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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초 록 

요약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는 오늘날의 범죄수사에 있어서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증거로서 디바이스에 대한 포렌식이 필수적 임에

도 불구하고 iOS9, Android 5.0 등의 운영체제의 디바이스 암호화라는 기

술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영장주의 및 형사소송법 및 판례에 따른 엄

격한 절차적 제약 하에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암호화된 디바이스를 해독하지 못하면 범죄자들은 단지 디바이스에 저

장된 전자정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 

디바이스를 범죄에 이용하게 될 우려가 높아 이 경우 형사처벌의 심각한 

공백으로 범죄수사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테러예방, 피해자들의 인권보

호 등 모든 국가의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가치 실현 전반이 붕괴되는 상

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호화

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국내 상황과 법체계

를 고려할 때 복호화명령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위반 가능성과 

타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RIPA,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 Act 2000)의 참고로 하되 그 요건, 대

상, 범위를 국내 법체계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

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또는 감청 통신영장에 의하여 강제처분

이 허가된 디바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그 대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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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영장주의에 따라 그 요건, 대상,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복호화

명령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는 진술거부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기업활동의 자유 등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

해하지 아니하고,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령과 판례 법리와도 충돌하지 아

니하고, 디지털포렌식 기술이 무력화되어 디바이스에 대한 증거수집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복호화명령제도, 디바이스 암호화,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

암호키 제출, iOS9, Android 5.0

학  번 : 2014-24862



- 4 -

목차

1. 서론··································································································1

1.1. 디바이스에 저장된 증거의 중요성 및 현재까지 디지털포렌식 방법 1

1.2. 최근 디지털포렌식 환경의 변화 ·································································2

1.3.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4

2. 디바이스 암호화로 인한 디지털포렌식의 무력화··················5

2.1. 디바이스 암호화의 의미 ···············································································5

2.2. 디바이스 암호화의 내용 ···············································································6

2.2.1. iOS 암호화의 내용 ····················································································6

2.2.2. 안드로이드 암호화의 내용········································································8

2.3. 디지털포렌식의 무력화 및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11

3. 도입가능한 제도의 검토····························································13

3.1. 국가차원의 암호규제 제도도입의 필요성···············································13

3.2. 키복구 및 키위탁 제도 ···············································································14

3.2.1. 키복구 및 키위탁 제도의 의의 및 입법례··········································14

3.2.2. 키위탁 제도의 한계 및 국내도입의 어려움········································16

3.3. 복호화명령제도 ·····························································································18

3.3.1. 복호화명령제도의 의의와 입법례··························································18

3.3.2. 복호화명령제도를 통한 디바이스의 전자정보 취득가능성··············20

4. 복호화명령제도 도입시 현행 헌법 및 법률 위배여부 ········22

4.1. 위헌가능성·····································································································22



- 5 -

4.1.1. 진술거부권 ··································································································23

4.1.1.1. 의의···········································································································23

4.1.1.2. 내용···········································································································23

4.1.1.3. 제한가능성 ·······························································································24

4.1.1.4. 제한의 한계 ···························································································25

4.1.1.4.1. 본질적 침해금지의 원칙 ····································································26

4.1.1.4.2. 과잉금지의 원clr ··················································································27

4.1.1.4.3. 자기부죄거부의 원칙과 충돌에 대한 미국연방재판소 판례 검토···29

4.1.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0

4.1.2.1. 의의···········································································································30

4.1.2.2. 내용···········································································································30

4.1.2.3. 제한가능성 ·······························································································31

4.1.2.4. 제한의 한계 ···························································································32

4.1.2.4.1. 본질적 침해금지의 원칙 ····································································32

4.1.2.4.2. 과잉금지의 원칙··················································································34

4.1.3. 통신의 비밀과 자유··················································································36

4.1.3.1. 의의···········································································································36

4.1.3.2. 주체 및 내용 ···························································································36

4.1.3.3. 제한가능성 ·······························································································37

4.1.3.4. 제한의 한계·····························································································39

4.1.3.4.1. 본질적 침해금지의 원칙 ····································································39



- 6 -

4.1.3.4.2. 과잉금지의 원칙··················································································40

4.1.4.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41

4.1.4.1 의의 ············································································································42

4.1.4.2. 내용···········································································································42

4.1.4.3. 제한가능성 ·······························································································44

4.1.4.4. 제한의 한계·····························································································44

4.1.4.4.1. 본질적 침해금지의 원칙 ····································································44

4.1.4.4.2. 과잉금지의 원칙··················································································45

4.1.5. 기업활동의 자유 ························································································47

4.1.5.1 의의 ············································································································47

4.1.5.2. 내용···········································································································47

4.1.5.3. 제한가능성 ·······························································································48

4.1.5.4. 제한의 한계·····························································································49

4.1.5.4.1. 본질적 침해금지의 원칙 ····································································49

4.1.5.4.2. 과잉금지의 원칙··················································································50

4.2. 현행법령과의 충돌 가능성 ·········································································53

4.2.1. 개인정보보호법··························································································53

4.2.1.1. 법률의 내용·····························································································53

4.2.1.2. 복호화명령제도와 충돌가능성 ·····························································57

4.2.2. 전기통신사업법 등 직무상 지득한 사실 누설금지 조항··················58

4.2.2.1. 법률의 내용·····························································································58



- 7 -

4.2.2.2. 복호화명령제도와 충돌가능성 ·····························································59

4.3. 도입의 필요성 ·······························································································61

5. 복호화명령 제도 도입의 구체적 방안 ····································63

5.1. 복호화명령의 대상정보···············································································63

5.2. 복호화명령허가의 요건···············································································65

5.3. 복호화명령허가내역의 관리 ·······································································67

5.4. 복호화명령허가의 상대방 ···········································································68

5.5. 복호화명령의 효력 ·······················································································69

5.6. 복호화명령의 실효성 문제·········································································71

5.6.1.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례······························································71

5.6.2. 국내 카카오의 사례··················································································72

5.7. 복호화명령의 벌칙규정···············································································73

6. 결어································································································76



- 1 -

1. 서론

1.1. 디바이스에 저장된 증거의 중요성 및 현재까지 디지털포렌식 방법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구글(google)의 안드로이드(Android) 스마트

폰 또는 애플(apple)의 아이폰(i-Phone)을 사용하고 있다. 사람들은 스마트

폰이라고 불리는 모바일 디바이스 하나를 사용하여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송수신, 인터넷 검색, 음성메모, 캘린더 기록 등 이전까지는 전화기, 컴퓨

터, 다이어리, 보이스 레코더 등 여러 가지 종류의 기기를 이용하여 해왔

던 일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즉, 이 작은 모바일 디바이스 안에 

개인의 일상생활이 그대로 저장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막대한 

양의 정보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모바일 디바이스가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는데 이용될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많아졌

고, 다른 기기를 이용할 필요 없이 다양한 기능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특성상 범죄에 관한 증거가 오로지 모바일 디바

이스에만 남아있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대부분의 

범죄수사에 있어 피의자가 사용하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압수하여 모바일 

디바이스 안의 전자정보를 확보하는 절차가 수사의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되었다. 

  지금까지 수사실무를 보면,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15조1)에 근거하

여 법원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점, 압

1)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

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음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

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

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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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려는 모바일 기기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점, 압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위 영장에 

근거하여 모바일 디바이스를 압수하였다. 그 후 피압수자의 참관 하에 이

를 봉인한 후 곧바로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등에 해당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여 피

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된 상태에서2) 압수된 모바일 디바이스 안에 저장

된 전자정보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그 분석과정에서 Encase, FTK, GMD 

등의 디지털포렌식 장비3)를 이용하여 큰 기술적 문제 없이 전자정보를 

분석할 수 있고 단지 압수수색의 절차상 적법성, 증거의 관련성, 참여권

보장, 별건 증거 여부 등이 전자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문제되었을 

뿐이다4).  

1.2. 최근 디지털포렌식 환경의 변화

  그런데 최근 디지털포렌식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애플

사의 아이폰의 경우 iOS8 이전의 운영체제에서는 디바이스 암호화가 걸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미 법무부가 영장에 의하여 애플사(회사 

명칭)에 피의자의 iOS기기에 저장된 전자증거 제출을 요청하면 애플사는 

법 집행 가이드(Legal Process Guidelines)에 따라 전자증거를 추출하여 미 

2) 대법원에서는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

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고 보아 포렌식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

시하여(대법원 2015.0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실무적으로 압수당시 피압수

자에게 참여권을 고지한 후 디지털포렌식 분석과정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압수자

가 참여를 원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있음  

3) EnCase, FTK는 주로 PC 용 포렌식 도구이며, 모바일 포렌식의 경우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GMD 장비를 사용했으며 해외에서는 Cellebrite UFED, Oxigen Forensic Siute, Elcomsoft 

Forensic Tookits 등이 사용됨

4) 이 논문에서는 모바일 기기에서 취득한 전자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들

은 다루지 아니하고 대법원 판례 법리를 기준으로 논지를 전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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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자정보의 수집이 이루어졌고, 국내에서는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iOS8 이전 버전의 iOS 기기에 대하여 

모바일포렌식이 부분적으로 가능했었다.5) 그러나 iOS8부터 디바이스 암호

화로 인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Encase 등의 포렌식기기로는 모바일포

렌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애플사는 미 법무부의 영장에 의한 자

료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 최근 애플사는 2015년 여름경 미 법무부로

부터 총기, 마약 용의자들이 아이폰으로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실시간

으로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바 있어, 국내에서도 동일

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디바이스의 경우 상황이 조금 복잡하다. 기술적인 

부분만 보자면 Android 5.0 이전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디바이스 암호

화를 개인이 설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개인이 이를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믈었기 때문에 모바일포렌식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가 없었으나, 

Android 5.0 lollipop 이후에는 디바이스 암호화로 인하여 iOS8 이후의 iOS 

기기와 마찬가지로 모바일포렌식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체재의 경우 운영체제와 디바이스를 애플사에서 동

시에 제조하는 아이폰과 달리 운영체제 개발업체(구글사, 회사 명칭)와 디

바이스 제조사(삼성, HTC 등)가 따로 있고, 현재 제조사에서 처리속도 등

의 이유로 디바이스 암호화를 기본설정이 아닌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설정으로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실질적으로는 안드로이드 운영

5) 아이폰의 경우 iPhone4 이전에서만 패스코드를 모르더라도 사용자 데이터 파티션 이미지 획득

이 가능하고, 이후의 버전에 대한 포렌식 도구들은 모두 탈옥된 아이폰에 대하여 패스코드를 알

아야 사용자 데이터 파티션에 대한 이미지 획득이 가능함. 이것은 근본적인 포렌식은 불가능하

고 부분적인 형태의 포렌식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최근 iOS9 이후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어려운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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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에 대한 모바일포렌식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6), 앞으로 제조사

가 디바이스 암호화를 기본설정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구글사에서 이

를 강제하는 경우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 역시 기술적으로 모바일포렌식

이 불가능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 

1.3.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포함한 일체의 디바이스는 

오늘날의 범죄수사에 있어서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증거이

고 범죄수사에 있어 모바일 디바이스의 전자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

이다. 그러나 디바이스 암호화라는 기술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법원으

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형사소송법 및 판례에 따른 엄격한 절차

적 제약 하에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기술적인 한계로 인하여 디지

털포렌식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디바이스 안의 전자정보를 수사에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에 대한 수사 및 범죄에 

대한 처벌, 더 나아가 국가안보 수호,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 피해자들의 

인권보호, 테러예방 등의 모든 국가의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가치 실현 전

반이 현저하게 어려워지는 위기가 예상된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서 기존의 디지털포렌식이 급격히 무력

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바이스 암호로 보호되는 디바이스의 전자정보를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지 기술적, 법적 해결방안 및 구체적인 입법적 고

