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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검시제도의 의의

검시(檢視)제도는 사망자의 사망원인과 방법을 밝히는 것으로서, 국가 형벌권 행사를 위한 초동단

계인 범죄의 단서를 밝히는 수사 또는 내사의 단계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검시(檢視, death investigation)는 사망의 원인과 방법을 판단하기 위한 사체 및 그 현장을 조사

하는 행위로서, 검시(檢屍, postmortem examination)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검시(檢屍)는 사체를 

외부에서 오감으로 관찰하는 검안(檢案)과 사체를 해부하는 부검(剖檢)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가 검시의 주체가 되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

는 의사 등에 의해 수사기관에 신고가 되어 검시가 행하여지며, 범죄와 관련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을 행하는 ʻ사법검시ʼ 위

주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검시 관련 규정

검시는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제222조에 규정되었는데,1) 1961년 개정시, 제2항으로, 범죄의 

혐의가 검시로서 분명해진 경우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을 뿐, 그 외에는 

그 동안 별다른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형사소송법｣ 제140조2)는 검증의 한 종류

로서, 사체의 해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 제26조3)는 변사체 신고의 의무를 규

정하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4)는 시체해부를 할 수 있는 경우와 자격을 규정하고 

1) 제222조 (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

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

의 파괴를 할 수 있다.

3) 제26조(변사체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제2조(시체의 해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

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

게 하는 경우

2. 제6조(보건복지부장관, 국방부장관(군인의 시체를 해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체를 해부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인을 알 수 없거나 이로 인하여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에 따라 해부

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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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경우, 위 법률 제7조(변사체의 검증) 규정에 의하여, 변사체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른 검시(檢視)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부할 수 없도록 규

정하고 있다. 

3. 검시 관련 법안 제출 경과 및 논의 배경

그 동안 검시 관련 법안은 유시민 의원이 2005. 10. 21. 발의한 ʻʻ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안ʼʼ이 전면적으로 검시제도를 다룬 법안으로 유일하고, 그 외에는 2005. 4. 19. 윤

호중 의원이 범죄행위에 의한 사망, 교도소 ․ 경찰서 유치장 ․ 기타 국가기관에 의해 시설에 수용된 자

의 사망 그 밖에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검시를 하도록 검시의 대상을 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09. 2. 13. 최규식 의원이 변사체 검시의 경우,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

자 등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외에는 특별한 정치권의 관심

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무관심의 원인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야기하는 등의 국민의 관심이 집

중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원인이 법적 미비에 있다고 생각되어 국민들이 그 개선을 요구해야만 구

체적인 입법으로 진행이 되고, 그 결과가 도출되겠지만, 아직까지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하여 사회적

으로 큰 문제가 야기된 적이 드물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사건은 대부분 그 원인이 분명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전히 사회적으로 억울한 죽음, 무고한 살인범 발생 등 문제는 정치권의 관심을 

끌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결코 인권 침해측면에서 좌시할 수 없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시제도의 개선이 논해지게 된 배경은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사에 대

한 국가적 관심으로 인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0년 10월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이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검시제도의 개선목적은 검시제도의 효율성 보다는 검시결과 판단

에 있어 공정성 ․ 독립성이 검시제도 개선에 있어 우선과제로 논해진다고 보여진다. 대한법의학회가 

2002년 7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ʻ사인확인제도 개선방안ʼ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내용으로 

상당수의 부검을 담당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경찰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과 윤

효중 의원이 위와 같이 검시의 대상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도 위와 같은 논의배경

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검시제도에 대한 논의의 중점은 위와 같은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 검사 등 수사기관

과 법의학자 중 누가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여부와 전문성 측면에서 누가 위와 같은 역할

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 여부로 보인다. 그렇지만, 사실상 검시제도 개선의 핵심 문제는 검시를 담당 

또는 보조할 법의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 부족이고, 주체 문제나 공정성 ․ 독립성 문제는 인력부

4. ｢검역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체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체를 해부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체를 해부할 사람 등 

시체 해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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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논의배경 등을 

감안하여 외국의 검시제도를 살펴보고, 기존에 제출된 법률안을 중심으로 검시의 주체 문제, 검시의 

대상 문제, 검시 기관의 공정성 ․ 독립성 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외국의 검시제도

1. 영미법계 검시제도

(1) 영국

영미법계 국가의 검시관 제도(Coronner system)는 영국의 잉글랜드에서 기원한다. 검시관은 법

률가 또는 5년 이상 경력의 의사 중에서 지방의회에서 선출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여 독립적으로 죽

음의 원인을 조사한다. 검시관의 조사 대상은 명백한 병사 이외의 모든 죽음에 대하여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5) 

스코틀랜드는 사법관 제도(Procurator Fiscal)를 통해 지방검사가 검시의 책임을 지는 제도를 운

영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지방검사가 조사해야하는 검시의 목적6)과 검시의 대상7)이 광범위하

5) 하태훈, ʻ현행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ʼ,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2006. 512면.

6) 지방검사(Procurator Fiscal) 조사의 목적(Purpose of PF' investigation)

1) 타살의 위험 및 그밖의 다른 범죄가 인지되지 않을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함.

(To minimize the risk of homicide or other crime going undetected)

2) 건강 및 생명에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함

(To eradicate dangers to health and life)

3) 공공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함(To allay public anxiety)

4) 완전하고 정확한 사망통계를 확보하기 위함

(To ensure that full and accurate statistics are complied)

5) 이해 당사자의 권리에 합당한 증거를 보존하고 확보하기 위함

(To secure and preserve evidence relevant to the rights of interested parties)

7) 1)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모든 죽음(Any uncertified death)

2) 비행기, 선박, 열차를 포함하는 교통기관의 사고와 관련하여 초래된 죽음

(Caused by an accident arising out of the use of a vehicle, including aircraft, ship or train)

3) 직업(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의한 죽음

(Occurs as a result of an accident in the course of the person's occupation)

4) 업무 중 혹은 산업질환으로부터의 중독에 의한 사망

(Occurs as a result of poisoning in the course of work or from industrial disease)

5) 중독사(Occurs due to poisoning)

6) 자살(Appears to be suicide)

7)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Appears to be due to medical mishap)

8) 사고와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죽음(Any death resulting from an accident)

9) 낙태 혹은 낙태 기도 후의 사망

(Death following abortion or attempted abortion)

10) 타인의 과실이나 태만이 사망과 관련되었다는 정황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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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목적은 범죄여부와 관련이 있는 경우 외에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경우까지 

확장되어 있다. 

(2) 미국

미국은 현재 51개 주 중에서 23개 주가 임명직 법의관(Medical Examiner) 제도를 실시하고, 11

개 주에서는 선출직 검시관 제도를, 나머지 18개 주에서는 지역에 따라 검시관 또는 법의관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법의관은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 공무원으로서 병리학자의 자격을 갖춘 의사이다. 법

관도 아니고, 치안관이나, 경찰의 임무와 권한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다. 조사대상은 주법에 의해 정

해져 있는데, 법의관의 권한은 사자의 동일성과 사망의 원인의 판명, 사망의 원인이 범죄에 의한 것

인지 여부, 사망의 원인이 공중보건에 해로운 것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8) 

2. 대륙법계 검시제도

(1) 독일

독일은 형사소송법 제159조, 제160조의 규정에 의해 검시(檢屍)와 사체해부를 검사가 일차적으로 

(Where circumstances indicate fault or neglect on part of another person)

11) 수감 중의 사망(Where deceased was in the legal custody)

12) 신생아의 사망(Where body of newborn baby is found)

13) 사망자의 거주지가 알려져 있지 않은 사망

(Any death not in a house where deceased's residence is unknown)

14) 익사(Drowning)

15) 질식에 의한 소아 사망

(Deaths of child from suffocation, including overlaying)

