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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搜査指揮權의 歸屬에 관한 沿革的 考察(Ⅱ)
―초기 법규정의 정비를 중심으로―

1)

申 東 雲*

Ⅴ. 미군정 말기 검찰․경찰의 관계

1. 형사소송법의 개정

(1) 미군정법령 제176호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확보의 요청은 미군정 당국에 의하여 인정되

지 아니하 다.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의 선거를 앞두고 유엔 선거감시단

이 내한하여 감시활동을 함에 따라서 선거의 자유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한 법

령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군정 당국은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권에 관한 종래의 규정을 미식으로 대폭 개정하는 조치를 단행하여 미

군정법령 제176호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공포하 다.1)

1948년 3월 20일자로 민정장관 안재홍(安在鴻)과 군정장관 딘(W. F. Dean)

소장의 공동명의로 공포된 미군정법령 제176호는 이 땅에 최초로 수사절차에 

있어서 장제도를 도입하 으며, 그와 함께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보장, 보석제

도, 구속적부심사제도, 구속장소감찰제도 등을 도입하게 한 획기적인 법령이었

다. 미군정법령 제176호는 특히 그 동안 수사기관에게 고유의 강제처분권을 

부여하여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한 조선형사령 제12조 이하의 규

정을 폐지한 것으로 주목된다. 이 미군정법령 제176호는 1948년 5월 10일 총

선거에 대비하여 4월 1일부터 발효하기로 되어 있었다.

새로이 법관에 의한 장제도가 도입되면서 장의 발부절차가 문제되었다. 
애당초 미군정법령 제176호는 종래의 인신구속절차에 법관의 장발부를 추가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1) 미군정법령 제176호의 제정경위에 관하여는, 심희기, ｢미군정법령 제176호 형

사소송법의 개정｣, 법사학연구, 제16호, (1995), 11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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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구상을 가지고 성안되었다. 그러나 장발부의 절차에 대해서는 미군정

법령 제176호가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 다. 종래의 인신구속절차를 보면 

조선형사령에 의하여 검사는 구인(勾引)을, 경찰은 유치(留置)를 고유의 권한으

로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관의 장발부를 개입시키게 되면 이제 

검사는 법관에 대하여 장을 청구하고 경찰은 법관에 대하여 장을 청구하

는 방식으로 변경이 될 것이었다.
이러한 애당초의 구상은 미군정법령 제176호의 여러 곳에서 살펴 볼 수 있

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인 조문으로 미군정법령 제176호 제8조를 들 수 

있다. 미군정법령 제176호 제8조 제1항 제1문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

한 경우에는 실제로 구속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취조(取調)를 완료하여 피

의자를 검찰관에게 송치하지 않는 한 석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조문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데, 이것은 사법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한 경

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미군정법령 제176호의 

시행과 관련하여 준비된 해설서에 “본조의 규정은 두말 할 것 없이 사법경찰

관이 재판소로부터 구속 장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2) 

(2) 미군정법령 제180호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론은 곧이어 공포된 미군정법령 제180호에 의하여 배

제되었다. “법령 제176호의 보충규정”이라고 제목이 붙은 미군정법령 제180호

는 원래 미군정법령 제176호의 시행과 관련된 경과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동령 제1조 참조).3) 미군정법령 제180호는 미군정법령 제176호가 시

행되는 4월 1일 바로 전날인 3월 31일 민정장관 안재홍과 군정장관 딘 소장

의 공동명의로 공포되었고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미군정법령 제180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장발부절차를 규정한 제5

조와 제6조이었다. 미군정법령 제180호 제5조는 구속 장 또는 수색 장의 신

청절차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가) 검찰관은 그 소속 재판소에 신청하고, (나) 
사법경찰관 기타 관헌은 소속 검찰관에게 청구하여 그 검찰관이 이를 재판소

2) 민복기․정윤환, 형사소송개정법개설, (1948), 97면.
3) 한국법제연구회 편, 미군정법령총람 국문판, 48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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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청하는 것으로 규정하 다. 그리고 미군정법령 제180호 제6조는 지방심

리원장이 재판소가 없는 부(府), 군(郡), 도(島)에 재직하는 특별심판원에게 심

판관의 대리로서 장발부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동조 제1문), 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및 기타 관헌은 검찰관에게 청구할 필요 없이 특별심판

원에게 직접 구속 장 또는 수색 장의 발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 다(동조 

제2문). 이 경우에 사법경찰관 등이 장을 발부받아야 할 기간은 48시간이었

다(동조 제3문).

미군정법령 제176호와 제180호를 종합해 보면, 이제 신체구속이나 압수․수

색 등 수사상의 강제처분은 법관이 발부한 장이 없으면 행할 수 없게 되었

다. 미군정법령 제176호는 사전 장을 요하지 않는 긴급처분을 광범위하게 인

정하 으나 반드시 법관으로부터 사후 장을 발부받도록 하 다. 이 점은 조

선형사령 제12조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스스로 강제처분을 행하도록 한 

것을 근본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그런데 장청구권자에 대해서 미군정법령 제180호는 법원이 소재하는 곳에

서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청구하여 법관이 장을 발부하는 방식을, 법원이 

소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사법경찰관이 특별심판원(소위 치안관)에게 직접 청구

하여 특별심판원이 장을 발부하는 방식을 채택하 다. 이러한 방식은 종래 경

찰과 검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이 병존하고 있었던 상황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으로서 미군정 당국의 인식과 미국법의 향을 어느 정도 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법관 소재지의 경우에는 수사권의 핵심적 요체라

고 할 수 있는 강제수사의 역에 있어서 사실상 사법경찰의 활동이 검사의 통

제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장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의 경찰에 대한 우위가 실질적으로 확립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3) 검찰의 수사방침

미군정당국이 미군정법령 제176호의 시행 바로 하루 전에 장청구절차를 

규정한 미군정법령 제180호를 공포하게 된 계기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미

군정 당국의 미법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장청구권은 여전히 사법경찰관에

게 있으며 단지 사건처리의 계통을 정리하기 위하여 검사를 경유하여 법관에

게 장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새길 여지도 충분히 있다. 그렇지만 검

찰 실무에 있어서는 새로운 장제도의 시행이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확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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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주는 일대 계기로 인식하 다. 이러한 인식은 미군정법령 제176호가 시행됨

에 따라서 대검찰청이 1948년 3월 26일자로 각급 검찰청에 하달한 “형사소송

법개정에 의한 수사방침”이라는 문건에 잘 나타나고 있다.4)

“14. 사법경찰관이 재판소의 구속 장 또는 수색 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소

관 검찰관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직접 재판소에 신청할 수 없음으로 재판소에 

대한 구속 장 또는 수색 장의 신청자는 항상 검찰관이 그 주체가 되고 사법

경찰관은 검찰관에게 재판소에 대한 검찰관의 장신청행위의 발동을 청구함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하므로 검찰관은 사법경찰관이 개정법에 의한 긴급구속처분을 하고 아

니한 때를 불문하고 사법경찰관의 청구하는 구속 장 또는 수색 장[이] 형사

소송법의 허용하는 것인지 또는 인민의 자유권을 침해치 않는 것인지를 신중검

토하야 사법경찰관이 장을 청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야 그 

신청수속을 재판소의 제출할 것이오 사법경찰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검찰관

이 반다시 그 청구에 응하야 장신청수속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

판소가 발한 구속 장에 대한 취조기간 연장신청은 사법경찰관이 그 신청자임

으로 검찰관은 사법경찰관이 제출한 기간연장신청에 대하야 그 여부(與否)의 

의견을 부치여 즉시 재판소에 제출하기를 바라나이다.”

2. 법전기초위원회의 발족

검찰․경찰의 수사권귀속에 관한 결단은 법률의 형태를 취하여 나타나게 된

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군정기 및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단행된 관련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관여한 인사들의 역할을 점검하는 작업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고 생각된다. 

1947년 6월 30일 미군정 당국은 남조선과도정부 행정명령 제3호로 “법전기

초위원회”를 구성하 다. 아래에서는 이 행정명령 제3호를 소개한다.5)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司法部) 내에서 수개월에 긍(亘)하야 각 심리원심판

관 및 검찰관의 기초법전의 기초(起草)작업을 통괄, 조정, 촉진하며 조선 재래

(在來)의 사법행정을 현대화하며 민주주의화하기 위하야 법전기초위원회를 자

4) 대검찰청, 검찰제요, 78면; 민복기․정윤환, 형사소송개정법개설, 152면.
5) 법원행정처, 주요 구법령집 하, (1988), 3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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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玆)에 설치함.

一. 법전기초위원회는 민권, 재산권, 친족관계, 상업관계, 범죄의 처벌, 법률의 

시행 급(及) 사법행정에 제수속(諸手續)에 관한 현행법에 대체하야 채용될 기초

법전의 완전한 초안을 작성할 사명이 유(有)함.

기초(起草)에는 조선의 관습법과 전통에 특히 유의하여 민주주의적 원리와 

건전하고 현대적인 경향이 잇도록 작성할 것임.

二. 법전기초위원회는 그 사업진행에 관하야 군정장관에게 정기보고를 제출

하며 개개의 법전이 완성되는 시는 조선과도입법의원에 회부하며 군정장관의 

동의를 얻기 위하야 군정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임.

三. 법전기초위원회는 그 사무의 조성(助成)을 위하야 남조선과도정부의 관

리 우(又)는 애국적 민간인사로 법률지식이 유(有)한 자를 위원으로 임명할 권

한이 있음.

여사(如斯)한 위원은 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야 임무를 이행할 것이며 그 성안

(成案)에 대하야는 승인을 수(受)함을 요함.

남조선과도정부관리는 위원으로서 이행한 봉사에 대하야 봉급 이외에 부가

보수를 수(受)함을 불득(不得)하며 위원회 우(又)는 위원의 업무에 관하야 생

(生)하는 필요한 비용은 회계법규에 의하야 사법부(司法部) 급(及) 심리원의 예

산으로써 지출함.

四. 법전기초위원회는 남조선과도정부의 각부, 처, 대행기관 급(及) 보조기관

으로부터 원조 급(及)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국립도서관, 시립도서관, 

국립법률도서관, 각 심리원도서관 급(及) 국립서울대학도서관에 자유로 출입하

야 서적을 열람할 수 있음.

五. 좌기(左記) 제씨(諸氏)를 법전기초위원회의 위원에 임명함.

그에 대하야는 봉급 이외에 부가보수를 지불치 않이함.

위원 급(及) 위원장 (대법원장)     김용무(金用茂)

위             원 (사법부장)     김병로(金炳魯)

위             원 (대검찰총장)   이인(李仁)

六. 법전기초위원회의 기타 위원은 필요에 응하야 수시 임명함.

七.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생(生)함.