려사항을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6) Android 5.0 lollipop 운영체제를 쓰고 있는 갤럭시 S6의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모바일포렌식이 

기술적으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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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바이스 암호화로 인한 디지털포렌식의 무력화

2.1. 디바이스 암호화의 의미

  디스크 암호화(Disk encryption)는 데이터 보관장치에 대한 무단 접근을 

보호하는 기술로서, 디스크 안에 보관된 정보를 해독할 수 없는 코드로 

변환하여 보호하는 기술이다. 디스크 암호화는 디스크 볼륨 모든 비트 단

위의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디스크 암호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기술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디바이스 암호화는 풀 디스크 암호화(Full disk encryption)의 일종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풀 디스크 암호화에서는 디스크 내부

의 특정 파일이나 폴더가 암호화 하는 것이 아니라 스왑스페이스(swap 

space)나 임시파일(temporary files)을 포함한 모든 것이 암호화한다. 둘째, 

사용자가 어떤 파일을 암호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권이 없다. 셋째, 

단순히 암호화 키를 파기하는 행동으로 디스크 안에 저장된 데이터 전체

를 열람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7).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iOS8 이후의 아이폰과 Android 5.0 Lollipop 이후

의 안드로이드폰에는 이와 같은 디바이스 암호화가 되어 있어 현재 수사

기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포렌식 장비로는 사실상 모바일포렌식이 무력화

된 상황이다.8)9)   

7)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Disk_encryption(2015. 12. 5. 확인)

8)  Android Lollipop의 경우는 iOS와 달리 디바이스 암호화를 사용자가 설정하여도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운영체제 개발사의 디바이스 암호화

에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테러나 국가안보 등 중요한 사안에서 적시에 대응할 수 없

음 

9) 다만, iOS8을 사용하는 아이폰 5, 5s에 대한 포렌식 도구가 현재 나와 있으며, 최근 iOS8,9 버

전을 사용하는 아이폰6의 경우에는 현재 국내 수사기관에서는 포렌식 불능상태이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는 향후 지켜볼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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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디바이스 암호화의 내용

2.2.1. iOS 암호화의 내용 

  애플사에서  2015. 4. 10.자 이전에 사용하였던 법 집행 가이드(Legal 

Process Guidelines)에는, “애플은 암호로 잠겨진 iOS 기기에서 특정 카테

고리의 활성화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특히, 애플의 자체 앱에 보관

되고 암호로 암호화되지 않은 파일 및 iOS기기에서 이용자가 생성한 파일

은 추출되어 외부 미디어로 법 집행기관에 전달될 수 있다. 애플은 iOS4 

혹은 더 최근의 iOS로 동작하는 iOS기기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용자 생성 파일 중 유효한 수색 영장에 따라 법 집행기관에 

제공될 수 있는 카테고리는 단지 SMS, 사진, 비디오, 연락처, 오디오 기

록, 통화 기록이다. 애플은 이메일, 캘린더, 그리고 제3자 앱(애플 자체 앱

이 아닌 앱) 데이터는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애플사는 위

와 같은 방침에 따라 미 법무부 등 법집행기관이 영장에 의하여 요구하는 

iOS기기 내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제공해왔다.  

  그러나 2015. 4. 10.자로 개정된 애플의 법 집행 가이드(Legal Process 

Guidelines)에 따르면, “사용자의 iOS 기기에 보관된 데이터는 사용자의 

패스코드(passcode)가 더해진 암호화 키에 의하여 보호되고 애플은 사용자

의 패스코드를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애플은 iOS 8이나 그 이후의 iOS 버

젼을 사용하는 기기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다. SMS, iMessage, MMS, 

사진, 동영상, 접속기록, 음성메모, 통화내역 등은 사용자 암호의 보호하

에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iOS8 이상의 iOS 기기에 대한 

데이터 추출이 불가능하다10)11). 

10) 애플의 법 집행 가이드, Apple Legal Process Guidelines(201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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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S8 이후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iOS 기기의 디바이스 암호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사용되는 암호는 해킹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해킹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드웨어인 A8칩으로부터 칩내

에 하드웨어 키를 새겨 넣었다. 칩내에 새겨진 하드웨어 키와 관련하여 

애플은 관련 키 정보를 저장하고 있지 않으며, 더욱이 애플조차도 칩내의 

하드웨어 키 정보를 읽을 수 없다. 이 하드웨어 암호키는 은밀한 디바이

스 식별자로서 각각의 디바이스마다 암호화 과정을 효과적으로 만들어 준

다. 

  먼저 칩내에 새겨진 하드웨어 키에서 파생된 파일시스템 키를 사용하여 

사용자 데이터 파티션의 파일시스템 영역을 복호화하고, 파일시스템 영역

내 메타데이터(카탈로그 파일)를 이용하여 암호화 된 클래스 키(Class 

Key)를 저장하고 있는 시스템 키백 파일(systembag.kb)을 읽어 들인다. 이

후 칩내에 새겨진 하드웨어 키로부터 상기와 다른 방법으로 파생된 키로 

시스템 키백 파일을 복호화하고, 칩내에 새겨진 하드웨어 키와 사용자 개

인의 4자리 패스코드 키(passcode key)를 혼합 변환하여 만들어진 키로 

시스템 키백 파일내 클래스 키를 복호화하고, 클래스 키를 이용하여 암호

화된 파일키(File Key)를 복호화 하고, 복호화 된 파일키로 암화화된 파일

을 복호화 한다. 즉, iOS8 이후의 기기들은 이와 같이 사용자 개인의 암호

11) 애플은 iOS8 이후에는 사용자의 iOS 기기에 보관된 데이터는 사용자의 패스코드(passcode)가 

더해진 암호화 키에 하드웨어 고유의 키를 혼합하여 보호되고 애플은 사용자의 패스코드 및 하

드웨어 키를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애플은 iOS 8이나 그 이후의 iOS 버젼을 사용하는 기기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애플은 iOS8 이전에도 하드웨어키와 패스코드를 

알고 있지 못하지만 수사기관에 협조하였으므로 기술적인 문제로 데이터 추출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정책의 변화로 데이터 추출을 거부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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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와 하드웨어 고유의 암호키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암호화 하기 때문에 

애플은 영장이 있더라도 기기의 데이터를 임의로 추출하는 것이 기술적으

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12).

       

2.2.2. 안드로이드 암호화의 내용

  사용자가 생성한 패스워드 키에 마스터 키가 생성될 때 만들어진 16비

트 솔트를 혼합하여 KEK(the Key Encryption Key)를 만들고, 이를 AES 

128-bit CBC 모드 암호로 DEK(Device Encrytion Key)를 만들어서 이를 이

용하여 디스크 암호화를 했다. 그런데 Android 5.0 이전의 안드로이드 암

호화 방법을 살펴보면, 안드로이드 암호화는 dm-crypt에 기반하여 사용자

데이터 파티션을 배타적으로 암호화하고, 그 단위인 블록은 리눅스 커널 

디바이스 매퍼 시스템의 하위체제 디스크 암호화로 이루어 진다. 그런데 

12) Daniel A.mayer, Faux Disk Encrytion:Realities of Secure Storage On Mobile Devices, 

nccgroup(2015), Rene Ritchie, iPhone vs. Android and hardware encryption, 

iMore.com(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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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rypt는 블록 레벨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YAFFS 또는 YAFFS2를 사용

하는 NAND 플래쉬를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는 이러한 보호를 효

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기존 안드로이드 암호화는 현대 GPU에 대한 

해킹공격에 간단히 해킹되는 등 보안에 취약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구

글사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많은 보완책을 마련했다13).

 

  Anroid 5.0 Lollipop의 안드로이드 암호화에서는 몇몇 특징들을 추가하

여 풀 디스크 암호화를 향상시켰다. 가장 중요한 것은 KEK(the Key 

Encryption Key)가 디바이스의 TEE(Trusted Execution Environment)에 의

하여 사인되었다는 것이다. KEK는 TEE로부터 삭제될 수 없는 키를 취득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공격에 대응할 수 있고, 풀 디스크 자동 암호화 기

능을 디폴트 상태에서 지원하고 있다. 즉 Android 5.0 이후에는 암호화가 

디폴트 상태에서 켜져 있어 자동으로 디바이스 암호화가 되도록 되어 있

다14). 

13)Daniel A.mayer, Faux Disk Encrytion:Realities of Secure Storage On Mobile Devices, 

nccgroup (2015).

14) Daniel A.mayer, Faux Disk Encrytion:Realities of Secure Storage On Mobile Devices, 

nccgroup (2015.), Elmer Montejo, How to encryt your Android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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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안드로이드 체제의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복잡하다. Android 5.0

을 탑재한 구글 넥서스6, 넥서스9은 기본적으로 암호화 기능이 켜져 있지

만, OS 업데이트를 통해 안드로이드 5.0으로 업그레이드한 디바이스 대부

분은 암호화 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디바이스를 초기

화하더라도 이 설정은 바뀌지 않는다. 또한 Android 5.0을 탑재한 모토로

라(Motorola)의 모토E(Moto E)나, 삼성전자의 갤럭시S6 역시 암호화 기능

이 켜져 있지 않다. 

  원칙적으로 안드로이드를 이용해 모바일 디바이스를 만드는 제조사는 

구글이 허용한 Android 5.0 디바이스 제조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데, 여기

엔 만일 단말이 잠금화면을 유지할 경우 반드시 응용 프로그램의 개인 데

이터 전체 암호화를 지원해야 하고, SD카드도 암호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암호화 기능을 활성화 할지 여부는 제조사의 판단에 맡겨

져 있고, 디바이스 암호화 기능을 켜는 경우 디바이스의 체감속도가 상당

부분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이러한 디바이스 암호화 기능

Androidauthority.com(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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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디폴트 상태에서 활성화되지 않도록 설정해두고 있다15). 이러한 부분

은 운영체제 개발과 디바이스 생산을 동시에 하는 애플사가 누리는 암호

정책상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결과 아직까지 피의자 및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압수 내지 임의제출 

받은 Android 5.0을 탑재한 갤럭시 S6를 포함한 모바일 기기 대부분에 대

하여 모바일포렌식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 제조사에서 정책을 

바꾸어 디폴트 상태에서 디바이스 암호화 기능을 설정하는 경우 디바이스 

암호화로 인하여 iOS8이후의 iOS 기기와 마찬가지로 모바일포렌식이 사실

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2.3. 디지털포렌식의 무력화 및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

  이와 같은 구글 및 애플의 디바이스 암호화 설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이

루어졌던 디지털포렌식 기술로는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모바일 기기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추출할 수 없게 되었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상황이다. 

현재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구글의 방침에 반하여 디바이

스 암호화를 기본 설정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디지털포렌식이 가능한 

상황이나 만약 위와 같이 안드로이드 5.0의 디바이스 암호화가 기본 설정

으로 이루어지고 계속적으로 디바이스 암호가 업데이트 된다면 앞으로 디

지털포렌식이 현저히 곤란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아이폰의 경우 현재 디

지털포렌식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16). 디바이스 암호화에 대항하

15) Rene Ritchie, iPhone vs. Android and hardware encryption, iMore.com (2015.) 

