증과 압수증의 유효기간에 대한 입법의 모호함으로

수사기관에 그 해석의 폭을 넓게 열어둠으로써 공민의 인신자유, 주거가

침범되지 않을 권리, 사유재산권 등이 수시로 공권력의 잠재적 침해가능

67) 谭秀云,앞의 논문,第164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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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노출시키는 것은 공민의 인신권리와 재산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형

사소송법의 임무68)에 반하는 것이다.

3. 소결

중국의 수색증과 압수증은 그 객체와 시기에 대한 명시를 요구하지 않

는다. 수색은 사후의 수색기록, 압수는 압수기록과 압수물목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할 뿐이다. 이는 수색과 압수과정에서의 수사관의 불법한 행위

를 방지하고 압수물에 대한 피압수자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유리하다. 그

러나 수색과 압수행위 자체가 강제성을 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색과 압

수는 수사기관의 행위 즉시 공민의 권리에 대한 무차별적인 침해가 이뤄

지고 사후의 권리는 보장해주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는 수사의 효율성제

고에는 긍정적이나 그 대가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라는 점은 납득되

기 어렵다. 형사소송법의 임무에 반하는 것이다.

Ⅳ.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한계

중국은 1998년 최고인민법원이 법률해석을 발표하여 위법수집증거의 배

제원칙을 규정하였다. 고문에 의한 자백(刑讯逼供), 협박, 신문유도, 기만

등 수단을 통해 얻은 진술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상실하였음을 분명히 하

68) 중국 형사소송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의 임무는 정확하고도 신속하게

범죄사실을 조사하여 밝혀내는 것을 보장하고 법률을 정확히 적용하여 범죄자를 처분

하고 죄가 없는 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공민이 자각

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범죄행위와 적극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육하여 사회주의 법제를

수호하는 것이다. 또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민의 인신권리, 재산권리, 민주권리

와 기타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주의건설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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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나 그 후 10여년의 형사사법과정에서 이러한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된“고문에 의한 자백” 때

문에 억울하게 수감되었던 케이스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소개되면서 사회

적인 분노를 일으킴과 동시에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이 불

거지고 당국은 이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할 국면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아래 2010년 6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는 연합69)하여 “형사사법과정에서 위법수집 된 증거의 배제에 관한

약간의 규정”과 “사형케이스의 심사과정에서 위법수집 된 증거에 관한 규

정”을 발표70)하였고 그중 전자의 내용에는 증거의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서술되었다. 그리고 2년 뒤인 2012년 3월, 전국인

민대표대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를 법률적

으로 확립하였다.

1.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가. 조문 소개

중국 형사소송법 제5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69) 해당 기관들이 연합하여 규정을 발부하는 근거는 중국 형사소송법 제7조: “인민법원, 인
민검찰원, 공안기관은 형사소송을 함에 있어서 상호협력, 상호제약 하여 법률의 실행을 
효과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70) 중국의 입법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이다. 그러나 이는 1년에 한번, 매년 3월에만 회의
를 가진다. 즉 나머지 시간에는 그 기능을 대체하는 기관-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가 있지만 기본법은 수정할 권한이 없기에 현행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인
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등 기관은 사법해석, 규정 등의 방법으로 기존의 법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아 사법행위를 지도한다. 이런 해석이나 규정 등의 또 다른 목
적은 법률을 수정하기에 앞서 해석이나 규정의 발표와 실행을 통해 개정할 법률의 실질
적 실행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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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적 배제

수사기관이 고문, 폭행, 협박 등 위법수단을 통하여 얻은 피고인의 자백

과 폭행, 협박 등을 통하여 얻은 증인의 증언, 피해자진술은 유죄인증의

증거로 할 수 없다.

2)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 배제

수사기관이 위법적으로 얻은 물증, 서류증거 등은 증거획득수단이 “법

률위반이 확실”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경우에 법관은 소추 측

에 동 증거에 대해 보정71)하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요구하여야 하고 보정

이나 합리적인 해석이 불가한 경우 유죄인증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① 다시 수사하여 증거를 획득함. ② 다시 획득할 수 없는 증거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 혹은 설명을 함.

나. 조문에 대한 해석론

71) 보정: 보충하여 바로잡다.

형사소송법 제54조 고문, 폭행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피의자, 피고인

의 진술과 폭력, 위협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집한 증인의 증언과 피해자

진술은 배제하여야 한다. 물증, 서증 등에 대한 획득이 법적 절차를 위반하

여 사법공정에 엄중한 영향을 주는 경우, 이에 대해 보정 또는 합리적인 해

석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수사, 공소, 공판과정에서 배제하여야 할 증거를 발견할 경우, 절차에 따라

해당 증거를 배제하여 하며 이를 공소의견, 공소결정과 판결의 근거로 사용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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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 배제에서 “수사기관이 위법적으로 얻은 물증,

서류증거 증은 증거획득수단이 법률위반이 확실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영

향을 줄 경우 그 증거에 대해 보정하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요구하여야 한

다” 고 규정되어 있다. 그 구체적 방식으로 재수사를 통한 수집이 가능한

증거에 대해서는 다시 수사하여 증거를 획득하는 것이고 재수사를 통해서

도 획득 불가능한 증거는 소추측이 그 증거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다.72) 전자는 소추측이 직접 혹은 수사기관에 요구하여 다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피고인을 다시 신문하거나 증인, 피해

자, 감정인에 대해 다시 심문 혹은 다시 수색, 검사, 압수 등 행위를 통해

증거를 획득하는 것을 뜻한다. 후자는 다시 획득할 수 없는 증거에 한해

서 합리적인 해석 혹은 설명을 요구하는데 소추측은 수사기관에게 수사

당시 절차적 하자 혹은 결함은 고의적이 아닌 기술적인 실수임을, 또는

그런 절차적 하자 또는 결함(瑕疵)이 증거조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위법

수사가 증거의 거짓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서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

다. 소추측은 이러한 설명으로 법관을 위법수사가 증거의 진실성에 소극

적인 영향이 없다고 설득시켜야 한다.73) 이는 미국의 위법수집증거의 배

제법칙의 “all or nothing”의 규칙과 다르게 검사에게 위법수집증거의 증

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긴 시간동안 인정되었던

위법수집된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갑자기 부정하는데 대한 부담감과

경찰과 검찰이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였던 과거의 수사방법을 전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법관이 위법수집 된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최고인민법원의 2012년 형사소송법의 개정된

72) 陈瑞华,“非法证据排除规则的中国模式”,《中国法学》2010年06期,第34页。
73) 陈瑞华, 앞의 글, 3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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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대한 해석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법관은 위법수사의 위법엄중성과 증거의 증명력을 놓고 이

익평가를 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위법수사가 절차적 위반을 하였고 위

법수사로 얻은 증거가 유죄인증에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고 수사기관이

위법을 하지 않고도 증거를 획득할 수 있었다면 법관은 소추측의 증거에

대한 보충 혹은 합리적인 해석을 받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74)

반대로 위법수사가 그 위법성이 엄중하고 중복획득불가의 증거이고 소추

측의 보충 혹은 합리적인 해석으로도 그 위법성이 소멸되지 아니 할 때

그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

2. 소결

증거의 증명력과 증거능력을 두고 이익평가를 한다는 점, 위법수집 된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입법취지 등의 관점에서

중국의 실체적 진실발견에 치중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위법수집된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함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일 수

