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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의원입

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디지털시대 통신비밀보

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실 있는 토론을 위

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

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1년 40개 회원국에 대한 가구 인터넷 보급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인터넷 보급률은 97.2%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보급률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사용률도 매년 그 기록

을 경신하여 2014년 기준으로 20, 30대는 각 97.2%, 96.4% 40대는 89.7%, 50대는 

51%로 경제활동인구의 대다수가 ‘디지털 통신’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통신 관련 감청이나 압수수색 남용을 막기 위해 1993년에 만들어

진 통신비밀보호법은 변화된 디지털 통신시대의 통신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함을 드러

냈습니다. 그 동안 몇 차례 일부 개정이 있었지만 아날로그 유선전화 시대의 통신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는 인터넷,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풍부해진 통신매개

수단들을 통한 통신을 보호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해 10월에 있었던 ‘사이버사찰’논란도 그 시작은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법무부의 호응에 있었지만, 국정감사에서 논의가 계속되면서 감청영장을 통해 송‧수
신이 완료된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문제와 이 과정에서 아무런 통지 없이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사람들과의 사적대화까지 무분별하게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등

의 문제를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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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인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이 사이버 압수수색 규정 신설 및 통신자료 제공 

요건의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마련하여 

지난 4월 20일 2910명의 시민들과 함께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였고 이제 그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보호를 위해 일상

화된 디지털 통신 정보 보호에 관한 입법 방향을 고민하고 재점검하는 것은 매우 시

의적절하고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불안감 없이 자유로이 소통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

하며, 저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으로서 법․제도를 개선하는데 함께 하겠습니

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를 이끌어주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상희 교수님과 발제를 

맡아 주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광철 변호사님‧서강대학교 이호중 교수님, 

토론을 함께 해주실 법무부 공안기획과 김태훈 검사님‧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님‧장
여경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집행위원장님․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님․심우민 국

회 입법조사처 조사관님을 비롯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19일

전 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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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디지털시대 통신비밀보호,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

●

이광철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서 - 그간의 사이버사찰1)의 논란의 경위를 겸하여

지난 2014. 9. 18.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종로경찰서로부터 9. 16.자로 된 ‘전

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를 받는다. 이 한 장의 통지서는 

분단체제 아래서 국민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 있는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

을 가지고 있(었으나, 북한이라는 분단의 변수로 인하여 은폐되어 있)던국가권력의 

본질을 날것으로 드러내게 된다. 압수된 내용을 보면 정진우씨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중 현금카드 비밀번호, 재판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나눈 이야기, 초등학교 동창

들과 나눈 이야기 등 내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정진우씨가 들어 있는 단톡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대화까지 압수되었다. 이 정도면 설령 북한과의 대치 때문에 통

신의 비밀이 좀 제약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절로 으악소리가 날 정도

였다. 여론이 급격히 분노한 것은 일응 당연한 일이었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

1) 이호중 교수는 10. 15.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발표한 <사이버 상의 전기통신에 대한 
사찰과 감시 – 문제점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논문 2쪽에서 “사이버 사찰”의 정
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수사기관이 – 
더 넓게는 국가권력이 – 인터넷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송수신되는 개
인들의 전자정보를 취득하거나 검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 대상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해당하거나 그것과 관련된 모든 전자정보가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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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활동했던 정진우씨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통해 그 

주변인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본 것은 정치적으로 사찰이라는 논란을 야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논란으로 카톡대화를 수사기관이 압수해가는 실태가 밝혀졌다. 특히 감청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카카오톡에 대하여 감청영장(정확하게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였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는 그간 카톡메시지 수사가 위

법한 것임이 밝혀졌다. 그러자 다음카카오측은 카톡메시지를 수사하는 국가가 문제

이지 사업하면서 국가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면서 스스로를 피해자의 지위에 놓으

려했다. 그런데 이 사태는 이른바 사이버망명의 급증을 불러왔고, 이로 인하여 다음

카카오 메신져 이용자수가 급감2)하는 등 사태는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포털사이트 다음과의 야심찬 합병에 불구, 사이버망명과 주가하락3)이라는 이중고의 

사태에 직면하자, 마침내 10. 13. 카카오톡 경영진은 이제부터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에 의한 압수수색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4). 

이렇게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법제도 개선 움직임도 바빠졌다. 통신

비밀보호법을 포함한 법제가 국민의 통신비밀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여야 하는 입법

2)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9일 랭키닷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톡, 라인, 마이피플, 네이트온, 틱톡, 챗온 등 한국 
모바일메신저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이달 3째주 약 3천63만명에서 4째주에는 2천894만명
으로 1주일 사이에 167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카카오톡 이용자가 하루 2천646만명에서 2
천605만명으로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라인이 239만명에서 232만명으로, 마이피플이 59
만2천명에서 54만5천명으로 감소하는 등 국내 메신저 전반에 걸쳐 이용자가 줄었다고 전 
의원은 전했다.” 

   연합뉴스 인터넷판, 2014. 10. 9.자 <전병헌 "카톡사찰 논란 속 모바일메신저 사용자 급
감"> 제하의 보도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
d=001&aid=0007175429   검색일 : 2015. 5. 17.

3) “다음은 전 거래일보다 7.76% 급락한 12만8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다음 주가는 
지난 8일 이후 거래일 동안 20% 가까이 하락했다. 주가 하락의 직접적인 악재로는 카카
오톡 사찰 논란이 꼽힌다. 최근 다음카카오는 수사 당국의 카카오톡 감청 등 사찰에 부
당하게 협력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이투데이, 2014. 10. 13.자 <다음 카카오 추가 주식상장 D-1, 다음 주가 8% 급락> 제하
의 보도문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97999   검색일 : 
2015. 5. 17.

4) “이 대표는 13일 “최근 여러 논란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감청 영장에 대해 지
난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
르는 책임은 모두 자신이 지겠다고 덧붙였다.” 

   아시아경제, 2014. 10. 14.자 <[2014국감]방통위 국감서도 '사이버 검열' 질타> 제하의 
보도문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01417311989510   검색일 : 2
015.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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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보다는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해 

온 시민사회진영은 진상규명의 여론을 더욱 고조시키는 작업에 더하여 이번 기회에 

통비법 등 제반법제를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

였다. 우선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

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진보네트워크센터, 비정규직없는세상

만들기네트워크가 주동이 되어 10. 1.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

견을 진행하였고, 같은달 23일 더 광범위한 시민사회기구가 참여하는 사이버사찰긴

급대응행동을 구성하였다. 10. 15.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8개 단체가 기자회견 

및 긴급토론회를 가지면서 통비법 등 개인의 통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이 발제되었고, 입법개선의 방향과 구체적 대안의 일단이 소개되었

다5). 그 이후 사이버사찰긴급대응행동은 7차례의 공식회의와 몇차례의 비공식 워크

샵을 거쳐 지난 3. 5. 통비법 개정안을 합의하고 국회를 통한 법안발의를 앞두고 있

다.

이하 본 발제문에서는 현재의 통비법 등 통신비밀보호법제의 내용과 그 운용의 문

제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다만, 이와 같은 논의는 카카오톡 검열 사태 

이후 관련 토론회 등에서 진행된바 있어서 이 발제에서는 사이버사찰긴급대응행동이 

마련한 통비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문제인식을 중심으로 세가지 이슈에 한정하여 문

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6).

5) 이 긴급토론회는 장여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의 사회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사건 
당사자), 조영선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이호중 교수(천주교인권위원회/서강대학교 법
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정수 연구원(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등이 토론자로 참
여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호중 교수는 앞서 본바 있는 <사이버 상의 전기통신에 대한 사
찰과 감시 – 문제점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포괄압수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대법원 2011.05.26. 자 2009모1190 결정의 문제의식의 확장을 
통하여 이메일과 메신저 압수수색에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여 사이버상의 통신비밀과 
프라이버시의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 글의 취지가 이번 입법안에 중요한 이론적 뼈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6) 특히 이 발제문에서는 디지털 정보 중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정보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결과 PC 하드 및 USB 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검토는 생략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국가기관의 수사실무 또한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집권세력에 반대하는 정당(2012년 통합진보당 메인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시민사
회단체(2009년 전교조 메인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경우 그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수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의 양과 범위는 작은데 반하여 그 압수영장의 집행결과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정보의 양은 광범위하고 대량의 것이어서 법치주의의 대원칙이자 
강제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있고, 이렇게 압수된 자료
들이 집권세력의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악용될 우려가 팽배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두
고자 한다. 



- 8 -

그 요지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장주의의 문제점이다.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에서 국가의 개인에 대한 기본

권침해를 저지하는 통제의 원리이다. 그러나 사이버 사찰에 있어서 영장주의는 아예 

적용이 회피되거나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허술함이 특히 두드러진다. 