1947년 6월 30일

우(右) 건의함

민정장관 안재홍(安在鴻)

우(右) 인준함

군정장관대리

미육군대장(代將) 시․지․헬 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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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전기초위원회의 구성경위에 대하여 당시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이인의 

회고담을 정리한 다음의 이 주목된다.6)

헌법을 처음 만들자는 움직임은 해방되던 해 11월초 다. 당시 중경에서 돌

아왔던 임정요인과 국내에 관심 있는 인사들로써 한미호텔에서 김규식 박사를 

좌장으로 임정(臨政) 요인들과 국내인사 70여명이 모여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

하고 헌법 분과, 정부조직법 분과, 선거법 분과를 두기로 결정되었다. 투표 결

과 김병로(金炳魯)씨가 위원장에 부위원장은 이인(李仁)씨로 되고 헌법 주사(主

査)는 김병로씨, 정부조직법 주사는 이인씨, 선거법주사는 한근조(韓根祖)씨로 

정했든 것이다.

먼저 헌법기초부터 착수하기로 하고 3회 가량 모아 논의하던 중에 조소앙(趙

素昻)씨가 국무위원 문제에 대하여 20년 이상 독립운동에 전업(專業)한 자라야 

국무위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임정계통이 아니면 각원(閣員)이 될 수 없

는 듯 인상을 주었다. 조소앙씨와 자리를 마주 앉았던 김준연(金俊淵)씨가 화가 

난 듯 가졌던 서류를 조씨 앞에 내 면서 다하소 다하소 하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이러자 회의가 살풍경이 되고 웃지 못할 한 토막 장면이 있었다. 그 

뒤엔 막부삼상회의(莫府三相會議), 신탁통치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자 헌법기초

위원회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 이듬해 5월에 이인씨가 대법원장서리 자리를 물러나서 검찰총장이 된 후

에 미군정 사법부(司法部)를 개조함에 있어 이인씨의 추천으로 김병로씨를 사

법부장 자리에 앉게 했다. 이인씨는 김병로씨에게 독립정부를 수립하게 될 때 

헌법초안을 준비해 놓아야 될 것이고 만일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생각해 놓

았느냐고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고 얘기되어 헌법을 위시한 6법 전부를 다 기초

로 하는 미군정기관으로 법전편찬위원회(법전기초위원회임; 필자 주)를 구성했

다.

위원장에 김병로씨, 부위원장에 이인씨로 정한 뒤에 미인(美人) 사법부장 코

넬리씨를 통해 미국도서관에 있는 전 세계 20여개국의 헌법 책을 모아 오게 한 

뒤에 이것을 번역인쇄하느라고 그럭저럭 8, 9개월이 걸렸다.

그래가지고 김병로, 이인, 한근조, 김찬 , 권승열 등 제씨가 일주일에 3회씩 

회합하여 1년 반 이상 시간 사이에 제1안과 제2안을 마련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대체의 윤곽과 골자가 성안됐을 때 김병로씨가 병으로 입원케 되

6) 이태구 편, 애산여적 제2집(1965), 103면 이하. 오자(誤字)를 바로잡고 현대맞춤

법에 따라 표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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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인씨가 마지막 손질하고 이호(李澔)씨가 자구수정하여 인쇄에 부친 것이 

지금 이인씨가 가지고 있는 헌법초안이다. (후략)

이상의 기록은 주로 헌법초안의 작성에 관한 것이지만 검찰․경찰의 수사권

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이인씨가 애당초 정부조직법 주사(主査)로 법전편

찬 사업에 관여하기로 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미군정 당시 검찰총

장을 지내고 있던 이인이 검찰․경찰의 관계를 결정하는 주요입법의 준비현장

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미군정 하의 검찰

총장 이인이 미군정 말기에 제정, 공포된 1948년 8월의 검찰청법 입안의 주역

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미군정 법원조직법의 공포

1948년 5월 4일 미군정당국에 의하여 법원조직법이 공포되고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7)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92호로 공포된 법원조직법은 지금까지 

인사 및 예산 등 사법행정의 면에서 군정청 사법부(司法部)에 소속되어 있던 

법원을 완전히 독립시키는 획기적인 것이었다.8) 1948년 5월의 법원조직법은 

법원에 특히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인정하 으며, 사법행정처를 두어 법원에 

관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도록 하 다 이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법원과 검찰

을 하나의 조직으로 파악하여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도록 한 대륙법식의 사법

(司法, Justiz)의 개념이 해체되었다. 그리하여 법원에 관한 예산, 인사 등의 업

무는 사법행정 내지 법원행정으로, 이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법무행정

으로 파악되었고 후자는 군정청 사법부(司法部)가 관장하게 되었다.

법원조직법을 통하여 종래의 사법부(司法部)로부터 법원이 독립해 나감에 

따라서 검찰조직을 규율할 검찰청법의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검

찰청법은 법원조직법의 공포와 함께 이루어지지 못하고 1948년 8월 15일 대

한민국의 건국 직전인 8월 2일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시행되었다. 검찰청법

의 제정이 지연된 사정이 무엇인지는 밝혀지고 있지 않으나 짐작컨대 사법경

찰의 조직상 편제가 주된 난관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7) 법원행정처, 주요 구법령집 하, 277면 이하 참조.
8) 미군정하의 법원조직법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 법원사, 19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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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군정 검찰청법의 공포

1948년 8월의 검찰청법은 1947년 검찰측에서 군정장관에게 건의한 것처럼 

대검찰청에 사법경찰총감부를 설치하여 경무부의 수사관계 직원을 인수하는 

변화는 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조직상의 편제변경을 제외하면 검사와 사법경

찰관의 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검찰과 경찰의 병렬적 수사권은 미군정법령 제176호 및 제180호에 의하여 

이제 검찰 우위의 관계로 크게 기울게 되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고 다만 강제수사의 경우에 

검사를 경유하여 법관에게 장을 청구한다는 점에 제약이 가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률상 명실상부하게 검사에게 수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해 준 것은 1948년 8월에 제정된 미군정하의 검찰청법이다.9)

수사지휘권과 관련하여 1948년의 검찰청법에서 주목되는 것은 동법 제6조와 

부칙 제32조이다.

제6조  검찰관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좌(左)의 직무와 권한이 있음

一. 형사에 관하여

  가.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나.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을 지휘 감독함.

  다.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함.

  라. 재판의 집행을 지휘 감독함.

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행함.
부칙 제32조
  가. 1945년 12월 29일부 법무국검사에대한훈령 제3호를 폐지함.
  나. 본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률 명령 훈령 등은 그 저촉되는 범위에서 

전부 폐지함.

1948년 검찰청법 제6조는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함에 있어서 특히  

(가)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는 것과 

(나)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을 지휘감독한다는 것을 명시하 다. 나아

가 검찰청법 부칙 제32조 가항는 1945년 12월 29일부 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

9) 법원행정처, 주요 구법령집 하, 32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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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3호를 폐지한다고 규정하 다. 그 때까지 미군정하에서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주장해 온 근거가 미군정 당국의 1945년 12월 29일자 법무국 검사

에 대한 훈령 제3호 음을 상기한다면 이 1948년 검찰청법은 미군정의 구상과 

완전히 결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검사의 직권에 “범죄의 수사”와 

“사법경찰관의 지휘감독”을 명문화한 1948년 검찰청법에 의하여 검사는 수사

주재자로서의 지위를 명실상부하게 확립하게 되었다.

Ⅵ.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의 검찰․경찰의 관계

1. 내무부 치안국의 출범

(1) 정부조직법의 제정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총선거에 이어서 제헌국회가 1948년 7월에 구성되

었다. 제헌국회의 구성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동안에 입법사항에 

대한 국회의 최대관심사는 헌법제정이었다. 국회는 헌법제정에는 비교적 많은 

시간을 투입하 고, 헌법제정에 관한 대안도 여러 가지가 제출되었다. 헌법제

정에 치중하는 동안 정부조직법의 제정은 7월 8일에야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

갔다. 정부조직법의 기초는 시작한 그날에 바로 대원칙에 대한 토론과 초안작

성이 종료되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 초안을 검토하여 7월 14일에 상정하 고 

7월 17일에 이를 통과시켰다.10)

정부조직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치안부의 독립이 중요쟁점으로 

등장하 다.11) 정부조직법의 정부원안에는 내무부만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되

어 있었고 경찰조직은 내무부에 소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당시의 불안한 치안정세와 남북한의 대치 등을 들어서 치안부를 독립하여 설

치하자는 수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안되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격

렬한 찬반토론이 있었는데 반대론자들은 경찰권력의 남용 위험성과 외국의 유

사입법례가 없다는 점 등을 반대논거로 제시하 다. 치안부의 독립설치를 골

자로 하는 수정안은 결국 무기명투표에 부쳐졌다. 투표결과 186명 투표에 가

10)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 1948.8-1961.5, (1973), 65면 이하 참조.
11) 내무부와 관련된 정부조직법의 심의과정은 1948년 7월 14일자 및 7월 15일자 

국회속기록에 수록되어 있다. 국회사무처, 제1회 국회속기록, 제29호, 536면 이하, 제30
호, 55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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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가 80, 부(否)에 104, 기권 1, 무효 1로 이 수정안은 부결되었다.12)

이렇게 격론을 거쳐 제정된 정부조직법은 제15조에서 경찰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13)

제15조 

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 선거, 치안, 소방, 도로, 교량, 하천, 수도, 건축과 통

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한다.

(2) 경무청 설치안

정부조직법이 경찰조직을 내무부 소속으로 결정한 상황에서도 당시 미군정

청 경무부장이었던 조병옥은 경찰기구의 독립성을 가능한 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 다. 조병옥 회고록에 나타난 당시의 상황을 아래에 소개한다.14)

이렇게 대한민국의 주권정부 조각(組閣)이 완료되자 미군정의 근본방침은 조

속히 국립경찰을 이양하기로 결정하 던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양하기로 

하 던 것이다. 그리하여 미군정부는 동년 8월 5일까지도 모든 행정기구를 이

양하지 못하 던 것이다.

당시 나는 군정방침에 의해서 국립경찰을 이양하되 2만5천명의 경찰을 치안

국과 같은 일국(一局)으로서는 도저히 통솔하기가 불가능하리라고 간파하고 내 

사안(私案)으로써 내무부기구에 대하여 이(李)대통령에게 건의한바 있었던 것이

다.

