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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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2003년 10월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검찰청 수사관과 파견경찰관이 파주
스포츠파 살인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를 물고문하여 피의자가 사망하는 사
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간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반대해 왔던 검찰1)에 의해 직접 발
생되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은 안겨 주었다.
우리나라의 검찰은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공익의 대표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정치의 주구’, ‘권력의 칼’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고, 군사정권을 청산한 이후는 물론 여야간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에
*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논문게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1)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반대하는 근거로 “만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되면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 등이 자행될 위험이 있으며, 각종 사건의 부당처리 및 지연, 불법구금, 사건
의 암장 등 불법·부당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장치가 없어 국민의 인권보호에 심각한 지
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수사지휘론, 법무연수원, 2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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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사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2) 12·12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5·18내란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 그리고 각종 법조비리 사건, 옷로비 사건과 및 파업유
도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다시피 권력형 비리사건이나 대형 부정부패 사건에서
는 항상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문시되었고, 고문 등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소홀히 함으로써 검찰권행사의 공
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였다.
1954년에 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에 대하여 수사권,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 공소권, 형집행지휘·감독권을 부여하고, 특히 공소제기의 권한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제246조), 공소제기에 관한 재량까지 인정함으로써(제247
조), 검사에 대하여 수사, 공판 및 형집행으로 이루어지는 형사절차 전반에 걸

쳐서 능동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택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는
검사로 하여금 공소권을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
하였으며, 이로 인해 각종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선
거사범 등에 있어서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소홀히 함으로써 刑事司法의
正義를 실현할 책무를 방기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제강점기를 통해 경찰과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뼈저리게 경험한 우리나
라 입법자는 공소제기의 기본원칙으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
면서, 그 폐단을 방지하고 위한 안전판으로 제정신청제도를 채택하였다. 특히
제정신청제도는 1953년 국회에 제출된 법전편찬위원회의 초안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과정에서 도입되어 국회를 통과
하였으나, 검찰권 행사에 법원의 통제가 가해질 것을 우려한 정부에 의해 거부
되어 다시 국회의 재의결을 거치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도입된 것이다. 게다
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제정과정에서 모델이 되었던 일본 형사소송법은 직
권남용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인정하고 있었음에 반하여,3) 우리나라 입법
자는 그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재정신청제도를 검찰의 공소권남용
2) 한인섭,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2000, 64면.
3) 1948년에 제정된 일본 형사소송법(제262조 제1항)은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형법 제193조 내
지 제196조(공무원직권남용, 특별공무원직권남용, 특별공무원능학, 특별공무원직권남용등
치사상)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1952년에 파괴활동방지법 제45조(공안조사관의 직권남용)를
추가하였고, 1999년에는 무차별대량 살인행위를 행한 단체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2조(공
안조사관의 직권남용)와 제43조(경찰직원의 직권남용)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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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원칙적인 통제장치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유신정권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배제하고 검찰
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1973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재정신청의 범위를 형법
상 직권남용죄 등(제123조 내지 제125조)으로 축소하였으며, 그 이후 1987년까지
한 건의 부심판결정도 없을 정도로 제정신청제도는 그 의미를 거의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른바 1987년의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을 계기로 재정신청제
도는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
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상의
범죄 등으로 재정신청의 범위가 다소 확대되는 과정에 있다.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재정신청 이외에도 검찰
항고제도와 헌법소원제도가 있다. 그러나 검찰청법상의 항고·재항고제도는 검
사동일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검찰에 의한 시정제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적정한
공소권행사를 보장하는 기능을 다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4) 그리고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
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견제수단
으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으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고소인에 한하여 허용되고,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검사에 대하여 기소를 강제할 수 없다는 등의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원래 검찰과 법원
이 담당하여야 할 처벌하느냐 또는 하지 않느냐의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형사
사법시스템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재정신청의 범위가 직권남용죄 등으로 축소된 이후 사실상 검찰의
불공정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공소권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미 1973년과 1989년에 일부
국회의원들의 제안으로 제정신청의 범위를 원래대로 복원시키는 내용의 형사
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임기만료 등으로 자동폐기된 바 있고,5)
1999년 대통령자문기관으로 구성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검찰권행사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재정신청범위의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6)
4)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2003, 333면.
5) 국회사무처, 대한민국 법률안연혁집 제2권 1992, 12041~120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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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03에는 132명의 국회의원이 재정신청의 범위를 모든 범죄에 확대하
고 재정신청인에 대하여 수사기록 및 증거를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와는 달리 1997년 헌법재판소는 직권남용죄 등으로 재정신청의 범위를 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합헌결정
(1997.8.27. 94헌바2)을 내린 바 있으며, 검찰은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에「헌법
소원사건에 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라고 함)」를 제출하여 재정신청의 대상을
현행과 같이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1999년
검찰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건처리과정에서 공정성이 의심
될 수 있는 수사기관 종사자의 업무와 관련된 범죄에 한해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형법상 직권남용죄 이외에 피의사실
공표죄(제126조), 공무상비밀누설죄(제127조), 선거방해죄(제128조),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상 사법경찰관리 직무유기죄(제9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직권
남용죄(제12조),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제12조 제2항) 등으로 하는 확대하
는 방안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02년에도 재정신청의 범위
를 위와 같이 수사기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로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처럼 최근 검찰에서는 검찰
권 행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재정신청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도, 다만 그 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반대하고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직무범죄로 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이전부터 1973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재정신청제도가
담당해야 할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기능이 무의미하게 되었
고 따라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결함을 시정하고 검사의 독선과 자의
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범죄에 대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
고,7) 재정신청제도를 1973년 유신헌법의 등장과 함께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으로 돌아가 모든 범죄사건으로 확대실시하게 되면 전국에 골고루 설치되어 있
6) 자세한 내용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전문위원보고서(상), 사법개혁위원회, 2000, 73면 이하
의 강일원, 강종구, 김준호, 이정수, 하태훈 전문위원 보고서 참조.
7) 차용석, “준기소절차의 구조와 제문제”, 고시계, 1988.10, 127면; 이재상, “재정신청의 제문
제”, 대한변호사협회지 1988.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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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등법원들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기관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찰권행사를 요구하는 국민의 정당한 욕구를 보다
신속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8) 또한 재야법조계에서도 기소독
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폐해는 비단 수사기관의 직무범죄에 제한되지 않으므
로 재정신청의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9)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실질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우
리나라 상황에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고 검사의 공
소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사법적 통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
가는 형사소송법학의 중대한 과제로 남아 있다. 최근에는 私人訴追나 公衆訴
追의 가능성이 전적으로 배제된 채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행 법제도하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
한 장치가 사실상 재정신청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재정신청 범위의
전면적 확대를 비롯한 재정신청제도의 개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에서는 형사소송법의 제정과정에서 입법자들이 공
소권 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적인 통제장치로 도입한 재정신청제
도의 의의를 살펴본 후, 재정신청 범위의 확대에 대한 반대론 내지는 제한적
확대론의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재정신청 범위의 전면적 확대의 필요성과 당위
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Ⅱ. 재정신청제도의 의의
1. 공소권남용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의 재정신청제도
소추권과 재판권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탄핵주의 소송구조 하에서, 흔히
재정신청제도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아닌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공판절차가 개
시되고 또한 공판절차에서 검사가 아닌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에 의해서 공소
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라고 일컬어진다.10) 심지어 일부에
8) 신동운, 형사소송법 Ⅰ[제2판], 1997, 315면.
9) 김갑배, “기소권제도의 개선방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3.1·2호, 117, 133면 참조.
10) 대법원 1983.7.14. 83모23 결정; 헌법재판소1997.8.27. 94헌바2 다수의견.