둘째, 현행 통비법 등 디지털 정보 수집에 관한 법제는 범죄수사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약의 비례관계를 헌법적 범위 내에서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다. 가령, 범죄이전의 내사단계에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자로 삼을 수 있다든

지, 피의자에 대한 범죄수사라고 하더라도 범죄피의자의 수사와 무관한 영역에 대한 

침해와 나아가 피의자 이외의 제3자의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의 침해는 그 해악이 대

단히 심대하다. 가령 기지국 수사나 패킷감청의 경우가 대표적이고, 이메일, 메신저

상의 통신의 내용의 수집과정에서도 이 점이 단적으로 나타난다. 

셋째, 디지털 정보에 대한 경우 정보주체의 개입과 통제권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미약하고 수사의 밀행성의 원리만이 강조된다. 그러나 전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의 보

호영역이라는 점에서 기본권의 최대보장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사이버 사찰의 수단이 되는 각 제도의 개관

현재 통비법, 전기통신사업법,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이라 함) 등에 산재해 있는 

사이버 사찰에 관한 제도를 개관하면 다음 표7)와 같다. 

7) 아래의 표의 틀은 2015. 1. 7. 한국언론법학회가 주최한 <디지털시대에서의 통신비밀 보
호법제의 개선방향>이라는 제하의 토론회에서 발표된 황성기 교수의 발제문 <현행 통신
비밀 보호법제의 헌법적 문제점>에서 원용한 것으로(동 토론회 자료집 10쪽), 형소법상 
압수수색을 추가하고 내용을 약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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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
요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전기통신의 내용 확인

감청 압수수색

근거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통비법 통비법 형소법, 통비법

청구 또는 
요청 주체

-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

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 포함),

- 정보수사기관의 장

- 범죄수사: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
- 국가안보: 정보수사기관의 장
-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도 
요청 가능

- 범죄수사: 검사, 사법경찰관
(검사를 통하여)

- 국가안보: 정보수사기관의 장

법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검사를 통하여)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통신자료: 이용자의 성
명, 이용자의 주민등록번
호, 이용자의 주소, 이용
자의 전화번호,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
를 식별하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 이용자의 가
입일 또는 해지일

통비법 제2조 제11호
통신사실확인자료: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
개시ㆍ종료시간,발ㆍ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
수,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
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
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
의 로그기록자료, 정보통신망에 접
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통비법 제2조 제3, 7호
- 감청의 대상은 전기통신임(동
법 제2조 제7호)

- 전기통신: 전화ㆍ전자우편ㆍ
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
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
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
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
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
신하거나 수신하는 것(동법 제
2조 제3호)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통
비법 제9조의 3) 

요건

재판, 수사(｢-조세범 처
벌법｣제10조 제1항, 제3
항 및 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 
포함),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
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범죄수사 :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안보 :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
이 필요한 경우

범죄수사 : 제5조 제1항에서 규
정하고 있는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
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
우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
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
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
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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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 국가안전보장에 대
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
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
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

법
원
의 
통
제

영
장
주
의 
적
용

X(단, 서면주의는 적용) O O O

영
장
주
의 
예
외

서면주의의 예외로서
긴급요청 허용

긴급요청 허용 긴급감청 허용 영장없는 압수·수색 허용

기
타

X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통신사실확
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해야 함

X

당
사
자 
개
입 
및 
관
여

사
전
통
지

X X X
O(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 및 

당사자 불참통보시 예외)

사
후
통
지

X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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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1 - 영장주의 관철의 허술 내지 미비

가. 영장주의의 헌법적 가치와 그 전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라고만 합니다) 헌재 1997. 3. 27. 96헌바28결정에 의하면  영

장주의(영장제도)란 수사기관이 형사절차에 있어 체포ㆍ구속ㆍ수색 등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장주의의 존재이유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막자는데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즉 영장주

의는 통제의 원리인 것이다. 

이러한 통제의 취지를 관철시키자면 두 가지 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통제의 

주체이다. 침해의 주체가 통제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논리모순이다. 따라서 영장주의에 

있어서 신분이 보장된 법관으로 하여금 그러한 강제처분의 필요성을 심사하게 하는 것

은 영장주의의 당연한 요청이 된다. 다음으로 통제의 내용이다. 영장에 의하여 허가(내

지 명령)되는 대상과 시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비례적으로 합치되는

지 엄격히 심사되어야 한다. 즉 영장에 의하여 허가(내지 명령)되는 대상과 시기가 수

사의 필요성과 비례적 관점에서 용인되어야만 그 강제처분은 비로소 헌법적으로 정당화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영장의 발부에 있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장을 발부하

거나, 그 대상과 시기를 특정하지 않는 포괄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당연히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처사이다.

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정보 수집의 경우 영장주의 적용의 문

제점

1) 서

두가지 문제점을 들 수 있겠다. 하나는 영장주의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영장주의의 적용에 미비점이 많다는 것이다. 

2) 영장주의의 사각지대 존재

앞서 개관에서도 본바와 같이 “통신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근거법률인 전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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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이 법원의 영장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법규정상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입법자는 이렇게 “통신자료의 제

공”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임의적 판단의 영역에 놓아둠으로써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

사로 보아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해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통신 사업자들이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할 것을 기대하였다는 것인데, 

턱없는 기대이고, 당연히 현실은 전혀 딴판으로 흘렀다.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근

거하여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회사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아이디 등 가입자의 인적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함에 있어서 그 요건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라고 규정되어 있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요건이 이처럼 

광범위하다 보니 수사기관은 “수사상 정보수집”을 이유로 하여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사업자에게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고, 전기통신사업자 

또한 아무 심사없이 통신자료를 제공해 왔다.

여기에 제동을 걸게 된 것은 사법적 판단이 계기가 되었다. 영장주의의 사각지대를 

사법부의 판결로 제거한 것이었다, 2012년 이른바 회피연아 동영상 사건으로 네이버가 

동영상 업로더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자, 해당 네티즌인 차모씨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50만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8)이 선고된 이후 네

이버와 다음은 통신자료의 제공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나, 통신사들의 통신자료의 제공은 

계속되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각각 1월 22일과 23일 발간한 투명성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업자의 작년 상반기 통신자료 처리건수는 49만2502건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2만7198건(5.84%) 증가했고, 총 처리계정수는 602만여건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25%(119

만건)가량 늘었다고 분석되었다9). 

8)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 판결 요지(상고심 계속 중) : 네이버의 개
인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차모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익명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것이
고, 정보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이 요청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침해되는 법익 상
호 간의 이익 형량을 통한 위법성의 정도,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 및 어느 범위까지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관해 실체
적으로 충분히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수사기관이 포털 등에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에
는 원칙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9) 전자신문 2015. 1. 23.자 “통신사의 `통신자료` 제공 작년 상반기만 50만건 육박” 제하
의 보도문 http://www.etnews.com/20150123000192 2015. 5. 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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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정부의 통신자료 요청 건수 추이10)

그러다가 이동통신사들마저도 이용자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패소판결에 직면해서

야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을 중단하게 되었다. 2015. 1. 19. 서울고등법원은  서모씨 등 

3명이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3사를 상대로 낸 공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항

소심(2014나2020811)에서 "원고들에게 20만원~3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

을 내렸다. 이는 통신3사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사실 공개 책임은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

신 가입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해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며 "통신사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밝

혔다. 재판부는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면 수사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우려만으로 법적으로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며 "수사 비밀 

보장은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며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현의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11). 

10) 출처는 전자신문 2015. 1. 23.자 앞의 보도문 

11) 서씨 등은 지난 2013년 통신3사에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에 열람하게 
했거나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러자 서씨 등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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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결의 취지에 따라 KT,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이통사 등 이동통신사들은 영

장없이는 더이상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12). 

한편, 네이버의 통신자료의 제공 중단으로 인해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에 해당하

는 ‘이용자 가입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증가했다. 즉 2012년 상

반기 142건에 그쳤던 압수수색영장 요청은 하반기에 1345건으로 늘었으며 2013년에는 

총 9000여건이 넘었다13). 이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불복종에 따라 제도상 영

장주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하여 영장주의의 영역으로 이동

시킨 고무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겠다. 장차 이동통신사들 또한 이와 같은 예를 따라 

영장에 의하여 통신자료의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어쨌든 통신자료제공의 경우 영장주의의 예외가 되어 있는 법제도는 이제 그 규범력

을 상실했다고 할 것이다. 개정안의 태도대로 영장주의를 원칙대로 강화하는 것이 시급

하다고 하겠다.

3) 영장주의의 적용의 미비점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하여도 영장주의의 실질적 의미가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통비법 분야이다. 앞서 본대로 영장에 의하여 허가(내지 명령)되는 대상과 시기가 

를 공개하고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통신자
료 제공 현황 공개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막연한 불쾌감, 불안감을 느꼈을 뿐 금전으로 배
상받을 만한 구체적인 정신적 손해를 입지 않았다"며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만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 지속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필요성은 있다"며 "이 부분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통신사가 개인정보 
제공 사실 공개를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 거부하다가 뒤늦게 공개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
한다"며 배상책임도 함께 인정했다. 다만 공공 목적의 통신자료 제공이라는 점 등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했다.

