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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민간조사원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적 노력
‘사설탐정’ 내지 ‘민간조사원’ 제도의 도입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용어

는 영미의 Private Detective 또는 Private Investigation1)의 번역어2)이다.3) 사설탐정

내지 민간조사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미 제15대 국회때인 1998

년부터 있었다.4) 1998년에 하순봉 의원을 중심으로 공인탐정에 관한 법률 (안)의 입

법이 추진되었으나 국회에 제출되지는 못하였다.5) 본격적으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

된 것은 제17대 국회에서부터이다. 제17대 국회에서는 이상배 의원과 최재천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는 민간조사업법안 이 각각 제출되었다.6)7) 또한 각각의 입법안에

1) 미국에서는 Private Detective와 Private Investigator(PI)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후자인 PI라는 

용어가 일반화해가는 추세라는 설명으로는 이동영(1999), 『21세기, 공인탐정이 뛴다』, 굿 인포메이션, 19

쪽.

2) 이에 대하여는 황정익·김윤철·백창현(2005), 『공인조사(공인탐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쪽.

3) 미국 노동성의 경우 사설탐정을 “Private Detectives and Investigators”라고 통칭하기도 한다. Bureau of 

Labor Statistics(U.S. Department of Labor),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2008-09 Edition) <http:// 

www. bls.gov/oco/ocos157.htm#outlook>: 검색일: 2009.11.11.

4) 각각의 입법안에 대한 자료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참조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Search 

Result.jsp>, 검색일: 2009.11.1. 이하 혼동의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의원의 이름을 기준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단 최재천 의원안은 재발의된 안을 말한다. 

5) 하순봉 의원이 추진하였던 법률안의 초안은 이동영(1999), 249-262쪽; 황정익 외(2005), 100-126쪽. 그리고 

초안에 대한 분석으로는 이동영(1999), 57-64쪽; 황정익 외(2005), 85-92쪽 참조.    

6) 이상배 의원안에 대한 분석으로는 전대양(2007), “일본 탐정업법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 및 정책적 함의”, 

한국공안행정학회,『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9호, 2007, 321쪽 이하; 이승주(2006), “한국형 탐정제도 도입

에 따른 규범학적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8호, 2006. 10, 110쪽 이하.

7) 이상배 의원안과 최재천 의원안에 대한 비교분석으로는 전대양(2006), “민간조사법 법안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이상배ㆍ최재천 안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8호, 2006.10, 38쪽 이

하; 이상원·이승철(2006), “민간조사업 법안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

보』, 제9호, 2007. 2, 14쪽 이하; 김상균(2007),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와 타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민간조사업법(안)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호, 2007, 21쪽 이하. 또한 

하순봉 안을 소개하면서 이상배 안과 최재천 안을 비교·설명한 글로는 광수(2006), “민간조사원(사설탐정)제

도의 도입 여부와 입법 동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민대학교, 『情報와 法 硏究』, 특별호(2006년), 329쪽 

이하. 이상배 안과 최재천 안에서의 민간조사원의 자격요건만을 검토한 글로는 유재두(2007), “민간조사원 자

격요건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9호, 2007.2, 211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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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회기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 

제안자 

구분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 17-2591 민간조사업법안 이상배의원등 35인 의원 2005-09-08 2008-05-29  임기만료폐기

2 17-4047 민간조사업법안 최재천의원등 10인 의원 2006-03-14 2006-03-31  철회 

3 17-4188 민간조사업법안 최재천의원등 10인 의원 2006-04-05 2008-05-29  임기만료폐기 

4 18-03727 민간조사업법안 성윤환의원등 10인 의원 2009-02-05 2009-02-17  철회
 (접수뒤 바로 철회) 

5 18-04313 민간조사업법안 이한성의원등 12인 의원 2009-03-30 2009-04-06  철회

6 18-0100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8)
이인기의원등 10인 의원 2008-09-24

 법안심사소위

 2009.2.23. 상정

7 18-04521 민간조사업법안 강성천의원등 30인 의원 2009-04-10

국회에서 논의될 때마다 학계와 실무계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개진되었다.

제18대 국회에서도, 이인기 의원 등 10인이 2008년 9월 24일 경비업법 에 ‘민간조

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2009년 4월 10일 강성천 의원 등

30인의 국회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민간조사원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경비

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다. 18대 국회에서의 입법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어 있다.

제17대 국회에서부터의 제·개정안 발의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 ‘민간조사원제도’관련 입법안 현황>

이상의 법률안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된 것은 제17대 국회에서의 이

상배 안과 최재천 안, 그리고 제18대 국회에서의 이인기 안과 강성천 안이고 현재 입

법이 추진 중인 이인기 안과 강성천 안에는 제17대 국회에서의 논의가 대부분 반영

되어 있다.

이인기 안과 강성천 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각 법률안의 주된 입법목적 내지 취

8) ｢경비업법｣ 개정안을 기존의 하순봉 안, 이상배 안, 최재천 안 등과 비교·검토한 글로는 정일석·박준석·오세광

(2008), “바람직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

보』, 제18호, 2008, 273쪽 이하; 장석헌·송병호(2008), “민간조사업 도입상의 쟁점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3호, 2008, 343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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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① 종래 음성적으로 심부름센터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사립탐정’ 내지

‘사설탐정’을 제도적으로 법제화한다는 것, 즉 그동안 심부름센터나 소위 ‘해결사’에

의한 채권회수 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던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인다는 것 그리고

② ‘한정된 국가의 수사력’과 ‘변호사에 의한 법률서비스의 고비용구조’ 등으로 인해

실종가족 소재탐지, 지적재산권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의 준비, 고소·고발의 사전준비

등에서 국민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한다는 것 등으로 압

축된다.

민간조사업법 개정안 과 민간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

는 상황에 비추어, 이들 법안의 배경 및 내용 그리고 비교법적인 착안점을 중심으로

입법정책적으로 타당한 사설탐정제도 내지 민간조사업법의 도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입법안 관련 논의에서는 ① 민간조사업무의 범위, ② 자격조건, ③ 감독관청 등

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으므로9)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사설탐정’과 ‘민간조사원’의 개념 
1) ‘사설탐정’ 개념확정의 어려움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기존의 논의현황을 정리하면서 ‘사설탐정’과 ‘민간조사원’의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기존의 논의를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탐정 혹은 민

간조사원의 개념정의가 일의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다양한 논자들이 ‘사설탐정’ 내지

‘민간조사원’을 이야기하지만, 각 논자마다 다루고 있는 민간조사원의 내용과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목적은 ‘입법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합리적인 제도의 설계에 있으므로,

외국의 제도와 모든 사적인 조사활동의 종사자를 지칭할 때는 강학상의 용어인 ‘사설

탐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되, 법안과 관련되어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제도를 지칭할

때는 ‘민간조사원제도’ 또는 ‘민간조사원’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10)

9) 김상균(2007), 13쪽.

10) 이인기 안의 경우에는 ‘민간조사관’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으나(제18조의3), 강성천 안과 제17국회에서의 

법안들은 ‘민간조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단 다수 법안 상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 4 -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설탐정’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사설탐정’의 개념

에 있어서는 미국의 ‘민간보안업무’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그 구체적인 업

무영역에 들어가서는 입법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민간조사업무’를 언급하고 있다.

이 글은 양자의 구별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개념의 혼동은 불필요한 논의를 양산

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사설탐정’에 관한 정의로는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범죄와

관련하여 범인의 발견, 증거의 수집, 원인과 책임의 조사 및 사람과 재산의 소재 등

에 관한 정보를 찾아주는 일 혹은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11) 혹은 “수수료를 받고

범죄와 관련된 사항, 신원조회, 증인의 신빙성, 사람의 소재, 재산의 소재 등에 관한

정보를 찾아주는 일 혹은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12) 혹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의뢰인으로부터 계약에 의한 보수를 받고 위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임받은 업무

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의뢰인의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에

게 사실대로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13)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학에서는 ‘사설탐정’을 경찰 또는 검찰에 근접한 개념으로 파악하여 마치 공권

력의 대행자와 같은 이론구성을 취하기도 한다.14) 사설탐정이 당연히 형사 사건에 대

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거의 모든 경찰학 관련 문헌에서 확인되며 같은 맥락

에서 ‘사설탐정’의 업무를 ① 심부름센터, ② 수사기관(경찰, 검찰) ③ 신용정보업자,

④ 변호사 등과 비교한다.15)

사설탐정 제도를 이렇게 이해하는 결과, 사설탐정제도의 공권력에 대한 보완적 성

격이 특별하게 강조된다. 사설탐정의 활동영역을 일종의 공사영역간의 파트너쉽(민관

합작기관,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의 일종으로 파악하거나, “공공부문과 민

11) 하정용(2005), 『탐정학의 이해』, 청목출판사, 14쪽.

12) 하정용(2005), 13쪽.

13) 강영숙·김태환·유우종·이경근(2009), 『탐정(민간조사)학개론』, 진영사, 2009, 24쪽.

14) 예컨대, 이동영(2009), 72-73쪽. 또한 이러한 설명방식을 답습하는 견해로는 하정용(2005), 32-33쪽. 또한 

하정용(2005), 193쪽 이하에서는 ‘탐정의 수사활동’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김상균(2007), 21쪽

에서는 민간조사원이 “국가수사기관의 보조적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고 한다.

15) 이동영(2009), 71-81쪽. 하정용(2005), 32-35쪽; 박종수(2008), “공인탐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

구”,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제4권 제1호, 2008, 125-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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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문 사이의 제3부문을 통해서도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공급”하는 혼성치안

(hybrid-policing)의 문제로 보기도 하며16) 혼성치안의 문제는 보안산업의 일반화 내

지 치안업무의 민간화(Privatisierung)과정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이것을 사설탐정에까

지 연결시키는 것은 사설탐정을 국가공권력에 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개념을 토대로 ‘사설탐정’의 도입이 전세계적인 혹은 시대사적인 현상임을

강조한다. ‘범죄의 예방과 수사에서의 community policing으로의 전환’17) 혹은 현대국

가의 치안질서의 재편 내지 ‘거시적 관점에서 민간경비의 사회적 발전과정’에서 필연

적 현상18) 등으로 파악하고 그 역할도 또한 “공경찰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19) 또는

‘공경찰활동과 사경찰활동의 한계극복’20)에서 찾는다.

사설탐정제도를 경찰력의 민영화로 파악한 결과, 그로 인한 치안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한 우려에 대해 ‘영리추구’라는 본

질에 있어서는 변호사제도와 다를 바 없다는 반박까지도 있다.21) 나아가 경찰실무에

서는 사설탐정(정확히는 민간조사원)의 도입을 통하여 국민의 경찰력의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기도 한다.22)

사설탐정의 업무를 공권력 작용에 준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는 여기에서 더 나

16) 이상철·강영숙(2007), “한국의 공인탐정제도의 사회적 필요성과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한

국스포츠리서치』, 제18권 제5호, 2007, 1093쪽.

17) 황정익(2006), “공인탐정제도의 사회적 필요성과 향후 발전과제”,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

보』, 제8호, 2006. 10, 124쪽.

18) 김원중(2006), “민간조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0권 

제1호, 2006, 54-55쪽; 정일석 외(2008), 273쪽.

19) 황정익 외(2005), 2-3쪽; 김상균(2007), 12쪽; 정일석 외(2008), 272쪽. 

20) 조현빈(2006), “주요국가의 공인탐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8호, 2006. 10, 275쪽 이하.

21) 박종수(2008), 144-145쪽. “탐정이 영리를 추구하는 직업이기에 돈 있는 사람만이 탐정의 혜택을 볼 수 있

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변호사 역시 어느 정도 영리를 추구하는 직업이지만 돈 있는 사람만이 변호사의 혜

택을 본다고 주장한다면 변호사제도 역시 없애야 된다는 납득하지 못할 주장이 될 것이다.”

22) 문경환(2009), “개정 경비업법(안)상 민간조사관의 업무범위 및 한계 연구,”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

구』, 제7권 제1호, 2009. 6, 161쪽. “부족한 인원에 이런 저런 국민들의 기초적인 요구까지 감내하느라 국

가경찰력도 한계에 이르는 등 민간조사제도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전히 한 해에 

200만 건 가까운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경찰은 집 나간 강아지를 찾아달라는 신

고에 매달릴 수 없고, 50만원 100만원을 빌리고 잠적하였다며 고소된 사람들에게 매달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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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檢事와 법집행당국들

-범죄수사

-도주자를 체포하고 증인을 확보하기

-증거를 보전하고 감시하기

아가 사설탐정의 조사활동을 ‘수사’ 작용에 준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즉, 사설

탐정의 ‘조사’를 수사의 전단계 행위로서 실무상 운용되고 있는 ‘내사’ 또는 ‘경찰정보

활동’23)에 유사한 개념으로 파악하거나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가 허용되는 범위까지

는 사설탐정의 조사활동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또한 사설탐정의 조사활동

의 편의를 위해 법치국가적 인권보장 장치가 극복해야 할 하나의 ‘장애물’에 지나지

않으며 정보수집의 용이성을 위해서는 사설탐정에게 어떠한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권한부여’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되기도 한다.24) “민간경비가 범죄예방을 전제

로 활동을 수행한다면 민간조사는 범죄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전제로 활동을 수행한

다”고도 한다.25)

2) ‘민간보안업무’의 의미로 사용되는 ‘사설탐정’의 개념
국내에서 사설탐정의 업무라고 소개되고 있는 것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민간보안

업무’ 내지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 전반에 대한 것이다.26) Nemeth

는 “민간경비 차원의 조사기술에 대한 요구에 처해 있는 각 개인들과 존재들의 다양

한 스펙트럼”이라는 표제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표-2. 민간경비 차원의 조사기술에 대한 요구에 처해 있는 각 개인들과 존재들의 다양

한 스펙트럼>27)

23) 문경환(2009), 152쪽 이하.

24) 문경환(2009), 159쪽.

25) 장석헌·송병호(2008), 338쪽.

26) 외국에서의 민간조사업은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조사활동’으로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업에 비하여 범

위가 넓다는 지적으로는 장석헌·송병호(2008), 338-339쪽.

27) Nemeth, Charles P./임준태·이동영 역(1992), 『탐정학개론』, 좋은세상, 2003, 12-14쪽의 내용을 도표화

한 것이다. 이상철·강영숙(2007), 1090쪽; 강영숙 외(2009), 32-33쪽에서는 이를 “작업별 탐정의 주요 조사

업무 유형”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를 ‘민간조사원’의 의미의 경우와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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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호사들

-소송과 판결을 준비하면서 사건을 조사하기

-증인을 확보하고 행방불명된 상속인을 찾는등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고 서류를 준비하기

③ 변리사들 

  (특허변호사) 

-특허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기

-채택, 사용 그리고 포기의 관점에서 사실을 입증하기

④ 출판사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야기된 소송의 조사

-불공정 경쟁에 대한 조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사

⑤ 은행들

-범죄사건의 조사

-신용과 책임있는 직책으로 승진예정인 후보자와 직원에 대한 조사

-高價의 귀중품 운반시 보호

-부정행위 의혹이 있는 직원들과 다른 용의자에 대한 감시

-보고된 재산의 검증

-모험적 사업경영에 대한 체크

-신용대출 신청에 대한 조사

⑥ 보험회사와 보험업자

들

-위탁금유용(횡령), 강도, 주거침입절도, 절도, 손실, 화재 그리고 다른 

재난소송의 조사,

-생명, 사고, 醫療過誤(malpractice), 배상과 다른 소송들의 조사

-장애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업수당 청구자들을 뒷따라 다니기

⑦ 철도, 버스 그리고 

항공사들

-정직성과 서비스 감시

-소송사건의 조사

⑧ 자동차 운송, 물류저

장소 그리고 화물터미널 

회사들

-절도사건 등의 조사

-소송사건의 조사

⑨ 가게(점포)들

-백화점에 근무하는 탐정들

-절도사건 등의 조사

-신용위반확인 및 사기사건 조사

⑩ 공장 및 도매상들

-제조물책임(PL) 소송사건의 조사

-불공정 경쟁, 회사의 명성을 훼손하기 위한 고의적 시도, 거래상의 비밀

에 대한 사기적 폭로 그리고 거래협정들의 위반

⑪ 호텔들
-호텔에 근무하는 탐정; 절도사건 등의 조사

-정직성, 효율성, 낭비 및 규칙위반에 대한 각부서의 서비스 감시

⑫ 각 개인의 특성에 대 -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거주지 주소를 확인하기, 현재 혹은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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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

고용 및 사업관계, 결혼여부, 습관, 생활스타일, 수입, 재정상 및 신용상

의 책임, 사회적 및 사업상의 관계, 경찰처분과계와 요청받은 상세한 사

항들의 조사

⑬ 감시

-태도, 동료들, 근무시간중의 직무에 대한 주의력, 생활스타일 등등에 대

한 확인

-私人間 상해사건 원고의 행동에 관한 서류작업 서비스를 위한 비디오녹

화

⑭ 공장 및 물류저장소

에 대한 감시

-주말, 공휴일 그리고 야간시간, 재물 절취현장과 약탈행위 기도를 탐지하

기 위하여 점포나 건물을 감시하기, 非인가된 者의 출입이나 다른 부적절

한 행위들을 확인하기

⑮ 비밀조사

( u n d e r c o v e r 

investigation)

-부정직함, 낭비, 부주의, 非효율성, 고의적 태만, 안전규칙의 위반, 탐닉

주의, 종업원차별, 저하된 윤리의식, 사보타지 그리고 다른 불법행위들을 

드러내고 있는 종업원들을 조사하기

유  형 국내 학설의 분류와 설명 미국 노동성의 분류와 설명

 법률탐정 이들은 주로 소송사건을 전문으로 하며 변호사들이 형사소송에서의 방어권행사 준비, 목격자의 소재 파

국내에서는 미국식 탐정제도에 기초로 ‘사설탐정’제도를 이해하고 있어서, 탐정의

분류방식도 대체로 미국의 분류와 일치한다. 국내의 탐정분류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다. 우선, 담당하는 전문분야별로 ① 법률탐정, ② 기업탐정, ③ 재정탐정, ④ 보험

탐정, ⑤ 경비탐정 등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일반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⑥ 사이버탐정을 추가하는 것이 보통이다.28) 한편, 사설탐정(“Private

Detectives and Investigators”)에 관한 미국 노동성의 분류29)도 대체로 이와 유사하

다. 두 가지의 탐정분류를 함께 정리하여 적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3. ‘사설탐정’의 분류와 설명>

28) 이동영(1999), 22-23쪽. 이와 같은 설명은 다수의 후속연구에 인용·지지되고 있다. 예컨대, 하정용(2005), 

15-16쪽; 강영숙·김태환(2006), “미국의 탐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경호경비연구』, 제12

호, 2006, 31쪽; 강영숙 외(2009), 26쪽 이하; 박종수(2008), 123쪽. 한편 장석헌·송병호(2008), 341-343쪽

은 그 업무내용을 중심으로 ① 법률조사, ② 국가적 범죄조사, ③ 기업조사, ④ 재정조사, ⑤ 보험조사, ⑥ 사

이버범죄조사, ⑦ 의료조사, ⑧ 소재조사, ⑨ 기타조사 등으로 나누나 대체적인 범위는 일치한다.

29)  Bureau of Labor Statistics(U.S. Department of Labor),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2008-09 

Edition)(http://www.bls.gov/oco/ocos157.htm#outlook, 검색일: 2009.11.11.)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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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vestigator)

소송을 위해 필요로 하는 증거나 자료를 수집하거나 

피고의 변호를 돕기 위해 증인을 확보하고 경찰과 

면담을 하며 증거를 수집, 검토하거나 사진촬영을 

하면서 스스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도 한다. 

악, 법률문서의 작성 지원, 경찰관 혹은 증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 그리고 증

거의 수집과 검토 등을 행하는 민간조사원이다. 또

한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 일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거나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소

송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여 보고하는 일 등을 한다. 

로펌이나 변호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탐정 

(Corporate 

investigator)

이들은 주로 대기업 등에서 의뢰인 회사의 내외부에 

대한 조사와 범죄의 음모를 밝혀내거나 회사 재산에 

대한 절도, 상품선적 등과 관련하여 사기, 비용 지

출 내역의 허위 사실 등을 조사하여 이에 연루된 

직원들을 찾아내는 일을 한다.

기업의 내부적·외부적 조사를 수행한다. 기업 내부

적 조사에서는 작업장에서는 마약의 사용 여부 조

사, 지출계좌의 오·남용 여부 확인, 또는 피고용인

이 상품이나 정보를 빼내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 

기업의 외부적 조사에서는 공급자로부터의 사기적인 

금액청구와 같은 회사의 외부로부터의 범죄계획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재정탐정 

(Financial 

investigator)

이들은 주로 돈과 관련된 횡령, 사기 사건들을 전문

으로 한다. 자신의 회계 지식을 이용하여 회사의 재

무 상태나 횡령당한 회사 자금의 소재파악이나 추적

을 할 수 있으며, 주로 투자은행이나 변호사들과 함

께 작업하면서 자금거래에 연루되어 있는 회사나 개

인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보유한다. 특히 

법원 등에서 사기 피의자에 대하여 변제 판결을 했

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타인명의 등으로 감추고 있

을 때 이를 추적, 숨겨놓은 재산 등을 찾아내는 일

을 하기도 한다.

장래 대규모의 재정적 거래의 당사자가 될 개인이나 

기업의 사적인 재정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재정탐정

으로는 투자은행이나 다른 회계사들과 밀접하게 업

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들에 의한 보증을 받기도 

한다. 이들은 또한 법원에 의하여 사기 또는 절도의 

혐의가 확정된 경우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자산의 

조사활동을 수행하기도 한다.

보험탐정 

(Insurance 

investigation)

이들은 주로 보험금을 노리고 자해 행위 등 보험사

기를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뒷조사를 전문으로 하며 

보험회사가 입게 될 피해를 미리 예방하거나 방지하

는 역할을 한다.30)

경비탐정 (Store 

detective)

주로 백화점 등 대형 가게에 고용되어 경찰과 합동

으로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나 소매치기 등을 검거하

는 일을 한다.31) 

손실방지요원(loss prevention agents)이라고도 

하며, 상품의 절도나 상점물품의 손괴를 시도하는 

사람을 체포함으로써 소매점의 자산을 보호하는 역

할을 한다. 이들은 외부인(예컨대 shoplifters), 매

도인의 대리인, 배달회사 직원 그리고 심지어 상점

의 피용자 등에 의한 상품절도를 방지한다. 경비탐

정은 또한 창고, 탈의실 및 휴계실 등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때로는 상점을 열고 닫는 것을 돕기도 한

다. 관리자를 위해 손실방지 및 보안을 위한 보고서

를 작성할 수도 있고 체포된 사람들의 처벌을 위해 

법원에 나가 증언할 수 있다. 

사이버탐정 

(Cyber 

Investigator)

32)

주로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상에게 이루어지는 사

기, 불법행위 등의 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과의 계

약에 의해 불법행위의 감시, 명예훼손, 위법행위자

의 IP추적 등을 위한 각종 자료의 수집 업무를 사

이버 공간상에서 행한다.33)

조사목적 또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로부

터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분석하거나 제출하는 일에 

특화된 민간조사원이다. 컴퓨터에 대한 침입으로부

터의 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기타

호텔탐정(Hotel detectives)은 시설 내에 있는 고

객의 소지품이 도난당하는 것을 막고 호텔의 식당이

나 술집에서의 질서를 유지한다. 이들은 또한 절도

범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과 같은 기피인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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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sirable individuals)을 호텔 구내에 들어오

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순기능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 ⇨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보장 및 권리구현

국가수사기관의 과중한 사법업무 및 비용부담 경감

불법의뢰 및 불법 탐정업무행위 근절

새로운 사회활동 영역의 전문적 직업군 인정 ⇨ 우수 전문인력의 유입･활용, 실업난 해소

국가와 사회의 전체적 투명성 제고

국제탐정업무서비스의 국가경쟁력 향상

역기능
사생활 및 개인의 인권침해

국가기관 및 현행 관련법과의 상호충돌 가능성

여기에서의 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Detective, 즉 사설탐정은 이론적으로

보면, 민간보안업(private security industry) 내지 보안업무종사자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국내에서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민간조사원보다 넓은 개념이다.

미국의 경우 사설탐정에 대한 정의는 국내에 소개되어 있는 것이나 국내에서 주장되

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사설탐정’ 논의보다도 더 넓은 개념으로 일체의 조사업

무 수행자 내지 보안업무종사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논

의를 볼 때에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설탐정을 민간보안업무와 같은 의미로 파악하면 다음과 같은 순기능과 역기능의

비교가 가능하다.34)

<표-4. 사설탐정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35)

30) 강영숙·김태환(2006), 31쪽에서는 “사고, 재해의 적정한 피해보상 등에 관련된 업무”를 추가하여 설명한다.

31) 강영숙·김태환(2006), 31쪽은 “경찰과 합동으로”라는 표현이 없으며, 이상의 설명에 추가하여 “사기행위･내
부직원의 부정행위 등을 적발하거나, 직원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등의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일”을 추가하여 

설명한다.

32) 미국 노동성은 ‘컴퓨터 포렌식 탐정(computer forensic investigators)’이라고 한다.

33) 이상철·강영숙(2007), 1089쪽. 또한 강영숙 외(2009), 27쪽; 박종수(2008), 124쪽.

34) 다만 이 내용이 ‘민간조사원제도’의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한 것은 아니다.

35) 강영숙,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125쪽: 강영숙 

외(2009), 5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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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관리 미흡 시 탐정관련업체들의 불법행위를 합법적으로 방치할 가능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입법 과정으로 기회균등･공정성 상실 등의 공익침해 및

탐정의 합법적 활동제약 가능성

직업적 특성상 기존의 일부 불법업체들이 더욱 음성적･불법적으로 활동･존속 가능성

다음으로, “일정기간 수사나 조사관련 계통의 경력을 쌓은 후 국가기관 또는 국가

가 인정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후 면허

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따른 공인탐정과 일반탐정이라는 분류가 일반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36) 여기에서의 ‘탐정’이란 법률안들의 ‘민간조사원’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

되고 있는 듯하다. “일반탐정은 면허를 가진 공인탐정회사에 속해 회사의 지시에 의

해서만 일을 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일을 하거나 계약 혹은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한다.37) 더 나아가 “탐정제도가 우리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는 Private Investigator를 ‘공인탐정’으로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까지도 나

타나고 있다.38) 그러나 이러한 용어사용은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첫째, 앞으로 검토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공인자격제도를 두지 않고 있는

주도 적지 않다. 둘째, 소위 ‘공인탐정’이라고 해서 국가가 ‘탐정’에게 국민의 기본권

을 침해하여도 좋다는 어떠한 인증(License) 내지 준사법적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

다. 향후 비교법적 검토에서 밝혀지겠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간조사원’에게 준사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처럼 ‘공인’이라는 말이 갖는 사회적 의미

를 과장하거나 일반인들이 오해할 만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민간보안업무’의 일종으로서 ‘민간조사원’제도 
그렇다면 입법상 논의되고 있는 ‘민간조사원’제도는 ‘민간보안업무’ 중에서 어떠한

36) 이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는 강효흔(2000), 『탐정은 벤처보다 낫다: 미국 공인 탐정 브루스 강 스토리』, 동

아일보사, 238쪽 이하. 또한 이상철·강영숙(2007), 1088쪽. 또한 강영숙 외(2009), 25-26쪽.

37) 이상철·강영숙(2007), 1088쪽. 또한 강영숙 외(2009), 25-26쪽. 조현빈(2006), 275쪽은 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Detective를 ‘공인탐정제도’도 지칭한다.

38) 박종수(2008), 123쪽. 그러나 이 견해도 사립탐정이 공인된 자격을 획득한 공인탐정과 대립되는 것은 아니

라고 한다(같은 글, 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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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지칭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보이지 않는다. 사설탐정, 즉 민간

보안업무의 일종으로 다른 유사 보안활동과는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민간조사원’ 내

지 ‘민간조사업무’의 개념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의

논의가 양자에 대한 구별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정의의 대표적인 것으로 일본의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39)

의 개념을 차용하여 “민간조사업은 ① 조사주체는 민간인이고 ② 조사대상은 다른

민간인[이]며 ③ 조사동기는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③ 조사목적은

사람의 소재와 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며 ④ 조사방법으로서 면접, 미행,

잠복 등으로 실지조사를 하여 ⑤ 조사결과는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하는

것이다.40)

이 설명이 대체로 무난한 것으로 생각된다. 개괄적으로 “민간조사를 대행하는 서비

스(역무)제공업”41) 이나 “의뢰인을 위한 민간차원의 전문적인 조사, 정보획득활동을

통해 진실여부를 파악하고, 개인, 기관 및 기업 등의 조직체의 신용조사를 통해 신용

불량자 및 사기범죄를 예방하는 간접적인 치안활동”42)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도 마찬

가지이다. 다만 이 개념은 우리의 실정법 체계와의 관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

다.

민간보안활동이 원칙적으로 ① 사적인 의뢰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민간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② 일정한 사실의 조사라는 점과 ③ 조사대상이

되는 사실의 범위로 신용조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정도만의 합의가 가능할 것

이다. 따라서 민간조사업무란 “신용정보 등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실의 조

사를 내용으로 하는 민간보안활동” 정도의 잠정적인 정의가 일단 가능할 것이다. 이

에 대하여는 절을 바꾸어 상세히 검토해보기로 한다.

39) 이에 관하여는 후술하는 Ⅲ. 4. 참조.

40) 장석헌·송병호(2008), 339쪽.

41) 이승주(2006), 104쪽.

