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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요 약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메일은 기존 통신수단

역할을 대신할 뿐 아니라 기존 통신수단으로는 불가능하

였던 방대한 양의 정보 송수신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메일은 형사범죄에 관련하여서도 공모에서 실행에 이

르기까지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 가능하여 수사기관으

로서도 이메일의 압수수색을 통한 범죄 탐지 및 증거수

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이메일을

압수수색할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영장의 사본을

팩스로 전송한 후 압수 대상물인 관련 정보를 회신받는

집행 방법이 실무상 정착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메

일 압수 수색 당시 영장 원본이 피압수 수색 당사자에게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압수조서

와 압수목록이 작성되어 압수목록이 피압수 수색 당사자

에게 교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압수·수

색을 통해 획득한 이메일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129조가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수집증거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

원 판결이 있어 위 수사 관행에 대한 교정이 필요한 상

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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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것과

관련하여 팩스를 통한 영장사본 제시의 문제점과 그 증거능

력에 관련된 판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현실적인 필요성

이 있음을 이유로 미국의 이론 발전 내용과 이메일 압수수

색의 방법과 그 한계를 규정한 저장통신법 등 법률과 판례

의 내용을 연구하고, 사본제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추후 이메일 압수수색과 관련되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

를 기대해 본다.

주요어 :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주의, 영장의 사본

제시, 증거능력,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학번 : 2016-2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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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이메일1)의 원리 및 특성

  컴퓨터·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그 이후에 진행된 인터넷 기술

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누구든지 이메일을 주고받고, 웹 검색을 하

며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컴퓨

터와 인터넷은 삶의 수단이자 도구가 되어 버렸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반이후 IT 산업 육성이라는 국가정책의 뒷받침아래 컴퓨

터와 인터넷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인터

넷 사용 인구는 4,363만 명을 넘어서 전 인구 51,269,554명을 기준으

로 85.5%에 달하는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다2). 
  이에 따라 이메일은 광범위한 인터넷 망을 통하여, 또는 제한적인

내부 통신망을 통하여 교환되면서 이제는 개인 간에 또는 단체, 기
관, 회사 등에서 상시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 된지 오래이다. 그 결

과 과거에는 수기나 타자로 작성되던 문서들이 오늘날은 대부분 디

지털 파일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또한 통신망

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메일이 있다. 
  이메일의 송수신은 컴퓨터가 원본을 복사하고 복사본을 상대방에

게 전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메일이 작성되어 발송 및 수신

되는 과정은 우선 발신자가 자신의 집에서 개인용 컴퓨터(PC)를 이

용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의 서버

에 접속한 후 이메일의 내용을 작성하여 수신자의 주소로 이메일을

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9호에서는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매시지를 “전자우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이메일”이라는

표현이 통용되고 있으므로 전자우편이라는 표현 대신 이메일이라는 표현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2) 2016년 통계청자료, http://kosis.kr, KOSIS 국가통계포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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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한다.3) 이처럼 발신자가 이메일 전송을 명령할 경우

TPC(transmission control protocol)가 문서 파일 전체를 데이터 패킷

(data packet)이라는 작은 단위로 나눈 후 각 패킷을 개별적으로 수

신자의 주소로 전송하게 되며 인터넷 라우터가 각 패킷에 포함되어

있는 주소를 검색한 후 최적의 전송경로를 결정하고 위 이메일의

패킷은 일련의 라우터와 컴퓨터 네트워크, 방화벽 등을 통과하여 목

적지까지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이메일의 전달과정은 이른바 저장

과 진행(store-and-forward)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즉 어떤 네트워크의 메일 서버가 이메일을 수신할 경우 일단 이

를 복사하여 하드드라이브에 저장한 이후에 바로 다음 서버로 이를

전송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이메일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IP(internet protocol)가 개개의 패킷들을 다시 해독 가능한 형태로

결합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수신된 이메일은 메일서버의 임시

보관소에 저장되어 이메일의 수신자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

게 되며, 이후 이메일 내용을 읽은 수신자가 이메일 내용을 서버에

계속 저장하도록 결정하면 위 이메일은 메일서버에서 할당해 준 수

신자의 개인 저장소에 저장되게 된다.4) 
  이메일은 위와 같이 이른바 저장 및 전송이 특이한 기술적인 과

정을 거쳐 네트워크상을 이동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까닭에 물리

3) 이메일도 발신자의 이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인 MUA(Message User Agent),

발신자가 사용하는 메일 서버의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메일 발

신전용) 서비스, 도메인 서버, 수신자가 사용하는 메일 서버 POP3(Post Office

Protocol, 메일 수신전용) 서비스, 수신자의 이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

하는데, 이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웃룩(Outlook), 모질

라의 썬더버드(Thunderbird)와 같은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네이버, 다음,

구글과 같은 포털 사이트의 이메일 서비스인 웹메일 방식이 있는데 웹메일 방

식을 기준으로 설명함, 사이버수사·통신수사 Q&A,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2017.