74)陈瑞华,“非法证据排除程序再讨论”,《法学研究》,2014年02期,第176页。

①수사기관의 위법행위의 엄중성. ②위법수사가 중요한 법률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③위법수사행위가 중요한 사회적인 이익을 침범

하였는지 여부. ⓸위법수집 된 증거가 동 사건에서의 중요성. ⓹위법
수집증거의 채택이 사법공정에 대한 영향. ⓺피의자의 해당 범죄의

엄중성. ⓻위법수집 된 증거가 재발견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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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75) 그러나 과거 인권침해가 엄중했던 고문에 의한 수사를 억지

하고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의 위법성을 무시하고 증거의 증명력만으로 평

가하던 시대를 끝냈다는데서 이는 큰 의미를 갖는다. 다만 2012년 위법수

집증거배제법칙의 도입의 초점이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맞춰져 있는 만

큼 비진술증거인 수색과 압수에 의해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의 인정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다. 이는 거꾸로 수사기관의 불법한 수색과 압수행

위를 용납하는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또 수사중심주의로의 회귀를 일으

키고 악순환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76)

Ⅴ. 디지털 증거의 압수의 문제점

이러한 압수수색 제도의 불완전성은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범죄의 증

거, 즉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특히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자, 중국 형사소송법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부분이라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하고자 한다.77)

1. 판결의 현황

가. 사건개요

75)王雨晴、项英,“浅论我国非法证据排除规则的问题与反思”,《法制博览》,No.10,2018,第15

页。
76)陶焜炜、莫皓,“转型的微视角：审判中心与非法证据排除”,《长春理工大学学报》,Vol.31
No.2, 2018, 第47页。

77) 이 부분은 刘品新，“电子证据的鉴真问题：基于快播案的反思”，《中外法学》第29期，

2017 와 樊崇义、李思远，“论我国刑事诉讼电子证据规则”，《证据科学》2015年第5期，

2015를 바탕으로 필자가 다시 정리하였다. 아래에 나오는 판례의 사실관계는 北京市海

淀区人民法院（2015）海刑初字第512号刑事判决书를 바탕으로 다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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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붜(快播) 회사(이하 A회사라 함)는 2007년 12월에 성립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제공 회사이다. 이 회사는 QVOD플레이어를 무료로 다운

받고 설치할 수 있게 하였고 해당 플레이어로 동영상을 재생시키는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2007년 당시 중국의 동영상서비스시장에는 저화질

의 동영상플레이어를 제공하는 회사들만 있었기에 고화질 동영상 재생이

가능한 QVOD플레이어의 탄생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QVOD플레이어

가 인기를 끌었던 또 다른 이유는 플레이어 사용자가 주변인들 및 QVOD

플레이어 친구와의 동영상 공유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갑이 가

지고 있는 동영상파일을 QVOD플레이어에 업로드 하면 갑 주변의

QVOD플레이어 사용자들이 주변검색기능을 통해 갑을 클릭한 후 그가

업로드한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형식이었다. QVOD플레이어 계정친

구와의 공유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공유가 가능했다. 이러한 기능은 사용

자들의 야동의 공유에 주로 사용되었다. 경찰의 수사가 있기 전까지

QVOD하면 음란동영상, 음란동영상 하면 QVOD라고 불릴 정도였다.

그러던 중 2013년 11월 18일, 북경시 하이땐(海淀)구 문화위원회78)가

행정 검사 도중 북경왕랜광퉁회사(北京网联光通技术有限公司)（이하 B회

사라 함）에서 A회사가 B회사에 위탁 관리를 맡긴 서버4개를 발견하게

된다. 행정인원들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행정압수를 진행하였다.

2014년 4월 11일, 하이땐공안국은 영리(盈利)를 위한 음란물 전파（传播）

죄79) 혐의로 A회사의 책임자들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였다. 수사종결 후

78) 해당 구역의 문화에 관한 행정을 하는 부문.
79) 영리를 위한 음란물 전파죄（传播淫秽物品牟利罪）： 형법 제363조에 규정된 이익 도

모를 위해 음란물을 제작, 복사, 출판, 판매, 전파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벌금에 처

한다. 상황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 및 벌금

혹은 재산몰수를 한다. 해당 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가 있어야 함과 동시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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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검찰에 사건자료를 이송하였다. 2015년 2월 6일, 하이땐 검찰원

은 공소를 제기하였고 2016년 1월 7일과 8일 1심 공판이 진행되었다. 당

시 이 사건 공판은 유례없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나.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유죄 인정의 결정적 증거가 되는, B회사가 위탁 관리

했던 서버 4대의 압수절차의 적법성과 서버에서 추출한 21251개의 음란동

영상의 증거능력 유무였다.

1) 4대의 서버에 관한 쟁점.

하이땐 문화위원회(이하 “하이땐 문화위” 라 함)는 B회사의 협조 하에

4대의 서버에 대한 압수를 진행하였고 서버의 IP주소를 등기 및 저장하였

다. 압수 당일, 하이땐 문화위는 압수한 서버를 북경시 저작권국80)에 이송

하여 저작권검증을 하였다. 검증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당국

은 B회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B회사가 직접 서버중의 데이터를 추출하였

다. 2014년 4월 10일, 하이땐 문화위는 해당 사건이 형사범죄에 해당될 거

라 판단하고 사건을 북경시 하이땐 공안에 이송하게 된다. 이어 공안은

하이땐 저작권국에 가서 서버 4대를 가져오고 이를 공안국 음란물 보관실

에 맡겨두었다. 2014년 4월 11일부터 2015년 11월 6일, 공안은 4대의 서버

에 대해 세 차례의 검증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즉 공안은 1년 5개

월 동안 서버를 압수하고 있었고 검증기간이 필요이상으로 길었던 것이

다. 이 부분은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집중공격을 받게 된다.

란성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80) 저작권 관련 행정업무 담당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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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4대의 압수 및 검증의 적법성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

다.

ⓐ 하이땐 문화위가 서버압수 시 “물증의 특징에 대해 고정하지 않았

다.” 서버 내장 하드디스크의 모델, 수량, 용량을 기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압수물에 대한 사진을 남기지도 않았다.

ⓑ 서버가 압수된 기간 동안의 보존상태가 불분명하다. 하이땐 문화위

에 압수되어서 공안이 가져가기까지 5개월 동안, 서버는 B회사-하이땐 문

화위- 북경시 저작권국- B회사- 공안기관 등 5차례의 이송을 거쳤다. 또

B회사가 서버를 보관하는 동안, 행정기관의 실시간 감독이 물리적으로 불

가능하며 서버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서버 이송의 절차가 위법하다. 하이땐 공안이 서버를 가져갈 때, 제

출한 증거수집 통지서의 “2014” 중의 “4”가 원래의 프린트 되었던 수자

“5”를 수정한 것이다. 공안이 서버 취득 후, 여전히 서버의 특징, 모델, 내

장 하드디스크의 모델, 수량, 용량 등에 기재는 없었다. 압수물에 대한 사

진 역시 없었다.

ⓓ 공소기관이 제출한 몇 개의 감정의견을 대조했을 때 서버내의 하드

디스크의 수량과 용량에 대한 기술(记述)이 다르다.