김 태 명

338

서는 재정신청제도는 “개인이 직접 법원에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국
가소추주의에 대한 예외이며, 기소 및 판단을 사법부에서 전부하기 때문에 권
력분립에 대한 예외요 탄핵주의의 포기인 동시에 규문주의로의 회귀”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11)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재정신청제도
는 경찰서장에 의한 즉결심판청구권과 같이 단순히 기소독점주의의 예외가 아
니라,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자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채택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기소독점주의는 공소제기의 권한을 검사에 독점시키는 원칙으로, 그 취지는
공익의 대표자이며 법률전문가인 검사로 하여금 공소제기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부적법한 공소제기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적 감정이나
지역적 특수사정에 좌우되지 않는 공정한 소추권 행사를 가능케 한다는 데 있
다. 그러나 기소독점주의가 관료주의와 결합하게 되면 공소권행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
어지는 공소권이 독점적 행사는 악이 될 소지가 높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
다.12) 따라서 기소독점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한 국가에서는 그 폐해를 방지하고
검사의 소추권행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를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기소독점주
의에 대한 필요불가결한 보완책으로서 법 앞의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고, 형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며, 공소권행사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배제
하기 위하여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13) 이와 함께 기소법정주의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소강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14) 다만 독일
형사소송법은 기소법정주의를 고집할 경우 법원의 업무량이 폭주할 우려가 있
고 범죄인의 사회복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제153조
이하에서 광범위한 기소법정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마저도 실정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 형사소송법상 기소
법정주의는 기소독점주의에 대응하여 검사의 공소권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11)
12)
13)
14)

길태기(대구지점 부장검사), “재정신청에 담긴 의미”, 법률신문 3018호, 2003.4.13.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5판), 2003, 349면.
Kahrsruher Kommentar Strafprozeßordnung, 4. Aufl., §152, Rn.13.
Kahrsruher Kommentar Strafprozeßordnung, 4. Aufl., §172, R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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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기소독점주의와 더불어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
서 공소권 행사의 여부를 검사의 재량에 맡겨 두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
다. 기소편의주의는 형사사법의 탄력적인 운용을 통하여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
고,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범죄인에게 조기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며, 불필요
한 공소를 억제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 도입된 것으로,
기소법정주의보다 합리적인 제도라고 설명되고 있다.15)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입
법자들은 “증거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소 안 하는 수가 있는데, 이것
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때에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였고,16) 이 때문에 “기소
편의주의와 검사공소권에 대해서 검찰기관과는 별개의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관
여를 시켜서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재정신청을 도입하게 되었다.17)
이처럼 재정신청제도는 형사소송법의 입법과정에서 입법자가 가장 심혈을 기울
인 것으로서,18)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사법적 통제장치인 것이다. 따라서 재정신청제도는 단순히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가 아니라 기소독점주의에 대응하여 검사의 공소권남용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도
입된 형사소송법상 가장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라고 해야 할 것이다.

2. 범죄피해자의 기본권 보장수단으로서의 재정신청제도
私人訴追나 公衆訴追가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장치로 도입된 재정신청제도에 있어서는, 국민인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법원의 심판을 신청할 수 있
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이처럼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권
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15) 김기두, 형사소송법(전정신판), 1987, 231면; 백형구, 신체계 형사소송법, 1998, 151면; 신현
주, 형사소송법(신정2판), 2002, 401면,
16) 입법자들의 이러한 우려는 그 이후 현실화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정치에 종속되어
기소편의주의가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정치적 부정·부패를 온존
시키는 바람막이 구실까지 하기도 하며, 국민으로 하여금 형사사법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무
전유죄, 유전무죄)를 초래하게 되었다(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5판), 2004, 352면).
17) 형사소송법초안에 대한 공청회(1954.1.9.)에서의 엄상섭 의원의 발언 참조(형사정책연구원,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1991, 128면).
18)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김정실 의원은 국회 본회의(제18회 제18차)에서 “본수정
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재판상 준기소제도의 신설입니다”고 밝히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앞의 책, 262-26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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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진압하고, 나아가서 이미 범죄가 발생한 경우
에는 범인에 대하여 국가형벌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
다. 그런데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것은 국가에 의한 또
다른 기본권침해이다. 즉 검사가 자의적인 수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불기소처
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것은 헌법 제11조가 정한 법 앞에서의 평등권을 침해하
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형사피해자에게 법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형벌
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절차적 기본권으로서 재판절차진
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19) 재정신청제도는 이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가 범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지 못했을 뿐만 아
니라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진압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범죄의 피해자가 법원에 대하여 직접 범죄자의 처벌을 주장할 수 있는 헌법상
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형사절차법상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20)
형사소송법은 비단 범죄의 피해자인 고소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고발인에
대해서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정신청제도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의 기소강제절차에서는 피해자인 고소인에
대해서만 재정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제172조 제1
항).21) 형사소송법이 재정신청권을 고소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고발인에 대해