3.), 186면

4) 김기준, “전자우편에 대한 증거수집과 관련된 문제점 고찰”, 해외연수검사연구논

문집 제17집(Ⅱ), 법무연수원(20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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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와 달리 대용량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고 전달경로 곳곳에 그 흔적이나 증거자료를 남길 수 있다. 따라

서 하나의 이메일이 작성되어 발신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은 발신자

의 개인용 컴퓨터, 발신자의 메일 서버, 발신 및 수신과정, 수신자

메일 서버의 임시저장소, 수신자 메일서버의 개인저장소, 이메일을

읽은 수신자의 개인용 컴퓨터 등에서 관련 전자우편의 내용 등 증

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5) 
1.2 이메일에 담겨진 증거의 중요성

  컴퓨터와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메일을 주고받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많은 작업을 하

게 되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와 같은 발전은 범죄의 경우도 예외

가 아니어서 이를 이용한 범죄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

죄의 증가는 그 증거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메일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상대방에게 전자적으

로 만들어진 정보를 전달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서 문서 파일 뿐만 아니라 이미지파일, 동영상, 음성파일 등 다양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이메일은 그 내용이 증거로 사용될 수

도 있고 이메일을 전달하기 위한 규칙이 담겨있는 이메일 헤더에서

발송시간 정보 발신자의 이름, 메일주소, IP, 수신자의 이름 메일주

소, 수신시간, 메일이 전달된 경로까지 확인될 수 있어 증거로서의

가치가 탁월하다. 따라서 이메일은 단순히 기존의 서면에 의한 편지

의 역할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방

대한 양의 파일들이 송수신 될 수 있고, 때문에 최근 모든 범죄수사

5) 강지식, “미국 수사기관의 전자우편 취득 절차 및 한계”, 해외연수검사 연구논

문집 제26집(Ⅲ-2), 법무연수원(20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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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증거 확보의 목적물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우편의 특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은 사회적으로 민감하

고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주요사건은 물론 일반 형사사건에 있어서

도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피의자는 물론 관련자들의

이메일을 확보 및 분석하여 증거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1.3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

  압수란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며, 압류와 영치

및 제출명령의 세 가지를 내용으로 한다. 압류란 점유취득과정 자체

에 강제력이 가하여지는 경우를 말하고, 유류물과 임의제출물을 점

유하는 경우를 영치라고 말하며, 일정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처분

을 제출명령이라고 한다. 다만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수사에는 제출

명령이 포함되지 않는다. 수색이란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물건·사람의 신체 또는 기타 장소에 대하

여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수색은 실제로 압수와 함께 행하여지

는 것이 통례이고, 실무상으로도 압수·수색영장이라는 단일영장이

발부되고 있다.6) 
  종래 통상의 압수·수색 절차는 형태가 존재하는 사물을 대상으

로 하는 경우였기에 수사관이 압수·수색의 피처분자가 있는 특정

장소에서 그의 면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후 직접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증거물을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졌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의 시대 상황과는 다르게 기

술이 발전하면서 애초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증

거, 즉 예를 들어 이메일7)8)을 획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살
6) 이재상· 조균석, 형사소송법(11판), 박영사(2017), 316-317면

7)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이메일을 개인 컴퓨터나 이동식 저장매체 등에 보관하

는 경우의 문제가 아닌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정보통신 공간상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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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건 범행의 도구인 식칼은 오직 그 식칼 한 개일 뿐이어서 이를

실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압수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메일은 범행에 사용된 도구인 ‘식칼’ 등과 그 성질을 달리한다. 
  이메일은 피의자 등 그 정보의 주체인 당사자로부터의 획득도 가

능하지만 그 원리와 특성상 그 정보를 보관 또는 보유하고 있는 인

터넷서비스제공자를 통해서도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획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해당 정보를 보관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체

