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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서구권에서는 이슬람 테러에 대한 대처로 경찰권을 극단적으로

강화하며 경찰법을 범죄예방의 중심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나

타나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2016년 테러방지법을 제

정하는 등 예방적 경찰권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예방적 경찰작용의 핵심은 위험 또는 범죄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경찰

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

고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조기에 수집하여 이

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관련된 것이지만,

동시에 정보수집의 대상이 되는 국민의 정보의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경찰기관의 정보활동

은 언제나 효과적인 위험방지 또는 범죄예방이라는 목표와 정보의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의 기본권의 보호라는 목표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면

서도 효과적인 위험방지 및 범죄예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

방적 경찰작용-특히 위험의 전 단계에서의 정보의 수집-의 한계를 명확

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테러방지

법,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현재 정보수집의 근거가 되고 있는 여러

법령들은 대부분 규율의 밀도가 낮으며 기존의 규율들 또한 요건과 효과

의 측면에서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서 예방적 경찰작용을 행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권한의 요건 및 권한이

모호하여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문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함에도

이를 제한하는 요건이 불명확하고 권한이 특정되지 않아 권한의 남용이

심하게 우려되는 문제, 필요한 규정이 흠결되어 있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찰권을 강화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첨예한 견해의 대

립이 있었던 독일에서의 최근의 논의를 소개하고, 이를 경찰관직무집행

법, 테러방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령상의 정보수집 권한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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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우리나라에서 예방적 경찰작용의 기준 및 한계를 정립하는 것에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어 : 범죄에 대한 예방적 대처, 개인관련위험, 위험의 전 단계, 사

전조치, 정보수집, 예방적 경찰작용

학 번 : 2017-2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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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1년 9월 9 11 테러가 발생한 이후 세계는 새로운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고, 이 사건 이후 서구권에서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관점이 변화

되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위험에 대한 불확실한 대비에 따른 불안감이

퍼졌고,1) 이러한 시민사회의 두려움에 힘입어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권

의 국가들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와 관련된 예방적 경찰권을 확대

시켜 나갔다. 이와 같은 예방적 경찰권의 확대는 위험의 전 단계로 경찰

의 임무와 권한을 끌어당기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정보와

관련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최근 IS 테러의 대상이 된 독일과 같은 테

러의 직접적인 위험에 놓인 국가들의 급진적인 경찰권의 강화는 많은 논

란을 낳았지만,2) 아직 우리나라의 논의에서는 대테러를 위한 핵심수단으

로서의 경찰권의 강화가 담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의 “안전 없이는 자유 없다(ohne Sicherheit ist

keine Freiheit)”는 슬로건으로 상징될 수 있다.3) 이러한 독일에서의 경

1) Giovanna Borradori, 손철성 김은주 김준성 옮김, 테러 시대의 철학 , 문학

과지성사, 2004, 59-60면.
2) 이와 같은 경향을 대표할 수 있는 예시를 들자면, 독일의 바이에른 주에서

는 이슬람 테러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2018년 5월 경찰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찰법을 개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예를 들어 바이에른 주의 경

찰직무법(Polizeiaufgabengesetz) 제13조에서 경찰권의 발동요건으로서 전통

적인 “구체적 위험(Konkrete Gefahr)”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위험

(drohenden Gefahr)”이라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기존에 존재하던

경찰권을 강화하였으며, 바디캠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등 이전에는

법률상 규정되 있지 않았던 새로운 권한을 추가하였다.
3) Matthias Kötter, Das Sicherheitsrecht der Zivilgesellschaft-Ein Plädoyer

für Transparenz in Zeiten gesellschaftlicher Unsicherheit, Kritische Just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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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권의 극단적인 강화 및 경찰법에서 안전법으로의 변화는 주로 테러리

즘의 확대에 대한 대처, 국제범죄 및 조직범죄의 증가에 대한 대처를 위

한 것이다. 범죄에 대한 예방적 대처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경찰권 담

론은 기술한 바와 같이 위험의 전 단계에서의 정보와 관련된 개입을 중

심으로 이루어진다.4) 다시 말해서 독일에서 오늘날 경찰법은 정보활동을

중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전통적인 위험방지의 수단뿐만 아니라 조직범

죄 및 국제적 테러에 대한 대응의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5) 이

에 따라 경찰기관이 구체적인 위험방지 뿐 아니라 사전배려를 위한 또는

예방적인 범죄대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경찰의 개입의 요건

이 전통적인 구체적 위험에서 위험의 전 단계로 차츰 변화되는 모습이

보인다.6)

한편 우리나라의 상황을 본다면 기술한 서구권의 국가들과는 달리 테

러의 위험이 거의 없으며, 조직범죄나 국제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큰 사실적인 차이가 존재한다.7) 비록 그러한 의미에서의 중

대한 위험은 없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사실상 경찰의 위험의 사전배

려조치 또는 예방적 경찰작용마저도 없었다고는 할 수는 없다. 또한 이

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실현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이러한 예방적인

36, 2003, S. 64.
4) Matthias Kötter, Das Sicherheitsrecht der Zivilgesellschaft-Ein Plädoyer

für Transparenz in Zeiten gesellschaftlicher Unsicherheit, Kritische Justiz,

36, 2003, S. 64-65.
5) Sebastian Kral, Die Polizeilichen Vorfeldbefugnisse als Herausforderung

fuer Dogmatik und Gesetzgebung des Polizeirecht , Band 1214,

Duncker&Humbolt Berlin, 2011, S. 21.
6) Thomas Darnstädt, Ein personenbezogener Gefahrbegriff – Analyse der

Beding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an Vorfeld-Ermächtigungen

im BKA-gesetz, DVBI. 2. 2017, S. 88.
7) 호주의 경제평화연구소가 2016년 분석한 국제 테러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

의 테러영향지수는 10점 만점에 0.23점으로 산정되어 163개국 중 112위를

차지했다. Institute for Economics&Peace, Global Terrorism Index, 2016,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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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국민의 기본권

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 보호의무는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에서 도출될 수 있

으며,8) 오늘날 행정의 효율적인 임무수행은 행정통제 또는 행정평가의

기준으로도 기능하고 있으며, 효율성 또한 헌법의 공화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9)

예방적인 경찰작용을 위한 치안정보수집의 근거로서 비록 임무규범에

불과하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

포”가 있고, 경찰청 예규에 불과하여 법적 근거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집회 시위에서의 정보 수집을 위한 채증활동규칙

이 있다.10) 이밖에도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불심검문, 사실

의 확인 등을 통하여 위험을 조사하는 활동을 하며 치안정보를 사실적으

로 수집해 왔다.

이밖에도 2001년 이후 총 11회에 걸쳐 결국 테러방지를 위한 법안 발

의가 이루어졌고, 2016년 시민사회와 국회의 많은 논란을 거쳐 국가기관

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수여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

법 이 입법화되었다.11) 그러나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테러방지

8) 김종보, “헌법의 객관성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공법학연구, 제11권 제4

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31-33면.
9) 이원우, “현대적 민주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통제의 구조적 특징과 쟁점”,

행정법연구, 제29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1, 113-114면.
10) 경찰청 예규인 채증활동규칙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이 사건 채증규칙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제정된 경찰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청

구인들은 구체적인 촬영행위에 의해 비로소 기본권을 제한받게 되므로, 이

사건 채증규칙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미신고 옥외집

회·시위 또는 신고범위를 넘는 집회·시위에서 단순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는 비록 그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최자에

대한 집시법 위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여 2018. 8. 30. 합헌으로 선언되었다. 다만 여전히 논

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2018. 8. 30. 2014헌마843.
11) 테러방지법 입법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강현철, 테러방지법 개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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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법문의 모호함과 광범위한 권한으로 인한 과도한 기본권의 침

해의 우려, 그리고 이를 통제하는 내부적 안전장치의 미흡함이라고 지적

된다.12)

기술한 바와 같이 비록 우리나라에서 테러의 위험은 아주 낮은 편이

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 경찰작용에 대한 기준 또는 한계를

정립하려는 논의는 활발하지 못하다. 실제로 예방적 경찰작요잉 이루어

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율의 밀도가 매우 낮고 논의가 정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규정이 모호하여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려

운 경우가 있고, 반대로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소지가 매우 짙은 경

우가 있으며, 사실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치의 수권근거조차 찾기 어려

운 경우가 드러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드러나는 예방국가화 경향 자체가 우리나라의 헌법질

서 아래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광범위한 논의와 검토를 필요로 하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지만, 현재 예방적 경찰작용을

규정하는 법률이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거나 위헌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비교적 명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방적 경찰작용의 기준 또는 한계를 정립하여 법

치국가원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

하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보다 세밀한 규정들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독일의 사례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사점

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비록 독일 경찰법의 강화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극

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 경찰

권의 기준과 한계에 관한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독일 경찰법상의 논

, 한국법제연구원, 2017, 21-27면을 참고할 것.
12) 홍선기, “현행 테러방지법의 비판적 고찰”, 비교법연구 제17권 제1호, 동국대

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17. 4, 140-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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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우리나라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다만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와 독일은 법적 사실적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독일의 논의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를 적절하게 끌어들이는 작업

은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경찰법의 모호한 규정들의 구체적인 기준

을 세우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참고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구체

적인 답을 제시해볼 수 있다. 법치국가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위험의 전 단계에서는 어떤 시점에서, 국가기관에게 어떤 사전조치의 권

한이 결부될 수 있는가?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전적인 개입의 대

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 적절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가? 경찰권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 요구되

어야 하며, 개입의 대상자들에게는 어느 수준의 조치가 허용되어야 하는

가? 그리고 이러한 국가기관의 사전배려조치의 수권규정은 어느 정도로

명확해야 자의적인 권한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게 개별수권조항

과 일반수권조항, 그리고 이에 따른 위험의 사전배려조치와 위험의 조사

행위이라는 두 측면을 축으로 삼아, 독일에서 강화되고 있는 경찰권의

배경을 분석하고 그 구체적인 논의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경찰법의 조직

및 권한과의 비교를 통해 의미 있고 구체적인 개입의 기준과 한계에 대

하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본 연구는 독일의 실정법 및 이와

관련되는 문헌, 우리나라의 실정법과 이에 관련된 문헌을 검토하는 것을

연구의 방법으로 한다.

이와 관련되는 주제로서 먼저 독일 경찰법이 변화되는 경향에 대하여

간단하게 검토할 것인데, 이는 구체적으로 강학상 경찰개념의 논의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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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변화되는 것, 전통적인 구체적 위험개념이 변용 확장되는 과정, 이

에 따라 전통적 경찰의 임무와는 달리 새로운 것으로 인식되는 경찰의

새로운 임무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

이후에는 이러한 예방적 경찰작용에 대하여 독일의 학설과 판례가 제

시하는 한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인데, 크게 위험의 전 단계

에서의 사전배려조치의 근거가 되는 개별수권조항들의 해석론 및 한계의

문제와, 일반수권조항이 전통적인 구체적 위험이 아니라 외관상 위험

(Gefahrenverdacht) 또는 위험혐의(Anscheinsgefahr)의 상황에서 적용될

경우 위험조사를 위한 개입(Gefahrenerforschungseingriff)이 가능한지,

어떤 형태로 가능한지 등의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독일 경찰법상 예방적 경찰작용을 통제하는 일반적

인 원리를 정리할 것이고, 그 이후에 개별적인 권한규범을 분석하겠다.

다루어질 권한규범은 전통적인 표준조치에 의한 정보수집조항을 먼저 살

펴보고, 전통적인 표준조치의 권한이 확장된 경우를 검토할 것이다. 그

후에는 고전적인 위험방지법상의 도그마틱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위험의

전 단계에서의 사전배려조치가 되는 여러 가지 기본권 침해성이 높은 개

별적 권한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개별수권조항을 검토한 후에는 일

반수권조항을 통해 구체적 위험에 이르지 않는 단계에서 어디까지 개입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

위와 같은 독일 경찰법의 분석을 마친 후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루어

지고 있는 예방적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

을 정리한 후에 독일 경찰법상의 논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바

탕으로 관련법령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예방적 경

찰작용이 필요하지만 기준이 없어 행사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행사기준

을 탐색하고, 한계가 없어 권한이 남용되는 경우라면 한계가 되는 기준

을 설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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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경찰의 임무의 변화

제 1 절 개관

오늘날 경찰법의 변화의 방향은 “경찰법에서 안전법으로(vom

Polizeirecht zum Sicherheitsrecht)”13) 또는 “고전적 경찰법에서 현대적

안전법으로(vom klassischen Polizeirecht zum modernen

Sicherheitsrecht)”라는 표현으로 묘사된다.14) 이러한 관점에서 변화를 구

체적으로 분석한다면 고전적 의미에서의 경찰법은 지금까지 시간적 근접

성, 손해발생의 개연성, 경찰책임의 귀속 등의 전통적인 도그마틱에 기반

한 체계인 반면, 현대의 안전법은 불확실성에 대처해야 하며 이제 위험

을 “방지(Abwehr)”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처(Wehr)” 또는

“사전배려”의 대상으로 설정한다. 이는 사회와 기술의 관계가 매우 빠르

게 변화하며 자유와 안전에 관하여 나타난 새로운 위험 상황이 현실상황

과 규범영역에 반영된 결과인 것이다.15)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오늘날 경찰법은 점점 더 조직범죄

와 국제적인 테러라는 새로운 위협상황에 대한 대응의 수단으로 이해되

는 추세에 있다. 9 11테러 이후로 강화된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기존

의 개별적 개인적인 범죄자라는 전통적인 형상이 해체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위협은 쉽게 파악되지 않는 “잠복자(Schläfer)”에 의하여, 비밀스

러운 수단을 통하여 준비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경찰의 임무는 정보의

수집 처리와 제공에 관한 직무에 초점을 맞추어 앞으로 끌어당겨지는 것

이다.16) 이러한 변화는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다. 먼저 경찰개

13) Christoph Gusy, Vom Polizeirecht zum Sicherheitsrecht, Staatswissens-

chaft und Staatspraxis 1994, S. 187.
14) Byungwoog Park, a.a.O., S. 149; 안전법의 범위에 현대의 경찰법(위험방지

법)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문헌으로는 Matthias Kötter, Das Sicherheits-

recht der Zivilgesellschaft, a.a.O., S. 64 ff.
15) Byungwoog Park, a.a.O., S. 14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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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살펴보면 위험방지작용으로 분류되는 강학상 실질적 경찰개념과 현

실에서 경찰조직으로 분류되는 형식적 경찰개념에 관한 논의의 초점이

오늘날 형식적 경찰개념으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전

통적인 위험개념에 관한 논의의 변화와 위험의 전 단계의 특징을 살펴볼

것인데, 전통적인 위험개념과 위험의 전 단계를 잇는 개념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개인관련위험(personenbezogene Gefahr)과 이를 최근에 법적

개념으로 받아들여 입법화한 우려되는 위험(drohende Gefahr)17)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검토하겠다. 마지막으로는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경찰

의 임무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임무

중에서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없었던 작용들도 있지만, 고전적 위험방

지 도그마틱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지만 오늘날 그 중요성이 강학상으로 새롭게 인식되어 기존의 권한

이 변화되고 확장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 2 절 경찰 및 위험개념의 변화

Ⅰ. 서설

기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 독일에서 경찰의 임무의 중심으로 이해되는

것은 “범죄에 대한 예방적 대처(vorbeugende Bekämpfung von

16) Sebastian Kral, Die Polizeilichen Vorfeldbefugnisse als Herausforderung

für Dogmatik und Gesetzgebung des Polizeirechts , Duncker&Humbolt

Berlin, 2011, S. 21-22.
17) “우려되는 위험”이라는 표현은 drohende Gefahr를 번역하는 것으로서 특정

한 중요한 법익에 대하여 아직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우려되는 위험”이라고 번역한 문

헌은 현 시점에서 아직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박원규, “독일 경찰법의 최근

동향-바이에른주 경찰직무법 개정을 중심으로-”, 경찰법이론실무포럼 제7회

학술세미나 발표문, 2018, 1면 이하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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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ftaten)”이며, 경찰법 또한 조직범죄 및 테러범죄에 대한 대처수단으

로서 이해된다.18) 오늘날 강학상으로 경찰의 새로운 직무로서 인식되는

이 영역은 실질적인 경찰개념과도 관련되지만, 형식적인 경찰개념과 보

다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전통적인 위험방지작용을 뜻하는 경찰개념

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대한 외연을 갖고 있으며, 형식적 경찰 뿐 아니

라 다른 일반행정기관들도 위험방지의 임무를 인식하고 담당하고 있

다.19)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기관들은 역사적으로 경찰로부터 조직적으

로 독립하게 되는데, 이를 이른바 ‘탈경찰화(Entpolizeilichug)’의 과정이

라고 한다.20) 그리고 이 탈경찰화 과정을 거치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이제 예방적 범죄대처라는 특별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즉 오늘

날의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경찰의 임무는 형사소추와 관련된 범죄의 예

방적 대처인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크게 “실질적인 경찰개념에서 형식

적인 경찰개념으로의 이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으

로 이와 관련된 경찰개념의 변화 및 이와 관련된 위험개념의 변화를 간

단히 조망하겠다.21)

Ⅱ. 경찰개념의 변화

1.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

(1) 경찰개념의 분류와 변화

경찰개념은 오늘날 단일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지 않으며, 실질적 의미

18) Sebastian Kral, a.a.O., S. 21.
19) Byungwoog Park, Wandel des klassischen Polizeirechts zum neuen

Sicherheitsrecht-Eine Untersuchung am Beispiel der Entscheidung über

sogenannte Onlilen-Durchsuchungen , BWV, 2013, S. 173-174.
20) 박정훈,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행정법적 제도”, 행정법의 체계와 방

법론 , 박영사, 2005, 388면.
21) Byungwoog Park, a.a.O., S. 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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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찰, 제도적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로 분화되어 이해된

다.22) 그러나 오늘날 경찰의 임무로서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영역은 범죄

에 대한 예방적 대처가 되었으며, 이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관계

되는 것이다.23) 그리고 기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현상은 “실질적 의미에

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으로의 이행”으로 평가된다.24) 이에 대한 구

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이하에서 경찰개념을 간단하게 검토한 뒤 그 이행

과정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겠다.

(2) 실질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에서의 경찰개념은 오늘날 독일의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직무의 실질적인 내용상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25) 이러한 실질적 의미에서의 경찰개념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개념이다. 또한 그 어원에 있어서도 국가의 본질과

관련되는데,26) 경찰개념의 구체적인 역사 및 어원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

에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여전히 실질적 경찰개념으로부터 대다수 경찰법학의

논의가 시작되는데, 브레멘 주, 작센주, 뷔르템베르크 주 등에서의 경찰

법적 규율은 위험방지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하에서 논하

게 될 위험의 사전배려 및 형사소추의 사전배려와 실질적 경찰과의 관계

에 대해 간단히 논한다면 먼저 위험의 사전배려는 실질적 경찰개념에 속

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추의 사전배려는 전통적인 경찰법의 영역인지

형사법의 영역인지 관할상의 논란이 있는데, 형사법의 영역에만 속한다

고 볼 경우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과는 관련성을 잃을 것이다. 한편, 이

22) Schenke, Polizei- und Ordnungsrecht, S. 1.
23) Byungwoog Park, a.a.O., S. 173.
24) Gusy, Polizei- und Ordnungsrecht, 8. Auflage, Mohr Siebeck, 2011, S. 3
25) Schenke, Polizei- und Ordnungsrecht, S. 1.
26) 이에 대해 자세한 논의로는 Lisken/Denninger, Handbuch des Polizeirechts,

5. Auflage, C. H. Beck, 2012, 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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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실질적 경찰개념에 의한다면 복리증진(Wohlfahrts -pflege)과 결합

된 위험방지작용도 경찰의 임무영역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 건축법

(Landesbauordnungen)상에는 위험방지와 관련된 규범 이외에도 건축 설

계와 관련된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규범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때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

의 방지는 경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심미적 디자인

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건축경찰의 개입

(baupolizeiliches Einschreiten)이 가능하다는 것이다.27)

(3) 형식적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제도적 조직적 의미에서의 경찰이 수행하

는 모든 직무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는 별도의 개념으로서 독립적으로 이해되며, 긴급한 경우에서의 위험방

지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 및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소추에 대한 협력, 그

리고 행정응원 등의 직무까지 포함한다.28)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주

로 영미의 점령지대였던 바이에른, 베를린, 함부르크, 헤센, 니더작센, 노

르트하인-베스트팔린,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와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프랑스의 점령지역이었던 바덴-뷔르템베르크, 라인

란트-팔츠, 자를란트 주의 경우는 프로이센의 경찰법을 이어받은 개념적

으로 단일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일치하게 된다.29)

2. 형식적 의미의 경찰로의 이행

위험방지라는 임무는 개념적으로는 실질적 경찰법의 영역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속했던 행정의 수많은 영역들은 경찰

27) Schenke, Polizei- und Ordnungsrecht, S. 4-6.
28) Schenke, Polizei- und Ordnungsrecht, S. 7-8.
29) Schenke, Polizei- und Ordnungsrecht, S.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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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임무영역로부터 분화되는 이른바 탈경찰화 과정을 거치며 독자적

인 영역을 형성해 왔다. 특히 원자력, 환경, 과학기술과 등 첨단기술과

관련된 상대적으로 역동적인 영역, 정보를 다루는 행정의 영역도 이와

같이 독자적인 영역을 발전시켜 왔다.30) 물론 그럼에도 근본적으로 전통

적인 위험방지 도그마틱은 탈경찰화된 영역에서도 이전과 같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31)

한편 이렇게 새롭게 분화된 행정법의 많은 영역들에서는 실질적 경찰

법과 중첩되는 부분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고전적인 위

험방지 도그마틱과 상이한 면도 갖고 있다. 동시에 형식적 의미에서의

경찰의 임무 및 형식적 경찰개념에 속하는 조치는 이전의 실질적 경찰개

념인 고전적 위험방지개념과 동일시되지 않게 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범죄에 대한 대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

이다. 이 때 특히 정보와 관련된 사전배려조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

며, 비교적 현대에 입법화된 경찰법에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실질적 의

미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의 임무와 권한이 혼재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다.32)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상응하는 법규범을

“형식적 의미의 경찰법”이라고 하기도 한다.33)

다만 이러한 현상을 검토한 후 실질적 경찰개념이 의미를 잃은 것인

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실질적 경찰 또는 형식적

경찰에 대한 개념상 정의 중에 ‘선택적으로’ 어떤 것이 타당한지는 중요

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양 개념이 오늘날 경찰에게 요구되는 목적

을 달성하는 데 현재도 타당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인 것이다. 이러

한 관점에서 고찰한다면 실질적 경찰법에 의하여 적극적인 사회형성의

임무와 위험방지의 임무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그

렇게 실질적 경찰개념이 유지된다고 하여 곧 형식적 의미의 경찰의 임무

30) Albers, Die Determination polizeilicher Taetigkeit in den Bereichen der

Straftatenverhuetung und der Verfolgungsvorsorge, Berlin 2001, S. 16.
31) Byungwook Park, a.a.O., S. 179-180.
32) Byungwook Park, a.a.O., S. 180.
33) Gusy, Polizei- und Ordnungsrecht, a.a.O., 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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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위험방지가 배제된다는 것은 아니다. 양 영역에 대한 근본적인 차

이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상호간에는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34) 형

식적 의미의 경찰도 위험방지뿐만 아니라 위험의 사전배려, 더 나아가

리스크의 사전배려까지도 인지할 수 있다. 다만 위험과 리스크를 엄격하

게 구별하는 전제에서, 근본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의 임무는 위험의

사전배려를 넘을 수 없으며, 실질적 경찰개념에 기반하는 리스크의 사전

배려는 그 임무가 될 수 없는 것이다.35)

이 관점에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범죄에 대한 대처 또는 범죄의 예

방, 그리고 특히 오늘날에는 테러에 대한 대처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다. 물론 위험 및 교란자(Störer, 경찰책임자) 도그마틱에 근거하는 실질

적 경찰개념에 입각한 예방적 범죄대처 또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며, 경찰법의 입법에 있어서 고전적인 경찰법도그마틱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날 논의의 중심이 되는 위험의 전 단계

에서의 경찰의 임무, 즉 위험의 사전배려 또는 예방적 범죄대처를 위한

경찰의 조치를 적절하게 규율하기 위해서는 그 직무영역과 조치의 고유

한 성질을 고려해야 한다.36)

Ⅲ. 위험개념의 변화

1. 전통적 위험개념

(1) 개관

합법적인 경찰작용을 위해서는 임무규범 및 권한규범에 규정된 위험

개념에 대한 정교하고 상세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37) 위험은

34) 양자의 개념적 차이를 근본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는

Pieroth/Schlink/Kniesel, Polizei- und Ordnungsrecht mit Versammlungs-

recht, 6. Aufl. Muenchen 2010, S. 11.
35) Byungwoog Park, a.a.O., S. 180.
36) Byungwoog Park, a.a.O., S. 1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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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손해를 야기할 개연성이 충분한 상태”로 이

해되며, 사후적인 관점에서는 제거의 대상이고 사전적인 관점으로는 예

방의 대상이 된다.38)

전통적으로 경찰권 발동의 요건으로서의 위험은 구체적 위험으로 이

해되는데, 현대사회에서 구체적 위험 및 이에 대한 방지만으로는 효율적

인 경찰작용이 어려워짐과 동시에 특히 최근에는 범죄에 대한 예방적 대

처가 경찰의 주요한 임무로 주목받음에 따라 위험관념은 변화하게 된다.

전통적인 구체적 위험 외에도 독일에서 정립된 경찰법상 위험개념 중

우리나라에서 언급된 위험개념과 관련된 개념으로는 추상적 위험

(abstrakte Gefahr), 목전의 위험(unmittelbar vorstehende Gefahr), 긴급

한 위험(dringende Gefahr), 현저한 위험(erhebliche Gefahr), 현재의 위

험(gegenwärtige Gefahr), 미래의 위험(künftige Gefahr), 잠재적 위험

(latente Gefahr), 현실적 위험(aktuelle Gefahr), 외관상 위험(Anscheins-

gefahr), 오상위험(Putativgefahr), 위험혐의(Gefahrenverdacht) 등을 들

수 있다.39)

이하에서는 먼저 구체적인 위험에 대하여 간단하게 논한 후 구체적

위험개념과 별도로 논해지는 추상적 위험을 검토하고, 객관적 위험과 주

관적 위험 및 위험의 주관화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그 뒤에서는 위험개

념의 주관화에 따른 외관상 위험 및 위험혐의에 대하여도 논할 것인데,

특히 최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검토하여 문헌상 제시되는 “개인관

련위험(personenbezogene Gefahr)”, 그리고 이 판례에서 발전한 개념으

로서 이제는 독립된 법적 개념이 된 “우려되는 위험(drohende Gefahr)”

에 대해서도 간단한 소개를 할 것이다. 여기서 이를 통해 구체적인 위험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고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경찰권 발동의 한계가 어

떻게 변화했고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37) 김성태, “예방적 경찰작용에서의 추상적 위험 구체적 위험”, 행정법연구, 제

10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3. 10, 251면.
38) 이원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법적 규제와 손해배상책임”, 행정법연구,

제30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1, 262면.
39) 김성태, 위의 논문, 2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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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

가. 구체적 위험(Konkrete Gefahr)

경찰법에서 기본적으로 위험(Gefahr)이라 함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구

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분류된다. 국내 문헌에서 구체적 위험은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있어서 가까운 장래에 손해발생의 충분한 가능성

이 존재하는 경우”,40)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여 두면 가까운 장

래에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태”로 이해된다.41) 즉 구체

적 위험은 크게 ‘구체적 개별적인 사안’, ‘손해의 발생’, ‘가능성’이라는 징

표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위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해가 발

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충분한 개연성

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42) 손해발생의 충분한 개연성을 요구하는 구체적

위험은 오늘날까지 경찰법이 안전과 자유 사이에서의 조정을 이루는 지

점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경찰권이 발동되기 위한 중심적 요건이 된다.43)

한편 독일의 문헌에서는 단순하게 “개별적인 사안에서” 존재하는 손

해발생의 충분한 개연성이라고 정의하는 견해,44) 개별적인 경우 사실적

으로 경찰작용을 하는 공무원의 관점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기에 손해발생의 충분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상태45) 등으로 정의되며,

40) 김동희, 행정법Ⅱ , 박영사, 제22판, 2016, 194면.
41) 서정범 김연태 이기춘, 경찰법연구 , 세창출판사, 제2판, 2012, 9면.
42) 구형근, “경찰법상 구체적 위험과 예방경찰적 정보수집활동의 관계-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67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11, 134

면.
43) Thiel, Die Entgrenzung der Gefahrenabwehr-Grundfragen von Freiheit

und Sicherheit im Zeitalter der Globalisierung, Mohr Siebeck, 2011, S.

