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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다른 일반 범죄
와는 구별되는 뚜렷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에 대한 수사도 일
반적인 범죄수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약류의 수사는 그
은밀성 때문에 사전정보 없이는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중요성 때문에 마약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나
름대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마약류 범죄집단에 대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류 수사 및 정보의 수집
은 체계적으로 효율성 있게 이루어지기보다는 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의 마약류범죄는 고도로 발달된 첨단수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
문에 범죄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수사기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검색시스템 내지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보의
수집은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 또한 높이기 때문에 이 둘간의 조화가 필요
하며, 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연구는 효율적인 정보관리방안과 인권보장이라
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 마약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 우리나라의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시스템 및 자료검색시스템의 현
황과 그 정비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인권의 침해를 막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
보관리방안이 도출되고 아울러 국민의 인권보장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기
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연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이상용 교수의 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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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 서 론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다른 일반 범죄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
며, 따라서 그에 대한 수사도 일반적인 범죄수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마약류는 그 제조, 소지, 일반적인 거래 및 국가간의 이동이 모두 금
지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간의 매매나 밀수 등 마약류의 거래와 관련된 활
동들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그 제조와 유통에 관하여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것이 아니라면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범죄정보의 수집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할 때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약류범죄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대처방식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관리, 수사기관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지속적 감시와 동태파악 등 전문적이고도 지속적인 대처
가 요구된다. 이 연구가 우리의 마약류 정보관리의 실태와 그 문제점을 파
악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2. 우리나라의 마약류정책 및 수사체계

마약류의 사용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엄격한 규제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마약류의 사용을 막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공급차단과 수요감축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
서도 일반적으로 공급차단에 중점을 두고 강력한 단속을 통한 마약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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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방교육과 치료재활 등 수요감축을 보조적 방법
으로 동원하고 있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마약부를 두고 마약류사범에 대한 수사를 총괄적으
로 관리하면서, 공조수사 등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직접 나서고
있다. 한편 일선에서의 조직도 강화하여 서울, 부산 등 일선지방검찰청에
도 마약수사부를 신설하여 마약수사업무를 지휘,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의 마약류범죄 수사는 단순투약자 단속보다는 마약류의 밀조, 밀수,
밀매 등 조직형 범죄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2001년 12월 「마약류범죄 수사역량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마약단속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전 경찰관의 마약수사요원화를
지향하며 마약류수사 전담반 교육 이외에 각급 경찰교육기관마다 특별교
육과정을 설치해 경찰의 마약수사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마약류에 대한 수사는 주로 검찰과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세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마약류범죄를 전담하기 위해 서울, 부산, 인천세관
등에 마약류범죄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다른 세관에서는 마약류범죄와
관세법위반 범죄를 함께 수사하고 있다. 관세청은 1990년에 마약수사 권한
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동안 검찰과의 합동수사를 중심으로 상당한 성과
를 거두어 왔다.

3. 기관별 정보체계 구축

검찰은 마약류사범의 조직계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광역화ㆍ기동화
된 마약류사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으로 일원화된 정보수
집 및 공조수사체제 확보와 단속사범들의 관련 정보를 관리함과 아울러
마약류관련 통계의 신속하고 정확한 산출 및 이를 기초로 한 심층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0년 6월 마약류사범에 대한 정보전산화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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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1996년 9월에는 마
약류사범 정보전산화의 문제점을 보완한 「검찰 마약류사범 영상정보시스
템」을 개발하여 관련 마약류사범의 사진․지문 및 서명 등을 일선청에서
직접 열람하여 수사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마약류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2002년 1월
17일 마약사건 통합수사지침이 제정되어 대검찰청 마약부 중심의 통합수
사체제로 전환하여 전국 단일수사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인터폴에 구축되어 있는 각종 국제범죄자들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자료, 수배현황, 사진, 지문 등 관련자료를 화상으로 전송 받아 활
용할 수 있는 자료자동검색장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직의
각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필요한 정보를 상호교환 할 수 있는 경찰
전산통신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수사나 감식 등 수사활동에서부터 운전면허
관리 등 경찰행정과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형사사법 정보망은 기관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기관 전체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즉 형사사법정보망의 목표는 모든 참여기관의
형사사법 관련자료를 공유하여 실시간으로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업무생산
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법집행을 구현으로 국법질서의 확립에 있으며, 특
히 범죄의 방지와 범죄자의 검거에 필요하다.

4. 국제사회의 정보관리시스템

인터폴은 각국의 국내법의 기반 위에서 경찰간의 협력을 통하여 형사문
제에 대한 협력을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 오늘날 형사사법분야의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폴 본부에는 각종 국제 범죄에 관련한 기록
및 범죄자의 지문, 사진 등을 분석 및 정리한 데이터자동검색장치를 운용
하고 있으며 국제 지명수배자, 우범자, 행방불명자, 변사자 신원, 장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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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법 등을 각 국의 요청에 따라 회원국에 배포하고 있다.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그 절차 또한 정식 범죄인인도나
형사사법공조에 비해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지역의 형사사법분야의 협력은 정부간 단위에서 정책들이 협의되었
으며, 다른 분야의 협력에 비해서 낮은 수준의 협력에 그치고 있다. 그러
나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으로 널리 알려진 유럽연합협약의 체결과 발
효에 따라 이 분야의 협력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유로폴을 창설하여
회원국의 국경을 넘어 일어난 범죄, 특히 마약류 범죄에 관한 회원국간 범
죄 정보의 교환과 조정 그리고 회원국간에 정보교환의 발달을 쉽게 하고
있다.

5. 우리나라의 마약류정보 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마약류의 정보관리시스템은 경찰과 검찰의 정보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기관에서 각자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현재 데이터의 중복관리, 수사자료의 상호연계 부족, 전산망의 개별적 운
용 등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은 경찰, 검찰, 법원, 국정원 등 각 기관
별로 분리, 운영되고 있고 기관마다 업무별로 다른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
는 경우가 많아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이들 범죄정보
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업무별, 조직별로 분리
구축되어 있는 각종 시스템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기능별로 철
저한 업무분석을 통하여 통합시스템의 구조의 확립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
다. 정보공동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관련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된다.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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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중요한 문제가 되는 범죄인
테러, 마약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 전산화하여 정보망을 구축하
여 필요한 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효율성만을
추구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보
망의 정비와 정보의 관리는 엄격하게 법적 통제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6. 맺는 말

최근 국내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이 1만명을 상회하고, 외국산 마약류
의 밀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마약류에 대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
성과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효과적인 마약류퇴치
를 위해서는 국내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교환 및 수사공조가 필요하다.
마약류공급차단을 위해서는 국제적 유통관련 국가의 관련기관과 신속하
고 긴밀한 정보교환과 수사공조 등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정보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수사방법으로서의 자료
검색시스템의 활용은 필연적으로 보안성의 문제와 더불어 개인의 인권침
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종합검색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보
안체제를 확립해야 하며, 이 시스템의 구축과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
련하고, 그 활용을 비례성의 원칙과 이익형량의 원칙 및 보충성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여 철저한 사법적 통제하에 두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17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다른 일반 범죄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
며, 따라서 그에 대한 수사도 일반적인 범죄수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된다. 우선 마약류는 그 제조, 소지, 일반적인 거래 및 국가간의 이동이 모
두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간의 매매나 밀수 등 마약류의 거래와 관련
된 활동들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 제조와 유통에
관하여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것이 아니라면 마약류 관련 범죄의 적발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마약류의 제조와 유통에는 일정 규모 이
상의 자금력과 기술력, 정보력을 갖춘 범죄조직이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따라서 마약류범죄는 단편적으로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
직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방치할 경우 그 확산의 정도가 급격히 높
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마약류범죄의 수사에서는
다른 사건의 수사에서는 허용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크게 인정되지 않는,
함정수사나 마약류의 운반에 대한 비밀감시 등 수사의 특례가 인정되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 역시 특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수사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정보의 수집과 관리라 할
수 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할 때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의 중요성 때문에 마약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
서는 나름대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마약류 범죄집단의
활동에 대하여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수사 및 정보의 수집은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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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있게 이루어지기보다는 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마약류 수사에 관여하고 있는 검찰, 경찰, 관세청, 국가정보
원 등 각 기관은 각각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마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반범죄와
는 다른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춘 수사공조체계의 확립이 필요하지
만 현재로서는 수사나 정보의 관리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그 효율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마약류의 거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특성상 외국과의 공조도 필요하지만, 외국과의 공조 역시 각 부
처마다 각각의 필요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공조의 현실 또한 마약수사
를 전담하고 있는 미국의 마약단속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등 일부 외국기관과 수사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으로 효율적
인 마약류 관리를 도모하고 마약류 수사의 효율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 마
약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범죄의 혐의를 입증해 줄 증거
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의 광범위한 정보를 입수ㆍ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마약류범죄는 고도
로 발달된 첨단수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
인 수사기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검색시스템 내지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마약범죄는 최근 국제적인 교통망과 금융시스
템의 발달 및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하여 그 활동범위가 국내
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막대한 불법수
익을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활동무대를 넓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정
보처리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마
약범죄의 수사에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약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마
약범죄에 대한 수사시스템 및 자료검색시스템의 현황과 그 정비방안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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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마약문제가 지금과 같이 심각하지 않은 때에는 전
통적인 수사기법 외에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약했다. 그러나
마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이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
지면서 새로운 수사기법의 하나로 자료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방법의 활용은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
위배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허용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기적인 안목에서 수사의 편의를 위해 법적 근거 없이
수사협조 차원에서 이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지적되
면서 오히려 수사활동에 제약이 가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사전에 인권침
해의 가능성을 줄이고 적법절차원칙에 부합되면서 마약범죄에 대하여 효
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이 필요하다. 이
러한 필요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인력의
낭비를 줄이면서도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약류범죄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대처방식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관리, 수사기관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지속적 감시와 동태파악 등 전문적이고도 지속적인 대처
가 요구된다. 이 연구가 우리의 마약류 정보관리의 실태와 그 문제점을 파
악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이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마약류수사체계와 정보의 관리
에 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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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공유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국가정보원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정보의 분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존의 마약류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정보의 관리에 관한 국내외 연구결
과들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마약문제는 세계 각국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들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마약류의 정보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에
대한 대처와 수사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마약류 수사체계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 그 수사기관별로 보
유, 관리하고 있는 마약류의 정보와 그 관리시스템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범죄수사정보체계를 살펴보고, 제5장에서는 우
리나라 마약류 정보의 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검토한 후에 제
6장에서 결론을 내리도록 한다.

21

제2장 우리나라의 마약류 정책 및 수사체계

제1절 마약류 정책 개요
1. 정책목표

마약류의 사용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규제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마약류의 사용을 막는 것을 목표로 삼
고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공급차단과 수요감축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일반적으로 공급차단에 중점을
두고 강력한 단속을 통한 마약류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방교육과
치료재활 등 수요감축을 보조적 방법으로 동원하였다. 그러나 마약류사범
이 늘어나면서 공급차단정책만으로는 한계에 부딪치면서 치료재활과 예방
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에 마약에 관한 기존 법들을
통합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일원화하면서 기존의 공급차단 정
책 외에 수요감소정책을 강화하여 청소년에 대한 예방교육의 강화, 마약류
남용사범에 대한 치료, 재활의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
의 결과 우리나라는 유엔 마약통제본부 등 국제사회로부터 ‘마약류퇴치에
성공한 모범국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1)
마약류범죄는 사전정보의 입수 없이는 단속이 쉽지 않으며, 이러한 특
징 때문에 함정수사가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마약류범죄의 단속을
위해서는 검찰, 경찰, 세관, 국가정보원 등 마약류범죄를 막기 위한 활동을
하는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1) 조은석/김광준,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2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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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국내정보이든 국제정보이든 범죄
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마약류 불법거래의 특징은 은밀
성에 있으며, 특히 국제적으로 거래될 경우 사전정보가 없으면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마약류 범죄조직에 대한 감시, 조직원의 움직임, 마약류
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감시 등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마약류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특징이 있다. 미국에서 문제되
는 코카인이 남미에서 재배ㆍ수입되며, 유럽에서 문제되는 헤로인 역시 동
남아시아 또는 서남아시아에서 수입된다.2) 우리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제조원료인 염산에페드린이 전량 중국, 홍콩, 싱가폴
등에서 밀수입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완제품이 중국, 필리핀 등에서 수입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마약류의 국제적 거래의 특성을 감안할 때 마약류의 밀수와
밀거래를 막기 위한 정보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
입되어 의약용, 과학용으로 사용되는 염산에페드린은 수입과 사용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철저한 통제강화로 합법마약류의 유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용도로의 전환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문제가 되
는 메스암페타민 등에 대한 사전 정보를 통한 유입의 차단은 마약류의 공
급차단에 있어 필수적이다.
불법 마약류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비행기, 선박을 이용한 밀
수에 대한 원천적인 공급의 차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범죄조직과
외국의 범죄조직의 연계를 막기 위해서 이들 조직의 조직원들에 대한 정
보의 파악을 통해 사전에 밀수를 막을 필요가 있다. 마약류의 밀조와 공급
에는 범죄조직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마약류범죄는 이들과 손잡지 않
고는 판매나 공급이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에 은신하여 범

2) 마약류의 거래동향에 대한 상세한 것은 Annual Report 2003,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참조. http://www.inc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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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조직의 유혹에 의해 마약류를 밀조하는 대다수 제조자들도 범죄조직과
깊이 연계되어 있어 제조자들의 동향을 분석하여 사전 예방활동 등으로
조기 차단하는 방법도 모색하여야 한다.
마약류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의 이동에 관련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마약류와 관련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약류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하여 합법적인 거래에서 생긴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
원 위장행위(money laundering)3)의 차단, 마약류 등 각종 통제물질의 밀
수와 관련하여 압수 및 몰수된 재산을 압수ㆍ몰수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
한 외국기관에 분배하는 마약관련 국제 몰수자산분배제도(international
assets sharing), 마약류범죄의 운반책을 중간지점에서 검거하여 증거물을
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배후자와 조직, 자금원 등을 종합적으로 적발하
는 방법인 비밀감시하의 운반(controlled delivery)4) 등은 이를 위한 대책
들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국제협력체
제를 강화하여 마약류범죄의 자금원을 압박함으로써 범죄발생의 기회와
동기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5)

2. 정책방향

우리나라는 1999년에 마약류범죄계수6)가 20을 넘었다. 이에 따라 정부
3) 이는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돈세탁, 자금세
탁 등의 용어가 널리 쓰이며 일본의 예에 따라 자금세정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돈세
탁은 money laundering을 단순 번역한 것으로 의미의 전달이 명확하지 않아 여기에서
는 자금원 위장행위로 사용하기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 법률상의 용어인 자금세탁을 병
행한다.
4) 주로 ‘통제배달’로 번역되며, ‘감시하의 운반’ 등으로도 번역된다. 의미상 마약 등 불법물
질에 대하여 물건의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범죄조직의 상층부를 적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 압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
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비밀감시하의 운반’으로 번역한다.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입국 및 상륙절차의 특례’ 등 참조.
5) 관세청, 최근 마약류 밀수동향, 1998, 124-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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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마약류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범정부적
대책방안으로서 「국가마약퇴치전략」(National Drug Control Strategy)을
마련하였다. 이 전략은 ‘마약류 없는 사회건설’ 및 ‘국제적 마약퇴치ㆍ협력
모범국가’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대 전략목표를 두고 있다. 그
것은 ① 마약류공급 강력 차단, ② 마약류수요 철저 감축, ③ 범국민적 협
조체제 구축, ④ 국제적 협력체제 강화이며, 이들 전략목표의 유기적이고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최종목표를 달성하도록 되어 있다.7)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공급차단에 중점이 두어
졌다. 불법마약류의 제조ㆍ유통 등 공급사범에는 그 특성상 조직범죄집단
이 개입하고 있고, 특히 마약류의 유통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장악하고 있는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 마약류에 대한
대처방법 가운데 가장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급차단전략은 모
든 국가에서 선호하고 있는 정책이다. 마약류공급사범에 대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조직폭력의 마약류 거래개입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8)
수요의 감축을 위해서는 마약류 공급차단과 더불어 중독자에 대한 치료
와 재활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의 마약류 남
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중독자에 대한 치료는
마약류중독자를 범죄자가 아니라 치료받아야 할 환자로 보고 처우하는 것
이지만,9)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수요감축정책의 핵심은 청
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이다. 청소년의 마약류남용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6) 마약류범죄계수는 인구 10만명당 마약류범죄로 단속되는 인원을 말하는 것으로 20을 넘
으면 급속한 확산위협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단속인원의
70% 정도가 다른 나라에서는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 단순투약사범이다. 따라서 이를 제
외하면 6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7) 대검찰청, 국가마약퇴치전략, 1999, 8면.
8) 조은석/김광준, 앞의 책, 271면.
9) 신의기/강은영, 마약중독자의 치료재활 효율화 방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45-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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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적ㆍ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며 나아가 장래의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
고 국가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들의 마약류 남용은 상당
수가 친구의 권유 등 사소한 동기나, 마약류 폐해에 대한 무지 및 기성세
대의 무관심과 방치 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방교육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10) 이처럼 마약류 퇴치라는 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
되기 위해서는 공급에 대한 단속활동과 함께 수요의 감축을 위한 예방교
육 및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방안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전략을 발전시켜 2001년 11월에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관리
및 단속실태 평가보고회의’를 열고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문제를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마약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마약류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
원장으로 하여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약청 등 관련기관
이 참여하는 ‘국가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
의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ㆍ남용을 막기 위해 2003년부터 초ㆍ중ㆍ고등학
교 교육과정에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예방교육을 하도록 하여 학기당 2시간
이상의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 마약류사범의 관리 및
치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단순투약자에 대해서는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치료보호부 기소유예제도」를 활성화하고 상습투약자
에 대해서는 「치료보호부 집행유예제도」를 신설하도록 관계법령의 개정
을 추진하기로 하였다.11)
이를 보완하여 2002년 4월 정부는 ‘마약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
기로 하였다. 마약류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검찰․경찰․관세청․식약청

10) 조은석/김광준, 앞의 책, 272면.
11) 위의 책, 272면. 마약류중독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최근에 입법예고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에서 제40조의2
(치료보호명령) 이하 규정의 신설에 의해 도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5-3호,
2005. 1. 13.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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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마약수사․단속기관간의 마약류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마약전담수사체
계 강화, 미국․일본․중국․태국․필리핀 등과 ‘24시간 마약 핫라인’ 개설
등 국제공조의 강화 등을 통해 마약류의 유입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도
록 하는 공급차단정책과 함께, 현행 단순 격리 위주의 처벌대책으로는 마
약사범의 재범률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치료보호부 기소유
예를 활성화하고, 치료보호부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교정시설 내
에 마약전문 치료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치료․재활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하기로 하며,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근원적으로
마약류의 수요를 감축시켜 나가도록 하였다.12)
이를 자세히 보면 마약류 공급차단을 위한 대책으로는, 해상, 공․항만
구역내 또는 대규모 마약사건에 대한 체계적 공조수사를 위해 검찰을 중
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마약사범 수사협력체제를 구축․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검찰․경찰․관세청․국가정보원 등에서 가지고 있는 국내외
마약사범 신상자료, 조직계보도, 국제마약기구 동향 등 마약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수사 및 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안전산망을 활용
하여 마약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미국 마약단속청(DEA)
과도 마약정보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수사공조가 가능하
도록 미국․일본․중국․태국․필리핀 등과 ‘24시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서울 외에 부산․인천지검에
마약수사부․과를 신설하고, 모든 지방경찰청에 마약계 등 마약전담 조직
을 설치하는 등 마약사범 수사체계를 전문화하여 날로 지능화되는 마약범
죄에 적극 대응키로 하였다. 또한 10개 주요 공․항만에 설치된「검찰 마
약수사분실」을 24시간 감시체제로 운영하고 인천공항세관 등에 마약전담
정보분석요원․순회감시요원․마약탐지견을 보강하여 요주의 마약사범․
12)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200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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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수출입화물 등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실시하는 등 공항․항만
의 마약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
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2년 1회 실시에서 연 1회 실시로 강화하는 한편 수
시점검도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분실 또는 도난 당하거나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대량 유통시키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무수초산, 과망간산
칼륨 등 마약류제조 원료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조사의 근거규정을 마련하
여 불법적 마약류제조가 되지 못하도록 관리키로 하였다. 그리고 환각성분
함유 의약품의 사용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신속하게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키로 하였다.
이러한 공급차단정책과 함께 마약류 수요를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하
여 마약사범 치료․상담의 활성화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확산 방지
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 주요 내용
은

마약사범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단순 격리위주의 처벌로는 재범률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단순투약사범의 경우에는 치료․재활중
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단순투약자로서 자
수하거나 또는 개전의 정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치료보호부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마약투약사범에 대해서 「치료보호부 집행유예 제
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마약중독자의 치료효과를 높이
기 위해 국립부곡정신병원 마약중독치료소를 마약사범 전문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교도소와 구치소내에서의 마약사범에 대한 초기 치료 및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약전담치료실을 개설하기로 하고, 시범적으로 2003
년중 인천구치소에 마약치료실을 설치․운영키로 하였다. 또 교도소내에서
마약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순투약자와 중증투약자를 출역장소․작
업별로 분리수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마약중독자에 대한 최장 치료보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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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6개월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13) 치료후 일
정기간 동안 검사 및 상담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기로 하였다.
예방대책으로 마약류 확산방지를 위해서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민간단체
의 마약류 확산방지 홍보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에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키로 하는 등 정책방향
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 기대되고 있다.