   이상 법률신문 2015. 1. 20.자 “[판결] 수사기관 정보제공 사실 공개 거부 이통사에 배상
책임”제하의 보도문에서 인용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Print-Legal-Info?s
erial=90438&type=PrecedentAnalysis&tab= 2015. 5. 18. 검색. 

12) 머니투데이 방송 2015.  3. 3.자 ‘이통3사, 수사기관 자료제공 중단…4조원대 집단소송 
우려“제하의 보도문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50303102
74678551 2015. 5. 18. 검색

13) 이데일리 2015.  1. 23.자 “네이버, 통신자료 제공 중단 이후 압수수색영장 집행 급증” 
제하의 보도문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41&newsid=0161048660924
0672&DCD=A00504&OutLnkChk=Y 2015. 5. 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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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상

반기
문서

건수
212,745 248,552 238,869 235,716 239,308 265,859 132,031

전화

번호

수

446,900 16,082,957 39,391,220 37,304,882 25,402,617 16,114,668 6,143,984

문서1

건당�

전화

번호

수

2.1 64.71 164.91 158.26 106.15 121.11 46.5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비례적으로 합치되는지 엄격히 심사되어야 영장주

의의 실효성이 충족된다. 그런데 통신자료 제공의 경우를 제외한 3가지 경우 모두 영장

주의의 실질적 관철이라는 점에서 부실하기 짝이 없다.

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의 경우

그런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경우 통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관할 

지방법원에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함을 소명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허가요건이 “수사상 필요”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남용이 뻔히 예상되었다. 

<표> '14년 상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제공 현황14)

위 표를 보면, 수사기관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건수(전화번호수 기준)는 

2008년 약 45만건에서 2009년 약 1,600만건으로 폭증하였고 2010년 약 3939만건까지 증

가한 후 이후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해마다 약 2천만건 정도에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009년 이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96~98%가 ‘기지국 

수사’라는 명목으로 제공되고 있다. 

 

‘기지국 수사’란 수사기관들은 범죄현장으로 의심되는 곳의 기지국을 이용한 모든 

사람의 착ㆍ발신 시간, 통화시간, 수ㆍ발신 번호등 모든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14) 출처 : 2014. 10. 31.자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및 이호중 교수의 <사이버 상의 전기통
신에 대한 사찰과 감시 – 문제점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논문 6쪽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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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다. 기지국 수사야말로 수사의 효율과 신속을 내세워 범죄와 무관한 다수인의 전

기통신에 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무차별적으로 수집되는 대표적인 수사기법이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수사상 필요”라는 추상적인 기

준에 의하여 이러한 기지국 수사가 남용되고 있는 것이다. 

나) 통신제한조치 및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이에 관해서는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는, 통비법이 통신제한조치에 관하여 ‘법원’, ‘허가‘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형소법 제215조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것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에 주목하여 오길영 교수는 다음과 같은 논지를 전개한다15). 

“통상 허가는 ‘행정청이 이미 부과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이라고 해석한다. 이를 그대로 적

용하자면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이라는 ‘행정기관’의 수익적 행정행위인 것이지 ‘법

관’에 의한 영장발부가 아닌 것이 된다. 또한 허가의 경우에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해당 법률효과인 허가를 발급해야하므로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로 해석되며 여

기서의 재량판단은 예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영장의 발

부단계에 있어 필히 있어야 할 법관의 실질심사권의 여지가 무력해져 버린다. 즉 영장

주의의 적용으로 인한 ‘엄격성’을 피해가기 위한 ‘희석용 표현’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영장주의는 헌법이 보장한 인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 지도원리이므로 그 

예외는 대단히 좁게 인정되어야 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그 원리의 핵심적 내용이 관철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따라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처분

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 허가 등의 용어를 지양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는 전기통신의 내용에 대한 사찰의 수단에 관한 현행 법제의 2원화의 문제다. 즉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경우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그리고 허가서 집행 당시를 

기준으로 현재의 통신의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감청)를 통하여야 적법한 방식이라 

15) 오길영,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5. 1. 7. 한국언론법학회가 주최
한 <디지털시대에서의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개선방향>이라는 제하의 토론회 자료집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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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그런데 2014년 이른바 카톡사태때 검찰과 새누리당은 감청영장이라는 법에

도 없는 이름을 들어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통하여 이미 송수신이 완료되어 다음카카오

의 서버에 저장된 카톡 통신내용을 압수해갔다. 이런 방식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위법한 수사방식이라고 할만하다16). 바로 이러한 현상은 통비법이 그 이름과 달리 실

은 수사기관의 수사편의주의에 복종하는 것이 주된 기능임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내용을 압수해가는 것

도 문제지만, 같은 통신의 내용이 송수신 중이라고 하여 요건이 보다 엄격한 통비법의 

적용을 받고, 송수신이 완료되었다고 하여 요건이 완화된 형소법의 적용을 받는 것도 

문제이다. 앞서 표에서 본대로 범죄수사에 관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은 “(통비법) 제5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

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

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된 반면, 형소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

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

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라고 하여 통비법보다 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형소법상의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이 종래의 아날로그 시대의 유형물을 상정하여 

규정되었고, 이에 반하여 통비법은 전기통신상의 디지털 정보를 상정하여 입안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그러나 전기통신의 경우 송수신이 진행중인 때와 그 송수신이 

완료되는 시점은 매우 찰나적인 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둘을 구별할 실익

이 매우 적다. 그런데도 송수신 중인 전기통신은 매우 엄격한 요건(특히 ‘다른 방법으

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의 

적용을 받는 반면, 송수신이 완료되었다고 하여 그보다 요건의 완화를 용인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셋째,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문제이다. 요건도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

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16)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호 판결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 
의하면 같은 법상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
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
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해당 규정의 문언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 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
인 전기통신 내용은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
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
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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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필요한 때”라고 하여 요건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 나아가 범죄혐의가 없는 경

우에도 통신제한조치를 허용하게 되어 비례성원칙에도 반한다. 그렇다고 통비법 제7조

의 규정이 없다고 통신제한조치를 취하지 못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국가보안법 및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가 모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고, 그 범

죄들이 대체로 예비, 음모행위를 처벌하는 결과 국가안보가 문제되는 거의 대부분의 경

우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하다. 문제는 뚜렷하고 대안도 명확한데도 이 제도를 

남겨두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미 입법안을 통하여 개선책이 제시된바 있다. 즉 ①통신

제한조치 허가서 대신 통신제한영장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여 영장주의의 원칙을 명확하

게 천명하고, ②‘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가입자정보’를 통합하여 ‘통신자료’라 정

의하고, 이에 대해서는 영장주의가 적용되게 하고, 이로써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 통

신자료에 관한 규정은 폐지하며, ③기지국 수사, 실시간 위치추적은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영장주의 강화하여 사법적 통제를 엄격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④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하였다. ⑤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도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라. 餘論 - 현행범 체포시 스마트폰 압수수색의 문제점

작년의 카톡사태 이후 인터넷에 기반한 디지털 정보, 특히 모바일 메신저의 대화의 

수집에 난관이 조성된 수사기관은 아예 현행범 체포시의 영장없는 압수수색 규정(형소

법 제216조) 규정에 따라 혹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아예 스마트폰 자체를 

압수하여 그 스마트폰을 통하여 바로 카톡, 바이버, 텔레그램 등 모바일 메신져, 페이

스북, 트위터 등 SNS와 이메일 등을 직접 스마트폰을 통하여 접속하여 내용을 수집하고 

있다. 단적인 예가 세월호 1주기 집회가 열린 지난 4. 16. 상황이었다. 세월호 1주기를 

맞이한 지난 4. 16. 시청광장에서 추모행사가 있었고, 17일과 18일에는 범국민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과정에 경찰은 시위에 참여한 시민 100명을 집회 현장에서 체포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피체포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스마트

폰이 대중화된 상황에서 스마트폰 안에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이

와 같은 무분별한 휴대전화의 압수수색은 큰 문제로 지적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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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 2 - 범죄피의자의 범죄와 무관한 부분 침해 및 제3자에 대

한 침해의 문제

가. 문제가 되는 상황

앞서도 살핀바와 같이 영장주의의 핵심은 통제의 원리이다. 즉 영장에 의하여 허가

(내지 명령)되는 대상과 시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비례적으로 합치

되는지 엄격히 심사되어야 한다. 영장의 청구를 받은 법관은 당해 강제수사가 범죄피의

자의 피의사실 외의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의 부당한 침해를 받고 있는지, 나아

가 피의자와 무관한 제3자의 자유가 침해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통비법 등 제반법률은 그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거나 현저하게 낮은 

정도의 관심만을 표명한다. 법제만 그런 것인고 하면 실무에 있어서 영장이나 허가서를 

발부하는 법관들 또한 그러한 주의를 기울이는데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회선감청이다.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어느 누구도 인터넷을 사

용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패킷감청은 이러

한 인터넷을 회선감청을 하여 피의자가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의 인터넷 화면을 실시간

으로 감청한다. 그 속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취미, 특기활동, 감추고 싶은 비밀, 성

적 기호, 부채관계, 자산현황 등 내면의 것들(가령, 미니홈피의 일기장, 금융, 증권, 

성인사이트, 동호회 사이트 등 특정한 게시판)은 물론이고 피의자가 타인과 맺는 내밀

한 인간관계(이메일, 블로그, 카페)마저도 전방위적이고, 무제한, 무정형적으로 사찰할 

수 있게 된다. 이 가운데 범죄피의사실에 관련된 것이 얼마나 될까? 