148; Byungwook Park, a.a.O., S. 183.
44) Lisken/Denninger, Handbuch des Polizeirechts, 5. Auflage, C. H. Beck,

2012, S.204
45) Schenke, Polizei- und Ordnungsrecht, S.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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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경우 예상되는 사건의 진행이 방해받지 않을 때 경찰상 보호법

익이 손해를 입을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태 또는 행위가 있을 때 구체

적 위험이 있다고 정의하는 경우도 존재한다.46) 이러한 구체적 위험의

법리는 특히 일반수권조항의 문제와 관련하여 정교하게 발전하였는데,

일반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은 구체적 위험이 존재할 것을 전제

로 하기 때문이다.47)

나. 추상적 위험(Abstrakte Gefahr)

추상적 위험은 손해발생의 개연성의 정도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위

험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예측과의 관련성에서 구별된다. 추상

적 위험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고찰의 방법에 의할 때 특정한 행동방식

또는 특정한 상태에 전형적으로 손해발생의 충분한 개연성이 충분히 존

재할 때 인정된다. 따라서 추상적 위험에 대한 대처는 관련법규의 제정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48)

즉 경찰법상의 추상적 위험은 구체적 위험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경찰

명령을 발하는 데 전제조건으로 구상된 개념이다.49) 즉 여기서의 ‘추상

적’ 또는 이와 반대되는 ‘구체적’이라는 개념은 국가학 영역에서 시작된

것으로, 경찰상 위험과는 다른 견지에서 발전된 것이다.50) 18세기 말 프

로이센 일반란트법이 경찰명령과 경찰처분을 구분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

리, 20세기 이후의 학설에 의하면 경찰명령의 요건이 되는 위험은 추상

적 위험이며, 경찰처분은 구체적 사안에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법한 것이 된다고 하여 경찰명령과 경찰처분이 구별되게 된

것이다.51)

46) Pieroth/Schlink/Kniesel, Polizei- und Ordnungsrecht mit Versammlungs-

recht, 6. Auflage, C. H. Beck 2010, S. 58-59.
47) Lisken/Denninger, a.a.O., S.525.
48) Lisken/Denninger, a.a.O., S.324.
49) Byungwoog Park, a.a.O., S.. 189.
50) 김성태, 예방적 경찰작용에서의 추상적 위험 구체적 위험, 257-2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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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견지에서 본다면 추상적 위험은 구체적 위험이 확장된 것

이 아니라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발전되어 온 개념이며, 특정한 사안에서

추상적 위험 또는 구체적 위험이 선택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추상적 개념과 구체적 위험은 항상 병렬적으로 존재해 왔으며 독립적으

로 논해지는 개념인 것이다.

(3) 주관적 위험 및 객관적 위험

가. 주관적 위험(subjektive Gefahr)

주관적 위험개념은 위험을 예측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서 위험을

예측하는 당해 공무원의 주관적인 요소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견지에

서 나온 개념이다. 이는 경찰작용의 효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법상의 전형적인 위험인 구체적 위험에서 핵심적인

표지는 ‘충분한 개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충분한 개연성의 판단기준으로

서 위험제거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할 당해 공무원의 주관적 합리적 판

단을 신뢰해야 한다고 볼 경우에 위험은 상대적 주관적인 것이 된다. 연방

통상법원(BGH)과 연방행정법원의 판례를 통해 위험의 판단기준은 더 이상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위험의 존재가 아니고, 위험의 의심 또는 위험의 외

관 그 자체가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게 된다. 이러한 주

관적인 위험개념은 1970년대 이후 지배적인 학설로 자리잡게 되었다.52)

주관적 위험개념이 오늘날 지배적인 학설로 자리잡은 것은 기술한 바

와 같이 보다 효과적인 위험방지를 위한 것이다. 위험은 결국은 불확실

51) 김성태, 예방적 경찰작용에서의 추상적 위험 구체적 위험, 257-258면.
52) BGHZ 5, 145 (1952)에서는 객관적으로 경찰상 위험이 존재할 때뿐만 아니

라, 경찰상 위험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할 때에도 합리적인 재

량에 따라 위험의 존재가 명확하게 될 때까지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고 판

시한 바 있다; 이기춘, “경찰질서법상 위험개념 및 표현위험과 위험의 의심-

독일경찰법학의 위험개념 검토를 중심으로-”, 서정범 김연태 이기춘 엮음,

경찰법연구 , 세창출판사, 제2판, 2012, 16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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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에 내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대부분 위험상황에서 경찰관에게는

한정된 정보만이 존재하며, 경찰관은 불충분한 지식에 근거하여 위험방

지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효과적인 위험방지를 위해서는 위험

개념을 법적으로 판단할 때 당해 공무원이 결정의 상황에서 갖고 있는

불확실한 인식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53)

이러한 위험의 주관적 요소가 강조되며 이후에 검토할 외관상 위험은

경찰법상 진정한 위험개념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54) 따라서 주관적 위

험개념을 취하는 관점에서는 경찰의 행위 당시에 입수할 수 있었던 정보

를 고려하여 이를 기반으로 경찰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면, 그

이후 취한 조치는 사후 사실관계의 진단이 오류였다고 판명난다고 하더

라도 위법하지 않은 것이 된다.55)

다만 충분한 정보 및 근거가 없이 공무원 자신의 개인적 억측 및 가

정적 판단 등에서 비롯된 단순한 오상위험(Putativgefahren)은 위험개념

에서 배제된다.56) 즉 경찰법에서 다루어지는 위험은 순수한 주관적 위험

이 아니고 “규범적으로 주관적인 위험개념(normativ-subjektives

Gefahrbegriff)”이다. 오직 규범적으로 주관적인 위험개념만이 경찰의 직

무수행에서 적절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위험상황에서 관

할 기관의 의사결정과정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57)

나. 객관적 위험

객관적 위험이란 위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주관적 위험개념이 정립되기 전 독일의

53) Liv Jaeckel, Gefahrenabwehrrecht und Risikodogmatik, Jus Publicum 189,

Mohr Siebeck, 2010, S. 92.
54) Lisken/Denninger, a.a.O., S. 206.
55) Meyer, Stephan, Subjektiver oder objektiver Gefarenbegriff,

„Gefahrenverdacht‟ und Vorfeldbefugnisse: Dauerbaustellen des

Gefahrenabwehrrechts, JURA, Vol. 39(11), 2017, S. 1260.
56) 이기춘, 위의 논문, 174면; Liv Jaeckel, a.a.O., S. 92-93.
57) Liv Jaeckel, a.a.O., S.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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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의 학설 및 판례는 위험의 객관적 성격을 강조하여 주관적 확신

(Überzeugung), 책임(Schuld) 및 과실(Verschulden) 등을 고려하지 않았

다. 이러한 견지에서는 위험요건은 객관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고,

위험이 사실상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일반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조치는 정당화될 수 있었다.58)

다. 위험개념의 주관화

이와 같이 위험을 주관적인 위험과 객관적인 위험개념으로 분류되는

것은 처음에는 경찰법상 위험이 객관적 위험개념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다.59) 위험개념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면 20세기 초 프로이센

행정재판소의 판례부터 시작하는데, 위험개념은 과거에는 객관적인 것으

로서 고수되었다.60) 연방통상법원(BGH) 또한 초기 판례에서 위험

(Gefährdung)에 대한 순수한 추측은 경찰의 개입을 위해 충분하지 않은

반면, 위험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61) 그러나 법

원은 위험혐의가 존재하는 경우 예외를 허용했는데, 위험혐의가 존재하

는 상황에서는 경찰은 사건을 상세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사건의 진행을

단지 잠정적으로만 중단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62) 그러나 이러한 한

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위험개념의 주관적 이해를

거부했다. 다양한 상황을 구별한다고 하여 이것이 곧 경찰의 개입은 단

지 위험의 존재에 대한 비난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추측에만 달려 있다

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63)

이와 같은 견지에서 동물전염병예방법(Tierseuchenrecht)상 손해배상소

58) 이기춘, 위의 논문, 178면.
59) 이상해, “경찰법상 위험상황의 판단에 관한 일고찰-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

으로-”,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555면.
60) 이기춘, 위의 논문, 167면.
61) BGH, DVBl. 1954, S.813.
62) BGH, a.a.O. unter Hinwweis auf BGHZ 5, S.144.
63) BGH, DVBl. 1954, S.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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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 대한 다른 판결은 질병에 걸린 동물들과 질병에 걸린 것 같은 혐의를

가진 동물들을 구별하였는데, 후자는 “실제로 전염병의 영향을 받지 않고,

따라서 객관적으로 공중에 대한 위험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64)

그러나 결국 위험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접근법은 통설로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연방통상법원은 이후의 판례에서 연방행정재판소

와 같은 명시적으로 규범적-주관적인 위험개념을 사용하게 된다.65) 문헌

에서 또한 대개 규범적으로 주관적인 위험개념을 위해 판결의 전환에 공

감하고 그것을 체계화였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위험의 외관이 있는 경우

와 의심이 있는 경우를 모두 표현위험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66) 외관

상 위험과 위험혐의를 서로 구분하여 독립적인 도그마틱적 개념으로 설

정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단 이 때 충분한 정보 또는 근거 없이 공무원

개인의 억측이나 가정적인 판단으로부터의 오상위험(Putativgefahr)은 위

험개념에서 제외된다.67)

(4) 위험혐의와 외관상 위험

가. 위험혐의(Gefahrenverdacht)

위험혐의는 위험개념의 주관화의 결과로 나타난 개념으로서, 행위하는

공무원이 모든 주의를 다하여 신중하고 사려 깊게 판단하더라도 당해 상

황의 여건 또는 당해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경험칙에 관하여 불확실한

64) BGHZ 17, 137, 139; folgend auch BGHZ 20, 112, 115; BGH, NJW 1962,

252.
65) Vgl. insb. BGHZ 117, 303, 305f.=BGH, DVBl. 1992, 1158, 1159; BGHZ 126,

279, 284; Liv Jaeckel, a.a.O., S. 112.
66) Hoffmann-Riem, Wolfgang, “Anscheingefahr” und “Anscheinverursachung”

im Polizeirecht, in: Festschrift für Gerhard Wacke(Hrsg.), zum 70.

Geburtstag, 1972, S.331; 이에 관하여 이기춘, 위의 논문, 172면 참조.
67) Martens, Wolfgang, in: Drews/Wacke/Vogel/Martens, Gefahrenabwehr,

1986, 9.Aufl., S.223; 이에 관하여 이기춘, 위의 논문, 17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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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있을 때, 즉 위험 자체가 아니라 위험의 가능성을 인식할 때 존

재하는 것이다. 국내 문헌에서는 위험혐의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근

거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불충분하고 따라서 위험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찰기관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라고 정의하기도 하

고,68) 이를 “위험에 대한 의심”으로 번역하며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현재에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의심”이라고 하기도 하

며,69) 비교적 간단하게 “위험의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고

정의하기도 한다.70)

그런데 “Gefahrenverdacht”는 위험이 의심되는 “상황”인 반면, 위험에

대한 의심 또는 위험의심이라고 번역할 경우 이 개념이 경찰관에 주목하

여 의심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71) 따라서 이

하에서는 문제되는 상황에서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위험의심”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위험혐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겠다.

위험혐의의 상황은 위험의 주관적인 개념에서 시작하지만, 객관적인

위험개념에 따른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심은 배제되지 않는

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하는 공무원이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불확실한 상태” 있다는 것이다.72) 이 점에서 위험혐의는 통상적

인 “위험”개념과 분명하게 구분된다.

위험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손해발생의 가능성은 존재해야

한다. 즉 경찰기관에게는 위험의 예측뿐만 아니라 사태를 진단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 때 핵심적인 정보가 없어 충분히 신뢰할 만한 정도의 예

68) 김동희, 위의 책, 195면.
69) 홍정선, 경찰행정법 , 박영사, 제2판, 2010, 25면.
70) 김성태, 위험에 대한 의심과 위험여부의 확인, 158면.
71) 이러한 점에서 “Gefahrenverdacht”를 기존 문헌에서는 “위험혐의”, “위험의

의심” 등으로 번역해 온 것에 대하여 “위험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표현하

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견해로는 김성태, 위험에 대한 의심과 위험여부의

확인, 160-161면.
72) Pieroth/Schlink/Kniesel, a.a.O., S.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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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에는 다다르지 못할 수도 있다. 오직 위험이 있을 때만 (원칙적으로)

경찰책임자에 대해서만 개입을 허용하는 고전적 경찰법에서는, 위험혐의

의 경우 사실의 기초를 규명하는 이른바 “위험조사를 위한 개입

(Gefahrenforschungseingriff)에 해당하는 조치가 대응되도록 한다. 이러

한 위험조사를 위한 조치는 경찰기관이 객관적인 관점으로부터 위험혐의

를 규명할 때까지만 허용된다.73)

한편 일부에서는 위험의 예측은 모두 불확실함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위험혐의와 위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러한 견해에 따르면 위험혐의는 위험보다 적은 개연성을 가진 것에 불과

하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경찰법상 위험은 – 장해가 실제로 발생하

기까지는 – 결국 불확실함을 내포하는 ‘혐의’ 이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위험혐의 또한 ‘완전한 위험’과 구조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74)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 위험혐의의 개념은 처

음부터 사태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

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을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

문이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수권조항상의 (구체적)위험

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일반수권조항에 근거하여 위험조사를 위한

개입의 권한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일반수권조항에 근거하여 위

험조사권한을 정당화하는 것은 위험의 사전배려와 위험의 방지의 경계를

흐리게 할 위험을 갖고 있으며, 이는 위험으로부터의 극단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단계에서도 위험방지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75)

한편 이러한 위험혐의는 세 가지의 중요한 개념징표를 갖는다. 첫째,

위험혐의의 상황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게는

일반행정절차법상 요구되는 위험에 대한 확신이 없어야 한다. 둘째, 당해

공무원은 위험 및 손해발생에 대해 주관적으로는 개연성을 갖고 있다고

73) Götz, Allgemeines Polizei- und Ordnungsrecht, 15. Auflage, C. H. Beck,

2008, S. 46-49.
74) Byungwoog Park, a.a.O., S. 196.
75) Albers, Die Determination polizeilicher Tätigkeit, 2001, S. 54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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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해야 한다. 셋째, 당해 공무원은 사건에 관여할 당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간적인 압박을 받고 있어야 한다.76)

나. 외관상 위험(Anscheinsgefahr)

외관상 위험 또한 위험개념의 주관화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경찰

관이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당시 의무적합적이고 사려 깊고 신중한 상황

의 평가에 기초하였으나, 사후 객관적으로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

명되는 경우에 대하여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은 “외관상 위험

(Anscheinsgefahr)”을 언급하였고, 그 후 외관상 위험에 관한 법리가 발

전하게 된다.77) 이러한 외관상 위험은 국내문헌에서는 손해의 발생을 예

측하는 시점에서 경찰관의 관점에서는 행위 또는 상태가 위험에 해당하

지만 실제로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78) 실제로는 위험이 존

재하지 않았던 경우 경찰기관이 객관적 관찰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

음에도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79) 등으로 소개되어 있다.

외관상 위험은 오늘날 독일에서 경찰법상 위험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예측된 손해는 행위자가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발생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예측에 기초한 결정에는 언제나 본질적으로 광범위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도 여전히 적법할 수 있기 때문이다.80)

76) Ralf Poscher, Gefahrenverdacht-Das ungelöste Problem der

Polizeirechtsdogmatik, NVwZ 2001, S. 142.
77) „Möbelwagenentscheidung‟ PrOVGE 77, 333(338) (20. 4. 1922); Lisken/

Denninger, a.a.O., S.205.
78) 구형근, “독일경찰법상 외관상 위험과 위험혐의”, 법학논총, 제17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524면.
79) 김동희, 행정법Ⅱ , 박영사, 제22판, 2016, 194면; 이호용, “경찰권 발동에 관

한 외관상위험과 위험혐의의 법적 평가와 손실보상”,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3호, 2006, 91면.
80) Schenke, 손재영 역, “공공의 안녕에 관한 법(경찰법)에서 외관상 위험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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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험의 예측은 그 성질상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개연성

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손해가 실현된 현실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판단을 내리고 행위하는 당해 공무원의 관

점에서 “위험”과 “외관상 위험”은 구별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후에 손해

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위험의 예측의 시점에서 어떤 역할도 담당할 수

없다.81) 기술한 바와 같이 70년대부터 외관상 위험이 경찰법상 위험과

다르다거나 그보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었으

며, 이는 당시 연방행정법원의 판례에도 반영되었다.82)

단 외관상 위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험의 예측이 “양심적이고, 신

중하고, 전문적인” 경찰공무원의 관점으로부터 객관적으로 행해졌어야

한다. 이것이 외관상 위험을 경찰법상 위험으로 인정될 수 없는 오상위

험으로부터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83)

2. 위험의 전 단계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고전적 위험개념은 구체적 위험을 중심으로 하

지만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조금씩 변화되었는데, 이는 효율적인 경찰

권 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개념은

위험방지에 대한 전통적인 조치의 맥락에서 발전된 것이었고, 구체적 위

험이라는 고전적 개념이 현대의 위험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범죄의 대처를 위해서 정

보와 관련된 사전조치의 전제조건으로서 구체적 위험은 더 이상 절대적

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간주되지는 않게 된다.84)

이와 같이 손해의 잠재성이 높고 예측되기가 쉽지 않으며, 국경을 넘

험혐의”, 토지공법연구, 제32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9, 27-28면.
81) Byungwoog Park, a.a.O., S.202.
82) BVerwGE 45, 51, 80.
83) Byungwoog Park, a.a.O., S. 201-203.
84) Kugelmann, Der Polizeiliche Gefahrenbegriff in Gefahr?-Anforderungen an

die Voraussetzungen polizeilicher Eingriffsbefugnisse, DÖV 203, S.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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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며 새롭고 복합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테러와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

을 위해서 예방의 효과성이라는 측면이 주목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결

과 위험은 단지 “방지”되어야 할 것만이 아니라, “예방”되어야 하며 “사

전배려”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는 즉 위험이 발생하기까지 기다리고 나서 제거하는 것보다 가능한 한

손해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보다 낫다는 것이다. 특히 조직범죄

또는 테러범죄와 같이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손해가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체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전통적인 경

찰법상의 조치만을 이용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너무 늦기 때문에, 위험

의 예방을 위해 정보와 관련된 조치로써 위험의 전 단계에 위험을 미리

인식하고 적절한 조치로써 예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85)

이와 같은 경찰법에서 정보와 관련된 사전조치에 대한 법원리를 확립

하는 것은 정보적인 활동을 대부분 침해행위로 분류했던 인구조사판결로

부터 시작되는데, 통일경찰법 모범초안을 통해 당시 경찰상 정보의 활동

의 흠결이 보완되었다. 특히 인터넷, 이메일, 스마트폰, GPS 시스템과 같

은 현대적인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여러 주와 연방의 경찰법은 많은

새로운 권한을 규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율에서는 구체적 위험

또는 범죄의 최초혐의(Anfangsverdacht)라는 요건이 적시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86) 기존의 학설로는 이를 정당화할 수 없었다. 결국 경찰법은

위험방지의 전통적인 개념으로부터 이탈하게 된 것인데, 이에 따라 자유

에 상당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예방은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서는 항상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국가적인 차원

의 감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87)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위험의 전 단계

85) Markus Möstl, Die neue dogmatische Gestalt des Polizeirechts : Thesen

zur Integration eines modernen informationellen Vorfeldrechts in das

klassische rechtsstaatliche Gefahrenabwehrrecht, DVBl, 2007, S. 581-589.
86) Ipsen, Ein neues SOG für Niedersachsen-Anmerkungen zum Entwurf

NGefAG, NdsVBl. 2003, S. 285; 이에 관하여 Byungwoog Park, a.a.O., S.

205 참조.
87) Grimm, Verfassungsrechtliche Anmerkung zum Thema Prävention, Kti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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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은 더욱 정의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위험의 전 단계가 정보적인 개입을 요구하는지, 얼마나

높은 개연성이 요구되는지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확한 해

답을 제시하는 것은 현재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덧붙여 위험의 전 단계에서는 위험의 예측을 위하여 사태의 진행을 조

사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구체적 위험은 방지해야 할 대상인 반면 구

체적 위험이 나타나기 이전의 단계라면 위험은 조사 및 규명의 대상이다.

이와 같이 위험의 전 단계는 위험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구체적 위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다만 이러한 조사활동을 포함하는 사전조치의 권한규범

에서는 많은 경우 고전적 경찰법에서 발전되어 온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조치의 권한은 법치국가 및 헌법의 한계 내에서

그리고 기본권의 보호의무, 비례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의 통제원리의

엄격한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험방지 및 위험의 사전배려

조치에서 나타나는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에서 경찰의 개입의 요건과 효

과는 헌법상의 안전의 본질을 초과할 수는 없다.88) 따라서 위험의 전 단

계에서의 사전배려조치에 대해서는 경찰법적으로 적절한 독자적인 경계

를 찾아야 한다.89) 사전적 조치의 개념 및 성질에 대해서는 이하 독일법

상 예방경찰작용의 법리를 논할 때 보다 상세하게 검토하겠다.

3. 개인관련위험과 우려되는 위험

(1) 개인관련위험(personenbezogene Gefahr)

“개인과 관련된 위험(personenbezogene Gefahr)” 또는 “개인관련위험”

은 2010년과 2016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90) 및 당해 판시사항에

서 나타난 표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최근 독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1986, S. 39, 49 f; 이에 관하여 Byungwoog Park, a.a.O., S. 206 참조.
88) Byungwoog Park, a.a.O., S. 51 ff.
89) Byungwoog Park, a.a.O., S. 207.
90) BVerfG Urt. v. 20. 04. 2016 – 1BvR 96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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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개념이다.91) 2016년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수사청 법률

(Bundeskriminalamtgesetz)에 관한 정보수집과 관련된 일련의 조항에 대

하여 결론적으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지만, 여기서 이

러한 수단들에 대한 합헌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92)

이러한 맥락에서 판결의 내용에 나타난 표현을 분석한 것이 “개인관련위

험”이며, 이에 따르면 개인관련위험은 “개인의 개별적인 행위가 내다볼

수 있는 장래에(in überschaubarer Zukunft)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것

이라는 구체적인 개연성의 근거가 될 때” 인정되는 위험이다. 개인관련

위험이 존재할 때는 “아직 그 성질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았고 시간적으

로 예측 가능한 사건이 인식되지 않더라도” 감시조치가 허용될 수 있다.

개인관련위험이 인정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외국에서 테러단체의 훈련

을 받은 적 있는 개인이 입국한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93)

위 사안에서는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이 아닌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

여 정보를 수집하는 일련의 개별수권조항들이 문제가 된 것이다. 다만

“개인관련위험개념”에 대한 논의는 특히 이하에서 논할 주목사실의 통보

(Gefährderansprache) 등의 조치가 일반수권조항에 근거하여 위험인물

(Gefährder)에 대하여 취해지기도 한다는 점, 우리나라에서의 테러방지법

등에서도 “위험인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수여하고

91) Thomas Darnstädt, Ein personenbezogener Gefahrbegriff – Analyse der

Beding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an Vorfeld-Ermächtigungen

im BKA-Gesetz, DVBl, 2017, S.88 ff.
92) “주거의 감시, 온라인 수색, 통신감청, 통신자료의 수집 및 정보수집의 특별

한 수단을 통한 주거 외부에서의 감시 등의 은밀한 감시조치의 투입을 위한

연방형사청에 대한 수권규범은 국제적 테러라는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원칙

적으로 기본법상의 기본권과 합치될 수 있다.” BVerfGE 141, 220.
93) “테러범죄(...) 등과 관련하여 감시조치는, 그 성질에 따라 아직 구체화되거나

시간적으로 예측 가능하지 않을 때라도 개인의 개별적인 행위가 내다볼 수

있는 장래(in überschaubarer Zukunft)에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구

체적인 개연성의 근거가 될 때에도 허용될 수 있다. 가령 한 개인이 외국에

서의 테러훈련집단으로부터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BVerfG Urt. v. 20. 04. 2016 – 1BvR 966/09, Rn.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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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험과 개인과의 관련성의 문제에 대하여 중요

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후에 개인관련위험이 일반수권조항

의 발동요건으로서 입법화된 “우려되는 위험(drohende Gefahr)”의 해석

론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개인관련위험과 관련된 독일의 판례를 검토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위

험방지라는 가치와 법치국가원리상 명확성의 원칙이 대립한 비교적 최근

의 사건으로 2010년 3월 2일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예비적 저장

(Vorratsdatenspeicherung)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먼저 분석

된다.94) 이 판결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예비적 저장

이 헌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간주하였으나, 전화통신법 제113a조 및

제113b조의 구체적인 규정은 위헌인 것으로 판단하였다.95) 당시 연방헌

법재판소는 명백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예방경찰적인 정보적 개

입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전통적인 위험개념으로부터 멀어진 입장을 취했

다. 다만 이 때는 “개인과 관련된(personenbezogenen)” 위험분석에 대하

여 상대적으로 함축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법치국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개입의 한계는 명확하지 않았다.96) 당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

의 예방적인 테러대처에서 전형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으로서, 개입이

필요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경찰은 중대한 범죄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 것인지 정확히는 말할 수 없더라도, 그것이 계획되

고 있다면 그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97)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2017년 판결에서 과거의 이 판결을 인용함

과 동시에 이를 수정함으로써 “개인과 관련된” 위험개념에 대하여 구체

94) BVerfG Urt. v. 02. 03. 2010 – 1BvR 256/08.
95) 이들 규정은 서비스 제공업자로 하여금 6개월 동안 통신자료를 저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Dieter Kugelmann, 서정범 박병욱 역, 쿠겔만의

독일경찰법 , 세창출판사, 2015, 285면.
96) Thomas Darnstädt, Karlsruher Gefahr – Eine kritische Rekonstruktion

der polizeirechtlichen Ausführ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im

Vorratsdaten-Urteil und im Online-Urteil, DVBI, 5. 2011, S. 263.
97) Thomas Darnstädt, Karlsruher Gefahr, S.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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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묘사하였다. “위험이 발생할 (충분한)개연성”이라는 표현 대신

“인과관계의 진행”에 대한 개연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즉 문제

가 되는 것은 위험한 사건의 발생의 개연성의 정도가 아니라, 손해의 사

건 자체가 구체적으로 묘사될 수 있는지 여부이며, 판단의 시점에 고려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귀납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교란자

(Störer)의 태도(Verhalten) 또는 계획(Disposition)이 판단의 중심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98)

그런데 법치국가원리상 위험의 예측은 최소한 법집행자인 공무원의

관점에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먼저 전통적인 관점에서 ‘상황’과 관련되는 위험방지조치의 권

한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위험의 예측의 요소 안에는 우려되며 저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의 요소가 적어도 하나는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위험여부의 확인과 관련하여 ‘개인’에 대한 개입이 문제가 된

다면, 당해 안전관청이 과거에 감시나 검색을 통하여 수집한 개인에 대

한 정보에 의하여 개별화(Individualisierung)된 개인 즉 ‘식별된 개인’이

위험의 예측의 요소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즉, 장래의 중대한 범죄

에 관여할 것이라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개인은 특별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위험의 전 단계에서의 개입에 요구되는 이러한 유형의 예

측은 이하와 같이 구조화될 수 있다.

“특정한 상황(U)은 자주 중대한 손해의 결과로 이어지는데, 이 상황에

서는 특정한 사람(X)이 관여되어 있다. 예측의 시점에서는 상황 U의 이

와 같은 요소가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다시 아래와 같이 단순화

될 수 있다.

“특정한 사람 X의 폭력적인 성향이 높은 확률로 곧 구체적인 사안에

서 (세부적으로는 알 수 없는) 중대한 폭력 행위로 이어질 것이다.”99)

그리고 이러한 예측에 따라서 “아직 사건이 그 성질에 따라 구체화되

지 않았고 시간적으로 예측할 수 있지 않더라도, 개인의 개별적인 행위

98) Thomas Darnstädt, Ein personenbezogner Gefahrbegriff, S. 93-96.
99) Thomas Darnstädt, Ein personenbezogner Gefahrbegriff, S.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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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elle Verhalten einer Person)가 예측 가능한 시기에 테러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구체적인 개연성의 기초가 된다면”, 기술한 바와 같이

연방헌법재판소는 감시조치가 허용된다고 했던 것이다.100) 이것은 이전

의 판결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위험예측의 기준이다.101)

이와 같이 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험의 예측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은

테러범죄가 특별하게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테러행위는 장기간 계

획되며 예측될 수 없는 장소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수행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의 예측은 전통적인 위험의 예측과는 다르다.

위험을 예측하는 시점에서 장래에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험

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관련위험에 대한 구체

적인 개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위험에서 예측 가능한 사건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개인이 테러범죄자일 수 있다는 ‘귀납적

인’ 추론이 가능해야 한다. 즉 판례에서 설시된 예시를 들자면, X가 최근

외국의 테러집단에서의 복귀했다면 그것은 개인관련위험을 인정할 수 있

는 예측의 사실적인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X가 테러집단에

대한 기사를 쓰려고 하는 기자였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그 개연성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102)

(2) 우려되는 위험(drohende Gefahr)

2018년 5월 바이에른 주는 기존의 경찰권 발동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그 효과를 강화하기도 하고 새로운 권한을 신설하는 등의 개정작업을 거

쳐 경찰권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찰권 발동

요건으로서 기존의 구체적 위험 외에도 “우려되는 위험(drohende

Gefahr)”이라는 완화된 요건을 추가한 것이다.

우려되는 위험은 지금까지는 구체적 위험의 동의어로 사용되어 왔

다.103) 그러나 이제는 우려되는 위험은 바이에른 경찰법(PAG)상 수용된

100) BVerfG Urt. v. 20. 04. 2016. Rn. 112.
101) Thomas Darnstädt, Ein personenbezogner Gefahrbegriff, S. 93.
102) Thomas Darnstädt, Ein personenbezogner Gefahrbegriff, S. 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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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구성요건요소가 되었는데, 이는 앞서 분석하였던 연방헌법재판

소의 판결에서 차용된 개념이다.104) 바이에른 경찰법 제11조(Allgemeine

Befugnisse) 제3항 제1문의 정의에 따르면 “우려되는 위험”은 특정한 법

익에 대하여 “개별적인 경우 (...) 예측 가능한 시기에 현저한 강도

(Intensität) 또는 현저한 영향력을 가진 침해(Angriff)가 예견될 수 있을

때” 인정되는 위험이다. 이 예측은 개인의 개별적인 행위, 즉 단독적인

준비행위, 공동의 준비행위 또는 그 성질에 따라 구체화된 사건에 기반

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가능하게 하는 다른 사실들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105)

침해가 예측 가능한 시기에 예상된다는 것은, 아직 침해가 직접적으로

임박한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는 법익의 구체적인 위험이 주어지지 않았

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침해는 중대하지 않은 침해로

는 불충분하며, 우려되는 위험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다 중대한

위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당히 강한 침해 및 특별한 영향을 미치

는 침해는 제3항에 언급된 보호법익인 연방 또는 주의 안전, 생명, 건강,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중대한 재산상 지위, 그리고 특별한 공공의 이익

에 기여하는 물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106)

103) 예를 들어 Lisken/Denninger, Handbuch des Polizeirechts, 5. Auflage, C.