나의 사안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무부장관의 감독하에 내무부차관 

2명을 두되 그 한 차관은 일반내무행정을 담당하고 다른 한 차관은 경찰행정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경찰행정담당 차관 관할하에 경무청을 설치하고 그 경무청

내에 몇 국과(局課)를 배치하고 그 밑에 각 경찰서를 두는 것을 구상하여 군정

경무부의 이양준비조건으로써 이대통령에게 건의하 던바 이 박사도 쾌히 승낙

하고 나의 내무부기구안에 대하여 극력 찬의를 표하 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사안인 내무부기구안을 토대로 미군정의 경무부를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하기 위하여 이대통령 임석하에 내무부장관과 경무부장이 연석하게 

12) 국회사무처, 제1회 국회속기록, 제30호, 568면.
13)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ge.go.kr), 종합법률정보, 대한민국법령정보(연

혁법령) 참조.
14) 조병옥, 나의 회고록, 22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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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연석회의의 결과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나의 

사안(私案)인 내무부기구안(경찰기구안이라고도 함)을 채택하기로 하고 내무부

장관과 경무부장의 공동명의로 성명서까지 발표하 던 것이다. 그러나 그후 행

정수반과 내무부장관은 경찰이양의 만반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그 기구의 정비

와 준비를 하지 않은 탓으로 자연 경찰이양은 동년 8월말까지 지연되었던 것이

다. 그리하여 이 경찰이양의 협정이 실현되지 못한 탓으로 경찰권의 이양이 지

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내무부장관이었던 윤치 (尹致暎)씨는 국회에서 

증언하기를 국립경찰권의 이양을 지연시켜 미군정의 연장을 꾀하고 있다고 경

무부장이었던 나에게 비난의 화살을 던졌던 것이다. 이것은 윤치 씨의 오해로 

인하여 빚어낸 사실무근의 왜곡된 비난에 지나지 못하 던 것이다. 자기 자신

의 잘못한 탓으로 경찰권이양의 용기를 상실한 윤치 씨가 경찰권이양의 지연

책임을 나에게 전가하여 허무맹랑한 사실무근의 왜곡된 언동을 농(弄)하 다는 

것은 윤치 씨의 경솔한 행동에서 온 탓이라고 생각하고 경무부장으로서의 나

는 만부득이 그 경찰권이양의 협정 유무를 불문하고 1948년 9월 1일부로 미군

정경무부 관할하에 있던 국립경찰을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하 던 것이다.

경찰청 조직을 독자적으로 유지하려고 하 던 미군정 경무부장 조병옥의 구

상은 대한민국 초대 내무부장관 윤치 과의 마찰로 인하여 성사되지 못하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당시 내무부장관 윤치 의 진술은 미군정청 경

무부장 조병옥과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윤치 이 당시의 갈등을 회고한 내용

을 소개한다.15)

◀윤치 (尹致暎)   … 그리고 조병옥씨하고 나하고 싸웠다고 하는데 대의명

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조병옥씨하고 저 사람하고도(장택상씨를 가리키며) 친

하고 나하고도 대단히 친한 사람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정부가 수립이 되어서 내무부장관으로 경찰권을 이양을 받게 

되는데 제주도사건이 나지 않았어요? 제주도사건이 나서 하루에 2백명 백명 해

서 제주도로 보낼 때에 격려사를 해서 보내는게야‥‥ 그 때에 왔다 갔다 할 

판인데 군정청 경무부에 대한 모든 서류가 다 되어 있으면서 한 주일 두 주일

을 두고 내무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미군이 대한민국정부에 모든 것을 다 

15) 4289년 9월말 경향신문사의 주최로 이루어졌고 동지에 게재되었던 내용이다. 
김봉기․서용길 편, 애산여적(愛山餘滴), 이인 선생 수상평론, 제1집, (1961), 169면 이

하, 특히 184면 이하에 전재된 것을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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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해 주되 재정권 경찰권은 6개월 이상 되지 않고는 안내준다. 따라서 경무

부장 하고 재정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

경찰청장회의를 한 주일 내에 두 번 하는데 나중에 보고가 들어올 것 아니

에요? 내가 그 때 초대 국회외무국방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외무국방위원장 사

무실을 내무부장관실로 겸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보고가 들어오더군요.

그것을 들을 때에 대단히 불유쾌해요.

자기나 나나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어서 미국 사람이 주권을 이양해 주는데 

같은 한국 사람이 경찰권을 안준다 재정권을 안준다 하는 것은 대단히 안된 얘

기에요.

이제 군정에 있는 경찰권을 이양해 주는데 서류 전부를 정비해 가지고 차일

피일 하고 정비가 안되었다 하는데 밑엣 놈들이 거기에 있는 경무부에 있는 

타이야 니 짚 차니 막 팔아먹거든… 그 안의 경찰관 애들이 넘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팔아먹는데 날짜가 늦어질수록 아무 것도 안남고… 2천2백개 있던 타

이야 가 4백개밖에 안남고 짚 차는 40대밖에 안남고…속으로 다 떼먹고 없단 

말에요. 그것을 보니까 난장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찰청장회의를 두번씩 연

다.…

그러자 경찰권에 대한 이양문제를 서류가 정비되었으니 만나자고 해서 황희

찬(黃熙燦) 내무부차관을 데리고 가서 조병옥 하고 미인고문 소령인지 중령급

인지 같이 앉아서 조병옥이 서류를 내놓는데…경무부에 대한 서류에요. 내놓는

데 세 조목을 제출한단 말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경찰권을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해 주는데 첫째, 여기에 있는 

기구를 도무지 늘이지도 말고 줄이지도 말고. 둘째, 여기에 있는 인원은 자기네

가 훈련하고 가르친 것이니까 인원에 대해서 바꾸지도 말고 내보내지도 말고…

이것이 세살 먹은 어린애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그대로 국회에 보고를 하면 조병옥 녹는 조건이에요.

공(公에)도 사(私)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보게 이거 큰일 났네. 국회에 보고하면 자넨 반역자가 되네…  하고 말하

여 순전히 사적으로 말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자기네끼리 얘기하더니 미인 소령인가 중령인가 건방지게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네 눈에 보이는게 없느냐? 대한민국 내무부장관이 너희들한테 말

하는데 이 세 가지 조목은 대한민국을 모욕한 것이다. 받을 수 없다. 이것을 가

지고 나가라…대한민국정부에서 새로 경찰을 세울 테야…이것을 국회에 보고하

면 조병옥 녹는 조건이에요. 그것을 보고한 것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몰라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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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생각해 보더니 흐린단 말이에요. 미인 고문도 얼굴이 새빨개지고…그래서 

얘기를 하고 나와서 신문기자단에게 발표한 것이 그것이에요. 민족반역자라는 

것이…

◀윤치    경찰청장회의를 두번 세번 열고 대한민국정부에 경찰권을 군정

에서 안내준다. 재정권 경찰권을 안내준다고 해서 흥분해서 민족반역자라는 소

리가 나온 것이에요. 대통령에게 내가 얘기했읍니다. 잡아 가두자고…그랬는데 

대통령이 반대를 하셨어요.

◀장택상   누구를 잡아 가둔다고…

◀윤치    조병옥이를 잡아 가둔다고…그래서 내가 잡아 가둔다고 말한 것

이에요.

(3) 치안국의 조직

이와 같은 우여곡절을 거친 후에 먼저 경찰권이 1948년 9월 1일자로 대한

민국정부에 이양되었다. 대한민국정부는 미군정 당국과 협의를 거친 후 9월 

13일자로 행정권을 완전히 인수하 다. 1948년 9월 13일자 대통령령 제3호로 

공포된 ｢남조선과도정부기구의 인수에 관한 건｣은 내무부와 법무부의 기구인

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 다.16)

제1조 대한민국정부는 남조선과도정부(이하 과도정부라 칭한다)의 제기구(諸

機構)를 좌(左)에 의하여 인수한다.

1. 내무부는 과도정부 경무부, 토목부, 중앙선거위원회, 중앙소방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을 인수한다.

5. 법무부는 과도정부 사법부(司法部)(법률기초국과 법률조사국을 제외)와 그 

소속기관을 인수한다.

대한민국의 독립과 함께 다시 출발하게 된 경찰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내

무부에 소속하게 되었다. 내무부에는 이 법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서실, 지방국, 치안국, 건설국이 설치되었다. 치안국의 설치를 규정한 

근거는 대통령령 제18호인 내무부직제 다.

치안국은 경무과, 보안과, 경제과, 사찰과, 수사지도과, 감식과, 통신과, 여자

16)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 1948.8-1961.5,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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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과의 9개과로 구성되었다. 1948년 11월 4일자 대통령령 제18호로 

공포된 내무부직제는 치안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17)

제6조 치안국에 경무과, 보안과, 경제과, 사찰과, 수사지도과, 감식과, 통신과, 

여자경찰과 및 소방과를 둔다.

각 과장은 경무관 또는 기정(技正) 중에서 보한다.

경무과는 경찰조직, 경찰관의 복무와 교양훈련, 경찰의 피복과 총기탄약, 경

찰에 관한 정보와 선전 및 국내(局內)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보안과는 풍속경찰, 총포화약류, 교통경찰, 위생경찰 및 경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경제과는 경제경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사찰과는 민정사찰 및 외사경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수사지도과는 범죄수사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감식과는 경찰지문감식 및 법의학적 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통신과는 유선경비통신 및 무선경비통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여자경찰과는 부녀풍기, 부녀문제조정, 실가유아(失家幼兒), 노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소방과는 소방행정, 소방의 훈련지도, 소방사상의 선전보급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948년 11월의 내무부직제에서 수사조직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사찰과, 

수사지도과 및 감식과가 치안국에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직제의 내

용 가운데에는 직접적으로 수사에 관한 사항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눈

에 뜨인다. 
그후 1949년 9월 19일 대통령령 제183호로 내무부직제가 개정될 때 사찰과

의 임무는 민정사찰과 외사경찰 이외에 “특명에 의한 사찰사항”이 추가되었

다.18) 이어서 1950년 3월 31일 대통령령 제304호로 내무부직제가 개정될 때 

“수사지도과”가 “수사과”로 개편되었다. 1950년 3월 31일자 내무부직제 중 경

찰의 수사권과 관련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19)

17)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 1948.8-1961.5, 72면.
18)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 1948.8-1961.5, 74면.
19)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 1948.8-1961.5, 7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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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내무부에 경무과, 교육과, 보안과, 사찰과, 수사과, 감식과 및 통신과

를 둔다. 국장은 이사관으로써 보하고, 과장은 경무관으로써 보한다. (후략) 

사찰과는 민정사찰 외사경찰 및 특명에 의한 사찰사항을 분장한다.

수사과는 범죄수사지도 및 특명에 의한 경찰경무원이 관련한 범죄 또는 공익

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후략)

1950년 3월 개정의 내무부직제에 의하면 수사과는 경무관을 과장으로 하면

서 “범죄수사지도 및 특명에 의한 경찰공무원이 관련한 범죄 또는 공익에 관

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되었다.20) 이 내무부직제 제7조가 

규정한 것 가운데 특히 “특명에 의한 … 공익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

항”은 1948년 8월 미군정 말기의 검찰청법이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

사지휘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과 상충되는 것으로서 다시 경찰에 개별사건

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50년 3월의 내무부직제에 의한 치안국 수사과의 독자적 수사권은 이후 

1969년 1월 7일자로 제정된 경찰공무원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다시 확인되

고 있다. 즉 1969년 1월의 경찰공무원법은 제9조에서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경정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으로, 경장

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로 보며, 내무부에 근무하는 경무관은 

동법 동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다. 그리고 이 부칙규정은 

1982년 경찰공무원법 전면개정시에 동일한 내용의 부칙 제6조로 이어져서 현

재에 이르고 있다.