<표 1> 단계별 추진목표
1단계

마약류사범 제압

(1999 - 2002)

Crackdown on Drug Offenders
2002년까지는 전략목표 및 세부이행방안에 관한 법적 장치 및
관련

프로그램

마련을

완료․시행함으로써

마약류사범을

3,000명 이내로 감소시키는 한편, 밀제조행위의 완전 근절 및
밀수․밀매행위의 현저한 감소, 수요확산의 위축과 조직폭력
의 마약류 개입완전차단 및 청소년의 마약류남용의 완전 근절
2단계

마약류 초안전지대 완성

( - 2005)

Establishment of Drug-free Super-safe Zone
2005년까지는 마약류사범을 1,000명 이내로 억제하는 한편,
밀수ㆍ밀매 완전 근절 접근, 수요감축의 현저한 성과거양
및 치료ㆍ재활제도의 극대화 이룩

3단계
(

- 2008)

마약류없는 사회달성
Attainment of Goal of Drug-free Society
2008년까지는 마약류퇴치에 완전 성공한 국가로서의 위상
을 견지하고, 국제적 자문과 지원활동을 통해 마약류 없는
지구촌 건설에 적극 기여

자료출처 : 국가마약퇴치전략, 대검찰청, 1999, 29면.
13) 2004년 1월의 개정으로, 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치료보호기간은 12개월
이내이다(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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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처럼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마약류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장
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치료보호부 집행유예제도 등의 신설도 입법예
고단계에 있을 뿐이다. 국가마약류 대책협의회의 활동 또한 저조한 실정이
어서 마약류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최신 정보
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나 협의회의 개최실적은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14) 마약류문제가 제기될 때에만 관심을 가지는 정도에 그치고 있
고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99년의 국가마약퇴치전략으로 집약되고 있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지금
까지의 우리나라의 대응체제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으며, 이후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표 2> 마약류범죄에 대한 대응시스템
구분

담당업무
합법마약류 유출방지

공급차단

철저한 관리 통제

국내 밀반입 차단
국내 공급조직 분쇄
국내 밀매조직 상선 추 전문적 단속수사
적검거
불법사용자검거

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청

검찰ㆍ경찰ㆍ세관

보건복지부ㆍ법무부ㆍ경찰
ㆍ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부ㆍ교육부ㆍ식품
의약품안전청ㆍ청소년보호
위원회ㆍ한국마약퇴치운동
본부ㆍ민간단체ㆍ언론기관

재범방지

근원적 치료ㆍ사회복귀

일반국민 확산방지

체계적 계몽ㆍ교육

국제공조수사 및 정보교
환 강화
유엔마약위원회 등 마약
관련국제기구등과의 국
제협력강화

국제마약공급조직의
국내침투 차단 및 마 외교통상부ㆍ검찰ㆍ경찰ㆍ
세관ㆍ국가정보원
약퇴치 성공국가의
위상제고

수요억제

국제협력
강화

담당기관

자료출처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1999, 50면.
14) 2002년 마약류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홈페이지를 통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협의회는 이
후 개최하지 않고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http://www.dru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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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

국가마약퇴치전략은 그 목적이나 방향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인 실천측면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 마약류정책은 종합적인 정책
으로 단기에 성과를 거두기 힘든 측면이 있다. 수요억제를 위한 교육이나
치료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으며, 국제협력 또한 우리나라만의 노
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시적인 사업처럼 기간을 정하여 실행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데 연도별로 목표인원을 정하고 그에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자칫 현실과 동떨어진 전시행정이 될 수도 있다. 단기간의
성과를 위한 이러한 정책의 부작용은 오히려 마약류의 만연이라는 사회의
병을 속으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목표를 정할 때 신중하게 판단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사회병리현상의 치유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꾸준하고 지속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 마약류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초기단계라고 하나, 이
에 대처하기 위한 역량이 완전하지 않고 투입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
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과제를 정하여 목표를 추진하는 것
은 실제 실행단계에서 무리를 줄 수 있으며, 이는 단기목표를 실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가 있다.
이 전략은 10년 정도의 시간내에 마약류문제를 완전히 근절한다는 목표
를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욕이라 할 것이며, 결국 전체의 방향마저
흐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목표에서는 당장 2002년까지 마약류사범을
3,000명선으로 줄인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마약류사범은 줄어들지 않고 있
다는 점에서 성공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마약류사범은 10,000명선을 유지하였으며, 2003년에는 7,000명대로
줄어들었으나 이는 아시아를 휩쓴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메스암페타민 수입국인 중국 등지로의 여행객 감소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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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공항과 항만에서의 검역과 검색이 철저해지면서 마약류사범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으며,15) 마약류범죄 방지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노력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애초에 단기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목표를 단기에 이루려는 과욕이 앞섰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단계 사업부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의 완수를 전제로 한
2-3단계는 처음부터 무리한 시도로서 결국 이 전략은 폐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마약류문제는 정해진 기간내에 특정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도 단기간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점에서 지나치
게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
론 이 정책을 통해서 마약류범죄의 확산이 억제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제2절 검찰의 마약류수사체계
1. 마약류단속기관으로서의 검찰

과거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에 대한 단속은 전통적으로 검찰이 주도하
여 왔다고 할 수 있고,16) 경찰에 의한 마약류사범에 대한 단속은 거의 행
해지지 않았다.17) 이는 1990년대 중반까지 마약류사범은 그 수도 많지 않
았을 뿐 아니라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메스암페타민을 생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형태였기 때문이다. 마약류사범 단속은 특수한 영역에 속하는 것
이었기 때문에 검찰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15) 신의기, 마약류퇴치 심포지엄 발표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04. 6, 72면.
16) 김상희/정진수, 마약류통제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113면.
17) 문효남, “마약류(특히 히로뽕)사범 수사실무상의 제문제”, 제5회 형사정책세미나자료집,
법무연수원, 1989,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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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 이후 우리나라에도 마약류 남용이 늘어나면서 공급사범 뿐만 아니라
투약사범도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기존의 인력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생
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속에 나서
게 되었다. 경찰에서도 마약류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의지를 가지고 각
경찰서별로 전담요원을 지정하면서 단속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기관별
단속실적에 있어서는 경찰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검
찰은 밀조ㆍ밀매ㆍ밀수와 같은 공급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에서는 높은 점
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경찰이 마약류의 단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서 점차 공급사범에 대한 단속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등 마약류사범에
대한 단속은 강화되고 있다.

<표 3> 마약류사범에 대한 단속실적

(단위 : 명)

구분

계

검찰

경찰

세관

1997

6,947

3,492(50.2)

3,310(47.6)

145(0.02)

1998

8,350

3,487(41.8)

4,792(57.4)

71(0.8)

1999

10,589

4,267(40.3)

6,139(58.0)

183(1.7)

2000

10,589

4,267(40.3)

6,139(58.0)

183(1.7)

2001

10,102

4,052(40.1)

5,943(58.8)

107(1.1)

2002

10,673

4,247(39.8)

6,217(58.2)

209(2.0)

2003

7,546

2,895(38.4)

4,376(58.0)

275(3.6)

※ 괄호 안은 점유율
자료출처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1998 - 2003.

<표 4> 2003년도 마약류사범에 대한 단속실적

(단위 : 명)

구분

계

검찰

경찰

세관

전체사범

7,546

2,895(38.4)

4,376(58.0)

275(3.6)

공급사범

1,181

613(51.9)

482(40.8)

86(7.3)

※ 괄호 안은 점유율
자료출처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3,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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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마약류사범이 본격적으로 단속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부터였다. 이 시기 우리나라로부터 일본으로 수출되는 메스암페타민에 대
한 단속에서부터 우리나라의 마약문제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되었으며,
단속 역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전문화되었다. 1980년대 한일 양국이 메스
암페타민 밀수단속을 강화하고 일본경찰이 한국루트의 봉쇄에 주력하게
되자, 기존 메스암페타민 공급조직들이 제품을 국내시장에 판매하기 시작
하였다. 한편 이 무렵 우리사회에 팽배한 소비지향적 분위기와 함께 메스
암페타민의 국내소비량이 급증하게 되었고, 마약류중독으로 인한 환각범죄
가 빈발하여 사회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2. 검찰의 마약류단속시스템

이처럼 마약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마약류문제가 가장 먼저
발생하였던 부산지방검찰청과 서울지방검찰청을 중심으로 메스암페타민사
범 단속에 나서게 되었다. 1988년에는 검찰, 보건사회부, 경찰, 세관 등이
담당하고 있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단속을 일원화하기 위해 검찰청법을 개
정하여 동법 부칙 제3항에서 “마약 등 수사를 위하여 보건사회부로부터
이체받아 검찰청직원으로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 행정직공무원 및 보건직
공무원은 동법 시행일로부터 당해 직급상당의 검찰청직원의 사무에 종사
하고,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1989년
2월 전국의 지방검찰청 등에 파견되어 마약류 단속업무를 수행하던 마약
감시원 59명을 검찰공무원으로 이관함과 동시에 대검찰청에 마약과가 발
족되어 전문적이고 강력한 단속체제를 갖추게 되었다.18)
또한 마약류의 밀수를 적극 차단하기 위하여 1988년 6월 남부지청에서
관할해 오던 김포공항 내의 마약수사권을 1992년 3월 서울지검으로 이관
18) 정선태, 마약류 사범의 실태와 대책,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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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편, 같은 해 6월에서는 김해공항과 부산항에 마약수사분실을 설치
하여 마약류공급조직위주의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92년도
에 이르러서는 국내 제조사범 및 공급조직과 마약류 해외 밀반출 사례를
거의 근절시켰다.19)
그러나 해외공급을 차단하면서 제조 및 공급조직이 국내로 눈을 돌려
국내에서 투약계층을 확대하기 위해 마약류를 무료로 나눠주는 등의 판매
전략을 통해 중독자들을 양산하였다. 그러나 지속적 단속의 결과 제조사범
들이 대거 구속되거나 해외로 도피하면서 마약류 문제는 해외에서 수입되
는 양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외국산 마약류의 밀반입이 급증하면서 1995년
10월 1일에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마약수사직렬을 신
설하고 검찰사무직 직원 중 희망자를 마약수사직으로 배치하여 12개 본청
및 2개 지청에 마약수사반을 두었다. 또한 중국으로 취항하는 여객선이 운
항하는 인천항에 마약수사분실을 설치하였다.20)
그러나 마약류범죄계수가 20을 돌파하면서, 마약류범죄가 질적인 면에
서 새로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검찰청 마약과가
2001년 4월 마약부로 그 조직이 확대ㆍ개편되었다.21) 이에 따라 2003년 12
월 현재 마약수사반은 총 32개청(13개 본청, 19개 지청), 공ㆍ항만 마약수
사분실은 총 9개가 각각 운영되고 있다.22)
검찰은 대검찰청에 마약부를 두고 마약류사범에 대한 수사를 총괄적으
로 관리하면서, 공조수사 등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는 직접 나서
고 있다. 한편 일선에서의 조직도 강화하여 서울, 부산 등 일선지방검찰청
에도 마약수사부를 신설하여 마약수사업무를 지휘,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19)
20)
21)
22)

조은석/김광준, 앞의 책, 280면.
조은석/김광준, 앞의 책, 112면.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7조의3.
마약수사부․과 신설과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신설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
서, 2003, 315-31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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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최근 마약류수사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중시되고 있는 수익박탈전
략을 통한 마약류조직의 와해를 위해 자금의 추적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주요 검찰청에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확보하여 불법수익몰수,
추적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제마약조직 추적시 각국의 수사기관
과 합동수사가 가능하도록 국제협력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마약류 수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전국의 검찰조직
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어주는 정보수집 및 공조수사체제를 구축하여, 마
약류사범의 조직계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마약조직의 광역화ㆍ기동화
추세에 대처하고 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운영과의 마약감식실은 모발검사
등 첨단감식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투약검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있다. 또
한 마약류범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127번 마약류사범신고 및 상담전화’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마약류사범
을 수사당국에 신고하거나 관련정보를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는 「마약류
보상금지급규칙」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가 보복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고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검찰의 마약류범죄 수사는 단순투약자 단속보다는 마약류의 밀조, 밀수,
밀매 등 조직형 범죄단속에 주력하고 있고, 국내 주재 외국대사관 마약관
계회의(ADLOMICO)도 대검찰청에서 개최하여 참가국의 주요 마약류범죄
의 우범자동향, 유통경로, 밀매수법 등 최신동향을 상호 교환하는 등 마약
류퇴치를 위한 단속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은 또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대규모 마약밀거래를 적극 적발해 내기 위해 각기관이 보유하는 마약정보
를 통합, 실시간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마약정보공유전
산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보유중인 마약류사범 카드와 마
약범죄 전과자들의 사진, 필적, 동영상 정보와 국가정보원 등이 갖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한 국제동향이나 정책정보 등이 통합 관리되면 마약수사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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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제화ㆍ광역화된 중요 마약범죄조직사건 중 장기간 수사가 필
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세관과 특별합동수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검과 관세청은 2002년 1월 「마약수사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마
약정보 합동분석팀’을 설치하는 등 검찰과 세관간 합동수사체제를 가동해
왔다.23) 나아가 대검찰청은 2003년 3월 마약류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하기 위해 현재 검찰ㆍ세관간 합동수사체제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식품
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24) 이들 기관
과의 관계는 아직까지 세관과 검찰간의 협조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23)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3, 320면 이하 참조.
24) 한겨레, 2003. 3.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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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마약류사범 단속체계
대검찰청
마 약 부

국 제 협 력

국 내 협 력

대검ㆍ관세청
마약류단속

국제협력회의

(ADLOMICO)

마약정보합동분
석팀

마약류단속 유관기관 실무대
책회의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외

(미국, 일본, 중국, 태국, 영국,

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보건

프랑스, 필리핀, 캐나다, 호주,

복지부, 기획예산처, 국가정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독일,

보원, 관세청, 경찰청, 식품

러시아 등

의약품안전청,

국내주재 외국대

사관 마약관계관 회의)

해양경찰청,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 등
국내 마약관련 유관기관 등)

○ 마약관련 국제기구
(UNODC, 인터폴 등)
○아ㆍ태 6개지역 Hot-line담
당관(한국, 미국, 중국, 일
본, 필리핀, 태국)
○각국 마약 수사기관

○검찰마약수사반
(18개 본청,20개
지청)
○공․항만검찰
마약분실(7개 공
항, 5개 항만)
○남북출입국사무
소 2곳(임시) 운
영중

○대검마약감식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도핑컨트롤센터
○부산보건환경연구원
○대구보건환경연구원

검찰,세관 합동마약수사반

경찰 마약전담반
출처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3, 254면.

세관 마약전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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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경찰의 마약류단속시스템
1. 마약류단속기관으로서의 경찰
경찰은 많은 인원과 전국적인 조직력을 바탕으로 범죄수사, 방범, 교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마약류범죄의 수사도 중요한 업무의
하나이다.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 범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대한 수집을 하고 있어 범죄수사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마약류사범 수사에 대하여는 최근에 와서야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경찰청 등 상급기관에 마약류관련 독립부서가
없었으며, 전문적인 수사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단속에 있어서도 검찰이 주
도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말부터 마약류문제가 심각한 사
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경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마약류사범의 단속에 나
서게 되었다.25)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에는 경찰의 단속실적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는 검찰은 마약류의 밀조, 밀수, 밀매 등 주로 공급사범의 단
속에 중점을 두고 있고, 경찰은 투약자 내지 남용자의 단속에 주력하고 있
었으나, 경찰의 수사인력이 늘어나고 전문적 지식도 축적됨에 따라 공급사
범의 단속실적도 늘어나고 있다. 1999년에 마약류범죄자가 1만명을 넘어서
고 마약류범죄계수도 20을 넘어섰으나 그 이후 더 이상 크게 확산이 되지
않고 있는 데에는 국민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경찰의 노력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마약류범죄와 같이 사전 정보입수가 중요한 사건에
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25) 1991년 8월 경찰청 개청시 경찰청 형사국에 마약계를 신설하였으며, 1999년 10월말부
터 전국 경찰관서에 마약류 수사전담요원을 지정하여 마약류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
게 되었다. 또한 2002년 10월에는 경찰청에 마약수사과를 신설하였다.

제2장 우리나라의 마약류 정책 및 수사체계 39

경찰에서는 ‘전 경찰관의 마약수사요원화’를 목표로 하여 마약류사범 수
사전담반 교육뿐만 아니라 각급 경찰교육기관에서 마약류사범 수사에 관
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찰대학 수사보안연구소는 ‘마약류범
죄수사전문화과정’을 통해 매년 수사전담요원을 교육시키고 있다. 마약류
투약자 검거를 위해 메스암페타민ㆍ대마ㆍ코카인ㆍ모르핀 등 4개 종류의
1회용 소변검사 시약(아큐사인)을 전국 경찰관서에 배부하고 있으며,26)
2000년 5월부터는 마약류범죄에 대한 자료와 각종 마약류 등을 비치한 마
약류범죄연구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27)

2. 경찰의 마약류단속시스템

경찰은 2001년 12월 「마약류범죄 수사역량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1급지 119개 경찰서 형사계에 1개반 1/4명씩의 마약반을 지정하였다.
그리고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그리고 2ㆍ3급지 경찰서에도 마약수사 전
담부서(마약계) 혹은 전종요원28)을 지정하여 마약류범죄수사를 효율적으
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약수사요원은 마약수사 경험이 있거나 마
약관련 교육 이수자 중에서 우선 선발하고, 마약반은 과학수사반처럼 별도
의 사무실에 배치해 마약수사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전 경찰관의 마약수사요원화를 지향하며 마약류수사 전담
반 교육 이외에 각급 경찰교육기관마다 특별교육과정을 설치해 경찰의 마
약수사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미국 마약단속청(DEA) 등의 전문가를 국
내에 초빙하여 특별강좌를 개최하고, 첨단기술을 이용한 휴대용 마약탐지
26) 경찰청, 경찰백서, 2000, 151면.
27) 마약류범죄연구실은 각종 마약류범죄의 유형과 실태 및 대응방안 등을 연구하고 경찰
대학 내에서 마약수사전문가를 육성하며, 한국마약범죄학회․마약범죄시민사이버감시
단 등 민간단체와도 협력하여 마약류퇴치를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8) 전종요원은 ‘전문종사요원’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업무도 수행하면서 마약수사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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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7대를 구입하여 지방경찰청 마약계에 보급하였다.29) 이와 함께 투약자
위주의 단속형태를 ‘공급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사기법 교육 및 제
조ㆍ판매사범 검거에 따른 평점 상향조정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위장거래를 통한 마약류공급선 추적에도 나서는
등 수사의 범위를 넓히고 공급자중심의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의 효율화와 정보의 관리를 위해 경찰예규인「마약류범죄정
보전산관리규칙」에 의거, 마약류범죄 전력자에 대한 명단 및 개인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 마약류수사에 활용하고, 우범자에 대하여는 마약수사반 및
파출소에서 주기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재범가능성을 억제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사범 단속을 위해 매년 6월을 마약류사범 자수기간으로 설정하고,
6-7월에는 양귀비재배사범을, 그리고 7-8월에는 대마재배사범을 집중 단
속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마약류범죄 수사에는 현실적 수사환경 및 수
사권한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여러 문제가 있다.30)
우선 마약류범죄는 수사관할이 따로 없기 때문에 검찰청 등 다른 수사
기관과 실적경쟁을 벌이거나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며, 같은 수사기
관내에서도 경쟁의식으로 인해 공조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효율적인 수
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공조수사가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에 경찰조
직과 검찰조직 사이에 혹은 경찰조직 상호간에 다른 조직이 마약조직의
상층부를 추적하기 위해 비밀리에 감시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피의자를
검거함으로써 마약조직을 일망타진하는 것이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도 생
길 수 있다.
한편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흔히 Interpol이라고 불린다)를 통해 국제 공조수사체제를
강화하여 마약류사범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마약류범죄
29) 경찰청, 경찰백서, 2001, 171-174면.
30) 심재천, “마약수사, 이래서 힘들다”, 수사연구, 수사연구사, 제20권 제4호, 2002년 4월,
2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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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불법수익 등의 추적 및 몰수에서도 일조를 하고 있다.31)
마약류범죄를 탐지하여 범죄자를 효율적으로 검거하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수사절차로 수사활동의 기본 5단계가 제시되고 있다. 제1단계는 범죄
첩보 및 정보의 수집으로서 범죄발굴을 위한 기초적인 활동인바, 유형별로
보면, 마약류범죄의 신고, 언론보도, 정보원제보 등 국내정보의 수집과 인
터폴, 해외주재대사관의 통보 등 국외정보수집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제2단계는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범죄자를 효율적으로 검거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동원을 포함한 수사계획 수립단계이다. 제3단계는 수사
의 개시로서 수사계획에 따라 정보출처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확인하
고, 공작금을 활용하는 등 수사관들의 행동 실행단계이며, 제4단계는 종합
분석된 범죄정보에 의해 범죄혐의자를 검거하고 압수ㆍ수색을 하기 위한
인력 및 장비를 점검하는 단계이다. 이 점검이 끝나면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제5단계인 검거에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
제5단계는 집행단계로서 범죄자의 검거 및 신병처리이다. 이러한 5단계 중
제1, 2단계는 수사절차의 기초단계로 볼 수 있으며, 제3, 4단계는 실행단계
로, 제5단계는 집행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들 단계는 모두 나름대로
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다.32)

31)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폴 한국본부, 인터폴, 1997, 48면 참조.
32) 권상규, 마약류범죄의 수사실태와 공조수사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정보복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2, 38면.

42 마약류정보 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표 6> 마약류범죄 수사절차
국내 첩보ㆍ정보수집

국외 첩보ㆍ정보수집

○
○
○
○
○
○

유ㆍ무급 정보원 제보
신고전화(127번), 익명투서, 풍문
자수자, 목격자 제보
타범죄 피의자, 참고인 제보
약물감정기관 제보
수사요원수사활동
(약물취급자, 병원, 유흥가,오락실 등)
○ 마약류사범 자료분석으로 정보생산
(출소자, 조직범죄 동향)

○
○
○
○
○
○

인터폴 통보
해외주재 대사관 통보
국가안전기획부 통보
해외주재 상사원 제보
해외여행객 제보
국내거주 외국인 제보
(대사관, 미군 등)

↓

↓
정보분석 및 수사계획 수립

○ 수집, 생산된 정보분석 → 계획수립 → 보고(자료보관)
○ 수사(내사)대상 결정
○ 인적, 물적 가용자원 진단 및 결정 → 범죄인지보고서 작성
↓
수
○
○
○
○

사

개

시

제보자․정보원 면접(국외정보 접수) → 면접내용 분석 → 보고
관련자(혐의자 주변인물) 감시 및 자료수집
범죄혐의자(피내사자) 주변 접촉(공작금 활용, 마약구매 등 간접 접촉)
종합분석(생산된 정보 재점검) → 보고
↓
검거, 압수ㆍ수색준비(집행준비)

○ 검거조, 압수수색조, 지원조 편성 → 인력, 장비 점검(3인1조 원칙)
○ 보고 → 체포영장(구속영장), 압수ㆍ수색영장 청구
○ 검거 및 압수수색에 대한 유의사항 시달
↓
집
○
○
○
○
○

행

역할분담에 따른 행동개시 → 범죄자 검거(압수수색)
결과보고
감시 및 조사대기 (2인1조 감시조 별도 편성)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 → 보고 → 신병처리
사건처리결과 유관기관통보, 기소중지자 지명수배, 마약류사범관리카드 관리

자료 : 권상규, 앞의 논문,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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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관세청의 마약류단속시스템
1. 마약류단속기관으로서의 세관

마약류에 대한 수사는 주로 검찰과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세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마약류는 대부분 국제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각
공항이나 항만의 세관은 외국에서 밀수되는 마약류가 거쳐가는 곳이다. 물
론 해상에서의 밀수나 어선 등을 이용한 밀수도 있으나 마약류는 부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몰래 숨겨올 수 있어 대부분 공항과 항만을 통해 밀수
된다. 따라서 세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하여 우
리나라의 각 항만과 공항에 설치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과 관세청 산하
세관심리과 소속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 공무원들이 관세범의 수사와 관
련하여 밀수출입되는 마약류에 대한 감시활동을 해오고 있다. 과거에는 국
제공항이나 항만 등에 감시가 집중되었으나 특히 최근에는 마약류의 밀반
입이 교묘해지면서, 현재는 구미세관 등 내륙의 세관에서도 감시를 강화하
여 마약류의 반입을 통제하고 있다.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고 있다. 마약류범죄 단속은 밀수단속의 일환으로 추진
되고 있으나 그 중요성이 높아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다. 관세청은 마약
류사건의 수사권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다. 마약류범죄 단
속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관세청 조사국 특수조사과에서 하며 동 특수조사
과의 분장사무는, ① 마약류, 총기류, 폭발물의 밀수단속에 관한 지도, 감
독, ② 금수품(국가기밀에 관한 문서 및 물품, 위조지폐, 음란도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교역제한품(전략물자, 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의 밀수단속에 관한 지도, 감독, ③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
련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④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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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분석 및 관리, ⑥ 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의 조사ㆍ수사 및 조정 등의 업무이다.