서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재정신청제도가 단지 범죄피해자의 기본권을 보장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의 감시를 통해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담보
하고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형사소송법 입법자들은 범죄 피해자인 고소인에 대해서만 아니라 제3자인 국민
에 대해서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재정신청제도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19) 헌법재판소 1990.11.19. 89헌마116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추절차에 있어서 기소독
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범죄의 피해자인 고소인은 헌법 제11조 제1항
에서 규정한 평등권에 기하여 국가기관인 검사에 대하여 수사상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평
무사한 수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와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규정한 재판절차진술권
에 기하여 공판정에서 피해상황에 대하여 진술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충
분히 수사를 펴보지도 않은 채 미진한 상태에서 만연히 피의자 등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
렸다면 고소인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각 침해되었다”고 하고 있다.
20) 헌법재판소 1997.8.21. 94헌바2 재판관 이재화, 조승형, 이영모의 반대의견 참조.
21) 이러한 이유에서 독일에서는 기소강제절차가 기소법정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거
나 또는 적어도 기소법정주의의 보장을 직접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범죄 피해자의 주관적 공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Roxin, Strafverfahrensrecht, 25.Aufl.,1999, S.3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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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는 수단으로서 그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던 것이다.22)
검찰이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남용하여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나 일선수사기관의 인권침해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역사적 현실에 비추어 볼 때도,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고발
인의 재정신청에 의하여 제3의 독립기관인 법원이 그 당부를 심판함으로써 범
죄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보장하고 나아가서 국민
의 감시를 통해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통제하고자 했던 형사소송법 입법자의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23)

Ⅲ.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문제점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1997년)에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헌법상 반
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제도를 둘
것인지, 재정신청제도를 둘 경우 그 신청대상범죄를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면서, “공무원의 직무
에 관한 죄 중에서 주로 수사기관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유형의 범죄에 속하는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
죄, 폭행·가혹행위죄의 경우에는 기소편의주의가 남용될 소지가 많고 검찰자체
의 시정제도에 의해서는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아니하므로 그 통제의 객관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
히 이들 범죄를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법원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검찰청법
상의 항고절차를 통하여 불기소처분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
22) 이것은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과 김근태씨 고문사건 등에서 변호인단이 앞장서서 재정신
청을 한 사례나, 정치적 의혹사건, 권력형 부정부패사건, 선거사범 등에 있어서는 사실상
고발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재정신청제도의 검찰권 남용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의 성격을 강조하는 견해로는 하승수, “검
찰권 남용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의 재정신청제도”, 법과사회 16·17호, 1999, 5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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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조 제1항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과 기본권제한의 비
례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24)
그리고 이 사건에서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재정신청에 의한 권리구제의 효
과는 극히 미미하나 검찰청법상의 항고제도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상당히 실
효적인 통제수단으로 활용되고 권리구제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으므로,
항고제도에 다시 제정신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불필요한 권리구제절차의
중복일 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다고 주장하고,25) 나아가서 헌법
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항고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으며, 헌법소원심판으로 인하여 불기소처분이
취소되면 검사는 의무적으로 사건을 재수사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제도는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시정함에 있어서 매우 실효성있는 제도로
정착되었으며 재정신청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6)
그리고 검찰은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재정신청의 범위를 직권남용
죄 등에 한정하고 있으나, 재정신청 대상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검찰심사회의 결정을 제외하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신청을 일정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27)
이상과 같은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과 검찰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재정신청
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은 헌법상 비례성의 원칙과 평
등의 원칙이 위배되지 않고,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검찰항고
제도와 헌법소원제도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마찬가
지로 재정신청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위헌이라는 주장은 없다는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 본다.

1. 헌법상 비례성 원칙의 위배여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

24)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로는 조국, “강조되어야 할 예외로서의 재정신청
제도”, 형사판례연구[8], 2000, 550면 이하 참조.
25) 의견서, 40, 41, 50면.
26) 의견서, 40, 50면.
27) 의견서, 22,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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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므로(헌법 제37조 제2항 본문) 범죄피해자의
재판청구권,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신청은 반드시
절대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으므로(헌법 제
37조 제2항 단서), 만일 1973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의하여 재정신청의 범위가

직권남용죄 등으로 제한됨으로써 재정신청제도의 본래적 의미가 상실될 정도
에 이르렀다면, 이는 헌법상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73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있어서 재정신청 범위를 제한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본질적 내용의 침해여부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0월 유신에 의해 국회가 해산된 후 초헌법적 기관으로 등장한 비상국무회
의는 1973년 재정신청의 범위를 직권남용죄 등으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개정
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실질적인 이유는 검찰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법원의 통
제를 배제하고 검찰권을 강화하는데 있었지만, 명목적으로는「준기소절차가
법원의 제3자적 심판기능에 대한 예외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검찰청법
의 항고절차와 중복되는 것이므로 항고에 의하여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공
무원의 직권남용죄에 대하여만 재정신청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에
있다고 설명된다.28)
그러나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신청자
(고소인, 고발인)와 검사간의 대립이 문제되고, 법관이 당사자로부터 독립하여
객관적 제3자적 위치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
지에 관한 사항 및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등의 직무와 권한
을 가지고 있으나(검찰청법 제4조 제1항)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부여된 권
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되며(동조 제2항), 실체적 진실에 입각하여 국가 형벌권
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를 지고 있다.29) 따라서 검사가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서 공소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28) 서일교, 형사소송법(제8판), 1979, 300면. 당시 법무부장관은 비상국무회의(1973.1.19.)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제도를 검찰청법에 의한 상고제도와의 중복을 피하”는
데 개정의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형사소송법제정·개정자료집, 대검찰청, 1997, 478면).
29) 대법원 2002.2.22. 2001다23447. 검사의 객관의무에 관해서는 이완규, “검사의 지위와 객관
의무”, 저스티스 73號, 2003. 6, 22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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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개인적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 권한을 남용하여 피의자
에게 유리하게 행사하는 경우, 객관적인 제3자적 입장에서 검사의 공소권행사·
불행사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법원의 제3자적 지위에 부합한다.
그리고 재정신청제도가 검찰항고와 중복된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부족하
다. 재정신청을 하기 전에 우선 검사장에 대한 항고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독일형사소송법과는 달리,30)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검찰의 자발적인 시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
고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재정신청을 한 때에는 검찰항고를 할
수 없으며, 검찰항고를 한 후 재정신청을 한 때에는 검찰항고가 취소된다(검찰
청법 제9조 제5항). 그리고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법규정상으로도 77일 이상이 소요되는 검찰
항고를 거친 후 재정신청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31) 따라서 재
정신청과 검찰항고는 중복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 또는 보완적인 관계에 있
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1973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의한 재정신청 범위의 축
소는 그 입법목적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그리고 설령 재정신청의 범위
를 제한하는 입법목적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재정신청의 본
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므로, 재판청구권은 국민에게 실효적·실질적으
로 보장되어야 하고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법원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여 단
지 명목적인 권리가 될 정도로 재판청구권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32) 따라서
입법자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면서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대한 보완장치로써 마련한 재정신청제도가, 1973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의해서 직권남용죄 등 일부 범죄로 축소됨으로써 고소·고발인의 기본권
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나아가서 검사의 공소권남용에 대한 통제장치로서의 의미
를 상실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30) 독일 형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제2항.
31)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항고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
고(제9조 제3항),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검찰청은 20일 이내에 그리고 고등검찰청
은 20일 이내에 검찰항고를 처리하며, 검찰항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항고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불기소처분의 통지로부터 검찰항고결과의 통지를 받기까지
는 규정상 77일정도 소요된다(정동욱, “검찰항고의 실태”, 고시연구, 1998. 6., 28면 참조).
32) 헌법재판소 1996.10.4. 선고, 95헌가1·4(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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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재정신청의 범위가 제한된 1973년을 전후로 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접수 및 처리
검
연 도