인 제3자를 피압수자로 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경우 그와 같

은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영장의 사본을

팩스로 전송한 후 압수 대상물인 관련 정보를 회신 받는 압수·수
색영장 집행 방법이 실무상 정착되어 있었다. 영장에 집행 장소와

집행하는 수사관의 소속기관, 서명날인을 한 후 해당 영장과 수사관

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영장을 집행

하고 있으며 이를 수신한 기관에서는 실제 해당 데이터를 수사기관

에게 회신하고 있다.9)10) 
  그러나 최근 이메일 압수‧수색 당시 영장 원본이 피압수‧수색 당사

자에게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이 작성되어 압수목록이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되었

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압수·수색을 통해 획득한 이메일

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129조가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

장되어 존재하는 이메일을 수사기관이 확보하여야 할 경우만으로 한정하여 논

의하고자 한다.

8) 또한 현재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송중이 통신의 경우 이를 수집하는 것은

압수가 아닌 감청이라고 보는 대법원의 입장(2016. 10. 13. 선고 2016도8137 등)

에 따라 전송된 이메일 취득에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9) 이정희·김지현, “제3자 보관 디지털증거의 압수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제8권 제1호), 95면

10) 박석훈·이상진·임종인,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영장 사본제시에 따른 문제점

과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 법조(2016.5.), 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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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한 위법수집증거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

지의 대법원 판결(2017. 9. 7. 선고 2015도10684)이 있어 영장의 원

본이 아닌 팩스를 통해 영장 사본을 제시하는 수사 실무 관행의 교

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이메일 압수·수색시 팩스를 통해 영장 사본을 제시하던

수사 실무는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수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리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기업활동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루

어졌던 만큼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

장 집행시 엄격한 원본 제시를 요구한다면 영장주의와 수사 효율성, 
기업의 기본권 보장 측면의 충돌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

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

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같은 제3자
보유 자료에 대한 증거수집에 관하여 수정헌법 제4조의 해석, ‘제3
자원칙’,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 원칙’ 등이 발전하여 왔고, 
이메일 압수·수색의 방법과 그 한계를 규정한 법률인 저장통신법

이 1986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어 있기에 이에 대하여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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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수·수색영장의 사본제시의 적법성 문제: 이메

일의 경우

2.1. 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 의사연락의 용이함, 신속성 및

방대한 양의 정보 송수신이 가능한 사정, 어디서든지 그 내용의 확

인이 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각종 범죄의 예비적인 단계에서 실행

에 이르기까지 이메일이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수

사상 증거 확보를 위해 이메일을 확보 분석하여 증거자료로 사용하

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송수신된 이메일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보관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

의 원본이 아닌 사본의 제시가 실무상 정착되어 있던 상황이다. 사
본을 제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영장주의 위반 등

절차의 위헌 또는 위법성에 대하여 논쟁의 여지가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기에 해당 판결에 대하여 살

펴보기로 하자.
2.2. 사실관계11)

2.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4. 12:45 피고인의 이메일(jcom○○@naver.com)
을 이용하여, 정○○의 이메일(rapi○○@hanmail.net)로 “지식인과

변혁운동” 제하의 문건을 발송하였다. 위 “지식인과 변혁운동” 
제하 글의 주요 내용은 ‘변혁운동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주체사상은 그 시대의 변혁운동을 영도해

11)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로 확정된 사실관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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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가운데 빛나는 이론체계이며, 우리민족끼리 통일국가 건설을

위하여 미제를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라는 것으로서, 주체사상

을 선전하면서 미 제국주의를 몰아낼 것을 선동하는 한편, 북한의

대남 통일혁명 노선에 지지, 동조하는 것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그때부터 2009. 5. 2.까지 북한의 주의‧주장 동조 등 내용의 문

건이 기재된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

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

산집단의 활동을 찬양‧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

다. 
2.2.2.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

  ① 수사기관은 2010. 1. 11. 네이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388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이 정○○에게 발송한 이

메일(증거목록 순번 314-1, 314-3, 314-5, 이하 ‘위 각 이메일’이
라 한다)을 압수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② 2010. 1. 8. 발부

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388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할 장

소로, ㈜다음, 네이버㈜, ㈜SKC가 기재되어 있고, 압수‧수색할 물건

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실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이