(4) 시․도지사와 경찰조직

미군정의 경무부가 대한민국 내무부의 치안국으로 인수되는 것과 함께 각 

시․도의 경찰국도 이제는 시장 또는 도지사의 보조기관이 되었다. 따라서 서

울시장과 도지사는 미군정하의 각 관구경찰청을 인수하게 되었다. 그 법적 근

거는 1948년 11월 18일 대통령령 제33호로 공포된 ｢남조선과도정부 지방행정

기구의 인수에 관한 건｣이었다.21) 치안국-시도경찰국-경찰서로 계선(line)조직

을 단순화시킨 정부는 1949년 2월 23일 그때까지 번호에 의하여 호칭되던 경

20)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 1948.8-1961.5, 74면 이하 참조.
21)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 1948.8-1961.5, 7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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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국과 경찰서의 명칭을 지명에 의해 부르도록 하 다. 이는 경찰조직의 내무

부 흡수를 의미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22)

2. 법무부․검찰의 출범

미군정청 사법부(司法部)의 기구 중 법제처에 이양되는 법률기초국과 법률

조사국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은 일단 법무부에서 그대로 인수하 다. 그러나 

곧이어 신정부의 각부직제가 제정됨으로써 기구의 개편이 있었다. 1948년 11
월 4일 대통령령 제21호로 법무부직제가 공포되었다.23) 이 법무부직제에 따라 

법무부에는 비서실, 법무국, 검찰국, 형무국, 조사국이 설치되었다. 검찰국은 

다시 검찰과, 정보과, 감식과, 법의학실험과로 세분화되었다. 미군정 당국이 경

찰에 이관하 던 지문의 감식업무까지 다시 법무부에서 관장하기 위하여 감식

과․법의학실험과를 두었다. 그러나 같은 날에 공포된 내무부직제에도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를 두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24)

수사기구와 관련하여 법무부직제를 보면, 검찰국 검찰과는 검찰행정의 종합

계획, 범죄의 수사지휘, 형의 집행지휘, 사면․감형․복권 및 범인인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정보과는 범죄의 정보, 소관 정보기관에 대한 지휘연락 및 

특수단체와 개인의 사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도록 되어 있다.25)

3. 법전편찬위원회의 발족

1948년 9월 15일 대통령령 제4호로 ｢법전편찬위원회직제｣가 공포되었다. 법
전편찬위원회는 민사, 상사 및 형사의 기초법전과 기타 소송, 행형 등 사법법

규의 자료를 수집조사하며 그 초안을 기초, 심의하는 기구로서(동직제 제2조) 

대통령의 감독에 속하 다(동직제 제1조). 이 법전편찬위원회는 미군정하의 법

전기초위원회를 사실상 이어받은 기구로서 위원장에는 김병로, 부위원장에는 

이인이 임명되었다.

검찰․경찰간의 수사권과 관련한 입법과 관련하여 볼 때 법전편찬위원회 부

22)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 1948.8-1961.5, 76면 이하.
23) 김병화, 한국사법사 현세편, 167면.
24) 대검찰청, 한국검찰사, 253면 참조.
25) 대검찰청, 한국검찰사, 25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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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인의 역할이 주목된다. 앞에서 본 것처럼 미군정 하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이인은 미군정 말기에 제정, 공포된 1948년 8월의 검찰청법 입안의 주역

이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인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

립되면서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정부출범 초기에 검찰총장

이 임명될 때까지 검찰총장직을 겸임하 다. 이인은 1949년 6월 장면 박사가 

주미대사로 가게 되어 장면 박사 선출구역이었던 종로 을구 보선(補選)에 입

후보 당선되었다. 이인은 1949년 5월 31일 기소하지 말라는 이승만 박사의 지

시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당시의 임 신(任永信) 상공부장관을 기소처분한 사건

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직에서 사퇴하 다.26) 이후 국회에 의하여 임명된 반

민특위위원장의 직을 수행한 후 이인은 다시 국회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임되

었다.27)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후술하는 1949년 12월의 대한민

국 검찰청법 제정에 이인의 역할이 극히 다대하 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

된다.

대한민국 건국후에 출범한 법전편찬위원회의 부위원장직을 맡아보던 이인은 

법무부장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법전편찬사업에 계속 참여하 다. 그는 위원

으로 전후 13년간 법전편찬사업에 간여하 으며 위원장 김병로가 정년으로 물

러난 뒤 4년간은 그의 뒤를 이어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28)

법전편찬위원회와 관련한 이인의 주도적 활동은 6.25 전쟁의 발발시점과 관

련한 다음의 증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29)

(전략)

나는 그 길로 상경하 던 바 그 익일인 26일 오전에 동두천국민교 박창원 

교사가 황급한 태도로 찾아와 동두천이 벌써 실함(失陷)되고 의정부에서 아군

과 접전중이나 대량의 괴뢰군은 파죽지세인데 우리 국군은 성(零星)하여 문

제가 안되고 지금쯤은 의정부도 함락되었을 것이고 의정부와 서울 간은 무방비

지대인 듯 함으로 이 시간쯤은 돈암동까지 괴뢰군이 진격하고 있지 않을가 믿

26) 임 신 장관 기소사건에 관한 최대교 검사의 회고록에 관하여는, 김진배․오소

백․이치백, 한국법조의 세어른, (1999), 165면 이하 참조. 이 사건에 대한 이인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은, 이인, 반세기의 증언, (1974), 209면 이하 참조. 
27) 김봉기․서용길 편, 애산여적 제1집, 28면 이하 참조.
28) 이인, 반세기의 증언, 205면 이하 참조.
29) 서용길 편, 애산여적 제3집, 89면.



2001. 7.] 搜査指揮權의 歸屬에 관한 沿革的 考察(Ⅱ) 255

지 못할 말을 한다.

나는 곧 대법원으로 갔다. 당시 가인(街人) 김병노는 복부수술 후 퇴원한지 

불과 기일(幾日)인지라 자택요양 중임으로 우리나라 6법의 기초는 법전편찬위

의 부위원장인 내가 7, 8개월 주재해 왔다. 당시 이승만 박사는 한민당과의 정

쟁과 상호확집(相互確執)으로 입법이 지지부진이다. 왜식법률일소(倭式法律一

掃)가 시급함으로 헌법을 제외한 나머지 민, 형, 상, 민소, 형소 기타 수다(數

多)의 부속 법전을 매일 연구검토하여 초안을 작성중이 음으로 법전위원회의 

백서기관과 정서기국장에게 사태를 예측못할 바이나 만일을 위해 법전관계의 

일체자료와 기안만을 제만사(除萬事) 수습하여 즉시 한강을 도월(到越)하라고 

부탁하고 …(후략)

4. 1949년 검찰청법의 제정

(1) 검찰청법의 제정경위

1948년 8월 15일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새로 출범한 제1공화

국은 미군정하에서 제정된 각종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을 대한민국 국회의 권

한으로 새로이 입법하 다. 형사사법의 경우로 와서 보면 법원조직법이 1949

년 9월 26일자로 공포되어 8월 15일자로 소급 적용되었다.30) 전술한 바와 같

이 법무부 직제는 1948년 11월 4일자 대통령령 제21호로 공포되었다. 그리고 

검찰청법은 1949년 12월 20일자로 공포되고 즉일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국회가 제정한 1949년의 검찰청법은 미군정하의 검찰청법에 비하

여 몇 가지 변화를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수사지휘권과 관련하여 보면 사법경

찰관리에 대한 체임요구권과 대검찰청에 중앙수사국을 설치하여 독자적인 사

법경찰조직을 검찰 내부에 확보하는 것이 새로운 검찰청법의 주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 체임요구권과 사법경찰관의 범위

1949년 검찰청법은 1948년 미군정말기에 제정된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의 상명하복관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검사의 사법경

찰관에 대한 체임(替任)요구권을 규정하기에 이르 다. 체임요구권 규정과 관

련하여 우선 언급해야 할 것은 사법경찰관의 범위이었다.

30) 김병화, 한국사법사 현세편, 5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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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사법위원회 대안

1949년에는 아직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 다. 따라

서 종래의 의용형사소송법이 계속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때에 대비하여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하는 점이 정부 내에서 문제되었다. 

체임요구권의 범위를 검토하기에 앞서서 당시의 공무원직제를 정리해 둘 필

요가 있다. 1949년 8월 12일 법률 제44호로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었다. 1949

년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직급을 1급으로부터 5급까지로 분류하 다(동법 

제11조 내지 제16조 참조). 국가공무원법 공포 다음날인 1949년 8월 13일 대통

령령 제157호로 지방행정기관직제가 공포되었다. 이 지방행정기관직제에 의하

면 공무원의 직급은 참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서기로 분류되었으며(동령 

제3조 참조) 이 직급에 따라서 공무원의 급수가 부여되었다. 경찰공무원의 직제

도 이 지방행정기관직제에 의하여 분류되었는데 경무관은 서기관(제2급)에, 총

경은 사무관(제3급)에, 경감은 주사(제4급)에 상응하는 것으로 되었고 경위, 경

사, 순경은 모두 서기(제5급)에 상응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동령 제3조 참조).31)

대한민국 건국후 정부는 1949년 1월 21일 검찰청법초안을 국회에 부의하

으나 회기종료로 처리되지 못하 다. 정부는 다시 1949년 7월 8일 검찰청법안

을 제출하 다. 검찰청법안이 제출된 이후에 공무원의 직급을 규정한 국가공

무원법이 제정되었고 법관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한 법원조직법과 보조를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재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등 정부측과 연석회의를 하여 정부원안에 대한 대안(代案)을 

작성하 다.32) 1949년 10월 11일자로 성안된 검찰청법대안은 1949년 12월 3

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청법대안은 제36조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체임요구

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검찰청법원안 제36조

사법경찰관리로서 적당한 직무집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3급 이상인 자에 

31)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중 대한민국연혁법령정보 항목에 의하여 

정리하 음.
32) 대검찰청, 검찰청법연혁, 2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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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검찰총장이 4급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범죄수사

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정지를 당한 자에 대하여는 소속 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체임(替任)하여야 한다. 단, 직무집행정지의 해제가 있을 때에는 예외

로 한다.

당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행정기관직제에 비추어 볼 때 검찰청법대안이 규

정한 바 사법경찰관에 대한 체임요구권은 3급 이상인 경찰관, 즉 경무관(2급)

과 총경(3급)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행사하고 4급 이하인 경찰관, 즉 경감, 

경위, 경사, 순경에 대해서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었다.

2) 국회본회의 심의과정

한편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주형(李周衡) 의원으로부터 체임요구권 조문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이 수정안은 체임요구권의 범위를 경찰서장 이상

에 미치면 곤란하므로 사법사무를 맡은 사람에게 국한하여 체임요구를 허용하

자는 것이었다.

제36조  사법경찰관리로서 서장 아닌 경감 이하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당해 사건의 수사중지를 명하며 또는 

임면권자에게 그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면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치 않는 한 체

임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검찰청법대안이 규정한 사법경찰관 체임요구권과 관련하여 당시 법무부장관 

권승렬(權承烈)은 국회본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하고 있다.33)

(전략) 현재의 검찰총장 이하 검찰이 불과 178명이 있읍니다.

