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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搜査指揮權의 歸屬에 관한 沿革的 考察(Ⅰ)
―初期 法規定의 整備를 중심으로―

1)

申 東 雲*

Ⅰ. 서론

김대중 대통령의 소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래 여러 가지 제도개혁이 시도

되고 있다. 그 가운데 형사사법과 관련하여 관심을 끄는 것은 자치경찰제도의 도

입이다. 그리고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함께 경찰의 수사권독립에 관한 논의도 

뜨거워지고 있다. 검찰, 경찰의 뜨거운 로비전과 함께 전개되었던 경찰 수사권독

립논쟁은 다시 최고위층의 지시에 의하여 수면 아래로 잠복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의 수사권에 관한 해방 이후의 변모과정을 추적해 봄으로

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권독립 논쟁에 대하여 이론적인 검토의 토대를 마

련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수사권독립논쟁은 이론적 당위성을 중심으로 하여 

경찰측과 검찰측에서 각각 논전을 전개해 온 것이 실정이었다.1) 그러나 이들 

논쟁은 어디까지나 당위론의 차원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논쟁의 설득력에 있

어서는 대등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치열한 논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쪽의 주장이 아직 결정적인 힘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권 여부에 대한 현행법의 입법적 결단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전제조건 하에서 형성되었는가를 밝히는 

작업은 단순히 관념적인 논전의 교환에 그쳤던 지금까지의 논의상황을 좀더 현

실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격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1) 수사권독립논쟁에 관한 최근의 논의로는, 서보학, “수사권의 독점 또는 배

분?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에 대한 검토―”, 형사법연구, 제12호, (1999), 398면 
이하; 서울고등검찰청, 수사지휘론, (1998), 20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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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가지고 본고에서는 1945년 해방 이후 우리나라 경찰제도가 수립될 때 

향을 미쳤던 미군정 하의 여러 가지 논의상황들을 정리해 보고, 1954년 형사

소송법에 경찰수사권에 관한 규정이 정착될 때까지 전개되었던 일련의 입법과

정을 관련자료를 통하여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Ⅱ. 해방직전의 식민지 경찰․검찰의 관계

1. 일제말의 경찰조직

수사권독립논쟁의 연혁을 검토하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찰제도의 연혁과 

맥을 같이 하여 살펴보는 것이 이론상 타당할 것으로 일견 생각된다. 그러나 우

리나라에 근대 경찰제도가 도입된 것은 일제의 식민통치를 위한 것이었다. 일제

의 식민지 경찰은 조선을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식민통치하의 치안질서를 유지

하기 위한 조직이었으므로 이를 가리켜서 우리나라의 경찰이라고 부를 수는 없

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출발한 것은 해
방 이후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해방 이후의 경찰제도를 살펴보려면 그에 앞서서 해방 직전 식민지 경찰의 

특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식민지 경찰제도의 불식을 도모하는 것이 해방 후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수립에 있어서 핵심적 과제이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방 직전 이 땅에서 악명을 떨쳤던 식민지 경찰제

도의 특징을 형사사법과 관련하여 먼저 정리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제말 조선총독부의 직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일제 말을 기준시점으로 놓고 볼 때 조선총독부의 최고통치기관은 조선총독

으로서 그 보좌관으로 정무총감이 있었다. 역대 조선총독에는 군국주의 일본정

계에서 중요한 정치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육해군대장 출신이 충원되었다. 이에 

대하여 총독을 보좌하는 정무총감은 민간행정관료 출신이었다.2)

해방 직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조선총독부는 8국 1방의 기구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경찰은 경무국(警務局) 소관으로 편제되어 있었다.3) 애당초 

일제 초기의 무단통치는 헌병경찰제도에 의하여 유지되었다. 헌병경찰제도란 군

2) 김운태, 미군정의 한국통치, (1992), 182면.
3) 김운태, 미군정의 한국통치, 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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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인 헌병이 민간인에 대한 경찰행정까지도 전면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을 말

한다.4) 범죄수사의 역에 있어서도 헌병은 경찰과 함께 식민지에서 민간인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다.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나타난 헌병

경찰제도의 법적 표현은 헌병장교, 준사관, 하사를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한 조선

형사령 제5조이다(동조 제1항 제3호).

일제의 헌병경찰제도는 우리 민족의 3․1 독립운동으로 종말을 고하지 않으
면 안되었다. 3․1 운동 이후에 일제는 헌병과 경찰조직을 분리하 다. 1919년 

8월 일제는 조선총독부의 관제를 대폭적으로 개정하 다. 이 관제개편에 의하여 

헌병경찰제도는 폐지되고 보통경찰제도가 실시되었다. 새로이 개정된 관제에 의

하여 일제의 경찰은 이제 순수한 행정조직의 외관을 갖추게 되었다. 개정된 관

제에 의하여 중앙에는 총독부에 경무국(警務局)이 설치되었다. 이 경무국은 지

방 전도(全道)의 경찰․위생사무를 감독하 다. 지방 차원에서는 각 지방의 도
(道) 단위로 경찰기능을 수행하는 경찰부(警察部)가 도행정기구의 내국(內局)으

로 설치되었다. 그리하여 보통경찰의 경찰권이 지방의 도지사에게 이양되었다. 

그러나 총독부 경무국에는 지방의 보통경찰과는 별개의 체계를 가진 “특별고등

경찰”이 설치되어 있었다.5)

이와 같은 관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과 관련하여 보면 헌병경찰제

도의 체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조선형사령에 의하여 도경찰 이외에 헌병도 
여전히 민간인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조선형사

령 제5조 제1항 제3호).

조선형사령

제5조 좌(左)에 기재한 관리는 검사의 보좌로서 그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
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1. 경찰부장인 조선총독부도사무관

2. 조선총독부도경시, 도경부, 도경부보

3. 헌병장교, 준사관, 하사

전항의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직무상 발한 명령에 따른다.

4) 일제의 헌병경찰제도에 관하여는, 김운태,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개정판, 
(1998), 187면 이하; 송이랑, 일제의 한국 식민지 통치방식, (1999), 100면 이하 참조.

5) 김운태,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2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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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제말의 검찰조직

일제의 검찰은 행정체계상으로 볼 때 조선총독부 법무국(法務局)에 소속하고 

있었다. 검찰의 단위조직인 검사국(檢事局)은 각 재판소에 병치(倂置)되어 있었

다(조선총독부재판소령 제9조 제1항). 인사 및 예산 등 사법행정의 관점에서 볼 

때 일제의 검찰은 법원과 함께 하나의 동일한 조직으로 파악되었다. 일제는 개

별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만 법원에 대하여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 다. 

검찰이 법원에 병치되는 체제는 식민지의 법원․검찰 조직이 유럽식의 사법(司
法; Justiz) 모델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제는 조선총독부의 사무를 분장

함에 있어서 형사의 재판사무 및 검찰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독부 법무국 형사

과의 사무로 분류하 다(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 제9조 제3항 제2호). 검찰조직

을 재판소와 함께 묶어서 관장하는 유럽식의 사법(司法) 모델은 일제시대 전기

간에 걸쳐서 유지되었다.

일제의 검사국은 조선총독의 관리에 속하며 조선에 있어서 검찰사무를 관장

하 다(조선총독부재판소령 제9조 제2항).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관의 명

령에 복종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동조 제5항). 일제의 고등법원검사장은 조선

총독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국의 사무를 장리(掌理)하 다(조선총독부재판소령 

제17조 제2항). 이러한 지휘명령체계를 통하여 일제의 검사에 대하여 명령권을 

가지는 최상의 장관은 조선총독이었다.6)

3. 일제하 검찰․경찰의 관계

일제하의 형사사법제도는 그 특징을 권력집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제는 식

민지 조선을 절대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권력을 조선총독에게 집중시켰다. 형

사사법의 역에 있어서 검사는 조선총독에 의하여 임명되며 조선총독을 정점

으로 하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지배되었다.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은 검사

의 보조기관으로 파악되었다. 검찰과 경찰이라는 두 개의 권력기관을 상명하복 

관계로 결합하여 권력의 극대화를 꾀한 것이 일제의 구상이었던 것이다.
일제시대에 있어서 형사절차를 규정한 기본법령은 조선형사령이었다. 조선총

독이 제령(制令)으로 정한 조선형사령은 일본에서 시행되던 형사소송법을 식민

6) 藤井尙三, 조선 형사소송법강의 전, (1936),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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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조선에 의용(依用)하는 법적 근거일 뿐만 아니라 의용형사소송법에 대한 특

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주목된다. 여기에서 범죄수사와 관련한 일제 경찰․검찰

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의용형사소송법과 조선형사령의 관련규정을 본다.

의용형사소송법

제246조 검사는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247조 경시총감, 지방장관 및 헌병사령관은 각각 그 관할구역 내에 있어서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인을 수사함에 관하여 지방재판소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

는다. 단 동경부지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8조 좌(左)에 게기한 자는 검사의 보좌로서 그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

으로서 범죄를 수사하여야 한다.

 1. 청부현(廳府縣)의 경찰관

 2. 헌병의 장교, 준사관 및 하사
제249조 좌(左)에 게기한 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명령을 받아 사법경

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1. 순사

 2. 헌병졸

조선형사령

제4조 조선총독부도지사는 각 그 관할지역에 있어서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
를 수사함에 관하여 지방법원검사와 동일한 직권을 갖는다.
제5조 좌(左)에 기재한 관리는 검사의 보좌로서 그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

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하여야 한다.
 1. 경찰부장인 조선총독부도사무관

 2. 조선총독부도경시, 도경부, 도경부보

 3. 헌병장교, 준사관, 하사
전항의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한다.

이상의 조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제의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며 사법
경찰관은 수사의 보조자이었다. 식민지 조선에 있어서 사법경찰관은 각 도(道)

의 도지사(조선형사령 제4조), 각 도의 경찰부장인 조선총독부도사무관, 조선총

독부도경시, 도경부, 도경부보, 헌병장교, 준사관, 하사로 이루어지며, 순사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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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졸은 사법경찰리로서 사법경찰관을 보조하 다. 다만 지방행정의 최고 책임자

라고 할 수 있는 도지사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이외에 검사에게만 부여되는 각종의 강제처분권이 특별히 인정되었다.

의용형사소송법에 의할 때 순사(巡査)나 헌병졸은 사법경찰리에 지나지 아니

하여 사법경찰관의 보조를 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렇지만 일제는 1912년(명치

45년) 7월 11일자 제령 제26호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부득이한 경우에는 순
사 또는 헌병상등병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근거하여 

일제의 도순사(道巡査)나 헌병상등병과 같은 사법경찰리에게도 사법경찰관의 직

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 다.7)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조선형사령 제5조 제2항이 의용형사소송법

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는 사

실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식민지에 특별히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었다. 사법경
찰관의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의 규정은 일본의 재판소구성법 제84조 제1항이 

“사법경찰관은 직무상 그 검사국 관할구역 내에 있어서 발한 명령 및 그 검사

의 상관이 발한 명령에 복종한다”고 규정한 것을 식민지 차원에서 재확인한 것

이기 때문이다.8) 일본의 재판소구성법 제84조 제1항이나 조선형사령 제5조 제2

항이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를 상명하복의 관계로 묶어서 범죄수사에 임하도록 

한 것은 계수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재판소구성법이 모델로 삼은 독일 재

판소구성법의 구상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4. 일제 경찰의 기타 권한

(1) 조선형사령 제12조 및 제13조

1945년 패전 이전의 일본은 검찰과 사법경찰을 상명하복의 관계로 결합하여 
범죄수사에 최대의 효율을 기하려고 하 다. 이러한 구상은 독일법의 모델에 따

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식민지 조선의 경우로 오면 식민지 특유의 변

질을 맞이하게 된다.

식민지 형사사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제가 취한 핵심적 조치는 식민지 검사

와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인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일제는 일본에서 

7) 藤井尙三, 조선 형사소송법강의, 104면; 玉名友彦, 조선형사령석의, (1944), 8면.
8) 玉名友彦, 조선형사령석의,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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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고 있던 각종 형사법령을 조선형사령을 매개로 식민지 조선에 의용(依用)

하 다. 그리고 이 의용입법의 과정에서 소위 “조선의 특수사정”을 이유로 내세

워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을 배제하는 일련의 독소조항들을 조선형사령에 규정

하 다. 이 독소조항 가운데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것이 일제의 검찰․경찰에 

독자적인 강제수사권을 부여한 조선형사령 제12조와 제13조이었다.

조선형사령

제12조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경우 외에 사건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고 급속의 처분을 요하는 것이라고 사료하는 때에는 공소의 제기 전에 

한하여 압수, 수색, 검증 및 피의자의 구인(勾引), 피의자 또는 증인의 신문, 감

정, 통역 또는 번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허용된 처분은 사법경찰관이 이를 행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3조 ① 사법경찰관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신문한 후 

형사소송법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구인사유; 필자 주)가 있다고 사

료한 때에는 10일을 넘지 않는 기간 이를 유치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전항의 유치기간 내에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피의자를 관

할재판소의 검사 또는 상당관서에 송치하는 수속(手續)을 취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127조의 규정(현행범체포의 

규정; 필자 주)에 의하여 피의자를 신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것이
라고 사료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생략)
제15조 ① 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신문한 후 형사소송법 

제90조 제1항(구류사유; 구인사유와 같음; 필자 주)에 규정한 원유(原由)가 있다
고 사료한 때에는 이를 구류(勾留)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91조(구류장; 필자 주) 및 제131조(각종 준용규정; 필자 주)의 규정을 준용한

다.

② 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류(勾留)한 경우에 있어서 10일 

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피의자를 구류(勾留)한 때에는 다시 형사소송법 제255조(예심판사

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필자 주)의 규정에 의하여 구류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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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일본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수사절차상 강제처분은 예심판사의 권한에 

속해 있었다. 강제수사는 예심판사가 장을 발부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

으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외적으로 강제처분권을 인정받았다. 일본에 있어

서 검사는 소위 요급사건(要急事件)이라고 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건의 경

우에 한하여 예심판사의 장 없이 강제수사를 행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하여 사

법경찰관은 현행범의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었다.9)

그러나 식민지에 있어서의 사정은 전혀 그 모습을 달리하 다. 일제는 일단 

일본의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의용하면서 이와 병렬적으로 독자적인 강제수사권

을 일제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 다. 이 강제수사권은 인신구속, 압수

수색 등 실로 거의 모든 형태를 망라하고 있었다.