더 큰 문제는 무선공유기를 통하여 범죄피의자와 동일한 회선을 사용하는 제3자들이

다. 범죄피의자야 그나마 자신이 피의자라는 사실이 그런 침해를 정당화할 희미한 소지

라도 있으나, 제3자는 그 정당화사유가 전혀 없다. 오직 피의자와 동일회선을 사용한다

는 우연적인 요소만이 이러한 침해의 유일한 근거이자 이유이다. 그러나 인터넷 회선감

청허가서의 청구와 발부에 있어서 이런 점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17)18). 

17) 이에 대하여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사건(2011헌마165)에서 피청구인인 국가정보
원은 패킷감청은 그 정보수집에 있어 감청대상자가 사용하는 PC의 인터넷회선에 대해서만 
감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인 IP 특정 조치를 취하여 인터넷통신 데이터를 추출하므
로 제3자의 회선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방지되며, 제공받은 데이터를 수사기관이 재조합하면
서 일부 암호화된 패킷 등은 재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생된 통신내용 중 범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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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기지국 수사 또한 같은 문제에 봉착한다. 이메일이나 메신저 송수신의 경우

에 있어서 단체메일, 단톡방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도 증거의 

수집절차라는 점에서 형소법을 일반법으로 하는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범죄

수사의 단계에서 범죄의 계획단계, 내사단계에서부터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하게 규정한 

부분(통비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

이다.

나. 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

이 문제는 두가지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영장의 발부단

계에서 기술적으로 특정이 가능한가(특정가능성), 당해 통신제한조치의 실행이 범죄수

사를 위하여 필요한가(필요성, 보충성)의 관점에서 영장발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영장의 전부 내지 일부의 기각으로 결론짓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는 영장의 발부의 요건이 충족되었거나 영장의 발부가 (일부 요건의 불충족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 자기정보의 통제관리권을 침해당한 당사자의 참여와 개입을 

통하여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이다. 

전자는 영장주의를 관찰시킬데 대한 입법의 불비를 보충하고 나아가 영장발부의 주체

인 법관의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 점 앞서의 논의로 갈음하고자 한

다. 후자의 경우 항을 바꾸어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로 개정안 제2조는 ‘적용상의 주의’라는 표제하에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정보만을 활용하므로 실시간으로 대상자의 컴퓨터 화면과 똑같은 화면을 보면서 모든 내용
을 감청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한바 있다. 심지어는 “대상자가 인터넷을 통해 범
죄와 관련 없는 영화나 드라마 등을 시청하거나 메신저를 통해 장시간 사적인 대화를 나누
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도, 다수의 사건처리 등 공무집행으로 분주한 수사관들이 해당 패킷
을 재현하여 이를 감청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현실적인 기우에 불과하
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패킷감청은 기술적으로 그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
적이다. 이에 관한 상세는 오길영,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론에 대한 비판 — 국가정보원 답
변서에 대한 반박을 중심으로 한 위헌론의 기초이론 —, 민주법학 48호 참조

18) 한편 대법원은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전기통신’에 해당하므로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
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 감청’도 요건을 갖추는 경우 허용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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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범

죄혐의와 무관한 피의자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 제3자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이 침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범죄혐의와 무관한 피의자의 

통신 및 대화, 제3자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아니라 통비법 및 디지털정보수집에 관한 일체의 법을 해

석, 적용하는 지도원리로 자리잡게 하여야 할 것이다.

5. 문제점 3 - 디지털 정보주체의 사전통지수령권 내지 사후통제권 

결여의 문제

가. 문제점

현행 통비법은 통신자료 제공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나 사후통제제도를 전혀 두지 않은 

결과 정보주체인 시민들이 전기통신에 관한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

지 여부를 알 길이 없다. 그러니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대체 언제, 얼마나 제공되었는지 

알길이 없고, 그런 정보제공 자체에 대한 의견개진의 기회는 물론 나아가서 자신의 개

인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알아볼 기회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경우 현행 통비법은 사전통지 제도는 두지 않은채 사후통지

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

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지의 시기가 너무 늦고, 통지내용도 지나치게 간략한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욱 

문제는 자기의 정보를 도대체 어떤 내용을 얼마나 들여다보았고, 현재 범죄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로 보관중인 자료는 얼마고 그 외의 자료는 폐기가 된 것인지 어떤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 규정에 대한 위배시 어떤 제재조항도 두지 않고 있다

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 현행 통

비법 제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기소,불기소 처분 이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통지시점이 매우 늦어지고 수사기관의 자의적 편법(예를 들어 장기간의 기소중

지)에 따라 통지제도가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 통지의 상대와 내용도 우편물 검열의 경

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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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만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과 동일한 문제를 야기한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통신

의 상대에게는 사후적인 통지마저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편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시에는 형소법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와 통비법 규정에 따라 사후통지가 제도적으로는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사전통지의 경

우 실무상 거의 대부분 형소법 제122조 단서 규정19)에 따라 생략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을 합헌이라고 판시까지 한 마당이다20). 

사후통지의 경우 통비법 제9조의 3에서 사후통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통신제

한조치의 집행사실의 통지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10. 19. 국회 안전행정위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 8.까지 경찰이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확인자

료,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한 비율은 평균 38.5%

인 것으로 밝혀졌다21). 

19)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
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
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0) 헌재 2012. 12. 27. 2011헌바225, 판례집 24-2하, 467 [합헌]
1.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사전통지를 분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범죄수사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다른 중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와 문언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급속을 요
하는 때’라 함은 압수수색 집행사실을 피의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줄 경우 압수수색의 대상
이 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훼손하여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예
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거나 세부적으로 특정하는 것은 압수수색의 집행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명확
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피의자 등이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 통지받을 권리 및 이를 전
제로 한 참여권을 일정 정도 제한받게 되기는 하지만, 그 제한은 ‘사전통지에 의하여 압수
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전자우편의 경우에도 사
용자가 그 계정에서 탈퇴하거나 메일 내용을 삭제·수정함으로써 증거를 은닉·멸실시킬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준항고 제도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규정 등 조항 적용
의 남용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점, 반면에 이와 같은 제한을 통해 
압수수색 제도가 전자우편에 대하여도 실효적으로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 
및 범죄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공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형성된 절차의 내용이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절차적 요청을 무시하였다거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1) 연합뉴스 2014.10.19.자 "경찰, 통신자료 확인 후 당사자 통지 38.5%에 불과" 제하의 보
도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1
94948 검색일 : 201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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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당사자가 자신의 사이버상의 디지털 정보의 수집의 과정과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됨에 따라 범죄피의자는 물론이고 그와 통신한 제3자의 경우에도 범죄혐의와 무

관한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들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무방비상태에 놓이게 된디. 나아가 

이러한 자료들을 누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접근, 열람, 집적하는지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되어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이 형해화되고 나아가서 국가에 의하여 개

인정보가 집적, 관리되어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개인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과 감시가 

가능해지는 문제가 노정된다. 

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결국 이 문제는 당해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정보주체의 개입과 간여에 의하여 해

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디지털 정보의 수집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에 통

지하고 이에 관한 참여권과 의견개진권을 부여하여 자기정보통제 및 관리권을 실질적으

로 보장하는 것이다. 다만,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당사자에게 그 집행사실을 사전통지한

다는 것은 통신제한조치의 밀행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 경우 사전통지는 개념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리하여 입법안에서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자료 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의 

경우에도 모두 통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 시점과 내용에 있어서도 정보주체의 

자기관리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22).

또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경우 대법원 2011.05.26. 자 2009모1190 결정의 취

지에 따라 ①전기통신내용의 입수와 ②그로부터의 추출이라는 두 단계로 절차를 이원화

한 다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후자의 단계에는 정보관리주체의 참여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개정안은 피의자의 집행참여시 의견개진권을 규정하고, 의견개

진을 조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경우 

  이 보도문은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경찰은 통화내용이나 이메일 등에 대한 감청을 이르는 통신제한조치 147건을 신청해 142
건을 허가받았고, 이 중 39건(27.5%)만 당사자에게 내용을 통지했다. 통화 일시나 시간, 상
대방 전화번호,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 IP주소 등을 포함하는 통
신사실확인의 경우 24만4천건을 요청해 21만6천여건을 허가받았고, 이 가운데 12만8천여건
(59.4%)에 대해 관련 사실을 통지했다.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건수는 3천735건이었으며, 통지율은 28.6%(1천68건)에 그쳤다.”