H. Beck, 2012, S.22에서도 “우려되는 위험(drohenden Gefahr)”이라는 표현

자체는 나타나지만 이는 “구체적인 우려되는 위험(konkreten drohenden

Gefahr)이 존재”할 때 일반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맥락상 구체적인 위험과 동의어로 사용된 것이다.
104) BVerfGE 141, 220(20. 04. 2016).
105) Thomas Holzner, die „Drohende Gefahr‟, BeckOK Polizei- und

Sicherheitsrecht Bayern, C.H.Beck München 2018, 8. Edition, Rn.150.
106) BayPAG Art. 11 Ⅲ. 2. (...) 중대한 법익(Bedeutende Rechtsgüter)은 이하

와 같다:

1. 연방 또는 주의 존립 또는 안전

2. 생명, 건강 또는 자유

3. 성적 자기결정권

4. 중대한 재산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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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침해를 예측하는 기반은 그러한 침해의 개연성의 기초가 되는

개인의 개별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건은 아직 인

식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개인의 행위는 내다볼 수 있는 장래에 범죄가

범해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추측의 기초가 될 수 있

는 것이다. 앞서 판례에서 예시로 들었던 개인이 외국의 테러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던 경우가 이러한 경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외국의

테러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89조a, 제91조에

근거하여 교란자(Störer)에 대한 진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

다.107)

그러나 이러한 우려되는 위험개념에 대한 우려의 견해 또한 존재한다.

‘위험한 개인’에 맞추어 제정된 위험방지법의 특별한 규정은 구체적인 위

험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포괄적인 요건과 효과로 감시를 행한다

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험의 전 단계에 대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에 대한 예측의 사실적인 타당성보다 법규범이 너무 앞서가 버린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바이에른 경찰법의 규율

에서는 우려되는 위험을 인정하기 위한 예측의 타당성과 관련된 절차적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예측이 타당하지 못하다면 새로운 규범을 적용

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

을 피할 수 없다.108)

제 3 절 경찰의 새로운 임무

Ⅰ. 서설

복잡다기하고 여러 집단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과학기술이 발

5. 그 보존이 특별한 공익을 가지는 물건
107) Thomas Holzner, a.a.O., Rn.151ff.
108) Kay Waechter, Bayern: Polizeirecht in neuen Bahnen, NVwZ 2018, S.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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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여 피해의 심각성과 전파성이 매우 커진 현대사회에서는 종래 유지

되어 온 전통적인 위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고, 경찰에 대한 논의는

그 중심을 실질적 경찰에서 형식적 경찰로 옮기게 된다. 그리고 경찰의

임무로서 전통적인 임무가 아닌 새로운 임무가 주목받게 된다. 다만 여

기서 새로운 임무라 함은 지금까지 없던 완전히 새로운 임무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전에도 필요성이 인정되어 행하여 온 활동이지만, 현

대 경찰법에서 강학상 새롭게 인식되는 임무를 말하는 것이다.

새로운 임무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대 독일에서 경찰법의 실제는 위험

방지라는 전통적인 이념으로부터 멀어져 왔다. 경찰의 임무영역은 점점

더 구체적인 위험의 전 단계에서의 범죄를 통한 손해의 잠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새로운 경찰작용의 수권의 근거를 마

련하게 되는데, 이러한 권한은 보다 이른 시기에 위험을 규명하고 잠재

되어 있는 위협을 포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이러한 권한은

전통적인 경찰법 도그마틱의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109)

한편 문헌들은 이러한 경향의 입법적 대응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경찰법과 경찰법 도그마틱은 언제나 단지 헌법상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과 공동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 사이의 적합한 조정

의 수단일 뿐이며, 이러한 조정이 현재 타당하고 적합한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110)

이와 같은 전통적인 경찰의 임무와 구별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현대

경찰의 새로운 임무는 위험의 사전배려로서의 범죄예방, 위험방지의 준

비, 형사소추의 사전배려로 정리될 수 있다.

Ⅱ. 위험의 사전배려로서의 범죄의 예방

109) Sebastian Kral, Die Polizeilichen Vorfeldbefugnisse als Herausforderung

für Dogmatik und Gesetzgebung des Polizeirechts, Duncker & Humblot

Berlin, 2011, S. 24.
110) Sebastian Kral, a.a.O., S.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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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의 상위개념으로서의 위험의 사전배려는 위험의 전 단계, 즉

구체적 위험이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시점에서 위험의 발생을 미리 방지

하는데 우선적으로 중점을 둔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위험의 사전배

려는 아직 구체적으로 임박해 있지는 않은 범죄의 예방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서 개인의 행위가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하여 이후에 범행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될 수 있다. 다

만 범죄가 발생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기서는 범죄행위가 직접적으로 임박해 있다고 볼 수 없다.111)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임박해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이

후에 실현될 임박한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라는 관점에서는 안전관

청에게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요구한다.112) 즉 이와

같이 범죄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행을 시도하는 시점에

서의 개입을 통해서 범행이 저지되어야 한다.

특히 “위험의 원인”과 “범죄의 발생지”를 인지하는 위험의 사전배려조

치를 통하여 위험은 발생하기 전에 예측된다. 이를 통하여 경찰은 적시

에 개입할 수 있고 구체적인 위험이 손해로 이어지는 것 또는 범죄가 실

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들로는 장기간의 감시, 녹화 및

녹음기의 비밀스러운 투입, 은폐된 조사자의 투입 등이 있다. 연방헌법재

판소는 예방적 전화감청에 대한 니더작센 주의 규율에 관한 판결에서,

범죄예방의 구성요건은 범죄가 아직 행해지지 않은 단계에서 충족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임박한 법익손상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

다.113) 이러한 판시사항에서는 범죄의 발생 또는 위험을 통한 손해발생

이 애초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이 드러난

다. 즉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는 고전적 경찰법의 임무와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 이른 시기에 특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111) Albers, Die Determination polizeilicher Tätigkeit in den Bereichen der

Straftatenverhütung und der Verfolgungsvorsorge, Berlin 2001, S. 124.
112) Möstl, die neue dogmatische Gestalt des Polizeirechts, DVBl. 2007, S.585.
113) BVerfGE 113, 348, 368 (Vorbeugende 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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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예방이라는 관점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행해진 후에 그 행위가 형

법상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장래의 범죄로 인

하여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는 것,114) 희생자의 관점에서 손해를 예방하

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115)

Ⅲ. 위험방지의 준비

“준비(Vorbereitung)”와 관련된 조치 또한 장래의 범죄행위 또는 위험

한 사태와 관련되는데, 준비의 단계에서는 우려되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미리 강구된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위험이 발생

하기 전 독립적인 기준에 따라 수집되고 처리되어야 하는 개인관련정보

의 수집과 사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개인관련정보의 수집 사용에 관

한 내용은 경찰의 임무영역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논해지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범죄예방이라는 영역 안에서 포함되기도 한다. 어떠한 입

장을 취하더라도 그것이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리상 준비행위

라 함은 시간적으로 위험의 발생보다 앞서 있어야 한다는 점, 특히 준비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목적이 정해진 데이터의 저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116)

위험방지의 준비를 위한 데이터의 예비적 저장의 예시로는 폭력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 훌리건에 대한 정보를 들 수 있다. 예비적으로 저장된

개인의 데이터에 의해 특정한 사람은 특히 “폭력성을 드러낼 것 같은 개

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경찰은 그 사람이 도착했을 때 감시와 같은 특

정한 사전배려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경찰은 패싸움이 시작

될 경우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117)

직접적인 위험방지조치와는 달리 이러한 조치들은 이후의 구체적인

행위의 실현을 위한 가능성과 전제조건을 형성하는 “준비”의 일부이다.

114) Albers, Die Determanation Polizeilicher Tätigkeit, a.a.O., S. 124.
115) Byungwoog Park, a.a.O., S. 203 ff.
116) Byungwoog Park, a.a.O., S. 236-237.
117) Kniesel, Neue Polizeigesetze contra StPO?., ZRP 1987, S.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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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조치로 인하여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

은 이른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 그렇게 여러 주 경찰법에

서는 “위험상황에서의 작용을 위한 위험방지의 준비조치”라는 관점에서

이 임무가 드러난다.118)

Ⅳ.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의 사전배려

경찰의 임무로서 범죄의 예방(Verhütung von Straftaten)의 관점과는

달리, 장래의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의 사전배려는 경찰법의 영역인지 형

사법의 영역인지가 먼저 논의된다. 즉 형사소추의 사전배려를 위한 조치

가 상위개념인 위험의 사전배려에 속하는 것인지, 그리고 주의 입법관할

아래로 편입되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되는데, 여기서

견해는 일치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연방행정법원의 판례119) 그리고 몇

몇의 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위험의 사전배려 또는 “예방적 범죄대처”

는 단지 범죄의 예방뿐만이 아니라 형사소추의 사전배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모두 경찰법의 입법대상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으로 전통적인

위험방지의 영역에 포함된다.120) 여기서 특히 연방행정법원은 위험의 전

단계 또는 범죄혐의의 상황에서 개인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조치들은 구체적으로 범죄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방

지와 관련된 작용이라고 한다.121)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는 형사소추의

사전배려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52조 제2항의 최

초의 혐의(Anfangsverdacht)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초기

수사절차(Ermittlungsverfahren)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므로, 그 전체적

인 내용은 경찰법에 속해야 한다고 강조한다.122)

118) §1 Abs.1 Satz2 berlASOG; §1 Abs.1 Satz2 bremPolG; §1 Abs.1 Satz2

hessSOG; §7 Abs.1 Nr.4 mvSoG usw.
119) BVerwG, NJW 1990, S. 2766 f.
120) Bbg. LVerfG, LKV 1999, S. 451; Bay.VerfGH, NVwZ 1996, S. 166.
121) BVerfG, NJW 1990, 2766 f.
122) Kniesel, Vorbeugende Bekämpfung von Straftataen im juristis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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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연방헌법재판소는 예방적인 전화통신에 대한 감청을 규정하는

니더작센 주의 법규정을 위헌인 것으로 선언한 판례에서 장래의 범죄행

위의 형사소추에 대한 사전배려는 그 목적에 따라 형사소추의 영역인 형

사법의 영역에 속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23)

이렇게 해석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범죄의 예방과 미래의 형사소

추에 대한 준비의 각각 실질적인 내용이 유사하며 당해 조치가 야기하는

효과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DNA분석과 같은 감식자료를 수

집하고 보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장래의 형사소추의 사전배려에 관한

영역으로서 궁극적인 목적은 형사소추를 대비하는 것이지만 범죄의 예방

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124) 그리고 범죄에 대한 예방적 대처라는 관점

에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활동을 하는 시점

에서는 범죄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형사절차가 개시될지 여부 또한 확실

하지 않다.125)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형사소추의 사전배려를 위한 조치

의 근거를 형사법의 원리로만 정당화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

다. 결국 형사소추의 사전배려를 위한 조치는 전적으로 형사법의 영역에

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에 대한 예방적 대처’라는 관점에서 오늘날

의 경찰법의 영역에서도 분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 4 절 소결

검토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며 현실상황과 사회관계가 변화

함으로 인한 새로운 위험상황에 당면하여 경찰의 임무와 경찰법상 도그

마틱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위험개념이 변화하며 외관상 위험과

위험혐의가 위험에 포섭되게 되었으며, 위험의 전 단계에서 경찰권을 발

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배려조치도 개별수권조항에 의하여 허용되게

Meinungsstreit, ZRP 1992, S. 165,
123) BVerfGE 113, 348.
124) Byungwoog Park, a.a.O., S. 240.
125) Pieroth/Schlink/Kniesel, a.a.O., S.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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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또한 이러한 위험의 전 단계와 전통적인 위험을 이어 주는 개념

으로서 우려되는 위험개념이 입법화되어 이제는 특정한 중요한 법익에

대해서는 위험의 전 단계에서도 일반적으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위험방지의 권한을 규정하는 경찰법이 위험의 사전

배려의 권한을 규정하는 안전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의 사전배려는 고전적 위험방지의 도그마틱과

는 별개의 의미를 갖는다. 고전적 위험방지법에서 위험개념과 손해발생

의 개연성이 핵심적인 구성요소였다면 위험의 사전배려에서는 범죄의 예

방적 대처와 주로 관계되는 것이다.126) 그리고 이에 따라 경찰은 위험의

사전배려로서의 범죄의 예방, 위험방지에 대한 준비, 장래의 형사소추에

대한 사전배려라는 직무영역에 대하여 새롭게 조명받게 된다. 이하에서

는 이러한 전체적인 경향이 독일 경찰법에 어떻게 반영되었지를 구체적

으로 검토할 것인데, 크게 개별수권조항에 의한 사전배려조치와 일반수

권조항에 의한 위험조사조치로 나누고, 개별수권조항의 경우 전통적인

예방적 경찰작용의 권한, 이러한 전통적인 권한이 확장된 경우, 그리고

전통적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권한에 대해서 분석해볼 것이

다.

126) Byungwoog Park, a.a.O., S.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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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독일 경찰법상 예방적 경찰작용

제 1 절 개관

위와 같이 경찰의 개념이 변화되고 위험개념이 확장되며 이에 상응하

는 경찰의 사전조치, 즉 위험의 전 단계에서의 예방적 경찰작용은 어떤

한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들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

다. 그 중에서 특히 위험의 전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정보와

관련된 조치가 된다. 다만 오늘날 독일에서는 안전과 자유 사이에서의

타협이 주로 논해지고 있으며, 기본권의 보호의무로부터 도출되는 효과

적인 위험방지를 위한 예방적 경찰활동의 실천적인 기준에 주목하고 있

다.127)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독일에서 비교적 최근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졌

는지를 다룰 것인데, 크게 예방적 경찰활동을 관통하는 통제원리를 개관한

후, 구체적으로 개별수권조항을 통한 예방적 경찰작용과 일반수권조항을

통한 개입으로 절을 구분하여 각각의 논의를 소개할 것이다. 일반수권조

항을 통한 논의는 주로 위험혐의와 위험조사를 위한 개입이 중심적인 논

의가 되며, 개별수권조항을 통한 조치는 당해 조치의 한계 및 법문언 자체

의 명확성의 정도가 주로 문제가 된다. 그러나 양 논의들은 독립적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고 시대의 분위기의 영향력 아래 서로 영향을 미치며 발

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고에서 주로 살펴보는 바

이에른 주의 경우 이렇게 확장된 위험개념의 논의를 받아들여 일반수권조

항의 발동요건으로 구체적 위험 이외에 ‘임박한 위험(drohenden Gefahr)’

이라는 표지를 추가하였으며 일부 개별수권조항에서는 임박한 위험의 요

건이 갖추어졌을 때 확장된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

127) Byungwoog Park, Wandel des klassischen Polizeirechts zum neuen

Sicherheitsrecht-Eine Untersuchung am Beispiel der Entscheidung ueber

sogenannte Onlilen-Durchsuchungen , BWV, 2013, S.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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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예방적 경찰작용의 성질과 통제원리

Ⅰ. 예방적 경찰작용의 성질

1. 완화된 개입요건

경찰의 사전조치의 특징으로서는 가장 먼저 개연성 및 시간적 근접성

에 대한 요구가 수정되어 개입의 요건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손해와 개연성이라는 징표로 구성된 전통적 위험개념에서는 위험을 인정

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실현될 인과관계의 진행뿐만 아니라 개연성 및 시

간적 근접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른다면 시간적 근접

성이 부정된다면 위험개념의 본질적인 구성요소가 흠결된 것이었다.128)

그렇지만 안전임무의 최우선으로서 예방을 강조하는 경향에 따라 구

체적 위험이 나타나기 전, 즉 위험의 전 단계에서 개입을 허용되기 시작

했으며, 정보와 관련된 개입의 강도 또는 당해 규범의 보호법익의 중대

함에 따라 다양한 사전조치들의 전제조건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경찰

작용 중에서 예를 들자면 순찰과 직무질문의 경우는 그 자체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개입의 강도에 따른 조치의 전제

조건을 논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예컨대 마약매매 지역으로

유명한 기차역에서의 비디오 감시 및 녹화는 그와는 달리 침해성을 띠는

예방적 경찰작용에 해당된다. 계획적인 관찰을 통하여 위험을 이루는 행

위와 사정을 인식하기 위한 경찰의 감시, 원인과 관련된 관련자(경우에

따라서는 동반인)의 위치 및 시간 등의 사정 등의 개인정보를 저장하여

개인의 이동 동선을 만들어 내는 경찰상 관찰(polizeiliche Beobachtung)

또한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조치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고차원의 법익

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방지”한다거나 “범죄의 예방적 대처”를 위한다는

“새로운” 표지가 언제나 그 전제조건이 된다. 물론 이러한 조치에서는

고전적인 경찰책임자(Störer)개념이 아니라 위험의 전 단계에서의 잠재

128) Byungwoog Park, a.a.O., S.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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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교란자(potenziellen Störer)가 대상이 된다.129)

이러한 조치들은 언제나 미래에 중대한 범죄가 범해진다는 것이 예상

된다면 잠재적인 범죄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전 단계에서의 조치들

은 따라서 형법상 예비죄(Vorbereitungsdelikte)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테러의 영역에서 두드러지는데, 테러가 실행되기 전

에 위험한 상황이 회피되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 이러한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경찰은 예방적이면서도 진압적인 범죄대처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130) 그러나 오늘날의 새로운 형법에서 위험의 전 단계로 범

죄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형법상 죄형법정주의

에 합치될 수 있는지 여부에도 강한 의혹이 남아 있다.131)

2. 변화된 경찰책임개념

경찰의 사전조치의 두 번째 특징은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고전

적 경찰책임자(Störer: 교란자) 또는 경찰책임 개념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다. 고전적 경찰법에서는 본래 자유로운 개인에게 오직 경찰법상 위험의

“귀속가능성”이 존재할 때에만 그를 경찰책임자로 간주함으로써 그의 자

유를 제한할 수 있었고, 이는 개인의 자유가 책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

라는 이론적 근거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는 개인

의 자유와 공동체의 안전 사이의 균형에 대하여 논의할 때, 구체적인 형

태는 국가가 개인의 행위 또는 특정한 상태가 위험을 야기할 때 경찰의

명령 또는 강제조치를 통해 특정한 행위나 조치를 수인할 것을 명령하거

나 금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비책임자(Nichtstörer)로서 국민

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었다.132)

그러나 기술한 바와 같이 이전과는 상황이 매우 달라진 오늘날은 점

129) Byungwoog Park, a.a.O., S. 256.
130) Klein, Verfassungstreue und Schutz der Verfassung, VVDStRL 37, 1979,

S.66; 이에 관하여 Byungwoog Park, a.a.O., S. 256 참조.
131) Byungwoog Park, a.a.O., S. 257.
132) Byungwoog Park, a.a.O., S. 25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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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더 손해발생의 충분한 개연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가능성’이

문제된다. 예방적 범죄대처 또는 위험의 전 단계와 관련된 논의는 더 이

상 기존의 “경찰상 책임”의 원칙, 특히 경찰책임자 개념과 합치하지 않

는다. 무작위적 신원확인(Schleierfahndung), 비디오 감시 등 구체적인

위험을 요구하지 않는 정보적인 활동 영역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개념

들이 이미 해체되었다는 견해도 주장된다.133)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찰책임자 또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 때 경찰의 정보적

사전배려조치에 관련된 개인들이 기존의 경찰법에 의할 때 반드시 책임

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비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고려될 수 있

다.134) 국경지역 또는 공항에서 행하는 무작위적 신원확인에서는 대개

구체적 위험 또는 절박한 위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전통적인 의

미에서의 위험 상황의 탈락은 더 이상 경찰책임자/비책임자라는 전통적

인 개념을 고수하지 않는다. 이러한 무작위적 신원확인의 허용성에 대하

여 메클렌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하와 같이

판시한다. “개인의 자유는, 보호법익의 위험 및 위험의 근접함과 개인 사

이의 충분한 관련성을 통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경찰의 조치에 의하여 방

해받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

되는 불필요한 개입의 금지에 대하여 (...) 위반된다. (...) 이와 같이 법치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경찰

법에서 경찰책임자와 비책임자의 차이가 완전히 없어져서는 안 된다”135)

반면 이와는 달리 바이에른 주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작위적 신원확인의

헌법합치성에 대하여 이하와 같이 판단하였다. “신원통제는 단지 사소한

기본권의 침해이다; 결과 또는 혐의와는 독립적인 통제의 개입요건은 낮

게 형성되어 있고, 그러한 통제는 중요한 법익을 보호한다; 위험의 사전

133) Rachor, Vorbeugende Bekämpfung und Kriminalakten, Zur Aufbewahrung

und Verwendung von Informationen aus Strafverfahren durch die Polizei,

Baden-Baden 1989, S. 20; 이에 관하여 Byungwoog Park, a.a.O., S.260 참

조.
134) Albers, Die Determination polizeilicher Tätigkeit, 2001, S. 284.
135) MV VerfG, LKV 2000, S.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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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가 중요하기 때문에, 통제와 위험 사이의 ‘귀속관계

(Zurechnungszusammenhang)’ 또한 요구되지 않는다”.136) 이러한 관점에

서 그와 같은 조치는 국가의 보호의무라는 목표를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

면서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고전적 경찰법의 위험-교란자 전제조건과는 달리, 이후에 범행

을 저지를 것이라는 근거가 있는 개인에 대한 ‘열린’ 표현이 정보적 사전

배려조치의 구성요건의 전제조건으로서 드러난다. 경찰법들의 개정 이후

로 위험과 교란자 개념은 특히 정보와 관련된 경찰작용을 위해 광범위하

게 확장되었다. 다만 고전적 경찰법의 귀속원칙이라는 기본적인 사고는

정보와 관련된 사전배려의 영역에서도 유지되어야 하며, 국민은 기본권

을 충분히 보호하는 통제원리 및 안전장치를 통하여 보호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조치는 엄격하게 법치국가원리, 명확성의 원칙, 비례원칙에

합치될 수 있는지 심사되어야 한다.137)

그런데 정보와 관련된 활동을 살펴보면 대개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

는 교란자를 찾기는 어렵다. 이러한 침해적 조치는 구체적 위험 없이 항

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138) 이러한 조치에서는 “경찰책임

자”가 아니라 “잠재적 희생자”가 중점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다.139) 그것은

주로 국민의 지위를 위험방지법적 관점에서 보는 것, 즉 자유로운 공동

체 안에서는 애초부터 불안전한 상태가 자연스럽다는 것과는 정반대의

136) BayVerfGH DVBl, 2003, S.865. 이러한 판시사항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

로는 국경지역에서의 무작위적 신원확인은 월경범죄를 대처하는 수단이므로

정당한 목표를 제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또는

인종적 편견에 따라 그 대상자가 되어도 좋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이보다 완화된 수단으로서 사실적 기반을 참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고 하는데, 동기와 무관한 무작위적 신원확인은 인종이 행위 및 판단의 기

준이 된다면 그것은 공무원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견해로는 Byungwoog Park, a.a.O., S. 261.
137) Schenke, Polizei- und Ordnungsrecht, 2009, S. 4 f.
138) Byungwoog Park, a.a.O., S. 264.
139) Pitschas, Polizeirecht im kooperativen Staat, in: Pitschas(Hrsg.),

Kriminalprävention un „Neues Polizeirecht‟, 2002, S. 50,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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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인 것이다.

전통적인 경찰법에서는 교란자가 없었다면 위험도 없었던 것이었고

위험이 없었다면 경찰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결국 개인의 경찰책임

의 귀속이라는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장래의 위험은 경찰의 조치로써 방

지될 수 없었다. 물론 이와 같은 고전적 경찰법은 상당히 단순하게 기술

되었고 위험의 문턱 아래에서는 원칙적으로 경찰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

는다. 그러나 현재 경찰법의 입법에서는 이 고전적 규율은 더 이상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 경찰직무의 특정 영역에서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구체적인 귀속관계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명

확하지 않다.140) 이는 프로파일링(Rasterfahndung) 또는 온라인 수색과

같은 조치에서도 그러하다. 이러한 조치들은 더 이상 고전적인 경찰법

도그마틱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현대 경찰법은 범죄예방적인 활동을 경

찰법의 틀 안에서 구체화하지만 동시에 고전적인 도그마틱으로부터 해방

시킨다.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경찰이 정보와 관련된 사전배려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와 공중의 안전 사이에서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141)

3. 위험의 예측의 변화

경찰의 사전조치의 세 번째 특징으로, 사전조치를 행할 때 경찰의 위

험의 예측 및 예측의 시점은 이전과 달라지게 된다. 현대의 여러 경찰법

에서는 경찰의 개입의 요건으로서 전통적으로 일반조항에서 경찰권 개입

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 위험보다 낮은 요건을 제시하는데, 이

에 따라 요구하는 예측의 양태가 변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한 개

인이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거나, 특정한 지역에서 범죄가 행해질 것이라

거나, 특정한 개인에 대한 총체적 평가에 따라 또는 지금까지 그의 전과

140) Horn, Vorbeugende Verbrechensbekämpfung, in:FS Schmitt Glaeser, 2003,

S. 454-460; 이에 관하여 Byungwoog Park, a.a.O., S. 265 참조.
141) Byungwoog Park, a.a.O., S.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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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루어 장래에 범죄가 행해질 것이라는 추측” 등이 요구된다. 위험의

전 단계로 경찰권이 확장된다는 것은 곧 경찰법의 적용영역이 보다 멀리

떨어진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때 시간적인 요건이 더 상세하게 규정될 수는 없는데, 특정한 손

해의 발생의 예측은 사전배려조치를 통해 보다 우선해서 예방되어야 하

기 때문이다. 이 때 사전조치에 대한 권한규범이 국민과 판단을 내리는

당해 공무원에게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원으로 하여

금 효과적인 사법심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

가 있다. 프로파일링, 데이터의 예비적 저장, 이메일에 대한 감청 등은 명

백히 침해적이다. 그리고 경찰의 개입의 시점에서는 범죄자 또는 범죄는

모두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없다.142)

오늘날 정보와 관련된 조치에 대해서는 위험의 전 단계에서 위험의

예측과 구체적인 사태를 관련짓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판단이 기

반하고 있다. 전통적인 고전적 경찰법은 결국 잠재적으로 손해를 발생시

킬 사건에 대한 충분히 안정된 예측이 가능했던, 그리고 잠재적 대상자

를 충분히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었던 경험칙 또는 상대적으로 예측하기

쉬운 사건들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반면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위험의 예

측과 구체적인 사태와의 관련성이 약화된다. 현실상황과 경찰법의 변화

는 위험의 전 단계로 경찰의 임무를 확장하였고, 정보와 관련된 행위가

권리침해적인 것으로 되었으며, 단순히 객관적 위험뿐만 아니라 주관적

인 위험평가 또한 경찰작용의 합법적인 요건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조직범죄와 다양한 테러집단에 따른 객관적 안전상황의 문제

점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그리고 이전과 같이 경찰관

은 이용할 수 있는 사실들로써 위험을 예측한다. 그러나 전 단계의 영역

에서는 그러한 것으로서의 정보와 관련된 조치는 주로 위험조사의 과정

을 제시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훨씬 더 강한 위협으로 인하

여, 민주적 법치국가의 전체 질서를 위하여 위험의 예측을 강조하는 것

이다. 이러한 위협의 상황에 대한 특정한 근거가 존재할 때라면 이미 경

142) Byungwoog Park, a.a.O., S.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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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은 활동하고 있어야 한다. 즉 장래의 적절한 시점에 행위할 능력이 있

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험의

구성요건의 전치화(Vorverlagerung)와 함께 위험의 예측에 요구되는 사

실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사전조치의 예측시점에서 결정적인

것인 이제 더 이상 “손해의 발생으로 나아가는 사건의 방해받지 않는 진

행”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행위의 위험성이 드러나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 때 당사자의 개인적 특성(Persönlichkeit)과 사전 행동

(Vorverhalten)이 고려될 수 있다. 물론 순수한 추정 또는 공포는 여기서

사실의 근거로서 충분하지 못하다.143)

Ⅱ. 예방적 경찰작용의 통제원리

1. 개관

위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예방적 경찰작용은 개별적 권한에 규정

된 각각의 개입요건이나 구체적 위험의 법리144)를 통하여 통제되기도 하

지만,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일정한 원리를 통하여 통제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이러한 예방적 경찰작용에 작용되는 주요한 통제원리로는

법률유보의 원칙, 규범확정성의 원칙과 규범명확성의 원칙, 직접성의 원

칙과 목적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오늘

날 특히 중요시되는 예방적 경찰작용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주목할 점을

남긴다. 예를 들어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법률유보의 원칙과의 관계에 대

하여 분석할 때에는, 정보의 자기결정권이 인정된 이후 명문의 법적 근

거 없이는 이를 침해하는 정보적 활동을 할 수 없지만, 정보의 자기결정

권이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근거가 있다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생활의 핵심영역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보호가

143) BVerfGE 120, 274, 328.
144) 구형근, “독일경찰법상 예방경찰적 정보수집활동의 통제법리에 관한 고찰”,

353-3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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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법원리더가 위험의 전

단계에서의 사전배려조치와 관련하여 적용될 때에는 사전조치의 특수한

성질도 반영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법원리는 각각의 개별수권조

항상의 한계를 긋는 원칙으로 작용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하에

서는 이러한 예방적 경찰작용의 통제원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2. 법률유보의 원칙과 핵심영역의 보호

(1) 법률유보의 원칙과 정보의 자기결정권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의 인구조사판결(Volkszählungsurteil) 이후

로 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보의 자기결정권(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srecht)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게 되는데,145) 그것은

“언제 그리고 어떤 범위 안에서 개인적인 생활의 실상을 공개할 수 있는

지를 원칙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관념으로부

터의 권리”을 말하는 것이다.146) 따라서 경찰이 개인적인 생활정보를 수

집하는 경우에도 개인은 그것을 스스로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인구조사판결 이후로 이후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찰의 권한은 법률상 수권을 요구하게 되며, 경찰의 정보의

수집, 정보의 처리, 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용은 현대 독일의 경찰법에 구

체적으로 반영된다.147)

그러나 후술하게 될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제외

한다면, 인격권으로부터 도출된 개인정보의 사용에 관하여 개인이 자유

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독일 기본법

의 태도는 개인은 사회적인 공동체에 편입되어 있고 커뮤니케이션에 의

존하는 인격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개인은 중요한 일반이

익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의 자기결정권이

145) Pieroth/Schlink/Kniesel, a.a.O., S. 13.
146) BVerfGE 65, 1/42.
147) Pieroth/Schlink/Kniesel, a.a.O., 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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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는 것을 수인해야 한다. 그 때 원칙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갖는 공

공의 안전이라는 이익과 개인의 개별적 영역의 보호가 충돌하는 경우 무

엇을 우선시해야 할지는 그때그때마다 상호간의 조정에 따른다.148) 하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의 핵심영역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보호가 이루어진다.

