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법학석사학위논문

긴급 압수·수색 집행의 한계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법 제217조와 제220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형사법전공

이 남 호





- i -

국문초록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긴급체포에 수반하는 긴급 압수·수색 제도’를 규정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긴급 강제처분

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긴급체포 된 피의자가  

공범 등 범죄 관련자를 통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물들을 인멸할 것을 방지하

기 위해 허용된 것으로 이해된다.

형사소송법 제217조의 개정 연혁을 비추어 볼 때, 제217조 긴급 압수·수색 규정은 

그 원형을 일제 조선형사령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요급한’ 사건

이기만 하면 행해질 수 있는 수사기관의 긴급 강제처분 권한은 법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이후 미군정법령 제176호의 제정과 강제처분에 있어 영장주의의 도입

은 이러한 수사기관의 자의적 권한남용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

나 미군정법령 제176호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던 문제는 대인적 강제처분의 문제였

고, 압수·수색의 행사와 한계에 관한 내용은 그저 인신구속에 수반하는 부차적 문제

로서만 논의되었다.

광복 이후 형사소송법의 제정 논의에서는 대물적 긴급 강제처분에 대해서도 다루

며 수사기관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행한 후에는 법관으로부터 사후 영장을 필요

적으로 발부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수사기관의 긴급행위를 인정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법관의 사후통제를 받도록 하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2007년 형사

소송법 개정에서는 제217조의 긴급 압수·수색의 대상자를 ‘긴급체포 된 자’로 한정

하고, 압수·수색에 있어 ‘긴급성’ 요건을 추가하고, 긴급 압수수색의 허용시간을 ‘24

시간’으로 한정하여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긴급 압수·수색의 범위를 더욱 제한하였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20조는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 제2항, 제125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여, ‘급속을 요하는 경우’ 제12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거주 등의 참여를 배제

할 수 있게 하고, 제125조에서 규율하는 야간 집행의 제한을 받지 않고 압수·수색을 

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제220조가 제216조에서 규정하는 긴급 압수·수색 제도를 규율하는 지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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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의 여지가 없으나, 제220조 규정을 제217조의 긴급 압수·수색 제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문 해석상 타당하다.

하지만 입법연혁을 검토하여 볼 때, 제220조가 규정하고 있는 ‘급속을 요하는 경

우’와 긴급 압수·수색의 ‘긴급성’은 사실상 동일 의미로 사용되던 것으로, 입법 및 

개정과정에서 점차 용어의 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법목적을 비추

어 볼 때, 긴급 강제처분은 그 ‘긴급성’을 이유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단순

히 야간이라는 이유로, 또는 참여인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그 압수·수색 집행의 착

수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긴급 압수·수색 규정의 제정 취지 자체를 몰각시

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판례를 비추어 볼 때, 긴급체포 후 야간에 또는 참여인 없이 압수·수색을 하

였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로 판단하여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무조건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피처분자에게 불리

한 이러한 압수·수색 집행을 명문의 근거 없이 더 이상 허용할 수도 없다. 현재까지

는 이러한 제217조 야간 집행 또는 참여인 제한 규정에 대해 문제제기 된 바 없으

나, 대물적 긴급 강제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관심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 현재의 

기류를 볼 때 이와 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17조를 그 입법취지와 규정의 형식을 고려하여 제220조의 

규율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개선 입법이 필요하다. 제217조 규정은 이미 긴급성 요건

에 대한 법관의 사후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제217조를 제220조의 적용대

상으로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형태가 피처분자의 권익을 현저하게 침

해하여 비례성 원칙에 위배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수사기관은 제217조 규정을 24시간 안에 피의자의 ‘소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무제한적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이해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긴급 압수·수색

이 증거인멸의 가능성과 긴급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처분자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긴급하게’ 행해져야 그 실효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철저히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이러한 ‘긴급성’의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수사기관의 긴급 압수·수색이 타당하지 않았을 경우 이

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적극적으로 배제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긴급 압수·수색, 긴급 강제처분, 긴급성, 요급처분, 야간 압수·수색

[학  번] : 2019-2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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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강제처분은 법률에 의해서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일정한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하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을 허용하며 그 통제 장치로서 사전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

서는 긴급한 경우 이러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형사

사법의 근본 목적인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국가와 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경

우 사전적 절차의 이행 없이 긴급히 강제처분을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긴급체포에 수반하는 긴급 압

수·수색 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긴급체포 대상 범죄가 중대한 

범죄로 체포된 피의자가 공범 등 범죄 관련자를 통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물

들을 인멸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허용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긴급체포에 수반하는 압수·수색 제도는 수사기관의 무제한적인 강제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두고 있기에, 그에 대한 제한 또한 강하게 요구된다. 2007년 형

사소송법 개정에서는 제217조의 긴급 체포에 수반하는 긴급 압수·수색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긴급 압수·수색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긴급 압수·수색의 대상자를 ‘긴급체

포 된 자’로 한정하고, 제217조에 ‘긴급성’ 요건을 추가하고, 긴급 압수·수색이 허용

되는 시간을 ‘24시간’으로 한정하며, 구속영장과는 별도로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

을 청구하도록 하되, 체포 시로부터 48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하였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20조는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 제2항, 제125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속을 요하는 경우’ 제12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등을 참여시켜야 하나 이를 참여

시키지 않을 수 있고, 제125조 규정과 같이 압수·수색은 야간에 집행할 수 없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야간에도 압수·수색을 행할 수 있게 된다. 그에 따라 제216조에

서 규정하는 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2), 긴급체포(제200조의3), 구속(제201조),

현행범체포(제212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체포·구속을 위한 피의자 수색의 경우

(제216조 제1항 제1호), 체포·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제216조 제1항 제2호),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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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제216조 제3항)을 함에 있어서는 제123

조 제2항과 제125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220조가 제216조를 규율하는 규정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으나, 제

220조 규정을 제217조의 긴급 압수·수색 제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는 계속하여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특히 야간집행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는 노상에서 마약류 거래를 하고 있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20:24경 체포현장에

서 2km 떨어진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수색 후 피의자가 보유하고 있던 마약을 추

가로 압수하여 사후압수영장을 발부받은 사안에 대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이는 마치 대법원이 사후영장을 통

하여 야간의 주거지 긴급 압수·수색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경

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피의자의 소유물 등을 야간에 압수, 이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요급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

구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 또 적법한 사후 영장을 발부받는 경우도 적지 않으면서

도 수사기관의 수사 실무교재에는 형사소송법 제217조에 의거 긴급체포한 경우 야

간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등 실무상 혼란이 있어 현행 형

사소송법 제220조의 제217조 적용문제와 관련해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

실이다.

본 논문은 수사기관 스스로가 제217조 긴급 압수·수색 규정에 대한 제한적 법해

석을 하여 오히려 수사기관의 존재 목적인 실체적 진실의 발견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되었다. 제217조의 긴급 압수·수색 규정이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의 규정이고, 그 압수·수색의 대상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다소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존

속 필요성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었던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법은 

결국 수사기관의 자의적 권한남용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긴급 강제

처분을 제거하는 것이 아닌, 사후적 통제수단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그 기틀을 마련

하였다. 2007년 개정에서 긴급 압수·수색 이후 압수·수색물에 대해 압수 계속의 필

요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후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217조의 긴급 압수·수색 규정의 존속을 전제하는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논의를 위해 먼저 제217조에 의한 긴급 압수·수색에서 규

정하는 ‘긴급성’의 요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일

제 시대 조선형사령에 그 원형을 둔 것으로, ‘긴급성’은 ‘요급성’, ‘급속성’과 동일 내

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긴급 강제처분과 관련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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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검토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가 어떻게 분화되어 규정된 

것인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제217조의 규정 제반을 검토하여 그 적용대상과 한계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제217조의 요건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

여 수사기관의 자의적 권한남용의 여지를 한 층 더 낮추었다는 평가를 받는 바, 수

사 현실에서 이러한 개정의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 제217조의 제220조 적용가능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하여 발전

된 해석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수설과 수사 실무교재는 제217조는 제220조의 

규율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하는 반면, 법원은 사후 영장의 발부에 의하여 제

123조 제2항과 제125조를 위반한 제217조 긴급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사후 압수·수

색영장 발부로 오히려 사후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

한 논의를 종합하여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본 논문은 동시에 위법한 법령해석으로 인하여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호

되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밀한 해석론을 전개하는 것을 2차 목적

으로 하고자 한다. 동시에 외국의 긴급 압수·수색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제도

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검토하고, 이로써 우리나라의 긴급 압수·수색 제도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은 긴급체포 후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과정을 둘러싼 논쟁1), 그 중에서

도 제220조의 요급처분의 허용가능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와 영장주의의 예외로서의 긴급 강제처분 제

도에 대해 개관할 것이다. 수사상 강제처분이란 무엇이지, 강제처분과 영장주의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 형사소송법이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러한 예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1) 검증의 경우 수사기관이 긴급 압수·수색을 행할 때 그 상황의 급박성으로 인하여 긴급 압수·수색이 
이미 이뤄진 후에 사후적으로 행해지거나 아예 행해지지 않곤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요급처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의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검증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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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인 미국, 일본, 독일의 긴급 강제처분 제도에 대해서도 개관하여 우리의 제도

와 비교검토 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제217조 규정의 입법취지와 연혁, 제·개정 과정에서의 논의를 검토하

여 오늘날과 같은 조문 형태를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

다. 이를 위해 일본 명치 형사소송법을 의용하고 있었던 일제 강점기 조선형사령과 

해방 후 미군정 치하에 제정된 형사절차와 관련한 법령인 미군정법령 제176호, 그

리고 그 이후의 형사소송법 입법 및 개정 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제217조의 요건 및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물

적 강제처분인 압수·수색·검증, 그 중에서도 긴급 압수·수색 제도는 ‘긴급성’이라는 

요건상의 불확정 법 개념을 사용함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법관의 사후판단에 

있어 그 해석에 대해 혼란이 있다.2) 따라서 제2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성의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미국, 일본, 독일의 강제처분의 긴급성과 관련한 논의에 

대해서도 알아봄으로써 우리의 긴급성 요건과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외국의 

입법례에서 비교·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어지는 제5장에서는 제217조의 ‘긴급성’과 제220조 요급처분의 ‘요급성’과의 관

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제220조의 규율가능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살

펴보아 제217조 규정이 제220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헌법과 형

사절차에 부합하는 해석론을 전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제반 논의를 바탕으로 제217조 긴급 압수·수색 제

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형사절차에 있어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인권과의 조화

를 위해 제217조의 긴급 압수·수색 제도가 어떠한 형태로 나아가야 할지를 논해본다.

2)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은 ‘긴급성’의 의미에 대해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
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라고 비교적 구체적인 개념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제217
조의 긴급성과 관련한 조문에는 이러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217조의 긴
급성 개념을 제200조의3 긴급체포에 있어서의 긴급성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바라볼지, 긴급 압수·수색
에 요구되는 특별한 긴급성의 개념요건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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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긴급 강제처분제도 개관

제 1 절 수사상 강제처분과 영장주의

1. 강제처분의 의의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

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형

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수사상의 목적 실현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헌법 및 형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의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바로 적법절차의 원리가 그것이다. 적법절차의 원리는 실체적 진실

의 목적 또는 부차적 목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서 고정적인 의미를 갖

는 법치국가의 대원칙으로서,3) 형사소송법은 제199조 후단에서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사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기 위

해서는 법률의 수권을 요하며, 그 중에서도 강제처분의 경우에는 개별적 법률의 근

거를 필요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강제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은 개별적, 구체적

이며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사회생활에 있어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는 것이기 때

문이다.4)

그렇다면 여기서 강제처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된다. 통상 강제처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처분으로서 반의사성, 강제성, 의무부과 등의 

성질을 가지는 처분으로 이해된다.5)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적용되었던 형사절

차법인 일본 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조를 할 수 있다. 단 강제처분은 별단의 규정이 없는 경우가 아니

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제2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에 

3) 홍영기(2007). “형사소송법, 그 독자적인 법 목적에 대한 이해”, 저스티스, 265면.
4) 이완규(2011), 『형사소송법 연구Ⅱ』, 법문사, 157면.
5) 이완규, 앞의 책, 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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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25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소에의 사실조회’ 규정과 제255조에서 규정하는 강제

처분으로서의 압수, 수색, 검증, 피의자 구류, 피의자신문, 증인신문, 감정 등을 모두 

강제처분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해방식은 해방 이후 형사소송법 제정 당

시 강제처분에 대한 개념 해석의 전제가 되었다.6)

일본 구 형사소송법 체계 하에서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예심판사의 권한이었다.

일본 수사기관은 예외적으로 예심판사의 명령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즉 현행범을 

발견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와 같은 때에 한하여 예심판사가 행할 수 있는 강제

처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7) 우리 형사소송법 제정 직후의 논의에서 입법자들

은 ‘강제처분’의 개념을 이와 같은 일본 형사소송법 상의 강제처분으로서 이해되는 

처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상정하고자 하였다. 당시 논의되었던 통설8)은 강제

처분에서의 ‘강제’를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협의의 강제는 직접 물리

적인 힘을 행사하여 또는 그 위협 하에서 사람의 의사에 절대적인 구속을 가하여 

타인의 의사에 따르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의 강제는 더 나아가 어떠한 의무

를 명하는 것에 불과하나 그 의무를 이해하지 않으면 결국 직접의 강제를 받음에 

이르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당시 논의되었던 강제처분의 

‘강제’라는 개념은 이러한 협의의 강제와 광의의 강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일부 강제처분에 있어서는 법관의 영장을 받아 행할 수 있게 하는 영장주의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9)10) 이러한 영장주의의 도입으로 광의설의 입장에서 수사기관

의 강제력 행사를 포괄하는 일체의 처분을 모두 강제처분으로 칭하던 해석의 경향

6) 이완규, 앞의 책, 135쪽.
7) 1890년 프랑스의 치죄법(治罪法)을 모본으로 제정된 일본 명치형사소송법은 강제처분권한은 예심판
사에게 집중하고 검사는 현행범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강제처분 권한을 인정하
고 있었다. 여기서의 예심이란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을 공판으로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공판에서 
조사하기 곤란한 증거를 수집·확보하기 위한 법원의 공판 전 절차로 이해된다. 문성도(2000), “영장주
의의 도입과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청구논문, 43-44쪽 참조.
8) 강서룡, 『신형사소송법요의』, 법제신문사, 1954, 95쪽; 서일교, 『형사소송법강의』, 제일문화사,
1957, 100쪽. 유병진, 『형사소송법개요』, 서울고시학회, 1958, 138쪽.
9)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 이후, 미국 맥아더 사령부는 헌법제정권력과 주권이 
천황에게 있고 천황이 입법·사법·행정의 대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명치헌법(明治憲法)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뒷받침한다고 바라보았다. 이후 맥아더 사령부는 일본 헌법 개정작업에 착수, 일본 정부와
의 협의 후 1946년 11월 3일 헌법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일본의 헌법 개정작업에 
관한 자세한 논의과정은 문성도, 앞의 논문, 44-87쪽 참조.
10) [일본 헌법 제35조 제1항] 누구든지 그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 수색 및 압수당하지 
않을 권리는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발부되고 수색 장소 및 압수 물건
을 명시하는 영장이 없다면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제2항]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 있는 사법관헌이 발
하는 별개의 영장에 의하여 그것을 행한다. [제33조] 누구도 현행범으로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권한을 가진 사법관헌이 발행하고, 이유와 범죄가 명시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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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행해지는 처분만을 강제처분으로 바라보는 경향으

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일본에서의 강제처분에 관한 

논의 역시 협의의 강제처분 개념인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직접적 강제처분을 중심

으로 논해지게 되었다. 일본의 이러한 논의 전개 과정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

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광의의 강제처분으로 논해지던 수사기관의 

소환, 피의자신문, 사실조회 등은 강제처분의 개념 밖으로 밀려나고 협의의 강제처

분인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을 중심으로 논해지게 되었다.11)

2. 강제처분과 영장주의

우리 헌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

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동 조항 제3항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

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체포·

구속·압수 또는 수색은 수사기관이 행하는 강제처분 중에서도 영장주의의 영역에 

속함을 입법하였다.12)

영장주의의 취지는 사안에 대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법관이 수사기관이 행하는 

강제처분에 대해 관여하도록 함으로서 사법적 억제를 가하고, 피처분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강제처분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있다. 형사소송 절차의 실현에 있어 강제

처분은 불가결한 것이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이다. 영장주의는 이러한 관점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목적을 제한하는 

적법절차 원리로서, 형사소송법에서 양립하는 또 다른 정의의 개념에 기여하게 된

11) “강제처분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통설에 따르면, 강제처분에는 구속·압수·수색·검증 이외에 
증인신문청구·증거보전 및 공무소에의 조회 등이 포함된다. … 수사로 인해 권리침해의 위험성이 현저
히 증가하고 있어 ‘강제처분의 개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법익을 침해하는 처
분을 의미하는 것’ … 이러한 의미의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가 강제수사임에 반하여 상대방의 법익침
해를 수반하지 않는 수사를 임의수사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재상(1982), 『형사소송법』, 박
영사, 207쪽;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백형구 교수는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은 협의의 강제처분을 가리킨
다고 하면서 증인신문, 검증, 감정, 통역 등은 강제처분이 아니라고 하였다. 백형구(1983), 『형사소송
법강의』, 박영사, 170쪽. 2000년대 이후의 형사소송법 교재 또한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을 강제처분
으로, 그 외 처분은 임의처분(수사)로 구별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상돈(2004), 『형사소송법(제6판)』,
홍문사; 홍영기/배종대(2019), 『형사소송법』, 홍문사; 이창현(2017), 『형사소송법』, 피엔씨미디어 등.
12) 임의처분과 강제처분의 구별을 영장의 요부에 따라 구별하는 견해(일원설), 영장을 요하는 처분만 
강제처분이 아니고 의무부과처분이나 출국금지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있는 처분은 영
장을 요하지 않더라도 강제처분으로 보는 견해(이원설)의 대립이 있으나, 대다수 학설이 일원설을 지
지하고, 수사 실무도 이러한 견해에 따라 강제처분과 임의처분을 분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다수
설의 입장과 같이 일원설의 관점을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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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사건과 관련하여 제3자로서 객관적인 시선을 가진 법

관이 사안을 판단, 이에 관한 영장을 발부하는 절차를 통해 자의적이고 무제한 적

인 수사 활동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그러하다.13)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헌법의 규정에 의거,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강제처분인 

체포·구속·압수·수색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만 할 수 있

음을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강제

처분 중에서도 영장이 요구되는 영역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한정하는 것임을 규

정하고 있다.

제 2 절 영장주의의 예외

1.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예외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 구속, 압수, 수색에 있어 사전 영장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실제로 강제처분을 행하는 현장에서는 상황의 긴급성,

불가피성으로 법관의 사전 영장 발부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만

약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까지 법관의 사전영장을 요구한다면 형사사법의 목적

인 실체적 진실 발견의 달성과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에 지장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헌법은 제12조 제3항 후단에서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① 현행범인인 경우와 ② 장기 3년의 이상에 형에 해당

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 대한 사전영장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조항에 근거하여 형사소송법 제212조에서는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0조의3 제1항에서

는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

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 수사기관

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13) 홍영기, 앞의 논문,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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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현행범 체포 및 긴급체포 이후 사후적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

고 있지는 않다.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체포나 긴급체포로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

하였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거나, 구속하고자 할 때에도 구속영장만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체포와 이에 따른 단기간의 구금이 정당한 지에 대해 법관의 

심사 및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의 동 규정들이 영장주의

에 반하기 때문에 사후 체포영장을 요하는 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

법이 사후 체포영장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되어 사후 체

포영장 도입이 필요하다는 도입론과 사후 체포영장을 도입한다고 하여 당사자의 권

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체포는 구금을 요체로 하므로 실질적으로 구속과 준별

되는 개념이 아니고 영미에서도 사후 체포영장과 같은 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그 도입이 불요하다는 체포영장 도입불요론의 대립이 있었다.14)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행범 체포의 사후 체포영장 미비문제의 위헌성을 다룬 판

례에서 “사후 영장의 청구 방식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이상, 체포

에 대한 사후 통제절차 없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위 영

장청구조항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현행범인인 피의자

를 체포하여 조사한 결과 구금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48시간 이내에 석

방하는 경우까지도 반드시 체포영장발부절차를 밟게 한다면, 이는 실무상 피의자,

수사기관 및 법원 모두에게 시간과 노력의 비경제적인 소모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

고,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입법에도 현행범인에 대한 사후 체포영장 제도는 

없다“고 판시하여 도입불요론의 관점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15)

헌법 제12조 제3항 후단 규정은 강제처분 중 체포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216조와 제217조에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이라는 

부제로 대인적 강제처분에 수반되는 대물적 강제처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

다.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의 이상에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 수사기관은 사전 영장에 의하지 않고 대물적 강제처분

역시 행할 수 있게 된다.16)

14) 이에 관한 논의는 김종현(2019), “영장주의에 관한 헌법적 연구”, 헌법재판연구원, 52-53쪽 참조.
15) 형사소송법 제212조 등 위헌확인, 2010헌마672, 2012. 5. 31.
16)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에 대해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강제처
분 법정주의를 선언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예외적 사후 영장 청구 규정을 마련하여 수사기관이 긴급 
압수·수색을 하고 사후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완규, 앞의 책,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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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 제16조의 예외

우리 헌법은 제16조에서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거에 대한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영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이 제13조에서 사전 영장주의를 규정하며 다시 제16조에서 주

거에 대한 영장주의를 규정한 것은 주거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라는 해

석이 타당하다.17) 그런데 제13조와 달리 헌법 제16조는 주거에 있어서의 사전 영장

주의의 예외를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상 주거에 있어서의 사전영장주의

의 예외를 인정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

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조와 관련한 위헌성이 다투어진 결정에서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하였다.18)

“헌법 제16조에서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 있어 영장주의가 예외 없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핵심적 자유영

역에 속하는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도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체의 자유에 비하여 주거의 자유는 그 기본권

제한의 여지가 크므로, 형사사법 및 공권력 작용의 기능적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여

본다면,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주거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장소에 혐의사실 입증에 기여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서 현행범인 체포나 긴급체포의 경우에 사전영장원칙

의 예외를 둔 것은 그 체포의 긴급성에 비추어 사전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또한 체포영장 발부 이후 혐의사실 입증에

기여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히 소명되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

은 경우에도 그 자료나 피의자가 계속 그 장소에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집행의 실효

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되므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영장 없이 그 장소에 대

한 압수·수색을 하여야 할 긴급한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 헌법 제16조가

주거의 자유와 관련하여 영장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이상, 그 예외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

서도 그 예외를 인정하되, 이는 ①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17) 박형관(2015), “주거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수색의 법률문제”, 저스티스 통권 제146-1호, 한국법
학원, 361쪽.
18)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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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②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 판시 내용과 같이,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

고 있으며 주거에 있어서의 강제처분이 기본권 제한의 측면이 크나 형사사법 및 공

권력 작용의 기능적 효율성을 함께 고려해볼 때,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

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16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영장주의 또한 그 예외가 인정될 수 있고, 그 조건으로 ① 그 장소에 피의

자가 존재할 개연성 또는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②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전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다음에서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긴급 강제처

분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영장주의의 예외로서의 긴급 강제처분 

가. 긴급 체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은 긴급체포 규정으로, 동 조항은 사전 영장주의의 예외규

정임이 헌법 제13조에서 직접 도출된다. 긴급체포는 그 요건으로 ①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이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일 것(범죄의 중대성), ②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혐의의 상당성), ③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것(증거인멸 염려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④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일 것(긴급성)을 규정하고 

있다(제200조의3 제1항).

또한 긴급체포의 절차로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긴급체포한 경

우 그 사유를 피의자에게 알려야 하고(동조 제1항 후단),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

여야 하고(제3항), 특히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항) 한편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제200조의4 제1항), 만약 이 기간 내

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이러한 사후적 절차 

규정은 사전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사후적인 형태로 영장주의를 관철시키려는 입법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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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볼 수 있다.

나. 긴급 압수·수색

한편 형사소송법 제216조와 제217조는 각각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영

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이라는 표제로 예외적 사후영장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19)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직접 도출되는 영장주의의 예외는 아니나, 형사소송

법 제216조는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수색(제1항 제1호), 피의자 체포·구속현장에서

의 압수·수색(제1항 제2호)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압수·수

색(제3항)에 대해 규정하고, 제217조는 제1항에서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에 대해 규

정하고 그 사후적 영장청구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영장주의의 원칙은 관철시

키고 있음이 분명하다.20) 이들 제216조, 제217조 강제처분은 일반적으로 ‘긴급 압수·

수색’으로 통칭되고 있다.21)

다. 긴급 압수·수색의 성질론 

현행법상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긴급 압수·수색을 인정한 근거에 대해 여러 견해

가 제시된다. 긴급 압수·수색의 성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압수·수색의 범

위 및 별도의 사후 영장의 필요성 여부가 결정되기에 이에 대한 논의의 실익이 있

다.

1) 부수처분설

부수처분설은 피의자의 체포나 구속이라는 강력한 기본권 침해에 관하여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사후에 발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속 또는 체포행위가 적

법한 이상 그보다 기본권 침해가 적은 대물적 처분인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별도의 

사후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이다.22) 부수처분설은 구속 또는 체포가 보장되는

19)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또한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될 것이나, 임의제출
에 의한 압수라는 점, 사후영장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논지와는 관련이 없어 이에 대
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20) 헌법에 예외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법령 모두를 위헌이라 할 
수는 없다. 우리 헌법은 ‘사전’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영장주의 전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법상 제216조와 제217조 처분은 모두 사후 영장으로 ‘사전’ 영장주의의 예
외를 규정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21) 형사소송법 제216조와 제217조의 강제처분을 ‘긴급압수·수색·검증’으로 명칭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홍영기(2011), “영장없는 압수수색의 합법성 기준”, 고려법학 제63호, 116쪽, 손동권(2011), “수사절차상 
긴급압수수색제도와 그에 관한 개선입법론”, 경희법학 제46권 제3호, 18쪽, 문채규(2006), “긴급체포 및 
긴급압수수색의 적법요건”, 고시연구 33(3), 62쪽 등이 있다.
22) 배종대/이상돈/정승환(2008), 『형사소송법』, 홍문사, 187쪽, 신동운(2008), 『신형사소송법』, 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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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에 수반하는 압수수색은 구속 또는 체포에 비해 피처분자에 대한 기본 권의 

침해 정도가 적기에, 대를 이행하는 경우 소를 포함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작용한다

고 보는 것으로, 소위 ‘대소포함명제설’이라고도 지칭된다.23)

2) 긴급행위설

이에 반해 긴급행위설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체포 현

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범행 관련 증거를 피의자가 인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긴급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24) 즉, 긴급 압수·

수색의 경우 체포 또는 구속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러한 압수수색은 별도

의 증거파기 위험성 등을 인정되어 이루어지는 긴급행위이기에 체포 또는 구속과는 

별도로 그러한 위험성 인정 여부에 대해 법관의 심사를 받은 별도의 사후영장이 필

요하다는 견해이다.

