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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1)

曺 國**

Ⅰ. 들어가는 말
1954 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온 상명하복의 검․경관계는,
일제하 친일 조선인 경찰을 기초로 경찰력을 구성해야 했던 해방 직후의 정치․
사회적 상황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었다. 법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과
노력이 결여된 경찰이 전국 단일의 거대한 조직을 구축하고 있었기에, 장기적으
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 경찰과 검사에게 분리․귀속시키는 전망을 가지면서
도 당시의 시점에서는 검사라는 법률전문가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을 지휘․
통제하도록 하여 ‘경찰 팟쇼화’를 방지하자는 것이 당시 입법자의 구상이었다.1)
이후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 경찰의 불법행위와 부패는 근절되지 않았기에 경

* 이 논문은 2005년 4월 11일 개최된 검․경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주최 수사권조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글을 보완한 것이며,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5학년도 연구지원비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1) 1954년 1월 9일 형사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의 엄상섭 의원의 발언은 이 점
을 잘 보여준다. 즉,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역시 검찰관이 수사
의 주도적 입장에 있어야 되겠다 …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면 검찰기관이 범죄수사의 주도체가 된다면 기소권 만을 가지고도 강력한 기관이거
늘 또 수사의 권한까지 ‘플러스’하게 되니 이것은 결국 검찰 ‘팟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찰이 중앙집권제로 되어 있는데, 경찰에다가 수사
권을 전적으로 맡기면 경찰 ‘팟쇼’라는 것이 나오지 않나, 검찰 ‘팟쇼’보다 경찰 ‘팟
쇼’의 경향이 더 세지 않을까? 이런 점을 보아가지고 소위원회나 법제사법위윈회에서
는 오직 우리나라에 있어서 범죄수사의 주도권은 검찰이 가지는 것이 좋다는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하고, 기소
권 하고는 분리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
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1990), 109면(철자는 현대식으로 정정
하였고, 강조는 인용자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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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권위주의 체제는 소수의 검사
에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이들을 통하여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구도를
계속 유지하였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이러한 검․경관계가 변화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되었다. 경찰인력의 질이 일정하게 향상되면서 경찰 내부에서 보다 많은 권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조직의 논리상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요구는
경찰을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을 갖는 제1 차적 수사기관으로 만들자는 ‘수사권
독립’ 주장으로 표출되었다.2) 한편 검찰은 이러한 ‘수사권독립론’을 비판하고 검
사의 경찰수사지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포기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일체
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반대해왔다.3) 이러한 상황 속에서 “ 검찰공화국” 이라고 불
리는 검찰의 권력 오․남용 현상이 문제가 되어 특별검사제 도입, 재정신청 범위
확대 등 각종의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는 한편, 경찰수사의 독자성을 강화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여러 차례 있었으나 상명하복적 검․경관계 그 자체는 전혀
변화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뒤로 하고 2004 년 9 월 10 일 검찰의 제의로 사상 최초로 수사권
조정을 위하여 검찰과 경찰 양측이 ‘검․경수사권 조정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전개하고, 의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2004 년 12 월 민간위원이
2) 경찰의 공식입장은 경찰개혁위원회, 자치경찰제의 이해(1999); 표창원, “경찰수사권
독립이 인권보장의 첩경”,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15권 제1호(2003)와 경찰청,
“수사권조정의 이해”(2005.6); “합리적인 수사권조정 방향”(2005. 7)[이 자료는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frame.jsp)내의 ‘수사구조개혁’란에서 입수가능하다] 등
에서 제시된 바 있으며, 이에 동의하는 학계의 대표적인 입장으로는 김용세, “현행
수사권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전대학교 사회과학논문집 제19권 제1호(2005);
손동권, “경찰수사권독립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과 세법-학당 명형식 교수 화
갑기념논문집(1998); 서보학, “수사권의 독점 또는 배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
구 제12호(1999)[이하 ‘서보학 I’로 약칭]; 서보학, “수사권의 중립을 위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8권 제4호(2002)[이하 ‘서보학 II’로 약칭]
등이 있다.
3) 검찰의 공식입장은 법무부,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 수사권독립 문제(1995.5); 서울고
등검찰청, 수사지휘론(1998); 김윤상, “지휘권과 인권보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
책 제15권 제1호(2003)와 대검찰청 수사정책기획단, “바람직한 수사권조정 방안”
(2004.4.26), 7-9면; 대검찰청, “수사권조정 검찰입장”(2005.7), 7면[이 자료는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po.go.kr/) 내의 ‘수사권조정’란에서 입수가능하다] 등에서 제시
된 바 있으며, 이에 동의하는 학계의 대표적인 입장으로는 정웅석, “수사권독립론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의 개정에 관한 비판적 시각에서”, 연세대
학교 법학연구소, 연세법학연구 제15권 제1․2호 통권 제26호(2005)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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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수사권 조정자문위원회’가 조직되어 장기간의 논의를 진행하였다. 필자
는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에서 경찰측 추천위원으로 참석하면서 개인적으로 조정
안을 제출하며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나름의 노력을 경주한 바 있다. 그렇
지만 각 기관 사이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수반하는 수사권 조정합의는 이루어
지지 못하였고, 이 문제의 해결은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다. 2005 년 6 월 중
순 현재,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18 명 공동발의)4) 및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87
명 공동발의)5)이 각각 수사권조정을 위한 입법을 발의하였고, 국회는 이를 심의
중에 있으며, 검․경 양 기관은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
고 있다.
이제 수사권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면서 수사현실과 법규정 간의 괴리
를 해소하고, 수사권력간의 견제와 균형의 메카니즘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는 형사사법의 이론과 실무가 회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이 글에서 필자는
검․경간의 수사권조정의 필요성, 수사권 조정시 지켜야 할 원칙, 수사권 조정의
병행조건 등의 문제를 둘러싼 중요 논점을 정리․평가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검․경수사권조정 협의체 및 자문위원회
논의에서의 합의점과 이견
1. 현행법상 검․경관계
먼저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경관계가 이하와 같음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형
사소송법은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 수사
의 보조적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95-196 조). 검사의 수사권은 사법
경찰관의 수사권에 비하여 그 양적․질적 제한이 없는 우월한 수사권이다. 검사
는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권을 가지며, 검사는 직접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지휘하거나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송치지휘를
하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영장청구권을 검
사에게 전속시키고 있다(헌법 제12 조 제3 항, 형사소송법 제201 조, 제215 조).