16) 애플은 iOS8 이후에는 사용자의 iOS 기기에 보관된 데이터는 사용자의 패스코드(passcode)가 

더해진 암호화 키에 하드웨어 고유의 키를 혼합하여 보호되고 애플은 사용자의 패스코드 및 하

드웨어 키를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애플은 iOS 8이나 그 이후의 iOS 버젼을 사용하는 기기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애플은 iOS8 이전에도 하드웨어키와 패스코드를 

알고 있지 못하지만 수사기관에 협조하였으므로 기술적인 문제로 데이터 추출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정책의 변화로 데이터 추출을 거부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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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새로운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디바이스 암호화에 대

항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애플, 구글이라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운영체제 개발사들의 기술에 대응하여 암호화 된 

기기에 대하여 복호화 하는 장비를 개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만약 이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디바이스 암호화기술을 업그레이

드 하는 경우 곧바로 복호화 하는 장비를 만들어서 ‘적시’에 수사에 이

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개

발하여 디바이스 암호화에 대응하는 방안은 구글, 애플 등의 디바이스 암

호화 추세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디바이스 암호화에 대응하여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제도적인 방법으로 디바이스 암호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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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입가능한 제도의 검토

3.1. 국가차원의 암호규제 제도도입의 필요성

  암호(encryption)란 비밀유지를 위하여 당사자들끼리만 알 수 있도록 한 

부호화하는 과정을 뜻한다. 암호 알고리즘(encryption algorithm)을 통해 

평문은 암호화되고, 암호키를 통해서 복호화 된다17). 

  암호는 과거 중요한 국가보안기술로서 개인이나 기업 차원에서 사용하

는 것이 엄격히 통제되었다. 특히 미국은 2차 대전 직후 미국국가안전보

장국(National Security Agency)를 통해 암호체계를 통제하였는데,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전화, 컴퓨터 등이 보급되면서 통신기술에서 암호가 

핵심기술로 사용되었고, 다수의 익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소통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데 암호가 필요하게 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통제

되었던 암호를 개인과 기업에서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18).

  이와 같은 암호의 대중화로 인하여 일반인들도 암호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바일 디바이스마다 개인 암

호키를 이용한 디바이스 암호화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모바일 디바이스

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암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암호의 대중화는 개인의 소중한 정보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손쉽게 지

킬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많다. 그러나 이렇게 대

중화 된 암호는 일반 시민의 소중한 정보를 지켜주는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단체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단체들의 범죄정보를 보호

하기도 한다. 

17)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Encryption(2015. 12. 5. 확인)

18) 스티븐레비, 암호혁명, 경문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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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령 인신매매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단체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암호화 된 모바일 디바이스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상정해보자.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서로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고, 범행도구도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차명으로 소

액결제하고, 인신매매 후 아이사진을 전송하여 협박한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만약 인신매매 조직원 전원을 현장에 현행범인 체포를 할 수 있다

면 제일 좋겠지만, 그 중 1명만 체포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을 특정하지조

차 못한다면 혐의를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는 체포된 조직원이 가

지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로서 디바이스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

해 통화내역 및 통화내역분석, 메시지 복원, 인터넷 접속기록, 이미지 파

일 복원을 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공범들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디바이스 암호화로 인하여 압수한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열람하지 못한다면 모바일 기기 안에 저장된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수사에 굉장히 많은 차질이 발생할 것이고, 납치된 

아이를 신속하게 구해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이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모바일 기기가 아이폰인 경우

에는 사실상 디지털포렌식이 불가능하여 모바일 기기 안에 저장된 전자정

보가 무엇인지 열람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모바일 기기에 설

정된 암호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3.2. 키복구 및 키위탁 제도

3.2.1. 키복구 및 키위탁 제도의 의의 및 입법례

  키복구 제도(key recovery)는 암호시스템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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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방법으로서 미국의 클리퍼 칩(Clipper Chip)이 대표적이다. 키복구 제

도는 개인 또는 기업이 사용하는 암호가 점점 고도화 되면서 수사기관이 

개인 또는 기업이 사용하는 암호를 복호화하여 범죄증거를 취득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암호화된 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온 기술적 조치이다.   

  미국의 클리퍼 칩은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이 제안한 스킵잭(Skip 

jack)이라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구현한 집적 회로(IC) 칩으로서 스킵잭은 

64비트 데이터 블록을 80비트 키로 암호화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정부

가 제조, 관리하는 클리퍼 칩을 사용하면 기업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송

할 수 있으나, 동시에 범죄 수사 등의 목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정부 

기관이 암호 메시지를 복호화하여 해독할 수 있게 된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3년에 클리퍼 칩을 공공 목적에 사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클리퍼 칩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정부 기관에 암호 키를 제공하여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게 하는 암호 키 위탁의 도입을 추진했으

나, 시민 단체와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관철되지 못하였고, 대

신 암호 키 복구 방식으로 내용이 변경되어 입법화되었다.

  미국의 암호키 복구제도는 일반적인 암호를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암

호의 수출입 통제정책에 대한 제도로서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용 

암호 방식의 하나이다. 미국의 암호키 복구제도는 연방 정부 산하 기관과 

같은 제3의 신뢰 기관(Trusted Third Party)이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여 암호화된 데이터로부터 암호 키를 복구할 수 있게 하는 암호화 방식

으로, 현행 미국의 연방 법률은 1998년 이후에 미국에서 수출되는 모든 

암호 소프트웨어 제품의 수출 허가 조건으로 암호 키 복구의 구현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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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있다. 

  이러한 키복구와 키위탁은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는데, 키위탁은 법률

에 기초한 강제적인 것이지만 키복구는 자발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키위

탁은 사용자가 키를 신뢰기관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는 것이고, 키

복구는 사용자가 키를 잃어 버려도 복구를 해주겠다는 서비스적인 측면이 

강하다. 시스템 개발시 복구 기능을 넣도록 할 수 있겠지만, 키복구에 참

여하는 것은 각자 개인의 자유 의사로 결정된다. 다만, 기관이나 조직에

서 도입하는 시스템에서는 개인의 참여를 강제할 수 있겠지만 개인용 컴

퓨터나 스마트 폰등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아이폰에도 키복구 기능이 

있지만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디바이스 암호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키복구가 아닌 키위탁에 한정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2.2. 키위탁 제도의 한계 및 국내도입의 어려움

  키위탁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키위탁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키위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오히려 정보보안의 

취약성을 더 높아지는 위험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해커들이 

암호키를 취득하여 이를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암호키가 보관

된 개별적인 장소를 공격해서 해킹에 성공해야만 했는데, 키위탁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암호키가 위탁된 수탁시설 1곳이 해킹당하면 수탁시설에서 

보관하던 모든 암호키가 공개되는 심각한 위험이 야기될 수 있다. 

  지난 2014. 3.경 국내 3대 통신사 중에 하나인 케이티(KT)사의 올레

(olleh)닷컴 홈 페이지가 해킹되어 1,600만명의 고객 정보 중 1,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당시 해커들은 HTTP/HTTPS 프록시 기반 웹 응

용 프로그램 및 웹 사이트 취약점 평가 프로그램인 파로스(Paros)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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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올레닷컴 홈 페이지에 로그인을 통해 이용요금 조회 서비스의 명세

서 고유 번호 9자리를 무작위로 대입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고객 

정보를 해킹하였다. 

  위 케이티 사의 경우 홈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요금 조회 서비스를 외부

에서 무작위 대입법을 통해 정보를 탈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허술한 

보안 기술에 문제가 있었으며, 심지어 1년간 지속적으로 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것을 인지 못하는 등 보안 기술이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비판이 있는 

경우지만, 암호키 수탁시설이 케이티 사의 경우처럼 해킹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보안의 안전성을 믿고 키 위탁제도를 도입하기에는 보안

상의 위험성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 해킹 뿐만 아니라 암호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암호키 수탁시설의 직원이 외부의 범죄자와 공모하여 암호키를 

빼돌리는 경우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더욱 커질 것이다. 최근 5년 간 229

건의 기술유출이 적발되었다. 국내 기업에 중국의 기업에 국내 반도체 기

술, 조선 기술을 빼돌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키 위탁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암호키를 유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

으므로 이와 같은 내부자 유출 가능성을 생각할 때 암호키를 위탁하는 것

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키위탁 제도는 계산하기도 어려운 굉장한 비용이 수반된다. 국가

에서 주도하는 강제적인 키위탁 제도를 위해서는 위탁기관에서 암호키를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하여 위

탁기관에 암호키를 요청하여 위탁기관으로부터 암호키를 신속하게 제공받

는데 필요한 비용 등이 들어가는데 키위탁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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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으므로 결국 국가에서 이러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야 하고, 그 오남용 및 유출로 인한 손배배상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하여도 결국 국가가 모두 책임진다고 봤을 때 그 비용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수사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키 수탁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제출받

은 암호키의 사후관리에도 복잡한 문제들이 예상된다. 일단 수사기관이 

암호키를 제공받아서 이를 수사에 이용한 후 제공받은 암호키를 곧바로 

파기하였는지, 별건 수사에 제공받은 암호키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사

후적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암호키 및 디지털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별도의 감시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감시기구의 운영과 유

지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감시기구가 오히려 수

사기밀을 유출할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키위탁 제도의 보안상 문제점, 비용 문제, 사후적 통제의 어

려움 등을 고려할 때 키위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키위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3.3. 복호화명령제도

3.3.1. 복호화명령제도의 의의와 입법례

  복호화명령제도는 국가차원에서 암호를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으로

서 암호가 설정된 증거의 관리자에 대하여 복호화 된 내용을 제출하거나, 

복호화시킬 수 있는 암호키를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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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복호화된 내용 또는 암호키를 제출하라는 명령은 임의성을 띤 권고

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처분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복호화명령제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우선 영국의 수사권

한규제법(RIPA,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 Act 2000)이 대표적이

다.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은 Part Ⅲ Section 49의 ‘암호화 된 전자정보

에 대한 수사’(Investigatory of Electronic Data Protected by Encryption) 

부분에서 암호화 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복호화 및 접근보장에 대한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암호문을 평문으로 공개

하도록 하는 명령 및 암호키 제출을 복호화 명령에 대신할 수 있는 내용

을 담고 있다. 그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위 법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암호키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평문 정보공개요구를 하

여,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 만

약 그 행위가 국가 안보 등과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의 처

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19). 그 외 영국의 반테러법(Anti-Terrorism 

Crime & Security Act 2001)은 테러 용의자가 암호키 제출을 거부하는 경

우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20).

  프랑스의 경우 1996년경 강제적인 키 위탁정책을 채택하였으나 1999년

도에 강제적인 키위탁정책을 폐지하고 복호화명령정책을 도입하였는데, 

2001년경 형사절차법(Code of Criminal Procedure Title Ⅳ 2001)으로 수사 

중 암호화 된 파일이 발견된 경우 그 키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 암호키 또는 복호화된 파일을 달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

19) Sarah Lowman, The Effect of File and Disk Encryption on Computer Forensics, 

http://lowmanio.co.uk/share/, (2010),

    영국법령,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0/23/part/III(2015. 12. 5. 확인)

20) 영국법령,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1/24/part/13(2015. 12. 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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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였

다21).     

  영국, 프랑스 등의 나라에서 이와 같은 복호화명령제도가 도입된 이유

를 살펴보면 영국, 프랑스 등에는 이민족 등에 의한 테러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이와 같은 테러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테러단체에서 사용하는 암호를 곧바로 해독하여 이를 수사에 활용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상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복호화명령

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도 현재 남북이 분단된 준전시상태로서 국가

안보에 현존하는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상태로서 기술한 바와 같은 암

호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 제도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3.2. 복호화명령제도를 통한 디바이스의 전자정보 취득가능성

  디바이스 암호화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글, 애플 모두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 암호 알고리즘의 방식으로 디바이스 

암호화를 하고 있는데, 이는 2001년 미국 표준 기술 연구소(NIST)에 의해 

제정된 암호화 방식으로 두 명의 벨기에 암호학자인 존 대먼과 빈센트 라

이먼에 의해 개발된 Rijndael(레인달, [rɛindaːl]) 암호에 기반하며 AES 공

모전에서 선정된 암호 알고리즘으로 미국 정부가 채택한 이후 전 세계적

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암호화 방식이다.22) 

  따라서 복호화명령제도가 도입된다면 위 AES 암호로 디바이스 암호화

된 모바일 기기는 복호화명령의 대상이 될 것이고, 암호키 제출명령의 상

21)프랑스법령, http://world.moleg.go.kr/World/WesternEurope/FR/law?astSeq=408&pageIndex=2(2015. 