2. 세관의 마약류단속시스템

마약류범죄를 전담하기 위해 서울, 부산, 인천세관 등에 마약류범죄 전
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른 세관에서는 마약류범죄와 관세법위반 범
죄를 함께 수사하고 있다. 마약류는 해외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미국과 유럽 등으로
반출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세관의 활동은 마약류의 사전적발에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체제는 우범여행자 및 수출입품에 대한 검문ㆍ검색 등을
통하여 밀수범죄 중심의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입물량의 증가 및 입ㆍ출국 여행자의 신속처리 등을 위해
여행자 휴대품의 약 90%는 검사를 생략하고 X-Ray 등 과학검색장비에
의하여 의문이 가는 물품에 부착하는 SEAL이 부착된 물품과 여행자에 대
한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마약류 등 밀수 혐의자
에 대하여만 정밀검사를 하게 되어, 마약류밀수 등의 감시와 단속에는 상
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세관에서는 민생침해사범 등에 대한 단속강화의 일환으로 마약류 밀수
를 국경에서 차단하여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마약우
범자의 입출국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해 추적감시
를 강화하고, 검찰과 미국 마약단속청(DEA)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정보
교환 및 수사공조체제 구축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
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래식 감시시스템
을 첨단과학시스템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바, 인력위주의 감
시체제를 고성능 CCTV와 각종 감시정보를 연계하는 감시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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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감시체제로 전환하고, 현행 고정초소 감시체제의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 있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보시스템 지속 개발을 추진하여
1994년부터 각각 개발된 통관ㆍ화물관리ㆍ징수 등 개별 시스템을 연계․
재편하여 정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세행정 내외부정보를 종합관리
하는「통합정보시스템」의 활용분야를 조사ㆍ심사에서 통관ㆍ감시 등 전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마약류범죄의 단속은 밀수단속의 일환으로 추진되
고 있으나 그 중요성이 높아 관세당국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루
고 있는 사항이다. 그 동안 세관이 해 온 통제정책들은 대체로 국제협력을
통한 정보의 교환, 국내기관과의 협력, 직원에 대한 교육강화, 마약수사장
비의 도입배치와 마약요원 및 마약탐지견의 활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33)
그러나 현재 실제로 세관에서 적발되는 압수품 사례는 미리 수사기관이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여행객의 부주의나 관련 규정의 부지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며, 물품의 검색이나 발신인 및 수신인 추적 등으로 적발되
는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천공항 개항 이후 출
입국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입국검사장의 X-Ray와 문형탐지기를 철거하
여 여행자의 신속통관을 도모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마약류 밀반입사례
가 발생하고 있으며, 마약류 밀수규모가 대형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의한 마약밀수도 기도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를 막기 위
해 세관은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수립하였다.34)
우선 불특정 여객기에 대한 불시 全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즉 매일
인천공항을 입항하는 여객기 중 1편(0.8％)에 한하여 X-Ray와 문형탐지기
를 사용하여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밀수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을 종전 최고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로 상향조정하였고, 이
러한 포상금제도를 외국인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하여 중국 및 태국 등 주
요 마약류 근원지로부터의 밀수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33)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상희/정진수, 앞의 책, 128-131면 참조.
34)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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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약탐지견의 마약류 적발능력 향상을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존에는 수입에 의존하던 탐지견의 훈련을 위
하여 2001년 9월 세관탐지견 훈련센터를 설치하였다.35) 메스암페타민 밀
수가 전체 밀수의 90％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메스암페타민만을 탐지하는
전담 마약탐지견을 육성하고 있으며, 탐지품목에도 신종마약인 엑스터시36)
나 야바37) 등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마약류관련 유관기관간의 협
력강화체제를 구축하고 마약류 밀수정보 입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마약류밀수우범자선별시스템38)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관세청은 2004년에 국내 마약사범이
다시 급증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국제마약밀수 중계지로 지속적으로 이용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마약류를 국내 반입 및 유통 이전에 국경에서 원천
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통관․감시․조사․탐지분야를 총망라한 단속체
계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39)
그 요점은 현재 30여명의 조사요원 중심으로 단속해오던 것에서, 1,900
여명의 통관․감시직원을 마약단속요원으로 활용하여 마약류의 국경 검색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국경선에 전체 세관직원(총 4,200
여명)의 43%에 해당하는 직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여행자 휴대품 및 우편
35) 대한매일신문, 2001. 9. 19일자.
36) 엑스터시는 1999년 이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 마약으로, 화학적으로 MDMA
(Methylendioxy Methamphetamine)로 통칭되는 암페타민계 유기화학물질이다. 네덜란
드에서 개발된 것으로 유럽, 미국 등지에서 주로 발견되며, 파티마약, 도리도리 등으로
불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마약의 종류에
관한 상세한 것은 신의기, 마약류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참조.
37) 마약밀매조직인 '쿤사'가 개발한 야바는 태국에서는 'Horse Medicine'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동안 태국과 일본, 호주 등에서 청소년층과 격무에 시달리는 회사원들을 중심
으로 남용되던 야바가 2000년도부터는 국내에서도 남용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메스암
페타민에 카페인 등을 혼합하여 만든 것이다.
38) 이는 미국 American Airlines에서 개발한 것으로 현금지급, 편도여행, 출발 24시간 이
내 티켓구입, 우범지역 여행, 여행자 이름 등의 우범요소를 활용하여 우범여행자를 자
동선별하는 시스템이다.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과, 실시간 출입국분석을 통한 마약우범
자 추적업무개선, http://www.customs.go.kr.
39) 2004년 10월 4일, 관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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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 등을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마약류의 국경단속에 있
어 가장 유리한 기관이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하여, WCO(세계관세기구)
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세계 마약류 밀수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
석하여 우범 여행자 및 화물에 대한 선별기준을 신속히 배포함으로써
1,900여명의 통관․감시직원들의 검사과정에서의 마약류 적발 역량을 제고
하려는 것이다.
최근 관세청의 통관․감시직원들의 적발능력은 점차 향상되고 있는데,
2004년 9월에는 X-ray 투시를 통해 국내 사상 최대의 대마수지(해쉬쉬)
11.3kg을 적발하였고, 2004년에 두 차례에 걸쳐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물을
집중검색한 결과, 히로뽕 1.2kg 등 총 12건을 적발한 사례로 볼 때, 실시
간 마약류 밀수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면 적발실적은 한층 더 향상될 것으
로 전망된다.
또한 관세청은 효과적인 마약류 적발을 위해서 현재 10개 공항만 세관
에 분산 배치하고 있는 마약탐지견을 주요 거점중심으로 통합 배치하여
광역 기동감시체제로 개편함으로써, 세관의 단속강도에 따라 밀수통로를
수시로 변경하는 마약밀수범의 활동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의 탐지견은 2002년에 대마초 137kg을 적발하였으며, 최근에는 신
변이나 우편물에 교묘하게 은닉된 1～5g의 극소량도 적발하고 있어 활약
이 기대된다. 전국 세관의 마약전담 수사관 31명은 마약사범 및 조직에 대
한 조사를 수행하고 외국세관 및 해외단속기관과의 국제공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관세청의 마약류 적발업무 개선방안은 인력이나 조직의 확대 없이 통
관, 감시, 조사, 탐지 등 기존 직원들의 역량과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
키고 통합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
안이다. 관세청은 1990년에 마약수사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동안 검찰
과의 합동수사를 중심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앞으로는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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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하여 국경선에서 마약류를 사전 차단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
써 국내 마약단속기관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제5절 국가정보원과 마약류단속
국가정보원의 주요업무는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ㆍ대정부전
복ㆍ방첩ㆍ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3)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이다.40)
마약류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의 업무와 관련되는 것은 국
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라고 할 수 있다. 국제화 및
개방화가 진행되면서 마약류 밀매․총기밀매․테러행위 등 국제조직범죄
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들의 범죄활동과 관련된 국가정보
원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특히 마약류문제는 국제적인 조직범죄집단 및
테러집단과의 연계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국제사회의 안전에 대한 주요 위
협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마약류범죄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배포에 관여하고 있다.41)
국가정보원은 1993년 6월에 설치한 「對마약정보센터」를 1994년 1월
「국제범죄신고센터」로 개편하여 마약류범죄 뿐만 아니라 테러, 밀수, 조
직범죄 등 국제범죄 전반에 걸쳐 정보수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40)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41) 미국의 중앙정보국(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도 대외적인 정보수집 및 첩보활
동에 주력하고 있다. http://www.ci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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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2월부터 서울․부산․인천․제주 등 전국 22개 주요 도시에 국제
범죄상담소를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정보기관과의 정보교
류 확대 등 협력체제를 통해 국제범죄관련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수집된
정보를 검찰 등 유관기관에 지원하고 있다.42) 또한 국가정보원은 국제범
죄관련 정보수집 지원 외에 검찰ㆍ경찰 등 각 공안기관의 마약류 및 국제
범죄 관련 담당자 등을 주기적으로 국가정보연수원으로 입교시켜 업무 향
상을 위한 교육을 주관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해외정보의 수집 및 분석
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며, 고도로 훈련된 요원들을 세계 곳곳
에 파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날이 국제적 성향을 띠어가고 있는 마약류
범죄의 예방 및 단속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43)
국가정보원에 마약 등 국제범죄조직의 정보수집 업무를 부여한 취지는
마약이 테러집단과의 연계하에 국제적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수사기관들로서
는 우리나라와 연계된 국제범죄조직이나 마약과 관련한 해외에서의 정보
수집이 사실상 쉽지 않으므로 해외조직을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으로 하
여금 그 조직을 활용하여 해외에서 국내와 연계된 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정보수집 활동은
검찰과 경찰 및 세관에 맡기고 국가정보원은 해외에서의 정보수집활동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제6절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마약류단속
검찰, 경찰, 세관 등에서 불법마약류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42) 국가정보원, 국제범죄동향 정보자료집, 1999, 10면.
43) 조병인, “마약류 규제정책의 재조명”, 치안정책연구, 치안연구소, 1996. 12,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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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합법적 마약류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은 의료용 마약류가 생산이나 수입, 유통과정에서 의료
목적외로 유출되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원료의 수입, 생산, 판매 및 사
용 등 그 유통과정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함으로써 합법적 마약류가
불법유통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약국 및 병ㆍ의원,
의료용마약류 도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관련단체의 자율적인 지도와 함께
시, 도와 시, 군, 구 및 마약관리과에서 단계별로 유통지도점검을 하고 있
다. 1단계로는 시, 군, 구 관내 전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2단계
로는 시, 도 및 시, 군, 구와 합동으로 취약업소에 대한 점검을 하며, 3단
계로는 다량 취급업소에 대해서 마약관리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
마약관리과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제조업소, 제제업소, 소
분업소 등44))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마약류의 적정관리를 기하고 부
정유출을 방지하고 의약품의 품질향상에 기여코자 하며, 도난 및 유출방지
보관시설 상태, 제조 및 판매과정에서의 손실률, 품질관리상태, 제품의 수
불관리상태, 기타 관련법규 준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
한 마약관리과는 전국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시중에 유통중인 한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유상수거하여 국립보건원에 검정조치함으로써
의료용 한외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항에 따르면, 製造는 제제 및 소분을 포함한다. 製劑란
의약품을 치료 목적에 따라 가공·조합하여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든 제품, 또는 이를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 小分이란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나누는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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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관별 정보체계 구축

제1절 정보의 관리
1. 정보의 의미

일반적으로 정보란 사용자를 위한 지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좁은
의미로 지식이라는 개념에 한정시킬 경우, ‘어떤 일련의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전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45) 이러한 정보의 전단계가
되는 지식을 첩보라고 하며, 첩보란 정보작성에 기초가 되는 모든 사물현
상에 관한 지식으로서 아직 분석ㆍ평가되지 않은 자료를 의미한다. 따라서
첩보는 확인ㆍ분석ㆍ평가되지 아니한 단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부정확하
고 허위일 수도 있다.46) 이 첩보를 종합하여 분석, 평가함으로써 이용가능
한 가치 있는 자료가 될 때 이는 정보가 된다.
첩보 및 정보를 마약과 관련해서 살펴본다면, 마약관련 범죄, 조직범죄,
테러리즘, 그밖에 국내치안의 위협요소로서 모든 범죄활동에 관련된 일체
의 첩보나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경찰정보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구성요소, 수사와 예방, 위반자에 대한 소추와 확정된 형벌, 지문자료, 국
제수배여부 확인, 실종자와 신원미확인 변사체 등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러나 인터폴과 관련해서는 정치적ㆍ종교적ㆍ군사적ㆍ인종적 성
격의 국제보통범죄에 관한 정보, 특정한 형사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정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관련이 있을지 모르는 일반사람들과 법인체 등의 신
45) 고진영, “정보의 개념과 범죄정보의 수집방법 및 기술”, 검찰, 제1집, 1994, 261면.
46) 고진영, 위의 논문, 262면; 문정인, “국가안보와 국가정보-바람직한 정보기구 모색을 위
하여-”, 국가전략, 제2권 제1호, 1996년 봄․여름호,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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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없는 정보 등은 경찰정보의 범위에서 제
외된다.47)

2. 정보의 수집

범죄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은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범죄유형에 따라
주된 단서의 유형도 달라질 것이다. 마약류수사는 다른 범죄에 비해 특히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마약류의 거래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 일반적이므로 마약류범죄는 범죄관련자 또는 목격자의 제보가 없이는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약류범죄의 수사개시에서 매
우 중요한 것이 범죄정보 수집기능이며, 정보수집 활동에 있어서 정보의
정확성ㆍ신뢰성이 보장된 가치 있는 정보와 정보원, 제보자의 비밀보장,
정보내용의 보안유지, 관리 등의 요소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마약류범죄의 수사는 일반적인 단속에 의한 수사보다는 기획수사로
서, 제보자에 의한 정보와 정보원 활용 등을 통한 공작수사(sting
operation)로 수사의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마
약범죄 수사도 일반시민이나 중독자뿐만 아니라 비밀제보자의 정보제공,
유ㆍ무급 정보원 활용에 따른 정보수집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48) 특
히 대규모의 거래나 밀수, 밀조 등은 정보 없이 수사에 성공하는 것은 상
당히 어렵다. 이런 점에서 정보수집 및 관리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마약류수사에서는 신고보상금을 두어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47) 인터폴 헌장 제2조 (b), 제3조 및 Rules on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and on
the International Control of Interpol's Archives 제2조 (b) 참조.
48) 권상규, 앞의 논문, 48-49면. 기획수사에 의한 함정수사기법(Sting Operation)에 대해서
는 송광섭, “우리 나라 마약류범죄의 최근 동향과 그 대처방안”, 비교형사법연구, 한국
비교형사법학회, 제4권 제1호, 2002, 339-34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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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발각 전에 수사기관
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4조). 마약류범죄의 수사단
서는 마약류범죄의 은밀성, 조직성, 국제성의 특성상 정보의 제공에 의존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그 정보의 제공자는 마약범죄에 깊이 가담되어 있
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적극적인 정보의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상
금의 지급이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신고나 고발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49) 이는 마약류거래시장의 속성 및 보복가능성 등을 고려한
당연한 규정이다. 다만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는 경
우에는 당해 사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
규칙 제4조 제1항). 한편 그 신고나 고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동시행령 제35
조 제3항). 이러한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사항의 비밀엄수는 마약사
범의 보복을 방지하여 신고인이나 고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
시 필요한 것이다.
보상금은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된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도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
을 지급할 수 있다.50) 또한 보상금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
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예상금액과 압
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이를 ‘사건기준가액’51)이라 한다) 이
내로 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마약류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사건기준가액의 100분의 25
를 초과할 수 없다(시행령 제25조 2항).52)
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1)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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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0년 3월에
법무부령 제341호로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이 제정되었다.53) 이에 따르면
사건기준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
어서는 신고 또는 고발내용의 정확성, 당해 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 사
건의 난이도, 범죄의 경중과 규모, 압수 또는 몰수한 마약류의 양, 사건기
준가액, 실제 국고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조정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4조
제2항). 이에 따른 보상금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7> 보상금지급기준
보상금 상한액
사건기준가액
10억원 이상

공무원

민간인

1천만원

5천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7백만원

3천만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백만원

2천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백만원

1천5백만원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백만원

1천만원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백만원

7백만원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70만원

5백만원

다만 사건기준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해 사건이 국내외적으
로 중요하거나 사건의 해결이 대형범죄를 예방하는 등 단속효과가 큰 경
우에는 그 사건의 해결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상한
52) 한편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 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규칙 제14조 제5항).
53) 현행 규칙은 2000년 8월에 개정된 부령 제497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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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중 최고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54)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보상금운용은 당해 연도의 보
상액 총액이 정하여진 상태에서 전체 신고자 등에게 보상금을 분할지급하
는 형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보상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대형사건의 경우 보상금이 예상보다 턱없이 부족
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상액 총액을 사전에
결정하여 놓을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총액의 제한 없이 보
상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어야만 대형 밀거래사건에서 조직내
부인이 밀거래로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분배액과 보상금을 비교형량하
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수령할 수 있는 보상금의 액수가 더 크다는 판단
을 했을 때 내부자의 신고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액의 보상금의 지급이 다른 범죄에 대한 신고와 형평성이 문제될 수
도 있으나, 이 문제는 오히려 필요하다면 다른 범죄신고자에 대해서도 보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상
금이 소요되더라도 내부자 신고에 의해 압수된 마약류의 유통을 방지함으
로써 거두는 경제적 효과를 생각할 때 내부자의 신고를 장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제보자는 제보행위로만 끝나나 보수를 바라는 제보자와 정보
원들은 범죄의 제보단계부터 재판확정시까지 사건의 모든 진행과정을 주
시하고 있으며, 수사시 자신들의 제보행위가 추적되고 노출되지 않는지,
또 자신들의 정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염탐하는 행
태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단순제보자는 한 번의 제보로 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나, 수사관과 연결고리가 이어져있는 유급제보자와 정보원은 지속적으
54)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제1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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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들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후관리도 필요
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55)
마약류범죄중 특히 메스암페타민의 밀조자, 공급자, 판매자 등을 상대로
정보수집을 하는 경우에는 밀조자를 수사하면서 공급자 등의 하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급자를 수사하면서 하선인 판매자에 대한 정보수집
을 하거나, 또는 판매자로부터 투약자들에 대한 정보수집을 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정보원과의 유착관계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공범자에 대한 선
처나 금품, 기타 다른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범죄조직 상호간의
이익관계가 얽혀있어, 자신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수사기관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정보를 유출시키는 이른바 던지기수법 등이 이용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사후 관리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방안과 범죄정보 관리기법이 요구된다.56) 따라서
효율적인 정보관리체계의 운영과 관련기관 상호간의 협력으로 이러한 문
제점들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3. 정보의 관리

정보의 수집과 함께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각 기관에서는 나름대로의 제도를
만들고 수집된 첩보를 효율적으로 분류, 정리하여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보의 생명은 필요한 부서에 적기에 필요한 정보를
공급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관리체계의 정비와 정보의 유출방
지 노력이 필요하다.