4) 의안번호 172079(제안일자: 2005.6.15).
5) 의안번호 172103(제안일자: 20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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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범죄의 수사가 경찰의 직무임을 규정하
고 있고(경찰법 제3 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 조 제1 호),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은 피의자신문, 체포, 긴급통신제한조치 등 여러 수사를 개시, 진행할 수 있으나,
그 수사활동은 검사의 지휘 아래 놓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수사종결권은 없
다는 점에서 열위(劣位)의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53 조는
경찰의 복종의무를, 동법 제54 조는 경찰수사중지명령권과 사법경찰관리 체임요구
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0 조는 검사의 징계․해임․
체임요구권을 규정함으로써 검사의 우월적 지위는 재확인되고 있다.

2. 조정합의사항
한편, 그간의 논의 속에서 검찰, 경찰 및 수사권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은 이하의
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현재 사법경찰관리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하여 검사에 대
한 보고나 검사로부터의 지시 없이 사건을 인지하고, 고소․고발을 접수하여 수
사하고 있다. 둘째, 검사의 수사지휘는 실제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 전체에
미치고 있지 못하며, 향후 송치전 검사의 수사지휘의 범위는 대폭 줄여나갈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검․경 수사권조정협의체’는 경찰수사의 자율성과 관
련하여 이하의 점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었다.6)

(1) 경찰 인지사건 중 법률적 판단이 용이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
법위반, 폭행,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야간․공동협
박)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처벌불원,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의
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간이송치하여 전담관이 신속히 종결처리한다,

(2) 긴급체포후 석방시 사후보고 절차를 통해 통제가 가능하므로, 사전지휘 절차
는 폐지한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6 조 제1 항 개정), (3) 검사의 지휘 배제시
예상될 수 있는 부작용 방지를 위한 경찰 자체의 보완책 마련을 전제로 사법경
찰관리에게 독자적인 압수물 처리권한을 부여한다 (형사소송법 제219 조 단서 삭
제,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53 조 개정), (4) 관할 외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수사기록 등에 반드시 첨부하는 한편, 후술하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
6) 이하의 합의점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검․경 수사권조정자문위
원회 활동경과에 대한 보고 및 의견서”(2005.5.31), 26-34면 참조. 이 보고서는 대검찰
청 홈페이지(http://www.sppo.go.kr/) 내의 수사권조정란에서 입수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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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에 규정된 중요범죄에 대하여는 현행 보고체계를 유지하는 등 경찰 자체의 보
완책 마련을 전제로, 관할 외 수사시 보고의무를 폐지한다(형사소송법 제210조 폐지),

(5) 변사자 검시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변사사건 처리절차에 소요되는 시
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전문검시관 제도 도입 등 사
인확인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6) 현
행 수사사무보고 대상 22 개 항목에서, ① 내란의 죄, ② 외환의 죄, ③ 국기에
관한 죄, ④ 국교에 관한 죄, ⑤ 공안을 해하는 죄, ⑥ 폭발물에 관한 죄, ⑦ 살
인의 죄, ⑧ 국가보안법위반 범죄, ⑨ 각종 선거법위반 범죄, ⑩ 공무원에 관한
죄(검찰보고사무규칙 제3 조의 공무원에 국한), ⑪ 사회의 이목을 끌만하거나 정
부시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 ⑫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시
한 사항 등 12 개 핵심적 항목만 존치하되(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 조 개정),
다만, 제11 호, 제12 호 부분은 보고대상을 축소․조정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그 대상이 무제한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대검의 승
인 또는 허가를 받는 방안을 강구한다, (7) 피내사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경
우에는 반드시 정식 내사사건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 공안사건, 집
시법위반 등 공안관련 사건, 선거법위반 사건, 노동관련 사건 등에 대하여는 불입
건시 검사의 지휘를 받기로 한다, (8) 이송남용 방지를 위한 경찰 자체의 보완책
마련을 전제로 경찰의 사건이송에 대한 검사의 지휘를 폐지한다, (9) 통신제한조
치 집행통지 유예후 해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집행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집행통지 유예후 통지시 보고
의무는 폐지한다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53 조의3 폐지), (10) 보고의무 폐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방지장치를 경찰 내부지침으로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체포 ․ 구속 피의자의 건강침해 염려시 보고의무는 폐지한다 (사법경찰관
리집무규칙 제24조 폐지), (11) 사법경찰의 검사에 대한 신병지휘건의 제도를 폐지
한다, (12) 경찰접수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송치전 검사의 수사지휘를 대폭 축소
하여 경찰이 자율과 책임의 원리에 따라 수사하도록 보장하며, 송치전 수사지휘
는 중요사건, 강제처분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검찰 직접 접수사건 등에
국한하며, 송치후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을 수사지휘한다,

(13) 경찰 접수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기간은 현행 2 개월을 유지하며, 검찰
접수 고소 ․ 고발사건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 기간은 현행 1 개월에서 2 개월로
연장한다, (14) 수사경과제의 시행, 수사부서 직제 개선, 수사인력의 증원,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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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등 법률전문가의 지속적 채용 등 고소․고발사건 처리 수사경찰 인력 운용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한다, (15) 검사의 체포․구속장소 감찰권은 폐지하지 않고,
감찰횟수를 3 개월에 1 회로 하되 필요시 수시감찰이 가능하도록 하고(형소법
제198 조의 2 개정), 감찰범위는, ‘현재 체포․구속되어 있는 자와 그 관련된 서류
및 ‘불법 체포․구속의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그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 한정
한다, (16) 사법경찰관리가 6개월 범위 내에서 검찰에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17) 검찰에서 관계법령에 마련된 각종 징
수절차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사경에 대한 촉탁제도는 보충적으로 운용되도록
담당직원을 상대로 정기적인 교양 등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을
병행한다, (18) 범죄사건부 등에 검사장(지청장)의 간인을 받을 의무를 폐지하되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61 조 제2 항), 사건 전산화 등 경찰 내부 통제를 강화한
다 등이다.
이상은 정부 수립 이후 검․경 양 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진 수사권관련 합의
중 획기적인 것으로, 특히 밑줄 친 (1), (4), (6) 항목은 후술할 형사소송법 개정
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를 제공한다.