일제의 검사는 사건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고 급속의 처분을 요하는 것

이라고 판단하기만 하면 조선형사령 제12조 제1항에 기하여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었다. 검사가 조선형사령 제12조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경우에는 48

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신문한 후 의용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류(勾留)의 사유

(피고인이 정해진 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한 때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가 있다고 생각한 경

우에는 피의자를 구류(勾留)할 수 있었다(조선형사령 제15조 제1항). 검사가 피

의자를 구류할 때에는 일정한 요령을 기재한 구류장(勾留狀)을 발부하여 이를 
행하 다(동조 제2항). 검사가 발부한 구류장에 의하여 구류하는 기간은 3월이

었다(조선형사령 제16조). 그러나 검사가 10일 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에는 구류를 취소하여 피의자를 석방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조선형사령 제15

조 제2항).10) 이 후자의 제한은 일제의 검사가 예심판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

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었다.

일제의 검사에게 부여된 강제수사의 권한은 기본적으로 일제의 사법경찰관에

게도 그대로 인정되었다(조선형사령 제12조 제2항). 다만 제한이 있다면 사법경

찰관에게는 검사에게 인정된 3개월 간의 구류권(勾留權)이 인정되지 아니한 것뿐

이었다. 그 대신 일제의 사법경찰관에게는 10일의 유치권(留置權)이 부여되었다. 

9) 신동운, “일제하의 예심제도에 관하여 ―그 제도적 기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
교 법학, 제27권 1호, (1986. 4.), 158면 이하; 신동운, “일제하의 형사절차에 관한 연
구”, 한국법사학논총(박병호교수환갑기념논문집Ⅱ), (1991), 412면 이하 참조.

10) 藤井尙三, 조선 형사소송법강의,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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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조선형사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경우에 즉시 

피의자를 신문하여 의용형사소송법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유(피의자가 

정해진 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한 때,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는 10일을 넘지 않는 기간 그 피의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조선형사령 제13조 제1

항). 또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또는 현행범인을 수취한 때에는 즉
시 신문하여 사건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사료하는 경우에도 그 

피의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조선형사령 제13조 제3항). 사법경찰관은 이 유치기

간 내에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피의자를 관할재판소의 검사 또는 상당관서에 

송치하는 절차를 취하도록 되어 있었다(조선형사령 제13조 제2항).11)

일제의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에 강제수사권상 차이가 있다면 검사는 피의

자를 구인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문하면 족하지만 사법경찰관은 구인된 피의자
를 즉시 신문하여야 한다는 점, 검사의 구류(勾留)기간은 예심판사의 구류기간

과 마찬가지로 3개월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유치기간은 10일이라는 점 정도

에 지나지 아니하 다. 이러한 차이점을 제외하면 일제의 사법경찰관은 일제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예심판사에게 청구할 필요 없이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인신

구속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처분을 할 수 있었다. 일제의 사법경찰관은 조선

형사령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검사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 그러
나 수사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제수사권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는 사실에서 일제의 사법경찰관은 사실상 독자적 수사 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고 말할 수 있다.

(2) 범죄즉결례

조선형사령 제5조 제2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를 상명하복의 관계

로 규정하 다. 이것은 검찰과 경찰이라는 두 개의 권력기관을 상명하복의 관계

로 묶어서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대륙법계의 형사사법 조직원리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검찰․경찰의 상명하복관계가 식민지 조선에 

오면 범죄수사의 전 역에 미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느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사건의 총량을 중한 것으로부터 경한 것으로 차

11) 藤井尙三, 조선 형사소송법강의, 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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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두어 배열한다면 일종의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일제

는 범죄 피라미드의 하부에 속하는 대부분의 경미범죄사건을 경찰의 즉결심판

에 맡기고 검찰은 일부 소수의 중한 범죄만을 취급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

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탈이라는 식민지지배의 원리가 형사사법의 역

에 노골적으로 반 되었던 것이다.

범죄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일제는 식민지형 소송경제를 꾀하는 데에 주안

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일제는 범죄수사와 재판을 분리하는 서구식 권력분립의 

체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아니한 채 범죄 피라미드의 일부에 대해서만 서구

식 형사재판제도를 시행하 다. 이러한 식민지형 형사사법은 소위 범죄즉결례라

는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일제는 한일합방 직후인 1910년 12월 15일에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로 “범

죄즉결례”를 제정하 다. 이 범죄즉결례에 의하여 일제의 경찰은 일정한 범죄사
건에 대하여 법원과 검찰의 개입 없이 수사의 종결과 동시에 독자적으로 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

범죄즉결례

제1조 경찰서장 또는 그 직무를 취급하는 자는 그 관할구역 내에 있어서 좌
(左)의 범죄를 즉결할 수 있다.

 1.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해당하는 죄
 2.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백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도박의 

죄 및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형법 제208조(폭행치상; 필자 주)의 죄

 3. 3월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구류 또는 백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행정법규위반의 죄

제2조 ① 즉결은 재판의 정식을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증빙
을 취조하여 즉시 그 언도를 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을 호출할 필요가 없는 때 또는 그를 호출하여도 출두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언도서의 등본을 본인 또는 그 주소에 송달할 수 있다.
제7조 징역 또는 금고의 언도를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경찰서장 또는 그

의 직무를 취급하는 자는 구류장(勾留狀)을 발할 수 있다.

제8조 구류(拘留)의 언도를 한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5조에 정한 
기간(정식재판청구기간 3일 또는 5일; 필자 주) 내에 피고인을 유치할 수 있다. 
단 언도한 형기에 상당한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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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즉결례에 의하여 일제의 경찰서장 또는 그 직무를 취급하는 자는 그 관

할구역 내에 있어서 (1)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해당하는 죄,12) (2)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도박죄 및 구류 또는 과

료의 형에 처할 형법(의용형법을 가리킴; 필자 주) 제208조의 죄(폭행치상죄; 필

자 주), (3) 3월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구류 또는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

료의 형에 처할 행정법규위반의 죄에 대하여 범죄를 즉결할 수 있었다(범죄즉결
례 제1조).

범죄즉결례에 의한 즉결이란 검사의 공소제기와 법관의 심판이라는 정식의 

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여 

곧바로 형의 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범죄즉결례 제2조 제1항). 즉 즉결은 검

사의 개입이 없이 경찰이 독자적으로 경미범죄사건의 수사를 행한 후 공소제기

와 형의 선고 및 집행을 동시에 행하는 방식이었다. 일제의 경찰은 이 즉결처분
을 피고인의 호출이나 출석 없이도 할 수 있었다(동조 제2항).

특히 범죄즉결례에서 주목되는 점은 일제의 경찰이 독자적으로 발동할 수 있

는 즉결심판의 대상을 경찰이 스스로 판단하여 일정한 형에 “처할 죄”를 기준으

로 결정하 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일정한 형에 “처할 죄”란 일정한 형에 “해

당하는 죄”와 구별되는 의미를 갖는다. 후자는 당해 형벌법규에 이미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法定刑)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에 대하여 전자는 형을 선고
하는 기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과하는 선고형(宣告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13)

일제의 경찰이 스스로 결정하는 선고형을 기준으로 범죄즉결례의 적용대상을 

결정하 다는 점(범죄즉결례 제1조 제2호 및 제3호 참조)은 식민지 경찰의 가공

할 권력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이것은 또한 범죄 피라미드의 하위 역에서 일제

의 식민지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이 인정되었음을 보여준다.

(3) 훈계방면권

경미범죄에 대한 즉결심판권을 보유한 일제의 식민지 경찰은 1923년 조선총

12) 원래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가 법정형으로 규정된 것은 1912년 조선총독부 
제령 49호로 공포된 경찰범처벌규칙이었다. 이 경찰범처벌규칙은 소위 위경죄(違警罪)
를 규정한 것으로서 지금의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3) 신동운, “일제하의 형사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법사학논총(박병호교수환갑기념
논문집Ⅱ), 40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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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부훈령 제52호로 제정된 “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제72조 및 제73조에 근거하

여 경미범죄에 대한 훈계방면권도 보유하고 있었다. 훈계방면권은 일제 경찰의 

즉결심판권과 표리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사법경찰관이 판단할 때 “사건이 경미

하여 처벌의 실익이 없다고 사료할 때” 피의자를 훈계하여 방면하는 권한이었

다. 이 훈계방면권도 그 적용범위가 객관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채 사법경찰관

의 재량판단에 맡겨져 있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형에 “처할 죄”를 기준으로 적
용되는 범죄즉결례와 맥을 같이한다.

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제72조 ① 사건이 경미하여 처벌의 실익이 없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피의자
에게 훈계를 가하고 이를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고소 또는 고발에 관련
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의자로 하여금 가능한 한 장물의 반환, 손해의 

배상 또는 사죄의 방법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만족을 주게 하도록 주의하고 만

일 법금물(法禁物) 또는 범죄공용물건이 있는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임의로 

폐기 기타 적의(適宜)의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73조 전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소할(所轄) 지방법원검사정(檢事
正) 및 사건 소관청(所管廳)의 검사에게 보고하고 피의자가 다른 관내에 거주하

는 때에는 소할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행정검속권

형사사법의 운 과 관련하여 일제는 수사와 심판작용의 분리라는 근대 형사

법의 대원칙을 크게 훼손하 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안경찰과 사

법경찰의 일반적인 역할분담까지도 무시하 다. 범죄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은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라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범죄의 예방과 진압은 

위험의 제거와 질서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보안경찰의 임무에 속한다. 이에 대하

여 범죄수사는 과거에 발생한 범죄사건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사법경찰의 임무

에 속한다.
일제는 이와 같은 경찰작용의 기본적 차이점을 무시하고 경찰권력을 통합, 집

중시켰다. 1914년 일제는 제령 제23호로 행정집행령을 공포하 다. 행정집행령

은 일제의 각종 행정기관에게 소위 행정검속이라는 직접강제수단을 허용하는 

근거법령이었다.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보면 일제의 경찰은 이 행정집행령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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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 “폭행, 투쟁 기타 공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라는 이유만으로 3일 이내

의 기간 동안 혐의대상자를 예방구금할 수 있었다.

행정집행령

제1조 ① 행정관청은 니취자(泥醉者), 미치광이, 자살을 기도한 자 기타 구호
를 요한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검속을 가하고 계기(戒器), 흉기 기타 
위험의 우려가 있는 물건의 가 치(假領置)를 할 수 있다. 폭행, 투쟁 기타 공
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전항의 검속은 3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 치는 30일 이내에 있어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2조 행정관청은 일출전, 일몰후에 있어서는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
여 위해가 절박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도박, 매음의 현행범이 있다고 인정한 

때가 아니면 현(現)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택에 들어갈 수 없다. 단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일지라도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 있어서 그 공개시간 

내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컨대 일제의 경찰은 행정과 사법, 보안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라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들을 크게 훼손한 채 식민지의 절대적 지배를 위한 권력기관으

로 군림하 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선형사령 제5조 제2항이 

일제의 사법경찰관에게 일제의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를 부과한 것은 거대권력

기관인 경찰을 다른 권력기관인 검찰로 하여금 견제하도록 한다는 의미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제도 일제의 형사실무에 있어서는 중한 범죄사건

을 중심으로 인정되는 한정적인 것이었다.

Ⅲ. 미군정 초기의 검찰․경찰의 관계

1. 미군측의 초기 군정방침

1945년 8월 15일 일왕(日王)은 연합국에 대하여 항복을 선언하 다. 그러나 

국토는 38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갈려 38선 이남에 미군정이 실시되게 되었다. 

8월 15일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관 맥아더(Douglas McArthur) 장군은 미육군 24



2001. 5.] 搜査指揮權의 歸屬에 관한 沿革的 考察(Ⅰ) 191

군단 사령관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조선을 점령하여 군정을 실시하고 

일본군의 항복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하지 중장을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에 임

명하 다. 이에 따라 8월 27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Headquarters USAFIK)가 

설치되고, 다음날에는 군정실시기관으로 미군정청(Military Government)이 창설

되었다.14)

9월 8일에는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육군 제24군단이 서울에 진주하 고, 9월 
9일 阿部信行 조선총독이 항복문서에 서명하 다. 미군측은 일본에 대한 군정의 

실시에 대해서는 주도면 하게 준비하고 있었으나 한반도에 대한 군정은 거의 

준비되지 아니한 상태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지 중장은 미군 통합참모본부

로부터 혹은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도 한국에 관하여 아무런 지령도 받지 못했

기 때문에 우선 대일본지령을 적당히 ―필요에 따라 고쳐서― 한국에 적용할 

것을 당면의 방침으로 정하 다.15) 그리고 남한에 미군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남
한 내의 어떠한 정치세력도 인정하지 않는 반면 조선총독부 등 식민지 통치기

구를 당분간 그대로 이용하기로 방침을 결정하 다.16)

2. 미군정의 경찰권인수

8․15 무조건 항복선언 직후 대부분의 일본인 및 한국인 경찰관들은 도주하

여 자취를 감추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시적 치안 공백상태에 대비한 것이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직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산하의 치안대이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다양한 형태와 명칭의 치안대들이 조직되었다.17) 치안대가 자발적으로 

조직되는 등 일련의 사태진전에 당황한 일제는 8월 20일 정무총감 명의로 일본

의 조선에 대한 통치권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선언하고 일제의 경찰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 다.18)

14) 미군정의 실시경위에 관하여는, 신상준, 미군정기의 남한행정체제, (1997), 17면 
이하 참조.

15) 김운태, 미군정의 한국통치, 81, 177면 이하.
16) 김운태, 미군정의 한국통치, 74, 86면.
17) 건국준비위원회와 치안대설치에 관하여는, 송광성, 미군점령4년사, (1993), 78면 

이하 참조.
18) 미군정의 경찰권 접수과정에 대해서는, 신상준, 미군정기의 남한행정체제, 259

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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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 진주한 미군측은 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민지통치의 상징이

라고 할 수 있는 조선총독부의 행정기구와 관리들을 그대로 유임하기로 하 다. 