12. 5. 확인)

22)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Advanced_Encryption_Standard(2015. 12. 5.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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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은 개인 암호키를 가지고 있는 모바일 기기 사용자인 피의자와 복호

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조사 및 운영체제 개발업체가 될 

것이다. 

  사용자로부터 패스코드를 얻을 수 있다면 애플의 도움없이 사용자 데이

터 영역에 대한 복호화된 이미지 획득이 가능하며 디바이스에 대한 이미

지를 획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용자 패스코드만 알면 스마트트 폰 PC 

백업 기능으로 충분히 조사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사의 협조없이 복호화가 

가능하다. 제조사의 도움은 사용자가 패스코드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경

우에 보다 타당해 보이며, 따라서 수사 협조에 따른 제조사의 수사 지원 

부담 즉 협력의무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즉, 복호화명령제도가 도입된다면 현재 모바일포렌식이 사실상 불가능

한 상황에 있는 iOS8 이후의 iOS 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취득이 가능

해질 수 있게 된다.

  다만, 복호화명령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서 암호화하면서까지 숨

기려고 했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명령이므로 헌

법상 자기부죄의 권리(헌법 제12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헌법 제17조)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인 논의는 별도의 항목으로 뒤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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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호화명령제도 도입시 헌법 및 법률 위배여부 검토

4.1. 위헌가능성

  복호화명령제도는 암호가 설정된 증거의 관리자 및 소지자에 대하여 복

호화된 내용을 제출하거나, 암호키를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제도로

서 숨기려고 했던 복호화된 내용 또는 암호키를 제출받는 일종의 협력의

무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복호화명령

제도가 침해할 소지가 있는 기본권은 진술거부권에서 파생되는 자기부죄

거부의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 정보의 자유 등

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도 개인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들

과 공존하여 살아간다는 점에서 이익형량에 따라서 제한되어야 한다. 헌

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의 주체에게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공동

체의 존속과 유지 및 안전, 공동체의 질서, 공동체 내의 구성원이 향유할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자유와 권리의 본질

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정하고 

있다. 즉,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때만 수용될 수 있는데, 

이를 정당화하는 요건에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있다. 기본권을 

헌법이 정하는 법규범의 형식을 통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형식적 

요건이라고 하고,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제한의 한계에 해당하

는 과잉금지원칙과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을 충족시킬 때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실질적 요건이라 한다.



- 23 -

  이하에서는 복호화명령제도와 관련된 기본권의 내용, 제한 가능성 및 

제한의 한계를 확인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복호화명령제도

의 입법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4.1.1. 진술거부권

4.1.1.1. 의의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고, 미국 

수정헌법 제5조(The Fifth Amendment, Amendment V)에서 피의자는 자신

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

기부죄거부의 권리(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를 규정하고 있고 

있다. 우리 헌법이 이와 같이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

는 것은 첫째,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사회정

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데 

있고(헌법재판소 1990. 8. 27. 선고, 89헌가118 결정 참조), 둘째,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검사 사이에 무기평등을 도모하여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데 있다.23)   

4.1.1.2. 내용

  국내 헌법의 진술거부권의 주체는 수사단계의 피의자, 공판절차 중의 

피고인뿐 아니라 앞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도 포

함된다.24) 진술이라 함은 통상 생각이나 지식, 경험적 사실을 언어를 통하

23)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결정 

24)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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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표출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언어행위에는 발음, 문자의 기재, 신체

적 동작 등이 모두 포함된다.25)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

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검사 또는 사

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때에

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이와 같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2항, 동법 규칙 제127조에 따라 공판절차에서 

재판장도 피고인에게 심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설명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자백을 받은 경우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26)  

4.1.1.3. 제한가능성

  복호화명령제도의 대상자는 암호키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 또는 모바일

운영체제 개발업체 및 모바일 제조사 등 복호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이다. 그런데 진술거부권 및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의 주체는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수사단계의 피의자, 공판절차 중의 피고인, 앞으로 피의

자 또는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이다. 따라서 모바일 운영체제 개

발업체나 디바이스 제조사가 압수한 피의자의 모바일 디바이스 암호를 해

독하라는 명령을 받는 경우 진술거부권과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어 기본권 제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복호화명령의 상대방이 된 경우에만 진술거부

권 및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대한 제한가능성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복호화명령은 피의자 등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자에게 

25) 정종섭, 헌법학원론(10판), 박영사 (2015), 535

26)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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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불리한 복호화 된 내용 또는 암호키를 제출하라는 명령으로 이 때 

‘복호화된 내용’과 ‘암호키’가 진술거부권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문제된다.

  진술거부권의 ‘진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상 생각이나 지식, 

경험적 사실을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언어행위에

는 발음, 문자의 기재, 신체적 동작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암호키’는 

주로 패스코드가 이에 해당하는데 패스코드에는 암호키 생성자의 생각이

나 지식, 경험적 사실이 들어가 있으므로‘진술’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

가 있고, ‘복호화된 내용’ 중 통화내역, 인터넷접속기록, GPS기록 등은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면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기록으로 진술증거가 아님

이 명백하나, 문자메시지 내용, 전자메모, 휴대폰 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서

파일 등은 ‘진술’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는데 위 문자메시지 내용 

등이 진술증거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증거들은 이미 적법절차에 

의하여 압수된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증거물로서 이를 복호화 하

여 제출하는 행위는 이미 기존에 압수된 매체를 열어서 그 안의 내용물을 

제출하는 행위로서 명령대상자에게‘진술’을 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패스

코드나 복호화 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제출하는 행위도 진술거부권을 제한

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복호화 된 명령’ 또는 ‘암호키’를 제출하는 행위는 진술거

부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이지만, 이와 달리 진술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견해를 취하는 경우 그 제한의 한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4.1.1.4. 제한의 한계 

  헌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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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 단서에는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본질적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

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니 둘 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4.1.1.4.1. 본질적 침해금지의 원칙

  헌법 제12조 제2항 진술거부권은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이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형사피의자나 피고인

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의 실

현이라는 국가적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생

존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

데 있다27). 즉, 진술거부권이 보호하는 본질적인 부분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여 고문 등 강제적인 방법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데 

있다. 암호키도 일종의 진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암호키의 제출거

부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진술거부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닌

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복호화명령제도는 자신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

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무조건적으로 암호키의 

제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적법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기기

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제출하거나 혹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압수된 기기

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압수된 전자정

보에 대한 접근 이외에 새로운 정보에 대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므

27) 헌법재판소 1990. 8. 27. 선고 89헌가11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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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

와 고문을 근절하려는 진술거부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1.1.4.2. 과잉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은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민

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제한의 방법에 있어서도 일정한 원칙의 

준수가 요구되는 바, 그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

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

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절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

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

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

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헌법상의 원칙이다28).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 국가의 입법작용에 있어 비로소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국민의 수인(受忍)의무가 생겨나는 것으로서, 이러한 

요구는 오늘날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당연히 추출되는 확고한 원칙으로서 

부동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 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29). 

28)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

29)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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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을 검토해보면, 모바일 디바이스

는 오늘날의 범죄수사에 있어서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증

거이고 범죄수사에 있어 모바일 디바이스의 전자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필

수적 임에도 불구하고 디바이스 암호화라는 기술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형사소송법 및 판례에 따른 엄격한 

절차적 제약 하에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기술적인 한계로 인하여 

모바일 포렌식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모바일 디바이스 안의 전자정보를 

수사에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에 대한 수사 및 범죄에 대한 처벌, 더 나아가 국가안보 

수호,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 피해자들의 인권보호, 테러예방 등의 모든 

국가의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가치 실현 전반이 붕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검토해보면, 모든 국민은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에 따라서 국가의 수사권에 대항하여 방어권을 행사

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형사사법의 기본적

인 권리라는 특성상 엄중히 보호될 필요가 있지만, 이와 같은 자기부죄거

부의 권리도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오늘날 모바일 디바이스는 단지 전

화통화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이메일 송수신 기능, 메모, 사진기, SNS, 

네비게이션, 계산기, 사전 등 거의 모든 기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디바이스에 암호화가 되어서 증거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범죄자들은 단지 모바일 디바이스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증거로 제

출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범죄에 

이용하게 될 우려가 높고, 범죄자들이 암호화가 된 모바일 디바이스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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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형사처벌의 심각한 공백이 우려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바이스 암호화로 인하여 기존의 디지

털포렌식 수사기법이 무력화 되고 있어 형사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복호화명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복호화명령제도는 압수된 증거물에 

설정된 암호를 해독하는 제도로서 피의자로부터 새로운 진술을 이끌어 내

는 것이 아니라는 점, 복호화명령의 대상은 사인이 소지하고 있는 암호가 

설정된 모든 기기 등 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강제처분이 허가된 매체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최소성의 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4.1.1.4.3. 자기부죄거부의 원칙과 충돌에 대한 미국 연방재판소 판례 검토

  미국은 1988년 Doe v. United States, 487 U.S. 201 판결30)에서 수사기관

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컴퓨터로부터 합법적으로 확보한 

암호화된 전자증거에 대해 피의자에게 암호화 된 전자증거를 복호화할 수 

있는 암호키를 요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수정헌법 5조의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따라 피의자는 암호키를 알려줄 의무가 없으며 강요된 자백은 증

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로부터 제출받은 암호키로 복호화한 전자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In re Boucher, No. 2:06-mj-91, 2009 WL 424718 판결31)

에서는 피고인이 아동포르노의 이미지파일 및 영상파일이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암호화된 하드드라이브의 패스워드의 암호키 제출을 거부한 사

안에서 “파일의 내용은 이미 발언되었으므로 수정헌법 5조에 의하여 보

30) 미국판례,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487/201/(2015. 12. 5. 확인)

31) 미국판결, http://volokh.com/files/BoucherDCT.1.pdf(2015. 12. 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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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되지 않는다.(the contents of the file had already been uttered and, 

therefore, were not protected under the 5th Amendment)”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암호키 제출을 명령하였다. 

  그런데 위 판시 내용을 보면, ‘복호화된 내용 및 암호키’에 대한 강

제제출명령이 수정헌법 제5조의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의 보호영역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복호화된 내용 및 암호키’역시 자기부

죄의 권리의 보호영역 안에 있으나 위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파일 내용을 

이미 언급함으로써 진술거부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와 같은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르면 ‘복호화된 내용 및 암호키’를 진술거부권의 ‘진술’이라고 보

고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발생한다. 

4.1.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1.2.1. 의의

  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는 외부의 침해로부터 개인의 사적 영역을 보호하고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보장하는 권리로서 전통적으로 개인이 외부의 간섭을 받

지 않고 혼자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권리(right to be let alone)를 중심적

인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도래한 정보화사

회에서는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CCTV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관리가 대량‧집단화 됨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

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대하였다32).