ⓔ 서버와 A회사 사이의 연관성이 불분명하다. 공소 측이 제출한 행정

집법 대상물품목록, 검사기록 등에서 서버의 인터넷연결 IP주소만 기재했

을 뿐 해당주소는 서버의 신분 식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변호인 측의 주장의 핵심은: 4대의 서버가 A회사와 연관성이 없다는

것과 서버가 사건현장에서의 압수한 그 서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소 측은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서버가 현장

에서 압수한 그 서버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증언, 압수

기록, 선행등기물품 결정서, 행정집법 물품목록, 검사기로그 문의(询问)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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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증거물 목록, 등을 보강증거로 제출하였다.

2) 추출된 21251개의 음란동영상에 관한 논쟁

서버 내부의 동영상의 출처와 그 것이 오염되었는지는 본 사건의 또 다

른 논쟁 중의 하나이다. 음란동영상의 수량이 영리를 위한 음란동영상 전

파죄의 성립과 양형에 영향주기 때문이다. 첫 공판에서 공소측은 공안의

음란물품 심사감정서를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서버에서 29841개의 동영

상을 추출하였고 그 중 21251개가 음란 동영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

이다. 음란동영상이 “오염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공안은 해당

심사관을 공판에 출석시켜 증언하게 하였다. 그 증언을 요약하면 서버 내

에 저장된 동영상의 파일형식이 QVOD었고, 기타의 동영상 플레이어로는

재생할 수 없었으며 B회사의 기술적 도움으로 B회사가 파일형식을 변환

시키고 공안에 제출한 후 심사관이 감정을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B회사의

직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술 증언이 사실이라고 확인하였다.

변호인 측은 서버 내의 내용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 행정압수 기간 내에, 서버를 열 때 행정인원의 감독이 있었다는 아

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 것이 오염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

제하기 어렵다.

ⓑ 수사 시 B회사는 기술적 도움을 주었는데 해당 회사는 감정자격이

없고 본 사건과의 이해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 전자데이터의 해독은 복사본에 한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적

어도 2대의 서버에 대해서는 심사관은 그 원본의 파일형식을 직접 전환하

였다. 이는 원시적인 데이터가 손상되었음을 의미한다.

ⓓ 공소 측의 제출한 증거는 캐시(cache)내의 동영상 중에서 추출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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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뿐 A회사와 동영상의 저장, 다운로드 등 행위와 연관성은 없다는 것이

다.

ⓔ 하드웨어 중 일부데이터는 서류가 생성된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의

문이 있다. 또 공안의 음란물판정절차가 위법이다. 공안은 차례로 3개의

감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음란동영상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지만 감정인은

동일하며 이는 재 감정 시 감정인이 동일할 수 없다는데 위반된 것이다.

공소 측의 증거에 대한 상술의 반론은 증거의 연관성, 진실성과 합법성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 중, a와 b는 증거의 연관성, 즉 동영상파

일이 A회사와 연관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증거가 오염되거나 수

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심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a, b, c와 d는 증거의 진실성에 관한 반론이다. 즉 동영상파일이 조작되었

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e는 증거의 합법성과 연관된다. 음란동영상의

파일의 개수에 관한 감정의견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 핵심은 동영상 파

일의 출처에 대한 의심에 있다.

이어 공소 측은 추가적인 진술을 한다. 먼저 음란물품에 관한 감정의견

서는 객관적 진실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공소 측은 감정과정에 대한 기록

과 서버에 대한 감정의견을 추가증거로 제출하였다. 감정기록에는 공안이

파일형식의 전환과 감정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었다. 또 이 과정은

이미 저장된 데이터를 읽을 수는 있지만 외부로부터의 데이터추가는 안된

다고 주장하였다. 4대의 서버에 관한 감정의견서의 경우, 해당 감정서는

2015년 5월 28일 공판 전 회의에서 변호인 측의 이의제기와 연관된 것이

라고 해명하였다. 당시 변호인 측의 이의에 대해 공소 측은 공안에게 재

감정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C감정회사가 공안의 위탁을 받고

서버에 대해 감정을 하였으며 감정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4대

의 서버 중 1대는 손상으로 작동이 되지 않고 기타 3대는 2013년 11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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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터 2015년 12월 2일 사이에 외부로부터 추가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

는다.” 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의견은 음란동영상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가? 변호

인 측은 해당 의견서가 서버 내의 데이터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

기 어렵고 감정의견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감정의견은 서

버의 내장하드디스크의 수량과 용량 등에 대한 서술이 공안의 자체감정의

서술과 모순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서버가 교환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하였

다. 만약 이러한 의심이 인정된다면 동영상파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흠집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다. 증거에 관한 논쟁의 핵심

공소 측이 4대의 서버와 음란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것은 결국 A회사

가 음란물전파행위를 하였다는 것과 해당 행위가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였

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두 증거는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 중의

“고의와 음란성에 대한 인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 것

은 서버 중의 음란동영상의 비율이 70%이상이며 이는 A회사가 QVOD플

레이어 사용자들이검색과 재생하는 동영상의 특징을 알기에 충분한 것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호인 측의 주장한 의심은 해당 증거들의 연관성,

합법성과 진실성에 큰 타격을 준 것이다.

라. 1심 법원의 판결

1심 법원은 수사관과 검찰관의 제출한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4대의 서버에 관한 감정결과를 인정하였다. 수사기관의 서버에 대한 압수,



- 56 -

이전, 보존 등 과정에서 B회사가 감정인에게 파일형식전환 등 기술적인

제공은 서버 자체와 저장된 동영상의 진실성에 영향주지 않는다고 인정하

였다. 이를 출발점으로 경찰이 제출한 음란물에 대한 감정서는 절차적 하

자가 존재하지만 2015년 11월 6일 제출한 추가감정결과서로써 그 합법성

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공소 측의 제출한 증거로부터 본

사건에서 압수된 4대의 서버의 소유자는 B회사이고 A회사는 해당 서버의

실질적인 원격조종자이며 일상사용자라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해당 판결의 평가 및 문제점 분석

가. 해당 판결의 평가

전체적으로 볼 때 본 판결에서 판사는 서버와 동영상의 증거에 대한 증

거능력 인정에 있어서 공소 측의 추가적인 감정서와 공판에서의 부가적

설명을 보강증거로 인정함으로써 유죄인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 중 공

안이 C회사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감정서가 핵심이다. 즉, 사건과 관련된

하드디스크가 사후의 수정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증거의 형식적인 진실성만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판사

가 현행법의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보강조치 관련 조항에 근거하였음을

알 수 있다81).

나. 문제점 분석

81) 刘品新,“电子证据的鉴真问题: 给予快播案的反思”,《中外法学》,2017,第102~103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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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에 관한 증거능력인정방식- 변호인 측이 증거의 증거능력

에 합리적 의심을 주장하였을 때 보강증거조사나 부가적인 설명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식- 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먼저, 새로운 감정의견으로 본래의 감정의견을 증명하는 방식이 논리적

으로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본래의 감정의견 이후의 시간에서 해당

증거가 그대로 보존되었음을 증명할 뿐 그 전의 오염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82).

다음, 증거보강의 방식은 중국의 디지털증거규칙의 입법취지에 어긋나

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관의 증거수집과정에서의 착오로 하여 판

사는 디지털증거의 출처와 형성과정, 수집과정 등에 대한 심사가 불가능

해졌다. 현행법에 디지털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 감정이나 점검을 하

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관련 기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83).