그러나 이러한 미군측의 방침은 즉각적인 자주독립을 염원하던 조선인들에게 커

다란 불평과 불만의 요인을 제공하 다.19) 1945년 9월 12일 하지 중장은 조선총

독과 경무국장을 해면하고, 같은 날 아놀드(Archibald V. Arnold) 소장을 초대 

군정장관에, 쉬크(Lawrence E. Schick) 헌병사령관을 경무국장에 각각 임명하
다. 미군정은 9월 15일 정무총감과 법무국장을 비롯한 총독부 국장들을 면직하

다.20) 그리고 9월 19일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되어 왔던 조선총독부의 명칭을 “군

정청”으로 부르기로 하 다. 이어서 9월 29일에는 군정청의 각국 국장에 미군장

교들을 임명하 다.21)

식민지 경찰조직을 미군정의 경찰조직으로 개편하여 치안유지를 확보하는 것

이 미군정의 최우선 과제이었다. 미군정의 개시와 함께 쉬크 헌병사령관을 정점
으로 하는 미군의 군정경찰도 업무에 착수하 다. 처음에는 서울시내 경찰서를 

위시하여 파출소까지도 미군 헌병이 4, 5명씩 배치되어 치안유지에 임하기 시작

하 다.22) 9월 14일 군정장관 아놀드 소장은 기존 경찰기구의 행정적 이용과 

새로운 경찰체제의 성격 및 기능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 다. 아놀드 군정장관

은 이 성명서를 통하여 “치안대 등 경찰력 행사단체의 해산을 명하고 당분간 

한국인과 일본인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경찰조직을 그대로 운용하며, 이들 경찰
관에게 무기의 휴대 체포 질서유지의 권한을 부여하고 가능한 빨리 한국인 경

찰관을 양성하여 전원 한국인으로 재편성할 것”이라는 방침을 천명하 다.23)

9월 16일 미군정은 일본인 경찰관을 전원 면직시키고 한국인 경찰관을 채용

할 방침이라고 발표하 고.24) 곧이어 1주일간 신청기간을 두고 한국인 경찰관을 

모집하기 시작하 다. 9월 18일에는 한국인 경찰관의 임명 선서식이 있었고 

177명의 새로운 한국인 경찰관이 우선 서울 시내 각 경찰서에 배치되었다.25) 

19) 김운태, 미군정의 한국통치, 181면.
20) 법원행정처, 법원사, (1995), 166면.
21) 법원행정처, 법원사, 166면.
22) 경찰청, 경찰50년사, (1995), 24면.
23) 경찰청, 경찰50년사, 25면.
24) 경찰청, 경찰50년사, 25면.
25) 경찰청, 경찰50년사, 2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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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은 1945년 9월에만 2000명의 순경급 경찰관을 모집하여 미군 관할하에 

훈련을 실시하 다.26)

3. 미군정 초기의 형사사법 개혁

미군정은 1945년 10월 5일자 법령 제11호를 통하여 우선 식민지치하에서 우

리 민족을 탄압하는데 사용되었던 각종 악법들을 폐지하 다. 폐지되는 악법의 

대부분은 소위 사상범의 단속을 목적으로 독립운동을 억압하 던 법률들이었다. 
이들 일제하 악법의 특징은 일제의 식민지 경찰에게 사상범에 대한 예방구금, 

형기만료후의 감시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식민지 경찰이 소위 

사상범의 단속을 위하여 보유하 던 예비검속, 사후감시의 권한은 새로운 경찰

의 권한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각종 행정기관에 소위 행정

검속의 권한을 부여하 던 행정집행령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행

정집행령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미군정법령 제176호에 의하여 장제도가 도입
되면서 비로소 폐지되었다.

일제의 경찰사법권은 1945년 10월 5일자 미군정법령 제11호에 의하여 폐지

되었다. 미군정법령은 1945년 9월 21일 아놀드 군정장관이 일본 군국주의의 악

법을 폐지하기 위하여 발포한 일반명령 제5호를 보완하는 것이었다. 일반명령 

제5호는 세 가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바, (1) 조선인에게 차별 및 압박

을 가하 던 모든 정책과 주의를 소멸시키고 정의의 지배와 법 앞의 평등을 회

복하기 위하여 정치범처벌법, 예비검속법, 치안유지법, 출판법, 정치범보호관찰

령, 신사법 등을 폐지하며, (2) 인종, 국적, 신조 또는 정치사상을 이유로 차별

을 발생시키는 모든 법령을 폐지하며, (3) 누구든지 구체적인 범죄사실로 기소

되지 아니한 채 구금되거나 적법한 재판이나 유죄평결 없이 처벌받지 아니하며, 

또 어떤 행위를 범죄행위라 하여 처벌하려면 행위 당시 법률에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27)

9월 21일 자의 일반명령 제5호는 10월 9일 공포된 미군정법령 제11호로 대

체되었다. 이 군정법령 제11호는 일반명령 제5호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

하면서 여기에 일제의 강권통치수단 가운데 하나이었던 경찰사법권을 폐지한다

26) 김운태, 미군정의 한국통치, 210면.
27) 법원행정처, 법원사, 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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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었다.28) 참고로 미군정법령 제11호의 전문을 아래에 

소개하기로 한다.29)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1호

일반명령 제5호는 자(玆)에 좌(左)와 여(如)히 개정함

제1조 특별법의 폐지
제2조 일반법령의 폐지
제3조 형벌의 제한
제4조 벌칙

제1조 특별법의 폐지
1. 북위 38도 이남의 점령지역에서 조선인민과 기(其) 통치에 적용하는 법률

로부터 조선인민에게 차별 급(及) 압박을 가하는 모든 정책과 주의를 소멸하고 
조선인민에게 정의의 정치와 법률상 균등을 회복케 하기 위하야 좌기(左記) 법

률과 법률의 효력을 유(有)한 조령(條令) 급(及) 명령을 폐지함

(가) 정치범처벌법 - 조선법규류편(朝鮮法規類編) 제6권 제14편 제1020혈(頁), 

1919년 4월 15일 제정

(나) 예비검속법 - 동(同) 제2권 제8편 제26혈(頁), 1941년 5월 15일 제정

(다) 치안유지법 - 동 제2권 제8편 제16혈, 1925년 5월 8일 제정

(라) 출판법 - 동 제2권 제8편 제255혈, 1910년 2월 제정

(마) 정치범보호관찰령 - 동 제2권 제8편 제23혈, 1936년 12월 12일 제정

(바) 신사법(神社法) - 동 제2권 제6편 제1혈 지(至) 제88혈, 1919년 7월 18일 

28) 미군정법령 제11호는 그 제1조 제1항 (사)목에서 경찰의 사법권을 폐지대상이 
되는 것으로 명시하 다. 그런데 이 제1조 제1항 (사)목은 다른 법률들과는 달리 법령
의 명칭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경찰의 사법권”이라고 표기한 후 그 수록처를 
“조선법규류편(朝鮮法規類編)” 제6권 제3편 939면부터 940면이라고 지시하 다. 한국법
제연구원 편, 미군정법령총람 국문판, 131면 이하에 수록된 미군정법령 제11호의 우리 
말 번역은 경찰의 사법권을 규정한 법령의 수록처를 “조선법규류편(朝鮮法規類編)”이라
고 적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조선법령집람(朝鮮法令輯覽)”이다. 이 조선법령집람 제6
권 939면에서 940면에는 “범죄즉결례”가 수록되어 있다.

29) 한국법제연구회, 미군정법령총람 국문판, (1971), 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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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사) 경찰의 사법권 - 동 제6권 제3편 제939혈 지(至) 940혈
제2조 일반법령의 폐지
1. 기타 법률 급(及) 법률의 효력을 유(有)한 조령 급(及) 명령으로서 기(其) 

사법적 우(又)는 행정적 적용으로 인하야 종족, 국적, 신조 또는 정치사상을 이

유로 차별을 생(生)케 하는 것은 자(玆)에 차(此)를 전부 폐지함

제3조 형벌의 제한
1. 엇떠한 사람이든지 기(其) 행위에 대하야 기(其) 범행 당시의 현행법률에 

처벌할 조문이 명백히 기록되여 잇지 아니하엿스면 죄명을 정하거나 판결을 언

도하거나 형벌을 가하지 못함

2. 범죄 혹은 범과(犯科)의 확정이 없시 사람을 구류하거나 법적 심문과 판

결이 업시 형벌을 가함을 금함

제4조 벌칙
본령의 규정을 범하는 자는 군률재판소의 판결과 동시에 기(其) 소정 형벌에 

처함

1945년 10월 9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야

조선군정장관

미육군소장 에․비․아-놀드

경찰의 사법권폐지와 관련하여 미군정 당국은 10월 18일 법무국장 명의로 

“검사에 대한 훈령 제1호”를 발하 다. 이 훈령을 통하여 미군정 당국은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 을 때에는 조속히 이를 검사에게 인도하고(평범한 사건은 1일 
이상의 지체를 하지 아니할 것) 이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훈령하 다.30)

4. 미군정 초기 경찰기구의 조직

(1) 군정청 경무국의 발족

1945년 10월 5일 미군정장관 아놀드 소장은 한민당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하
는 11명의 고문단을 임명하 다.31) 미군정은 군정청의 한국인 관리 선택의 임

30) 한국법제연구원 편, 미군정법령총람 국문판, 75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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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윌리엄스 해군소령에게 맡겼다. 그에게 이러한 임무가 부여된 것은 그의 

부친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선교사이었기 때문이었다.32) 윌리엄스 소령은 한

민당 수석총무 송진우에게 당시 가장 중요한 경찰의 총책임인 경무국장에 적임

자의 추천을 부탁하 다. 윌리엄스 소령은 북한에 공산군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

에서 공산주의이론에 투철하고 반공사상에 투철한 애국적 인사를 경무국장에 

추천해 줄 것을 부탁하 다.33) 한민당 수석총무 송진우는 미국 콜럼비아 대학에
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하 고 신간회사건으로 일제하에 옥고를 치른 바 있

는 조병옥을 경무국장으로 미군정 당국에 추천하 다.

10월 21일 미군정청에 경무국(The Police Bureau)이 창설되었고34) 조병옥은 

동일자로 경무국장에 취임하 다.35) 새로이 창설된 경무국은 조선인으로 구성된 

경찰조직을 관장하는 기구로서 미군헌병으로 구성된 군정경찰과 함께 군정 치

하의 조선에 대한 치안유지의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한국인으로 구성된 경찰
이 창설되자 군정당국은 기존 경찰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0월 29일 아더. 

S. 참페니(Arthur S. Champeny) 육군대령을 경찰감찰관으로 임명하여 남한의 

전 경찰서에 대한 감찰을 행하도록 하 다.36)

(2) 경무국 형사조사과의 설치

일제 이래 내려온 경찰의 사법권을 폐지한 미군정 당국은 범죄수사와 관련한 

경찰의 역할을 미국식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하 다. 그 첫 작업으로 이루어

진 것이 1945년 10월 30일자 미군정법령 제20호이었다.37) 이 미군정 법령 제20

호에 의하여 군정청 경무국에 형사조사과가 설치되었다. 이 형사조사과는 (가) 

군정청에서 교부한 형사사건의 조사를 행할 것, (나) 범인의 조사 및 체포에 관
하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육군경찰, 역정보단 및 조선경찰을 원조협력할 것, 

(다) 내국지문록(內國指紋錄)의 형사조사제(刑事調査制)를 설정유지할 것을 직무

31) 김운태, 미군정의 한국통치, 188면.
32) 김운태, 미군정의 한국통치, 95면.
33) 조병옥, 나의 회고록, (1959), 149면.
34) 경찰청, 경찰50년사, 29면.
35) 조병옥, 나의 회고록, 152면. 
36) 경찰청, 경찰50년사, 31면.
37) 한국법제연구원 편, 미군정법령총람 국문판, 1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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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있었다.

경무국 형사조사과는 행정경찰작용인 치안질서의 유지가 아니라 형사사건의 

조사를 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는 경찰조직이었다. 

이 형사조사과의 설치와 함께 종래 조선총독부 법무국 형사과 지문계에서 가지

고 있던 제반 지문에 대한 직무, 직능, 문서, 재산 및 직원은 경무국에 이관되

었다. 그 결과 경무국은 범죄수사에 필수적인 지문록 및 형사조사 제도의 수립
과 유지의 기능을 확보하게 되었다.38)

(3) 조선국립경찰의 조직

미군정 경무국장에 취임한 조병옥은 한국의 군사력이 결여 내지 빈약함에 비

추어 경찰력을 강화하는 데에 주력하 다. 조병옥은 새로이 발족한 조선인 경찰

조직을 국립경찰 체제로 편성하 다. 이것은 종래 조선총독부의 경찰조직이 각 

도의 도지사 관할에 있었던 것을 중앙의 경무국으로 집중하는 새로운 편제이었

다. 조병옥은 경찰병력을 2만 5천 명으로 산정하고 그 병력을 미군과 같이 사

단제로 편성하 다. 각 도청소재지에는 도경찰청을 설치하고 각 시에는 경찰서, 

각 읍면에는 지서 등을 설치하여 계통적인 경찰망을 형성하 다.39)

새로운 경찰조직은 1945년 12월 27일 “조선국립경찰의 조직에 관한 건”을 

통하여 그 법적 근거를 확립하 다. 그리고 이 규정을 통하여 종래의 식민지 경

찰조직과 절연된 새로운 조직편성이 완성되었다. 1945년 12월 27일 군정청 경

무국 고문인 W. H. 매클린(Maglin) 헌병 대령이 서명한 “조선국립경찰의 조직

에 관한 건”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40)

조선국립경찰의 조직에 관한 건

1. 조선경찰은 하나의 국립경찰부대임. 조선인 경무국장은 조선내 전 경찰의 
최고사령관임

2. 경무국장은 국립경찰의 조직 관리 훈련 수속 활동 인사 등에 관하여 책임

38) 경찰청, 경찰50년사, 65면.
39) 조병옥, 나의 회고록, 152면. 미군정하의 경찰력 증강에 관해서는, 신상준, 미군

정기의 남한행정체제, 267면 이하 참조.
40) 경찰청, 경찰50년사,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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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함

3. 경무국 예산자금은 경무국장에게 배당되며 경무국장은 이를 각 도경찰부
장에게 할당함. 이에 대하여는 여하한 정부기관이고 간섭할 권한이 없음

4. 각 도 경찰부장은 그 도내에서 법률과 질서를 유지하고 경찰에 부과된 직
무를 완수함에 있어 도지사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 도지사는 이 목적을 수행하
는데 필요한 지시를 각 경찰부장에게 할 수 있음. 도지사는 경찰의 조직․관
리․수속․재정․인사에 관한 명령을 발할 권한은 없음

5. 시 최고경찰책임자는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률과 질서를 유지하고 경찰에 
부과된 직무를 완수함에 있어 시장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 시장은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시를 시 최고경찰책임자에게 할 수 있음. 시장은 경찰의 
조직․관리․수속․재정․인사에 관한 명령을 발할 권한은 없음

6. 경찰국장은 상례적 사항에 관하여는 각 도 경찰부장과 직접 통신함. 각 
경찰부장은 그 도내의 모든 경찰관과 경찰사항을 관장 처리하고, 그 도내에서 
발생한 모든 중요사건을 도지사에게 통보할 사. 시경찰책임자는 시에서 발생한 
모든 중요사건을 시장에게 통보할 사