32) 정종섭, 헌법학원론(10판), 박영사 (2015),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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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내용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이란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대한 

비밀유지와 외부에 대한 공개거부, 성명‧초상‧음성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형

성하는 인격적 징표에 대한 공개나 상업적 이용금지 등을 그 내용으로 한

다. 따라서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개인의 사적 사항을 본인의 동의없이 

신문이나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함부로 공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

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며,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의 사적인 행위나 초상 

등을 비밀리에 촬영하거나 도청하는 행위도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가 

된다.33)  

4.1.2.3. 제한가능성

  모바일 디바이스는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음성파일, 다이어리, 금융정

보, SNS 내역, 건강정보 등의 전자정보로 가득 차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

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과거, 현재, 미래의 일정이 어떤지, 관심사가 무엇인지 등등 개인의 사생

활을 형성하는 사적인 정보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적인 정보를 보호하

는 암호에 대한 제공명령이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것

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사생활의 비밀도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

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헌법재판소는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

는 피고인·증인 등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헌법 제10조), 

33) 정종섭, 헌법학원론(10판), 박영사 (2015),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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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헌법 

제17조), 본인이 비밀로 하고자 하는 사적인 사항이 일반에 공개되지 아

니하고 자신의 인격적 징표가 타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

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모든 진술인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말을 누가 녹

음할 것인지와 녹음된 자기의 음성이 재생될 것인지 여부 및 누가 재생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한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인격권이나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

은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따라서 진술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고 그 진술에 대한 녹취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녹

취를 허용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진술인의 인격보호의 이익을 비교형

량하여 공익적 요청이 더욱 큰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그

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녹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허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34) 사생활의 비밀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고 공익상 필요와 사

적 권리를 비교형량하여 공익적 요청이 더 큰 경우에 기본권의 제한이 가

능하다고 본다.  

4.1.2.4. 제한의 한계 

4.1.2.4.1. 본질적 침해금지의 원칙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 중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 등 내밀

한 영역은 인격의 핵심영역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므로 국가의 공권

34) 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1헌마11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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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나 제3자의 간섭이 금지되며, 다른 어떤 사생활 영역보다 특별한 보

호를 받는다. 인간의 내면적 정신생활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기초가 

되므로 외부의 제3자로부터 침해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인간의 내면영역

에 대한 침해는 통상의 침해에 비하여 그 피해의 중대성이 크다는 점에서 

개인이 사생활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보호가 요청된다.35) 

  그러나 수사는 필연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면이 있

다. 이에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

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

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

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

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은 적법절차, 영장주의 원칙을 규

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위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법관

에 의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

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수사기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피의

자의 모바일 디바이스, 소지품, 신체 등에 대하여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강제처분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제한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

에 대한 적법절차에 의한 강제처분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적법하게 압수

35) 정종섭, 헌법학원론(10판), 박영사 (2015),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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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바일 디바이스에 설정된 암호키 또는 복호화된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라는 명령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모바일 디바이스에 저장된 전자

정보 이상의 사생활의 비밀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법절차에 

따라 압수된 모바일 디바이스라는 점이 전제된다면 이에 대한 복호화명령

으로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인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4.1.2.4.2. 과잉금지의 원칙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

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서는 아니 

된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그 제한의 방법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

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

여야 하며(방법의 적절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

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헌법상의 

원칙이다36). 

  우선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을 검토해보면,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모바일 디바이스는 오늘날의 범죄수사에 있어서 수사의 성패를 좌우

할 정도로 중요한 증거이고 범죄수사에 있어 모바일 디바이스의 전자정보

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 임에도 불구하고 디바이스 암호화라는 기술적 

36)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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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형사소송법 

및 판례에 따른 엄격한 절차적 제약 하에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기

술적인 한계로 인하여 모바일 포렌식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모바일 디바

이스 안의 전자정보를 수사에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범죄에 대한 수사 및 범죄에 대한 처벌, 더 나

아가 국가안보 수호,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 피해자들의 인권보호, 테러예

방 등의 모든 국가의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가치 실현 전반이 붕괴되는 상

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검토해보면, 모든 국민은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않고,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대한 비밀유지와 외부에 대한 공개거부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고 다른 국민

과 공동체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다. 특히 수사

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 필연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개인의 사생활이 드러

나게 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다. 헌법은 국민에 대하여 압수‧
수색‧검증‧체포‧구속 등 강제처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적법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권

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의해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제한될 수 있고, 복호화명령제도 도입으로 인해

서 침해되는 사익은 기존의 강제처분으로 인한 침해를 넘지 않는다. 

  복호화명령제도는 압수된 증거물에 설정된 암호를 해독하거나 복호화된 

전자정보를 제공받는 제도로서 피의자는 암호키가 아니라 복호화된 전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이미 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전자정보로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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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복호화명

령의 대상은 사인이 소지하고 있는 암호가 설정된 모든 기기 등 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강제처

분이 허가된 매체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최소성의 

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4.1.3. 통신의 비밀과 자유

4.1.3.1. 의의

  헌법 제18조에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

는 내용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개인에게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기초한 현대 정보사회에

서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전기통신기술 및 현대 

정보사회의 비약적인 발전은 개인간의 의사소통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통신의 일상화와 생활화를 가져온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전기통신설비, 

도청장비 및 기술 등을 이용하여 개인간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현상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현저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초래하

고 있어, 현대 사회에서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의 문제는 기본

권 보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37)

4.1.3.2. 주체 및 내용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나 사인에 의한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큰 기

본권으로서 방어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자연인 뿐만 아니라 SK텔레콤, 

KT, LG U+등 이동통신 회사와 모바일 디바이스 제조업체, 외국인도 국가

에 대해서도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37) 정종섭, 헌법학원론(10판), 박영사 (2015),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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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의 비밀은 전화통화, 전기통신 등 통신방법과 사인간의 대화를 통

하여 사인 간에 주고 받는 의사표현이나 정보 등을 외부에 대하여 공개되

지 아니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통신의 비밀에 의하여 보호되는 대상은 통

신의 내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통신행위 그 자체와 수신인과 발신인

의 성명‧주소, 수신지와 발신지, 수신과 발신의 연월일, 통신의 수량‧횟수‧
형태 등 통신에 관한 정보 일체가 포함된다. 정부의 통신업무 관련 공무

원이나 전기통신업자 등 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지득한 사항일

지라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신의 자유는 통신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적인 내용인데, 통신의 비밀의 불가침은 통신의 비밀로 보호되는 일체의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가 인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

다. 즉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지, 우편, 전화, 전보, 이메일 등 개인간

의 통신수단을 개봉하거나 그 내용 등을 열람, 청취, 누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38)   

4.1.3.3. 제한가능성

  모바일 디바이스는 사인간의 통화, 이메일 등의 의사표현이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기기로서 복호화명령은 이러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통신기

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신의 비밀에 의하여 보호되는 대상은 통

신의 그 자체 뿐만 아니라 통신에 관한 정보 일체가 포함된다.39) 따라서 

복호화명령으로 인해 통신기기인 모바일 디바이스에 암호화 되어 저장된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전자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이러한 통신에 관

38) 정종섭, 헌법학원론(10판), 박영사 (2015), 661

39) 정종섭, 헌법학원론(10판), 박영사 (2015),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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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된다.  

  그러나 통신의 비밀도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

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

로써 제한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헌법재판소는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 중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전화사용을 통제하는 부분’은 

신병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군인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신병

들을 군인으로 육성하고 군대의 병영생활에 적응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목

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중략) 신병교육은 이러한 신병교육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신병교육훈련기간 동안 통제된 병영생활을 통하여 군대 기

강 및 책임의식, 단체의식을 갖추도록 강도 높은 군사훈련과 정신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지침은 이와 같은 교육훈련과 병영생활에 

조속히 적응시키기 위하여 신병훈련과정의 하나로서 신병교육기간에 한하

여 신병의 외부 전화통화를 통제하고, 해당 신병교육의 주체인 중대장 이

상의 지휘관에게 신병교육의 목적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신병의 전화통화를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에 의한 

전화통화 제한조치는 신병교육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이며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신병훈련기간이 5주의 기간으로서 

상대적으로 단기의 기간이라는 점, 긴급한 전화통화의 경우는 지휘관의 

통제 하에 허용될 수 있다는 점,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를 통하여 교육훈

련 중인 신병들이 부모 및 가족에 대한 편지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하

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지침에서 신병

교육훈련기간 동안 전화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율이 청구인

을 포함한 신병교육훈련생들의 기본권을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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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군의 사명과 신병교육훈련의 중요성만 

지나치게 중시하고 신병들의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경시하는 규범이라

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여40) 통신의 비밀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본

다. 

4.1.3.4. 제한의 한계 

4.1.3.4.1. 본질적 침해금지의 원칙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해서는 안된

다. 만약 본질적인 부분의 침해가 발생하면 헌법상 권리인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형해화 될 수 있다.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에 의한 침해 가능

성이 높은 권리로서 개별입법에 의하여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경우에는 엄

격한 요건 하에 국가기관에 의한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1항, 제6조, 제7조에서는 특정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

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검열,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이나 총 

연장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계속해서 통신제한조치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도 통신의 비밀을 제한함에 있어 최소

40)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7헌마89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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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통신제한조치기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통신의 비밀보호에 비추어 인정되는 불감청수사원칙의 예외로 설

정된 기간이고, 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예외에 대하여 다시금 특례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되므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중략) 통신제한조치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받아야 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총연

장기간이나 총연장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서도 법원이 그때그

때 사안을 고려하여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이 남용되는 것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

장이 남용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중략) 이처럼 실

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연장절차의 남용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이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에 사법적 통제절차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남

용으로 인하여 개인의 통신의 비밀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막을 수 없

기 때문에,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법운용자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기간이나 총연장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계속해서 통신제한조치가 연

장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최소침해성원칙을 위반한 것이

다.”41)라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 설시한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한계를 참고하여 복

호화명령제도의 통신의 자유 제한의 한계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4.1.3.4.2. 과잉금지의 원칙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

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서는 아니 

41)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가3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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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우선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은 사생활의 비밀에 관하여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모바일 포렉식의 무력화로 인하여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가치 실현 전반이 붕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검토해보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통신의 비밀과 자

유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고 다른 국민과 공동체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

우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다.  헌법은 국민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체포‧
구속 등 강제처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의해 국민의 통신의 비밀

과 자유는 제한될 수 있고, 복호화명령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침해되는 사

익은 기존의 강제처분으로 인한 침해를 넘지 않는다. 

  복호화명령제도는 압수된 증거물에 설정된 암호를 해독하거나 복호화된 

전자정보를 제공받는 제도로서 피의자는 암호키가 아니라 복호화된 전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이미 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전자정보로서 피

의자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복호화명

령의 대상은 사인이 소지하고 있는 암호가 설정된 모든 기기 등 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강제처

분이 허가된 매체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최소성의 

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4.1.4.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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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 의의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은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자유권적 성

격을 가진 기본권으로서 인정된다. 헌법해석으로는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 규정이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의 근거규정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하며 그 헌법적 근거로 헌법상의 개별 기본권 규정이나 개별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는“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 하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는 것은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

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

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두 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

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명시되지 않은 결정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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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 있다.42)

4.1.4.2. 내용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은 자유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일정한 경우 

청구권으로서의 성질도 가진다. 개인이 자기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로부터도 침해받지 않으며, 사인으로부터도 침해받지 않는

다.43)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은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의 정보수

집 및 처리가 자신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경우 또는 정보의 이용목

적이 불분명하거나 자의적인 정보수집 및 처리인 경우 자신에 관한 정보

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그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정보내용이 부정

확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자신에 관한 정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

리, 정보보유기관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의 취지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자기정보의 무단공표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사용중지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불복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그 내용

으로 한다.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

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

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일체의 정보이다. 반드

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적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

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이런 개

인정보를 대상으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을 하는 행위는 원칙

42)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등 결정

43) 정종섭, 헌법학원론(10판), 박영사 (2015),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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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44)

4.1.4.3. 제한가능성

  앞서 언급했듯이 모바일 디바이스는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음성파일, 

다이어리, 금융정보, SNS 내역, 건강정보 등의 전자정보로 가득 차 있고, 

저장된 전자정보는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과거, 

현재, 미래의 일정이 어떤지, 관심사가 무엇인지 등등 개인의 사생활을 

형성하는 사적인 정보이다. 이와 같은 전자정보는 개인을 식별하게 해주

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 암호화 된 개인정보를 복호화해서 

제공하든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암호키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제공명령

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역시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고 헌법 제37

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수사경력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한 후 폐기하도

록 규정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

지만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45)   

4.1.4.4. 제한의 한계 

4.1.4.4.1. 본질적 침해금지의 원칙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이 때에도 그 본질적

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고 공익상 필요와 사적 권리를 비교형량하여 공익

44)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등 결정, 정종섭, 헌법학원론(10판), 박영사 (2015), 

674

45)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마25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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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청이 더 큰 경우에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의 제한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거나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형해화되는 입법인 경우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의 본질적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복호화된 전자정보를 제공

하거나 암호키를 제공하는 것은 이미 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암수된 기

기 안에 보관된 전자정보의 처리에 대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인간의 존엄

과 가치가 침해되거나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형해화되는 정도에 이르

렀다고 볼 수 없다.  