(2) 사생활의 핵심영역의 보호

이와 같이 인구조사판결 이후로 경찰의 정보수집은 법률상 수권의 근

거를 요구하게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생명, 신체 또는 개인의 자유에 대

한 현재의 위험(gegenwärtig Gefahr)의 방지 또는 중대범죄의 방지에 대

한 요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입의 강도가 높은 정보수집의 특별한 수단

들이 입법화되고 이러한 일환으로 1998년 기본법이 개정되었다.149) 개정

이전에는 형사절차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기술적 장비를 통한 주거에

대한 감시인 이른바 대감청(Großen Lauschangriff) 등이 이제는 예방적

경찰작용을 목적으로 허용되게 된 것이다.150)

그러나 이러한 전 단계에서의 조사가 모든 영역에 허용된다는 것은

작센 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인 것으로 선언되었다. 이에 따르면

사생활의 핵심 영역(Kernbereich privater Lebensgestaltung)에 대한 은

폐된(비밀스러운) 개입은 금지된다.151) 한편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

13조 제3항에 규정된 형사절차상의 대감청에 대하여 판단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기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사생활의 핵심영역에는 절대

148) Lisken/Denninger, a.a.O., S. 732-733.
149) Schenke, Polizei- und Ordnungsrecht, S. 111-114.
150) GG Art. 13 (4)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험(dringender Gefahr), 특히

공동의 위험 또는 생명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법관의 명령에 근

거하여 주거감시를 위한 기술적 도구를 투입할 수 있다. 지체하면 위험한

경우(Bei Gefahr im Verzug) 그 조치는 법률로 정해진 다른 기관이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법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151) SächsVerfGH, LKV 1996, 273,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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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보호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해서는 개입이 이루어질 수

없다.152) 따라서 주거에 대한 감시는 법률이 규정하는 엄격한 요건을 충

족시켜야 할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153)이러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예방적 경찰활동을 위한 조치에도

적용될 수 있다.154) 그리고 이 원칙은 단지 대감청뿐만 아니라 다른 비

밀스러운 정보수집에도 적용된다.155) 이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서 일련의 경찰법들은 이제 사생활의 핵심영역에 대한 불가침성을 명시

적으로 규정한다.156)

3. 규범확정성의 원칙과 규범명확성의 원칙

공공의 안전의 중요성을 위하여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경우에

는 기본권 제한의 범위와 전제조건이 명백하고 국민에게 인식될 수 있어

야 하는데, 이는 규범명확성의 원칙과 관련된 통제원리이다.157) 여기서

기본권 제한의 범위가 명백해야 한다는 요청과 기본권 제한의 전제조건

이 명백해야 한다는 요청을 구분한다면 규범적 확정성

(Normenbestimmtheit)과 규범적 명확성(Normenklarheit)으로 정리될 수

있다.158) 규범적 확정성이란 내용상 그 효과가 충분하게 확정되지 못할

정도로 규율이 추상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법률효과와 관련된 원칙인 반

면, 규범적 명확성은 수권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기본권 제한의 전제조

건과 범위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자체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규율되어

152) BVerfG, NJW 2004, 999 ff.
153) BVerfGE 109, 279.
154) Schenke, Polizei- und Ordnungsrecht, S. 115.
155) Schenke, Polizei- und Ordnungsrecht, S. 112.
156) Schenke, Polizei- und Ordnungsrecht, S. 120; §23 Ⅱ 1, Ⅴ BWPolG; Art.

49; §15 Ⅳ HessSOG.
157) Lisken/Denninger, a.a.O., S. 733.
158) “Normenbestimmtheit”를 “규범적 확정성”으로, “Normenklarheit”를 “규범명

확성”으로 번역하는 문헌으로는 구형근, “독일경찰법상 예방경찰적 정보수집

활동의 통제법리에 관한 고찰”, 3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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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요건과 관련된 원칙이다.159)

규범확정성의 원칙은 법률효과에 관하여 당해 영역에 특수하고 정확

한 정의를 요구한다. 이는 정보수집단계 뿐만 아니라 이후의 정보의 처

리 및 제공 등의 단계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특정한 전제조건 아래

단순하게 “감시”에 대한 수권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는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도 전혀 예상될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규범확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160)

한편 연방헌법재판소가 예방적 경찰활동, 특히 정보수집활동에 있어서

관련 법규정의 합헌성을 심사할 때 보다 주목하여 심사하는 부분은 경찰

권 발동의 요건이 규범적인 명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이다.161) 기존

에 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여러 사안에서는 정보수집의

수권법률에 대하여 “규범명확성의 원칙(Grundsatzes der Normen

-klarheit)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 보인다.162)

경찰권 발동을 위한 요건의 명확성이 중요해진 것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예방적 경찰활동이 전통적인 경찰권의 통제원리

인 구체적 위험의 법리와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입법자가 구체적 위

험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통제원리

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로서 규범명확성의 원칙이 특히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 경찰의 조치에 따라 받게 될 불이익

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당해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사후에 심사할 수 있도록 당해 조치가 보호하고 있는 법익과 범

죄의 위험성이 규범에 구체화되어 있어야 한다.163)

또한 이러한 규범명확성의 원칙은 비례원칙의 적용의 전제조건이 될

159) Lisken/Denninger, a.a.O., S. 733.
160) Lisken/Denninger, a.a.O., S. 733.
161) 구형근, “독일경찰법상 예방경찰적 정보수집활동의 통제법리에 관한 고찰”,

338면.
162) BVerfGE 100, 313(70); 113, 348; 118, 168.
163) 구형근, “경찰법상 구체적 위험과 예방경찰적 정보수집활동의 관계,

146-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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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164) 연방헌법재판소는 예방적 통신감청을 규정한 니더작센 주의

경찰법에 대해 심사한 사안에서, 보호이익과 그에 대한 위험 사이의 형

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정확한 특정이 요구되며,

법익과 위험한 행위가 불명확한 경우 형량명령(Abwägungsgebot)에 해

당하는 법치국가적 제한이 행해질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65) 즉 보호하

려는 법익의 중요성과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침해하는 이익을 적절하게

형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범적으로 당해 규범의 요건의 명확성이 요구

되는 것이다.

4. 직접성의 원칙과 목적구속의 원칙

(1) 직접성의 원칙

경찰의 정보활동을 크게 정보의 수집과 정보의 사용으로 구분한다면

정보의 수집과 정보의 이용에 대해서는 각 영역에 특유한 원칙이 적용된

다. 먼저 정보수집의 영역에는 직접성의 원칙(Grundsatz der Unmittel

-barkeit)이 적용되는데, 직접성의 원칙이란 개인관련정보를 수집할 때에

는 공개적으로, 당사자로부터 직접 수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166)

다만 직접성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의 정보

수집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당사자로부터의 정보수집이 우선해

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167) 비밀스럽게 행해지는 조치 또한 배제되

164) 구형근, “독일경찰법상 예방경찰적 정보수집활동의 통제법리에 관한 고찰”,

340면.
165) BVerfGE 113, 348.
166) Dieter Kugelmann, 서정범 박병욱 역, 위의 책, 232면. 한편 공개성의 원칙

과 고지의 원칙을 정보수집에 관한 원칙으로서 직접성의 원칙과 같이 제시

하는 견해로는 조만형, “경찰정보활동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비례원칙”, 토

지공법연구, 제51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495-496면.
167) BayPAG § 31 (2) 개인관련정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서 수집되어야 한

다. 정보수집이 당사자에게서 가능하지 않을 경우 또는 과도하게 높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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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 조치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별도의 법률상 수권

이 요구되는 경우,168) 또는 다른 방법으로는 위험의 방지가 불가능하거

나 현저히 곤란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는 것이다.169)

(2) 목적구속의 원칙

경찰의 정보사용에 관한 원칙으로는 목적구속의 원칙을 들 수 있다.

목적구속의 원칙이란 정보는 단지 수집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

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목적구속의 원칙은 수집된 정보가 행정청에 의하

여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170)

정보의 자기결정권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연방헌법재판소의

인구조사판결에서는 목적구속성 및 목적구속의 원칙 또한 언급했는

데,171) 이에 따르면 개인과 관련된 정보는 원칙적으로 당해 목적을 위해

서만 수집 저장 사용되어야 한다.172) 목적구속의 원칙은 정보와 관련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자동화된 정보수집, 예비적 저장, 개인정보의 사용

등과 관련된 정보활동을 통제하는 척도로서 점점 더 시의성을 얻고 있

다.173) 연방헌법재판소는 이후의 판례에서 또한 이와 관련하여 목적구속

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이를 통하지 않고는 경찰의 임무의 수행이 위태로운

경우 개인관련정보는 관청, 그 밖의 공공장소에서 또는 제3자에게서도 수집

될 수 있다.
168) PolG NRW § 9 (4) 직무질문과 정보수집은 공개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은밀한 정보수집은 단지 이것이 법률을 통하여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169) BKAG § 9 (2) 2. 개인관련정보는 공개적으로 당사자에게서 수집되어야 한

다.

3. 개인관련정보를 당사자에게서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를 통해서는 연방형사공무원에게 부여된 임무의 수행이 위태롭거나 현저

하게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공개된 장소 또는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수집

될 수 있다.
170) Lisken/Denninger, a.a.O., S. 765.
171) BVerfGE 65, 1(62).
172) 조만형, 위의 논문, 4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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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 심각해질수록 정보수집에서의 기본권 침해의 중

대성은 더욱 강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174)

경찰은 특정한 경우에서는 처음부터 데이터를 복수의 목적으로 수집

한다. 그러나 수집할 당시 목적이 여러 가지였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처

음부터 모든 사용 가능성을 포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

다.175) 다만, 목적구속의 원칙으로 인하여 목적의 변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데,176) 원래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는

새로운 기본권의 침해이기 때문에177) 목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도 원

칙적으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이는 법률이 목적의 변경에 관하

여 명시적으로 금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허용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경우

에도 적용된다.178)

5. 비례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또는 과잉금지

원칙(Übermaßverbot)이라 함은 경찰권은 공공의 안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치해서는 안 되는 장해 또는 장해발생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행사될 수 있으며, 경찰권이 행사되는 경우라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도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소개되어 있다.179)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은 본래

경찰법에서 발전된 원칙이지만180) 오늘날에는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원칙이자 헌법상의 원칙이다. 이에 따라 모든

173) Lisken/Denninger, a.a.O., S. 75.
174) BVerfGE 113, 348(377 f); BVerfGE 100, 313(360 f).
175) Lisken/Denninger, a.a.O., S. 765.
176) BVerfGE 65, 1(51, 62).
177) Dieter Kugelmann, 서정범 박병욱 역, 위의 책, 234면.
178) Lisken/Denninger, a.a.O., S. 765.
179) 조만형, 위의 논문, 498면.
180) Christoph Gusy, Polizei- und Ordnungsrecht, 8. Auflage, Mohr Siebeck,

2011, S.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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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행위, 경찰의 모든 행위는 비례의 원칙에 합치해야 한다.181)

오늘날 실정법의 규정들은 헌법상 원칙인 비례원칙을 구체화하고 있

는데, 헌법상의 비례원칙이 입법자를 구속하는 반면, 실정법의 비례원칙

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비례원칙이 헌

법상 내용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비례원칙은 수단과

목적의 관계와 관련되며,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 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합성, 수단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요구한다.182)

이러한 비례원칙은 예방적 경찰활동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데, 특히 경찰의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활동 전반에 걸쳐 정보의 자기결

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적법한지 여부

를 심사함에 있어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183) 이에 따라 경찰의 개인정보

의 수집 처리 이용은 법률이 정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고, 필요

한 것이어야 하고, 상당하여야 한다. 비례원칙이 적용된 예시로서 연방헌

법재판소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불특정한 목적 또는 아직 특

정되지 않은 목적을 위해서 예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합치

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184)

제 3 절 개별수권조항을 통한 예방경찰작용

Ⅰ. 서설

경찰권 발동의 근거조항이 되는 권한규범을 아주 크게 분류한다면 일

반수권조항과 개별수권조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예방적 경찰작

용은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기 이전에 경찰이 개입하는 작용을 말하는

181) Dieter Kugelmann, 서정범 박병욱 역, 위의 책, 371면;

Pieroth/Schlink/Kniesel, a.a.O., S. 167.
182) Pieroth/Schlink/Kniesel, a.a.O., S. 167.
183) 조만형, 위의 논문, 498면.
184) BVerfGE 100, 313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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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체적 위험을 전제로 하는 일반수권조항보다

는,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는 개별수권조항과 밀접

한 관련을 맺게 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먼저 예방적 경찰작용을 규정

하는 여러 개별적인 권한들을 검토해볼 것이다.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기본권이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

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경우에 법률은 일반적이어야 하며, 개별적

으로 적용되는 법률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법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85) 기술한 기본법 제19조 및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

는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경찰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만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186)

이에 따라 예방적 경찰작용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경

우에는 법률상 근거가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수권의 근거규정이

되는 전통적인 표준적 직무조치(표준조치)를 검토할 것인데, 이 중에서

표준적 직무조치의 권한이 확대된 경우를 같이 검토할 것이다. 이후에는

전통적인 표준조치로 포섭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예방적 경찰작용을

규정하는 여러 권한들의 쟁점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Ⅱ. 표준적 직무조치

1. 표준적 직무조치의 성격

기술한 바와 같이 정보와 관련된 경찰작용은 예전부터 경찰의 임무수

행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187) 이와 같은 전통적인 정보수

185) GG Art. 19 (1) 기본법에 따라 기본권이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

하여 제한되는 경우, 법률은 일반적이어야 하며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밖에 법률은 기본권의 해당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186) Charlotte Kreuter-Kirchhof, Die polizeiliche Gefährderanprache, AöR 139,

2014, S.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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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수단은 현대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새롭게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중심적인 역

할을 한다.

앞서 일반수권조항에 근거한 정보적 개입의 가능성 및 범위에 대하여

논하였지만 그밖에도 일련의 특별한 권한규범이 실무에서 빈번하게 활용

되며, 이러한 특별한 권한규범에 규정되어 있는 전형적인 행위형식을 표

준적 직무조치(Standardmaßnahme) 또는 표준조치라고 한다. 표준조치에

는 대표적으로 신원확인(Identitätfeststellung), 퇴거명령(Platzverweis),

수색(Durchsuchung), 구금(Sicherung) 등이 있다.188)

표준조치에 규정된 권한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면 구금과 같은 물리적

성격이 강한 조치부터 신원확인과 같은 정보적 성격이 강한 조치까지 그

성격이 다양하다. 그러나 여기서 어떤 특정한 조치는 순수하게 정보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나 순수하게 물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그 성격이 스펙트럼 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동행(Sistierung)과 같은 물리적 성격이 강한 조치도 경우에 따라

필요하면 정보수집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전통적인 정보수

집의 수단인 신원확인을 보더라도 당사자를 정지시킬 권한을 포함하는

등 물리적 성격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표준조치 중에서 예방적 경찰작용과 특히 관련성이 높은

직무질문, 신원확인, 감식조치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2. 직무질문(Befragung)

사람에 대한 직무질문(Befragung)은 경찰에 의한 정보수집의 가장 전

통적이고 전형적인 수단이다. 직무질문은 경찰의 임무수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도록 필요한 진술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187) Dieter Kugelmann, 서정범 박병욱 역, 위의 책, 220면.
188) Markus Möstl, Standardmaßnahmen des Polizei- und Ordnungsrecht,

JURA, Heft 11/2011, S.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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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9) 질문에 상응하는 응답의무가 없는 단순한 직무질문에는 별도의

개별수권조항과 일반수권조항이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대다수 경찰법

은 이를 규정하지 않는다.190)

직무질문은 가장 먼저 경찰상 위험을 야기한 자에게 행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질문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주에 따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경

찰법 제20조 제1항의 직무질문의 권한에는 상대방을 정지시킬 권한을 포

함하며, 헤센주 안전질서법 제12조 제1항에는 직무질문시 당사자에 대한

정지는 그것이 위험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확하

게 규정되어 있다.191)

또한 정보제공이 당사자 또는 가족에게 부담이 되거나 증언거부권

(Zeugnisverweigerungsrecht)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정보제공을 거

절할 수 있으며, 주법이 이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

더라도 이와 같은 권리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

3. 전통적 신원확인과 확장된 신원확인

(1) 신원확인(Identitätfeststellung)

개인의 신원확인은 당사자로부터 인적 사항을 공개적으로 수집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 신원확인은 상대방이 경찰책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경찰이 취하는 최초의 조치이고 후속 조치의 근

거가 된다.192) 이를 개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통일경찰법모범초안상

신원확인규정을 살펴보면, 모범초안 제9조에 따르면 경찰은 위험의 방지

를 위하여(제1호) 또는 개인이 어떤 지역에 머무를 때 사실적인 근거에

기하여 거기서 개인이 범죄를 약속 준비하거나 저지르려는 것이 경험칙

189) Dieter Kugelmann, 서정범 박병욱 역, 위의 책, 238면.
190) Pieroth/Schlink/Kniesel, a.a.O., S.205-206.
191) Dieter Kugelmann, 서정범 박병욱 역, 위의 책, 240면.
192) Dieter Kugelmann, 서정범 박병욱 역, 위의 책, 2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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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합당하게 인정될 수 있을 때, 체류허가 없이 머무르거나 그 지역에서

성매매를 추구할 때(제2호)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제

3호와 제4호에서는 개인이 위험한 지역에 있거나 범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 신원확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와 비슷한 규정이 바덴-뷔르템베르크 경찰법, 바이에른 경찰법, 베

를린 일반 안전-질서법, 브레멘 경찰법 등에서 발견되는데,193) 개인의 신

원확인은 각 주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허용된다. 모범초안 제1

호의 위험의 방지를 위한 전통적인 신원확인의 경우 공공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존재해야 하는 반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형은 범죄

의 예방와 관련되어 있으며 구체적 위험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

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신원확인을 통해 경찰관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요구에 거부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경우 과

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경찰관은 신원확인을 위한 수단 중에서 권리를

가장 약하게 침해하는 수단으로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분증법상 권한 있는 기관의 요구에 대한 신분증의 제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당해 행위는 질서위반행위가 된다. 이러한 신원확인은 당사자를 정

지시킬 권한을 포함하며, 다른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고, 신원확

인이 곤란한 경우 인근 경찰관서로의 동행(Sistierung)이 허용된다. 단,

여기서의 동행은 신원확인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단지 신원확인을 위해

서만 행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보호조치 또는 신체에 대한 수색과는 구별

되어야 한다.194)

(2) 위험한 장소(gefährlichen Ort)에서의 신원확인

통일경찰법모범초안 제9조 제1항 제3에서는 개인이 위험한 시설 내에

있거나 그에 인접하여 있을 때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193) Schenke, Polizei- und Ordnungsrecht, a.a.O., S.66.
194) Dieter Kugelmann, 서정범 박병욱 역, 위의 책, 241-2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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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형, 즉 위험한 장소에서의 신원확인의 경우에는 장해가 발생할

추상적 위험의 존재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 위험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위험한 장소의 예시로는 범죄자들이 자주 모이는 곳으로 알려진

주점, 마약중독자 또는 정치적 극단주의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 등을

들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당해 장소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위한 사실적

근거가 존재하는지는 개별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195) 즉 구체적이고 개

별적인 장소에서 특별한 위험에 대한 사실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장

소에서 대상자가 되는 개인은 “직접적으로” 위험상황에 있어야 한다.196)

이 경우라도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위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실상

의 근거가 요구된다.

또한 장소의 위험성을 근거로 하는 이러한 신원확인은 엄밀한 법적

개념은 아니지만 실무상 시행되는 일제단속(Razzia), 즉 경찰력의 투입을

통한 특정 지역의 계획적으로 준비된 기습적인 차단행위의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이와 같은 일제단속의 경우에는 책임자와 비책임자의

구분이 고려되지 않는다.197)

(3) 무작위적 신원확인(Schleierfahndung)

독일의 몇몇 주에서는 직행도로(Durchgangsstraße; 연방고속도로, 유

럽도로)와 같은 공공시설에서의 월경(越境) 범죄에 대한 대처의 목적으

로 신원확인의 권한을 확장했다.198) 이러한 규정들은 구체적인 위험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신원확인을 허용하며, 동시에 모범초안 제9조 제1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대상자의 범위에 관련된 규율이 적용되

지 않는다. 이러한 신원확인을 무작위적 신원확인(Schleierfahndung)이라

고 하는데, 무작위적 신원확인은 특별한 근거나 위험혐의를 요구하지 않

195) Dieter Kugelmann, 서정범 박병욱 역, 위의 책, 242면.
196) Gusy, Polizei- und Ordnungsrecht, a.a.O., S. 124.
197) Schenke, Polizei- und Ordnungsrecht, a.a.O., S.66.
198) 예를 들어 §26ⅠNr 6 BWPolG; Art. 13ⅠNr 5 BayPAG; §27a MVSOG;

Schenke, Polizei- und Ordnungsrecht, a.a.O., S. 67.



- 60 -

는다는 점에서 종래의 전통적인 신원확인과 구별된다.199)

이러한 구체적인 위험방지의 전 단계에서 취해지는 신원확인에 대하

여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며 비책임자에 대해서도 비교적 권리침해성

이 경미하기 때문에 무작위적 신원확인이 원칙적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

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200) 행위형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무작위적 신원확인규정은 월경(越境)행위 자체에 일반적인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기본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201)

다만 이러한 무작위적 신원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곧 행위형식

에 있어서 아무 제한이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바이에른 헌법재판소는 무작위적 신원확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헌이라고 했던 판례를 수정하여, 신원확인 자체는 허용되지만 높아진

추상적 위험이 요구되며 모든 형태의 수색(Durchsuchung)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202)

특히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부색 또는 인종적 특성”만이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동기가 되어 신원확인을 행하는 이른바 “인종 프로파일링

(Racial Profiling)”은 독일 기본법과 유럽인권협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 등 여러 국제법적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203)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사실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에 근

거하여 구체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신원확인을 행하는 것은 인종 프

로파일링과는 무관하다.204)

199) Schenke, Polizei- und Ordnungsrecht, a.a.O., S. 197.
200) Schenke, Polizei- und Ordnungsrecht, a.a.O., S. 67.
201) Dieter Kugelmann, 서정범 박병욱 역, 위의 책, 251면.
202) BayVerfGH, BayVBl. 2006, 339.
203) Judith Froese, 서정범 역, “유형화에 기초한 경찰조치를 통한 위험방지 vs.

인종 프로파일링을 통한 위험방지-2016/2017 질베스터 밤(Silvesternacht)에

쾰른(Köln)에서의 경력투입을 둘러싼 논쟁-”, 안암법학, 제55권, 안암법학회,

2018. 1, 210면.
204) Judith Froese, 서정범 역, 위의 논문, 215-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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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식조치와 유전자정보의 분석

(1) 일반적 감식조치(Erkennungsdienstliche Maßnahmen)

통일경찰법모범초안 제10조에 규정된 감식조치에는 지문, 장문, 사진

촬영, 신체외관의 확인 및 측정이 있다. DNA분석은 외관상 지표를 확인

하거나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감식조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된 바이에른 경찰법(BayPAG)의 경우, 감

식조치를 규정하는 제14조 제3항에서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감식조치로서 관계자로부터 체세포를 수집하고 DNA분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후술하겠다.

일반적으로 감식조치는 신원확인이 다른 방법으로 불가능하거나 중대

한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범죄에 대한 예방적 대처를 위해 필요할 때

행할 수 있다. 신원확인을 위한 감식조치의 경우에는 신원확인의 전제조

건이 존재할 때 적법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물론 대상자가 범행

을 저지를 것이라는 혐의가 있어야 하며, 범죄의 성질 또는 그 실현으로

인하여 재범위험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요구된다.205)

이렇게 수집된 개인관련정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권한규범이

필요하며,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인격권 및 정보의 자기결정권에

서 도출된다. 이에 따라 감식자료를 예방적 목적으로 보존하는 것도 당사

자가 정보의 폐기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한계 안에서 허용된다.206)

(2) 경찰법상 유전자정보의 수집 저장 처리

정보의 저장 제공 및 자료의 비교는 이전부터 행해져 왔고 많이 다루

어졌지만, 현대적으로 발전한 과학기술로 이를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205) Schenke, Polizei- und Ordnungsrecht, a.a.O., S.70-71.
206) Dieter Kugelmann, 서정범 박병욱 역, 위의 책, 2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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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제공 및 자료의 비교의 한계가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특

히 오늘날 유전자정보의 저장이 경찰법에 의해서도 수행된다는 점에서

이 경우의 한계가 논의될 수 있다.

유전자정보의 수집 저장 처리는 일반적으로 형사소추를 위한 수단이며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특별한 법적 근거에 기초해야 하므로

형사소송법에서 이를 규율한다.207) 그러나 오늘날 유전자정보의 이용은

범죄에 대한 예방적 대처의 일환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형사법에서만 규율

되던 유전자정보에 관한 규정이 이제는 경찰법에서도 나타나게 된다.208)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원칙적으로 유전자정보의 수집은 일반

적으로 감식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바이에른 주를 포함한 베

를린,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와 같은 몇몇 주의 새로운 경

찰법은 유전자정보 분석을 위하여 체세포를 채취하는 신체조사의 권한을

규정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의사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자

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되는데,209) 예를 들어 바이에른 주의 개

정된 경찰법의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에서 유전자정보 분석을 위한 체세

포 채취의 권한을 감식조치의 연장선으로 규정하고 있다.210) 이에 따르

207) Strafprozeßordnung(StPO) § 81g DNA-Identitätsfeststellung (1) 피의자에

게 현저하게 중대한 범행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행의 혐의가

있다면, 장래의 형사소추에서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그에게서 체세포를 채취

할 수 있고 성별과 같은 유전자정보의 신원확인의 유형을 위하여 분자유전

적인 조사를 할 수 있으며, (...).
208) Dieter Kugelmann, 서정범 박병욱 역, 위의 책, 254면; 300-301면.
209) Dieter Kugelmann, 서정범 박병욱 역, 위의 책, 254면.
210) BayPAG Art. 14 Erkennungsdienstliche Maßnahmen (3) 경찰은 중대한 법익

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고 다른 감식조치로는 충분하지 않을 경

우에는 당사자에게 신체 세포를 채취할 수 있고 DNA 신원확인유형의 규명을

위하여 분자유전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체적인 개입은 오직 의사

를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채취된 체세포는 다른 법률규정에 보관되어도 좋다

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검사된 이후 지체없이 파기되어야 한다. 제1문에 의한 조

치는 오직 법관을 통해 명령되어야 하며, 지체하면 위험한 경우에도 제36조

제4항 제2문 및 제3문에서 적시된 자의 명령을 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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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경찰은 중대한 법익(bedeutendes Rechtsgut)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

하고 다른 감식조치로는 위험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 상대방으

로부터 체세포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오직 의사에 의해서만 수행

되어야 하며, 채취된 세포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는 것이 아

닌 한 검사 직후에 폐기되어야 한다.

한편 바이에른 주 경찰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지체하면 위험할 경우

(bei Gefahr im Verzug) 제36조 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주 수사청장(Leiter des

Landeskriminalamts)과 주 경찰청장이 해당되며, 이 권한은 일정한 요건

을 갖춘 사람에게 위임될 수 있다. 제36조는 ‘정보수집의 특별한 수단’을

규율하는 조항이다.211) 따라서 감식조치 규정 아래 있는 유전자정보의

수집 또한 ‘정보수집의 특별한 수단’에 속하여 법관의 명령을 통해 수행

되어야 하는 것이다.212)

Ⅲ. 새로운 형태의 예방적 경찰작용

1. 주목사실의 통보(Gefährderansprache)

(1) 주목사실의 통보의 의의

여기서 논할 “주목사실의 통보”란 독일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4) 분자유전적 검사는 단지 유전자정보 신원확인의 유형에만 적용될 수 있

다. 다른 방식의 검사 또는 다른 방식의 확인은 허용될 수 없다.
211) BayPAG Art 14 (3) 4. 제1문에 따른 조치는 오직 법관을 통해 명령되어야

하며, 지체하면 위험한 경우에도 제36조 제4항 제2문 및 제3문에서 언급된

사람의 명령을 통해야 한다.
212) BayPAG Art. 36 Besondere Mittel der Datenerhebung 제1항 제1문 및 제2

문 c에 따른 정보수집의 특별한 수단의 투입조치는 오직 법관을 통해 명령

되어야 한다. 지체하면 위험한 경우 그 조치는 주 범죄수사청장 또는 주 경

찰청장을 통해 명령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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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fährderansprache”를 번역한 용어로, 이를 직역할 경우 ‘위험인물에

대한 접촉’ 정도의 의미가 된다. 그러나 “Gefährderansprache”은 기존의

국내 문헌에서는 “주목사실의 통보”라는 용어로 번역되어 있다.213) 비록

이 작용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포괄적인 어감을 갖고

있는 “접촉”이라는 용어로 직역할 경우에는 의미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점에 동의하여 이하에서는 주목사실에 대한 통보라는

번역례를 그대로 사용하겠다.