7. 도지사는 경찰의 행동에 관하여 불만스럽게 생각되는 사례가 있으면 경무
국장을 통하여 군정장관에게 보고할 사

8. 도지사 각 경찰부장 시장 시경찰책임자는 이 경찰체제를 원활히 운 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음

9. 지방분권적으로 운용하는 동시에 중앙집권적 통할을 하는 것이 현 경찰조
직의 관건임. 이것은 각자 관할지역에서 통치기관으로서 그 임무를 다하는데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찰로서의 필요한 부속기관의 특징을 구유(具有)한 조직체
로서 조선인이 잘 아는 바임

1945년 12월 27일자 “조선국립경찰의 조직에 관한 건”은 한국의 경찰조직에 

미국식 경찰제도를 접목시킨 최초의 법령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이 규정

에서는 우선 종래 도를 단위로 조직되어 있던 경찰조직을 시 단위에까지 확대

한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경찰을 지방분권적으로 운용한다는 점을 예상하여 도

지사와 도경찰부장, 시장과 시경찰책임자를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식 

경찰제도의 구상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이 출범하는 경찰조직
은 군정 초기의 혼란한 치안상태를 고려하여 국립경찰부대로 편성되었다. 이 군

대식 경찰조직에서 경무국장은 최고사령관으로 파악되었다. 이 점에서 경무국 

산하의 경찰조직은 민간의 자치체 경찰조직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식 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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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새로이 편성된 경찰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경찰의 지휘통솔권이 군정청의 경

무국에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군정청 경무국에 직접 경찰의 지휘통솔권이 집중

되어 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하여 새로운 경찰조직에 대하여 “국립경찰”이라

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조선총독부 체제하의 경찰조직과 비교하여 볼 때 경찰행

정을 도지사의 권한에서 분리하여 도경찰부를 독립시킨 점이 새로운 변화로 주

목된다.41)

새로이 출범한 미군정하의 국립경찰은 군정청의 경무국과 각 도의 도경찰부

로 구성되었다. 조선인 경찰국장은 조선내 전 경찰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지위를 

보유하 다. 도경찰부는 도지사에 대하여 치안유지의 책임은 지지만 예산과 인

사에 있어서 지휘를 받지 아니하 다. 예산은 경무국장에게 배당되며 각 도경찰

부장은 중앙의 경무부장으로부터 예산을 할당받았다. 이와 같이 하여 미군정은 
중앙집중적 통할이 가능한 단일의 경찰조직을 편성하 다.

(4) 반탁운동과 경찰서장 항명파동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 , 소 삼개국 외상회의에서 한국
에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결정이 외신을 통하여 보도되었다. 이를 계기로 12월 

28일 이래 전국적으로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12월 29일 임시정부요인

들은 비상국민회의를 소집하고 전국반탁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하기로 결정하고 

9대 행동강령을 발표하 다.42) 이와 함께 외국군정의 철폐를 주장하는 임정요인

들은 12월 29일 이래 미군정청 관리들이 결근을 하고서 총사직할 태세하에 있

음을 기회로 미군정을 접수인수하여 미군인들의 축출을 감행하려고 하 다.43) 
임시정부측은 임정내무부 제1호 포고에 의하여 군정청 경무부를, 임정내무부 제

2호 포고로 수도경찰청을 각각 접수하려고 시도하 다.44)

1945년 12월 30일 서울운동장에서 신탁통치 반대 시민대회가 십 수만 명의 

군중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 시위대는 3.1운동 이래의 최대규모이었다. 

이렇게 상황이 진전되는 도중인 12월 29일 오후 2시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의 각 

41) 경찰청, 경찰50년사, 33면.
42) 조병옥, 나의 회고록, 164면.
43) 조병옥, 나의 회고록, 165면.
44) 조병옥, 나의 회고록, 1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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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이 신탁통치반대 긴급회의를 열고 동대문경찰서장 김정제가 대표하여 

“경찰관의 직을 떠나 자주국가로서 완전 독립이 올 때까지는 국민과 더불어 치

안대로서 결사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하 다.45) 12월 31일 경찰

관 대표들은 서울 경교장에 있는 김구를 방문하고 금후로는 모든 경찰관이 그

의 지시를 따라 치안확보의 중임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 다.46)

이러한 사태에 즈음하여 미군정청 스톤 경기도 경찰부장은 경찰관은 정치적 

문제에 간여치 말고 직장을 엄수할 것과 정당 혹은 정계요인과의 회견교섭 등

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하달하 다.47) 그러나 민족의 장래를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서울 8개 경찰서장은 상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반탁운동에 대한 국민

통일전선의 활동상황을 살펴보고 각계 인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민족독립의 

방안을 모색하 다.

1946년 1월 4일 이들은 명령불복종이라는 이유로 미군정 당국에 의하여 전원 
파면되었다.48) 이어서 국 에딘버러 대학을 중퇴하고 귀국한 후 청구회 회장으

로 있던 장택상이 1월 12일에 경기도 경찰부장으로 부임하 다.49) 이리하여 미

군정청 경무국의 한국인 수뇌부는 미군정 당국자들과 어로 의사소통이 자유

로운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정은 후술하는 바 1945년 12월 27

일자 “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를 미군정 당국이 더욱 강력하게 집행하

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미군정 초기 검찰기구의 조직

(1) 검찰조직의 개편

앞에서도 검토한 바와 같이 애당초 하지 중장의 미군정 당국은 조선총독부를 

그대로 두고 이 통치조직을 관리, 감독하려고 하 다. 그러나 미군정 당국은 당
초의 점령정책이 한국민의 맹렬한 불만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깨닫게 되

었다. 이에 미군정 당국은 조선총독과 기타 일본인 관리들을 해임하 으나 조선

45) 경찰청, 경찰50년사, 62면.
46) 경찰청, 경찰50년사, 62면.
47) 경찰청, 경찰50년사, 62면.
48) 경찰청, 경찰50년사, 62면; 조병옥, 나의 회고록, 168면.
49) 경찰청, 경찰50년사, 63면; 장택상, “위기연발의 수도청장시절”, 월간중앙 1969

년 8월호, 10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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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부의 직제는 그대로 습용(襲用)하 다. 이 과정에서 미군정 당국이 조선총

독부를 “군정청”으로 개칭하고 군정청의 각국 국장에 미군 장교를 임명하 음

은 전술한 바와 같다.

(2) 미국인 법무국장

1945년 9월 15일 해방된 지 한 달만에 조선총독부 법무국장 早田福藏이 해

임되었다. 9월 28일 에미리 제이 우들(Emery J. Woodall) 미군소령이 군정청 

법무국장에 임명되었다. 이로써 사법행정의 권한이 명실공히 미군정으로 이양되

었다.50) 법무국장 우들 소령은 대륙법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 던 것으로 생각되

며 미군정하의 사법행정을 미식으로 실시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

로 짐작된다.

당시 처음으로 구성된 대법원의 대법관을 지냈던 애산(愛山) 이인(李仁)은 우

들 법무국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회고를 하고 있다.51)

“…그 후 ｢우들｣가 나를 미군병원으로 초청하여 법부를 개혁을 할 테니 당
신이 조력을 해달라면서 윤곽을 이야기하더군요. 그 때는 ｢우들｣는 무식하면서
도 배포는 컸어요. 정동 일대를 전부 사법가(司法街)로 만들겠다, 대한문 담도 
일부 헐고 지금 대한일보사 자리(과거 평화신문)를 전부 합쳐서 사법가를 만들
겠다는 것입니다. 국의 사법가와 같이 하고 변호사도 모두 이 쪽으로 오도록 

한다는 것이었읍니다. (후략)”

법무국장 우들 소령의 검찰에 관한 인식의 일단은 그의 명의로 발포된 1945
년 11월 3일자 “법무국 훈령 제1호”에서 엿볼 수 있다.52) 이 “법무국 훈령 제1

호”는 형무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데, 제1조는 “법무국의 법무국형무과는 

체포기관이 아니다. 탈옥한 수인을 체포하는 외에 형무소관리는 하인(何人)이라

도 차(此)를 체포 또는 구류할 권한이 무(無)함”이라고 규정하 다. 이 훈령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훈령 제2조이다. 제2조는 “조선 내에서 체포와 구류하

50) 미군정청의 조선총독부 사법권 접수과정에 관해서는, 신상준, 미군정기의 남한
행정체제, 333면 이하; 김병화, 한국사법사 현세편, (1980), 12면 참조.

51) 서용길 편, 애산여적 제3집, (1970), 102면.
52) 한국법제연구회 편, 미군정법령총람 국문판, 709면 참조.



申 東 雲 [서울대학교 法學 제42권 제1호 :178∼230202

는 것은 정당히 권한이 부여된 군대, 경찰, 경무국관리와 밋 경무국에서 대리로 

지정된 자의 임무이다”라고 규정하 다.

여기에서 특히 눈여겨볼 것은 강제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체포 또는 

구류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 군대와 경찰 및 경무국이 거명되었을 뿐 검사는 배

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 “법무국 훈령 제1호” 제3조는 어떠한 형무소

에서도 심문 없이 또한 정당히 설치된 체포관리의 정당한 서류 없이 인도되는 

자는 접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 다.

이 훈령의 조문을 문자 그대로 따른다면 형무소는 검사에 의하여 체포된 사

람은 접수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었다. 법무국장 우들이 처음으로 발포한 법무

국 훈령이 형무소에 대한 훈령이었지만, 검사를 체포권한 있는 기관으로 거론하

지 않은 것은 검사를 미식의 소추관으로만 파악할 뿐 수사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미군정 당국의 인식을 잘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다.

(3) 한국인 법무국장의 임명

미군정청 법무국장 우들 소령은 1945년 10월 9일자 임명사령 제9호로 미국 

유학 출신인 비법조인 김 희(金永羲)를 자신의 통역관 겸 보좌관으로 임명해 
사법행정사무를 시작하 다.53) 김 희는 1929년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인물로서 법무국장 우들은 “변호사자격부여 지령”을 만들어 11월 14일 김 희, 

전규홍, 박용균 등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게 하 다.54) 이와 같이 비법조인인 김

희 등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자 서울변호사회는 1945년 12월 1일 그들의 

“불법 임용”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군정 법무국은 사법기관을 합리적으

로 운 하라”고 건의하기에 이르 다.55)

우들 소령이 법무국장으로 취임한 후 미군정 당국은 1945년 10월 12일자로 

법무부를 위시하여 재경 3법원의 일인(日人) 6장관을 포함한 일본인 판검사 전

원을 파면하 다.56) 곧이어 미군정 당국은 대법원장에 김용무, 대법원검사장에 

김찬 을 임명하는 등 법원과 검찰에 한국인을 임명하 다.57) 10월 15일 군정

53) 김학준, 가인김병로평전, (1988), 301면; 김병화, 한국사법사 현세편, 12면.
54) 법원행정처, 법원사, 181면.
55) 김학준, 가인김병로평전, 301면.
56) 김병화, 한국사법사 현세편, 7면.
57) 김병화, 한국사법사 현세편, 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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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은 미군이 점령한 지역 내의 재판소의 관리(管理)는 점령을 시작한 후 6주간 

내에 완전히 조선인의 손으로 돌아오게 되어 각급 법원에 전부 조선인이 임명

되었다고 발표하 다.58)

11월 20일 우들 소령에 이어 매트 테일러(Matt Taylor) 소령이 후임 법무국

장으로 임명되었다.59) 이어서 12월 10일 미군정 당국은 법무국장 보좌관 김

희를 법무국장대리로 승임(昇任)발령하 다. 12월 17일 미군정은 법무국령 제7
호를 발하고 법무국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국가기관의 업무를 한국인에게 일

임한다고 발표하 다. 이 법무국령 제7호 제6항은 “법무국장대리가 발령한 명령

은 법무국장의 명령을 구성함. 법무국의 조선인관리, 고원(雇員)은 법무국장대리

의 명령에 속히 복종할 사”라고 규정하 다.60)

비법조인 출신인 김 희가 법무국장대리로서 실질적인 한국인 법무국장이 되

자 김 희의 법무국장대리 임명에 대하여 재조재야를 막론하고 전법조인의 배

척반응이 대단하 다. 1945년 12월 19일, 대법원장 김용무, 대법원검사장 김찬

 등 재경3법원, 3검사국을 위시하여 법무국 각과, 변호사회 등 관계법조인 70

여 명이 회동하여 김 희 국장대리는 무자격 무경험자이므로 임명을 취소하라

는 건의문을 작성, 군정장관에게 제출하 으나 용납되지 아니하 다.61)

법무행정의 한국인 최고책임자가 무경험인사이고 검찰운 의 기본방침이 확

립되지 아니하 을 뿐만 아니라 검찰기관의 최고책임자인 대법원검사장 김찬  

역시 검찰출신이 아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초기의 검찰은 상명하복관계는 물

론, 업무처리상의 혼란을 피할 수 없었다.62) 이와 같이 검찰에 대한 지휘통솔체

계가 혼란한 상황에서 12월 29일자로 “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가 발포

되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지만, 이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는 기본적

으로 수사권은 경찰에게 이전하며 검사에게는 기소와 공소유지의 권한만을 부

여하는 것이었다.63)

58) 김병화, 한국사법사 현세편, 7면.
59) 법원행정처, 법원사, 181면.
60) 대검찰청, 한국검찰사, (1976), 221면.
61) 대검찰청, 검찰사, 222면; 법원행정처, 법원사, 181면.
62) 대검찰청, 검찰사, 222면.
63) 후술 9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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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법행정의 방침

법무국장대리 김 희는 1946년 1월 19일 사법행정의 방침을 법무국장통첩의 

형식으로 산하 기관의 장에게 발포하 다.64)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종래의 대

륙법계통의 사법운용을 미식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가 천명된 부분이다. 법무
국통첩 제9항에는 “제국주의적, 형식주의적, 타력적이며 문자적인 법률이론”과 

“민주주의적 신국가신생활의 규구가 될 비교법”이 대비되고 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일제가 남긴 대륙법체계와 미법체계를 각각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하

겠다.