경찰관은 5만명이 됩니다. 이런 제도(사법경찰관에 대한 체임요구제도: 필자 

주)가 없으면 5만명이 하는 일을 도저히 정리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경찰관은 어데에 있느냐 단순히 사법경찰관은 어떤 사람이 사법경찰관이냐 이 

제도는 세계에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33) 대검찰청, 검찰청법연혁, (1996), 21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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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있고 한 가지는 형사소송법에 어떠 어떠한 경찰관은 사법경찰이 된다고 

당연히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당연히 경찰관제도가 되어 있는데 즉 말하면 특별시

나 도에 있는 이하의 경찰관은 당연히 사법경찰관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사법

경찰관은 우리나라 법으로 형사소송법이 아직 되지 않았으나 어느 정도까지 늘

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 검찰보다 아래 급의 경찰관이 당(當)합니다. 거기

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는 경감 이하[,] 경감경찰서장이 아닌 경감에 대해서 이 

제도를 세워달라고 했읍니다. 총경까지 해달라는 것입니다. 총경까지 해달라는 

것은 총경까지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안에는 그 이상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 말하면 역시 사법경찰관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관보다 얕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에 한해서 수사를 할 것이고… 할 것이

니까 즉 말 하면 내무부에서 주장하는 경감 이하라도 적당하지 않을가 만약 

거기에서 검찰의 요구가 있다면 총경까지라면 지극히 만족하리라고 생각하고 

이 법안에 있는 검찰총장이 그보다도 웃급의 경찰에 대해서도 한다고 하는 것

은 이후의 사법경찰관은 그 위에 올릴 경우에도 좀 적당하지 않을가 적당하다

고 할 수가 없지 않을가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나온 것 같읍니

다마는 대체로 법무부의 입장으로서는 수정안 나은(온의 오타로 보임; 필자 주)

데에 대해서 36조에 대한 수정안에는 이의가 없읍니다.

체임요구권과 관련한 법무부장관 권승렬의 발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하나는 법무부장관이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특별시나 도에 

있는 이하의 경찰관은 당연히 사법경찰관이 된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뒤집어서 보면 당시의 내무부 치안국 수사과에 근무하는 경무관 

이하 경찰관은 검사의 지휘에 복종해야 하는 사법경찰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다음으로 법무부장관은 체임요구 대상자의 범위에 대하여 대립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즉 체임요구의 대상이 되는 사법경찰관의 범

위에 대하여 내무부측은 경감 이하의 경찰관(경감이 경찰서장인 경우에는 제

외)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은 총경 및 그 

이상의 경찰관(즉 경무관)도 필요에 따라서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그에 대한 

체임요구를 인정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법무부장관 권승렬은 이주형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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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견을 밝히고 있다. 즉 “제 생각으로 말하면 역시 사법경찰관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관보다 얕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에 한해서 수사를 할 것이

고… 할 것이니까 즉 말 하면 내무부에서 주장하는 경감 이하라도 적당하지 

않을가 [생각한다]”고 하여 이주형 의원의 수정안에 지지의사를 표명하 다는 

점이다. 물론 이 선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경찰관에 대해서 체임요구를 허용

하게 된다면 더욱 좋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는 하 으나 골자는 내무부측의 주

장에 동의한 것이다. 

법무부장관의 법안설명이 있은 후 조헌 (趙憲泳) 의원으로부터 이주형 의

원의 수정안을 채택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있었다. 

여기에서 조헌  의원의 발언을 소개한다.34)

“지금 법무장관이 길게 말 하신 것은 결국 내무부관계에 대한 것을 많이 

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주형 의원의 수정안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

해서 동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는 이 수정안을 그대

로 통과시키는 데 이주형 의원이 낸 제36조 시방 경찰관 사법권한 맡은 관리를 

체임을 해달라고 하는 한도를 경찰서장 이상에 미치면 곤란하니까 사법사무를 

맡은 사람한테만 국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36조만은 이주형 의원의 수정

안을 채택하고 그 다음에는 전부 법제사법위원회안대로 제독회(諸讀會)를 생략

하고 자구수정만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기로… 그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이러한 동의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白寬洙)로부터 발언이 있었다. 

여기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의 발언을 소개한다.35)

“이 동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이 안이 법제사법위원회안이 아

니라 정부측과 법제사법위원회안에서 난상토의한 결과 대안이 된 것입니다. 먼

저 잠간 말 했지만 이 검찰청법안… 시방 여러분에게 배부한 그 안이 그 법안

이 즉 말하자면 대안인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물론 대안을 냈지만 정부측… 

즉 말하자면 법무부 법제처 대검찰청 그 세 기관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동으

로 합의가 일치해서 그 일치된 아래에 이것이 대안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순전히 법제사법위원회안은 아닌 것입니다.”

34) 대검찰청, 검찰청법연혁, 214면.
35) 대검찰청, 검찰청법연혁, 2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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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의 발언에서 주목되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이 

순전히 법제사법위원회만의 안이 아니라고 강조한 부분이다. 백관수는 대안이 

정부측과 법제사법위원회가 난상토론을 벌인 결과 성안된 것임을 밝히고 있는

데, 이 때 정부측은 법무부, 법제처, 대검찰청을 지칭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서 내무부는 토론의 주역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법무부, 법제

처, 대검찰청에는 모두 법률가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그리고 특히 법무부와 대

검찰청이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

다는 점에서 정부측과 협의하여 성안된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이 검찰측의 사법

경찰관리에 대한 전면적 체임요구권을 규정하게 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률가 중심의 개정움직임에 대하여 내무부 내지 경찰측의 의견

을 반 하여 수정을 가하려는 것이 이주형 의원의 수정안과 조헌  의원의 동

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해진 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의 발언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전면적 체

임요구권의 도입은 법무부, 법제처, 대검찰청의 제안에 기인한 것으로서 법제

사법위원회의 단독구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음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모처럼 

정부측과 난상토론을 벌여서 합의한 규정을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수정안으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의제기라고도 할 수 있다. 전체적인 맥락에

서 보면 후자쪽으로의 의미부여가 더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결국 검찰청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은 체임요구권의 범위에 

대한 이주형 의원의 수정안이 받아들여진 형태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여

기에는 법무부장관 권승렬의 이주형 의원 수정안에 대한 찬성발언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대검 중앙수사국의 설치

1) 정부원안과 법사위 대안

1949년 검찰청법에서 검찰․경찰의 수사지휘권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또 하

나의 변화는 대검찰청에 중앙수사국을 설치하는 것과 검찰 내부에 “수사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중앙수사국을 전제로 한 수사관제도는 

1954년의 형사소송법에 사법경찰관의 범위 가운데 첫번째 직급으로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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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기된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형소법 제

196조 제1항).

1949년 검찰청법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은 제29조에서 중앙수사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 다.36)

제29조 

제1항 대검찰청에 서기국과 중앙수사국을 둔다.

제2항 (생략)

제3항 (생략)

제4항 중앙수사국은 범죄수사의 지도연구와 검찰총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

는 범죄의 수사를 장리한다.

제5항 중앙수사국에는 수사과, 사찰과와 특무과를 둔다.

제6항 (생략)

제7항 지방검찰청에 서기과, 회계과와 수사과를 둔다. 단 고등검찰청소재지

의 지방검찰청에는 회계과를 두지 아니한다.

제8항 (생략)

제9항 국에는 국장을, 과에는 과장을 둔다.

제10항 국장은 2급으로,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11항 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어 소관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

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

제1항 각 검찰청에 서기관, 수사관, 서기와 서기보를 둔다.

제2항 서기관은 3급, 서기는 4급으로 하고 검사의 명을 받어 수사에 관한 사

무에 종사하며 기록의 작성, 보존과 서무, 회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항 수사관은 3급으로 하고 검사를 보좌하며 그 지휘를 받어 범죄수사를 

행한다.

제4항 서기보는 5급으로 하고 서기관 또는 서기를 보좌하며 특명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5항 서기관 및 서기는 수사에 관한 조서작성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이 자

기의 의견과 상위(相違)되는 때에는 그 말미에 자기의 의견을 첨서(添書)할 수 

있다.

36) 대검찰청, 검찰청법연혁, 207면 참조.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자가 항의 번호를 

붙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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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사사건의 관할

대검찰청에 설치되는 중앙수사국의 임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권승렬은 두 

가지 점을 지적하 다. 하나는 중앙수사국을 섭외사건 내지 외사관계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상정하 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내무부에 설치된 수사

지도과의 기능을 검찰조직 내로 흡수하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먼저 외사관

계에 관련된 법무부장관 권승렬의 국회 본회의 발언을 검토한다.37)

“그 다음 한 가지는 중앙수사국입니다. 중앙수사국이라고 하는 데는 그 의무

가 어떤고 하니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외국과 범인인도조약이 된(될의 오자로 

보임; 필자 주) 것입니다. 범인인도조약이 되며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사람

이 죄를 범한 이 사람을 경찰관이 체포하든지 검찰관이 체포하든지 인도한 경

우에 그것을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의 범죄 있는 사람을 

인도받을 때에 인도를 받는 것이 올시다. 그런데 이것은 경찰관으로서는 도저

히 할 수가 없읍니다.

경찰관은 국내의 수사를 보조합니다. 하고 외국에 가서는 수사를 하는 사람

은 검찰관이 아니면 안됩니다. 그러나 검찰관으로서도 사람을 묶어가지고 끌어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것이니까 검찰관의 보조인 수사관이라든지 그 사람을 보

내가지고 검찰로서 다른 나라에 가서 죄인을 받어오고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죄인을 인도하고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3) 수사지휘권의 확보

그러나 대검찰청에 설치되는 중앙수사국의 실질적 기능은 사법경찰관리에 대

한 수사지휘권의 확보에 있었다. 이 부분과 관련한 권승렬의 발언을 보면 다음

과 같다. 우선 권승렬은 대륙법적 시각에 의하여 치안유지와 범죄수사를 명확하

게 구분하고 있다. 그리하여 치안질서의 유지에 대한 책임은 치안국장이 지지만 

범죄수사에 관한 책임은 검찰총장이 져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38)

 “그 다음에는 수사제도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내무부에 수사지도과라고 하

는 것이 있읍니다. 수사지도과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과도기에 임시 수사국이 되

기 전인 까닭에 용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사는 일원화되어야 

37) 대검찰청, 검찰청법연혁, 211면.
38) 대검찰청, 검찰청법연혁, 211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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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수사의 일원화가 되면 수사의 최고장관은 누구냐 그것은 검찰총장입니

다. 결코 내무부장관이 아닙니다. 치안국장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찰관

은 국가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즉 치안의 책임자일 것이고 범죄수사에 관한 

책임자로 말하면 검찰총장입니다. 

 그런데 치안유지하는 선을 넘어서 범죄의 면에 들어갈 것 같으면 그 범죄

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는 내무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하는 것이니까 

즉 말하자면 검찰총장의 계통을 따라가야지 만일 치안국장이나 내무부장관이 

수사에 관해서 사법경찰을 지휘한다면 이것은 수사기관이원(二元)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무부장관은 수사의 최고의 장관이고 검찰총장은 수사의 최고 장

관이라면 만일 두 사이에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면 그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그

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즉 말할 것 같으면 수사의 최고장관은 검찰총장이 

될 것이고 내무장관은 5만의 경찰을 통솔하여 국내의 치안을 유지해서 국내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국내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것은 예방을 위

한 것이고 범죄가 일어날 것 같으면 그 때에는 검찰총장의 지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검찰관이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즉 경찰관으로서 일을 하는 것은 아

니라 사법경찰관의 지휘라든지 이것은 검찰총장이 해야 될 것입니다.”