메일 계정의 송‧수신 내용, 메일 헤더 기록, 가입 카페 및 메일 내

저장된 주소록이 기재되어 있다. ③ 위 영장의 집행일시란에는

‘2010. 1. 11.’, 집행장소란에는 ‘㈜다음, ㈜KTH, ㈜SKC, 네이버

㈜’가 각 기재되어 있고, 위 영장의 하단에는 ‘㈜다음 2010. 1. 
11. 14:59 fax 송신, ㈜KTH 2010. 1. 11. 15:04 fax 송신, ㈜SKC 2010. 
1. 11. 15:07 fax 송신, 네이버㈜ 2010. 1. 11. 15:09 fax 송신'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각 회사에서 압수‧수색의 집행에 참여

한 담당 직원의 이름과 서명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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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다른 영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5870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1815 
압수‧수색영장,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2079 압수‧수색영장, 서
울중앙지방법원 2010-8591 압수‧수색‧검증영장 등)의 하단에는 집행

장소, 집행 일시 및 참여한 담당 직원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

고, 압수‧수색이 집행된 장소가 여러 회사일 경우에도 일시와 각 회

사의 담당 직원의 이름과 서명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다. 
  ⑤ 2010. 1. 8. 발부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388 압수‧수색영

장과 관련하여, 2010. 1. 11.자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기재에 의하

면 2010. 1. 11. ㈜다음 내에서 사법경찰리가 발부받은 압수‧수색영

장을 ㈜다음 사원을 입회시키고 동 영장을 제시한 후 집행한 것으

로 되어 있다. 
  ⑥ 반면, 네이버㈜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388 압수‧수색영

장 집행에 따른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사본을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네이버㈜ 직원은 법정에서 수

사기관에서 팩스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한 이후에 필요한 경우에

는 우편으로 CD를 송부한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압수‧수
색영장을 집행한 사법경찰리는 법정에서 이메일 압수‧수색의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고 등기우편으로 받은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

고, 2010. 1. 11. 당시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했던 네이버㈜의 직원

이 누구였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네이버㈜에 직접 방문

하여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검사는 네이버㈜ 사무실에서 집행된

압수‧수색영장의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는 처음 송치될 때부터 누락

되었고, 현재까지 유실되어 찾을 수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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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법원의 판결

2.3.1. 1심12)

  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영장주의는 공정하고 독

립적인 지위를 가진 법관으로 하여금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처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

분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점, 형사소송법과 형

사소송규칙은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그 사

유를 소명하여 수통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형사소

송법 제209조, 제82조, 형사소송규칙 제93조 등) 등에 비추어 보

면, 수사기관은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그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18조), 사본을 제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0547 판

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

하면, 수사기관은 네이버㈜에서 위 2010-388 영장을 집행함에 있

어 그 원본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하

여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또한, 영장 원본의 제

시는 위 영장주의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영장 

사본의 제시는 영장주의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앞서 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1심은 수사기관은 네이버㈜에서 위 2010-388 영장을 집행함에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31. 선고 2012고합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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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그 원본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의

하여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영장 원본의 제시는

위 영장주의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영장 사본

의 제시는 영장주의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

로, 앞서 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며 영장의 원본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그 자체만으로 위법수집증거라는 취지로 설시하였다.
2.3.2. 항소심13)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388 압수‧수색영

장과 관련하여 최초에는 압수‧수색영장이 각 집행장소에 팩스로 송

신되었으나, 그 이후 ㈜다음에서 집행된 압수‧수색의 경우 피압수‧
수색 당사자에게 압수‧수색 집행 당시 영장 원본을 제시하면서 압수

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압수목록을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

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반면, 네이버㈜에서 집행된 압수

‧수색의 경우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압수‧수색 집행 당시 영장 원

본을 제시하면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압수목록을 피압

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뚜

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각 이메일은 압수‧수색 당시 영장 

원본이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나아가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이 작성되어 압수목록이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

118조, 제129조가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수집증거로 원

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압수목록의 교부가 

13)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노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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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점에서 압수‧수색 후 압수목록의 미교부는 영장주의 및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

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이와 달리 이메일 압수‧수색

의 특성상 압수목록의 미교부에 관하여 통상의 압수‧수색과 달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이메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

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위법수집증

거로 판단한 근거에 대한 설시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그 결

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

인 및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압수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신청을 하

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

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

한 절차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

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

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

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

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

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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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

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

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

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이메일은 압수‧수색 당시 영장 원본이 피압수‧수색 당

사자에게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이 작성되어 압수목록이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되었