주목사실의 통보는 경찰이 개별적인 경우 공공의 질서에 대한 교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인 위험유발자에게 경고하는 것을 말한다.214) 이

는 독일에서는 특히 프로축구 또는 아마추어 축구경기의 팬들 사이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띠는 이른바 훌리건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논의된 조

치 중 하나이다.215) 전형적으로는 경찰은 개인적인 대화 또는 서신을 통

해 대상자와 과거의 사건을 대조하고, 경찰은 그에게 특정한 행위에 대

해 경고하며 동시에 대상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게 가해질 경찰상

조치를 제시한다. 위험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는 교란자에 대한 이

러한 예방적인 접촉은 법률유보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을

때 비로소 “기본권을 보호하는(grundrechtsschonenden)” 법치국가적 요

청에 합치하는 것이다.216) 이러한 사전적인 접촉은 기존의 위험방지법에

서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비정형적인 위험예방조치217)

213) 김성태, “경찰의 위험인물 계도에 대한 법적 고찰”, 홍익법학, 제17권 제4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12, 650면; Dieter Kugelmann, 서정범 박병욱

역, 위의 책, 212면.
214) Charlotte Kreuter-Kirchhof, a.a.O., S.258.
215) Tristan Barczak, Polizeiliche Vorfeldmaßnahmen gegen Fußballhooligans

und gewaltbereite Ultragruppierungen, Juristische Ausbildung 2014(9), DE

GRUTTER, S.888.
216) Charlotte Kreuter-Kirchhof, a.a.O., S.284-285.
217) 독일법상의 비정형적 또는 비공식적(nichtförmliches) 행정작용은 우리나라

의 실정법에 수용된 것은 아니지만, 행정작용의 근거, 요건 및 효과 등이 법

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정작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행정지도와 비교될

수 있다. 박균성, 행정법강의 , 박영사, 2014, 3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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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률유보원칙,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주목사실의 통

보는 내용상 경찰의 인식상태에 대한 통보, 개인적인 경고, 경찰상 조치

에 대한 고지라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2) 주목사실의 통보의 구조

주목사실의 통보는 대상자의 측면, 내용적 측면, 행위를 조종한다는

목표의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218)

주목사실의 통보를 대상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에 이미 교란자로 드

러났던 개인이 대상자가 된다. 이 개인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건과 비교했

을 때 위험한 관련성을 가지고 법익을 침해할 것이라는 것이 추측될 수

있어야 한다. 예상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관계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을 시도하는데, 예를 들어 훌리건들에게 특정한

축구 경기를 관람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세계화의 극단적인 반대

자들에게 EU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219)

주목사실 통보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그가

이미 과거에 반복적으로 위험을 야기한 적이 있다는 것을 경찰이 인식하

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 때문에 그가 경찰의 주목 아래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 그 후 그가 공공의 안전을 다시 교란시킨다면 경찰상

조치가 취해진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이 세 단계는 구두로 전달될 수 있

고 서면으로도 전달될 수 있다. 경찰의 요청은 위험인물에게 특정한 행

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전달될 수 있고, 추상적으로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지 말라고 요청될 수도 있다. 주목사실의 통보는 항상 특정

한 위험관련성을 거론하고 개별적인 개인이 대상이 된다. 언제나 구체적

인 과거의 선례로부터 추측이 이루어진다. 주목사실의 통보는 잠재적인

위험유발자를 개별화하고 미래의 위험의 상황을 구체화한다.220)

218) Charlotte Kreuter-Kirchhof, a.a.O., S. 258.
219) Charlotte Kreuter-Kirchhof, a.a.O., S.258-259.
220) Charlotte Kreuter-Kirchhof, a.a.O., S.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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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사실의 통보의 목적은 위험인물로 하여금 그의 예상되는 행위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그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

는 것이다. 따라서 주목사실의 통보의 결과는 관계자가 이에 영향을 받

아 경찰의 권고를 따를지 여부에 달려 있다.221)

(3) 기본권 침해 여부

이러한 주목사실의 통보는 경우에 따라 부모 또는 동료와 같은 제3자

의 입회 아래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동석한 제3자에게 대상

자가 범법자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사실의 통보는 인격권과 관

련될 수 있다. 또한 권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집회 결사의 자유 또

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관련될 수 있으며, 이 조치가 대상자의 기본권

을 침해하는지 여부 또한 구체적인 내용에 달려 있다.222)

주목사실의 통보는 경찰의 인식상태에 대한 통보, 개인적 경고, 경찰

상 조치의 고지라는 세 단계로 나누어서 검토될 수 있다. 주목사실의 통

보를 할 때 대상자의 측면에서 단순히 정보를 전달받는 것에서는 기본권

의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223) 다만 기술했던 것과 같이 제3자의 동석

아래 과거의 위법사실이 통보된다면 여기서는 일반적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224)

이러한 정보는 이에 덧붙여진 경고의 근거가 된다. 경찰은 고권적인

221) Charlotte Kreuter-Kirchhof, a.a.O., S.260-261
222) Charlotte Kreuter-Kirchhof, a.a.O., S.264.
223) “인식상태에 대한 통보”에서는 이 지점에서 직무질문 또는 피의자신문과 비

교되어 논의되는데, 이는 원어인 “Gefährderansprache”를 직역하면 “접촉”이

라는 뜻에 가깝기 때문에 원어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구별개념으로서

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직무질문 또는 피의자신문의 목적은 경

찰이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인 반면, Gefährderansprache는 경찰이 정보를

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통보의 단계에서

일반적으로는 기본권의 침해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다. Charlotte

Kreuter-Kirchhof, a.a.O., S.266-267.
224) Charlotte Kreuter-Kirchhof, a.a.O., S.267-268.



- 67 -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금지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행위에 관

하여 권고한다. 여기서의 경고는 대상자가 특정한 개인이라는 점, 접촉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대상자의 안전이 아닌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행위양식인 공개적 경고

(öffentlichen Warnung)와도 구별된다. 이 경고에 대해서 대상자가 합리

적으로 도저히 경고내용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 대상자의 자유

로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경고는 대상자의 의사결정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대상자의 행위를 직접 조종하는 것이여

서는 안 된다. 또한 경찰이 대상자에게 그 자체로 적법한 행위를 미래에

하지 말 것을 권고할 경우에도 이것은 단순한 법적 상황의 제시를 넘어

서는 것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존재한다.225)

이후 대상자에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관청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통보된다. 이 지점에서는 대상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단

순한 법적 상황의 제시를 넘어서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가 존재한다. 이

위협이 주목사실의 통보의 목적이며, 따라서 주목사실의 통보는 결과적

으로 기본권의 침해의 기초가 된다. 다만 이것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

지 않고 사실적인 측면에 불과하며, 계고와는 달리 독립하여 소송의 대

상이 되지도 않는다.226)

(4) 주목사실의 통보의 적법성

주목사실의 통보조치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법률유보의 원

칙과 비례원칙이 논의될 수 있다. 즉, 원칙적으로 직무규범에 근거한 조

치는 상대방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규정하는 개별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최후의 근거로서 일반수권조항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225) 적법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의 예를 들자면 과거의 국제적 행

사에 참여해서 분란을 일으켰던 자에게 임박한 국제적 행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경우, 훌리건에게 다음 축구 경기를 관람하지 말 것을 요구

하는 경우 등이 있다. Charlotte Kreuter-Kirchhof, a.a.O., S.270.
226) Charlotte Kreuter-Kirchhof, a.a.O., S.27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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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되는 개별적인 조치는 비례원칙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227)

가. 법률유보원칙의 적용 여부

먼저 법률유보원칙에 의해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모든 본질적인 결정

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입법자의 결정에 의해야 하며, 본질적이라는

것은 기본권을 실현함에 있어 본질적인 것을 의미한다.228) 그런데 주목

사실의 통보는 기존의 고권적 행위가 아니고 단지 여기서는 간접적이며

사실적인 침해가 문제되기 때문에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가 문제될 수 있다.

주목사실의 통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판례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

한 논점을 가진 연방헌법재판소의 최근 판례에서는 국가의 경고와 법률

유보원칙에 대해 다루어진 바 있다. 이 사례는 주 정부가 종교적 명상단

체인 “Osho-Bewegung”에게 “사이비 종교적”이고 “악성”인 “청소년 샴

페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공개적으로 논평한 것에 대

하여 당해 단체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안이다. 당해 판시사항에 따르면

“국가관리의 관점에서 정부의 정보적인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간접적-

사실적인 기본권의 침해를 야기한다면 그것은 국가관리의 임무의 지정을

넘어선 특별한 법적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이에 있

어서 권한상의 질서와 비례의 원칙은 요구된다.229) 자유를 보호하는 법

률유보원칙은 간접적-사실적 개입에서는 완화되기 때문에 단순한 부담

(Belästigung)만 존재한다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부담

을 넘어선 고권적 조치는 법적 근거가 요구되는 것이다. 즉, 침해의 강도

에 따라 비례원칙의 틀 안에서 차별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목사실의

통보에서도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230)

그런데 이에 대한 개별적인 조항이 없다면 결국 주목사실의 통보는

227) Charlotte Kreuter-Kirchhof, a.a.O., S.272.
228) BVerfGE 34, 165/192.
229) BVerfGE 105, 279/304 ff.
230) Charlotte Kreuter-Kirchhof, a.a.O., S.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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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항에 근거해야 한다.231) 따라서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에 대한 손

해발생의 충분한 개연성이 존재할 때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데, 예상되

는 손해가 클수록 요구되는 손해발생의 개연성은 낮아진다.232) 따라서

제3자의 동석 아래 경찰의 주목사실을 통보한다거나 그 자체로 적법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는 적어도

예상되는 손해의 중대성에 따른 충분한 개연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나. 비례원칙의 적용 여부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여 경찰이 특정한 개인에 대하여 주목사실을 통

보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비례원칙은 경찰작용의 한계로 적

용된다. 주목사실의 통보는 강제조치가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의 강도가 낮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이 손

해발생이 임박해 있지 않은,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경찰권을 행사한다

는 점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낮은 강도로 기본권을 제한함

으로써 이후에 보다 강한 강도의 기본권 침해를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법치국가원리와 상응할 수 있다.233) 또한

기술한 바와 같이 예상되는 법익침해가 클수록 요구되는 손해발생의 개

연성의 정도는 낮아지는데, 여기서의 개연성은 규범적인 관점에서 설정

된다.234) 따라서 주목사실의 통보에서 요구되는 손해발생의 개연성은 표

준조치에서보다 낮게 설정된다.235)

231) 예컨대 오스트리아의 경우 “안전행정조직과 안전경찰의 집행에 관한 연방법

률(Bundesgesetz ueber die Organisation der Sicherheitsverwaltung und

die Ausuebung der Sicherheitspolizei)” 제49조b에서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

가 있을 경우 폭력사태의 예방을 위한 주목사실의 통보에 관한 규정이 존재

한다. Charlotte Kreuter-Kirchhof, a.a.O., S.277.
232) BVerfG vom 18. 2. 2010 –2 BvR 2502/08, NVwZ 2010, S.702 ff.
233) Charlotte Kreuter-Kirchhof, a.a.O., S.282.
234) Schenke, Polizei- und Ordnungsrecht, 8.Aufl. 2013, (Fn.64) Rn.77.
235) Charlotte Kreuter-Kirchhof, a.a.O., S.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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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번호판의 자동인식‧판독

(1) 의의 및 법적 성질

경찰은 수권규범의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화된 번호판 인

식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차의 번호판, 위치, 날짜, 시간 및 이동 방향

을 포착할 수 있다. 관련 자료를 집계한 논문이 게재된 시점인 2014년을

기준으로 독일에서 차량번호판의 자동인식은 30개 도로에서의 12곳에서

예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매달 그렇게 약 8백만 명의 운전자가 수배,

등록 또는 관찰을 위해 공고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예방적으로 점검

된다.236)

이렇게 차량번호판을 자동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특별한 권한이다. 따라서 차량번호판의 자동인식 또한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에른 주를 비롯한 몇몇 주법

은 이를 위한 특별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237) 차량번호판의 자동인식

을 위해서는 고정식 이동식 판독기를 통해 차량번호판이 확인되는데, 이

렇게 수집된 정보는 자동으로 수배자료와 비교된다. 예를 들어 바이에른

주 경찰법의 관련규정인 제39조를 구체적으로 본다면, 제13조(신원확인)

제1항의 상황의 경우에 자동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은밀하게 사용하여

차량의 번호판, 장소, 날짜, 시간 및 이동 방향을 수집할 수 있다.238) 또

한 자동차 번호판의 판독을 위해서는, 차량이 범죄 등의 이유로 도난당

했거나 이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 이 정보가 수배

현황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239)

236) Udo Kauß, Die praevantive Kontrolle des oeffentlichn Raumes durch die

automatische Kfz-kennenzeichenerfassung, DuD, 2004, Vol.38(9), S.627.
237) Dieter Kugelmann, 서정범 박병욱 역, 위의 책, 266면.
238) BayPAG Art.39 (1) 경찰은 자동화된 차량번호판인식시스템의 은폐된 투입

을 통하여 제13조 제1항 제1문부터 제5문까지의 상황에 해당한다고 인식하

는 경우 지역, 날짜, 시간 및 이동방향과 같은 차량번호판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번호판과 경찰의 수배현황의 비교는 이하의 경우에 허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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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판의 자동인식기를 통해 수집된 번호판이 수배현황과 비교된

다는 관점에서 차량번호판의 자동인식 및 판독은 일차적으로는 형사소추

를 위한 사전배려에 해당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범죄에 대한 예방적 대

처의 일환이 된다. 또한 비록 효과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공개

된 장소에서의 비디오 감시가 위하(Abschreckung)를 통한 예방효과를

하나의 목적으로 갖고 있다면, 이와 동일한 견지에서 차량번호판의 자동

인식기의 설치 및 관리 또한 예방적 측면이 없다고는 보기 힘들다. 이는

곧 거리에서 경찰관이 모든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하는 상황에

서, 경찰관의 시야를 기술적 수단으로 치환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240) 또한 이는 구체적 위험상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위

험과 관련이 없는 다수의 사람의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강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의 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형사법의 논리만으

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

(2) 예방적인 차량번호판의 자동인식

그런데 특히 자동차번호판의 자동인식 시스템의 활용이 경찰의 개인에

대한 관찰(Beobachtung)을 목적으로 행해진다면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예

방적 경찰작용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바이에른 경찰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경찰의 감시, (...)를 위해 공고된 개인”에 대한 현황

과 차량번호의 비교가 허용된다고 규정한다.241) 이러한 감시에 대한 규정

239) BayPAG Art. 39 Automatisierte Kennzeichenerkennungssysteme (1) (...)

번호판과 경찰의 수배현황의 비교는 이하의 경우에 허용된다.

1. 차량 또는 번호판에 대하여

a) 그 차량 또는 번호판이 범죄 또는 기타 이유로 사라진 경우

b) 사실적 근거에 기반하여 그것이 범죄의 실행에 사용되었다고 추정될

수 있는 경우 (...)
240) Udo Kauß, Die praevantive Kontrolle des oeffentlichn Raumes durch die

automatische Kfz-kennenzeichenerfassung, DuD, 2004, Vol.38(9), S. 628.
241) BayPAG Art. 39 (1) (...) 번호판과 경찰의 수배현황의 비교는 이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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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법 제36조에 마련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중대한 법익에 대

한 위험 또는 우려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경찰의 직무의 수행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정보수집의 특별한 수단인 감

시를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42) 물론 이

러한 경우에는 법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위험이 급박한 경

우라면 연방형사청장 또는 주 경찰청장의 명령을 통해서도 가능하다.243)

(3) 예방적인 번호판 인식 판독의 한계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지 않아도 위험과 관계없는 대규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집하고 처리하는 예방적인 차량

번호판의 인식 판독에 대해서는 엄격한 한계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위

바이에른 경찰법상 자동인식기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동조 제3항에 의하

여 범죄사실자료와 비교된 직후에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범행 등을 통

에 허용된다.

1. 차량 또는 번호판에 대하여

2. 개인에 대하여

a) 경찰의 감시, 목표삼은 통제, 비밀스러운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경우

(...)
242) BayPAG Art. 36. (2) 경찰은 위험의 방지 또는 중대한 법익에 대하여 우

려되는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이

하의 사람에 대하여 수집할 수 있다.

1. 이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

2. 접촉자(Kontaktpersonen) 및 동행자(Begleitpersonen), 특정한 근거가 그

것이 위험의 상황과 관계가 있다는 추측을 정당화하는 경우

3. 제10조의 전제조건 아래 제10조에서 언급된 자, 그렇지 않으면 경찰의 임

무의 수행이 위태롭거나 본질적으로 어려워질 경우
243) BayPAG Art.36 (4) 제1항 제1문 및 제2문 c에 따른 정보수집의 특별한 수

단의 투입조치는 오직 법관이 명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체하면 위험

한 경우에 그 조치는 주 범죄수사청장 또는 주 경찰청장이 명령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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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도난된 차량의 경우를 제외하면 개별적으로 등록된 정보는 단일한 이

동경로에 대한 정보로 결합되어서는 안 된다.

예방적 차량번호판의 인식 판독과 관련된 한계를 언급한 판례로 2008

년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들 수 있다. 2008년 연방헌법재판소는 공공

의 도로교통에서 차량번호판의 자동인식을 통해 예방적 감시를 수행하는

권한을 규정하는 헤센 주와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의 경찰법규정을 위헌

인 것으로 선언하였다.244) 물론 절대적으로 차량번호판의 자동인식이 허

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요

구된다고 본 것이다. 기본적으로 연방헌법재판소는 차량번호가 인식되자

마자 데이터베이스와 즉시 비교되고, 추가적인 조치 없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삭제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기본권의 침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

았다. 그러나 차량번호 및 관련정보가 어떠한 저장매체에 저장되고 그

저장된 정보가 이후 다른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면 침해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장 및 후속조치를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에 대

한 관청의 이익이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차량번호판을 아무 동기

없이도 자동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이를 전국

적으로 실시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무작위 추출 방

식”(stichprobenhafte)으로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고 하

였다.245)

이 결정 이후 각 주의 입법자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수용하였고, 연

방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에 따라 ‘전국적인(flächendeckend)’ 차량번호판

의 인식은 금지되었고 이동경로의 프로파일링은 오직 공고된

(ausgeschirebene) 개인과 차량에 대해서만 허용된다는 한계가 수용되었

다. 다만 현실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은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으며, 여전

히 연방의 고속도로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번호판이 인식되고 있다.246)

한편 그럼에도 이 때 비교정보의 대상은 구체적 상황에서 그때마다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 적절하게 필요한 정보로 한정되어야 하며, 예방적

244) BVerfGE 120, 378 = NJW 2008, 1505.
245) BVerfGE 120, 378(404f).
246) Udo Kauß, a.a.O., S.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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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수집되었던 정보와 비교되어서는 안 된

다는 한계는 존재한다.247) 또한 이에 대해서 차량번호판의 자동인식조치

는 원칙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오직 예외적인 경우에만 은

밀하게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248)

3. 예방적 프로파일링의 허용성

(1) 프로파일링(Rasterfahndung)의 의의

“Rasterfahndug”은 공공기관 등이 수집한 정보를 이미 확인된 범죄의

지표 내지 카테고리(Raster)에 따라 매칭시키는 것을 말하며, 국내 문헌

에서는 “망수사”, “키워드여과정보검색”, “프로파일링” 내지 “비교 검색”

등으로 번역되어 있다.249) 이는 구체적으로 경찰이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의 조회

시스템에 입력하여 수사에 관련되는 사람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행해진

다.250) 이러한 “Rasterfahndung”은 정보의 비교의 특수한 형태에 속하며,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추를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2001년 9 11테러 이후

247) Udo Kauß, a.a.O., S.630.
248) Thomas Petri, Gesetz zur Neuordnung des Bayerischen Polizeirechts,

2017, S.38.
249) Rasterfahndung을 “망수사”로 번역하는 견해로 E. Kuhe, 조영관 역, “서유

럽과 독일에 있어서의 약물정책”, 형사정책연구, 제3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992, 225면; “스크린수사”로 번역하는 견해로 양천수, “예방과 억압

의 혼융-‘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예로 본 법이론적 분석”, 공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309면;“키워드여과정보검색”으로 번

역하는 견해로는 이기춘, “독일 경찰질서행정법상 위험방지론과 리스크대비

론의 현대적 변화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제62집, 2018, 46면; “프로파일링”

또는 “비교 검색”으로 번역하는 견해로는 Dieter Kugelmann, 서정범 박병욱

역, 위의 책, 304면.
250) 구형근, “독일경찰법상 예방경찰적 정보수집활동의 통제법리에 관한 고찰”,

3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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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법이 예방경찰의 영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Rasterfahndung”이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추를 위한 수사의 수단으로 발

전되어 온 것이라는 점, 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과정이 통상적인 “프로

파일링(profiling)”과 유사하며 프로파일링 또한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점,251) 망수사 또는 키워드여과정보검색 등의 용어

들보다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단어라고 판단되는 점,

이미 기존의 문헌에서도 이를 “프로파일링”이라고 번역하는 사례가 존재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Rasterfahndung”을 경우에 따라 프

로파일링 또는 예방적 프로파일링으로 지칭하겠다.

(2) 프로파일링의 법적 성질

프로파일링은 정보의 수집작용과 정보의 비교작용이 결합된 형태이다.

우선 특정한 장소로부터 추적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며, 이렇게 수집된 대량의 정보는 고유한 카테고리(Raster)에서 정

해진 기준에 따라 여과된다. 이렇게 여과되어 남은 정보는 차후 추가적

인 조사 또는 심문(Vernehmen)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의 조사 등은

프로파일링과는 별개의 조치가 된다. 즉 프로파일링은 구체적으로 존재

하는 혐의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 조사를 추가적으로 시행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프로파일링의 교유한 특징이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해서 “혐의를 얻기 위한 개입(Verdachtsgewinnungseingriff)”이

라고 볼 수 있다.252)

그런데 이렇게 혐의자를 “발견”하기 위한 프로파일링은 독일에서 처

251) 프로파일링은 프로필을 작성해 이용하는 것으로서 특정 행동 성향에 관한

프로필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여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박홍윤,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의 이용과 통제-

컴퓨터 프로필링 기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3권 제2호, 서

울행정학회, 2002, 91면.
252) Uwe Volkmann, Die Verabschiedung der Rasterfahndung als Mittel der

vorbeugenden Verbrechensbekämpfung, JURA 2007, S.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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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진압적 성격을 가진 조치로서만 사용되었

고,253) 1990년대 초반에는 당시에 새로운 형태의 범죄였던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시 사용되었으며,254) 2000년대 초반에 이르

러서는 테러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위험의 전 단계에서 예방적인 조치

로 투입되기에 이르렀다.255)

예방적인 조치로서의 프로파일링은 이른바 “잠복자(Schläfer)”를 찾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프로파일링이 발견하려고 하는 대상이 되는

잠복자는 금전적인 거래 또는 위험한 물건의 취급 등을 통한 준비행위를

할 때 비로소 프로파일링의 조사망에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방적 프로파일링을 통해 잠복자를 찾아낸다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극

도로 어렵다(äußerst schwierig)”고 평가된다.256)

(3) 예방적 프로파일링의 허용 여부

연방헌법재판소는 예방적 프로파일링의 합헌성을 부정하지는 않았으

며 침해의 강도가 매우 높더라도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였지만,

그 전제조건으로 구체적 위험을 요구하였으며 위험의 전 단계에서는 사

태의 규명을 위하여 프로파일링의 권한을 발동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

다. 이에 따라 현재 여러 경찰법들은 고차원의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험

이 존재할 경우 프로파일링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인적 범위를 축소하고 자료의 범위를 제한할 것을 시도한

다. 특히 개별적인 경우에서 예방적 프로파일링을 행하는 것은 적합성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위험의 전 단계에

253) Dieter Kugelmann, Der polizeiliche Gefahrenbegriff in Gefahr?, DÖV

2003, 786.
254) Uwe Volkmann, a.a.O., S.133.
255) Dieter Kugelmann, Der polizeiliche Gefahrenbegriff in Gefahr?, a.a.O.,

786.
256) Dieter Kugelmann, Der polizeiliche Gefahrenbegriff in Gefahr?, a.a.O.,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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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태의 규명을 위한 프로파일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헌법

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예방적 프로파일링은 불가능할 것이며, 프로파일

링의 시행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추를 위한 수단으로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257)

4. 자동안면인식시스템의 허용성

(1) 안면인식시스템의 활용

자동화된 안면인식시스템(Gesichtserkennungssystem)의 활용은 기존

에 공공장소를 단순히 촬영 녹화하기 위해 설치했던 비디오에 지능화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카메라에 포착되는 개인의 얼굴을 인식하고 실시

간으로 얼굴 사진이 집적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수배범을 추적하거

나 잠재적으로 경찰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는 사람(또는 사태)을 판단

해 내는 것을 말한다.258) 데이터베이스를 수배범에 한정하여 수배범을

추적하는 작용은 형사사법작용이지만, 위험한 인물을 인식하여 경찰의

개입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안면인식시스템의 활용은 예방적 경찰

작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법이 기존의 경찰법상 권한규범 내에

서 허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자동화된 안면인식시스템의 활용은 바이에른 경찰법을 개정할 때 주

요하게 논의되었던 권한이지만, 결론적으로 시민사회의 반대로 인하여

입법화되지는 않았다. 다만 이 기술의 효과성 및 감시국가에 대한 우려

에 관하여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한 시범적인 운영도 진행되

었으며 기존의 경찰법상 권한으로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가

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시사점을 얻을 수는

있다.

257) Dieter Kugelmann, 서정범 박병욱 역, 위의 책, 306-307면.
258) Kai Wendt, Einsatz von intelligenter Videoüberwachung: BMI plant

Testlauf an Bahnhöfen, ZD-Aktuell 2017, 0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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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면인식시스템의 시범운영-필롯프로젝트(Pilotprojekt)

예방적 경찰작용을 위한 자동화된 안면인식시스템의 도입은 2017년 8

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베를린 남교차로 기차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

었던 “필롯프로젝트(Pilotprojekt)”에서 구현된 바 있다.259) 필롯프로젝트

는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이루어졌던 마인츠 중앙정거장에서

의 “사진-수배(Foto-Fahndung)” 프로젝트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연방수사청(Bundeskriminalmat)은 당시 기술적으로 가능한 생체

안면인식을 수배에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그러나 현재 기술

은 그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전적인

질문, 즉 경찰이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또다시 제기된다.260)

이러한 논란 속에서 필롯프로젝트라는 안면인식시스템의 시범운영 프

로젝트가 실시되었고, 여기서는 베를린 남교차로 기차역을 자주 이용하

는 275명의 자발적인 지원자의 사진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었다. 본래

필롯프로젝트는 2018년 1월에 끝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중간

점검 결과 안면인식의 성공률이 70~85%가 된다는 결과를 얻고 나서261)

6개월 연장되어262) 2018년 7월에 끝나게 되었고, 이후 2018년 9월부터는

259) “Gesichtserkennung endet, Verhaltensanalyse startet”, rbb24, https://ww

w .

bb24.de/politik/beitrag/2018/07/gesichtserkennung-suedkreuz-ex-justizsenat

or-heilmann.html, 2018. 10. 9. 접속.
260) Stephan Schindler, Noch einmal: Piolotprojekt zur intelligenten

Videoüberwachung am Bahnhof Berlin Südreuz, ZD-Aktuell 2017, 05799.
261) “De Maizière verlängert umstrittene Tests zur Gesichtserkennung”,

Spiegel Online, http://www.spiegel.de/netzwelt/netzpolitik/bahnhof- berlin-

uedkreuz-estlauf-zur-gesichtserkennung-wird-verlaengert-a-1183528.html,

2018. 10. 9 접속.
262) “Gesichtserkennung mit Mütze und Schal”, Legal Tribune Online,

https://www.lto.de/recht/hintergruende/h/berlin-bahnhof-suedkreuz-gesicht

serkennung-tests-verlaengert-terrorismus-bekaempfung/, 2018. 10. 9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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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아닌 사물과 상황에 대한 자동분석의 시험실시가 시작되었다.263)

(3) 안면인식시스템 활용의 허용성

연방내무부는 이 기술을 통하여 주민에 대한 안전의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하여 자유를 위협하는 감시국가로 이어지

는 길이라고 비판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물론 비디오를 통한 감시

체계가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지

만, 범죄예방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여전

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264) 이러한 기존의 비디오 감시에 대한 비판

은 안면인식시스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특히 시스템

의 사실적인 인식능력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잘못된 인식은 경찰의 적

절한 직무수행을 방해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경찰로 하여금 대상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게 하기 때문이다.265)

비디오 감시에 안면인식시스템을 결합시키는 것은 추가적으로 정보의

자기결정권의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존의 경찰법 규율 안에서도 안면인식시스템이 허

용될 수 있는지,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한계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266)

그러나 기존의 법적 규율은 비디오 감시, 즉 사진의 전송

(Bildübertragung)과 녹화는 허용하지만 실시간으로 사진과 데이터베이

스를 비교하는 권한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필롯프로젝트에서 비디오 감

시에 생체안면인식 시스템을 결합시킬 때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자발적으

263) “Gesichtserkennung endet, Verhaltensanalyse startet”, rbb24, https://ww

w. bb24.de/politik/beitrag/2018/07/gesichtserkennung-suedkreuz-ex-justizse

nator-heilmann.html, 2018. 10. 9. 접속.
264) Gill/Spriggs, Assessing the impact of CCTV, Home Office Research,

Development and Statistics Directorate, 2005, p. 5(Executive summary).
265) Stephan Schindler, a.a.O., 05799.
266) Kai Wendt, a.a.O., 0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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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신청한 사람의 사진만이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안면인식시스템을 위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

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다만 이 견해에 따르더라도 안면인식시스템

이 처음부터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수단을 사용할 것인

지 여부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입법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이다.267)

연방헌법재판소의 차량번호판의 자동인식에 관한 판례를 참고하여 안

면인식시스템 활용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자동화된 포착 및 비교는 특별

한 동기 없이 행해지거나 전국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서

는 명확성과 비례성을 갖춘 특별한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68)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먼저 개입의 요건을 강화

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인데,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오직 중대한 범죄를

저지하기 위해서 또는 형사소추를 목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사진

과 같은 데이터베이스는 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개인에 국한된다면

이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선의 생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

어야 하며 어떠한 조치도 사적 생활형성의 핵심영역에 대해서 이루어져

서는 안 된다.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는 비디오감시와 안면인식시스템 양

자에 대해서 행해져야 하며, 당해 조치뿐만 아니라 다른 감시조치와의

공동 작용을 고려하여 국민에 대한 전체적인 부담이 평가되어야 한

다.269)

따라서 중대한 범죄가 임박해 있다는 것이 사실적 근거에 의해 충분

히 뒷받침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예방적 경찰작용으로서 안면인식시스템

을 활용하여 혐의자를 찾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중대한 범죄가 임박해

있다는 것은 즉각적인 대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후에 이를 활용하

는 것은 시간적으로 너무 늦다. 따라서 예방적 프로파일링의 허용성에

267) 이에 대해 연방 정부는 기존의 비디오 감시 규정이 안면인식시스템의 활용

까지 포섭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하였지만, 녹화와 이 영상을 활용하여 사

진과 비교하는 것은 분명 구별되어야 하는 상이한 조치이다. Kai Wendt,

a.a.O., 05724.
268) BVerfG v. 11.03.2008, Az: 1 BvR 2074/05, 1 BvR 1254/07.
269) Stephan Schindler, a.a.O., 0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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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란과 같은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예방적 경찰작용으로

서 안면인식시스템의 활용은 가능할 여지가 매우 낮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소추를 위한 수단으로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절 일반수권조항을 통한 예방적 경찰작용

Ⅰ. 문제의 소지

독일 경찰법의 일반수권조항은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서 ‘위험’을 그

요건으로 하며, 따라서 일반수권조항으로 침해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는 위험의 존재가 요구된다.