일찍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이 제정될 당시 북경대학의 陈瑞华 교수는

추가적인 감정으로 증거의 진실성을 감정하는 자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물증에 대한 사법감정은 무의미한 것이다. 출처

를 확인할 수 없고 수집과정 역시 불분명한 또는 보존이 완전하지 못한

물증은 그 자체가 존재했었는지부터 의심된다. 자체의 존재성 여부를 의

심받는 증거는 그 것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의 진실성을 보장할 수 없다

.”84)

82) 刘品新,앞의 논문,2017,第103页。
83) 刘品新,“电子证据的关联性”,《法学研究》, 2016,第189~190页。
84) 陈瑞华,“论侦查中心主义”,《政法论坛》,2017,第18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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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 압수·수색제도 도입가능성 검토

Ⅰ. 헌법적 근거 마련

1. 한국 헌법의 영장주의와 관련 기본권조항에 대한 고찰

가. 헌법제정과정에서 영장주의와 기본권조항에 관한 논의

1). 각 안에 대한 소개

검찰수정안85)은 우선 당시 치안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특별

히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선형사령 제12조 내지 제15조를 유지하였

다.(제7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평상시 또는 특별히 급속을 요하는 경우

가 아닌 경우에는 구인자·구류장을 발부할 수 없었고, 사법경찰관의 경우

에는 검사를 경유하여 검사는 직접 재판소에 청구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처분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하지만,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할 특

별히 급속을 요하는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은 여전히 공소 제기 전에 압수, 수색, 검증, 피의자구인, 피의자신문, 증

인신문, 감정, 통역, 번역의 처분을 할 수 있었다.

미군정법령 제176호이 주로 개정하고자 한 대상은 “수사기관의 강제수

사절차”였다. 그 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

면, 신체구속 그리고 압수와 수색 등을 할 수 없게 개정되었다. 미군정법

85) 검찰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필자의 연구에 필요한 선행연구 논문 중 하나인 문성

도, 영장주의의 도입과 형성에 관한 연구: 1954년 형사소송법의 성립을 중심으로”, 서

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128~138쪽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이 항목 내 검찰수

정안에 대한 정리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때가 아니면 인용 각주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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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176호는 검찰수정안 또는 개정에 대한 검찰총장의 공개건의와 달리

수사기관에게 고유의 강제처분권을 인정하였던 조선형사령 제12조 내지

15조를 폐지하였다. 또한 행정집행령에 규정하고 있던 행정검속제도를 폐

지하였다. 여기서의 구속은 구인, 구류, 유치, 체포, 검속 등의 명칭에 상

관없이 신체를 구속하는 모든 상황을 의미한다.

현행범 체포 시(미군정법령 제176호 제4조), 그리고 긴급구속대상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 물건에 대해서는(미군정법령 제176호 제5조 단서)

영장없이 압수, 수색할 수 있었다. 광범위하게 영장 없는 압수와 수색을

인정하고 있지만, 개정 전과 다른 것은 원칙적으로 48시간 내에 영장발부

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후 법원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

후영장이 사전영장원칙에 대한 예외이지만, 그것이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

라는 의미는 아니다.

광복 후 수사기관의 독자적인 강제처분권을 인정한 구 형사소송법은 일

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악법이므로 영장 발부권을 검찰청과 경찰에 맡긴 것

은 왜정의 식민지 경찰제도의 잔재라는 견해를 가지고 사람을 구인구속하

는 권리는 마땅히 재판소에 있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1947

년 3월 대법원안으로 구체화되었다. 해당 안은 법원만 영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영장발부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현행범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기관이 영장 없이 강제처분을 할 수 있

었지만, 48시간 이내에 구류장을 청구하거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법원

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미군정장관의 군정법령 제176호

와 제180호에 의해 수용되게 된다. 미군정법령 제176호와 제180호는 영장

발부는 법관이 하고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은 검사를 경유하도록 한 사법

부의 타협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방안을

채택하였고 사후영장에 대한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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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기초가 되었거나 영향을 미친 헌법초안

은 행정연구회안, 유진오사안, 유진오안, 권승렬안, 헌법기초위원회안 등이

있었다. 그 중 영장주의와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유진오사안:

유진오안:86)

86) 유진오사안은 유진오가 만든 헌법초안이다. 유진오안은 유진오가 유진오사안을 작성

하던 중 행정연구회의 합류요구로 행정연구회와 같이 만든 헌법초안이다.

제9조 모든 인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되지 않는다. 하인이든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 이외에는 이유를 명시한 재판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는 체포, 구금, 수색을 받지 아니하며,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

가 보장된다.

제9조 모든 인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체포, 수색, 구금, 심문, 처벌되지 않는다. 범죄의 혐의, 기타의 이

유로 체포, 구금을 받은 자는 그 이유와 정당한 권한의 근거를 즉시

통고받을 권리가 있다.

제10조 모든 인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갖는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않는다.

제11조 모든 인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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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오사안과 유진오안 모두 영장주의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였

다. 그러나 그 경위에 대한 기술은 없다.

권승렬안87)

헌법기초위위회안88)

87) 1948년 6월 3일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에 제출되어 헌법기초위원회의 참고안이 된

초안을 말한다.
88)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는 1948년 6월 3일부터 22일까지 유진오안을 원안으로 권승

렬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헌법안을 작성하였다.

  제12조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향유한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 및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구

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범죄의 현행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한 바

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국민은 주거와 이전의 자유를 향유한다.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주거의 침입 수색과 이전 자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조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 한다.

제10조 모든 인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

를 제한 받지 아니 하며, 주거에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않는다.

제11조 모든 인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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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 회의에서 3명의 의원이 ‘범죄의 현행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

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형사소송법과 같은 감이 있다

고 질의하였다. 이에 대한 권승렬 전문위원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이것

은 물론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미계통으로

있어야 되겠지마는 즉, 형사소송법을 가진 국가는 뽑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이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속이 규정되지 않으면 그 순을 따라

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수속방법을 넣어서 구체적으로

완전한 방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넣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형사소송법에 가까운 것입니다.”89)

89) 헌법제정회의록(1967), 138~139쪽, 문성도, “영장주의의 도입과 형성에 관한 연구:

1954년 형사소송법의 성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년, 200쪽에서

재인용.

 “제9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단, 현행, 범인의 도피 또

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체포 구금을 받은 때

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

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

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에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않는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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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헌헌법

수차의 토의와 의결을 거쳐 결국 제헌헌법에 규정된 형사절차적 권리는

다음과 같았다. 신체의 자유와 영장주의 원칙은 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 구

금, 수색, 신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단 범죄의 현행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

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주거 침입의 제한에 대해서는 “모든 국

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 하

며 거주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 한다.”고 헌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헌헌법은 강제처분법정주의나 사후사법심사를 원칙으로 하지 아니하

고 사전영장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후 영장발부를 인정하는 영장

주의를 채택하였다. 영장발부권한을 법원이 아니라 법관의 권한으로 인정

하였다. 90)다만 신체의 검증, 주거의 침입과 수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근거하도록 할 뿐 영장주의를 규정하지 않았다.