16) 영아돌연사(Sudden death in infancy syndrome)

17) 식중독 혹은 감염질환에 의한 사망(Food poisoning or infectious disease)

18) 화상 혹은 화재나 폭발에 의한 사망

(Death by burning or scalding or as a result of fire or explosion)

19) 입양아의 사망(Death of a foster child)

20) 지역당국의 보살핌 상태에 있는 소아의 사망

(Death of a child in the care of a local authority)

21) 지역당국에 의해 주기적인 관찰을 받고 있는 소아의 사망

(Death of a child on local authority "At Risk" register) ; 예) 약물중독 부모 등

22) 약물남용과 관련한 사망(Any drug related death)

23) 의료처치와 관련된 사망 중 가족으로부터의 의문 제기가 있는 죽음

(Where there is a complaint from the next of kin that the medical treatment may have 

contributed to the death)

24) 가정의 진료소나 보건소에서의 사망

(Death in GP's surgery, health center, etc)

25) 폭력이나 의심스러운 정황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한 죽음

(Death due to violent, suspicious or unexplained cause)

8) 하태훈, 앞의 논문, 5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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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한다. 검시는 검사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관이 의사의 협조하에 실시하고, 사체해

부는 법관의 명에 의해 2명의 의사에 행해져야 하며, 그 중 1인은 법정의(Gerichtsarzt)이거나, 국

공립법의학연구소 또는 병리학 연구소의 장 또는 연구소의 촉탁의로서 법의학적 지식이 있는 자이어

야 한다.9)

(2) 일본

일본은 사체가 있을 때, 경찰이 의사의 입회하에 사체의 검시를 행한다.(행정검시). 이 때, 입회는 

일반임상의사 혹은 감찰의가 맡는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해부를 하게 되며, 해부가 필요 없는 경우

에는 사체검안서를 작성한다. 범죄 관련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이 있는 때에는 변사로서 취급되

어, 사법경찰관이 검찰관에게 보고하여 의사의 입회하에 의과대학의 법의학교실에서 사체를 검시하

게 된다.(사법검시)10)

3. 검토

영미법계 국가는 법의전문가에 의하여 초동수사단계부터 검시가 이루어지지만, 대륙법계 국가는 

경찰 또는 검찰이 검시의 일차적인 주체로서, 검시업무의 전문성에 있어서는 영미법계 국가가 더 뛰

어나다고 평가된다. 

독립성 측면에서도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검시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관여없이 부검 여부가 결정되

고, 검시가 검시관 또는 법의관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해 부검 여부가 결정되는 

대륙법계 국가들에 비해 더 장점이 있다고 논해진다. 

Ⅲ. 검시의 특징

1. 증거적 특징

검시는 일반적인 수사 또는 내사절차에 비하여 사체를 대상으로 과학적 수사기법을 기반으로 법

의학적 지식이 결합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증거수집절차에 있어 매우 작은 오차, 실수, 지연만으

로도 증거가 오염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그에 기해 죽음의 원인에 대해 잘못된 증거판독 결과가 도

출될 수 있다. 

아울러,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 사건의 수사에 비해 다른 보강증거를 수집하기가 힘

든 측면도 있어 검시결과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따라서 그 판단결과 자체에도 전문가의 

감정 수준의,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9) 하태훈, 앞의 논문, 517면.

10) 하태훈, 앞의 논문, 5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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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시의 전문성 측면

한편, 검시의 주체 측면에서 검토해보면, 일반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의 지식만으로는 법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고, 또 법의학 전문가로서의 의사도 수사관이 

가진 형사법적 지식 또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기술이 부족할 수 있어 수사관과 법의학 전문가간

의 상호 협조 또는 지식의 결합이 필수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다. 

실무적 측면에서 ʻ홍은동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ʼ11)이나, ʻ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ʼ, 인천 낙

지 질식사 살인사건12)에서 보듯이 초동수사단계에서 위와 같은 특징을 반영한 검시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에서도 O. J. 심슨 사건에서 초기 혈액채취과정에서의 절차

적 불분명함은 무죄라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했다. 

Ⅳ. 검시의 대상 문제

1. 관련 법령과 실태 분석

현재 검시의 대상 선정과 관련된 법령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

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1조(변사자의 검시)13)와 ｢의료법｣ 제26조14)가 있다. 위 법령들을 검

토해보면, 검시의 대상은 의사의 신고, 또는 경찰관의 판단에 의해 변사로 의심되는 경우에 검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경찰관의 판단 여하에 따라 범죄가 은폐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 개인이 사망하면 가족들의 진술 또는 이웃의 진술15)에 기초하여 작성된 사망진

11) 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사망시간이 피고인이 출근하기 전인 7시 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

다. 이에 대해 1심은 국과수 부검결과를 바탕으로 양측성 시반 등의 형성이 사후 6시간 내지 8시간 후라는 

점과 당일 양측성 시반이 오전 11시 30분 경에 나타났으므로 역산하여 7시 이전이 사망시간이라고 판단하

고, 시체 강직 정도 등을 참고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시신이 뜨거운 물에 잠겨 있는 경우 

강직현상이 일찍 올 수 있다는 스위스 로잔느 대학 법의학연구소 토마스 크롬페처 교수의 증언에 따라 무

죄가 선고되었다. 초동수사과정을 보면, 사체가 욕조의 뜨거운 물에 잠겨 있었고, 부검을 위해 다른 장소로 

사체를 이동하였고, 아파트 화장실의 온도, 욕조 물의 온도, 직장 체온 등의 측정이 없었으며, 초기 시강정

도, 동공관찰 등도 없었다.

12) 위 사건은 2010. 4.경 발생한 사건으로, 살인행위 한달 전에 사망보험에 가입한 후, 살인 일주일 전에 남

자친구 명의로 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였으나, 의사와 가족들이 사건 발생 초기에 남자친구의 진술에 기초

하여 낙지를 먹다가 단순 질식한 것으로 판단하여 병원 치료 중 17일 만에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대로 가족

들이 화장을 해버린 사건이다.

13) ① 사법경찰관리는 변사자(變死者)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별지 제51호서식의 변사사

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서 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서를 작

성하여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신속하

게 지휘하여야 한다.

14) 제26조(변사체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5) 소위 ʻ인우증명ʼ에 의한 사망진단서가 발급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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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를 유가족이 직접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사망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이, 친인척에 의한 범죄 또는 친인척의 명예와 관련

된 범죄가 은폐되어 버릴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2005. 4. 19. 윤호중 의원이 범죄행위에 의한 사망, 교도소 ․ 경찰서 유치

장 ․ 기타 국가기관에 의해 시설에 수용된 자의 사망 그 밖에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검시를 하도록 

검시의 대상을 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개선 방안

검시제도의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모든 죽음의 원인을 살피는 것이겠지

만, 현재 그를 위한 충분한 물적 ․ 인적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도 법의관 양성에 

최소한 5년 내외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단시간 내에 물적 ․ 인적 환경이 조성되기 어렵

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검시제도 개선논의의 중심이 의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독

립성 ․공정성 확보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필수적으로 검시를 행하여야 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

하고, 검시가 필요한 모든 경우를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조항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

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에 발의되었거나, 논의된 법안들은 검시 대상을 범죄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체를 

ʻ변사체ʼ로 규정하고, 그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 검시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타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시가 이루어지도록 그 대상을 확장하고 있는데,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되도록 변사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등 외국의 법

제를 참조하여 경험적으로 범죄가 개입될 여지가 많은 경우를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그 외에도 범죄

가 의심되는 경우에 검시를 할 수 있도록 일반적 규정을 병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

고, 검시행위는 사자에 대한 일반인의 존중 감정과 관련이 있고, 사자와 유족의 권리침해를 야기하

기 때문에 그 대상은 대통령령보다 되도록 법률에 명기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타당하다.