4.1.4.4.2. 과잉금지의 원칙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

한하는 법률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서는 아니 된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그 제한의 방법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

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

여야 하며(방법의 적절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

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헌법상의 

원칙이다.46) 

  우선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을 검토해보면,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모바일 디바이스는 오늘날의 범죄수사에 있어서 수사의 성패를 좌우

46)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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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정도로 중요한 증거이고 범죄수사에 있어 모바일 디바이스의 전자정보

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 임에도 불구하고 디바이스 암호화라는 기술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형사소송법 

및 판례에 따른 엄격한 절차적 제약 하에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기

술적인 한계로 인하여 모바일 포렌식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모바일 디바

이스 안의 전자정보를 수사에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범죄에 대한 수사 및 범죄에 대한 처벌, 더 나

아가 국가안보 수호,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 피해자들의 인권보호, 테러예

방 등의 모든 국가의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가치 실현 전반이 붕괴되는 상

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검토해보면, 모든 국민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고 다른 국민과 공동체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 제

한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수

집·이용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정보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은 신용정보의 수집

ㆍ조사 및 처리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

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의 경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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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체계는 공익적 

요청이 사익을 우선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복호화명령은 일반 사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이 아니라 

수사대상자 특히 법원의 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모바일 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명령의 상대방과 처분의 대상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 ‘복호화된 내용 또는 암호키’는 이미 압수된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

보로서 별도의 침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최소성의 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4.1.5. 기업활동의 자유 

4.1.5.1 의의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헌법 제23조

에서 사유재산과 재산권의 행사를 보장하고 헌법 제15조에서 직업의 자유

와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며, 헌법 제10조에서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

여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시장경제질서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경제

질서와 직업 수행의 자유에 따라 기업활동의 자유는 보장된다. 

4.1.5.2. 내용

  기업활동의 자유는 시장경제질서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

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개인과 기업은 자유시

장에서 자유로이 경제활동을 한다. 또한 개인과 기업은 직업수행의 자유

를 가지는데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활동을 할 자유를 뜻하고 직업활동은 

기업의 설립, 투자, 광고, 선전, 각종 영업상의 명칭의 결정과 사용, 판매, 

유통, 거래, 계약의 체결과 가격의 결정 등 모든 종류의 직업적 행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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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 경쟁의 자유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직업활동의 자유에는 영

업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영업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주적인 직업

활동을 의미하고, 이러한 영리적인 직업활동에 있어 국가로부터의 간섭과 

제재를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47)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에 대하여 “직업의 자유는 영업의 자유와 기

업의 자유를 포함하고, 이러한 영업 및 기업의 자유를 근거로 원칙적으로 

누구나가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

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에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직

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라고 판시하

여 경쟁의 자유를 포함하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명시하였다.48)

4.1.5.3. 제한가능성

  기업활동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

거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활동의 자유에 대하여는 입법자의 재량의 여지가 많다고 하고, 그 제

한을 규정하는 법령에 대한 위헌여부를 심사하는데 있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아 다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47) 정종섭, 헌법학원론(10판), 박영사 (2015), 690

48)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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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

유(영업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하고, 법인도 직업수행의 자

유(영업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직업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또한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수행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

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한편 직업의 자유는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

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직업의 자유

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하여는 상대

적으로 더욱 폭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라고 

판시하여 영업의 자유 즉 기업활동의 자유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폭 넓은 

제한이 가능하다고 본다.49)   

4.1.5.4. 제한의 한계 

4.1.5.4.1. 본질적 침해금지의 원칙

  기업활동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고 공익상 필요와 사적 권리를 비교형량하여 공익적 요청이 

더 큰 경우에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 

  기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그 제한이 활동의 종류를 원천적으로 

49)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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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지 못하게 하거나 영업활동 자체는 허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제재를 가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문제

가 되어 엄격한 기준에 따라 본질적 침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하

나, 복호화명령은 모바일기기 제조사나 운영체제 개발사에 대하여 복호화

된 전자정보 또는 암호키를 제공하라는 명령으로 영업활동의 선택을 제한

하거나 실질적으로 이를 불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완화된 기준으로 침

해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기업활동의 자유의 본질적인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1.5.4.2. 과잉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은 그 제한의 방법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

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

여야 하며(방법의 적절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

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헌법상의 

원칙이다.50) 

  우선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을 검토해보면, 모바일 디바이스

는 오늘날의 범죄수사에 있어서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증

거이고 범죄수사에 있어 모바일 디바이스의 전자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필

수적 임에도 불구하고 디바이스 암호화라는 기술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50)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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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형사소송법 및 판례에 따른 엄격한 

절차적 제약 하에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기술적인 한계로 인하여 

모바일 포렌식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모바일 디바이스 안의 전자정보를 

수사에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범죄에 대한 수사 및 범죄에 대한 처벌, 더 나

아가 국가안보 수호,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 피해자들의 인권보호, 테러예

방 등의 모든 국가의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가치 실현 전반이 붕괴되는 상

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검토해보면, 기업활동의 

자유는 시장경제질서에 따른 직업수행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모든 개

인과 기업은 영업활동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기업활동의 자유는 절대적

인 권리가 아니고 다른 국민과 공동체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다. 복호화명령제도는 기업이 보관하고 있는 모바일 기기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개인의 모바일기기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제공하

라는 일종의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의 협력의무는 이미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항, 동법 제215조는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제출의무를 인정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실시간위치 정보 등의 정

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집행하

고, 피의자의 계좌내역, 계좌개설신청서, 수표발행내역 등의 정보를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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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집행하고, 피의자

의 가입아이디, 접속기록, 실시간 IP 정보 등의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포탈사이트에 대하여 집행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

는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독단적으로 기업에 협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사전적 통제(영장발부)와 사후적 통제(증거능

력 부정)를 받게  된다. 검찰은 기업이 소지하고 있는 피의자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법관에게 범죄혐의의 소명, 상당한 이유와 필요성, 관련

성 등 법률이 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관은 검사가 청구한 영장과 증거를 검토한 후 만약 소명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정보의 범위가 과다하거나 범죄혐의와의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

단하는 경우 영장을 전부 기각하거나 소명 또는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

단되는 부분을 일부 기각하여 사전적인 통제를 하고, 발부된 영장에 근거

하여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도 추후 재판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되는 경우 

그 위법의 중대성에 따라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사후적인 통제를 한다.

  이처럼 기업에 대한 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는 대상과 범위, 내용이 수사에 필요한 부분으로 제한되고 수사

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수사기관이 아닌 법관이 사전적, 사후적 

통제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침해최소성의 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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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현행법령과의 충돌 가능성

  복호화명령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체계와 모순되거나 충돌하

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충돌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

가가 암호에 대하여 통제하지 아니하고 사적영역에 맡겨놓고 있는 상태로

서 암호의 이용과 통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은 없다. 그러

나 암호는 개인정보의 보관방법에 관련된 부호로서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법령과의 충돌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2.1. 개인정보보호법

4.2.1.1. 법률의 내용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 3. 29. 제정되어 2011.9.30. 시행된 법률로서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국가사회 전반을 규

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개인정

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오

용·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프

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초

래하고 있는 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

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다.’라는 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 후 개인정보보호법은 2014년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이 빈발하게 되자 징벌적 손해배상제ㆍ법정 손해배상

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등 벌칙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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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하는 등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15. 

7. 24. 개정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

률로서, 동법 제2조 제1호에서‘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

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

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제2호에서 개인정보의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

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

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

법 제2조 제3호에서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규정

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

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

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

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

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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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한한다.) 등의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

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

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

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8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

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

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다만, 제5

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

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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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

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

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

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

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

고, 다만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

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

우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민감정

보의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고, 다만 정보주체에게 제

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

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고유식별정보의 처

리를 허용하고, 제24조 제3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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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

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4.2.1.2. 복호화명령제도와 충돌가능성

  복호화명령제도의 복호화명령 대상인 디바이스에 설정된 암호키 또는 

복호화된 전자정보는 각종 파일,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전화번호부, 인터

넷검색내역, 메모 등 살아 있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상‘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암호화된 전자정보를 복호화 시키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중 복구, 

이용, 제공, 공개하는 행위로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며, 암호화 

된 전자정보의 피압수자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복호화명령제도는 개인정보보

호법이 적용되는 영역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여부를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는 개인정보의 수

집 및 수집목적에 따른 이용, 수집 및 제공제한을 규정하고, 제18조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을 규정하면서 제18조 단서규정으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한 개

인정보를 수집목적 외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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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규율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더라도 범죄의 수사 등을 위

하여 기업에 대하여 개인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복호화

명령제도와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과는 법률상 충돌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다. 

  그런데 위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으로부터 복호화 된 개인정보를 임의제

출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복호화명령제도를 신설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단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에 대하여 복호화된 

전자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지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

조 제5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

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

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

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한, 보관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데, 디바이스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기업이 아닌 개인이 소유, 보

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기업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법 제18조 규정은 기업에 대한 복호화명령의 직

접적인 근거규정은 될 수 없다.

4.2.2. 전기통신사업법 등 직무상 지득한 사실 누설금지 조항

4.2.2.1. 법률의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동

법 제83조 제2항은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59 -

고 규정하고, 동법 제83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

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

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하면서 이용자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용자 아이디,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을 알려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직무상 지득한 개인정보에 대한 누설금지 규정은 다른 법령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6조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제47

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

른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의 분쟁조정 업무 등을 열거하고 있다. 

4.2.2.2. 복호화명령제도와 충돌가능성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

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

호, 주소, 전화번호, 이용자 아이디,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을 

알려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거 수사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이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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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중인 사건번호와 죄명 등을 기재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하면 기업에서는 개인정보인 고객정보

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이용하여 수사를 하였

다.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으로부터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

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사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기업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 판례로 수사실무가 바뀌게 되었다. 사안은 네이버 카페에 

익명으로 글을 올린 정보주체가 수사를 받게 되어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

업자인 네이버를 상대로 글을 올린 사람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였고 네이버

는 늘 하던대로 위 규정51)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하였

는데, 정보주체는 네이버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한 사안이다. 법원은 이 사안에서 네이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피

고 네이버는 원고인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

였다.52) 위 판결에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은 일반적인 수사협

조 의무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

보 제공 요청에 따라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으며 수사관서의 장이 구 전

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일종인데 네이버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을 위자료 청구 인용의 근거 중 하나로 설시하

51) 사건 발생일 당시 구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9919호, 시행 2010. 1. 1.) 제54조 제3항이 적용

되었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과 동일규정임

52) 서울고등법원 2012.10.18. 선고 2011나190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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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53) 위 규정은 법률문언상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일반원칙

인 형법 제199조의 임의수사의 원칙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기업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다. 