유진오는 제헌헌법 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본조 제2

항은 경찰관리가 국민을 체포, 구금 또는 수색할 때에는 반드시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종래 경험으

로 보아 그 점에 경찰관리의 권력남용의 위험이 가장 많음으로 그를 방지

하기 위한 규정이다. 물론 헌법에 이상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범죄수사에

상당한 곤란이 있을 것이 예측되나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하

여 그와 같은 규정을 둔 거이다. 그러나 이상의 원칙을 너무 고수하면 범

90) 문성도, “영장주의의 도입과 형성에 관한 연구: 1954년 형사소송법의 성립을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년, 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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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사가 전연 불가능할 때가 있으므로 본 항에 단서를 설치하여 현행범

의 경우와 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우선 법관의 영장 없이 범인을 체포, 구금 또는 수색하고 사후에 법관의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예외적 규정이므로 가장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더구나 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의 유무

를 인정하는 것은 수사기관 자신이므로 본 규정을 남용하여 국민의 신체

의 자유를 임의로 해함이 없도록 법률에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또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가급적 단시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91)

나. 한국 헌법에서 영장주의와 관련 기본권조항의 변화

1). 1952년 헌법에서의 영장주의와 관련 기본권조항

1952년 한국 헌법 제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

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단, 범죄의

현행 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영장주

의를 규정함과 동시에 사후 영장도 인정하고 있다. 또 제10조에서는 “모

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

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규정하고 있는 등 헌법

적으로 주거의 침입을 제한하고 있다.

91) 유진오(1949), 헌법해의, 명세당, 1949. 1. 25, 37~38쪽. 문성도, “영장주의의 도입과 형

성에 관한 연구: 1954년 형사소송법의 성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년, 205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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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헌법수정에서 주거 침입의 제한에 관한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는 1954년 헌법내용을 삭제하였다. “모든 국민

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

지 아니한다.”

2). 1963년 헌법에서의 영장주의와 관련 기본권조항

한국은 1963년 헌법에 대한 전면개정을 실행하였다. 영장주의와 관련된

조항으로는 신체의 자유와 영장주의 원칙을 제시한 제10조에서는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수색·압수·심문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하며,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③체포·구금·수색·압수에는 검찰관

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

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52년 헌법과의 차이점이라면 영장발부절차에서 “검찰관의 신청에

의할 것”이라는 절차를 추가하였다는 점이다.

주거의 침입제한 조항인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침입을 받지 아

니한다. 주거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에는 법관의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1952년 헌법과 차이가 있다. 주거에 대한 수색

과 압수에서 법관의 영장을 제시할 것을 헌법적으로 규정하였다.

3). 1972년 헌법에서의 영장주의와 관련 기본권조항

1972년 헌법 제10조에서는 제①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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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

벌·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

고 제③항은 “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

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63년 헌법에서의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부분

이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라고 수정되었다.

주거침입의 제한에 관한 조항인 제1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1963년 헌법과 비교했을 때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라

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하지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부

분은 변하지 않았다.

4). 1980년 헌법에서의 영장주의와 관련 기본권조항

1980년 헌법의 신체의 자유와 영장주의에 관한 조항은 큰 변화가 없다.

다만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라는 표현을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표

현으로 바꿨다. 또 영장주의의 예외에 있어서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

려가 있는 경우”에서 이를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

“라는 문구를 추가함92)으로써 그 범위를 축소하였다.

92) 1980년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신

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

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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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침입의 제한에 관한 조항에 있어서는 전의 1972년 헌법과 크게 다

르지 않다. 다만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라는 문구를 ”검사의 신청에 의

하여“라고 변경하였다.93)

5). 현행 헌법에서의 영장주의와 관련 기본권조항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의 원칙과 관련하여 한국 현행 헌법은 1980년 헌

법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제12조에서는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

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

지 아니한다. ……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

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

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거의 침입에 관한 조항 역시 1980년 헌법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모

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

다.”

다. 한국 헌법에서의 영장주의와 관련 기본권조항에 관한 검토

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93) 1980년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

수나 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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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은 제헌헌법부터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현행

헌법 제정당시까지 근 40년간 몇 번의 전면적인 개헌이 있었지만 사전영

장주의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주거에 대한 압수와 수색과 관련되어 영

장을 받을 것을 처음 헌법으로 규정한 것은 1963년 헌법이다. 그 후 현행

헌법까지 이 조항 역시 변하지 않았다. 그 중 1963년 헌법, 1972년 헌법

및 1980년 헌법 모두 군사정권 당시 제정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헌헌법에서 사전영장주의 규정의 출발점은 경찰관의 권력남용의 위험

에 대한 우려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보호였다. 그럼에도 수사권의 실행

에 관한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영장을 인정하였지만 사후영장을 신

청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은 수사기관 자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수사권의

실현, 상충되는 양자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단연 기본권 보호에 무게

를 두고 있다. 이 취지는 그 후 수회의 헌법개정이 있었음에도 변함이 없

었다.

2. 중국에서의 도입가능성 검토

가. 문제의식의 동일성

중국 헌법 제33조는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7조에는 “공민의 인신자유는 침범되지 아니한다. ……공민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수색을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민의

신체에 대한 수색이 합법적임에도 그 침해가 엄중할 경우 헌법 제33조와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중국 헌법에서 주거의 침입에 관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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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같은 문제가 있다. 해당 조항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주거는 침

범되지 않는다. 공민의 주거에 대한 불법 수색이나 불법 침입은 금지된

다.”고 규정되어 있다. 수사기관의 압수와 수색행위가 합법적임에도 그 것

이 공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또 그러한 현상이 일상적으로,

반복되어 발생할 경우 합법적인 수사에 대한 범위가 너무 넓게 설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나. 비례의 원칙을 통한 이중보호

중국 헌법은 공민의 기본권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94)하고

있다. 그러나 공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주체가 국가일 경우, 그 경계에

대해 설정하고 있지 않다.95) 한국과 같이 수사기관의 권력의 남용에 대한

우려와 공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헌법은 수사기관의 공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한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

다. 또 중국은 헌법해석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헌법조항이 충돌될 위험

이 있으면 헌법해석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헌법해

석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헌법해석을 전혀 하지 않고 있

다.

이러한 문제는 비례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다

만 헌법해석의 필요성과 더불어 적극적인 위헌법률심사가 이뤄져야 할 필

요성이 있을 것이다.

94) 중국 헌법 제33조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제37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

의 인신자유는 침해되지 아니한다.”제39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주거에 대한 불법수

색과 불법침입은 금지된다.” 등 조항으로 그 권리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95) 陈景辉,“比例原则的普遍化与基本权利的性质”,《中国法学》,No.5,2017,第287页。



- 70 -

Ⅱ. 수사기관과 영장발부기관의 분리

1. 한국에서의 영장발부주체에 관한 입법

한국에서 압수·수색영장은 법관에 의해 발부된다. 이는 헌법적으로 규

정되어 있다. 헌법 제12조 제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

시하여야 한다.”고 인신구속과 대물적 강제적 처분에 있어서 모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헌법 제16조에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영장발부주체가 법관임

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또 수사권의 실행에 관한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영장을 인정하였

지만 사후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은 수사기관 자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부터 볼

때 한국은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수차 강조되어 왔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영장발부주체의 분리는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이는 제헌헌법

당시부터 강조되어 왔다. 제헌헌법은 제9조에서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

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중국에서의 도입가능성 검토

수사기관이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법률로써 제한하고 있고 법률이 이를

넓게 인정하는 상황에서 공민의 기본권 보호는 수사기관의 자아의 권력

절제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기관 사이의 권력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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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사법기관의 통제가 바로 그 것이다. 한국은

그 방식으로 영장의 발부주체를 법관으로 한정하였고 수사기관은 법관에

게 영장발부를 해줄 것을 신청하는 구조를 채택했다. 또 이를 헌법에 명

문화까지 하였다. 중국과 같은 문제의식-수사기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공민의 기본권을 보호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법관에 의한 영장주의는 좋은 모델이다.