3. 조정실패사항
물론 검찰은 이상의 합의사항은 이하에서 검토할 형사소송법 제195, 196 조의
불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중요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도 검
사의 잠재적 수사지휘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이상의 합
의에는 반드시 형사소송법 제195, 196 조의 개정을 수반해야 한다는데 시각차이
가 엄존하고 있다.7)
보다 구체적으로 이견을 서술하자면, 첫째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개시․진행권
에 대한 일반적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가 여부가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검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의 개별 규정에 의해 이미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일반적 법적 근거는 불필요하며, 이러한 근거조항을 만
들게 되면 ‘수사권의 이원화’를 초래하여 국가기관의 운영원리와 체계에 혼동을
일으키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8) 반면 경찰은 현재 ‘범죄수사’의 임무

7) Id., 7-10, 20-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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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경찰의 임무로,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미 국가의 수사권은 법률적으로 이미 이원화되어 있으며, 형
사소송법에서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개시․진
행을 둘러싼 규범과 현실간의 괴리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하였다.9)
둘째, 수사지휘권의 문제이다. 검찰은 송치전 수사지휘권 행사는 ‘자제’되어야
하겠지만, 수사개시․진행의 어떠한 단계에서든 그리고 어떠한 범죄에 관한 수사
이든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관철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당장 현실적
으로 행사되지는 않더라도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잠재적으로 항상 보장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10) 반면 경찰은 검․경관계는 원칙적으로 ‘대등․협력관계’로 재편
되어야 하며, 검사의 수사지휘는 종결시에 행사되어야 하고, 그 이전 단계에서는
경찰이 1 차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1)
요컨대, 검찰은 현행 형소법 제195, 196 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사지휘의 범
위와 절차를 변경하겠다는 입장이었고, 경찰은 동 조문을 개정하여 경찰수사에
대한 일반적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검․경관계를 지휘와 복종관계가 아니라 대
등․협력관계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Ⅲ. 형사소송법 제195, 196조의 개정논의 전제, 필요성 및 방향
1. 논의의 전제
먼저 현 시기 검․경간의 수사권조정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전제되어야 사항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8) 대검찰청 수사정책기획단, “바람직한 수사권조정 방안”(각주 3), 7-9면; 대검찰청, “수
사권조정 검찰입장”(각주 3), 7면.
9) 경찰청, “수사권조정의 이해”(각주 2), 10면.
10)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이해는 다음으로 요약된다, “검사 지휘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르고, 지휘가 없는 때에는 자율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대검찰청 수
사정책기획단, “바람직한 수사권조정 방안”(각주 3), 4면]. 김윤상 검사는 수사지휘를
“시험감독”에 비유하면서, 모든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의 부
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하여 시험감독이 필요하고, 시험감독의 존재 자체가 부정행위
시도를 예방한다고 말하고 있다[김윤상(각주 3), 21면 각주 10].
11) 경찰청, “수사권조정의 이해”(각주 2), 2, 4면; 경찰청, “합리적인 수사권조정 방향”
(각주 2), 2, 17면. 2005년 제출된 상기 홍미영, 이인기 법안은 이러한 경찰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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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첫째는 수사권의 문제는 헌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상의 문제라는 점이
다. 수사의 주재자가 검사라는 점은 헌법사항이 아니라, 법률사항이다.12) 검찰 또
는 검찰의견에 동조하는 학자는 헌법 제12 조 제3 항, 제16 조를 근거로 수사권의
검사 귀속이 “ 헌법적 결단” 이라고 주장하지만,13)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입법사
적 자료를 찾기 힘들며, 또한 검사에 의한 영장청구와 법관에 의한 영장심사를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을 수사권의 주체에 대한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
고 무리한 확장해석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 우리
헌법에는 수사기관의 조직과 운영, 특히 수사주체 및 기타 수사에 관여하는 공무
원의 권한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입법자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재량을 가지고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장, 수사인력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제반 여건, 수사조직의 합리적 구성과 효율적 운영 등 여러 측면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입법을 할 수 있다.” 14) 요컨
대, 수사권조정은 헌법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둘째, 검․경간의 수사권조정은 현재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형사사법
구조 자체의 개혁의 흐름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사개추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민참여재판과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은 필연적으로 검사의 역할변화를 가
져온다.15) 이러한 새로운 형사사법체제 아래에서 검사는 공소유지에 대폭 힘을
쏟지 않을 수 없다. 현재처럼 수사검사와 공판유지검사가 왕왕 분리되고, 후자의
경우 형식적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현상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16) 그리고 수
사의 경우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수사에 자신의 역량을 집중하는 쪽
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셋째, 현재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인력과 구조를 급격하게 조정하는 변화는 바
람직하지 않다. 먼저 개헌을 요구하는 조정은 현 시기 검․경 수사권조정의 목표
가 될 수는 없다. 현재 검찰이 전담하고 있는 인신구속의 남용과 폐해를 고려하
12) 수회 제정된 ‘특별검사법’이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이 위헌이
아닌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13) 대검찰청 수사정책기획단, “바람직한 수사권조정 방안”(각주 3), 7면; 정웅석(각주 3),
118면.
14) 헌법재판소 2001.10.25. 선고 2001헌바9 결정(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위헌소원).
15) 2007년에는 참여시민의 평결이 권고적 효력을 갖는 시민참여재판이 실시되고, 2012년
부터는 참여시민의 평결이 직업법관을 구속하는 시민참여재판이 시행될 예정이다.