42) 이상철·강영숙(2007), 10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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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간보안업무와 민간조사업무
1. 민간보안업무에 대한 법적 규율 개관
민간보안업무의 범위를 앞서의 <표-3. 사설탐정의 분류와 설명>을 통해 보기로 한

다. 물론, 여기에서의 분류나 설명 내용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잠정적인 것에 불

과하다. 향후 사회의 발전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유형의 등장은 가능하다. 또한 ‘탐

정’이라는 표현이 ‘민간보안업’ 전반을 지칭한다는 업무내용의 실질이 일치한다는 점

그리고 ‘법률민간보안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친숙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

려하여 이들 업무를 ‘탐정’43)으로 지칭하기로 한다.44)

이에 따르면, 민간보안업무는 크게 ① 법률탐정, ② 기업탐정, ③ 재정탐정, ④ 보험

탐정, ⑤ 경비탐정, ⑥ 사이버탐정 등의 유형이 있다. 이들 ‘탐정’유형들에 대하여 현

행법상의 규율을 먼저 검토함으로써 입법의 대상으로서 ‘민간조사업무’의 범위를 실

정법적으로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법률안 검토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

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민간조사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것이 아닌 한에는 헌

법상 영업활동의 자유(제15조)가 있어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45) 현재

의 법체계는 민간조사원에게 일반인과는 다른 준사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46) 그러나 일정한 법률에 의하여 이미 규율되고 있는 민간조사업무도 있다.

우리 법제에서 민간보안업무제도로서 대표적인 것47)은 청원경찰제도와 민간경비업

제도 등이다. 이는 위에서의 경비탐정에 해당한다. 그 밖에 민간조사업자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변호사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형법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48) 이 중 민간보안업무와 밀접하게

43) 다만 현행법상으로 직업으로서 ‘탐정’이라는 용어가 사용가능한가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후

술하는 Ⅱ. 1. 2) 참조.

44)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서술되고 있는 것으로는 이광수(2006), 331쪽. 

45) 이광수(2006), 341쪽.

46) 이광수(2006), 348쪽.

47) 같은 맥락에서 이광수(2006), 341쪽에서는 ‘법제화된 민간조사업 관련 제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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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것으로는 변호사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을 들 수 있

다.49)

개별적으로 보면, 법률탐정은 우리의 경우에 변호사 업무에 조력하는 형태이거나

본인소송의 경우에 본인을 조력하는 업무로 된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상의 제

한이 있다. 또한 재정탐정의 경우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있다. 보험탐정 업무, 즉 “보험회사의 위임을 받고 보험사고

의 원인 등을 조사하는 업무”는 현행법상 보험업법 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한편 사이버탐정은 ‘컴퓨터 포렌식 탐정(computer forensic investigators)’이라는 미

국 노동성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전문적인 영역의 보안업무이며 이 영역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법적 규율이 없다. 이는 기업탐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다.

민간조사업무는 단일한 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영역에 따

라서 매우 상이한 내용과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법률에

의하여 아직까지 규율되고 있지 않고 있는 사적인 조사활동이 민간조사업무로서 법

률로 규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큰 의문이 없는 듯하다. 나아가 그 이상의 범

위에서 법적인 규율이 필요한가 혹은 기존에 다른 법률이 규율하고 있던 영역을 민

간조사업이 담당할 수 있는가 등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1) ‘경비탐정’과 사인에 의한 경찰기능의 수행
경비탐정의 개념은 경찰력과 유사한 성질을 띤다. 현행 법제상으로도 사인(私人)이

“위험발생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된 교란의 제거를 통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보

호하려는 국가작용”50)인 경찰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① 경찰상 공무수탁사

인,51) ② 청원경찰, 그리고 ③ 경비업법 상의 경비 등이 그것인데, 이 중 청원경찰과

48) 예컨대 황정익 외(2005), 53쪽 이하; 조현빈(2006), 90쪽 이하; 김상균(2007), 26쪽 이하.

49) 나머지 법률들은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다룬다.

50) 홍정선(2009), 『행정법원론(하)』, 제17판, 박영사, 갓번호 1032.

51) 공무수탁사인이란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위로 특정의 공적인 임무를 자기의 이름으로 수행하도록 공적 

권한이 주어진 사인(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전자의 예로는 선원법 제6조에 따른 선장의 경우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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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는 ‘경비탐정’에 해당한다.

경비탐정 영역은 공경찰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

을 두고 있다. 우선, 청원경찰법 은 청원경찰을 규정하고 있다. 청원경찰이란 ① 국

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② 국내 주재 외

국기관, ③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등에 있

어서 그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할 것

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청원경찰법 제2조). 청원경찰은 청

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

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청원경찰법 제3조).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청원경찰법 제9조의3 제2항).

다음으로, 경비업법 상 경비업무란 즉 시설경비업무,52) 호송경비업무,53) 신변보호

업무,54) 기계경비업무,55) 특수경비업무56)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

하는 영업을 말한다(제2조 제1호). 경찰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법인이 아

니면 경비업을 영위할 수 없고(제3조),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4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인력·자본금·시

후자의 예로는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을 근거로 행정행위를 통해 사인에게 위험방지 목적으로 어업감시·사

냥감시·삼림감시 등의 임무를 부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홍정선(2009), 갓번호 1147).

52)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

지하는 업무(｢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가목).

53)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나목).

54)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다

목).

55)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

56)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

하는 업무(｢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마목).



- 16 -

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동조 제2항).

대륙법계에서도 민간경비에 관한 법령들은 민간조사원에 대한 것에 비해, 일찍부터

형성되어 왔다. 일본의 경우 경비업법 을 두고 있고,57) 민간조사원에 관하여는 별도

의 규율을 하고 있지 않은 독일의 경우에도 경비업령 은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58)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민간경비업은 별도의 규율을 하고 있다.59)

2) ‘법률탐정’과 ｢변호사법｣과의 관계
변호사법 은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활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입법화되었다.”60) 그런데 현재의 변호사법 이 규율하고 있는 분야

는 민간조사원이 주로 다루게 될 업무의 내용 및 그 법적 성질과 가장 유사하기 때

문에 가장 문제될 소지가 크다.61) 가장 문제가 되는 조문으로 지적되는 것이 벌칙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109조62)이다. 이 벌칙규정은 “형사사건에 대한 각종 조사활동을

변호사가 아닌 어떠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설사 사립탐정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관

여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금지시킨” 것이다.63) “비변호사인 사립탐정의 주된 업무영

57) ｢警備業法｣, 제정: 1962년(昭和47年) 7월 5일 法律 第117号, 최근 개정: 2005년(平成17年) 7월 26일 号外

法律 第87号. 일본 ｢警備業法｣이 소개된 곳으로는 김재광(2004), 79쪽 이하, 또한 181쪽 이하에는 원문번역

이 수록되어 있다.

58) 독일 ｢경비업령｣의 소개로는 김재광(2004),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28쪽 

이하. 또한 213쪽 이하에는 원문의 번역이 수록되어 있다.

59) 김재광(2004), 104쪽 이하. 또한 199쪽 이하에는 Washington 주의 민간경비업법이 수록되어 있다.

60) 황정익 외(2005), 55쪽.

61) 김상균(2007), 26쪽.

62) ｢변호사법｣ 제10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

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

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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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될 여지가 있는 형사사건에 관련된 조사업무를 포함한 일체의 법률과 관련된

어떠한 사무의 취급”도 이 조문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64)

특히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

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

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

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

선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여기에서의 ‘일반의 법률사건’이란 “법률상의 권리ㆍ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에 관한 사건”으로 제109조 제1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에서 “열거된 소

송사건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한다.65)

3) 재정탐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은 흥신소단속법 66)

과 신용조사업법 을 모태로 한 것이다.67) 신용정보법 은 “신용정보는 개인뿐만 아

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관계라는 측면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조사를 합법화한 것”이다.68)

신용정보법 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신용정보업자에게 ① 신용조회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신용조회업), ②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신용조사업), ③ 채권추

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채권추심업), ④ 신용평가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신용평

가업)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 신용정보법

상으로는 이와 같은 업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허용된다. 따라서 “민간인

이 비록 한정된 분야이지만 타인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

63) 황정익 외(2005), 55쪽.

64) 황정익 외(2005), 55쪽.

65) 헌재 2000.04.27, 98헌바95, 판례집 제12권 1집, 508쪽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헌소원>.

66) ｢흥신소단속법｣(폐지) 제2조 (정의) 본법에서 흥신업이라 함은 타인의 상거래, 자산, 금융 기타 경제상의 신

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의뢰자에게 알려주는 업을 말한다.

67) 조현빈(2006), 291쪽.

68) 조현빈(2006), 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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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민간조사원을 국가가 정식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69)

민간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법 상으로는 몇 가지 제한규정이 있다. 여기에

서의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신용정보업자70)가 아닌 자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신용정보법 제40조71) 제4호와 제5호의 업무와 행위이다.72) 기존의 논의는 동법 제

40조 제5호의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이 금지된다는

점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민간조사업무가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민간조사업무와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동조 제4호의 경우일 것이다.

우선, 신용정보법 제40조 제5호는 ‘신용정보업자’ 아닌 자가 “정보원ㆍ탐정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금지한다. 따라서 신용정보업자가 아닌 자는 ‘탐

정’이라는 명칭 사용만으로 처벌된다.73)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민간조사업무가 제

도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혹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왔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

이다.74) 그러나 이 조항이 ‘탐정’이라는 명칭의 사용 자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

69) 김상균(2007), 28쪽.

70) 여기에서 "신용정보업자"란, 신용정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

은 자를 말한다(구 법 제2조 제4호 참조). 개정법에서는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회사’로 바뀌었다.

개정법 부칙 제4조(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로 본다.

71)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

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일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일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

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

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6. 신용평가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금융투자상품, 법인 및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및 신용공여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치는 일

72)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50조 제7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

다. 

｢신용정보법｣ 제5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0조 각 호를 위반한 자

73) 황정익 외(2005), 1쪽.

74) 황정익 외(2005), 1쪽; 김원중(2006), 57쪽; 이승주(2006), 113쪽; 정일석 외(2008), 272쪽; 김상균(2007), 

29쪽; 장석헌·송병호(2008), 347쪽; 박종수(2008), 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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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용조사법의 경우는 탐정 등의 용어사용을 금지한 것은 ‘신

용조사업무와 관련된 영역에서 오해나 남용의 소지를 막기 위한 것일 뿐이며 일반인

이 ‘신용조사업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까지를 금지하

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75)

현행법령상으로는 ‘탐정’이라는 용어는 부분적으로 사용되어 법질서의 일부를 이루

고 있다. 예컨대,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제1항에서 “[별표 1의2] 특수경비업

자가 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제7조의2제1항관련]”에서 “사업지원서비스업” 분야에서

열거되고 있는 사업76) 중에서 ‘탐정업’이 등장한다.77) 또한 국세청의 소득표준율 분류

코드(코드번호 749200)에서는 ‘탐정 및 경호업’을 “개인 및 재산을 위한 탐지, 감시,

보호 등과 지문채취, 거짓말탐지기 및 화재예방 상담, 필체 감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78)

다음으로, 신용정보법 제40조 제4호는 신용정보업자가 아닌 자는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

활 등을 조사하는 일”로서 학설이 재정탐정으로 분류하는 행위와 같다.

조문의 취지는 ‘특정인의 소재와 연락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

의 조사’를 금지하고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는 그 예외로 한다는 것이

다. 그런데 이 조문을 반대해석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는 누구나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을 상거래관

계로 한정하는 것이고 소재 등을 알아내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신용정보를 취

급하는 신용정보회사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좁혀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들 규정으로 인하여 해석상의 혼동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므로

75) 황정익 외(2005), 1쪽에서는 “탐정의 명칭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이 다른 법률에는 없고 오직 신용정

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만 있다는 사실은 신용정보업과 관련해서 탐정이라는 용어의 남용을 금지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할 뿐이다.”라고 한다.

76) 열거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은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경비업, 경보시스템 서

비스업, 소독 및 구충 서비스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산업시설 청소업 등이다.

77) 이에 대하여 “특수경비업자라면 탐정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탐정업은 국내에서 2003년부터 법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주장으로는 전대양(2006), 44쪽. 한편 ｢신용정보법｣과의 관계에서 

모순적인 입법이라는 견해로는 김상균(2007), 29쪽.

78) 하정용(2005), 14쪽; 이광수(2006), 3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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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민간조사제도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하는 기회에 정비될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한편, 동호 단서는 ①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의 경우와 ② ‘다른 법

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조문의 구조상 전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의 경우는 채권추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후자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도 예정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에 의하여 새로운 민간조사원의 활동을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정탐정 영역에서 어느 정도 민간조사원의 활동을 인정할 것인가는 근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단의 문제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 사회생활상 보호

가치가 큰 신용관련 정보를 사인(私人)에 불과한 민간조사원이 쉽사리 접근할 수 있

게 된다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헌법적 이념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개인

의 신용정보에 대하여 누구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79)

“과연 신용정보라는 부분이 공경찰행위가 아닌 사경찰행위에서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80)이라는 지적은 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4) 보험탐정과 ｢보험업법｣ 
손해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손해사정업자81))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는데( 보험업법 제185조

본문),82) 이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

79) 이에 관하여는 법률안에서의 ‘조사 업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후술한다. 

80) 조현빈(2006), 291쪽.

81) ｢보험업법｣ 제187조 (손해사정업) 

①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2) ｢보험업법｣ 제185조 (손해사정) 손해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

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

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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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보험업법 제186조).83) 손해사

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 보험업법 제188조)는 ① 손해발생사실의 확인(제1

호), ②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제2호), ③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제3호), ④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제4호),

⑤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제5호)

등이다84) 그 업무내용은 법률탐정과 재정탐정의 중간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보험업법 제187조 제1항에 의한 손해사정사의 등록을 하지 않고서 손해사정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업법 제202조).85)

2. 민간조사업무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 논의86)

이상에서 현행법상 민간조사원제도의 규율상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개별영역별로

규율의 공백과 그에 대한 개략적인 논의도 보았다. 이하에서는 민간조사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되는 개별적 영역과 그 논거를 법률안 제정의 찬반 논의를 통하여

검토해보기로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법률규율이 필요한 범위를 명확히 해 줄 수 있

을 것이다.

다. [개정 2008.2.29]

83) ｢보험업법｣ 제186조 (손해사정사) 

①손해사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과목 및 시험면제와 실무수습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84) ｢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85) ｢보험업법｣ 제20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한 

자

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86) 개별적인 논거에 대한 설명으로는 이상원·이승철(2006), 6쪽 이하가 상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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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원 제도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 전폭적 또는 부분적 지지87)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경찰학계의 연구는 거의 대부분 도입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편 법

학계쪽의 연구는 수적으로 그에 미치지 못하나 입법반대론이 우세한 듯하다. 대한변

호사협회 등의 단체도 입법반대론을 피력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민간조사업법 내지 민간조사원제도의 법적 규율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

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민간조사업법 제정 찬성론88)

민간조사업무와 관련된 입법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어 있다. 우

선, 민간조사업무의 입법필요성과 광의의 민간보안산업의 그것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

다. 민간보안산업 전반의 문제로는 ① 국가 경찰력과 사법권의 한계, 경찰력의 부

족,89) ② 뺑소니 등 교통사고 가해자의 색출,90) ③ 미아 및 가출인의 증가91) 등이 그

러한 예에 속한다.92)

범위를 좁혀서 민간조사업무 자체에 주안을 둔다면 다음과 같은 논거들이 있다.

첫째, 법률탐정과 관련된 논거가 있다. 즉, ‘변호사에 의한 고비용 법률서비스만으로

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민간조사원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의 불법행위(불륜조사, 채권확보, 신상정보유출, 도청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93)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로는 도청기,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생활 정보를 불법 수집하는 경우, 휴대폰의 사서함 비밀번

호, 전화통화 내용을 알아내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 등을 수시로 빼내는 경우 등이

87) “민간조사업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언한 4명의 진술인 중에서 김광수(당시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문

성도(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상원(용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등은 입법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88) 이하의 내용은  ｢민간경비업법 개정안｣을 개정하자는 입장을 포함한 설명이다.

89) 김원중(2006), 64쪽.

90) 김원중(2006), 65쪽.

91) 김원중(2006), 67쪽; 이상원·이승철(2006), 8-9쪽.

92) 미아 및 가출인의 증가는 민간조사업무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기는 하나 본래 공경찰의 직무로 보아야 한다.

93) 김원중(2006), 62-63쪽; 이상원·이승철(2006), 5쪽; 박종수(2008), 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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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론된다. 이른바 민간조사원제도를 도입하면 해당기관을 국가가 관리하게 되므로 이

러한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94)

셋째, 국제탐정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와 직업선택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95)도 있다. 선진 외국의 대규모 탐정회사들은 한국에 진출하여 ‘컨설팅 등 다른

명칭으로’ 활발한 탐정업무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국인의 민간조사업은 허용되지 않

고 있어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다.96) 여기에서 더 나아가 OECD(국제협력기구)회원

국 등의 세계적인 추세에 있어서도 사설탐정제도(보다 정확히는 민간조사원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한다.97) 요컨대 현행법상 민간조사업무가 내국인에게 허용되어 있

지 않지만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게는 허용되어 있어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허용해

야 한다는 주장이다.98)

넷째,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99) 의료분쟁의 경우(‘의료탐정’)가

대표적이나 보험범죄와 같은 사안의 조사를 통한 재산범죄의 합리적 해결(‘보험탐정

’)100)이나 자체 조사활동을 통한 기업손실의 예방(‘기업탐정’)101)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민간조사업법 제정 반대론
우선, 대한변호사협회는 2006년 국회 행자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① “변호사 등

직무의 침해와 이로 인한 갈등초래,” ② “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 ③ “퇴직공무원의

생계수단마련으로 전락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102) 이와 유사한

94) 박종수(2008), 125쪽.

95) 김원중(2006), 70쪽; 박종수(2008), 139쪽; 강영숙 외(2009), 77-79쪽. OECD가입에 따라 민간조사원제도

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황정익 외(2005), 11쪽 이하)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96) 강영숙 외(2009), 78쪽; 박종수(2008), 130쪽.

97) 김원중(2006), 57쪽; 이상철·강영숙(2007), 1086쪽.

98) 예컨대, 박종수(2008), 130쪽.

99) 김원중(2006), 69-70쪽. 

100) 김원중(2006), 68쪽; 이상원·이승철(2006), 9-10쪽.

101) 박종수(2008), 142쪽.

102) 한국일보 2007. 3. 18. 자: 김상균(2007), 13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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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에서 법률가들은 대체로 제출된 법률안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반대의견(제도 자

체에 대한 반대의견은 아니다)을 표명하고 있다.103) 이 주장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104)

① 민간조사업을 양성화하려는 의도는 심부름센터 등의 위법행위를 제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나 위법행위는 법적 제재를 가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위법사항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입법화해야 된다는 것은 역전된 논

리이다.

② 일반 국민들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이 조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만일 민간조사원 자격을 신설해서 일정한 조사 업무를 민간조사원을 통해서만 해야 

된다고 하면 일반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③ 일반인이 정보를 수집, 획득함에 애로가 있다면 정보공개법 관련제도를 정비함으

로써 해결하면 족하고 특별한 직역을 창설해서 이 사람들을 통하지 않으면 어떤 정보

도 얻을 수 없다는 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곤란하다.

④ 국가공권력에 의한 정보수집활동조차 관련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사인(私人)

에 불과한 민간조사원에게 광범한 정보접근권을 허용하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⑤ 준사법적인 특별한 권한을 민간조사원들한테 부여한다면 국가의 수사권체계를 변

경하게 되고, 수사권을 보조하는 것 등 별도의 권한을 주는 민간조사원제도를 운용하

려고 한다면 경찰권과 충돌하고 범죄 및 위법행위와 관련된 조사, 분실 또는 도난당

한 재산의 소재 확인, 법원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까지 민간조사원이 행한다면 변호

사제도와 직역충돌105)의 문제가 있다.

3. 소결
103) 2007년 ｢민간조사업법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2591)에 대한 국회 공청회에서 대한변호사

협회 기획이사 이정한 변호사가 주장한 입법반대론이다. 제17대 국회 제267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07.04.16.), “민간조사업법안에 관한 공청회,” 국회사무처, 제267회국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법

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2007. 4. 16, 1-14쪽(국회맞춤입법콘텐츠 검색<http://naph.assembly.go.kr/search- 

simple01.jsp, 검색일: 2009. 11. 1.> 참조). 이 주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의견과 유사하다고 한다(회의

록, 6쪽). 또한 김재광(2004), 349쪽 이하.

104) 회의록, 7-14쪽과 김재광(2004), 349-352쪽의 내용을 종합하여 필자가 요약·정리한 것이다.

105) 박종수(2008), 137쪽은 이러한 입법안에 반대하는 변호사협회의 태도를 “변호사 위주로 변호인제도를 유지

하려는 집단적 이기주의에 입각한 한정된 시각”이라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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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업무에 관한 현재의 법규율과 법률안의 입법에 관한 의견들을 검토함으로

써 향후 입법과 규제에 관한 몇 가지 착안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민간조사업무와 관련된 현행 법체계의 내용을 보았다. 실정법상 민간조사업

무의 가장 큰 범위를 규율하고 것은 변호사법 과 신용정보법 , 보험업법 등이다.

이들 법률이 규율하는 영역은 ‘탐정제도’의 분류에서 보면, 법률탐정과 재정탐정, 보

험탐정 등에 해당한다. 이 영역에서는 기존의 규율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향후의 입법

에서 이들 법률과의 저촉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입법안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째, ‘변호사에 의한 고비용 법률서비스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

서 민간조사원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민간조사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논거

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하여 사인(私人)에게 이니셔티브

를 주는 법체계가 아닌 다음에야 민간조사원 제도의 도입만으로 법률서비스의 비용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음미가 필요하다.

둘째, 소위 민간조사원제도의 도입이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 근절과 필연적으로 연

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민간조사원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현재에도 앞에서

문제된 심부름의 불법행위들은 규제가 가능하고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민간조

사원이 이 행위들을 할 권한이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도 임의로 할

수 없는 조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편법적인 심부름센터의 운영방

식을 가능하도록 하는 여건이 존재하는 한 제도의 도입만으로 당연히 사생활 침해

등의 사례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다. 그 해결책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의 완비에

서 찾아야 한다.

셋째, 현행법상 민간조사업무 영역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차이는 없다. 민

간조사업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다.

다만 실정법상 일부의 제한이 인정되고 있을 뿐이며 이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실정법위반의 점이 없다면 처벌할 필요나 규제의 필요성

이 없는 것이고 현재의 실정법을 위반하였다면 당연히 단속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

이다. 만일 민간조사원의 활동에 대해서 국내법상의 제한이 있다면 이는 외국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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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동일하며 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내·외국인 공히 관련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이 만일 ‘신용조사업무’를 의미한다

면, 이는 민간조사업무 관련시장 내에서 큰 규모의 수익영역인 개인의 신용정보조사

가 허용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보험탐정과 의료탐정 등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민간조사원이 필요하다는 지적

은 타당하다. 그러나 현재 이 영역은 보험업법 상 손해사정사 등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법적 규율이 존재하지 않는 ‘공백지대’에 지나지 않는다. 새로운 법률 없이도 활

동이 가능하다. 또 이 분야는 결국 법률문제와 손해배상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법

률탐정이나 재정탐정의 영역에 지나지 않는다.

다섯째, 입법반대론의 주장은 법적 측면에서는 타당하다. 그러나 이 반대론이 민간

조사원 제도 자체의 반대론이라기보다는 기본의 법률안과 그 입법에 대한 찬성론이

기존의 법체계, 특히 변호사제도와 충돌된다는 점과 사인(私人)에게 국가기관도 함부

로 할 수 없는 행위를 허용하는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현재의 법체계의 모순

된다는 점 등을 지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향후 민간조사원 제도에 관한 입법을 추

진한다고 할 때에는 입법반대론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

가 있다.

요컨대, 이상에서의 논의를 보면, 민간조사원 제도와 관련된 현실적인 수요는 법률

탐정 영역이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대체적인 견해가 일치하고 있으며

기존의 제도와의 조화가 필요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민간조사원이 접근 내지 진입하고자 희망하는 대표적인 영역이 신용정보업무라

는 점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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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민간조사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 개관
이하에서는 각국의 민간조사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106) 비교법적으로

모든 국가의 민간조사원 제도를 검토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입법상의 참고가 가능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로 나누어 미국과 영

국, 프랑스와 독일 등을 살펴보고 우리와 법제가 유사하며 최근 민간조사업에 대한

법률을 입법한 일본도 함께 보기로 한다.

국내의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비교법적으로 특히 중요한 나라는 미국과 일본 그리

고 독일 등이다. 우선,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원 제도가 가장 광범위

하게 활용되고 있는 나라이며107) 국내의 논의가 미국의 탐정제도를 중심으로 형성되

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국내의 입법안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이 일본의 입법이

므로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끝으로, 독일은 현재 국내의 민간조사원 관련 법상

태가 우리와 가장 유사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특히 형사소송법상 기소독점주의에 의

하여 지배되는 한국의 경우에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독일과 일본은 모두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이고 계수사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어 한국에서 예상될 수 있는 법

적 쟁점과 문제상황이 비슷하다.

또한 민간조사원 제도에 관한 개별적인 국가의 모든 규율내용을 서술하는 것은 검

토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법률안 입법과 관련된 쟁점들, 즉 ① 민간조사원의 업무

범위, 권한과 그 제한, ② 자격요건 및 ③ 감독기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106) 비교법적 논의의 범위는 이동영(1999), 85쪽 이하에 다루어지고 있던 미국, 일본, 영국, 스페인 및 프랑스

의 탐정제도를 중심으로 논해지고 있다. 이 비교법적 논의의 범위는 이 책의 저자의 개인적 경험을 기초로 산

출된 것으로 보이는바, 비교법적 검토의 전제로서의 법적 관련성이나 맥락이 약하다. 이 설명을 따르고 있는 

것들로는 박종수(2008), 130쪽 이하(독일, 호주 추가); 강영숙 외(2009), 144쪽(호주 추가). 그 밖에도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면서, 독일과 중국을 추가하기도 하지만(황정익 외(2005), 27쪽 이하) 대부분 위의 이동영

(1999)의 설명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107) 강영숙 외(2009),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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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미법계의 민간조사원제도
1) 미국의 민간조사원제도
미국에는 6만 여명의 민간조사원들과 1만 여개의 민간조사회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2009년 현재 43개 주에서 독립된 민간조사제도와 관련한 법규를 제정·운영하고

있다고 한다.108) 미국의 경우는 50개의 주와 특정 도시들마다 상이한 ‘민간조사원’제

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그 전부를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몇몇 대표적인 주의 민

간조사원제도를 다루기로 한다.

미국의 자유주의적 전통은 민간조사제도의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소액절도나 사기

사건, 유아나 어린이 학대사건 등과 같이 경찰력에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건의

경우 민간조사원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데 공적기관으로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

안전에 치우쳐 인권 등이 침해될 소지가 높아 민간조사원이 그 공백을 담당하고 있

는 것으로 이해한다.109)

여기에 철저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와 배심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사법제도는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민간조사원을 고용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제출

하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해 주었다.110)

가.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권한과 그 제한

(1)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권한과 그 제한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에 관해서는 성문의 법령으로 정해놓은 주들이 많다. 대표적

인 것이 Pennsylvania 주의 경우인데, New Jersey, California, Florida 등의 주는 그

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고, 다른 주들의 규정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111)

108) 정일석 외(2008), 280-281쪽.

109) 김원중(2006), 58쪽, 60쪽; 김상균(2007), 16쪽.

110) 김원중(2006), 60쪽; 정일석 외(2008), 470쪽; 박종수(2008), 130-131쪽.

111) 강영숙 외(2009), 108-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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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연방이나 주(State) 혹은 미국에 속한 영토에 대해 발생되거나 위협이 되는 범죄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조사

2
특정 개인이나 단체, 협회, 조직, 사회분야, 동료, 법인 등의 습관, 제휴, 관계, 거래, 평판, 

특성 등에 대한 조사

3 증인 및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성 조사

4 실종자의 소재파악

5 분실 및 도난재산의 회복 및 소재파악

6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 혹은 동산에 대한 책임의 원인과 근거 등

의 파악

7 특정인, 특정조직, 사회, 협회, 법인, 직원 등과 관련된 사실 확인

8 파업으로 인해 일을 그만둔 사람이나 그 당시 고용주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9 종업원, 관리인, 계약자, 하도급자들의 행위, 정직, 효율, 충성 또는 활동에 관한 사실 조사

10
형사재판, 민사재판시 조사위원회, 판정위원회, 중재위원회의 판정 및 조정 전에 사용 될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일

<표-5. Pennsylvania 주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112)

(2) 민간조사원의 권한과 그 제한

민간조사원은 고용인으로 별도의 조사원을 두고 탐정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113) 민

간조사원은 일반시민도 가지는 현행범 체포권을 가질 뿐이며 경우에 따라서 법원의

영장을 집행할 수 있으며114) 경찰과 검찰 등과 계약을 통하여 그 임무의 일부를 대

행하기도 한다고 한다.115) 이 경우는 우리의 ‘공무수탁사인’의 개념에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 자체가 민간조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법적 내지 준사법적 지위를 부여

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민간조사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

112) The Pennsylvania Private Detective Act of 1953, §12. Definitions: 강영숙 외(2009), 109쪽.

113) 강영숙 외(2009), 105쪽.

114) 하정용(2005), 20쪽.

115) 강영숙 외(2009), 105-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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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私人)과 다름 없는 지위를 갖는다.