중국형사소송절차 전반에서 보았을 때 수사기관의 자체영장주의발부모

식은 바꾸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검찰이 영장발부권한을 갖는 것

이다.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거는 수사효율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이

다.96) 그러나 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원보다 중립적인 법원이 수사기관의

권력에 대한 견제를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또 법관에 의한 영장

주의가 실현 가능하려면 법관의 법원으로부터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중국 법원개혁의 과제이기도 하다. 법원개혁이 탈행정화라는 과제를

완성할 때 법관에 의한 영장주의제도의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사법기관에 의한 영장주의를 채택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권

의 남용방지와 공민의 기본권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Ⅲ. 압수·수색영장에 있어서 일반영장의 금지

1. 한국의 포괄적 압수·수색영장의 금지에 대한 규정

가. 객체의 구체적 명시

일반영장의 문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정과정에서 논의 대상이 되지

96) 李蓉、邹啸弘,“论刑事扣押的司法控制”,《湘潭大学学报》,2016,第35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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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97) 다만 일반영장과 관련된 내용은 정부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

부안은 성명, 주거, 죄명, 공소 내지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기재함으로써

영장발부의 이유가 된 개별적인 사건을 특정하고, 구속할 피의자·피고인

의 성명·주거와 인치·구금할 장소, 또는 압수할 물건 및 수색할 장소·신

체·물건을 기재하도록 하여 강제처분의 범위와 내용을 특정하도록 하였

다. 또 법사위안은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할 취지’를 추가하여 유효기간 경과의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하였다.98)

압수·수색의 대상은 압수·수색영장에 반드시 특정되어야 한다.99) 특정

성이 결여된 영장은 일반영장이다. 일반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은 사생활

의 보호와 재산권보장을 지향하는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금

지된다.100)

한국의 영장주의는 일반영장의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압수·

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발부연원일·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

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10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한 물건’을 특정

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또 피압수자에

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금지된다. 압수·수색

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97) 문성도, 앞의 논문, 255쪽.
98) 문성도, 앞의 논문, 256쪽.
99)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100)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5판, 법문사, 2014, 421쪽.
101) 형사소송법 제11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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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102)

나. 시기의 구체적 제한

같은 영장으로 수회 동일한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 따라

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이를 종료한

때에는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도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103) 별건압수나 별건수색도 허용되지 않는다. 동일한 장소 또는 물건

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일지라도 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과 별개의 사실에

대하여 영장을 유용할 수도 없다. 압수·수색의 대상을 예비적으로 기재하

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범죄사실이 다른 때에는 동일한 물건에

대한 재압수가 가능하다. 압수 해제된 물품의 재압수도 가능하다.104)

2. 중국에서의 도입가능성 검토

중국의 수색증과 압수증은 그 객체와 시기에 대한 명시를 요구하지 않

는다. 수색은 사후의 수색기록, 압수는 압수기록과 압수물목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할 뿐이다. 이는 수사기관의 압수증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기 어

렵다. 압수증의 신청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하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일반영장이 허용된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일반영장의 허용은 중국 형사소송법의 적법절차와 형사소송법의 임무에

반한다. 압수증과 수색증이라는 절차를 두는 것은 수사관의 수사권 남용

102)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103) 대법원 1999. 12. 1., 자, 99모161, 결정.
104) 대법원 1997. 1. 9., 자, 96모3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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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지하고 공민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일반영장의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공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의 방지라는 수사과정에서의 압수증과 수색증의

절차적 작용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중국은 수색증과 압수증의 설치에

서 한국과 같은 취지임에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의 작용이

훨씬 낮다.

따라서 중국은 압수증과 수색증의 내용에 관하여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수색증에 있어서는 성명, 죄명,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발부

연원일·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다는 등 내

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이 필요하다. 수색증도 마찬가지로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발부연원일·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

지 못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야 한다. 또 압수증과 수색증을 발부하면서

‘압수한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동일한 영장으로 수회 같은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대

해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별건수색이나 별건압수도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수색증과 압수증의 그 절차적 작용을 완전하게 실현하는 요

건이다.

Ⅳ.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에 대한 수정

1. 한국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발전과정

196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오랫동안 대법원은 압수·수색 등의 절차

에서 영장주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수집된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

했다. 대법원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과거 입장인 ‘성질·형상 불변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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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법수집된 비진술증거의 불배제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 입장은 “증거

물은 사법경찰관이 압수영장 없이 압수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

는 것은 아니므로, 그 형상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

로 증거능력이 있다.” 는 것이었다.105)

그러나 2007년 11월 15일, 대법원은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법수집된 비진술증거에 대한 ‘성질·형상 불변론’의 입장을 바꾼다. 해당

판결의 다수의견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은 그 과정에서 관

련자들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엄격히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헌법과 형사소

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써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어 다수의견은 절차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획일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한 취지에 맞지 않

는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위법수집된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

할 수 있는 경우는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

지 아니하고, 그 증거의 증거능력의 배제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

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

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판단하였다. 이

어 위법수집된 비진술증거로부터 파생된 증거의 증거능력 역시 부정한다.

이어 한국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

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105) 조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박영사, 2017, 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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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

의 배제는 ①수사기관의 활동이 형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거나, 형

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배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양과 질 측면에서 ‘사법의 염결성’과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

는 위법수사가 행해졌는지 여부와 ②수사기관의 고의, 과실, 착오 등을 검

토하면서 위법수사에 대한 억지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 두 측면을 고려해

야 한다는 것이다.106)

2. 중국의 위법수집된 비진술증거의 배제에 주는 시사점

중국은 2012년 형사소송법에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을 처음으로 도

입하였다. 절차적 위반이 있는 진술증거에 대한 전면적 배제와 다르게, 비

진술증거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에 대한 합리적 설명 또는 추가의 조사

를 통한 보정’이라는 태도로 실질적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 대법원이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위법수집된 비진술증거에 대한 ‘성질·형상 불변론’의 입장태도와

일치하다.

위법수집된 비진술증거에 대한 태도를 바꾼 한국 대법원은 ‘헌법과 형

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

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써’ 라는 근거로 유

죄증거로써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대물적 강제처

분 행위가 형사소송의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될 경우 그로부터

획득한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비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이를 ‘그

106) 조국, 앞의 책, 3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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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증거능력의 배제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

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

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한정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은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경우는 위법수

사가 그 위법성이 엄중하고 취득한 증거가 중복획득불가의 증거이고 소추

측의 보충 혹은 합리적인 해석으로도 그 위법성이 소멸되지 않을 때 만이

다. 즉, 절차적 하자가 있는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원칙적

인정, 예외적 배제’ 이다.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할 경

우 압수와 수색의 절차적 규정이 무의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

서 압수와 수색의 절차에 대한 규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압수와 수색

에 대한 절차의 존재적 가치는 기본적 인권보장에 있다. 인권보장의 관점

에서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절차적 제한과 더불어 그에 대

한 사법적 통제 역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이 합리적이다. 또 비진술증

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은 사법이 수사기관에 대한 효

과적인 통제방식의 일종이다. 따라서 위법수집된 비진술증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제함이 마땅하다. 기존의 중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서

비진술증거에 대한 윈칙과 예외의 범위는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

Ⅴ. 디지털 증거의 압수

1. 한국의 디지털 증거의 압수에 관한 규정

가. 일반 규정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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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형사소송상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와 수색은 유형물 중심의