55) 권상규, 앞의 논문, 49면.
56) 심 순, 마약범죄 수사체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181-19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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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정보관리를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가치가 확인
된 정보를 일원적으로 입력하고 필요한 부서에서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기
쉽게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통계원표에 대한
재검토에서부터 정보전달체계, 다른 기관과의 협력문제 등 많은 부분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개발과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마
약류 정보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검찰과 경찰에서는 내부적으로 규정을
두고 이를 분류, 정리하고 수사에 이용하는 한편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제2절 검찰의 정보수집 및 관리
1. 형사사법정보망

검찰은 일찍부터 범죄정보의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1996년부터
폭력조직 및 폭력조직배 개인에 대한 전산영상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일선에서 입건된 조직폭력배에 대하여는 ｢조직폭력사
범카드｣를 작성하여 인적사항, 조직관련사항, 수사사항, 재판사항, 형집행
사항 등 50여개 항목을 해당청에서 주전산단말기를 통하여 입력하는 외에
조직폭력배의 사진, 지문 등 영상자료도 전산입력하고 있으며, 단체에 대
하여는 ｢조직폭력사범 계보카드｣를 작성하여 조직구성 현황, 결성시기, 주
범죄유형, 대표적 범죄사실 등 20여개 항목을 기재하여 전산입력하여 관리
하고 있다.57)

57) 박광민, “조직범죄에 대응한 수사체제 및 자료검색 시스템의 정비방안”, 비교형사법연
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제5권 제2호 특집호, 2003, 472-4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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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검찰의 형사사법정보망은 형사사법정보망 업무처리지침에 의
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다.58) 동지침은 형사사법정보망
을 통한 형사사법정보의 조회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처
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의 집행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사법정보의 보안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동지침은 출입국사실자료, 교도소ㆍ치료감호소 재ㆍ출소현황, 소년원ㆍ
보호관찰소 재ㆍ출원현황 등 형사사법정보망을 통해 획득한 각종 형사사
법정보의 처리업무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범죄정보의 이용에는 한계
가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검색대상자료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ㆍ교정국
ㆍ보호국(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유관기관으로부터 전자적으로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이며, 검색자료의 상세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8> 검찰 검색자료 상세목록
구분

검색 자료 상세 항목

출ㆍ입국사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출입국일자, 출발지, 목적지, 출입국목적,
이용교통편

교정국재ㆍ
출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감기관, 재소여부, 구속일자, 구속죄명, 출소일자,
출소사유, 형기종료일, 신분구분

보호관찰소
대상ㆍ종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용기관, 시작일자, 종료일자, 재소여부, 종료예정
일, 사건기관명, 관련사건번호

소년원
재ㆍ출원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용기관, 시작일자, 종료일자, 재소여부, 사건기관
명, 관련사건번호

치료감호소
재ㆍ출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용기관, 재소여부, 병명, 입소일자, 죄명, 출소일
자, 출소사유, 형기종료일, 신분구분, 사건기관명, 관련사건번호, 선고일
자, 확정일자, 피감호자구분, 대상보호관찰소명

58) 개정 2004. 1. 13. 예규 제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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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형사사법정보는 개인적인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어 유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의 보안이 매우 중요하
며, 보안을 위하여 범죄수사, 공소유지, 형집행 등 검찰 본연의 업무 외에
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사법정보망의 사용자는 임의로 획
득한 형사사법정보를 수정, 추가하거나 외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등 보안의 유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 또한 각급 청의 보안책임
자는 형사사법정보망의 사용자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
료 유출 등 사고발생에 대하여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마약류사범 정보전산화

검찰은 마약류사범의 조직계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광역화ㆍ기동화
된 마약류사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정보
수집 및 공조수사체제 확보와 단속사범들의 관련 정보를 관리함과 아울러
마약류관련 통계의 신속하고 정확한 산출 및 이를 기초로 한 심층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0년 6월 마약류사범에 대한 정보전산화를 함
으로써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59) 1991년 9월에 전
국 12개지검 마약수사반에 마약류사범 전용 전산단말기를 설치함으로써
마약류사범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과 분석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
다. 한편 동시스템을 꾸준히 보강하여 1991년 11월에는 미입건 마약류사범
동태를 감시하기 위한 ‘미입건 마약류사범 정보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ㆍ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1992년 7월에는 환각물질흡입사범에 대한 전산통계
출력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 1994년 1월에는 마약류사범의 유형별, 범
죄원인별 등 ‘19개 통계항목출력 전산화프로그램’을 개발ㆍ활용함으로써
마약류사범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대처방안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59) 이는 특정사범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정보전산화체제 구축이라는 획기적인 의미를
가진다.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1999,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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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6년 9월에는 마약류사범 정보전산화의 문제점을 보완한 「검찰
마약류사범 영상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관련 마약류사범의 사진․지문
및 서명 등을 일선청에서 직접 열람하여 수사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1998
년 3월에는 대검 마약과 업무처리와 관련된 주요 문서나 자료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저장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동년 4월에는 국제기
구 통계보고를 위한 통계출력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발전시켜 2004
년에는 문서로 관리해 온 마약류사범카드에 대해 전산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마약수사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63,000여명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60)

3. 마약사건의 통합수사

마약류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2002년 1월
17일 마약사건 통합수사지침61)이 제정되었다. 이 지침은 국제화ㆍ광역화
ㆍ지능화되고 있는 마약류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마약수사반을 대검찰청 마약부 중심의 통합수사체제로 전환하여 전
국 단일수사지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내적으로는 개별 청간 중복수사
및 지엽적 단속활동으로 인한 수사혼선을 미연에 방지하여 청간 공조수사
를 활성화하고, 국외적으로는 대규모 국제마약조직사건에 대한 정보교환․
수사공조 등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하여 검찰의 국제마약조직에 대한 수사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지침
제1조). 즉 정보의 공유와 공조수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마약류 수사를 목
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수사 대상 마약사건은 조직적ㆍ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대규모 마약사
건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으로는 중요 마약사건, 마약관련 범죄정보 수사시
60) 정대표, “한국의 마약문제의 실태와 대응”, 동북아시아 마약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 한
국형사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2004. 12, 23면.
61) 대검예규 마약 제322호로서,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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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검찰청 관할구역으로의 출장수사가 불가피한 사건, 국내외 유관기관
으로부터 입수한 정보가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중인 마약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 마약관련 범죄 혐의자가 외국인으로서 국외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건, 마약관련 범죄 혐의자가 내국인이나 외국으로 도피하여 국외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건,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수사협조 또는 외국
과의 국제형사사법공조가 필요한 사건, 기타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대검찰
청 마약부장이 통합수사 해당사건으로 지정한 사건 등의 사건을 포함한다
(동치짐 제3조).
이와 같은 마약사건의 통합수사는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마약수사반(또
는 마약전담반)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대검찰청 마약부장은 검찰총장의 명
에 따라 제3조에 규정된 사건을 총괄적으로 지휘ㆍ감독한다(제4조 제1항,
제2항). 특히 이 규정에서는 공동수사를 위하여는 합동수사본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제5조),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하여 정보분석 업무 및 국
제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마약부내에 정보분
석팀 및 국제협력전문팀을 설치ㆍ가동하며, 필요시 국내 유관기관과 합동
으로 정보분석팀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정보
분석팀은 제3조에 규정된 사건의 정보 및 전국 검찰청, 국내외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수집된 마약관련 정보를 일괄취합하여 심층분석ㆍ관리한다(제
6조 제2항). 국제협력전문팀은 유엔기구 및 주요 마약생산 우범국가에 대
한 해외 마약정보를 수집하고, 제3조에 규정된 사건 수사시 해당국가와의
수사공조 창구 역할 등 국제협력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제6조 제3항).
이와 같은 통합수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통합수사의 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대검찰청 마약부장은 일선청으로부터 접수된 정보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여 통합수사 대상사건 여부를 판단한다. 통합수사대상 사건에 해당할 경
우에는 정보입수 경위, 사전정보청의 전문수사인력 규모, 수사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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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를 담당할 검찰청을 정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제7조 2항). 공조는 대검찰청 마
약과장이 주관하며 공조대상기관이 다른 검찰청이나 국내 유관기관일 경
우에는 공조요청서 1부를 즉시 공조대상기관에 송부하여 공조수사를 진행
하도록 하고, 공조대상기관이 국외 유관기관일 경우에는 범죄인인도법, 국
제형사사법공조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국제공조수사절차 개시, 핫
-라인 가동 등 공식ㆍ비공식 국제 공조수사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제8조
제3항).
마약류 수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의 원산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마약지문감정센터를 설치하여 마약류 제조원의
추적을 통한 마약류범죄퇴치 등 검찰과학수사업무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
다. 마약류는 그 성분, 순도, 색상 및 불순물 등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
여 원산지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수사를 할 수 있
기 때문에 마약지문의 감정은 마약류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62)

제3절 경찰의 정보수집 및 관리
1. 경찰의 정보관리시스템

경찰은 방대한 조직을 갖추고 실질적인 수사일선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
62) 마약류는 제조지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마약지문이라 하며, 마약류
의 유통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가 된다. 이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마약지문 감정센터(Drug Signature Analysis Center, DSAC)를 설치하였다. 그 운영지
침은 1997. 12. 10 대검예규 과수 제270호로 제정되어 1998년 3월 10일 대검예규 과수
제284호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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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범죄수사와 관련되는 정보의 수집과 관리의 중요성을 이미 깊이 인
식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
다. 경찰에서는 인터폴에 구축되어 있는 각종 국제범죄자들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자료, 수배현황, 사진, 지문 등 관련자료를 화상으로 전송 받아 활
용할 수 있는 자료자동검색장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직의
각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필요한 정보를 상호교환 할 수 있는 경찰
전산통신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수사나 감식 등 수사활동에서부터 운전면허
관리 등 경찰행정과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경찰전산망을 통하여
주민조회, 차적조회, 범죄경력조회 등 전산자료를 조회처리할 수 있는 전
산체계를 갖춰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왔다.63) 조직폭력과 관련해서는 따로
영상자료시스템을 구축하여 2001년 이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여 국내 조
직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러나 수사경찰을 위한 전산시스템은 소
관 기능별로 산재되어있어 종합적인 활용에 불편함이 있고, 시스템별로 관
리되는 문제점이 프로그램 개선사업시 반영이 되지 않아 실무활용이 떨어
지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었으며, 또한 기존 시스템의 운영체제가 각각 달
라 시스템간 호환이 되지 않아 이중입력 부담을 안고 있어 입력과 출력의
단일화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64)

<표 9> 기존의 경찰정보망 시스템 현황
구분

크기

자료량

구축연도

비고

범죄수법영상

약 70GB

약 500,000건

1993-1997년

형 사 과

마약사범관리

약 3GB

약 35,000건

1996-1997년

마 약 과

변사자 관리

약 1GB

약 10,000건

1996-1997년

과학수사과

조직폭력영상

약 1GB

약 10,000건

2000년

형 사 과

자료: 경찰청
63) 하태훈/강동범, 정보사회에서의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 1998, 308면.
64) 박광민, 앞의 논문, 4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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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국 소관 조회망을 통합하여 최신 업무환경으로
개선하고 IBM HOST(경찰 제조회시스템) 등 기존 시스템과 연계한 종합
검색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검색조건에 맞는 수사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수사종합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에 확대시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구축된 수사종합검색시스템은 과거 분산되어 운영되어 온 범죄수
법영상ㆍ조직폭력영상ㆍ마약사범관리ㆍ변사자관리 등 4개 시스템을 통합
하고, 전과조회ㆍ주민조회ㆍ수배조회ㆍ면허조회ㆍ차적조회 등 경찰 제조회
시스템 및 교통전산시스템, AFIS(지문자동검색시스템)65)의 지문자료 등과
연계된 종합검색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간단한 조작으로 다양한
정보검색을 할 수 있으며, 범죄분석예측시스템(Compstat)66)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67)
경찰은 인터폴 사무총국과 연계하여 국제범죄조직 등 국제수배자의 사
진,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등 다양한 영상정보를 전송받아 신속히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자동검색장비」를 도입하여 국제수배자의 출입국에 대한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자체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장비는 경찰청 및 인천국
제공항에 설치하여 활용중에 있으며 인터폴 국제수배자에 대한 검색체계
를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인터폴과의 협력을 위하여 한국인터폴(KNCB)
이 설립되어 있다. 이는 인터폴 사무총국 및 다른 회원국과 국내 법집행기

65) http://www.kpsi.go.kr/(경찰과학수사)
66) 2000년 8월 전국경찰관서에 ｢범죄분석예측시스템｣(Compstat)을 구축함으로써 사건접수
처리의 전과정을 전산입력하여, 투명한 수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였다. 특히 서울 등 7
대 도시를 포함한 전국 92개 경찰관서에 전자지도를 구축하여 각종 범죄자료를 전자지
도를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취약지 방범‧형사활동 강화
등 과학적인 치안행정체제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DOS용으로 관리하던 여죄추
적용 피해통보자료를 Windows화하고, 이를 전자지도와 연계시켜 다양한 여죄추적 분
석자료로 활용하여 수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http://www.police.go.kr/
data/police
67) 박광민, 앞의 논문, 4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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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들과의 연락 및 협조를 중개하는 우리나라의 대외 창구로서, 24시간 초
고속으로 교신할 수 있는 인터폴통신망(I-24/7)을 설치하여 인터폴 회원국
들과 범죄정보 및 각종 범죄기록, 국제 범죄자의 지문·사진 등을 신속히
교환하고 있다. 2002년 10월 제71차 인터폴 총회 결의에 의해 인터폴 사무
총국이 기존의 통신망인 X-400보다 전송속도와 용량 등이 강화된 인터넷
베이스에 기반한 「I-24/7시스템」을 기본 통신망으로 채택했고, 한국 인
터폴에서도 보다 강화된 통신망인 「I-24/7시스템」을 2003년 6월부터 도
입하였다. 또한 국제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폴 사무총국과 각국
인터폴 및 해외 주재관 등으로부터 수집된 각종 국제범죄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관리ㆍ분석할 수 있는「국제범죄 정보관리시스템」을 3개년 계획
(2001년-2003년)으로 추진하여 전국 지방청 및 경찰서에서 활용할 수 있
게 하였다. 인터폴에서는 국제수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국외
도피사범ㆍ실종자ㆍ우범자ㆍ장물 등 인적ㆍ물적 사항에 대한 정확한 자료
를 각 회원국에 통보하는 등 국제범죄에 공동 대처하고 있다. 한편, 수배
대상은 각국의 사람, 재물, 문화재, 경제, 마약 밀거래 등 일반범죄와 관련
된 사안으로 국한되며, 정치ㆍ군사ㆍ인종ㆍ종교문제와 관련된 사안은 엄격
히 제외되고 있다.68)

2 경찰정보관리 체제의 개념 및 구성요소

가. 개 념

경찰정보관리 체제는 경찰 전산자료 조회를 위한 온라인 조회망과 사무
자동화를 위한 종합정보망 등 경찰의 정보화를 위한 모든 시스템을 포함
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경찰정보시스템, 전산조회시스템, 영
68)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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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보시스템,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등과 같은 세부적 시스템을 그 구성요
소로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경찰종합정보시스템은 다른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기반적 성격의 정보화시스템으로서 경찰은 1995년부터 이에 대한 구
축노력을 하였다. 이중에서 온라인 조회망은 경찰청에서 지방청, 경찰서를
경유하여 파출소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전국 경찰관서에 총 5,646대의 단
말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경찰종합정보시스템은 전국 경찰관서에
LA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결재, 사건수사 등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찰정보관리 체제를 이루고 있는 각 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종합정보시스템이란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경찰업무의 과학
화를 위해 경찰관서간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각종 자료작성과 전송 및 검
색 등 제반업무를 사무자동화함으로써 필요한 자료를 쉽고 빠르게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다.69) 이러한 경찰종합시스템은 1994년 KDI
에 의해서 작성된 「경찰종합정보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
온 이후 경찰에서 단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능별 전산망을 구
축하였으며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찰종합정보시
스템에는 전자결재, 문서관리, 인사관리, 경찰행정지원, 사건수사, 즉심 및
통고처분, 외근활동, 경비동원, 통계도형화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전산조회시스템이란 경찰청 대형 컴퓨터시스템에 업무별 전산자
료를 수록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 파출소, 검문
소에 데이터 통신회선으로 연결된 온라인 단말기를 통하여 문자정보 자료
인 주민등록, 범죄경력, 지명수배 등의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컴퓨
터시스템이다.
셋째, 영상정보시스템이란 경찰청 컴퓨터시스템에 업무별 전산자료를
수록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경찰서, 파출소, 검문소에 데이터 통신회선
69) 경찰청, 경찰실무전서, 경찰공제회, 2000, 17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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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결된 온라인 단말기를 통하여 문자정보 및 사진영상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한 컴퓨터시스템이다.
마지막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 공소, 공
판, 형집행에 이르는 형사사법절차의 전반에 연관된 형사사법기관간 범죄
수사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국가형벌권을 강화하고 전자문서 유통에 대
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나. 구성요소

1) 경찰종합정보시스템

경찰종합정보시스템에는 전자문서시스템, 문서관리시스템, 인사관리시스템,
경찰행정지원시스템, 사건수사시스템, 즉심 및 통고처분처리시스템, 외근활동
관리시스템, 경비동원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다른 정
보화 운영시스템에 대한 기반적인 정보화시스템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
종합정보시스템을 각 시스템별로 개별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결재시스템은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간 구축된 전산망을 이
용하여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교환을 구축한 시스템으로, 사무관리의 주요
업무인 공문서의 처리과정을 자동화한 정부 전자문서시스템이다. 전자결재
시스템은 경찰청과 지방청, 경찰서 등 경찰의 전부서에서 활용하는 시스템
이다.
둘째, 문서관리시스템은 경찰종합정보시스템 중 문서를 관리하는 시스
템으로 신문, TV, 라디오 방송, 국회업무자료, 훈령, 예규, 업무편람의 문
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보관, 저장, 검색)하고 경찰관련정보를 공동 활
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문서관리시스템도 경찰청, 지방청, 경
찰서 등 전부서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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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인사관리시스템은 인사기록카드 내용만을 컴퓨터에 수록하여 조
회 활용하던 것을 개인별 사진을 포함하여 영상화하여 조직도 및 신상관
리, 상훈관리, 교육훈련관리, 근무평정관리 등 전반적인 인사업무를 종합
전산화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인사관리시스템은 경찰청에서는 인사교육과
(인사), 총무과에서 활용하며 지방청에서는 서울청의 경우 인사교육과(인
사), 경무과에서 사용하고 타지방청에서는 경무과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
리고 각 경찰서에서는 경무과에서 이용하고 있다.
넷째, 경찰행정지원시스템은 정기보고사무서식(경찰청 훈령)을 전산화하
여 기능별 인원현황, 경찰피복장구 보유현황 및 총포ㆍ도검ㆍ화학류현황업
무, 월별 신원조사 통계 등 업무수행시 수반되는 수작업계산, 문서작성 등
의 작업을 전산화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경찰행정지원시스템은 경찰청에서
는 방범지도과, 장비과, 정보1과에서 활용하며 지방청에서는 방범(지도)과,
경무과(장비보급계), 정보1과에서 사용하고 그리고 각 경찰서에서는 방범
과, 경무과(경리계), 정보과에서 이용하고 있다.
다섯째, 사건수사시스템은 일선 수사관서에서 사건접수, 배당, 조서작성
등 수작업으로 중복 처리되는 일련의 과정을 전산화하여 수사의 과학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사건수사시스템은 경찰청에
서는 형사, 교통, 방범, 경무, 외사에서 활용하며 지방청에서는 형사, 교통,
방범, 경무, 외사과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각 경찰서에서는 형사, 수
사, 방범(소년), 경무(민원실), 보안(외사), 교통(사고조사, 뺑소니)과에서 이
용하고 있다.
여섯째, 즉심 및 통고처분처리시스템은 수작업 처리되고 있는 즉심 및
통고처분 업무의 전과정을 전산화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제고 및 경범범
칙금 미징수로 인한 국고손실의 최소화와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
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즉심 및 통고처분처리시스템은 경찰청에서는 방범
지도과에서 활용하며 지방청에서는 방범지도과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각 경찰서에서는 방범과(방범지도계), 파출소에서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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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외근활동 관리시스템은 파출소 관내현황, 취약지점, 장비, 근무
일지 등을 전산화하여 파출소 관내현황, 유흥업소, 각종기관현황, 통고처분
발부 등 개인근무 실적현황을 즉시 집계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사
건접수현황, 통고처분현황 등 각종 현황자료를 경찰서, 지방청, 본청으로
보고하여 치안기획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여덟째, 경비동원시스템은 첩보수집, 시민제보, 단체신고, 예고된 행사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취합, 분석하여 시설지점 운용, 상황경력 운용,
방범경력 운용 등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경력을 운용하고,
경비동원 결과의 평가 및 통계를 산출하며 경비동원 실적을 누적 관리하
는 전산처리시스템이다. 이러한 경비동원시스템은 경찰청에서는 경비과에
서 활용하며 지방청에서는 경비, 정보, 경무과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각 경찰서에서는 경비, 정보, 경무과에서 이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계도형화시스템은 각종 범죄통계와 일일가동 경력운영 정
보를 도형화하고 다양하게 분석하여 필요시 즉시 제공함으로써 상황파악
및 각종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전산시스템이다. 이러한 통
계도형화시스템은 경찰청에서만 활용하고 있는데 주로 형사과, 수사기획
실, 방범지도과 소년계, 그리고 종합상황실에서 활용하고 있다.

2) 전산조회시스템

전산조회시스템의 특징은 현재 경찰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시스
템으로 응용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경찰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조적 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선은 물론 무선
에서도 전산조회가 가능하며 인공위성을 이용한 휴대용무전기를 통해서도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경찰청 대형 컴퓨터시스템에
업무별 전산자료를 수록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

70 마약류정보 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파출소, 검문소에 데이터 통신회선으로 연결된 온라인 단말기를 통하여 문
자정보 자료인 주민등록, 범죄경력, 지명수배 등의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컴퓨터 시스템이다. 전산조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밖에도 도난
수배차량과 차적, 경찰인사, 범죄통계, 피해통보, 운전면허, 182인적(사람찾
기), 총기, 온라인통계, 일일조회내역 등이다. 이들 가운데 이 글에서는 주
민등록, 범죄경력, 지명수배, 도난수배차량과 차적, 범죄통계, 그리고 일일
조회내역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라 그 조회업무의 내용에는 불심검문, 수배자여부,
피의자 소재 등을 확인하는 것과 유류지문에 의한 범행 피의자 색출, 변사
체 신원확인, 주민등록증 위조 및 허위진술 여부의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
호 변경 내역까지 포함된다. 이러한 조회업무 전산화로 만 17세 이상 전국
민에 대한 주민등록 자료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원적, 본적, 주소, 세대
주, 호주, 전입일자, 거주상태(사망, 말소, 국외 이주 등)가 조회되고 있으
며 거주자 외에 말소자, 사망자, 국외이주자, 현지이민자, 국외이주 신고자
까지 포함해서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업무전산망의 정보는 행정자치부로부
터 매일 1회 온라인망을 이용하여 변경된 정보를 제공받아 수정된다.
범죄경력조회는 경찰청 과학수사과에 보관중인 수사자료 원지(구입지,
십지원지, 수사자료표)를 색인 및 수형별로 전산대장에 수록하여 각종 범
죄수사 및 신원조회 업무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회내용에는 내
국인 범죄경력이 조회된다. 즉,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지문번호,
본적, 죄명, 입건관서, 입건일자, 선고 및 처분결과가 조회된다. 또한 외국
인 범죄경력도 조회가능한데, 성명(한글, 영문), 생년월일, 성별, 지문번호,
본적, 국적, 현주소, 직업, 입건일자, 입건관서, 입건번호, 죄명, 처분일자,
처분관서, 처분내용, 일련번호 등이 조회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인 범죄경
력을 위한 조회업무코드가 별도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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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70)에는 내국인 범죄경력 자료 중 처분결과가 벌금 이하에 해당
하는 자료가 포함된다. 이러한 자료는 수사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
로써 색출된 자가 전과자라는 개념으로 동일하게 취급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범죄경력을 위한 자료처리는 전국 경찰관서 및 사법경
찰기관 등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수사자료표 또는 십지원지의 기록을 전산
입력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료의 변동사항은 본청 과학수사과에서 접수한
후 즉시 처리하게 되어있다. 범죄경력자료는 형사입건된 피의자의 송치시
첨부자료로 활용되며, 고소, 고발 범죄수사자료로도 이용된다. 그리고 범죄
누범기록, 각종 신원확인 업무에도 활용된다.
형사사건관련 지명수배는 통보자 발생 즉시 수배관서에서 직접 수록하
여, 전국 온라인망을 통한 수배자 검거 및 신원조회시 활용한다. 이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배관서, 수배죄명, 수배일자 등이 조회된다.
차량의 경우에도 도난당한 차량과 무적차량, 범법차량 등을 전산입력하
여 조회함으로써 신속히 수배차량의 발견과 범인검거에 활용한다. 조회 내
용에는 수배구분, 차량종별, 차량번호, 소유주(성명, 주민번호, 주소), 차종,
용도, 차대번호, 차량명칭, 색상, 년식, 차량특징, 발생사항, 신고사항, 참고
사항 등이 조회된다. 경제성장에 따라 차량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야기도
주 및 범법차량이 날로 증가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국
자동차등록 자료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경찰조회업무에 활용하는 것이다.