4) 독자적 수사관의 확보

이어서 권승렬은 검찰조직 내에 수사관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그리고 내무부의 치안국에 수사지도과가 있읍니다. 수사지도과의 과장이라

고 하는 것은 고등관의 지위 얕은 사람밖에는 아니될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관

은 …수사지도과장에게 수사지도를 맡길 수 없다. 왜 그런고 하니 수사지도와 

연구는 수사최고기관의 신성한 일이고 또 이것이 하나 잘못되며는 국민에게 

향이 큰 까닭으로 해서 지방검사장에게도 맡기지 않고 검찰총장에게 맡기고 즉 

10년 내지 15년 이상을 하지 않으면 대검찰총장이 되지 못하는 까닭으로 15년 

이상의 일을 하든지 그 대검찰청 검사 혹은 15년 이상 하든 검찰총장으로서 수

사를 지도하는 것을 최고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검사라고 했으면 지극히 좋겠읍니다마는 지금 검사가 178명으로서 5만 

경찰이라고 하면 검사 한 사람에게 180여명이라고 하는 경찰관을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지도하는 방법으로서는 하급경찰관에게 지도하는 것은 … 

중앙수사국에 있는 수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관보다도 좀 수준이 높고 수양

이 있는 사람을 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가지고 한다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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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관계 사건의 수사기관

중앙수사국의 수사관이 필요한 이유로 권승렬은 경찰조직 자체가 수사하기 

곤란한 사건이나 또는 경찰을 상대로 하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39)

6) 독자적 수사조직의 확보

끝으로 권승렬은 검찰조직에 독자적인 수사조직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수

사국과 수사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 다.40)

 “그리고 지금 경찰관으로 말하면 1년 6억7천만원이라는 수사비를 가지고 있

읍니다. 검찰은 793명이 일을 하는 사람이 1년에 1억3천만원이라는 돈밖에 안

니다. 한 60명의 수사국에 수사관을 둔다고 하시드라도 이 1천만원 내지 2천만

원의 돈밖에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경찰에서 쓰는 6억7천만원이라는 즉 기 비

로 … 일이 됩니까. 이것을 가질 것 같으면 경찰은 손발이 있는 사람이 되겠다. 

지금은 경찰은 즉 말하자면 손까락은 크고 몸둥이는 짧고 이런 관계로 되어서 

그런 까닭으로 경찰관이 잡어 주지 않으면 검찰은 일을 못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2천만원의 돈을 줄 것 같으면 자기 수족을 가지고 제거

름으로 다니겠다. 지금 제도로서는 검찰은 수족은 없고 귀하고 눈코밖에 없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 수족을 붙쳐주시고 웬만한 것은 제 거름으

로 걸어가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경찰관이 5만명이 있는데 검사관

이 한 5, 60명의 사람을 두고 한 1년에 2천만원의 돈을 안주시면 이것은 검찰

을 너무 참 박대하는 것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하셔

서… 이 중앙수사국이라고 하는 것은 딴나라에도 있읍니다. 미국같은 나라에서

는 전국에 수사국이 있고 그 수사국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관이 있고 그것이 사

법성에 있읍니다. 사법성에 있는 것은 무슨 관계인고 하니 미국의 사법장관으

로 말하면 검찰관총장은 겸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성(省)에 있는 검찰총장은 경찰관을 6, 70명 내지 백여명을 가지

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되었지마는 한 5, 60명의 수사관

을 주드라도 이것은 결코 중대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검찰관이라는 것은 경찰관과 재판소 사이에 있어서 그 사이에

서 경찰관이 가지고 오는 것을 재판소에다가 넘겨주는 한 기관밖에는 안될 것

39) 대검찰청, 검찰청법연혁, 212면 이하 참조.
40) 대검찰청, 검찰청법연혁, 21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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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이래서는 검찰사무가 완수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 하에

서 중앙수사국설치를 용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검찰조직 내에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인적 조직이 편성된 것은 

1948년 미군정하의 검찰청법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미군정하의 검찰청법에 의

하면 각 검찰청에는 서기관과 서기가 배치되었으며 이들은 사법경찰관리의 직

무를 수행하 다. 

1948년 검찰청법

제26조

가. 각 검찰청에 서기관 및 서기를 치(置)함. 서기관은 검찰관의 명을 받어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며 서무회계사무를 처리함.

나. 대검찰청 정보과 및 지방검찰청 수사과 서기관은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

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함.

서기는 서기관을 보좌하며 대검찰청 정보과 및 지방검찰청 수사과 서기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함.

서기관에 수사상의 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검찰관의 명령이 자기의 의견과 

상위(相違)되는 때는 그 말미에 자기의 의견을 첨서(添書)할 수 있음.

그러나 이들 검찰청 서기관과 서기는 독자적인 수사조직이라기 보다는 경찰

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검사가 발하는 보완수사활동의 보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독자적인 인지수사를 

위하여 경찰조직의 힘을 빌리지 않고 지휘할 수 있는 수사요원의 확보가 1949

년 검찰청법 제정시의 중요관건이었던 것이다. 1949년 검찰청법의 구상은 대

검찰청에 중앙수사국을 두고 전국에 5, 60명 정도의 수사관을 확보하여 각 단

위 검찰청에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수정제안된 1949년 검찰청법안은 체임요구의 대상

이 되는 사법경찰관의 범위가 서장 아닌 경감 이하의 경찰관으로 수정된 이외

에는 전부 대안의 구상대로 통과되었다. 새로운 검찰청법은 1949년 12월 20일 

공포되었고 공포일로부터 시행되었다.41)

41) 대검찰청 중앙수사국은 1949년 검찰청법에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 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이 되지 아니하여 1958년까지 설치되지 못하 다. 1959 회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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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54년 형사소송법의 제정

(1) 형사소송법안 공청회

1) 정부원안과 법사위수정안

1949년 검찰청법의 제정에 이어 1953년 1월 13일 정부측으로부터 형사소송

법 정부안이 제출되었다. 정부안은 법전편찬위원회의 초안을 그대로 채택한 

것으로서, 정부초안은 다음날인 1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에 회부

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1954년 1월 9일 형사소송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 다. 이 자리에서는 10개 항목의 주요논점이 토론대상

으로 설정되었는바, 그 첫번째 주제로 검찰․경찰의 관계가 논의되었다. 이 논

의를 이해하기 위하여 수사지휘권과 관련한 정부안과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을 먼저 소개한다.

정부초안42)

제187조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

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88조 다음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를 하여야 

한다.

一. 수사관

二.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

三. 헌병장교 및 하사관

제189조 다음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

어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一. 경사, 순경

도에 마침내 중앙수사국에 대한 예산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중앙수사국의 권

한을 제한하여 대공정보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의원

들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1958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중일부개

정법률안은 1959년 1월 13일 정부의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에 환부되었다. 그러나 환부

된 개정법률안은 1959년 2월 10일 국회의 회기불계속으로 인하여 자동으로 폐기되었

다. 이 부분에 관한 국회의 논의상황은, 제3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30호 참조. 이 

속기록은 대검찰청, 검찰청법연혁, 216면 이하에 전재되어 있다. 
4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동운 편),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1990), 36면 참조. 형

사소송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최근의 자료집으로는, 대검찰청, 형사소송법 제정․개정 
자료집,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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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헌병졸

제191조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 및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서 정한다.

제201조 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 제1항 전단, 제2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내지 제89조, 제91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43)

(46) 제188조 제3호 삭제

(47) 제189조 제2호 삭제

(48) 제191조(수정)

｢세무｣ 다음에 ｢군사법기관｣을 삽입

(55) 제201조(수정

｢제86조의 2, 제87조의 2｣를 가(加)한다.

제201조 단행신설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어 수사할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연락하여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소위원회의 검토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법사

위 소위원회는 엄상섭(嚴詳燮), 윤길중(尹吉重), 김종순(金宗順), 김준태(金濬泰) 

등 4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문위원으로 서일교(徐壹敎)가 관여하

다. 공청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정실(金正實)이 회장으로 사회를 

보았다. 아래에서는 이 공청회의 속기록 가운데 검찰․경찰의 수사지휘권 문

제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기로 한다.44)

수사지휘권과 관련한 토론의 주제는 검사를 수사주재자로 할 것인가 하는 

점과 관할구역 외에서의 사법경찰관의 수사 문제이었다. 아래에서는 먼저 수

사지휘권에 대한 토론의 내용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2) 수사지휘권의 귀속

먼저 수사지휘권의 귀속에 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구상을 보기로 한다.45) 

4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92면 참조.
4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10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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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김정실)   본위원회로서 소위원회가 네 명으로 구성되었었는데 이제 

이야기하신 엄상섭 의원을 위시하야 윤길중 의원, 김종순 의원, 김준태 의원 이

렇게 네 명으로 구성되었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면으로 맡어보신 전문위원이 

서일교 전문위원이십니다.

이제 공청회로 드러가겠는데, 첫째 문제는 다음으로 물리기로 하고, 둘째 문

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 서일교 전문위원이 간단

이 설명하겠읍니다.

◇전문위원(서일교)   공청회의제가 상당히 막연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제2

항은 범죄수사에 있어서 사법경찰관에게 주도권을 줄 것인가 또는 현행형사소

송법(의용형사소송법; 필자 주)과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관리를 검사의 지휘하에 

둘 것인가 말하자면 사법경찰관리와 검사와의 관계가 상호협력관계이냐, 상명

하복의 관계에 둘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상섭 의원   우리는 대륙법계통인 독일법계의 형사소송법을 연구했읍니

다. 우리의 생각은 검찰관이 수사의 주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식의 

형소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은 수사

는 경찰관, 기소는 검찰관, 재판은 법관… 이렇게 논아져 있읍니다. 그리고 일

본도 지금은 형소법에 이 점이 명확하게 나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역시 검찰관이 수사의 주도적 입장에 있어야 되

겠다… 이렇게 생각해 왔읍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어서 왜 수사는 경찰관, 기소는 검사, 이렇게 노났느냐 하

면 이것은 역시 미국 사람들 생각에는 권력이 한군데에 집중되면 남용되기 쉬

우므로 권력은 분산이 되어야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든 것입니

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면 검찰기관이 범죄수사의 주도체(主導體)가 

된다면 기소권만을 가지고도 강력한 기관이거늘 또 수사의 권한까지 ｢푸라스｣

하게 되니 이것은 결국 검찰 ｢팟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있어서는 경찰기관이라는 것은 자치단

체에 드러가 있어요. 혹은 국 같은 데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도 ｢수

사는 경찰관이 해라, 기소 여부는 검찰관이 해라…｣ 또 ｢증거가 모자라면 경찰

에다가 의뢰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찰이 중앙집권제로 되

어 있는데,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전적으로 마끼면 경찰｢팟쇼｣라는 것이 나오지 