증거에 관한 규정 그대로 적용되어 왔다. 2011년 7월 형사소송법 제106

조 제3항107), 제4항108)을 개정, 신설하였다. 동조 제3항, 제4항은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증거를 출력·압수할 수 있고, 이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외인 경우에는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를 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만으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109)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별지형태로 붙이는 압수대상 및

방법의 제한 이라는 영장 별지는 이 조항을 구체화 하였다. 그 내용은 원

칙적으로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는 매체의 소재지에서 수색·검증

후 혐의사실과 관련된 디지털정보만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의 저장

매체에 복제하는 형식으로 압수해야 한다.110) 또 영장집행현장에서 저장

매체 원본 자체의 반출이 허용되는 3가지 경우도 제시하고 있다.111) “ ①

집행현장에서의 하드카피․이미징이 물리·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② 하드카피․이미징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

107) 형사소송법 제106조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

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

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108) 형사소송법 106조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09) 김한기,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년, 37쪽.
110) 이인곤, “형사절차상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찰연

구 제15권 제4호, 2016년, 186쪽.
111) 박혁수,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의 실무상 쟁점”,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4호, 2014

년,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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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③ 그 밖에 각 호에 하

는 경우.”

나. 대법원 판례를 통한 기준 제시

또한 한국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에 관한 입법적 공백의 문제들을 대법

원 판례의 해석론으로 해결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그 법리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1)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에서 대법원은 저장매체 자체

에 대해 압수가 가능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

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라고 영장집행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112)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

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

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

112) 이 경우는 “집행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최윤정,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적용되는 영장주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법적 검토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153,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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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이다.”라고 그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그 경우에 대해 한정하고

있다.

즉, 정보저장매체 자체에 대한 압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예외적인 경우는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을 복사하거나 출력하

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영장에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의

압수조치가 허락된다고 적시되어 있는 경우이다.113)

(2) 압수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탐색의 범위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판결에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

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

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

서 범죄혐의와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문서를 출력하거나 파일

을 복사하는 집행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어서 대법원 다음과 같이 판시한

다.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

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은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 “그러한 경우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의 대

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혐의와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

113) 방봉혁,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학위논문, 2014년, 6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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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출력 또는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

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즉,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경우, 이에 저장된 파일을 탐색함에 있

어서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한정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

고 있다.

(3) 별건압수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는 디지털증거

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행위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압수 가부에 대해 판시하고 있다.

해당 결정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그 저장매체 자체

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

어 외부에서 그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

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

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

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

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114)라고 별건압수의 경우 별도의 영장을 받을 것

을 요구하고 있다.

114) 대법원 2015.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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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본래의 압수·수색영

장과 관련 없는 별도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을 받아 압수하여야 한다.

(4) 압수·수색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참여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

원합의체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

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

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

시하면서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불

참여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

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

다”고 하면서 이 경우,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

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115)

즉,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사자나 변호인의 참여는

당사자의 당연한 권리116)로 판단하고 있고, 이를 보장하지 않음에도 압수·

115) 대법원 2015.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116) 이정민,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과 절차적 진실”, 형사법연구 제28권 제3호, 한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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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이 합법적인 예외적인 경우는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

과 내용 등에 비추어 참여보장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은 경우

라고 판단하였다.117)

2. 중국에 주는 시사점

중국 역시 디지털 증거의 압수와 수색에 대한 별도의 법조항이 규정되

어 있지 않다. 또한 최고인민법원도 이에 대한 해석을 상세하게 하지 않

고 있다. 이 부분은 영장주의를 택할 경우,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한 영역

이다.

정보저장매체 자체에 대한 압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여야 한다. 정보저

장매체 자체에 대한 압수는 당사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는 수단이다. 이는 압수현장에서 디지털 증거에 대

한 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당사자의 참여나 변호사의 참여가

보장되는 전제에서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되어야

한다.

디지털 증거의 특징으로부터 볼 때,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일괄적인 탐

색은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탐색과

정에서 당사자 또는 변호사의 참여가 권리로 보장되어야 함이 합리적이

다. 당연히 당사자 또는 변호인은 참여권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탐색도중 발견한, 압수·수색영장과 관련 없는 범죄혐의에 대한 파

일이 발견될 경우, 별도의 영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는 무분별한 탐

사법학회, 2016년, 166쪽.
117) 노수환,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 절차상 당사자의 참여권 및 별건 관련성 없는 증

거의 압수 요건 -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최신판례분

석65권7호, 2016년, 6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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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으로 인한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무의미

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디지털 증거의 압수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원격압수가 가능한지 여부, 해외의 서버에 대한 압수는 영장주의

위반이 아닌지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 한국에서의 논의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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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국 압수·수색제도 개선안 검토

이번 장에서는 상술의 논의를 전제로 중국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대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장의 검토를 전제로 중국 압수·수색제도가 갖춰

야 할 이상적인 모델과 현 중국 사법환경의 실정에 부합되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제1절 이상적인 모델

Ⅰ. 기본권 조항 개정

1. 비례의 원칙 조항 신설

비례의 원칙은 공민의 기본권 보호에 있어서 그 한계를 설정하는 원칙

이다. 수사기관의 대물적 강제처분이라는 영역에서 비례의 원칙은 공민의

기본권과 국가가 실현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간, 즉 형벌권의 실현 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기준이 된다. 또 이는 중국헌법의 인권보호의 취지에 대

한 구체적 체현이다.

이상적 조항을 만들어 보자면 다음과 같다.

  “中华人民共和国公民的基本权利神圣不可侵。即使遇到需要限制公民

的基本权利的情形，也绝不能侵犯基本权利的实质内容。”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기본권리는 신성불가침이다. 공민의 기본

권리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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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장주의 조항 신설

영장주의 원칙을 형사소송법보다 헌법에 신설해야 되는 논리적인 근거

는 빈약하다. 그러나 영장주의를 헌법적 원칙으로 정할 경우, 헌법적 가치

라는 정당성을 얻게 된다.

영장주의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Ⅱ. 수사기관과 영장발부기관의 분리

제3장의 논의의 결론은 수사기관과 영장발부기관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중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법관이 수사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영장을 발부하는 모델이다. 다만 이 경우 위에서 제시한 헌법 조항에 그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별도의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

또 기존의 수색증, 압수증 발부주체를 수사기관 자체로 규정하였던 “공

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규정”의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기에 폐기된

다.

Ⅲ. 포괄적 영장주의의 금지

기존의 형사소송법에는 압수증과 수색증의 객체에 대한 제한과 시간적

  “搜查和扣押需依照侦查机关申请，法官签发的搜查、扣押证实施。”

“압수와 수색은 수사기관이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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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제3장의 논의를 기반으로 일반영장의 금지는

영장주의의 당연한 내용이다.

수색과 압수는 다수의 경우 동반되어 발생한다. 영장주의를 택할 경우,

수사와 압수의 절차가 수사기관에게 가져올 비효율성을 감안하여, 또 수

사의 편리를 도모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수색증과 압수증을

일체화할 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를 전제로 압수·수색영장의 구체적

내용- 시간적 구체성과 객체의 구체성을 제한하는 조항을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搜查·扣押证应当写明被搜查人、被扣押者的姓名、罪名、扣押的物

品、需搜查的场所、身体、物品、发布年月日、有效期限，禁止用逾期的

搜查·扣押证执行相应措施。”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

소·신체·물건, 발부연원일·유효기간을 기재해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

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다.”