찰
처

접 수

기소
명령

1968

1,085

9

1969

1,110

1970

고법
송치

법
리

원

재 정 결 정

신청
취소

미 제

1,004

5

28

1,062

1,053

17

1971

1,970

1972

부심판

신청
취소

계

기 각

67

1,050

984

29

37

8

12

881

813

22

46

937

17

82

770

731

8

31

30

1,849

33

58

1,439

1,362

29

48

2,214

40

2,116

29

29

2,018

1,971

17

30

1973

264

0

244

2

0

1,544

1,527

5

12

1974

50

0

46

4

0

132

131

0

1

1975

14

0

14

0

0

15

51

0

0

1976

38

0

35

3

0

24

24

0

0

1977

28

0

0

0

0

33

33

0

0

* 대검찰청, 검찰연감, 1986 참조.

<표 1>에서 볼 수 있다시피 재정신청의 범위가 축소된 1973년을 기점으로
하여 재정신청수가 급격히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유신정권과 5공정권을 거치
면서 인권침해사건이 더욱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7년까지 한 건의 부심
판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어 활동
을 시작하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헌정사상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고양됨에 따라
재정신청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부심판건수는 여전히 저조하다.33) 이처
럼 1973년을 전후로 한 재정신청 및 부심판건수의 급격한 감소는 재정신청 범
위의 축소가 과도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34) 그 동안 발생한 인권침해
33) 1988년 이후 재정신청인원(부심판인원)을 살펴보면 1988년 111(7)명, 1989년 130(2)명, 1990
년 132(1)명, 1991년 114(0)명, 1992년 97(0)명, 1993년 101(0)명, 1994년 229(1)명, 1995년
138(0)명, 1996년 345(5)명, 1997년 309(18)명, 1998년 282(12)명, 1999년 381(4)명, 2000년
660(10)명, 2001년 512(14)명, 2002년 845(5)명이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89~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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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국민의 고양된 권리의식에 비추어 볼 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재정
신청 및 부심판의 실적은, 재정신청제도가 검사의 자의적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본래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재정신청의 범위를 극히 제한된 범위로 축소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헌법상 기본권제한에 관한 비례성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35)
2. 헌법상 평등원칙의 위반여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1997년)에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과 검찰은 이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수
사기관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범
죄로서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의 경우에는 기소편의주
의가 남용될 소지가 많고 검찰자체의 시정제도에 의한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
운 측면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법원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검찰청법상의 항고절차를 통하여 불기소처분
을 시정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의 범죄자에 대한 처분결과를 보면 반드시 직권남용죄 등
에 대에서만 불기소처분의 비중이 높은 것도 아니며, 검사의 불공정한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비단 직권남용죄 등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표
2>는 최근 3년간 재정신청사건 죄명별 인원수를 나타낸 것인데, 현행법상 내란
의 죄 이하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재정신청이 이루어
지고 있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기타 재산범죄에 대해서
도 재정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 김기두, 형사소송법(신정전판), 1987, 242면은 1973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재정신청제도
가 담당하여야 할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기능이 무의미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35) 헌법재판소 1997.8.27. 94헌마2 재판관 이재화, 조승형, 이영모의 반대의견.

재정신청제도의 의의와 범위의 확대

347

<표 2> 재정신청사건 죄명별 접수인원수
죄

명

1999

2000년

2001년

2002년

직권남용

184

225

247

329

불법체포감금

8

-

-

26

폭행가혹행위

70

51

74

64

체포감금의 가중처벌

-

5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3

228

-

27

내란의 죄

-

1

-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1

81

62

300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

1

-

5

무고의 죄

6

32

5

12

문서에 관한 죄

38

16

65

65

1

15

-

12

5

23

4

381

660

512

845

권리행사방해
사기와 공갈의 죄
합

계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0-2003 참조.

그리고 범죄피해자의 관점에서도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만이 검사의 자의적이
고 불공정한 불기소처분의 가능성이 높고 기타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
성이 없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검사의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불기
소처분의 가능성에 관한 한 범죄피해자들은 같은 상황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고 할 것이다.36)
또한 검찰은 재정신청을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인정하는 경우 권리구제에 대
한 기대로 인하여 단순한 민사분쟁을 형사절차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고
소의 격증, 당해범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자들에 의한 고발의 격증, 정치
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무분별한 고발의 남발, 피고소·고발인의 사회·경제적
피해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뿐 아니라, 법원의 업무 또한 크게 늘어나 사실
상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법원 형사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그로 인한 권리구제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폐해가 훨씬 크다고 지적하고 있
36) 헌법재판소 1997.8.27. 94헌마2 재판관 이재화, 조승형, 이영모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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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7) 최근에도 검찰에서는 재정신청 범위의 전면적 확대에 반대하면서, 그 근
거로 남고소·고발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전면적으로 확대할 경우 민
사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기·횡령·배임 등의 고소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급
증해 결국 재정신청제도가 민사적 분쟁해결수단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
고, 이로 인해 피고소·고발인의 피해가 심화되며, 검찰과 법원의 업무가 가중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38)
그러나 “범죄는 사회의 수준은 반영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은 국가의 수준을
반영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고소·고발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범
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국가가 범죄 피해자
에 대한 권리구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
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무를 진 국가기관이 고소·고발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보장 수단 중의 하나인 재정신청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모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1973년 형사소송법의 개
정으로 재정신청의 범위가 제한되기 이전까지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재정신청
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고소·고발 및 재정신청의 격증으로 인한 법원의 업무폭
증은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제정신청제도의 여러 가지 결함으로 그 본
래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가해지기도 하였다.39) 물
론 모든 범죄로 재정신청을 확대할 경우 검찰과 법원의 업무가 증대될 가능성
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가 당연히 감수해야 할 어려움일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검찰과
법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 처
음부터 재정신청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피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독일 형사소송법에서는 재정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서명을 하여야
하고, 공소제기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며(제172조 제3항),
재정신청 절차를 통하여 국고와 피해자에게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비용을 위
하여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결정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법
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6조). 독일 형사소송법의 예
37) 의견서, 55-56면.
38)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3 1·2호, 137-138면 참조.
39) 최보현, “재정신청에 관한 시비”, 법조, 1957. 12, 19면은 재정신청제도의 여러 가지 결함을
지적하면서 ‘빛좋은 개살구’라는 혹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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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듯이 재정신청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강구할 수 있으며, 남용을 우려하여 처음부터 재정신청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처럼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대한 우려는 비단 수사기관의 직무범
죄에 국한되지 않고 범죄피해자의 재판청구권·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은 모
든 범죄에 대하여 공정하게 보장될 것을 요구하므로, 그 폐해를 우려하여 재정
신청의 범위를 직권남용죄 또는 수사기관의 직무범죄로 제한함으로써 범죄의
유형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차별을 두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
된다고 하겠다.40)