명백히 범죄와 상관이 없더라도 유족이 부검을 원하는 경우까지도 부검의 대상으로 하도록 하자

고 주장하는 일부 견해도 있으나, 이는 그 목적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과 같이, 공

익이 아닌, 개인적 이익과 관련된 경우로서 국가의 예산으로 이를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행정목적의 해부 등은 현행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과 같이 일반 병리학자의 주도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는 관련 행정법규에 정하면 

족하며, 굳이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여 형사적인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인 법의관이 개입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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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검시의 주체 문제

1. 비교법적 검토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과 독립된 검시조사관이 범행현장에 출동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을 경우 검시관 또는 법의관에게 연락을 하고, 그에 따라 검시관 또는 법의관 주도

로 부검이 실시된다.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범죄혐의 유무 및 그에 따른 부검필요성 여부를 검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영미에서의 법의관 역할을 검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의사들의 

부검소견은 증거로서 범죄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참고인의 진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2. 검시의 주체와 검시의 법적 성격

검시의 주체 측면과 관련하여 논할 것은 검시의 법적 성격이다. 검시는 사망의 원인과 관련하여 

범죄가 행해졌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절차로서, 그 단계는 통상 ʻ내사ʼ16)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다. 내사는 수사기관이 범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주관적으로 확정하기 이전의 단계로서, 임의수

사 여부를 불문하고, 참고인 조사 등 외부적인 행위로서 수사기관의 조사행위가 개시된 때에는 내사

단계를 지나 수사단계가 개시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검시는 다른 내사행위와 비교해 볼 때, 범죄의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ʻ부검ʼ이라는 강제처

분까지 행하여지고, 따라서 사자(死者) 및 유족에 대한 권리 침해정도17)가 크기 때문에 사법통제의 

영역으로 흡수되어 형사소송법18)의 규율을 받으며, 사법관인 검사의 지휘 아래 절차 진행이 이루어

진다. 한편, 부검은 범죄혐의가 짙은 경우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에 따라 강제처분으로서 행해

지기 때문에 부검 이후의 내사 활동은 적어도 범죄혐의를 수사기관이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

라서 실질적인 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19) 

결론적으로, 검시(檢視)는 기본적으로 사자와 유족의 권리 침해의 중대성으로 인해 사법통제를 받는 

내사단계이고, 부검까지 행해진 이후의 단계는 실질적인 수사의 성질까지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6) 수사와 내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광의로 내사를 포함하는 수사개념도 상정할 수 있으나, 통상 내사는 수사

기관이 범죄인지를 하기 전에 하는 조사활동을 말하는데,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 및 소추의사가 발현된 때

로 볼 수 있다. 내사와 수사를 구별하는 실익은 수사는 사법통제를 받아야 하며, 내사단계에서는 조사대상

자를 피의자로 조사해서는 안되고, 피의자를 전제로 하는 조사방법(체포, 구속 등)을 사용하여서도 안 된

다.(이완규, 형사소송법 특강, 법문사, 2006. 92면.) 

17) 통상 형법상 ʻ사체 등 오욕죄ʼ의 보호법인은 사자에 대한 일반인의 존중의 감정이라고 논해진다. 

18)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9) 이러한 측면에서 검시가 경찰 행정행위 또는 일반 행정행위인 것처럼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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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검시의 주체를 논하는 기존 논문의 중점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누가 사망원인에 대

한 판단을 통해 검시 또는 부검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질 것인가 여부인 것으로 보인

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논의의 전제는 검시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권리침해 정도에 비

추어 사법통제의 관점에서 그 주체가 정해져야 하는 것이지 누가 그 업무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라

는 것과는 다른 논의 차원의 문제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20) 

변사체 검시의 법적 성격이 위와 같이 수사에 준하는 정도의 사법통제가 행해져야 할 내사이거나, 

실질적 수사에 해당한다면, 그 주체는 수사기관이어야 한다. 법률에 수사기관으로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그 수사에 관여하는 자는 어디까지나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고, 참고

인과 감정인에 대해서는 사법통제의 관점에서 권한의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사의 주체를 법률에 정하는 이유는 그 권한의 남용을 견제하고,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법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절차를 수사관이 행하지 않

는다면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는 현행법상 위법수집증거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21) 따라서, 검시의 

법적 성격을 도외시하고, 단순히 누가 그 업무를 잘 할 수 있는가라는 논리에 따라 죽음의 원인 판

단으로서 ʻ해부ʼ는 의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의사가 검시의 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개입

을 부검 단계에서는 배제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사법통제와 적법절차라는 헌법적 요청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또 다른 수사기관으로서 법의관 또는 검시관을 법령상 규정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와 체계가 다른 영미법계의 제도로서 현행법 체계와는 전혀 다른 이

질적인 제도이다. 따라서, 영미법상의 검시체계를 우리 법률 체계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규정의 개정22) 및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등 수사절차 및 전문

법칙의 개정 등과 같이, 검시 또는 부검결과 등을 법정에 현출할 수 있는 증거법칙의 개정이 필요23)

하므로 그 시행에 있어 현재의 변사 처리 체계 및 현행법률 체계와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 외

에도, 위와 같은 내용들의 개정은 장시간의 시일이 소요되며, 그에 따른 별도의 예산, 인력 또한 확

보되어야 하는 문제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전문성 측면에서 볼 때, 법의학 전문가가 아닌 검사가 법의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검

시제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논하고 있는 견해도 있지만, 현재 검사 주도의 검시 체제 아래에

서도 초동수사단계에서 법의학적 지식을 현장 초동수사에 반영시킬만한 의사들의 참여는 법적으로 

20) 이는 의료행위를 잘한다고 하여 누구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이

다. 의사는 의료법에 의하여 각종 행정적인 의무가 부여되어 행정적 통제를 받고 있다.

21) 예를 들어, 조사자가 수사관이 아니라면 그에 기해 피의자에게 부여되는 진술거부권 등 각종의 방어권 등

이 피조사자에게 보장되지 않게 된다.

22) 부검을 위해서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이 검사에 의해 청구되어야 한다.

23) 예를 들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의 ʻ내용인정ʼ 및 ʻ진정성립 인정ʼ이 필요한 것과 같

이 수사기관으로서 검시관 또는 법의관의 조사결과를 법정에 현출시키기 위해서는 검시관 또는 법의관의 

조사결과를 법정에 현출시키기 위한 또 다른 증거법칙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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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그러한 지식을 갖춘 의사의 부족으로 인해 법의학자

들의 참여는 초동수사가 종료된 후, 부검단계 또는 상해의 감정단계에서야 개입이 되는 것일 뿐이

다. 그 결과, 초동수사에서 필수적으로 법의학적으로 수집되고 판단되어야 하는 증거들에 대한 조치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이지, 검사가 법의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

에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검시를 할 때 초동수사단계에서 의사의 참여를 강제하기 위해 법률로, 의사의 자격을 

갖춘 자의 필요적 참여를 검시조서의 유효요건으로 정하는 것과 같은 개선방법을 상정할 때, 이를 

반대할 수사기관은 없고, 그러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대륙법계 검시 체

제 아래에서도 제도의 운영에 따라 전문성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행 법체

계를 유지하면서도 현행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검시제도 개선방

안이 될 것이다. 

4. 개선방안

가장 이상적인 검시의 주체는 검사가 법의학자 수준의 지식과 사법관으로서의 능력을 겸하고 있

는 경우일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능력을 겸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으

므로, 사법관으로서의 검사의 지식과 법의학자의 지식이 초동 수사현장에서 함께 투입될 수 있는 환

경을 만드는 것이 차선책이 될 것이다. 그 방법으로서는 법의학자를 특별사법경찰관과 같이 수사기

관화하거나, 법의학자를 감정인과 같은 역할을 맡겨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24)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제시된 개선방안으로 수사기관 내 법의전문의 또는 

법의조사관을 두자는 견해, 공중보건의를 활용하자는 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확대하자는 견해, 

경찰공의를 활성화하자는 견해 모두 사법체계적 관점에서는 대륙법계적 체제를 유지하자는 전제 아

래 제시된 견해라고 볼 수 있다.