16) 2004년 1월 현재 검사총원은 1,427명인데, 이 중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184명으로
전체 검사의 13% 이다[사법개혁위원회 제5차 회의자료(2004년 1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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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자신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신중하게 행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우리나라는 물론17) 영미법계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영장청구권을
경찰에게도 보장하고 있는 예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헌이라는 거대
한 과제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이는 현 시기 수사권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경찰조직 내의 사법경찰을 분리해내어 ‘법무부소속 특별수사기
구’(예컨대, 미국식 FBI) 산하로 배치하는 방안,18)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검사를
자체 수사인력 없는 “ 손발 없는 머리”(Kopf ohne Hände)로 만드는 방안, 영미권
이나 일본처럼 경찰은 수사, 검사는 공소로 역할을 완전 분담하는 방안 등은 현
재 우리 수사기구의 근간을 완전히 바꾸는 방안으로 심도 깊은 장기적 논의가
진행된 후에 채택해야 할 사안이다.
넷째,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검․경은 외국의 입법례를 각자의 구미에 맞게
재구성하여 인용하는 경향이 있다.19) 예컨대,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보장되어 있
는 대륙법계의 모델을 강조하는 동시에 영미법계에서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이 실질적으로 관철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반면, 경찰은 수사와 공소가
분리․귀속되는 영미법계나 일본의 예를 강조하는 동시에 독일의 검찰은 수사지
휘권이 있으나 자체 수사인력이 없기에 언제나 경찰의 도움이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생각건대, 외국법의 인용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각 나라별 검․경 관계는 그 나라의 수사제도운용의 역사와 경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정 나라의 검․경관계를 ‘수입’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
17) 우리나라에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5.16 쿠데타’ 이후의 1962년 개헌으로 신
설된 것으로 현행 헌법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보학 교수는 경찰에게 전면적으로 직접
영장청구권을 인정하자는 입법적 제안을 하고 있고[서보학 I(각주 2), 408, 416-417면;
서보학 II(각주 2), 191, 201면], 손동권 교수는 체포영장에 한하여 경찰에게 영장청구
권을 부여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으며[손동권(각주 2), 317면], 김용세 교수는 경찰이
영장청구를 하면 검찰은 의무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김
용세(각주 2), 92면].
18) 김윤상(각주 3), 34-35면; 정웅석(각주 3), 126-127면.
19) 수사권을 둘러싼 각국의 검․경간의 권한관계에 대해서는 경찰개혁위원회, 자치경찰
제의 이해(각주 2), 43면 이하; 경찰청, “합리적인 수사권조정 방향”(각주 11), 9-10면;
김윤상(각주 3), 25-30면; 대검찰청, “수사권조정 검찰입장”(각주 3), 15-20면; 박승
진․최석윤․이경재, 각국의 검찰제도(형사정책연구원, 1998); 정완․이진국, “수사권
독립 논의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2호(통권 제54
호, 2003 여름호), 169-179면; 정웅석(각주 3), 107-111면; 치안문제연구소, 주요국가의
수사구조 및 사법경찰제도(연구보고서 96-11)(1996) 등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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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히려 우리 수사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기초하여, 상생(相生)의 토착적
수사권조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개시․진행권을 확인하는 일반적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술하였듯이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
는 ‘일반적’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20) 현재 사법경찰관리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하여 검사에 대한 보고나 검사로부터의 지시 없이 사건을 인지하고, 고
소․고발을 접수하여 수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는 검․경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96 조 제1 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검사
의 지휘 없이는 경찰은 수사를 개시할 수도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실제 동조
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개시․진행을 위한 선차적․필수적
전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개시․진행을 둘러싼 규범과 현실간의 괴
리가 발생한다. 이러한 괴리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i) 형사소송법 제195 조의 표제
를 <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로 변경하고 제1 항의 주어에 사법경찰관리를 추
가하거나, 또는 (ii)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를 형사소송법의 별도의 조항으로
구별하여 조문화하는 방식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의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도 경찰이 실제 수사를 하고 있으니 굳이 법개정이 필요하느
냐라는 반론도 있으나,21) 국가기관의 권한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법
치국가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법개정을 통하여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승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범죄수사는 ‘권한’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본
질적으로 ‘의무’로 이해되어야 하기에 이러한 법개정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22)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영미법계나 일본의 경우는 차치하고, 경찰에 대한 검
사의 우위를 인정하는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에도 사법경찰관리
20) 사법경찰관이 ‘개별적’ 권한은 제199조 이하에서 24개 조항에 걸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사건을 접수받은 때에는 신속
히 조사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수사의 단서와 주관적 인식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인지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실제 고소․고
발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21) 김윤상(각주 3), 21면.
22) 정완․이진국(각주 19), 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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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사개시․진행권에 대한 일반조항을 두고 있다. 예컨대, 독일 형사소송법 제