않나, 검찰｢팟쇼｣보다 경찰｢팟쇼｣의 경향이 더 시지 않을까? 이런 점을 보아 

가지고 소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오직 우리나라에 있어서 범죄수사의 

4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108면 이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자가 임의로 문단 나누기를 하 다. 이하 인용문의 경우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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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권은 검찰이 가지는 것이 좋다는 정도로 생각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장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 분리시

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수사의 주재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소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 던 엄상섭은 소위원회가 대륙법계의 구상과 미법

계의 구상을 비교한 다음 대륙법적 구상에 따라서 검사에게 수사주재자의 지

위를 부여하기로 하 음을 밝히고 있다. 엄상섭은 그 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우선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할 경우에 발생하게 될 검찰팟쇼의 위험성과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에 발생할 경찰팟쇼의 위험성을 비교하

고 있다. 이어서 엄상섭은 한국 경찰이 외국과 달리 중앙집권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경찰팟쇼의 위험성에 무게를 더 두어 일단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하는 것이 소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결론이었다고 설

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자신이 검사 출신이기도 한 엄상섭은 장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도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46) 이 점은 후술하는 바, 검찰총장 한격만(韓

格晩)이 경찰의 수사권독립이 “백년 후”에나 고려할 수 있다고 진술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3) 수사지휘체계

수사지휘권을 검사에게 부여한다고 할 때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의 범

위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되는 국회속기록 부분을 먼저 소개한다.47)

◇전문위원(서일교)   이 문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안 187조, 188조, 189조

에 있읍니다. 여기에 보면 검사는 범죄수사의 주재자가 되고 사법경찰관은 검

46) 엄상섭은 미군정 당시 서울검찰청 검사를 거쳐 대한민국 건국후 초대 부산지방

검찰청 검사장(1948.11.9-1949.2.6)을 역임하 다. 미군정이 사법조직의 개편을 시도하던 

1947년에 엄상섭은 새로운 검찰제도에 관한 자신의 구상을 다음의 에서 밝히고 있

다. 엄상섭, 검찰제도에 대한 신구상(1), 법정, 제2권 제8호, (1947/8), 14면 이하; 검찰

제도에 대한 신구상(2완), 법정, 제2권 제11호, (1947/11), 28면 이하 참조.
4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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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국회의 태도는 위선 사법경찰관

에 있어서 막연히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가 아니고 현행 조선형사령과 같이 

특별시 또는 도의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이 수정 이유는 치안국이 문제가 되어 치안국은 과연 사법경찰기관으로서 

범죄의 수사를 직접 할 것인가,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총지휘감독기관으로서 일

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소위원회의 견해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

위원회의 견해는 사법경찰관이 관할지역 외에서 수사할 때에는 그 지방검찰청

장의 지휘를 받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일원화에 만전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소위원회의 견해입니다.

수사지휘체계와 관련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구상으로 주목되는 것은 검사

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참여하는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단순히 경찰관의 계급

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구역과 관련하여 결정하기로 하 다는 점이다. 

즉 관할구역이 획정되어 있는 지방검찰청을 단위로 하여 그에 상응하는 경찰

기관 소속 경찰관을 사법경찰관리로 지휘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구상은 두 가지 점에 핵심이 있다. 하나는 직접 

수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법경찰관을 지방검찰청 관할구역에 대응하는 경찰기관 

소속의 경찰관에 한정하여 지방검찰청장의 지휘를 받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일원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을 도 

단위 이하의 경찰관으로 함으로써 내무부 치안국을 직접 수사활동의 역에서 

배제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총지휘감독기관으로만 남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러한 구상에 대하여 검찰총장 한격만(韓格晩)이 공청회

의 의견진술인으로 발언하고 있다. 

◇회장(김정실)   의견 있으면 말 해 주십시요.

◇검찰총장(한격만)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방 

전에도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보조로서 검사의 지휘명령을 받어 왔었는데 그 

때에도 인사권까지 검찰에 주도록 해야 명령이 잘 이행된다. 이 인사권을 다른 

데에서 하게 되면 잘 복종하지 않으니까 인사권까지 검사에게 주어야 된다는 

의논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대단히 실행되기 어려운 문제이고 이제 여러분이 

말 한 바와 마찬가지로 각국의 입법례가 경찰관과 검사와 대등한 입장으로 수

사권을 가지는 그러한 예도 있고 또한 대륙법계에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가

지고 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예도 있을 줄로 압니다. 또한 경찰에게는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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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기고 기소는 검사가 한다, 이런 데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엄 의원과 서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실정은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여러 가지 사정은 제가 말 하지 않

드라도 여러분이 잘 아실 줄로 압니다만, 수사의 일원화 또 검사의 지휘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추측하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가지 시

행해 온 형사소송법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한 보조역으로서 수사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전편찬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

가 많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충해 가지고 이 원안이 나왔는데 저

는 이 원안을 찬성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있어서 이 정도로 하는 것이 대단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말하면 아까 엄 의원이 말 한 바와 마찬가지로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에게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은 법리상으로서는 타당합니다만 

앞으로 백년 후면 모르지만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

다.

다음에 이제 전문위원께서 말 한 치안국에서는 수사를 하지 말었으면 좋겠

다는 말  이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치안국에서는 수사의 지도라든지 여러 가

지 지도역할만 하고 수사를 하지 말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동감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까지 법문화(法文化)하는 것은 좀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검찰총장 한격만의 발언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검사의 사법경찰관

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정부원안대로 

경찰관의 계급을 기준으로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치안국이 직접 수사에 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입법기술상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

적하고 있다.

4) 사법경찰관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사법경찰관의 관할구역 외에서의 수사에 관하여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부원안

에 없는 조문을 아래와 같이 새로이 신설하 다.

 
제201조 단행신설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어 수사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연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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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의 법사위 수정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이었던 윤

길중 의원의 발언이 주목된다.48)

◇회장(김정실)   관할구역 이외에 있어서 수사할 때에 검사장이라든지 지청

장의 지휘를 받어라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서일교)   거기에 대해서 말 하겠읍니다. 사법경찰관리는 그 관

할구역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 관할구역 이외에서 수사를 할 경우가 생길 때가 

있는데 이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그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라든지 지청장의 지시를 받어야 한다.

즉 사법경찰관이 자기 관할구역에서 수사를 할 때에는 관계없지만 다른 검

사장의 관할구역에 들어가서 수사를 할 때에는 그 관할검찰청 검사장이라든지 

지청장의 지휘를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의견인 것입니다.

◇검찰총장(한격만)   그 이유는 어떠한 이유입니까?

◇윤길중 의원   이제 그 문제에 관해서는 편의상으로 보게 되면 경찰관리

가 수사를 하는데 어느 구역에서든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수사의 기 을 보장

하고 신속을 기하는데 있어서 편리할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게 되

면 수사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어서 이 수사기관에서 하다가 저 수사기관으로 

넘기고 이렇게 해서 한 사건을 가지고 여러 군데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

다. 그래서 이것은 수사의 신속이나 기 을 보장하는데 있어서도 그 검사장이

나 지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해서 결국 이것이 지연되거나 기 이 누설될 

염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은 수사에 있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관할구역 외에서의 수사활동과 이에 대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의 

연락문제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이 활발하 다.49) 

◇검찰총장(한격만)   거기에 찬성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령 부산에 

있는 사람을 범죄수사할 터인데 서울시경찰국에서 와서 자기와 친한 사람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부산경찰서나 검찰청에서 할 것인데 친한 사람은 촉탁을 해가

지고 체포해 오는 수가 있거든요. 요새 말로 ｢사바사바｣해서 하는 수가 있에요. 

그런 의미로 보아 저는 찬성합니다.

4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111면 이하.
4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11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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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차관(정재환 鄭在煥)   저로서 다소 의문되는 것이 범죄의 수사를 

하는데 있어서 임의수사나 강제수사나 어느 것을 막론하고 지시를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할구역이라는 것은 검찰청의 관할구역이냐, 재판소의 관할구역

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전문위원(서일교)   사법경찰관은 즉 도의 경무관, 총경, 경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가 단위로 되어 있읍니다.

◇엄상섭 의원   아마 관할구역 외에 갔을 때에는 어떤 목표를 세워서 갔을 

것입니다. 서울지방검찰청 관할하에 있는 사법경찰관이 대구지방검찰청 관할에 

나가려면 나가는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것입니다. 벌써 입건이 되었을 것이에

요. 그러나 남의 관할에 드러가서 일을 하면서 거기의 책임자에게 하등 연락도 

없이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무부차관(정재환)   저는 이것은 강제수사에만 국한하는 것이 좋다고 생

각합니다.

또 부산에 있는 사람을 경기도라든지 충청도에서 구속을 해가지고 혹은 그 

뒤에 또 전라북도에서 구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권의 옹호상 대

단한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의수사의 경우에는 복잡하게 그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

각합니다.

또 하나 이왕 인권을 옹호한다고 하는 견지에서 관할구역을 도단위로 한다

고 하면 한 도의 일단(一端)에서 일단까지 가자면 수백리 되는 도가 있으므로 

곤란하니 강제수사할 경우에는 그 당해 지청장의 지시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서울고등법원장(허진 許瑨)   이런 특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방에서

는 모모사건을 착수하는데 검찰이나 경찰이 합의가 되어서 이것을 착수할 필요

가 없지 않느냐? 어떤 정실이나 정치적 면으로 보아서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면으로 보아 이것은 반드시 검거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검거해야 옳으냐 안해야 옳으냐 하는 것은 구체적 사항에 있어서 판단할 문제

예요.

이러한 경우에 그 관할의 지청장이나 검사장의 지휘를 받어서 한다면 하등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가지고 사건이 서서 유죄판결이냐, 무죄

판결이냐, 하는 것은 최후문제이고 이렇게 말하면 수사상 폐단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수정안에는 유감이나마 찬성할 수 없읍니다.



申 東 雲 [서울대학교 法學 제42권 제2호 238∼282274

(2) 국회 본회의 심사

1) 본회의 심사과정

1954년 1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청회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는 

1954년 2월 15일부터 형사소송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하 다. 2월 15일 국회 

본회의는 법제사법위원장 김정실로부터 형사소송법안 심사보고를, 법전편찬위

원장 김병로로부터 형사소송법안 정부제안 이유설명을 각각 들었다.50) 2월 16

일 국회 본회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일원이었던 엄상섭으로부터 법제사법위원

회의 주요 수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 다.51)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2월 

19일 국회 본회의는 개별조문에 대한 축조심의에 착수하 다. 본회의는 형사

소송법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대체토론을 주로 하는 제1독회를 생략하고 곧바

로 제2독회로 들어가기로 하 다.52)

개별조문에 대한 축조심의를 내용으로 하는 제2독회는 정부측이 제안한 형

사소송법안 전체에 대한 축조심의가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출한 수

정안을 심의의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서 언급

되지 아니한 조문들은 정부의 형사소송법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방식이었다.53)

국회 본회의 심의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 내지 수사지휘권에 대한 사

항이 별도로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하 다. 그 이유는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의 공

청회 석상에서 이 문제가 충분히 토론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수사지휘권

과 관련된 조문들에 대한 국회 본회의의 축조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54)

○법제사법위원장(김정실)   다음에는 188조 제8호를 삭제합니다. ｢다음 공

무원은 사법경찰관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를 하여야 한다. 一. 수사관. 