영미법계, 대륙법계 검시 중, 어떤 방법이더라도 그 전제조건은 초동 수사현장에 일반 의사가 아

닌, 법의학자로서의 지식을 갖춘 자가 임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 ․ 물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

이다. 검시제도 개선 문제는 법의학자 양성문제가 그 문제해결의 가장 큰 해결의 열쇄이지, 주체나 

대상 문제는 어찌 보면 검시 전문인력이 확보되면 경제적 효율성, 법체계적합성 등, 일반적인 입법

시 고려될 사항들을 감안하여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법률들은 모두 검시관의 기능과 자격요건을 함께 특별법에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검시관

의 역할 및 기능은 이를 수사활동의 주체로 구성한다면 수사기관과의 기능 유사성을 감안하여 형사

24)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

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

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

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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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에 그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옳고, 만약 감정인 또는 참고인 정도의 기능이라고 생각한다면 

형사소송법상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이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포섭하면 족하다고 생각한다. 

특별법에 규정될 내용들은 검시관의 양성 및 자격요건,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신분보장, 임면 

등에 대한 규정이 적합하다.

Ⅵ. 검시기관의 독립성 문제

1. 비교법적 검토

영미법계 검시제도의 장점으로는 관련법에 의해 검시기관이 수사기관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

문에 운영 및 검시결과 판단에 있어 공정성 ․ 독립성이 확보된다는 것으로 논해진다. 반면, 대륙법계 

국가에 있어서는 검시책임이 수사기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영미법계 검시제도보다는 공정성 ․ 독

립성 측면에서 취약하며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2. 현행법의 공적 기관의 독립성 보장 체계

우리나라의 현행법 체계에서 공적 행정작용을 하는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는 네 

가지 정도를 상정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인사와 예산을 정부 소속부처에서 독립시켜 위원회25)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

다. 그 예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들 수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회의원 또는 정부만이 법률

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총리실을 통해 법안을 제출한다. 또, 국가재정법에 의해 중앙관서의 장만이 예산안 편성안을 기획재

정부에 제출할 수 있고,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

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로 기관의 소속부처를 정하면서 구성원의 임기, 임면 등과 관련된 신분보장, 책임면제, 구

성에 있어서 다양화, 자격요건 규정, 운영방식에 있어서 회의체 운영, 임명에 있어서 임면권자 배제 

및 호선 방식 등을 규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고,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 총리실을 통해 법안을 제출하도록 규정되

25)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고, 표결의 방법에 의하여 이들의 의사를 합성함으로

써,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형태를 말한다. 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성 ․ 공정성의 확보 ․ 전문지식의 도입, 

이해의 조정 또는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사의 종합 ․협의 ․ 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된다. ｢정부조직법｣은 위원

회의 설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정부조직법상의 위원회의 종류에 맞게 위

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①법률상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 집

행할 수 있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 ②의사결정없이 단순히 부속기관으로서 자문위원회, ③행정의

사를 결정하기는 하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집행할 수 없고,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그 의사를 

집행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세 종류가 있다.(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2006. 361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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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행정안전부 소속으

로 행정 ․재정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세 번째로 공적인 기능을 가진 기관을 법인화하고, 정부부처에서 그 권한을 해당 법인에 위탁하는 

방안도 있다. 이 때 법인의 형태는 공법인으로서 특수법인26)이거나 사법인27)일 수 있다. 특수법인

인 경우,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국가의 감독을 받고, 그 존속이 국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법

인의 경우에도 권한위탁에 따라 위탁자인 정부부처에서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감독

결과에 따라 위탁취소를 하거나, 법인 소속 직원에게 행정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규정할 수도 있

으며, 기능 수행에 따른 국가예산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네 번째로, 정부부처의 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 사법인도 상정할 수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정부의 

감독 없이 공행정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은 상정하지 않고 있고, 그 예도 없다.

3. 검토

위와 같은 행정기관의 조직원리는 첫 번째로, 국가기관의 행정에는 그 책임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국회출석요구 및 질의, 탄핵 등의 방법으로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로, 헌법상 예산이나 법안의 제출권한은 정부가 아니면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 소속

되지 않아 예산안 제출과 법안제출의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독립성이나 공정성은 형해화될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는 종국적으로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의 형태로 

사법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조직원리의 기능이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정부부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행정기관을 만드는 것은 형식적인 공정

성 ․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의 책임행정원칙, 예산안 ․ 법률안 제출문제, 손해

배상 담보문제에 자력 등의 관점에 있어서도 심각한 역기능과 충돌을 야기한다. 

또한, 어느 부처에도 속하지 않는, 완전한 사법인으로서의 감정기관과 같은 형태도 상정할 수 있

지만, 자본적 기반의 취약성이나, 공적 책임 결여로 인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고, 인력의 질적 수준 역시 보장할 수 없어 이러한 기관을 상정하는 것은 자칫하면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적 행위의 의미를 몰각시킬 수 있다.

공정성 ․ 독립성은 제도적 측면에서도 보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이 검시위

원회를 완전한 독립적 기관으로 만드는 것은 현행법상 체계적 문제가 있고, 완전한 사법인화 역시 

검시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현행법상 소속부처를 정하지 않는 것은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유일한데, 검시위원회가 국

가인권위원회와 동등하게 소속부처를 정하지 않을 만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의문이다. 

26) 한국도로공사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같은 경우가 그 예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국가정책상 필요나 공공

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법 또는 상법 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라고 부른

다. 다만, 그 명칭은 기능에 따라 ʻ공사ʼ, ʻ공단ʼ, ʻ연구원ʼ, ʻ협회ʼ, ʻ공제회ʼ 등 다양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와 같은 특수법인에 적용될 일반적 규정을 정하고 있다.

27) 이 경우에는 행정법상 ʻ공무위탁사인ʼ의 개념에 해당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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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처를 정하지 않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예산안이나, 법률안 제출에 어려움이 많고, 반대

로 권한이 남용될 경우에는 그 행정적 책임을 묻거나, 사법통제 자체에 어려움도 있다는 점도 도외

시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검시행위의 독립성 ․공정성 보장이지 결코, 검시기구의 독

립성 문제는 아닐 것이다.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못 믿는다고 하여 또 다른 감정기구를 만든다고 독

립성 ․공정성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4. 개선방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관의 독립성과 관련된 제안의 핵심은 수사기관과 독립된 ʻ별

도 기관의 신설ʼ이다. 이는 새로운 검시의 주체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실체적 해결방안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주체를 신

설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체계상 국가기관의 예산지원 필요성과 감독 필요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때

문에 그 감독권자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기관의 기능은 왜곡될 수 있다. 다만, 조직 ․예산의 확보

필요성과 입법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

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은 현행 법체계를 활용하여 기관장 및 주요 간부 또는 위원의 선임 및 신분

보장, 기관운영, 기능관련 이의제기 절차의 대심적 절차 보장과 같은 적법절차의 보장28)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행 여러 행정법규상 기관 구성원의 임기, 임면 등과 관련된 신분보장, 책임면제, 구성에 있어서 

다양화, 자격요건 규정, 운영방식에 있어서 회의체 운영 및 소위원회 운영, 임명에 있어서 임면권자 

배제 및 호선 방식, 조사절차에 있어 이의제기권 보장, 비밀엄수 등의 의무,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