22) 상세는 별도의 발제(이호중 교수)를 통하여 설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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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첫째, 휴대전화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들여다보지

도, 추출하지도 말아야 하며, 둘째, 휴대전화 내용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내지 

피의자와 그 변호인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 내지 피의

자와 그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집행조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의사실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유출되지 않도록 당사자가 직접 통제하

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 추출된 정보에 대하여 당사자가 그 정보의 내용과 양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며, 아울러 이에 대한 의견개진을 가능하게 하였다.

6. 결어 

 

현행 사이버상의 디지털 정보의 수집은 두가지의 중첩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첫째는 역사적 맥락의 문제이다. 우리 스스로의 자생력을 바탕으로 근대로 이행

하지 못하고 식민과 분단, 전쟁을 거치면서 국가주의적, 규제주의적 태도가 근대의 외

피를 두르면서 법치주의 이름으로 이어져온 결과 통비법 등의 법제 또한 명목은 통신비

밀을 보호한다면서도 실질은 수사기관의 효율성 확보에만 기울어 있다. 둘째는 기술의 

진보와 법규율간의 불일치의 문제이다. 새로운 통신수단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법제도는 

여전히 아날로그적 인식에 머물러 있다. 새로운 매체에 대한 입법은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한 부분적, 일시적 대응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첫 번째 역사적 맥락의 문제가 작용

하면 그 입법의 불비는 국가주의적, 규제주의적 관점으로 종래의 아날로그적 해석론이 

자리를 차고 앉는다. 지난해 카톡사태때 이른바 감청영장으로 카톡서버에서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국가의 개인정보 수집의 과정은 주권자인 국

민 스스로가 개입, 감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제기되는 통비법 등의 제반 문

제는 국민이라는 주체에 의하여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비밀 조항이라는 기본권이 향도

하는바에 따라 수사상 필요에 대응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해결되어야 한

다. 그것이 국가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기본권 최우선보장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그것이 통비법 등의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이 가져야 할 기본적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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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2014년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를 발표하

고 최근 디지털 통신 환경에서 국가 감시의 확산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각국 

정부에 프라이버시권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최근 카카오톡 압수수색과 사이버 망명 논란에서 알 수 있

듯이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의 필요에 따라 시민들의 전기통신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과 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어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원칙적으로 사이버 상에서 송수신되는 정보 및 전기통신에 관련된 정보

는 국가기관의 사찰이나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엄격하고 제한된 범

위에서만 허용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

가 감시를 견제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통신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추가함(안 1조).

나. 범죄혐의와 무관한 피의자 및 제3자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

아야 함을 선언함(안 제2조).

다. 감청의 개념에 대화감청과 송수신 중인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통

신감청을 통합하여 규정함. 또한 과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대상으로 하

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가입자정보를 통합하여 통신자료로 정의함(안 3조).

라.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에서 계획을 제외하고 범인의 체포나 증거수집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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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제한함(안 제6조).

마. 통신제한조치를 범죄수사 외의 목적으로 남용할 수 없도록 피내사자를 통

신제한조치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허가서를 영장으로 규정하고 통신제한

조치 영장의 소명을 보다 엄격히 하도록 규정함. 또한 국가안보를 위한 통

신제한조치 규정은 삭제함(안 제7조).

바. 긴급통신제한조치를 남용할 수 없도록 모든 경우에 사후영장을 반드시 받

도록 하고, 이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취득

한 자료를 폐기하도록 함(안 제8조).

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대한 통지시점을 종료 후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통

지 대상을 피의자 뿐 아니라 모든 송수신 당사자로 확대함(안 제10조).

아.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의 보존과 폐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자.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의 요건을 강화하여 상당한 

이유 요건과 보충성 요건을 규정하고 그 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참여권을 명

시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차. 통신자료의 제공에 영장주의를 도입하여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함(안 제18

조).

카.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은 위치정보에 대한 실시간 감청의 효과를 지니고 

있으므로 대상범죄를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범죄로 한정하고 요건을 엄

격하게 강화함(안 제20조).

타. 기지국 수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요건을 강화함(안 제21조).

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기별 보고서 

제출 및 공표를 의무화함(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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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통신 제한의 대

상 및 법적 절차 등을 엄격하게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 사생활

의 비밀의 자유 및 통신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

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범죄혐의와 무관한 피의자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 제3자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2. “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

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

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

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

인을 말한다.

  5.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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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감청"이라 함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대하여 전자장치·기

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이하 "대화의 감청"이라 한다), 

송・수신중인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의 지득 또

는 채록 및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하 "전기통신의 감청"이라 

한다)을 말한다. 

  7.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

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기구 또는 그 부품으

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

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불법감청설비탐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

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자우편”이라 함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

는 전송된 메시지를 말한다.

  10. “회원제정보서비스”라 함은 특정의 회원이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

보서비스 또는 그와 같은 네트워크의 방식을 말한다.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거

의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

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12. “단말기기 고유번호"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개인

의 이동전화 단말기기에 부여된 전자적 고유번호를 말한다.

  13. “가입자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가입자의 성명

    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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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입자의 주소

    라. 가입자의 전화번호

    마. 가입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가입자를 식별하

기 위한 가입자 식별번호를 말한다)

    바. 가입자의 가입 또는 해지 일자

  14. “통신자료”라 함은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가입자정보”를 말한다.

  15. “위치정보추적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

통신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

국의 위치추적자료(해당 정보통신기기가 이용대기상태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

다)

    나.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

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해당 정보통

신기기가 이용대기상태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감청,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하거나 또는 통신자료 및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제32조·제35조·제36조등에 

따라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우

편물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성명이 누

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성명을 알

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에 따른 신

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

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3

조·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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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 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혼

신제거 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②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

죄수사를 위하여 보충적인 최후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통신의 비밀과 사생

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 

  ③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5조(증거사용 금지) 제4조를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 또는 타인간의 대화의 

내용, 전기통신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검증의 집행물이나 그 내용, 불법적

으로 제공된 통신자료·위치정보추적자료나 그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통신제한조치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 ① 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 호의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

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불가

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중 제92조부터 제1

01조까지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부터 제11

3조까지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제6장 폭발

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3

조까지의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제164



- 32 -

조부터 제167조까지·제172조부터 제173조까지·제174조 및 제175조의 죄, 제1

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중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23조(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의 미

수범에 한한다) 및 제224조(제214조 및 제215조의 예비·음모에 한한다), 제24

장 살인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86조[제283

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미수

범에 한한다]의 죄, 제31장 약취(略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부터 제301조의2까지, 제305조의 죄, 제34장 신

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5조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의2부터 제324조의4·제324조의5(제324조의2부터 제324조의4까지의 

미수범에 한한다)까지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29조부터 제331조

까지,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부터 제3

41조까지, 제34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

지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부터 제341조까지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의 죄

  2. 「군형법」 제2편 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4장 지휘관의 강복과 도피의 죄, 제5장 수소이탈의 죄, 제7장 군

무태만의 죄 중 제42조의 죄, 제8장 항명의 죄, 제9장 폭행·협박·상해와 살

인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2장 위령의 죄 중 제78조·제80조·제8

1조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의 

죄

  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4조 및 제5조의 

죄

  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

70조 및 제7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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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2조부터 제8

조까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

  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11. 제1호와 제2호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

  ② 통신제한조치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수취하거나 송·수

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

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한다.

  ③ 통신제한조치는 그로부터 해당 범죄의 실행에 관한 증거 또는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7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영장의 청구 및 발부) ① 검사(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6조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군사법원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로 통신제한조치영장을 청구할 수 있

다.

  ②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6조의 요건이 구비

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로 통신제한조치영장을 신청하고, 검사

는 법원에 대하여 그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영장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

조치를 받을 피의자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보통

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영장의 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

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방법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6

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

구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

실로 그 피의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영장을 청구하였거나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

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로 통신제한조

치영장을 발부한다.

  ⑥ 제5항의 통신제한조치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피의사실의 요지,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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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통신수단,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

적·대상·범위·집행장소·방법·기간 및 그 기간이 경과하면 통신제한조치를 

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담당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통신제한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과 관련하

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1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

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⑧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

구인에게 통지한다.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

죄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6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

조치"라 한다)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제7조에 따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통신제한조

치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

시 긴급검열서 또는 긴급감청서(이하 "긴급감청서등"이라 한다)에 의하여야 하

며 소속기관에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제2항에 따라 

청구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집행중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

시 중지하여야 하며,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를 즉시 폐기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제4항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에 기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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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① 제7조 또는 제8조의 통신제한조치영장은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집행한다. 이 경우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 등(이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

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는 통

신기관등에 통신제한조치영장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제한조치영장 또

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

다.

  ③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

은 자는 당해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 또는 협조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④ 통신기관등은 통신제한조치영장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

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제10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7조제

1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때에는 통신제한조치를 종

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통신제한조치의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피의자에게만 통지한

다.