二.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 三. 헌병장교 및 하사관｣…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

다. 이 삭제하는 것은 헌병장교와 및 하사관에 대한 것은 따로히 규정할 필요

가 있다고 해서 … 다음 조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삭제한 것입니다.

50) 국회에서의 심의내용은 제18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에 수록되어 있다. 같은 

내용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257면 이하에 전재되어 있다.
5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274면 이하 참조.
5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292면 참조.
5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293면 참조.
5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312면 이하, 31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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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신익희 申翼熙)   이의 없어요?

(｢없오｣하는 이 있음)

통과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김정실)   따라서 제189조 ｢다음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어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一. 경사, 순

경 二. 헌병졸｣이라는 것을 그것을 역시 삭제합니다.

○의장(신익희 申翼熙)   이의 있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통과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김정실)   역시 동일한 의미로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기

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 및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서 정한다.｣ 그 항목 가운데에 ｢세무｣ 다음에다가 ｢군사법기관｣을 삽입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군사법기관에 대한 것도 법률로 따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의장(신익희 申翼熙)   이의 없어요?

(｢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통과합니다.

(중략)

○법제사법위원장(김정실)   (전략)

그 다음에 201조 그 다음에 단행을 신설하자는 것인데 ｢사법경찰관리가 관

할구역 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어 수사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연결하여야 한다.｣ 여기에 잠간 말 드릴 것

은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한 지청장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의장(신익희 申翼熙)   이의 없읍니까?

(｢없어요｣ 하는 이 있음)

통과합니다.

2) 법사위 최종 자구수정

국회 본회의는 총 480여개 조에 달하는 형사소송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단 

하루만에 종료하 다. 국회 본회의는 제2독회를 마치면서 제3독회 절차는 생

략하기로 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 다.55) 국회 본회

5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33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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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수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정리된 조문 

가운데 수사권과 관련한 조문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思料)하는 때에는 범

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

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어 수사

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

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어 수사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수정 과정에서 눈에 뜨이는 것은 관할구역 외에

서의 수사활동에 대한 보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0조이다. 애당초 이 

조문은 형소법 제209조(정부초안 제210조)에 대한 단서규정으로 성안되었

으나 법사위 자구수정과정에서 독립된 조문으로 규정되었다. 이 조문은 앞

에서도 본 바와 같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근거한 것인데, 애

당초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연락”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

이 법사위 자구수정과정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 대

한 “보고”로 표현이 수정되었다.

이상과 같은 경과를 거쳐서 마침내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규정

한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가 우리나라의 실정법으로 자리잡게 되

었다. 원래 1954년에 형사소송법을 제정한 역사적 입법자의 구상은 미군정 

이래 전국 단일조직으로 운 되어 오던 경찰조직을 적어도 사법경찰활동

에 관한 한 도 단위의 지방경찰로 분해하여 검사와 사법경찰 사이의 수사

지휘계통을 확립하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수사지휘권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이 경찰조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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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새로이 제정된 형사소송법이 법률의 

차원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규정하 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 

치안국 수사과의 수사권에 관한 규정은 적어도 내무부직제라는 형태로 계

속 유지되었다. 치안국 수사과에 수사권을 부여한 1950년 3월의 내무부직

제의 구상은 1969년 제정된 경찰공무원법 부칙을 거쳐서 1982년에 전면개

정된 경찰공무원법 부칙 제6조에 “경정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

한 사법경찰관으로, 경장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로 보며, 내

무부에 근무하는 경무관은 동법 동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문의 형

태로 지속되고 있다.56)

Ⅶ. 결론

지금까지 검찰․경찰 간의 수사지휘권 문제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의 성립과정을 연혁적 고찰방식을 통하여 점검해 보았다. 경찰과 검찰 

사이의 해묵은 쟁점으로 남아 있는 수사권독립문제는 검찰, 경찰의 주장 가운

데 어느 것이 옳은가 하는 당위론적 논의로 쉽게 해결될 사안이 결코 아니다. 

현재의 수사지휘체계가 성립된 배경과 요인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수사권독립문제가 자칫 이해집단 사이의 소모적인 입씨름 차원으로 전락될 우

려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수사지휘체계와 관련된 규정의 변화를 일제시대, 

미군정시대, 1948년 건국 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시까지의 시대구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하 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한 가

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경찰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서 핵심적 사항이

라고 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과 관련된 입법과정에서 정작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경찰측에게 발언의 기회가 거의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수사권독립 논쟁과정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 경찰이 일제의 압제

를 벗어나 미군정 하에서 새롭게 출발할 때 독자적 수사권이 경찰측에 부여되

56) 여기에서 형사소송법 제196조와 경찰공무원법 부칙 제6조 상호간의 관계에 관

한 해석론의 전개가 필요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수사지휘권의 귀속에 관한 연혁적 고찰

에 초점을 맞춘 본고에서는 두 조문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해석론적 검토는 생략하기

로 한다.



申 東 雲 [서울대학교 法學 제42권 제2호 238∼282278

어 있었다는 사실은 그다지 부각되어 있지 아니하 다. 그러나 미군정 당국이 

일제의 억압기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찰조직을 새로운 정치, 사회적 상황

에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소추권을 분리하는 미국식 

경찰제도를 모델로 설정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상

이 실제로 이 땅에서 시행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 경찰이 처음 출발할 때 미국식 경찰모델에 향을 받았음은 

미군정 당시 어에 능통한 인사들이 한국 경찰의 수뇌부를 구성하고 있었다

는 점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권독립을 전제로 한 미국식 경찰모델은 법률의 형식으로 정착되

지 않으면 아니된다. 경찰조직은 미국식으로 구성하고 운 할 수 있을런지 모

르지만 그 제도적인 틀은 법률의 형식을 빌리지 않으면 안된다. 미군정 중기 

이후의 수사권규정에 관한 변화는 대륙식 법제도에 친숙한 법률가들이 대륙법

적인 시각에서 수사권을 검찰에 집중시켜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

어진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특기할 만한 것은 형사절차법의 정비과정에서 법

제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법률가들의 견해가 전면에 등장하고 역으로 정작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경찰측의 견해는 적어도 입법자료의 차원에서는 

거의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미군정과 대한민국 건국 후의 각종 법전편찬과정에서 경찰이 수사권독립과 

관련하여 발언하지 못하 던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주된 요인의 하나로 경찰이 권력층의 하수인이 되어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경찰불신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타당성

은 1954년의 형사소송법안 공청회 석상에서 수사지휘권에 관한 규정의 초안자

라고 할 수 있는 엄상섭 의원이 행한 발언에서도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전국 

단일의 거대한 조직을 자랑하는 경찰이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때 발생

하는 경찰팟쇼의 폐해를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검찰로 하여금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과정에 관여한 법률가들의 사고 던 것이다.

역사적 입법자들의 구상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의 설득

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수십년 전의 특수

한 정치적, 사회적 여건을 배경으로 생성되었던 수사권 관련조문의 타당성이 

지금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면 하게 검

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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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규정에 관한 연혁적 고찰을 행함에 있어서 한 가지 확인되는 것은 한

국 경찰의 구조적 문제점이다. 1945년 해방 직후의 혼란한 치안상태를 바로잡

기 위하여 초창기 한국 경찰은 국립경찰체제로 출범하 다. 국립경찰이란 전

국에 단일의 지휘체계를 갖춘 경찰조직으로서 지방자치체 단위로 경찰조직을 

운용하는 자치경찰과 구별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군정 이래의 국립경찰

체제는 지금의 경찰조직에서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특성

에서 출발하여 형성된, 그리고 미군정 이래 지적되어 온 경찰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1954년 형사소송법안 심의과정에서 역사적 입법자는 중앙집권적 경찰조직에 

대한 견제책으로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

러나 역사적 입법자의 구상을 마련함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은 수행하 던 엄

상섭 의원은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수사지휘권을 검사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당시의 검

찰총장은 “백년 후” 정도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형사소송법이 제정, 시행된 지 어느덧 50년이 다 되

어가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함께 수사권에 관한 논의도 새로운 차원

과 시각에서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에 대한 논의가 거

스를 수 없는 대세를 점하게 되었다.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어 경찰조직의 지

방분권이 이루어진다면 역사적 입법자가 가졌던 경찰팟쇼에 대한 우려는 그만

큼 설득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된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지방분권을 이룰 

때 어느 정도의 수사권독립을 경찰측에 부여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

리고 바로 이 점에서 수사권독립의 문제가 단순히 사변적인 당위론적 논쟁으

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1954년 역사적 입법

자의 결단을 대체할 새로운 입법적 결단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권독립문제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하면서 앞으로 실

시될 자치경찰의 구조 및 지휘체계 등과 접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면서 해결

을 시도해야 할 난제이다. 수사권규정에 대한 연혁적 고찰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묻게 되는 것은 앞으로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될 것인가, 만일 도입된다면 

지역별로 분권화되는 경찰이 어떠한 방법으로 수사지휘체계를 조직적으로 확

립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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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이 도입된다고 할 때 어느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어떠한 기관이 어

느 범위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풀어야 할 난제중

의 하나이다.57) 이 문제는 경찰행정에 정통한 전문가와 수사지휘권의 근거법

률인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사항이다. 어느 일방의 아전인수적인 주장은 경찰과 검찰 어느 쪽에도 

득이 되지 못한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참여하여 중지를 모으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입법적 결단을 향한 첫 출발점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57) 이 문제에 대한 시론으로, 한견우,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따른 국가(중앙)경
찰의 수사업무 및 조직에 관한 연구｣, 경찰개혁위원회․한국경찰학회․치안연구소 주

최, 자치경찰제도 공청회(1998.12.7.-12.9.), 자료집 39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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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Historical Study on the Competence of Criminal 
Investigation between Police and Prosecution (Ⅱ)

Dong Woon Shin*

58)

This article deals with the historical back grounds of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which is regulated by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In Korea, a prosecutor is authorized to give an order to a 

police detective during the criminal investigation. The Korean police wants to 

alter this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prosecution does not want to change the relationship where 

the prosecutor has more authorities. 

Police-prosecution relation is a hot issue in the field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But the discussion stays mainly on the theoretical debates, pro or 

contra relation. This paper is in the pursuit of the historical back grounds that 

have led to the current relationship. In order to analyse the historical back 

grounds, the author stud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al period (1910-1945), the US 

military government period (1945-1948) and the early stage of Republic of 
Korea (1948-1954).

The Police-prosecution relationship was built on the model of civil law 

system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al period. But the US military 

government changed the relationship in favor of Police, which meant the 

independent police investigation. The Korean lawyers did not accept the 

American model and built the relationship in favor of Prosecution after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The main reason for this change lied in 

*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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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ntrated structure of the Korean police which is noted by its unified 

national police system. 

The historical legislators were concerned about the abuse of independent 

police investigation power. But the self-governing system was introduced 

several years ago. The Korean police wants to change its structure from the 

national police system to the local police system. This new movement gives a 
new momentum to the discussion on the Police-prosecution relation. The 

author hopes that this paper will enrich the debating materials and widen the 

perspectives in the field of independent police investig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