3) 이분설

이분설은 압수의 경우에는 긴급행위설의 관점에서, 수색의 경우에는 부수처분설

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관점이다. 체포 과정에서의 압수는 체포를 용이하게 행하

기 위한 목적과 범죄의 유력한 증거나 몰수 대상물이 존재하는 체포현장에서 이를 

긴급하게 수집하여 보전하려는 양면의 목적성을 가진 행위로 긴급행위의 성질을 가

진다고 본다. 반면, 수색에 있어서는 체포라고 하는 강력한 처분이 적법하게 행하여

진 이상 현장에서의 수색을 부수하더라도 주거 등의 평온을 침해하는 정도가 적다

고 판단되기 때문에 부수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25)

4) 검토

부수처분설에 따르면, 긴급 압수·수색은 체포 또는 구속에 수반하는 것에 불과하

다는 점에서 사후에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는 요하지 않는 반면, 긴급행위설

에서는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부수

처분설은 별도의 사후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동시에 체포 또는 구속에 부수하는 

상황 자체를 엄격히 해석하여 제한하려 한다. 긴급행위설의 관점에서 긴급 압수·수

색의 범위는 긴급행위를 행하는 목적에 의해 제한하려 한다. 현행법상 긴급·압수수

색은 피의자가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신속히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23) 신동운, 앞의 책, 293면.
24) 신양균(2009), 『형사소송법』, 다음미디어, 230쪽, 이재상(2008)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80쪽.
25) 이와 같은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로는 백승민/정응석(2008),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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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행위로 보기 때문에, 긴급행위설에 따르면 그 범위를 이러한 목적범위 내로 정

할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타인의 주거나 가옥, 건조물 등에서의 

피의자 수색과 제2호의 체포현장에서의 긴급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사후 영장을 필

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외 조항, 즉 제216조 제3항의 범행 중·직후의 장소에

서의 긴급 압수·수색 및 제217조의 긴급체포 이후에 행해지는 긴급 압수·수색에 대

해서는 사후 영장을 필요적으로 발부받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6) 다음에

서는 이러한 긴급 압수·수색 처분의 성질에 대해 조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라. 제216조 긴급 압수·수색

1)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제216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제201조(구속) 또는 제212조(현행범체포)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

또한 수색의 시기는 피의자의 체포 이전에만 행해질 수 있음이 문언 상 분명하다.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사기관의 수색행위가 부수처분인지 긴급행위인지 문제되는

데, 동 호의 수색행위는 체포나 구속 그 자체를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를 찾기 위한 행위를 의미하므로 부수처분설에 따라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체포

나 구속영장 등의 집행을 위하여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

한 수색행위는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한 처분에 포함되어 

있어 사전이든 사후든 별도로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27) 부수처

분설에 의하지 않는 경우, 제216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은 체포나 구속과는 별도의 

긴급행위로서 행해지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현행범인이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을 

26) 긴급 압수·수색 이후 영장의 발부를 필요적 요건으로 하는 이러한 조문의 형태는 종래 미국 판례
이론에서 유래한 사후 무영장 압수·수색의 정당화 논리보다 사후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하는 독일식 제
도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은 법관의 사후영장 발부가 없었다고 하여 해당 수사기관의 처
분이 위법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법관의 영장발부를 강제처분의 전제 요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한
편, 독일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긴급을 요하는 때(지체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긴급압수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때 3일 이내 판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
다.(독일 형사소송법 제98조 제1항, 제2항) 이완규, 앞의 책, 175-176쪽. 미국과 독일의 긴급 압수·수색
제도에 관하여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7) 독일에서도 구속영장이나 구인장 등에는 대상자의 체포를 위하여 타인의 주거를 수색하는 점에 
대한 영장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한다. 이완규, 앞의 책,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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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긴급 강제처분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

이기에 타당하지 않다.

다만, 동 조항 중 제200조의2(체포영장)에 관한 부분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에 소재하고 있다는 개연성이 소명되고, 해당 장소를 수색하

기 이전에 별도로 피의자를 수색하기 위한 수색 영장을 미리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

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 요건 상에 그러한 

문구를 명시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사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28)

2) 피의자 체포·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제216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하는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행할 수 있다. 동 조항의 

긴급 압수·수색의 대상은 입법 취지 및 문언 상 피의자가 소지하는 무기 기타의 흉

기, 도주의 수단이 되는 물건, 사람에 의한 증거파기 등의 위험성 있는 당해 범죄사

실에 대한 증거물의 정도에 제한되어야 한다.29) 다만 동 조항은 긴급 압수·수색의 

시간적 내지 장소적 한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하여는 

① 압수수색이 체포 행위에 시간적·장소적으로 접착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압수수색

이 체포의 전후를 불문하고 행해졌으면 족하다는 시간적·장소적 접착설30), ② 피의

자가 수색장소에 있고 현실적으로 체포가 착수되었을 것을 요한다는 체포착수설31),

③ 피의자가 현실적으로 체포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체포실현설32)의 대립이 있다.

해당 조항의 문언 상 표현을 비추어 보건대,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인신구속이 선행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 그에 부수하는 수색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 수색행위가 성공여부가 불확실

한 미래의 체포보다 선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제216

조 제1항 제2호의 상황은 피의자가 현장에 있어야 할 것을 요하고, 최소한 체포의 

착수는 이루어졌을 것을 요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집행한 이후, 압수한 물건을 

28) 헌법재판소 2018. 4. 26. 2015헌바370
29) 손동권, 앞의 논문, 11쪽.
30) 김기두(1987), 『형사소송법』, 212쪽; 임동규(2009), 『형사소송법』, 법문사, 235쪽.
31) 신동운, 앞의 책, 322쪽.
32) 배종대/이상돈/정승환, 앞의 책, 188쪽.



- 16 -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1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법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야 한다. 이처럼 사후의 영장을 별

도로 받는 조문 구조는 부수처분설의 관점에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으로, 긴급행위

설적 관점의 설명이 요구된다. 또한 이는 수사기관이 체포에 착수하며 압수수색을 

집행하였으나 이후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결국 체포가 실패하였을 때 이

미 행해진 압수·수색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피의자가 체포에 저항

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는 무기를 제거하거나 증거를 은닉 내지 파괴하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였는데, 피의자가 도주하는 등의 사유로 체포가 착수

에 이르렀으나 비록 실패한 경우 이를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포의 착수에 이른 이후부터 행해지는 압수·수색은 

긴급행위설의 관점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3) 범죄현장에서의 압수·수색(제216조 제3항)

제216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긴급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적법하게 체포 내지 구속하여야 할 것과 수사기관이 체포현장에서의 긴급 압수·수

색을 시도할 때 피의자가 현장에 있을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피의자가 체포의 착

수 전 도망해버려 체포, 구속할 수 없거나 체포 또는 구속을 위한 적법요건이 충족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긴급 압수·수색을 행할 수 없다. 그러나 범죄 현장

에는 범죄와 관련한 증거들이 많은 바, 이러한 입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제

216조 제1항 제3호의 제정 취지라 할 수 있다. 제21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범행 

중 또는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제216조 제3항의 긴급 압수·수색은 체포 또는 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처분과는 차이가 있다. 제216조 제3항의 긴급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범죄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의자가 이미 현장에서 도주한 이후이거

나 혐의가 경하여 체포·구속의 필요가 없으나 통상 범죄 장소에는 범죄에 관한 증

거가 많고, 증거가 소실될 위험이 있기에 압수수색의 긴급성이 요청되어 이를 대비

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제216조 제3항 규정은 긴급행위설의 관점에서 해석

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범을 전제로 하는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은 긴급행위

에 해당하고, 압수수색 이후 사후영장을 필요적으로 발부받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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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217조 긴급 압수·수색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1953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1997년 개정, 2003년 사법개

혁위원회, 2005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07년 개정되기까지 그 존속

여부와 법 규정의 수정범위에 대해 견해대립이 이루어져왔다. 긴급체포에 수반하는 

제217조 제1항의 처분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동 처분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제한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➀ 동 처분

의 대상을 ‘긴급체포할 수 있는 자’에서 ‘긴급체포 된 자’의 소유, 소지 또는 물건으

로 축소하고, ➁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하도

록 하는 ‘긴급성’ 요건을 별도로 추가하고, ➂ 동 처분의 시간적 범위를 구속영장 

청구 기간인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축소하고, ④ 신병에 관한 구속영장 외에 압수

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도록 개정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제217조에 대해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상황에서 채포사실이 알려져 공범 등 피의

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증거를 인멸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하였다.33)

제217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

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제217조 제

1항은 체포현장에서 행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피의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이라는 규정으로 피

의자가 소유하는 물건이기만 하면 그 혐의와의 관련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

3자의 주거지 등에서도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해

당 처분을 체포에 수반하는 부수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구 형사소송

법에서는 제217조 제1항의 처분에 있어 사후영장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압수물이 있는 경우 별도로 사후의 압수영장을 받도록 하여 보완

하였다는 점을 보면, 긴급행위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33)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공범이나 관련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관련자들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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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과 예외에 관한 비교법 검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일본의 구 형사소송법 규정을 차용하여 형성되었다. 따라

서 일본에서 규정하는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과 그 예외로서의 긴급 강제처분에 관

한 부분은 우리 입법체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 독일은 수사기관

의 수사행위와 관련한 일반조항을 두면서도 개별적 강제처분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

고 영장이 필요한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입법하고, 긴급 상황에서의 긴급 강제처분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피처분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이의를 법관에 제기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반드시 사전영장에 의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처분 당시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에서는 위 주요국들이 강제처분의 개념과 영장주의와의 관계, 그리고 긴

급한 경우에의 예외에 관한 규정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법체계와 비교

하며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일본

일본 헌법은 영장주의를 선언하며 주거·서류 및 소지품에 관하여 침입·수색 및 

압수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34) 형사소송법 역시 수사기관에 의한 대

표적인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압수·수색·검증을 인정하고 있다. 동시에 압수·수색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 또한 규정하

고 있다. 일본 헌법 제33조에서는 “누구든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이 있는 사법 당국이 발부하고, 체포 이유가 된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면 체포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대인적 강제처분의 원칙적 영장주의와 

현행범 체포시의 영장주의의 예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제도와 문물 전반에서 독일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었고,

이는 형사법에서도 마찬가지로 1907년 독일 법계를 계수하는 프랑스 법계의 구 형

법에 갈음하여 현행 형법이 제정됨으로써 독일 법계의 특성을 지니게 되었으며, 형

사소송법 개정작업도 이와 병행하여 진행되었다.35) 이후 명치 형사소송법을 대체하

는 형사소송법(구 형사소송법)이 1922년(大正 11)에 이르러 제정 및 공포되어 1923년

34) 일본 헌법 제35조 ① 누구든지 그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관하여 침입, 수색 및 압수를 당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발부되고 또 
수색하는 장소와 압수하는 물건을 명시하는 영장 없이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② 수색 또는 압수는 권
한이 있는 사법관헌이 발부하는 특별한 영장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35) 법무부(2009), 『일본 형사소송법·규칙(번역)』,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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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시행되었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37) 이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과 거의 유사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 형사소송법은 제218조 제1항 제1문에서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판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 처분

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또한 일본 역시 긴급 강제 처분에 있어 우리 형사소송

법의 긴급체포, 긴급 압수·수색과 유사한 법문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규정은 다음

과 같다.38)

36) 제199조는 사전 영장에 의한 체포제도이다. “검찰관 ․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관이 미리 발부한 체포장에 의하여 이
를 체포할 수 있다.”
37) [일본 형사소송법 제197조] ① 수사에 있어서는 그 목적을 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
다. 단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제210조

① 검찰관․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은 사형 또는 무기 혹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급속을 요하고 재판관의 체포장을 청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

유를 고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제220조

① 검찰관 ․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은 제199조36)의 규정에 의하여 피

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도 같다.

1. 사람의 주거 또는 사람이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또는 선박 내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하는 것

2. 체포 현장에서 압수 ․ 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것

② 전항 후단의 경우에 체포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물은 즉시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2호 및 전항의 규정은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이 구인장 또

는 구류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구인장

또는 구류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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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형사소송법은 체포에 수반한 예외적 압수·수색에 대해 우리 형사소송법 제

216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형사

소송법 제210조의 내용은 우리 형사소송법의 제200조의3 긴급체포에, 제220조는 우

리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과 제2항에 각각 대응된다. 이 중 대물적 강제처분 규

정인 일본 형사소송법 제220조 제1항 제2호의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은 제3항

에 의거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39) 일본에서는 체포현장에서

의 압수·수색에 사후 영장을 요구하지 않는 근거로 흉기나 도주에 유용한 도구를 

미리 회수하여 원활하게 체포할 수 있다는 점, 체포현장에서는 피의사실에 관한 증

거물이 존재할 것이 예상되는 점, 이러한 물건들을 긴급하게 수집하고 보전할 필요

성이 있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거론된다.40) 그런데, 일본 형사소송법은 우리 형사소

송법이 규정하는 범죄 중·직후의 압수수색, 제217조 긴급체포 이후 피의자가 소유·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등에 대하여는 입법하고 있지 않다. 일본에서

는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긴급한 상황에 한하여 압수·수색을 선행한 이후 사후

에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게 하는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논의가 제기된 바 있으나,

결국 입법화되지 못했다.41)

따라서 일본에서의 긴급 압수·수색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기에, 이러한 

수사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체포에 수반한 긴급압수수색의 범위를 판례에서 비교적 

넓게 해석함으로써 실무상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압수와 

체포행위와의 시간적 접착 문제와 관련하여, 체포행위에 착수하기 전이어도 긴급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42) 또한 긴급 압수·수색이 행해진 장소적 범위

와 관련하여, 체포 장소에서 즉시 압수·수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

우 피의자를 압수·수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까운 장소까지 연행하고 압

수·수색하였더라도 이를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적법한 것

으로 판단하였다.43)

38) 우리 헌법이 긴급체포를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은 헌법 제
33조에서 대인적 강제처분의 영장주의의 예외로 현행범 체포만을 언급하고 있다.
39) 제22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압수·수색은 체포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 또는 현행범으로서 인지한 
피의사실에 관련된 증거물의 발견·수집에 한하여 행할 수 있고,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물의 압수·
수색은 허용되지 않는다. 동경고판 소화 46. 3. 고판 24호 1호 183항.
40) 신동운(2003), 『입문 일본 형사수속법(역)』, 박영사, 80쪽.
41) 이윤제(2009), “각국의 효율적 압수수색제도 및 공판정에서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검찰청 수탁연구과제, 23쪽.
42) 최대판 소화 36. 6. 7. 형집 15권 6호 915면; 신동운, 앞의 책에서 재인용.
43) 이윤제, 앞의 논문, 24쪽; 손동권, 앞의 논문, 21쪽; 예컨대 마약사범이 부재한 상황에서 약 20분간 
수색을 실시한 후, 집으로 돌아온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最高裁(최고재판소) 소화 36(우리연도로 1961
년). 6. 7. 형집 제15권 6호 915쪽), 호텔에 숙박하고 있던 혐의자들을 호텔 5층 대기실에서 대마소지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약 35분 후 호텔 7층 1호실을 수색하여 대마를 발견 및 압수한 경우(동경고판 
소화 44(우리연도로 1969년). 6. 20. 고집 22권 3호 352쪽), 준현행범 체포로부터 약 1시간 후 약 3킬로
미터 떨어진 경찰서에서 피체포자가 소지하고 있는 백을 압수한 경우(동경고판 평성 5(우리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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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일

독일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한 일반적 근거조항을 헌법의 지위를 가

지는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두고 있다.

“이 기본법에 따라 기본권이 법률로써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경

우에 있어서, 그 법률은 개별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그 밖에도 (제한되는) 기본권과 그 근거조항은 그 법률에 적시되어

야 한다.”

이러한 기본법상 근거에 따라 독일 형사소송법은 검사에 관하여는 제161조 제1항

에서 “제160조 제1항부터 제3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해, 다른 법률 규정에 그 권한

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관청에 대해 사실조회를 요구할 수 있

고 모든 종류의 수사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또는 경찰적 업무를 하는 관청 및 공무

원들을 통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관하여는 제163조 제1항에서 

“경찰 업무를 하는 관청 및 공무원들은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사건의 인멸을 방지하

기 위하여 지체할 수 없는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들은 다른 

법률 규정에 그 권한을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관청에 사실조회를 요

청하고 지체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사실조회를 요구할 수도 있고, 모든 종류의 수

사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44)

독일에서 강제처분은 기본권의 침해 강도에 따라 분류된다. 구금, 압수 등 침해가 

강한 처분의 경우 법관의 영장(법관의 명령)을 필요로 한다. 독일기본법 제104조 제

2항은 구금(자유박탈, Freihetesentziehung)에 관하여는 “자유박탈의 허용 및 지속에 

관하여는 법관만이 결정해야 한다. 법관의 명령에 의하지 않은 모든 자유박탈은, 지

체 없이 법관의 결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 경찰은 자신의 전권으로는 누구도 체포

한 다음날의 종료 시보다 더 오래 구금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자유박탈의 허

용여부에 대해서는 법관이 결정하도록 하며, 제104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범죄

행위의 혐의 때문에 일시적으로 체포된 자는 늦어도 체포된 다음날에 법관에게 인

치되어야 하며, 법관은 체포된 자에게 체포이유를 알리고 그를 신문하며 그에게 이

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관은 지체 없이 이유를 첨부한 구속영장을 발부

1993년). 4. 28. 고집 제46권 제2호 제4항)
44) 독일 형사소송법 제161조와 제163조의 규정은 수사에 관한 일반조항으로, 침해행위에 해당하면서
도 별도의 수권이 필요할 저애도로 강도가 높지 않은 모든 수사방법에 관한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 김
환수/문성도/박노섭(2009), 『Klaus Volk의 독일형사소송법(역)』, 박영사,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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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자를 긴

급 구금하였을 경우, 혐의자는 체포된 날의 다음날 안에 법관에게 인치되어야 할 

것을 요하고, 법관은 혐의자에 대한 계속 구금 영장을 발부하거나 석방을 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 형사소송법에서는 법관의 명령 없이 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처분으

로 127조에서 일시적 체포로서 신원확보를 보장하기 위한 체포(제127조 제1항), 구

속을 보장하기 위한 체포(제127조 제2항) 2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45)

독일 형사소송법 제94조에서는 증거대상의 보전을 위한 압수를 규정하고 있다.47)

압수는 최초혐의 요건을 갖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최초의 혐의

(Anfangsverdacht)란 수사절차의 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혐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구체화시킬 정도를 요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범행

이 행해졌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사실적 근거는 입증되어야 한다.48) 압수 명령은 법

원의 명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다만 지체되면 위험한 경우(bei Gefahrim Verzug)

에는 검사와 그 수사요원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지체되면 위험한 경우는 긴급 압수

로 이해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49)

45) 독일 형사소송법 제127조의 규정들은 임시체포, 가체포(假逮捕, vorlaufige Festnahme)로 번역된다.
검사와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27조 제1항 제1문의 법문에 의거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는 우
리의 현행범 체포와 유사하며 일반인 또한 행할 수 있다. 또한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구금
명령의 발령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체포가 가능하다. 김환수/문성도/박노섭, 앞의 
책, 117쪽.
46) 수사기관에게는 혐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이를 확인하는 일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혐의자를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제163조b가 특별규정으로 우선 적용되기에, 신원확인을 
위해 혐의자를 체포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7) [독일 형사소송법 제94조(증거대상의 보전)] ① 증거방법으로서 심리에 중요할 수 있는 대상은 유
치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야 한다. ② 그러한 대상을 개인이 소지하고 있고 이를 자발적으
로 인도하지 않는 때에는 압수를 요한다.
48) KK-StPO/Greven StPO §94 Rn. 8., 사법정책연구원(2014), 압수·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
구, 149쪽에서 재인용.
49) [독일형사소송법 제98조(압수명령)] ① 압수명령은 법원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와 그 수사요원(법원조직법 제152조)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제127조(임시체포)

① 범죄현장의 직접 당사자이거나 이로 인하여 추적되고 있는 자가 도주의 혐

의가 있거나 그 신원을 즉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법관의 명령 없이도 누구

나 그를 임시로 체포할 수 있다. 검사나 경찰직 공무원에 의한 개인 신원의 확

인은 제163조b 제1항46)에 따른다.

②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구속영장이나 시설수용영장의 요건이 존재한다면 검사

와 경찰공무원도 임시체포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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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독일기본법 제13조 제2항은 거주지에 대한 수색의 경우에도 법관의 명령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이 정한 기관에 의해 

행하도록 하고 있다.50) 이에 대하여는 독일 형사소송법 제105조에서 구체화하고 있

다.

독일은 법관의 사전영장주의와 긴급 상황에서의 수사기관의 긴급 강제처분을 규

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긴급 강제처분이 계속되는 경우 법관의 사후영장을 원칙적

으로 발부받도록 하고, 긴급 강제처분 자체에 대한 이의에 의해 법원의 판단을 받

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긴급 압수·수색의 경우 수색 자체로 인한 강제의 

결과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에 대한 사후영장은 요구되지 않으나, 압수의 경

우 압수 계속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당사자가 긴급압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때

에 3일 이내에 법관의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즉, 독일의 긴급 강제처분 제도는 ① 법관의 사전영장주의와 ② 긴급상황 하에서

의 수사기관의 긴급강제처분, 그리고 ③ 그 긴급강제처분에 대한 일정한 경우 법관

50) 독일기본법 제13조 ➀ 주거는 불가침이다. ➁ 수색은 법관만 명할 수 있으며, 지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정한 다른 기관도 명할 수 있되, 수색은 그 법률에 규정된 형식으로만 할 수 있다.

제105조(수색명령)

① 법관만이 수색을 명령할 수 있으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그

수사요원(법원조직법 제152조)도 이를 명령할 수 있다. 제103조 제1항 제2문의

수색은 법관이 명령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도 명령할 권한이 있다.

제98조(압수명령)

① 압수명령은 법원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

와 그 수사요원(법원조직법 제152조)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제97조 제5항 제2문

에 의한 편집국, 출판사, 인쇄소 또는 방송시설 내에서의 압수는 법원에 의해서

만 가능하다.

② 법원의 명령이 없이 어떤 대상을 압수한 공무원은, 압수 당시 당사자 또는

성년인 그의 가족이 부재했거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거나 또는

당사자가 없어 성년인 가족이 이의를 제기했던 때에는 압수 후 3일 이내에 법원

의 추인을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법원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원의 관할은 제162조에 따라 정한다. 당사자는 압수가 행해진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는 그의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③ 공소제기 이후 검사나 그 수사요원이 압수를 행한 경우 3일 이내에 법원에

압수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압수 대상을 법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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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후승인장 요구, ④ 긴급강제처분 자체에 대한 이의에 의해 법원의 판단을 받

을 수 있는 이의절차의 4개 구조로 편성되어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라 피의자는 체포일 다음날까지 체포지의 지방법

원 판사에게 인치되도록 하고 있고, 검사의 신청 또는 판사의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있다. 동 법 제98조 제2항에서는 일정한 경우 긴급 압수에 대해서 

법관의 사후승인(Bestatigung)을 받아야 하고, 당사자는 언제든지, 즉 압수가 진행 

중이든 압수가 종료된 후이든 상관없이 법원에 긴급압수에 대한 결정을 구할 수 있

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51) 독일은 수색에 관한 규정으로는 법관의 사전영장에 

의한 수색과 긴급한 상황에서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색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수사기관이 긴급한 상황에 행하였던 수색은 그러한 수색 자체로 강제처분의 효

과가 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법관의 사후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긴급수색이 종료되지 않는 때에는 피수색자는 이에 대한 적법여부의 심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즉, 독일에서의 긴급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고

유권한으로 이해되는 동시에 사후적인 압수계속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요한다.

다. 미국

강제처분의 개념해석에 관한 미국의 논의는 수정헌법 제4조의 해석과 연관되어 

전개된다. 수정헌법 제4조는 “국민이 그 신체, 주거, 서류 및 재산에 대한 비합리적

인 압수나 수색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선서나 확언에 

의해 뒷받침되는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에 근거하고, 수색될 장소와 압수할 

신체나 물건을 특정하지 않고서는 영장이 발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52) 미

국은 1930년대와 1940년대에 걸쳐 영장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왔다. 또한 이러

한 영장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neutral and detached) 제3자로서의 치안판사

(magistrate)53)에 의해 발부되며, 영장발부의 요건인 상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무작위

적인 압수수색이 자행되서는 안된다고 본다.54) 연방대법원은 1946년 연방형사소송

51) 만약 피압수자나 친족 등의 참여자가 있거나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는 수사기관의 
긴급압수는 법원의 사후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52) Amendment IV.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53) 미연방대법원에 따르면, 수정헌법 제4조는 법을 집행하는 정부 관료(수사기관)를 중립적이고 이해
관계 없는 존재로 보지 않고, 집행당국의 재량이 심사되지 않을 경우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을 간과하
고 유죄를 입증할 증거획득에 치우칠 수 있다는 역사적·경험적 판단이 있었기에 중립적 제3자인 판사
가 자의적 권한행사를 방지하여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본다. United States v. United States Dist.
Ct., 407 U.S. 297, 316-317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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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제정하여 연방법원에서의 형사소송절차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주정부도 각

기 상이하기는 하나 연방헌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형사소송법을 제정

하여 주법원에서의 형사소송절차에 적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상당부분은 연방형

사소송규칙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55)

1) 체포제도

미국은 체포와 구속을 구분하는 우리 법제와 달리 체포(arrest)의 계속을 구속과 

같은 상태로 간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미국법제에서는 체포영장(arrest for

warrant)만이 존재하고 있다.56) 체포는 형사소추(criminal prosecution)나 조사

(interrogation)를 목적으로 사람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붙잡아 구금하는 것이다.57)

체포에는 소장(complaint)을 작성하여 치안판사에게 제시하면 치안판사가 이를 읽어

보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부하게 되는 영장에 의한 체포, 경찰

관이 있는 곳에서 범죄가 발생하거나 시민이 어떤 특정 범죄의 범인을 체포하는 경

우인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로 구분된다.58) 미국의 경우 법원이 체포영장을 원

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민사 책임으로부터 경찰관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영장에 의한 체포가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영장이 헌법적으로 요구되는 것도 

아니기에 경찰실무상 체포의 95%가 영장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59) 또한 주

마다 영장 없는 체포에 관한 규정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중죄범은 영

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요건으로 경찰관 면전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 공공장

소인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경죄범의 경우는 즉시 체포

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경우, 관련사건이 교통사고일 경

우, 경찰관 면전이 아니더라도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54) 연방형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41(b)(1)에서는 압수·수색할 물건이나 사
람이 존재하는 지역의 치안 판사를 영장 발부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치안판사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이지만, 법관이나 변호사가 아니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법부서에 근무하
고 있었고 직책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이유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였음을 이유로 연방법원의 서기가 
영장을 발부한 사안에 대해 적법하였다고 판단한 사례로는, Shadwick v. City of Tampa, 407 U.S.
345, 350, 352 (1972).
55) 이상윤(2002), 『영미법』, 박영사, 469면.
56) 연방헌법 수정 제4조는 압수·수색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만, 체포는 사람에 대한 일종의 압수로 간
주되고 따라서 연방헌법 수정 제4조의 규정은 체포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에 따라 체포가 적법한 경우 
그에 수반하는 압수·수색 또한 적법한 것이 되고 체포가 위법한 경우 그 이후 취득한 증거는 모두 위
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된다. Brower v. County of Inyo, 486 U.S. 593 (1989).
57) Dunaway v. New York, 442 U.S. 200 (1979)
58) 정세종(2003), “강제수사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7호, 302쪽.
59) 정세종, 앞의 논문, 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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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수·수색 제도

미국 헌법 하에서는 영장이 있는가가 쟁점이라기보다는 그 강제처분이 합리적인 

것이었는지에 대해 판단한다. 미국에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

유’(probable cause)가 있어야 한다. 수사기관이 상당한 이유를 제시함에는 선서에 

의한 진술60)이나 무선서 진술(oath or affirmation)에 의하여 뒷받침하여야 하며, 미

리 수색을 할 장소와 압수를 할 물건을 특정하여야 한다(must describe in

particularity the place they will search and the items they will seize). 판사는 상

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하여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상당한 이유’는 단순한 범죄혐의(mere suspicion)보다는 높

으며 혐의를 유죄로 이끌기 위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beyond

reasonable doubt)보다는 낮은 단계로 이해된다.61) 영장의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은 아니므로,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영장은 전화 또

는 구두진술에 의해서 발부될 수 있다. 만약 수사기관의 압수와 수색에 상당한 이

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획득한 혐의 관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

(exclusionary evidence)가 된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압수·수색은 실질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영장 없는 수색과 압수시의 상당한 이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은 법집행기관에게 있다. 만약 수사기관이 체포현장에서나 긴급 상황에서 영장 없

이 압수수색을 행하는 경우, 그러한 압수수색이 행해지는 상황이 합리적인 것이었

다면 그 압수수색은 영장을 받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합헌적이고 적법하므로 

사전 영장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다시 영장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

이다.