163 조는 “ 경찰의 기관과 그 공무원은 범죄행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사건의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체해서는 안될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기관과 그 공무원은 모든 관서에 정보를 의뢰하거나 또한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이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법률이 경찰의
권한을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종류의 수사를 진행할 권한을 갖는다” 고 규
정하여 경찰의 범죄혐의에 대한 적극적인 인지권, 즉 수사개시권을 명문으로 보
장하고 있고,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14 조는 “ 사법경찰은 예심이 열리지 않는 한
범죄를 적발하고 범인의 발견 및 증거를 수집하는 임무를 맡는다” 라고 규정하여
경찰의 수사에 대한 일반적 법적 근거를 설정하고 있다.23)
이러한 법개정에 대하여 검찰은 수사권이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모두가 가지게
되는 것이 국가기관의 운영원리와 체계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
다. 즉, 수사를 위해 법무부․검찰청을, 치안을 위해 행자부․경찰청을 설치한 국
가행정조직 체계가 무너지고, 행정자치부 장관도 수사의 주무장관이 되고 특별사
법경찰관이 배치된 수많은 행정관청과 자치단체가 모두 수사의 주무관청이 되어,
그 결과 검사를 정점으로 하여 수사권을 통일적․일원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불
가능해져 국가수사권 체계가 붕괴되고, 통일적이고 균형적인 국가 형벌권 구현도
불가능해 진다는 것이다.24)
그러나 경찰의 수사권을 확인하는 조문이 만들어지더라도 수사의 종결은 반드
시 검사의 검토를 거쳐서만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수사에 대한 일반적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권한은 여전히 법무부장관 소속하의 검찰청이 갖고 있
다는 점을 생각할 때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개시․진행권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하
는 것이 다른 행정조직을 수사의 주무관청을 만들어 수사권의 ‘이원화’ 또는 ‘다
원화’를 초래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다.
물론 수사권을 양 기관이 모두 가질 경우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23) 국내법으로 즉각 참조가능한 법규정방식은 군사법원법 제228조가 있다. 동조는 표제
를 <검찰관․군사법경찰관의 수사>로 하면서, “① 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범인․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② 군사
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 받은 경우에는 이를
관할 검찰부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4) 대검찰청 수사정책기획단, “바람직한 수사권조정 방안”(각주 3), 7-9면; 대검찰청, “수
사권조정 검찰입장”(각주 3), 7면; 정웅석(각주 3), 112-115,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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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는 법규는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법률가인 검사의 몫이 된다. 첫째, 검사
의 ‘일반적 지휘권’ 규정이 필요하다.25) 이를 위해서는 일본 형사소송법상의 “ 검
찰관은 그 관할구역에 있어서 사법경찰직원에 대하여 수사의 협력을 구하기 위
해 필요한 일반적 지휘를 할 수 있다” 는 규정을 참조할 만하다. 예컨대, 국가정
책적 사안과 관련하여 검사가 주도하는 기획수사의 경우 이 조항에 의거하여 사
법경찰관의 협력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별적인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전국적인 형평성과 통일성이 유지하
기 위해서는 검사 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에 대한 일반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검찰에 접수된 고소사건을 경찰로 이첩할 수
있는 근거, 경찰 ‘내사’가 사실상 수사의 성격을 띠고 있고 ‘내사’의 대상범죄가
후술한 수사지휘권의 범위에 속할 경우26) 이를 수사지휘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검사의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은 유지되어야 한다.
한편 경찰의 “ 수사권독립” 을 지지하는 논자들은 경찰도 독자적 사건종결권을
가져야 하며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27)
수사와 공소를 완전 구분하여 각각 경찰과 검사에게 귀속시키는 입법례는 외국
에서도 찾을 수 있고, 우리 역사에서도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1945 년
미군정의 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 호(1945.12.29)의 예가 있기도 하다.28) 그
리고 검사가 직접 수사에 과도하게 관여할 때에는 검사는 경찰수사에 대한 법률
25) 이 제안은 이인기 의원 및 홍미영 의원이 각각 발의 형사소송법안 제196조 2항에 반
영되었다. 단, 이인기 의원안은 일반적 규칙제정권의 주체를 검찰총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26) 내사에 대해서는 권오걸, “수사절차로서의 내사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법학회, 형사
법연구 제15호(2001.6); 정성진, “내사론”, 법조협회, 법조 제46권 제3호 통권 486호
(1997) 등을 참조하라.
27) 손동권(각주 2), 318면; 서보학 I(각주 2), 415-416면; 서보학 II(각주 2), 200-201면.
28) 이 훈령의 요지는 (i) 검사의 직무는 사건을 공소하는 것일 뿐 세밀한 조사는 검사의
책무가 아니다, (ii) 검사의 통상적인 수사가 경무국에 의해 수행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수사활동은 검사가 아니라 경찰의 기능이다. 다만, 증거의 불비로 경찰에게 지
적하고 증거의 정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특별히 법적 분석이 실제로 요구되는 부분
에 대해서만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 (iii) 검사는 조사사건에 관하여 경찰서장과 연락
을 취해야 하며,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히 연락을 취하
여야 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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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감독자의 지위를 벗어나 ‘준(準)경찰화’되어 경찰의 과욕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검사가 불법행위에 참여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그 결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소
유지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29)
그러나 현재 우리 경찰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15 만 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30) 최근 경찰의 자기혁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인력의 자질과 수준을 높이는 작업은 아직 부족하며, 수
사와 관련하여 비(非)수사경찰간부들의 부당한 청탁이나 사건개입을 방지하는 장
치를 마련하고 경찰내부의 비리를 단호하게 감찰․징계하는 노력 역시 미흡하다.
그리고 우리 사법경찰관은 10 일간의 피의자 구속권, 피의자신문권, 구속영장신청
권 등 다른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경찰이 갖지 못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
하여,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는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생각건대, 철저한 경찰내부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검
사의 수사지휘에서 완전 해방된 채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경찰국가화’
의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공소제기후 법원에 의한 경찰수사에 대한 사후적
통제는 증거배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그칠 수밖에 없고, 국가인권위원회, 국
가청렴위원회, 시민단체, 언론 등에 의한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기소편의주의 체제 아래
에서는 소추의 여부 및 범위에 대한 판단에 따라 수사의 방향․대상․범위 등이
결정되고,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이 필요하므로 소추권자인 검사의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31) 물론 이론적으로 또는 비교법적으로 볼 때 수사권과 공소권
29) 예컨대,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경찰자백이 검찰자백으로 이어지거나, 검찰자백 자체가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상황은 검사가 ‘준경찰’로 행동하면서 발
생한 악례이다.
30) 2006년 하반기부터는 ‘국가경찰’과 구분되는 ‘자치경찰’이 식품단속, 공중위생단속, 환
경단속, 청소년 보호업무 등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와 국가경찰과 함께 맡았던 17가
지 특별경찰사무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행정의 일환인 것
이지 ‘자치사법’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문제에 관한 여전히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게 되는 바, 자치경찰제의 실시
여부가 수사권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 제도의 실시가 선차
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수사권조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1) 하태훈, “범죄수사단계에서의 사법경찰과 검사와의 관계”, 홍대논총 제30집(1997), 1819면. 단, 현재 검찰 내에서는 수사검사와 공판유지검사가 분리되어 전자가 거의 공
판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검사작성피의자신문서의 강한 힘 덕분에 검사가
공소유지에 힘을 쏟을 이유가 없어 발생한 현상이다. 이제 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재조정되고 배심재판의 실시가 예정되어 있는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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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리․귀속시키더라도 검․경 양 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적정한 공소권 행사
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 경찰수사의 현실을 냉정히 직시할 때,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적용의 적정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공소유지에 곤란
이 발생할 초래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요컨대, 우리 경찰수사의 현실에서
공소의 책임자이자 법률가인 검사가 수사를 최종적으로 종결하고 경찰수사를 지
휘하는 체제를 폐지하는 것은 조급한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요구되는 것
은 수사권 ‘독립’이 아니라 수사권 ‘조정’인 것이다.
한편 경찰 일각에서는 ‘중복조사’ 방지,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통한 국민의