제 등과 같은 제도는 위와 같은 적법절차의 측면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는다면, 검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적법절차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시관 양성을 위한 검시위원회 설치와 검시관의 소속과 관련하여, 변사를 실질적인 수사 또는 사

법통제를 받아야 하는 내사로서의 파악하고, 검시의 주체를 대륙법계와 같이 사법관인 검사로서 규

정한다면 그 검시관의 역할은 범죄수사에 관한 법률사무라고 볼 것이고, 이는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의 업무라고 볼 것이다.29) 

28) 적법절차 원리는 입법 ․ 사법 ․ 행정 등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 ․ 자유 ․ 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이다. 이러한 적법절차원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ʻʻ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동조 제1항과 함께 적법절차원리의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뿐

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

칙을 헌법의 기본원리로 명시하고 있다ʼʼ고 결정하고 있다.(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29) 가. 정부조직법 제27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나. 행정안전부의 관장 업무중 치안은 경찰행정 즉, 위험예방과 위험을 억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여 사회

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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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검시관과 그 양성을 담당하는 검시위원회도 모두 법무부 소속으로 규

정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변호사와 검시관 모두 법무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변호사 양성 역시 

법무부에서 관장한다는 점과 변사체 검시 관련 규정은 형사소송법30)과 이를 구체화하는 ｢검사의 사

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령과 체계적 연결

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검시의 사무를 타 부처에 이양한다

면, 이 역시 실질적인 수사로서의 검시의 성질을 도외시하는 것이고, 수사로서의 성격이 아닌 일반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조직법상 문제가 있다. 

위와 같은 검시행위의 법적 성격 및 조직법적 원리, 법령간의 체계적합성을 도외시하고 무조건 기

능을 여러 주체에 나누어 주기만 하면 독립성이 보장된다거나, 정부로부터 분리시키기만 하면 독립

성이 보장된다는 관념은 어찌 보면 제도의 운영을 법의 취지대로 하지 않는 문제는 외면한 채, 법리

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고려에 기인한 입법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법의 문제가 아

닌,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 또는 제도 운영기반의 부실 문제를 법의 문제로 전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기존 법률안의 검토

기존 법률안을 검토해보면, 유시민의원안은 검시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서 위원회로 상정하여 법

무부 소속으로 두고, 검시위원회에서 검시관의 자격, 검시관의 임면, 승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그 직무범위로 다루도록 하고 있다.(안 제3조) 한편, 검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에 두도

록 하고 있다.(안 제5조31)). 

위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검시관의 소속을 대통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에 두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정하여야 한다는 ʻ행정조직법정주의ʼ32)에 반할 소

지가 있다. 적어도 정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명령에 위임할 수 있지

만, 위 법률은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 법률상 행정기관만 하더라도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등 그 수가 수 십개에 이르는데, 검시관을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그 소속을 여러 행정

기관 중 하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한 절차적 보장 측면에서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포괄

적으로 상당부분 위임하고 있어,(안 제4조 제4항) 검시관의 신분보장을 위한 규정 등도 미비한 것으

다. 한편, 유시민 의원안의 국회 검토보고서는 검시위원회의 업무가 교과부, 행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

처 등 여러 부처에 걸친 문제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궁극적인 소속기관은 법무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검토 내용은 입법과정에서의 부처협의 문

제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30) 주)5 참조

31) 이는 당시 검시관의 소속을 두고 각 기관간 부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2) 행정조직법정주의는 행정권한법정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행정주체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

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특히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박균성, 행정법기본

강의, 박영사, 20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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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유선호 의원 법안(미발의)과 대한법의학회 수정안(미발의)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검시위원회를 만

들고자 하고 있는데(각 안 제3조), 검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검시관 

양성 문제 외에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문제도 고려한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상 특정부처의 업무를 다른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검시업무를 범죄의 내사 또는 

수사업무로 이해할 경우, 검시와 관련된 내용의 하위법령을 총리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총리령에 수

사절차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적절하고, 전문성 측면에서도 문제

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유선호 의원안도 검시기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시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안 제7조) 대한법의학회 수정안도 검시기관을 위원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안 제

7조) 이는 유시민의원안에서 지적한 행정조직법정주의상의 동일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

서 개선을 요한다.

Ⅶ. 결  론

그 동안 검시제도는 살아있는 자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

은 채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과 검시행위의 독립성 ․공정성을 제고하

기 위한 검시제도의 개선은 많은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보다는 현행법 체재를 유지한 채 최소한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 개정의 편의를 위해서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실체적으로 

새로운 주체를 만드는 방법보다는 현행 체재하에서 적법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시제도 개선이 국민의 권리 ․ 의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검시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를 새롭게 정하거나, 별도의 기관을 신설하는 방법은 단순히 기관간 

영역 다툼으로 치부할 수 있는 차원의 작은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필

요로 하는 차원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되도록 현행법의 체재를 유지하면서, 현행법 아래에서도 법의

학, 병리학 지식을 갖춘 전문의를 양성한다면 충분히 현행 검시제도의 문제점은 현행법 아래에서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검시제도 개산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법의관의 양성이다.

법의관의 양성은 적어도 5년 이상의 장기간을 필요로 한다. 검시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망자 및 유

족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형사사법 체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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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검시에 관한 법률안

1. 유시민 의원 발의법안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변사체에 대하여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 직무범위 및 이에 필요한 검시전문인

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ʻʻ변사체(變死體)ʼʼ라 함은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관련되었다고 의심되는 시체를 말한다.

  2. ʻʻ검시(檢屍)ʼʼ라 함은 변사체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검시(檢視), 검안(檢案) 및 부검(剖檢) 

등의 의학적 방법으로 변사체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ʻʻ검시관(檢屍官)ʼʼ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검시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검시위원회의 설치) 검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검시위원회(이하 ʻʻ위원회ʼʼ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검시관의 임면, 승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3.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검시전문인력의 양성계획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시보조인의 자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시기관에서 검시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의과대학의 법의학 또는 병리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판사 ․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검시관의 자격 등) ①이 법에 따른 검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

(이하 ʻʻ검시기관ʼʼ이라 한다)에 검시관을 둔다.

  ②검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

시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1.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과대학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법의학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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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병리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의과대학의 법의학 또는 병리학을 전공한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재직 중인 자

  4.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법의 또는 병리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제6조(검시관의 독립성 등) 검시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

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검시관의 직무범위) 검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검시할 수 있다.

  1. ｢형사소송법｣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

  2. ｢형사소송법｣ 제222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의 요청에 따른 경우

  3.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

  4. ｢전염병예방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검시하는 경우

  5. 교통사고, 보험관련 사고, 업무상 재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망사건에 대하여 사망자 유족

의 요청에 따른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검시하는 경우 그 검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자가 부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수사기관의 통지의무 등) ①수사기관은 변사체를 발견하였거나 그 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현장을 보존하고 그 변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시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받은 검시관은 사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변사체가 발견된 장소 또는 

사망이 발생한 장소에 즉시 임하여 변사체에 대하여 검시(檢視) ․ 검안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사체를 검시한 검시관은 사망의 원인, 변사체 해부의 필요성 여부에 대

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변사체검시 ․ 검안서를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따른 검시 ․ 검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검시관의 통지의무 등) ①검시관은 검시업무 중 범죄로 인한 사망이라고 의심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이를 통지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검시관은 사인규명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대하여 관련 수사자료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검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인규명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변

사체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원확인을 위하여 해당 변사체의 일부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검시관과 수사기관의 관계) ①수사기관은 검시관의 검시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검

시관의 정당한 요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②검시관은 ｢형사소송법｣ 제222조 규정에 따른 검사의 검시(檢視)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검시보조인) ①검시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검시기관에 검시보조인을 둘 수 있다.