만약 민간조사원이 주의 경계를 넘어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관할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다른 주와 조약을 맺어 해결하고 있다. 예컨대

Florida 주정부는 California, Georgia, Louisiana, North Carolina, Oklahoma,

Tennessee, Virginia 등의 주와 상호주의협약(reciprocity)을 맺어 민간조사원들이 다

른 주에서 탐정면허(license)를 따로 발급받지 않고서도 자신의 주 경계를 넘어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116)

나. 민간조사원의 자격요건

미국의 민간조사원 제도는 각 주 정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민간조사

원 면허시험(탐정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거나 일정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범죄 전

력이 없어야 하며 미국 시민일 것 등을 요구한다. 그러나 2009년 현재 Alabama,

Alaska, Colorado, Idaho, Mississippi, South Dakota, and Wyoming 등 7개 주는 자

격에 있어 어떠한 규제도 하고 있지 않다.117)

첫째, 관련분야의 경력과 학력을 필요요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California 주의

경우 지난 5년간 최소 3년 이상, 6천 시간을 공인탐정소를 통해 주 정부 면허국에 등

록한 후 수사업무를 했거나, 3년 이상 경찰수사관이나 군 수사관 등으로 근무를 했으

면 6천 시간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탐정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118)

그러나 New Jersey, Indiana, Florida, Maryland 등의 주는 면허시험 없이 2년~5년의

일정기간 경력이 있고 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만 없으면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그

외 면허시험이 없는 주들은 대부분 신청자격을 그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무시험으로 취득한 면허는 시험제도가 있는 주에서는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116) Florida 주 정부의 홈페이지 참조(http://licgweb.doacs.state.fl.us/investigations/reciprocity.html, 검색일: 

2009.10.1); 황정익 외(2005), 29쪽.

117) Bureau of Labor Statistics 홈페이지(http://www.bls.gov/oco/ocos157.htm, 검색일: 2009.11.11.).

118) 시험내용은 통상 “헌법, 형법, 탐정법, 무기휴태 및 사용관련법, 살인, 방화, 절도사건의 실무에 관한 수사기

법, 사건처리, 상황판단 및 대처능력, 보고서 작성, 증거수집 및 보존, 고객관리 등의 업무능력을 측정하는 과

목”이라고 한다(박종수(2008), 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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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42개주 모두가 규정하고 있

는데,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과 같은 중죄(felony)를 범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

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밖의 범죄에 대해서는 주 별로 상

이하다.119)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범죄 전과의 경우는 보통 집행유예 등 형량이 모두

끝난 후 5년이 경과하면 자격이 부여된다. 물론 마약사용, 알코올 중독, 정신이상자는

자격이 없으며, 음주운전은 중죄에 속하므로 일부 주 정부에서는 음주운전 기록자도

부적격자로 분류하기도 한다. 또한 군, 경찰, 공무원 등 국가기관에서 불명예 퇴직한

자나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자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적격자로 취급될 수

있다.

셋째, 미국시민일 것을 요구하는 주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주에서는 외국인

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다. 감독기관

탐정업을 감독하는 기관 역시 주마다 차이가 있다. 주정부나 경찰에서 감독하는

주가 15개주, 법무부에서 감독하는 주가 5개주, 일반면허발급기관이 21개주 등이라고

한다.120)

2) 영국의 민간조사원제도121) 
영국은 현재 1만 여명의 탐정과 500여개의 민간조사업체가 활동하고 있다고 한

다.122) 영국에서는 2001년 5월 민간경비업법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이 제정되어 민간보안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을 규율하고 있다.123) 그 관

119) 정일석 외(2008), 283쪽.

120) 장석헌·송병호(2008), 349쪽.

121) 일본의 財團法人 社會安全硏究財團, “諸外國의 探偵 實態調査 報告書”의 영국 편(http://www.syaanken.or. 

jp/02_goannai/01_bouhan/bouhan1706_01/pdf/01england.pdf, 검색일: 2009.10.1.)의 내용을 참조하였다(이

하, 보고서(영국)).

122) 강영숙 외(2009), 111쪽.

123) 영국 내무성 홈페이지(http://sia.homeoffice.gov.uk/home/about_sia/legislation/psia.htm, 검색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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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부속법령들이 제·개정되면서 민간보안업을 규율하는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124)

이 법도 민간조사업(private investigations)도 규율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조사업에 대하여 독자적인 규율을 하게 된 계기는 “조사업무 수행 과정

에서 주로 협박·공갈(금전요구 등)·재판방해· 편지 훔쳐보기·도청 등의 위법행위”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125) 영국의 민간경비업법 상 민간조사업에 대한 규제가 개

별적·소극적 규율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으로 인한 것으로 이해된

다.

가. 민간조사원의 업무 범위, 권한과 그 제한

(1)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민간경비업법 별표 2 제1부(Schedule 2 Part Ⅰ) 제4조 이하는 민간조사업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조 제1항은 “특정 인물 또는 그 인물의 활동이나 소재

에 대한 정보를 얻을 목적, 또는 재산이 분실 또는 손상된 상황이나 방법에 관한 정

보를 얻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체의 감시, 탐문, 조사”에 민간조사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126)

결국 민간조사원의 업무 범위는 ① 특정인에 대한 정보, ② 특정인의 활동이나 소

재에 대한 정보, ③ 멸실·훼손된 재산에 대한 상황과 그 인원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감시, 조회, 조사로 이해된다. 영국 민간조사원들의 주된 고객은 보험회사나 금

융기관의 사무변호사(soliciter)들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에 대

한 조사, 인수·합병 예정 기업들의 신용조사, 직원고용시 사전 조사, 변호사가 의뢰하

11. 11. 참조.(이하 영국 내무성 홈페이지)

124) 영국 내무성 홈페이지 참조.

125) 강영숙 외(2009), 114쪽.

126) ｢민간경비업법｣ 제4조 민간조사

(1) 본 조의 규정은 다음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체의 감시, 탐문, 조사에 적용된다(본 조의 이하 규정에서 같

다).

 (a) 특정 인물 또는 그 인물의 활동이나 소재에 대한 정보를 얻을 목적, 또는

 (b) 재산이 분실 또는 손상된 상황이나 방법에 관한 정보를 얻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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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형사사건의 증거나 정보 수집, 가출자·실종자 등 사람 찾기, 배우자의 부정사실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127)

다만 민간경비업법 제4조 제2항 이하는 민간조사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

되는 영역을 열거하고 있다. 조사행위가 시장조사(market research)만을 위한 경우

(제2항),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만을 위한 경우(제3항), 법원 및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the Courts and Legal Services Act, 1990) 제71조에 의하여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는 자에 의한 조사의 경우(제4항), 회계법인의 회계업무와 관련된 조사의 경우

(제5항), 저술, 보도 등과 관련된 조사의 경우(제6항), 일반인에게 공개된 자료 등을

활용한 조사의 경우(제7항), 조사대상자의 동의하에, 조사대상자의 전체 이익을 위해

조사하는 경우(제8항), 그리고 보안관련 수행 중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의 경우(제9항)

등이다.

(2) 민간조사원의 권한과 그 제한

영국의 민간조사원은 경찰과 같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특별한 권

한을 보유하지는 않는다.128)

나. 민간조사원의 자격요건

영국은 민간조사원에 관한 자격시험제도를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민간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업법 제3조에 따라 민간경비산업면허국(SIA)으로부터

민간조사업 면허를 받아야만 한다. 그 밖에도 18세 이상으로서 신원이 확실할 것, 범

죄 전력이 없을 것(2년간 경고가 없을 것, 폭행·마약·절도 등 중대범죄 경력이 5년간

없을 것), 탐정으로서 적합한 능력을 갖출 것과 같은 자격 요건을 두고 있다. 그리고

민간조사업자가 민간조사업 영업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127) 강영숙 외(2009), 112쪽.

128) 강영숙 외(2009),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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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독기관

민간경비업법 에 의하여 설립된 ‘외곽공공단체’(Non-Departmental Public Body,

NDPB)인 민간경비감독위원회(Security Industry Authority, SIA)가 탐정을 포함하여

경비업법 상의 민간경비업체 전반을 감독한다.129) 민간경비감독위원회의 주요 임무

는 민간경비업과 관련된 일부 활동에 대한 면허부여(compulsory licensing)와 민간경

비업체들에 대한 능력평가(Approved Contractor Scheme) 등 두 가지이다.130)

3. 대륙법계의 민간조사원제도
1) 프랑스의 민간조사원제도
프랑스에서 ‘탐정’ 내지 ‘민간조사원’(agents de recherches privées)131)에 관한 규정

은 사적 보안활동을 규율하는 1983년 7월 12일의 법률(이하, 사적보안활동법 ) (Loi

N°83-629 du 12 juillet 1983 réglementant les activités privées de sécurité)에 들어

있다.132) 이 법률은 2003년 3월 18일의 국내치안에 관한 법률 (Loi n°2003-239 du

18 mars 2003 sur la securite interieure)에 의하여 일부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법률

에 의하여 민간조사업의 허가제도, 민간조사원의 인가제도, 자격제도 등을 도입되었

다.133)

사적보안활동법 은 시설경비, 귀중품의 수송, 경호업무 등을 규율대상으로 하는데,

민간보안활동 전반을 규율하는 일반법률로서,134) 전 4장 35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129) 보고서(영국). 14쪽.

130) 앞의 영국 내무성 홈페이지 (http://www.sia.homeoffice.gov.uk/Pages/about-us.aspx) 참조.

131) 이하의 내용은 일본의 財團法人 社會安全硏究財團, “諸外國의 探偵 實態調査 報告書”의 프랑스 편 (http:// 

www.syaanken.or.jp/02_goannai/01_bouhan/bouhan1706_01/pdf/02france.pdf, 검색일: 2009.10.1.)의 내용

을 주로 참조하였다(이하, 보고서(프랑스)).

132) 이 법에 대한 자료는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한 최재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려 감

사를 드린다.

133) 보고서(프랑스). 37쪽.

134) 이 법률에 관한 간단한 소개로는 김재광(2004), 139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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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3장과 제4장은 이 법률을 프랑스령인 마요트 등에서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므

로 실질적인 내용은 제1장과 제2장이다. 동법 제1장은 “감시와 경비, 현금수송과 사

람의 물리적 보호에 관한 사적활동”을 규율하고 있는데(제1조 내지 제19조), 이는 한

국의 민간경비업에 상당한 것이다. 동법 제2장은 “민간조사원의 활동”(제20조 내지

제33조)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것이 탐정 내지 민간조사원에 관한 규정이다.

이하에서는 제2장 “민간조사원의 활동”에 관한 규정들을 중심으로 프랑스 법상의

규율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135)

가.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권한과 그 제한

(1)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사적보안활동법 제20조는 민간조사업을 “개인을 위하여 그 신분을 밝히거나 임무

의 목적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고객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하여 제3자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자유업”으로 규정하고 있다.136) 사적보안활동법 에서 민간조사업은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당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조사, 보험사기에 관한 조사, 채무자

의 소재확인 및 사원들의 활동, 비밀누설, 금품수수 등에 관한 조사를 업무로 하고

있다. 법률상의 정의는 폭 넓게 되어 있어서 민간조사원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영

국의 경비업법 에서와 같은 적용제외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소관부처인 내

무성도 법 제20조의 정의가 민간조사업무뿐만 아니라 조사업이나 컨설턴트, 기술 애

135) 동법 제1장에 대한 해설로는 김재광(2004), 140쪽 이하.

136) ｢사적보안활동법｣ 제20조

① 개인을 위하여 그 신분을 밝히거나 임무의 목적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고객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하여 제3

자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자유업은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다만 아래 각호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a)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에 관한 1994. 2. 11. 법률 94-126 제2조 제2항에 의한 기구에 등록한 개인 또는 법

인

b) 유럽공동체 소속 국가 또는 유럽경제구역 내에서 승인된 그 외의 다른 국가에서 설립되어 하나 또는 수개

의 활동을 수행하는 위 1994. 2. 11. 법률 94-126 제2조 제2항에 의한 기구에 등록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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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스트 등도 포함되는 것을 해석하고 있다고 한다.137)

프랑스의 경우 ① 기업대상 업무로서 사내범죄조사, 신용조사, 보험사기조사, 채용

후보자 신변조사 등이 있고 ② 개인대상 업무로서 소송관련 증거수집, 결혼전 신원조

사 등이 중요하나,138) 프랑스의 민간조사업무는 기업대상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

고 개인대상 서비스는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주된 업무 내용이었던 이혼

에 관한 정보수집이 간통제의 폐지와 간단히 이혼할 수 있는 이혼 방식의 변화로 감

소하였고,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상대방의 수색, 결혼 전 신원조사 등의 수요도 감

소하였기 때문이다.139)

(2) 민간조사원의 권한과 그 제한

프랑스에서 민간조사원에게 일반인 이상의 권한은 부여되지 않는다. 사적보안활동

법 제29조140)에 따라서, 일반 사인과 마찬가지로 현행법의 체포(형사소송법 제73조)

나 긴급피난(형법 제122조의7) 등의 권한만이 인정될 뿐이다.141)

민간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활동이 공적인 활동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적인 활동임을 표시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특히 경찰과의 혼동되지 않도록

할 것을 법은 요구하고 있다( 사적보안활동법 제21조142) 제1항). 또한 민간조사원으

137) 보고서(프랑스). 25쪽.

138) 장석헌·송병호(2008), 353쪽.

139) 정일석·박준석·서상열(2007), “민간조사제도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한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 『경호경비연

구』, 제14호, 2007, 471쪽.

140) ｢사적보안활동법｣ 제29조 형사소송법 제73조와 형법 제122-7조의 규정과는 별도로, 제20조에 정한 활동

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재산사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개인에 대한 강제력 등을 행하는 것은 금지된

다.

141) 조현빈(2006), 286쪽; 박종수(2008), 135-136쪽.

142) ｢사적보안활동법｣ 제21조

① 제20조에 언급한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의 명칭에 사적인 활동임이 표시되어야 하고, 공공서비스 특히 경

찰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에 언급한 활동의 수행은 제1조에 언급한 모든 활동들과 각각 독립되어야 한다(양립할 수 없다).

③ 국립경찰공무원, 헌병장교 또는 부사관은 내무부장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들의 임무를 종국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그만둔 후 5년 내에는 제20조에 정한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헌병

과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언급한 용역중의 하나의 일을 담당한 장교 또는 부사관

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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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활동하는 경우 동법 제1조에 규정한 경비업자로서는 활동할 수 없다(동조 제2

항).

또한 민간조사원에게 일반인과는 다른 공적 권한이 부여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

어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정보서류, 광고, 계약, 모든 우편에는 사적보안활동

법 제25조143)에 정한 허가번호와 이 활동이 사적인 활동임을 명시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전직 공무원이었다거나 구금업무를 담당하는 전직 군인이었다”는 점을 표시해

서는 안 된다( 사적보안활동법 제27조144)). 요컨대 “탐정이 특별한 존재인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145)

나아가 프랑스 형법146)상 사생활관련규정에 의한 제약이 있다. 사설탐정의 사생활

탐지행위는 프랑스 형법전 제2권 제2편 제6장의 ‘인격에 대한 침해’에 관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프랑스 형법 제226-1조(사생활의 침

143) ｢사적보안활동법｣ 제25조

① 제20조에 정한 활동의 실행은 본점과 (각) 지점의 허가받은 영역 안에서만 할 수 있다.

Ⅰ. 활동이 제20조에 정한 개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 허가요구는 전술한 1994. 2. 11. 법률 94-126 제2

조 제2항에 의한 기구에 따라 그 사람이 등록한 구역의 도지사, 파리의 경우는 경찰청장에게 한다. 제20조에 

따른 법인에 의하여 활동이 수행되는 경우에, 허가요구는 법인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본점과 지점이 위치한 

구역의 도지사나 파리경찰청장에게 한다.

요구서에는 전술한 1994. 2. 11. 법률 94-126 제2조 제2항에 의한 기구에 등록한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개

인인 경우 그 주소를 기재한다. 법인인 경우 명칭, 회사의 본사주소, 지점을 둔 경우는 본점과 지점의 주소, 

정관, 발기인 리스트, 이사, 총책임자, 지배인, 피고용자의 명단, 자본의 구성현황, 다른 회사로부터의 자본 참

여내용 등을 기재한다.

Ⅱ. 제20조 b에 정한 사람의 의하여 활동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허가요구는 경찰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인인 경우, 이 요구서에 그 주소지를 적시한다. 법인인 경우에는 요구서에 명칭, 본점 주소, 프랑스에 사무

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 발기인 리스트, 필요할 경우 이사, 총책임자, 지배인, 피고용자의 명단, 

자본의 구성, 다른 회사로부터의 자본 참여여부를 기재한다. 법인이 설립되고 허가증이 교부된 곳이 유럽공통

체국가인 경우에도 같다.

Ⅲ.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20조에 정한 활동의 실행이 공공의 질서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가

는 거절된다.

Ⅳ. 위 Ⅰ과 Ⅱ에 규정과 관계되는 사항의 변경, 삭제, 추가와 법인의 자본구성의 구성을 포함한 모든 부수적

인 변경사항은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도지사나 파리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44) ｢사적보안활동법｣ 제27조

① 제20조에 정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에 연관된 정보서류, 광고, 계약, 모든 우편에는 제25조에 정한 허가

번호와 이 활동이 사적인 활동임을 명시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어떠한 경우에도 허가자격을 가진 개인이나 감독자 또는 고용원이 전직 공무원이었다거나 구금업무를 담

당하는 전직 군인이었다는 상태를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145) 조현빈(2006), 286쪽; 박종수(2008), 136쪽.

146) 이하의 형법조문은 법무부, 『프랑스 형법』, 2008.11.을 참조하였다(표현 일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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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147)에 의하여, 도청의 방법으로 혹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실내 혹은 사적인 도로(私道)에 있는 사람의 사진을 찍는 행위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

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또한 형법 제226조-2조(사적 비밀의 이용)148)는 제226-1조

에 의하여 획득한 내용을 보관(소지), 양도, 공중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도 동

일한 형으로 처벌된다. 나아가 민간조사원은 제226-13조(비밀의 누설)149)에 의한 ‘직

무상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지는 자에도 해당된다.150)

나. 민간조사원의 자격요건151) 

민간조사업자의 자격에 대하여는 사적보안활동법 제22조152)에서, 민간조사업자에

147) 프랑스 형법 제226-1조 (사생활의 침해)

① 방법 여하를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타인의 사생활의 은밀성을 고의로 침해하는 자는 1년의 (이하

의) 징역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당사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사적이거나 비밀로 이뤄진 대화를 기록하거나 녹음하거나 또는 전파하는 행위

2. 당사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사적 장소에 있는 당사자의 사진을 찍거나 녹음하거나 또는 전파하는 행위

②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전항 각 호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당사자가 그 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이 추정된다.

148) 프랑스 형법 제226조-2조 (사적 비밀의 이용) 

① 제226-1조 제1항의 각 호에 규정된 행위로 인하여 얻어진 모든 기록 또는 문서를 보관하거나, 공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인식 또는 인식할 수 있게 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건 이를 이용하는 행위

는 전조와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② 문자나 시청각매체에 의한 보도를 수단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책임자의 결정은 이 분야를 규제하

는 법률의 특정규정에 의한다.

149) 프랑스 형법 제226-13조 (비밀의 누설)  신분 또는 직업상의 이유에 의하거나 직무 또는 일시적 임무로 

인하여 비밀을 보유하는 자가 이를 누설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50) 보고서(프랑스). 43쪽.

151) 장석헌·송병호(2008), 351쪽에서는 프랑스의 경우, 민간조사원 개인과 법인인 민간조사업자를 나누어 규율

하고 있으며 민간조사원 개인에 대해서는 면허제, 민간조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152) ｢사적보안활동법｣ 제22조

① 국참사원령에 의하여 정한 방식에 따라 교부되는 증명에 의한 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제

20조에 정한 활동을 할 수 없고, 이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을 감독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② 개인에 대한 자격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프랑스 또는 유럽공동체국가 또는 유럽경제구역에서 승인된 그 외의 다른 국가의 국적일 것

2. 신원증명서 양식2에 기재된 경범의 형 또는 중범의 형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거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

등한 서류에 의하여 그 기능수행에 부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3. 폐기되지 않는 추방명령이나 완전히 집행되지 않은 프랑스 영토에의 체류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4. 상법전 제4책 제2장 제4절의 규정이나 이 법보다 앞선 규정의 적용에 의한 사안으로 선고된 결정의 대상

이 되지 않거나, 유럽공통체 국가나 유럽경제구역 안에서 승인된 그 외의 다른 국가의 본질이 동등한 규정에 

의한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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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고용되는 조사원에 대한 요건은 동법 제23조153)에 각각 규율하고 있다.154)

민간조사업자의 자격에 관하여 별도의 시험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한다. 그 자격요건으로 ① 프랑스 또는 유럽공동체국가 또는 유럽경제

구역에서 승인된 그 외의 다른 국가의 국적일 것( 사적보안활동법 제23조 제2항 제

1호), ② 신원증명서에 의하여 형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거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

등한 서류에 의하여 그 기능수행에 부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동조 제2

호), ③ 프랑스 영토 내에서 체류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동조 제4호), ④ 민간경비업

법을 수행하지 않을 것(동조 제6호), ⑤ 국참사원령에 규정된 전문자격을 취득할 것

(동조 제7호) 등이 법상 요구되고 있다.

민간조사원에게 고용되는 조사원에 대한 요건은 이와는 상이하다. 즉, ① 채용되기

에 전에 도지사나 파리경찰청장에게 신고할 것( 사적보안활동법 제23조 제1항 제1

호), ② 신원증명서에 의하여 형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거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

등한 서류에 의하여 그 기능수행에 부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동조 제2

5. 삭제

6. 제1조에 언급한 활동의 어느 하나라도 수행하지 않을 것

7. 국참사원령에 규정된 전문자격을 취득할 것

③ 승인은 행정조사결과, 정보처리와 정보파일 및 자유에 관한 1978. 1. 6. 법률 78-17 제26조의 규정에 따

라 경찰이나 헌병에 의한 개인품성관리에 관한 보고의견서에 의하여 그의 품성이나 행동이 명예, 성실, 양속

에 반하거나, 개인의 신체나 재산, 공공질서, 국가의 안전에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성질이거나, 상기 기

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교부되지 않을 수 있다.

④ 이 조항에서 언급된 조건의 하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격에 관한 승인은 취소될 수 있다. 긴급하거

나 공공질서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지될 수 있다.

153) ｢사적보안활동법｣ 제23조

①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0조에 정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고용되어질 수 없다.

1. 직장에 채용되기에 앞서 도지사나 파리경찰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신원증명서 양식2에 기재된 경범의 형 또는 중범의 형의 유죄판결을 받거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기능수

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동등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자

3. 폐기되지 않는 추방명령이나 완전히 집행되지 않은 프랑스 영토에의 체류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4. 행정조사결과, 정보처리와 정보파일 및 자유에 관한 1978. 1. 6. 법률 78-17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

이나 헌병에 의한 개인품성관리에 관한 보고의견서에 의하여 그의 품성이나 행동이 명예, 성실, 양속에 반하

거나, 개인의 신체나 재산, 공공질서, 국가의 안전에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성질이거나, 상기 기능을 수

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신원파일에 의한 반대가 있을 경우

5. 국참사원령에 의하여 규정된 양식에 따라 그의 직업적 능력이 부적당할 때

② 근로계약체결은 2호 내지 4호의 의무와 관련된 감독을 담당하는 도지사나 경찰청장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근로계약이 위 2내지 5호를 위반할 때에는 무효이다.

154) 보고서(프랑스). 38쪽 이하.



- 40 -

호), ③ 행정조사결과등에 따른 개인품성관리 보고의견서에 의하여 그의 품성이나 행

동이 명예, 성실, 양속에 반하거나, 개인의 신체나 재산, 공공질서, 국가의 안전에 위

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성질이거나, 상기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신원파일에 의한 반대가 있는 경우가 아닐 것(동조 제4호), ④ 국참사원령에 의하여

규정된 양식에 따라 그의 직업적 능력이 부적당하지 않을 것(동조 제5호) 등이 요구

된다.

다. 감독기관

민간조사업에 대한 감독은 내무부가 담당한다. 구체적인 감독활동의 내용에는 등록

부 등의 자료확인, 소환, 현장에서의 정보나 증명의 제출요구, 방문 등이 법에 규정되

어 있다( 사적보안활동법 제30조155)).

영업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파리에서는 경찰청장의, 그 밖의 지역은 지방행정기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적보안활동법 제25조). 그 허가의 취소는 동법 제26조가

규정하고 있다.156)

155) ｢사적보안활동법｣ 제30조

① 경찰서장, 경찰 간부, 헌병 장교 및 부사관은 행정권의 업무를 위하여, 제20조에 정한 활동을 수행하는 사

항들에 대한 감독을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이나 조사관의 관할과는 관계없이, 그들은 노동법 제620조의3 규정에 따라 인적등록부, 같은 

법 제61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등록부나 자료 등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소환 또는 임장(臨場)하여 

정보나 필요한 증명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사관등은 점유자의 현존 또는 그 대리인이 있는 경우, 8시에서 20시까지 사이에 통상 제20조에 정한 활

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또한 위 활동의 수행이 계속되는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다. 그러나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방문할 수 없다.

④ 방문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복사본은 즉시 기업의 책임자 및 도지사 또는 파리의 경우 경찰청장에게 통

보된다.

156) ｢사적보안활동법｣ 제26조

Ⅰ. 제25조의 허가는 취소될 수 있다.

1. 제22조에 의한 승인허가서를 받은 개인이 위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승인은 취

소된 경우

2. 승인허가서를 받은 사람에 의하여 감독이나 관리의 방법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인에 있어서 그 개인이 제

22조에 의해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개인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3. 관리감독되는 법인이 사실상 개인이 직접 행위를 하거나 법률상의 대리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수행되는 경

우

4. 법인의 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형법 제324조의1에 규정에 의한 중죄 또는 경죄의 범인에 의하여 직, 

간접적으로 조성된 자금에 의하여 구성된 경우

5. 법인 또는 개인의 활동이 경제, 과학, 산업, 상거래 분야에서 국가의 기본적 이익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 



- 41 -

2003년의 개정으로 벌칙규정이 신설되었다( 사적보안활동법 제31조 내지 제33조

).157) 예컨대 개인사업자로서 등록하지 않고 민간조사업을 행하는 경우, 경비업과 겸

업을 하는 경우 또는 사무소의 인정을 받지 않고서 민간조사업을 행한 경우 등은 3

년의 징역 및 45,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적보안활동법 제31조158)).159) 유죄

공공의 안전을 위협을 가져오는 때

6. 법인 또는 개인이 이 장의 규정,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규정, 노동법 1책 2장과 4장, 2책 1장과 2

장, 3책 2장과 4장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때

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하고, 허가취소는 효력이 상실된다는 최고를 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Ⅱ. Ⅰ의 1호 내지 5호의 경우에는 허가를 최대한 6개월까지 정지할 수 있다.

또한 개인 또는 제21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의 감독자나 지배인이 형사소추된 경우에 허가는 정지될 

수 있다. 이때 정지기간은 본안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권한을 가진 행정당국에 통보되어질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

Ⅲ. 긴급하거나 공공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지나 취소는 대심(對審)절차에 의하여 청

문이 이루어져야 한다. 

Ⅳ. 허가는 그 자격에 의한 활동이 영구 정지된 경우에 실효된다.

157) 보고서(프랑스). 41쪽.

158) ｢사적보안활동법｣ 제31조

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의 징역 및 45,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1. 제20조 b에 정한 사람이나 형사소송법 제29조의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술한 1994. 2. 11. 법률 

94-126 제2조 2항의 기구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정한 활동을 타인을 위하여 업으로서 하는 행위

2. 제20조에 정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제1조에 정한 활동 중의 하나를 하는 행위

3. 제25조의 허가증 없이 20조에 정한 활동을 수행하거나 허가가 정지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그 활동을 계속 

수행하는 행위

4. 제22조의 규정을 침해하여 제20조에 정한 활동을 개인적으로 수행하거나 이 규정을 침해하여 이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을 감독, 관리를 하는 행위 또는 법률상 대리인 대신에 직접 또는 명의대여자를 통하여 법인을 

사실상 관리 감독하는 행위

5. 제25조에 정한 허가가 없는 기업으로서 제20조에 정한 활동을 수행하는 하청업자의 행위

6. 제29조에 정한 행동을 범한 행위

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징역 및 15,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1. 제1조의 규정을 무시하고 제20조의 에 정한 활동을 수행하는 행위

2. 제23조 2호 내지 5호의 규정을 침해하여 20조에 정한 활동에 참여하게 하기위해 개인을 고용하는 행위

Ⅲ.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징역 및 7,5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1. 제25조 Ⅳ에 규정한 신고 또는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2. 30조에 정한 조건에 의하여 그 도 제1항에 정한 관리에 의한 활동수해감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3. 제23조 2호 내지 5호의 규정을 침해하여 20조에 정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그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 

고용되는 행위

Ⅳ.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3,75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1. 제27조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요구되는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또는 허가받은 개인 또는 감독자 또는 

피고용인에 의하여 전직공무원 또는 구금업무를 담당하는 전직 군인이었다는 신분 상태를 나타내는 행위

2. 제20조에 정한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의 명칭에 있어서 그 사법(私法)적 주체로서의 특성 등 제21조의 요

구사항 등을 명시하지 않는 행위

159) 보고서(프랑스).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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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고된 개인에 대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폐쇄, 개인회

사의 등록된 관련 업무활동의 금지, 허가된 무기의 휴대·운반의 금지가 보충형으로

부과되고,160)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부과된다.161)

2) 독일의 민간조사원제도162)

독일 연방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영업국에 등록된 등록사업자를 기준으로- 2003

년도 기준으로 약 1,400 정도의 사업자가 민간조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한다.163) 독

일의 경우에는 민간조사원에 대한 규율은 ‘원칙적 허용’과 ‘법적 한계의 강조’로 요약

된다.164)

독일의 민간조사업은 민간경비업과 함께, 민간보안업무(private Sicherheitsdienste)

의 일종이다. 민간경비업에 대해서는 경비업령 (Verordnung über das Bewachungs-

gewerbe, Bewachungsverordnung, BewachV)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으나165) 민간조

160) ｢사적보안활동법｣ 제32조 

이 장에 따라 유죄가 선고된 개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보충형을 부과한다.