‘편익’ 보장을 들어 검사의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을 부정하고 있으나,32) 정확
한 법률적용, 실체적 진실발견, 수사절차에서의 불법방지 및 증거능력있는 증거
확보 등을 위해서는 검사의 수사개입은 필요한 일이다.33) 이와 관련하여 최근 들
어 군사법개혁을 둘러싼 논의에서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군검찰의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도 반추할 필요가 있다.

4.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 선차적 수사지휘와
보충적 수사지휘의 분화 및 결합
다음으로 해결할 문제는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행사방식이다. 우리 수사현실에
서 사회적 비중이 약한 다수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사전적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 사후적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리고 검사가 ‘준경찰화’되지 않고, 소추기관이자 경찰수사의 감독기관으로서의
지향을 분명히 하려면 직접 수사에의 관여를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이러한 점
에 착목하여 필자는 다수의 비중요범죄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고, 검사는 수사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보강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비리경찰에 대해서는 검사의 징계․해임․체임요구권을 적
극적으로 발동하도록 양 자의 관계를 법제화할 것은 제안한다[만약 경찰관이 인
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형법
제139 조(인권옹호직무방해죄)로 처벌될 것이다].
이때 검사가 송치 이전에 선차적으로 경찰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대상범죄의
검사가 공판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32) 경찰청, “합리적인 수사권조정 방향”(각주 11), 14면.
33) 김윤상(각주 3), 19면; 정웅석(각주 3), 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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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I. 2.에서 언급한 것처럼 ‘검․경 수사권조정협의체’
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의 중요범죄 발생보고의 대상범죄를 12개 범죄
로 축소․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합의가 경찰의 자율적 수사 대상과
직결된 것은 아니지만, 양 기관이 합의한 필수적 검찰보고 범죄군(群)은 검사의
송치전 경찰수사지휘 대상 범죄군을 설정하는데 원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하
여 필자는 ‘중요범죄 발생보고 대상범죄+ α’를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이 범위 내
에서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송치 전에도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에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범죄의 반사회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α’에는 마약,
조직폭력, 중한 경제범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검찰은 현재 경찰
수사인력의 1/3에 달하는 약 4.600 정도의 자체 수사인력을 가지고 강력, 외사,
마약, 컴퓨터수사 등 지금까지 주력해온 범죄수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중요범
죄 발생보고 대상범죄+ α’의 경우 송치 이전에도 경찰수사를 지휘하면서 수사를
주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검사의 수사와 수사지휘에 있어 ‘선택과 집중의
법칙’은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필자의 제안과 달리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검찰측 민간위원은 형사소
송법 제196조 제1항을, “수사관,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
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단, 검사가 지정하
는 민생치안범죄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가 없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수사를 개
시․진행할 수 있다” 로 개정하자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34) 검찰은 수사지휘권은

‘현실적 수사지휘’ 만이 아니라 ‘잠재적 수사지휘’, ‘수사지휘의 가능성’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상의 범죄 이외의 경우에도 수사지휘권은 포기될 수 없다고 판단하
고 있다. 예컨대, 교통사고, 폭력, 절도 등 이른바 ‘민생치안범죄’의 경우 사회적
이목은 적게 받을지 모르지만, 전체 형사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으며, 이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 최일선에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
다.35) 이러한 맥락에서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검찰측 민간위원은 “사법경찰관은
전항 단서의 경우에도 검사가 구체적으로 지휘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는 제196조 제2항을 추가․제안하였다고 본다.

34) 신현호, “경찰 수사권 독립의 범위”, 수사연구(1992.11); 허일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독자적 수사권 주어야”, 수사연구(1992.7); 차용석, “완전독립보다는 일정 형벌 이하의
범죄에 수사권 부여 바람직”, 수사연구(1992.3) 등의 입장도 이와 유사하다고 보인다.
35) 김윤상(각주 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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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장은 모든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확인함과 동시에, 검사
의 지휘가 없는 경우 민생치안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지만 이 경우
에도 여전히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관철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안은 수사권에 대한 현재의 검․경 관계를 전혀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이 관계를 보다 세련된 표현으로 법제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검찰에서는 여전히
경찰의 도덕성이나 능력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고 이러한 의심에
는 현실적 근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05 년 한국 경찰이 1954 년 형사소송
법 제정시의 한국 경찰의 수준 또는 패전 직후 일본 경찰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
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54 년 당시 입법자가 장기적 전망으로 상정했
던 수사와 공소의 분리귀속을 바로 시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후 반세기의
변화를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인 검․경간의 수사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검찰측 민간위원의 제안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검․경
간의 소모적 대립은 확대재생산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필자의 안에 따르더라도 ‘민생치안범죄’의 경우에서도 일정한 사정이 있
다면 검사지휘가 관철될 수 있는 통로는 마련되어 있다. 즉, 상기 합의사항에는 정
형화되어 있지 않은 검사지휘가능 중요범죄군(群)이 규정되어 있는 바, 검사의
수사지휘는 “사회의 이목을 끌만 하거나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도 가능하므로, 이 경우
에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정형화된 중요범죄’가 아닌 ‘민생치안범죄’의 경우도 검사
지휘가 가능한 것이다.36) 그리고 검사는 수사종결권을 갖기에 수사종결시에 공소유
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민생치안범죄’의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 재개․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형사소송법 제196 조의 표제를 <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
계> 로 변경하고,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행사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검․경 수사
권조정협의체’에서 합의한 항목을 기초로 하여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행사
방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입법형식을 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37) 그리고

36) 통상의 경우 ‘정형화된 중요범죄’ 이외의 범죄는 ‘비중요범죄’로 취급되겠지만 이상의
두 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중요범죄’로 전화할 것이다.
37) 이렇게 수사지휘권에 변화를 주는 것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직결된 문제이므로 헌
법 제37조 2항에 따라 법률로만 규정되어야 하며, 설사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정웅석(각주 3), 126
면]. 상술하였듯이 수사권의 주체의 문제가 헌법문제가 아닌 것처럼, 수사지휘권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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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수사지휘권’, 즉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검사가 경찰에게 수사의 재개
또는 보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형사소송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38) 그
리고 상기 대통령령에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도록 하여
지휘의 정형화․투명화를 꾀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검사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경찰 전체를 검찰의 하부기관
시하는 행동으로 표출되거나, 사법경찰관리 개인을 인격적으로 지배하려는 경향
을 보여 경찰의 반발을 초래하였던 점을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향후 수사지휘권
은 서로의 역할과 권한을 인정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
이다.