3. 검찰항고 및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과의 관계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1997년)에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 및 검찰은 직권남용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항고에 의해서
충분히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의해서 검사의 불공정한 불기소처분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검찰항고제도 및 헌법소원제도가 재정신청을 대신할만한
효과적인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수단인지 그리고 검찰의 공소권남용에 대한
통제장치인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일이다.
(1) 검찰항고제도의 실효성
검찰항고제도는 형사소송법보다 앞선 1949년에 제정된 검찰청법에 의해 도
입되었다.41) 우선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과 검찰의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 검찰항고제도에 의해 충분히 권리구제가 되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재정신청 범위가 축소되었더라도 재정신청인원수 및 부심판결
정건수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어야 할 것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3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재정신청제도는 거의 形骸化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검찰항고·재항고의 접수 및 처리와 재정신청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검찰의 주장대로 검찰항고제도가 고소인·고발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
40) 헌법재판소 1997.8.27. 94헌마2 재판관 이재화, 조승형, 이영모의 반대의견
41) 처음에는 고소인에 대해서만 인정되었으나 1962년 개정으로 고발인에 대해서도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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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다시피 항
고인원수 대비 기소명령인원수는 1998년 7%, 1999년 6%, 2000년 3%, 2001년
및 2002년 2% 정도에 그치고 있고,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기 전에 지방검
찰청 검사장·지청장 및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재정신청에
대해서도 기소명령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검찰항고제도가 고소인·
고발인의 권리구제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표 3> 검찰항고·재항고 및 재정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고·재항고
연 도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항 고
재항고
항 고

접수

기소
재기
명령 수사명령

17,525 123
5,855

1,587

-

298

22,350 143

1,808

재정신청
항고
기각

각하

12,054 1,308
4,968

-

15,150 2,671

재항고

7,863

-

415

6,722

-

항 고

22,872

82

1,887

재항고

8,799

2

329

항 고 21,7501

64

1,928

15,703 2,617

재항고

0,186

3

246

8,140 1,010

항 고

19,166

51

1,917

13,302 2,338

재항고

8,529

-

215

15,668 3,308
6,851

6,608

730

796

접수

기소 고법 신청
명령 송치 취소

287

-

287

-

421

3

416

2

698

-

698

-

614

-

612

1

802

-

800

-

* 대검찰청, 검찰연감, 2003, 622-624면.

그리고 검찰의 항고·재항고의 처리실태를 보더라도 검찰항고제도가 충분한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980년대 후반부터 국
민의 권리의식이 급격히 신장된 반면 검사의 결정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팽배
해 있는 상황에서, 1988년에 헌법재판소가 출범하면서 직권남용죄에 한하여 인
정되는 재정신청에 대한 대안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급증하게 되
었는데, 헌법소원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항고·재항고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등검찰청의 업무가 격증하게 되었다. 항고사건처리에 관한
대검예규에 따르면 항고사건의 주임검사는 반드시 항고인을 소환·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항고인은 이미 원심청에서 여러 번 조사를 받았고 또 항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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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이유와 불만사항을 자세히 적어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임검사의 조사는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42) 대검검사도 마찬가지로 매월 수십 건
의 재항고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재항고제도를 폐지·제한하여야 한
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43) 항고·재항고의 실태가 이러하다면 검사의 불
공정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검찰항고제도에 의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하나의 희망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모든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을 허용하게 되면, 이는 법원이 모
든 고소·고발범죄에 대하여 기소·불기소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결과가 되어 이
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를 형해
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44)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 재정신청제도의 특
수성을 간과한 것이다. 검찰항고제도와 제정신청제도는 서로 중복되기 보다는
선택적 또는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으며. 우리나
라 입법자들은 그 모델로 삼은 일본과는 달리 재정신청제도 내에 아예 검찰항
고를 포함시키고 있다.45) 즉 재정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여야 하고(제260조 제2항),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고등검찰청장에게 송치하며, 송
치를 받은 고등검찰청장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거
나 공소제기명령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261조). 이와 같이 재정신청제도 내
에 검찰항고를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입법자들은 “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의
책임자로 하여금 재고할 기회를 주어 검찰청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가급적 기소독점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46)
이처럼 우리나라의 재정신청제도는 고소인·고발인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을
때 검찰 스스로에 의한 시정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있으므로 기소독점주
의의 본질에 반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

42)
43)
44)
45)