범죄통계의 경우, 신규자료입력은 발생통계원표의 경우는 형사사건이
발생(고소, 고발, 인지 등 포함)된 경찰서에서 작성하고 검거통계원표와 피
의자통계표는 범인 검거시 작성하여 즉시 전산입력한다.71) 여기에는 필수
70) 수사자료는 1995년의 시범단계 사업에서 사건수사의 전산화가 이루어졌으며, 1996년의
1단계사업에서 수사활동지원시스템의 추진이 이루어졌으며, 1997년의 2단계사업에서는
수사정보공유시스템도 구축되었다.
71) 발생통계원표와 검거통계원표는 범죄사건을, 피의자통계원표는 피의자 각각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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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생통계원표에는 사건부번호, 죄명, 발생년월일, 인지년월일, 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수사단서, 발생지, 발생장소를 반드시 입력한다.
검거통계원표에는 사건부번호, 죄명, 검거년월일, 기․미수구별, 범행도
구의 종류, 검거단서를 반드시 입력한다.
피의자통계원표에는 사건부번호, 죄명, 성명, 전과, 공범관계, 피의자관
계, 범행동기, 검거자, 자백여부, 송치의견, 처리기간을 반드시 입력한다.
이와 같이 입력된 자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경하려는 원표와
대조한 후 작업하도록 하고 있다.

일일 조회내역의 조회는 조회용단말기에서 조회자, 조회대상자, 조회시
간 등 조회내역을 단말기 화면을 통해 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의 부정유출 및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조회내용은 주민등록, 지명
수배, 차적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21개 업무의 현재일 전 15일까지의 단말
기별 조회, 입력, 변경, 삭제한 내용과 조회일시, 조회자, 조회관서명, 조회
대상자 등이다. 지방청과 경찰서의 정보통신담당 부서에서는 자체 관할 경
찰서, 파출소, 단말기 번호를 입력하여 처리실적을 종합 확인할 수 있고,
그외 지방청, 경찰서 각과 및 파출소는 자체 단말기에서 처리한 조회내역
을 확인할 수 있다.

3) 영상정보시스템

영상정보시스템72)이란 경찰청 컴퓨터시스템에 업무별 전산자료를 수록
로 범죄통계표 작성 및 기재요령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72) 1997년의 2단계사업에서 범죄수법 영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청에
RS/600 서버 1대를 설치하고 13개 지방청을 56Kbps 전용회선으로 SPARC10과 연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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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경찰서, 파출소, 검문소에 데이터 통신회선으로
연결된 온라인 단말기를 통하여 문자정보 및 사진 영상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한 컴퓨터시스템이다. 곧 이 시스템은 범인의 범행수법, 인상,
필적 등 수사자료를 영상정보화하여 일선 수사관서에서 신속하게 동일수
법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과학수사장비이다. 영상정보시스템은 중앙시스
템에 적용되는 프로그램과 단말기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이 구분되고 자료
도 중앙 및 지방에 분산보관된다. 이 시스템은 1994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00년에는 전국경찰서에 범죄수법영상시스
템으로 확대되어 보급되었으며 교통시스템과의 통합을 완료하였다. 이 시
스템의 특징은 단순한 문자위주의 정보제공시스템이 아니라 영상, 음성,
사진, 그림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정보를 제공한
다는 것이다.
영상정보시스템의 주전산기는 입력단말기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저장하
고 결과를 전송하며, 부전산기, 입력․검색단말기 등 전체 시스템을 관장
관리한다. 수사관은 각 경찰서에 설치된 검색단말기를 통해서 범죄수법의
문자․영상자료를 검색, 열람대조하고 또 인쇄하여 동일수법 용의자 수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73) 영상정보시스템은 컴퓨터의 처리속도의 향상과
저장용량의 증가 및 전송기술의 발달로 그 내용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
으며, 검색도 점차 용이해지므로 앞으로도 많은 활용이 기대된다.

가) 일반 범죄

강도, 절도, 사기 등의 범죄발생시 범죄수법 내용을 인지하여 기존에 작
성 보관중인 범죄수법원표에서 동일 수법자를 색출하여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면식범인 경우 피해자가 직접 용의자의 사진
73) 경찰청, 200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Ⅱ), 2000, 2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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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확인하여 조기 검거할 수 있게 된다. 대상범죄로는 강도, 절도,
사기, 위․변조 사범(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인장, 문서), 약취유인, 공
갈사범, 기타 경찰청장 및 지방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범죄이다.
일선관서에서 범인 검거시 범인의 인적사항, 범행내용, 인상, 신체특징,
습성 등을 수법원지에 기록하여 지방청에서 경찰청 형사과로 송부한다. 그
러면 경찰청 형사과에서는 원지의 중복 확인 및 일련번호 부여, 수법코드,
성별, 생년월일순서로 원지를 보관하고, 월 1회 정보통신2담당관실에 전산
입력 의뢰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실에서는 신규원지 입
력 및 삭제, 변동자료를 월 1회 처리하게 되어 있다. 이때 범죄수법내용
11종, 수법소분류 192종, 범행환경, 인상, 신체적 특징 50종, 기타특징 등을
분류하여 입력하게 된다.74)
조회내용에는 문자정보와 영상정보가 있다. 문자정보로는 일련번호, 작
성관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명, 직업, 수법분류번호, 수법내용, 공범(성
명, 생년월일), 범행환경, 인상, 신체특징, 본적, 주소, 학력, 특기, 지문번호
등을 조회한다. 영상정보에서는 범죄자 상반신 정면․측면사진, 전신 정면
사진, 범행사실, 십지지문, 자필(본적, 주소, 성명)을 확인할 수 있다. 조회
의 방법으로는 수법코드에 의한 조회, 신체특징에 의한 조회, 성명에 의한
조회가 있다.

나) 미아와 가출인

현재 경찰은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매일 발생되어 신고되는
미아 및 가출인 기본인적사항 및 사진화상자료를 전산화하여 일선경찰관
서에 설치된 화상검색단말기에서 신속히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체계를 구
축하고 있다. 먼저 파출소나 경찰서에서는 미아가출인의 신고접수 또는 보
74) 경찰청, “수법․수배 전산자료 입력코드 번호부,” 199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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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하게 된다. 경찰서는 182원지작성 및 전산입력을 하고, 사본은 보관
한 후 원지는 경찰청에 송부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에서는 사진영상을 입
력한다.
문자정보로는 작성관서, 작성일자, 작성번호, 성별, 성명, 생년월일, 보호
시설, 발생사항, 신체특징, 착의특징, 기타특징 등이 조회된다. 영상정보로
는 미아, 가출인 사진이 조회된다.

다) 마약류범죄

경찰은 마약정보카드자료의 문자와 사진을 전산화하여 신속 정확한 컴
퓨터검색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마약범죄자 검거시 활용한다. 대상범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행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이다. 2000
년에 마약류에 관련된 법률이 통합되기 전에는 대마관리법 위반행위, 향정
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행위, 마약법 위반행위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행위가 이에 해당되었다. 일선관서에서는 마약류사범 검거시 검거관서에서
범인의 인적사항, 범행내용, 마약관련 범행내용 등을 마약류범죄정보 전산
카드에 작성하여 경찰청 수사국 형사과로 송부한다. 경찰청 형사과에서는
자료취합 확인 후 문자정보를 단말기에서 입력처리하고 영상정보는 정보
통신2담당관실로 전산입력 의뢰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
실에서는 신규원지의 영상정보입력과 삭제처리를 하고 있다.
문자정보로는 죄명, 인적사항, 여권번호, 취급 마약류, 범행일시, 검거일
시, 범죄원인 및 유형, 투약․흡입횟수, 기간, 밀조(밀매, 밀수)자, 밀수방
법, 마약조직, 계보, 압수마약류, 전과, 범죄사실 등이 조회된다. 영상정보
로는 상반신 정면․측면사진, 전신 정면사진 등이 입력되고 있으며 조회종
류에는 인적사항 조회, 사건부번호 조회, 수사기관 조회, 계보조회, 주소
및 생년월일 조회, 마약류 종류에 의한 조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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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광범위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 마약류 정보
는 1995. 11. 1 경찰청예규 제154호로 제정되어 2003. 7. 24 예규 제316호
로 개정된 마약류범죄정보전산관리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칙은 마약
류범죄에 관하여 통계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수사를 위
한 정보전산관리체제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러한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마약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인
경우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건에 대하여는 마약류범죄정보전산카드
를 따로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동규칙 제2조 제1항). 이 전산카드
는 10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폐기하도록 하
고 있다(동규칙 제4조).
이와 같이 마약류범죄의 정보관리를 위해 마약류에 대하여 다른 정보와
는 다른 특칙을 둠으로써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을 쉽게 하
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라) 국제범죄

경찰은 2002년에 외국인범죄 수배와 마약, 화폐위조 등 국제성 범죄 자
료, 국내 외국인 일일 범죄통계기록 등을 전산 관리할 수 있는 「국제범죄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종래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인터폴 외국인범죄 수배자료, 해외도피 수배자,
마약, 인신매매, 위폐, 무기밀거래, 테러 등 국제성 범죄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가 모두 전산화되고 있다. 또 인터폴 회원국간 한국 또는 한국인 관련
각종 범죄와 수사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 외국인 일일 범죄통계 및 분
석자료 등도 체계적으로 전산화되면서 쉽게 조회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
게 된다. 경찰청은 2002년 11월 이 시스템의 시연회를 갖고,75)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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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을 거쳐 2003년말부터 국제범죄정보관리시스템
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개발로 과학적 분석 등을 통한 국제성 범
죄 동향파악과 대책수립도 가능하게 되었고, 일선서 등에서도 국제성 범죄
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사의 능률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전자
기술의 발달과 소프트웨어의 개발로 다양한 정보관리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제4절 법무부 형사사법정보망
1. 발전과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법분야 종합정
보통신망」의 연결을 전제로, 법원, 경찰뿐만 아니라 각종 특별사법경찰관
서, 일선 교정기관, 출입국관리기관 등 사이에서 상호 교환되고 있는 각종
법률문서를 전산망을 통해 교류하는 종합시스템과의 연동을 가능하게 해
주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76)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 공소, 공판, 형집행에
이르는 형사사법절차의 전반에 연관된 형사사법기관간 범죄수사정보의 공
동활용을 통해 국가형벌권을 강화하고 전자문서 유통에 대비한 기반을 구
축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형사사법체계 중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교
정기관간의 범죄정보 및 형사사법절차상 정보공유는 원활한 형사사법공조
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77)
75) 한겨레신문, 2002. 11. 23.
76) 하태훈/박주석, “범죄첩보수집 활성화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1999, 91면.
77) 이하의 법무부 형사사법정보망 구축사업 내용은 「2004년도 형사사법정보화촉진시행계획
(안)」, 법무부, 2003. 11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홈페이지 자료, http://www.fkii.or.kr) 참조.

78 마약류정보 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관간 정보제공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경찰은 경찰
정보에 따른 사건수사시스템의 송치서 및 의견서를 관할 지검 또는 지청
으로 전송한다. 검찰은 처분사항 정보를 제공하고, 법원은 선고사항과 판
결문 정보를 제공한다. 교정국은 재소자와 출소자 정보를 제공하고, 소년
원은 재원자, 출원자 정보를 제공한다. 출입국관리국은 출, 입국사실 정보
를 제공한다.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 및 종료자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법제처는 종합법률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종합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신속하고도 정확한 국가형벌권 행사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형사사법업무에 연계된 형사사법기관간 범
죄수사정보를 전자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업무처리절차가 개선될 수 있고,
신속하고 정확한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의
형집행자료 및 교정국의 재, 출소자 현황 등 형집행자료와 출입국관리상의
출, 입국사실 등 수사 관련자료가 수작업 유통을 대신하여 전산처리됨으로
써 업무처리절차는 간소화될 것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공유의 확대로 인하여 각 기관에 구축
되어 있는 자료의 활용도도 높아질 수 있다. 각 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
는 시스템자원을 활용하여 공동DB를 구축하고 새로 필요한 자료를 추가
함으로써 동일정보의 재입력이나 자료의 중복이 방지되고, 필요한 자료의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정보제공자 역할은 강화될 것이다. 결국 이를 통하
여 형사사법 유관기관이 연계됨으로써 형사소송업무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표준화 등 전자문서와 관련한 법적, 기술적 문제 등을 보완하여 향후 전자
문서 유통에 대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법무부 형사사법정보망 구축사업

형사사법정보망은 개별기관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기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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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즉 형사사법정보망의 목표는 모든 참여기관
이 형사사법 관련자료를 상호 공유하여 실시간으로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업무생산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법집행을 구현함으로써 국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데 있다. 이것은 특히 범죄의 방지와 범죄자의 검거에 효과를 발
휘할 것이 기대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보시스템의 확충을 통한 정
보화 역량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즉 형사사법기관의 자체 정보화를 충
실히 이행하고 관련자료의 공유를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형사사법망을 통
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정보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형사사법정보화시스템은 법무지식기반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여 전자법
무행정 완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 기존의 형사사법정보화시스템
에 보호관련 자료의 정보공유 확대에 따른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개별적
으로 운영되던 보호관찰과 소년보호정보시스템이 통합되어 보호종합정보
시스템이 재구축되었다. 곧 소년보호정보시스템, 조사․심사통합정보시스
템, CTI 시스템, 통합 웹서버 구축 등으로 업무 능률이 향상되었으며, 형
사사법기관간의 유기적 협조가 가능하게 되었다. 형사사법정보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사법기관간 범죄수사정보 공동활용체제 구축이다. 이를
위하여 법무부(보호․교정․출입국), 법원, 법제처, 검찰, 경찰 등의 정보시
스템을 연결하는 형사사법정보망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운영환경을 정비하
는 노력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 2001년 형사사법정보망 운영규정을 제정
하고, 형사사법정보망 참여기관별 공유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활성화를 위
해 노력하였다.

3. 경찰청과의 협력

형사사법정보망에서 경찰청과의 형사사법공조체계구축사업은 매우 중요
한 사업으로, 이는 네트워크를 통해 고소ㆍ고발ㆍ인지ㆍ진정ㆍ탄원 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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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경찰관서 사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전자수사행정을 촉진하
고 수사기법, 분야별전문수사관의 지식과 경험 등의 공유로 수사전산공동
체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DB화된 사건내용을 활용하여 온라인 사실확
인원을 발급함으로써 대민서비스의 질도 향상됨과 동시에 피의자 검거시
유사범죄의 조회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네트
워크를 이용한 동시 수배로 실시간 전국 공조체제의 확립이 가능해졌다.
또한 2003년에는 202범죄통계,78) 피해통보표, 사건수사시스템 유사항목의
단일입력으로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입력항목의 다양화로 복합조건검
색에 의한 범죄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형사사법기관간 자료공유를
강화하였다. 이는 제공되는 정보의 다양화와 함께 컴퓨터의 처리능력의 확
대, 소프트웨어의 발달 등 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바 크며, 앞으로도 더욱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표 10> 공동활용자료
자료명

주요내용

제공기관

송치서ㆍ의견서

피의자인적사항, 죄명, 의견 등

경 찰

선 고

인적사항, 선고내용, 판결문 등

법 원

처 분

인적사항, 공소사실, 처분내용 등

검찰청

재ㆍ출소현황

죄명별 출소자 현황, 영상자료 등

교정국

보호관찰내용

인적사항, 연락처, 영상자료 등

보호관찰소

환경조사의뢰서

인적사항, 연락처, 비행명/처분명 등

소년원

비고

On-line
Real-Time

자료 : 법무부 형사사법정보망 구축사업

78) 훈령 제202호 관련 경찰범죄통계를 말한다. 202범죄통계와 사건수사시스템의 전산 통
합과 관련하여, 202범죄통계의 원표항목 중 최근 범죄추세와 맞지 않거나 전산화에 의해
수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대검찰청과 협의를 통한 원표개선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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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활용하기 위한 통신망으로는 경찰종합정보망을 이용하며 사법기
관간 자료공유는 형사사법정보망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사실이나
수형사실과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국민인권침해의 우려를 해소
하기 위해 시스템 접근권한자 통제와 조회내역에 대한 관리, 방화벽ㆍ침입
탐지시스템을 이용, 외부침입자 차단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청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DB는 중앙으로 집중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기 구축 활용중인 각종 영상데이타들을 재활용하여 현 시스템
이용율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범죄통계시스템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건수사시스템, 202범죄통계, 피해통보표의 단일
입력창을 구성하여 입력절차를 간소화하고, 입력지연을 해소하며, 입력누

락을 방지하고 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사
용을 기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입력항목으로 보다 상세하고 실무적용범위
가 넓은 통계산출 및 범죄분석예측이 가능해졌다. 또한 각종 영상망의 통
합 검색ㆍ조회로 정보접근시간을 단축시키고 자료 활용율을 높임으로써
실질적인 형사사법정보망을 확충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기관간
원활한 전산자료공유로 일선 수사ㆍ형사 활동에 필요한 타 기관의 양질의
자료의 검색과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다.

4. 주요 시스템

가. 통합교정정보시스템

통합교정정보시스템은 2003년 완료된 시스템으로 업무환경 통합을 위하
여 정보화 적용율이 저조한 교정분야의 노후 정보시스템을 확장ㆍ개선하
여 교정행정의 과학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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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안정화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연계기관간 자료교환
을 실시하였으며, 2002년 1월에는 전국 법원과 연계하여 운영하였고 동년
2월에는 전국 검찰청과 연계하여 확산운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동
년 11월에는 법무부 교정국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자료검색도 확대
하여 2002년 2월에는 출입국관리국의 출입국사실자료 서비스를 실시하였
고, 동년 11월에는 법무부 교정국 수감자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후 시행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정보(보호․교정․출입) 시스
템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자료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 통신속도의 개
선 등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및 민원서비스 질을 높이고, 통신장비 이중
화 구축․통신망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무중단 서비스 및 효율적인 통신망
관리를 추구함과 동시에 업무환경에 적합한 단일인증절차 강화 등 체계적
이고 종합적인 보안방안도 수립되었다.

나. 통합수사자료관리시스템

통합수사자료관리시스템은 재범율의 증가, 범죄의 지능화, 첨단화 추세
에 맞추어 범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지능범죄에 대
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종 범죄에 따른 체계
적인 자료구축으로 범죄의 성향 등을 파악하여 범죄예방과 사건해결의 효
율성을 높이고, 기간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수사자료의 활용체
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스템의 추진방향은 전자법정 등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고, 각종 증거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
며, 관련시스템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공유데이터 표준화
추진 및 정보보안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하에 기간시스
템과의 연동을 고려하여 연차별 단계별 구축대상을 선별하여 구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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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사의 과학화를 도모하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다
양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고 향후 유사범죄 수사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각종 조서, 사진, 음성 등의 범죄 증거자료 등을 디
지털화하여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전자법정 시행 등
환경 변화에 대비한다면 수사의 신속화를 도모하고 인력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의 편의 및 재판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
게 될 것이다. 즉 관련범죄 및 범죄인(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전과 외 범
행방법 및 습성 등을 쉽게 검색하여 특정범행 발생시 범인식별에 활용하
고, 재범 및 지능화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또한 앞으로 형사사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활용체계 구축은 필요하다. 형사사법 정보
관리에 있어 사건기록의 송치(경찰), 수사(검찰), 공판(법원), 집행(법무부)
을 위한 정보시스템이 기관별로 분산 구축되고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업무
의 특성상 유관기관 간에 동일 사안에 대하여 긴밀한 정보의 공유와 통합
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정보가 단절되고 공유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부처간 정보공유를 위해서 이미 구축한 형사사법망
또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아직은 중요사건의 사건정보처리에 대해
정보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기도 한다.
이러한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간의 협업 프로세스
정립과 시스템 연계업무 정의, 연계자료의 표준정의, 통합사건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동활용체계 구축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정보기술의 전
략적인 활용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통합수사자료관리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한다면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적정한 의사결정을 통해 수사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종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정보의 체계적 축적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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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형사사
법기관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수사공조체제의 기반을 확립하는 것은 전체
적인 형사사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제5절 정보관리의 법적 근거
우리 사회에서 정보화는 1980년대부터 급속히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범국가적 전략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1986년에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1986.5.12, 법률 제3848호)’79)을 제정
하고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목표로 전산망의 확충을 중심으로 전산화사
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관련법령의 제정을 통해 정부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1995년 8
월에는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초고속정보
통신 기반구축사업을 범국가적으로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정보화에 따르는 법적 뒷받침을
위한 법률의 제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법들을 통하여 국가의 전산망을 확
충하고 정보의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경찰에서도 이 법률에
근거하여 경찰정보관리체제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이후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행정전산
망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한 ‘행정전산망추진에관한규칙’(1990.2.19, 총리령 제 357호)을 제정
하였는데, 특히 동규칙 제11조에서 정보의 이용체제구축 및 공동활용을 구

79) 이 법률은 1999년 2월, 법률 제5835호로 전문개정되면서 법률명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관한법률’로 바뀐다. 그리고 다시 2001년 1월, 법률 제6360호로 전문개정되면서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법률명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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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전산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전산화된 주요행정업무의 정보를 유
지 및 관리하도록 할 수 있게 하였다.
1995년에 정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1995.8.4, 제4969호)과 동법 시행령
(1995.12.29, 대통령령 제14847)을 제정하고 여기서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규정하였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에서는 ‘한
국전산원’을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정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동활용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공공기관간의 정보의 공동활용 및
정보통신망연계업무의 관리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3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의 촉진 등을 규정하여,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독점을 방지하고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보유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고 그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동조 제1항), 공공기관간 정보의 공
동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동
조 제2항 제2호).
이처럼 정부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체제의 구축은 전산망보급확장과이
용촉진에관한법률이나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의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
되었으나, 그 내용이 강제적인 성격보다는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
부기관간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곧 중복적
인 데이터베이스 개발 방지, 정보공동활용의 대상업무 선정기준과 관리 및
운영지침, 이용절차, 공동이용에 따른 권리 및 의무관계, 그리고 비용문제
등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정보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내용이 이상에서 살펴본 각
종 법률에 분산되어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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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80) 아울러 정보의 집중과 공동관리, 활용에 따라 필연적으
로 그 발생가능성이 증대하게 되는 정보의 오․남용현상과 정보유출의 방
지 등 개인의 기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욱 치밀한
규정들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80) 서진완/장지원,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7, 44-46면.