일제가 남긴 “제국주의적, 타력적인 법”의 대표적인 것이 형사법체계 으므로 

형사사법과 관련한 제도를 미식으로 변혁하는 것, 그 가운데에서도 경찰과 검
찰의 관계를 미국식으로 변화시킨 법무국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를 강력히 시

행하는 것은 미국에서 수학한 바 있는 법무국장대리 김 희의 중요한 시책이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무국장통첩에 나타난 “제국주의적[,] 형식주의적[,] 타력

적(他力的)이며 문자적인 법률이론에서 탈각(脫却)[한다]”는 것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에 1946년 1월의 법무국장통첩을 소개한다.65)

64) 법원행정처, 법원사, 181면.
65) 대검찰청, 검찰제요, (1948), 210면. 본고의 집필과 관련하여 한 가지 기록해 두

고 싶은 사항이 있다. 본고와 같이 시대적, 연혁적으로 고찰하는 접근방식에는 제1차 
사료의 수집과 정리에 많은 한계와 애로가 따르게 마련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필자
는 귀중한 사료를 입수하여 연구에 큰 도움을 받았다. 미군정 아래에서의 검찰․경찰 
관계를 규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1948년경에 대검찰청에 의하여 발간된 검찰
제요가 있다. 이 검찰제요는 미군정 당시 대검찰청이 검찰 내부의 참고용으로 1945년 
8월부터 1948년 3월까지 발하 던 각종 훈령과 해설 기타 참고자료를 한 권의 책자로 

묶어 놓은 것으로서 표지에는 대외비를 의미하는 ｢秘｣자가 적혀 있다.
이 검찰제요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양창수(梁彰洙) 교수 소장 도서로서 필자는 

양 교수께서 필자에게 빌려 준 원본을 복사하여 그 복사본을 이용하고 있다. 양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양 교수의 조부 양홍기(梁洪基) 옹께서 제주지검장(1948.11.∼1949.7.)을 
역임하 던 관계로 이 검찰제요를 소장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한다. 현재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시중의 도서관에 이 검찰제요는 소장되어 있지 아니하다. 아마도 내부참조용으
로 간행되었기 때문에 도서관에 배포되지 아니하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지
금까지는 양창수 교수 소장의 검찰제요가 확인가능한 거의 유일본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 자리를 빌려서 미군정 당시 검찰․경찰의 관계를 밝혀줄 수 있는 검찰제요를 필자

에게 알려주고 복사,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양창수 교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를 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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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의 방침

(1946년 1월 일

각장에게 법무국장통첩)

 객년(客年) 9월 10일(10월 9일이 정확할 것임; 필자 주) 이래 소관(小官)이 
사법계에 봉직하고 상사의 지시와 동료의 협조를 받어 조선사법행정의 기초적 

건설에 착수하여 법무국, 재판소, 행형기관의 신편성의 제1기 공작을 종료하고 
제2기의 내면적 검절(檢節) 급(及) 강화에 착수하게 되는 단계에 있어 좌기(左

記) 제건(諸件)을 열거하야 조선사법행정의 목표와 진로를 삼노라[.]

(1) 공명정대하고 상 (詳密)신중하되 기(其) 판단처사가 사회실정에 적합하

야 만민이 수긍하는 판사도를 확립할 것

(2) 공평무사하고 불편부당하되 최후까지 치 무루(緻密無漏)하고 용단불굴

(勇斷不屈)한 검사도를 확립할 것

(3) 원만숙련한 집무로서 신속히 사건을 심리하고 지연정체가 무(無)케 하야 
법망 어(法網囹圄)에 신음하는 자로 하여금 도연(徒然)히 장구한 세월을 경과

치 않도록 사법운 의 도(道)를 확립할 것

(4) 국가 제기관의 조직적 활동과 유기적 사회의 기능발휘를 명심불망(銘心
不忘)하여 제반사무에 민첩선명하여 속결 간단한 사법행정의 실무도를 확립할 

것

(5) 수형재감자(受刑在監者)에게 국민의 도의심을 함양하야 그 심기(心機)를 
전환케 하는 동시에 추상(秋霜)갗이 엄격하되 자우(慈雨)갗이 희망을 주어 신인
간 신심신(新心身)으로 사회에 재출발하는 무구(無垢)의 국민이 되도록 지도교

화(指導敎化)하는 행형도를 확립할 것

(6) 수형재감자에게 가급적 직능기술을 습득연마케 하며 후일 출감시 자립갱

생할 직업생계를 엇도록 행형도를 확립할 것

(7) 어(囹圄)의 생활을 종료한 자를 지도보호하야 재범의 유혹을 받지 안토

록 교화(敎化)의 도를 확립할 것

(8) 재감 중 습득한 직능과 기술을 충분 활용하게 알선소개하여 감방과 세간

(世間)의 생활을 검절(檢節)하는 구호의 도를 확립할 것

(9) 제국주의적[,] 형식주의적[,] 타력적(他力的)이며 문자적인 법률이론에서 
탈각(脫却)하여 민주주의적 신국가신생활(新國家新生活)의 규구(規矩)가 될 비교
법연구와 조선고래의 양풍양속(良風良俗)을 참작하여 세계에 무비독특(無比獨

特)한 신법률을 연구제정하도록 신법학의 도를 확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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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천추만대(千秋萬代)의 조선을 규구(規矩)할 사법관들이 지식을 만방에 
구하고 진리를 동서에 찾어 허심탄회 명경지수단(明鏡止水斷)의 성심성력(誠心

誠力)으로 우수한 법관양성의 도를 확립할 것

1946년에 접어들면서 검찰수뇌부에 교체가 있었다. 1월 2일 대법관이던 이종

성이 대법원검사총장으로 임명되었다.66) 그리고 1월 20일 대법원검사총장이었던 
김찬 은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67)

(5) 검사에 대한 법무국훈령 제4호

1946년 3월 13일 미군정은 법무국장 테일러 소령의 명으로 “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4호”를 발포하 다. 이 훈령 제4호는 군정하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종류를 미군과의 관련성을 주로 하여 7개 사건으로 분류하고 미군 군사재판소

(헌병재판소)의 관할을 밝히면서 그와 관련한 검사의 처리지침을 규정한 것이었

다. 7종으로 분류된 사건유형 가운데 순수하게 우리 한국인에게 관련된 것은 제

1조 (사)호에 규정된 “조선국민이 조선 현행형법에 위반하야 행한 형사상의 범

죄”이었다.68)

그리고 이 (사)호에 규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조선에 관한 태평양 미국군총사령

부 포고, 조선군정청의 법령, 명령, 고시를 포함한 모든 제정법에 의하여 검사국

이 소관 내 소추하는 것으로 규정하 다(훈령 제4호 제2항 라호). 이 “법무국 검

사에 대한 훈령 제4호”는 순수하게 한국민들이 관련된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추

(prosecute)”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검사를 수사기관이 아니라 순수

한 소추기관으로 파악하는 미국식 사법관을 엿보게 해 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6. 미군정 초기 경찰․검찰의 관계

(1) 기존법규의 유지와 조선형사령 제5조

1945년 11월 2일 미군정 당국은 법령 제21호로써 종래의 일본법규 중 계속 

효력을 가지는 법규와 그 집행에 관하여 규정하 다. 군정법령 제21호는 모든 

66) 대검찰청, 한국검찰사, 228면.
67) 법원행정처, 법원사 자료집, (1995), 586면.
68) 한국법제연구회 편, 미군정법령총람 국문판, 75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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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조선구정부가 발포하고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규칙, 명령, 고시 기타 

문서로서 1945년 8월 9일 실행 중인 것은 그간 이미 폐지된 것을 제외하고 조

선군정부의 특수명령으로 폐지할 때까지 전효력으로 이를 존속한다고 규정하

다(동법령 제1조 제1문).69) 또한 법률의 규정으로서 조선총독부, 도청, 부(府), 

면, 촌의 조직과 국장, 과장, 부윤(府尹), 군수, 경찰서장, 세무서장, 면장, 촌장 

기타 하급직원에 관한 것은 군정장관이 명령으로 개정 또는 폐지된 것을 제외

하고는 당해 관청에서 폐지할 때까지 이를 존속하도록 하 다(동조 제2문). 아

울러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subject to directives of higher authority) 종래 조

선총독이 행사하던 제반 직권은 군정장관이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 다(동조 제

3문).

11월 2일자 미군정법령 제21호에 따르면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의 권한에 대

해서는 여전히 조선형사령 제5조 제2항이 근거조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10월 30일자 미군

정법령 제20호에 의하여 경무국 형사조사과에 독자적인 수사권이 부여된 것이 

중요한 제한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조선형사령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사법경찰

관의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도 미군정의 특수명령이 있으면 언제든지 변경되거

나 폐지될 수 있는 것이었다.

(2)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경찰의 초기갈등

미군정 당국이 경무국에 형사조사과를 설치하여 이 부서 소속의 사법경찰관

들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 음은 앞에서 설명하 다. 경무국에 형사조사

과의 설치를 규정한 미군정법령 제20호(Ordinance Number 20)는 형사조사과의 
임무를 Conducting investigation of criminal matters which are referred to it by 

Military Government라고 규정하고 있었다(동법령 제1조 a호).70) 이것은 군정청

에서 지시한 모든 범죄사건이 형사조사과의 관할사항임을 의미한다.

군정청 경무국의 산하에는 하부조직으로 도경찰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경찰

부는 경무국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군정청에서 지시하는 모든 

범죄사건은 경무국 형사조사과의 지휘계통을 거쳐서 도경찰부에서도 독자적으

69) 한국법제연구회 편, 미군정법령총람 국문판, 139면 참조.
70) 한국법제연구회 편, 미군정법령총람 문판, (1971), 7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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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게 된다. 환언하면 적어도 미군정청이 수사를 

지시한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도경찰부 소속의 사법경찰관도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진다는 해석이 도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미군정청이 수사를 지

시한 범죄사건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은 새로운 법령에 따라 조선형사령 제5조 

제2항이 규정한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미군정 당국이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나름대로 이

유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수사권이 경찰에게 독자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미국법

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경찰의 수사권독립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형사령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에 대한 지휘명령 체계에 익숙해져 있던 한국인 법률가들에게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매우 생소한 것이었다. 따라서 새롭게 독자적 수사권이 부여된 경찰조

직의 수사지휘체계에 대하여 혼선과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급기야 미군정 하에서 검찰과 경찰의 충돌사태를 야기하 다. 

1945년 12월 중순경에 발생한 소위 경찰부 홍형사 사건 이 그것이다. 경기도 

경찰부 홍형사과장은 검사의 양해와 지휘에 의하여 피의자를 검거하 다. 그런

데 경찰부장71)이 동형사과장의 구속명령을 취소시키고 도리어 동형사과장을 구

속하고 군정재판에 부하여 처벌하는 사건이 발생하 다.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변호사회는 형사소송법규에 의한 유일한 수사기관인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

하고 군정청 각국과장이 피의자를 검거하는 사실이 있다고 하여 “검찰기관과 

그 명령계통의 통일을 요망함”이라는 요지의 건의를 군정장관과 법무국장에게 

제출하기에 이르 던 것이다.72)

(3) 검사에 대한 법무국훈령 제3호

이러한 혼란상황을 제거하기 위하여 미군정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고 

경찰에 대하여 독자적인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

다. 1945년 12월 29일 우들 소령의 후임으로 부임한 미군정 법무국장 매트 

테일러 소령은 “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를 발하 다. 이 훈령은 “검찰

관은 경무국이 수행할 조사사항을 경무국에 의뢰할 것”이라고 명시하 다. 그리

71) 경무부장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72) 자유신문 1945. 12. 15. 김병화, 한국사법사 현세편, 29면 각주 30번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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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훈령을 통하여 미군정은 경찰에 전면적인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 던 

것이다. 같은 날 경무국장은 경무국통첩 제1호로써 같은 내용의 통첩을 모든 경

찰에게 발포하 다.73)

미군정 법무국장 테일러 소령이 발포한 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의 내

용은 다음과 같다.7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무국검사에대한훈령제3호

1. 검사의 선결직무는 관할 재판소에 사건을 공소함에 있음. 세 한 조사는 

검사의 책무가 아님. 검사의 특별한 교양은 법적 직무에 관할 때 일층 중요성
을 유(有)함.

2. 재판소의 검사는 수사의 시간의 절용(節用)과 일층 조흔 효과를 득(得)하

기 위하야 좌기(左記) 훈령을 준수할 사(事)

(가) 재판소 일할표(日割表)에 기재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야 계획된 

일람표에 전념할 사

(나) 검사는 경무국이 행할 조사사항을 경무국에 의뢰할 사. 차(此)는 경찰관

의 직무요 검사의 직무가 안임

(다) 검사는 법정(法定) 구비조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야 경찰관보고서를 검

토할 사

(라) 검사는 증거의 불비를 경찰관에 지적하고 될 수 있으면 증거의 정정(訂

正)을 의뢰할 사

(마) 검사는 실제로 법적 검토를 요하는 조사에 관하야 필요하다면 관여할 사
(바) 검사는 조사에 부수하는 사건에 관하야 경찰서장과 연락을 취할 사. 사법

재판소에서 만족히 공소하는데 필요한 증거에 관련한 사항에 관하야 특히 연락

을 취함. 검사는 자유로 조선의 법률시행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야 협력할 사

(사) 상기 훈령의 운 을 원조함을 검사장의 임무로 함

3. 상기 훈령은 검사의 법정권한(法定權限), 특권, 위신 혹은 지위를 개정, 변
경 혹은 축소치 못함. 상기령(上記令)은 검사, 경찰관이 각자 책무를 명확히 함. 

법무국의 방침사항에 관하야 절대적 복종을 자(玆)에 지령함

73) 대검검찰청, 검찰제요, 부록 98면 참조.
74) 한국법제연구회 편, 미군정법령총람 국문판, 75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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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무국과 경무국에 관한 사건에 관한 전술사항(前述事項)은 관계당사자가 
인정 우(又)는 정합(整合)햇다. 경무국통첩 제1호. 검사와의 관계에 관한 건은 

법무국이 필요한 때 검사에 제시됨

1945년 12월 29일

군정장관의 지령에 의하야

법무국장

미국포병소좌 맽으․테-라-

1945년 12월 29일 자 “법무국 검사에 관한 훈령 제3호”는 경찰에게 수사권

을, 검사에게 공소의 제기 및 유지의 권한을 각각 분배한 것으로 주목된다. 이 

점에서 이 검사에 관한 훈령 제3호는 조선형사령 제5조 제2항을 통하여 일제시
대이래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배

제한 법령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미군정의 

공식언어인 문훈령과 우리말로 번역된 훈령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문 훈령의 제2항 b목 제1문은 검사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사가 경무국에 의

하여 수행되도록 요청할 것”(Request routine investigation be conducted by the 
Police Bureau)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목 제2문에서 “이것(즉 수사활동; 필자 

주)은 검사가 아니라 경찰의 기능이다”(This is a function of the Police, not the 

Prosecutor's.)라고 밝히고 있다.75)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검사가 경찰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수사활동이 통상적인 수사(routine investigation)라는 점이

다. 즉 일반적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갖는다. 즉 문 훈령 제2조 e목은 
“만일 필요하다면 법적 분석이 실제로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에 관여

할 수 있다”(Engage, if necessary, only in that part of an investigation that 

actually requires legal analysis)고 규정하 다. 이것은 필요한 범위에서, 그것도 

법리적 분석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검사에게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인정한

다는 것이다. 