정동욱, “검찰항고의 실태”, 고시연구 1997.7, 40면.
정동욱, 앞의 논문, 41면.
의견서, 20-21, 25면.
일본에서는 재정신청서를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관에게 제출하고(일본 형사소송법 제264
조), 검찰관이 이유없다고 판단하면 이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청구서를 지방재판소에 송부한다(일본 형사소송규칙 제171조).
46)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형사정책연구원, 1991, 128-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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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권력분립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실효성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1997년)에서 검찰은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제도가 검찰항고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충
분히 구제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정신청의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장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제도는 1973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재정신청의 범위가 축소된 이후 그 공백을 매움으로써 국민의 권리
구제수단으로 그리고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해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근본적 한계로
인하여 그 역할이 제한적이지 않을 수 없었으며, 재정신청제도에 가름하는 충
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47)
첫째로, 재정신청과는 달리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고소인에 대해서
만 인정되고 고발인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그 기본권은
심판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당한 경우라야 하므로 기본권의 피
해자에 대해서만 허용된다.4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고소인에 대해서
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는 불문으로 하더라도49), 헌법재판소가 고
발인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로서는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효과는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둘째로, 재정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
의 진행이 정지되나(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
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되거나 심지어 심판에 회부된 경우라도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50)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헌법소
원이 제기된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정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나,51) 헌법재판소가 공소시효의 정지를 인정하지 않는 현재로서는 고소인이
47) 헌법재판소 1997.8.27. 94헌마2 재판관 이재화, 조승형, 이영모의 반대의견 참조.
48) 헌법재판소 1989.12.22. 89헌마145.
49) 고발인에 대해서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는 헌법재판소 1989.12.22. 89헌마145 재판
관 변정수, 김진우의 반대의견; 이석연,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1992, 129면; 신동운, 앞
의 책, 327면 참조.
50) 헌법재판소 1993.9.27. 헌마284; 1995.1.20. 선고, 94헌마246.
51) 헌법재판소 1993.9.27. 헌마284 불기소처분취소 재판관 한병채, 이시윤, 김양균 및 변정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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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가 따른다. 특히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
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
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기 위해서
는 원칙적으로 검찰항고를 거쳐야 하는데, 항고 및 재항고를 모두 거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이 제기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결정
을 늦추거나 헌법재판소가 인용결정을 하다라도 검사가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다
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전혀 구제책이 없다.
셋째로, 재정신청의 경우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사건을 관할 지방법
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됨에 반하여(형사소송법 제263조),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
원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피청구인인 검사는 헌
법재판소가 그 결정의 주문 및 이유에 설시한 취지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여
결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52)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검사에 대하여 기
소를 강제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이 있더라고 공소제기 의제와 같
은 효과도 부여되지 않음으로써,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사례까지도 발생하고 있다.53)
넷째로, 재정신청의 대리는 변호사에 한정되지 않으나(형사소송법 제264조),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된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물론 국선변호인제도가 인정되나 재정신청에 비하여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제도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 한계
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적을 보더라도 그다지 기대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1998.9.1.부터 2004.2.29.까지 헌법재판소는 총 4,956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을 처리하였는데, 이 중 179건만이 인용결정을 받음으로써
인용율은 3.6%에 불과하다. 또한 2002년 8월까지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의 인용건수는 총 112건인데 이 중 50건에 대해서만 공소제기가 되었을 뿐 나
머지는 불기소처분(54건), 참고인중지(4건), 수사 중(4건)으로 처리되었다.54)
반대의견; 신동운, 앞의 책, 366면.
52) 헌법재판소 1993.11.25. 선고, 93헌마113.
53) 헌법재판소 1993.11.25. 93헌마113에서는 불기소처분과 헌법소원이 3차례나 반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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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실적에 비추어 볼 때도 검사의 자의
적 불기소처분에 효과적인 권리구제장치 또는 통제수단이 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효율성 이외에도, 과연 헌법재
판소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주도적인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헌법정책적 관점에서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998.9.1.부터 2004.2.29.까지 헌법
재판소는 총 9,186건(이 중 헌법소원은 8,733건)의 결정을 내렸는데 이 중 4,956건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전체사건의
53.9%(헌법소원사건의 56.7%)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의 인용률이 극히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은, 1973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축소된 재정신청제도가 통상적인 사법적 권리구제절차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검사의 자의적 불기소처분으로 기본권을 침해
당한 고소인이 대거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호소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987년 헌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
는 헌법기관 중으로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차적인 헌법의
수호기관이지 권리구제를 위한 특별한 심급기관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 중
에 하나인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되어야 하
고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통상적인 사법적 권리구제절
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55) 이러한 이유에서 과다한 검사의 불
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
하는 본래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원래 검찰과 법원이 담당
해야 할 처벌하느냐 또는 하지 않느냐의 문제에 헌법재판소가 개입함으로써 형사
사법시스템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56) 뿐만 아니라 헌
법재판소가 처리하는 사건의 절반이상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인 상황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불기소처분의 적정성을 제대로 심사하고 있는가
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사법시스템의 왜곡을 해소하는 근본
적인 방안은 재정신청의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여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대
한 주도적 통제권을 법원에 이양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57)
54) 2002년도 국정감사 의원요구자료집, 법무부, 2002 참조.
55) 허영, 한국헌법론(제2판), 2002, 820면 참조.
56) 정종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제도”, 인권과 정의 제237호, 1996.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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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의 재정신청제도와 검찰심사회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1997년)에서 검찰은, 일본에서
도 재정신청의 범위를 직권남용죄에 한정하고 있고 재정신청의 대상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검찰심사회의 결정을 제외하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신청을 직권남용죄로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58)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일본의 재정신청 및 검찰
심사회에 대한 검찰의 편의적인 해석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은 재정신청제도와 검찰심사회제도를 도입하였
는데, 그 배경은 재야법조인의 검찰소추권에 대한 제한론과 미군정에 의한 사법
제도 민주화로 설명될 수 있다.59) 우선 일본의 재야 법조인들은 경찰 등 공무원
에 의한 인권유린사건의 근절을 위해서는 검찰관에 의한 형사소추권의 독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및 경찰 공무원에 의한 범죄에 대한 소추기
관을 별도로 신설하고 인권유린사건에 대하여는 변호사회에 소추권을 부여할 것
은 제안하였다.60) 또한 미군정은 그 이전 일본에서의 중대한 인권침해는 주로
검찰, 헌병 그리고 경찰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판단하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개
정과정에서 고문금지 등을 비롯한 상세한 인권보장규정을 두었으며, 인권침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국가소추주의에 입각한 규문주의적 감찰사법에 있다고 보아 검
찰의 민주화를 사법개혁의 최대과제로 삼고, 구체적 실현방안으로 私人訴追主義,
陪審制度의 도입, 檢察官의 公選制 및 지방분권화 등을 제안하였다.61) 그러나
당시 일본에서는 天王主義로부터 國民主權主義로 그리고 國家訴追主義로부터
私人訴追主義로 전환한다는 것은 司法省뿐만 아니라 재야 법조인 및 학자들 사
이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미군정의 제안은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
고, 이로써 사인소추주의는 고소·고발절차의 개선과 재정신청제도의 신설로, 검
57)
58)
59)
60)