87

제4장 국제사회의 정보관리시스템

제1절 인터폴의 정보관리시스템
1. 개 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이하 ‘인터폴’이라 한다)는 각국의 국내법의 기반 위에서 경찰간의 협력을
통하여 형사문제에 대한 협력을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 오늘날 형사사법
분야의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81) 이 기구는 총회, 지역회의,
세미나 및 각종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범죄사건수사에 필요한 최신정보와
수사기법의 교환 및 각국 경찰의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프랑스의
리용에 위치한 인터폴 본부에서는 각종 국제 범죄에 관련한 기록 및 범죄
자의 지문, 사진 등을 분석하고 정리한 데이터자동검색장치를 운용하고 있
으며, 국제 지명수배자, 우범자, 행방불명자, 변사자 신원, 장물, 범죄수법
등의 자료를 각 국의 요청에 따라 회원국에 배포하고 있다. 인터폴은 회원
국과의 안전한 교신을 위해 X-400이라고 하는 초고속 데이터송수신장비
를 보유하고 있으며 통신보안을 위해 ENCRYPTION SYSTEM(보안장치)
을 설치해 놓고 있다.82)
국제경찰협력은 대협력단계(Macro Level), 중간협력단계(Meso Level)
및 소협력단계(Micro Level)로 나뉘어진다.83) 대협력의 단계는 국제경찰협
81) 인터폴의 역사와 구성에 대해서는 문규석, 경찰의 지역간 협력 및 아ㆍ태폴 창설을 위
한 기반조성방안, 치안연구소, 2001, 31-47면 참조.
82) http://koreandetective.com/interpol.htm
83) 이에 대한 상세한 것은 John Benyon, Lynne Turnbull, Andrew Wills, & Rachel
Woodword, “Understanding Police Cooperation in Europe : Setting a Framework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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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관련된 국내법과 국제법이 조화가 이루어진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
는 정부의 고위관료가 토론하고 기초적인 쟁점을 정하고 방향을 결의하는
단계로서 주로 장기적이고, 중요한 결정이 행해진다. 이러한 협력에서 제
기되는 주요 쟁점은 비자협정, 망명정책, 타국영역에서의 추적권과 감시권
및 범죄인인도절차 등이 포함된다. 즉 입국의 권리에 관한 기초적인 문제
점과 출국에 관한 규칙, 체포, 감금 및 심문 등 경찰권에 관한 법적 문제
등이다. 중간협력의 단계는 경찰의 작전구조, 관행, 절차에 관련되는 것으
로서, 이것은 통상적인 경찰업무에서 발생하는 공식적인 체계이다. 즉 특
수한 범죄수사 중에 공통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에 관심이 있는 국가의 중
간급 관료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 단계의 중요한 특징이다. 또한 이 단계
에서 중요한 관심은 각국의 경찰당국간의 통신체계이고, 주된 장애는 경찰
정보체계, 공동 데이터베이스 및 이러한 범죄정보에 대한 공동조정과 접근
이다. 그리고 소협력의 단계는 특수한 범죄의 수사, 특별한 형태의 범죄의
방지와 통제에 관련된다.84)
인터폴은 오랜 역사를 지닌 국제적 실체로서 국제경찰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사건에 관련된 정보제공 등 각종 국제경찰협력을 위하여
중간협력의 단계의 특징인 통신망을 전 세계적으로 구축해 놓고 있다. 인
터폴은 인터폴 사무총국이 소재하고 있는 프랑스 리용에 중앙무선국, 전
세계에 걸쳐 9개의 지역무선국 및 회원국의 국가중앙사무국에 설치된 무
선국으로 구성되어 있다.85)
국제마약거래와 같은 국제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협력은 각국
analysis”, in Malcolm Anderson & Monica den Boer(de), Policing Across National
Boundaries, Pinter Publishers, 1994, 49-55면; John Benyon, "The Politics of Police
Co-operation in the European Un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w, Vol. 24, No. 4, 1996. 12, 357-358면; Michael Santiago, Europol and Police
Cooperation in Europe, Criminology Studies, Vol. 11, 2000, 7-8면 참조.
84) 문규석/김상구/윤성철,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실효적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19집, 2003, 454면.
85) 문규석, 앞의 논문,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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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문가들이 인터폴 총회, 아시아와 유럽의 지역회의를 통하여 범죄경향
에 대한 토론과 분석을 증진함으로써 소단계와 중간단계의 협력으로 구성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대단계의 협력으로는 볼 수 없다.86) 그 이유는 ①
인터폴의 국제법상 지위가 정부간기구인 비정부간기구인지 애매하다는 점,
② 인터폴 헌장도 국제조약적 성질이 있지만 국제조약인지에 대해서 의문
이 있다는 점, ③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이 국내법에 의해서 좌우되
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호주의에 의한 협력이라는 점, ④ 상호주의에 의한
협력이므로 그 구속력에 의문이 있다는 점 및 ⑤ 어느 회원국이 인터폴로
부터 입수한 정보를 테러집단에 누출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데이터보
호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 등 때문이다.87)

2.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내용과 절차

가. 내 용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그 절차 또한 정
식 범죄인인도나 형사사법공조에 비해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협력의
내용은 크게 ① 국외도주 범죄인인도를 위한 수사 및 긴급 구속요청, ②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교환 및 협력요청, ③ 국외 도주범인의 수배요청, ④
증거송부 및 이를 위한 증인신문 요청, ⑤ 수사상 필요한 자료요청, ⑥ 범
죄경력 및 사실조회, ⑦ 외국 경찰관계기관 방문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⑧ 실종자 소재수사 요청, ⑨ 각종 자료요청, ⑩ 내국인의 국외범죄에 대
한 수사시 관련 수사기록 요청, ⑪ 외국인 피의자 검거시 신원확인 및 범
죄경력 조회, ⑫ 내국거주 외국인에 대한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⑬ 해외

86) John Benyon, 앞의 논문, 359면.
87) 문규석/김상구/윤성철, 앞의 논문, 4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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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자 소재확인시 강제추방 또는 범죄인인도 요청 등이다.88) 이러한 협
력의 내용은 각종 정보교환, 국제수사공조 및 각종 자료조회, 범죄인 강제
송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나. 국제수사공조 및 각종 자료조회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
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국제수사공조는 각국의 수사기관이 국제보통범죄의 수사를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활동으로 수사에 관련되는 정보의 교환에서부터 참
고인에 대한 조사, 전과․지문조회, 사람이나 물건의 소재파악, 서류의 송
달 등 그 범위에 있어서 다양하다. 인터폴은 이러한 국제수사공조를 위해
서 국제수배제도를 확립하여 현재 각종 국제수배서와 팜플렛을 발행하고
있다.
곧 인터폴 사무총국은 사무총국 및 각 회원국간에 각종 국제범죄의 예
방과 진압 및 수배대상자를 색출할 목적으로 국제수배서를 발행하여 국외
도피범, 실종자, 우범자, 장물, 수배 대상자에 대한 인적․물적 사항에 관
한 정확한 자료를 각 회원국에 통보하고 공동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제도적으로 확립하였다.89) 현재 인터폴 사무총국은 개인수배서(적색, 청색,
녹색, 황색, 흑색수배서), 장물수배서, 범죄수법수배서, 회보, 약식보도 및
기술팜플렛 등을 발행하고 있다.90)
88) 남궁구, “외사경찰의 국제화 전략,”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1995, 57-58면; 경찰청, 국제
성 범죄수사, 경찰청 외사관리관실, 1996, 173-175면.
89) 경찰청, 앞의 책, 161면.
90) 수배서는 도주자의 이름, 가명, 직업, 출생지와 생년월일, 외모의 특징, 모국어, 지문,
그리고 사진 등이 기록된 용지이고, 이 용지는 오른쪽 위 모퉁이의 여백에 적색, 청색,
녹색, 흑색, 황색 등 다섯 가지 색상으로 가로 3.3cm 세로 4cm 정도 크기의 4각 마크
가 붙어 있다. 색상은 일종의 코드를 의미한다. 문규석/김상구/윤성철, 앞의 논문,
457-4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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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통범죄자에 대해 적색수배서에 의해서 체포한 경우에 범인을 체
포한 수사기관은 범인이 자국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자국법에 의해서
집행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해당국에게 범죄인인도 또는 추방을 위한 절차
가 개시된다. 수사공조가 범죄인에 관련된 전과조회나 기타 조사인 경우에
는 이에 대한 조사를 행한 후 해당국에게 회신을 하면 된다. 구유고전범법
원, 르완다전범법원 및 국제형사법원이 요청한 협력도 기존의 국제보통범
죄자에게 행한 협력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된다.91)

다. 절 차
인터폴은 국경 없이 활동하는 경찰이 아니라 국가간의 경찰협력기구이
다. 따라서 범죄자의 송환이나 자료요청 등 모든 협력사업은 자국의 인터
폴사무소를 통해서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인터폴업무는 인터폴 중앙사무
소(NCB)로 지정되어 있는 경찰청의 외사관리관실에서 담당하게 된다. 우
리나라의 인터폴중앙사무소는 우리나라 국민 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범죄행위를 한 후 도주한 국가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기록을
통해서 파악하고, 범죄자가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인터폴 중앙사무소에 직
접 연락을 해서 그 범죄인의 범죄에 관련된 기록을 제공함과 아울러 협조
요청을 한다.
이와 함께 인터폴 사무총국에

연락해서 국제수배를 요청한다. 인터폴

사무총국은 그 범죄자의 범죄내용에 따라서 수배의 내용에 맞는 수배서를
발행하고, 이 수배서를 회원국에게 배포한다. 범죄발생지 국가는 인터폴
사무총국이 발행하는 수배서를 모든 국가에 배포하지 않고 관계 있는 회
원국을 선정하여 수배서를 배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범죄인의 체류국은
범죄행위지 국가의 공조요청 사항을 그 국가의 인터폴중앙사무소를 통해
서 이행해 준다.
91) 문규석/김상구/윤성철, 앞의 논문, 457-4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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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찰간의 협력은 범죄인인도나 형사사법공조 등 검찰과 외교경
로를 통한 협력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이용
되고 있으나, 남용의 우려도 있어 신중함이 요구된다. 범죄인인도 등 정식
절차에 의한 형사사법공조는 인권보호에 역점을 두고 많은 인권보호장치
를 두고 있으나 경찰협력의 경우는 정보의 제공을 중심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어 인권보호는 상대적으로 부
족한 면이 있다.

<표 11> 국제경찰협력 절차

경찰(검찰)

→
←

각국의 NCB

→
←

인터폴사무총장에게 국제경찰협력
→
요청
범죄인 체류국의 NCB에게
국제경찰협력 요청

→
←

각국의 NCB → 범죄인 체류국의 경찰당국

→
←

범죄인 체류국의 경찰당국

←

자료 : 문규석/김상구/윤성철, 앞의 논문, 459면.

3. 데이터보호제도

인터폴 사무총국과 각국의 NCB, 그리고 각국의 NCB간에는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련된 각종 경찰정보가 수집, 저장되고 또 교환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찰정보의 수집, 기록, 분석, 검증, 수정, 보관, 삭제 등의 정보
처리를92) 위하여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93) 이에는 인터

92)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2조 (b) 참조.
93)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2조 (a) 및 사무총국에서 선별된 데이터베이
스 및 NCB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직접 접근을 규율하는 규칙 제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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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이 경찰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선별된 정보의 데
이터베이스, 사무총국의 일반형사기록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와 도난 미술품
의 목록과 사진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94) 이와 같이 인터폴이
경찰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별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설치․운영하
고 있는 이유는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련된 경찰의 활동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설치, 운영에 대해
서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저장된 정보의 수정, 데이터의 보유기
간, 일정한 보유기간이 경과한 데이터에 대한 삭제 및 저장된 데이터의 유
출 및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감독기관 등 데이터보호제
도에 관한 일정한 규칙이 규정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95)
유럽연합 회원국의 역내 국경의 폐지에 따라서 역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는 범죄자의 자유이동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에게 추적ㆍ감시권을 부여
한 센겐(Schengen)경찰협력도 국경에서 조사와 통제, 경찰 및 세관조사
등의 목적으로 자동검색이 가능한 센겐정보통신망(Schengen Information
System : SIS)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데이터보호에 관한 일
련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96) 유로폴도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인 범죄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역시 그
협약에 데이터보호에 관련된 일련의 규정을 두고 있다.97)
이와 같이 경찰협력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데이터보호의 중요성이 강
조되는 것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중인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데이터가 유출됨으로써 데이터보호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98) 과학기술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특히
94)
95)
96)
97)
98)

문규석/김상구/윤성철, 앞의 논문, 495면.
문규석/김상구/윤성철, 앞의 논문, 494면.
센겐이행협약 제102조-제119조 참조.
유로폴 협약 제9조-25조 참조.
Malcolm Anderson, Monica Den Boer, Peter Cullen, William C. Gilmore, Charles D,
Raab, and Meil Walker, Policing the European Union : Theory, Law, and Practice,

94 마약류정보 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정보의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한
다면 정보의 공유를 위한 각기관의 정보제공에도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
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유를 위해서는 회원국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보호가99) 이루어질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인터폴의 데이터보호 목적은 인터폴 헌장 제2조에 규정된 인터폴의 목
적을 확인함과 동시에 국제경찰협력 체제 내에서 처리되어 전송된 경찰정
보가 개인의 권리 침해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100) 유로폴의
범죄정보시스템 및 센겐경찰협력의 센겐정보시스템도 데이터보호와 관련
하여 기기 접근의 통제, 자료전달의 통제 등 일련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감시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도 데이터를 보
호하여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101) 데이터의 보
호와 유출방지는 경찰협력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지며, 그 내용
과 보유기간, 접근가능성, 수정과 삭제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102)

제2절 유럽의 경찰협력과 정보공유
1. 유럽의 통합과 정보분야의 협력

1958년에 시작된 유럽 통합에 관한 노력은 1992년에 인간의 자유 통행,
자본과 상품의 자유 통행 등 역내시장의 형성을 통하여 하나의 유럽을 향
Clarendon Press, 1995, p.52; John Benyon, et al., op. cit., p.129.
99) Rosemary Jay & Angus Hamilton, Data Protection : Law and Practice, Sweet &
Maxwell, 1999, p.1.
100)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1조.
101) 유로폴 협약 제23조-제25조 및 센겐이행협약 제102-제118조 참조.
102) 이에 대한 상세한 것은 문규석/김상구/윤성철, 앞의 논문, 497-52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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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범죄도 많아져
경제사기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에 대항하기 위해 회원국간의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 분야는 원래의 협력분야는 아니었기 때문에 공동체
단위가 아닌 정부간 단위에서 정책들이 협의되었으며, 다른 분야의 협력에
비해서 낮은 수준의 협력에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
약으로 널리 알려진 유럽연합협약의 체결과 발효에 따라 이 분야의 협력
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유럽연합내부의 치안과 경찰의 협력에 관한 분
야는 광범위하게 정부간 협력의 형태로 남아 있어 아직도 부족한 측면이
많으나 범죄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일부 특수분야에서는 기구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기구들은 현재까지 3개가 있다. 이들 기구는 모두가 공동체에만
관여하도록 된 것은 아니고 국제적 범위에서도 활동하는데, 이들은 조직범
죄, 마약, 불법이민과 정보교류 분야에서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케이
4위원회(Comite K.4)로 전환 중인 트레비 그룹(groupe TREVI)은 조직범
죄분야에 관한 협력을 위한 기구이며, 마약진압유럽위원회(CELAD)와 이
민문제에 대한 특별그룹이 각각의 분야에 대한 협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범죄나 국내적 범죄에 관하여서는 유럽연합에 아무런 권한
도 없으며 각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활동무대가 초국가적 범위가 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마약진압유럽위원회는 1989년 스트라스부르 정상회담에서 창설되었으며,
이 기구는 12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었고 마약문제에 대한 협조를 위한 기
관이다. 이민문제에 대한 특별 그룹은 1986년에 창설되어 망명권, 허위 문서,
공동체 외부 국경선의 통제 문제들을 관할하며, 1990년 12월 15일의 선언
에 의하여 그 역할이 명시되어, 트레비그룹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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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로폴(Europol)

가. 개 관

1990년 독일에 의해 시작된 유럽 형사경찰 중앙 사무소(Europol)에 관
한 구상은 1991년 6월의 룩셈부르크 정상회담에서 유럽공동체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재개되었으며, 1991년 12월 헤이그회의에서 확인되었다. 유
로폴은 회원국간에 범죄정보의 교환과 협조를 통하여 협력하기 위한 것으
로 그 목표는 유럽공동체의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 범죄
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회원국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순수한 수사권이나 형사절차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지는
못하였다. 초기단계에서 가장 문제된 것은 마약류에 관한 협력이었다. 따
라서 이 분야의 정보의 수집과 공유는 가장 중요한 일이며, 유로폴의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약에 관한 정보의 교환이다.
유로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회원국의 국경을 넘어 일어난 범죄, 특히
마약류 범죄에 관한 회원국간 범죄정보의 교환과 조정 그리고 회원국간에
정보교류의 발달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1993년 6월의 코펜하겐 장관급협약은 유로폴의 첫 번째 단계인 유로폴
마약단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본부의 소재지는 1993년 10월의 브뤼셀
정상회담에서 네덜란드의 헤이그로 하였다. 유로폴은 여러 나라에 걸친 마
약의 불법적 거래, 연루된 범죄단체, 자금세탁에 관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분석하며, 각 회원국의 범죄활동을 진압하기 위한 법률을 집행하는 경찰과
다른 기관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것이 그 임무이다. 즉 마약과 관련한 범죄
에 대한 유럽연합 회원국간의 정보의 교환, 특히 사람에 관한 정보의 교
환, 각 회원국이나 다른 정보원에 의해서 제공된 비개인적인 정보에 근거
를 둔 범죄에 대한 분석 등을 임무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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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로폴 협약

유럽경찰사무소 설치에 대한 1995년 7월 26일 유럽연합협약에 근거하여
유럽이사회는 헤이그에 유로폴본부를 설치하였다. 모든 회원국은 조약 제4
조의 규정에 따라 단 하나의 국가 단위에 의해서 대표된다. 이러한 규정을
만들게 된 배경은 각 국가 내에 국가 단위의 위치를 자치 경찰과 중앙 경
찰이 모두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문제는 독일의 형사경찰국
(BKA)과 지방경찰 사이에 치열하게 다투어졌는데, 조정안으로 국가 단위
의 설치수는 각 회원국의 재량에 맡긴다는 안도 있었으나 결국 국가단위
로 결정되었다.
이 협약 제4조는 각 회원국의 국가(대표)단위가 다음에 열거하는 임무
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각 국가 단위의 자발적 동기에 의하여 그들
임무 실행에 필요한 정보를 유로폴에 제공하고, 정보를 계속 보완하며, 권
한 있는 업무처를 위하여 정보를 개발하고 전파한다는 것 등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국가 단위(unite nationale)는 안전면에서 국가적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면서 국가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고 수사의 성공
이나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유로폴의 활동범위는 테러의 예방과 진압, 마약의 불법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자금세탁과 관련된 것도 유로폴의 권한에 속한다. 이
렇게 결정된 단계에서 유로폴은 우선적으로 다음의 일정한 직무를 수행하
여야 한다. 회원국간에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조합
하며, 분석하는 것이다.

다. 유로폴의 정보체계

유로폴과 그 회원국들은 협약 내에서 수집된 또는 교환된 정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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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안전면에서 민감한 활동을 유로폴로부터 위탁
받은 사람은 관련된 출신국에 대하여만 수사한다(제31조). 비밀준수와 주
의의무가 부과되며 대표, 부단장, 유로폴 요원, 연락요원들은 품위유지의무
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유로폴은 3가지 형태의 정보 체제를 갖추고 있다. 첫번째 정
보색인체계는 ‘자동화된 정보시스템’으로 ‘센겐정보시스템(SIS)’이나 ‘유럽
정보시스템(SIE)’과 같은 중앙정보시스템과 각 국가별 유로폴정보시스템과
연결된다. 하지만 이 정보 체계가 하나의 정보 저장소에 통합되어 있는 것
은 아니다. 유로폴의 정보시스템이 센겐정보시스템과 다른 점은 이 시스템
이 제3국이나 다른 기관에 의해서 분석된 정보를 자기 시스템에 추가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국가, 연락요원, 단장, 부단장, 그리고 적합한
권한을 가졌으며 권한 이외는 참조가 금지된 유로폴 요원에 의하여 직접
‘참조 문의’된다. 유로폴은 이 기구에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기술적인
면에서와 개발적인 면에서 책임을 질 수 있다.
유로폴의 정보시스템에는 회원국 국내법에 의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이 되는 사람과, 유로폴의 재정에 대한 범죄혐의자에 관한 정보를 사
용 가능하도록 저장한다(제2조). 이 경우 저장될 수 있는 정보는 이름, 주
소, 국적, 성별, 그리고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불변하는’ 특별한 표지
에 한정된다. 이 시스템의 정보 단서들은 ‘저장, 수정,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은 ‘저지른 범죄, 그 날짜, 장소’ 등이다. 이 용의자에 대한
사법절차가 개시되거나 이 용의자가 최종적으로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
정보시스템의 정보들은 삭제 결정에 의하여 완전히 지워진다.
두번째 정보색인체계는 더욱 민감한 것으로 유로폴의 분석그룹에 의하
여 만들어진 색인시스템으로 제2-1조에 명시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이 분석색인들은 주어진 상황에 관련된 한시적 정보색인으로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개인적 정보가 없는 전반적, 전략적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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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보와 회원국에 의해 요청된 긴급한 정보로 구성된 상황분석 정보이다
(제2-2, 2-3조). 다른 하나의 정보들은 주로 사람과 그룹에 대한 것으로
사법적 지지가 없이 의심만 있는 것들이다.
세번째 정보시스템은 색인시스템으로 연락요원이나 단장 등이 쉽게 분
석정보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제
8-1조에 거론된 사람, 수사시에 참고인으로 호출될 수 있는 사람, 범죄의
피해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외 기타 정보들은 유로폴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다. 이러한 종류의 정보들은 유럽공동체 기구들, 이
공동체 범주에 속하는 공적 기관들, 제3국, 인터폴 등의 기구에서 전달되
어 시스템에 첨가된다.