75) 한국법제연구회 편, 미군정법령총람 문판, 83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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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수사권의 재분배는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검찰․경찰이 상명하복관

계로 결합하여 거대한 권력기구를 구성하 던 종래의 대륙식 수사기구를 해체하

는 미군측의 일관된 정책의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즉 강제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

는 양대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을 미국식 모델에 따라 분리하여 검찰권의 견제

를 달성한다는 구상인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미군사령부의 점령하에 있던 일본

에 그대로 적용되었고 실제로 전후 일본의 신형사소송법 속에 입법화되었다.76)

(4) 훈령 제3호에 대한 반응

그러나 미군정하의 한국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수사권의 재분배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다. 우선 문 훈령 제2조 b목 제1문이 “Request routine 
investigation be conducted by the Police Bureau”라고 한 부분을 국문 훈령에

서 “검사는 경무국이 행할 조사사항을 경무국에 의뢰할 사”라고 번역한 것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하 다. 양 조문에서 해석상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수사

의 “의뢰(request)”라는 부분이었다. 이 부분의 해석을 놓고 검찰측은 검사가 사

법경찰관에게 수사를 “명령”한다는 것으로 해석하 음에 대하여 경찰측은 검사

가 수사기관인 경찰에게 수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하 다.77)

나아가 수사권의 재분배와 관련한 새로운 조치는 일본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

서 이해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검찰이 치안유지법 등을 무기로 각종 사

상범을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군국주의 일본의 첨병으로 기능하 다는 점이 

크게 주목되었다. 그리하여 검찰과 경찰 사이의 명령복종관계를 해소하고 경찰

에게 제일차적인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 다. 나아가 양대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조직도 지방분권화함으로써 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려고 하 다. 이후 
일본의 경우 경찰의 지방분권화는 어느 정도 실현되었으나 검찰조직은 미군측

의 기대와 달리 지방분권이 되지 아니하고 단일 검찰조직으로 남게 되었다.78)

미군정하의 한국의 상황은 일본의 경우와 크게 다른 것이었다. 우선 새로이 

탄생한 경무국은 그 조직의 신속한 확충을 위하여 일제의 경찰업무에 종사하

던 과거의 경찰관들을 다시 채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79) 여기에 더하여 경찰은 

76) 廣中俊雄, 전후일본의 경찰, (1968), 29면 이하 참조.
77) 대검찰청, 검찰제요, 부록 98면 이하 참조.
78) 野村二郞, 검찰의 반세기, (1996), 11면 이하 참조.
79) 안진, 미군정기 국가기구의 형성과 성격, 박현채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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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혼란한 치안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중앙집중식인 “국립경찰”의 체

제를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찰조직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신뢰가 매우 취약하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검찰조직은 일본인 법률가들이 전부 해임되고 그 자리에 일제하

에 독립투사들의 변론을 담당하 던 한국인 법률가들이 임명되었다. 이들은 해

방된 한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인사들로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하 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수사권의 배분은 혼란에 빠진 수사지휘체계에 다

름 아니었다. 따라서 이들은 이러한 혼란상황을 타개하여 종전의 체계를 환원하

는 것이 형사사법 정비의 급선무라고 인식하 다. 미군정의 중기와 후기에 걸쳐

서 일어나는 수사권의 재조정 과정은 대륙식 형사사법체계에 친숙한 법률가들

이 미국식의 경찰수사권과 결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5) 특별심판원제도의 도입

미국식으로 형사사법제도를 개편하려는 미군정 당국의 구상은 1946년 1월 10

일 미군정법령 제41호에 의하여 특별심판원(special judicial officer) 제도가 도

입되면서 더욱 구체화되었다.80) 특별심판원제도는 일제시대에 범죄즉결례에 의
하여 경찰서장 및 그의 보조자가 행사하던 즉결권이 폐지됨에 따라서 경미범죄

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미군정이 도입한 특별심판원은 과

형의 범위가 금고 30일 또는 벌금 3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양자를 

병행하는 사건을 관할하 다(동법령 제41호 제1조). 지방법원 수석판사의 추천

에 의하여 법무국장이 임명한 특별심판원은 관할사건에 대하여 판사의 직권을 

행사하 다(동법령 제2조 전단․후단). 특별심판원이 행하는 재판절차는 즉결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동법령 제6조).

Ⅳ. 미군정 중기 검찰․경찰의 관계

1. 경무부(警務部) 및 사법부(司法部)의 출범

1946년 3월 29일 군정법령 제46호(조선정부 각부서의 명칭)에 의하여 미군정

(1987), 197면 이하 참조.
80) 한국법제연구회 편, 미군정법령총람 국문판, 15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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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서 가운데 종래의 국(局)은 부(部)로 승격되었다. 이와 함께 종래의 법무국

은 사법부(司法部)로 개칭되었다. 4월 2일 매트 테일러 소령에 이어 그 사이 진

급된 우들 중령이 다시 사법부장에 취임하 다. 사법부장 우들은 5월 24일에 

사법부의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을 단행하여 사법부장대리 김 희를 사제차

장으로 발령함으로써81) 그 동안 한국인 법조인들의 비난표적 가운데 주요한 요

인을 제거하 다.82) 그리고 같은 날 대법원검사총장 이종성을 법원국장으로 발
령하면서 그 동안 대법관으로 재임하고 있었던 이인(李仁)을 새로운 검사총장으

로 임명하 다. 

1946년 6월 20일자로 개정된 미군정청기구표(Manual of Military Government 

Organization and Function)에 의하면 미국인 사법부장과 한국인 사법부장이 별

도로 있었다.83) 미국인 사법부장은 군정장관의 법률고문으로서 사법행정에 관한 

최종적 책임을 지고, 한국인 사법부장의 결정에 대하여 승인권을 가졌다. 1946
년 6월 27일 최초의 한국인 사법부장으로 김병로(金炳魯)가 취임하 으며, 미국

인 사법부장으로는 코넬리(John. W. Connelly Jr.) 소령이 7월 11일 임명되어 

이른바 한미 양부처장제가 실시되었다.84)

1946년 9월 11일 러취(Archer L. Lerch) 군정장관은 군정청에서 열린 부․처

장회의에서 “조선인 부․처장이 각 부처의 전책임을 맡고 미국인은 단지 고문자

격으로서만 행동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가 왔다”고 천명함으로써 군정하의 행정
권을 한국인에게 이양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선과도입법의원의 설치에 발맞추어 

군정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 다. 이때부터 부장이란 칭호는 한

국인 부장에게만 사용되고 미국인 부장은 단지 고문이라고만 불리우게 되었다.85)

2. 좌익인사 검거령

미군정청 사법부장에 김병로가, 대법원 검사총장에 이인이 임명됨으로써 검찰

조직의 수뇌부는 이제 대륙법계의 훈련을 받은 직업적 법률가들이 차지하게 되

81) 법원행정처, 법원사, 182면.
82) 김 희는 1946년 5월 24일 법무국장대리에서 물러나 사법부 사제차장에 임명

되었다가 5월 31일 의원면직되었다. 법원행정처, 법원사, 181면.
83) 신상준, 미군정기의 남한행정체제, 338면 이하 참조.
84) 법원행정처, 법원사, 182면.
85) 법원행정처, 법원사, 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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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이 당시까지만 하여도 미군정 당국은 치안질서의 유지와 범죄수사

의 직무는 경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정 

당국의 검찰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된 것은 1946년 9월 7일에 있었던 공산

당간부의 체포령이었다.

대법원검사총장 이인은 좌익세력에 의한 치안질서의 교란사태를 지적하면서 

좌익계의 범죄사건을 수사하여 범인들을 검거할 것을 미군정장관 러치 소장에

게 강력히 요구하 다. 미군정 당국은 좌익계 인사들의 검거가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하지 중장을 비롯한 각 군사령관과 “지투(G2)”86) 책임자, 법무

관, 헌병사령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검사총장 이인의 의견을 청취하 다. 이 

자리에서 미군정청 검사총장 이인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 다.87)

“일국의 치안은 혹자는 경찰의 전관(專管)인 듯 생각할지 모르나 경찰은 아
무리 노력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청(送廳)하더라도 기소불기소는 검찰이 자유로 
재량하기에 있고, 아무리 사법부(司法府)란 법원이 있어도 검찰이 법원에 공소
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간섭 못할 것이오. 다만 구미 일부에서 검찰
의 불기소결정이 부당하여 관계자의 항고가 있을 때 법원이 재정(裁定)함은 별
문제일 뿐인데 이것도 이 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제도가 없소. 이렇고 보면 치
안의 최고책임자는 경찰이 아니고 검찰이오. 이것은 미국 국을 위시한 구미

의 공통되는 일이오.”

검사총장 이인의 발언은 치안질서의 유지와 범죄수사는 어디까지나 경찰의 

임무에 속한다는 미국인의 사법관을 대륙법의 관점에서 비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치안의 최고책임자는 경찰이 아니고 검찰”이라는 발언을 통하여 

치안유지에 불가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수사의 권한이 검찰에 있다는 

대륙법계의 검찰관(檢察觀)을 미군정측에 전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검사총장 이인은 좌익계열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는 국가존립과 중대관계가 

있으므로 이 문제는 검찰에게 일임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 고 마침내 하

지 중장은 검찰에 의한 좌익계인사의 체포에 동의하 다. 그런데 미군정 초기의 

검사는 공소의 제기만을 담당하는 기관이어서 범인의 체포를 직접 지휘할 수는 

86) “G2”는 미군의 사단급 정보참모를 가리키는 용어임.
87) 서용길 편, 애산여적 제3집, 2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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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 단독으로 좌익계 인사를 검거하겠다고 하자 하지 

중장은 기관총 4정과 미군헌병 24명을 지원하 다. 미군헌병에 대한 지휘권의 

귀속이 누구에게 속하는가 하는 검찰총장의 질문에 대하여 하지 중장으로부터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갖는다”는 답변이 있었다.88) 그리하여 검찰이 미군의 헌

병을 지휘하여 좌익계의 범죄사건을 수사한 선례가 수립되었다. 

3. 경찰의 훈계방면권 폐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민지 경찰사법의 근거법령이었던 범죄즉결

례는 1945년 10월 5일 일제 악법철폐의 일환으로 폐지되었다. 그런데 이 범죄

즉결례의 폐지와 함께 고찰해야 할 것은 식민지 경찰이 보유하 던 훈계방면권

의 운명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제의 식민지 경찰은 조선총독부훈령 제52호로 

제정된 “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제72조 및 제73조에 근거하여 경미범죄에 대한 

훈계방면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검찰․경찰의 직무권한이 “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에 의하여 미국식

으로 조정되고 범죄즉결례가 폐지되면서 일제하에 경찰이 보유하고 있었던 훈

계방면권의 존속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측은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불기소의 권한이 검찰에 부여된 것으로 이해하 다. 이에 반하여 경

찰측은 종전의 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제72조 및 제73조가 그대로 유효한 것으

로 파악하여 의견이 대립하 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6년 11월 28일 운수(運輸)경찰서장은 검사총장에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시를 내려줄 것을 품신하 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건을 소개하기로 한다.89)

사법사무(훈계방면)운 에 관한 품신

(기원 4279. 11. 28 운경수(運警搜) 제3925호

검사총장에게 품신)

88) 서용길 편, 애산여적 제3집, 291면; 이인, 반세기의 증언, (1974), 159면 이하.
89) 대검찰청, 검찰제요, 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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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標記) 훈계방면처분에 대하야서는 8․15해방이래 종전의 규정을(사법경
찰관리집무규정 제72조 제73조) 처리하여 오든바 최근 부산지방법원검사장의 
통첩에 의하면 경찰에서는 우(右) 처분을 실시할 직권이 무(無)하다 하며 금후 
동(同) 규정은 철폐하라는 지(旨) 수첩(受牒)이오니 사실상 여하(如何)이온지 하

등(何等) 지시를 앙망하와 자이(玆以) 품사(稟伺)함

이에 대하여 검사총장은 1946년 12월 30일 자로 경찰의 훈계방면권을 부인

하는 내용의 회신을 통첩으로 시달하 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통첩이 같은날 

공소원검사장, 지방검사장, 지청상석검사, 경무총감, 경찰청장에게 시달되었다.90) 

아래에서는 이 문건의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91)

사법경찰관의 훈계방면에 관한 것

(기원 4279. 12. 30. 대검 제2067호
운수경찰청장에게 검사총장통첩)

 본년(本年) 11월 28일부 운경수 제3925호 수제(首題)에 관한 품신은 별지 

지령과 여(如)히 회답함

｢별지 을호｣

사법경찰관의 훈계방면에 관한 건

 지령
경찰의 즉결재판을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얐을 시(時)는 반

다시 조속히 차(此)를 검사에게 인도하고 소정사항의 보고를 제출할 것이오 차
(此)에 대한 예외를 인정치 아니함은 재조선미육군사령부 군정청법령 제11조 
제1호 (사)항 서기 1945년 10월 18일부 검사에게 대한 법무국훈령 제1호에 의
하야 극히 명백하므로 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제72조 동 제73조에 의한 사법경
찰관의 훈계방면처분은 전기 법령 제11호 급(及) 법무국훈령 제1호와 저촉되야 
폐지된 것이니 부산지방법원검사장의 지시와 여(如)히 경찰은 사건의 경중과 

90) 기원 4297. 12. 30. 대검 제315호 공소원검사장, 지방검사장, 지청상석검사, 
경무총감, 경찰청장에게 검사총장통첩. 대검찰청, 검찰제요, 165면.

91) 대검찰청, 검찰제요, 1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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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실익 유무를 불문하고 형사사건은 기(其) 전부를 검사에 송치함을 요하

옵기 자이(玆而) 지령함

운수경찰서장에 대한 부산지방법원검사장의 지시와 이 지시의 타당성을 긍정

한 검찰총장의 통첩은 그 자체로 당시 검찰과 경찰 사이에 권한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검찰측이 적
어도 소추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하여 범죄즉결례를 

폐지한 미군정법령 제11호와 군정청 “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1호”를 근거

로 내세운 것은 주목된다. 이것은 이 당시의 검찰이 경미사건에 대해서까지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임을 자인한 것으로서 수사기관보다는 소추기관에 

치중한다는 미군정 당국의 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태도는 이후 검사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이 부여되면서 

변화를 보이게 된다.