  1.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2.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종류·방법

  3. 통신제한조치를 개시한 날짜와 종료한 날짜

  4. 영장을 발부받은 날짜

  5. 영장에 기재된 죄명과 적용법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에는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현저한 때

  2.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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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려가 현저한 때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이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

부하여 미리 관할 보통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지를 유예한 기간이 종료한 날에 또는 제2항 

각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

여야 한다.

제11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보존과 폐기) ①　통신제한조치영장을 

집행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내용 중 사

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녹음 또는 기타 기록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②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사실의 인식 및 기록 그리고 제1항에 따른 삭제

에 관해서는 수사문서로 기록・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①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집행·통보 및 각종 서류작

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통신제한조

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통신

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 외에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

한조치로 지득한 내용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외

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원에서의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허가여부·허가내용 등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제9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 전기통신의 내용은 다음 각 호

의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제6조제1항에 규정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

죄를 수사·소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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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

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10조, 제12조제1항·

제3항·제4항 및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

여 이를 적용한다.

제3장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제15조(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① 검사는 피의

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

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

여 이를 소명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송·수

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

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소명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

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영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전기통신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집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송·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이 저장된 내용 가운데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계

가 있는 것에 한정하여 그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해당 정보의 파일을 복제하여

야 한다. 다만, 압수할 대상을 특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

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장에 기

재된 작성기간 내의 해당 전기통신의 전부를 복제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영장에 기재된 작성기간 내의 해당 전기통신의 전부

를 복제하여 제출받은 경우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파일 등 제출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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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매체를 즉시 봉인하여야 하며, 영장집행의 대상이 된 기관 또는 개인으로

부터 복제하여 제출한 내용과 봉인된 것이 동일한 것임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봉인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탐색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만을 압수하여야 하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는 내용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

  ⑦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항에 따라 봉인조치 된 이후 제6항에 따른 탐

색 및 압수의 절차에서 그 봉인된 내용이 사후적으로 조작, 편집, 멸실 등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입증할 장치나 문서기록 등은 체계적으로 관

리,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는 그 대상이 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현황과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⑨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당사자 참여권 등) 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

지에 따른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에 참여

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5조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그 집행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로 보지 않는다. 

단,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집행에 참여하

는 때에는 영장집행의 방법 및 절차, 그 적법성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

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개진한 의견은 제15조제8항에 따라 작성하는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제17조(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피의자 

및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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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피의자에게만 통지한다.

  1.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2.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종류와 기간, 전기통신의 송수

신 당사자 성명

  3.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죄명과 적용법조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압수·수색·검증을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

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사실을 통지할 경우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60일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통신자료 및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

제18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자료의 제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

라 한다)에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통신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해당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통신자료제공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

여 필요하고 해당사건과 관련성이 있다는 소명자료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신자료제공영장을 청구하여 발

부받아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대하여 통신자료제공영장을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신자료제공영장을 발부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

  ④ 제3항의 통신자료제공영장에는 피의자 또는 형 집행을 요하는 자의 성명, 

피의사실 또는 형 집행을 요하는 사실의 요지, 죄명, 적용법조, 통신자료제공

의 대상이 된 통신수단, 통신자료제공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방법·기

간 및 그 기간이 경과하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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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담당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통신자료제공의 범위

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통신자료제공영장을 집행하는 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통신

기관에 통신자료제공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신자료의 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자료의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자

료제공영장 등 관련 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⑦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2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영장의 청구를 받은 현

황, 이를 발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⑧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신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통신자료 

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자료제공영장 등 관련 자료를 

통신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의 사

실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 등 관련 자료의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⑩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자료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7조(동조 제7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법원에의 통신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

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범죄수사를 위한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 ① 검사는 피의자가 제6조

제1항에 열거된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

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의 수집이 현저히 어려운 사실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

원의 영장을 받아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

자등”이라 한다)에게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용

대기상태에서의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은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

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이 소명된 경우에 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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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제6조제1항에 열거된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

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현저히 어려운 사실을 소명한 경

우에 한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의 영장을 받아 전기통신사

업자등에게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은 10

일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달성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요청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요

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2회에 한하여 각 

10일의 범위 안에서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의 절차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1조(특정 전기통신 기지국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① 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 중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연쇄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동일 사건의 단서가 여러 지역에서 시차를 두고 발견

된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

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특정 기지국의 통신

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검사는 특정 기지국의 통신

사실확인자료의 일시와 범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범죄혐의 및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일시와 범위를 기재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

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③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기지국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절차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2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자료제공등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통신자료 또는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

은 사건에 관하여는 관련자료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자료 또는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그 영장에 기재된 죄명 및 구체적인 혐의

의 내용,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해당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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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2조 및 제13조는 제18조부터 제

21조까지에 의한 통신자료 및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통신자료 및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5장 감청설비의 인가 등

 제24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

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자, 인가연

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인가를 받아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 또는 사

용하는 자는 인가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 비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비품으로서 

그 직무수행에 제공되는 감청설비는 해당 기관의 비품대장에 기재한다.

  ④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① 국가기관(정보수사기관을 제외한다)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

는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

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①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감청설비탐지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법인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용자보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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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사업계획·기술·재정능력·탐지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

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변경요건 및 절차, 등록한 사업의 양도·양수·승

계·휴지·폐지 및 그 신고, 등록업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제2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대표자로서 그 등록이 취

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8조(등록의 취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5.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

해를 입힌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취소의 요

구가 있는 경우

제6장 국회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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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국회의 통제) ①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

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 통신제한조

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한 기관의 장 또는 이를 집행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감

청설비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내역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그 의결로 수사

관서의 감청장비보유현황, 감청집행기관 또는 감청협조기관의 교환실 등 필요

한 장소에 대하여 현장검증이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검증이나 

조사에 참여한 자는 그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장검증이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

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

다.

  ④ 통신제한조치 및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을 집행

하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는 이에 협조한 기관 및 통신자료나 위치정보추적자료

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위치정보

사업자 등은 매 분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보고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에 대한 보고서, 통신자료제공

보고서 및 위치정보추적자료제공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

다.

제7장 벌칙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이나 대화에 대한 감청을 

한 자

  2. 제1호에 따라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영장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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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

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영장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

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

하여 협조한 자 

  2. 제12조제1항(제14조제2항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3. 제18조제5항(제20조제4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통신자료제공영장 또는 위치정보추적자료제공영장의 사본을 교

부하지 아니하고 자료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통신자료제공영장 또는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영장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자료를 제공한 자.

  ③ 제12조제2항(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2조제3항(제14조제2항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영장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

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영장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

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

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

  5.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

치하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여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 46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자

료를 즉시 폐기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14조제2항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

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통신자료제공 현황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를 위반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의 집

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를 위반하여 통신자료 또는 위치정보추적자료제공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

제32조(미수범) 제30조 및 제31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3

1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집행하는 통신제

한조치,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30조제2항제3호 및 제3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요청하는 통신자료 및 위치정보추적자료부터 적용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

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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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2조제7항 후단 중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를 “「통신비밀보호

법」 제30조”로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0호다목 중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4항”을 

“「통신비밀보호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8조의4제4항 단서 중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제15호에 따른 위치정보추적자료”로 한다.

  ④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1항 중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통신비밀

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

으면 종전의 「통신비밀보호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사이버사찰금지법앆의  
주요 내용 

이호중 
(서강대 법학젂문대학원)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안하며 

◆ 배경  
   - 국가권력의 감시적 통제의 지속적 확대 
   - 메싞저서비스에 대핚 압수수색의 문제는 매우 심각핚 상태 
 
◆ 인터넷홖경과 메싞저서비스 등의 특성상 
    통싞정보에 관핚 사찰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개인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사태 발생 
   - 그러나 현행 통싞비밀보호법은 시민의 정보인권보호에 충실하기 
    보다는 국가기관의 수사편의만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욲영. 
   - 테러대응 등의 명분으로 수사기관 권력확대는 더욱 가속화될 위험 
 
◆ 기본적 문제의식 
   - “„수사상 필요‟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권력작용을 기본권보장의 관점에서 엄격히 통제” 
     ⇒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인권 보호 
     ⇒ 표현의 자유 확장에 기여 
     ⇒ 민주주의를 위핚 법제정이 되어야 핚다! 



법안의 주요 내용 – 목적과 형식 

∎ 목적(법앆 제1조)  
   - 통싞비밀의 보호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와 통싞정보의 자기결정권” 보호도 목적 
∎ 기본이념(법앆 제2조) 
   - 정보인권에 재핚 제핚은 필요최소핚도로! 
   - 범죄혐의와 무관핚 시민의 정보인권 보호 
∎ 법 형식  
   - 통싞비밀보호법의 젂면개정 형식 

◆ 현행 통비법은 통싞비밀보호만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이버사찰의 문제지대는 단지 통싞비밀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보호, 그리고 보다 넓게 통싞정보에 관핚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렦됨. 
   이를 법앆의 보호목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이버사찰금지법은 사이버상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관핚 국가기관의 수사상 침해로부터 시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목적을 설정함.  
◆ 법 형식에서는 
   - 현행 통비법이 사이버사찰을 규율하는 특별법으로 졲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비법을 젂면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사이버사찰금지법으로 탈바꿈하도록 
     법앆을 제앆함. 