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129조가 정

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수집증거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

거로 삼을 수 없고, 나아가 압수목록의 교부가 피압수자 등이 압수

물에 대한 환부‧가환부 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

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점에서 압

수‧수색 후 압수목록의 미교부는 영장주의 및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

고,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시하고 있는데 영장의 사본이 제시되었

고, 나아가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이 작성되어 피압수·수색 당사자에

게 교부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적법절차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3.3. 상고심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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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은, 수사기관이 2010. 1. 11. 네이버 주식회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이 발송한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314-1, 3, 

5)을 압수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위 압수·수

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네이버 주식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

한 사실은 있으나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또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전제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압수된 위 각 이

메일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제129조가 정한 절

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수집증거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러한 절차 위반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법

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볼 수도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

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압수 절차나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과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2.3.4. 소결

  압수·수색영장의 사본을 제시한다고 일률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

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영장의 원본제시가 영장주의의 본질이

라기보다는 영장주의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고 영장의 원본

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영장의 사본을 작출하는 과정에서 인

위적인 조작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상대방에게 영장의 발부사

14)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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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및 그 내용을 보다 명백히 확인시키기 위한 방법이라 할 것이므

로 영장이 발부된 것이 사실이고 제시된 문서가 영장 그대로의 사

본임이 틀림없으며 그 영장의 취지대로 집행이 되었다면 영장의 사

본이 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주의의 본질이 훼손되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압수목록의 교부가 피압

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

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점에서 압수‧수색 후 압수목록의 미교부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영장주의 및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의 실질적

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입장이 타당하다. 또한 항소심과 상고심은 영장의 사본제

시에 관하여 제동을 거는 판단을 하였으나 영장의 원본이 제시되었

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이 작성

되어 압수목록이 피압수 수색 당사자에게 교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129조가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수집증거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나

아가 압수목록의 교부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 가환부

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점에서 압수 수색 후 압수목록의

미교부는 영장주의 및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

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압수조

서와 압수목록이 교부되고 사후에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였다면 수

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

든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

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

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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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

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

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

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

다는 해석이 가능하여 적법한 사본제시의 경우도 상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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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메일15) 압수 수색절차에 있어 적법절차의 원칙

3.1. 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

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

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

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

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위법한 압수

‧수색의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

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

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

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

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므로, 형식적으로 보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

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한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없다.16)

3.2. 헌법상 영장 제시제도의 취지

15)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이메일을 개인 컴퓨터나 이동

식 저장매체 등에 보관하는 경우의 문제가 아닌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관리

하는 정보통신 공간상에 저장되어 존재하는 이메일을 수사기관이 확보하여야

할 경우만으로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6)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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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의 제시제도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헌법은 제12조 제3항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

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여 영장의 제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것을 방지하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물건, 장

소, 신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려는 것을 보장하고 영

장의 제시라는 일정한 형식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행하

는 강제처분의 적법성을 시민에게 가시적으로 납득시킴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남용을 심리적으로 견제하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17)고 한다. 뿐만 아니라 “피처분자인 압수물건 장소의 현실적

지배자로 하여금 압수·수색의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

버시보호, 재산권 침해의 최소화, 피처분자의 불복신청 등을 확보하

여 그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18)고 한다. 
3.3. 압수수생영장 제시의 원칙 - 제시 시기

  영장을 제시하는 시점에 관해서는 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헌법 제12조는 적법절차 원칙 및 영장주의 원칙을 천명하

고 있는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

다.”19)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 해석상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영장 제시

17) 신동운, 신형사소송법(제5판), 법문사(2014), 230쪽

18) 민영성,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처분’과 영장사전제시 원칙의

예외”, 인권과 정의(제357호), 대한변호사협회(2006), 96쪽

19) 제헌헌법 제8조에서는 “체포·구금·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1962년 제5차 개헌에서는 제10조 제3항에 “체포·구금·수색·압수

에는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며 영장의 ‘제시’가 명문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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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사전에 제시하는 것으로 해

석하여야 할 것이다.
3.4. 압수 수색영장 제시의 원칙 - 원본 요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적법절차 원칙 및 영장주의 원칙을 천명

하고 있는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

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형사

소송규칙 제59조, 제48조에 따르면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원본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

고, 영장 집행시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

소송규칙 제93조 및 제107조는 동시에 여러 장소를 집행하는 경우

에 있어서의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 수통의 발부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는 기본적으로 영장의 원본 제시