4. 검찰의 수사권 일부회복

좌익계 인사의 검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미군정은 검찰을 경찰과 함께 

치안질서유지기관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검사는 다시 본격적인 수

사기관으로 미군정에 의하여 인식되기에 이르 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마침

내 1947년 1월 14일자 사법 제17호 검찰총장에 대한 사법부장통첩으로 문서화
되기에 이르 다. 아래에 이 사법부장통첩을 그대로 소개하기로 한다.92)

사법기관과 경찰기관의 협조에 관한 건

(기원 4280. 1. 14 사법 제17호
검찰총장에게 사법부장통첩)

사법기관과 경찰기관은 기(其) 목적의 공동성과 사무의 관련성에 감(鑑)하야, 
부단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인바 말단기관에 있어서는 차(此)를 충분히 이해치 
아니하고, 간혹 의사의 대립과 마찰이 있었으므로 양부의 책임자는 금후 유감
스러운 사태의 발생을 근절키 위하야 본일(本日) 별지와 여(如)한 협정을 하얏
으니 귀관께서는 부하직원에게 기(其) 취지를 주지(周知)식혀, 차(此)를 철저히 

92) 대검찰청, 검찰제요, 22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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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실천토록 하심을 무망(務望)함

｢별지｣

각서

 본직등(本職等)은 사법부와 경무부의 국내질서와 치안유지에 관한 공동의 
사명을 인식하고, 우호적 정신하에 상호간 긴 히 협조할 것을 확인하고 기(其) 

실천의 방도로써 좌기(左記)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玆)에 협정함

1947년 1월

사법부장

경무부장

1. 각부 급(及) 기(其) 소속기관의 직원은 상호간 각직원의 관등 신분을 존중

하여 기(其)에 상당한 대우를 할 것

2. 검찰관은 경찰관의 지위 급(及) 직능에 관한 제도의 변화를 이해하여 현

시국하의 경찰관의 특수사명을 인식하고 기(其)에 적응(適應)한 대우를 할 것

3. 경찰관은 검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상 필요한 요청과 위촉과 지
휘를 존중하며 경찰관의 범죄수사사무에 대한 검찰관의 지도와 주의와 지휘의 

준수할 것

4. 일부의 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할 사실을 찰지(察知)한 타부의 직원은 
자기의 상관에 보고하야 기(其) 상관으로 하야금 대상자의 감독자에게 연락하
야 기(其)에 대한 처분을 요구할 것이요 기(其) 처분이 타당치 안타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상급관청에 연락하야 적정한 처분을 요구할 것. 여사(如斯)한 안건
이 최고감독기관에까지 도달하얏을 시(時)에는 각부의 책임자는 호양(互讓)의 

정신으로 기(其)에 대한 처분을 협정키로 함

5. 타부(他部)의 직원에 대한 범죄사실취급은 신중을 기할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신체의 구속을 하지 아니할 것이요 특히 여하한 사유와 경우를 

물론하고 폭력을 행사치 아니할 것

6. 전항의 협정은 심판관이 현행법에 계(係)하야 행사하는 권한을 제한치 아
니함



2001. 5.] 搜査指揮權의 歸屬에 관한 沿革的 考察(Ⅰ) 219

5. 사법경찰관의 검사직속 건의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일단 확보한 검찰측은 다시 수사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미군정 당국을 설득하는 작업에 임하 다. 1947년 7월에 검찰총장 이인

은 군정장관에게 “사법경찰관을 검찰기관에의 직속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요망서를 제출하 다.93) 아래에서는 이 문건의 내용을 전재한다.94)

사법경찰관을 검찰기관에의 직속에 관한 건

(기원 4280년 7월 일 검찰총장으로부터 
군정장관에게 요망함)

 조선의 형사재판제도에 있어서의 검찰관의 기능은 미국과 현저하게 달라서 
검찰관만이 오즉 소추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개인소추를 허(許)치 아니
하며 사법경찰이 수사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하면 검찰관은 사건을 다각도로 재

검토하여 다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신문, 감정, 검증, 기타 사실의 구명(究
明), 증거의 수집 등 재수사를 할 뿐 아니라 일반민중의 검찰청에 직접 고소한 
사건과 고발한 사건, 검찰관이 범죄사실을 자신 직접 인지하게 된 사건을 검찰
관이 경찰에 관계없이 직접 수사활동하며 남조선에 있어서 1946년 중 범죄 총
건수 8만여건 중 약 3분지 1 강(强)이 검찰에 직접 고소, 고발 우(又)는 검찰관

이 인지한 사건[이다.]

 경찰관의 수사중 사건에도 검찰이 적당한 지시와 명령을 하게 되고 검찰관
은 수사가 완료되면 법률상 범죄불구성, 증거불충분, 범죄가 되드라도 죄질, 동
기, 범정(犯情), 개전정상, 형사정책 등을 고려한 기소유예, 도주, 타사건 견련
(牽連)으로 된 기소중지 등의 처분을 하고 처벌하지 아니하면 안될 필벌범죄로 
사실과 증거가 명백한 것에 한하야 재판소에 기소하며 만일 재판소가 사실과 

증거가 명확하매도 불구하고 처벌치 않거나 법률적용을 부당하게 한 판결에 대

하야 공소(控訴)와 상고와 기타 항고를 하며 비록 확정판결이라도 법령위반일 

때에는 비상상고를 하는 것이다.

 그러하므로 검찰기구는 모든 범죄수사와 치안확보의 중추기관이 되여 있어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소위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관한 한 검찰총장 급(及) 

93) 사법경찰의 검찰직속에 관한 논의는 전후 일본검찰의 개혁논의에서도 중요
한 논제의 하나이었다. 野村二郞, 검찰의 반세기, 12면 이하 참조.

94) 대검찰청, 검찰제요, 부록 72면.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띄어쓰기와 문단 나
누기를 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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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명령계통에 소속되여 있는 검찰관의 지휘하에 직무를 수행하게 되여 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은 검찰관의 보조기관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해방 이후 법률지식이 풍부치 못한 인사들이 사법경찰기관에 대량적으로 등용

됨에 따라서 검찰기관과 사법관찰(司法管察)기관(사법경찰의 오자인 것으로 생
각됨; 필자 주)과의 관계를 이해치 못하고 때때로 검찰관의 직무상 정당한 지
휘를 거부하야서 범죄수사상 지장이 불소(不少)할 뿐 아니라 사법경찰관리가 
행정경찰에 예속되어 있음므로 행정장관인 경찰관, 서장의 위령(威令)은 사법경
찰사무를 저해하는 예가 파다(頗多)한 것인대 이것은 결국 사법경찰기관이 검
찰기관에 직속되여 있지 아니한데서 발생되는 사태로 사료(思料)하고 좌기(左

記)와 여(如)한 방법으로 사법경찰기관을 검찰기관에 급속 이관할 것을 제창함

기(記)

제1. 경무부 내에 있는 수사국을 사법부 우(又)는 대검찰청에 이관할 것

제2. 각 경찰 경구(警區) 내에 있는 수사과 급(及) 사찰과는 차(此)를 분리하

야서 각 도별 우(又)는 특별시 별로 사법경찰청을 설치할 것

제3. 각 경찰서 내에 있는 수사계 급(及) 사찰계 등은 차(此)를 분리하야서 
사법경찰서를 설치할 것. 단 현재 경찰서의 관할지역을 적의(適宜)하게 통합하

야서 사법경찰서의 수를 감소시킴을 득(得)함으로 할 것

제4. 각 면(面)에는 약간명의 사법경찰관리를 배치할 것
제5. 현재의 경찰기관에서 사법경찰사무를 제외하면 행정경찰사무만으로 될 

것이나 일반행정경찰관리에게 대하야는 현재의 삼림주사에 대한 것과 같은 방

법으로 사법경찰관리직무취급의 권한을 부여하야서 행정경찰사무수행에 제(際)

하야 발각되는 범죄를 검거할 것

제6. 모든 사법경찰관의 임면권은 사법부장 우(又)는 검찰총장이 차(此)를 보

유함으로 할 것

제7. 경무부(警務部) 계통의 수사관계의 예산액을 사법부(司法部)에 이관하고 
신설될 사법경찰관서의 청사는 당분간 현재 적산(敵産)인 일본인 가옥을 접수

하여 수선편용(修繕便用)함이 타당함

1947년 6월 23일 검찰측은 재경 3검찰청장관 공동명의로 사법제도 재편성에 

관한 건의서를 “러취” 군정장관에게 제출하 다.95) 이 건의서 가운데에는 특히 

검찰청을 법원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이 건의서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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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는 “범죄수사와 치안확보의 기의민속(機宜敏速)과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

하에 검찰기구는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하야 수사 급(及) 기소권의 행사와 재판

운용의 공정성에 조응(照應)케 할 묘미를 발휘케 할 것”이라고 되어 있었다.96) 

한편 이 건의서 제8호는 “사법경찰관을 검사에게 직속케 하여 범죄수사를 통

일하여 사법경찰로 인하야 인권유린의 폐(弊)를 방지할 것”이라는 항목도 들어 

있었다. 1947년 6월의 건의서는 법원, 검찰의 조직편성에 대한 구상도 담고 있
었는데, 이 가운데에는 대검찰청에 사법경찰총감부(總監部)를 설치하여 전국의 

사법경찰관을 통할지휘하고 당시 남조선과도정부 경무부 수사관계인원을 이관

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97)

6. 사법경찰관의 지명배치

1947년 10월 22일 검찰총장 이인은 경무당국과 사법부 검찰당국 수뇌회의에

서 범죄수사의 일원화를 강조하면서 사법경찰은 사법부 검찰기관에 귀속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 다. 검찰총장 이인의 주장은 1947년 5월에 미군정 당국에 

제출된 건의문과 같은 내용일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 요지는 사법경찰조직을 행

정경찰조직에 병행하여 조직하고 이렇게 조직된 사법경찰조직을 검찰의 하부기

관으로 귀속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총장 이인의 주장은 그대로 채택되지 아니하 다. 그 이유는 당시 

조선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의 통합력을 분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검찰총
장 이인의 주장은 그대로 채택되지는 아니하 으나 그 대신 군정의 경무당국과 

사법부 검찰당국 사이에 일종의 절충이 성립하게 되었다. 그것은 사법경찰의 조

직을 별도로 분리하는 대신에 각 경찰청 및 경찰서에 검사가 지휘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을 상당수 지명하여 배치하는 방식이었다. 즉 사법경찰관의 

조직을 별도로 만들지 아니하고 종래의 경찰조직 내에 일정 수의 경찰관을 지

명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가 지휘하는 사건을 전담처리하게 

하는 것이었다.

사법경찰관을 기존의 경찰조직 내에 지명배치하는 절충안은 1947년 10월 22

95) 대검찰청, 검찰사, 234면.
96) 대검찰청, 검찰제요, 부록 3면.
97) 대검찰청, 검찰제요, 부록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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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무국장 조병옥과 사법부장 김병로의 합의에 기인한 것으로서 사법부 고문 

카날이(John. W. Connelly Jr.) 소령을 거쳐 군정장관대리 힐맥(C. G. Helmick) 

대장(代將; 준장을 의미함. 필자 주)에게 제출되었다. 10월 27일 군정장관의 확

인을 받은 후 11월 10일 사법부장은 사검 제82호 통첩으로 검찰총장에게 새로

운 운 방침을 통보하 다.

수사권을 둘러싼 경찰․검찰의 갈등이 격심하 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타협이 쉽게 이루어진 것은 당시 경무국장이었던 조병옥과 검찰총장이었던 이

인의 특별한 관계가 작용하 던 것으로 생각된다. 11월 10일자 사법부장의 사

검 제82호 통첩에는 새로운 타협안의 합의주체로 경무부장 조병옥과 사법부장 

김병로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경무부와 사법부의 직제상 편제에 기인

한 것으로서 실제에 있어서는 경무부장 조병옥과 사법부 검찰총장 이인 사이의 

합의라고 말할 수 있다.
경무부장 조병옥, 사법부장 김병로, 사법부 검찰총장 이인은 모두 한민당계 

인사들로서 일제시대 이래로 개인적 친 도가 각별한 사이이었다. 당시 이들이 

당면했던 현안의 과제는 앞으로 치르게 될 총선거에 대비하여 치안질서를 확립

하는 일이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당시 검찰총장 이인은 후일 다음과 같이 회고

하고 있다.98)

“총선거에 있어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나와 조병옥 경무부장과는 서로 앞

으로 말할 몇 가지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겨레가 40년만에 독립정부를 가지는 만큼 민중은 신탁통치반대 때와 
같이 결코 좌익은 등장 아니시킬 것이고 만일을 위하여 민중으로 하여금 자발

적으로 좌익등장을 경계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과 선거를 간섭하거나 단속한

다고 하여 관권의 개입하는 것을 일절 금지하고 민중의 건국양심과 그 자율성

에 일임하자는 것이고 검사와 경찰은 전국적으로 선거사찰망만을 벌렸던 것입

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선거에 대비한 경찰․검찰의 유기적 협조라는 관점에서 

사법경찰의 직속배치라는 타협안이 쉽사리 성립하 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래

에서는 1947년 11월 10일자 사법부통첩 제82호를 소개하기로 한다.99) 

98) 이태구 편, 애산여적 제2집, (196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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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사무담당경찰관에 관한 건

(서기 1947. 11. 10. 사검 제82호

검찰총장에게 사법부장통첩)

귀관의 요청에 의하야 낭일(曩日; 지난번; 필자 주) 경무부장과 협의한 수제
(首題)의 건 10월 27일부로 확인한 후 별지와 여(如)히 군정장관에게 보고를 료
(了)하얐은즉 관하 검찰청장에게 이첩하시는 동시에 금후의 운용에 만전을 기

하심을 무망(務望)함

서기 1947년 10월 27일

카날이 고문 경유

군정장관대리 힐맥 대장(代將)

 1947년 10월 22일 경무당국과 사법부 검찰당국 수뇌회의에서 검찰총장 이
인씨는 범죄수사의 일원화의 이념에서 사법경찰은 사법부 검찰기관에 기속하야 

한다는 제안을 하 으나 현하 남조선 실상에 감(鑑)하야 경찰의 통합력을 분해
하기 불능한 이유로 우(右) 제안을 보류에 부(付)하고 좌(左)의 사항을 협정하