60) 이는 선서진술서(affidavit) 제도로서, 수사기관은 영장을 청구할 때 내용이 허위일 경우 위증죄의 
처벌을 부담하기로 하는 제도이다. 영장 청구에 있어 선서진술서의 작성은 ① 수색영장이 발부되어야 
할 상당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사실에 관하여 선서를 하도록 함으로써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
되고, ② 이후 수사기관이 수색의 결과 압수물을 확보하고 법원에 압수목록을 제출하면, 판사는 영장
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며, ③ 본안재판에서 피고인의 증거 배제 
신청이 있을 경우 증거획득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근거가 된다. 사법정책
연구원, 앞의 논문, 84쪽.
61)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50% 초과(more probable than not, 즉 그럴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
능성보다 높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27 -

3) 사전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

미국에서 프라이버시의 기대를 가지는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 및 수색은 원칙

적으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당시에 압수·수색을 실시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면 그것은 적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62) 이러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으로 미국은 

① 적법한 체포에 수반하는 수색의 예외, ② 피처분자의 동의에 의한 예외, ③ 긴급

한 상황에 의한 예외, ④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에 의한 예외, ⑤ 자동차 수색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다만, 본 논문은 수사기관의 긴급 강제처분과 관련한 내용

을 중심으로 다루므로 아래에서는 ① 합법적인 체포에 수반하는 수색의 예외, ③

긴급한 상황에 의한 예외, ⑤ 자동차 수색에 대한 예외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

다.

가) 합법적인 체포에 수반하는 수색의 예외

피의자 체포에 수반하는 영장 없는 수색은 1969년 Chimel v. California 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Chimel은 강도 혐의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는

데, 당시 출동한 경찰은 피의자가 있는 방 이외에 다락방, 창고 등 집 전체를 수색

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은 “체포를 집행하는 수사관이 체포에 

저항하거나 탈출하기 위해 사용할 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피의자 수색은 합리적이

다”, 그리고 “증거의 멸실이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수색 또는 증거의 압수를 위

해서 필요하다”고 판시하여  피처분자의 “직접적 지배범위”에 대한 영장없는 수색

에 충분한 정당성이 있다고 하였다.63) 여기서의 “직접적 지배범위”란 피처분자의  

몸과 피처분자가 무기나 혐의와 관련하는 증거를 잡기 위해 도달 할 수 있는 거리

(wingspan : 양팔 간격)를 의미한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경찰관들이 Chimel을 집 안에서 체포한 것은 적법

한 것으로 보면서도 피의자의 집 전체를 수색한 것에 대하여는 합리성이 있는 행위

라고 보지 않았다. 체포에 수반하는 영장 없는 수색은 체포자인 경찰 보호와 피체포

62) 다만, 이는 불합리한 압수·수색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규정한 연방 수정헌법 제4조의 ‘합리성’
관념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州) 헌법상 관련 규정이 이러한 관념에 기초하지 않는 경우에
는 연방사건에서 인정되는 영장주의의 예외 법리가 주 사건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State v.
Snapp, 174 Wash.2d 177 (2012) 판결에서 워싱턴 주 대법원은 주 헌법상 사생활보호 조항이 연방 수
정헌법 제4조와 달리 ‘합리성’의 관념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연방 차원에서 인정되는 
‘자동차 수색의 예외’와 더 나아가 자동차 수색의 맥락에서 적용되는 체포에 수반된 수색의 예외 적용
을 부정하고 있다. 사법정책연구원, 앞의 논문, 87쪽.
63) 이와 같은 법리는 해당 판결 말고도 U.S. v. Robinson, 414 U.S. 218, 235; U.S. v. Chadwick, 433
U.S. 1, 14-15 (1977); New York v. Belton, 453 U.S. 454 (1981); Arizona v. Gant, 129 S.Ct 1710,
1715-1719 (2009) 등 많은 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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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체포 전, 체포 중, 체포 후 접근 가능한 증거의 파괴를 막기 위해 허락된 것이

고 피처분자의 직접적 지배범위를 넘어선 수색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United v. Robinson 판결64)은 경찰이 취소된 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던 피의

자를 체포, 몸을 수색하던 중 피의자의 코트 안주머니에서 담뱃갑 안에 보관된 헤

로인 캡슐을 발견하여 이를 압수한 사안이다. 수사기관의 이러한 수색 및 압수행위

에 대해 법원은 “경찰은 ‘체포에 수반한 수색’에 근거해 체포된 자가 무기를 소지하

였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든 없든, 합법적으로 체

포된 자를 수색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수사기관의 피처분자의 침해가 

이미 적법한 것인 만큼, 적법한 침해(체포)에 수반하는 수색은 추가적인 정당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65)

이후 New York v. Belton 판결66)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자동차 수색을 한 사

안에 대해서, 피의자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경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더라

도 피의자의 “직접적인 지배(immediate control)”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동차 전

체(자동차의 좌석, 차안의 모든 물건 등)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이 가능하다고 확인

하였다.

그러나 Arizona v. Gant 판결67)에서는 기존의 New York v. Belton 판결을 뒤집

으며, 수사기관의 피의자 체포에 수반하는 수색 당시 피의자가 차량에 접근할 수 

있거나, 체포 혐의에 해당하는 관련 증거가 피체포자의 차 안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체포현장에서 피의자의 자동차 

내부 수색을 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다. 이는 체포에 수반하는 영장 없는 수색의 범

위를 종전보다 더 제한하는 것이었다.

체포가 적법하기만 하면 영장에 의한 체포이든,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체포이든 

그에 수반하는 수색의 적법성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러한 수색은 피체포자

의 지배영역이라는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체포에 수반하는 수색은 경찰관

의 안전 확보, 도주방지, 증거의 은닉 또는 인멸 방지 등의 사유가 그 정당한 사유

로서 인정된다. 수색 자체에 대해서는 체포에 요구되는 만큼의 상당한 이유가 요구

64) 414 U.S. 218, 94 S.Ct.. 467, 38, L.Ed.2d 427 (1973)
65) 김영규(2014), 미국 연방대법원의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판결의 의의, 형사정책
연구 제25권 제4호, 248쪽.
66) New York v. Belton, 453 U.S. 454 (1981)
67) Arizona v. Gant, 556 U.S. 33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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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는 않으나, 피체포자의 신체와 직접적 지배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고, 체포와 동시(contemporaneous)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 또한 존

재한다. 여기서 체포와의 동시성의 의미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 체포에 앞서 수색이 

행해질 수도 있고, 체포 후 수색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어 체포에 수반하는 수색의 

시점이 반드시 체포의 시점과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

해된다.68)

나) 긴급한 상황(exigent circumstance)의 예외

긴급한 상황은 사전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사전 영장의 

발부 절차가 의미가 없는 등의 다양한 상황을 포함한다. 주로 지체하면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 타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의자를 추격하는 경우 등

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경찰이 용의자에 대한 추격(hot pursuit) 도중에 용의자가 

그 집으로 들어갔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다.69) 긴급한 상황에서의 영장주의의 예외와 관련하여 ‘긴급한 

상황’의 해석은 본 논문에서 논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과 연관이 있기에. 이와 관한 

자세한 논의는 제4장 제4절의 우리 형사소송법의 긴급성 요건의 비교 검토 부분에

서 논하고자 한다.

다) 자동차에 대한 수색

미국 연방대법원은 1914년의 Weeks 판결에서 영장에 의하지 않고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수정헌법 제4조의 기본원칙을 세운 이래로, 자동차 수색

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요구하였다.70) 그러나 Robbins v. California 판결 

이후부터는 사전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영장 없는 자동차 수

색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자동차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이 정당화되는 사유에 

대하여는 ① 자동차의 기동성, ② 자동차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 기대의 감소, ③

자동차가 교통 수단으로 사용되고, 거주나 동산의 창고로 사용되지 않는 점에서 자

동차 안에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71)

자동차 수색의 범위는 대상물과 수색의 대상물이 발견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의하여 한정된다. 금제품, 증거물이나 범죄의 수단과 같은 

68) 이윤제, 앞의 논문, 9-10쪽.
69) 박창호/이동희/임준태/표창원/이영돈(2004), 『비교수사제도론』, 박영사, 575면.
70) Carrol v. United States, 267, U.S. 132 at 156 (1925).
71) Robbins v. California, 453 U.S. 420(1981); Del Carmen, Rolando V./Hemmens, Craig,
Criminal Procedure and the Supreme Court, Rowman & Littlefield, 2010, 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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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압수하고자 하는 정당한 이해를 가진 물건이 차 안에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72) 체포에 수반하는 수색의 경우, 그 수색의 범위는 피처분자의 직접적 

지배 범위 내의 것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피처분자를 체포 후 자동차를 수색할 때

에는 자동차의 내부 전체를 수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동차 수색의 시간적, 장소적 한계와 관련해서는 피처분자의 프라이버시를 

새롭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를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경우 해

당 차량을 견인하여 보관하다 수 일이 지난 후 수색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판

시하였다.73) Chambers v. Maroney 판결74)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당시에 증거인멸이 

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면 경찰관이 자동차를 압수하여 타인의 사용을 금

지할 수 있고, 이후 경찰서에서 영장 없이 자동차 수색을 한 행위 또한 적법하다고 

보았다. 이는 법원이 자동차가 경찰서의 점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증거물 보존에 

대한 어떠한 위험성 없이도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수

색이 유효하다고 바라본 것이었다.

4. 검토

독일과 일본에서의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은 일정한 법적 근거에 따라 행해질 수 

있고, 원칙적으로 체포, 압수, 수색은 법관의 통제에 따라 이루어지며 긴급성 등 일

정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사후에 법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독일은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다르게 ‘지체의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법관의 사전 영

장 없이도 대인적 강제처분에 수반하지 않는 긴급 압수·수색 제도를 두고 있다. 미

국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당시의 판단을 존중하여 긴급 체포 및 긴급 압

수수색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상당한 이유’라는 

그에 비해 다소 포괄적 요건을 원칙으로 삼아 ‘상당한 이유’의 요건이 충족될 때 영

장 없는 강제처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영장 없이 강제처분이 행해졌더라

도 이에 대해 법원이 사후 영장을 요구하지 않고 추후 유죄판단의 심사단계에서 위

법수집증거의 여부를 판단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72) 최창호, “영장 없는 자동차 수색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4호, 2014, 263쪽.
73) United States v. Johns, 469 U.S. 478(1985). 해당 판결은 세관 직원이 마리화나를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트럭을 정지시켜 짐을 꺼내 정부 트럭 창고에 보관시키고 3일이 지난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지 아니하고 밀봉된 짐을 열어 보자, 그 안에서 마리화나를 발견한 사안이었다. 해당 
사안에서 피고인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 및 발부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
장 없이 수색을 실시한 것은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하다고 주장하였
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자동차 수색에 대해 즉각적인 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없다고 주
장하며, 해당 사안의 경우 3일 정도의 지체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74) Chambers v. Maroney, 399 U.S. 42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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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사소송법의 긴급 강제처분 제도는 일본과 독일의 제도와 다소 유사하나,

형사소송법 제217조에서 규정하는 긴급체포에 수반하는 긴급 압수·수색제도는 외국

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그 압수수색의 범위(피의자가 소유, 소지, 보관), 시간적 범위

(체포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있어 유사한 입법례를 발견할 수 없었다. 특히 우리 

법은 일본의 형사소송법을 토대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본 형사소송법

에는 제217조와 유사한 규정이 발견되지 않는 바, 그 경위에 대해 의문이 있다. 앞

으로 논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217조 규정과 관련한 내용이니만큼, 제217조 규정의 

입법연혁을 검토함으로써 그러한 규정의 제정경위와 관련한 논의를 자세히 살펴보

고자 한다.

제 3 장 형사소송법 제217조의 제·개정 연혁

제 1 절 일제 조선형사령 

1. 1912년 초기 조선형사령

1910년 일본은 조선을 합병하고, 1911년 3월 25일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법률 제30호)을 통과시켰다. 이후 이 법률은 1945년까지 조선의 식민지 지배

법제의 근거법령이 되었다.75) 이 법률로 인하여 식민지 조선은 일제의 내각이 아닌 

일왕(日王)의 직할통치 하에 놓이게 되어 최후까지 제령, 칙령 등을 통해 지배되었

다. 또한 일제의 법률이 조선에 ‘적용’되는 대신 조선민사령, 조선형사령 등이 법원

을 경유하여 일본의 법률이 ‘의용’(依用)되었다.76) 그 중 형사 관련 법령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이 조선형사령(1912, 제령 제11호)이었다. 이 조선형사령은 식민지 상태 

하의 조선에서의 형사에 관한 실체 및 절차규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일제에 

의해 조선에 강요되던 형사에 관한 법률의 거의 전부를 이루는 것이었다.77)

조선형사령은 제1조에서 “형사에 관한 사항은 본령 기타의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75) 박병호(1987), 『한국법제사고』, 법문사, 433쪽.
76) 일제는 당초 한일합병조약 공포 당일 긴급칙령의 형식으로 제1조에서 “조선에 있어 법률을 요하
는 사항은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정한다.” 제4조에서 “일본법률 중 그 전부 혹은 일부를 조선에 시행할 
것을 요하는 것은 칙령으로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1911년 일본의회는 칙령승인을 유보하고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77) 신동운, 앞의 논문, 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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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일본의 형사소송법

(명치 형사소송법) 등 12개의 형사법을 의용하고 있었다. 명치형사소송법에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현행범 및 준현행범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그 사건이 급속을 요하

는 때에 한하여 예심판사78)를 기다리지 않고 예심판사에게 이 사실을 통지한 후 범

죄현장에 임검(臨檢)하여 예심판사에게 속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당시 명치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하고 있었던 급속을 요하는 때의 수사기관이 행할 수 

있는 강제처분과 관련한 규정(제144조, 제146조, 제147조)은 다음과 같다.

명치 형사소송법은 “중죄” 또는 “지방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죄의 현행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한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예심

판사에 속한 처분(체포, 압수, 수색, 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원칙

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급속을 요하는 때 발한 처분에 대해서는 재판소 판사

78) 예심제도는 검사나 피고인으로부터 독립한 제3자인 예심판사가 해당 사안을 공판에 회부할 것인
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범죄 성립의 확신’을 얻은 경우에만 공판을 개시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범죄 혐의가 객관적으로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고인을 무리하게 기소하는 것을 방지
하게 하는 취지였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2017), “근대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재판”, 90쪽.

제144조

① 지방재판소 검사 및 구재판소 검사는 예심판사보다 먼저 중죄 또는 지방재

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죄의 현행범을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심판사를 기다리지 말고 그 취지를 통지하고 범죄 장소에 臨檢하여 예

심판사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단, 벌금 또는 과료 및 비용배상을 언도할 수

없다.

② 증인 및 감정인의 공술은 선서없이 들을 수 있다.

제146조

① 구재판소 검사는 그 재판소 관할에 속하는 경죄의 현행범을 인지한 경우에

그 사건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44조에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만일 피고인에 대하여 구류장을 발한 때에는 3일 내에 기소의 절차를 행하

여야 한다.

제147조

① 제144조, 제146조에서 검사에게 허용된 직무는 사법경찰관도 임시로 할 수

있다. 단, 구류장을 발할 수는 없다.

② 사법경찰관은 증빙서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속히 관할재판소 검사에게

송치하고, 피고인을 체포한 때에는 함께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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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후영장 등 오늘날과 같은 통제를 받지 않았다.

조선형사령은 이러한 명치 형사소송법을 의용하였으나, 그 입법취지가 식민통치

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기에 강제수사에 관한 수사기관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는 규

정을 마련하였다.79) 조선형사령 제12조를 보면, “수사의 결과 급속처분을 요하는 것

으로 사료되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전에 한하여 영장을 발부

하고 수색과 물건에 대한 차압80)을 할 수 있었다. 즉, 급속을 요하는 사건(요급사건)

의 경우, 현행범 뿐만 아니라 ‘현행범이 아닌 사건에까지’ 구체적 요급사유를 두지 

않은 채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였다. 조선형사령 중 이러한 대

인적, 대물적 강제처분과 관련한 규정 전문은 다음과 같다.

또한 조선형사령은 사법경찰관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되는 경우

의 유치권에 대한 규정도 규정하고 있었다.

79) 나아가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는 ‘범죄즉결례’(犯罪卽決例)에 의해 소위 경미한 범죄의 상당부분까
지도 경찰의 즉결처분에 의하도록 하고 있었기에, 명치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중죄에 대한 필요적 
예심 규정은 사실상 의미가 없었다.
80) 일본 형사소송법은 差押과 領置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그의 상위개념을 押收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차압에 대응하는 개념을 압수라고 표시하고, 이 압수와 영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다시 압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차압에 대응하는 압수는 좁은 의미의 압수로,
이것과 영치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서의 압수는 넓은 의미의 압수라고 부르게 된다. 신동운
(역)(2003), 『미츠이 마코토·사카마키 타다시의 ‘입문 형사소송법’』, 법문사, 74쪽.

제11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명치)형사소송법 제144조, 제146조 또는 제147조의

場合에 犯所에 臨檢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臨檢을 하지 않고 예심판사

에게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

① 검사는 현행범이 아닌 사건이라도 조사의 결과, 급속한 처분을 요할 것으

로 사료하는 때에는 공소제기 전에 한하여 영장을 발하여 검증, 압수, 물건차압

을 하고 피고인, 증인을 심문하거나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다. 단, 벌금, 과료

또는 비용배상의 言渡를 하거나 또는 宣渡를 하게 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허한 직무는 사법경찰관도 또한 假로 이를

행할 수 있다. 단 구류장을 발할 수는 없다.

제13조

① 사법경찰관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한 후 금고 이상

의 형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되는 때에는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유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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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조선형사령은 식민지 조선의 통치를 위하여 일본에서의 적용되던 명치 형사

소송법에서의 수사기관의 권한보다 더 큰 권한을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어떠한 사

건이 ‘요급사건’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조차 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사실상 

수사기관이 예심판사의 권한에 거의 준하는 강제처분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2. 1924년 조선형사령

1924년 개정된 조선형사령은 1922년 제정되어 1924년 시행된 대정(大正)81)형사소

송법을 의용하였다. 대정형사소송법의 가장 큰 특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권한확

대였다. 기소편의주의의 확립과 함께 조사절차에 있어서의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강제처분권의 강화는 대정 형사소송법을 ‘검찰관 사법의 확립’이라고까지 부르게 되

었다.82) 대정 형사소송법에서 역시 명치 형사소송법과 같이 공판절차 이전단계에서

의 강제처분권은 원칙적으로 예심판사에게만 인정하였다. 하지만 대정 형사소송법

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명치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하고 있었던 현행범 및 준현행

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권 이외에도, ‘요급사건(要急事件)’이라는 개념을 도

입하여 이러한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에게 구인, 구류, 압수수색, 검증 등

의 권한을 인정하였다.83)84)

81) 大正은 ‘다이쇼’(일왕의 통치를 의미)라고 호칭된다. 청일전쟁(1894년), 러일전쟁(1904년)을 거치고,
大正시대(다이쇼시대:1912∼1926년)에는 다이쇼데모크라시라고 하여 일본에서 정치, 사회, 문화 각 방
면에서 민주주의, 자유주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면서, 국가의 치안정책이 강화되었다. 이정민(2018),
“일본의 수사제도 운영과 그 전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60호, 6쪽.
82) 신동운, 앞의 논문, 157쪽
83) [大正형사소송법 제123조] 左의 경우에 급속을 요하여 판사의 구인장을 구할 수 없는 때에는 검찰
관은 구인장을 발하거나 또는 이를 다른 검찰관 혹은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하거나 혹은 촉탁할 수 있
다.

1. 피의자가 정해진 주거를 가지지 아니한 때
2.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지 아니한 때
3. 현행범의 조사로 인하여 그 사건의 공범을 발견할 때
4. 기결의 수인 또는 본법에 의하여 구금된자가 도망한 때
5. 사체의 검증으로 인하여 범인을 발견한 때
6. 피의자가 상습으로 강도 및 절도의 죄를 범한 자인 때

84) [大正형사소송법 제170조] ➀ 검사는 제123조 각호의 경우 또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이를 수취
한 경우에 있어서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공소제기전에 한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하거나 또는 이를 타 
검사 혹은 사법경찰관에게 명령 또는 촉탁할 수 있다. ➁ 사법경찰관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소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전항의 유치기간 내에 증빙서류 및 의견서와 함께 피고인을

관할 재판소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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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을 의용하여 1924년 조선형사령에서는 제12조에서 “검

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경우 외에 사건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긴급한 처

분을 요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의 제기 전에 한하여 압수·수색·검증 및 

피의자의 구인, 피의자 또는 증인의 신문·감정·통역 또는 번역의 처분을 할 수 있

다.”고 검사의 요급처분을 인정하고,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허가한 처분은 

사법경찰관도 행할 수 있다.”고 하여 사법경찰관의 요급처분까지도 인정하였다.

대정 형사소송법상의 이와 같은 변화는 당시 식민지 조선 내의 조선형사령 하에

서는 큰 의미가 없었다. 이미 식민지 조선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요급사건이

라는 기준하에 강제처분권을 폭넓게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정형사소

송법의 제정은 1924년의 조선형사령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변화는 없이 체계상의 변

화만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85)

제 2 절 미군정법령 제176호86)

1945년 광복 후 미군정 당국은 미군정법령 제21호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선형사령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다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의 

선거를 앞두고 유엔 선거감시단이 내한하여 감시활동을 함에 따라서 선거의 자유분

위기를 보장하기 위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군정 당국

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권에 관한 종래의 규정을 영미식으로 대폭 개정하는 조치를 

단행하여  미군정법령 제176호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공포하였다.87) 미군정법령 

제176호 제1조는 “본령은 불법구속에 대한 인민의 자유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

여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기존의 인신구속절차의 폐단

을 해결하고자 하였다.88) 1948년 미군정법령 제176호의 공포 이후 일제 하에서 유

지되던 조선형사령은 모두 폐지되었다.

미군정법령 제176호는 ‘응급조치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의 형

사절차법을 부분적으로 폐지하고 새로운 형사절차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제정 과정

에서 형사소송 절차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미군정 당국의 방향성을 따르고 있었으면

제기전에 한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하거나 또는 이를 타 사법경찰관에게 명령 또는 촉탁할 수 있다.
85) 신동운, 앞의 논문, 159쪽.
86) 『형사소송법 제·개정 자료집』(신양균 저)에서는 미군정법령 제176호를 ‘의용 형사소송법’이라고 
명칭하며 ‘제1장 제정 이전의 법령’이라는 목차로 구분하고 있다.
87) 신동운(2001), “수사지휘권의 귀속에 관한 연혁적 소고(Ⅱ)”,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제2호, 238쪽.
88) 신동운, 앞의 논문, 34쪽,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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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동시에 미군정 당국은 가급적 한국인 법률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려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형사소송법 개정해설』의 저자인 민복기(당시 사법부 

법제국장), 정윤환(당시 고등법원 판사)은 조선형사령을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평

가하며, 그러한 악법의 개정인 미군정법령 제176호 공포에 역사적 정당성과 당위성

을 부여하였다. 또한 미군정법령 제176호의 제정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해방 직후부

터 종래의 법제의 개폐에 대하여 연구와 토의를 거듭하여 오던 중 1947년 3월에 위

선 긴급한 인권옹호에 관한 조선형사령의 관계조문개정의 성안을 얻어 군정당국자

와 사법부, 대검찰청, 경무부와 토의한 결과 총 선거를 앞두고 금번의 개정법령이 

공포된 것이니”89)라고 표현하여 사법부, 대검찰청, 경무부의 토의를 거쳐 대법원에

서 1947년 3월 제176호의 초안을 마련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초

안은 당시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검찰제요』라는 책 부록에 실려 있는 입법과정에

서의 여러 초안 중 『형사소송법 응급조치에 관한 건의 요강(대법원안)』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닌 지에 대한 추측이 있다.90)

대검찰청 발행 『검찰제요』에 실린 이 초안들은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 응급조

치에 관한 건의 요강(要綱)(대법원 안)’, ‘형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령(사법부 원안)’,

‘길리암 사법부 미인(美人) 고문의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 ‘사법부 안에 대한 수정

이유(대검찰청 대안)’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초안들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미군

정법령 제176호의 긴급강제처분, 특히 제217조 규정의 원형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바, 다음에서는 각 초안의 내용 중 긴급 강제처분과 관련한 조문들을 검토하여 당

시 긴급 강제처분에 관한 입법의식과 논의되던 제217조 규정의 원형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1. 형사소송법 응급조치에 관한 건의 요강(대법원안)

형사소송법 응급조치에 관한 건(件)의 요강(要綱)(이하 대법원안)의 구성은 신체구

속을 당한 피의자의 변호인선임권 인정(제1항), 변호인의 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교

통권 보장(제2항), 변호인의 피의자를 위한 증거제출권(제3항), 조선전지역에 간이재

판소를 설치하고 특별심판관 제도는 폐지함(제4항),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류의 영장을 발하지 못함(제5항), 체포장과 구류장의 발부절차(제6항), 압수

수색검증의 사전영장주의와 그 예외(제7항),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경우 검찰의 

공소제기기간, 경찰의 검찰 송치기간 도과에도 석방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석방

89) 민복기/정윤환(1948), 『형사소송법개정해설』, 조선출판문화사, 46쪽.
90) 심희기(1995), “미군정법령 제176호 형사소송법의 개정”, 법사학연구 제16호,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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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신청(제8항) 등 총 8개항이었다.91) 이 중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법관의 

영장주의와 그 예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1) 심희기,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129-130쪽.

제5항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류의 영장을 발하지 못함(구인장을 체

포장이라 칭함).

제6항

체포장 及 구류장의 발부,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는 左의 규정에 의함.

가.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유하다고 사료할 상당

할 이유가 있을 시는 재판소로부터 체포장의 발부를 득하야 次를 체포함. 단 급

속을 요하는 사건으로서 체포장 발부를 청구할 餘暇가 無한 시에는 피의자에게

그 이유를 고한 후 次를 체포함. 左但書의 경우에 체포관헌은 재판소에 대하야

‘지체없이’ 체포장의 발부를 청구함을 요함. 피의자의 체포시로부터 48시간이 경

과하도록 체포장의 발부가 無한 시는 즉시 석방함을 요함.

나. 현행범인 또는 ‘가’호의 규정에 의하야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에는92) 체포

관헌은 그 체포된 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재판소에 대하야 구류장의 발부를 청

구함을 요함. 재판소는 ‘가’호 단서의 규정93)에 의하야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에

는 체포장과 동시에 구류장을 발부함을 득함.

다. 전 각호의 경우 또는 기타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구류장

집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일건 서류 급 증거물과 공히 피의자를 관할검찰청에

송치함을 요함. 단 5인이상 다중범죄, 연속범 또는 병합죄로서 又기간 내에 송치

하기 불능한 사건에 대하야는 재판소의 허가를 득하야 그 유치기간을 연장함을

득함. 우 유치기간연장허가는 2회를 한도로 하고 매 회의 기간은 10일을 초과하

지 못함.

라. 전호의 규정은 검찰관의 공소제기 기간에 관하야 이를 준용함.

마. 전2호에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사건의 송치 또는 공소의 제기가 무

한 시는 피의자는 즉시 석방함을 요함.

제7항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은 재판소의 영장발부가 無히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함을 부득함. 단 현행범인을 체포할 경우, 체포장 또는 구류장을 집행할 경우에

는 此限에 부재함. 급속을 요하는 사건으로서 재판소에 대하야 영장발부를 청구

할 餘暇가 無한 시는 此를 집행하고 그 사유를 구하야 지체없이 재판소의 승인

을 구함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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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인 검찰관이 스스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임의로 유치명

령을 내려 수사기관 고유의 권한으로서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었던 조선형

사령은 미군정기 법률가들에게 대표적인 악법으로 인식되었기에, 영장주의의 원칙

은 대검찰청 안을 제외하고는 다른 원안에서 지배적인 대세론이었다. 수사기관의 

영장발부 권한에 대한 개선의식은 대법원 안에서도 보이는데, 제5항에서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류의 영장을 발하지 못함”이라 하여 인신구속의 원

칙적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였다. 제6항 단서에서 “급속을 

요하는 사건으로서 체포장 발부를 청구할 餘暇가 無한 시에는 피의자에게 그 이유

를 告한 후 此를 체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체포 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영

장발부를 필요적으로 받아야 함을 규정하여 영장 없는 인신구속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법관의 사후 통제적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편 제7항은 검찰관과 사법경찰관이 사전 영장 발부가 없이는 원칙적으로 압수·

수색을 행할 수 없으나, 동 항 제2문에서는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와 체포장 또는 

구류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사전영장을 요하지 않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체 구속에 수반하는 긴급 압수·수색 처분에 대해서

는 영장을 사후적으로도 필요로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7호의 3문에서

는 ‘급속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인신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요급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행할 수 있음을 의

미함이 타당하다. 하지만 이러한 요급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해 지체 없이 재판소의 사후 승인을 구할 것을 규정

하고 있었다.