한편 기술한 바와 같이 독일에서 다수의 견해에 의하면 어느 행위 또

는 상태가 위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입의 시점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제반 상황으로부터 판단되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

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위험 및 위험혐의도 경찰법상 위험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이

지만 비례원칙과 재량의 한계 등 경찰권행사의 한계를 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270)

그렇다면 일반수권조항에 근거하여 위험여부의 확인(Gefahrerfors-

chung), 특히 그 중에서 권리침해성을 갖는 위험조사를 위한 개입

(Gefahrerforschungseingriff)이 허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외관상 위험 또는 위험혐의가 존재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

다.

그러나 제2장에서 기술했던 바와 같이 위험개념이 확장되었지만, 우려

되는 위험을 일반수권조항에 도입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일반수권조항은

어디까지나 구체적 위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반수권조항을 통한 논

의는 주로 위험여부의 확인(Gefahrerforschung)에 해당하는 정보수집행

270) 구형근, “독일경찰법상 외관상 위험과 위험혐의”, 525-5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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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중에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성질을 가진 위험조사를 위한 개입

(Gefahrerforschungseingriff)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가능한지

에 집중되어 있다.

그 밖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일부 예방적 경찰권을 일반수권조항을

근거로 하여 행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검토

할 것이다.

Ⅱ. 일반수권조항을 통한 예방적 경찰작용

1. 외관상 위험에 대한 위험조사

(1) 위험조사를 위한 개입

2장에서 언급하였듯 외관상 위험은 주관적 위험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서 임박한 손해발생의 개연성을 가진 사태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경찰

관의 사전적인 관점에서 시작하지만, 사후적으로 손해가 사실은 임박하

지 않았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도 위험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논쟁의 여지는 남아있더라도 오늘날 통상 구체적 위험으로 받아들여진

다. 그럼에도 이렇게 외관상 위험을 진정한 위험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목적론적인 고려가 전제된 것으로, 경찰관이 결정을 내릴 때는 통

상 시간적 압박 아래 있기 때문에 경찰작용의 적법성이 ‘실제로’ 위험이

임박해야 한다는 것에 달려 있다면 위험방지의 효과성이 현저하게 제한

되기 때문이다.271)

외관상 위험은 오늘날 경찰법상 진정한 위험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견

해에 따르면 이에 대해 일반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권리침해성을 갖지 않

는 순수하게 정보적인 조치인 위험여부의 확인(Gefahrerforschung)이 허

용된다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같은 견지에서 외관상 위험

271) Schenke, Polizeiliches Handeln bei Anscheinsgefahr und Gefahrverdacht,

JuS, 2018, S.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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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일반수권조항에 의하여 위험의 원인 또는 교란자를 확실하게 하

기 위하여 위험방지의 첫 번째 단계로 원인과 교란자를 조사하기 위한

침해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어렵지 않게 일반수권

조항에 근거시킬 수 있다.272) 즉 일반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교란자가 누

구인지 또는 위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할 수 있으며, 비례원칙을

준수하는 한 침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경찰관이 사태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당시에 가능한 손해발생에

관련된 중대한 사정에 대하여 위험조사를 위한 개입(Gefahrenerfors-

chungseingriff)273) 없이도 위험을 배제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사실상

손해가 임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관상 위험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이에 따라 위험도 긍정될 수 없다.274) 반면 이와는 달리 위험조사조치

(Gefahrenerforschungsmaßnahmen) 또는 위험조사를 위한 개입을 통하

여 실제로 손해가 임박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해진 경우에 이미 부담적

조치가 행해져 지속적인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면, 당해 부담적인 조치는

취소되어야 한다. 경찰상 행정행위는 구체적 위험이 탈락된 시점부터 곧

바로 철회되어야 한다. 이 철회는 기본법적 요구이기도 하지만, 행정절차

법(VwVfG) 제48조 제1항에 의한 의무이기도 하며, 상대방은 취소소송

또는 행정행위의 철회를 위한 의무이행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275)

272) 김성태, 위험에 대한 의심과 위험여부의 확인, 174면.
273) 이를 ‘위험여부확인조치’라고 번역하는 문헌으로는 김성태, 위험에 대한 의

심과 위험여부의 확인, 159면 참조. “Erforschung”이라는 단어는 조사 내지

탐구의 어감과 가까우며, 확인이라는 단어를 쓸 경우 준법률행위적 행정행

위로서의 확인행위와 혼동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줄이려는

의도로 이를 “위험조사를 위한 개입”이라고 번역하였다.
274) Schenke, Polizeiliches Handeln bei Anscheinsgefahr und Gefahrverdacht,

S.507.
275) Schenke, Polizeiliches Handeln bei Anscheinsgefahr und Gefahrverdacht,

S.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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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자에 대한 요구

외관상 위험은 오늘날 경찰법상 진정한 위험개념에 속하기 때문에 외

관상 위험에 대한 책임자에 관하여 경찰책임자와 비책임자로 구분하는

기존의 책임자이론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외관상 위험이 지속되는

동안은 행위 또는 사물의 상태로 인하여 외관상 위험을 야기하는 개인은

경찰법상 책임이 있다. 다만 실제로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된다면, 판명된 직후 경찰의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외관상 위험의 행위책임자는 관계된 개인이 그의 행위를 통해 외관상

위험을 직접적으로 야기한 자이며, 그 행위는 경찰법상 위험의 요건을

충족시켰을 것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개인에게 경찰책임을 귀

속시키기 위해서는 그의 행위가 외관상 위험을 야기했어야 하며, 그것은

‘직접적’이어야 한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 야기라 함은 위법행위임을 불

가결하게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 높아진 리

스크(Risiko)를 포함하고 법질서가 그 리스크를 수인할 수 없을 때 인정

될 수 있다.

상태책임자 또는 부가책임자(Zusatzverantworlicher)에 대한 규정 또

한 외관상 위험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물의 상태가

외관상 위험을 직접적으로 야기해야 하며, 이와 반대로 사물 외부의 사

정을 통한 야기는 외관상 위험을 정당화할 수 없다.276)

2. 위험혐의에 대한 위험조사

(1) 위험조사를 위한 개입

일반수권조항에 근거하여 위험조사를 위한 침해적 조치를 취할 수 있

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외관상 위험이 아니라 주로 위험혐의의 경우

276) Schenke, Polizeiliches Handeln bei Anscheinsgefahr und Gefahrverdacht,

S.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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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즉 위험혐의의 경우에 일반수권조항에 근거하여 혐의자 또는

다른 개인에 대하여 부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

이다.277)

독일에서는 일반수권조항에 근거한 위험조사를 위한 개입조치를 허용

하는 견해가 일반적인 견해였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위험

혐의를 결과적으로 위험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험조사를 위한 개입

조치는 ‘위험에 대한 조사’로서 위험방지의 첫 번째 단계가 된다. 이에

따르면 위험혐의의 경우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 진상을 규명하는 조치가

행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태가 진행되는 것을 중단시키고 필요한

안전조치도 일반수권조항에 근거하여 취해질 수 있다.278) 판례에서 또한

위험혐의의 경우 경찰이 일반수권조항에 근거하여 침해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 발견되는데,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는 아래

의 뒤셀도르프 행정법원의 판례이다.279)

“어느 집에서 며칠 동안 개가 짖어 경찰이 순찰을 하게 되었는데, 집

은 비어 있는 것으로 보였고, 사람을 불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웃

은 집에 살던 사람이 일주일 전에 집을 비웠고, 다른 누군가가 그 개를

돌봤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웃은 경찰에게 개 주인의 연락처를 주었지만

그 번호로는 연락되지 않았다. 경찰은 소방대의 도움을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작은 창문 하나가 깨졌다. 경찰은 개가 충분히 돌

아다닐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개를 동물수용시설에 보냈다.

이어 깨진 창문에 안전조치를 하고 문을 잠근 후, 관련 비용에 개 주인

에게 부과되었다.”

이 사안에서 뒤셀도르프 행정법원은 개 주인의 비용부담의무의 확정

의 주된 쟁점이었던 경찰의 주거진입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법원

은 일반수권조항에 의하여 행해지는 위험조사를 위한 개입은, 물건의 상

277) Schenke, Polizeiliches Handeln bei Anscheinsgefahr und Gefahrverdacht,

S.508.
278) Poscher, Der Gefahrenverdacht, a.a.O., S. 142.
279) OVG Nordrhein-Westfalen, DVBl. 1982, 654; Bay VGH, BayVBl. 1997,

406; VG Düsseldorf, NVwZ-RR 1999,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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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또는 사람의 행위가 경찰상 보호법익에 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거

나 이미 초래하고 있다는 의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면, 행정청

은 위험혐의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비례원칙을 준수하여 일반수권조

항에 근거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이 학설 및 판례에서 명확

하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280)

(2) 경찰작용의 대상자

전통적으로 구체적 위험이 존재한다면 경찰의 위험방지조치는 특별한

법적 규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경찰법상 책임이론에

따라 경찰책임자가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오직 전통적인

방법에 의하여 위험방지의 효과가 달성될 수 없을 때만 경찰상 긴급상태

의 전제조건 아래 비책임자에 대한 요구가 고려될 수 있다. 여기서 외관

상 위험 또는 위험혐의의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제한되지 않고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법의 규정에 위험혐의가 있을 때

위험조사를 위한 개입 및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그러한 조치들이 누구에게 취해져야 하는지 또

한 규정되어 있다. 반면 경찰법적 규정이 위험혐의의 상황에서 조치의 대

상자에 대한 명백하게 규율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적인

결합을 통하여 그 대상이 도출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바이에른 경찰법

제11조 제3항에서 경찰의 위험조사조치 또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

는 대상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개인의 행위책임을 규율하는 동법 제7조

가 우려되는 위험(drohende Gefahr) 또는 위험혐의만 있다면 충분히 적용

될 수 있는 것이다.281)

280) VG Düsseldorf, Urteil v. 01. 12. 2010-18 K 2192/10.
281) 다만 위의 예시와 관련하여 동법 제11조 제3항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

는 규정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동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매우 짙다고 한다. Löffelmann, Das Gesetz zur effektiven

Überwachung gefährlicher Personen - Sicherheitsrecht am Rande der

Verfassungsmäßigkeit und darüber hinaus, BayVBl 2018, 145 (147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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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혐의가 있는 경우 위험조사를 위한 개입이 허용된다면, 개인에 대

한 요구는 마찬가지로 경찰책임 및 경찰상 긴급상태에 관한 규율이 적절

하게 적용될 때 허용된다. 이 때 경찰의 요구의 상대방은 직접적으로 위

험혐의를 야기했거나, 현재 중대한 위험혐의가 존재함과 동시에 비책임

자에 대한 요구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282)

(3) 대안적 견해

반면 일반수권조항에 근거하여 위험에 대한 방지조치를 허용하는 논

리가 위험혐의에 대한 위험조사를 위한 개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일반수권조항의 요건이

되는 위험은 ‘실제적 위험(wirkliche Gefahr)’인 반면, 위험혐의는 단지

‘가능한 위험(mögliche Gefahr)’일 뿐이며, 어떠한 것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개념상 구분되어야 한다.283) 즉 이러한 대안

적 견해는 위험혐의 상황이라도 사전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위험이 존재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284) 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위험혐의상황은 구체적 위험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혐의를 항상 경찰법상 위험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다고 본다. 따라서 위험혐의상황에서 경찰관이 일반수권조항에 근거하여

침해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경찰관이 위법한 행위의 리스크를 감수하

는 것이다. 위험혐의가 있을 때 경찰이 침해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개입(Einschreiten)의 권한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과잉금지

의 원칙상 경찰의 조치는 법익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잠정적

인 조치(예를 들면 세밀한 위험조사조치)에 국한된다. 위험조사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그 후에 침해적인 위험방지조치가 허용될 수 있다.285)

282) Schenke, Polizeiliches Handeln bei Anscheinsgefahr und Gefahrverdacht,

S.514-515.
283) 김성태, 위험에 대한 의심과 위험여부의 확인, 174면.
284) Gusy, Polizeirecht, 6. Aufl., 2006, Rn. 195.
285) Schenke, Polizeiliches Handeln bei Anscheinsgefahr und Gefahrverda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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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렇게 경찰이 원칙적으로 일반수권조항에 근거해서는 위험혐

의의 상황에서 위험조사를 위한 개입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더

라도, 중대한 법익의 보호가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이를 위한 권한이 필요

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

안적인 논리구성으로 위험조사를 위한 개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286)

첫째, 묵시적 수권(stillschweigende Erächtigung)에서 근거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입법작용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다. 이미 현재의 실정법으로부터도 침해적 위험조사조치의 권한을 도출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위험혐의 상황이 일반수권조항의 요건에 해

당하는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시작하지만, 경찰의

위험조사를 위한 개입에 대한 묵시적 수권이 존재한다고 하며, 불가피한

부담적인 보호적 조치(Sicherungsmaßnahme)를 도출한다. 이러한 조치

없이는 실제로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규명할 수 없어 효과적

인 위험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 이 때 구체적 위

험이 존재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위험조사 및 구금조치가 허용되

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위험조사를 위한 개입은 구체적 위험

의 존재가 가능한 결과로서 드러날 때 문제될 수 있다.287)

그러나 이러한 위험조사를 위한 개입 및 부담적인 보호적 조치에 대

한 묵시적 수권을 인정한다면 이는 법률우위 및 법률유보원칙과 관련하

여 중대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한다. 특히 법률유보원칙에 의하면 경찰의

침해적 조치는 충분히 명확한 구성요건이 인정될 때 정당화될 수 있는

데, 묵시적 수권은 위험혐의에 대한 상세한 기준 또는 중대한 법익과의

관련성 없이는 법률유보원칙과 조화될 수 없다.288)

S.510.
286) Schenke, Polizeiliches Handeln bei Anscheinsgefahr und Gefahrverdacht,

S. 510.
287) Götz/Geis, Allg. POR, 16. Aufl. 2017, § 6 Rn. 31; 이에 관하여 Schenke,

Polizeiliches Handeln bei Anscheinsgefahr und Gefahrverdacht, S. 510 참

조.
288) Schenke, Polizeiliches Handeln bei Anscheinsgefahr und Gefahrverda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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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잠정적 행정행위로서의 위험조사를 위한 개입이 주장된다. 학

설 중에서는 위험혐의가 존재하는 경우 잠정적 행정행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개입의 권한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있다.289) 이에 따

르면 잠정적 행정행위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태에 대한 최종적인 규명

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인 규율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잠정

적 행정행위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침해적 조치를 취할 수 없

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셋째로 관습법적인 수권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하지만, 위험혐의 상황

에서 관습법적 수권에 근거하여 위험조사를 위한 개입이 가능하다는 견

해는 더 이상 주장되지 않는다. 관습법의 형성에 대한 전제조건도 충족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

에 합치할 수 있는지가 의심의 소지가 크다.

마지막으로 행정절차법상 조사원칙(Untersuchungsgrundsatz)에 따른

수권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종종 위험혐의가 존재할 때 위험조사를 위

한 개입은 조사원칙에 근거하게 된다.290) 조사원칙을 통해 기관의 위험

조사조치를 수인해야 한다는 의무가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명시

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르면 관청이 조사의 성질 및 범위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때로는 구체적 위험을 인정하기 위해 사태를 규

명하는 것은 혐의자가 그 조치를 수인할 때만 가능하다. 혐의자가 요청

S. 510.
289) Losch, DVBl 1994, 781; 이에 관하여 Schenke, Polizeiliches Handeln bei

Anscheinsgefahr und Gefahrverdacht, S. 511 참조.
290) Verwaltungsverfahrensgesetz § 24 [1] Untersuchungsgrundsatz (1) 관청은

직권으로 사태를 조사한다. 관청은 조사의 방법과 범위를 결정하며 당사자

들의 의견과 증거신청에 구속받지 않는다. 관청이 행정행위의 발령을 위하

여 자동화된 설비를 투입하는 경우, 관청은 자동화된 절차에서는 조사되지

않는, 개별적인 경우에서의 중요한 당사자의 사실적인 진술을 고려해야 한

다.

(2) 관청은 모든 개별적인 경우에서의 중요한 사정 및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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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절할 때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적 수단은 명시적인 법적 근거

가 요구된다.

위에서 제시된 근거들을 검토해본 결과 결론적으로 위험혐의와 위험

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견해에서는, 실제로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원칙적으로 위험조사를 위한 개입의 수권의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은 위험의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경찰

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주장이라고 보기 힘들다.291)

3. 일반수권조항을 통한 예방경찰작용의 한계

일반수권조항을 통해서도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외관상 위험 또는

위험혐의의 경우 위험조사를 위한 개입을 통하여 사태를 규명할 수 있

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구체적 위험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적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개별적인 수권조항이 없어 일반수권조항에 근

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292)

이러한 경우가 문제되는 이유는 일반수권조항은 전통적인 구체적 위험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개념이 확장되어 온 결과 이에 대하여 규

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인정될 수 있더라도, 위험이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경우라면 일반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은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이는 손해발생의 가능성에 이르지 않은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는 구체

적 위험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293)

따라서 이 때 중요한 것은 사실에 기반한 사건의 사실적인 예측 및

이에 따른 규범적인 평가가 된다. 예상되는 손해가 심각할수록 또는 보

호해야 할 법익이 중대할수록 위험의 인정을 위해서 요구되는 개연성은

낮아지기 때문이다.294) 이에 따른 위험의 예측의 결과 매우 중대한 손해

291) Schenke, Polizeiliches Handeln bei Anscheinsgefahr und Gefahrverdacht,

S.511-512.
292) Charlotte Kreuter-Kirchhof, a.a.O., S. 277.
293) Charlotte Kreuter-Kirchhof, a.a.O., S. 277.
294) Lisken/Denninger, a.a.O., S.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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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상된다면 낮은 정도의 개연성만으로도 일반수권조항에 근거한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여기서 사실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단순한 추측에 기하여 일반수권조항을 통해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

우 또는 위험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 위험의 전 단계에서 사전배려조치

를 일반수권조항에 근거하여 취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다.

제 5 절 소결

지금까지 이 장에서 독일 경찰법상에서 논해지는 예방적 경찰작용의

특수한 성질과 이를 통제하는 원리, 이러한 성질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

향을 미쳐 기존의 표준조치가 확대되었고 어떤 형태의 권한규범으로 발

현되었는지, 그리고 통제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를 살펴보면 위험의 전 단계에서도 폭넓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의 사전배려조치는 개별적 수권조항을 중심으로 전개되

었고, 그 중에서도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예방적 경찰작용에 대해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수권조항을 중심으로는 주관적 위험개념을 바탕으로

위험혐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비례원칙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

는 위험조사를 위한 개입을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그리고 예상되

는 피해가 중대할 경우라면 낮은 개연성으로도 구체적 위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살펴보면 위험의 사전배려조치에서는 전통적인 경찰법도그마틱

과 같은 정교한 통제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법

리가 확장되어 적용되고 일반적인 통제원리가 이러한 작용에 특유하게

적용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독일 경찰법은 경찰

이 행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정보적 조치를 별도의 권한규범으

로 입법하고, 침해의 강도에 따라 각각의 개별적인 한계를 차등하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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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으며, 강한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라면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

구하는 식으로 기본적인 통제가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정보활동을 함

에 있어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찰권의 행사기준이 됨에 동시에 통제의 기준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도 경찰기관이 정보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근거법령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음 장

에서는 독일 경찰법상 위험의 사전배려조치 또는 위험조사조치에 해당될

수 있는 우리나라 경찰법상의 예방적 경찰작용의 현황을 검토해볼 것이

다. 그리고 보다 높은 밀도로 규율을 하고 있고 정치한 논의가 이루어진

독일 경찰법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예방적 경찰작용의 문제점을 정리

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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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우리나라의 예방적 경찰작용

제 1 절 서설

범죄를 위한 예방적 대처에 해당하는 예방적 경찰작용은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도 주로 경찰기관의 정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

다.295)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예방경찰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활동은

크게 경찰관직무집행법, 테러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 예방적 경찰작용을 위한 정보수집의 근거를 경찰법에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이에 상응하는 예방적 경찰작용의

근거를 경찰관직무집행법, 테러방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분산하여 규

정하여 놓았으며, 각 법률에서는 상이한 형태로 예방적 경찰활동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독일 경찰법상 예방적 경찰작용에 해당하는 우리나

라의 예방적 경찰작용의 현황을 검토할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 경

찰관직무집행법, 테러방지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영상

정보에 관련된 법령을 근거로 하는 경찰작용이다. 그 다음에는 경찰의

예방적 활동에 대하여 세밀하게 규율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정교한 독일

과 비교했을 때 도출되는 우리나라의 예방적 경찰작용의 문제점을 지적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독일 경찰법으로부터의 시사점을 정리하여 우리

나라 법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우리나라의 예방적 경찰작용의 현황

Ⅰ. 개관

295) 정훈, “경찰상 위험개념의 법치국가적 보장국가적 기능”, 공법연구, 제34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05, 40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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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찰법 규정은 독일과 같이 세밀하지도 않고, 판례와 학설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행하는 활동을 행정경찰의 관점보다는 사법경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296)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예

방경찰적 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도 위험의 전 단계에

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들은 꾸준히 행해져 왔다. 따라서 근본적

으로 위험방지의 효과성 및 일반 국민의 안전과 정보의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 보장의 긴장관계가 존재한다는 측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다르지 않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예방적 경찰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을

검토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본다면 여러 개별법상 각각의 경찰작용을 검

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하의 논의에서는 대표적으로 경찰법의 일반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검토할 것인데, 경

찰관직무집행법상의 권한규범 중에서 불심검문과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조항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밖에도

테러방지법상 정보의 수집, 정보의 요구, 조사, 추적에 관한 조항으로 어

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영상정보와 관련한 우리

나라의 법령에 관해서도 살펴보겠다.

Ⅱ.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예방적 경찰작용

1. 불심검문

(1) 불심검문의 예방적 성질

독일 경찰법상 위험여부의 확인(Gefahrerforschung)에 해당할 수 있는

국내법상 예방적 경찰작용으로는 가장 먼저 불심검문을 생각해볼 수 있

296) 예방적 경찰작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7 판결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한 행정경찰작용을 압수수색영장과

관련된 쟁점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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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규정된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범죄를 예

방하거나 이미 행해진 범죄의 혐의자를 발견할 목적으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자 등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행위를 말한다.297)

불심검문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학설상 논란이 있지만,298) 법조문상

명백히 불심검문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도 행해질 수 있는 경찰작용이

며 분명히 이에 따라 예방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적어도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불심검문을 예방적인 성격을

지닌 행정경찰작용이라고 보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

위험혐의가 있을 때 불심검문이 대상자에 대한 강제 없이 행해졌다면

당해 불심검문은 권리침해성이 없는 순수하게 정보와 관련되며 물리적인

개입이 없는 위험여부의 확인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위험혐의가 존재하는 경우에 권리침해를 수반하는 조치를 행할 수

있는지 또는 위험의 전 단계에서 이른바 일제검문행위를 경직법상 불심

검문 조항에 근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2) 불심검문의 대상자

경직법 제3조의 불심검문 조항은 그 대상자를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

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과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

정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전자의 대상자는 혐의책임자 또는

경찰책임자라고 볼 수 있으며, 후자의 대상자는 비책임자로서의 대상자

라고 엄격하게 전자와 후자는 구별해볼 수 있다.

297) 김형훈 이영돈, 경찰관직무집행법 , 경찰대학, 2016, 58면.
298) 불심검문을 행정경찰작용으로 보는 견해로는 구형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토지공법연구, 제39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217면; 준사법경

찰작용으로 보는 견해로는 강동욱, “불심검문의 의의와 한계”, 수사연구, 제

252권, 2004, 21면; 병존설(이원설)을 취하는 견해로는 박병욱, “위험방지를

위한 불심검문과 실효성 확보방안”, 형사정책연구, 제96권, 2013, 86면을 참

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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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러한 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인 “어떠한 죄”에 대해 본다면,

경직법 제3조상의 어떠한 “죄”라 함은 형식적 의미의 범죄를 말하는 것

이다. 다만 불심검문이 행정경찰작용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오늘날 경찰

작용의 판단에 있어 위험이 주관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혐의자로서의 불심검문의 대상자가 형법총칙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책

임요건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함이 타당하다.299)

한편 경범죄처벌법상의 경범죄는 경미한 위법이라는 이유로 불심검문

조항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300) 이를 일반적

으로 배제하기보다는 행위가 행해진 맥락과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및 반

사회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중대한 경우에는 불심검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해석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경범죄의 종류를 나열하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는 빈집 등에의 침

입, 흉기의 은닉휴대, 시체 현장변경, 총포 조작장난 등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 그리고 그 자체가 불법성이 보다 크다고 볼 수 있

는 지속적 괴롭힘, 거짓신고 등의 행위도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행위

에 대하여도 단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불심검문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구체적 사정을 간과한 지나치게 일

반화한 해석이다.

한편 혐의자에 대한 불심검문을 하기 위해서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불심검문은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체포 구속에

요구되는 혐의보다 낮은 혐의가 존재할 때에도 가능하다. 다만 이 판단

은 당시의 구체적 사정, 사전정보 및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내려진 것이어야 한다.301) 비책임자에 대한

불심검문은 책임원칙의 예외로서 이들이 어떤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알

고 있다는 것이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302)

299) 같은 견해로 김형훈 이영돈, 위의 책, 60면.
300) 김형훈 이영돈, 위의 책, 60면.
30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302) 김형준, “불심검문의 허용범위”, 중앙법학, 제6집 제4호, 중앙법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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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구체적인 위험상황과 관련이 없거나, 관련성이 비교적 낮

은 제3자를 대상으로는 불심검문이 행해질 수 있는 것인지, 행해질 수

있다면 어디까지 가능한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이는 구체적으로

는 실무상 종종 행해지는 이른바 일제검문, 경계검문 및 단속조치와 관

련된 문제이다.

먼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해석상 원칙적으로 수상한 행동을 하지 않

거나,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가 없는 자에 대한 불심검문은 위법한 불심검문으로 보아야 한다.303) 이

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전

제하고 불심검문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례가 있으며,304) 하급심 판례에서

는 불심검문을 하기 위해서는 “제반 사정으로 비추어 보아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불

심검문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존재한다.305) 따라서 실무상 종

종 행해지는 무차별적인 불심검문에 해당하는 일제검문 등이 특별한 사

정 없이 공공장소에서 행해진다면, 이는 현행법이 수여한 권한을 넘어서

는 경찰권의 남용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는 조치가 된다.306)

그러나 월드컵과 같은 세계적 규모의 국제행사에서 훌리건들에 대한

예방적인 대응으로서 경기장 입구에서 입장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문의 경우에는, 위험을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입장자의 동의를 전

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상황에 따른 추상적

위험(또는 장소적 위험)을 전제로 한 임의적 경계검문으로 허용될 수 있

145-146면.
303) 김형훈 이영돈, 위의 책, 60면.
304)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경찰관들로서는 참고인들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었으므로 (...)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305) 인천지방법원 2010. 4. 30. 선고 2009노4018 판결.
306) 이성용, “불심검문 개정논의에 관한 소고”, 경찰학연구, 제10권 제3호, 경찰

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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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307)

2. 예방적 출입

(1)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유형

먼저 “출입”이라 함은 일정 장소에 들어가 그곳에서 장소의 내부를

피상적으로 둘러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08) 경직법 제7조는 “위험방

지를 위한 출입”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배 또는 차”에 대한 출입의 권한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흥행장,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 대한 출입 당시 관계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대간첩작전을 수행할 경우에 “작전지역” 내의 출입 및 검색의 권한을 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 문헌은 제1항의 출입을 “긴급출입”이라

고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출입을 “예방출입”이라고 부른다.309) 제1항의

출입은 헌법상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와 관련되는 점,310) 따라서 출입을

위해서는 그 위해가 임박해 있어야 하는 등 그 요건이 보다 엄격한 점,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출입에 있어 시간적인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제1항의 출입은 제2항의 출입과 성질이 다르며 분명

히 구별되어야 한다.311)

이에 따라 긴급출입은 시간적으로 임박한 구체적 위험의 방지와 관련

307) 김형훈 이영돈, 위의 책, 61면.
308) 손재영,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 따른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 있어서

“출입”의 개념”, 공법연구, 제39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10, 540면.
309) 홍정선, 위의 책, 272-273면; 김형훈 이영돈, 위의 책, 154-156면.
310) 물론 사무실, 사업장 또는 영업장소 등도 헌법 제16조가 보호하는 주거개념

에 포함되지만 헌법 제16조가 보호하는 사무실에서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

할 수 있는 곳은 제외되어야 한다.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4, 402면.
311) 손재영,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 따른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 있어서

“출입”의 개념”, 525-527면.