기 자(玆)에 보고함

1. 각 경찰청 급(及) 경찰서에 검찰관의 지휘사건을 담당할 사법경찰관 상당

원수를 지명배치할 것

2. 각 경찰청 급(及) 경찰서의 수사주임은 검찰관의 지휘사건을 소정기한 내

에 신속처리할 것

3. 각 수사주임 우(又)는 사법경찰관은 전 1, 2호 담당사무를 태만한 시(時)
는 적정한 행정처분을 행할 것

4. 각 수사주임 우(又)는 검찰관의 지휘사건을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이동(異

動)이 유(有)할 시(時)는 지체없이 소관 검찰청에 통보할 것

경무부장 조병옥

사법부장 김병로

99) 대검찰청, 검찰제요, 부록 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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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의 사법경찰관배치에 관한 건100)

제1. 사법경찰관리는 검찰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지휘를 반드시 준수하여 차
(此)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
제2. 검찰관의 직무수행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야 좌기(左記)조항에 

의하야 지방검찰청에 사법경찰관(리)를 배치하기로 함

(一) 배치인원
(1) 서울지방검찰청
경감 1인  경위 2인  경사 3인  형사 20인

(2) 대구 급(及) 부산지방검찰청
경감 각1인  경위 각1인  경사 각2인  형사 각10인

(3) 서울, 대구, 부산 이외의 지방검찰청 급(及) 합의부검찰지청
경위 각1인  경사 각2인  형사 각5인

(4) 단독부만 설치된 지청
경위 각1인  경사 각1인  형사 각3인
계 경감 3인  경위 42인  경사 57인  형사 178인

  합계 280인
제3. 우(右) 배치된 경찰관리는 전(專)혀 소속 검찰청 우(又)는 지청 검찰관에 

직속(直屬)되여 범죄수사 기타 사무에 종사함
우(右) 배치된 경찰관리의 직속상관되는 경찰관은 당해 검찰관의 승인이 없

이는 우(右) 배치경찰관리에 대하야 범죄수사 기타 사무를 명령지휘함을 불득

(不得)함

제4. 우(右) 배치된 경찰관리의 급료, 출장여비 급(及) 기타 일체비용은 경찰
관서가 부담함

제5. 우(右) 배치된 경찰관의 임명, 승진, 전근, 파면, 정직 급(及) 기타 상벌
(賞罰)에 관한 처분을 할 때는 배치된 지방검찰청장의 승인을 득(得)함을 요함

100) 대검찰청, 검찰제요, 부록 7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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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배치표

소재지  경감   경위   경사    형사    계
서 울    1     2     3     20      26
개 성     1     1      3     5
수 원     1     1      3     5
인 천     1     2      5     8
옹 진     1     1      3     5
여 주     1     1      3     5
춘 천     1     2      5     8

강 릉     1     1      3     5

원 주     1     1      3     5
청 주     1     2      5     8
충 주     1     1      3     5
 동     1     1      3     5
제 천     1     1      3     5

제주(堤州)     1     2      5     8

남 원     1     1      3     5
정 읍     1     1      3     5
군 산     1     2      5     8
광 주     1     2      5     8
순 천     1     2      5     8
목 포     1     2      5     8
장 흥     1     1      3     5
제주(濟州)     1     2      5     8
대 전     1     2      5     8
공 주     1     1      3     5
강 경     1     1      3     5
서 산     1     1      3     5
홍 성     1     1      3     5
천 안     1     1      3     5
부 산    1     1     2     10    14
 양     1     1      3     5
마 산     1     2      5     8
통     1     1      3     5



申 東 雲 [서울대학교 法學 제42권 제1호 :178∼230226

거 창     1     1      3     5
진 주     1     2      5     8
대 구    1     1     2     10    14
김 천     1     1      3     5
상 주     1     1      3     5
안 동     1     1      3     5
경 주     1     1      3     5
 덕     1     1      3     5
의 성     1     1      3     5
총 계    3    42    57    178     280

       경감 3인 경위 42인 경사 57인 형사178인
 총계            280인

7. 수사지휘권의 확보를 위한 건의

1947년 11월 10일자 사검 제82호 검찰총장에 대한 사법부장통첩은 사법경찰

관을 검사에게 직속시킨다는 점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본격적으로 확인시켜 준 

조치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제시대와 같이 검사에게 수사주재권이 확

립된 것은 아니었다. 경무부 산하의 경찰관은 “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
를 근거로 자신들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 으며 11월 10일

자 사법부장통첩은 검사가 담당하는 일부사건의 보조를 행하기 위하여 경찰조

직 내의 일부 경찰관들을 사법경찰관리로서 검사에게 직속시키는 조치로 받아

들 던 것이다.

따라서 11월 10일자 사법부장통첩에 의하더라도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과 검

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병렬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서 1948년 2월 20일 검찰총장 이인은 다시 한번 검사에게 모든 범죄사건에 대

한 수사지휘권을 인정해 주도록 군정장관에게 건의하기에 이르 다.

아래에서는 검찰총장 이인의 건의서를 그대로 소개하기로 한다.101)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명령의 건

101) 대검찰청, 검찰제요, 부록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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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 4281. 2. 20. 검찰총장으로부터
군정장관에게 건의)

존경하는 군정장관에게 이 을 올님을 광으로 생각하며 일면 정무 다단

하신대 번다한 말을 드리게 됨은 죄송하오나 치안과 형정의 완벽을 기하기 위

하야 직책상 이 을 올니게 됨을 주저할 수 없음을 깊히 용서하심을 바라나이

다.

1.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범죄를 수사하면 곳 지체없이 검찰관에게 인도
하고 사건을 송치하여야 될 것이고 검찰관은 경찰의 조사한 범죄사실과 증거를 

재음미 재검토하여 사실과 증거가 분명하고 정확하면 다시 법리적으로 검토하

야 법률상 유죄가 되면 재판소에 기소를 할 것이고 만일 사실이나 증거가 명확

치 못하면 검찰관은 언제든지 경찰에 그 불비와 결점을 지적하야 다시 조사하

도록 명령할 수 있고 또는 검찰관이 직접 다시 조사할 수 있으며 재조사의 명

령을 받은 경찰관은 신속 성실히 조사할 것이고 또 경찰관이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사실과 증거가 명확하드라도 법률상 범죄가 구성되지 아니하거

나 그 이상 조사하여도 사실과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범정(犯情)이나 범인의 장
래나 기타 여러 가지를 참작하여 범인이 장래에 또다시 죄를 범할 때에는 이전 

범죄까지 한거번에 처벌하는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게 됨니다[.]

2. 그러함으로 경찰관이 아모리 노력하여 범죄를 수사하 드라도 사건의 송

치를 받은 검찰관은 다시 검토하여 불비결점이 있고 또는 법률상 범죄가 아니

되는 경우에는 경찰관의 노력은 결국 수포에 도라가고 말 것이니 경찰이나 검

찰이 재조사를 하게 될 때에는 벌서 시간적 기의(機宜)를 일실(逸失)하여 증거
인멸되 고 사실이 희박하게 되여 결국 최사(最蛇)를 일(逸)케 하매 국가의 치
안에 지중(至重)한 악 향을 파급하게 됨니다[.] 그러함으로 경찰은 범죄를 수사
하거나 범인을 체포할 사전사후에 검찰관과 긴 한 연락을 할 것이고 검찰관의 

지시에 충실하고 명령을 준행(遵行)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미국 같은 
국가의 경찰은 비록 성문법상 규정이 없고 또 검찰관의 지휘나 명령은 그만두

고라도 검찰관이 의뢰나 요청만 한다 하드라도 지휘명령 이상 신속 충실히 준

수이행한다는 말도 드 고 일제시대에도 형사소송법 제248조[,] 동 제249조에 
경찰관이나 헌병은 검찰관의 보좌로서 검찰관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사법경찰

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 음니다[.] 그러함으로 일제의 경찰
국가시대에도 검찰관이 범죄수사상 지휘나 명령을 하면 사법경찰관은 우선적으

로 신속 충실하게 이행하고 지휘와 명령을 어긴 일이 없고 현재 법규상 역시 

그렇게 되여 있음니다[.] 이렇게 하야 범죄수사가 통일적이고 일원화되여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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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니다[.]

3. 서기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현 조선과도정부가 수립되자 서기 1945
년 12월 29일 당시의 법무국장은 조선의 특수사정과 법률은 참작치 않고 소위 
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로써 검찰관은 경무국이 수행할 조사사항을 경
무국에 의뢰할 것이라고 규정 발포하 고 당시의 경무국장은 경무국 통첩 제1
호로써 역(亦) 동(同) 취지의 통첩을 모든 경찰에게 보냇음으로 일반사법경찰관
은 이제부터는 검찰관의 지휘명령에 복종할 필요가 없고 의뢰라고 규정되 으

니 의뢰라는 것은 요청하는 것이니 의뢰를 받고 않받는 것도 자유요 의뢰를 받

고도 그 취지대로 하고 아니함도 임의라고 속단하야 경찰은 다만 그 조사한 사

건을 검찰에게 송치하면 만사 완료된 줄만 알고 있는 태도임으로 송치된 사건

의 불비결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하거나 또는 검찰관이 직접 

고소나 고발을 접수한 사건이나 검찰관 자신이 범죄 있음을 인지한 사건을 경

찰관에게 조사하도록 지시하거나 또는 범인의 체포장집행을 명령하여도 오날 

이때까지 하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인권유린까지도 하게 됨은 현저한 

사실인 바 이에 반대된 입장에 있는 자에게 무러 보면 그런 일이 없고 검찰과 

경찰이 잘 연락 협조하고 검찰의 지휘명령에 복종하는 듯이 대답할 줄 암니다

[.] 그렇나 사실은 정반대임니다[.]

4. 이러한 현상이므로 경찰에서 검찰관에 송치된 사건조사서류의 불비[,] 두
찬(杜撰) 또는 지시명령대로 준행치 아니함으로 말미아마 상당수의 사건이 불
기소로 도라가고 따라서 장사(長蛇)를 일(逸)케 되여 형정(刑政)운용상 지대한 

폐해가 되오니 귀관(貴官)은 단속(短速)한 시일 내에

(가) 사법부(司法部) 검찰관에 대한 훈령 제3호 급(及) 경무국통첩 제1조를 

폐지하시고

(나) 경찰관은 검찰관의 보의(補依)로서 검찰관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사법경

찰로서 범죄를 수사할 것이고

(다) 검찰관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칭탁(稱託)한 인신의 부당구속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관에게 그 석방을 명령할 수 있을 것이고

(라) 검찰관은 경찰관의 수사 중의 범죄사건을 필요에 의하야 검찰관에게로 

그 사건을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마) 검찰관으로부터 범죄수사상 지휘명령을 받은 경찰관은 타 사건에 우선

하야 신속 성실하게 [수사하여] 곳 검찰관에게 보고함을 요함

(바) 검찰관으로부터 우(右) 명령을 받은 경찰관은 반드시 그 수명사항을 준
수하여야 함

(사) 이상 각항에 위반하는 경찰관은 경무부장으로부터 상당(相當)행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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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을 수(受)함

이라는 규정을 지급(至急)히 제정 발령하시와 범죄수사가 통일적이고 일원적

으로 되여 형정과 치안의 완[비]하심을 경망(敬望)하나이다[.]

8. 경찰의 훈계방면권 회복

1948년 3월 5일 서울지방검찰청장은 경찰에게 훈계방면권을 부활해 줄 것을 

검찰총장에게 품신하 고 검찰총장은 3월 10일자로 서울지방검찰청장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통첩을 발하 다. 아래에서는 관련 문건의 내용을 보기로 한다.102)

사법경찰관훈계방면에 관한 건

(기원 4281. 3. 10 대검서(大檢庶) 제62호 각검찰청의 장(지청도 포함) 제(除) 

서울, 각 경무총감 급(及) 경찰청장에게 검찰총장통첩)

 수제(首題)의 건에 관하야 서울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별지 갑호(甲號)와 같
은 품신이 유(有)하 기로 별지 을호(乙號)와 같이 지령하 으니 여사(如斯) 유

의처리하심을 무망(務望)하옵기 자(玆)에 통첩함

(별지 갑호)

사법경찰관훈계방면에 관한 건 품신

(기원 4281. 3. 5. 지검서(地檢庶) 제48호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검찰총장에게 품신)

서기 1946년 12월 30일부 대검 제3105호 통첩에 의하야 사법경찰관의 훈계
방면제도는 폐지된 것으로 취급하여 왔으나 현하 경찰측의 실정을 보건대 경비

(警備) 기타 관계로 사무부담이 과중한 중 경미한 형사사건을 일일히 입건수사
하야 송청(送廳)함은 번잡하야 감내키 능(能)할 뿐 외(外)라 차종(此種) 사건은 
대개 검찰관이 기소유예처분에 부(附)하는 것이 상례임으로 결국 도로(徒勞)에 

102) 대검찰청, 검찰제요, 19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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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歸)하는 감(感)이 불무(不無)하고 훈계방면을 허(許)하여도 그 결과를 보고함
으로 검찰관이 재검토하야 기소할 필요가 유(有)할 시(時)는 경(更)히 입건 수사
할 수 있고 우(又) 차(此) 제도의 부활을 경찰측에서도 요망하오니 사법경찰관
에 대하야 극히 경미한 사건에 한하야 훈계방면을 허(許)하도록 우(右) 통첩을 
일부 변경하여 주심을 앙망하와 자(玆)에 품신함

(별지 을호)

사법경찰관의 훈계방면에 관한 건

(기원 4281. 3. 10 대검서(大檢庶) 제61호

서울지방검찰청장에게 검찰총장통첩)

기원 4281년 3월 5일 귀(貴) 지검서(地檢庶) 제48호로써 서울고등검찰청장 

경유 수제(首題) 품신건 좌기(左記)와 여(如)히 지령함

지령

1. 사법경찰관은 급속처분을 행(行)치 아니한 극히 경미한 형사사건에 한(限)

하야 훈계방면의 처분을 할 수 있음

1. 사법경찰관이 훈계방면한 형사사건에 대하야는 기(其) 전말(顚末)보고서를 

징(徵)하야 적의(適宜) 검토할 사(事)

1. 기원 4279년 12월 30일 대검 제3,105호 통첩은 본지령으로 인하야 수정된 

것으로 처리할 사(事)

사법경찰관에 대한 훈계방면권의 부활은 검찰과 경찰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지만, 미군정이 강조하 던 검사의 

소추관으로서의 지위를 상당부분 훼손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점이 있다. 검찰
이 경미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훈계방면권을 인정한 것은 검찰이 단순

한 소추기관의 지위를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수사기관으로 기능하게 된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위의 문건에서 검찰측은 “경비(警備) 기타 관계로 사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은 검찰이 수사기관으로 기능
하면서 이제 검찰이 일상적인 경미범죄의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는 인식을 반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음 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