1. 자격의 취소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가 감독하거나 관리하는 제20조에 정한 활동을 수행

하는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폐쇄

2. 자격의 취소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제20조에 정한 활동 수행의 금지

3.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있어서, 유효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무기의 휴대 또는 운반에 대한 금지

161) ｢사적보안활동법｣ 제33조

법인은 형법 제121조의2에 의하여 이 장 제31조에 정한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법인에 부과하는 

형은 다음과 같다.

1. 형법 제131조의38에 정한 벌금

2. 같은 법 131조의 39 제1, 2, 4, 7, 8, 9호에 정한 형. 같은 법 제139조의 39 제2호에 정한 금지는 범죄행

위가 저질러진 경우에 실행행위 또는 실행행위 전후의 활동에 부과한다.

162) 일본의 財團法人 社會安全硏究財團, “諸外國의 探偵 實態調査 報告書”의 독일 편(http://www.syaanken. 

or.jp/02_goannai/01_bouhan/bouhan1706_01/pdf/03germany.pdf, 검색일: 2009.10.1.)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이하, 보고서(독일)).

163) 보고서(독일), 46쪽.

164) Volker Krey, unter Mitarbeit von Stefan Jaeger, Joachim Weber, Werner Winnen(1994), Zur 

Problematik privater Ermittlungen des durch eine Straftat Verletzten: Zulässigkeit und Schranken 

privater Straftataufklärung durch den Verletzten, seinen Rechtsanwalt und durch Detektive zum 

Zwecke der Strafverfolgung, Berlin: Dunker & Humblot, S. 17ff. 또한 Steffen Salvenmoser/Heiko 

Schreiber(2008), "Private Ermittlungen," Achenbach/Ransiek(hrg.), Handbuch Wirtschaftsstrafrecht, 2. 

Auflage, Heidelberg: C. F. Müller, 1231쪽. 

165) 1995년에 제정되었고 2005년 5일 1일자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2009년 1월 14일 최종개정되었다. 독일 ｢
경비업령｣의 소개로는 김재광(2004), 128쪽 이하. 또한 213쪽 이하에는 원문의 번역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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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율을 하고 있지 않다.

가.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권한과 그 제한

(1)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독일에서 민간조사원을 규율한 법률로는 영업법(Gewerbeordnung) 제38조166)가

거론된다. 그래서 “자산상황 또는 개인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의 정보제공” 등이 독일

의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라고 소개되기도 한다.

이 규정은 영업법 상 감독이 필요한 업종이라는 취지일 뿐이고 민간조사업자에

대한 특별한 규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독일에서 민간조사원이나 민

간조사활동의 허용 여부나 그 한계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167)

민간조사원 제도는 “산업스파이, 자본사기 및 투자사기” 등의 경제형사법 분야에서

큰 의미를 지닌 것168)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우리의 논의에서 보면 ‘재정탐정’과 유사

하다.

(2) 민간조사원의 권한과 그 제한

독일의 경우 민간조사원에게 특별한 권한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 점은 프랑스와

마찬가지이다.

국내의 학설로는 독일은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는 설명도 있다. 이에 의

하면 “공인탐정에 대하여 준사법권을 부여하고 있고” “각종 국가의 서류 등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공인탐정이나 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법이 부령으로 제정되어 공인탐정의 활동이 보장”되어 있다고 한

166) 제38조 감독이 필요한 업종 

2. 자산상황 또는 개인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의 정보제공(흥신소, 탐정업)

167) Susanne Wagner(2007), "Private Ermittlungen des Geschädigten," Heinz-Bernd Wabnitz/Thomas 

Janovsky(hrg.), Handbuch Wirtschafts- u. Steuerstrafrechts, 3. Auflage, München: C. H. Beck, Rn. 

28/17.

168) Wagner(2007), Rn. 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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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69)

그러나 독일에서 민간조사원은 다른 사인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한 활동

의 제한을 받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방 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

gesetz, BDSG)에 의한 제한이다.170) 또한 독일 기본법상으로도 기본법 제10조(신서의

비밀의 보호)와 제13조(주거의 불가침) 등에 의한 제한이 있어서, 제10조에 의하여

편지, 우편, 통신상의 비밀이 보호되고 있으며, 제13조에 의하여 주거에 대한 감시와

도청은 법관의 명령장, 즉 영장을 필요로 한다. 나아가 독일 기본법의 해석상으로 ①

독일에서 사설탐정은 경찰관과 같은 특별한 권리가 없다는 점, ② 편지를 개봉하거나

도청기를 장치하거나, 전화나 팩시밀리, 전자메일, 은행기록을 볼 수 없다는 점, ③

자산조사를 할 수 없다는 점, ④ 경찰기록, 재판기록, 자동차기록 등을 사설탐정이 이

용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⑤ 체포, 구인을 위한 특별한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은 일

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다고 한다.171)

나. 민간조사원의 자격요건과 감독기관

독일의 경우 민간조사원제도에 관한 특별한 규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조

사원이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요건은 생각할 수 없다. 다만 독일에서 민간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처음에 영업등록소(Gewerbeamt)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영

업법 제14조). 이와 같은 독일의 입법을 놓고서 영업법 제38조를 통하여 “독일이

사립탐정업의 합법화를 선언한 것”으로 보면서 자격요건은 ‘신고’만으로 족하다고 보

는 설명도 있다.172) 이 영업등록 의무를 지는 자는 민간조사업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

니고 상설의 영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가 그 대상이므로173) 이를 민간조사원에 대한

특별한 규율로 보기는 어렵다.

엄밀한 의미에서 독일의 경우는 행정감독적 차원에서 영업등록을 하도록 하였을

169) 조현빈(2006), 284쪽.

170) 김재광(2004), 138쪽; 보고서(독일), 62쪽 이하.

171) 보고서(독일), 63-64쪽.

172) 김재광(2004), 138쪽.

173) 보고서(독일),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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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며, 그것도 1998년 영업법 을 개정하면서 “감독이 필요한 업종”의 하나로 추가

한 것174)에 불과하다. 이는 그 이전에는 전통적으로 사적인 차원으로 보아 방임하는

영역이었다. 원칙적으로 이 점은 현재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영업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주가 독자적으로 민간조사업자를 규제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규제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175) 이는 독일 행정청이 영업의 자

유에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176)

4. 일본의 민간조사원제도177)

일본에서는 약 6만 여명의 탐정들이 활동하고 있고 탐정업체는 5,000여개로 추정되

고 있다. 2000년 전후로는 종래의 탐정이나 흥신소라는 명칭보다는 탐정조사업이나

조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체계화가 시도되었다고 한다. 최근까지도

일본에서 탐정업은 자유업인 일반서비스업종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었다.178)

1980년 3월 제정된 오사카 부락차별사상에 관한 조사등의 규제에 관한 조례 (大阪

府部落差別事象に係る調査等の規制等に關する條例)가 소위 흥신소 등에 대한 최초의

규제라고 한다. 그 제정배경은 부락민(전통적인 의미의 천민)의 차별문제가 있었다.

결혼하려는 상대방이나 기업의 신입사원이 부락민 출신인지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뒷조사를 사설탐정들이 행했기 때문에 생겨났지만 조례의 형태이어서 벌칙도 무겁지

않았고 탐정업은 신고만으로 개업이 가능하였다.179)

2003년 5월 30일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關する法律)이

제정되자(법률 제57호), 이 법률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2005년

174) 보고서(독일), 59쪽.

175) 보고서(독일), 60쪽.

176) 보고서(독일), 59쪽.

177) 일본의 사설탐정제도의 개관은 葉梨康弘(2006), 『探偵業法 : 立法までの物語と逐條解說』, 東京: 立花書房

의 책을 주로 참조하였다.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한 국내 문헌으로 박병식(2007), 211-237쪽이 있다. 또한 일

본의 탐정업법의 제정과정과 내용을 소개한 문헌으로는 전대양(2007), 310-321쪽.

178) 황정익 외(2005), 50쪽.

179) 전대양(2007), 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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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사단법인 일본조사업협회에 대해 흥신소업자가 강구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를 위한 조치의 특례에 관한 지침 (興信所業者が講ずべき個人情報保護のための措置

の特例に關한する指針)을 제정하여 준수하도록 지시하였다.180)

일본에서 민간조사업은 상당 정도 개인정보호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181)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설탐정의 비리 등의 사회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182) 2006년(平成18年) 6월 8일 탐정업의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探偵業の

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호외 법률 제60호)(이하 탐정업법 )을 제정하게 되었다.

탐정업법 은 전문 26개조와 부칙 3개조로 구성된 법률로서, 탐정업계에 대한 지도

감독이 불비한 상황을 타개하고 탐정업계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한

다는 측면이 강조되는 ‘규제’ 중심의 입법이다.183)

탐정업법 제1조는 “이 법률은 탐정업에 관하여 필요한 규제를 정함으로써 그 업

무 운영의 적정을 도모하여 개인의 권리이익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

고 규정하여, 동법이 “탐정업에 관한 규제법”임을 명백히하였다. 즉, ‘탐정업법’은 탐

정업이라는 업태를 진흥하기 위한 것이 아닌,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보호와 인권옹호

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개인의 권리이익의 보호에 이바지함”이라는 문구는

이 점을 명시한 것이다.184) 또한 명의대여의 금지(제5조),185) 탐정업무의 계약에 관한

규제(제7조, 제8조),186) 탐정업무의 실시와 관련된 규제(제9조, 제10조, 제11조)187) 등

180)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葉梨康弘(2006), 28쪽 이하. 또한 전대양(2007), 314-315쪽. 

181) 葉梨康弘(2006), 28쪽.

182) <탐정업 관련범죄의 검거사례>에 대해서는 葉梨康弘(2006), 57-63쪽.

183) 전대양(2007), 322쪽.

184) 葉梨康弘(2006), 70쪽. 이 점에서 일본의 ‘탐정업법’을 탐정업무를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파악하는 국내의 

일부 견해들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185) ｢탐정업법｣ 제5조(명의대여의 금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탐정업의 신고를 한 사람은 자기의 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탐정업을 영위하게 해서는 안 된다. 

186) ｢탐정업법｣ 제7조(서면의 교부를 받는 의무) 탐정업자는 의뢰자와 탐정업무를 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할 

때는 당해 의뢰자로부터 당해 탐정업무에 관한 조사결과를 범죄행위, 위법인 차별적 취급 기타의 위법인 행위

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나타내는 서면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탐정업법｣ 제8조(중요사항의 설명 등)

① 탐정업자는 의뢰자와 탐정업무를 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 의뢰자에 대해, 다음으

로 게기하는 사항에 대해 서면을 교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1. 탐정업자의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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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들도 그 내용을 보면 탐정업법 이 규제목적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권한과 그 제한

(1)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탐정업법 제2조는 ‘탐정업무,’ ‘탐정업’ 및 ‘탐정업자’를 정의하고 있다. 입법과정에

서 일본에서 탐정업법의 입법이 쉽지 않았던 것은 ‘탐정업’에 대한 정의가 쉽지 않았

기 때문이었다.188) 또한 지나치게 넓은 개념정의도 문제되었다.189) 종래 행정과 관련

업계단체가 사용해오던 ‘조사업’ 또는 ‘조사업무’라는 용어를 배척하고 ‘탐정업’ 또는

‘탐정업무’라고 한 것은 운용상의 혼동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190)

2. 제4조 제3항의 서면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 

3. 탐정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2003년(平成15年) 법률 제57호) 기타의 법령을 

준수한다는 점 

4.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5. 제공할 수 있는 탐정업무의 내용 

6. 탐정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탐정업무의 대가 기타의 당해 탐정업무의 의뢰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전의 개략적인 계산금액[概算額] 및 

지불 시기 

8.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9. 탐정업무에 관하여 작성하거나 또는 취득한 자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 

② 탐정업자는, 의뢰자와 탐정업무를 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는, 지체 없고, 다음으로 언급하는 사항에 대해

서 당해 계약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면을 당해 의뢰자로 교부하여야 한다. 

1. 탐정업자의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탐정업무를 행하는 계약의 체결을 담당한 사람의 성명 및 계약 연월일 

3. 탐정업무에 관한 조사의 내용, 기간 및 방법

4. 탐정업무에 관한 조사 결과보고의 방법 및 기한 

5. 탐정업무의 위탁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는 그 내용 

6. 탐정업무의 대가 기타의 당해 탐정업무의 의뢰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전의 액수 및 그 지불의 시기 및 방법 

7. 계약의 해제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는 그 내용 

8. 탐정업무에 관하여 작성하거나 또는 취득한 자료의 처분에 관하여 정한 것이 있는 때는 그 내용

187) ｢탐정업법｣ 제9조(탐정업무의 실시에 관한 규제)

① 탐정업자는 당해 탐정업무에 관한 조사의 결과가 범죄 행위, 위법인 차별적 기타의 위법한 행위를 위해 사

용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당해 탐정업무를 행해서는 안 된다. 

② 탐정업자는 탐정업무를 탐정업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탁해서는 안 된다. 

188) 葉梨康弘(2006), 26쪽 참조.

189) 葉梨康弘(2006), 37쪽 이하.

190) 葉梨康弘(2006), 40-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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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업 무 내 용

행동조사

미행·잠복 등에 의한 조사대상자의 행동이나 행선지 파악

불륜조사
- 배우자, 애인의 이성관계 등에 관한 문제의 조사와 증거 확보

- 특정 인물의 행동이나 행선지, 교우관계 파악

소행조사

- 외근 영업사원들의 외부활동을 추적, 확인하여 객관적인 평가

- 기업의 위기관리에 관한 종업원의 비밀누설이나 금품 등의 수수

- 횡령 등의 조기발견과 증거취득

- 산업폐기물 등을 불법 투기하는 차량이나 인물, 회사의 적발

사람찾기 및 

소재파악

- 가출인·실종자·첫사랑·옛 친구·은인·원거리 특정인 등의 소재 파악

- 특정인의 근무처 확인

신용조사
개인신용조사 - 특정인의 자산이나 부채 등의 조사

기업신용조사 - 거래처의 신용도, 현재 재무상태, 부채회수 리스크 등의 조사

기타 배경조사 인연적성조사 - 교제상대, 애인, 결혼상대자에 대한 우려사항 및 신상조사

탐정업법 에서 말하는 ‘탐정업무’란 “타인의 의뢰를 받고, 특정인의 소재 또는 행

동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의뢰에 관계되는 것을 수집함을 목적으로 하여 면접에 의

한 탐문, 미행, 잠복 기타 이와 비슷하는 방법에 의해 현장의 조사를 행하고, 그 조사

결과를 당해 의뢰자에게 보고하는 업무”로 정의된다(제2조 제1항).191) 즉, ‘탐정업무’

는 “① 타인의 의뢰를 받고, ② 특정인의 소재 또는 행동에 관한 정보로서 ③ 당해

의뢰에 관계되는 것을 수집함을 목적으로 하여 ④ 면접에 의한 탐문, 미행, 잠복 기

타 이와 비슷하는 방법에 의해 현장의 조사를 행하고, ⑤ 그 조사 결과를 당해 의뢰

자에게 보고하는 업무”이다. 구체적인 탐정 업무를 열거하기 보다는 탐정업무를 정의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인 탐정의 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다. 그러나 법적으

로 규제되는 범위가 있을 뿐이므로 구체적인 업무범위라는 것이 있기 어렵다. 요컨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 이외에는 당연히 그리고 자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표-6. 일본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192)

191) ｢탐정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률에 있어서「탐정업무」란, 타인의 의뢰를 받고, 특정인의 소재 또는 행

동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의뢰에 관계되는 것을 수집함을 목적으로 하여 면접에 의한 탐문, 미행, 잠복 기타 

이와 비슷하는 방법에 의해 현장의 조사를 행하고, 그 조사 결과를 당해 의뢰자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말한다.

192) 강영숙, “일본탐정업계의 실태와 탐정업법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8호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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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예정자나 인사 이동 등의 직업에 관한 조사

사생활보호조사

- 도청, 몰래 카메라 등의 발견 및 조사

- 수상한 인물, 스토커에 대한 문제 해결

- 방법 컨설팅

- 컴퓨터나 네트워크의 보안 문제 해결

증거조사 소송시에 사용될 재판자료 수집

이 “탐정업무를 행하는 영업”을 ‘탐정업’이라 하는데, 여기에서 “전적으로 방송 기

관, 신문사, 통신사 기타의 보도기관의 의뢰를 받고, 그 보도용으로 공할 목적으로 행

해지는 것”은 제외된다(동조 제2항).193) 이 법률에 의한 ‘탐정업자’는 탐정업법 제4

조 제1항194)의 신고를 하고 ‘탐정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데(동조 제3항), 신고 없이 영

업을 하는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

다( 탐정업법 제18조).195)

‘탐정업법’ 제2조 제1항의 ‘탐정업무’란 신용조사업무 등을 포함한 ‘조사업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위해선 특별히 필요한 형태의

것에 한한다는 취지이다.196)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는 “은밀성이 있는 감시 카

메라를 설치하고, 그 기록내용을 해석하는 등의 방법이 여기에 해당한다.”197) 이러한

193) ｢탐정업법｣ 제2조(정의) ② 이 법률에 있어서「탐정업」이란, 탐정업무를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전적

으로 방송 기관, 신문사, 통신사 기타의 보도기관[보도(불특정 및 다수의 사람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사실로

서 알리는 것을 말하고, 이것에 기초해 의견 또는 견해를 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업으로서 행하

는 개인을 포함한다.)의 의뢰를 받고, 그 보도용으로 공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제외한다. 

194) ｢탐정업법｣ 제4조(탐정업의 신고) ① 탐정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마다 당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이하「공안위원회」라고 한다.)에 다음으로 게기

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해 신고서에는 내각부령에 정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2.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및 당해 영업소가 주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취지

 3. 제1호에 게기하는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또는 전호에 게기한 명칭의 외에 당해 영업소가 광고 또는 선전

을 하는 경우 사용하는 명칭이 있는 때는 당해 명칭

 4. 법인에 있어서는 그 임원의 성명 및 주소

195) ｢탐정업법｣ 제2조(정의) ③ 이 법률에 있어서「탐정업자」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 탐정

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한다.

196) 葉梨康弘(2006), 74쪽.

197) 葉梨康弘(2006), 8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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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규정한 이유는 “조사의 상대방의 권리이익의 침해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198)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이 규정의 취지를 두고 사생활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상당부

분 해소 내지 해결하였다고 하면서 임무의 범위에 구체적인 행위수단, 즉 ‘탐문, 미

행, 잠복’을 포함한 것으로 미루어 “‘수권규정’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국

가적 차원에서 제도 시행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

다.199) 그러나 일본에서 탐정업법 자체의 입법에 대해 경시청마저도 회의적이었다는

점200)과 탐정업법 제1조의 목적 규정의 해석 그리고 입법경위와 법 전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해석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2) 민간조사원의 권한과 그 제한

민간조사원, 즉 ‘탐정업자’에게 어떠한 준사법적 권한도 부여되지 않는다. “탐정업무

실시의 원칙”에 관한 규정( 탐정업법 제6조)201)은 “이 법률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함과 동시에 타인의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등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

을 명시함으로써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나. 민간조사원의 자격요건

일본은 탐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한 결격사유( 탐정업법 제3조202))를 규정하

198) 葉梨康弘(2006), 82쪽.

199) 문경환(2009), 148쪽.

200) 葉梨康弘(2006), 26쪽. 

201) ｢탐정업법｣ 제6조(탐정업무의 실시 원칙) 탐정업자 및 탐정업자의 업무로 종사하는 자(이하「탐정업자등」

라고 한다.)은 탐정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이 법률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함과 동시에 타인의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등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일

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2) ｢탐정업법｣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탐정업을 영위하지 못한다. 

1. 성년피후견인(금치산자에 해당) 혹은 피보좌인(한정치산자에 해당) 또는 파산자로 복권을 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거나 또는 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게 된(면제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최근 5년간 제15조(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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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시험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탐정업 영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

는 지역공안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가능하므로 진입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다.

다. 감독기관

일본의 ‘탐정업’은 시민으로 구성된 총리 산하 경찰 감독기구인 지역공안위원회에

서 감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탐정업’의 신고( 탐정업법 제4조),203) 자료제출·검사

(제13조),204) 지시(제14조),205) 영업정지 및 폐지206)와 관련하여 감독을 수행하고 있

다.

5. 소결: 업무범위와 관리·감독기관 및 권한의 측면
4.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1991년(平成三年) 법률 제77호) 제2조 제6호에 규정

한 폭력단원(이하「폭력단원」이라고 한다.)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사람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보유하지 않는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 대리인이 앞의 각 호의 하나

에 해당하는 것

6. 법인으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

203) 일본의 경우 민간조사업을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대화와 더불어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흥신

소 등이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부흥과 함께 탐정업이라는 명칭으로 민간조사업이 급

성장하여 국가의 강한 규제보다는 현황 파악･관리를 목적으로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에 의한 것이다. 

204) ｢탐정업법｣ 제13조(보고 및 입회검사) 

① 공안위원회는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탐정업자에 대해 그 업무의 상황에 관하여 보고 혹은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경찰공무원[警察職員]에게 탐정업자의 영업소에 들어가 업무의 상황 혹은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시키거나 혹은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경찰공무원[警察職員]이 입회검사를 할 때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검사[立入検査]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해서 인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205) ｢탐정업법｣ 제14조(지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자등이 이 법률 또는 탐정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 탐정업 업무의 적정한 운영이 해하여 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탐정업자

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206) ｢탐정업법｣ 제15조(영업 정지등) 

① 공안위원회는 탐정업자등이 이 법률 또는 탐정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 

탐정업 업무의 적정한 운영이 현저하게 해하여 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탐정업자에 대해 당해 영업소에서의 탐정업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안위원회는, 제3조 각호의 어느 것에 당해하는 사람이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 영

업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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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에 관해서는 대체로 ①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한계에서

만 민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② 특히 신용조사 등은 민간조사원에의 업무범

위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법례가 다수라는 점, 그리고 ③ 민간경

비업과는 분리하여 규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정도로 압축될 수 있다.

또한 대륙법계 특히 유럽연합 국가들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수사기관과

같은 국가기관은 물론, 사설탐정 등의 보안업무종사자 등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준

의 하나로 작동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및 스페인의 민간조사원은 모두 개인정보보

호와 관련된 국내법을 갖추고 있으며 사설탐정이 이를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들

나라의 개인정보 관련입법은 모두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 (95/46/EC)에 기초한 것

이며 내용도 거의 대동소이하다.207) 미국의 경우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이

에 대한 규율이 상이하므로 동일선상에서 파악할 수는 없다.208)

둘째, 자격요건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형태의 규율보다는 소극적인 것, 즉 결격사유

형태의 규율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사업자의 자격을 중심으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2006년 ‘탐정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그와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업계의 요구와 규제의

필요성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법적 규제의 측면의 입법이 있는

것이며 그것은 양성화라는 차원보다는 직접적 규율이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 주

목된다. 한편 독일의 경우도 민간조사원의 업무 그 자체를 다루는 법률은 없다. 프랑

스의 경우에도 규제하는 법률이 있기는 하나 대체로 소극적 규제의 형태로 되어 있

다.

셋째, 관리·감독기관의 경우는 각국의 사정에 의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지고

있어서 이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경우는 치안 영역의 자치가 원칙

207) 정식명칭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개인의 보호 및 당해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에 대한 유럽연합의 지

침 95/46/EC(Directive 95/46/EC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http://ec.europa.eu/justice_home/fsj/ 

privacy/docs/95-46-ce/dir1995-46_part1_en.pdf, 검색일: 2009.10.1.).

208) 사설탐정을 다룬 국내문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정은 이와 같은 맥락

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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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나라이다. Private Detective 또는 Private Investigation의 번역

어인 ‘탐정’이라는 용어는 전형적으로 미국적 메타포를 갖고 있다. 이는 미국식 ‘자경

주의(自警主義)’의 전통과 관련되어 있다.209) 관주도, 국가주도의 치안관을 갖고 있는

한국의 경우 미국식 자경주의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서 미국식 탐정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209) 이에 관하여는 사뮤엘 워커/장영민 역(2007), 『미국형사사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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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민간조사업법안 과 경비업법 개정안 의 비
교·검토

1. 쟁점의 정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률안을 다루고자 한다. 제18대 국회에서 제안된 안으

로는 이한성 의원안과 성윤환 의원안도 있으나 현재는 철회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하

에서는 제18대 국회에서 제안되어 현재 입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인기 의원의

경비업법 개정안 (이하 “이인기 안”)과 강성천 의원의 민간조사업법안 (이하 “강성

천 안”)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상의 쟁점들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제17대에 제출된 다

른 법안들, 즉 이상배 의원안, 최재천 의원안도 법안의 비교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언급하기로 한다.

2. 민간조사업법안 과 경비업법안 의 쟁점 검토
1) 업무범위

가. 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관계 (입법형식)

이인기 안은 경비업의 한 분야로 민간조사업무를 규율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민

간경비 분야에서 사용되는 ‘경비’라는 용어가 민간보안업무 전반을 지칭하는 ‘private

security’의 번역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현재의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이 외국

에서의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상당 부분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

등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210)

경비업법 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조사원 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장점은 민간조사업

210) 이에 관하여는 앞의 Ⅰ.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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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을 통하여 민간조사원 제도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반대 여론 고조,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와 감독 기관, 자격 및 권리와 의무 등에 관

한 논란을 어느 정도는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즉, 제도 도입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소관 부처를 둘러싼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여 현

재 경비업법의 소관부처인 경찰청이 자연스럽게 소관부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211)에 있다.

만일 이것을 제17대 국회에서의 대립적 입법안의 논의상황을 우회하기 위한 것이

라면 이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의 용이성 때문에 기존 법

률의 개정 방식의 형태로 우회 선택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경찰청을 소관부처로

하는 것에 관한 논란의 사전 차단이라는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 다른 논거로는 “경찰서비스의 민영화”를 들 수 있으나21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민간조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민간보안업무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

으로 민간조사업의 경우에는 그대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입법 형식의 문제는 민간조사원의 업무 범위나 감독기관 등과 밀접히 연관되

어 있는 문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① 제도 도입의 목적 달성 및 제도의

올바른 정착, 부작용의 최소화라는 법률적, 실질적 측면에서, ②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 및 이에 따른 각종 제도와 체계정합성 차원에서, ③ 국민들의 권익보장이라는

경험적․사실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찰되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관련된 논의와

함께 후술하기로 한다.

나. 민간조사업무의 범위

 
(1) 각 법안의 내용

  (가) 민간조사업무의 기본적 범위

이인기 안(제2조 제1호 바목)에 따르면, 민간조사원은 ① 의뢰에 의해 미아·가출인·

211) 예컨대. 장석헌·송병호(2008), 348쪽.

212) 장석헌·송병호(2008), 3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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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에 대한 소재파악, ② 소재가 불명한 물건의 소재파악, ③ 의뢰인의 피해 확인

및 그 원인에 관한 사실 조사를 업무로 하게 된다. 한편, 강성천 안(제3조)은 ① 미

아, 가출인, 실종자, 소재 불명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조사, ② 도

난,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조사, ③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을 업무로 하고 있다.

두 법률안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에는 현재 자유업으로 행해지고

분야 들 중에서 소재파악, 사실조사, 자료수집 등이 새로이 규정되어 있으나, 유전자,

문서 등의 감정과 같이 고도의 전문적·기술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감정 분야(의료탐

정213)), 인터넷보안과 관련한 해킹차단 및 원인조사 분야(이른바 ‘사이버 탐정’214))는

민간조사업의 분야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범죄의 조사, 즉 수사에 대해서는 제17대 국회에서 제안되었던 법안들에 비해

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17대 국회에서 제

안되었던 이상배 안(제3조)과 최재천 안(제3조) 등은 ‘범죄의 조사’를 제1차적인 민간

조사업의 업무로 보았었다.215)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강성천 안에서의 “③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으로 보

인다. 제17대 국회의 법안들에 대하여 변호사법 과의 저촉·충돌의 문제216)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217)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학설로도,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변호

사법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종래의 “범죄 및 사고의 원인에 대한 사실조사”

213) 이에 관하여는 앞의 Ⅱ. 3. 1) 참조.

214) 이에 관하여는 앞의 Ⅰ. 2. 2) 참조.

215) 제17대 국회에서 제안되었던 두 개 법안이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의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와 유사하다는 

지적으로는 황정익 외(2005), 88쪽: 전대양(2006), 40쪽; 김상균(2007), 22쪽.

216) 전대양(2006), 43쪽. “예를 들어, 각종 범죄나 위법행위의 조사라는 민간조사원의 주 업무는 일단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의 수사권은 국가가 독점하기 때문에 개인이 조사를 하게 되면 이는 당연히 변호사법 제109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사건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더욱이 보수를 대가로 친자확인을 해주거나 재산상의 

손실조사를 해준다면 이는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대한 검정에 해당되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충

분하다.”

217) 예컨대 이상배 안 제3조 제5호의 ‘소재가 불명한 친족의 소재파악 등과 관련된 조사’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에 의해 신변의 안전을 위협받는 가족구성원들이 가해자로부터 도피하여 숨어 있을 때 가해자가 민간조사제

도를 이용하여 소재탐지를 시도하는 등의 악용의 우려”가 있음이 지적된 바 있었다(이광수(2006), 3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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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축소 내지 구체화하여 “의뢰인 개인이 직접당한 범죄피해나 사고 혹은 국가기관

내지 기업(예: 손해보험협회 등), 변호사가 위임한 조사업무로 한정시킨다면” 변호사

법 등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피하면서도 민간조사업법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다

는 지적이 있었다.218)

이와 같은 업무범위의 축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도 있다. 이 견해는 업무의 정

의로 족하고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인기 안 제2조 제1호

바목에 열거된 민간조사원의 업무는 ‘예시적 열거’로 보아야 하며, 다음에 서술하는

업무범위의 제한(제18조의4 제1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규 또는 하위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219) 실제로 법률안의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논

의에서는 “법정증언 자료의 확인 및 재판관련 서비스 제공”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는 주장도 있었다.220)

특히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규정은 변호사법 제34조221)이다. 동조는

일반인이 “관계인을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

거나(동조 제1항), 변호사 또는 사무직원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대가 등을 줄 것

을 약속을 하거나(동조 제2항), 변호사법 상 처벌대상이 되는 사람(제109조제1호, 제

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으로부터 사건의 알선을 받거나(동조 제3항),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거나(동조 제4항)

218) 김상균(2007), 24-25쪽.