  위 판례 이후 정보통신사업자들은 수사기관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임의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정보통신사

업자에게 집행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제출받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해석 및 판례의 입장, 수사실무에 의하면 기업에 대하여 개인정보인 복호

화된 전자정보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의무규정으로 신설되면 정보통신사업

법과의 통일성에 반하게 되어 임의규정으로 신설하여 영장에 의하여 이를 

제출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위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및정보보

호등에관한법률 등의 직무상 지득한 비밀 누설금지 조항에 따르더라도 전

기통신사업법의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범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4.3. 도입의 필요성 

  기술한 바와 같이 모바일 디바이스는 오늘날의 범죄수사에 있어서 수사

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증거이고 범죄수사에 있어 모바일 디바

이스의 전자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 임에도 불구하고 디바이스 암호

화라는 기술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영장주의 및 형사소송법 및 판례에 

따른 엄격한 절차적 제약 하에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기술적인 한

계로 인하여 모바일 포렌식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다. 

  암호화된 모바일 디바이스를 해독하지 못하면 범죄자들은 단지 모바일 

53) 서울고등법원 2012.10.18. 선고 2011나190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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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범죄에 이용하게 될 우려가 높고, 범죄

자들이 암호화가 된 모바일 디바이스를 범죄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면 형사처벌의 심각한 공백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범죄에 대한 수사 및 

범죄에 대한 처벌, 더 나아가 국가안보 수호,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 피해

자들의 인권보호, 테러예방 등의 모든 국가의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가치 

실현 전반이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복호화명령제도는 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증거물에 설정된 암호

를 해독하는 제도로서 피의자로부터 새로운 진술을 이끌어 내는 것이 아

니라는 점, 복호화명령의 대상은 사인이 소지하고 있는 암호가 설정된 모

든 기기 등 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

장 또는 감청 통신영장에 의하여 강제처분이 허가된 매체 및 정보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도 인정되며 기술한 바와 

같이 복호화명령제도는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이상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

하고, 통신비밀보호법 등 현행법률과도 충돌하지 아니하며, 판례 법리에

도 충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복호화명령

제도를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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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호화명령 제도 도입의 구체적 방안

  영국에서는 2000. 2. 9. 수사권한규제법(RIPA,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 Act 2000) Part III에서 복호화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복호화명령제도의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검토하는데 있어 이미 10

년 이상 운용되어 온 영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영국에서 위 법 시행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였는지, 국내법체계에서 이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영국의 사례를 참고삼아 어떠한 절차와 

범위로 복호화명령제도를 입법하여야 본연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인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서술해보겠다. 

5.1. 복호화명령의 대상정보 

 복호화명령의 대상이 되는 객체인 정보는 영국 수사권한규제법 Part III 

Section 49 (1)에서 규정하기를 ① 체포․압수․수색하지 않으면 변조의 우려

가 있어 체포․압수․수색한 결과 얻어진 정보, ② 감청을 통해서 얻어진 정

보, ③ 법적인 의무 수행의 결과 제공받거나 발견한 정보, ④ 법적 권한의 

행사와 무관하나 정보국, 경찰, 세무서 등에서 적법한 수단으로 취득한 

정보 등을 열거하고 있다.54)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에 따르면 영장에 의하여 이미 압수된 암호화된 

정보 이외에도 영장에 의하지 않고 감청55)에 의하여 얻어진 정보, 법적 

54) 영국법률정보,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0/23/contents(2015. 12. 5. 확인)

55) 영국 수사권한규제법에 따르면 감청은 판사의 영장 없이 특정 국가기관의 권한으로 이루어 질 

수 있어, 이에 대해 과도한 감시가 이루어진다는 비판여론이 높아졌고, 이에 통신감청위원회인 

IOCCO(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Commissioner’s Office)는 2015. 2.경 법률운용실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가지를 제안하였는데 첫 번째로 수사기관이 수사권한규제법을 통해 감청 

활동에 대한 요구를 할 때 필수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 시켜야 한다는 점과 두 번째로 표현

의 자유와 수사권한규제법을 둘러싼 법적 논란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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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결과 우연히 발견된 정보, 법적 권한 행사가 아닌 정보국 등에서 취

득한 정보 등도 복호화명령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복호화명령제도는 정보주체 또는 정보소지자 등의 의사에 반하

여 암호키를 제공하거나 복호화 된 정보를 제출하라는 명령으로 강제처분

에 해당하고,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으로 입법목적상 필요한 최소 범

위의 정보로 복호화명령의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 4가지 정보를 검토해보면, ① 이미 압수된 정보, ② 감청에 의하여 취

득한 정보의 경우 이미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거나, 통신비밀보호법상 법

원의 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정보로서 적법하게 취득한 정

보56)이므로 이에 대한 복호화를 요구한다고 해서 별도의 기본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57) 따라서 ① 이미 압수된 정보, ② 감청에 의하여 취득

한 정보를 복호화명령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그 외 ③법적인 의무 수행의 결과 제공받거나 발견한 정보, ④법적 권한

의 행사와 무관하나 정보국, 경찰, 세무서 등에서 적법한 수단으로 취득

한 정보는 위법하게 취득한 정보는 아니지만, 위 정보를 제공받는데 있어

서 만약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위 정보에 대한 복호화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별도의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애초에 위 정보를 취

득한 목적인 법적 의무수행 등의 용도 이외의 방법으로 위 정보를 처리하

관이 언론인의 비밀스런 정보원을 밝히려고 할 때 판사의 승인을 통해서만 수사권한규제법을 이

용하도록 하는 강력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측에 제안하였다. 이에 총

리실 대변인은 총리가 판사의 승인을 거치는 방식으로 수사권한규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

혔고,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판사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임시수단을 취하고 있음 - 김지현,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RIPA)과 언론인에 대한 감청 논란”, 언론중재 135호 (2015).

56) 영국 수사권한규제법에 의한 감청은 영장주의 적용 없이 이루어져 왔으나, 국내 통신비밀보호

법에 의한 감청은 통신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차이가 있음

57) 복호화 된 정보가 아니라 암호키를 제공받는 경우 별도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복호화명령의 효과 부분에서 후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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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하는 것이라면 암호화 된 위 정보를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어떻게 

취득하였는지 제대로 특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취득경위 등

이 특정되지 아니한 정보를 복호화명령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취득한 암호화 정보와는 달리 별도의 복호화명령허가요건으

로 정보취득의 적법성을 심사하거나, 아니면 그 심사 위 정보의 사용목적 

등을 피의사실, 압수가 필요한 사유 등으로 법원에 소명하여 위 정보에 

대한 별도의 압수영장을 발부 받는 과정을 거쳐야 복호화 하려는 정보에 

대하여 투명하게 관리될 것이고, 만약 수사기관이 복호화된 정보를 어떤 

목적와 용도로 사용하는지 적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위 제도가 불법 민

간사찰 등의 목적으로 오용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복호화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① 체포․압수․수색

하지 않으면 변조의 우려가 있어 체포․압수․수색한 결과 얻어진 정보, ② 

감청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장에 의하여 압수

된 암호화 된 모바일 디바이스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①의 경우에 해당하

여 복호화명령의 대상이 된다. 

5.2. 복호화명령허가의 요건

  복호화명령의 허가요건으로 영국 수사권한규제법 Part III Section 49 

(2), (3), 별표(Schedule) 2 에서 규정하기를 복호화명령의 요건으로 ① 잉

글랜드, 웨일즈에서는 지역법원(Circuit judge)에 의하여, 스코틀랜드에서는 

보안관(sheriff)에 의하여, 북아일랜드에서는 판사(county court judge)에 의

하여 서면에 의한 허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② 어떤 사람이 암호화된 정

보에 대한 키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③ 암호화정보에 대한 공개요구

를 명하는 것이 국가의 안보(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범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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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or detecting crime), 공공복리(in the 

interests of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United Kingdom)에 의해 필

요하거나(or), 공공기관이나 법적인 권한, 의무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활동

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④ 이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

이 이러한 요구의 부과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⑤ 이 노티

스를 부과하지 않고는 압수물 등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될 때 허가를 받은 사람은 키를 가지

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보호정보에 대한 공개명령을 할 수 있다.58)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은 위 ① 영장발부59), ② 명령부과의 상대방이 

암호키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소명, ③ 필요성의 원칙, ④ 비례의 원칙, 

⑤ 복호화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암호를 해독할 다른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점 소명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형사소송법 상 압수

수색의 요건과 거의 일치한다. 국내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의 요건으로 

① 영장발부60), ② 혐의의 소명, ③ 압수수색의 필요성(압수수색의 대상 

및 범위 및 야간집행필요성 등 소명)을 요구하는데, 위 복호화명령의 요

건으로 ①, ②, ③은 일치하고, ④ 비례의 원칙은 일반원칙으로서 압수수

색영장 청구시 법원에서 비례의 원칙에 따라 그 범위 등을 제한하고 있으

므로 이 역시 압수수색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⑤ 복호화명령 

이외에 암호를 해독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압수수색영장과 다른 추가 요

건에 해당하지만, 이 역시 침해최소성의 원칙이라고 본다면 국내 법체계

58) 영국법률정보,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0/23/contents

59) 수사권한규제법에 따르면 웨일즈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복호화명령

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국내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60) 긴급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사후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므로 압수수색의 경우 어떤 경우든지 법원

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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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원칙과 부합하는 규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영국 수사권한규제법의 복호화명령의 요건과 대

상은 국내 입법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요건에 따

라 암호화된 모바일 디바이스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복호화명령 요건

을 검토하면, 수사기관에서 모바일 디바이스의 피압수자 및 사용자 등이 

기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 암호 및 기계장치의 물리적 암호키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한 후 암호해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범죄수사 등

을 위해 압수한 디바이스의 전자정보를 취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법원에 소명하여 복호화명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암호키 보관 

상대방에게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사망하여 모바일 기기

의 패스코드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복호화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정하

여 제조사 및 운영체제 개발사에 대하여 복호화 기술제공에 협력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5.3. 복호화명령허가내역의 관리

  복호화명령내역의 관리에 대하여 영국 수사권한규제법 Part III Section 

49 (4)에서 규정하기를 ① 서면이나, 복호화명령을 부과한다는 것이 기록

으로 남는 형태로 집행되어야 하고, ② 공개를 요구하는 암호화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③ 국가안보, 범죄예방, 공공복리, 공공기관의 권한 및 

의무이행 보장 필요성 중 어느 목적을 위해 복호화명령이 발령되는 것인

지 특정하여야 하며, ④ 복호화명령 부과하는 사람이 재직중인 관청, 직

위, 직책을 특정해야하고, ⑤ 노티스를 부과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

가 없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라면 어떠한 정황에 의하

여 노티스 부과 권한을 얻게 되었는지를 특정해야함, ⑥ 노티스에 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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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기간 및 기간을 정한 목적 특정, ⑦ 보호정보에 대한 공개의 방

법 및 형태를 밝혀야 한다.61)

  위 허가내역 관리 규정은 복호화명령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주체, 목적, 범위, 기간 등에 대한 기록을 남겨서 사후적으로 이를 통

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국내 도입시에는 기술한 바와 같

이 영장주의에 따라 복호화명령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영장에 위와 같은 내용들이 대부분 적시될 것이므로 자연히 복호화명령허

가영장의 집행자, 목적, 범위, 기간 등이 영장에 기재되어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영장 집행시 집행상대방에게 영장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복

호화명령이 영장에서 정한 목적과 범위 등을 초과하여 집행될 우려가 없

고, 만약 그 목적, 범위 등을 초과하여 영장이 집행되었다면 이와 같이 취

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부여받지 못할 것이므로 영장

주의에 의하여 충분히 사전적 사후적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5.4. 복호화명령허가의 상대방