같은 취지로는 신동운, 앞의 책, 315면; 정종섭, 앞의 논문, 16면.
의견서, 22, 49면.
鯰越溢弘, “準起訴手續と私人訴追主義”, 自由と正義 43권 7호, 12면.
刑事訴訟法制定過程硏究會, “刑事訴訟法の制定過程(1)”, 法學協會雜誌, 91권 7호, 97면. 이
뿐만 아니라 2차세계대전 이전에도 독직사건 등의 범죄에 있어서는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
는 범죄지의 지방재판소가 기소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刑事訴訟法制定過程硏究會, “刑事訴訟法の制定過程(3)”, 法學協會雜誌, 91권 10호, 59면).
61) 小田中總樹, “刑事裁判制度の改革”, 戰後改革4 司法改革, 1975, 2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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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관의 공선제와 지방분권화는 검찰관의 임기제와 검찰관적격심사제로, 그리고
배심제도는 검찰심사회제도로 축소되었다.62) 이처럼 일본의 재정신청제도와 검
찰심사회제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찰, 헌법 그리고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검찰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된 것이었다.
1948년에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처음으로 도입된 일본의 재정신청제도는 “국
민이 공무원의 인권침해를 탄핵할 권리를 보장하고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담보
하며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으나,63)
정작 그 실적에 있어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 재정신청제도의 시행 이
후 1999년 10월까지 청구가 인용된 사건은 모두 17건으로 재판의 결과는 유죄
8건, 무죄 7건 그리고 면소 1건, 상고심 계속 중 1건이다.64)
이에 반하여 검찰심사회제도는 재정신청제도보다는 훨씬 더 잘 활용되고 있
다. 일본은 이미 大正 12년(1923년)에 陪審法을 제정하여 昭和 2년(1927년)부터
18년(1933년)까지 배심제도를 시행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미군정이 검찰의 민주화와 국민주권주의의 일환으로서 배심제도의
부활을 주장하자, 그 대안으로서 1948년에 檢察審査會法을 제정하여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검찰심사회법은 형사소송법 못지않게 중요하게 취
급되어 기본법전에 수록되어 있을 정도이고, 대학의 형사소송법 강의시간에도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65)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공소권실행에 관한 민의를 반영하여 그 적정을 도모”
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사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민 참여수단이다. 검찰심사
회는 政令에 정한 지방재판소 및 지부의 소재지에 설치되며, 각 지방재판소의
관할구역 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설치되지 않으면 안 된다(제1조). 검찰심사회는
당해 검찰심사회의 관할구역내의 衆議院議員 선거권자 중에서 선출되는 11인의
검찰심사원으로 구성되고(제4조), 6개월의 임기동안(제14조) 독립하여 권한을 행
사한다. 그리고 검찰심사회의 소관사항은 검찰관의 불기소처분의 당부심사에 관
한 사항과 검찰사무의 개선에 관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이다.
불기소처분의 당부심사는 신청에 의한 경우와 직권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지
62) 鯰越溢弘, 앞의 논문, 13면.
63) 本田兆司, “付審判決定後の公判における問題點と改善策”, 自由と正義 43권 7호, 34면
64) 신동운 역/三井誠·酒卷匡, 일본형사수속법, 2003, 127면.
65) 三井誠, “開かれた刑事司法”, 國民の司法參加と司法改革, 1997,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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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심사가 의무적이다(제2조). 심사신청권자는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 청구를 기다려 수리를 해야 할 사건에 대하여 청구를 한 자 및
범죄피해자이다(제30조), 검찰심사회는 공무소·공사단체에 대한 조회, 증인신문,
전문적 조언의 청취 등의 권한을 가지며(제36-38조), 검찰관은 검찰심사회의 요
구가 있는 때에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의무를 진다(제35조), 검찰심사회의 의결은 검찰심사원 전원이 출석한
비공개의 회의에서 행해지며(제25, 26조), 의결방식은 과반수에 의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나, 기소상당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8인 이상의 다수를 요한다(제27
조). 검찰심사회는 심사결과 의결을 한 때에는 이유를 붙인 의결서를 해당검찰