  ②검시보조인은 검시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③검시보조인은 검시기관의 장이 임면하며, 검시보조인의 자격 ․임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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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직무의 대행) ①검시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의과대학 소속

의 자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로 하여금 소속 검시관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검시전문인력의 양성) ①법무부장관은 검시에 필요한 검시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

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그 밖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검시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검시전문인력양성 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의 개설, 검시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시전문인력의 양성업무를 

검시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시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시관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의사로서 1년 이상 

검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검시관의 자격이 있

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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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 의원 법안 대한법의학회 수정안

검시관법안 법의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시관(檢屍官) 제도를 확

립하여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시체

(屍體)에 대한 법의학적(法醫學的) 검사에 적

정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

사사법적 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문이 있는 죽음에 대해 

검시(檢屍) 업무를 담당할 법의관들의 자격, 

직무범위를 정하고 법의관(法醫官) 양성 및 

검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업무를 관리 ․

감독하는 검시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ʻʻ시체ʼʼ란 사람의 사체(死體)와 사람의 형태

를 갖춘 사태(死胎)를 말한다.

  2. ʻʻ변사체(變死體)ʼʼ란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른 ʻʻ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

는 사체ʼʼ로서, 사망의 의학적 원인이나 상

황적 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부자연한 

시체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3. ʻʻ검시(檢屍)ʼʼ란 사망의 의학적 원인에 대한 

판단과 사망의 상황적 경위에 대한 규명을 

위하여 법의학적 학식과 경험을 통하여 시

체를 검사하는 것으로서, 시체의 외관을 검

사하는 검안(檢案)과 시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해부하여 검사하는 부검(剖檢)을 포함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ʻʻ시체ʼʼ란 사람의 사체(死體)와 사람의 형태

를 갖춘 사태(死胎)를 말한다. 

  2. ʻʻ변사체(變死體)ʼʼ란 사망의 원인이 법의학

적 관점에서 의심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다

음의 항목이 포함된다.

    가.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

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

    나. 형사소송법 제222조의 규정에 따라 검

사의 요청에 따른 경우

    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경우

    라.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검시하는 경우

    마. 교통사고, 보험관련 사고, 업무상 재해 

등 사망자 유족의 요청에 따른 경우

    바.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

  3. ʻʻ검시(檢屍)ʼʼ란 사망의 의학적 원인에 대한 

판단과 사망의 상황적 경위에 대한 규명

을 위하여 법의학적 학식과 경험을 가진 

의사에 의하여 시체를 검사하는 것을 말

한다.

제3조(검시위원회) ①검시관 제도의 운영에 관 제3조(검시위원회) ①법의관 제도의 운영에 관하

<부 록 2>

2. 유선호 의원 법안과 대한법의학회 수정안(각 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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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이 법에서 정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에 검시위원회(檢屍委員會)(이하 ʻʻ위원회ʼʼ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

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

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은 국무

총리실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

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과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이 법에서 정한 사무

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검시

위원회(檢屍委員會)(이하 ʻʻ위원회ʼʼ라 한다)를 둔

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비

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독립성 확

보를 위한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의과대학의 법

의학 교수 또는 법의관 5인

  2.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검사 1인

  3.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찰 1인

  ③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은 국무

총리실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

명 또는 위촉한다.

  <삭  제>

  ④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과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①위원회의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을 갖춘 자여야 한다.

  1. 검시기관(檢屍機關)에서 검시관으로서 이 

법에 따른 검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제20조에 따른 검시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로 지명되어 이 법에 따른 검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의과대학의 법의학 또는 병리학 조교수 이

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

년 이상 재직한 자

  ②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 확정

되거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

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그 밖

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①위원회의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을 갖춘 자여야 한다.

  1. 검시기관(檢屍機關)에서 법의관으로서 이 

법에 따른 검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의과대학의 법의학 교수로서 검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제10조에 따른 법의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로 지명되어 이 법에 따른 검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검사 ․ 군법무관 또는 사법경찰관 중 5급 

이상의 직급으로 검시관련 수사 업무를 5

년 이상 담당한 자

  ②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 확정

되거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연속 3회 이상 위원회 

회의에 불참석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그 밖

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법  제  논  단

44 _ 법제

유선호 의원 법안 대한법의학회 수정안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

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

장이 된다.

  <신  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

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소집하

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2

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하며, 위원장

은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사무기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신  설>

  ②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하

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사무기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위원회의 업무관리 및 의결사항 집행을 위

한 상임공무원을 두며, 위원장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③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하

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검시기관) ①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시기관을 둘 수 있다.

  ②검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검시 또는 검시와 

관련된 법의학적 연구의 사무를 수행한다.

  ③검시기관에 검시관 및 검시보조공무원(이하 

ʻʻ검시관등ʼʼ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

을 둔다.

  <신  설>

  <제7와 제17조 통합>

제7조(검시기관) ①위원장은 신청 또는 직권으

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할하여야 할 구

역으로 정하여 이 법에 따른 검시 업무를 수

행하는 검시기관(檢屍機關)으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직권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

는 해당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국가 전문 검시기관

  2. 법의학 관련 업무 및 연구를 위한 전문부

서가 설치된 의과대학 또는 해당 전문기관

  3. 그 밖에 법의학 관련 업무 및 연구를 위해 

설립된 법인·의료기관·단체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하는 검시기관

(이하 ʻʻ지정검시기관ʼʼ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이나 사무의 범위 또는 종류에 따라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법의관의 자격

을 갖춘 전문 인력과 해부시설 그 밖에 시체

에 대한 의학적 조사 및 분석에 필요한 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③지정검시기관은 소관 검시사건의 범위내에

서 이 법에 따른 검시기관으로서 검시 사무

를 수행한다.

  ④지정검시기관의 장 또는 운영자는 이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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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검시 사무와 관련하여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⑤기타 검시기관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

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검시관등) ①검시관등은 이 법에 따른 검

시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검시관등은 검시의 직무 외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의 허가를 얻어 

검시와 관련한 법의학적 연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③검시보조공무원의 종류와 명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검시관등은 임용권자가 제9조에 따른 자격

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회의 적격심사를 거

쳐 임명한다.

  ⑤검시관등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수 업무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보아 계급구분과 보수

를 따로 정한다.

  ⑥검시관등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하여 이 법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로 이동>

  <제18조의 이동> 제8조(검시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위원회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시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전문인력과 시설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지정검시기관의 설립허가 또는 인가가 취

소되거나 설립 폐지된 경우

  4. 지정검시기관의 장 또는 운영자가 지정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정당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검시 사무를 수행하

도록 할 필요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

단되는 경우

  ②위원회는 검시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만, 지정검시기관의 장 또는 운영자가 지정

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

  ③검시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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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 이동> 제9조(지정검시기관의 신고의무) 지정검시기관

의 장 또는 운영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

인력이나 시설 그 밖에 지정요건에 변동이 있

을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검시관등의 자격) ①검시관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병리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법의학 또는 병리학을 전공하고 의과대학

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법의학 또는 병리

학 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과대학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법의학 관련 교육과정을 수

료한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법의학 또는 

병리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신  설>

  ②검시보조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검시 업무

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의학 분야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경

력을 갖추어야 한다.  

  <신  설>

  <제8조, 제9조, 제20조의 통합>

제10조(법의관의 자격 및 임명) ①위원회는 ｢의

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심의하여 법의관

으로 임명한다. 