219) 정일석 외(2008), 293쪽.

220) 이상원·이승철(2006), 6-7쪽; 박종수(2008), 137쪽.

221) ｢변호사법｣ 제34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

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

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

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

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

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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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

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동조 제5항) 등을 처벌한다. 악덕 브로커의 발호로 인하여

변호사 업무의 적정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변호사제도의 유지와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담보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가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자료 조사 등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민간

조사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관하여

는 변호사법 은 원칙적으로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제22조),222) 사무직원이

아닌 자들의 경우에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된다면 민간조사업무가 변호사업무의 효율

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같은 차원에서 변호사법 제34조의 내용

이 재조정될 필요는 있다. 종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사건관련 조사업무를 합법화

하면서 규제하는 방안이 가능한데, 이 경우 변호사제도의 존재 이유를 고려할 때, 변

호사의 보조기관 내지 보조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나) 수집·조사의 제한 문제

강성천 안 제19조는 수집·조사의 제한으로서, 민간조사업자가 ① 국가의 안보 또는

기밀에 관한 정보. ②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또는 ③ 개인

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민간조사원의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하거나 조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인기 안 제18조의4 제1항은 제17대 국회에서의 기존 안(이상배 안 제19조,

222) ｢변호사법｣ 제22조 (사무직원)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사무직원의 신고, 연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④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전과 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과 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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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안 제18조)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더 하여, 그 제4호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민간조사업자의 활동방향은 시시각각 변해갈 것이며 이에 대한 행정적 규제의 필

요성의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 종래의 안과 같이 제4호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

는 정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위와 같이 “일정한 제한을 두고 그 나머지 정보를 일반적으로 수

집·조사할 수 있는 형태”로 규정하는 것은 “민간조사원의 업무영역이 지나치게 넓어

져서 다른 사람의 신용이나 비밀,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커지게 되므로 오히려 그

반대로 수집·조사 가능한 정보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형태”가 바람직하

다.223)

(2) 쟁점별 검토

(ㄱ) 사람의 소재 파악과 관련된 조사

사람의 소재 파악 중 미아·가출인·실종자에 대한 소재파악과 관련된 조사를 민간조

사 업무범위로 규정하는 점은 두 개 법안이 모두 같다.

첫째, ‘가출인’에 성년 가출인을 포함시켜 이에 대한 소재탐지를 허용할 것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이인기 안과 같이 가출인인 경우에는 소재 파악

후 그 소재를 의뢰인에게 제공함에 있어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실종자’와 관련하여 현재 경찰에 실종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소재탐

지가 심부름업체 등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사생활 침해와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경찰에 실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하여야 하고, 실종신고

가 이루어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조사업의 소재탐지업무의 영역에서 제외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제재를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도주 기타 사유로 소재불명인 가해자’를 포함시킬 것인가가 문제이다. 피해

223) 이광수(2006), 3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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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필요한 업무영역 중의 하나가 될 것이고, 따라서 향후 민

간조사원의 주요 업무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강성천 안의 경우 ‘소재

불명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조사’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이인기 안의 경우 특별히 이를 지칭한 규정은 없고 다만 ‘피해 확인 및

그 원인에 관한 사실 조사’가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인기 안의 ‘피해 확인 및 그 원인에 관한 사실 조사’라는 표현은 매우 포괄적이

고 광범위하다. 수사기관에 의한 사실조사도 내사 및 입건 단계를 거치고 내사사건부

및 사건부 등의 기재 및 감독 등을 통하여 엄정한 사전 및 사후 통제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수사권 행사로부터 국민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데

있음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조사원에게 피해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조

사를 가능토록 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

조사업을 양성화한다는 입장에 서더라도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를 사실상 무제한하

게 확장시키는 것까지 허용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인기 안과 같이 포괄적으

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수사관서에 형사범죄로 입건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와 수사관서에 의하여 지명

수배된 자’나 ‘법정에 출석시킬 필요가 있는 증인,’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조사를 받게

할 참고인의 소재’ 등과 같이 보다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이인기

안의 ‘피해와 관련된 사실 조사’에 포함하는 해석은 가능하나, 보다 명확히 규정되어

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대해 강성천 안은 ‘불법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강성천 안 제3조 제1호는 ‘경찰 등 수사관서에 신고

된 미아, 가출인 및 실종자, 수사관서에 형사 범죄로 입건되어 체포영장 등이 발부되

어 추적중이거나 수사관서에 의하여 지명수배된 소재 불명 불법행위자, 소재불명인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조사’로 한정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ㄴ) 물건의 소재파악과 관련된 조사

물건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 조사에 대하여, 이인기 안은 ‘소재가 불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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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소재 파악’, 강성천 안은 ‘도난,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확인과 관련된

조사’로 규정하고 있어 양 법안에 차이가 있다.

물건의 소재 파악과 관련된 조사도 국민들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

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업무범위를 특정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일단 강성천 안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도난, 분실, 도

피자산의 범주도 수사관서에 신고가 되거나 수사 중인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강성천 안의 제3조 제2호를 ‘수사관서에 신고가 되거나 형사범죄로 입건되어

수사중에 있는 도난,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조사’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증거물의 발견과 같은 경우 물건의 소재파악과 관련된 조

사의 범주에서 규율할 필요도 있으나, 다음에서 살펴보는 피해에 대한 사실조사의 내

용으로 포섭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ㄷ) 피해에 대한 사실조사

이인기 안은 ‘의뢰인의 피해 확인 및 그 원인에 관한 사실 조사’를, 강성천 안은 ‘변

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을 업무로

규정하여 양자간에 큰 차이가 있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피해에 대한 사실조사’는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피

해의 조사과정에서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의 사생활 영역 등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불분명한 사안에서는 위임인의 입장에 따른 조사결과로 왜

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24) 따라서 가급적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규정할 필

요가 있다. 이인기 안의 경우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므로 강성천 안과 같이, ‘변호

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에 한정할 필

요가 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상당

히 축소될 것이며 현실적인 업계의 수요에도 부응한다.

강성천 안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선임에 따른 비용 증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

224) 독일의 학설은 민간조사원의 성공해야 한다는 압력, 그리고 위임인-수임인간의 경제적 종속이 사실을 왜곡

하거나 주관적으로 착색되어 전달할 위험, 즉 “인식원의 오염(Verschmutzung von Erkenntnisquellen)”에 대

해 경고하고 있다(Wagner(2007), Rn.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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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법시험 합격자수의 지속적 증가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따른 변호사수의 대

폭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존의 변호사 비용 보다는 매우 저렴하게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

려 변호사의 업무가 변호사회의 자체 감독 및 법무부의 이차적 감독 등 이중의 감독

과 통제를 받고 있어 자연스럽게 민간조사원의 업무도 감독과 통제가 용이하게 이루

어질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크게 축소될 것이다.

 
다. 헌법 및 타법률과의 체계정합성

(1) 헌법상 기본권 규정과의 충돌 여부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여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소극적 권리로 이해하는 견해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기초한 인격권적 성격과 자유권적 성격 및 청구권적 성격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복합적 권리로 이해하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프라이버시

(privacy)권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프라이버시권이라고 이해

하는 견해와 프라이버시는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뿐만 아니라 통신의 비밀, 인격권,

초상권, 성명권, 명예권, 주거의 자유 등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이므로 통신의 자유

와 주거의 자유를 따로 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개별적 기본권규정의 구조상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권리와 동일시 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한

다. 사생활이 비밀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해석하든 인격권 및

자유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의 복합적 권리로 이해하든 절대적 권리가 아닌 헌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데 견해는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경비업법 개정안’

이나 ‘민간조사업법안’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음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과잉금지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과잉금지원칙과 관련된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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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세부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 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

법)등과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의 관계를 논하는 경우가 있다.225) 이 경우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

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경우가 주로 논의되어 왔

다.226)

225) 나아가 황정익 외(2005), 70쪽 이하; 조현빈(2006), 292쪽에서는 ‘형법’과의 관계까지도 다루고 있다. 그러

나 형법관련 문제는 범죄행위로서 직무범위에 대한 공법적 규율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민

간조사원의 업무가 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학설(통설)에 의

하면,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제약조건을 필요로 한다.

226)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

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

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

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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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의하여 “사립탐정이 수사관련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는 상당한 장

애가 있”어서 “사립탐정의 조사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227)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을 그대로 관철한다면, 법에 대한 위반이 없거나 상대방에 의해서 법

의 위반이 있다고만 주장되고 있을 뿐인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사설탐정에게 무제한하게 제공되어도 좋다는 결과로 될 수 있다. 비슷한 취지의 주장

으로, 형법상 수사기관에 의해서도 공표가 금지된 피의사실(피의사실공표죄, 형법 제

126조)을 민간조사원에게는 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228)

국민의 사생활이 개인사업자에 불과한 민간조사원의 영리활동의 대상으로 보면서

개인정보보호제도를 그 장애물로 인식하는 사고 자체는 법치국가적으로 용인되기 어

려운 사고이다.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은 공판청구 전에는 공표하지 못하므

로, 민간조사원의 경우에도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는 자료로 제공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순리이다. 후단의 경우에도 ‘형사피고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본격적인 수사기

관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고서는 정당화되기 어려운 입론이다.

한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경우 피의사실공표죄

의 저촉문제는 없다. 그러나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

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경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국가의 공익목

적의 활동에 사용되는 정보이므로 이를 이해관계가 간접적인 민간조사원에게 제공하

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

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227) 황정익 외(2005), 67, 69쪽. 또한 이에 동조하는 견해로는 문경환(2009), 158-159쪽.

228) 조현빈(2006), 292쪽. “형사기록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된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전의 피의사실에 

대한 내용이므로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에 위반할 가능성도 있으며, 허용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업무수행을 보

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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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 법률과의 충돌 여부

이인기 안, 강성천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조사업무의 범위가 타 법률의 규정

및 그 업무 영역․범위와 충돌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 사람에 대한 소재탐지 업무

‘사람에 대한 소재탐지’ 업무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법 ) 제26조는 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을 규정하면서, 제5호 본문에서 ‘특

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호 단서가, ‘신용추심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동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

정인의 소재탐지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조사업법안

에서 이를 허용토록 규정하는 경우 법률간의 충돌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재정탐정 영역에서는 개인정보의 이념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업법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여 신용정보법 이 보호하고자 하는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민간

조사업무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229)

(나) 물건의 소재 탐지 업무

‘소재가 불명한 재산의 소재 파악’의 업무에 관해서도 역시 신용정보법 제4조 제

4호와의 충돌이 문제된다. 동항 제3호에서는 신용정보업의 종류로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추심업무’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채

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약정한 기일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

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

( 상법 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업자에게 채권추

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에 한한다)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재산조사’의 경우 민간조사업의 업무 범위인

229) 이에 관하여는 앞의 Ⅱ. 1.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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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소재 탐지’업무와 중복되게 되어 업무영역간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인기 안과 같이 ‘소재가 불명한 물건의 소재 파악’ 업무를 민간조사업의 업무영역

으로 규율할 경우 충돌의 정도가 가장 크고, 강성천 안과 같이 ‘도난, 분실, 도피자산

의 추적 및 소재확인과 관련된 조사’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충돌을 피할 수 없으며,

본 연구의 견해와 같이 ‘수사관서에 신고가 되거나 형사범죄로 입건되어 수사중에 있

는 도난,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조사’로 더욱 한정하더라도

실제 운용과정에서 채권추심업자와 민간조사업자와의 업무 영역간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동법률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상행위가 아닌 것으로 발생

한 채권(사인 간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채권채무 등)’이나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업

자에게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경우가 아닌 채권’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산조사

행위는 동법률과의 충돌 문제없이 민간조사원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충돌문제는 본질상 사건이 민사 및 형사사건으로 구별되고 양자의 성격을

공유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추심업자나 민간조사업자 모두 각기 근

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업무영역이 될 것이다.

(다) 피해 및 그 원인에 대한 사실 조사 업무

‘피해 및 그 원인에 대한 사실 조사 업무‘가 변호사법 또는 보험업법 상의 손해

사정인의 업무와 상충될 수 있다.230) 변호사 업무는 ‘법률사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는 반면 민간조사 업무는 ‘사실조사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소송 등의 전제

가 될 수 있는 사실조사, 감정, 재산 유무 확인 등의 사실조사행위는 손해사정사와

같이 별도의 법률로 업무를 규정하게 됨으로써 법률간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 현재 손해보험사는 손해사정인을 통해 손해를 산정하는 것을 의무화 해 놓

았으나, 생명보험사는 제한이 없어 민간조사원을 통해 피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민간조사원의 업무가 변호사 및 손해사정인의 업무와 크게 충돌되지

않는다.

민간조사원의 피해조사 업무는 피해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사실 조사

230) 이에 관하여는 앞의 Ⅱ. 1. 1)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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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범위는 의뢰인의 피해 확인 및 그 원인에 한정하고 여기서의 피해는 영업 및

업무에 관한 비밀침해, 명예훼손, 교통사고, 사기, 의료사고, 물건손상 등 민 형사 모

든 피해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며, 원인에 관한 사실조사는 그 피해가 범죄로 인한 것

인지 여부, 제3자에 대한 귀책사유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재탐지가 동반

되는 조사행위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확인 및 그 원인에 관한

사실조사’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구체화하거나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준사법적 권한의 인정 여부

민간조사원의 활동이 보장된다고 하여도 도청 등의 행위는 특별히 위법성을 조각

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위법하다. 따라서 “심부름센터나 컨설팅업체들이 고

도로 정밀한 도청장치나 도청예방장치, 추적 장비, 망원경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프

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민간조사원 제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당

연히 위법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231)

수사기관이 경찰의 경우에도 범죄수사를 위하여 감청 등을 할 경우에도 통신비밀

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는 점(제6조 제2항)에 비추어 보아도

민간조사원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232) 또한 이와 같은 위법행위

로 획득된 증거의 사용도 제한될 수 있다.233)

 
라.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는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규율

하여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인기 안은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를 민간조사업무에 대

한 용어정의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각 세부업무의 허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

고 특히 동 개정안 제18조의4에서는 민간조사원의 사실조사 업무에 대하여 금지제한

231) 전대양(2006), 42쪽.

232) 같은 취지: 전대양(2006), 42쪽.

233) 이에 대하여는 사인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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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 두 조항 간에 충돌가능성이 예상된다. 강성천 안과 같이 업무

의 범위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2) 민간조사원의 자격요건

가. 자격시험

 (1) 각 법안의 규정

민간조사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이인기 안은 제18조의3에서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에

대하여 ‘경찰청장은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제1항)하고, ‘민간조

사원 자격시험의 과목, 방법,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제2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강성천 안은 제5조에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민간조사원의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6조에서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은

법무부장관이 실시’(제1항)하되,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3차 시험으로 구분’(제2

항)하고, ‘1. 검찰청직원,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군인 및 형사소송법상

의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정보수집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자, 2. 전 호의 공무원, 군인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중 5급 이상의 공무원 또

는 소령 이상의 군인으로서 정보수집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하며(제3항),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

험시기·시험과목·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근무부서, 경력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제4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성의 제고를 위해서 국가자격을 만드는 문제는 긍정적으로 볼 것이다. 자격시

험과 결격사유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간조사원 자격심의위원회’를 제안하는

견해도 있다.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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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재천 안의 경우에는 그 제5조 제2항에서 “경제개발가입국 중 PI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발급된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발급기관을 통하여 국내 자격증으로 교부받

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인기 안과 강성천 안에서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235)

(2) 쟁점별 검토

(가) 시험주관 부서

이인기 안은 ‘경찰청장’을 시험주관 부서로 하나, 강성천 안은 ‘법무부장관’으로 하

고 있다. 시험주관 부서의 문제는 감독기관의 문제와 같은 맥락이다. 제17대 국회에

서도, 민간조사원의 자격시험 주관부서를 이상배 안은 ‘경찰청장’을, 최재천 안은 ‘법

무부장관’로 하였는데, 이는 민간조사원의 감독기관을 각각 경찰청장과 법무부장관으

로 하였던 것에 대응한다.236) 이 문제는 다음의 ‘감독기관’ 부분에서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나)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

이인기 안의 경우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과목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조의3). 강성천 안은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과

목,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다만 이 두 가지 법안 모두

‘응시자격’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제17대 국회에서의 이상배 안 제6조 제2항의 경우에는 현재의 법률안들이 1차 시

험 면제기준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도 하였으며, 민

간조사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이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관련분야 유경

험자에게 우선적으로 응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 즉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능력이 검증된 자들에 대해서는 자질과 도덕성의 검증을 통해 민간조사원 자격을 부

234) 정일석 외(2008), 294쪽, 296쪽.

235) 이와 같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는 유재두(2007), 227쪽.

236) 전대양(2006),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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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여야 한다”는 주장237)도 있다. 그러나 이상배 안과 위 주장은 민간조사원의 실무

경력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필요 이상의 제한으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의 진출을 봉쇄하고 있다는 비난이 가능238)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직

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의 문제가 있어서 곤란하므로 이와 같은 제한을

두지 않은 현재의 법안들의 입장이 타당하다.

한편, 다른 국가자격시험과 비교할 때 법률에 직접 연간 실시 횟수를 규정하는 것

은 전례가 없고, 행정관청의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

라서 시험의 실시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이 타

당하다.

(다) 경력자에 대한 시험일부 면제

경력자에 대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에 대하여 찬반 양론이 대립한다. 경력자

에 대한 1차 시험을 일부 면제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고, 다른 국가자격시험과의 형평

성, 수사의 일종인 민간조사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큰 무리는 없다고 보인다.

법률로 시험의 일부 면제대상을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하위 법령에 위임할 것인가

의 문제도 있으나, 강성천 안과 같이 시험의 일부 면제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

는 것이 법무사법 등 타 법률과의 비교에 비추어 타당하다. 한편, 그 근무부서, 경력

산정방법 등을 시행령에 정함에 있어서는 보유경력과 민간조사업과의 업무연관성 등

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17대의 국회에서 제출되었던 법안들에서는 ‘수사직무’에서의 통산경력 이외에 강

의경력이나 민간업체에서의 조사경력 등도 포함시켰으나(이상배 안 제6조 제2항, 최

재천 안 제6조 제3항 참조) 이에 대하여는 ‘특혜시비’ 등의 우려가 있었고239) 현재의

법안은 이를 제외시켰다. 향후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령이 제정되는 경우 유념하여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37) 정일석 외(2008), 294쪽.

238) 전대양(2006), 52쪽; 이상원·이승철(2006), 18-19쪽; 유재두(2007), 226쪽; 장석헌·송병호(2008), 355쪽.

239) 전대양(2006),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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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격사유

이인기 안과 강성천 안 모두 민간조사원의 결격사유로 공무원의 결격사유(국가공무

원법 제33조240))와 유사하게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조사업무의 성질과 공공성을 고려할 때 이상과 같은 규정내용이 크게 부당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양 법안 모두 공무원의 결격사유인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같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제한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인기 안 제18조의 2는

①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제6호), ②

‘민간조사관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7호), ③ ‘만 18세 미만인

자’(제8호)를 결격 사유로 추가로 규정하고 있고, 강성천 안 제8조는 ① ‘이 법에 의

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4호 후단), ② ‘이 법에 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제6호)를 결격사유로 추

가하고 있지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공무원법상 결격사유 및 이인기 안에 동일한 기간으로 규정)

의 요건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제4호)로 그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24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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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강성천 안은 제17대 국회에서의 최재천 안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라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민간

조사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이인기 안, 그리고 제17대 국회에서의 이상배 안(제7

조 제6호)과 같이 이를 결격사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공무원이었다가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에 대하여 자격요건에 제한 규정을 둘

것인가(예컨대 이상배 안 제7조 제7호)의 문제는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및 변리사

등의 경우 각 근거 법률에 그 제한규정이 있는 점 등 타 국가자격과의 형평성, 민간

조사관이 수행할 업무가 수사에 준하는 법적 성질 및 공공성이 이들 국가 자격과 비

교하여 크게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법무사 등과 같이 제한 규정을 둠이 타

당하다.

셋째,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할 것인가241)의 문제는 민간조사업무의 법적 성

질 및 공공성과 타 법률(세무사, 관세사 및 변리사는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규정)과

의 비교할 때 이를 제한함이 타당하다.

넷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요건을 굳이 ‘3년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공무원결격사유

및 이인기 안과 같이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함이 타당하다.242)

다. 기타의 문제

 (1) 민간조사업의 허가제 여부

이인기 안은 민간조사업의 허가제(제4조)를 채택하고 있으나 강성천 안에서는 개인

의 경우 등록제(제9조)를, 민간조사법인의 경우 사전 인가제(제33조) 및 사후 등록제

(제38조)를 채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조사 관련 업종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로 민간조사업자의 자질 및 사회적 인식 저하 우려 또는 사생활

241) 하순봉 안 제7조 제1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242) 또한 결격사유로 범죄경력자나 조직폭력단 가입경력자를 규정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장

석헌·송병호(2008), 3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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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정보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허가제로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제를 채택하여 완화된 규제 형태를 취하는 것은 현실상 타당

하지 않으나 허가제 보다는 등록제로 규정하는 것이 타 법률과 형평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243)

 (2) 민간조사법인

이인기 안은 민간조사업을 경비업에 포함시킴에 따라 민간조사업 역시 법인에 한

하여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법인에 소속되지 않는 경우는 민간조사관

의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제20조의2 제1호). 반면 강성천 안은 원칙적으로 민간조사

업을 민간조사원 자격이 있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으나 그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

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조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2조). 강성천 안의 입장은 종래 이상배 안과 일본의 탐정업법의 입장과 같다.

민간조사업무는 국민의 사생활이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와 불법행위의 가능성이 있

고, 심부름센터의 불법 영업 행태 등을 고려할 때 개인사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설

립에서 운영까지 엄격하고 확실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법인만이 민간조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244)도 있고 반대로 민간조사업의 경

우 기존 경비업법상 경비원과는 달리, 엄격한 자격제도가 도입되고 외국의 경우에도

법인에 한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들어 개인도 자유로이 민간조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245)도 있다.

생각건대 경비업을 제외하고는 국내 유사 직종의 경우 반드시 법인에 한해 영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없고, 개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

이 있으므로 강성천 안과 같이 개인에게도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

243)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및 변리사 모두 등록제이다.

244) 장석헌·송병호(2008), 351-352쪽. 이 견해는 도입초기에는 법인을 주체로 하다가 제도가 안정되면 점차 자

연인에게도 일정 요건하에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245) 정일석 외(2008), 293-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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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변호사와 경찰 전문수사관의 자동적 자격 부여 문제

변호사나 인증된 경찰전문수사관에게도 자동적 자격부여를 인정하자는 의견이 있

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는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형사소송법 제34조)을 비

롯하여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권리(형사소송법 제

35조)를 포함하여 법정에서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합동공

인탐정사무소 등을 공동으로 설치한다면 업무처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다.246)

수사기관 내부자와 퇴직한 경찰의 상호통모에 의한 불법행위가 가능성이 상존하므

로 민간조사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발전하는 분야에 새

롭게 도전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247)

우선 현행법상 변호사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점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근거가 명

확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변호사에게 새로운 자격이 필요할 지는 의문이다. 다음으로,

전직 경찰관의 경우가 문제이나, 1차 시험 면제 정도의 기준이 필요할 것이며 자동적

인 자격부여는 민간조사원의 업무가 경찰 수사관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

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3) 감독기관

가. 개관

이인기 안 제24조 제1항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

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경찰을 감독기관의 예정하고 있다. 한편, 강성천 안은 “민간조사업자는 법무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다.”고 하여(제31조) 법무부 장관을 감독기관으로 하고 있다. 이상

246) 황정익 외(2005), 90-91쪽.

247) 전대양(2006), 55쪽.



- 75 -

의 구도는 제17대 국회에서의 입법안인 이상배 안과 최재천 안의 대립구도와 동일하

다.

이인기 안에서는 민간조사관 자격시험(제18조의3), 민간조사관 자격취소(제20조의

2), 감독(제24조 제2항,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 등 감독, 보고·자료 제출명령, 장

부·서류 등 검사 및 질문), 경비업의 허가 및 허가취소·영업정지(제1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제31조), 청문(제21조)이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주어져 있다. 또한

경비업법 에 따라 민간조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업무를 특정하여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4조 제1항).

반면, 강성천 안에서는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제6조 제1항), 민간조사원자격심의위원

회 운영(제7조 제1항), 민간조사업의 등록 및 등록거부·등록취소(제10조~제13조), 휴·

폐업신고(제16조, 제17조), 직무교육·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장부·서류 등 검사 및 질

문(제31조), 민간조사법인의 설립인가 및 인가취소(제33조, 제42조), 민간조사협회의

등록(제38조), 민간조사원징계위원회 운영(제4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제52조 제2항)

등에 대한 권한이 법무부장관에게 주어져 있다.

앞의 비교법적 검토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의 경우 감독관청이 대부분이

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이고 민간조사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주 정부의 민간조사

원 담당부서에서 직접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중지명령을 내리며 사안이 중대한 경

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국의 사례는 법체계나

문화적 풍토가 다른 한국의 경우에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248) 여기에

서 우리의 법체계와 제도의 현실에 비추어 감독기관을 누구로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나. 견해의 대립

(1) 법무부 내지 검찰청으로 하자는 입장

현행법상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권과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청이 직접 민간

조사업을 감독하자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249) 법무부장관에게 감독권을 부여하도록

248) 같은 취지: 전대양(2006),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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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강성천 안(그리고 제17대 국회의 최재천 안)도 같은 입장이다. 이에 관한

논거로는 민간조사원의 관리감독부서는 “민간조사원제도가 실질적으로 퇴직경찰공무

원들의 생계수단 마련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 상대적으로 민간조사업자들과 밀

착성이 더 큰 경찰청장보다는 법무부장관에 의한 관리감독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

있다.250) 이 견해는 법무부장관의 감독권한을 인정하면서도 “과거의 근무인연 등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민간조사업심의

위원회’를 두자고 한다.251)

한편, 제17대 국회에서의 법률안의 공청회에서 법무부가 주무부서로 되는 안에 대

하여는 “민간조사업의 현장성과 광범위성을 고려할 때 현실성도 없고 합리성도 없”

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한다.252)

(2) 경찰청으로 하자는 설

민간조사업의 성질상 경찰청이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인기 안(그리고

제17대 국회의 이상배 안)도 이 입장이다. 민간조사업도 현재 경찰청 생활안전국이

담당하고 있는 경비업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한다.253) 이 주장의 논거들은 다음

과 같은 점들이 주장되고 있다.254)

① “민간조사업이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법익침해, 계약자인 의뢰인과의 서비스 

분쟁, 수사·사법기관과의 업무중첩에 따른 공무방해 등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국

에 걸친 현장성과 광범위성을 커버할 수 있는 경찰청이 이를 감독해야 한다.”

② “민간조사업은 상당 부분 경찰활동과 연계될 수 있고, 현재 민간조사원은 제2의 

경찰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성질상 경찰청이 담당하는 것이 좋다.”

249) 김두현, “민간조사업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민간조사업법제정을 위한 공청회자료집, 2005, 59-69쪽: 전대

양(2006), 59쪽에서 재인용.

250) 이광수(2006), 353쪽.

251) 이광수(2006), 366쪽. 이 경우에는 민간자율 규제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후술하는 ‘민간조사협회’의 경우

와는 구별된다.

252) 전대양(2006), 59쪽.

253) 정일석 외(2008), 295쪽.

254) 전대양(2006), 59쪽; 장석헌·송병호(2008), 350쪽.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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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간조사업의 개소 시 등록, 영업장부 비치, 폐업 시 신고 등 일정한 행정사항

들을 관리하는데도 전국에 걸친 조직을 갖고 있는 경찰이 유리하다.”

④ “민간조사업의 주요업무는 실종자 소재파악, 사람의 사망 ․ 상해 등 피해원인의 

조사, 범죄발생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등 경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

⑤ “외국의 사례에서도 민간조사와 민간경비 등이 종합적으로 서비스되는 점을 감안

하여 민간경비와 민간방범을 담당하는 경찰청이 관리감독기관으로 되어야 한다.”

(3) 민간조사협회로 하자는 설

경찰청을 감독기관으로 하는 것은 전제로 실질적인 감독업무는 법안에서의 민간조

사협회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 설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255)

① “업계의 자율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경찰청이 그 책임이나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② “현재 민간경비로 경찰이 하고 있으나 형식에 그치는 면이 많다.”

③ “민간경비나 민간조사 모두 공익적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나 사업적 성격이 더 

강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철저한 능력위주의 경쟁과 자유경쟁체제라는 점을 강

조하여 협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 “법무사나 변호사의 경우는 법무사법이나 변호사법에서 각각 대한법무사협회, 대

한변호사협회에 이런 기능을 주고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주장으로 위의 ② 항목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나

라 민간경비산업 전반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조사업을 포함한 경비

업 전체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입장도 있다. 이 견해는 경찰 관리인력의

부재(不在)를 핵심적 논거로 한다.256)

이 견해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일리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

한 경찰청’이 종국적인 감독을 맡는 것이 전제되고 있다. 다시 말해, 민간자율 규제기

구257) 또는 감독기관 내부의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감독은

255) 전대양(2006), 59-60쪽. 같은 취지로는 이상원·이승철(2006), 22-26쪽.