를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원칙 자체가 영장주의의 본질이라기보

다는 영장주의의 취지를 철저하게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영장 사본을 작

출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상대방

에게 영장의 발부 사실 및 그 내용을 보다 명백히 확인시킴으로써

위와 같은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원칙을 보다 확실히 구현하기 위한

수단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압수‧수색과 유

사한 강제처분으로서의 영장주의 정신이 상당 부분 준용된다고 볼

수 있는 통신제한조치 등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서 사본에 의한

집행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

2항20)21))이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원본 제시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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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함에 있어서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위 원칙을 관철할

것인지에 관하여 추가적인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에 의하여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이 사실이고

그 압수‧수색영장의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되었다면, 그 집행의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영장이 팩스로 송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영장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더욱이 일반적인 압수‧수색영

장이 아닌 특수한 압수‧수색영장일 경우에는 그 개별적인 특수성에

따라 영장의 원본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을 보다 완화하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22) 
  결국 압수·수색영장에 있어서 원본의 사전 제시의 요청은 헌법

적 요청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특수한 압수·수색

영장일 경우 그 개별적인 특수성에 따라 영장의 원본이 제시의 원

칙이 얼마나 완화될 수 있는지 논의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3.5. 이메일 압수 수색에 있어서의 영장 팩스 송부의 적법성

요건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의 성격에 따라 수십

회 내지 수백 회의 영장 집행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

20) 통신비밀보호법[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②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는 통

신기관 등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

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제

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의 표지 사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21) 다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의 표

지의 ‘사본을 교부’하는 규정일 뿐이어서 제시는 역시 ‘원본’으로 해야 한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22) 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4노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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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사관이 그때마다 사전에 모든 금융기관에 임장하여 영장 원본

을 제시하는 절차를 요구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업무가 마비될 우

려가 있으며, 일정 기간 압수‧수색 사실을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 수

사의 밀행성에도 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팩스에 의한 압수‧수
색영장 사전 송부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실제 전국은행연합

회에서 작성한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은 사전에 팩스로 압수‧수색

영장을 송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23). 
  이메일24)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도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의

압수‧수색에 있어서와 유사하게 수사관이 그때마다 인터넷서비스제

공자인 기업에 방문하여 사전에 영장 원본을 제시하는 절차를 요구

할 경우 업무가 마비되거나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고, 수사의 밀행

성에도 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업무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직접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버를 수색한 후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하고, 추출하는 용량이 큰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서, 수사기관이 사전

에 팩스 등을 통해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송부하게 되면 통신회사의

직원이 요구받은 정보를 검색하여 필요한 자료를 추출한 후, 수사기

관이 이를 최종적으로 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정형화된 업

무 매뉴얼에 따른 실무 관행이 상당 기간 이어져 왔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시 압수·수색 영장의 압수·수
색할 장소란에 “○○의 사무실 및 이메일 서버 소재지”라고 기재하

23) 전국은행연합회 작성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38면 참조.

24) 이메일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계정을 개설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게 되는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므로,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 수색

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유형물에 대한 압수 수색과 달리 ‘압수처분을 받는 자’

와 ‘압수의 실질적인 대상인 정보의 소유자’가 분리되게 된다. 그 결과 통신회

사가 ‘현실적으로 압수 수색을 당하고 있는 자로서 압수할 물건 또는 장소를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게 되어 이들에 대한 영장 제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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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어 실제 압수·수색은 이메일 서버 소재지에서 이루어질 수 있

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버가 여러 곳인 경우 어느 서버에 해당

이메일이 보관되어 있는지 사전에 알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

서 영장의 원본을 제시해야한다면 회사의 사무실, 서버의 각 소재지

전부에 수사기관에서 해당 영장을 들고 방문해야하는 문제가 발생

한다. 
  제2항에서 검토한 판례 사안에서 ㈜다음의 통신비밀보호 업무를

담당자는 이메일 압수 절차에 관하여 “① 영장 사본을 팩스로 다

음 측에 송신을 해 주고, ② ㈜다음 직원이 피의자와 관련된 이메일

일체 자료를 수사관에 이메일로 보내주면, ③ 수사관이 그중에 국가

보안법 관련 이메일만 추출해서 다시 ㈜다음 측에 보내주고, ④ 이
후 ㈜다음 측에서 해당 추출 내용을 CD에 저장해서 준비해 놓은 후

에, ⑤ 수사관이 영장 원본을 가지고 와서 영장을 제시하고 확인서

를 받은 뒤에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절차를 거

친다. 관련 이메일을 추출하는 데 용량이 많이 크면 추출이 되다가

중간에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2~3일 정도씩도 걸리

고, 뭔가 그렇게 계속 에러가 발생이 되어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

요되기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네이버㈜의 직원은 “수사관이 서버 관리실에 들어가지 않