2. 형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령(사법부원안)

형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령(사법부 원안) 역시 조선형사령에서 인정하고 있던 수

사기관의 영장발부권을 폐지하고(제7조), 대인적 강제처분과 사전 영장의 예외(제8

조), 대물적 강제처분과 영장의 예외(제9조), 영장 없는 요급처분의 사후절차(제10조)

에 대해 규정하였다.

92) 심희기는 해당 구문이 영장에 의한 체포와 긴급체포 모두를 지칭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93) 심희기는 ‘가’호 단서의 규정이 긴급체포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제7조

검찰관 又는 사법경찰관은 구인장 及 구류장을 발부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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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은 제7항 제3문과 제6항 단서에서 긴급 압수수색 및 긴급 체포의 요건

을 ‘급속을 요하는 사건으로서 영장 발부를 청구할 여가가 없을 때’로 규정하고 있

는 바, 여기서의 ‘급속을 요하는 것’은 조선형사령의 ‘요급사건’의 경우처럼 매우 막

연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는 당시 대법원 안과 함께 논의되었던 사법부 원안과의 

비교가 의미 있다. 사법부 원안 제8조에서는 원칙적 사전 체포 영장주의를 취하면

서도 “다음 각 호의 일(一)에 해당하고 급속을 요하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즉, 제8조 단서는 긴급 체포제도를 규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

다.

제10조 제1항에서는 “제8조 단서에 의하야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한 경우에 재판

소 소재의 시, 부, 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재판소가 소재하지 않은 부, 군, 도에서

는 5일 이내에 체포영장의 발부를 受함을 요함. 此의 발부를 득하지 못한 시는 피

제8조

何人을 불문하고 재판소의 체포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의한 신체의 구속을 받

지 않이함. 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피의사건으로서 각 호의 一에 해당한 경

우에는 급속을 요하는 시에는 此限에 있지 않이함.

1.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현행범인 때,

3. 현행범의 취조에 의하야 그 사건의 공범을 발견한 시,

4. 재감수형자 또는 미결구금자가 도망한 때,

5. 사체검증에 의하야 범인을 발견한 시,

6. 피의자가 죄증인멸의 우려가 있는 때,

7. 피의자가 도피하였거나 또는 도피할 우려가 있는 때

제9조 검찰관 又는 사법경찰관은 재판소에 수색영장 없이 압수, 수색 又는 검

증을 하지 못함. 단 전조 단서의 경우 구인장, 구류장 又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此限에 있지 않이함.

제10조

검찰관 又는 사법경찰관이 제8조 단서에 의하야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한 경우

에 재판소 소재의 시, 부, 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재판소가 소재하지 않은 부,

군, 도에서는 5일 이내에 체포영장의 발부를 受함을 요함. 此의 발부를 득하지

못한 시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함을 요함.

전항의 경우에 수색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은 그 점유자에게 환부함

제1항에 의하여 석방된 자에 대하야는 체포영장 없이 당해 피의사건으로 更히

신체의 구속을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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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를 즉시 석방함을 요함.”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대법원 안과 마찬가지로 긴급

체포 후 일정한 시간적 한계 내에서의 사후적 영장발부 절차 및 요건에 대해 규정

하는 것이었다.

사법부 원안 역시 대법원 안과 마찬가지로 제9조에서 “검찰관 又는 사법경찰관은 

재판소에 수색영장 없이 압수, 수색 又는 검증을 하지 못함. 단 전조 단서의 경우 

구인장, 구류장 又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此限에 있지 않이함.”이라는 규

정을 통하여 제8조 단서의 긴급체포를 행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여 긴급 압수, 수색

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10조에서는 제8조의 긴급체포 이후 “전항의 

경우에 수색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은 그 점유자에게 환부함”이라고 규정하여 긴급

체포 이후 사후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그에 부수하는 압수·수색의 결과물 

또한 환부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사법부 원안의 가장 큰 특징은 대법원 안과 달리 긴급체포가 인정되는 7가지 사

유를 인정하면서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피의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긴급체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시에 사법부 원안은 긴급체포에 수반하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면서, 대법원 안이 규정하고 있었던 재판소의 사후 승인제도에 대해서는 규

정하고 있지 않았다.

3. ‘길리암 사법부 미인 고문’94)의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

길리암 사법부의 미인(美人) 고문의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이하 길리암 초안) 또

한 대법원안 및 사법부안과 마찬가지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영장발부권을 인정

하지 않았다. 길리암 초안 제1조에서는 “심판원 또는 특별심판원이 배치된 地에서

는 심판관 또는 특별심판원의 체포영장 없이는 何人이라도 구인, 구류되지 않음”이

라고 규정하여 영장발부는 ‘심판관 또는 특별심판원(치안관)’의 권한임을 명확히 하

였다. 그리고 동조 단서에서 “현행범, 도망을 방지함에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此

限에 부재함”이라고 규정하여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를 규정하였다. 또한 제2조와 

제3조에서 체포에 대한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석방하도록 

하고, 제4조에서는 체포에 수반하는 긴급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다.

94) 미군정청 사법부(Department of Justice)는 해방 이후 조선총독부 총무과, 법무국 등의 직제와 기
능을 통합하여 만든 부서이다. 길리암은 미군정 사법부 고문보(Asst, Advisor)로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만, 당시 사법부에서 담당했던 법안들의 법안명이 제출자 내지 법안 담당 
부서장의 이름을 따서 호칭했던 관행을 고려하면, 이들이 직접 단독으로 법안을 작성했다기 보다는 법
안 제정위원회 내지 개정위원회에서 작성된 작성된 법안으로 보인다. 김수용(2020), “미군정청 사법부
의 조직 개편과정과 소속인물”, 세계헌법연구 제26권 2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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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리암 초안의 제2조부터 4조까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길리암 초안에서 대법원 안이나 사법부 원안과 달리 영장발부권한을 재판소가 아

닌 심판관 또는 특별심판원에게 인정한 것에 대해, “미국의 경우 영장발부가 원칙

적으로 치안판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규 법률가이어야 한다는 한국 사법 

실무가들의 개념을 미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점”이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95) 여기서의 특별심판원이란 ‘치안관’이라는 명칭으로 임명된 법원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1946년 1월 10일자 미군정법령 제41호에 의하여 범죄즉결례를 폐

지하며 그와 함께 즉결심판사건의 처리를 담당하는 직책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96)

특별심판원은 법원 서기나 경찰관 중에서 임명된 비정규법률가였다.97) 길리암 초안

은 심판관 또는 특별심판원이 배치된 지역과 배치되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여 피의

자를 체포 영장 없이 체포한 경우 각각 48시간과 7일의 구금 가능 기간을 설정하였

다.

길리암 초안은 대법원 안과 사법부 원안에 비해 긴급체포의 요건에 관하여 매우 

95) 문성도, 앞의 논문, 120쪽.
96) 문성도, 앞의 논문 111면.
97) 이는 영미법계의 치안판사와 유사한 개념으로, 앞서 살펴볼 미국의 영장발부제도와 연결된다.

제2조

심판관 又는 특별심판원이 배치된 地에서 전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야 체포영

장없이 구인 又는 구류한 경우에는 심판관 又는 특별심판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의

발부를 득하지 않은 한 구인 又는 구류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석방함을 요함.

제3조

심판관 又는 특별심판원이 배치되지 않은 地에서는 그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

를 구인 又 는 구류할 수 있음. 단 그 경우에는 심판관 又는 특별심판원으로부

터 체포영장의 발부를 득하지 않은 한 구인 又는 구류시부터 7일 이내에 석방함

을 요함.

제4조

체포영장 없이 구인 又는 구류를 한 경우에는 심판관 又는 특별심판원으로부

터 수색영장을 득하지 않은 한 압수, 수색 又는 검증을 하지 못함. 단 급속을 요

하는 경우에는 此限에 부재함. 만약 피의자가 구인 又는 구류를 당한 후 심판관

又는 특별심판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의 발부를 득하지 못하여 석방된 경우에는 수

색영장 없이 압수된 물건을 즉시 반환함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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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길리암 초안은 제1조에서 긴급체포의 요건으로 ‘심

판관 또는 특별심판원이 배치된 곳에서는 (1) 현행범이거나 혹은 (2) 도망을 방지함

에 급속을 요하는 경우’로 한정하였고, 심판관 또는 특별심판관이 배치되지 않은 곳

에서는 수사기관의 재량으로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수사기관이 긴

급체포를 행한 경우 일정 시간 내에 심판관 또는 특별심판원에게 사후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앞서 제1조에서는 “도망을 방지함에 급속을 요

하는 경우” 사전체포 영장의 예외를 인정하여 ‘도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급

속성을 판단하였으나 제4조에서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길리암 초안은 긴급체포의 ‘긴급성’을 ‘도망을 방지’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8) 대인적 강제처분인 

체포에 대해서는 ‘도망을 방지’라는 예시적·제한적 요건을 마련하여 급속의 개념에 

대해 다소 구체화하고 있었으나, 체포에 수반되는 긴급 압수·수색은 ‘도망을 방지’

와 같은 요건을 두지 않았다.

4. 사법부 안에 대한 수정이유(대검찰청 대안)

사법부 안에 대한 수정이유(대검찰청 대안)은 과거 조선형사령과 이에 의해 의용

된 형사소송법의 검찰관과 사법경찰관의 구인장, 구류장 등 발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논의의 일치를 보인 대법원 안, 사법부 안, 길리암 초안에 대해 

반박하며, 검찰관과 사법경찰관의 구인장, 구류장 발부권한을 예외적 규정으로서 존

속시킬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검찰관의 拘引 及 拘留할 수 있는 권한은 종전대로 존치할 것. 이유 : 민주주의

적 이념으로 보아서 재판관이 아닌 검찰관에게 인민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

한다는 것은 부당한 듯 하나 일층 더 깊이 고려해볼 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중대한 범죄의 단서를 얻었을 때 일

일이 재판관의 영장을 얻어서 범죄혐의자를 구속하게 된다면 그 범죄수사는 기(機)

를 잃게 되어서 실패에 돌아갈 것이 명백하다는 것. 미국처럼 통신 교통 기타 범죄

수사에 대한 과학적 설비가 불충분한 조선의 현상으로 봐서 재판관의 영장을 얻어

서 수사개시를 한다는 것은 지난(至難)한 일이라는 것. (중략) (2) 미국처럼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의 질서가 확립된 국가에 있어서는 인권이 최대한도로 옹호되어야 할

것이지마는 조선처럼 혼란기를 벗어나지 못한 지역에 있어서는 치안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관계로 검찰관에게 어느정도의 강제수사권을 인정하야서 범죄수사의

98) 심희기, 앞의 논문,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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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을 기해야 할 것”99)

이러한 견해를 견지하며 대검찰청 대안은 제7조에서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인장 及 구류장을 발부하지 못함. 단 특별히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한하여 조선형

사령 12조 내지 15조 소정의 처분을 할 경우에는 此限에 있지 않이함”이라고 규정

하여 급속의 경우 검찰관과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체포영장 발부권한을 부여하였

다. 다음은 대검찰청 대안의 강제처분과 관련한 조문들이다.

99) 대검찰청, 검찰제요, 108쪽; 심희기,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140쪽.

제7조

검찰관 又는 사법경찰관은 구인장 及 구류장을 발부하지 못함. 단, 특별히 급

속을 요하는 때에 한하여 조선형사령 제12조 내지 제15조 소정의 처분을 할 때

는 此限에 있지 않이함.

제8조

何人을 불문하고 재판소의 체포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의한 신체구속을 받지

않이함. 단 전조 제1항 단서 동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23조 及 제124조에 해당

한 경우에는 此限에 있지 않이함.

제9조

검찰관 又는 사법경찰관은 재판소의 수색영장 없이 압수, 수색 又는 검증을

하지 못함. 단, 전조 단서의 경우 구인장 又는 구류장의 집행 및 체포 영장의 발

부가 있을 때에는 此限에 있지 않이함.

제10조

검찰관 又는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123조 及 제124조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할 경우에 재판소 소재의 시, 부군(제주도에 있어서는 도내 일원)에

서는 48시간 이내에 재판소가 소재치 않은 부, 군, 도에서는 5일 이내에 체포영

장발부를 얻지 못할 때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함을 요함

전항의 경우에 수색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은 즉시 환부함을 요함

제1항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체포영장 없이 당해 피의사건으로

다시 그 피의자를 구속하지 못함.

제12조

체포영장은 형사소송법 중 구인장에 관한 규정을, 체포영장에 의한 구인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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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대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특별히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구인

장·구류장을 발부할 수 없었다. 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경우(조선형사령 

제12조 내지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히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소

제기 전에 압수·수색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었다. 대검찰청 대안은 긴급 구속의 요건

에 대해서도 ‘급속을 요하는 때’라는 추상적 요건만을 제시하면서, 수사기관의 급속

을 요하는 때의 대인적 긴급 강제처분에 대한 영장발부권한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는 결국 조선형사령 시대의 ‘요급사건’ 내지 ‘급속처분’을 존속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 측의 의견은 수용되지 못하였다.

5. 미군정법령 제176호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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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공동명의로 공포된 미군정법령 제176호 제3조는 “누구든지 구속당할 자의 성명 

및 피의사건을 기재한 재판소가 발한 구속영장 없이는 신체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

다.”100), 제5조는 “검찰관, 사법경찰관 기타 어떠한 관헌이라도 제4조에 규정한 이외

에는 재판소가 발한 수색영장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

여 원칙적 영장주의를 선언하였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다음과 같다.101)

100) 제3조 전문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구속당할 자의 성명 및 피의사건을 기재한 재판소가 발한 구속영장 없이는 신체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음 사항의 一에 해당하며 또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를 갖지 않는 경우
二. 그 장소에 있고 없음을 불문하고 형사소송법 제130조에 규정한 현행범인 경우, 그러나 범행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신체를 구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三. 현행범의 취조에 의하여 공범을 발견한 경우. 그러나 범행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신체를 구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四. 기결의 수인 또는 법령에 의하여 구속된 자가 도망한 경우.
五. 사체의 검증에 의하여 범인을 발견한 경우
六.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七. 피의자가 도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八.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유기의 징역, 금고에 처할 수 있는 죄를 범하였다고 믿
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 중 구인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수색영장은 동법 중 압수 又는 수색의 명령장에 관한 규정을, 수색영장에 의

한 압수수색 又는 검증은 동법 중 압수, 수색 又는 검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제4조

검찰관 또는 경찰관은 법령에 규정한 이외에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

의 유기의 징역, 금고에 처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중 또는 착수되려는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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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법령 제176호는 특히 그 동안 수사기관에게 고유의 강제처분권을 부여하여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한 조선형사령 제12조 이하의 규정을 폐지하며,

긴급구속102)의 요건과 효과, 긴급구속 후 피처분자가 취할 사후절차에 대하여는 사

법부 안이 기초가 되고 다른 초안들(대법원 안과 길리암 초안)의 구상이 조금씩 가

미된 내용으로 최종적으로 제3조와 제6조에 규정되게 하였다.

101) 한국법제연구회(편)(1971), 『미군령법정총람』, 475쪽
102) 미군정법령 제176호는 긴급 ‘구속’임을 분명히 하였으나, 당시에는 영장 없는 예외적 체포를 급속
처분, 요급처분, 긴급체포, 긴급구속 등으로 다양하게 불렀다고 한다. 심희기, 앞의 논문, 138쪽.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는 그 범죄의 방지 또는 수

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주간 또는 야간을 불문하고 어느 때든지 영

장 없이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들어가 피의자를 즉시 구속하여 장품 또는

그 범죄행위에 사용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

다.

제5조

검찰관, 사법경찰관 기타 어떠한 관헌이라도 제4조에 규정한 이외에는 재판소

가 발한 수색영장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본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는 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한 물

건에 대하여서는 본령 제6조에 규정한 기간 내에 한하여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본 조의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검찰관, 사법경찰관 또는 기타 관헌이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

영장 없이 신체를 구속한 경우에는 서울시와 재판소가 있는 부, 군, 도에 있어서

는 그 구속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재판소가 없는 부, 군, 도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재판소로부터 구속영장의 발부를 얻어야 한다.

제7조

형사소송법 중 구인장, 구류장에 관한 규정은 본령 중 구속영장에, 구인, 구류

에 관한 규정은 본령 중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에 이를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중

압수, 수색의 명령장에 관한 규정은 본령 중 수색영장에, 압수, 수색에 관한 규정

은 본령 중 수색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에 이를 준용한다.



- 46 -

제4조는 “장기 1년 이상의 유기의 징역, 금고에 처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중 또

는 착수되려는 상태에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

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범죄의 방지 및 수사에 필요한 한계”내에서 행할 수 있

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조 후단에서는 “장품 또는 그 범죄행위에 사용되

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긴급체

포에 수반하는 압수·수색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리고 제5조 제2문의 경우, “구

속할 수 있는 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야간을 불문하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의 

“구속할 수 있는 자”의 경우 1995년 개정된 긴급구속 제도의 “긴급구속 대상자(구

속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원형으로 보이고,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표

현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217조가 그 원형을 본 뜬 것으로 보인다.103)

제6조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함에 있어 부, 군, 도에 있어서는 그 구속한 때부터 48

시간 이내에, 재판소가 없는 부, 군, 도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재판소로부터 구속

영장의 발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미군정법령 제4조부터 6조까지의 규정은 

긴급구속 및 구속에 수반하는 압수수색의 권한을 수사기관에 부여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군정법령 제176조의 규정들은 긴급구속 대상자를 구속한 경우 

시간적 한계 내에 사후구속영장을 발부받도록 규정하면서도 긴급구속 대상자의 소

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았다. 당시 입안자들의 관점에서는 인신구속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이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가하였던 것으로 보면,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해서는 그 

중요가치를 크게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6. 검토

미군정법령 제176호의 긴급 강제처분제도는 이전에 논의되던 초안들에 비해 긴급 

강제처분의 행사 요건, 행사 절차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였다. 기존의 초안에

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급속을 요하는 경우’,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추

상적으로 규정하던 것에 비해 제176호는 긴급 체포의 대상을 “사형, 무기 또는 장

기 1년 이상의 유기의 징역, 금고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구체화하고, 체포의 요건

103) 그렇다면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이라는 용어를 최초 고안한 곳이 어디냐는 의문에, 일본 大
正형사소송법에서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당시 법조인들이 이 
용어를 입법과정에 반영시킨 것은 아닌 가에 대한 추측이 있으나(황정현(2011), 긴급압수수색검증에 대
한 고찰, 서울대 석사학위청구논문, 36쪽) 이와 관련한 입법근거에 대하여는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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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범죄가 현행 중 또는 착수되려는 상태에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을 때”를 규정하였다.

다만, 미군정법령 제176호는 기존에 논의되던 초안에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와 

같이 긴급 압수수색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였던 것과는 달리 긴급체포에 수반하는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는 제한조건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

다. 그러나 “체포될 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긴급체포가 가능한 기간 내에서만 압수 또는 수색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시간적 제한범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장품 또는 그 범죄행위에 사용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압수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요급성을 제외한 요건에 대

하여는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이러한 긴급 압수·수색 규정은 오늘날의 제217조 규정과 상당히 흡사하다. 긴급체

포 될 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 이라는 대상물의 한계와 “48시간 또

는 5일 이내”라는 시간적 한계 규정을 두었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특기할 

점은 당시 긴급압수수색은 48시간 또는 5일 이내의 한계 내에서 “주야간을 불문하

고” 행해질 수 있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긴급 압수·수색의 시간적 

한계와 관련하여 “주야간을 불문하고”라는 요건은 다음에서 살펴볼 제정 형사소송

법 제217조의 조문 규정 이후부터는 사라지게 되면서 최초 48시간 또는 5일 이내였

던 시간적 한계 또한 동시에 24시간으로 축소되게 되는데, 입법 논의에서 긴급압수

수색의 가능 시간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주야간에 행할 수 있음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여 삭제한 것인지, 아니면 24시간으로 시간적 한계를 좁히는 동시에 야간집

행에 제한을 두려고 했었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다음에서는 제·개정 형사소

송법에서 해당 조문의 변천 과정과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절 제정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정 형사소송법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발행한 형사소송법 제·개정 

자료집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949년 1월 법전편찬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요

강안‘104)을 심의 후 1952년 4월 ‘형사소송법 초안’이 제정되었다. 이후 1953년 1월 

13일 국회에 ‘형사소송법 정부 초안’이 제출되어 1954년 1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104) 형사소송법 요강안에서는 제정 형사소송법으로 하여금 “➀ 형사소송법규(의용형사소송법을 의미)
를 참고로 하고, ➁ 미군정법령 제176호를 형사소송법에 적당히 편입하고 벌칙은 형법에 이편하도록”
하였다. 신양균(2006), 『형사소송법 제·개정 자료집 (상권)』, 법무부,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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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되었다. 이 정부 초안은 김병로 대법원장이 작성한 형사소송법 초안에 대한 특

별한 가감 없이 작성된 것이었다.105) 이후 1954년 1월 9일 법사위 주재로 개최된 공

청회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강제수사권 부여(원안), 긴급구속의 남용제한(수정안) 등

이 거론되었고, 1954년 9월 23일 형사소송법이 공포되었다. 아래에서는 수사상 강제

처분에 관하여 제헌 헌법과 제정 형사소송법이 규정하였던 내용을 살펴본 후, 제

217조의 긴급 압수·수색 규정의 규율 형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제헌 헌법에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제헌 헌법 제9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라고 영장주의를 규정하였다. 제헌 헌법은 압수, 검증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수색에 대하여는 영장을 요구하는 명

문의 규정을 두었기에 신체에 대한 압수, 검증 또한 사전영장을 원칙으로 하였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타당하다.106) 동조 후단에서는 “단, 범죄의 현행·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

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신형사소송법학 – 부 참고자료』에

서 서일교는 동 규정의 제정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107)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함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법관의 영장을 얻어야 하지만,

범죄의 현행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영

장없이 긴급처분을 하고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 결국 제헌헌법은 사후영장을 포함하여 법관의 영장 없이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진오는 『헌법해의』에서 헌법 제9조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108)

본조(제9조) 제2항은 경찰관리가 국민을 체포, 구금 또는 수색할 때는 반드시 법

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는데, …(중략)… 이상의 원칙을 너무 고

수하면 범죄수사가 전연 불가능할 때가 있으므로 본 항에 단서를 설치하여 현행범

의 경우와 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우선 법관

105) 신동운, 앞의 논문, 175쪽.
106) 문성도, 앞의 논문, 261쪽.
107) 서일교(1954), 『신형사소송법학』, 일한도서출판사, 194쪽.
108) 유진오(1948), 『헌법해의』, 명세당, 37-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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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장 없이 범인을 체포 ,구금 또는 수색하고 …(중략)… 사후에 법관의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중략)…이는 예외적 규정이므로 가장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더구나 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의 유무를 인정하는 것은

수사기관 자신이므로 본 규정을 남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임의로 해함이 없도록 법

률에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중략)… 또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가급적 단시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

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

다. 따라서 주거에 대한 수색, 그러한 수색에 이어지는 압수와 검증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제정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

제정 형사소송법은 제헌 헌법에서 규정한 영장주의를 근거로, 수사기관의 대인·대

물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동시에, 제정 형사소송법은 제217조 제1항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 구

속’할 수 있는 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48시간 또는 5일 이

내 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201조(구속)

제1항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관할지방

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단, 일만오천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

는 경우에 한한다.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7조(동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할 수 있는 자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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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 제2항에서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경우 압수한 물건을 즉시 환

부하도록 하되, 압수 계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규정

하였다. 제206조에서는 긴급 구속의 피처분자와 긴급 구속의 요건에 대하여, 제207

조에서는 긴급 구속 이후의 영장 발부 기한에 대해서 규정하였다.

미군정법령 제176호에서는 긴급구속의 해당 사건을 1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요급사건으로 정하는 동시에 주거부정·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때 법정형과 상관없이 긴급 구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와 긴급 구속대상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피

처분자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미군정법령 

제176호는 긴급구속으로 인한 사전영장의 예외를 요급사건 외에도 폭넓게 인정하며 

긴급구속 대상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정 형사소송법은 긴급 구속사유를 제한하는 절차적 규

정을 마련하여 그 요건으로 법원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을 요할

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제207조에 규정한 기간 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전조 제1항 2호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은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압수, 수색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

제206조(긴급구속)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제207조(긴급구속과 영장발부기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 구

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법원 있는 시 또는 군에서는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기타의 시 또는 군에서는 5일 이내에 구속영장

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구속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

하여 구속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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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주거부정,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긴급구속을 함

에 있어 영장 발부를 받을 수 없는 사유를 고지하도록 하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

할 염려 또는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

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긴급구속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군정법령 제176호의 긴급 구속 및 긴급 압수·수색제도와 제정 형사소송법의 관

련 규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군정법령 제176호 제정 형사소송법

제4조

검찰관 또는 경찰관은 법령에 규정

한 이외에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유기의 징역, 금고에 처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중 또는 착수되려는

상태에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는 그 범죄의

방지 또는 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

기 위하여 주간 또는 야간을 불문하고

어느 때든지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들어가 피의자를 즉시

구속하여 장품 또는 그 범죄행위에 사

용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제206조(긴급구속)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

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

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

속할 수 있다.

제5조

검찰관, 사법경찰관 기타 어떠한

관헌이라도 제4조에 규정한 이외에는

재판소가 발한 수색영장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본

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는 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대하여서는 본령

제6조에 규정한 기간 내에 한하여 압

제217조(동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할 수 있는 자

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제217조에 규정한 기간 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

증을 할 수 있다.

② 전조 제1항 2호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은 구속영장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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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법령 제176호에서 긴급구속109)의 대상 범죄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년 이

상의 유기의 징역, 금고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던 것을 제정 형사소송법에

서는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변경하여 규정하

였다. 제정 형사소송법이 미군정법령 제176호와 같이 긴급구속의 대상 범죄를 1년 

이상의 범죄로 하지 않고 3년 이상에 해당 범죄로 규정한 한 것은 영미법의 중죄 

개념이 우리 법체계에서는 3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로 본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110) 다만, 영미법상의 중죄라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한

다고 해석하여야 했음에도 실무에서는 장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금고에 처할 죄

는 선고형이 아니라 법정형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당시 대다수의 범죄가 긴급 구

속의 대상범죄에 해당되었다는 문제가 있었다.111)

제정 형사소송법의 조문 중 긴급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가장 큰 의의는 압수 계

속 시 법원으로부터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군정법령 제176호의 규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

은 경우 바로 압수물을 환부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

속 압수할 수 있는 것인지 불명확하였으나, 제정 형사소송법은 압수물의 계속압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을 요건 상에 명시하였다. 또한 제정 

형사소송법은 계속 압수 필요시 사후영장의 발부요건을 규정하면서, 계속 압수가 

필요하지 않고 환부하는 경우에는 사후영장을 발부받을 것은 요구하지 않았다. 이

에 대해 “입법상의 흠결이라기보다는 강제처분의 개시 또는 지속에 대한 영장발부

심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입법하지 않은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112) 생각건대 

압수물을 환부하였거나 수색을 진행하였음에도 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에 의한 ‘위법한 침해 상태’가 종료되었기에 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또한 발부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109) 비록 미군정법령에서 긴급 구속이라는 명칭으로 해당 조항을 명명하지는 않았으나, 이후 제정형
사소송법에서 차용한 법조문의 형태와 유사하므로 비교상의 편의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긴급 구속
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110) 황정현, 앞의 논문, 49쪽.
111) 민복기·정윤환, 앞의 논문, 88쪽.
112) 문성도, 앞의 논문, 270쪽.