법안의 주요 내용 – 개념정의 

<주요 개념 정의(법앆 제3조)> 
 

∎ 감청 = 젂기통싞의 감청 + 대화감청  
∎ 통싞사실확인자료 
     - “과거의” 통싞사실확인자료로 핚정   
∎ 통싞자료 = 통싞사실확인자료  
               + 가입자정보(현 젂기통싞기본법상의 통싞자료)  
∎ 위치정보추적자료 
   - 현행 통비법 제2조 11호 „바‟와 „사‟ 목 규정을 

     “위치정보추적자료”로 해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둠   

◆ 통싞사실확인자료에서 „실시갂위치정보추적‟을 제외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통싞사실확인자료는 엄격하게 “과거의” 것으로 핚정하도록 함으로써  
    감청과 통싞사실확인자료제공을 엄격히 구별하도록 함.    
◆ 통싞자료제공은 현재 젂기통싞기본법  제83조에 의하여 영장없이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영장주의를 적용하기 위하여  
   - 현행 „통싞자료‟ 개념을 “가입자정보”로 용어수정하고 
   - “통싞자료 = 통싞사실확인자료 + 가입자정보”로 규정하여 
   - 영장주의를 적용하도록 함. 



법안의 주요 내용 – 감청 통제 

<통싞제핚조치 영장주의 강화(법앆 제6, 7조)> 
 

∎ 통싞제핚조치 허가서를 „영장‟으로 변경 
   ⇒ 엄격핚 영장주의에 의핚 법원의 통제를 강화해야 핚다는 선언 
∎ 통싞제핚조치 요건 강화(법앆 제6조) 
   - 통싞제핚조치 요건 중 “범행계획” 부분 삭제 
   - 범인의 체포나 증거수집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욲 경우”로 
     요건을 강화 
   - 개연성 요건 추가 : “범죄의 실행에 관핚 증거 또는 피의자의 소재 
     를 파악핛 개연성”을 요건으로 명시 

◆ 감청에 대핚 법원의 영장주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허가서‟를 „영장‟으로 
    변경하고 요건을 강화함. 
◆ 감청은 엄격하게 범죄수사 목적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핚하고, 이에 따라  
   단순핚 “범행계획”을 근거로 해서는 감청이 행해질 수 없도록 함. 
◆ 감청의 요건에서도 범인체포나 증거수집이 “어려욲 경우”라는 요건을 
    강화하여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욲 경우”로 엄격히 규정함. 
    또핚 법원의 영장발부를 엄격히 하라는 취지에서 “개연성” 요건도 추가함. 
◆ 감청의 대상범죄를 축소조정핛 필요성은 매우 크지만, 
    다만, 이번 개정앆은 영장주의에 의핚 엄격핚 통제에 초점을 두어 
   감청의 대상범죄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않았음. 



법안의 주요 내용 – 감청 통제 

<통싞제핚조치에 대핚 통제>  
 

∎ „피내사자‟에 대핚 감청은 금지 
∎ 수사기관은 영장청구시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 
∎ 통싞제핚조치 기갂 
   현행 2월 → 1월로 단축 

◆ 앞서 “계획” 부분을 삭제핚 것에 상응하여 “피내사자”에 대핚 감청을 금지 
    하도록 규정함. 
◆ 영장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장 청구시에 수사기관이   
    - 통싞제핚조치의 구체적인 종류와 집행방법, 대상, 범위, 기갂 등을 
      특정하도록 명시하고  
    - 감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규정함. 
◆ 감청의 기갂을 현행 2월에서 1월로 축소하고, 
    감청기갂의 연장에 관핚 규정은 삭제함 
   (감청기갂 연장에 관핚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  
     



법안의 주요 내용 – 감청 통제 

<국가앆보를 위핚 감청, 긴급감청> 
 

∎ „국가앆보를 위핚 통싞제핚조치‟(현 통비법 제7조)  
   ⇒ 삭제 
∎ 긴급통싞제핚조치(법앆 제8조) 
   - 긴급통싞제핚조치의 주체에서 „정보수사기관의 장‟ 제외 
   - 요건에서 „음모행위‟를 „범죄행위‟로 개정하고 „계획‟ 부분 삭제 
   - 사후영장 의무화   

◆ 국가앆보를 위핚 통싞제핚조치를 삭제함 
   - 그 요건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함. 
   -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통싞제핚조치를 허용하게 되어  
     비례성원칙에 반함. 
◆ 긴급통싞제핚조치에 대핚 통제 강화 
   - 국가앆보를 위핚 통싞제핚조치를 삭제핚 것에 상응하여, 
     긴급통싞제핚조치에서도 정보기관의 장을 주체에서 제외함. 
   - 현행 통비법 제8조 제5항은 단기갂의 긴급통싞제핚조치에 대하여 
     법원의 사후허가조차 필요없는 것으로 규정하여 남용의 여지가 매우 큼. 
     따라서 긴급통싞제핚조치는 모듞 경우에 반드시 사후영장을 받도록 규정함. 
   - 아욳러,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못핚 경우에는 통싞제핚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취득핚 자료를 즉시 폐기하도록 규정함(제5항). 



법안의 주요 내용 – 감청 통제 

<통싞제핚조치 집행에 관핚 통지(법앆 제10조)> 
 

∎ 당사자 통지시점을 „집행 종료후 30일 이내‟로 함. 
∎ 통지의 대상자를 „당해 통싞제핚조치의 당사자‟로 규정 
   ⇒ 모듞 송수싞 당사자에게 집행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통지내용의 구체화(법앆 제10조 제1항)  
∎ 통지유예를 엄격히 통제(법앆 제10조 제2항) 
   - 통지유예 요건 축소 
   - 법원의 허가를 받아 60일까지만 통지유예 가능 

◆ 현행 통비법 제9조의2는 집행통지에 관하여 „기소/불기소 처분 이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통지시점이 매우 늦어지고, 수사기관의 자의적 편법 
   (예를 들어, 장기갂의 기소중지)에 따라 통지제도가 무력화될 위험이 있음.  
    따라서 수사기관의 자의적 남용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인 시민의 통지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지시점을 „종료후 30일 이내‟로 규정함.  
◆ 통지대상을 모듞 당사자로 규정하여 시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강화함. 
   아욳러 통지내용도 집행사실뿐만 아니라, 집행기관과 기갂, 통싞제핚조치의 
    대상, 종류, 방법, 죄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함. 
◆ 통지유예제도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경우에도 통지유예 기갂
을 ‟60일‟로 핚정하여 남용의 여지를 없애도록 함. 



법안의 주요 내용 – 감청 통제 

<통싞제핚조치 취득자료의 보졲과 폐기, 사용제핚> 
 

∎ 통싞제핚조치로 취득핚 자료의 보졲과 폐기에 관핚 규정을 싞설 
   (법앆 제11조) 
  - 감청취득자료 중 “사생홗의 비밀에 속하는 사실”은 즉시 폐기하고, 
    폐기 사실을 수사문서에 기록 의무화 
  - 공소제기나 불기소처분시 증거제출 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듞 자료  
    즉시 폐기 
∎ 통싞제핚조치로 취득핚 자료를 “범죄예방”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법앆 제13조) 

◆ 현행 통비법에는 통싞제핚조치로 취득핚 자료의 보졲이나 폐기에 관핚 규정 
   이 없어, 수사기관이 통싞제핚조치 자료를 어떻게 남용하는지 젂혀 통제되지 
    않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감청으로 취득핚 자료 중 범죄와 관렦없는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정보는 즉시 폐기하고, 그 인지 및 폐기사실을 반드시 수사기록으로 남기도 
   록 하여 남용의 여지를 없애도록 함. 
   또핚 공소제기나 불기소처분시 증거로 제출핛 자료 외예는 모두 폐기하도록  
   명시함. 
◆ 통싞제핚조치로 취득핚 자료는 수사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현행 통비법 제12조에 규정된 „범죄예방 목적‟을 삭제함. 