- 99 -

되지만, 예방출입은 구체적 위험의 방지뿐만 아니라 이보다 넓은 의미에

서의 범죄의 사전예방활동과 관련된다. 따라서 실무상 종종 행해지는 이

른바 “일제단속”을 포함한 행정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경직법 제7조

제2항이 고려될 수 있다.312)

(2) 위험조사를 위한 출입과 예방적 출입

기술한 바와 같이 이미 위법사실이 행해졌다는 사실적 근거가 존재하

여 이를 색출하기 위한 행정단속은 구체적인 위험방지작용에 해당될 것

이지만, 이와는 달리 위법사실이 행해졌다는 혐의가 존재하여 이를 명확

하게 규명할 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위험혐의가 존

재하는 경우에서의 경찰기관의 위험조사에 해당할 것이다. 긴급출입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정보수집행위에 대해서는 권리침해성이 있다고 볼 수 있

기 때문에 독일법상의 위험조사를 위한 개입(Gefahrerforschungs

-eingriff)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313)

한편 이와는 달리 현재 위법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적인 근거가 없음

에도 과거의 빈번한 전력으로 인하여 또는 특정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

하여 이를 예방하고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행정단속을 실시한

다면, 이것은 위험의 전 단계에서의 위험의 사전배려조치가 될 것이다.314)

312) 손재영,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 따른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 있어서

“출입”의 개념”, 526면.
313) 행정단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위축효과로 인하여 행정단속은 임의

적 협력에 기초하더라도 결국 침익적인 성격을 갖게 되며, 경우에 따라 강

제적 성격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정단속은 침익적 행정조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른다면 행정단속은 언

제나 위험조사를 위한 개입조치에 해당하게 되며, 이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한계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행정단속이 침익적 행정조사라고 보는 견해로

는 이기춘, 행정법상 행정단속에 관한 연구, 298면.
314) 손재영,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 따른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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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예방출입의 권한은 위험혐의가 존재할 경우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의 권한”과 위험혐의가 존재하

지 않더라도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할 권한”을 구

분하지 않고 포괄하고 있지만, 이는 분명히 성질상 구분되는 조치이다.

Ⅲ. 테러방지법상 예방적 경찰작용

1.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1) 정보수집의 주체

독일에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수집이 경찰법에 근거하는 것과

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테러방지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두고 있으며,

테러방지법에서 중심이 되는 정보수집의 권한은 국가정보원장이 주체로

규정되어 있다. 테러방지법 제9조 제1항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동조 제3항에서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위치정

보사업자 및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테러방지법 제9조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

여 출입국관련정보, 금융거래정보, 통신이용정보,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

인정보,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매우 광범위한 권한을 수여받고 있

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현행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수집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2) 수집정보의 범위

테러방지법상 국정원장에게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정보는 출입국

출입“의 개념”, 5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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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금융거래 관련 정보, 통신이용정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이

다.315)

먼저 출입국 관련 정보의 수집은 출입국관리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루

어진다. 출입국 관련 정보는 대상자가 출국 또는 입국했던 사실 또는 출

국을 시도했던 사실 등에 대한 기록, 출입국관리법 제73조의2가 규정하

는 운수업자가 보유하는 성명, 국적, 주소 등의 승객예약정보가 해당될

수 있다.316) 한편 테러위험인물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출입국 관련 정보

에 출국 입국에 대한 사실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규정된 외

국인 등록사항 및 동법 제3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규정된 양

손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그리고 동법 제81조에 규정된 외국인

동향조사에 의해 얻어진 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게 된다.317)

그 다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

융정보법)”에 따른 금융거래 관련 정보의 수집을 검토하면, 특정금융정

보법 제7조 제1항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제공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나열하고 있다. 동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의하면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

고액의 현금거래로서 금융회사가 보고한 정보와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

부터 제공받은 정보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318) 외국환거래자료

315)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

에 대하여 출입국ㆍ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316) 출입국관리법 제73조의2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위법사실의 혐의가 존재하

는 경우 조사를 하기 위하여 운수업자에게 승객예약정보를 열람하거나 제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는 조문이다. 동조의 승객예약정보가

테러방지법의 출입국 관련 정보에 포함된다는 견해로 황문규, “테러방지법상

정보활동의 범위와 한계”, 경찰법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경찰법학회, 2016,

48면; 서경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헌법적 연

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52면.
317) 황문규, “테러방지법상 정보활동의 범위와 한계”, 경찰법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경찰법학회, 2016, 48면.
31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6.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는 정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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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보고 통보된 정보 및 이를 분석한 정보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될

수 있다.

그리고 “통신이용정보”의 수집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는데, 이에

따라 수집될 수 있는 정보는 전기통신개시ㆍ종료시간, 통신번호 등 가입

자번호,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추적자료 등이 포함

될 수 있다.319) 통신이용정보를 수집할 때 통신의 일방 쌍방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이 요구되지만, 휴대폰 감청은 불가능하다.320) 이밖

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

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등을 포함하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 및 개인위치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

한편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테러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서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321)

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319)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ㆍ종료시간

다. 발ㆍ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

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320) 조병선, “우리나라의 새로운 테러방지법의 적용과 그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정보기관의 테러관련 정보수집 추적 권한에 관한 ‘사법적 통제’와 ‘의

회를 통한 통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30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8, 129면.
321) 테러방지법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② 국가정보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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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추적

테러방지법 제9조 제4항은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

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는 조항으로는 동법 제2조

제8호에서 “"대테러조사"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

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뿐이

다.

따라서 조사와 추적이 어떤 활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조사의 가능한

범위 및 추적의 가능한 형태, 조사 및 추적의 한계를 밝히는 것은 현재

로서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례는 아

직 존재하지 않으며, 추적개념의 모호함을 비판하는 견해는 많지만 구체

적으로 이 범위를 밝히려는 시도를 하는 문헌 또한 많지 않다.322)

3. 출국금지 등의 요청

테러방지법 제13조에 의하여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외국인테러전투원은 “테러를 실행ㆍ계획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이라고 동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

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22) 테러방지법 제9조 제4항의 추적개념을 독일법상 정보수집의 특별한 권한과

비교하여 구체화한 문헌으로 박병욱, “제정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75-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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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출국금지 요청 및 이에 따른 출국금지조

치는 테러를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단계 또는 그 이전의 단계에서 행해지

는 직접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예방적 경찰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에 대하여 국

민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이지만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

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은 아니라고 보았다.323)

특히 이 출국금지 등을 요청하는 권한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행사될

수 있는데, 이러한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

가주권과 관련된 문제라는 논거를 통하여 사법심사와 절차적 보장이 보

다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324)

4. 긴급삭제 등의 요청

테러방지법 제12조는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ㆍ선전하는 글 또

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

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ㆍ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 기

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테러를 선동 선전하는 등의 각종 콘텐츠의 유포는 논란

의 여지는 있지만 추상적 위험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로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우려되는 피해가 중대

하기 때문에 낮은 개연성만으로도 개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논란의 여지

가 많지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활동의 찬양 고무 선전행위를 형벌

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에서도 유사한 논리를 발견할 수 있다.325)

따라서 테러를 선동 선전하는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323)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결정.
324) 최계영, “출입국관리행정, 주권 그리고 법치-미국의 전권 법리의 소개와 함

께-”, 행정법연구, 제48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7, 36-38면.
325) 국가보안법상의 범죄 및 이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상세한 문헌으로

는 심희기 이석수, “국가보안법의 운영실태와 개정방안”, 연구총서 04-48, 한

국형사정책연구원, 11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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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전 단계에서의 사전배려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추

후에 이어질 중대한 피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예방

적 경찰작용으로 볼 수 있다.326)

Ⅳ. 영상정보와 관련된 예방적 경찰작용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3장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독일에서 예방적 경찰작용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 또는 특정한 장소에서 비디오 감시를 통해 영상정보를 수집

하는 행위는 경찰법에 직접 근거를 두고 규율되어 있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영상정보의 처리 또는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의 수

집을 위한 카메라의 설치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경찰법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마련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 영상

정보처리기기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448호,

2007. 5. 17., 일부개정)”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는 용어로 처음으

로 일반적으로 규율된 것으로 보인다.327) 그 후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개인정

보보호법이 제정된 후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원

칙적으로 금지하는 입장에 있다. 다만 이를 허용하는 경우를 동조항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326) 장해의 제거도 위험방지의 하나의 양태로 보아 예방적 경찰작용으로 분류

하는 견해로는 김성태, “예방적 경찰작용에서의 추상적 위험 구체적 위험”,

254면.
327)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법령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 문헌으로는 강동범, CCTV와 얼굴인식시스템의 연계

활용방법 , 치안연구소, 20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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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한 경우가 예방적 경찰활동과 밀접하게 관

계되며, 제3호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위험의

사전배려조치로서의 예방적 경찰작용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의 태도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의 구조를 띠

고 있다고 볼 수 있다.328)

이러한 개인정보법의 규율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지만, 형식적

의미의 경찰기관이 범죄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이

내부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

치 운영의 주체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가 되며,329)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통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수집목적 외 이용과 제3자에의 제공

이 금지되고330) 규칙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보유기간이 지나면 개인영상

정보는 파기되어야 한다.331)

328) 장교식, “공공기관의 CCTV감시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

구, 제66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287면.
329)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제16조(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

영) ①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담당부서는 다음 표와 같이 한다.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생활안전국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과

(서울청의 경우

생활안전부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과가 없는

경우 생활안전교통과)

330)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제9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제

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

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31)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제10조(보유 및 파기) ①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자는 보유기간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

집한 개인영상정보를 30일간 보유한다. 다만, 수사사무실, 유치장의 경우에

는 90일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보유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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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회‧시위에서의 채증활동

집회현장에서의 채증은 법률상 개념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각종 집

회·시위 및 치안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332) 그리고 이에 따라 “불법이 우려

되는 상황”에 대한 촬영 녹화 녹음은 불법과 폭력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

에 억제하고 공공의 안전 질서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행정작

용이라고 주장되기도 하였다.333) 그렇다면 이러한 정의에 따른 집회 시

위에서의 채증활동은 위험의 사전배려와 형사소추의 사전배려를 위한 작

용이 된다.

현재도 채증은 법률상 개념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채증활동

규칙은 과거와는 달리 채증을 “집회 또는 시위 현장 등에서 불법행위 또

는 이와 밀접한 행위를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다.334) 현재 채증활동규칙에 따른다면 위험의 예방의 관점에서의 채증은

불법행위와 “밀접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제는 위험의 전

단계에서의 사전배려조치가 아니라 외관상 위험 또는 위험혐의가 존재할

경우에 이를 규명하는 위험조사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채증활동으로 인한 영상정보 중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332) 채증활동규칙(경찰청예규 제472호, 2012. 9.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1. "

채증"이란 각종 집회·시위 및 치안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

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333) 김창휘,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채증촬영의 근거와 한계-경찰행정법적 시각

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55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296면; 김형

율, “집회현장에서의 경찰채증에 관한 입법적 제언-종래 발의되었던 입법안

과 독일연방 각 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13권 제1호, 경찰

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3, 9면.
334) 채증활동규칙(경찰청예규 제495호, 2015. 1. 26., 전부개정) 제2조(정의) 1. "

채증"이란 집회 또는 시위 현장 등에서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를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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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현장촬영과 범죄행위촬영을 통한 영상정보는335)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이는 일정한 장소에 지속

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된 영상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

다 특별하게 세부적인 규율을 받고 있는 “개인영상정보”에 해당하는 것

은 아니다.336)

제 3 절 우리나라의 예방경찰작용의 문제점

Ⅰ. 문제상황의 유형화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예방적 경찰작용에 대한 규율은

경찰법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법령

에서 분산되어 규율되고 있다. 또한 규율의 밀도가 낮아 권한을 세부적

으로 나누어 유형화하고 있지도 않으며, 침해되는 이익과 보호하려는 법

익에 대한 세부적인 형량이 없고,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때로

는 수권규정 자체가 없거나 이와는 반대로 광범위한 권한을 수여하는 경

우에도 이를 통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규율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여 정리할 수 있

다. 첫 번째 유형은 현행법 하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기도 하고 현재 행하

고 있는 예방적 경찰활동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만, 구성요건이나 법률

효과가 불명확하거나 일정한 기준이 없어 이를 적합하게 행사하기 어려

운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경찰권 발동의 기준이 미흡하게 마련된 경

우라고 할 수 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출입규정에서 긴급출입을 제

335) 경찰채증의 유형을 크게 조망촬영, 현장촬영, 범죄행위촬영으로 분류한 문

헌으로는 김형율, 위의 논문, 6면.
336)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제2조(용어의 정의) 9.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

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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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위험조사를 위한 출입과 예방출입이 해당되며, 독일법과 달리 경찰

관직무집행법에 정보수집을 위한 원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이 문

제와 관련되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예방적 범죄대처를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수여하고

있음에도 이를 통제하는 절차나 한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자의적인 권

한의 행사가 매우 우려되는 경우이다. 테러방지법상 테러위험인물에 대

한 정보수집, 정보수집을 위한 조사 및 추적 등의 권한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

마지막 유형은 법률에서 예방적 경찰작용의 근거가 되는 수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보수집과 등의 경찰의 조

치가 필요한 경우라도 적법한 경찰작용을 담보할 수 없으며, 어쩔 수 없

이 유사한 다른 규정을 통하여 경찰활동을 수행하거나, 경찰권을 행사하

는 것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독일 경찰법상 “주목사실의 통보

(Gefährderansprache)”와 유사하게 실무상 종종 행해지는 “위험인물에

대한 계도”337)를 통하여 그 자체로는 적법한 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행위,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위험조사활동으로서

의 채증, 기타 일반수권조항에 근거해야 하는 위험조사활동이 이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Ⅱ. 경찰권 행사기준의 미흡함

1.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낮은 규율밀도

후술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일

반수권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대신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형태의 개별수

권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인 권한 자체가 많지 않을뿐

더러 세부적인 규율을 하지 않고 있어 어떤 경우에 경찰권을 어떻게 행

사해야 하는지 법률에서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337) 김성태, “경찰의 위험인물 계도에 대한 법적 고찰”, 6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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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는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며 동조 제3호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한 권한을 규정하

고 있다.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에 위험의 조

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비교적 명백하다. 그러나 동조를 통해서는 단

지 위험혐의만이 존재할 때 위험조사를 할 수 있는지는 법조문상 드러나

있지 않으며,338)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

기할 우려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제5조에 근거한 경찰권의 행사

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여기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경우 대상자는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이라고 병렬적으

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경찰권의 대상자를 확정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되

는 전통적인 경찰책임 이론조차도 법률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의 경우는 더 협소한 요

건을 갖고 있다.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단지 “경고”를 할 수 있으며, 행위의 제지의 요건은 “사람의 생명ㆍ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이기 때문에 위험조사 또는 위험의 사전배려의 활동은 이 조항에

근거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도 이를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조항으로

보아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다.339)

338) 이와 같은 견지에서 김남진, “경찰상의 위험과 위험혐의 등”, 고시연구, 제

330호, 2001, 92-93면에서는 위험혐의의 상황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339)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

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

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일 때에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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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보면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매우 중대한 상황에서 사태의

인과관계의 진행을 중단하는 권한을 부여할 뿐이다. 예상되는 피해의 심

각성, 보호법익의 중요성, 경찰권 행사로 인한 피침해이익의 중대성을 형

량하여 단계별로 권한을 법률상 세분화하여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정된 경우에만 경찰권의 발동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2. 예방출입의 요건의 포괄성

기술한 바와 같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의 출입권한은 기존의 문헌

에서 긴급출입과 예방출입으로 분류하고 있지만,340) 여기서의 예방출입

은 위험혐의가 존재할 때 위험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출입과 이른

바 영업장 등에 대한 “단속”으로서 위험의 전 단계에서의 예방적 출입을

포괄하는 권한을 포괄하는 것이다. 예방출입의 권한의 발동을 위해 법률

에서는 “범죄나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라는 하나의 목적만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경우에 따라 요건을

구별하여 규정하지 않는다. 또한 이에 대하여 “해당 장소의 영업시간이

나 해당 장소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에 출입할 수 있다는 제한규정

만을 두고 있을 뿐, 실체적으로 적어도 위험혐의가 요구되는지, 경찰의

관점에서 외관상 위험이 존재해야 한다든지, 보호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법익의 중대성 또는 시간적 근접성이 요구되어야 한다든지 등에 대한 규

범적으로 구체화된 아무런 표현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와 같은 발

동요건 아래에서는 아무런 동기도 없이 단순히 범죄나 위험의 예방이 목

적이라고 하여 무작위적으로 출입하는 것은 허용될 여지도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 규정상으로는 위험조사를 위

한 권한과 예방적 단속을 위한 권한이 구분되지 않고 동일하게 경찰관직

무집행법 제7조 제2항에 포괄적인 목적 아래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제

한하는 아무런 요건도 두고 있지 않다.

340) 김형훈 이영돈, 위의 책, 154-158면; 손재영,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 따

른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 있어서 “출입”의 개념”, 525-5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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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방출입의 권한범위의 모호성

기술한 바와 같이 영업장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행위와 위험혐의 등

이 존재할 경우에 위험조사를 위한 출입의 권한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

조 제2항으로 볼 경우에는341)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다. 동조항에 근거

한 경찰관의 위험조사 또는 위험의 전 단계에서의 단속행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법문언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예방출입의 경우는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긴

급출입과는 달리, 경찰관이 장소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할 경우 관리자 관

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표현으로 기술

되어 있다. 여기서의 출입권한을 해석한 사례는 많지 않지만, 일본의 경

찰관직무집행법의 출입권한에 대하여 일본판례는 이에 대하여 출입을 요

구할 때 그 거부가 정당한 이유에 기초하지 않는 경우라면 강제적으로

출입이 허용된다는 입장이다.342) 그러나 이러한 모호한 법문언을 해석하

는 우리나라의 판례는 찾아볼 수 없으며, 여기서의 출입의 요구는 거절

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 부과되는 조건부 수인하명으로 보아야 하

며, 이에 따른 강제출입을 직접강제라고 보는 문헌은 존재한다.343)

또한 여기서 위험을 확인하거나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출입한 경우

그 이후에 이 출입권한이 어디까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단지 출입한 상태에서 피상적으로 둘러보는 것만 허용하는 것인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위험조사로서 부가적인 조

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조항에 기술된 표현만으로는 어떤 예측가

341) 손재영,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 따른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 있어서

출입의 개념”, 527면; 다만 이기춘, “행정법상 행정단속에 관한 연구”, 298면

에서는 ‘단속’을 위험혐의(Gefahrenverdacht)가 존재할 때 위험조사를 위한

개입(Gefahrenerforschungseingriff)을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본

고에서 위험의 전 단계에서의 사전배려활동으로서의 행정단속이 아닌 위험

혐의가 존재할 때의 위험조사조치를 말하는 것이다.
342) 1977. 2. 7. 大阪高判; 이에 관하여 김형훈 이영돈, 위의 책, 157-158면 참조.
343) 김형훈 이영돈, 위의 책, 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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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도 확보할 수 없다.

Ⅲ. 경찰권 행사의 통제기준과 한계의 결여

1. 테러방지법상 권한의 모호한 요건

(1) 서설

기술한 바와 같이 경찰법은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하지는 않지만, 권

한을 행사하는 태양이 다양할 수 있음에도 규율밀도가 낮고 이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여 적법한 경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그러

나 이와는 반대로 테러방지법의 정보수집권한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매우 광범위하며, 모호한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자의적인

권한의 남용이 매우 우려되는 경우이다.

테러방지법상 정보수집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행해질 수 있

다.344) 따라서 정보수집의 권한은 해당 인물에 대하여 테러의 위험이 인

정될 경우에 적법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의 “테러”라는 개념의

범위가 매우 모호하며 “테러위험인물”이라는 개념도 매우 모호하다는 것

에 있다.

(2) 테러의 범위의 모호성

2016년에 제정된 테러방지법을 검토한 다수의 문헌에서는 테러방지법

의 문제점으로 ‘테러’ 개념의 모호함 또는 테러에 관한 정의규정의 모호

34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ㆍ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ㆍ금융거래 및 통

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 관세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의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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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든다.345) 물론 법학뿐만 아니라 정치학과 사회학 등 여타 학문의

영역에서도 테러개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미 테러라는 개념이 일상용어로 사용되고 실정법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절한 법적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에서 자의적 권한 행사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된다.346) 비록 현행 테러방지법상의 테러에 대한 정의규정은 세부적으로

행위를 나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하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

고 있다.

현행 테러방지법은 제2조 제1호에서 테러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

는데, 이에 따르면 테러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

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

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라고 하여 가목부터

마목까지 테러에 해당하는 행위를 나열하고 있다. 그런데 제1호 가목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

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가 테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규정에 의한다

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여 집회 시위를 하던 중 경찰공무원과 충돌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까지도 테러행위에 포함될 수 있게 되

며,347) 이러한 집회 시위에 대한 정보활동도 대테러 정보활동으로서 가

345) 강현철, 테러방지법 개정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2017, 63-65면; 홍선

기, “현행 테러방지법의 비판적 고찰”, 비교법연구, 제17권 제1호, 2017,

143-144면; 황문규, “테러방지법상 정보활동의 범위와 한계”, 경찰법연구, 제

14권 제1호, 한국경찰법학회, 2016, 53면; 전학선, “테러방지법과 인권보장”,

경찰법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경찰법학회, 2016, 21면; 박병욱, “제정 테러

방지법의 문제점과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경찰법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경찰법학회, 2016, 66-67면.
346) 박병욱, “제정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66면.
347) 박병욱, “제정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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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된다.348)

이밖에도 현행 테러방지법은 테러행위에 대한 대처에 관하여 예방이

보다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는 취지에서 그에 따라 국가에게 광범위한 권

한을 부여한다. 그렇다면 테러행위에 대해 다른 범죄와는 별도로 특별하

게 규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범죄유형과 구별되어야 하는 특수성, 별도

의 유형, 행위의 결과의 중대성 등이 요건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행 테러방지법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테러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항공기의 운항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349) 이에 관하여는 현행 항공

보안법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항공기의

기장 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예방 또는 제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이미 부여받고 있다.350) 그밖에

53면; 전학선, “테러방지법과 인권보장”, 경찰법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경찰

법학회, 2016, 21면.
348) 황문규, “테러방지법상 정보활동의 범위와 한계”, 경찰법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경찰법학회, 2016, 53면.
349) 테러방지법 제2조(정의) 나. 항공기( 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

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중( 항공보안법 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

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ㆍ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

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

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

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350) 항공보안법 제22조(기장 등의 권한) ① 기장이나 (...)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2. 인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주는 행위

3. 항공기 내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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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인적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

는 범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351)

(3) 테러위험인물의 모호성

테러 자체의 범위도 모호하며 이에 대한 정의규정이 적절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동시에 “테러위험인물”의 범위 또한 명

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352) 현행 테러방지법 제2조 제3호는 테러

위험인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ㆍ

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ㆍ음모ㆍ선전ㆍ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문

제는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테러위험인물로 규정하여 국

가정보원장에게 위와 같은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을 허용하는 것이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또는 “상당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석의

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지,353) 그리고 착수가 아닌 예비 음모 단계에 불

과한 행위를 하는 인물에 대하여 테러 대응 조치를 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354) 형사

법에서 등장하는 “상당한 이유”라는 표현은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해석

기준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자의적인 해석으로 확대될 우려가 비교적 낮

지만, 국가정보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에 근거하

항공보안법 제30조(항공보안을 위협하는 정보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을 해치는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 국제민간항

공기구, 해당 항공기 등록국가의 관련 기관 및 항공기 소유자 등에 그 정보

를 제공하여야 한다.
351) 홍선기, “현행 테러방지법의 비판적 고찰”, 비교법연구, 제17권 제1호, 2017,

144면.
352) 박병욱, “제정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69면; 홍선기, 위의 논문, 145-146면; 전학선, 위의 논문, 22-23면.
353) 전학선, 위의 논문, 22-23면.
354) 박병욱, “제정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69면.



- 117 -

여 테러위험인물을 설정하고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권한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355) 예를 들어 통신

이용정보의 수집의 경우 테러방지법 제정 이전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을 허용한 경우는 적어도 형법과 국가보안법이

구체적인 행위를 범죄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활동의 대상자의 범

위가 어느 정도 명확하다. 그러나 테러 및 테러위험인물의 경우는 개념

이 매우 넓고 모호하며 이를 확정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아직까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권한의 남용의 우려가 보다 큰 것이다.356)

2. 조사‧추적개념의 불명확성

테러방지법 제9조 제4항에 규정된 “추적”의 개념은 기존의 형사소송

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는 없는 표현으로서, 법적으로는 생소하

고 모호하며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적 개념에는 독

일 경찰법상 정보수집의 특별한 권한에 해당하는 단기간 장기간의 관찰,

은밀한 미행, 이밖에도 SNS 활동과 같은 개인 통신활동에 대한 추적 등

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인다. 이러한 활동들은 기본권침해

성이 매우 강한 활동으로서 독일 경찰법에서는 “정보수집의 특별한 권한

(Besondere Befugnisse der Datenerhebung)”이라 하여 특별한 규율의

대상이 된다.357)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은 이에 대한 요건을 광

범위하게 규정하고 추적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도 않으며, 이에

대한 한계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않다.358)

355) 전학선, 위의 논문, 23면.
356) 박병욱, “제정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92면.
357) BayPAG Ⅲ. Abschnitt Datenverarbeitung 2. Unterabschnitt Besondere

Befugnisse und Maßnahmen der Datenerhebung(정보수집의 특별한 권한

및 조치); HBG PolEDVG: Zweiter Abschnitt Beseondere Befugnisse zur

Datenerhebung(정보수집을 위한 특별한 권한); BW PolG: §22 Besondere

Mittel der Datenerhebung(정보수집의 특별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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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조사의 범위 또한 문제될 수 있는데, 조사개념에는 경찰관직무

집행법 제8조의 사실의 확인, 행정상의 조사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한편

이밖에도 사실상 형사상 임의수사까지 여기서의 조사에 포함될 수도 있

다는 우려를 보이는 견해도 있다.359) 이렇게 정보수집의 권한이 포괄적

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수집의 권한은 사실상 수사범위의 확대

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360) 이는 국가정보원으로 권한이 집

중되는 것을 우려하여 수사권을 주지 않고 정보수집권한을 주려고 했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361)

3. 테러방지법상 내부적 통제의 취약성

기본적으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하여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정보를 수

집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구체적인 관련 법률의 절

차에 따르게 된다. 예를 들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인에 대한 통

신이용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등법

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362)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

358) 박병욱, “제정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77면.
359) 박병욱, “제정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77면.
360) 조병선, “우리나라의 새로운 테러방지법의 적용과 그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정보기관의 테러관련 정보수집 추적 권한에 관한 ‘사법적 통제’와 ‘의

회를 통한 통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30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8, 127면.
361) 조병선, 위의 논문, 124면.
362) 테러방지법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정

보수사기관의 장(이하 "情報搜査機關의 長"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상

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

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

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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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받은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정보가 제공된 날로부터 10

일 내에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등이 명의인에게 통보되어야

한다.363) 이와 같은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와는 달리 테러방지법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부적 안전장치는 절

차적 통제로서 대테러조사 추적의 경우 대책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보고

를 규정하고 있는 것,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는 것

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통제장치로 테러방지법상의 광범위한 권한에

대한 충분한 통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364)

대테러조사와 추적을 할 때 규정된 대책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보고는

통신제한허가조치 등과 같이 사전에 청구하여 허가받는 것 원칙이고 사

후에 승인받는 것이 예외적인 구조가 아니라, 단지 “사전 또는 사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후에 하는 경우라도 기한을 정해 놓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한은 동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상으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추적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 기본권을 강하게 침해하는 매우 다

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같이

허가 또는 승인이 요구되지 않으며 단지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한편 다른 내부적 통제로서 인권보호관은 자문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인권보호관에 대해서는 조직법적 문제가 제기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

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36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특정금융거래

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

이 보고한 정보(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제7조에

따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

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64) 황문규, 위의 논문, 56면; 박병욱, “제정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정보기관 활

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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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인권보호관은 단지 1명이며, 인권보호관을 위촉하는 주체도 행정부

소속의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이며,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 제7

조를 검토하면365) 위상이나 권한도 정보기관의 인권침해활동을 통제하기

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366)

Ⅳ. 수권규정의 흠결

1. 경찰의 정보수집 근거규정의 흠결

앞서 검토한 것과 같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의 정보수집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서는 불심

검문을 규정하고 있고, 제5조의 위험방지의 권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조치”에 위험에 대한 조사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위험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영업장

등에 출입할 수 있으며, 동조항에 근거하여 위험의 전 단계에서도 위험

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출입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명백하게 인정되는 정보수집의 권한은 불심검문조항이

라고 해야 하며, 신원확인이나 촬영, 녹음, 녹화, 위험인물에 대한 감시

365)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자격 및 임기)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인권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서 부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

였던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인권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

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66) 박병욱, “제정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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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구체적인 정보수집 양태에 따른 명확한 수권규정은 경찰관직무집행

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활동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

조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시도가 있는데,367) 권한규범과 직무규

범을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임무

규범에 해당한다는 문제가 있다.368) 이 문제는 또한 우리나라에의 경찰

상 일반수권조항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란과 연결된다.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규율의 흠결

영상정보처리기기상의 영상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

당하는지 개인정보보호법이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만,36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가 개인정보에 대하여 “영상 등을 통

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

다)”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영상정보 중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식별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지 않다. 따라서 영상정보 일체는 개인정보보

호법 제25조에 의하여 규율되지만, 영상정보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

367) 김남진, “경찰상의 개괄적 수권조항”, 고시연구, 통권 제244호, 1994, 176면;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85감도356 판결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를 언급하며 청원경찰관의 단속행위를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판시하

였다. 하급심 판례 중 서울고등법원 1971. 9. 9. 선고 71노454 제2형사부판결

에서는 “경찰이 공개된 집회에서 강연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중

의 하나인 경찰정보수집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적법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

다. 다만 이에 대하여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정보의 자기결정권이 확립되기

이전의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는 적합하지 않은 판례라고 비판하는

문헌으로는 이성용,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문제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경

찰법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경찰법학회, 2012, 131면.
368) 이성용,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문제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132면.
369) 장교식, 위의 논문, 284면; 방동희,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에 관한 소고-보호체계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시를 중심으로”, 한양법

학, 제44집, 한양법학회, 2013,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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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동법 제25조 외에도 동시에 동법상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적인 절차

에 의해서 규율된다.370)

그러나 행정안전부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은 개인영상정보를

별도로 정의하여 특별하게 규율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표

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개인영상정보”는 “영상정

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 것이

다. 이에 따르면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371)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의 경우

개인영상정보에 해당하는 강도 높은 규율에서 빠지게 된다. 따라서 스마

트폰 기타 휴대할 수 있는 촬영기기 또는 자동차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통한 “영상화된 개인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개인영상

정보”와 내용상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에도 이와는 달리 적절한 강도로

규율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372)

3. 일반수권조항의 부재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 또는 개괄적 수권조항이라 함은 개념적으로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에 대한 위험이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말한

다.373) 일반수권조항의 법리는 전통적으로 구체적 위험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의 전 단계에서 위험의 사전배려조치까지 허용할 수는

370) 장교식, 위의 논문, 284면; 방동희, 위의 논문, 61면.
37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

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372) 방동희, 위의 논문, 62-63면.
373) Pieroth/Schlink/Kniesel, Polizei- und Ordnungsrecht mit

Versammlungsrecht, 2010, S.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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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다만 해석론을 통해 구체적 위험의 징표 중 하나인 “가까운 시간

내”을 “예측 가능한 시기에”라고 확장하거나,374) 비례원칙에 따라 위험혐

의의 상황에서도 일반수권조항을 통하여 위험조사를 위한 개입이 가능하

다고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의 예방적인 경찰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는

있다.375) 또한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되지만 현실적인 필요성 또한 존재

하는 경찰의 조치의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일반수권조항에 근거하여

취해질 수도 있다.376)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명백한 형태의 일반수권

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 하에서 해석론으로 일반수권조항을

도출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경직법 제2조를 일반수

권조항으로 보는 견해,377) 제5조를 일반수권조항으로 보는 견해,378) 제2

조 제5조 제6조를 각각 제1/2/3의 일반수권조항으로 볼 수 있다는 견

해,379) 제2조 제5조를 결합하여 일반수권조항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380),

경찰법을 경찰작용의 조직법적 근거로 보고 경직법 자체를 작용법적 근

거로 보아 일반수권조항의 문제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야 한다는 견

해381) 등이 존재하여 일반수권조항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견해가

다양하다.