라. 정보처리에 관한 일반 규정

유로폴은 각 회원국가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를 연락요원 또는 국가단위에 즉시 알린다. 각 회원국은 개인에 관한
정보보호조치를 국내법에 따라서 취하여야 한다. 정보의 보호에 관해서는
정보자료를 입력하고 전달한 국가와 자기 책임하에 정보를 분석하고 전달
한 유로폴에게 책임이 있다. 정보시스템, 색인시스템, 그리고 분석 목적으
로 만들어진 색인시스템에서 추출된 개인적 성격의 정보자료는 유로폴의
권한범위내에 속하는 범죄를 진압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회원국의 권한 있
는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럽이사회에 의해 정해진 조건 내에서 유로폴의 권한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제3국이나 그 기관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전송된
정보자료는 제3자가 정보자료의 형태, 그 자료의 목적, 필요기간 등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로폴은 이 전송이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해 책임을
진다. 자신과 관련된 유로폴의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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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유로폴은 회원국 국가기관으로부터 요구를 받
은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응답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로폴이 적법하게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나 정보가 회
원국의 자유, 공공질서 등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정보의 교통으로 인한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회원국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
다(협약 제19-3조).
유로폴의 권한 밖의 정보나 잘못된 정보가 저장되었을 경우, 유로폴은 각
회원국과 연대하여 교정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정보자료의 보전 및 삭제
기간은 유로폴이 그 임무를 실행하는 기간으로 입력 이후 최장 3년 동안이
다. 각 국가별 통제기관은 국내법을 존중하면서 활동하지만, 독립된 기관으
로서 유로폴에 대한 자료의 입력, 문의 참조, 전송을 통제하고 이러한 자료
의 전송이 개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도록 확인한다. 누구든지 이 통제기관에
유로폴로 전송된 자료가 자신과 관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독립된 합의체 통제기관은 정보자료의 보호에 관한 유럽이사회 협약으
로 창설되어, 유로폴의 정보와 유로폴에 의해 전달된 정보가 개인의 권리
와 적법성을 해치지 않도록 유로폴의 활동을 감시한다. 각 회원국은 국내
통제기관의 일원 중 2명의 대표를 파견하여 이 통제기관을 구성한다. 이
기관은 유로폴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럽 이사회에 제출한다.

마. 정보자료의 보호

협약 제25조는 정보자료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보보호 문
제는 지금까지는 전산화된 정보자료의 보호에만 관련된 것처럼 보였지만,
구두로 전달되는 정보에 관해서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이 국가 단위와 유로폴의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있을지라도, 참조할
때마다 매 번 필요한 정보 참조에 적합한 업무 내용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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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자료의 보호방안으로, 권한 없는 사람은 접근, 수정 또는 삭제
를 불가능하게 하며, 컴퓨터망을 통한 자료의 해적행위가 방지되도록 하고
있다. 각 회원국은 유로폴에 의하여 저장되고 처리된 정보의 법적, 사실적
착오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책임이 있다. 만약 법적 혹은
사실적 착오가 의무의 불이행이나 잘못된 전송에 기인한 것이라면 정보를
전송한 유로폴이나 회원국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유로폴과 회원국 사이
의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는 행정이사회에서 3분의 2 다수로 결정한다.

제3절 센겐협정에 따른 경찰협력
1. 개 관

1984년 6월 유럽이사회는 공동체 내에서의 사람의 통행시 실시되어 온
세관 및 경찰의 국경 통관절차의 폐지원칙을 채택하였다. 그 다음달에 독
일과 프랑스는 이 문제에 대한 양자 협약을 체결하였고 베네룩스 3국이
이 협약에 가입할 것을 희망하였다. 이에 따라 1985년 6월 14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및 독일 사이에 ｢공통의 국경에서의 감시의
점진 철폐에 관한 베네룩스 경제연합의 각국, 독일연방공화국 및 프랑스공
화국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독일·프랑스의 국경 가까이에 있는
룩셈부르크의 센겐에서 서명되었기 때문에 센겐협정이라고 불린다.
협약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발효하는 단기 조치와 장기 조치를 명시한
협약은 마지막 절차인 비준서나 승인서가 제출되고 난 30일 후에야 발효
하도록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다. 센겐협정은 2장 33개조로 되어 있으며 제
1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조치, 제2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실시
로 옮겨야 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전자는 협정의 발효로부터 국경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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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폐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체약국이 공유하고 있는 국경에서의 형식
적 절차의 간소화를 유럽연합103) 회원국의 국민에게 행하는 것으로, 1985
년 6월 15일의 발효와 함께 바로 실시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1986년 1
월 1일까지 실시할 것을 정하고 후자의 장기적으로 실시에 옮겨야 할 조
치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1990년 1월 1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2. 단기적으로 실시에 옮겨야 할 조치

사람의 왕래에 관하여 경찰 및 관세당국은 1985년 6월 15일 이후 원칙
적으로 국경통과시에 여권검사 등을 모두 생략하고 단순히 육안으로 확인
하는 것으로 통제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자가용차는 국경에 정지하지
않고 서행하여 통과하고, 단속관은 차내를 일별하는 것에 의하여 출·입국
자가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으로서 신분증명서의 휴대 등 국경통과에 관
한 규정의 준수, 면세한도내의 허용물품만을 휴대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도
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작위추출에 의한 통제를 행할 것인가는 각국에 맡
겨져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단속관이 효과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가에
는 의문이 있는데, 이와 같은 조치가 실행에 옮겨져 단속관이 국경감시소
에 상주하고 있으나 자유로운 통과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한
다.104) 이와 같이 눈으로 확인하는 것에 의한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하여 유
럽카드라 불리는 녹색딱지를 차의 유리창에 제시하도록 하여, 이에 의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이 국경통과에 관한 규정을 지키고, 면세한도내의
물품을 휴대하고 외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단속관에게 인식시
키도록 하고 있다. 국경부근의 주민에게는 허용된 국경통과지점 이외의 지
103) 원래의 조문에는 유럽공동체(EC) 회원국이라고 되어 있으나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
약에 의하여 유럽공동체가 유럽연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하 유럽연합이라 표기한다.
104) 白川靖浩, “シェンゲン協定について(下) - EC統合と治安問題”, 警察學論集 第46卷 第4
號, 1993. 4, 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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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국경감시소가 열리는 시간 이외에도 국경을 왕래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6조). 다만 면세한도내에서 물품을 휴대하고 외환에 관한 규정을 준
수할 때에만 이 우대조치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사람의 국경통과에 대한 통제를 간소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치안의
공백에 대한 대응조치로는 각 체약국의 사증(visa)에 관한 정책의 통일에
대한 노력(7조), 마약의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의 강화, 자국내에서의 활동을
조정하는 것의 의무화(제8조), 범죄대책, 특히 마약․무기의 불법거래, 불법
입국․체재, 탈세 및 밀수의 대책에 대한 협력(제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객 및 화물수송과 관련하여 교통법령상의 통제의 필요성 때문에 영업
으로서의 도로에서의 여객수송에 대하여는 육안확인에 의한 통제만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운전기사가 휴대하고 있는 자료의 통제를 행하도록 노력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4조). 그러나 체약국 사이에서 행하는 국경통과의
도로화물수송에 대한 허가제도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있다(13조).

3. 센겐추가협정

가. 개 요

이 협약 제17조 이하에서는 국경감시의 폐지와 그에 따르는 조치가 규
정되어 있는데 개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상세한 것은 센겐추가협정
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센겐협정만으로는 실제 적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센겐
협정에서도 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실시에
옯겨야 할 조치이다. 여기에서 정한 기일인 1990년 1월 1일까지 국경감시
의 폐지의 구체화를 위하여 각국간에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1989년 7월, ‘미해결의 치안문제’를 이유로 시한을 연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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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후 1989년 12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센겐추가협정의 서명도
동구의 붕괴와 함께 구동독을 센겐협정의 틀속에 어떻게 넣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여 실현되지 못하였으나,105) 1990년 5월에 합의에 도달하여
1990년 6월 15일에 ｢공통의 국경에서의 감시의 점차적 철폐에 관한 베네
룩스경제연합의 각국, 독일연방공화국 및 프랑스공화국의 1985년 6월 14일
의 센겐협정의 실시를 위한 협정｣(이하 센겐추가협정이라 한다)이 서명되
었고, 이에 따라 1993년 1월 1일부터 이들 국가들이 서로 접하고 있는 국
경에서의 감시를 폐지하게 되었다. 1990년 11월 17일 이탈리아가, 1991년
6월 25일에는 스페인 및 포르투갈이 센겐협정 및 센겐추가협정에 가입하
게 되었으며 그리스는 옵저버로 참가했다.106)
센겐추가협정은 국경을 접하는 나라 사이에 자유로운 인적, 물적 왕래
를 허용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과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장치를 두고 있는데 이에는 효
과적인 범죄수사·범인체포를 위한 긴밀한 경찰협력, 국내 경찰이 얻은 정
보에 기초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 ‘센겐정보시스템’(Schengen Information
System, SIS)의 창설, 비자 및 비호의 승인을 위한 공통의 센겐기준의 정
립 등이 있다.107)

나. 역내국경의 감시 폐지 및 사람의 왕래

센겐추가협정 제2장(title II)에서는 역내시장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05) 결국 센겐추가협정에서는 통일후 구동독의 국경은 엄격한 감시조치가 행해지는 외부
국경으로 규정되었다. 森下忠, “シェンゲン條約”, 判例時報, 1414號, 1992. 5. 21, 21면.
106) 白川靖浩, 앞의 논문, 134면.
107) 센겐추가협정은 8장 142조로 되어 있는데 센겐협정을 더욱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다.
장별 구성은 제1장 정의, 제2장 역내국경의 감시의 폐지 및 사람의 왕래, 제3장 경찰
과 치안, 제4장 센겐정보시스템, 제5장 운수 및 물품의 왕래, 제6장 데이타 보호, 제7
장 행정위원회, 제8장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핵심적인 것은 제2장-제4장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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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역내국경에서의 검사의 면제와 사람의 이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장의 요점은 회원국의 역내지역에서는 사람의 왕래를 자유로이 인정하
는 한편 거주의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이동해오는 인구에 대하여는 엄격한
통제를 행하는 데에 있다. 제3국인108)에 대하여 관광 등 단기간의 체재에
대하여는 관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취업목적의 노동자나 난민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동대응하고 있다.
이 협약 체약국의 국민은 역내국경을 통제없이 통과할 수 있다(2조 1
항). 또 공공의 질서 또는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통제를 필요로 하는 때에
는 다른 체약국과 협의하에 일정한 기간내에 통제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
지만(2조 2항), 이는 예외적 조치이다. 이에 대하여 역내국경에 해당하지
않는 비체약국과의 국경 등(외부국경)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국경
통과지점에서 정해진 시간대에만 사람의 왕래는 허용되고(3조 1항), 사람
의 국경통과시에는 국경통과를 위한 서류와 입국, 체재, 취업 및 출국을
위한 기타의 요건의 통제에 그치지 않고 수배자인지의 여부의 확인 등 국
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의 제거를 위한 조치가 행해진다(6조 2항).
이 조약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사증인데 사증의 발급을
통일적으로 또는 협의하여 함으로써 역외 인구의 무분별한 역내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체약국은 센겐협정 제7조의 사증에 관한 정책
을 이어받아 각국의 정책을 조화시켜야 한다(9조 1항). 그리고 3개월까지
의 체재를 위해 교부된 사증에 대하여는 모든 체약국의 영역에 유효한 통
일사증을 도입하고(10조 1항),

3개월을 넘는 사증에 대하여는 각국이 각

자 발부하도록 하고 이 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해사증의 발부국에
가기 위하여 다른 체약국의 영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8조). 통
일사증을 가지고 있는 제3국인은 그 기간내에는 모든 체약국으로 자유로
이 이동할 수 있다(19조). 체약국 중의 한 국가에서 거주허가를 받은 제3
108) 유럽연합 국가의 국민 이외의 자를 말한다. 센겐추가협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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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은 3개월 이내의 범위내에서는 모든 체약국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
다(21조).
과거 유럽연합국가들은 인권의 보호를 내세워 정치적 망명과 경제적 난
민의 유입 등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하였으나 최근 경제사정의 악화와 사
회불안을 이유로 경제난민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동 대응하고 있다.
유효한 체재허가를 가지지 않은 제3국인에게는 당해국의 국내법에 따라
퇴거조치가 취해지며 그 효과는 다른 체약국에도 미친다(23조 3항, 4항
).109)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각국의 국내법 규정에 따라 행해지는데 이
협정에서는 난민의 심사절차의 담당국에 대한 규정이 있는바, 원칙적으로
당해 난민신청자의 사증을 교부한 체약국 또는 그 사람이 외부국경을 넘
어 입국하여 현재 체재하고 있는 체약국이 절차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25조). 난민신청자가 동시에 다수의 체약국에 체류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약국간에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38조).

다. 경찰협력

제3장과 제4장은 인적 교류의 확대에 따른 치안확보대책을 규정하고 있
으며 그 중심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경찰
에 의한 협력의 공식화라고 할 수 있다. 추가협정은 제3장 ‘경찰 및 치안’
에서 제1절 경찰협력, 제2절 형사사법공조, 제3절 일사부재리원칙의 적용,
제4절 범죄인인도, 제5절 형사재판의 집행의 이관, 제6절 마약, 제7절 화기
및 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제2절부터 제5절까지는 광의의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하여 현
행의 여러 유럽조약 및 베네룩스조약을 보완, 그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
109) 그러나 이와 같이 다른 체약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규정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
한 협약(Geneva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의 비호권에 관한 규
정에 우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센겐추가협정 제23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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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어떤 형태의(광의의) 사법공조에 있어서도 체약
국 사이에서 더 넓은 2국간 조약이 있으면 그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기존의 국제 형사사법협력에서는 효과적으로 국제법을 강제하기 위하여
는 경찰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다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국가간의 협력중 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조약의 상당한 부분이 경찰에 의
존하고 있으나, 경찰의 협력에 대한 조약은 거의 없어 경찰간의 협력은 전
통적인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비공식적인 접촉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
는 실정이었다.110) 센겐추가협정은 경찰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 이에
대하여 큰 비중을 둠으로써 형사사법에 대한 국가간의 협력에 새로운 지
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1) 공조의 실시

체약국의 경찰은 각각의 국내법을 고려하여 협조요청이 국내법에 의해
사법당국에 유보되어 있지 않고 강제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예방적
범죄대책과 범죄사건의 해결에 대하여 공조를 실시한다.
서면에 의한 정보는 요청국 사법당국의 동의가 있으면 증거로서 형사절
차에서 이용할 수 있다. 협조요청과 그 회답은 인터폴의 국가중앙사무국에
해당하는 기관이 창구가 되어 이를 행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
해 경찰기관은 상대국의 경찰기관에 직접 요청을 하여 회답을 얻을 수 있
다. 이 때에는 국가중앙사무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 국경지역의
협력에 있어서는 관계국의 담당장관에 의한 협의에 의해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39조).
110) M. Cherif Bassiouni, “Policy Considerations on Inter-State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in Albin Eser and Otto Lagodny (eds.), Principles and Procedures for a
New Transnational Criminal Law, Society for the Reform of Criminal Law and
Max Planck Institute for Foreign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1992, p.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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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국에서의 잠입수사 등의 실시

범죄인인도가 가능한 범죄를 이유로 수사가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조요청이 행해지고 또 피요청국이 승낙한 때에는 수사관이 국경
을 넘어 피의자를 미행할 수 있다.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미행을
상대국 당국에 맡겨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사전에 상대국의 동의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일
정한 범죄(살인, 방화, 통화위조, 중대한 절도, 범인은닉 및 강도공갈, 유괴
및 인질, 인신매매, 마약의 불법거래, 무기 및 폭약에 관한 법률위반, 폭약
을 이용한 파괴, 유독·유해한 폐기물의 위법거래)에 관여하고 있다고 의심
이 가는 자의 미행을 국경을 넘어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지체없이 상대국
에 그 뜻을 통지하고 또 공조의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통지 또
는 요청의 송부후 상대국이 요구하거나 국경을 넘은 지 5시간 이내에 동
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미행·잠입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창구는 각국이
달라 아직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나 독일에서는 이들 요청·통지의 창구로
서 연방형사국이 지정되어 있다.111)
미행ㆍ잠입의 조건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가 규정되어 있다(40조).
1) 수사관은 39조의 규정 및 상대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지의
당국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2) 통상의 경우(곧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수사관은 상대국
의 동의가 있었다는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3) 수사관은 항상 공무중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4) 수사관이 공중이 이용할 수 없는 사인의 집이나 토지에 들어가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수사관에게는 미행중인 피의자를 정지시키거나 체포할 권한은 없다.
111) 白川靖浩, 앞의 논문, 1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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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든 작전에 있어 그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 보고를 하며,
그 국가는 그 수사관이 출두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 수사관의 파견을 행한 기관은 상대국에서 사후의 수사(법원에서의
절차를 포함)를 요청에 따라 지원한다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3) 추 적

일정한 범죄의 정범 또는 공범을 현행범으로 추적하고 있는 때에는, 특
히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체약국에 통보할 수 없거나 또는 상대국이 적시
에 그 추적을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의 동의가 없어도 상대국의 영
역내에서 추적을 계속할 수 있다. 피추적자가 구류중 또는 수형중 도주한
때에도 같다(41조).
타국의 경찰관이 자국내에서 공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41조에 대하여
는 심의의 과정에서 특히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 3가지 쟁점에 대하여 협
정내에 제시되어 있는 두 가지의 대안중에서 각국이 선택한다는 타협책이
나왔다. 추적을 행하는 것이 가능한 범죄로는, 1) 명시적으로 열거된 행위
(살인, 강간, 방화, 통화위조, 중대한 절도, 범인은닉 및 강도, 공갈, 유괴
및 인질, 인신매매, 마약의 불법거래, 무기 및 폭약에 관한 법률위반, 폭약
을 이용한 파괴, 유독·유해한 폐기물의 위법거래, 중대한 상해 또는 사망
의 결과를 가져 온 사고후의 뺑소니)를 선택하든지(프랑스, 룩셈부르크),
2) 단순히 인도 가능범죄(독일, 네덜란드, 벨기에)로 규정하는 것을 선택하
는 것이었다. 추적수사관의 상대국에서의 권한에 대하여는 1) 피의자를 잡
아 둘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프랑스), 2) 상대국의 경찰관이 도착하여
범인의 신원확인 또는 체포를 행하는 사이에 피의자를 구속할 권리를 인
정하는(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독일 다만 벨기에는 국경을 넘은 시
점부터 30분 이내) 것을 선택하도록 했다. 또 추적을 행하는 범위에 1)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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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터 10킬로미터까지라는 장소적 제한을 두는 경우(네덜란드, 룩셈부르
크), 2)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벨기에, 프랑스, 독일) 중에서 선택
을 하게 했다.112)
추적을 행하는 경찰관은 늦어도 국경을 통과할 때까지 상대국 당국과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상대국이 요청하는 때에는 추적을 중지하여야 한
다. 추적을 행하고 있는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현지의 당국은 그 피의자의
신원확인 또는 체포를 행하여야 한다.
추적은 이하의 일반적 조건의 기초 위에서 행하여야 한다.
1) 추적을 행하는 경찰관은 41조의 규정과 상대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2) 추적은 육지로 연결된 국경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 경찰관은 공중이 이용할 수 없는 사인의 집이나 토지에 들어가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추적을 행하는 경찰관은 제복, 완장 또는 차량에 부착된 장치에 의해
경찰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 장치를 붙이지 않고 표시
되지 않은 경찰차량을 사용하거나 사복을 착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관은 언제라도 공무중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5) 경찰관은 무기를 휴대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사용은 정당방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6)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 현지당국에
대한 인도시에 증거의 수색은 허용되지 않으나, 안전의 확보를 위한
수색은 허용된다. 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며 범인이 휴대하고
있는 물건은 압수할 수 있다.
7) 경찰관은 현지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또 그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사
실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112) 위의 논문, 1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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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찰관의 파견을 행한 기관은 상대국에서의 사후의 수사(법원에서의
절차를 포함한다)를 요청에 따라 지원한다. 이들 조건에 더하여 피체
포자가 상대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6시간 이내
(오전 0시부터 9시까지는 산입하지 않는다)에 현지당국이 인도를 위
한 일시적 체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석방하여야
한다(41조).

4) 숙박부 기재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숙박자는 동행의 배우자, 미성년의 아동 및 단체
여행의 참가자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기재, 서명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
다. 이 기재는 국내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험의
제거, 범죄소추 및 행방불명자·사고 피해자의 발견에 이용한다. 텐트, 캠핑
카, 선박 등도 영업적으로 숙박을 위하여 제공할 때에는 숙박시설에 포함
된다(45조).

5) 연락관의 파견

체약국은 협의 후 1) 예방적 범죄대책 및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교환의
지원, 2) 경찰 및 사법공조시의 지원, 3) 외부국경의 국경감시관서의 지원
등을 위하여 상대국의 경찰기관에 자국의 공무원을 연락관으로 파견할 수
있다. 이들 연락관은 조언과 지원활동을 행하는데 독자의 경찰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으며, 정보를 제공하거나, 파견한 국가 및 파견국으로부터 부
여받은 지시의 범위내에서 임무를 수행한다(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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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범죄인인도, 기타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센겐추가협정에서 범죄인인도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약식의 범죄인
인도에 관한 규정(66조)이다. 약식의 범죄인인도는 도주범죄인이 법관으로
부터 약식인도에 대하여 고지받은 후에 인도에 동의하고 법관에 의한 동
의의 선언이 있을 때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하는 범죄인인도이다. 정
규절차에 따라 범죄인인도를 행하는 때에는 2개월 내지 3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인도에 동의하는 범죄인에게는 시간적으로 큰 손
실이 되며 본인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 따라서 최근의 인도조약과 국내법
에서는 약식인도를 규정하는 것이 많다.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에는
약식인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조약의 체약국 사이에서는 실무상 약
식인도가 행해져 오고 있으며 나라에 따라서는 전인도건수의 약 절반에
달하고 있다.
협의의 형사사법공조에 대하여는 1959년 4월 20일의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과 1961년 ｢베네룩스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있는데, 센겐추가협정은 이 두 조약을 보충하고 그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48조).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을 보완
하여 그 적용을 쉽게 하기 위하여 48조부터 69조에 걸쳐 사법공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규정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추가협정은 사법공조의 실체적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형사법원
에 제소가 가능한 행정벌사건, 형사보상절차, 사면절차, 附帶私訴節次,113)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집행과 벌금이나 소송비용의 징수에 관한 재판서류
113) 附帶私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배상을 위하여 따로 민사소송에 의하
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동시에 판단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재상/이호중,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방안, 한국형사정
책연구원, 1993, 199-20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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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송달, 선고유예ㆍ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집행유예, 가석방과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집행연기 및 집행정지에 관한 조치에 관해서도 사법공조가 인
정되도록 하였다(49조).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에서는 재정범죄에 관하여는 공조를 거
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114) 센겐추가협정은 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관세에 관한 규정위반사건(다만, 25,000유로 이하의 사건 제외)에 관해서도
공조의무를 부가하고 있다(50조). 이는 최근 재정범죄가 세계적으로 큰 문
제로 등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115)
공조는 원칙적으로 직접 사법기관간에 행하며 특히 피구금자의 일시이
송이나 재판서류중에 포함된 정보에 관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제공은
법무부를 통하도록 하고 있다.