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본 조의 수

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

여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을 기재

하여야 한다.

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환부하여

야 한다. 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

는 때에는 압수, 수색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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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현행 형사소송법 제217조

1.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제정 형사소송법 중 제217조의 긴급 압수·수색 규정은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

다113) 2003년 출범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개정 여부에 대

해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사법개혁위원회 제2분과(분과위원장 신동운)는 ‘인신

구속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다루고 있었는데, 2004. 6. 21. 사법개혁위원회 전

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긴급압수·수색에 대한 통제방안이 인신구속절

차에 관한 추가논점으로 제시되었고, 2004. 7. 5. 제16차 회의에서는 제2분과위원장 

신동운 위원이 동 조문에 대한 개선안을 보고하였다. 당시 구 형사소송법 제217조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정 형사소송법(2007. 6. 1. 일부개정 전)

제217조(동전)

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소유, 소지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00조의4에 규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➁ 전조 제1항 제2호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은 구속영장을 발부를

받지 못할 때에는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압

수, 수색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

신동운 위원이 제2분과위원회에서의 논의 내용에 의해 모아진 동 조문에 대한 논

의 결과를 제시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 할 수 있는 자가 소

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48시간 이내에 영장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후 영장에 의한 통제 등 개선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선조치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을 전면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었음)

113) 제정 형사소송법이 긴급체포 규정의 조항 변경으로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할 수 있는 
자” 문구에서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할 수 있는 자”로 변경한 것 외에는 일체의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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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제16차 회의에서 제기된 제2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

면, 먼저 이완규 전문위원114)은 제217조 규정 법문상 ‘긴급체포할 수 있는 자’를 ‘긴

급체포한 자’로 개정하자는 의견이라면 해석과 실무운영에 문제가 없으므로 논의가 

불필요다고 주장하였다.115)

- 만약 ‘긴급체포의 현장을 벗어난 장소에서의 긴급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있는 점’

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포함된 것이라면, 형사소송법이 영장 없는 긴급압수수색을

규정하며 ➀ 범행 중 또는 직후의 범죄현장(제216조 제3항), ➁ 체포 또는 구속 집

행 현장(제216조 제2항), ➂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물건

(제217조 제1항)을 규정하고 있음.

- 긴급체포의 경우 체포현장에서의 긴급 압수·수색은 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가능하므로 법 제217조 제1항은 긴급체포한 자(통설 및 실무)에 대하여 체

포현장이 아닌 곳에서의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한 조항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음.

※ 예컨대, 피의자를 주거지 이외의 곳에서 긴급체포한 후 피의자와 함께 피의자의 주거

지에 가서 물건을 압수·수색하는 경우

- 이 점에 대하여 긴급체포에 수반하는 것이거나 체포현장이 아닌 곳에까지 영장

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입법론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검토

하여 보기로 함.

- 실무상 긴급체포의 경우 체포현장이 아닌 곳에서의 긴급압수·수색이 필요한 경

우가 있음. 실무에 있어 긴급체포시 체포현장이 아닌 곳에서의 긴급 압수·수색이 필

요한 경우의 예를 들면,

➀ 긴급체포된 자가 긴급체포된 사실을 체포되지 않은 공범들이나 가족 등이 알

게 되면 즉시 증거물을 은닉,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실무상 긴급체포가 대체로

급박하게 이루어지므로 미리 압수·수색영장을 받아두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경

우가 많으며, 체포된 후에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여 압수물의 소재지가 알려지는 경

우가 있으므로 이 때는 미리 영장을 받을 수도 없음.)

➁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압수물의 소재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에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48시간이라는 기간내에 구속할 사유로서의 범죄혐

의에 대한 상당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는

등의 절차에 따른 시간을 기다리자면 사후 구속영장청구기간을 경과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사법경찰관의 경우 검사의 영장 서류 검토 시간 및 보완수사 지휘 가

114) 사법개혁위원회(2005),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 – 제16차회의자료』, 86-88쪽.
115) 이에 대해 이완규 위원은 제217조 ‘긴급체포할 수 있는 자’의 규정이 긴급체포가 이미 이루어진 
자만 해당하는 것인지, ‘할 수 있는 자’를 지칭하기에 체포 전의 대상자에 대해서 관련 물건을 압수수
색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 학설이 대립하였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전자의 해석을 따르고 있었기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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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등을 위하여 통상 적어도 36시간 내에 검찰청에 사후 구속영장 신청을 하게

하고 있음.)

- 이러한 때에도 영장 없이 긴급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범죄수사

및 실체발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임.

- 굳이 입법적 보완을 한다면, 법 제217조 제1항에도 ‘긴급히 압수·수색하지 않으

면 증거인멸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와 같은 제한 규정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굳이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해석상 요구되는 ‘압수의 필요성’의 문제에서 긴

급 압수·수색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에서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됨.116)

서보학 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117)

- 형소법 제217조 제1항을 “긴급체포 된 자”로 한정 해석한다 하더라도 다음의

①, ②, ③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는 모두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

주의에 위반됨

① 체포현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는 문제점

②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이기만 하면 영장 없이 얼마든지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는 문제점

→ 압수물을 계속 보유하지 않고 환부하는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아예 하지 않

거나 청구하더라도 기각된 경우에, 당초의 긴급 압수, 수색 자체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사법적 통제를 받지 않고 있음.

→ 제2분과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내용은, 긴급 압수·수색을 한 후 나중에 구

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거나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않으면 당초의 긴급 압수, 수

색 자체가 정당한지 여부를 견제할 아무런 방법이 없으므로, 헌법상 영장주의를 철

저하게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압수·수색 자체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법관으

로부터 사후 승인을 받는 방법을 입법화하여야 한다는 것임

→ 독일 형사소송법 제98조 제2항 역시 긴급 압수·수색에 동의를 하지 않은 이상

3일 이내에 판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압수·수색을 받는 자는 언제든지 법원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사후통제의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③ 긴급 압수, 수색 후 긴급체포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만 발부받으면, 압수·수색

자체에 대한 사후 영장이 필요 없게 되는 문제점.

116) 사법개혁위원회, 앞의 자료집, 90쪽.
117) 사법개혁위원회, 앞의 자료집, 9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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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사법개혁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서보학, 하태훈, 정미화, 이광수, 박성호,

김상준, 이영진 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제217조 제1항 개선안을 제시하였다.118)

-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의하면 긴급체포 후 48시간 내에는 아무 장소적

제한 없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위헌의 소지가 있음.

- 따라서, 긴급체포 장소가 아닌 곳에 위치하는 증거물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서는 법원의 사전영장을 발부 받도록 하거나 예외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인

정될 경우에는 반드시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규정에 의하면 긴급 압수·수색 후 압수물을 환부하는 경우, 긴급 체포된

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거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당초의

긴급 압수·수색 자체의 정당성·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가 불가능함.

- 그리고, 긴급 체포된 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긴급압수·수색 자

체에 대한 사후 영장이 필요 없게 되어 이 역시 영장주의에 반하는 문제점을 가지

고 있음.

→ 따라서, 체포장소를 벗어나는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영장을 발

부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긴급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후영

장을 발부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사법개혁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는 “긴급체포 및 긴급압수·수색 개선에 대한 전

문위원 검토의견 종합”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중 긴급압수수색과 관련한 종합의견

은 다음과 같다.119)

- 압수물에 대하여는 계속 압수상태를 유지하려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제217조 제2항), 압수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사후 통

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압수물을 반환한 경우

및 ‘긴급 수색’의 경우에는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음.

- 따라서 앞서 본 긴급체포에 대한 사후통제 방안과 같이 긴급 압수·수색에 대하

여도 사후 승인을 받는 방안을 마련하여 볼 수 있을 것임.

- 형소법 제217조에서 개정방향에 관하여 전문위원들의 의견대립이 없는 사항

- 법 제217조 제2항이 계속 압수하는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고 구

속영장으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의 독자적 기능을 무시한 것

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영장을 받는 것으로 개정함.

118) 사법개혁위원회, 『앞의 자료집 – 제17차회의자료』, 98-99쪽
119) 사법개혁위원회, 앞의 자료집, 202-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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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사항 : 체포현장이 아닌 곳에서의 긴급 압수·수색을 제

한할 것인지 여부

- 제1안 : 제한하자는 의견 (찬성위원 : 하태훈, 서보학, 한상훈, 이영진, 김상준,

정미화, 이광수, 박성호, 최재석)

- 제2안 : 제한하지 말자는 의견 (찬성하는 전문위원 : 이완규)

- 우리 형사소송법의 입법자가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일반영장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구속이나 체포시에 포괄적 압수·수색을 허용한 근거는, 그것이 바

로 체포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우려가 작고 반면 그 필

요성이 높다는 것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할 것임

- 따라서 긴급체포시에 체포현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의 포괄적인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에 보장된 영장주의에 현저하게 반함

- 따라서 217조 1항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 중 ‘소유’와 ‘보관’은 삭제하고 ‘소

지’만 남겨두는 것이 타당함

이후 제24차 회의의 결과보고는 원 논의내용으로부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최종 의결되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문 형태로 제출되었

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긴급체포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피의자의 체포 여부, 피의자의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물건에 대하여 긴급 압수, 수

색, 검증이 가능하여 문제임.

긴급 압수, 수색, 검증 후 48시간 이내에 돌려줄 경우에는 사후 통제수단이 전혀

없음.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

으므로 사후 영장에 의한 통제 등 개선조치를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사항을 종합한 건의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소송법 제217조 개정에 착수하였다. 기획추진단 기초 논의자료를 바

탕으로 2차례의 전문가토론회(2005. 6. 30, 2005. 7. 7.)를 거친 후 기획추진단에서 실

무위원 연석회의(2005. 8. 12., 8. 15.)를 거친 후 공청회(2005. 8. 22.)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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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기획추진단 기초논의자료 및 전문가토론회120)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요약을 2005. 8. 12. 개최된 사개추위 실무위원·기획추진

단 연석회의(참석자 박상기, 정미화, 신종원, 박병대, 이준보, 이인규, 이용구)에 제출

하였다. 다음은 제217조 규정의 각 요건별 논의 내용을 개정 시안별로 종합한 것이

다.121)

○ 대상물 : 현행법 제217조

(제1안) 피체포자의 소지, 보관, 소유물로 되어 있는 현행규정 유지

- 긴급체포한 사실이 알려지면 증거물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상물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유지

- 소지물로 제한하면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에서의 긴급압수와 사실

상 중복되어 실익이 없음

- 대상물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요건을 제한함

(제2안) 피체포자의 소지물로 제한

-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긴급압수수색의 범위를 최소화함.

(제3안) 피체포자의 소지·보관물로 한함.

- 피체포자의 소유물이라도 타인이 보관하는 경우에 긴급압수수색을 허용하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음

- 피체포자의 소지, 보관물에 대하여 긴급압수수색을 허용

※ 추가 검토 : 대상물의 객관적 기준 이외에 피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증거물,

압수물로 제한하는 방안 검토

○ 긴급압수수색의 시한

(제1안) 긴급체포 후 영장청구 종기인 48시간으로 규정

(제2안) 긴급성이 요구되므로 긴급체포 후 24시간으로 제한

○ 압수물 환부시 조치

(제1안) 압수를 계속할 때에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환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음

(제2안)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하였으므로 환부 여부를 불문하고 사후 영장을 받

아야 함

120) 전문가토론회는 2005. 6. 30. 이은모, 이경재, 이정원, 류전철, 천진호가 참여하였고 제2차 전문가
토론회는 2005. 7. 7. 구회근, 금태섭, 강동범, 신양균, 정웅석이 참여하였다.
12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200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자료집 11권』, 413-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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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압수수색검증제도에 대한 각 안의 요지

(제1안) 대상물은 현행을 유지하되, 긴급성 요건을 추가

(제2안) 대상물을 소지물로 제한하며, 긴급성 요건을 추가하고, 환부여부 불문하

고 사후영장을 받도록 함

(제3안) 대상물을 소지물로 제한하되, 영장에 의한 통제는 압수물이 있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함.

이에 대한 각 전문위원의 개정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후 2005. 8. 15. 제2차 연석회의(신동운, 정미화, 박병대, 이준보, 이인규, 이용구,

황운하)에서 정리된 개정시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공청회를 개최 후 본위원회와 실

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 제7차 회의(2005. 9. 15.)에서 의결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122)

12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200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자료집 1권』, 13-14쪽.

[현행법] [금태섭(안)] [구회근(안)] [한상훈(안)]
제217조(동전)

➀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은 제200조의의 규정

에 의하여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제200조의4에

규정한 기간 내에 한하

여 영장없이 압수, 수

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7조 (동전)

➀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은 제200조의3의 규

정에 의하여 체포된 자

의 소유, 소지 또는 보

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는 증거인멸이 우려되

는 등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

200조의4에 규정된 기

간 내에 한하여 영장없

이 압수, 수색 또는 검

증을 할 수 있다.

제217조 (동전)

➀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은 제200조의3의 규

정에 의하여 체포된 자

가 소지하는 물건에 대

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

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

을 할 수 있다.

제217조 (동전)

➀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은 제200조의3의 규

정에 의하여 체포된 자

가 소지하는 물건에 대

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

요가 있을 경우에는 체

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

이 압수, 수색 또는 검

증할 수 있다.

➁ 전조 제1항 제2호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은 구속영

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환부하여야

한다. 단, 압수를 계속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를 받아야 한다.

➁ 전조 제1항 제2호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

에는 압수, 수색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

➁ 제1항과 제216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경우에는 사

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➂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영장을 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➁ 제1항과 제216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압수한 물건은 압

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

아야 한다

➂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영장을 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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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긴급압수수색검증)

○ 대상물

- 긴급압수수색검증의 대상물은 현재 체포된 자가 소지, 보관, 소유하는 물건으

로 되어 있으나, 소지·보관하는 물건으로 한정함

○ 긴급성 요건의 추가

-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 당연히 긴급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긴급성 요건을 추가함

○ 긴급 압수수색의 시간 제한

- 현행법은 긴급체포 후 영장청구기한인 48시간 동안 긴급압수수색이 가능하였

으나 이를 12시간으로 축소함

○ 압수 계속시 조치

- 현행법에 의하면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압수를 계속할 수 있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함

- 개정안은 긴급체포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영장과는 별도로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되

그 시간은 체포시로부터 48시간을 넘을 수 없게 함

따라서 구 형사소송법과 개정 시안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123)

123)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200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자료집 11권』, 517쪽.

구 형사소송법 개정 시안

제217조(동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

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

에 대하여는 제200조의4의 규정한 기

간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전조 제1항 제2호와 전항의 규정

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은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환부하

제217조(동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

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소

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

하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

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은 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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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시안은 “체포할 수 있는 자”를 “체포된 자”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구 형사소

송법 하에서의 통설과 실무를 반영한 것으로 학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었다. 또한 개정시안에서는 긴급체포에 있어서의 긴급성 요건 외에 긴급히 압

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다시 긴급성의 요건을 명시하고, 긴급 압수·수색의 시간적 

한계를 12시간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받지 못한 경우 압수

물을 환부하도록 하던 기존 조항을 개정하여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압수 계속의 요건을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체포 

및 구속과 별도로 압수수색의 독자성을 인정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개정안

에서 “긴급 압수수색의 대상물은 현재 체포된 자가 소지, 보관, 소유하는 물건으로 

되어 있으나, 소지·보관하는 물건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이다.

3. 국회의 논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개정안을 토대로 정부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

출하였고 제217조에 대한 국회의 심의는 2006. 12. 12. 제263회 국회 법제사법위원

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동 조항 중 긴급 압수수색의 대상물에 대

한 규정의 존속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2006. 12. 12. 제263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약범죄의 경우 공범에 의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존재하

기에 폐지되지 않고 존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제기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24)

이상민 위원 : “소유”가 빠진 것은 적절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압수·수색하는 사

유가 체포하는 사람과 가까운 근접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일 텐데 소지·보관하는 것

도 아니고 그냥 소유만 하고 있는 다른 데 있는 것까지 긴급압수·수색하게 하는 것

124) 2006. 12. 12. 제263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록 제1호, 37-39쪽

여야 한다. 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는 압수, 수색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

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장을 받

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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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인정되네요. 시간도 그렇고요.

소위원장 문병호 : 그런데 이것은 마약범죄 같은 경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법무부검찰국장 문성우 :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문병호 : 마약범죄는 어떤 문제가 있지요?

법무부검찰국장 문성우 :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마약사범을 잡

아가지고, 지금 몸에 있는 것만 가질 수 있는 것은 216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

은 217조인데, 잡았는데 다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가지러 갔을 때는 공범

이 있는 경우, 이미 그 물건은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붙잡

은 대로 바로 데리고 가서 자기 소유 물건을 봐 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압수해놓고

그 다음에 사후영장을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상민 위원 :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조항에서 포섭되는 게 없어요?

긴급압수수색을 보면 몇 개의 예외조항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까?

법무부검찰국장 문성우 :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개정안으

로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상민 위원 : 다른 조항으로도 안되나요?

법무부검찰국장 문성우 : 안 되지요. 될 수가 없습니다.

최병국 위원 : 지금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영장 속에 압수·수색도 같이 포

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

법무부검찰국장 문성우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사후영장으로 별도로

받으라는 겁니다.

최병국 위원 :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는 인신을 구속시키면 그 중요성에 모든 물

건 같은 것은 다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람을 구속시키면 옷도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네, 입고 있는 옷도?

법무부검찰국장 문성우 : 그런 문제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 그러면 대상을 “소유”는 그대로 두되 압수수색영장을 48시간 내에

받도록 하는 것은 맞잖아요.

법무부검찰국장 문성우 : 그리고 이것도 12시간이라는게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

다. 현실성이 없는……

이상민 위원 : 아니, 압수수색영장을 받도록 하는 시한을 48시간 내로 규정을 두

는 것은 적절한 것 아니에요?

법무부검찰국장 문성우 : 예.

이상민 위원 : 법원에서는 “소유”로 두면 인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까? 소

지, 보관 말고……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박병대 : 이 조항은 긴급체포할 때 압수하는 것인데요.

예컨대 현행범을 긴급체포한다고 하면 그 현장에서 소지하고 있는 물건이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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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은 용인이 될 수 있는데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의 직장에 가서 물건을……

이상민 위원 : 아까 국장님이 예를 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필

요성은 인정되는 것 같은데요. 소유는 그냥 두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게 절충하

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차장 장한성 : 그 사람의 소유물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판단을 합니

까? 마약범의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상민 위원 : 진술에 의해서 하겠지요

……(중략)……

저는 법원에서는 소유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데 그것은 일단 수사에

의해서 그 사람의 진술에 의하여 그 사람의 것이다라고, 그리고 소지도 마찬가지입

니다. 소지냐 보관이냐 점유냐 이렇게 되면 가치판단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사실적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법무부 국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소지, 보관 외에 소유도 넣는 것이 좋겠고, 다만 2항은 적절하다고 봅니

다.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박병대 : 소유물을 집어넣으면 제3자의 주거에 들어가

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소유물을 제3자가 소유하

고 있으면 영장없이 남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법무부검찰국장 문성우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사를 할 수 있게 해 주

어야지, 남의 주거에 들어갈 때에는 또 다른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 까지 걱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현행법상 소유라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 잘못된 문제가 있었습니

까? 그런식으로 구속도 못하게 하고 압수·수색도 못하게 하는 식으로 법을 만들어

놓으면 수사가 안되는 것이지요.

검찰 측은 제217조 제1항의 처분의 존속 필요성이 마약범죄에서 공범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것이라고 하였고, 결국 검찰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2007년 형사소송

법 개정에서는 제217조의 긴급압수수색 규정이 폐지되지 않고, 그 요건규정을 일부 

수정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심의내용에서 대상물의 범위에 관해 소유를 제외한 것

은 마약범죄의 수사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긴급압수수색 시한을 긴급체포 

시점으로부터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너무 짧아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

여, 해당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최종적으로 국회 심의를 통과한 제217조 규정(현행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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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소결 

제217조의 긴급 압수·수색과 관련한 제정 연혁을 검토한 바, 최초 조선형사령에서 

수사기관의 ‘요급사건(要急事件)’과 관련한 권한에서 그에 기초되는 입법례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요급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권한은 이후 미군정법령 제176호의 제

정으로 법관의 영장이라는 통제장치를 두게 되었다. 미군정법령에서는 오늘날의 제

217조 규정이 원형으로 보이는 조항을 두고 있는 바, 제4조가 바로 그것이다. 제4조

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주간 또는 야간을 불문하고 

어느 때든지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들어가 피의자를 즉시 구속하여 

장품 또는 그 범죄행위에 사용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을 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미군정법령 제176호 제4조는 “체포될 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긴급체포가 가능한 

기간 내에서만 압수 또는 수색을 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지금의 제217조 

규정과 상당히 흡사한 것이었다.

긴급 구속에 수반되는 압수·수색 규정은 제정 형사소송법을 거쳐 개정 과정에서 

구 형사소송법 개정 형사소송법

제217조(동전)

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
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

에 대하여는 제200조의4의 규정한 기

간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➁ 전조 제1항 제2호와 전항의 규정

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은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환부하

여야 한다. 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는 압수, 수색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

제217조(동전)

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

의3의 규정에 따라 체포된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

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

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

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라 압

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

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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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존폐여부에 대한 논의까지 이뤄진 바 있으나, 그 필요성에 대하여 부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어 결국 압수·수색의 가능시간을 제한하고, 압수·수색

의 긴급성 요건을 추가하였고, 압수계속 시 사후 영장을 필요적 발부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외국의 긴급 압수·수색과 관련한 입법례를 비교 검토한 바, 2007년 개정 전 우리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수사기관의 포괄적인 긴급 강제처분을 인정하게 한다는 위험

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긴급 체포의 대상 범죄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그 규율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개정 이후 긴급 압수·수색 처분

에 재차 긴급성의 요건을 명시하여 긴급 체포를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긴급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긴급한 상황에서만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남용의 우려는 다소 감소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또한, 입법 논의에서는 마약 수사에 있어서의 어려움만이 제기되었으나, 보이스 

피싱, 사이버 불법도박과 같은 다수의 조직원이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조직범죄에서

도 긴급 체포 및 긴급 압수·수색은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 음지(陰地)에서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범죄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수사기

관이 범죄 단체의 규모, 피해액, 피의자들을 특정할 단서를 파악하기 힘들고, 피의

자로 특정된 즉시 긴급체포를 실시하고, 곧바로 관련 증거를 파악하여 혐의와 관련

된 여죄 수사를 신속하게 해나가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17

조 처분의 존속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217조 처분의 존속 필

요성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전제에서 다음에서는 제217조 처분의 구체적 내용에 대

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제 4 장 형사소송법 제217조의 내용

제 1 절 제217조의 적용범위

1. 긴급 압수·수색의 주체

제217조는 압수·수색의 주체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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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리가 압수·수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이러한 주체의 제한은 제217조 규

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압수·수색 관련 규정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제217조 처

분에 선행되는 제200조의3 긴급체포의 주체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을 규정

하고 있는 점에서 사법경찰리에 의한 긴급체포 역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수사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긴급 압수수색을 불가피하게 사법경찰리가 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125)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인천지법 항소심 판결126)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법경찰리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

상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것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한정하였고 사법경찰리에 의해 압수가 이뤄진 경우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압수”라고 판시하여 권한 없이 압수한 CCTV 영상의 증거능

력을 배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 규정이나, 그 권한을 

다른 영장 없는 강제처분의 처분권자와 마찬가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부여하

였다. 따라서 법원은 사법경찰리가 실질적으로 임의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압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압수물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해당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수사실무에서 사법경찰리가 강제처분 등을 행

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긴급처분을 구분하여 그 제한을 

두도록 하는 규정이 맞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127)

2. 긴급 압수·수색의 피처분자

형사소송법은 2007년 개정에서 제217조 긴급 압수·수색의 피처분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는 자’에서 ‘긴급체포 된 자’로 한정하였다. 개정 전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하

면 긴급체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만 하면 긴급체포 이전에도 대상자의 혐의와 관

련해 수사기관이 긴급 압수·수색에 착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구는 앞서 

살펴본 미군정법령 제176호 제4조의 규정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유지된 것으로 보인

125)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경찰관 118,651명 중 경사 이하의 경찰관은 90,722명이
고 수사실무에 있는 사법경찰관 계급인 경감, 경위 경찰관은 24,684명이다. (“2018 경찰백서”, 경찰청)
126) ““간부 아닌 경찰이 압수한 CCTV는 법적 효력 없어” 법원판결“, 조선일보, 2020. 2. 11.
127) 2020년 2월 해당 판결 이후 경찰청에서는 압수와 같은 강제처분을 집행할 때 반드시 사법경찰관
을 참여하게 하도록 하는 주의 지침을 내렸고, 실무에서는 강제처분 관련 서류를 작성 시에 ‘사법경찰
관의 지휘를 받아’와 같은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 기 수집된 증거의 위법성 여부에 다툼의 여
지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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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동 규정의 개정은 긴급체포가 된 이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다.128)

현행 제217조 조문의 형태를 비추어 볼 때 긴급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것을 전제조건으로 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의자를 발견하였더라도 피

의자를 실제로 체포하지 못하였을 경우, 수사기관은 제216조에 규정된 범행 중 또

는 범행 직후의 범죄 현장에서의 긴급 압수·수색 등은 행할 수 있을 지라도 제217

조 규정에 따른 압수·수색은 행할 수 없다.

제217조의 존속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이를 바라보면, 제217조의 ‘긴급체포 된 자’

로의 개정은 수사기관의 대물적 긴급강제처분에 대한 남용여지를 최대한 줄인다는 

관점에서 실익이 있다. 하지만, 긴급체포 된 자로 한정한 의도에 있어서는 수긍이 

가지만, 한편으로는 굳이 피의자를 체포할 필요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으로 하여금 긴급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수집을 위해 긴급체포를 선행할 수밖에 없

도록 강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곧 긴급 압수·수색을 위한 긴급체포의 

남용 문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217조 압수·수색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압수·수색을 긴급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긴급성의 

요건을 입법화하였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피의자의 범행과 관련한 증거를 신속히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편법적 방식을 방지할 수 있게 된

다.

3. 긴급 압수·수색의 대상물

가. 일반적 판단기준

수사기관이 긴급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대상물은 긴급 체포된 피의자가 소유, 소

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인 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대상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에서 비교적 상세히 

판시하고 있다.

128) 신동운, 앞의 논문, 308쪽. 그러나 전술하였듯 이미 실무와 판례상으로 긴급구속(체포)할 수 있는 
자의 규정을 긴급체포 된 자로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논의의 실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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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기 피의자 긴급체포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법원 2008도2245 판례는 경찰관

이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하였고 그러한 압수행위는 구 형사소송법 제217

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

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인정함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해당 판결에서는 긴급체포 당시 압수한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운

전면허증은 압수 당시 전화사기의 범죄사실 수사에 대해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

고 의심할 만한 상당하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하였다.

“어떤 물건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는 당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압

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형상·성질, 당해 범죄사실과의 관련 정도와 증거가치, 인멸의

경우는 물론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압수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긴급압수수색을 행할 당시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과 연관이 있음

이 상당하고, 압수의 필요성 및 인멸의 가능성 등 제반요건을 검토하여 긴급압수수

색을 행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적법한 압수수색이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긴급압수수색에 대한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일반 압수·수색의 요건 준용

긴급압수수색 또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일반 압수수색의 제반요건을 준수하

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

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혐의의 상당성

압수·수색은 범죄혐의의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바, 이때의 범죄혐의는 

수사를 개시할 정도의 범죄혐의로 족하다.129) 그런데 제217조의 긴급 압수·수색은 

129) 종래 압수수색을 위한 범죄혐의의 수준을 체포·구속을 위한 범죄혐의의 수준과 구별하는 견해와 
구별하지 않는 견해가 대립했으나, 2011. 7. 18.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압수수색의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라고 규정함으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라고 규정한 체포구속 조항과 범죄혐의의 수준을 차별화하였다.