법안의 주요 내용 – 전기통신 압수수색 

<젂기통싞 압수수색에 관핚 규정 싞설> 
 

∎ 젂기통싞 압수수색의 요건 
   -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핛 만핚 상당핚 이유‟ + 
     „범죄실행 저지나 증거수집이 어려욲 경우‟로 핚정 
   - 일반 압수수색보다 요건을 엄격히 강화함 

◆ „송수싞이 완료된 젂기통싞‟은 현재 형사소송법의 일반 압수수색으로 규율됨. 
   - 현재 압수수색은 “범죄수사에 필요핚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핛 만핚 정황”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형소법 제215조 제1항).  
   - 이 규정에 의핚 압수수색영장은 실제로 매우 광범위하고 손쉽게 발부됨. 
◆ 오늘날 인터넷과 메싞저 홖경을 고려하면, 젂기통싞에 대핚 압수수색은  
   사실상 감청과 구별되지 않는 특성을 보임.  
    송수싞의 완료 여부에 따라 감청과 압수수색의 대상을 구별하면서 
    감청영장의 요건보다 훨씬 완화된 요건으로 젂기통싞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현재의 규율방식은 통싞비밀 보호에 심각핚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법앆에서는 젂기통싞 압수수색의 요건을  
   위와 같이 „범죄의 상당핚 이유(체포구속의 요건)‟와 더불어 
   „보충성 요건(현재 감청의 요건)‟을 규정하여  
   젂기통싞에 관핚 압수수색을 일반 물건의 압수수색과 구별하여  
  감청에 준하는 엄격핚 요건을 설정함. 



법안의 주요 내용 – 전기통신 압수수색 

<젂기통싞 압수수색의 젃차> 
 

∎ 젃차에 관핚 상세핚 규정 싞설(법앆 제15조 제4항–제7항) 
   -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렦된 것에 핚정하여 
     문서출력이나 해당 파일 복사의 방법으로 압수수색 
   - 그것이 불가능핚 경우에만 일정 기갂 젂체의 젂기통싞자료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도록 함. 
   - 수사기관의 봉인조치 등 무결성보젂 의무를 규정  

◆ 젂기통싞 압수수색의 젃차에 관해서는 
   -  대법원 2011.05.26. 자 2009모1190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규정함 
    「젂자정보에 대핚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핛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렦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
대핚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핚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핚 부득이핚 
사정이 졲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핛 수 있도록 영장
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핚 때에 핚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
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
체에서 범죄 혐의 관렦성에 대핚 구분 없이 저장된 젂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
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핚 사정이 없는 핚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
하는 위법핚 집행이다. 」  



법안의 주요 내용 – 전기통신 압수수색 

<당사자 참여권> 
 

∎ 압수수색 젃차에 관핚 당사자 참여권 규정 싞설 
   (법앆 제16조) 
   - 피의자나 변호인의 집행참여권 명시 
   - 집행참여시 당사자의 의견개짂권을 규정 
   - 당사자의 의견개짂을 조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 당사자 참여권에 대해서도  
    대법원 2011.05.26. 자 2009모1190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규정함 
   - 이 경우 형소법상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피의자와 변호인의 집행참여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함. 
   - 또핚 집행참여시 실질적인 통제권핚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행참여자의 의견개짂권을 싞설하고  
     그 의견개짂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서에 기록을 남기도록 규정함. 



법안의 주요 내용 – 전기통신 압수수색 

<압수수색 집행에 관핚 통지> 
 

∎ 당사자 통지시점을 „집행 종료후 30일 이내‟로 함. 
∎ 통지의 대상자를 „당해 젂기통싞의 모듞 당사자‟로 규정 
   ⇒ 모듞 관렦 당사자에게 집행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통지내용의 구체화   
∎ 통지유예 
   - 법원의 허가를 받아 60일까지만 통지유예 가능 

◆ 현행 통비법 제9조의3은 집행통지에 관하여 „기소/불기소 처분 이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앞서 말핚 감청 통지의 경우와 동일핚 문제를 앆고 
    있음. 
    따라서 젂기통싞 압수수색의 통지시점을 „종료후 30일 이내‟로 규정함.  
◆ 통지대상을 모듞 당사자로 규정하여 시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강화함. 
    아욳러 통지내용도 집행사실뿐만 아니라, 집행기관과 기갂, 통싞제핚조치의 
    대상, 종류, 방법, 죄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함. 
◆ 통지유예제도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경우에도 통지유예 기갂
을 ‟60일‟로 핚정하여 남용의 여지를 없애도록 함. 



법안의 주요 내용 – 통신자료 제공 

<통싞자료의 제공 젃차 및 영장주의 통제> 
 

∎ 통싞사실확인자료제공과 가입자정보 제공 모두 영장주의를 도입하여 
   법원의 통제(법앆 제18조) 
∎ 요건 
  -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핛 만핚 상당핚 이유” 요건 싞설 
  - 검사가 요건 해당을 엄격히 소명하도록 규정  
∎ 국가앆보를 위핚 통싞사실확인자료제공(통비법 제13조의4) 삭제 

◆ 현행 젂기통싞사업법상 „통싞자료의 제공‟ 
   - 성격상 개인정보의 침해를 야기하므로 강제수사로 규율되어야 함.  
   - 그러나 현행법상 통싞자료의 제공은 법원의 통제없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영장주의 및  적법젃차 위반의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통싞사실확인자료와 가입자정보를 통합하여 “통싞자료”로 하여 
     영장주의를 도입하여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규정함. 
◆ 국가앆보를 위핚 통싞제핚조치를 삭제핚 것과 동일하게 
    국가앆보를 위핚 통싞사실확인자료 제공 규정도 삭제함. 



법안의 주요 내용 – 통신자료 제공 

<위치정보추적자료제공에 관핚 엄격핚 통제(법앆 제20조)> 
 

∎ 대상범죄의 제핚 
   - 젂기통싞감청의 대상범죄로 핚정 
∎ 요건 강화 
   -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핛만핚 충분핚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현저히 어려욲 경우” 
∎ 기갂의 제핚 

  - 10일로 제핚하고, 법원이 2회 연장 가능하도록 함. 

◆ 위치추적자료제공은 위치정보에 관핚 실시갂 감청과 동일함.  
    따라서 감청에 준해서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함. 
   - 대상범죄를 감청대상범죄로 핚정하고 
   - 요건에 „충분핚 이유‟와 „보충성‟ 요건(현재의 감청요건)을 규정하여  
     보다 엄격핚 요건으로 통제하도록 함.  
   - 특히 이용대기상태에서의 위치추적은 그것이 범죄실해의 저지나 범인체포 
     의 “유일핚 수단”일 때에만 허용하도록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함.  
◆ 위치추적의 정보제공기갂을 제핚하여 10일로 규정하고 
    법원의 허가로 2회(각 10일 범위)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함. 



법안의 주요 내용 – 통신자료 제공 

<기지국수사에 대핚통제 강화(법앆 제21조)> 
 

∎ 대상범죄의 제핚 
   - 젂기통싞감청의 대상범죄로 핚정 
∎ 요건 강화 
   - “피의자를 특정핛 수 없는 연쇄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피의자를 
    특정핛 수 없는 동일 사건의 단서가 여러 지역에서 시차를 두고 
    발견된 경우”로서 
   -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욲 경우”로 핚정 

◆ 기지국수사의 남용은 범죄혐의와 무관핚 수많은 시민들의 통싞정보를  
   고스란히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인권에 대핚 침해가 매우 심각핚 문제임.  
◆ 이러핚 문제의식에 따라  법앆에서는 에 관핚 별도 규정을 싞설하고  
    그 요건을 강화함. 
  - 대상범죄를 통싞제핚조치의 대상범죄로 핚정하고,  
  - 연쇄범죄 발생 등의 특수핚 상황요건을 규정하며,  
  - 보충성요건도 규정함. 



법안의 주요 내용 – 통신자료 제공 

<통싞자료 제공의 통지(법앆 제22조)> 
 

∎ 통싞자료제공,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 기지국수사의 경우에 당사
자 통제제도의 강화 
   - “자료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 
   - 법원의 허가를 받아 60일 범위에서 통지유예 가능 

◆ 현행 통비법 제13조의3은 통싞사실확인자료의 집행통지에 관하여 
    „기소/불기소 처분 이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앞서 말핚 감청 통지의 경우와 동일핚 문제를 앆고 있음. 
    따라서 통지시점을 „종료후 30일 이내‟로 규정함.  
◆ 통지대상을 모듞 가입자로 규정함. 
◆ 통지유예제도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경우에도 통지유예 기갂 
    을 ‟60일‟로 핚정하여 남용의 여지를 없애도록 함. 



법안의 주요 내용 – 국회의 통제 

<국회의 통제 강화(법앆 제29조)> 
 

∎ 대상범위 
  - 통싞제핚조치 뿐만 아니라, 젂기통싞 압수수색,  
    통싞자료제공, 위치정보추적자료제공도 국회통제 대상 
∎ 국회에 대핚 보고의무 
   - „매 분기별‟로 집행에 관핚 보고서의 국회 제출 의무화 
∎ 동일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규정 

◆ 현행 통비법 제15조는 국회의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수사기관의 남용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매우 미흡함. 
◆ 따라서 법앆에서는 
   - 통싞제핚조치 뿐만 아니라, 젂기통싞 압수수색,  통싞자료제공,  
     위치정보추적자료제공 등 이 법의 모듞 사항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매 분기별로 보고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함. 
   - 또핚 보고서를 대외적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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