256) 정일석 외(2008), 295쪽. “기존 경비업의 관리·감독에 있어 부족한 경찰인력과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

한 경찰에 의한 경비업의 관리는 경비업의 육성과 발전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 질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경찰 내부적으로도 경비업법에 대한 관리·감독이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 78 -

당연히 경찰청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위에서의 경찰청의 최종적인 감독

기관으로 하는 견해와 맥을 같이 한다.

첫째, 민간조사업은 민간경비업과는 구별된 실질을 갖고 있다. 경찰 내부의 경비업

관련 위원회에서 ‘법률탐정’의 성격이 농후한 민간조사업무까지 포괄할 정도의 전문

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둘째, 민간자율 규제기구를 두고 이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

을 한다는 논거는 그 이면에 ‘현장성과 광범위성’을 갖춘 경찰력이 동원되어야 할 필

연성은 크지 않다는 점을 반증한다.

결국 독립된 위원회를 두어 관리하는 것과 최종적인 감독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

는 별개의 문제이다. 예컨대 법무부 장관을 최종적인 감독기관으로 하는 강성천 안

제7조에서 ‘민간조사원자격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258) 따라서 문제는 전체적인

감독기구로는 경찰청이 타당한가 혹은 법무부가 타당한가라는 원론적인 것을 돌아간

다. 이는 제도의 취지와 이념에서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다.

나. 검토

감독기관을 누구로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민간조사제도의 실질, 그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 시민적 관점에서의 통제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문제이다.

(1) 민간조사업무를 공권력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감독기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학계에서는 민간조사업무를 공권력에 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259) 이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점이 지적되고 있다. ‘민간화된’ 치안활동

의 일종으로 파악하거나 ‘사인에 의한’ 준(準)수사활동으로 이해한다.

우선, ‘민간화된’ 치안활동으로 이해한다면 ‘공경찰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하

257) 민간조사협회가 이익단체화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민간조사협회를 구태어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이

광수(2006), 372쪽)도 있다.

258) 한편, 이인기 안 제22조는 기존의 ‘경비협회’라는 문구를 ‘협회’로 바꾸고 있을 뿐 경비협회에 대한 감독에 

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이를 놓고서 “추후 민간조사협회의 설립을 염두에 둔 것”이라

는 해석이 있다(정일석 외(2008), 279쪽).

259) 이에 관하여는 앞의 Ⅰ. 2.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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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간조사업무는 치안활동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경찰청에서 담당하게 된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현행 헌법과 법률의 체계에 비추어, 사인(私人)에게 준사법적 권한

을 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개인사업자이며 사경제주체에 불과한 사인에게 이처럼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특별한 근거와 입법적 결단 없이는- 힘들다.

다음으로,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수사의 보조활동’에 준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 경우 감독기관은 수사업무와 관련된 법체계의 영향을 받게 됨이 당연하다. 우리

헌법은 검사에 의한 영장신청권을 명문화하여(제12조 제3항, 제16조)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제195조, 제196조) 및 검찰청법(제4조

제2호 등)도 이에 따라 검사가 수사의 주체이고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

사의 보조자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사사법체계를 전제로 한

다면, 이와 같은 준(準)수사활동에 대한 감독은 경찰청에서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

다.

이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민간보안업무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사설탐정을 민간조사업무와 동일시하여 민간경비업무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치안력의 관점에서 파악하기 때문이다.

민간조사업을 경비업의 한 분야로 규율하는 이인기 안은 이와 같은 전제에서 민간

조사업에 대한 감독 등의 권한을 경찰청장에게 부여하려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는 이인기 안이 민간조사업무를 경비업무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기존의 경비업법

에 편입시켰기 때문이다.260) 민간조사를 사적인 경비활동으로 이해할 경우 경찰청장

에게 그 감독 및 통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경비업법 과의 체제에 비추어 당

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보안업무 중에서 경비탐정에 해당하는 민간경비업무와 민간조사업무는

상당히 이질적이므로 그 규율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의 경우에

양자를 별도의 법령으로 규율하는 것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2) 민간조사업무를 ‘법률탐정’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경우의 감독기관 

260) 정일석 외(2008), 2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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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간조사원의 업무는 변호사 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점에서 민간조

사제도의 실질은 ‘법률탐정’의 성격을 갖는다. 민간조사의 실질은 그 업무범위를 어떻

게 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는 문제이나,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민간조사제도

의 본질은 대체적으로는 국가기관에 의한 수사, 소추 등과 관련된 법률적·사실적 자

료의 제공이나 재판에서의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활동, 이에 부수하는 활동이 주류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또한 미아 또는 가출인 등의 소재확인 같은 경우에도

순수한 사적 조사활동도 경우에 따라서는 민·형사적 법률문제로 비화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변호사 또는 변호활동과 관련이 깊은 ‘법률탐정’의 영역에 속한다.

다음으로, 현실적으로 민간조사업무의 대부분은 법률적 쟁점과 관련된 사실조사와

관련을 맺게 된다. 민간조사원의 업무의 성질이 현행 법체계에서 볼 때, 변호사의 업

무영역과 가장 유사하다261)는 기존 연구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이 경우에 민간조사

업무를 위임하는 위임인의 최종적인 목표는 법률적 쟁점의 해결에 있게 된다.

또한 조사업무 자체를 놓고서 본다면, 변호사법 과의 충돌 문제 내지 직역조정의

문제를 안고 있다. 변호사는 법무부에 의한 통제를 받도록 하면서 변호사가 의뢰한

사무를 처리하게 될 민간조사원은 경찰청장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

한 것이 아니다. 민간조사업에 관한 감독 및 통제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할 경

우 변호사법과의 상충되거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위험성을 통일적으로 해결

할 수도 있다.

끝으로, 민간조사원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현재에도 원칙적으

로 사인(私人)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영역에 속하는 민간조사원의 경우 특별한 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법적 쟁점과 관련된 조사영역에서 민간조사원에 의

한 위법행위나 인권침해, 권한남용 등의 문제가 주로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 역시

종국적으로는 민사 또는 형사의 법률문제로 귀결되는 법률문제이며 이 경우 민간조

사원에 대한 통제는 합법성 판단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이에 대하여, 경찰을 매

개하기 보다는 직접 법무부를 통해서 그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보장되는 것

이 시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 민간조사원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261) 김상균(2007),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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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변호사와의 업무 충돌로 인한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신속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법률문제와 관련한 주무부처로서 변호사

등의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타당하다.

다. 소결

감독기관은 ‘법률탐정’이 중심이 되는 민간조사제도의 실질, 민간조사원에 대한 합

법성 통제라는 관리의 효율성, 시민적 관점에서 직접적인 통제수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간조사업무는 법무부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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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어
이상에서 사설탐정제도 전반(민간보안업무)을 개관하고 입법안들에서 검토되었던

민간조사원 제도를 살펴보았다. 민간조사원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① 각국의

사설탐정 내지 민간조사원 제도는 해당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와 같은 국가 전체의 법

질서에 종속된 제도라는 점, ② 보편적이거나 절대적인 의미의 민간조사제도는 있을

수 없고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현행 법체계의 기본틀과 조화될 수 있는 제도가 도

입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③ 사인(私人)에 불과한 민간조사원에게 섣불리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준사법적 권한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이 중요

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세 번째의 점과 관련해서는 민간조사업법 이 제정되어 관련법규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당연한 ‘수권규정’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며 사적인 영리활동의 주체에게

쉽사리 수사기관 등 공권력에 준하는 권한, 즉 준사법적 권한을 주는 것으로 이해되

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입법안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바, ① 민간조사업무의 범위,

② 자격조건, ③ 감독관청 등의 요소는 개별적인 국가의 법체계의 영향을 받게 되는

요소이다. 첫째, 민간조사업자의 업무범위는 민간조사업 관련법령의 검토와 맞물려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국가별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둘째, 자격조건은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는 방향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나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기준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독관청의 문

제는 감독업무의 효율성과 관련 행정조직의 구조와 연관되므로 이 역시 개별국가별

로 상이한 형태로 되어야 할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민간조사원의 조사활동을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수사활동과 동일시

하거나 수사활동과 유사한 것을 파악하려는 태도이다. 그 결과 민간조사원 제도를 법

적으로 규율하는 단계에서는 다양한 이질적인 내용들이 개념이나 체계에 있어서 혼

동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사기관의 활동과 사설탐정의 활동간에 존재하는 질적인 차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민간조사원과 민간보안업무(사설탐정)의 경우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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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서 파악해야 한다. 민간보안업무 영역에서의 ‘경찰기능의 민간화’라는 명제가 민

간조사업무에서도 그대로 타당한 것은 아니며 이를 간과하는 경우 법치국가적 요청

이 훼손되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위험이 있다.

민간조사업의 규제는 현행 법체계 전체에서의 민간조사원 제도의 개관을 통해서

규제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영역부터 점진적이고 순차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국내법과 무관하게 개념의 외곽도 선명하지 않은 외국의 제도를 이념형으로 설

정하고 그대로 우리의 현실 법체계에 이식한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공권력만으로는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외국의 탐정제도,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조사원 제도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을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면서 민간

조사원이라는 개인의 영업활동의 자유와 그를 통해서 확보되는 또 다른 국민의 권익

을 확보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일 것이다. 민간조사업법의 제정에 관한 ‘입법적 예지

(叡智)’를 기대해 본다.

 



- 84 -

<참고문헌>

강영숙·김태환·유우종·이경근(2009), 『탐정(민간조사)학개론』, 진영사[강영숙 외

(2009)]

김재광(2004),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이동영(1999), 『21세기, 공인탐정이 뛴다』, 굿 인포메이션

강효흔(2000), 『탐정은 벤처보다 낫다: 미국 공인 탐정 브루스 강 스토리』, 동아일

보사.

하정용(2005), 『탐정학의 이해』, 청목출판사.

홍정선(2009), 『행정법원론(하)』, 제17판, 박영사.

황정익·김윤철·백창현(2005), 『공인조사(공인탐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치안정

책연구소.

Nemeth, Charles P./임준태·이동영 역(1992), 『탐정학개론』, 좋은세상, 2003.

사뮤엘 워커/장영민 역(2007), 『미국형사사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Bureau of Labor Statistics(U.S. Department of Labor),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2008-09 Edition) <http://www.bls.gov/oco/ocos157.htm#outlook> (검

색일: 2009.11.11.)

Volker Krey, unter Mitarbeit von Stefan Jaeger, Joachim Weber, Werner

Winnen(1994), Zur Problematik privater Ermittlungen des durch eine

Straftat Verletzten: Zulässigkeit und Schranken privater Straftataufklärung

durch den Verletzten, seinen Rechtsanwalt und durch Detektive zum

Zwecke der Strafverfolgung, Berlin: Dunker & Humblot

Susanne Wagner(2007), "Private Ermittlungen des Geschädigten," Heinz-Bernd

Wabnitz/Thomas Janovsky(hrg.), Handbuch Wirtschafts- u. Steuerstraf-

rechts, 3. Auflage, München: C. H. Beck



- 85 -

Steffen Salvenmoser/Heiko Schreiber(2008), "Private Ermittlungen," Achenbach/

Ransiek(hrg.), Handbuch Wirtschaftsstrafrecht, 2. Auflage, Heidelberg: C. F.

Müller.

葉梨康弘(2006), 『探偵業法 : 立法までの物語と逐條解說』, 東京: 立花書房

財團法人 社會安全硏究財團, “諸外國의 探偵 實態調査 報告書” <http://www.

syaanken.or.jp/02_goannai/01_bouhan/bouhan1706_01/pdf/>

강영숙·김태환(2006), “미국의 탐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경호경비

연구』, 제12호, 2006, 25-50쪽.

김상균(2007),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와 타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민간조사업

법(안)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호,

2007, 10-39쪽.

김원중(2006), “민간조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

공관리학보』, 제20권 제1호, 2006, 53-72쪽.

문경환(2009), “개정 경비업법(안)상 민간조사관의 업무범위 및 한계 연구,” 한국경찰

법학회, 『경찰법연구』, 제7권 제1호, 2009. 6, 129-166쪽.

박병식(2007), “일본 탐정업법과 그 시사점,”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비교법

연구』, 제8권 1호 (2007년 8월), 211-237쪽.

박종수(2008), “공인탐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

범죄심리연구』, 제4권 제1호, 2008, 119-148쪽.

유재두(2007), “민간조사원 자격요건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

학회보』, 제9호, 2007.2, 209-229쪽.

이광수(2006), “민간조사원(사설탐정)제도의 도입 여부와 입법 동향에 대한 비판적 고

찰”, 국민대학교, 『情報와 法 硏究』, 특별호(2006년), 329-409쪽.

이상원·이승철(2006), “민간조사업 법안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 86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9호, 2007. 2, 2-30쪽.

이상철·강영숙(2007), “한국의 공인탐정제도의 사회적 필요성과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8권 제5호, 2007, 1085-1105쪽.

이승주(2006), “한국형 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규범학적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 『한

국민간경비학회보』, 제8호, 2006. 10, 93-118쪽.

장석헌·송병호(2008), “민간조사업 도입상의 쟁점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

행정학회보』, 제33호, 2008, 335-365쪽.

전대양(2006), “민간조사법 법안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이상배ㆍ최재천 안을 중심

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8호, 2006.10, 33-64쪽.

전대양(2007), “일본 탐정업법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 및 정책적 함의”, 한국공안행

정학회,『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9호, 2007, 306-337쪽.

정일석·박준석·오세광(2008), “바람직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제18호, 2008, 271-299쪽.

정일석·박준석·서상열(2007), “민간조사제도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한 고찰”, 한국경호

경비학회, 『경호경비연구』, 제14호, 2007, 465-484쪽

조현빈(2006), “주요국가의 공인탐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민간경비학회, 『한

국민간경비학회보』, 제8호, 2006. 10, 271-296쪽.

황정익(2006), “공인탐정제도의 사회적 필요성과 향후 발전과제”,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8호, 2006. 10, 119-154쪽.



- 87 -

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제3조 (업무) 
공인탐정은 다른 사람

의 의뢰에 의하여 보

수를 받고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범죄조사 및 위법·

부당행위의 조사

2. 분실 또는 도난당

한 재산의 소재 확

인

3. 화재·사고·손실·명
예훼손의 원인과

책임의 조사

4. 사람의 사망·상해

및 물건의 손상에

대한 원인과 책임

제3조 (업무)
민간조사업의 업무범

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범죄 및 위법 행위

와 관련된 조사

2. 분실 또는 도난당

한 재산의 소재 확

인

3. 화재·사고·손실·명
예훼손의 원인과

책임의 조사

4. 사람의 사망·상해

및 물건의 손상에

대한 원인과 책임

의 조사

제3조 (업무)
민간조사원의 업무범

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사이버범죄, 보험범

죄, 지적재산권침

해, 기업회계부정

등 각종 범죄 및

위법행위의 조사

2. 사람의 사망·상해, 
화재, 교통사고, 물
건의 멸실·훼손 등

각종 사고의 원인

및 책임의 조사

3. 분실·도난·도피자산

의 추적 및 소재

제2조 (정의)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

무”라 한다)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바. 민간조사업무 : 

의뢰에 의해 미

아 ·가출인 ·실종

자에 대한 소재

파악, 소재가 불

명한 물건의 소

재파악, 의뢰인

제3조 (업무)
민간조사원의 업무범

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미아, 가출인, 실종

자, 소재 불명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

된 조사

2. 도난, 분실, 도피자

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조

사

3.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로부터

제3조 (업무)
민간조사원의 업무범

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미아, 가출인, 실종

자, 소재 불명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

된 조사

2. 도난, 분실, 도피자

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조

사

3.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로부터

[부록] 
<각 민간조사업 관련법안의 비교>

 1.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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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의 조사

5. 법정 등에서 사용

될 증거의 확보

6. 개인에 관한 정보

중 사생활을 침해

하지 아니하는 범

위 내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항

의 조사

5. 소재가 불명한 친

족의 소재파악 등

과 관련된 조사

6. 법원 등에서 사용

될 증거의 확보

7. 개인에 관한 정보

중 사생활을 침해

하지 아니하는 범

위 내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항

의 조사

확인

4. 행방불명자, 상속

인, 소유불명재산

의 소유자, 국내외

도피사범 등 특정

인에 대한 소재 탐

지

5. 법원 등에서 사용

될 증거 자료의 확

보

6. 그 밖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

의 피해 확인 및

그 원인에 관한

사실 조사를 수

행하는 업무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

제4조 (공인탐정이 아

닌 자의 단속)
① 공인탐정이 아닌

자는 제3조에 규정된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② 공인탐정이 아닌

자는 공인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제4조 (민간조사원이

아닌 자의

단속) 
① 민간조사원이 아닌

자는 제3조에 규정된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민간조사원이 아닌

자는 민간조사원, 탐

제4조 (민간조사원이

아닌 자의

단속)
① 민간조사원이 아닌

자는 제3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 (민간조사원이

아닌 자의

단속)
① 민간조사원이 아닌

자는 제3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다. 
② 민간조사원이 아닌

자는 민간조사원 또는

제4조 (민간조사원이

아닌 자의

단속)
① 민간조사원이 아닌

자는 제3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다. 
② 민간조사원이 아닌

자는 민간조사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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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사용하지 못한다. 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

다.

② 민간조사원이 아닌

자는 민간조사원, 탐

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경

찰과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

다.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제5조 (자격)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탐정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탐정

의 자격을 가진다.

제5조 (자격)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조사원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민간조사

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5조 (민간조사원의

자격)
① 제6조의 규정에 따

른 민간조사원 자격시

험에 합격한 자는 민

간조사원의 자격을 가

진다.
②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민간조사원

제5조 (민간조사원의

자격)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조사원 자격시험

에 합격한 자는 민간

조사원의 자격을 가진

다.

제5조 (민간조사원의

자격)
제6조에 따른 민간조

사원 자격시험에 합격

한 자는 민간조사원의

자격을 가진다.

 2. 자격, 자격시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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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발급된 자격증을 보유

한 자는 발급 기관을

통하여 국내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민간조

사원의 자격을 가진

다.
제6조 (공인탐정자격

시험)
① 공인탐정자격시험

은 경찰청장이 매년 1
회 이상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탐

정자격시험의 응시자

격이 있다.
 1. 검찰청 직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정보수집 및 수사

직무의 경력이 통

산하여 5년 이상

인 자

제6조 (민간조사원 자

격시험)
① 민간조사원자격시

험은 경찰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조사원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다.
 1.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

청, 소방방재청, 
대통령경호실, 국

가정보원 소속 공

무원 및 군인 또

제6조 (민간조사원 자

격시험)
① 민간조사원 자격시

험은 법무부장관이 매

년 1회 이상 실시한

다.
② 제7조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

나 민간조사원 자격시

험의 응시자격이 있

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의3 (민간조사

관 자격시

험) 
① 경찰청장은 민간조

사관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민간조사관 자격시

험의 과목, 방법, 시험

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민간조사원 자

격시험)
① 민간조사원 자격시

험은 법무부장관이 실

시한다.
② 민간조사원 자격시

험은 제1차 시험, 제2
차 시험, 제3차 시험

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조

사원 자격시험의 1차
시험을 면제한다.
 1. 검찰청직원, 경찰

제6조 (민간조사원 자

격시험)
① 민간조사원 자격시

험은 법무부장관이 실

시한다.
② 민간조사원 자격시

험은 제1차 시험, 제2
차 시험, 제3차 시험

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조사원 자격시험

의 제1차 시험을 면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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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2. 제22조에 규정된

업무보조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3. 대학에서 경찰학·
범죄학·형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분

야의 강의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

상인 전임강사 이

상의 교원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위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

정되는 자

③ 공인탐정자격시험

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

는 형사소송법상

의 특별사법경찰

관리로서 정보수

집, 수사 및 조사

업무의 경력이 통

산하여 5년 이상

인 자

 2. 국립과학수사연구

소 소속 공무원

으로서 감정 및

연구경력이 통산

하여 5년 이상

인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형법학·법의학·법
과학·경찰학·범죄

학·소방학·안전관

리학에 상당하는

분야에서 석사학

위 이상을 취득

한 후 대통령령

민간조사원 자격시험

의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검찰청직원, 경찰

공무원, 대통령경

호공무원, 국가정

보원직원 및 「형

사소송법」상의

특별사법경찰관리

로서 정보 수집

및 수사직무의 경

력이 통산하여 7
년 이상인 자

 2. 대학에서 경찰학·
범죄학·형사법학·
경호경비학 ·안전

관리학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석사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강의 경

력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자

공무원, 국가정보

원 소속 공무원, 
군인 및 형사소송

법상의 특별사법

경찰관리로서 정

보수집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한 경

력이 통산하여 10
년 이상인 자

 2. 전 호의 공무원, 
군인 및 특별사

법경찰관리 중 5
급 이상의 공무

원 또는 소령 이

상의 군인으로서

정보수집이나 수

사 업무에 종사

한 경력이 통산

하여 5년 이상인

자

④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자격시험의 응시자

 1. 검찰청직원, 경찰

공무원, 국가정보

원 소속 공무원, 
군인 및 「형사소

송법」상의 특별

사법경찰관리로서

정보수집이나 수

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자

 2. 제1호의 공무원, 
군인 및 특별사

법경찰관리 중 5
급 이상의 공무

원 또는 소령 이

상의 군인으로서

정보수집이나 수

사 업무에 종사

한 경력이 통산

하여 5년 이상인

자

④  제2항에 따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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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한 공인탐정자격

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이 정하는 관련

분야에서의 연구

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

 4. 제18조에 규정된

업무보조원으로

서 종사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

상인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와 동등

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민간조사원자격시

험은 제1차 시험·제2
차 시험 및 제3차 시

험으로 구분하여 실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민간조사원 자격시

험의 시험과목·시험방

 3. 제3조의 업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서 대통령령에 의

하여 정한 민간업

체에서 조사 등의

업무를 취급한 경

력이 7년 이상인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

④ 제3항 각 호 중 2 
이상의 분야에서 근무

한 자는 그 기간을 통

산하여 근무기간으로

인정한다.
⑤ 민간조사원 자격시

험은 제1차 시험(필
기)과 제2차 시험(실
무) 및 제3차 시험(연
수)으로 구분하여 실

격·시험시기·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

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근무부

서, 경력 산정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격시험의 응시자격·시
험시기·시험과목·시험

방법과 그 밖에 시험

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 대

상자의 근무부서, 경

력 산정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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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법 그 밖에 시험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

른 민간조사원 자격시

험의 시험과목, 시험

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자는 공인탐정

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

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

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

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조사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

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

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집

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

다)되거나 집행이

제7조 (민간조사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조사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

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

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제18조의2 (결격사

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조사관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

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집

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

제8조 (민간조사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조사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

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

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제8조 (민간조사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조사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

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

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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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한다)되거나 집행

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

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공무원으로서 징계

처분에 의하여 파

면 또는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자

면제된 날부터 5년
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

여 자격이 상실 또

는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서 징계

처분에 의하여 파

면된 후 5년이 경

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이 만료된 후 3년
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

처분에 의하여 파

면 또는 해임되거

나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자

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

여 자격이 상실 또

는 정지된 자

7. 민간조사관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시험 시행연도 12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이 만료되거나 이

법에 의하여 등록

이 취소된 후 3년
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에 의하여 벌

금형의 선고를 받

아 확정된 후 2년
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이 만료되거나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에 따라 벌금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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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경과되지 아니한

자

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인 자

제7조 (민간조사원자

격심의위원회) 
① 민간조사원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민간조사원자격심의위

원회를 둘 수 있다.
 1. 민간조사원 자격

시험의 과목, 문

제 등 시험에 관

한 사항

 2.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

항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

항

 4. 그 밖에 민간조사

원자격의 취득과

제7조 (민간조사원자

격심의위원회)
① 민간조사원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민간조사원자격심의위

원회를 둘 수 있다.
 1. 민간조사원 자격

시험의 과목, 문

제 등 시험에 관

한 사항

 2.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

항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

항

 4. 그 밖에 민간조사

원자격의 취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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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관련된 중요사항

② 민간조사원자격심

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다만, 민
간조사원자격심의위원

회에는 경찰청장이 추

천하는 자를 1인 이상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관련된 중요사항

② 민간조사원자격심

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다만, 민
간조사원자격심의위원

회에는 경찰청장이 추

천하는 자를 1인 이상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

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제8조 (등록)
공인탐정의 자격이 있

는 자가 공인탐정으로

서 개업하고자 할 때

제8조 (등록) 
민간조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민간조사업

을 개업하고자 할 때

제8조 (등록)
민간조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민간조사업

을 개업하고자 할 때

제9조 (등록)
민간조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민간조사업

을 개업하고자 할 때

제9조 (등록) 
민간조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민간조사업

을 개업하고자 할 때

 3. 등록, 합동사무소, 폐업·휴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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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

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사무소를 설치하여

경찰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사무소를 설치하여

경찰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에는 사무소를 설치하

여 법무부장관에게 등

록을 하여야 한다.

에는 사무소를 설치하

여 법무부에 등록하여

야 한다.

에는 사무소를 설치하

여 법무부에 등록하여

야 한다.

제9조 (등록신청)
① 제8조의 규정에 의

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에

게 등록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

록신청을 받은 때에

등록신청인이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 없

이 등록을 한 후 등록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인탐정의 등록신

제9조 (등록신청) 
① 제8조의 규정에 의

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에

게 등록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

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등록을 한 후 등

록신청인에게 등록증

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민간조사업의 등록

제9조 (등록신청)
① 제8조의 규정에 따

라 등록을 하고자 하

는 자는 법무부장관에

게 등록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등

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 없

이 등록을 한 후 등록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민간조사업의 등록

제10조 (등록신청) 
① 제9조의 규정에 의

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

에게 등록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

등록신청인이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 없

이 등록을 한 후 등록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민간조사업의 등록

제10조 (등록신청) 
① 제9조에 따라 등록

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 등록신청인

이 제11조에 따른 등

록거부사유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한 지체

없이 등록을 한 후 등

록신청인에게 등록증

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민간조사업의 등록

신청·등록사항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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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

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청·등록사항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청·등록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청·등록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청·등록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등록거부) 
경찰청장은 제9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

한 공인탐정의 자

격이 없는 경우

2. 제7조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1조의 규정에

제10조 (등록거부) 
① 경찰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등록을 거

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

이 그 사유를 명

시하여 등록신청

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조사원

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제7조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제10조 (등록거부)
법무부장관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

하여 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

른 민간조사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따

른 결격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

제11조 (등록거부)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

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

록을 거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지체 없

이 그 사유를 명시하

여 등록신청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조사원

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제8조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3. 제12조의 규정에

제11조 (등록거부) 
① 법무부장관은 제10
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

록을 거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지체 없

이 그 사유를 명시하

여 등록신청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민

간조사원의 자격

이 없는 경우

 2. 제8조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3. 제12조에 따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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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

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의하여 등록이 취

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하는 경우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

소된 날부터 3년
이 경과되지 아니

한 경우

의하여 등록이 취

소된 날부터 3년
이 경과되지 아니

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

의 장애로 인하여

민간조사원의 업

무를 수행하는 것

이 현저히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경

우

 5.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

여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의 선

고유예 또는 벌

금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 또

는 감봉을 받은

록이 취소된 날부

터 3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

의 장애로 인하여

민간조사원의 업

무를 수행하는 것

이 현저히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경

우

 5.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

여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의 선

고유예 또는 벌금

형을 받았거나 공

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

여 정직 또는 감

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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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

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사실이 있는 자

로서 민간조사원

의 업무를 수행

하는 것이 현저

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1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이 제10
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

과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

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월이 되는 날

의 다음 날에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등록이 거부된

조사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

저히 부적당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6. 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1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이 제10
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
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

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개
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등록이 된 것으

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이 거부된 자는 그 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등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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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

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에 등록거부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소명하

여 법무부장관에게 이

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에 대한 불복의 이유

를 소명하여 법무부장

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

의신청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1조 (등록취소)
경찰청장은 공인탐정

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

다.
1. 폐업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제7조의 규정에 의

한 결격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

4. 등록취소의 신청이

제11조 (등록취소) 
경찰청장은 민간조사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사망한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

한 결격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

3. 등록취소의 신청이

제11조 (등록취소)
법무부장관은 민간조

사업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등

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사망한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따

른 결격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

3. 등록취소의 신청이

제20조의2 (민간조사

관의 자격취소)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민간조사

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민간조사업을 영위

제12조 (등록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민간

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

다.
 1. 폐업 또는 사망한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 (등록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민간

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

다.
 1. 폐업 또는 사망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결

격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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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

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있을 경우

5.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탐정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6. 공인탐정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

여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로부터 1
년 이상 휴업한 경

우

8. 제25조 제2항에 규

정된 이행보증보험

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있을 경우

4. 허위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민간

조사원자격증을 교

부받은 경우

5. 민간조사원자격증

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로부터 1
년 이상 휴업한 경

우

있는 경우

4. 거짓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민간

조사원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5. 민간조사원 자격증

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6. 제25조 제2항에 규

정된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를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한 경우

2. 제18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의3에 따른

민간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제7조 제4항·제7조
의2 제1항부터 제

3항까지 및 제18
조의4 제3항을 위

반한 경우

 3. 허위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민

간조사원 자격증

을 교부받은 경우

 4. 민간조사원 자격

증을 다른 사람에

게 대여한 경우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
년 이상 휴업한

경우

 6.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

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

취소에 이를 준용한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조사원 자격

증을 교부받은

경우

 4. 민간조사원 자격

증을 다른 사람에

게 대여한 경우

 5. 제17조에 따른 휴

업신고를 하지 아

니하고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6.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

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이를 준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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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

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다.
제12조 (등록취소의

통지 등)
경찰청장은 공인탐정

의 등록을 취소한 때

에는 지체 없이 그 사

유를 명시하여 당해

공인탐정에게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하

여야 한다.