  1. 병리 전문의 등 관련 분야 전문의 취득 후 

제7조에 따른 국가 전문 검시기관에서 1년 

이상 검시업무에 종사한 자

  2. 법의학을 전공하고 의과대학의 조교수 이

상 직에서 법의학 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1

년 이상인 자

  3. 법의학 과정이 설강된 의과대학에서 검시관

련업무와 연구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삭  제>

  4. 상기 1.호 내지 3.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

춘 후 제7조에 따른 그 밖에 법의학 관련 

연구 또는 활동을 위해 설립된 법인·의료기

관·단체에서 검시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12조로 이동>

  ②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법의관의 자격과 관

련하여 관련 업무를 유관 학회 혹은 전문기

관에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 시설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검시관등의 직무) ①검시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변사체의 검안

  2.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있어 검증에 필요

한 처분의 집행으로서의 시체의 해부 또는 

시체에 대한 감정으로서의 검시

  ②검시보조공무원은 검시관의 위임 또는 지

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직무

와 위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법의관의 직무) ①법의관은 변사체의 검

시를 수행한다. 

  <삭  제>

  <제12조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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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이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검시관등의 

직무수행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이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의관의 직

무수행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법의보조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①위원

회는 검시 관련 분야의 교육을 이수하고 검

시 관련 유관 업무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를 법의보조공무원으

로 임명한다. 

  ②위원회는 법의보조공무원의 자격과 관련하

여 관련 업무를 유관 학회 혹은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 시설을 보조할 수 있다.

  ③법의보조공무원의 종류와 직무의 범위 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변사체의 검안) ①검시관은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변사체를 검시(檢視)함에 있어 

이를 검안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사체의 발견지 

또는 사망의 발생지(이하 ʻʻ해당 지역ʼʼ이라 한

다)를 관할하는 검시관에게 변사체의 발견 장

소, 사망의 발생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여 즉시 검안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검안을 요구받은 검시관은 

즉시 변사체의 발견 장소 또는 사망의 발생 

장소에 임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변사체를 검

안하여야 한다.

  ④검시관의 검안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변

사체에 대하여 사망의 원인 등 사망과 관련

된 의학적 사항이나 범죄 혐의 등 사망의 경

위 또는 종류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다.

  <신  설>

제13조(변사체의 검안) ①수사기관은 변사체를 

발견하였거나 그 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 그 

현장을 보존하고 그 변사체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의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의 통합>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 받은 법의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변사체가 발견

된 장소 또는 사망이 발생한 장소에 임하여 

변사체에 대하여 검안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사체를 검안한 법

의관은 사망의 원인, 부검의 필요성 여부 등 

수사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 1항 내지 3항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변사체검안서의 작성 등) ① 사체를 검

안한 검시관은 사망의 원인 등 사망과 관련

된 의학적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한 변사체검안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 등을 

인정함에 있어 변사체검안서와 반대되는 객

관적 증거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4조(변사체검안서의 작성 등) ①변사체를 검

안한 법의관은 사망의 원인 등 사망과 관련

된 의학적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한 변사체검안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 등을 

인정함에 있어 변사체검안서와 반대되는 객

관적 증거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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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변사체검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변사체검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3조(범죄 수사에 필요한 검시) ① ｢형사소송

법｣ 제21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시체를 검증함에 있어 시체의 해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검

시관에게 시체를 해부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검사 또

는 사법경찰관이 시체에 대한 검시(檢屍)의 감

정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목적, 

시간,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검시관에게 이를 위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검시의 감정을 위촉받은 검

시관은 감정을 실시하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담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④검시관은 이 조에 따라 시체에 대한 검시

를 수행함에 있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련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⑤ 제12조제2항은 이 조에 따른 검시관의 검

시에 준용한다.

제15조(변사체의 해부) ① ｢형사소송법｣ 제219조

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변사체를 

검증함에 있어 변사체의 해부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법의관에게 

변사체를 해부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

여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변사체에 대한 해부의 감

정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목적

지역을 관할하는 법의관에게 이를 위촉하여

야 한다.

  ③2항에 따라 해부의 감정을 위촉받은 법의

관은 감정을 실시하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

1항의 담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법의관은 이 조에 따라 변사체에 대한 검

시를 수행함에 있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

련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⑤제15조제2항은 이 조에 따른 법의관의 검

시에 준용한다.

제14조(준용규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은 ｢군사법원법｣ 제26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258조 또는 같은 법 제260조제2항

에 따라 변사자를 검안하거나 시체를 검증함

에 있어 시체의 해부 처분을 하고자 할 때나 

시체의 감정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 준용

한다. 이 경우 ʻʻ검사ʼʼ는 ʻʻ검찰관ʼʼ, ʻʻ사법경찰

관리ʼʼ는 ʻʻ군사법경찰관리ʼʼ, ʻʻ사법경찰관ʼʼ은 ʻʻ군

사법경찰관ʼʼ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의 ʻʻ ｢형사

소송법｣ʼʼ은 ʻʻ｢군사법원법｣ʼʼ으로 본다.

제16조(준용규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

정은 ｢군사법원법｣ 제264조제1항·제2항 및 제4

항, 같은 법 제258조 또는 같은 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변사자를 검안하거나 시체를 

검증함에 있어 시체의 해부 처분을 하고자 

할 때나 시체의 감정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

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ʻʻ검사ʼʼ는 ʻʻ검찰관ʼʼ, ʻʻ

사법경찰관리ʼʼ는 ʻʻ군사법경찰관리ʼʼ, ʻʻ사법경찰

관ʼʼ은 ʻʻ군사법경찰관ʼʼ으로 보며, 제13조제4항

의 ʻʻ｢형사소송법｣ʼʼ은 ʻʻ ｢군사법원법｣ʼʼ으로 본다.

제15조(검시관의 독립성 등) ①검시관은 담당한 

개별 검시에 있어서의 판단에 관하여 간섭받

지 아니하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검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해당 업무에 직무상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본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제17조(법의관의 독립성 등) ①법의관은 담당한 

개별 검시에 있어서의 판단에 관하여 간섭받

지 아니하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법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해당 업무에 직무상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본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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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인의 수행한 검시에 대한 검증

  ③검시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판단되면 소속 검시기관의 장에게 신

청하여 그 허가로 회피하여야 한다.

  3. 본인의 수행한 검시에 대한 검증

  ③법의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판단되면 소속 검시기관의 장에게 신

청하여 그 허가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검시관의 직무상 권한과 의무) ①검시관

은 시체의 사망 원인 등 사망과 관련한 의학

적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판단하며, 그 밖

에 사망의 상황적 경위 또는 종류 등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②검시관은 이 법에 따른 검시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그 밖에 관

련기관에 대하여 사건에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

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검시관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

행한 검시 업무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보

존하여야 하며, 신원의 확인 또는 대조를 위

하여 시체의 일부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검시관은 이 법에 따른 검시의 직무를 수

행할 때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검시관등은 이 법에 따른 검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권한을 남용하지 말아야 하

며, 검시의 대상인 시체를 오욕, 유기 또는 

은닉하거나 검시의 목적과 무관하게 손괴 또

는 영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법의관의 직무상 권한과 의무) ①법의관

은 시체의 사망 원인 등 사망과 관련한 의학

적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판단하며, 그 밖

에 사망의 상황적 경위 또는 종류 등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②법의관은 이 법에 따른 검시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그 밖에 관

련기관에 대하여 사건에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

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법의관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

한 검시 업무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

하여야 하며, 신원의 확인 또는 대조를 위하

여 시체의 일부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법의관은 이 법에 따른 검시의 직무를 수

행할 때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법의관은 이 법에 따른 검시의 직무를 수

행함에 있어 권한을 남용하지 말아야 하며, 

검시의 대상인 시체를 오욕, 유기 또는 은닉

하거나 검시의 목적과 무관하게 손괴 또는 

영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검시기관의 지정 등) ①위원회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을 관할하여야 할 구역과 수행하여야 할 사

무의 범위 또는 종류를 정하여 이 법에 따른 

검시 사무를 수행하는 검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운영자와 협의

를 거쳐야 한다.