“禁止侦查机关以扩充、类推等不利于被搜查者和被扣押者的解释方式

解释搜查·扣押证所描述的物品清单、需搜查的场所和被搜查人。”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와 신체에 대해 피압수자에게 불리한 내

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금지된다.”

“一个搜查·扣押证对相同的场所只能进行一次搜查和扣押。”

“같은 영장으로 수회 동일한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

“禁止扣押与搜查·扣押证所记述的犯罪事实无关的物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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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개정

위법수집된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은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Ⅴ. 디지털 증거의 압수에 관한 입법적 개선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그

것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정보저장매체에 저

장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가 불가능할 경우, 당사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탐색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으로 해당 증거를 압수해

 “侦查机关违反法定程序取得的证据无证据能力。”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

력이 없다.”

“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과 무관한 물건에 대한 압수는 금지된다.”

  禁止直接扣押电子证据载体。若在扣押现场确实无法搜集所载电子数

据，应当保证当事人或律师能够参与搜查机关对该载体的阅览过程。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모든 가능

한 방법으로도 해당 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를 압수할 수 없는 경

우, 당사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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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对在阅览载体过程中所发现的、与本案无关的犯罪证据，应当另申请搜

查扣押证对其扣押。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탐색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범죄혐

의에 대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으로 해당 증거

를 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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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점진적 대안 제시

Ⅰ. 기본권 조항 개정

기본권 조항의 개정에서 비례의 원칙의 신설은 꼭 필요한 조항이다. 헌

법해석기관이 그 기능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기에 헌법이 보장하는 공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다만 영장주

의원칙을 헌법적으로 규정해야 되는지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영장주의

가 헌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어도 실질적 효과에는 큰 차이

가 없다.

Ⅱ. 수사기관과 영장발부기관의 분리

수사기관과 영장발부기관의 분리는 공민의 기본권 보호의 관점에서도,

권력남용의 취지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다만 중국의 사법제도는 법원

의 행정화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사법개혁의 대상이기도 한 법원의 행정

화의 문제점은 법관이 법원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법관이

독립적인 사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심판과정에서 상관의 의지가 반영될

여지가 충분하기에 법관에 의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실현가능

“中华人民共和国公民的基本权利神圣不可侵。即使遇到需要限制公民

的基本权利的情形，也绝不能侵犯基本权利的实质内容。”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기본권리는 신성불가침이다. 공민의 기본

권리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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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낮다. 따라서 그 발부주체를 법원으로 하는 것이 실현가능한 대안일

것이다.118)

Ⅲ. 포괄적 영장주의의 금지

압수·수색영장 발부주체가 법원으로 변경 될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절

차에 큰 걸림돌이 생기게 된다.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존의

수사관행을 전환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영장주의의

내용에 대한 제한의 강약에 있어서 점진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즉,

영장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요구하지만 그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열어두는 방식이 실현가능한 방식이 될 수 있다.

Ⅳ.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개정

118)崔丽,“中国刑事搜查制度的反思与重构”,《大连海事大学学报》,2015, 95쪽.

“搜查·扣押证应当写明被搜查人、被扣押者的姓名、罪名、扣押的物

品、需搜查的场所、身体、物品、发布年月日、有效期限，禁止用逾期的

搜查·扣押证执行相应措施。”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

소·신체·물건, 발부연원일·유효기간을 기재해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

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다.”

  “搜查和扣押需依照侦查机关申请，法院签发的搜查、扣押证实施。”

“압수와 수색은 수사기관이 신청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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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된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의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위법수집된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넓게 인정하는 태도는

영장주의원칙과 상술의 모든 조치를 무의미하게 만들게 된다. 따라서 위

법수집된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제도 전

반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Ⅴ. 디지털 증거의 압수에 관한 입법적 개선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그

것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정보저장매체에 저

장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가 불가능할 경우, 당사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탐색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으로 해당 증거를 압수해

  “侦查机关违反法定程序取得的证据无证据能力。”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

력이 없다.”

  禁止直接扣押电子证据载体。若在扣押现场确实无法搜集所载电子数

据，应当保证当事人或律师能够参与搜查机关对该载体的阅览过程。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모든 가능

한 방법으로도 해당 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를 압수할 수 없는 경

우, 당사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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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对在阅览载体过程中所发现的、与本案无关的犯罪证据，应当另申请搜

查扣押证对其扣押。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탐색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범죄혐

의에 대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으로 해당 증거

를 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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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기존의 중국의 압수와 수색에 관한 입법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공

민의 기본권리에 대한 보호가 헌법적 요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본 문은

제도적으로 비교적 완전한 한국 압수·수색영장제도에 대한 소개와 그에

대한 연혁적 검토를 통해 단계적인 변화에서 그 문제점과 해결방식을 분

석하였다. 또한 중국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도 시도하였다.

중국의 압수와 수색제도의 문제점은 형사소송법 자체뿐만 아니라 근본

적으로 헌법적인 문제점도 존재하였다. 이에 대응되게 헌법적으로는 비례

의 원칙, 수사기관과 영장발부기관의 분리, 영장주의원칙 등 조항을 신설

하고 형사소송법적 차원에서 일반영장의 금지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개정, 디지털 증거의 압수에 대한 보충조항 등을 도입하여야 할 것

이다. 다만 법원독립과 공판중심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기관이 여전

히 형사소송절차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현실에서 점진적

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압수와 수색제도 개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헌법이 지향하는 인권존중과

보호의 가치 및 그와 일치되게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기본권리 사이의 이

익평형을 이루는 있는 새로운 기준점과 부합되게 하는 것이다. 중국은 사

회주의 법치국가건설이라는 목표로 심판중심주의로의 전환, 사법독립 등

일련의 사법개혁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고문단절, 법원의 탈행정화, 법관

의 전문성 향상 등 면에서 적잖은 성과를 이루었다. 이 모든 조치의 이면

에는 공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근본적인 출발점이 있다. 법치가 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국의 압수와 수색제도에 관한 앞으로의 활발한 논의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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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introduction of seizure 

and seizure system in Chinese 

Criminal proceedings

LI JIE

School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t’s a fact that Chinese police have a lot of power. The reason for 

the great power was the need for social stability. While the role of 

the police has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maintenance of 

the order of communities, the basic rights of citizens are exposed 

to the power of the police. Now, I think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ole of the police itself.

Police seizure and search as a material forcible disposition are 

directly related to the most basic rights, such as property rights 

of the citizens and freedom of the body. Citizens are boun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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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 sensitively to police surveillance. If police surveillance is 

repeated, citizens will be questioned about the actual contents of 

the rule of law. In this backgrou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most common cases of police seizures and searches.

  

Chapter 2 examines changes in the provisions on seizure and 

search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of China and introduces the 

current articles. Next, we review the current legislation and 

history of the seizure and search in Korea, and the process of 

change of seizure and seizure system in detail.

Chapter 3 examines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China's seizure 

and search system. First, we analyze the problems of China's 

current seizure and search system, and examine the causes. We 

analyze the cause of Korea which succeeded in preventing the 

investigation of the investigation agency in the process of seizure 

and search, analyze the present discussion of the seizure and 

search warrant system, and examin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it into China.

Finally, I will present an alternative to the Chinese seizure system. 

I will conclude by reviewing other legal provisions that may 

conflict with this.

keywords : seizure, search, freedom of the body,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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