- 69 -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하는 긴급체포가 선행되었

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요건은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다. 다만 긴급체포에 수반하는 압수·수색에서의 대상물이 긴급체포 대상사건과의 관

련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필요성과 관련성

2011. 7. 18.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사건과의 관련

성’을 추가하였다. 종전 형사소송법 규정은 압수·수색의 요건을 “필요한 때”라고 규

정하여 압수·수색에 있어 필요성 요건만을 요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의 

대상물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 하여 관련성의 

요건까지도 요구하였다.

형사소송법에 관련성 요건을 명문화한 것은 압수·수색이 증거수집의 목적을 넘는 

피처분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인 바130), 관련성 없는 물건을 압수수

색하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131) 압수는 

증거물의 확보를 통해 형사절차를 관철하고 판결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압수 대상물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에 한정되어야 한다. 관련

성은 영장을 발부할 때에 압수·수색의 대상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체적으

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요건으로 기능하고,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그 집행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그 대상물을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32)

이에 대하여 긴급 체포 당시의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

정할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강간미수 피의자를 긴급체포 후 

휴대폰을 긴급 압수하였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성범죄 자

료를 발견하여 추가 기소한 사안13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

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이때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130) 신동운(2014), 신형사소송법 제5판, 법문사, 1068쪽.
131)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132) 전승수(2015)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42쪽.
133)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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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중략)… 피고인은 상습범으로 처벌

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은 상태였고, 실제 2017년 12월~2018년 3월까지 저

지른 추가범행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 일시와 시간적으로 근접할 뿐 아니

라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일련의 성범죄로서, 범행동기와 범행대

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공통되고 …(중략)… 추가 자료들로 밝혀진 다른 피해자

등에 대한 범행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인 것을

넘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객관적 관련성을 갖췄다.”

따라서 대법원은 긴급 체포의 대상 범죄와 그 객관적 관련성 및 피의자의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 압수수색한 증거물에 대한 여죄 수사에 대하여도 그 정당

성을 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검토

제217조 긴급 압수·수색 또한 압수·수색 처분에 해당하므로 압수·수색의 기본 요

건을 준수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 다만, 압수·수색의 한도 및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포괄 압수·수색 영장을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217조의 긴급 압수·수

색은 법원에 의해 사전 통제되지 않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

아있다. 하지만 동시에 긴급체포를 행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 등 사건관

련인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존재하는 긴급 상황에서 이러한 압수·수색의 요건 상 

한계를 준수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전화사기 판결에서도 이

러한 수사현실에서의 어려움을 고려, 대상물에 대한 압수가 적법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압수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 설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 통제되지 않은 영장주의의 예외로서의 특성을 고려

하여, 사후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절차에서 그 압수수색이 당시에 긴급하게 수집되

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필요성 요건을 엄격하게 고려하여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압수물의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4. 긴급 압수·수색의 시간적 한계

긴급체포 이후 수사기관은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급속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긴급히’ 등 불확정 

법 개념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에 관하여 시간적 한계를 설정



- 71 -

해놓지 않았는데, 긴급 압수·수색의 규정에 있어 24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적 한

계를 설정한 경위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추측건대, 긴급 체포(구속) 이후 이루어지는 긴급 압수·수색은 긴급 체포(구속)에 

부수하는 처분으로 보아 왔고, 따라서 그 시간적 한계 또한 긴급 체포(구속)의 가능

시간 내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법자들의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대정(大正) 형사소송법의 영향을 받아 입법된 1924년 조선형사령 제12조는 사건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급속의 처분을 요하는 것으로 사료할 때에는 ‘공소의 제

기 전에 한하여’ 압수, 수색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즉, 조선형

사령에서는 ‘공소의 제기 전에 한하여‘라는 포괄적인 시간적 개념을 설정하여 급속

성이 인정될 경우 특별한 시간적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긴급 강제처분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미군정법령 제176호 제5조에서는 “제6조에 규정한 

기간(부, 군, 도에 있어서는 그 구속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재판소가 없는 부, 군,

도에 있어서는 5일 이내)”이라고 규정하였다. 당시의 교통수단이 오늘날만큼 발달하

지 않아 재판소까지의 도달기간이 상당 시간 소요되었기에 재판소가 없는 부, 군,

도의 경우 5일의 말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간적 한계를 정해 놓는 이와 같은 형태는 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그대로 유지

된다. 제정 형사소송법은 제217조 제1항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할 수 있는 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제

207조에 규정한 기간 내(지방 법원 판사 있는 시 또는 군에서는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기타의 시 또는 군에서는 5일 이내에)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

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구체적인 시간적 한계를 두면서도 그 한

계를 긴급 구속의 제한시간에 따르고 있었다. 당시 입법자들은 긴급구속에 수반한 

압수·수색을 부수처분설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기에 압수·수색 처분이 가능한 시간 

또한 긴급구속의 시간적 한계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법원 판사가 있는 시 또는 군에서는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기타

의 시 또는 군에서는 5일 이내”에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위 조항은 1961. 9. 1.

개정으로 “지방법원 판사 있는 시 또는 군에서는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기타의 시 또는 군에는 72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로 변경되

었다가, 1995. 12. 29. 개정으로 “48시간이내”로 더욱 한정되어 2007년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다. 이후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당시 제출된 정부안에서 시간적 

범위를 12시간 이내로 한정하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국회 논의에서 

12시간은 지나친 시간제한이라는 우려 및 현실성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 다시 24

시간으로 연장하여 입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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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9. 3. 18:00경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의 소유, 소지, 보관

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 이후인 9. 4. 18:00경

까지가 된다. 현행 규정상 피의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그 장소적 

한계에 상관없이 압수·수색의 요건과 긴급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압수·수색을 행

할 수 있기에, 극단적인 예로 서울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여 혐의와 관련한 증거

들이 인멸되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부산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의 범행과 

관련한 증거물들을 24시간이라는 시간적 한계 내에서 압수수색할 수 있게 된다.

5. 긴급 압수·수색의 대상물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이라고 

규정하여 “소유”, “소지”, “보관”의 개념을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입법방식은 여타 형사소송법 규정에서도 규정된 바, 형사소송법 제106조(압

수), 제108조(임의제출물 등의 압수),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18조(영장

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_임의제출)에서 동일하게 발견된다.

이러한 규정방식은 이는 1922년 일본 대정 형사소송법에서 차용한 방식으로 보인

다. 우리 입법자들 또한 일본의 형사소송법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라는 문구에 익숙하여 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제217조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이라는 문구는 미군정법령 제176호 제3호에서 처음 발견되

는 바, 미군정법령 제176호가 일본 대정 형사소송법을 차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긴급 압수·수색의 대상에 있어 포괄적 요건을 규정한 이

유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입법자는 당시 소유, 소지, 보관을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압수수색의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하는 의도였음이 추측될 뿐이

다. 이러한 소유, 소지, 보관의 의미 해석과 관련한 문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의 

대상범위의 확장 또는 축소의 문제와 직결되기에 중요한 논의점이라 할 수 있다.

가. 소유 요건의 문제

긴급체포 된 자가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하

여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긴급체포 된 자가 소유권을 가진 물건에 대하여는 압수

수색의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소유’라

는 요건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정부제출 안

에서도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검찰이 마약수사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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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져 현재까지 존속되어온 것이다. 따라서 현행 규정에 따

르면 긴급체포 된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면 체포현장이든, 피의자의 주거지이

든, 제3자의 주거지이든 그러한 물건의 압수를 위하여 해당 장소를 수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소유의 요건은 개정 논의에서도 언급되었듯 압수수색의 장소적 범위를 무

제한적으로 확장하고, 제3자의 주거지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없이 들어갈 수 있게 함으로서 ‘주거의 자유’와 ‘일반영장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다

는 의견을 근거로 해당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 주거의 자유 침해

제217조의 피의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가능케 하는 규정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 외에도 제3자의 

주거지 내에서 어떠한 증거물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증거파기 등의 긴

급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영장 없는 수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헌법은 제13

조에서 사전 영장주의를 선언하면서도 제16조에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또 다시 영장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또한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주거지에서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물론 주거지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

이 아닌 것은 분명하나, 사생활의 비밀이 가장 강하게 보호되는 주거지, 그 중에서

도 제3자의 주거지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제217조 규정이 가장 강력하게 비판

받는 부분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해보면, 일본은 이러한 ‘소유’ 요건을 포함하는 긴급 압수수

색제도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철회된 바 있다.134) 또한 미국에

서는 기본적으로 주거는 사적 영역으로서 강하게 보호하고 있고, 경찰의 면전에서 

일어나는 법 위반에 대한 영장 없는 강제처분과 육안에 보이는 범위 내에서의 압

수·수색 정도만을 허용하고 있지, 피의자의 ‘소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 장소적 범

위에 제한받지 않는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134) 신동운(역)(2003), 미츠이 마코토·사카마키 타다시의『입문 형사소송법』, 법문사, 81쪽. 이처럼 제
한적인 긴급압수수색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수사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체포에 수반한 긴급
압수수색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해석하거나 긴급압수 유사조치를 사실상 인정함으로써 실무상의 필요
성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한다. 김기준(2008),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15호,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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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영장 금지원칙 위반의 문제

일반영장 금지원칙은 영장은 그 대상자와 혐의내용 등이 특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특정하지 않는 일반영장의 발부는 금지된다는 원칙이다. 우리 헌법은 ‘일반

영장 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상 영장제도는 형사절차의 강제처

분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사전영장의 원칙’이나 ‘적법

절차의 원칙’ 속에는 ‘일반영장 금지의 원칙’이 당연히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

아야 한다.135) 일반영장 금지 원칙을 반영하여 형사소송법 제114조는 제1항에서 “압

수ㆍ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

년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

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

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영장에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

소, 신체, 물건 등을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216조 및 제217조에서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영장주의의 

예외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규정들이 이러한 일반영장 금지 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게 된다. 이에 대하여는 제216조의 체포·범행현장 등

에서의 긴급 압수수색의 경우 그 장소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시간적으로도 체포

행위 등에 접착되어 있어 일반영장 금지 원칙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나, 제217조의 

긴급강제처분은 소유라는 요건으로 장소적 범위에 대해 그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

에 일반영장 금지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크기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제217조의 긴급성 요

건을 도입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여 논란의 여지를 최소한으로 줄인 것으로 보인다.

나. 소지·보관하는 물건

제217조는 긴급 체포된 자의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중 ‘소지’, ‘보관’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형법학에서는 이러한 용어의 개념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명확

하지는 않다. 형법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라는 의미에서 이를 점유, 소지,

보관, 휴대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그 의미나 내용도 구성요건에  

135) 황정인(2010), “영장주의의 본질과 영장제도 : 체포제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2호,
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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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일하지 않다.136)

다만, 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은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11조에서는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

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를 현행범인이라 한다고 규정하여 

소지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문언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소지란 

대상자의 몸 가까이의 휴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지만 보관의 경우는 이와 조금 다르다. 보관이라는 단어의 문언 상 의미만을 

놓고 볼 때, 피처분자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에 피처분자가 물건을 휴대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제3의 장소에 그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자신의 사무실에 범죄관련 증거물을 놓았고 그러한 사

무실을 대상자의 사실적 지배가 미치는 장소라고 간주한다면 제3의 장소에서 체포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해당 장소에서 증거물을 탐색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행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명백히 제3자의 주거에 해당하는 곳에 있는 물건은 대상

자가 보관하는 물건이라 볼 수 없다. 제3자의 주거에까지 피처분자의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서 ‘보관’이라는 단

어를 조문에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규정들 또한 ‘서류의 보관’ 등 표현을 사용137)함

으로써 ‘소지’, ‘휴대’와 같은 좁은 의미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지배범위를 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검토

제217조의 규정은 피의자의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요건

을 규정하였다. 이로 인해 제3자의 주거에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행할 수 있게 되

고, 이러한 문제가 헌법상 사생활 보호 문제와 직접 충돌하게 됨은 사실이다. 그런

데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만약 ‘소유’ 요건을 삭제한다고 가정해본다. 그러면 제

217조 규정은 긴급체포 된 피의자가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규정이 된다. 피의자의 사실적 지배가 미치는 물건을 ‘소지’ 및 ‘보관’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앞서 지적한 일반영장 금지원칙에도 크게 위배되지 않을뿐

136) 신호진(2004), “재산죄의 점유에 관한 해석론과 정책론”, 고려대학교대학원 법학석사학위청구논문,
5쪽.
137) 제56조의2(속기록 등의 보관),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보관) 등 보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비추어 볼 때, 보관의 개념을 ‘유체물을 사무실 등에 두는 형태’의 의미로 사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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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 제3자의 사생활침해의 문제 또한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동시

에 ‘소유’의 요건이 빠진 제217조 규정은 제216조 제1항의 규정과 거의 동일하게 되

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제217조 규정의 존속 가치는 크게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는 2007년 개정 전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서의 문제였다. 개정 전 217

조는 압수수색의 긴급성 요건 또한 규정하지 않았고, 압수 계속 시 사후영장의 발

부를 필요적 요건으로 하고 있지도 않았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소유, 소지, 보관의 

벙렬 규정 형식을 다른 조문에서 역시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형태를 통해 우리 

입법자들이 범죄와 관련한 물건에 대해 소유, 소지, 보관을 모두 규정하여 절차적 

문제에 있어 입법절차상 불비의 문제를 가능한 한 해소하려 하였다고 생각된다. 그

런데 만약 긴급압수수색에 있어서만 소유의 요건을 삭제한다면 이는 입법상의 균형

에도 맞지 않고, 피의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제3자 소유의 물건은 압수·수색 가능

하게 하면서도 오히려 피의자의 소유에 속하는 범행 관련 물건에 대해서는 압수할 

수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긴급 체포와 긴급 압수·수색의 입법취지 자체

가 범행관련자 또는 제3자에 의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

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타당하지 않다.

장소적 제한을 받지 않는 긴급 압수·수색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외국의 입법

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제217조의 소유 규정은 수사기관에게 헌법상의 원칙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강대한 권한을 부여한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이 긴급압수수색을 하는 이유는 공범 내지 제3자에 의한 증거인멸의 우려

로 인해 행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2007년 개정으로 인하여 이러한 긴급압수수색

은 이제 압수수색영장을 필요적으로 사후영장을 발부받게 하여 그 압수의 적법성 

내지 적정성을 법관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였다. 또한 긴급체포를 위한 긴급성 요

건의 충족 외에 압수수색을 위한 긴급성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여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의 장소적 범위를 다소 넓게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의 급박성을 법관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하였다. 따라서,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 

하에서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긴급 강제처분을 할 가능성 자체가 더욱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수사기관이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3자의 

주거를 압수수색한 경우 법관이 그러한 요건을 심사하여 위법하게 수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사후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될 것이다. 긴급 압수·수색의 범위를 육안에 

보이는 범위 내지 범행 및 피의자 체포 장소와 같은 곳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그 압수수색이 상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수사기관에 맡

기고 사후영장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의 사법체제는 법관에

게 압수 계속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를 필요적으로 심사하게 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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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행사를 충분히 통제받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제217조의 긴급 압수·수색 규정에 의한 수사기관의 긴급 압수수색 

문제의 통제는 압수·수색의 ‘긴급성’ 여부에 달려있는 바, 자연스럽게 긴급성의 요

건을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제217조의 긴급압

수에서 요구하는 긴급성의 요건이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구할 필

요가 있다.

제 2 절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논의 

1. ‘긴급성’ 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은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

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함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긴급체포를 함에 ‘긴급성’이 요구됨을 명

확히 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이라고 규정하여 수

사기관의 긴급 압수·수색 처분은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다시 한 번 규정

하고 있다.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그 긴급성 요건에 대해 어떠한 경우를 의

미하는 지 법문 상에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이러한 긴급성 요건을 다시 한 번 명시한 이유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논의에서 찾을 수 있는 바, “긴급체포를 한 경우 법관으로

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긴급성 요건을 추가하여 긴급압수·수색으로 인한 

부당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138) 즉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서는 형사소송법 제217조의 긴급성이란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

에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자료집 2권』, 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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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00조의3과 제217조 ‘긴급성’의 관계

제200조의3 긴급체포 조항은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함께 체포영장

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고 후단에서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

우와 같이’ 라는 예시적 규정을 들며 긴급성의 요건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

정하고 있다.

당초 긴급체포 제도는 조선형사령에서는 ‘요급사건’에 그 원형을 두다 미군정시기 

필요적 사후영장제도를 도입하며 이러한 예외적 무영장체포를 ‘급속처분’, ‘요급처

분’, ‘긴급체포’, ‘긴급구속’ 등으로 다양하게 불렀다.139) 최초 대법원 안은 제6항 가

호의 단서에서 “급속을 요하는 사건으로서 체포장 발부를 청구할 여가가 없을 때”

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길리암 안은 긴급체포의 요건으로 ‘심판관 또는 특별심판원

이 배치된 지에서는 (1) 현행범이거나 혹은 (2) 도망을 방지함에 급속을 요하는 경

우로 한정하고’ 라고 규정하여 긴급체포의 긴급성을 ‘도망의 방지’라는 각도에서 파

악하였다.

이후 미군정법령 제176호 제3조는 “누구든지 구속당할 자의 성명 및 피의사건을 

기재한 재판소가 발한 구속영장 없이는 신체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음 

사항의 一에 해당하며 또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

하며 다음과 같은 8가지의 사유 중 1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와 긴급성의 요건이 인

정되는 경우 긴급구속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를 갖지 않는 경우

二. 그 장소에 있고 없음을 불문하고 형사소송법 제130조에 규정한 현행범인 경

우, 그러나 범행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신체를 구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三. 현행범의 취조에 의하여 공범을 발견한 경우. 그러나 범행종료 후 48시간 이

내에 신체를 구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四. 기결의 수인 또는 법령에 의하여 구속된 자가 도망한 경우.

五. 사체의 검증에 의하여 범인을 발견한 경우

六.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七. 피의자가 도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八.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유기의 징역, 금고에 처할 수 있는

139) 심희기, 앞의논문,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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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미군정법령 제176호 제3조 각 호의 요건이 현행 긴급체포의 요건과 흡사하다는 

점을 비추어 보면, “다음 사항의 一에 해당하며 또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는 문

구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3의 “긴급성” 요건과 동일

한 의미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긴급체포(구속)와 관련한 입법 연혁을 검토해 볼 때,

긴급체포에서 의미하는 긴급성이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거나,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체포영장을 미리 청구할 우려가 없는 때”로 종합해볼 수 있을 것이

다.

제217조의 긴급 압수·수색은 24시간이라는 시간적 한계 내에 행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은 압수 대상물이 긴급하게 압수 등 처분이 요구되는 것이었는지에 대

해 엄격한 심사를 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압수의 긴급성의 의미에 대하여는 이

를 긴급체포의 긴급성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압수 대상물을 우연히 발견한 경

우’ 등과 같이 법관으로부터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다.140)

반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은 “법관의 영장을 받을 수 없

는 때”에 해당하므로, ‘긴급성’의 의미는 “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로 이해할 것

이 아니라, “긴급체포 후 24시간 내에 압수수색하지 않을 경우 증거의 인멸, 변질,

소실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141)

제200조의3에서 의미하는 긴급성에 관한 연혁적 검토를 통해 파악한 의미가 “피

의자를 우연히 발견하거나,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체포영장을 미리 청구

할 우려가 없는 때”로 이해된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는 대물적 강제처분인 긴

급압수수색의 긴급성에서 의미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고 생각된다. 만약 양 조항의 긴급성을 동일한 것으로 바라본다면, 입법상의 논의에

서 굳이 제217조의 긴급 압수·수색의 요건에 또 다시 긴급성을 명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럼 제217조 긴급 압수·수색에서의 긴급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본 전화사기 판결에서 그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대상 판결은 긴급압수

140) 신동운, 앞의 논문 308쪽.
141) 노정환(2010), “현행 압수수색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조협회 59(4),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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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여부에 대해 “인멸의 여부는 물론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압수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압수의 필요성에 대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며 긴급 압수·수색에서의 긴급성에 대해 다소 

포괄적 해석을 내리고 있다. 즉, 증거인멸의 가능성 및 긴급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처분자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제216조의 긴급 압수·수색에 비해 비교적 광범위한 허용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제217조 처분의 특성상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제217조 처분은 2007년 

개정에서 압수계속이 필요할 때 사후영장을 발부받게 하여 긴급성을 법관으로 하여

금 판단하게 하였다. 즉, 법관은 수사기관의 긴급 압수·수색을 행할 당시의 정황, 피

처분자의 현실적 권리침해여부, 권리침해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시

의 긴급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소 모호한 결론이기는 하나 긴급 강제처분의 

특성상 상황의 급박성, 다변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기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라 생

각된다. 또한, 제217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상황들은 피의자를 긴급체포

한 후 체포한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여 범죄 관련 압수·수색 대상물을 특정하고 있

다. 따라서 제217조의 압수·수색의 긴급성 요건을 생각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진술

에 따라 대상물의 소재지가 파악되었고, 그것을 긴급하게 압수하지 않으면 멸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긴급성의 개념을 조금 더 심화하여 이해하기 위해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긴급한 상황(exigent circumstance)의 예외’를 일정한 경우 인정

한다.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행할 수밖에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 

영장에 의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독일 또한 ‘지체의 위험(bei

Gefahr im Verzug)‘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긴급 강제처분을 인정하고 있는 바,

미국의 ’긴급한 상황‘과 독일의 ’지체의 위험‘의 요건들은 우리나라의 ’긴급성‘ 요건

의 의미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미국과 독일

의 긴급 상황의 예외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긴급성 요건에 대한 이해에 있

어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3. 미국의 긴급한 상황(exigent circumstance)의 예외

미 연방헌법 수정 제4조는 “부당한 수색, 체포 및 압수에 대하여 신체, 주거, 서

류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인민의 권리는 불가침이다. 체포, 수색 및 압수영장

은 정당한 이유에 기초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지지되며, 수색될 장소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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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사람 및 압수될 물건이 특정하여 기술되지 않은 이상 발부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다.142) 미 수정헌법의 규정이 ‘영장주의’에 대한 헌법적인 요청을 의미하는 지

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나143), 미 연방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영장주의의 예외들을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압수수색은 판사에 의해 발부된 영장이 없이 이루어진다.144)

따라서 미국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정당화받기 위한 요건은 영장발부여부가 

아님을 알 수 있다.145)

다만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4조 전단에서 ‘불합리한’ 압수수색을 금지하고 후

단에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영장이 발부될 수 없음을 규정하여, 합리성

(reasonable cause)과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는 경우 영장에 의하지 아니

한 압수수색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수색이 합리성을 인정받기 위한 전제로서 긴급한 상황(exigent circumstances)은 

그 전제 중 하나에 속한다. 긴급성은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므로 긴급 

상황에서 영장 없이 처분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다.146)

가. 긴급상황의 의미

미국 판례가 인정하는 긴급한 사정을 전제로 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 기준이 있다. ➀ 경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그에 

따라 압수·수색을 할 경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147)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142)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143) United States v. Rabinowitz 판결에서 경찰관의 압수수색이 적법한가 여부는 “영장을 발부받는
다는 것이 합리적인가가 아니라 압수수색 그 자체가 합리적인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여 압수수색영
장의 필요적 발부여부에 대해 부인한 바 있으면서도, Katz v. United States 판결에서는 “사전에 법관
이나 치안판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행한 수색은, 특별한 사정이 있고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 제4조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하여 영장주의 원칙에 대해 확인한 바 있다.
144) Ronald Jay Allen/Joseph L. Hoffmann/Debra A. Livingstion/William J. Stuntz(2005),
『Criminal Producure』, Aspen Publisher, 115쪽.
145) 영장(warrants)은 ‘상당한 이유’를 발부요건으로 하여 정부기관의 정당화되지 않은 무분별한 수색
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중립적인 판사로 하여금 영장을 발부하게 하여 정부기관의 변덕스러운(
capricious) 침해를 방지하게 한다. 영장의 예외는 몇몇 특별히 확립되고 잘 설명된 예외적 경우에만 
가능하다. Barbara C. Salken, 앞의 논문, 285-286쪽 참조. “이러한 (영장의) 예외는 ‘상황의 긴급
함’(exigencies of the situation)이 수색을 불가결하게 만드는 경우‘로 조심스럽게 규정되어야 한다.”
Coolidge v. New Hampshire, 403 U.S. 443, 455 (1971) 판결 인용.
146) Dressler, Joshua/Thomas Ⅲ, George C.(2010), 『Criminal Procedure: principles, policies and
perspectives, 4th ed』., West. 191쪽.
147) 연방대법원은 영장없는 수사기관의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결정기준을 내리
지 않았고, 사적 공간인 주거지에 대한 수색은 마약범죄에 있어서만큼은 증거의 파기 위험이 있는 상
황에서 인정된다는 일반적인 합의에는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Barbara C. Salken(1997), “Balancing
Exigency and Privacy in Warrantless Searches to Prevent Destruction of Evidence: The Need f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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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만한 사정, 즉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➁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수색의 장소는 그와 긴급한 사정이 존재하는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고, ➂ 영장

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수색의 기간은 그와 같은 긴급한 사정이 존재하는 동안에만 

할 수 있고, ④ 경찰관이 그와 같은 긴급한 사정을 유발하거나 또는 유발하는데 관

여해서는 안 되고, ⑤ 압수수색을 함에 있어서 영장에 의한 것과 마찬가지의 적법

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148)

Chimel v. California 판결은 경찰의 체포에 수반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근거와 

관련하여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상황에서는 피의자가 경찰관에게 저항하거나 

도주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기 때

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연방 대법원은 체포에 수반된 영장 없는 압수수색

의 근거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닉할 우려”

가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149) 이 경우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범

위는 그와 같은 긴급한 사정이 존재하는 장소와 시간으로 한정된다.