  1. 법의학 전문과정이 설치되어 있거나 법의

학 관련 연구 또는 활동을 위한 전문기관이 

설치된 의과대학 또는 해당 전문기관

  2. 그 밖에 법의학 관련 연구 또는 활동을 위

해 설립된 전문 법인·기관·단체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하는 검시기관

(이하 ʻʻ지정검시기관ʼʼ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이

나 사무의 범위 또는 종류에 따라 총리령으

  <제7조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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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검시관등의 자격

을 갖춘 전문인력과 해부시설 그 밖에 시체

에 대한 의학적 조사 및 분석에 필요한 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③지정검시기관은 소관 검시사건의 범위내에

서 이 법에 따른 검시기관으로서 검시 사무

를 수행한다.

  ④지정검시기관의 장 또는 운영자는 이 법에 

따른 검시 사무와 관련하여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⑤검시기관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총

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검시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

시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전문인력과 시설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지정검시기관의 설립허가 또는 인가가 취

소되거나 설립 폐지된 경우

  4. 지정검시기관의 장 또는 운영자가 지정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정당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검시 사무를 수행하

도록 할 필요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

단되는 경우

  ②위원회는 검시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만, 지정검시기관의 장 또는 운영자가 지정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

  ③검시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로 이동>

제19조(지정검시기관의 신고의무) 지정검시기관

의 장 또는 운영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

인력이나 시설 그 밖에 지정요건에 변동이 있

을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로 이동>

제20조(검시관등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지명 

등) ①위원회는 지정검시기관에 소속되고 제9

조에 따른 자격을 충족하는 자를 해당 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이 법에 따른 

검시관등의 직무를 수행할 자(이하 ʻʻ검시관등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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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자ʼʼ라 한다)로 지명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검시기관에 소속된 자 이외에 제

9조에 따른 자격을 충족하는 자를 적격심사

를 거쳐 관할하여야 할 구역이나 수행하여야 

할 사무의 범위 또는 종류를 정하여 검시관

등직무수행자로 지명할 수 있다.

  ③검시관등 직무수행자는 담당 검시사건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검시관등으로서 검시

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검시관등직무수행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와 제227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⑤검시관등직무수행자의 지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검시관등직무수행자의 지명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

원회는 검시관등 직무수행자의 지명을 취소

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 정지

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명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자격이 없게 된 경우나 사

망한 경우

  3. 소속 지정검시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소속 지정검시기관의 장이 지명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본인이 지명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이 경우 지정검시기관에 소속된 자는 

지정검시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정당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검시 직무를 수행하

도록 할 필요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

단되는 경우

  ②위원회가 검시관등 직무수행자의 지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지명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

  ③검시관등 직무수행자의 지명 취소 및 업무

정지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

로 정한다.

제19조(법의관의 자격 정지 및 취소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는 법의관의 지명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명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자격이 없게 된 경우나 사

망한 경우

  3. 소속 지정검시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소속 지정검시기관의 장이 지명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본인이 지명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이 경우 지정검시기관에 소속된 자는 

지정검시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정당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검시 직무를 수행하

도록 할 필요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

단되는 경우

  ②위원회가 법의관 직무수행자의 지명을 취

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지명의 취소를 신청한 경

우를 제외한다.

  ③법의관 직무수행자의 지명 취소 및 업무정

지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학적 자료의 연구 및 교육에의 활용)

검시기관 또는 검시관등(검시관등 직무수행자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의 허가를 

제20조(의학적 자료의 연구 및 교육에의 활용) 

검시기관 또는 법의관 및 법의보조인은 위원

회의 허가를 얻어 이 법에 따라 수행한 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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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 이 법에 따라 수행한 검시 업무와 관련

하여 획득하게 된 의학적 자료를 학문적 연

구 및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업무와 관련하여 획득하게 된 의학적 자료를 

학문적 연구 및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조사 등) ①위원회는 검시 사무와 관련

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시기관에 출

입하여 검시기관의 시설 또는 운영 등에 대

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②제1항의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

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 등) ①위원회는 검시 사무와 관련

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시기관에 출

입하여 검시기관의 시설 또는 운영 등에 대

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의문사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관

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

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의무)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시기관의 장 또는 운영자나 검시관등(검시

관등 직무수행자를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보

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보고의무)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운영자나 법의

관 및 법의보조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

책) 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검시 업무를 수

행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 계획과 시책을 마련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우수한 전문인력의 배출을 위한 교육제도

의 마련 및 시행

  2. 검시업무 수행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훈

련프로그램의 마련 및 시행

  3. 관련 교육 및 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

  4. 그 밖에 전문인력의 배출, 양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업무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

책) 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검시 업무를 수

행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 계획과 시책을 마련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우수한 전문인력의 배출을 위한 교육제도

의 마련 및 시행

  2. 검시업무 수행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훈

련프로그램의 마련 및 시행

  3. 관련 교육 및 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

  4. 그 밖에 전문인력의 배출, 양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업무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비용보조) 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지정검시기관의 검시 사무 수

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

검시기관 또는 검시관등직 무수행자에게 검

시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수수료를 지급하여

야 한다.

  ②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

시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

관·단체 또는 대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제24조(비용보조) 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지정검시기관의 검시 사무 수

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

검시기관 또는 법의관에게 검시 업무의 수행

과 관련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

시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

관·단체 또는 대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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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보조금의 환수)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데 사용하거나 부

적정하게 집행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정당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기

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보조금의 환수)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데 사용하거나 부

적정하게 집행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정당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기

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비밀준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검시

관등(검시관등 직무수행자로 지명된 자를 포

함한다)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

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비밀준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법의관 

및 법의보조인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27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30조(벌칙) ①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체

를 오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유기, 은

닉, 손괴 또는 영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③제22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수행한 

검시 업무와 관련하여 획득하게 된 의학적 

자료를 허가없이 활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

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 답변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답변을 방해한 자

  2. 제24조에 따른 보고와 관련하여 제1호의 

제28조(벌칙) ①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오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유기, 은

닉, 손괴 또는 영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

  ③제22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수행한 

검시 업무와 관련하여 획득하게 된 의학적 

자료를 허가없이 활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

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 답변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답변을 방해한 자

  2. 제24조에 따른 보고와 관련하여 제1호의 



법  제  논  단

54 _ 법제

유선호 의원 법안 대한법의학회 수정안

행위를 한 자

  ⑤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행위를 한 자

  ⑤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1조(양벌규정) 법인·기관·단체의 대표자나 법

인·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기관·단체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

다. 다만, 법인·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

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

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검시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

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으로 설치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검시기관으로 본다.

  ③(검시관등의 자격 및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

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

치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소속된 공무원인 

의사로서 1년 이상 변사체 등 시체의 검안 또

는 부검 업무에 종사하거나 이를 전문적으로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검시관등

의 자격을 갖추고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검시

관등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검시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

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으로 설치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경찰청

의 검시요청에 의해 실질적으로 검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과대학의 관련부서는 이 법

에 따라 설치된 검시기관으로 본다.

  ③(법의관의 자격 및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소속된 공무원인 의사

로서 1년 이상 검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및 경찰청의 검시요청

에 의해 실질적으로 검시업무를 수행하고 있

는 의과대학의 관련부서 소속 법의학 교수는 

이 법에 따른 법의관의 자격을 갖추고 이 법

에 따라 임명된 법의관의 자격을 갖춘 교수

로 본다.

  ④(제13조 제2항의 검안에 관한 경과조치) 검

시위원회는 변사체가 발견된 장소 또는 사망

이 발생한 장소에 즉시 임하여 변사체에 대

하여 검안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검

시기관에게 이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고, 여

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검시기관에 대해서는 

법의관의 확보 상황에 따라 이 조항의 시행

을 유보할 수 있다.

  ⑤(법의보조공무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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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 당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

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

치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소속된 공무원인 

검시 전문 보조공무원과 경찰청 소속의 ʻ검시

관ʼ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법의보조공무원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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