제12조 (등록취소의

통지 등) 
경찰청장은 민간조사

업자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민간조사업자에게 등

록이 취소되었음을 통

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취소의

통지 등)
법무부장관은 민간조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민간조사업자에

게 등록이 취소되었음

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취소의

통지 등) 
법무부장관은 민간조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민간조사업자에

게 등록이 취소되었음

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취소의

통지 등) 
법무부장관은 민간조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민간조사업자에

게 등록이 취소되었음

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합동사무소)
① 공인탐정은 그 직

무를 조직적이고 전문

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의 공인탐정

으로 구성된 합동사무

소 (이하 “합동사무

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

동사무소를 구성하는

공인탐정은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

제13조 (합동사무소) 
① 민간조사업자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

문적으로 행하기 위하

여 3인 이상의 민간조

사원으로 구성된 민간

조사합동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 라 한

다)를 설치할 수 있

다. 이 경우 합동사무

소를 구성하는 민간조

사원은 등록취소 후 3

제13조 (합동사무소)
① 민간조사업자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

문적으로 행하기 위하

여 3인 이상의 민간조

사원으로 구성된 합동

사무소(이하 “합동사

무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

른 합동사무소는 분사

무소를 둘 수 있다.

제14조 (합동사무소) 
① 민간조사업자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

문적으로 행하기 위하

여 3인 이상의 민간조

사원으로 구성된 합동

사무소(이하 “합동사

무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합동사무소는 분사

무소(지사)를 둘 수

제14조 (합동사무소) 
① 민간조사업자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

문적으로 행하기 위하

여 3인 이상의 민간조

사원으로 구성된 합동

사무소(이하 “합동사

무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동

사무소는 분사무소(지
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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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

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니하였거나 휴업 또는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합동사무소는 분사

무소를 둘 수 있다.
③ 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합동사무소에 관하

여 이 법에 규정이 없

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년이 경과되지 아니하

였거나 휴업 또는 업

무정지 중인 자가 아

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합동사무소는 분사

무소를 둘 수 있다.
③ 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③ 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④ 합동사무소에 관하

여 이 법에 규정이 없

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있다.
③ 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합동사무소에 관하

여 이 법에 규정이 없

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과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합동사무소에 관하

여 이 법에 규정이 없

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제14조 (사무소의 명

칭 등)
① 공인탐정은 그 사

무소의 종별에 따라

사무소의 명칭 중에

공인탐정사무소 또는

제14조 (사무소의 명

칭 등)
① 민간조사업자는 그

사무소의 종별에 따라

사무소의 명칭 중에

민간조사사무소 또는

제14조 (사무소의 명

칭 등)
① 민간조사업자는 그

사무소의 종별에 따라

사무소의 명칭 중에

“민간조사사무소” 또

제15조 (사무소의 명

칭 등)
① 민간조사업자는 그

사무소의 종별에 따라

사무소의 명칭 중에

“민간조사사무소” 또

제15조 (사무소의 명

칭 등)
① 민간조사업자는 그

사무소의 종별에 따라

사무소의 명칭 중에

“민간조사사무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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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

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합동사무소라는 문자

를 사용하고 합동사무

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

여야 한다.
② 공인탐정이 아닌

자는 공인탐정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하지 못하

며, 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닌 경우

에는 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합동사무소라는 문자

를 사용하고, 합동사

무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
② 민간조사업자가 아

닌 자는 민간조사사무

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

며, 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닌 경우

에는 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는 “합동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합

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에는 그 합동사무소의

명칭과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민간조사업자가 아

닌 자는 민간조사사무

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

며, 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닌 경우

에는 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는 “합동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합

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에는 그 합동사무소의

명칭과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민간조사업자가 아

닌 자는 민간조사사무

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

며, 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닌 경우

에는 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는 “합동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합

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에는 그 합동사무소의

명칭과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민간조사업자가 아

닌 자는 민간조사사무

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

며, 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닌 경우

에는 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제15조 (폐업신고)
공인탐정이 폐업한 때

에는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호주·가족·동거

자 또는 그 업무보조

원이 지체 없이 그 사

제15조 (폐업신고) 
① 민간조사업자가 폐

업한 때에는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가족·
동거자 또는 그 업무

보조원이 지체 없이

제15조 (폐업신고)
민간조사업자가 폐업

한 때에는 본인이, 사
망한 때에는 호주·가
족·동거자 또는 그 사

무원이 지체 없이 그

제16조 (폐업신고) 
민간조사업자가 폐업

한 때에는 본인이 직

접 또는 그 사무원을

통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

제16조 (폐업신고) 
민간조사업자가 폐업

한 때에는 본인이 직

접 또는 그 사무원을

통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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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

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실을 경찰청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그 사실을 경찰청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폐업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사실을 법무부장관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게 신고하여야 한다. 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휴업신고)
공인탐정이 휴업하고

자 할 때에는 경찰청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휴

업기간은 2년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6조 (휴업신고) 
① 민간조사업자가 휴

업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이를 신

고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휴업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6조 (휴업신고)
① 민간조사업자가 휴

업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

른 휴업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7조 (휴업신고) 
① 민간조사업자가 휴

업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휴업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7조 (휴업신고) 
① 민간조사업자가 휴

업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민간조사업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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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제17조 (보수)
① 공인탐정은 그 업

무에 관하여 의뢰인으

로부터 소정의 수수료

를 받는다.
② 공인탐정은 그 업

무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의뢰인으로

부터 금품을 받지 못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수수료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7조 (보수)
① 민간조사업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

으로부터 소정의 보수

를 받을 수 있다. 
② 민간조사업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수

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의뢰인으로

부터 금품을 받지 못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보수의 기준에 관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7조 (보수)
① 민간조사업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

으로부터 수수료 및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② 민간조사업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수수

료와 성공보수 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

고 의뢰인으로부터 금

품을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

른 수수료 및 성공보

수에 관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보수) 
① 민간조사업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

으로부터 수수료 및

성공 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② 민간조사업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수

료와 성공보수 외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

고 의뢰인으로부터 금

품 또는 재산상 이익

을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수수료 및 성공보

수에 관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보수) 
① 민간조사업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

으로부터 수수료 및

성공 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② 민간조사업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에 따른 수수료와 성

공보수 외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의뢰

인으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

료 및 성공보수에 관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5. 민간조사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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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제18조 (수집·조사의

제한)
공인탐정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조
사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국가의 안보 및 기

밀에 관한 정보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

구개발 정보

3. 개인의 정치적 사

상·종교적신념 기

타 공인탐정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

4. 기타 대통령령이 정

하는 정보

제19조 (수집·조사의

제한)
민간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국가의 안보 및 기

밀에 관한 정보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

구개발 정보

3. 개인의 정치적 사

상·종교적 신념 그

밖의 개인의 사생활

을 침해하는 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

제18조 (수집·조사의

제한)
민간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국가의 안보 및 기

밀에 관한 정보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

구개발 정보

3. 개인의 정치적 사

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민간조사

원의 업무와 무관

한 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

제18조의4 (민간조사

관의 의

무)
① 민간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사실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

구개발 사실

 3. 개인의 정치적 사

상·종교적 신념

그 밖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

는 사실

 4.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실

② 민간조사관은 조사

업무 수행 중에 범죄

를 발견한 때에는 이

제19조 (수집·조사의

제한) 
민간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

하거나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의 안보 또는

기밀에 관한 정보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

구개발 정보

3. 개인의 정치적 사

상, 종교적 신념

기타 민간조사원의

업무와 무관한 사

생활에 관한 정보

제19조 (수집·조사의

제한) 
민간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

하거나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의 안보 또는

기밀에 관한 정보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

구개발 정보

3. 개인의 정치적 사

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민간조사

원의 업무와 무관

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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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를 관할경찰관서에 신

고하여야 한다.
③ 민간조사관은 민간

조사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

여서는 아니 되며 누

구든지 이를 양수·대
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 (민간조사업

자의 의

무)
① 민간조사업무를 수

행하는 경비업자(이하

“민간조사업자”라 한

다)는 의뢰인에게 허

위사실을 알려서는 아

니 된다.
② 민간조사업자 및

임·직원은 민간조사업

을 영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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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복수의 법인을 설립하

거나 그러한 법인에

소속되어서는 아니 된

다.
③ 민간조사업자는 수

임한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의 상대방으로

부터 동일한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당사자 쌍방

의 동의가 있는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④ 민간조사업자는 업

무에 관하여 대통령령

이 정한 보수 외에 다

른 금품을 수수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⑤ 민간조사업자는 의

뢰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의뢰사항의 세부

내역 및 제공할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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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서비스의 내용을 기재

한 서면을 교부하고

수임부를 작성 및 보

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기재내용·보관방법·
보존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⑥ 민간조사업자는 의

뢰인의 요청에 있는

때와 업무를 완료한

때에 서면으로 조사내

용을 의뢰인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가
출인 소재에 대한 조

사내용은 가출인 본인

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알

려줄 수 있다.
⑦ 민간조사업자는 타

인에게 민간조사업무

허가증을 양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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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⑧ 민간조사업자는 허

가증·보수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항을 사무소 내에 게

시하여야 한다.

제7조 (경비업자의 의

무) 
② 경비업자는 경비업

무를 성실하게 수행하

여야 하고, 도급을 의

뢰받은 경비업무가 위

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

야 한다.
③ 경비업자는 불공정

한 계약으로 경비원

및 민간조사관의 권익

을 침해하거나 경비업

의 건전한 육성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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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비업자의 임·직
원이거나 임·직원이었

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

용하도록 하는 등 부

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⑤ 경비업자는 허가받

은 경비업무외의 업무

에 경비원 및 민간조

사관을 종사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의뢰인의 확

인)
공인탐정이 사건의 의

제26조 (의뢰인의 확

인) 
민간조사업자가 사건

제24조 (의뢰인의 확

인)
민간조사업자는 사건

제25조 (의뢰인의 확

인)
민간조사업자는 사건

제25조 (의뢰인의 확

인)
민간조사업자는 사건



- 114 -

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뢰를 받 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인 감증명

서 등 법령에 의하여

작 성된 증명서의 제

출이나 제시 기타 이

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

여야 하고, 그 확인방

법 및 내용 등을 사건

부에 기 재하여야 한

다.

의 의뢰를 받은 경우

에는 주민등록증·인감

증명서 등 법령에 의

하여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 그 밖의 방법으

로 의뢰인이 본인 또

는 그 대리인임을 확

인하여야 하고, 그 확

인 방법 및 내용 등을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의 의뢰를 받은 경우

에는 주민등록증·인감

증명서 등 법령에 의

하여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방법

으로 의뢰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 및 내용 등

을 사건부에 기재하여

야 한다.

의 의뢰를 받은 경우

에는 주민등록증·인감

증명서 등 법령에 의

하여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

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 및 내용 등을 사

건부에 기재하여야 한

다.

의 의뢰를 받은 경우

에는 주민등록증·인감

증명서 등 법령에 따

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방법

으로 의뢰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 및 내용 등

을 사건부에 기재하여

야 한다.
제25조(손해배상책임)
① 공인탐정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

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② 공인탐정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손해

제27조 (손해배상책

임) 
민간조사업자는 업무

를 수행함에 있어 고

의 또는 과실로 의뢰

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제25조 (손해배상책

임)
① 민간조사업자는 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의

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민간조사업자는 제

제26조 (손해배상 등)
① 경비업자는 경비원

또는 민간조사관이 업

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

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거나 의

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제26조 (손해배상책

임)
① 민간조사업자는 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의

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민간조사업자는 제

제26조 (손해배상책

임)
① 민간조사업자는 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

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민간조사업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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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이

행보증보험에 가입하

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손

해배상책임을 보장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

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하여야 한다.

한다.
② 민간조사업자는 제

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책임보

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손

해배상책임을 보장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행보증보험 또는 제

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

다.
③ 제2항의 이행보증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이행보

증보험 또는 제47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의 이행보증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26조 (겸직금지)
공인탐정은 경찰청장

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는 영리를 목적으

로 하는 사업에 종사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

로 하는 자의 사용인

이 되거나 또는 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법

제28조 (겸직신고) 
민간조사업자는 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업

무에 종사하거나 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자

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

사원·상근임원 또는

제26조 (겸직신고)
민간조사업자는 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사

업을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

이 될 경우 법무부장

관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제27조 (겸직신고)
민간조사업자는 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사

업을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

이 될 경우 법무부장

관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제27조 (겸직신고)
민간조사업자는 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사

업을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

이 될 경우 법무부장

관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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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인의 업무집행사원·상
근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사용인이 될 경우 경

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 (등록증 등의

게시)
공인탐정은 등록증·보
수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그 사

무소의 보기 쉬운 곳

에 걸어두어야 한다.

제29조 (등록증 등의

게시)
민간조사업자는 등록

증·보수표 그 밖에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을 그 사무소 내에 게

시하여야 한다.

제27조 (등록증 등의

게시)
민간조사업자는 등록

증·사건부 그 밖에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을 그 사무소 내에 게

시하여야 한다.

제28조 (등록증 등의

게시)
민간조사업자는 등록

증·사건부 기타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그 사무소 내에 게시

하여야 한다.

제28조 (등록증 등의

게시)
민간조사업자는 등록

증·사건부,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그 사무소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 (공무집행방해

의 금지) 
민간조사업자는 경찰, 
검찰 등 공무원의 직

무 집행을 방해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19조 (업무범위초과

행위 및 등록증대여의

금지)
① 공인탐정은 그 업

무범위를 초과하여 업

무를 행할 수 없다.

제19조 (업무범위초과

행위 및 자격증대여의

금지)
① 민간조사업자는 그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제20조 (업무범위초과

행위 및 자격증대여의

금지)
① 민간조사업자는 그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제20조 (업무범위초과

행위 및 자격증대여의

금지)
① 민간조사업자는 그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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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② 공인탐정은 등록증

을 다른 사람에게 대

여하지 못한다.

② 민간조사업자는 등

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② 민간조사업자는 등

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② 민간조사업자는 등

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20조 (사건부·기명

날인)
① 공인탐정은 사건부

를 비치하고, 사건을

의뢰받은 때에는 사건

부에 의뢰받은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 의뢰

받은 연월일,  건명, 
보수액과 의뢰인의 주

소·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다.
② 공인탐정은 그 업

무에 관하여 의뢰받아

작성한 서류의 끝부분

이나 난밖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25조 (사건부의 작

성·보관) 
① 민간조사업자는 사

건의 의뢰에 관한 사

건부를 작성하고, 이

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사건부의 기재내

용·보관방법·보존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0조 (사건부의 작

성·보관)
① 민간조사업자는 사

건의 의뢰에 관한 사

건부를 작성하고, 이

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

른 사건부의 기재내

용·보관방법·보존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1조 (사건부의 작

성·보관) 
① 민간조사업자는 사

건의 의뢰에 관한 사

건부를 작성하고, 이

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사건부의 기재내

용·보관방법·보존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1조 (사건부의 작

성·보관)
① 민간조사업자는 사

건의 의뢰에 관한 사

건부를 작성하고, 이

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건

부의 기재내용·보관방

법·보존기간과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위임에 응할

의무 등)
제21조 (의뢰에 성실

히 응할 의무

제21조 (성실의무 등)
① 민간조사업자는 업

제22조 (성실의무 등) 
① 민간조사업자는 정

제22조 (성실의무 등) 
① 민간조사업자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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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① 공인탐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

한 의뢰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공인탐정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

며, 의뢰받은 탐정업

무가 위법, 부당한 때

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 공인탐정은 의뢰인

의 요청에 의하여 수

시 또는 업무완료시에

문서상으로 조사내용

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인탐정은 의뢰인

에게 허위사실을 알려

서는 아니 된다.
⑤ 공인탐정은 제3조
에서 규정한 업무를

하면서 폭행 또는 협

박을 가하거나 위계

등) 
① 민간조사업자는 업

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야 하며, 의뢰받은 민

간조사업무가 위법·부
당한 때에는 이를 거

부하여야 한다.
② 민간조사업자는 당

사자 일방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위하

여 조사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민간조사업자는 의

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 또는 업무완료시

에 문서상으로 조사내

용을 제출하여야 한

다.
④ 민간조사업자는 의

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야 하며, 의뢰받은 민

간조사업무가 위법·부
당한 때에는 이를 거

부하여야 한다.
② 민간조사업자는 당

사자 일방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위하

여 조사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민간조사업자는 의

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 또는 업무완료시

에 문서상으로 조사내

용을 제출하여야 한

다.
④ 민간조사업자는 의

뢰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당한 이유 없이 그 업

무에 관하여 의뢰인의

의뢰를 거부할 수 없

으며, 업무를 의뢰받

은 때에는 성실히 수

행하여야 한다.
② 민간조사업자는 당

사자 일방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위하

여 조사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민간조사업자는 의

뢰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 또는 업무

완료시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민간조사업자는 의

뢰인에게 허위사실을

당한 이유 없이 그 업

무에 관하여 의뢰인의

의뢰를 거부할 수 없

으며, 업무를 의뢰받

은 때에는 성실히 수

행하여야 한다.
② 민간조사업자는 당

사자 일방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위하

여 조사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민간조사업자는 의

뢰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 또는 업무

완료 시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민간조사업자는 의

뢰인에게 거짓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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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의 제공과 답변을 강

요하여서는 아니 된

다.

뢰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⑤ 민간조사업자는 제

3조에서 규정한 업무

를 하면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자료

의 제공과 답변을 강

요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⑤ 민간조사업자는 제

3조에서 규정한 업무

를 하면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자료

의 제공과 답변을 강

요하여서는 아니 된

다.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⑤ 민간조사업자는 제

3조에서 규정한 업무

를 수행하면서 조사대

상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조사

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

다.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⑤ 민간조사업자는 제

3조에서 규정한 업무

를 수행하면서 조사대

상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조사

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

다.

제22조 (신고의무) 
민간조사업자는 의뢰

받은 조사업무를 수행

중에 위법사항을 발견

한 때에는 이를 관할경

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 (부당한 사건

유치의 금

지)
공인탐정은 사건의 알

제23조 (부당한 사건유

치의 금지) 
민간조사업자는 사건

의 알선을 업으로 하

제23조 (부당한 사건유

치의 금지)
민간조사업자는 사건

의 알선을 업으로 하

제24조 (부당한 사건유

치의 금지)
민간조사업자는 사건

의 알선을 업으로 하

제24조 (부당한 사건유

치의 금지)
민간조사업자는 사건

의 알선을 업으로 하



- 120 -

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선을 업으로 하는 자

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

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

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자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

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업무범위초과

행위 및 등록증대여의

금지)
① 민간조사업자는 그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행할 수 없다.
② 민간조사업자는 등

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28조 (비밀누설금

지)
① 공인탐정이거나 공

인탐정이었던 자는 정

당한 이유 없이 업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

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제30조 (비밀누설금

지) 
① 민간조사원이거나

민간조사원이었던 자

는 업무상 알게 된 비

밀을 정당한 이유 없

이 누설하거나 다른

제28조 (비밀누설금

지)
① 민간조사업자이거

나 민간조사업자이었

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

제29조 (비밀누설금

지) 
① 민간조사업자이거

나 민간조사업자이었

던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

제29조 (비밀누설금

지) 
① 민간조사업자이거

나 민간조사업자이었

던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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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제22조 (업무보조원)
① 공인탐정은 그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

제18조 (업무보조원) 
① 민간조사업자는 그

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22조 (사무원)
① 민간조사업자는 그

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23조 (사무원) 
① 민간조사업자는 그

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23조 (사무원) 
① 민간조사업자는 그

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공인탐정의 보조원

이거나 보조원이었던

자도 제1항과 같다.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

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민간조사원의 보조

원이거나 보조원이었

던 자도 제1항과 같

다.

른 사람의 이용에 제

공하는 등 부당한 목

적을 위하여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민간조사업자의 사

무원이거나 사무원이

었던 자도 제1항과 같

다.

른 사람의 이용에 제

공하는 등 부당한 목

적을 위하여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뢰인의 동의가 있거

나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민간조사업자의 사

무원이거나 사무원이

었던 자도 제1항과 같

다.

른 사람의 이용에 제

공하는 등 부당한 목

적을 위하여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뢰인의 동의가 있거

나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민간조사업자의 사

무원이거나 사무원이

었던 자도 제1항과 같

다. 

6. 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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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하는 연수교육을 받은

자를 업무보조원(이하

“보조원”이라 한다)으
로 둘 수 있다.
② 보조원의 결격사유

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인탐정은 그 업

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보조원을 지

도·감독할 책임이 있

다.
④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공인탐정의 행위로 본

다.
⑤ 공인탐정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조

원이 아닌 자로 하여

금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은 자를 업무보조원

(이하 “보조원” 이라

한다)으로 둘 수 있

다.
② 보조원의 결격사유

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민간조사업자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보조원을 지

도·감독할 책임이 있

다.
④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민간조사업자의 행위

로 본다.
⑤ 민간조사업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

조원이 아닌 자로 하

여금 업무를 보조하게

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은 자를 사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사무원의 결격사유

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민간조사업자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

에 따른 사무원을 지

도·감독할 책임이 있

다.
④ 사무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민간조사업자의 행위

로 본다. 
⑤ 민간조사업자는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사

무원이 아닌 자로 하

여금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

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은 자를 사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사무원의 결격사유

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민간조사업자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사무원을 지

도·감독할 책임이 있

다.
④ 사무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민간조사업자의 행위

로 본다.
⑤ 민간조사업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

무원이 아닌 자로 하

여금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

으로 정하는 연수교육

을 받은 자를 사무원

으로 둘 수 있다.
② 사무원의 결격사유

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③ 민간조사업자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④ 사무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민간조사업자의 행위

로 본다.
⑤ 민간조사업자는 제

1항에 따른 사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업

무를 보조하게 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사무

원의 수, 자격,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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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⑥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보조원의 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보조원의 수·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른 사무원의 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한 사무원의 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제29조 (교육)
경찰청장은 공인탐정

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교육

을 실시한다.

제31조 (교육) 
① 경찰청장은 민간조

사원의 자질 및 직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다.
② 민간조사원은 제1
항에 의한 교육을 대

제29조 (교육)
법무부장관은 민간조

사원의 자격 및 직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다.

제18조의5 (교육)
민간조사업자는 민간

조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조사관으로 하여금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교육을 받도

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교육)
법무부장관은 민간조

사원의 자격 및 직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다.

제30조 (교육)
법무부장관은 민간조

사원의 자격 및 직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교육을 실시한다.

 7. 교육



- 124 -

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신하여 경찰청장이 지

정한 전문교육기관에

서 개설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제30조 (감독)
① 공인탐정은 경찰청

장의 감독을 받는다.
② 경찰청장은 공인탐

정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

반하였는지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

한 사항을 보고하게

제32조 (감독)
① 민간조사업자는 경

찰청장의 감독을 받는

다.
② 경찰청장은 민간조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그 업무에

제30조 (감독)
① 민간조사업자는 법

무부장관의 감독을 받

는다. 
② 법무부장관은 민간

조사업자가 이 법 또

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

제24조 (감독)
① 경찰청장 또는 지

방경찰청장은 경비업

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
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

제31조 (감독)
① 민간조사업자는 법

무부장관의 감독을 받

는다.
② 법무부장관은 민간

조사업자가 이 법 또

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

제31조 (감독)
① 민간조사업자는 법

무부장관의 감독을 받

는다.
② 법무부장관은 민간

조사업자가 이 법 또

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

 

 8.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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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

부·서류 등을 검사하

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

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

야 한다.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

을 할 수 있으며, 소

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

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

야 한다.
④ 감독시기, 감독통

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에 관한 사항을 보

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그 사무소에 출입

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출입·검사 등을 하

는 공무원은 그 권한

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게 내보여야 한다.

속 경찰공무원으로 하

여금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

무소 및 출장소와 경

비원배치장소에 출입

하여 근무상황 및 교

육훈련상황 등을 감독

하며 보고·자료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

을 하도록 하거나 장

부·서류 등을 검사하

고 질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를 관계인에게 내보여

야 한다.
④ 경찰청장 또는 지

방경찰청장의 경비업

자 및 경비지도사의

감독에 관하여 그 밖

무에 관한 사항을 보

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

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금 그 사무소에 출입

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

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

야 한다.

무에 관한 사항을 보

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

요한 명령을 할 수 있

으며,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그 사무소

에 출입하여 장부·서
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

입·검사 등을 하는 공

무원은 그 권한을 표

시하는 증표를 관계인

에게 제시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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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의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제31조 (공인탐정합동

법인의 설립)
공인탐정으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

적·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탐정합동

법인(이하“ 합동법인”
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33조 (민간조사합동

법인의 설립)
민간조사업으로 등록

된 자는 그 업무를 조

직적·전문적으로 행하

고 그 공신력을 높이

기 위하여 민간조사합

동법인(이하 “합동법

인”이라 한다)을 설립

할 수 있다.

제31조 (민간조사업합

동법인의 설

립)
민간조사업자로 등록

된 자는 그 업무를 조

직적·전문적으로 행하

고 그 공신력을 높이

기 위하여 민간조사업

합동법인(이하 “합동

법인”이라 한다)을 설

립할 수 있다.

제3조 (법인)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

면 이를 영위할 수 없

다.
제4조 (경비업의 허

가)
① 경비업을 영위하고

자 하는 법인은 도급

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

방경찰청장의 허가를

제32조 (민간조사법인

의 설립)
민간조사업자로 등록

된 자는 그 업무를 조

직적·전문적으로 행하

고 그 공신력을 높이

기 위하여 민간조사법

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32조 (민간조사법인

의 설립)
민간조사업자로 등록

된 자는 그 업무를 조

직적·전문적으로 행하

고 그 공신력을 높이

기 위하여 민간조사법

인을 설립할 수 있다.

 9. 민간조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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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받아야 한다. 도급받

아 행하고자 하는 경

비업무를 변경하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허가를 받고자 하

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자본금·시
설 및 장비를 갖추어

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는 지방경

찰청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

경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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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3. 법인의 주사무소

나 출장소를 신

설·이전 또는 폐

지한 때

 4.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

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5.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

한 때

 6. 그 밖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중요사

항을 변경한 때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

는 신고의 절차, 신고

의 기한 등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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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제5조 (임원의 결격사

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

인(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수경

비업무를 수행하는 법

인을 말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는 허가취소사유에 해

당하는 경비업무와 동

종의 경비업무를 수행

하는 법인을 말한다)
의 임원이 될 수 없

다.
1. 금치산자 또는 한

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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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선고를 받고 그 형

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통

령 등의 경호에 관

한 법률」에 위반

하여 벌금형의 선

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또는 이 법

에 의한 명령에 위

반하여 허가가 취

소된 법인의 허가

취소 당시의 임원

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제6조 (허가의 유효기

간 등)
① 제4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경비업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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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가의 유효기간은 허가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의2 (수수료)
이 법에 따른 경비업

의 허가를 받거나 허

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

수료를 납부하여야 한

다.
제32조 (설립절차)
합동법인을 설립하고

자 할 때에는 구성원

제34조 (설립절차)
합동법인을 설립하고

자 할 때에는 구성원

제32조 (설립절차)
합동법인을 설립하고

자 할 때에는 구성원

제33조 (설립절차)
민간조사법인을 설립

하고자 할 때에는 구

제33조 (설립절차)
민간조사법인을 설립

하고자 할 때에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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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이 될 공인탐정이 정

관을 작성하여 경찰청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

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될 민간조사업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

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

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될 민간조사업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법무

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 한다. 정관을 변경

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

성원이 될 민간조사업

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

성원이 될 민간조사업

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
제33조 (구성원 등)
① 합동법인은 5인 이

상의 공인탐정으로 구

성한다.
② 합동법인은 구성원

이 아닌 소속 공인탐

정을 둘 수 있다.
③ 합동법인이 구성원

이 아닌 소속 공인탐

정을 둔 때에는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이

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때에

도 또한 같다.
④ 합동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

제35조 (구성원 등)
① 합동법인은 5인 이

상의 민간조사원으로

구성한다.
② 합동법인은 구성원

이 아닌 소속 민간조

사원을 둘 수 있다.
③ 합동법인이 구성원

이 아닌 소속 민간조

사원을 둔 때에도 지

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

다. 그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합동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

제33조 (구성원 등)
① 합동법인은 5인 이

상의 민간조사원으로

구성한다.
② 합동법인은 구성원

이 아닌 소속 민간조

사원을 둘 수 있다.

제34조 (구성원 등)
① 민간조사법인은 5
인 이상의 민간조사원

으로 구성한다.
② 민간조사법인은 구

성원이 아닌 소속 민

간조사원을 둘 수 있

다.

제34조 (구성원 등)
① 민간조사법인은 5
인 이상의 민간조사원

으로 구성한다.
② 민간조사법인은 구

성원이 아닌 소속 민

간조사원을 둘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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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속 공인탐정은 등록취

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휴업 또

는 업무정지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속 민간조사원은 등록

취소 후 3년이 경과되

지 아니하였거나 휴업

또는 업무정지중인 자

가 아니어야 한다.
제34조 (정관기재사

항)
합동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

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

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 회의에 관

한 사항

5. 법인의 대표에 관

한 사항

제36조 (정관기재사

항)
합동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

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

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 회의에 관

한 사항

5. 법인의 대표에 관

한 사항

제34조 (정관기재사

항)
합동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

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

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회의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대표에 관

한 사항

제35조 (정관기재사

항)
민간조사법인의 정관

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기재하여야 한

다.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

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

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회의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대표에 관

제35조 (정관기재사

항)
민간조사법인의 정관

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기재하여야 한

다.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

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

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회의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대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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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6. 자산 및 회계에 관

한 사항

7. 존립기간 또는 해

산사유를 정한 때

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 기타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

한 사항

7. 존립기간 또는 해

산사유를 정한 때

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 그 밖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

한 사항

7. 존립기간 또는 해

산사유를 정한 때

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

한 사항

7. 존립기간 또는 해

산사유를 정한 때

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 기타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항

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

한 사항

7. 존립기간 또는 해

산사유를 정한 때

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제35조 (명칭 등)
① 합동법인은 그 명

칭 중에 합동법인이라

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합동법인이 아닌

자는 합동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7조 (명칭 등)
① 합동법인은 그 명

칭 중에 합동법인이라

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합동법인이 아닌

자는 합동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5조 (명칭 등)
① 합동법인은 그 명

칭 중에 합동법인이라

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합동법인이 아닌

자는 합동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6조 (명칭 등)
① 민간조사법인은 그

명칭 중에 민간조사법

인이라는 문자를 사용

하여야 한다.
② 민간조사법인이 아

닌 자는 민간조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하지 못한

다.