한편 United States v. Chadwick 판결150)에서는 경찰관이 마리화나 밀거래 사범

을 체포하고 마리화나가 들어있는 곳으로 보이는 그들의 사물함을 압수하였는데,

그러한 압수 및 수색은 체포 후 1시간이 지나 그들을 유치장에 감금하고 나서 일어

난 것이었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수색을 위법한 것이라고 하면서 “시간과 장소적

으로 체포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이라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이후 United States v Edward 판결151)은 이러한 긴급 압수·수색의 시간적 한계와 

관련해 그 한계를 더욱 확장지은 사례이다. 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체포한 지 

10시간이 지난 후 피의자에게 새 옷을 사주고 페인트가 묻어있는 피의자의 옷을 수

사기관이 압수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에서 요구하는 ‘상당한 이유’의 

기준을 일탈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체포 직후일 것을 요하나, 만약 시간이 흐

른 경우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를 유연하게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소적 한계와 관련해서는 앞서 살펴본 Chimel 판결에서 경찰관이 절도

Rule”, 18 Pace Law Review 37
148) 김태명(2015), “미국법상 압수수색의 법리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법학논총 제27권 제3호,
268쪽.
149) Wayne R. LaFave/Jerold H Isreal/Nancy J. King/Orin S. Kerr(2009), 『Criminal Procedure』,
West, 220쪽.
150) United States v. Chadwick, 433 U.S. 1 (1977)
151) United States v Edward (415 U.S. 800(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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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의자를 체포한 후 방 3개인 집의 모든 공간을 수색하

고 증거를 압수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관의 압수수색은 피의자의 즉각적인 통제

(immediate control)가 가능한 공간에 제한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 전체를 압수·수색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Plain View의 예외 

미국은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한계에 관하여 “다른 범죄에 대한 증거를 압수하

는 경우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수정헌법 제4조에 반하는 것이 아니

다”라고 판단하여, 소위 Plain view 원칙을 확립한 바 있다.152) 이러한 미국의 Plain

View 이론이 긴급한 상황에서의 압수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Plain View

이론은 미연방대법원은 1968년 Harris 판결을 단초로 인정된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론으로,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특정한 장소에 들어가 발견한 즉시 시야에 들

어오는 식별 가능한(immediately recognizable) 압수 대상물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Plain View 원칙에 의하여 대상물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

건이 요구된다. 먼저 수사기관이 대상물을 관찰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접근이 적

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경찰이 타인의 주거지 내에서 현행범을 추격 중, 증거물

을 발견한 경우를 가정해볼 수 있다.153) 두 번째로, 수사기관이 대상물에 합법적으

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원거리에서 마약 범죄 관련 압수 대상물을 발견하였다

는 사유만으로 대상물을 바로 압수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대상물이 범죄의 증거

물임이 즉각적으로 명백(immediately apparent)해야 한다.154) 수사기관이 단순한 관

찰을 넘어 전면적으로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대상물에 대한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Plain View 원칙이 적용 가능한 상황에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로는 

이미 대상물에 대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에서 수사기관이 발견한 물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를 부담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Plain View 상태 하에

서의 증거물의 발견은 이를 즉시 압수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와 중첩될 수 있으므

로, Plain View의 상황과 긴급성에 의거하는 상황의 문제는 결합될 수 있다. 그러나

152) 경찰관이 압수수색을 집행함에 ➀ 적법하게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위치(lawful vintage point)에서 
➁ 그것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right of access to the object)을 가지고 있으며 ➂ 그것이 
금제품 범죄의 과실, 수단, 증거임이 즉각적이고 명백하게(immediately apparent) 드러나는 경우 그 물
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Joshua Dressler, 앞의 논문, 191쪽.
153) 최진안(2013),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제도의 도입가능성과 한계”, 아주법학 제7권 제1호, 116쪽.
154) Coolidge v. New Hampshire. 403 U.S. 443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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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in View의 상황과 긴급 상황의 법리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으로 각각의 상황은 

각각의 독자적 요건에 의해 분석되는 것이 타당하다.155) Plain View의 상황은 긴급

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의 존부라는 관점

에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독일의 지체의 위험(bei Gefahr im Verzug)의 예외

독일의 긴급 압수·수색은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폭넓게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98조 제1항은 “압수명령은 법원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와 그 수사요원(법원조직법 제152조)에 의해서

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체의 위험’은 여기서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지체로 인해 수사기관이 행하는 압수·수색의 효과가 저해될 수 있

는 위험을 의미한다.156) 이러한 위험성은 추상적인 의심의 정도로는 부족하고, 개별 

사건이 다루고 있는 사실 관계에 의해서 입증되어야 한다.157) ‘지체되면 위험한 경

우’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자유로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위 내에서의 특정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증거가 멸실될 우

려가 있다’는 가정과 추정을 넘어서야 한다. 만약 이를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가정

하고 ‘지체의 위험’이 있다는 사유로 압수하는 경우 그러한 압수는 무효가 된다.158)

또한 독일 형사소송법 제108조 제1항은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색의 기회에 우연

히 피의자 또는 제3자의 수색에 근거되는 혐의사실과는 별개의 증거물이 발견된 경

우, 이러한 증거물에 대해 법관의 사전 압수명령이 없더라도 잠정적으로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소위 ‘독립적 가압수’로서, 적법하게 행해진 수색에서  

그 수색의 혐의사실 관련 사건이 아닌 다른 혐의 사건과 관련한 물건에 대해 압수

할 수 있음을 허용하는 것이다.159) 제108조 제1항은 제94조 이하의 압수요건이 갖추

155) 문영성(1999), “영장주의의 예외인정과 명인법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40권 제1호 통권48호,
176쪽. 김기준, 앞의 논문, 4쪽. 최진안, 앞의 논문, 117쪽.
156) Nack, StPO- Karlsruher Kommentar, 4, neubearbeitete Aufl., 98, Rm, 11-20. 사법정책연구원, 앞
의 책, 151쪽.
157) KK-StPO/Greven StPO §98, Rn. 13
158) KK-StPO/Greven StPO §98, Rn. 14
159) 가압수는 적법한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다른 범죄 증거물로 압수권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압
수, 수색을 행하는 검사, 경찰공무원 등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대상물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범죄 또는 이미 다른 절차에 계속 중인 범죄를 암시하는 증거물로서, 당해 사건 피의자의 다른 
범죄 또는 제3자의 범죄에 대한 것 모두 가능하다. 대상물이 명확하게 증거물로 인식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범죄행위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암시적 가능성으로 족하다. 이윤제, 앞의 논
문,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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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즉, 범죄의 혐의가 아직 최초혐의(Anfangsverdacht)에 이르지 않는 경우160), 발견

된 대상물의 증거적격이 즉시 평가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체위험성(Gefahr im

Verzug)이 존재하지 않는 때 적용될 수 있다.161) 수색의 경우에 대하여 독일은 제

102조에서는 혐의 있는 자에 대한 수색과 제103조에서 제3자에 대한 수색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02조에 따른 수색의 요건은 그 체포의 목적 또는 증거의 발견이 추정되는 경

우이면 충분하다고 보지만, 제103조의 수색은 ‘추적대상인 사람, 단서 또는 물건이 

수색될 공간에 있다고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러한 

수색은 원칙적으로 법관만이 명할 수 있으나, 압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체의 위

험이 있는 경우 검사 및 수사요원도 이를 행할 수 있다. 압수의 경우와 달리 수색

은 사후에 판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162) 수색에서 의미하는 지체된 위험의 

경우 역시 “법원에 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의 지연으로 인하여 수색의 목적이

160) 독일 형사소송법은 증거물의 압수(동법 제94조 이하)와 몰수대상물의 압수(동법 제111b조 이하)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 최초의 범죄혐의(Anfangsverdacht)의 존재를, 후자의 경우 급박한 범죄혐의
(dringender Tatverdacht)의 존재를 각각의 요건으로 규정한다(신동운, 앞의 논문, 297쪽).
161) SK-Degener/Wolter, §108 Rn. 5., 최진안,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122쪽.
162) BVerfG NStZ 2001, 382; 김환수/문성도/박노섭, 앞의 책, 110쪽 참조.

제102조(혐의자에 대한 수색)

범죄의 정범 또는 공범이나 증거인멸, 범인 은닉 또는 장물취득의 혐의를 받

는 자에 대하여는, 그 체포의 목적이거나 증거방법의 발견이 추정되는 경우 주

거와 기타 공간 및 그 신체와 물건에 대한 수색을 할 수 있다.

제103조(기타의 자에 대한 수색)

① 피의자의 체포, 범죄단서의 추적, 특정한 대상의 압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

우 또는 추적대상인 사람, 단서 또는 물건이 수색될 공간에 있다고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기타의 자에 대한 수색이 허용된다. 형법 제89

조a에 따른 범죄, 제129조b 제1항과 결부된 제129조a에 따른 범죄 또는 제129조

a에 언급된 범죄 가운데 하나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 유력한 피의자를 체포할 목

적으로 주거와 기타 공간에 대해 수색하는 것 역시 이들 공간이 건조물 내에 소

재하고 있고 그 내부에 피의자가 체류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

을 때에만 허용된다.

② 피의자가 체포된 공간 또는 추적 중에 피의자가 출입한 공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문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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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163)

5. 검토

미국 또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구체적 예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파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을 동

안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또한 독일은 압수와 수색을 별도

의 조항에 규정하였으나,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란 ‘압수와 수색에 대한 법원의 

명령을 받는 것 자체로 인한 지연으로 압수의 목적 달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

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은 ‘Plain View’ 원칙을 도입하였고 독일은 제108조 제1항에서 ‘독립적  

가압수’ 제도를 마련하여 수색의 기회에 발견되는 다른 범죄에 대한 긴급 압수 제

도를 마련하는 바, 우리나라에서 긴급 압수·수색의 과정에 원칙적으로 다른 혐의사

실과의 관련 물건은 압수할 수 없다는 점을 비추어 보면, 그 대상을 우리 법체계보

다 더 확장 짓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164)

우리 형사소송법 제217조 긴급 압수·수색은 24시간이라는 구체적 시간적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바, 그러한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할 만큼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

우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긴급 강제처분의 상황의 

급박성, 다변성 등을 고려하여 압수·수색 당시의 정황, 피처분자의 권리침해관계 및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여야 하고 그 긴급한 상황의 입증여부는 수사기

관에게 달려 있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권한 

행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

163) 이와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현행범을 체포한 때나 범죄 현장에서 영장담당판사와 연락이 되지 않
는 경우에는 지체의 위험이 있다고 보나, 평일 근무시간에는 당연히 영장담당판사에게 전화해서 사건
을 설명하고 수색명령을 청구해야 하고 수색명령은 서면으로 발령되어야 하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전화에 의한 명령으로 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김동완/이영환/김희수(2015), “2015년도 외국
사법제도연구회 독일반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법원행정처 해외사법자료, 11쪽의 내용을 참조.
164) 이러한 ‘독립적 긴급 압수제도’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그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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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후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

1. 사후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

수사기관은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하게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

을 청구하여야 한다. 미군정법령 제176호에서는 긴급구속 대상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에 대해 사후영장을 발부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제정 형사소송법에서 영장주의를 구현하며 제217조 제2항에서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경우 압수한 물건을 즉시 환부하도록 하되,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 압수·수색 처

분은 긴급체포에 부수하는 것이 아닌 수사기관의 독자적 긴급처분임을 명백히 하였

다는 해석이 타당한 것이라는 논의는 앞서 긴급 압수수색의 성질론 부분에서 개진

하였다. 제217조 제2항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다.”라고 규정하여 ‘검증’은 법문

에 규정하지 않았으나, 압수·수색·검증 행위는 각각 대등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볼 

때 압수·수색·검증 모두에 대해 사후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

다. 실무상으로도 압수수색검증은 단일한 영장에 의하고 있다. 사후 압수·수색영장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는 ➀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➁ 변호인 ➂ 
긴급압수·수색·검증한 자의 관직·성명 ④ 긴급압수·수색·검증한 일시, ⑤ 긴급압수·

수색·검증한 장소·신체 또는 물건, ⑥ 긴급압수한 물건 ⑦ 범죄사실 및 긴급압수·수

색·검증한 사유, ⑧ 체포한 일시 및 장소(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른 경우),

⑨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한 사유, ⑩ 신체검사를 한 자의 성별·건강상태 등

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사후 압수·수색 영장의 성질

헌법 제12조 제3항은 긴급 상황으로서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사후에 영장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긴급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제217조 제1항은 헌법 제12조 

제3항 후단 및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에 따른 긴급체포 후 긴급압수수색을 허용하

고 있고, 제217조 제2항에서는 그러한 압수수색 후 계속압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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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 전단의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문구와 후단의 긴급 

강제처분의 경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행하는 긴급처분은 법관의 권한을 ‘임

시로 대리하여’ 행사한 것이므로 모든 경우에 사후에 법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 전부 사후영장 필요설165)과 제12조 제3항 단서는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수사기

관의 독자적 긴급 강제처분권을 부여한 것이며,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때에는 사후

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침해 계속 시 사후영장 필요설166)이 대립한다. 제217조 

규정을 전부 사후영장 필요설 입장에서 설명하면 수사기관의 긴급체포는 수사기관

의 독자적 권한이 아닌 법관의 권한을 대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에 대한 사후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후 행해지는 제217조 긴급 압수·수색 또한 그 압수·

수색이 행해진 후 반드시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형

사소송법은 긴급체포에 대하여는 계속 구금 필요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

고, 긴급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계속 압수 필요시 사후 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문의 규정형태로 볼 때, 제217조 규정은 수사기관의 긴급처분을 전

제하는 동시에 그 침해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법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침해 

계속 시 사후영장 필요설의 관점에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제217조에 따라 압수·수색을 행한 이후 압수 계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된 사후 영장은 어떠한 성질을 갖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

여는 앞서 언급하였듯,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은 긴급 압수수색을 한 이후 “압

수계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기에, 결국 입법자가 제217조 긴급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사후 영장은 침해계속이 있

을 때만 필요하다는 사후적 허가장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지체 없이’의 의미

제217조 제1항은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하용하고 있고, 제2항은 계속압수의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도록 요구하면서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피의자가 소유, 소지,

165) 신동운(2005), 형사소송법 제3판, 법문사, 147쪽; 조국(200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박영사,
386쪽; 서보학(2005), “긴급체포에 관한 검토의견”,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Ⅵ), 사법개혁위원회, 129
쪽; 이은모(2003), “피의자 인신구속제도의 정비방안”, 형사법연구 제19호, 113쪽; 한상훈(2005), “긴급
체포 및 긴급압수수색의 개선에 대한 별개의견”,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Ⅵ), 사법개혁위원회, 139쪽.
166) 이완규(2012), “긴급 압수수색에 대한 사후영장의 성질과 효력”,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4권 제1
호,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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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압수할 필요가 있고 압수수색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영

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긴급체포 시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압수수

색이 위법함은 문언 상 당연하다. 그런데,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압수물을 발

견 및 확보한 상황에서 이를 계속하여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17조 제2항은 

후단에서 영장 청구를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전단에서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체 없이’의 

의미란 무엇을 말하는지 문제된다.

가. 제200조의4의 ‘지체 없이’의 의미

형사소송법 규정에서 ‘지체 없이’라는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는 조문은 다수 발견

된다.167)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법무부는 제200조의4(긴급체

포와 영장청구기간)168)에 대한 개정 입법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첫째, 정부 제출안의 ‘불필요한 지체없이’는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라

는 표현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국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단순히 국어 어법상 부

자연스럽다는 이유에서 조문 정리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둘째,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가 ‘체포 중 조사’를 모두 허용하고 있으며, 셋째, 개정법은 영장청구시한을

현행과 같이 체포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로 유지하면서도 이에 덧붙여 검사로 하

여금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지체 없이’하도록 촉구하는 것이고, … (중략)

‘지체 없이’라는 것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시간적 지체’ 없이 결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는 동 요건을 ‘기속적 요건’이라고 간주하

는 입장이고, ‘지체 없이’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시간적 지체 없이 결

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는 동 요건을 ‘주의적 요건’이라고 해석

하는 입장에 있다. 법무부의 개정안 설명은 후자인 주의적 요건설의 논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체 없이’라는 요건을 둔 것은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의적 의미 외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고, 수사기관의 

신속한 처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기속적 요건설은 제200조의4 제1항 제1문에서 ‘지체 없이’ 라는 요건

167)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제87조(구속의 통지), 제204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제16
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221조의2(증인신문의청구) 등이 있다.
168)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제200조의3 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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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정함과 동시에 제2문에서 48시간의 시간적 한계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

다는 점에 주목한다.169) 해당 요건은 기존 수사기관이 긴급체포 후 석방하는 종래의 

편법적 수사관행이 오히려 48시간의 시간제한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

을 지적한다. 즉, ‘지체 없이’가 원칙이고 48시간은 더 이상 지체를 허용하지 않는 

최대한의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170)

양 견해 중 어느 것이 타당한 해석인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인신구속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최대한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 주의적 요건설에 따르게 될 경우 기속적 요건설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수사

기관의 재량에 따라 불필요한 체포 관행이 행해질 우려가 있다. 긴급체포 된 자의 

경우 법관에 의해 원칙적으로 영장의 청구는 지체 없이 행하되, 그 시간적 한계는 

48시간으로 두었음이 문언의 순서, 입법 취지를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러워 보인다.

나. 제217조 ‘지체없이’의 의미

제217조 긴급압수수색에서도 동일한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관점에

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제217조 제2항 제1문에서는 ‘지체없이’,

제2문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긴급체포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긴급 압수수색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구속영장과 동시에 신청

하고 있다. 법관으로서는 긴급체포의 요건과 압수수색의 필요성, 긴급성 등을 모두 

검토하여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이러한 동시 청구는 오히려 그 압수수

색의 요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도 불가피하다. 따라서, 긴급체포 피의자의 조사 및 압

수·수색으로 인한 증거수집 등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어 그에 따른 ‘불가피한 지체’가 발생하고, 구속영장의 청구 시점보다 사후 압수·

수색 영장의 신청이 이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를 지체한 것이라고 바라보기에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즉,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의 개념은 법문의 배치형태와 입법취

지를 고려, 기속적 요건설의 개념을 따르되 구체적으로는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때 최소한 동시에 신청할 수는 있을 정도를 요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하다.

169) 신동운, 앞의 논문, 220쪽.
170) 신동운, 앞의 논문, 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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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제217조의 제220조 적용가능성 

제 1 절 제220조의 의미와 내용

1. 제220조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220조는 ‘요급처분’ 규정으로서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

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 제2항, 제125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3조 제2항은 소위 ‘참여인’ 규정으로, ‘타인의 주

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5조는 소위 ‘야간집행 제한’ 규정으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

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제220조 규정의 입법취지는 제216조에서 규정하는 긴급 강제처분을 집행함에 있

어 그 급속한 집행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거주, 간수자 등을 압수수색에 참

여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야간에도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

에 있다.171) 따라서 수사기관은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

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행 중 또는 직후 참

여인을 압수·수색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야간에도 그 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가. 제123조 제2항의 의미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수사기관이 피처분자 또는 압수할 물건이나 

수색할 장소의 직접적인 지배자 내지 참여인에게 영장을 제시함으로써 시작된다.

영장의 제시는 상대방의 제시 요구 여부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의 집행 

착수 이전에 행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전 제시 절차에 위반할 경우 원칙적으

로 그것은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은 제121조와 제122조에서 

각각 피처분자 및 변호인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참여권과 통지제도를 규정172)하고 

171) 신이철(2017), “형사소송법 제217조와 제220조와의 관계”,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7호, 178쪽.
172)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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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121조와 제122조는 압수수색의 피처분자에 대하여 그 압수수색의 ‘적절한 

고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제공’을 압수수색의 사전 통지와 그 집행에 관한 참여권의 

형태로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는 피처분자로 하여금 압수․수색의 이유와 범위를 

포함한 그 내용을 알게 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면

서 절차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173)

이어 제123조 제2항에서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3조 제2항의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

에 준하는 자’의 의미에 대하여는 영장집행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174) 또한 타인의 주거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제

한이 없이 피의자 및 피해자와 무관한 제3자의 주거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해석이 

타당하다. 범죄 장소나 피의자가 현존하는 장소가 주거 등에 해당된다면 동 규정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제220조는 제216조에 규정된 긴급 압수·수색을 함에 있어 급속을 요하는 경

우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여기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 문제되는 바,

이에 관하여는 제122조에서 규정하는 참여권 자에의 통지 규정과 대법원 2012도

7455 판결을 참고할 만하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위반(특수 잠입·탈출) 등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 

간부 또는 조직원들에 대해 사전영장을 참여인 통지 없이 집행한 것에 대해 위헌이

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하여, ‘사전통지 없이 집행한 압수·수색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

행에 참여할 수 있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통지를 

생략할 수 있고,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할 수 있다.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
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
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73) 강구민/김창우/오경식, 앞의 논문, 531쪽.
174) 8세 된 아이는 영장집행의 의미를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도 담보하지 못하
므로 여기의 주거주에 준하는 자가 아니다. 신이철(2009),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와 제한
규정”, 중앙법학 제11집 제2호, 230쪽; 강구민/김창우/오경식(2015),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참여
권자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22권 제2호, 조선대 법학연구원, 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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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라고 해석함이 옳고, 그와 같이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22

조 단서가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

였다. 즉, 제122조에서 규정하는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175)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위헌소원을 다룬 2011헌바225 결정에서도176), 헌법재판

소는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사전통지를 분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범죄

수사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다른 중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취지와 문언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급속을 요하는 때’라 함은 압수수색 집행사실을 피의자에게 미

리 통지하여 줄 경우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훼손하여 압수수색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

거나 세부적으로 특정하는 것은 압수수색의 집행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제216조에 규정한 긴급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타인의 주거 등에 불가피하게 들어

가게 될 때가 존재하는데, 제123조 제2항의 규정은 이러한 때 해당 주거지의 관리

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절차상 정당성과 적법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주거의 평온을 

최소한으로 침해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하지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 제12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참여인을 참여시키지 않고 집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제122조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관한 해석을 비추어 볼 때,

제220조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의 참여인 배제규정의 규정 취지 또한 긴급 처분의 

특성상 즉각적이고 급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처분자로 하여

금 압수·수색의 내용을 통지하고 무조건적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경우, 절차적 권리

를 과도하게 보장하게 되어 오히려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에 마련해 둔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독일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에 있어 참여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 형사소

송법 제105조 제2항에서는 “주거, 상업공간 또는 위요지에 대한 수색의 경우 판사

나 검사가 입회하지 않은 때에는 가능한 한 수색이 행하여지는 지역의 지방자치 단

체 공무원 1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민 2인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175)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176)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1헌마22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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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106조 제1항은 수색할 공간 또는 대상의 점유자, 대리인, 친족, 이웃 등이 

수색 과정에 입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77) 독일 형사소송법은 우리 법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 참여인을 배제할 수 있게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방법이 아

닌, “‘가능하다면’ 점유자 등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다.178) 독일 형사소송법 또한 긴급 강제처분을 허용하고 있는 동시에 이의절차를 

규정하여 그 타당성을 법원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기에, 수

사기관은 예외적인 경우 참여인을 배제하고 긴급 강제처분할 수 있으며  피처분자

는 이에 대해 법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 또한 제113조 제1항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압수장 또는 수색

장 집행의 입회권 및 피통지권을 규정179)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 미리 재판소에 입

회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180) 또한 제114조 제2항에서 “사람의 주거 또는 사람이 간수하

는 저택, 건조물 또는 선박 내에서 압수장 또는 수색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나 

간수자 또는 이들을 갈음할 사람을 이에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을 입회하도

록 할 수 없을 때에는 이웃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제127조는 “제127조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및 제

118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이 하는 수색

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제114조 제2항의 참여인 규정이 급속을 요하

는 경우 배제된다고 우리 형사소송법 제220조의 입법형태와 유사한 규정을 마련하

고 있다. 즉, 일본 또한 급속을 요하는 경우 압수수색을 실시함에 있어 주거지 등에

서의 참여인 규정을 배제할 수 있음을 명문의 규정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177) [독일 형사소송법 제106조(점유자의 참여)] ① 수색할 공간 또는 그 대상의 점유자는 수색에 입회
할 수 있다. 점유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그 대리인 또는 성년인 친족, 동거인 또는 이웃
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178) 이에 대하여 제105조 제2항의 참여인 규정은 수색 입회인(Durchsuchungenzeunen) 규정으로 의
무사항이나, 제106조는 단속규정(Ordnungsvorschrift)일 뿐이라는 견해가 있다. 김환수/문성도/박노섭
(2009), 앞의 책, 110쪽.
179)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입회인에 의한 감시가 충분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입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수사가 위법하다” 고 판시하여, 수사기관이 기 행한 압수물의 반환을 명한 사례가 있
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실시할 당시 동원된 수사관은 다수인 반면 모든 수색 상
황을 지켜본 입회인은 2명에 불과하였던 사안이다. 동경지결 소화 40·7·23(東京地決昭和40·7·23下刑7卷
7号1540頁)
180) [일본 형사소송법 제113조] ①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장 또는 수색장의 집행에 입회
할 수 있다. 단 신체의 구속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압수장 또는 수색장의 집행
을 하는 자는 미리 집행의 일시 및 장소를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회할 수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들이 미리 재판소에 입회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및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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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25조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125조는 압수·수색의 야간집행의 문제를 다룬다. 야간 압수·수색의 

허용은 헌법 제16조 주거의 평온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압수수색 영장에 일출 전,

일몰 후에 집행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다면 타인의 주거 등 주거의 평온이 보호받

는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

수·수색의 야간집행의 가능여부의 기재가 필요적으로 기재될 것을 요한다. 실무에서

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일출 후 일몰 후의 기재사유’라는 항목을 마련하고 수사

기관으로 하여금 그 야간집행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기재하도록 하여 야간집행의 허

용여부에 대해 법관이 심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압수·수

색이 일출 후와 일몰 전에만 행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일자에 따라 일출과 일몰

시간이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어느 날에 압수·수색 하는지에 따라 그 압수·수색의 

집행 가능 시간 또한 변동하게 된다.

제220조에 의거하여 수사기관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 일몰 후에도 타인의 주거지 

등에서 제216조의 긴급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제216조의 처분이 이루

어지는 장소가 노상 등 야외이거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 

제125조의 규율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제220조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 대법원이 별도로 판단한 사례는 없으나, 제125조의 경우 

또한 제123조 제2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허용을 하지 않는 경우 ‘압수수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하다.

제125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출 후, 일몰 전’이라는 문구는 제143조(검증 시각의 

제한)에서도 발견된다. 제143조는 제1항에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가주, 간수자 또

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 한다”고 규정하여 야간 검증을 위한 주거 

등의 진입에 해당 주거주의 승낙을 허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동 조항 

단서에서는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고 규정하여 ‘검증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야간 검증의 가능성을 비

추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

을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처분의 시기를 착수 시로 보고 있다. 제143조 제1

항의 입법 형식이 제125조와 다른 이유는 검증이 압수·수색에 비해 강제성이 크지 

않아 주거주의 승낙으로 허용하면 족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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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압수·수색이 일몰 전에 착수된 경우, 일몰 후에도 지속 가능한지가 문제된

다. 이에 대해서는 제125조가 제143조 제2항과 같이 ‘검증에 착수한 경우 일몰 후라

도 계속할 수 있다’는 명문의 허용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 압수·수색 영장에 야

간집행의 가능 여부가 명문으로 기재될 것을 요하는 점, 제220조에서 급속을 요하

는 경우에만 그러한 제한이 해제될 수 있는 점, 압수·수색의 법익침해의 정도는 검

증에 비해 중하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일몰 전에 압수·수색하는 경우 일몰 후에는

제220조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본은 형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에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영장에 야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면 압수장 또는 수색장의 집행을 위하여 사람

의 주거 또는 사람이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또는 선박 내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

정하여 우리 형사소송법 제125조와 거의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동조 제

2항에서는 “일몰 전에 압수장 또는 수색장의 집행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에도 그 

처분을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압수·수색의 가능 시간을 착수 시점

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특별한 요건 없이도 그 착수가 주간에 행해졌다면 야간까지

도 계속될 수 있음을 명문의 규정으로 두고 있다.181)

우리 형사소송법 제125조는 압수·수색이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원칙적으로 불가

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은 그 처분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따라 유

동적으로 변동하게 된다.182) 예를 들어 1월에 압수·수색하는 경우 압수·수색의 가능 

시간은 일출시간인 07:47부터 일몰시간인 17:34까지인 반면, 7월에는 05:14부터 

19:57까지이다. 압수·수색의 시기에 따라 집행가능 시간이 유동적으로 변하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압수수색의 피처분자는 그 압수수색의 착수 및 집행시점에 이루어

진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변적인 

시간대의 설정이 수사기관과 피처분자 양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

문이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의 입법 형태를 살펴보면, 제104조(야간가택 수색) 제1항은 “현행

181) 검증 시간에 대하여도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130조 ① 일출전, 일몰후에
는 주거주나 간수자 또는 이들을 갈음할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위하여 사람의 주거 또는 사람이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또는 선박 내에 들어갈 수 없다. 단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
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2) 2020. 1.(양력) 기준 일출시는 07:47경, 일몰시는 17:34경이다. 반면 2020. 7.(양력) 기준 일출시는 
05:14경, 일몰시는 19:57경이다. 여름이 겨울에 비해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최대 4시간 가량이 길다.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https://astro.kas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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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을 추적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탈출한 죄수를 다시 체포하기 위한 경우

에만 주거, 상업공간, 위요지(圍繞地)에 대한 야간수색이 허용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3항에서 “야간이라 함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는 저녁 9시부터 아침 4시

를, 10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는 저녁 9시부터 아침 6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

여 야간의 의미에 대해 명확하게 입법하여 이러한 다툼의 여지를 명확하게 해결하

고 있다.

한편 미국은 체포영장의 집행과 관련하여 중죄의 경우에는 낮과 밤 관계없이 언

제든 체포대상자를 체포할 수 있지만, 경죄의 경우 낮에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

이 원칙이다.183) 하지만 주에 따라서 낮과 밤 구분 없이 언제든지 경범에 대한 체포

영장의 집행을 허용하는 곳도 있다. 만약 중죄에 의하여 야간에 피의자를 체포하였

다면 원칙적으로 체포와 동시에 압수 및 수색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야간에 압수·수

색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미 압수한 대상물을 상대로 시간이 다소 경과한 

후 영장 없이 수색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184)를 비추어 볼 때, 예외적 경우 

야간 집행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일본의 입법형태를 모방하여 만들어졌다는 점, 형사소송법 제

정 이후 제125조 조문이 일체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 시대의 변화로 더 이상 ‘일출’

과 ‘일몰’이라는 단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제125조

에서 규정하는 ‘일출 전, 일몰 후’는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피처분자에게도 불이익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독일과 같이 절대적 시간을 명시하여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현행 제220조 형식과 같이 급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압수·

수색을 할 수 있게 하여 피처분자의 권익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된다.