5.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상에서 필자는 검․경 양 기관이 합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고, 기존의 수
사구조에 급작스러운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안정된 수사권조정방안을 모색하고
자 하였다. 필자가 제안한 이하의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경찰측
민간위원의 최종조정안으로 채택된 바 있다.

제도 그 자체로는 헌법문제가 아니다. 기본권 제한과 직결되는 처벌조항의 위임과는
달리,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행사방식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국가기관 간의 권
한조정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실체적 내용은 법
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행정권의 분장을 법률로 정하면서 일부를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필자는 수사지휘권의 범위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
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남는 문제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다. 이 점
은 검찰측 민간위원안의 ‘민생치안범죄’ 개념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개정시 유
념할 필요가 있다.
38) 이 제안은 홍미영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안 제196조 제4항에 반영되었다.

236

曺 國

[서울대학교 法學 제46권 제4호 : 219～241

필자의 제안을 도해화하자면 다음과 같다.
정형화된 중요범죄

비정형화된 중요범죄

∥

비중요범죄

∥

(i) 10개 ‘중요범죄 발생보고 대상

(i) 사회의 이목을 끌만 하거나

범죄’(=내란, 외환, 국기, 국교,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폭발물, 공안, 살인, 국보법,
선거법, 4급 이상 공무원 범죄)
(ii) 마약, 조직폭력, 중한 경제

+

미치는 범죄
(ii)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이
지시한 사항

범죄 등

직접수사 또는

검사의 수사지휘

사전 경찰 수사

없는 수사의 개시

지휘(=선차적

․진행

․전면적 수사
지휘권)

공소유지 여부 판단에
필요한 수사개시․보완 요청
(=보충적 수사지휘권)

검사

사법경찰관리

=수사의 주체

=수사의 주체
(i) 검사의 징계․해임
․체임요구권 행사
(ii) 인권옹호직무방해죄
수사․기소

수사종결 요청

참조로 수사권조정을 둘러싸고 현재까지 제안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도해화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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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검찰측 위원
수정안
[= 검찰측 안]
제195 조
( 검사의 수사)

제195 조
( 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 현행과 같음
의가 있다고 사료
하는 때에는 범
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
야 한다.

경찰측 위원
수정안
[= 필자안]
제195 조
( 검사와 사법
경찰관의 수사)
①검사와 사법경찰
관리는 범죄의 혐
의가 있다고 사료
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경찰측 안

① 수사관, 경무
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
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를 하여야 한다.
② 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의 지휘를 받
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전2 항에 규정
한 자 이외에 법
률로써 사법경찰
관리를 정할 수
있다.

제196 조
( 사법경찰관리)
①수사관, 치안정
감, 치안감, 경무
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
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
아 수사하여야 한
다.
단, 검사가 지정
하는 민생치안범
죄에 대하여 검사
의 지휘가 없는
경우에는 자율적
으로 수사를 개시
진행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은
전항 단서의 경우
에도 검사가 구체
적으로 지휘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
라야 한다
③경사, 경장, 순
경은 사법경찰리
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
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
다.
④ 현행 제3 항과
같음

홍미영
의원안

이인기
의원안

제195 조
제195 조
제195 조
( 검사와 사법경찰 ( 검사와 사법경찰 ( 검사와 사법경찰
관리의 수사)
관리 등의 수사) 관리 등의 수사)
①검사와 사법경
찰관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
료하는 때에는 범
범죄사실과
인,
증거를 수사하여
야 한다.

②사법경찰관과 사
법경찰리의 범위는 ② 사 법 경 찰 관 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법경찰리의 범
위는 대통령령으
다.
로 정한다.

제196 조
( 사법경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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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와 사법경
찰관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
료하는 때에는 범
범죄사실과
인,
증거를 수사하여
야 한다.

①검사와 사법경
찰관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
료하는 때에는 범
범죄사실과
인,
증거를 수사하여
야 한다.

②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는 사법경찰관으
로, 경사, 경장, 순
경은 사법경찰리
로 한다.
③전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
써 사법경찰관리
를 정할 수 있다.

②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는 사법경찰관으
로, 경사, 경장, 순
경은 사법경찰리
로 한다. 다만, 도
서․벽지 등 특수
한 지역의 경우,
사법경찰관의 범
위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96 조
제196 조
제196 조
제196 조
( 검사와 사법경찰 ( 검사와 사법경찰 ( 검사와 사법경 ( 검사와 사법경
찰관리의 관계) 찰관리의 관계)
관리의 관계)
관리의 관계)
①검사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
리의 수사를 지휘
할 수 있다. 수사지
휘의 범위와 행사
방식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①검사와 사법경
찰관리는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
하여야 한다.

①검사와 사법경
찰관리는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
하여야 한다.

①검사와 사법경
찰관리는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
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공소유
지에 필요한 사항
에 관하여 수사에
②검사는
수사에 대한 일반적 기준
관한
일반규칙을 을 정할 수 있다.
제정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리의 협 ③사법경찰관리는
력을 구하기 위하 범죄를 수사한 때
여 필요한 일반적 에는 신속히 서류
지휘를 할 수 있다. 및 증거물과 함께
사건을 검사에게
③검사는 공소유지 송치하여야 한다.
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사에 대 ④전항의 경우에
한 일반적 기준을 검사는 사법경찰
정할 수 있으며, 공 관리에게 공소유
소유지에
필요한 지에 필요한 보완
경우 수사의 재개 수사를 요구할 수
또는 보강을 요구 있다. 이 경우 사
할 수 있다.
법경찰관리는 정
당한 이유가 없는
④사법경찰관리는 한 이에 응하여야
범죄를 수사한 때 한다.
에는 신속히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공소유
지에 필요한 사항
에 관하여 수사에
대한 일반적인 기
준을 정할 수 있
다.