마. 마 약

제3장 제6절에서는 마약범죄의 억제를 위하여 마약문제에 관한 공통의
의제를 검토하는, 경찰 및 세관의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상설작업그룹
을 설치하여 실무적ㆍ기술적 향상을 기할 것(70조)과, 국제연합의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협약｣에 부합되도록 마약 및 향
정신성약물의 불법거래의 방지 및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할 것(71조)을 규정하고 있다. 또 마약·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수익의 압
수 및 몰수가 가능하도록 국내법을 정비할 것(72조)과, 사전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마약에 대하여 비밀감시하의 운반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할 것(73
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체약국은 대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상습성물질 및 향정신성물질의 직

114)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 제2조 a호.
115) 森下忠, “シェンゲン條約と國際刑事司法協力”, 判例時報, 1420號, 1992. 7. 21,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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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ㆍ간접적 교부 또는 교부․수출목적의 소지에 대하여 기존의 국제연
합 조약을 고려하여 마약의 불법거래를 저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
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마약류의 사용이 광범하게 퍼져 있는 네덜란
드와 다른 체약국 사이에 대립이 있었다. 네덜란드는 상습성물질 및 향정
신성물질에의 의존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즉 가벼운 약물의 사용 및 소량거래에 있어서 형법상의 단속
을 완화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 체약국 모두의 보조를 맞출 수는 없었
다.116) 이에 따라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에서 자국보다 엄중한 단속이 행해
지고 있는 마약 등에 대하여 그 엄중한 단속의 유효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의학상, 윤리상 및 실무상의 관례를 고려하는 것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
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76조 1항).

바. 센겐정보시스템

센겐협정에는 체약국 공동의 사람 및 물건에 대한 컴퓨터에 의한 조회
시스템을 구축, 운용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센겐정보시스템(SIS)
이라고 한다(92조). 이 정보시스템의 본부는 스트라스부르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센겐정보시스템은 하나의 체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기존의
국가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이다. 중앙시스템은 정보를 요구하는 여러 국가
시스템을 보충하기 위해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통신망은 정보자료
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정보자료의 등록 및 전송에 관한 통제권을 보존
할 수 있어, 국가 주권이 보호될 수 있고, 또한 각 국가가 개인적 정보자
료에 관한 국내법을 준수할 수 있게 한다.
이 정보시스템에 수배인물 및 수배물이 입력되면 외부국경에서부터 통
제를 시작하여 국내에서의 경찰의 통제, 관세법상의 통제 등에 활용되는
116) 白川靖浩, 앞의 논문, 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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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96조에서는 입국거부의 수배가 행해져 있는 제3국인에 관하여 사증
발급, 체재자격의 부여 및 외국인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SIS에 기록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범죄인인도와 관련하여 체포가 청구되어 있는 자(95조)
2) 입국금지를 위하여 등록되어 있는 자(96조)
3) 행방불명자,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자유의 구속이
필요한 자, 특히 미성년자(97조)
4) 증인, 피의자ㆍ피고인,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98조)
5) 범죄활동이나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행하는
감시 및 특별한 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교통기관(99조)
6) 몰수의 대상물 또는 형사절차의 증거로서 사용될 물건(100조)
여기에 열거된 것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1)의 경우(95조)이
다. 범죄인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체포의 청구는 청구국의 사법당국에 의해
하게 되는데, 그 청구요청서에는 도주범죄인에 관한 각종의 사항, 곧 체포
장 등의 존재, 범죄의 성질과 죄명, 범행의 일시, 장소, 범행수법 등의 기
술이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95조 1항, 2항).
95조에 따라 행해진 SIS에 대한 통보는 1957년의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
럽협약 16조(가체포) 또는 1962년의 베네룩스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조약 15조(가체포)에 규정한 가체포의 청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64조).
이 규정은 실제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가체포(provisional arrest)는
인도를 위한 구금 또는 가구금의 준비를 위하여 국내법관의 영장에 기하
여 행해지는 신체의 구속이다. 고속 교통기관이 발달하고 있는 현재, 도주
범죄인은 짧게는 몇 시간만에 현재 있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국가에 있어서와 같이 역내에서의 이동의 자유가 인정
되고 있는 곳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더욱 많아진다. 여기에서 센겐추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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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떤 체약국이 범죄인인도를 위한 체포의 청구를 SIS를 개재시켜 다른
체약국에 통보하면 다른 체약국은 자국내에 있는 도주범죄인을 내국법에
기하여 가체포할 수 있도록 하였다(64조).
그러므로 A국의 경찰관이 범인을 추적하여 B국에 들어간 경우 SIS를
개재시켜 통보를 받은 B국의 경찰당국은 범인을 가체포하는 것이 가능하
게 된다. 또 가체포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의 청
구가 있으면 그후에는 피청구국에서 범죄인인도법에 정한 바에 따라 절차
가 진행되게 된다.117)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제101조에, 개인적 정보의 보호와 안전에 관하여는
제102조 내지 제118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는 각 체약국의 2명의
대표자로 구성되고 ‘센겐정보시스템에서 기술적 지원기능을 통제하는’ 임
무를 가진 기관이 1981년 1월 28일 유럽 대륙 이사회협약의 규정 및 기술
적 지원기능면에서 책임 있는 협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통제를 담당하게
된다. 개인적 성격의 정보자료 보호는 제6절(제126조 내지 130조)에 규정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센겐정보시스템은 법률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에서 실행상 복잡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17) 森下忠, “シェンゲン條約と國際刑事司法協力”,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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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 설
마약류범죄는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 가정과 사회에 심각
한 폐해를 끼치면서도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조직적인 범죄집단에 의
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범죄조직은
막대한 자금과 전문기술을 가지고 마약류의 생산과 유통을 계속하고 있으
며, 마약류의 거래를 통해 재산적으로 거액의 불법수익을 얻는 활동무대는
개별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고 있다. 이와 같이 조직범죄와 국제범죄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있어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
은 범죄정보의 중요성과 함께, 국내 수사기관간, 그리고 국내와 외국수사
기관과의 수사공조의 문제이다. 그런데 정보의 중요성은 그 정보의 수집과
보관과 활용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수사공조의 문제는 각 기관별 수집
된 정보의 공동활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마약류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범죄정보의 수집, 관리와 공동활용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문
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은 앞의 제2장과 제3장에
서 우리나라의 마약류 정책 및 수사체계와 기관별 정보체계구축의 현실을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범죄정보에 관한 국제사회의 정보관리시스템을
살펴보았다.
현재의 마약류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효율성의 측면에서 시스템
구축과 활용 및 수사공조에 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정보관리의 안
전과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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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스템 구축과 활용의 문제
1. 현행 정보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전망

정보시스템의 구축은 일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며, 시스템구축시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해당 업무의 유형과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이
것이 바탕이 되어야만 조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수요를 정확히 파악
할 수 있고, 그러한 정보를 산출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정보체계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보체계는 정보의 지원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 자체
를 담당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업무처리체계의 원활한 설계를 위해서도
업무유형과 성격의 분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118)
마약류의 정보관리시스템은 경찰과 검찰의 정보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존의 조직구조와 업무처리절차를 바
꾸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화작업에 나섰으며 경찰종합정보체계와 마약류관
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는 데이터의 중복관리, 수사자료
의 상호연계 부족, 전산망의 개별적 운용 등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했다.
경찰 내에도 수사정보관련 시스템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처음
의 업무분석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상호호환성이 부족한
경찰정보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 보유한 시스템 현황을 시스템별
로 시스템 구성형태, 데이터베이스의 형태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18) 하미승, “행정조직에 대한 관리정보체계의 적용 : 종합적 PMIS 모형의 틀”, 한국정책
분석학회, 199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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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수사정보관련 시스템 현황
시스템 구분
공안시스템

구성형태
중앙집중형

DB type

관련업무

VSAM ․ 주민조회, 전과조회
․ 형사 : 범죄수법, 마약, 변사자영상시스템

영상정보시스템

분산형

RDB

․ 방범 : 미아 가출인 찾기
․ 정보 : 해외여행자 신원조사기록

운전면허

분산형

BDB

․ 위반, 사고, 면허정지, 해제, 벌금부과

지문검색

단독형

RDB

․ 주민자료, 수사자료표

종합정보체제

분산형

RDB

․ 사건수사기록

자료：신형식/주희종/최응렬, 경찰수사자료의 효용성 제고방안, 치안연구소 연구보고서,
1998, 69면.

이처럼 수사관련 정보를 여러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었고, 그 수사관
련 정보 보유시스템들은 중앙집중식 처리를 하는 시스템과 범죄수법영상
정보시스템과 같이 분산시스템으로 구축된 시스템들로 다양하였다. 각각의
시스템들이 별도로 운영되었으므로 수배자를 조회할 때 관련 자료들이 한
번에 조회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조회를 통하여 자료를 확
보하지 못하여 장물, 여죄추궁, 공범발견, 수배기록 확인 등의 수사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기능별로 독자적인 시스템운용으로 인한 운용인력 및 예
산의 낭비요소를 가지고 있다.119) 이것은 경찰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은 경찰, 검찰, 법원, 국정원 등 각 기관별
로 분리, 운영되고 있고 기관마다 업무별로 다른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이들 범죄정보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업무별, 조직별로 분리 구축
되어 있는 각종 시스템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
119) 신형식/주희종/최응렬, 경찰수사자료의 효용성 제고방안, 치안연구소, 1998,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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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의 발달과 과감한 시설투자로 해소될 것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로도 새로운 통합시스템의 개발로 자
료의 공동활용의 정도는 계속 향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의 통합관리와 공동활용을 도모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정
보보호의 문제이다. 통합된 자료의 보안문제가 완벽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과 자료의 오남용의 문제는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매우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인터폴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제공을 주저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애써 이
룩한 공조체제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유로폴과 센
겐시스템은 더욱 철저한 데이터보호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120)

2. 자료의 공동활용 및 공조수사체제 강화의 과제

자료의 공유와 공동활용은 수사공조를 위한 필수조건이기는 하나 충분
조건은 되지 아니한다. 공조수사의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의 종합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공조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뒷받침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권한 및 업무범위와 책임범위의 조정과 실
제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의 공조의식이 필수적이다. 수사공조는 일
선 수사관들이 업무현장에서 수법범죄 검거시 범인인상, 신체적 특징을 수
사가치가 있도록 부위, 형태, 크기 등을 촬영하여 수법원지에 부착하고 성
명, 이명, 별명을 명기함과 아울러 수법원지 자서란에 범인 필적이 남도록
성의 있게 작성하는 등의 공조수사의 기본요령121)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120) 인터폴의 데이터보호정책은 데이터의 안전조치, 데이터보호를 위한 감독위원회, 기밀
유지에 관한 조치,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의 구제제도 등에 있어서 유로폴의
정책과 비교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미흡하다. 상세한 것은 문규석/김상구/윤성철, 앞
의 논문, 519-523면.
121) 경찰청 형사국, 수사사례집(제1집) : 검거사례 교양자료, 1995, 157-1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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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들이 가능한 업무여건을 형
성하는 것도 공조수사의 충실화를 위한 실제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122)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정보화사업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나 유
기적 연관성하에 진행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직접 사용해야 할
사람들의 활용능력의 부족 때문에 실제의 활용률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
결국 전산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데에는 개인의 활용능력부
족과 시스템의 지원부족이라는 두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형사사법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범죄관련 수사내용과 형사 사법절차상
요구되는 각종 자료를 경찰ㆍ검찰ㆍ법원ㆍ교정ㆍ보호당국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사정보망도 구축되었다. 특히 지문자료를 기반으로 실
시간 신원확인이 가능한 감식자료정보시스템은 범죄자ㆍ인적도용자ㆍ변사
자 등에 대한 빠른 신원확인을 통해 수사업무 과학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수사정보 공동
활용체제 구축사업의 경우 관련기관간 정보코드가 통일되지 않아 형사사
법기관 중 경찰청과의 연계 및 전자문서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도 산ㆍ학ㆍ연 기관들과의 연계가
미흡해 사후 수동적인 대응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3. 마약정보 합동분석팀 운영

현재 현실적인 정보공유방안으로 참고할 수 있는 것이 대검찰청과 관세
청의 「마약정보 합동분석팀」의 운영이다. 두 기관은 마약류 밀수출 루트
122) 공조계를 범죄정보중앙관리센터 또는 범죄정보국 등으로 그 지위를 격상시켜 그 역할
과 기능을 전략적으로 강화시키고, 마약범죄의 경우에는 정보내역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공조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평가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공조수사 개선을 위
한 제안은 권상규, 앞의 논문, 73-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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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변화에 따른 마약류 밀반입 급증 추세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제
마약정보 공유 및 합동분석을 전담할 대검찰청․관세청 마약정보 합동분
석팀을 설치․운영123)하고 있으며 생산된 정보를 검찰․세관 합동 수사반
에 신속하게 이첩,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정보의 입수․분석․수
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시스템의 통합 이전에도 검토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분석팀의 운영으로 전국 공항만을 관장하는 방대한 조
직과 외국세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망을 보유하고 있는 관세청과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국제마약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각자의 수사능력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이를 업무의 성격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경찰, 국가정보원 등 다른 형사
사법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그 시너지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운영에 있어 인사분야와 보상금 지급 등, 그 성과를 합동
분석팀에게 공정히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
조가 가능한 것은 마약류범죄가 특수한 영역에 속하며 다른 범죄와는 다
른 일원적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수사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약류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일 수사지휘체제를 확립하여 국내 관련 수사기
관별 지역적 단속활동으로 인한 수사의 혼선을 방지하고, 검찰청간 공조수
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국외적으로도 대규모 국제 마약 공급조직 사
건에 대한 정보교환과 수사공조 등 국제 협력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123)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2, 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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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보관리와 정보보호의 문제
정보의 통합과 공동활용은 필연적으로 정보유출의 가능성을 높이며, 정
보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게 한다. 정보화의 진전으로 많은
자료들이 집적되고 활용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부작용에 따른 정보보호
의 필요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범죄관련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가 많으며, 국가의 활동과 관련하여 유출되어서는 안
될 정보들도 많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이러한 정보의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실무계에서 개
인정보라 함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부
호‧문자‧음성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124)고 하고 있으나, 학계에서는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의 정신ㆍ신체ㆍ재산ㆍ사회적 지위 또는 신분 등에
관한 사실을 판단ㆍ평가를 나타내는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
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125)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기도 하
다. 곧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2조 제2호, 이하 공공정보법
이라 함)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 제1항 제6
호,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등이 바로 그것이다.126) 공공정보법과 정
124) 경찰청 수사국, ‘사이버 범죄, 그게 뭐죠?’, 2003. 6, 14면.
125) 이관기, 알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2, 99면 참조.
126)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
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정보통신
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① 6.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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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신망법에서의 개인정보는 생존하고 있는 사람의 것에 한하고 있는 것
이 특징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이 공공정보법보다 개인정보의 개념을 구
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민간부분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그 특성상 소리ㆍ영상ㆍ부호 등과 같은 형
태의 정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비문자적인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것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127)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종래 우리 사회에서는 심각하게 인식
되지 못했으나, 90년대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매우 치열한 쟁점
으로 등장하고 있다.128) 따라서 이제는 정보의 수집과 보관 및 검색에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장치가 갖추어질 것이 요구되고 있다.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
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중요한 문제가 되는 범죄인
테러, 마약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 전산화하여 정보망을 구축하
여 필요한 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수사의
효율성만을 추구한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소지
가 있기 때문에 정보의 수집과 관리 및 검색은 엄격하게 법적 통제에 따
라서 이루어져야 하며, 엄중한 정보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예
를 들어 조직범죄 수사의 경우에 컴퓨터자료검색이 도입된 독일의 경우에
도 이 수사방식의 사용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또 보충성 원칙과 비례성
원칙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129)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컴퓨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27) 최정열, 인터넷시대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대전지방변호사회지, 2002.12. 276면.
128) 지난 90년대 진행되었던 전자주민카드 도입시도와 새 주민등록증 갱신발급과정에서의
지문채취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나 최근의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상용, 유전자정보의 보호와 이용통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2002, 91면 이하 참조.
129) 류전철, “조직범죄수사기법의 형사사법적 문제”,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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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이용한 자료검색은 독일과 같은 명백한 법적 근거 규정이 없으며, 단
지 수사기관이 관행적으로 상대방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의 형태로 자료
를 수집하여 수사하고 있다.130)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획
기적인 진전이 없이는 정보의 공동활용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할지라
도 오히려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
어야 할 것이다.

제4절 결 어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류범죄정보는 통합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관별로 분산 저장되고 있으며, 충분히 공동활용되고 있지는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약류범죄에 대한 여러 기관간의 수사공조체계
도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각 기관들은 첨단 IT 기술을 동
원하여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통합하여 전산관리하는 데에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전자정부의 실현으로까지
향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간의 실질적인 수사공조는 전산화된 정보의 통합
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종류의 범죄정보까지도
디지털화하여 저장, 활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
에서 이루어지는 수사공조는 제한적이다. 현재 정보공유 및 수사공조사례
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대검찰청과 관세청의 「마약정보 합동분석팀」의
활동인데, 이러한 공조가 가능한 것은 마약류범죄의 특성과 정보공유의 필
요성에 대한 양 기관의 인식과 상호신뢰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
제3권 제1호, 2001, 288-289면.
130) 박광민, 앞의 논문, 479면의 본문 및 각주 1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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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곧 우리나라의 마약류범죄가 마약류의 밀수출입과 관련되는 국제
범죄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각 기관의 업무성격상 통합수사체제를 구
축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점에 대한 기관상호간의 이해가 공조의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수사기관간 공조를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범죄유형상 그리고 기관업
무의 성격상, 공조의 정도는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또 혹시라도 지금까지
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각 기관간, 또는 수사요원간의 지나친
경쟁의식과 정보유출 등에 대한 상호불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도 돌아
보아야 할 것이며, 또 지나치게 단기간에 가시적인 실적을 요구했던 것은
아닌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원활한 수사공조를 위하여 자료의 효율적인 공동활용은 분명히 필요하
다. 그러나 이제는 정보의 통합시스템구축과 함께, 정보의 집중에 의해 발
생할 수 있는 정보보안의 문제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야 할 때이다. 이것은 인터폴과 유로폴의 데이터보호정책에서도 분명히 나
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마약류정보의 관리에 관해서도 통합시스
템의 구축에 발맞추어 그에 걸맞는 정보보호를 위한 대책도 갖추어나가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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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이 1만명을 상회하고, 외국산 마약류
의 밀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마약류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약류는 국제적으로 거래된다는 특성
상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과 정보공유의 필요
성이 매우 높다. 국제적 협력과 함께 효과적인 마약류퇴치를 위해서는 국
내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교환 및 수사공조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검찰
은 이를 위해 1989년부터 마약류퇴치 유관기관실무대책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검찰ㆍ세관 합동수사반’이 설치되어 외
국산 마약류 밀반입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문제점도 많이 발견
되고 있다. 마약류퇴치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설치한 마약류 대책협의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관련기관간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기존의 기구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 마약류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관세청 등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
으며 각 기관내에서도 서로 수사자료나 정보의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사 및 단속의 능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중복수사의 가능성도
생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효율적인 단속 및 수사를 위해서는 기존의 독자수사 관행을 버리고 공동
수사 및 합동수사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수사의 일원화는
권력의 집중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공통의 문제이며,
특히 외국산 마약류의 밀반입이 마약류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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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경우, 국내에서의 공항과 항만 감시방안만으로는 그 유입을 막는 데
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결국 마약류공급차단을 위해서는 관련 국가와의
신속하고 긴밀한 정보교환과 수사공조 등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우
리나라는 중국과 1997년 7월 ‘한ㆍ중 마약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조를
다지고 있으며, 다른 국가와도 활발한 협력을 하고 있다.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정보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수사방법으로서의 자료검색시
스템의 활용은 필연적으로 보안성의 문제와 더불어 개인의 인권침해의 위
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종합검색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보안체제를
확립해야 하며, 이 시스템의 구축과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활용을 비례성의 원칙과 이익형량의 원칙 및 보충성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여 철저한 사법적 통제하에 두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권보장장치를 바탕으로 할
때, 자료검색시스템의 활용은 장기적으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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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ing advantage of more open borders and modern telecommu
nications technology, international drug-trafficking organizations are
sophisticated

and

flexible

in

their

operations.

Drug-trafficking

organizations have extensive networks of suppliers and front companies
and businesses to facilitate narcotics smuggling and laundering of illicit
proceeds.
In this connection, it is now necessary to throw fuller play to the
ability to cope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with drug-related crimes
than at any other time. Recent efforts to decrease the number of drug
crimes have focused on drug interdiction, arrest, mandatory sentencing,
prosecution, and incarceration. Like many complex systems,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an sometimes seem to be a cluster of agencies acting
independently, each with its own set of goals and objectives and each
sometimes working at cross-purposes with the others. The drug
investigation system is also a complex network of many agencies and
disciplines, striving to build on its strengths to create a cohesive
system. The importance of effective drug control legislation and national
demand reduction policies to reducing drug trafficking and illicit use of
drugs, together with its associated consequence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drug control regime.
* Professor of Myongji University, Ph. D. in Law

134 마약류정보 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o cope with these phenomen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s of law enforcement agencies are necessary.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pursu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fundamental policy
measures, legal and systematic devices should be further explored and
thus established, while any problems in existing laws and systems
must be actively solved and improved.
Also, enhanced cooperation for exchange of information and mutual
assistance with governmental agencies concerned should be actively
sought.
From this perspective, it is necessary not only to make an accurate
analysis of the realities and trends of the occurrence of drug crimes to
cope efficiently with them but to consider and formulat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cheme that can come into fruition. Therefore, this study
was intended to improve the problems in the information systems and
institution to cope drug crimes to enhance the solution to problems in
drug investigation and its efficiency.
To attain this purpose,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the
formulation of the theoretical concept of cooperative investigation,
emphasis on its need, the analysis of the realities of cooperative
investigation in each agency and the scheme for its development to
supplement and improve the problems drawn from the realties of the
investigative system and activity of drug crimes. To improve the
problem in the investigation of drug crimes and achieve its effective
outcome, its improvement and development plan should include the
preservation

of

legal

and

institutional

activity

conditions,

the

supplementation of the crime information system, the reorganization of
the cooperative investigation agency and the lik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