제36조 (명칭 등)
① 민간조사법인은 그

명칭 중에 민간조사법

인이라는 문자를 사용

하여야 한다.
② 민간조사법인이 아

닌 자는 민간조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하지 못한

다.
제36조 (설립등기)
① 합동법인의 설립인

가가 있는 때에는 2주

제38조 (설립등기)
① 합동법인의 설립인

가가 있는 때에는 2주

제36조 (설립등기)
① 합동법인의 설립인

가가 있는 때에는 2주

제37조 (설립등기)
① 민간조사법인의 설

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제37조(설립등기)
① 민간조사법인의 설

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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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

여야 한다. 등기사항

의 변경이 있는 때에

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설립등기사항은 다

음과 같다.
 1. 목적·명칭·주사무

소 및 분 사무소

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
민등록번호 및 주

소

 3.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가 액 및 이

행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

한 사항 및 법인

을 대표할 구성

원의 성명과 주

소

 5. 존립기간 또는 해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

지에서 설립등기를 하

여야 한다. 등기사항

의 변경이 있는 때에

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설립등기사항은 다

음과 같다.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

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
민등록번호 및 주

소

 3.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

행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

한 사항 및 법인

을 대표할 구성

원의 성명과 주

소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

여야 한다. 등기사항

의 변경이 있는 때에

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

른 설립등기사항은 다

음과 같다.
 1. 목적·명칭·주사무

소 및 분사무소

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
민등록번호 및 주

소

 3.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

행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

한 사항 및 법인

을 대표할 구성

원의 성명과 주

소

 5. 존립기간 또는 해

2주 이내에 설립등기

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설립등기사항은 다

음과 같다.
 1. 목적·명칭·주사무

소 및 분사무소

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
민등록번호 및 주

소

 3.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

행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

한 사항 및 법인

을 대표할 구성

원의 성명과 주

소

 5. 존립기간 또는 해

2주 이내에 설립등기

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

다.
 1. 목적·명칭·주사무

소 및 분사무소

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
민등록번호 및 주

소

 3.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

행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

한 사항 및 법인

을 대표할 구성

원의 성명과 주

소

 5. 존립기간 또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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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산사유를 정한 때

에는 그 기간 또

는 사유

 6. 설립인가의 연월

일

③ 합동법인은 그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존립기간 또는 해

산사유를 정한 때

에는 그 기간 또

는 사유

 6. 설립인가의 연월

일

③ 합동법인은 그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산사유를 정한 때

에는 그 기간 또

는 사유

 6. 설립인가의 연월

일

③ 합동법인은 그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산사유를 정한 때

에는 그 기간 또

는 사유

 6. 설립인가의 연월

일

③ 민간조사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서 성립한다.

산사유를 정한 때

에는 그 기간 또

는 사유

 6. 설립인가의 연월

일

③ 민간조사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서 성립한다.

제37조 (등록)
합동법인의 대표는 법

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경찰청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

다.

제39조 (등록)
합동법인의 대표는 법

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15일 이내에 경찰

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7조 (등록)
합동법인의 대표는 법

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8조 (등록)
민간조사법인의 대표

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법무

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8조 (등록)
민간조사법인의 대표

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법무

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8조 (분사무소)
합동법인은 분사무소

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합동법인의 분사무소

임을 표시하여야 한

제40조 (분사무소)
합동법인은 분사무소

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합동법인의 분사무소

임을 표시하여야 한

제38조 (분사무소)
합동법인은 분사무소

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합동법인의 분사무소

임을 표시하여야 한

제39조 (분사무소)
민간조사법인은 분사

무소를 설치할 수 있

다. 이 경우 분사무소

에는 민간조사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

제39조 (분사무소)
민간조사법인은 분사

무소를 설치할 수 있

다. 이 경우 분사무소

에는 민간조사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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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다. 다. 다. 여야 한다. 여야 한다.
제39조 (업무집행방

법)
① 합동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행하며

구성원 중에서 그 업

무를 담당할 공인탐정

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담당 공인탐정은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 법인을 대

표한다.
③ 합동법인이 그 업

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에는 법인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공인탐

정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41조 (업무집행방

법)
① 합동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행하며

구성원 중에서 그 업

무를 담당할 민간조사

원을 지정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담당 민간조사원은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 법인을 대

표한다. 
③ 합동법인이 그 업

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민간조

사원이 기명날인 하여

야 한다.

제39조 (업무집행방

법)
① 합동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행하며

구성원 중에서 그 업

무를 담당할 민간조사

원을 지정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

른 담당 민간조사원은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 법인을 대

표한다.
③ 합동법인이 그 업

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에는 법인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민간조

사원이 기명날인하여

야 한다.

제40조 (업무집행방

법)
① 민간조사법인은 법

인 명의로 업무를 행

하며 구성원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민

간조사원을 지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담당 민간조사원은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 법인을 대

표한다.
③ 민간조사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

는 서면에는 법인 명

의를 표시하고 담당

민간조사원이 기명날

인하여야 한다.

제40조 (업무집행방

법)
① 민간조사법인은 법

인 명의로 업무를 행

하며 구성원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민

간조사원을 지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

민간조사원은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 법인을 대표한다.
③ 민간조사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

는 서면에는 법인 명

의를 표시하고 담당

민간조사원이 기명날

인하여야 한다.

제40조 (구성원의 가

입과 탈퇴)
제42조 (구성원의 가입

과 탈퇴)
제40조 (구성원의 가

입과 탈퇴)
제41조 (구성원의 가

입과 탈퇴)
제41조 (구성원의 가

입과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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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① 합동법인에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함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유가 있는 때에는 당

연 탈퇴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

소된 경우

2. 제47조 제2항 제1
호의 규정 에 의하

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정관에 정한 사유

가 발생한 경우

① 합동법인에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하는 경

우 구성원 전원의 동

의가 있어야 한다. 
②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연 탈퇴된

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

소된 경우

 2. 제49조 제2항 제1
호의 규정에 의하

여 자격정지 처분

을 받은 경우

 3. 정관에 정한 사유

가 발생한 경우

① 합동법인에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한 경우

구성원 3분의 2 이상

의 동의가 있어야 한

다.
②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연 탈퇴된

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된 경우

 2. 제48조 제2항 제2
호의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정관에 정한 사유

가 발생한 경우

① 민간조사법인에 새

로운 구성원이 가입한

경우 구성원 2/3의 동

의가 있어야 한다.
②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연 탈퇴된

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

소된 경우

 2.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조사

원 자격취소나 자

격정지의 징계처분

을 받은 경우

 3. 정관에 정한 사유

가 발생한 경우

① 민간조사법인에 새

로운 구성원이 가입한

경우 구성원 3분의 2
의 동의가 있어야 한

다.
②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연 탈퇴된

다.
 1. 제12조에 따라 등

록이 취소된 경우

 2. 제49조에 따라 민

간조사원 자격취

소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정관에 정한 사유

가 발생한 경우

제41조 (설립인가의 제43조 (설립인가의 제41조 (설립인가의 제19조 (경비업 허가 제42조 (설립인가의 제42조 (설립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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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취소)
경찰청장은 합동법인

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

원의 요건에 미달

한 날부터 3월 이

내에 구성원을 보

충하지 아니한 경

우

 2. 법령을 위반함으

로써 그 설립목적

을 달성할 수 없

는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

취소)
경찰청장은 합동법인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그 설립인가를 취

소할 수 있다.
1. 제35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구성원

의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구성원을 보충

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

에 의한 명령을 위

반하여 그 설립목

적을 달성할 수 없

는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

취소)
법무부장관은 합동법

인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33조 제1항의 규

정에 따른 구성원

의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구성원을 보충

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

에 의한 법령을 위

반함으로써 그 설

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

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은 경비업

자가 제1호 부터 제6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제7
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

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7조 제5항의 규

정에 위반하여 허

가받은 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 및

민간조사관을 종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민간

조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는 그 설

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

원의 요건에 미달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

시행령을 위반하

여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민간

조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는 그 설

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34조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

건에 미달한 날부

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

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

시행령을 위반하

여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취소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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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사하게 한 때

 3. 제7조 제8항의 규

정에 위반하여 경

비업 및 경비관련

업외의 영업을 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

터 1년 이내에 경

비업무 도급실적

이 없거나 계속하

여 1년 이상 휴업

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

료일의 다음 날부

터 1년 이내에 경

비업무 도급실적

이 없을 때

 6.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

업을 한 때

의 규정에 의한 설립

인가취소에 이를 준용

한다.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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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7. 제4조 제1항·제4
조 제3항·제7조
(제5항 및 제8항
을 제외한다)·제
7조의2 ·제10조

제3항·제12조 제

1항·제13조·제15
조의2·제18조 제

2항 및 제18조
의5의 규정을 위

반한 때

 8. 제24조에 따른 감

독명령을 위반한

때

 9.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또

는 공제를 유지할

수 없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처분의 기준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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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령으로 정한다.
③ 허가관청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

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업무 중 허가취소 또

는 영업정지사유에 해

당되는 업무에 한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취소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해산)
① 합동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해

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

제44조 (해산)
① 합동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

제42조 (해산)
① 합동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

제43조 (해산)
① 민간조사법인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

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

제43조 (해산)
① 민간조사법인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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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합동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이

를 신고하여야 한다.

    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합동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이

를 신고하여야 한다.

    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합동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

다.

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민간조사법인이 해

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민간조사법인이 해

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 (합병)
합동법인은 구성원 전

원의 동의가 있는 때

에는 다른 합동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제45조 (합병)
합동법인은 구성원 전

원의 동의가 있는 때

에는 다른 합동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제43조 (합병)
합동법인은 구성원 3
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다른 합

동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제44조 (합병)
민간조사법인은 구성

원 2/3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다른 민간조사

법인과 합병할 수 있

다.

제44조 (합병)
민간조사법인은 구성

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다른 민

간조사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제44조 (준용규정)
① 이 법 중 공인탐정

에 관한 규정은 그 성

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합동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합동법인에 관하여

제46조 (준용규정)
① 이 법 중 민간조사

업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

는 한 합동법인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합동법인에 관하여

제44조 (준용규정)
① 이 법 중 민간조사

업자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

니하는 한 합동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다.

제45조 (준용규정)
① 이 법 중 민간조사

업자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

니하는 한 민간조사법

인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

제45조 (준용규정)
① 이 법 중 민간조사

업자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

니하는 한 민간조사법

인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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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이 법에 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상법 중 합

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에 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상법 중 합

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합동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② 민간조사법인에 관

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민간조사법인에 관

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을 제외하고는 「상

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제45조 (공인탐정협회

의 설립 등)
① 공인탐정은 그 자

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을 위하여 공인탐정협

회(이하“협회”라 한다)
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인탐정·합동사무

제47조 (민간조사협회

의 설립 등)
① 민간조사원은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

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민간조

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

다.

제45조 (민간조사업협회

의 설립 등)
① 민간조사업자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

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민

간조사업협회 ( 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

할 수 있다.

제22조 (경비협회)
① 경비업자는 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

의 자질향상 및 교육

훈련 등을 위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

할 수 있다.
② 경비협회는 법인으

제46조 (민간조사협회

의 설립 등)
① 민간조사원은 그

자질향상 및 품위 유

지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민

간조사협회(이하 “협
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46조 (민간조사협회

의 설립 등)
① 민간조사원은 그

자질향상 및 품위 유

지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민

간조사협회(이하 “협
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0. 민간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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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소 또는 합동법인은

협회에 가입할 수 있

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을 정하여 경찰청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협회의 회칙·임원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민법 중 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을 정하여 경찰청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협회의 회칙·임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민법 중 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회원 1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 그 주된 사무

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한다.
④ 협회의 회칙·임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

법」 중 사단법인

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

로 한다.
③ 경비협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무의 연구

 2. 경비원 교육·훈련

및 그 연구

 3. 경비원의 후생·복
지에 관한 사항

 4.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비업무

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

④ 경비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것을 제외하

고는 「민법」 중 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회칙을 정

하여 법무부장관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회
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협회의 설립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민법 중 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협회는 법무부장관

의 감독을 받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회칙을 정

하여 법무부장관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회
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협회의 설립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⑥ 협회는 법무부장관

의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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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제48조 (공제사업)
① 협회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조사

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

에는 공제사업의 범

위·공제계약의 내용·공
제금·공제료 및 공제

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야 한다.

제46조 (공제사업)
① 협회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조사

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의 규

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야 한다.

제23조 (공제사업)
① 경비협회는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경비

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경비협회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

에는 공제사업의 범

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및 공

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

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야 한다.

제47조 (공제사업)
① 협회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조사

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

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7조 (공제사업)
① 협회는 제26조에

따른 민간조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

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

을 제정하여 법무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

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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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제46조 (공인탐정징계

위원회)
① 공인탐정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

여 경찰청에 공인탐정

징계위원회(이하 “징
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49조 (민간조사원징

계위원회)
① 민간조사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기 위

하여 경찰청에 민간조

사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

성·운영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47조 (민간조사원징

계위원회)
① 민간조사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

여 법무부에 민간조사

원징계위원회 ( 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민간조사원

징계위원회)
① 민간조사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

여 법무부에 민간조사

원징계위원회 ( 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다만, 징계위원

회에는 경찰청장이 추

천하는 자를 1인 이상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48조 (민간조사원

징계위원회)
① 민간조사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

여 법무부에 민간조사

원징계위원회 ( 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징계위

원회에는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자를 1인 이

상 위원으로 참여시켜

야 한다.
제47조 (징계)
① 경찰청장은 공인탐

정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 (징계)
① 경찰청장은 민간조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48조 (징계)
① 법무부장관은 민간

조사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49조 (징계)
① 법무부장관은 민간

조사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49조 (징계)
① 법무부장관은 민간

조사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

 11.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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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징계처분을 행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

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공인탐정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

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공인탐정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이상 2년 이

하의 업무정지

 2. 견책

③ 협회는 공인탐정이

제1항 각 호의 1의 징

계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 증

거서류를 첨부하여 경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의 의결에 의하여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징

계처분을 행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

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민간조사원으로서

의 품위를 손상하

는 행위를 한 경

우

② 민간조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이상 2년 이

하의 자격정지

 2. 견책

③ 협회는 민간조사원

이 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 증거서류를

하는 경우에는 징계위

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행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

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민간조사원으로서

의 품위를 손상하

는 행위를 한 경

우

② 민간조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취소

 2. 1월 이상 2년 이

하의 자격정지

 3.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

 4. 견책

③ 협회는 민간조사원

이 제1항 각 호의 어

하는 경우에는 징계위

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행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

시행령을 위반한

경우

 2. 민간조사원으로서

의 품위를 손상하

는 행위를 한 경

우

② 민간조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취소

 2. 1월 이상 2년 이

하의 자격정지

 3.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

③ 협회는 민간조사원

이 제1항 각 호 어느

하는 경우에는 징계위

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징계처

분을 행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

시행령을 위반한

경우

 2. 민간조사원으로서

의 품위를 손상하

는 행위를 한 경

우

② 민간조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취소

 2.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3.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

③ 협회는 민간조사원

이 제1항 각 호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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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제50조 (등록증의 대 제53조(벌칙) 제50조 (벌칙) 제28조 (벌칙) 제50조(벌칙) 제50조(벌칙)

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찰청장에게 당해 공인

탐정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징계는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3
년이 과한 때에는 이

를 할 수 없다.

첨부하여 경찰청장에

게 당해 민간조사업자

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징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

다.

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민간조사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

른 징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

다.

하나에 징계사유가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 증거서류를 첨

부하여 법무부장관에

게 당해 민간조사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

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징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

다.

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민간조사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징계

는 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12.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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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여)
제19조 제2항의 규정

에 위반하여 공인탐정

의 등록증을 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인

탐정의 등록증을 대여

받은 자도 또한 같다.

제51조 (공인탐정이

아닌 자의 행

위)
공인탐정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위

반하여 공인탐정업

을 하거나 공인탐

제20조의 규정을 위반

하여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5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민간

조사원자격증을 교

부받은 자

2. 제24조 제2항의 규

정을 위반하여 민

간조사업의 등록증

을 대여한 자 및

대여받은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을 위

반하여 민간조사업

을 하거나 민간조

사원,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의 사용이나 경찰

과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수집·조사한 자

3. 제19조 제2항의 규

정을 위반하여 민

간조사업자의 등록

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4. 제21조 제5항의 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4조 제1항에 따

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

을 영위한 자

 2. 제7조 제4항의 규

정에 위반하여 직

무상 알게 된 비

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

하여 사용한 자

 3의2. 제7조의2 제1
항을 위반하

여 의뢰인에

게 허위사실

을 제공한 자

 3의3. 제7조의2 제7
항을 위반하

① 제19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안보 또는 기밀에 관

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한 민간조사업자

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제4조 제1항의 규

정을 위반하여 민

간조사원이 아닌

자가 민간조사업

을 한 경우

 2. 제22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① 제19조 제1호를

위반하여 국가 안보

또는 기밀에 관한 정

보를 수집하거나 조사

한 민간조사업자는 3
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4조 제1항을 위

반하여 민간조사

원이 아닌 자가

민간조사업을 한

경우

 2. 제22조 제5항을

위반하여 조사대

상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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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정 또는 이와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 이익을 얻을 목적

으로 문서·도화·시
설물 등에 공인탐

정의 업무를 취급

하는 뜻의 표시 또

는 기재를 한 경우

제5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탐

정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를

제55조 (벌칙)
민간조사원이 아닌 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을 위

반하여 민간조사업

을 하거나 민간조

사원,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한 경우

2. 제14조 제2항의 규

정을 위반하여 민

간조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5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정을 위반하여 조

사대상자에게 폭

행·협박을 가하거

나 위계 또는 위력

을 사용하는 자

5. 거짓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민간

조사원자격증을 교

부받은 자

제5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19조 제1항의 규

정을 위반하여 업

무범위를 초과한

자

2. 제21조 제4항의 규

정을 위반하여 의

여 허가증을

양도 · 대여한

자 및 이를

양수·대여받은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의3에 따

른 민간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자

 8. 민간조사관 자격

을 취득하지 아니

하고 제2조 제1
호 바목의 행위를

대가를 받고 한

자

 9. 제18조의4 제3항
을 위반하여 민간

조사관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및 이를 양수·대

가하거나 위계 또

는 위력을 사용하

거나 조사자료의

제공 또는 답변을

강요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

지 아니하고 민

간조사업을 영위

한 자

 2. 제19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

구개발 정보를 수

집하거나 조사한

하거나 위계 또

는 위력을 사용

하거나 조사자료

의 제공 또는 답

변을 강요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

고 민간조사업을

영위한 자

 2. 제19조 제2호를

위반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

발 정보를 수집

하거나 조사한

자

 3. 제19조 제3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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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수집·조사한 자

3. 제19조 제1항의 규

정에 위반하여 업

무범위를 초과한

자

4.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

반한 자

5. 제22조 제5항의 규

정에 위반하여 보

조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업무를 보

조하게 한 자

6.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47조 제2항 제1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영위한 자

제5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

나에 해당하는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18조 제5항의 규

정을 위반하여 보

조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업무를 보

조하게 한 자

2.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수집·조사한 자

3. 제21조 제4항의 규

정을 위반하여 의

뢰인에게 허위사실

을 제공한 자

4. 제24조 제1항의 규

정을 위반하여 업

무범위를 초과한

자

5.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뢰인에게 허위사실

을 알리는 자

3. 제22조 제5항의 규

정을 위반하여 사

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업무를 보

조하게 한 자

4.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

설한 자

5. 제48조 제2항 제2
호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 중

에 업무를 영위한

자

제5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여받은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 제2항을 위

반하여 위법·부당

한 업무의뢰를 거

부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

의 민간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

인을 설립하거나

그러한 법인에 소속

된 자

 3. 제7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으

로부터 동일한 사건

자

 3. 제19조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의 정치적 사

상, 종교적 신념

기타 민간조사원

의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

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한 자

 4.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범

위를 초과하여 업

무를 수행하거나

민간조사업자의

등록증을 대여하

거나 대여받은 자

 5. 허위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민

간조사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6. 제22조 제4항의

위반하여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

교적 신념, 그 밖

에 민간조사원의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

나 조사한 자

 4. 제20조를 위반하

여 업무범위를 초

과하여 업무를 수

행하거나 민간조

사업자의 등록증

을 대여하거나 대

여받은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조사원자격

증을 교부받은

자

 6. 제22조 제4항을

위반하여 의뢰인



- 153 -

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4조 제2항의 규

정에 위반한 자

2. 제17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수수료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제

17조 제2항의 규

정에 위반하여 수

수료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

3.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

반한 자

5.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6. 제50조 제2항 제1
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영위한 자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17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

나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수

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

2. 제21조 제1항의 규

정을 위반하여 위법·

에 처한다.
1. 제17조 제2항의 규

정을 위반하여 수

수료 외의 명목으

로 금품을 받거나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

료 기준 및 성공보

수를 초과하여 보

수를 받은 자

2.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건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 제2항의 규

정을 위반하여 동

일 사건의 쌍방당

사자들로부터 이중

으로 사건을 의뢰

받고 조사한 자

4.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을 수임한 자

 4. 제7조의2 제4항에

따른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수 외

의 명목으로 금품

을 받거나 요구한

자

규정을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자

 7.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

공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명목

으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

거나 제18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기준 및

에게 거짓 사실

을 알린 자

 7. 제29조를 위반하

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

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명목으로

금품 또는 재산

상 이익을 받거

나 제18조 제3항
에 따른 수수료

기준 및 성공보

수를 초과하여 보

수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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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부당한 업무의뢰를 거

부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 제2항의 규

정을 위반하여 동일

사건의 쌍방당사자들

로부터 이중으로 사건

을 의뢰받고 조사한

자

4.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

으로 사건을 유치한

자

5.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건부를 작

성하지 아니하거나 보

관하지 아니한 자

유치한 자 성공보수를 초과

하여 보수를 받은

자

 2.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원이 아닌 자

로 하여금 업무를

보조하게 한 자

 3.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한 자

⑤ 제1항, 제2항 제2
호·제3호, 또는 제3항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

과할 수 있다. 

 2. 제23조 제5항을

위반하여 사무원

이 아닌 자로 하

여금 업무를 보

조하게 한 자

 3. 제24조를 위반하

여 부당한 방법으

로 사건을 유치한

자

⑤ 제1항, 제2항 제2
호·제3호 또는 제3항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

과할 수 있다. 

제5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

인·사용인 기타 종업

제5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

인·사용인 그 밖의 종

제5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

인·사용인 그 밖의 종

제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

제5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

인, 사용인 그 밖의

제5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

인, 사용인,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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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그 법인 또는 개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제52조 또는

제53조 중의 위반행위

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

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내지 제54조
및 제56조 내지 제57
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

을 과한다.

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내지 제52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

에는 그 행위자를 벌

하는 외에 그 법인 또

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원이 그 법인 또는 개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

하는 외에 그 법인 또

는 개인에게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

다. 다만, 그 위반 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

을 때에는 그 법인 또

는 개인은 벌하지 아

니한다.

종업원이 그 법인 또

는 개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50조의 위반행

위를 하면 그 행위자

를 벌하는 외에 그 법

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

는 개인이 그 위반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종업원이 그 법인 또

는 개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50조의 위반행

위를 하면 그 행위자

를 벌하는 외에 그 법

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

는 개인이 그 위반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55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업신

제5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에 처한

다. 
 1. 제15조 제1항의

제5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에 처한

다.
 1. 제15조 규정을 위

제3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

업자 또는 시설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한다.
 1. 제4조 제3항 또는

제5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에 처한

다.
 1. 제4조 제2항, 제

제5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 제2항, 제

15조 제2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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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고를 하지 아니

한 자

 2. 제16조 전단의 규

정에 위반하여 휴

업신고를 하지 아

니한 자

 3.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에 위반하거나 검

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규정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 제1항 전

단의 규정을 위반

하여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뢰인의 요청에

조사내용을 제출

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뢰인

을 확인하여 사

건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5.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겸직신

고를 하지 아니

한 자

 6. 제29조의 규정을

반하여 폐업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뢰인 요청에 조

사내용을 제출하

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뢰인

을 확인하여 사

건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겸직을

한 자

 6.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

니한 자

 3. 제7조의2 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의뢰사항의 세부

내역 및 용역서비

스의 내용을 기재

한 서면을 교부하

지 아니하거나 수

임부를 작성 및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의2 제6항을

위반하여 서면으

로 조사내용을 제

출하지 아니한 자

 5. 제7조의2 제8항을

위반하여 허가증

등을 게시하지 아

니한 자

15조 제2항 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

한 자

 2.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합동사무소의 명

칭에 “민간조사사

무소” 또는 “합동

사무소”라는 명칭

을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분사무소

에 합동사무소의

명칭과 분사무소

임을 표시하지 아

니한 자

 3.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업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의 규정을

제3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명

칭을 사용한 자

 2.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합동사

무소의 명칭에

“민간조사사무소” 
또는 “합동사무

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

거나, 분사무소에

합동사무소의 명

칭과 분사무소임

을 표시하지 아

니한 자

 3. 제16조를 위반하

여 폐업신고를 하

지 아니한 자

 4. 제17조를 위반하

여 휴업신고를 하

지 아니한 자

 5. 제21조를 위반하



- 157 -

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②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과태료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경찰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경찰청장의 과태

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이의를 제기한 때

에는 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

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위반하여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7.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에 위반하거나 검

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

간조사원을 두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과태료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경찰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에 위반하거나 검

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

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

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법무부장관이 부

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

른 과태료 처분에 불

복이 있는 자는 그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법

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법무부장관의 과태

 10. 제18조의5를 위

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

한 자

 11.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

나 검사 또는 질

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

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과태료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징
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과태료처분에 불복

위반하여 휴업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건부

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의 의뢰를

거부하거나, 같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조

사하거나 또는 같

은 제3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 제1항 또

는 제6항의 규정

여 사건부를 작

성·보관하지 아니

한 자

 6.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

인의 의뢰를 거

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

하여 당사자 쌍

방에 대하여 조

사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

하여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 제1항 또

는 제6항을 위반

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사무원으로 두거

나, 사무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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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

수한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경찰청장의 과태

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이의를 제기한 때

에는 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

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

건절차법」에 의한 과

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

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

이 관할 법원에 그 사

실을 통보하여야 하

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

건절차법」에 의한 과

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

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체납처

분의 예에 의하여 이

를 징수한다.

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

청장 또는 경찰관서장

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

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이의를 제기한 때

에는 지방경찰청장 또

는 경찰관서장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

한 의견 및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관한 법

원에 통보하여야 하

며, 그 사실을 즉시

과태료처분 대상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

을 위반하여 연수

교육을 받지 아니

한 자를 사무원으

로 두거나, 사무

원의 수를 초과하

여 사무원을 둔

민간조사업자

 8.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뢰인

을 확인하여 사건

부에 기재하지 아

니한 자

 9.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겸직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11.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를 초과하여 사무

원을 둔 민간조사

업자

 8. 제25조를 위반하

여 의뢰인을 확인

하여 사건부에 기

재하지 아니한 자

 9. 제27조를 위반하

여 겸직신고를 하

지 아니한 자

 10. 제28조를 위반하

여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11. 제30조를 위반하

여 교육을 이수

하지 아니한 자

 12. 제31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

반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

부·방해 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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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수한다. 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국세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이를 징수한

다.
⑥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하지 아

니한 사항은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을 준

용한다.

이수하지 아니한

자

 1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

령에 위반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

을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한 자

 13. 제3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민간조사법인이

라는 문자를 사

용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과태료는 법무부장

관이 부과·징수한다. 

피한 자

 13.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민간

조사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

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

료는 법무부장관이 부

과·징수한다. 

 13.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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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제48조 (청문)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처

분을 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청문을 실시하

여야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2.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법인 설

립인가의 취소

제51조 (청문)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2.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법인 설

립인가의 취소

제49조 (청문)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

2.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합동법인 설

립인가의 취소

제21조 (청문)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

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

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

의 취소 또는 영업

정지

3. 제20조의2에 따른

민간조사관의 자격

취소

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제49조 (권한위임)
① 이 법에 의한 경찰

청장의 권한은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

제52조 (권한위임)
이 법에 의한 경찰청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

제27조 (위임 및 위

탁)
① 이 법에 의한 경찰

청장의 권한은 대통령

제53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

제53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14.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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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의원안
(공인탐정법률-미상정)

이상배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최재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임기만료 폐기)

이인기 의원안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계류중)

이한성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철회)

강성천 의원안
(민간조사업법 - 계류중)

하여 그 일부를 지방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으로부터 위

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

어 경찰서장에게 재위

임 할 수 있다.

여 그 일부를 지방경

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일부를 지방경

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하여 그 일부를 지방

검찰청 검사장에게 위

임할 수 있고, 지방검

찰청 검사장은 위임

받은 권한의 일부를

민간조사업자의 사무

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재위임

할 수 있다.

따라 그 일부를 지방

검찰청 검사장에게 위

임할 수 있고, 지방검

찰청 검사장은 위임받

은 권한의 일부를 민

간조사업자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

찰서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