  복호화명령의 상대방에 대하여 영국 수사권한규제법 Part III Section 49 

(2), (5), (6), (7), (8)에서 규정하기를 ① 암호화 된 정보에 대한 키를 가지

고 있는 사람, ② 1명 이상의 사람이 암호화 된 정보에 대한 키를 가지고 

있거나, 그 중 일부의 사람이 법인의 관리인 또는 피고용인으로서 그 키

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에는 최대한 상급자, ② 회사의 일원으로서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최대한 상급자, ③ 다만, 복호화

명령을 상급자에게 발령할 경우 복호화명령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하급자에게 명령할 수 있음 ④ 복호화명령을 발령받는 사

61) 영국법률정보,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0/23/contents(2015. 12. 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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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나 이에 명기되거나 특정된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는 공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62)     

  위 규정은 암호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호화명령을 부과하되, 법

인 또는 회사를 상대로 복호화명령을 부과할 때 여러 명이 암호키를 가지

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중 가장 상급자를 상대로 명령을 

부과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수사기관 등에서 복호화명령을 이용하여 

특정인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표적수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

다. 암호키를 여러 명이서 보관하는 경우 암호키 제출명령의 상대방은 피

의자가 아닌 참고인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암호키 관리책임자에게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실무상 회사나 법인을 

압수수색하는 경우 회사직원들이 압수수색시 대응방안에 대한 매뉴얼까지 

만들어놓고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수사현실에서 암호키가 

설정된 관리책임자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서버에 저장되었거나 인터넷이 

연결된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모두 삭제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이와 같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암호키 소지자에게 복

호화명령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영국 수사권한규

제법에도 상급자 예외규정이 입법된 것으로 보이며, 국내 입법시에도 이

와 같은 예외규정이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5.5. 복호화명령의 효력

  복호화명령의 효력에 대하여 영국 수사권한규제법 Part III Section 50에

서 규정하기를 ① 암호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암호화 된 

정보를 인지가능한 형태로 공개(복호화)하여야 하고, ② 복호화명령을 부

62) 영국법률정보,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0/23/contents(2015. 12. 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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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받은 사람이 암호화 키를 만들었고 적법하게 복호화명령을 부과받은 경

우 복호화명령에 따를 것이 요구됨, ③ 복호화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정

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암호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복호화 하는 것이 불가

능하거나 복호화명령이 암호키의 공개를 통해서만 준수될 수 있다고 명시

된 경우 암호키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④ 암호키 제출을 요구받

은 경우 부과대상자가 1개 이상의 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암호화 된 정

보를 인지가능한 형태로 공개(복호화)하는데 필요한 것 이상의 키를 공개

할 필요가 없고, 다른 키나 복합키가 있는 경우 부과대상자는 키 중 하나

를 고르거나 복합키를 고를 수 있고, 부과대상자는 소지한 키 전부를 공

개하도록 요구당하지 않음, ⑤ 부과대상자가 암호키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소지하지 않고 만약 암호키를 가지고 있었다면 암호키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암호키를 취득하거나 발견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

고 있는 경우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63)

  이러한 영국 수사권한규제법은 복호화명령의 효과로 부과대상자가 명령

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원칙 이외에 암호키 제출요구에 있어 암호

화 된 정보를 해독한다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암호키 제출에 있어 침해최소성의 원칙을 규정한 것을 국내 

입법시에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만약 의무부과대상자가 복호화된 정

보만 제출한다면 이는 이미 압수된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로서 별도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법률규정과 달리 매체가 아닌 전자

정보를 압수수색의 대상물로 보고 있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르더라도 

63) 영국법률정보,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0/23/contents(2015. 12. 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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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호화명령허가에 있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복호화대상 전자정보

를 압수대상물로 특정하게 되므로 별도의 기본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

다. 그러나 암호키의 경우에는 제출받은 암호키는 별도의 정보이며 부과

대상자가 제출한 암호키를 다른 매체에서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

므로 복호화명령허가에서 특정한 목적, 용도에 사용후에는 제출받은 암호

키를 곧바로 폐기하거나 이를 제3의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암호키 제출에 있어 위와 같이 복호화명령의 목적달성에 필요

한 최소한도로 그 제출범위를 한정하는 위 규정은 국내 입법시에도 도입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6. 복호화명령의 실효성 문제

5.6.1.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례

  한편, 복호화명령제도가 입법되더라도 기업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존

재한다. 현재 미국의 사례를 보면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회사 등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문제 또

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Microsoft)는 2013년 12월 

미 법무부가 제시한 마약밀수 피의자의 이메일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피의

자의 이메일 서버가 저장된 데이터센터가 아일랜드의 더블린에 있으니 정

부는 먼저 그곳 법정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며 영장에 기재된 

자료제출을 무시하였다.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는 위와 같은 마이

크로소프트사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일련의 갈등은 미국국가안전보장

국(NSA) 전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감청 자료 폭로 이후 정부에 대한 

IT업체의 저항이 고조되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는 정부에 대항

해 고객의 정보를 소중히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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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석하면서 “시대가 바뀐 만큼 의회가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국가 주

권과 개인의 사생활, IT산업의 경쟁력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64)

5.6.2. 국내 카카오의 사례

  국내에서도 최근 기업이 통신 감청영장의 집행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

다. 카카오(구 다음카카오)의 전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2014. 9. 

13. 기자 회견을 열고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

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질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2015. 10. 

7.부터 2014. 10. 12.까지 카카오톡에 대한 7건의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

였고, 이메일에 대한 감청영장의 집행도 거부하였는데 이는 모두 국가정

보원과 경찰이 수사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영장이었다.65)

  그런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업자인 카카오 측에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제한

조치에 협조할 의무가 있지만 협조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이를 처벌할 만

한 어떠한 제재 규정은 없으며 소극적인 협조의무 불이행행위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도 없다. 즉 

현행법상 카카오의 영장집행 거부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

다. 

  그런데 카카오는 약 1년이 지난 후인 2015. 10.경  검찰의 감청영장에 

64) 동아닷컴, “美 IT업계 ‘고객정보 못내놓겠다’”, 

http://news.donga.com/3/all/20150909/73511405/1(2015. 12. 5. 확인)

65) 동아일보, “다음카카오, e메일 감청영장집행도 거부” 

http://news.donga.com/3/all/20141112/67826281/1(2015. 12. 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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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지 않기로 했던 방침을 철회하여 검찰이 법원에서 감청영장을 받아 

협조를 요청하면 감청 대상자의 일주일 치 대화 내용을 제공하되 카카오

톡 단체대화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을 익

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66)

  이와 같은 카카오의 입장변화의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현재 국내외 

정보통신 관련 기업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 

수사기관의 영장집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고 영장

을 발부받아 기업에 대하여 복호화명령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복호화명령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벌칙규정이 입법되어야 한다.

5.7. 복호화명령의 벌칙규정

  복호화명령의 벌칙규정(offences)에 대하여 영국 수사권한규제법 Part III 

Section 53에서 규정하기를 ① 복호화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고의로 부

과명령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벌칙규정에 위해 처벌되고, ② 만

약 어떤 사람이 복호화명령을 부과받기 전 어떤 순간에 암호키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그 사람이 복호화명령 부과 이전과 이후에 

암호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순간 이후

에도 암호키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간주되고(암호키 소지에 대한 입증

책임의 전환 규정), ③ 암호키 불소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제기될 때와 

암호키 불소지에 대한 반대증거(암호키 소지에 대한 증거)가 합리적인 의

심을 넘도록 입증되지 않을 때, ④ 복호화명령을 부과받는 사람은 공개를 

66) JTBC, “카카오톡감청영장다시협조”,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54416(2015. 

12. 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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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하지 않다는 것(not reasonably 

practicable)이나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 가장 빠르게 공개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입증책임의 전환규정), ⑤ 복호화

명령에 대한 위반으로 정식기소 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면(on conviction 

on indictment), 국가안보, 아동성추행 관련 범죄에서는 징역 5년, 그 밖의 

경우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또는 징역 및 벌금으로 처벌받고, 즉

결재판으로 유죄 선고되면(on summary conviction),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또는 징역 및 벌금으로 처벌받는다.67)

  위 영국의 벌칙 규정은 암호키 소지 및 의무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을 복

호화명령 부과대상자에게 전환시키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부과대상자가 

암호키를 소지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 입증하면 부과대상자는 복호화명령

을 부과받기 전후에 암호키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형사처

벌을 면할 수 있다. 이는 국내법상 사실상추정의 법리와 유사한 것인데, 

사실상 추정이란 고도의 개연성 있는 경험칙을 이용하여 A라는 간접사실

이 있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B라는 주요사실이 있으므로 A라는 간접사실

만 입증하면 상대방의 다른 반증이 없는 한 B라는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원칙으로 대법원에서 수질오염에 대한 판시를 하면서도 

사실상 추정원칙을 설시한 바 있다.68) 따라서 이와 같은 수사권한규제법

67) 영국법률정보,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0/23/contents(2015. 12. 5. 확인)

68) 대법원 2012.1.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앞서 본 법리를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의 사실관

계에 적용하여 보면, 수질오염으로 인한 공해소송인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그 운영의 수도권

매립지로부터 유해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침출처리수를 배출하고, 그 오염물질이 원고들이 조업

하는 어장(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고 한다)에 도달하였으며, 그 이후에 이 사건 어장이 오염되어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각 모순 없이 증명되면 피고의 침출처리수 배출

과 이 사건 어장에서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반증으로 피고가 배출한 침출처리수에는 해양생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있

지 않거나, 원인물질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안전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간접반증으로 원고들이 입은 피해는 피고가 배출한 침출처리수가 아닌 다른 원인이 전적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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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증책임전환 규정은 국내입법시 그대로 도입하더라도 국내법체계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복호화명령부과대상자가 암호키를 잃어버렸다는 변명

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부과대상자가 사실 암호키를 잃어버리지 않았

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

은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수사대상자도 아닌 기업에 대하여 부과하는 협조의무인 복호화명

령 위반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다른 형사처벌 규정과의 형평이 맞는 

것인지 위헌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기업문화를 고려할 때 

기업에서 보안이미지 상승을 위하여 암호키 제출을 거부하면서 암호키 관

리자를 기업을 대신해서 처벌받는 소위 ‘책임지는 자리’로 만들어서 직

원들이 대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에 대

한 복호화명령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형사처벌 이외에 기업에 대

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반드시 병과되도록 하여 법 위반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기업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된

다.  

용하여 발생한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

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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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어

  기술한 바와 같이 디바이스는 오늘날의 범죄수사에 있어서 수사의 성패

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디바이스 암호화라는 기술

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디지털포렌식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다. 

  그런데 암호화된 디바이스를 해독하지 못하면 범죄자들은 단지 디바이

스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

으로 디바이스를 범죄에 이용하게 될 우려가 높고, 범죄자들이 암호화가 

된 디바이스를 범죄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형사처벌의 심각한 공

백이 발생하다. 이에 따라 범죄에 대한 수사 및 범죄에 대한 처벌, 더 나

아가 국가안보 수호,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 피해자들의 인권보호, 테러예

방 등의 모든 국가의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가치 실현 전반이 붕괴되는 상

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복호화명령제도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증거물 또는 

통신영장에 의해 확보한 정보에 설정된 암호를 해독하는 제도로서 피의자

로부터 새로운 진술을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 복호화명령의 대상

은 사인이 소지하고 있는 암호가 설정된 모든 기기 등 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또는 감청 통신영장에 의

하여 강제처분이 허가된 매체 및 정보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비례의 원칙도 인정되며 기술한 바와 같이 복호화명령제도는 영

장주의가 적용되는 이상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통신비밀보호법 등 

현행 법률과도 충돌하지 아니하며, 판례 법리와도 충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디바이스 암호화에 대응하여 복호

화 명령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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