그러나 현재 정보수집, 위험인물에 대한 계도 등의 다양한 경찰의 예

방적 활동에 대한 개별적 권한규범이 모두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

374) BVerfGE 125, 260(329 f).
375) Lisken/Denninger, a.a.O., S. 206.
376) 위험인물에 대한 계도에 상응하는 주목사실의 통보를 일반수권조항에 근거

하여 취할 수 있다는 견해로는 Charlotte Kreuter-Kirchhof, a.a.O.,

S.270-272.
377) 김남진 김연태, 행정법Ⅱ , 법문사, 2004, 261면 이하.
378) 이운주, “경찰법상의 개괄수권조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371면.
379) 박정훈 정초영, 사권보호를 위한 경찰권 발동에 관한 연구-경찰공공의 원

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치안연구소, 2001, 32면.
380) 손재영, 위의 논문, 539면.
381) 안정민, 위의 논문, 1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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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위험한 행위가 나타날 경우 이에 대한 규제

가 마련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382) 그리고 본고의 문제의식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법률이 특정한 의무를 부과함에도 이를 이행

시키는 직 간접적인 어떤 권한도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 최종적인 실효성

확보의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볼 때 일반수권조항의 필요성은 인정

될 수 있으며,383) 일반수권조항이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명백한 권한

규범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급변하는 오늘날의 사회환경에서 많

은 예방적 경찰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제 4 절 개선방안 – 독일로부터의 시사점 

Ⅰ. 기존 경찰권의 행사기준 정립

1. 예방출입 요건과 효과의 구체화

앞서 문제상황을 분류하였을 때 요건과 권한이 불명확하여 이를 행사

하기 어려운 경우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예방적 경찰작용의 경우가 해당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특히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중

에서 예방적 출입의 요건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구체적

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예방적 경찰작용의 통제원리 중에서 규범명

확성의 원칙과 규범확정성의 원칙을 반영하는 것이다.

382) 예를 들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가 추상적 위험으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상 제재의 대상이 되었지만, 입법에 반영이 되기 전까지는 이러

한 행위를 제지할 권한이 없었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

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

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383) 손재영, “경찰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 법학논고, 제31집, 경북대학교 법학

연구원, 2009, 5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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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예방출입의 요건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다른 상

황에 대하여 요건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경찰관직

무집행법 제7조 제2항은 위험혐의가 존재할 때 이를 규명하기 위한 권한

과 위험의 전 단계에서 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단속조치로서 출입하

는 권한을 포괄하여 “범죄나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

방하기 위하여”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놓고 있다. 따라서 긴급출입의 요

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위험혐의가 존재할 때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

록 하는 권한을 구별하여 규정해야 할 것이며, 이와는 달리 위험의 전

단계에서 이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단속 점검할 수 있는 권한 및 이에 따

른 요건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위험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의 권한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근거 또는

사실적인 근거를 요구해야 할 것이며, 위험의 전 단계에서의 사전배려조

치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단순히 범죄나 위해의 예방이라는 목적만으로

출입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여기서 허용하는 권한은 단지 출입하여 피

상적으로 둘러보고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해야 할

것이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보활동의 통제원칙 반영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강학상 경찰책임

개념과 정보활동의 통제원칙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독일

경찰법상 정보활동의 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직접성의 원칙, 공개성의 원

칙, 목적구속의 원칙 등을 입법화하는 것이 경찰의 정보활동의 최소한의

행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험혐의를 야기한 자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그 자가 위

험조사활동의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행위책임과 상태책임, 비책임자를 규율하는 경찰책임에 관한

원칙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먼저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험의 조

사조치 또는 위험의 사전배려조치로서 정보수집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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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적으로 당사자에게서 직접 행해져야 하며, 공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는 원칙, 그리고 이러한 원칙의 예외는 다른 방법으로는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할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는 사유 등이 경찰관직

무집행법에 입법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Ⅱ. 예방경찰작용의 한계의 명시

1. 테러방지법상 권한의 요건의 명확화

(1) 테러위험인물 개념의 구체화

테러위험인물에 대해서는 독일 경찰법상 개인관련위험의 법리가 해석

론상의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다. 개인관련위험을 정리하면 개인의 개별

적인 행위에 기초하여 내다볼 수 있는 장래에(in überschaubarer

Zukunft) 그 개인이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구체적인 개연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관련위험은 테러방지법상 “테러위험인물”상의 “위험”과 상

응하는 개념이 된다. 테러위험인물에서 위험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직 장

래의 어떠한 사건도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개인의 성향 또는 행적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가정이 뒷받침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개인관련위험에 관한 논의는 테러방지법 제2조 제3호의 “상

당한 이유”를 해석할 때 의미 있는 기준을 제공해줄 수 있다. 개인관련

위험에서도 결국에는 개인이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구체적인 개연성”

을 요구한다. 이는 전통적인 구체적 위험과 유사하게 특정 개인이 테러

범죄자일 수 있다는 귀납적인 개연성 추론이 가능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고 볼 수 있다. 즉, 특정 개인의 개별화된 행위에 근거하여 그가 중대한

테러행위로 나아갈 것이라는 충분한 개연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만

추가적인 사정이 밝혀져 개연성에 기반한 추측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라면 개인관련위험에 기반한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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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관련위험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으로 반드시 개별화된 개인의 행위 또

는 태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제3자의 특정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신빙

성 있는 진술 또한 개인관련위험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384)

(2) 추적요건의 규정

이밖에도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대테러조사 및 추적에

대하여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라는 표현

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적어도 대테러조사에

대하여는 개념정의가 되어 있지만, 추적에 대해서 테러방지법은 아무런

표현도 하고 있지 않다. 추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비밀스럽게 행해지

는 활동, 기본권 침해성이 매우 높은 활동이 연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요건이 없다는 것은 규범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

가 매우 높다. 따라서 추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던가, 이를 통하

지 않고서는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해질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허

용될 수 있다는 등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테러방지법상 권한의 세분화‧구체화

권한을 특정하고 세분해야 한다는 것은 규범확정성의 원칙을 반영하

는 것으로서 주로 테러방지법상 조사 및 추적의 권한과 관련된다. 테러

방지법 제9조 제1항의 정보수집은 각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

기 때문에 정보수집의 양태가 대강은 예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통신

이용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를 통하여

또는 통신이용내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이다. 앞서 지적하였듯 조사

및 추적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기본권 침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

인지에 대한 어떤 예측가능성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가능한 행동양

식을 분류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각각의 세분화된 권한별로는

384) Thomas Darnstädt, Ein personenbezogner Gefahrbegriff, S. 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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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 통제장치와 명확한 한계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술한 바와 같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은 비밀스럽게 이루

어지는 기본권 침해성이 높은 활동일 것으로 추정됨에도 이에 대한 아무

런 법적 정의도 없기 때문에, 추적을 법적 개념으로서 정의하고 이에 대

하여 가능한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러

한 추적행위는 개인에 대한 단기간 장기간의 관찰에서부터 시작하여 통

신활동에 대한 추적도 포함될 수 있는데,385) 관찰 또는 감시와 같은 활

동의 경우라면 시간적 한계를 명백하게 규정해야 하며 장기로 하는 경우

에는 침해의 강도가 강할수록 요구되는 사실적 근거, 우려되는 피해의

심각성, 보호법익의 중대성 등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여 차등을 두어야

한다.

3. 테러방지법상 내부적 통제장치 강화

테러방지법상 정보수집권한에 대하여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권한을

세분화하여 특정한다고 하더라도, 테러방지법상 수권규정은 매우 큰 권

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적 안전장치 및 내부적 통제장치를 규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원칙적으

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등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통신

이용정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절차적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금융

이용정보나 출입국정보에 대해서는 이러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국가정보원이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는 지급정지 등의 요청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는 당해 요청이 타당한 것인지, 즉 대상자가 정말로 테러의

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는 인물인지 판단할 능력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된

다.386) 또한 이러한 경우에 영장 또는 이에 준하는 허가를 받는 것이 요

구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현재 규정은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385) 박병욱, “제정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77면.
386) 박병욱, “제정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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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법률상 유일한 절차적 통제로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긴급하여 사후에 보고해야 할 경우라면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

해야 할 것이다.

Ⅲ. 현행 규율체계의 흠결의 보완

1. 개인영상정보 개념의 보완 및 법률화

기술한 바와 같이 현행법상 영상정보에 대한 일반법적 규율은 개인정

보보호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의해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

용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범죄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는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

경찰이 별도로 제정한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상에서는 “개

인영상정보”를 별도로 언급하여 내부적으로 보다 높은 강도로 규율하고

있지만, 고정된 장치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지 않은 영상정보는 개

인영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영상정보와 기타

장비로 수집된 영상정보 중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달리 규율되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휴대

용 장비로 촬영된 영상정보도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같은 정도의 규율을

받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영상정보의 개념을 법률상의 개념

으로 도입하며, 영상정보 중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개인영상정

보로 하여 높은 강도의 규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반영사항을 현재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의 한 조항에 모두

편입하기보다는 영상정보 및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규율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새로운 절로 편성하거나, 아예 단독법률로 새롭게 제정하여

체계적인 규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387)

387) 방동희, 위의 논문,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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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보활동 수권조항의 도입

앞서 지적하였듯 현재 경찰은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

고 있고, 이러한 정보활동 자체의 필요성은 부인될 수 없음에도 이에 대

한 명문의 권한규범이 존재하지 않고 불심검문,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등의 권한규범에만 근거하거나 임무규범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근

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언제나 경찰의 정보활동은 합법과 불법의 경

계에 놓이게 되며, 적법한 정보활동 또한 보장되기 힘들다. 따라서 경찰

관직무집행법상 정보의 수집과 사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과 동

시에 촬영, 녹화 등의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여 이를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정보수집의 일반적인 수권규정을 도입한다면 정보수집의

요건으로서 범죄의 예방 또는 중요한 법익에 대한 보호를 위한다는 목적

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개인정보의 경우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을

나열하고, 일련의 과정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명시해야 한다는 것 등을 제안할 수 있다.

3. 일반수권조항의 도입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행법 하에서 해석론으로 일반수권조

항을 도출하려는 시도는 많이 있었지만 사실상 명백한 권한규범의 형태

로서의 일반수권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비록 일반수권조

항이 전통적인 구체적 위험의 법리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일반수권조항에

근거해서 위험의 전 단계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험혐의 상황에서 일반수권조항에 근거한 위험조사를 위한 개입조치는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험인물에 대한 계도 또는 주목사실의 통

보 등의 활동에 대한 수권의 근거가 없을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될 경

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일반수권조항이 법적 근거로서 고려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일반수권조항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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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경찰에게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게 해 줌과 동시에 비례원칙

과 위험개념에 대한 법리가 그 한계가 되어 경찰작용의 한계를 그을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제 5 절 소결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예방적 경찰작용의 현황과 근거법령을 살펴

보고, 독일 경찰법상 논의와 비교하여 볼 때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독일 경찰법으로부터의 시사점을 반영하여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

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예방적 경찰

작용과 관계되어 있는 법령인 경찰관직무집행법, 테러방지법, 개인정보보

호법 등을 검토해 보면 규율의 밀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현재 규정되어 있는 일련의 권한들도 요건과 효과가 매우 모호하고

충분하게 특정되지 않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렵다거나, 광범위한 권한

이 남용될 소지가 크거나, 몇몇 경우에는 수권의 존부 자체가 불분명하

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현재 존재하는 권한이 행사되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단계적으로 요건과 효과를 차등적으로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비공개적으로 행해지거나 기본권 침해의 강도가 높은 조치라면 엄

격한 요건을 설정하고 절차적 통제장치를 규정해야 할 것이며, 상대적으

로 기본권 침해성이 낮은 조치의 경우는 완화된 요건으로도 개입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상에는 정보활동에 대

한 수권조항을 두고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게 요구되며,

예방적 경찰작용의 근거법령으로서 최후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일반수

권조항의 도입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밖에도 직접성의 원칙과 목적구속의 원칙 및 그 예외사유 등이 경

찰관직무집행법과 테러방지법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특

히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정보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혐의책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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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하기 위하여 먼저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개념부터 법률상 반영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경찰권의 행사와 이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

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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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경찰은 조직범죄와 국제적인 테러에

대응하여 고전적인 위험방지뿐만 아니라 이제는 위험의 전 단계에서 사

전배려조치까지 임무로서 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적인 구

체적 위험개념이 끊임없이 변용되며 경찰은 보다 이른 시기에 위험을 조

사하여 규명할 권한 및 그 시점에서 이를 중단시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

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마침내 독일에서는 개인관련위험이

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개인관련위험을 법률화하여 결국 일반수권조항

에 “우려되는 위험”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는 중요한 의

미를 가지는 법익에 대해서는 위험의 전 단계에서도 포괄적인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으로서 위험의 전 단계와 전통적인 위험개

념을 이어 주는 개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 이러한 경향이 무조건 경찰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 발전한 것은 아니다. 경찰권이 확장되고 강화됨에 따라 법치국가원리

를 훼손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이를 통제하기 위한 원리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침해의 강도가 큰

개별적 권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고 절차적 안전장치

를 두는 등 경찰권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독일 경

찰법에 의하면 중대한 위험이 예상된다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구체적

위험상황에 이르지 않더라도 적법하면서도 적절하게 예방적 경찰권을 행

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도 경찰기관이 위험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율

이 매우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권한은 규율의

밀도가 매우 낮아 권한행사의 기준 자체가 결여되어 있으며, 테러방지법

상의 권한은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반하여 매우 포괄

적인 요건을 두고 있고 이를 통제하는 장치가 미흡하다. 또한 영상정보

와 관련해서는 규율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규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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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이 발생하고, 법률상 규율이 미흡하여 사실상 내부적인 행정규칙으

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대한 범죄 또는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치안정보 또는

범죄정보의 수집의 필요성은 부인될 수 없지만, 이러한 미흡한 규율 체

계에 기반해서는 적법한 정보활동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평

가된다. 따라서 독일 경찰법상 예방적 경찰활동, 그 중에서 정보와 관련

된 조치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줌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관련법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해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경우는 치안정보 또는 범죄정보와 관

련된 수권을 명백하게 함과 동시에 이를 통제하는 원리를 명문화하여 행

사기준 및 한계로 삼아야 할 것이고, 기존의 권한규범을 구체화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테러방지법의 경우는 모호한 개념을 명백하게 하고 포괄

적인 권한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하며 내부적인 통

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상정보와 관련한 규율은 개인정

보보호법 안에서 별도의 절로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편성하거나 개별법을

입법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우리나라는 테

러 및 조직범죄의 위험이 서구권의 국가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러

한 통제원리가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대해진 권한이 남용될 위험성과 행정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통한 행정목적의 효율적인 달성 사이의 긴장관계는 경찰법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정영역에 존재하는 것이며 예로부터 항상 존재해 온

것이지만, 현대의 민주적 법치국가에서는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388) 그러나 어떤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사이의 긴장관계는 영

구적으로 해소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지속적으로 짊어지고 가져가야 하

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보다 정교한 규율을 통하여 조금씩 더 합리

적인 결과를 만들어 나갈 때 국가의 모든 작용이 법치국가의 이념에 조

금씩 더 다가가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88) 이원우, “현대적 민주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통제의 구조적 특징과 쟁점”, 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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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Eine Studie zur Beschränkung

über präventives Polizeihandeln

Ju, Hyun-woo

The Graduat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den westlichen Ländern besteht seit kurzem die Tendenz, das

Polizeirecht als zentrales Mittel der Verhütung von Straftät zu nutzen,

indem man die Polizeirechte stärkt, weil der islamische Terrorismus

bekämpft werden soll. Und heutzutage stärkt Korea auch damit die

vorbeugende Polizeirechte. Die Schlüsselkonzeption zu dieser

vorbeugenden Polizeifunktion ist die Erhebung und Verarbeitung von

gefahrenbehafteten Informationen, um die Gefahren vor oder während

der Straftat besser bewältigen oder abwehren zu können. Die

frühzeitige Erfassung von gefahrenrelevanten Informationen zur

Verhütung von Straftät steht in Zusammenhang mit der Verpflichtung

von Staat, die Grundrechte von Bürgern zu schützen, verletzt aber

gleichzeitig Grundrechte wie die Freiheit der Selbstbestimmung und

die Privatsphäre der Personen, die der Informationserhebung

unterliegen. Mit anderen Worten, die Informationshanldens der

Polizeibehörden stehen immer im Spannungsfeld zwischen den Zie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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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r effektiven Gefahrenabwehr oder Verhütung von Straftät und

dem Ziel, Grundrechte wie Informationsfreiheit und Privatsphäre zu

schützen. Daher ist es wichtig, die Grenzen präventiver polizeilicher

Maßnahmen - insbesondere die Erhebung von Informationen in allen

Gefahrenstufen - klar zu definieren, um die Ziele einer wirksamen

Gefahrenabwehr und Verhütung von Straftät zu erreichen, ohne

übermäßige Verletzung der Grundrechte der Bürger. Dennoch ist es

nicht so einfach, die Grenzen der Informationserhebung und

-verarbeitung festzulegen, da es sich um eine umfassende und

mehrdeutige Beschreibung der verschiedenen Gesetze handelt, die die

Grundlage für die aktuelle Informationserhebung bilden, einschließlich

des Polizeivollzugsrechts und des Antiterrorismusgesetzes. Daher will

ich durch diese Studie die jüngste Debatte in Deutschland vorstellen,

die die Befugnisse der Polizei gestärkt hat und in diesem Prozess

einen scharfen Blickwinkel hatte. Danach will ich sie mit der

Befugnis vergleichen, Informationen in der Exekutivakte des

Polizeibeamten und dem Antiterrorgesetz zu Erhebung und versuchen,

die Kriterien und Grenzen der präventiven Polizeimaßnahmen in Korea

abzuleiten.

Schlüsselwörter : vorbeugende Bekämpfung von Straftaten,

personenbezogene Gefahr, Vorfeld der Gefahr,

Vorfeldmaßnahmen, Erhebung von

Informationen, präventives Polizeihandeln

Matrikelnummer : 2017-29233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경찰의 임무의 변화
	제 1 절 개관
	제 2 절 경찰 및 위험개념의 변화
	Ⅰ. 서설
	Ⅱ. 경찰개념의 변화
	1.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
	2. 형식적 의미의 경찰로의 이행

	Ⅲ. 위험개념의 변화
	1. 전통적 위험개념
	2. 위험의 전 단계
	3. 개인관련위험과 우려되는 위험


	제 3 절 경찰의 새로운 임무
	Ⅰ. 서설
	Ⅱ. 위험의 사전배려로서의 범죄의 예방
	Ⅲ. 위험방지의 준비
	Ⅳ.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의 사전배려

	제 4 절 소결

	제 3 장 독일 경찰법상 예방적 경찰작용
	제 1 절 개관
	제 2 절 예방적 경찰작용의 성질과 통제원리
	Ⅰ. 예방적 경찰작용의 성질
	1. 완화된 개입요건
	2. 변화된 경찰책임개념
	3. 위험의 예측의 변화

	Ⅱ. 예방적 경찰작용의 통제원리
	1. 개관
	2. 법률유보의 원칙과 핵심영역의 보호
	3. 규범확정성의 원칙과 규범명확성의 원칙
	4. 직접성의 원칙과 목적구속의 원칙
	5. 비례의 원칙


	제 3 절 개별수권조항을 통한 예방경찰작용
	Ⅰ. 서설
	Ⅱ. 표준적 직무조치
	1. 표준적 직무조치의 성격
	2. 직무질문(Befragung)
	3. 전통적 신원확인과 확장된 신원확인
	4. 감식조치와 유전자정보의 분석

	Ⅲ. 새로운 형태의 예방적 경찰작용
	1. 주목사실의 통보(Gefährderansprache)
	2. 차량번호판의 자동인식‧판독
	3. 예방적 프로파일링의 허용성
	4. 자동안면인식시스템의 허용성


	제 4 절 일반수권조항을 통한 예방적 경찰작용
	Ⅰ. 문제의 소지
	Ⅱ. 일반수권조항을 통한 예방적 경찰작용
	1. 외관상 위험에 대한 위험조사
	2. 위험혐의에 대한 위험조사
	3. 일반수권조항을 통한 예방경찰작용의 한계


	제 5 절 소결

	제 4 장 우리나라의 예방적 경찰작용
	제 1 절 서설
	제 2 절 우리나라의 예방적 경찰작용의 현황
	Ⅰ. 개관
	Ⅱ.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예방적 경찰작용
	1. 불심검문
	2. 예방적 출입

	Ⅲ. 테러방지법상 예방적 경찰작용
	1.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2. 조사 및 추적
	3. 출국금지 등의 요청
	4. 긴급삭제 등의 요청

	Ⅳ. 영상정보와 관련된 예방적 경찰작용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2. 집회‧시위에서의 채증활동


	제 3 절 우리나라의 예방경찰작용의 문제점
	Ⅰ. 문제상황의 유형화
	Ⅱ. 경찰권 행사기준의 미흡함
	1.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낮은 규율밀도
	2. 예방출입의 요건의 포괄성
	3. 예방출입의 권한범위의 모호성

	Ⅲ. 경찰권 행사의 통제기준과 한계의 결여
	1. 테러방지법상 권한의 모호한 요건
	2. 조사‧추적개념의 불명확성
	3. 테러방지법상 내부적 통제의 취약성

	Ⅳ. 수권규정의 흠결
	1. 경찰의 정보수집 근거규정의 흠결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규율의 흠결
	3. 일반수권조항의 부재


	제 4 절 개선방안 –독일로부터의 시사점 
	Ⅰ. 기존 경찰권의 행사기준 정립
	1. 예방출입 요건과 효과의 구체화
	2.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보활동의 통제원칙 반영

	Ⅱ. 예방경찰작용의 한계의 명시
	1. 테러방지법상 권한의 요건의 명확화
	2. 테러방지법상 권한의 세분화‧구체화
	3. 테러방지법상 내부적 통제장치 강화

	Ⅲ. 현행 규율체계의 흠결의 보완
	1. 개인영상정보 개념의 보완 및 법률화
	2.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보활동 수권조항의 도입
	3. 일반수권조항의 도입


	제 5 절 소결

	제 5 장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startpage>10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 2 장 경찰의 임무의 변화 7
 제 1 절 개관 7
 제 2 절 경찰 및 위험개념의 변화 8
  Ⅰ. 서설 8
  Ⅱ. 경찰개념의 변화 9
   1.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 9
   2. 형식적 의미의 경찰로의 이행 11
  Ⅲ. 위험개념의 변화 13
   1. 전통적 위험개념 13
   2. 위험의 전 단계 24
   3. 개인관련위험과 우려되는 위험 26
 제 3 절 경찰의 새로운 임무 32
  Ⅰ. 서설 32
  Ⅱ. 위험의 사전배려로서의 범죄의 예방 33
  Ⅲ. 위험방지의 준비 35
  Ⅳ.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의 사전배려 36
 제 4 절 소결 37
제 3 장 독일 경찰법상 예방적 경찰작용 39
 제 1 절 개관 39
 제 2 절 예방적 경찰작용의 성질과 통제원리 40
  Ⅰ. 예방적 경찰작용의 성질 40
   1. 완화된 개입요건 40
   2. 변화된 경찰책임개념 41
   3. 위험의 예측의 변화 44
  Ⅱ. 예방적 경찰작용의 통제원리 46
   1. 개관 46
   2. 법률유보의 원칙과 핵심영역의 보호 47
   3. 규범확정성의 원칙과 규범명확성의 원칙 49
   4. 직접성의 원칙과 목적구속의 원칙 51
   5. 비례의 원칙 53
 제 3 절 개별수권조항을 통한 예방경찰작용 54
  Ⅰ. 서설 54
  Ⅱ. 표준적 직무조치 55
   1. 표준적 직무조치의 성격 55
   2. 직무질문(Befragung) 56
   3. 전통적 신원확인과 확장된 신원확인 57
   4. 감식조치와 유전자정보의 분석 61
  Ⅲ. 새로운 형태의 예방적 경찰작용 63
   1. 주목사실의 통보(Gefährderansprache) 63
   2. 차량번호판의 자동인식‧판독 70
   3. 예방적 프로파일링의 허용성 74
   4. 자동안면인식시스템의 허용성 77
 제 4 절 일반수권조항을 통한 예방적 경찰작용 81
  Ⅰ. 문제의 소지 81
  Ⅱ. 일반수권조항을 통한 예방적 경찰작용 82
   1. 외관상 위험에 대한 위험조사 82
   2. 위험혐의에 대한 위험조사 84
   3. 일반수권조항을 통한 예방경찰작용의 한계 90
 제 5 절 소결 91
제 4 장 우리나라의 예방적 경찰작용 93
 제 1 절 서설 93
 제 2 절 우리나라의 예방적 경찰작용의 현황 93
  Ⅰ. 개관 93
  Ⅱ.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예방적 경찰작용 94
   1. 불심검문 94
   2. 예방적 출입 98
  Ⅲ. 테러방지법상 예방적 경찰작용 100
   1.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100
   2. 조사 및 추적 103
   3. 출국금지 등의 요청 103
   4. 긴급삭제 등의 요청 104
  Ⅳ. 영상정보와 관련된 예방적 경찰작용 105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105
   2. 집회‧시위에서의 채증활동 107
 제 3 절 우리나라의 예방경찰작용의 문제점 108
  Ⅰ. 문제상황의 유형화 108
  Ⅱ. 경찰권 행사기준의 미흡함 109
   1.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낮은 규율밀도 109
   2. 예방출입의 요건의 포괄성 111
   3. 예방출입의 권한범위의 모호성 112
  Ⅲ. 경찰권 행사의 통제기준과 한계의 결여 113
   1. 테러방지법상 권한의 모호한 요건 113
   2. 조사‧추적개념의 불명확성 117
   3. 테러방지법상 내부적 통제의 취약성 118
  Ⅳ. 수권규정의 흠결 120
   1. 경찰의 정보수집 근거규정의 흠결 120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규율의 흠결 121
   3. 일반수권조항의 부재 122
 제 4 절 개선방안 –독일로부터의 시사점  124
  Ⅰ. 기존 경찰권의 행사기준 정립 124
   1. 예방출입 요건과 효과의 구체화 124
   2.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보활동의 통제원칙 반영 125
  Ⅱ. 예방경찰작용의 한계의 명시 126
   1. 테러방지법상 권한의 요건의 명확화 126
   2. 테러방지법상 권한의 세분화‧구체화 127
   3. 테러방지법상 내부적 통제장치 강화 128
  Ⅲ. 현행 규율체계의 흠결의 보완 129
   1. 개인영상정보 개념의 보완 및 법률화 129
   2.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보활동 수권조항의 도입 130
   3. 일반수권조항의 도입 130
 제 5 절 소결 131
제 5 장 결어 133
참고문헌  135
Zusammenfassung 142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