관을 지휘·감독하는 檢事正 및 검찰관적격심사회에 송부하고, 그 의결의 요지
를 개시하며, 심사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40조). 검사정은 의결서 등본
의 송부가 있는 경우 그 의결을 참고하여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사려되는
때에는 기소절차를 밟아야 한다(제41조). 검찰심사회의 의결결과 검찰관에 의한
불기소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不起訴相當, 수사가 불충분하여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不起訴不當, 적극적으로 기소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起訴相當 결정을 한다. 다만 기소상당 또는
불기소부당의 의결이 있다고 하여 검찰관이 기소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1949년부터 1998년까지 검찰심사회가 수리한 사건은 약 13만1천 건인데 연
평균 1천2백건 정도이며, 죄명별로 보면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기, 문서위조, 상
해, 상해치사, 직권남용, 절도, 살인, 업무상횡령, 위증의 순이다. 의결의 비율은
기소상당·불기소부당이 12.3%, 불기소상당이 51.5%, 신청각하·이송·심사종결이
35.8%이다. 그리고 1949년부터 1998년까지 기소상당·불기소부당 결정이 내려진
15,678건 중 6.7%인 1,048건에 대해서 기소가 행해졌으며, 그 재판결과는 유죄
가 92.4%이고 무죄 등이 7.6%에 이른다.66)
검찰은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듯하나 이
처럼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 실적은 우리나라의 재정신청 및 불기소처분에 대
한 헌법소원실적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높은 편이며, 제도 자체에 대한 평
가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검찰심사회는 1948년 발족된 이후 현재까지 14만여건
66) 신동운 역, /三井誠·酒卷匡, 앞의 책, 123면. 특히 평성 5년(1993년)의 경우는 41.515건이
수리되었는데 이중 10,175건에 대하여 기소상당·불기소부당 결정이 내려졌으며, 기소상당·
불기소부당 결정이 내려진 사건 중 18건이 기소되었다(法務年鑑, 日本 法務省,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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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심사하고 이 중 1,100여건에 대하여 기소상당·불기소부당 결정을 내림으로
써 검찰심사회의 존재 자체가 검찰관에 대하여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검찰심사회를 경험한 40여만명의 국민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
며 검찰권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평
가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검찰심사회제도에 대해서는 시민이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사함으로써 시민이 피의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활동하여 피의자의
인권과 충돌하고,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낮으며, 검찰심사회의 결정에 대
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나, 이러한 문제점에
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검찰심사회는 국민의 형사사법에 대한 중요한 참여수
단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야 할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67)
이처럼 일본의 재정신청제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를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에 고문금지를 선언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도입된 제도로서 그 범위가 직권남용죄에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
와는 달리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검찰심사회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결코 직권남용죄로 제한된 재정신청
으로 충분하다고 보거나 이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입법자는 검찰의 공소권남용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독일의 기소법정주의와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 등을 검토하였
으나 우리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재정신청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여 이를 원칙적인 통제장치로 도입하였다. 다만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재
정신청을 허용할 경우 법원과 검찰이 대립할 것을 우려하여 일본과는 달리
재정신청에 대한 심판을 고등법원이 담당하게 하였고, 나아가서 재정신청제도
내에 검찰항고를 포함시킴으로서 검찰의 자체적인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였
다.68) 이처럼 우리나라와 일본의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재정신청의 범위를 직권남용죄에 한정하고 있으나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제한
하고 있는데 대하여 아무런 비판이 없다고 하는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
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67) 三井誠, 앞의 논문, 58-59면.
68) 형사정책연구원, 앞의 책, 128-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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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신청제도는 입법자들이 기소독점주의와 기
소편의주의로 인하여 검사의 공소권 행사가 정실과 독선에 흐르는 폐단을 방
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채택한 제도이었으나,69) 1973년
유신정권에 의해 그 범위가 직권남용죄로 대폭 축소됨으로써 입법자가 원래
의도하였던 검찰의 공소권남용에 대한 통제장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은 비민주적인 비상입법기구에 의한 재정신청제도의 왜곡으로 인하여 그 동
안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비롯하여 각종 공무원범죄, 권력형 비리사건이나 부
정부패사건에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법적 통제를 받지 않은 채 방치되었으며,70) 이로 인해 검찰권 행사
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검사의 범죄수
사 및 소추의무와 범죄피해자의 재판청구권,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강
조해 왔던 헌법재판소는, 1997년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사
건에게 재정신청은 단순히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하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
법적 통제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재정신청의 범위를 확
대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권위주의적 검찰사법을 지양하
고 형사사법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였다.
그러나 私人訴追나 公衆訴追가 배제되어 있고 나아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행 형사사법 체제하에서, 재정신청제도는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통제장치로 재조명되고
있다.71) 또한 국민의 사법참여의 문제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진지하게 논의
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72) 재정신청제도는 그동안 검사에게 독점되었던

69) 형사소송법안에 관한 공청회(1954.1.9.)에서 법무부차관과 검찰총장이 재정신청제도를 반
대하자, 엄상섭 의원은 “주로 행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장래를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고 하였다.
70) 검사의 법왜곡행위에 대해서는 허일태, “검찰의 법왜곡행위와 이에 대한 대책”, 형사법연
구 제11호, 1999, 308면 이하 참조.
71) 조국, 앞의 논문, 551면.
72) 최대권, “국민의 사법참여 무엇이 문제인가?”, 사법개혁위원회「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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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추에 일반국민인 고소인·고발인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형사사법에 대한
중요한 국민적 참여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신청제도는 단순히
입법자의 입법정책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형사사법시스템 하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게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재판청구권·재판절차진술
권 및 평등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불가피한 입법
적 선택이며, 국민의 감시를 통해 범죄수사와 공소제기의 공정성을 유지함으
로써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수단이다.
이러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1997년 헌법소원사건에서 재정신청의 범
위를 직권남용죄로 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합헌성을 주장
하였던 검찰은 최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수용하여 항고심사회나
검찰모니터링과 같은 독자적인 개혁방안을 추진하고 있다.73) 그러면서도 재정
신청의 범위를 모든 범죄에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수사기관에
의한 직무범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의 공소권남용이나 검사의 부당한 불
기소처분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는 비단 수사기관의 직무범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私人訴追나 公衆訴追를 배제하고 모든 범죄에 대한 기
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는 한 재정신청의 범위는 모든 범죄에 확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수뢰죄 등 공무원의 직
무에 관한 범죄와 법원·검찰·경찰 등 수사 및 재판기관 종사자를 비롯하여 고
위공직자,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전·현직 선출직 공무원 범죄사건을 우
선적으로 포함하여 모든 범죄로 확대되어야 하며, 재정신청 범위의 확대로 인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독일, 일본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자료집, 2004.3.22. 참조.
73) 최근 검찰에서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등검찰청의 항고사건 결정과정에 변호사·법학교
수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항고심사회 설치․운영하고, 검찰행정 및 수사절차에 대한 시
민 참여방안으로써 시민 옴부즈만 등 검찰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보도자료 “검
찰개혁방안 시행”, 대검찰청, 2003.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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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tension of the Object of Request for Ruling
Kim, Tae-Myeong

Prosecution by public prosecutor and discretionary indictment as basic
principles of public prosecu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have a merit
that can guarantee the elastic exercise of the prosecutorial power and the
materialization of substantial justice. But they involve a fault that can impair
the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prosecutors and give rise to the abuse of
prosecutorial power.
As a control measure against these principles, the request for ruling with
the competent High Court of the person who lodge complaints or accusations
on crimes was adopted by strong will of

lawmaker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1954. It applied to non-institution of prosecution of all
crimes at that time, but the military government restricted its object to the
crimes of public officials as referred to in Articles 123 through 125(abuse of
authority, unlawful arrest and confinement, violence and cruel act) of the
Criminal Act from the Amendment in 1973.
The limitation of the object of request for ruling has an unconstitutionality
as to infringe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equality and of trial procedure
statement of a victim of crimes as well as to weaken effectiveness of request
for ruling. So it couldn't have fulfilled it's function as a checking installation
about prosecutors monopoly and abuse of its power after 1973.
Nowadays the desires of citizens for correcting prosecutor's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public prosecutions of crimes, such as the crimes in course of
official duties of public officials are strong. The request for ruling as its
controling system objectively guarantees the reasonableness of exerci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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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ecutorial power. Moreover it subjectively aims at protecting fundamental
rights of criminal victims and relators. For realization of the aim of the re
quest for ruling, its object that was curtailed in 1973 should be widen to all
crimes. The extension of its object will make the people's participation in
criminal procedure possible and ensure the fairness of prosecutorial power.
Consequently the object of the request for ruling should be extended to
non-institution of all crimes.

* 주제어 : 재정신청, 재판상 준기소절차, 공소권남용, 불기소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