②검찰총장은 공
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
사에 대한 일반적
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한 때
에는 신속히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경우에
검사는 사법경찰
관리에게 공소유
지에 필요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
법경찰관리는 정
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6 조의 2
( 사건송치)
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한 때
에는 신속히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이
지정한 사건에 대
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애초 수사권조정자문회의에서 제안할 당시의 원래 문언은 “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였으나, 이후 문언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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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사권조정과 병행하여 요청되는 경찰개혁
이상과 같은 필자의 수사권조정과 병행하여 경찰 또는 국회가 경찰개혁을 위
하여 즉각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치가 있다. 간략하게 열거하자면,
첫째, 사법경찰이 아닌 행정경찰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개입을 차단하고,
경찰 ‘내부’에의 수사권행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39)
예컨대, 경찰 내에서 수사조직을 사법경찰관 중심의 준독립적 단위로 재조직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은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는 경찰법 제24
조를 개정하여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부하의 항변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
다.
둘째, 상술한 검․경수사권조정협의체에서의 조정합의사항 (11)에서도 확인하
였듯이, 수사경찰의 인력증강과 자질향상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실시되어야 한
다. 예컨대, 우수 인력을 수사경과에 대폭 배치하고, 수사에 있어서 경위 이상 수
사간부가 직접수사를 주도하도록 하여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경찰서장의 직무
를 수행할 자는 적어도 5 년 이상 수사 분야 근무를 거치게 하는 등의 방안을 제
시하고 싶다.
셋째, 형사소송법 제195-196 조의 개정을 통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주체성이
인정된다면, 현행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확대․조정해야 하여 사법경찰관이 아닌
자가 수사를 지휘하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실제 2004 년 제정된 경찰청 훈령

432 호 ‘광역수사대운영규칙’은 광역수사대의 임무에 “ 지방경찰청장이 지시한 중
요 사건 등” 을 포괄하고 있는 바, 이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지방경찰청장이 범죄
수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
넷째, 경찰 내부의 감찰․징계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자율적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 중요한 원인은 경찰이 여전
히 부패해있고 반인권적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국민의 인식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거에 제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조직 내 부패와 불법행위를 공
개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감찰․징계
위원회에 경찰과 무관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활동의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를
다수 참여시켜야 한다.
39) 손동권(각주 2), 319면; 서보학 I(각주 2), 418면; 서보학 II(각주 2), 204면; 이헌, “수
사권 독립논의에 앞선 당면 과제”, 수사연구(1992.3), 46면; 허일태(각주 34), 29면; 차
용석(각주 34),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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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 현 시기는 수사권논쟁의 한 매듭을 지을 때이다
수사권조정 문제가 나오면 과거 50 년간 검․경 양 기관은 상호비방과 소모적
흠집내기를 반복해왔다. 사실 검․경간의 수사권을 둘러싼 대립은 그 뿌리가 깊
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의 예만 보더라도,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여러 차례 ‘민
생경미범죄’의 경우 경찰에게 자율적 수사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그 실현은 번번이 무산되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형사사법체제의 구조
자체를 변화하려는 사법개혁 논의가 근저에서 진행되고 있는 속에서, 사상 최초
로 2004 년 ‘검․경수사권조정협의체’가 공식적으로 조직되어 양 기관 사이에 격
렬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상당한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물론 검․
경이 형사소송법 제195, 196 조의 개정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대립각을 형성하면
서 이러한 합의조차도 무산될 위기가 만들어졌지만, 필자는 양 기관의 합의사항
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를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사권조정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제까지 장기간의 논의를 통하여 수사권조정에 대한 거의 모든 입장이 표명
되었고 검토되었다. 현 시기 필요한 것은 새로운 연구나 논의, 검․경간의 상호
흠집잡기식 비난이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된 각 주체들의 상호이해와 타협이다.
그리고 국회는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반세기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금까지의 논
의를 일단락 짓는 입법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계속 반복되어온 두 기관 사이의
비생산적 대결을 종료하고 향후 반세기를 전망하는 새로운 수사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이 결단의 기초는 다름 아닌 양 기관이 어렵게 합의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 합의의 안정성은 법률적 형식을 통하여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수사권, 수사권조정, 수사권독립, 수사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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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allocation of the Investigatory Power
between Prosecutors and Police Officers
― Principles and Direction ―
40)
*

Kuk Cho

Since the Criminal Procedure Code was enacted in 1954, prosecutors have
enjoyed their superior position to police officers because the former is given
legal authority to direct and supervise crime investigations carried by the latter.
The Legislature intended to give prosecutors control over police officers most of
whom served for the Japanese colonial rule, hardly with the respect toward
human rights. The police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 were criticized for illegal
misconduct and corruption, and they had obviously weak ground to argue for
their independency in crime investigations of prosecutors' control. As a result, the
prosecutors'

supremacy

over

police

officers

has

been

maintained

after

democratization as well.
Recently, however, prosecutors have become a major target of criticism that
they have abused their authority and discretion both in investigation and in
prosecution especially in high-profiled political corruption cases, as has incurred
public distrust in them. On the other hand, the police since democratization have
attempted to get autonomy in investigating crimes, arguing they have achieved
the reform of their investigatory system.
This article first briefly reviews the recent discussion between the Prosecutor's
Office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It then examines the principles
reallocating the investigatory power between the two law enforcement authorities.
It maintains the reallocation

should

be done

following

the principle of

check-and-balance and considering the effect of the newly-established jury trial
* Associate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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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prosecution without fundamental reconstruction of the current investigation
system such as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Third, it argues the general legal
ground for the crime investigation by the police should be explicitly articul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e prosecutors' control over police officers
needs to be maintained to guarantee the legal correctness of police investigation
and deter police misconduct in investigation, while prosecutors' intervention into
police investigation in the beginning stage of crime investigation needs to be
limited to a certain category of serious felonies; as to other lighter crimes, the
police should have autonomy to investigate them with reservation for prosecutors'
check-up in the final stage. Finally, the present article submits a draft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o

reallocate

the

investigatory

power

between

prosecutors and pol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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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