2. ‘급속을 요하는 경우’와 ‘긴급성’ 요건 비교

제123조 제1항 참여인 규정, 제125조 야간 집행의 제한 규정은 제216조의 긴급 

압수·수색 시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제216조에 의거한 

압수·수색의 ‘급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타인의 주거 등에서 주거주 등 

참여인을 배제하거나 야간에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체포 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수색을 위한 긴급 강제처분을 제외한 제216조 처분들은 모두

183) 배종대/홍영기, 앞의 책, 491쪽.
184) United States v Edward (415 U.S. 800(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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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사전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긴급 강제처분이기에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청

구할 때에는 압수·수색의 상황이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였음을 충분히 소명

하여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20조에서 의미하는 이 ‘급속’이라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

미하는 지에 대해 정의내리는 것은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제217조의 긴급 압

수·수색의 요건인 ‘긴급성’과의 관계에 있어 중요하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20조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긴급 압수·수색을 주거지 등에서 집행할 때 참여

인 규정과 야간 집행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17조는 제220조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문리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제217조 규정은 제220조에서 

규율하는 대상이 아니기에 제217조의 처분은 타인의 주거지 등에서 야간에 집행할 

수 없고, 주간에 압수·수색을 집행하더라도 참여인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제

217조가 그 긴급성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제220조의 규율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압수수색의 집행에 있어 제123조에 따라 참여인을 두어야 하고, 제125조

에 따라 야간에 집행할 수 없게 된다면 제217조의 입법취지 자체가 몰각되는 결과

에 이르게 된다. ‘긴급한 상황에서도 긴급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모순’이 일어

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형사소송법의 긴급 강제처분과 관련한 제정연혁을 살펴보면, 우리 

형사 절차는 적법절차에 의한 법관 또는 수사기관의 행위원칙을 마련하면서도 필요

한 경우 사안이 중대하거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경우 ‘급속’, ‘긴급’, ‘요급’이라

는 표현을 요건에 규정하며 일정한 경우 원칙적 사전절차 등을 배제하고 집행 등 

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중대하고 신속한  

처분의 요건을 ‘급속’, ‘긴급’, ‘요급’으로 규정하면서도 관련 규정의 변천과정에서 용

어들이 서로 혼용되거나 통합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7조의 

제정과정을 보면 이러한 견해는 더욱 강화된다. 조선형사령에서 ‘요급사건’으로 취

급되는 경우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였고, 미군정법령에서의 긴급 구속제도는 그 요

건으로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규정하였다. 즉, 형사소송법의 변천 과정에서 ‘긴급’

과 ‘요급’, ‘급속’은 의미상의 큰 차이가 없이 혼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혼용은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대체적으로 일관되어 ‘급속’의 요건을 사용하는 규정

은 계속하여 ‘급속’의 요건을, ‘긴급’의 요건을 사용하는 규정은 계속하여 ‘긴급’의 

요건을 사용하여 더 이상 혼용하는 형태는 보여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제정 연혁을 비추어 볼 때 ‘긴급’과 ‘요급’, ‘급속’ 등은 그 의미상의 뿌리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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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 제220조는 ‘요급처분’으로, 요급(要急)이라는 한자어를 문언 그대

로 풀이하면 본문 규정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는 의미와 일치함은 명백하다. 급

속을 요하는 때란 ‘원칙적으로 요구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면 그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때’를 의미한다.185) 이러한 ‘급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규정은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제80조(요급처분), 제81조(구속영장의 집

행),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등이 있다.

제220조의 ‘급속’ 또한 동 법문상 동일한 요건을 규정한 조문들의 규정취지와 연관

지어 해석하여야 한다. 제80조(요급처분)는 “재판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8

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3조, 제76조, 제77조와 전조에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재판장이 

소환(제68조), 구속(70조), 제71조의2(구속), 제73조(영장의 발부), 제76조(소환장의 송

달), 제77조(구속의 촉탁) 행위에 있어 원칙적인 절차상 요건을 ‘급속한 경우’ 생략

할 수 있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긴급(緊急)이란 단어는 문리적 해석에 따르면 ‘긴박하고 급함’을 의미한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217조의 긴급 압수수색에 있어 긴급성의 의미

는 ‘증거인멸의 가능성 및 긴급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처분자의 불이

익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그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로 해석된다.

압수수색의 집행에 있어 긴박하고 급한 상황을 어떠한 방식으로 가정하더라도 앞서 

서술한 ‘급속’의 의미상의 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해석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긴급성

은 긴박함의 의미까지도 담고 있어 ‘급속’의 의미 외에 ‘긴박성’을 요구한다고 해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게 되면, ‘긴급’은 ‘급속’을 포함하게 된

다. ‘긴급’이 ‘급속’을 포함하게 되는 경우, 제217조가 제220조의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123조와 제125조의 적용배제를 할 수 없다는 해석은 힘을 잃

게 된다. 제217조에서의 ‘긴급성’의 충족되는 경우 당연히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충족되기 때문이다.

185) 헌법재판소 2011헌바225(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위헌소원 판결) 또한 “급속을 요하는 때라 함
은 압수수색 집행사실을 피의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줄 경우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훼손하여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거나 세부적으로 
특정하는 것은 압수수색의 집행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바람직하다
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급속을 요하는 경우’란 사전 절차를 준수할 경우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예외적 상황을 포함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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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220조의 제217조 규율에 대한 쟁점 

1. 문제되는 영역

제220조는 제216조의 대물적 강제처분의 긴급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급속을 요하

는 경우 주거주, 간수자 등을 압수·수색에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야간에도 압

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제217조에 의한 강제처분의 경우 

요급처분의 예외를 인정하는 명문의 배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된다. 예를 들

어, 노상에서 피의자에 대한 긴급 체포가 이루어진 이후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

하여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체포 시점

이 야간이라면 압수수색에 착수하지 못하고 다음 날 일출 전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

제가 생기게 된다.

제220조가 제216조의 압수·수색만을 규율하는 이러한 조문형태는 제정 형사소송

법의 초안에서 처음으로 기술된다. 제정 형사소송법 초안은 제208조에서 “검사 또

는 사법경찰관은 제1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할 수 있는 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00조에 규정한 기간 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

색, 검증을 할 수 있다.”고 현행 긴급체포에 대응하는 조문을 마련하며, 제211조에

서는 “제207조(현행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

에는 제119조제2항(참여인 제한), 제121조(야간집행)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여 현행 제220조 규정과 동일한 입법규정을 두고 있었다.

미군정법령 제176호는 현행 제220조에 대응하는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다만 제4조에서 “주간 또는 야간을 불문하고 어느 때든지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들어가 피의자를 즉시 구속하여 장품 또는 그 범죄행위에 사용되었

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당초부터 

‘주야간’ 집행의 문제를 다루며 주야간에 상관없이 구속과 압수를 행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제220조가 제217조 긴급 압수·수색 규정을 규율하고 있지 않는 문제에 대해 경찰

청 강제수사기법 교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20조에 의한 요급처분은 같은 법 216

조의 처분을 할 때에만 허용되며 같은 법 제217조에 의한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제217조 압수·수색은 긴급성이 인정되더라도 야간에 

주거지 등에서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검찰실무 교재 또한 “급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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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할 때라도 주거주나 간수자 등의 참여, 야간집행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된다”고 서술하였다.186) 그러나 동시에 경찰에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 그에 

대해 검사가 청구를 하고 법원도 사후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또한 다수 존재하여 

동 처분의 허용여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2. 대법원 2017도10309 판결

제217조의 긴급 강제처분이 주거지 등에서 이루어 질 때 요급처분의 허용가능성

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툰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요급처분의 허용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만한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30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2016. 10. 5. 20:00 경기 광주시 (주소 1 생

략) 앞 도로에서 위장거래자와 만나서 마약류 거래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긴급체포

한 뒤 현장에서 피고인이 위장거래자에게 건네준 메트암페타민 약 9.50g이 들어 있

는 비닐팩 1개(증제1호)를 압수하였다.

(2) 위 경찰관들은 같은 날 20:24경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경기 

광주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을 실시해서 작은 방 서

랍장 등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4.82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증제2호) 등을 추가로 

찾아내어 이를 압수하였다.

(3) 이후 사법경찰관은 압수한 위 메트암페타민 약 4.82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

(증제2호)에 대하여 감정의뢰 등 계속 압수의 필요성을 이유로 검사에게 사후 압수

수색영장 청구를 신청하였고, 검사의 청구로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로부터 

2016. 10. 7.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본 사안에서 원심은 야간에 피의자의 주거지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

한 마약류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 및 증거로 채택하고, 대법원 또한 기 발부된 주

거지에서 압수한 마약류에 대해 발부된 사후 압수·수색 영장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

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 만약 제217조의 야간 압수·수색이 위법한 것이고 그에 의

해 얻어진 증거 또한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위 판례는 명백히 위법한 증거

를 수용한 판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86) 법무연수원(2017), 『검찰실무』, 3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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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법원실무제요』에서는 ‘제217조에 따른 압수수

색이 야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법원은 그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

사하여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187) 이는 제217조의 긴급 압수·수색이 야간에 이루

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위 대상판결

에 적용할 경우 수사기관이 긴급히 압수한 압수물은 긴급 체포된 사유가 된 범죄사

실 수사에 필요한 범위내의 것으로서 적법하게 압수된 것이고, 사후 영장의 발부에 

의하여, 절차상 하자에 의한 위법성의 여지를 방지 내지는 치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보인다.

3. 규율 가능성에 대한 종래의 논의

제217조의 제220조 규율 가능성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야간집행의 

특례가 적용될 수는 없어 야간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소극설188),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하는 긴급성을 고려해 볼 때 비록 명문의 규정은 없

지만 제220조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야간집행의 특례가 적용되어 야간에도 집행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적극설의 대립이 존재한다.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강제처분만 할 수 있고, 처분을 할 때에는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강제처분 법정주의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제220조에는 제216조 외에는 제217조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급속을 요하더라도 주거주 등의 참여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특히 야간에는 압수수색을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그에 부합하는 해석이다.189) 이러한 소극설의 입장에서는 사전영장주의의 예외를 규

정한 이후 제220조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체계상 제220조는 급속을 요하는 때 

제216조에 따른 처분만 할 수 있는 요건이지, 제217조의 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견해 또한 그 근거로 제기된다.190)

이에 반하여 제기되는 적극설에서는 제220조의 제217조 미적용의 문제를 입법상

의 불비로 보아 제217조의 긴급 압수·수색 처분에 제220조를 유추 적용하여 문제를 

187) 법원행정처(2008), 『법원실무제요 형사1』, 362쪽.
188) 백형구/차용석, 『주석 형사소송법』, 이은모, 김기준, 손동권/신이철 등 대부분의 학설이 주거지 
등 에서의 야간 집행의 문제와 관련하여 부정하는 입장이다.
189) 사법연수원(2016), 『수사절차론』, 사법연수원 출판부, 2016, 213쪽.
190) 김희옥·박인환(2017), 『주석 형사소송법 (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3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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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해야 한다는 견해191), 앞서 법원실무제요에서 취하고 있는 태도처럼 긴급체포 

자체의 긴급성과 이애 따른 야간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전제로 사후에 발부된 압수

수색영장에 야간 압수수색에 관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법관의 사후추인 형식을 

통해 사후적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192) 이러한 사후 추인설

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제217조 규정은 원칙적으로 제219조에서 규정하는 압수수색

의 제반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성질상 준수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는 점이 제시된

다. 애당초 피처분자에게 제시할 압수수색영장이 존재하지 않고 처음부터 법원으로

부터 제125조가 규정하는 야간집행에 대한 기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4. 검토

제220조는 제217조를 규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현행 법문의 해석상 

타당하기에, 제217조 긴급 압수·수색은 제216조와는 달리 그 압수·수색의 집행 과정

에 주거주 등 참여인을 두어아 하고, 야간에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제217조 긴급 압수·수색은 제216조 규정과 달리 ‘24시간’이라는 시간적 한계를 명

시하는 입법구성을 채택하였다. 제217조의 긴급 압수·수색이 가능한 24시간이라는 

시간적 범위는 피의자가 소유 하는 물건에 대한 장소적 범위를 감안하여 그 시간적 

한계에 있어 최소한의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조 제2항에서 압수한 물

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사후 영장을 청구하여야 함을 규정하

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긴급 압수·수색 행위 자체 또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루어

져야 함을 의미함은 분명하다. 통상 긴급체포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와 사후 압수

수색의 청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 야간에 긴급체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야 주거지 등에서 긴급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범 등에 의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그 긴급 압수·수색은 긴급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또한 긴급체포에 의한 구속영장의 청구와 긴급 체포 과정에서 수집된 압수 증거

물에 대한 사후영장 청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 압수필요성에 대한 심사의 전제

요건에 긴급체포의 적법성과 압수의 긴급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면, 제217

조 긴급 압수·수색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법원 또한 긴급성의 요건을 

191) 신동운, 앞의 책, 440쪽, 이재상(2017), 『형사소송법 제11판』, 329쪽.
192) 이창현(2017), 『형사소송법 제3판』, 피앤씨미디어, 480쪽; 신이철, 앞의 논문, 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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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함에 있어 그 긴급 압수·수색이 그러한 신속성까지 충족시켰는지를 판단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제 3 절 개선방향

1. 제220조의 제217조 규율 필요성

현재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제220조의 규정이 명문으로 제216조에 대하

여만 요급처분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220조에 의율되지 않는 제217조의 긴급 

압수·수색은 제123조 제2항과 제125조에 의거, 그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원칙적으

로 주거주 등 참여인을 두어야 하고 야간에 집행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하다. 그러나 제220조의 규정은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 성립 당시부터 일체의 변

화없이 이어져오던 것이다. 이제는 대인적 강제처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우리 형사소송법의 관심의 시선을 대물적 강제처분의 문제에도 돌릴 필요가 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 회에 걸쳐 대인적 강제처분 및 대인적 긴급 강제처분과 관련

한 규정들이 변동되었지만 제220조의 규율대상을 아직도 제216조로만 한정하고 있

다는 것은 논의의 주 대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대법원 판례와 법원실무제요를 비추어 볼 때, 법원은 제217조의 긴급 압수·수색처

분을 야간에 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해 사후적으로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절

차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제217조의 긴급 압수·수색이 야간에 행해졌거나 참

여인 없이 행해졌다는 이유로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그에 의하여 수집된 모든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배척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해석이 아니라

는 취지의 법원의 태도에 대해서도 수긍이 된다. 그러나 사후적 추인의 형태로 사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여 절차상 위법의 문제를 치유하려는 관행은 형사소송법

의 강제처분법정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제217

조 처분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제217조 압수·수색을 행하는 경우 또한 ‘급속을 요하

는 경우’ 제220조의 규율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문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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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7조의 합헌적 해석

제220조의 규율대상에 제217조를 포함시키게 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

제점에 대하여 판단해본다. 2007년 긴급 압수·수색과 관련한 개정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제217조의 긴급체포 된 자의 ‘소유’하는 물건

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한 부분이었다. 형사소송법 제217조의 긴급 압수·

수색 규정의 제정 취지는 피의자와 관련한 공범 등이 피의자의 혐의사실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이를 압수·수색할 수 있게 허

용하고자 규정한 것임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긴급 압수·수색이 제3자의 주거지 

등에서 참여인 없이 집행되거나 야간에 집행되는 경우 침해되는 법익이 기존의 입

법목적의 취지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제3자의 주거지 등에서 긴급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 예상되는 법익의 침해는  

피처분자의 참여권과 사생활의 자유 부분이다. 특히 헌법은 제12조 제3항에서 압수·

수색의 사전영장주의에 대해 규정하면서도 다시 제16조에서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의 문제에 대해 재차 영장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입법 취지를 비추

어 볼 때,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의 이슈를 일반 압수·수색의 문제보다 더욱 중요

하게 바라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미국의 경우 이전부터 주거에 대한 침해는 개인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 사회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흐름으로 나

아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행함에 있어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제217조의 압수·수색 처분은 피의자와 관련한 공범 등이 피의자의 혐의사실과 관

련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압수수색의 긴급성과 통상 압수수

색에 요구되는 제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24시간이라는 시간적 한계 내에서 제한

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증거 인멸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고 위 제반 요

건을 준수하였을 경우에 한해 제3자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야간 또는 참여인의 압수·수색 참여를 배제하는 개정에 대해 그 적합성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해 본다. 생각건대 압수·수색은 피의자의 주거지에서만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라 범죄 정황이 있을 경우 제3자의 주거 등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당연하고, 급속을 요하는 경우 참여인 등을 배제할 수 있음을 명문의 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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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고 있다. 제217조의 긴급 압수·수색은 이러한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피의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범행 관련하여 피의자의 소유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인정할 만한 물건이 제3자의 주거에 있다면 이를 수색 및 압수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며, 그 과정에서 참여인을 두지 않은 이유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압수수색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193) 야간 집행의 문제 또

한 제216조는 긴급 압수·수색이 야간에 제3자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제217조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은 의문

이 있다는 점, 중범죄에 대해서만 긴급 체포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중범죄에 대한 

긴급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야간 집행의 허용을 

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야간 집행에 대해 허용하는 규정을 두는 것

은 그 입법목적에 대해 적합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필요성의 문제를 검토해본다. 제217조의 긴급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처

분자에게 가장 적은 침해를 주는 방법은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피처분자로부터 임

의제출 받는 것이다. 하지만 제217조 긴급 압수·수색 규정은 이러한 임의제출의 가

능성을 애초부터 배제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미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상태에서 

정황을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관련 증거가 인멸 내지 은닉될 위험이 있는 경우 이

를 방지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참여인이 부재하거나 야간이라고 해당

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애당초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인정되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

여만 압수·수색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는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압수·수색을 해

야만 한다는 것은 보충성의 원리에 의하여 인정됨이 상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균형성의 원칙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해본다.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최

소한의 침해를 수반하는 수단이라도 권리 침해 정도와 균형이 맞지 않다면 비례성

의 원칙에 반한다. 긴급체포 된 피의자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범죄수

사를 위해 수집되어야 한다. 또한 수집하고자 하는 대상은 원래 피의자의 ‘소유’에 

해당하는 물건이다. 이를 위한 압수·수색은 제217조 명문의 규정에 대해 인정되는 

것으로, 급속을 요하여 참여인 없이 행해지거나 야간에 집행되었다고 하여 이미 요

급처분을 인정하고 있는 제216조와 비교해 볼 때 그 입법목적에 비하여 현저하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즉, 제217조의 압수·수색 또한 제220조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키더라도 비례성 원칙

의 위배로 이어진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193) 그러한 소명 사유로서 ‘긴급한 경우’, ‘급속을 요하는 경우’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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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적 한계의 명확화

형사소송법 제125조는 야간 집행의 제한을 규정하면서, ‘일몰 후, 일출 전’이라는 

구시대적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제

125조와 제147조(검증 시각의 제한)가 유일하다. 모두 대물적 강제처분과 관련된 규

정으로, 일본 형사소송법과 그 입법형태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일본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그대로 차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도 수사기관과 압수·수색의 피처분자가 집행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일출과 일몰 시

각을 계산하고 대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실익이 없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

는 독일의 입법형식이 옳다고 생각된다. 야간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시간단위로 구

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수사기관과 피처분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시간적 

한계의 위반여부에 따른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제 6 장 결   론

지금까지 형사소송법 제217조 규정의 제·개정 과정과 ‘긴급성’에 대한 해석론, 그

리고 제220조 규정에 대한 해석론과 개선 입법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형사소송법 제217조의 제·개정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긴급 강제처분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해왔는지를 알 수 있다. 과거 일제 치하에서 

‘수사의 신속성’을 이유로 한 수사기관의 강대한 권한은 법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이었기에 ‘요급’의 경우이기만 하면 그에 따른 강제처분은 오로지 수사기관의 자

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 미군정법령 제176

호의 제정과 강제처분에 있어 영장주의의 도입은 수사기관의 자의적 권한남용의 가

능성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미군정법령 제176호에서는 영장에 의하지 않

는 긴급 강제처분의 행사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려는 시도

를 하였다. 다만 제176호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던 문제는 대인적 강제처분의 문제

였고, 그와 함께 논의된 압수·수색은 그저 인신구속에 수반하는 ‘부차적 문제’로서

만 논의되었음이 사실이다.

이후 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대인적 긴급 강제처분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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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대물적 긴급 강제처분에 대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긴급체포 

이후의 긴급 압수·수색을 행한 후 법관의 사후 영장을 필요적으로 발부받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긴급행위를 인정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법관의 사후통제를 받도록 하였

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2007년 개정에서는 긴급압수수색의 대상자를 긴급체포 된 

자로 한정하고, 제217조에 긴급성 요건을 추가하고, 긴급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시간

을 24시간으로 한정하여 광범위한 긴급 압수·수색의 범위를 더욱 제한하려는 시도

를 하였다. 이러한 개정작업은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의 결단에 대한 근본적 수정

작업’의 결과물이라고 평가된다.194)

현행 제217조에서 ‘긴급성’의 요건을 부가한 것은 동 처분에 존재하는 자의적 남

용 가능성을 통제하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수사기관은 긴급체포를 하더라

도 그와 관련되는 범죄 증거물 등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성과 상황이 존재하지 않

으면 피의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수 없게 된다. 앞

선 논의와 같이 이러한 ‘긴급성’의 요건은 판례가 판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긴급 강

제처분의 상황의 급박성, 다변성 등을 고려하여 압수·수색 당시의 정황, 피처분자의 

권리침해관계 및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최소한 ‘영장을 발부

받을 동안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행사되어야 할 것은 분명

하다. 이에 대해서는 독일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의 의미와 미국의 ‘긴급한 상

황’의 의미와 관련지어보았을 때 더욱 그러하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217조와 같이 긴급 압수·수색의 시간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24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긴급체포 후 적법하게 긴급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안에 압수·수색을 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절차에서 제217

조는 제123조 제2항과 제125조의 규율을 받게 된다. 만약 야간에 피의자를 긴급체

포한 경우 정작 그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다음날 ‘일출’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 압수수색의 집행에 있

어도 주거주 등 참여인을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따라서 압수수색

의 가능시간은 체포시간이 야간에 근접 또는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으로 24

시간보다 훨씬 더 줄어들게 된다.

제217조는 긴급체포 대상 범죄가 중대한 범죄로 체포된 피의자가 공범 등 범죄 

관련자를 통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물들을 인멸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 

허용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제220조의 요급처분이 제216조만을 규율하고 제

217조에 대하여는 규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제217조의 긴급 강제처분

194) 신동운, “2006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형사정책』 제18권 제2호, 326쪽.



- 109 -

이 그 입법취지에 의거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모순은 해결되어야 한다. 이는 최

초 ‘요급’과 ‘급속을 요하는 경우’, ‘긴급’이 사실상 동일 의미로 사용되던 것에서 입

법과정에서 점차 분화되었다는 점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입법목적을 비추어 볼 때, 긴급 강제처분은 그 긴급성을 이유로 제한적으로 허용

되는 것이지 야간 또는 참여인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그 압수·수색 집행의 착수조

차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사기관이 긴급 체포 후 야간에 

또는 참여인 없이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아 증거능

력을 배제하는 것은 우리 판례의 태도에도 맞지 않다. 야간에 긴급체포한 자의 주

거지에 가서 마약류를 긴급 압수한 것에 대해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였던 

것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 기타 법원에서의 현행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행 또한 그러한 의식이 기저에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피

처분자에게 불리한 이러한 압수·수색 집행 관행을 더 이상 허용할 수도 없다. 현재

까지는 이러한 제217조 야간 집행 또는 참여인 제한 규정에 대해 문제제기 된 바가 

없으나, 대물적 긴급 강제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관심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 현

재의 기류상 이와 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17조의 입법취지와 현행 규정 형식을 고려하여 제220조의 

규율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개선 입법을 할 것을 제안해본다. 긴급성의 요건이 충족

될 경우 주거지에서의 긴급 강제처분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제220조의 규율대상으로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비례성 원칙에 위배될 것이라고 보

이지는 않는다. 제217조 규정은 이미 긴급성 요건에 대한 법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

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 또한 제217조 규정은 24시간 안에 피의자의 소유에 해

당하기만 하면 무제한적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닌, 당시의 정황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긴급하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상세하게 소

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은 이러한 긴급성의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수사

기관의 긴급 압수·수색이 타당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적

극적으로 배제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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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1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the 'emergency seizure

and search system accompanying emergency arrests', enabling the investigative

agency to make emergency and compulsory disposition of the items 'owned',

'possessed' and 'kept' by the suspect. It is understood that such a system is

allowed to prevent the crime subject to emergency arrest from being a serious

crime, and to prevent the arrested suspect from destroying evidence related to

the alleged fact through criminals, such as an accomplice.

In the light of history, the provisions for emergency seizure and search under

Article 21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ppear to have its original form in

the Japanese Criminal Comman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f it was

a “urgent” case, the authority of the investigative agency to enforce an

emergency disposition was not under the control of a judge. Therefore, there

was a risk that forced disposition could be abused according to the arbitrary

judgment of the investigating agency.

The introduction of the enactment of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Act

No. 176 after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played a role in limiting the

possibility of arbitrary abuse of authority by investigative agencies. However, the

issue that was intensively discussed in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Act

No. 176 was the issue of personal disposition. At that time, the contents of the

events and limitations of seizure and search were discussed only as a secondary

issue accompanying human detention.

After liberation, there is also a discussion on emergency and forced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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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Provisions have been made to require ex-post

control by judges. Furthermore, in the 2007 Criminal Procedure Act amendment,

the subject of emergency seizure and search under Article 217 was limited to

'already arrested person', added requirement 'emergency', and limited the

allowable time for emergency seizure and search up to '24 hours'. The scope of

extensive emergency seizure and search by investigative agencies was further

restricted.

On the other hand, Article 220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that

“in cases where an ‘expedited disposition’ is carried ou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16, the provisions of Articles 123 (2) and 125 are not

required.” It is possible to conduct seizure and search without restriction of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etc. under Article 123 (2) and nighttime execution

under Article 125. 

There is no room for contention as to whether Article 220 governs the

emergency seizure and search system prescribed in Article 216. However, as to

wheth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20 can be applied to the emergency seizure

and search system of Article 217,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it is not’.

However, when reviewing the legislative history, the terms 'emergency' for

emergency seizure and search were actually used in the same meaning as the

‘expedited disposition’ of urgent seizure and search as stipulated in Article 220.

In addition, in the light of the legislative purpose, it is irrational to obscure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that the confiscation or search execution cannot be

initiated simply because the emergency disposition is simply at night or because

no participant is present.

In the light of precedent cases, it does not seem to be judged as a procedural

defect just because the seizure or search was conducted at night or without a

participant after an emergency arrest. In addition, it is judged that it does not

appear to unconditionally exclude the evidence ability of evidence collected

through seizure and search.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execution of such

seizure and search, which is disadvantageous to the inmate, can no longer be

permitted without a legal basis. Until now, no issue has been raised reg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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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visions of Article 217 nighttime enforcement or restrictions on

participants, but it is clear that a question will be raised later on the legality of

an emergency forced disposi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of Article

21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form of the current regulations, and

to include it as the subject of the regulation of Article 220. The provisions of

Article 217 already require the judicial review of urgent requirements, so even if

Article 217 is included as the subject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220, It doesn't

seem like such a form of legislation significantly infringes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indictee. And it doesn’t seem lik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never be met.

In addition, the investigative agency should deviate from the attitude of

understanding that the provisions of Article 217 allow unlimited seizure and

search as long as it falls within 24 hours of the suspect's ‘owned’. The

investigative agency should comprehensively review the possibility of destruction

of evidence and the disadvantages of the indictee due to the emergency seizure

and search, and then prove the necessity of seizure and search ‘urgently’. In

addition, the court should strictly examine the requirements for ‘emergency’ and

actively try to exclude it as evidence that has been illegally collected if the

emergency seizure or search by the investigative agency is not valid.

Keyword : Emergency seizure and search, emergency forced disposition,

urgency, urgent disposition, night seizure and search

Student Number : 2019-2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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