고, 사내 시스템에 의해 백업을 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메일 압

수‧수색이 진행되며, 요구하는 양에 따라 한 달도 걸린 적이 있었던

것 같다. 수사기관이 굉장히 자주 찾아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16층
에 근무하고 있는데 1층까지 내려가서 내방객 맞이도 해야 되고 하

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재 이메일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하

루 10건 정도의 요청을 받고 있다, ① 원칙적인 영장집행은 실무상

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면 특정한 테이터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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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어 있는 서버의 위치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 ID
C25)에 어떤 서버에 어느 위치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② 또한, 확인이 된다고 해도 IDC
가 강원도에도 있고 마곡에도 있고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기 때

문에 집행을 하러 오셨다가 또다시 그런 데로 재차 찾아가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수사관들이 직접 압수집행을 하고

참여자로서 관련자들이 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단계에서 원본 제시 이외에 사전에

팩스로 송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없는 점, 통
신회사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의 경우 통신회사의 직원이 수사기

관으로부터 요구받은 정보를 검색한 후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여 제

공하는 정형화된 업무 매뉴얼에 근거하여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되

어 온 측면이 있는 점, 이러한 집행 방식에 대하여 집행 대상자인

통신회사 측에서 그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메일 압수‧수색에 관한 집행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팩스로 송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

메일 압수‧수색 절차가 무조건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부터 압수하고자 하는 이

메일의 내용이 담겨 있는 CD, USB 등 기록저장장치를 수사기관이

현실적으로 교부받게 되는 시점까지는 통신회사 측에 압수‧수색영장

의 원본을 제시한 후 압수하는 이메일의 목록을 통신회사 측에 교

25) 인터넷데이터센터(internet data center), 인터넷 비즈니스의 성장과 함께 생겨

난 용어로 기업 및 개인 고객에게 전산 설비나 네트워크 설비를 임대하거나

고객의 설비를 유치하여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8833&cid=40942&categoryId=32828참조

(2017. 11. 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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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압수조서를 작성하면서 참여자의 확인을

받는 등 압수‧수색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이 정한 일반적인 절차를 준

수26)하는 것이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을 갖추기 위하여 필수적으

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27). 
3.6. 기업활동의 자유와 압수·수색

3.6.1. 기업활동의 자유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헌법 제23조에서 사유재산과 재산권의 행사를 보장하고 헌법 제15
조에서 직업의 자유와 영업의 자류를 보장하며, 헌법 제 10조에서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시장경제질서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경제질서와 직업수행의 자유에 따라 기

업활동의 자유는 보장된다. 
  기업활동의 자유는 시장경제질서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개인과 기업

은 자유시장에서 자유로이 경제활동을 한다. 또한 개인과 기업은 직

업수행의 자유를 가지는데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활동을 할 자유

를 뜻하고 직업활동은 기업의 설립, 투자, 광고, 선전, 각종영업상의

명칭의 결정과 사용, 판매, 유통, 거래, 계약의 체결과 가격의 결정

등 모든 종류의 직업적 행위에서의 자유, 경쟁의 자유가 이에 해당

한다. 그리고 직업활동의 자유에는 영업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영업

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주적인 직업활동을 의미하고, 이러

26) 집행장소가 여러 곳일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93조 및 제107조에 의하여 수

통의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각각의 집행장소에서 해당 영장의 원본을 제

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7)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노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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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리적인 직업활동에 있어 국가로부터의 간섭과 제재를 배제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28)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에 대하여 “직
업의 자유는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포함하고, 이러한 영업

및 기업의 자유를 근거로 원칙적으로 누구나가 자유롭게 경쟁에 참

여할 수 있다.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

로 행사하는 데에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직업의 자유에 의하

여 보장되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여 경쟁의

자유를 포함하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명시하였다.29)

3.6.2. 제한가능성 및 제한의 한계

  기업활동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
에 근거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그 본질

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고 공익상 필요와 사적 권리를 비교형량

하여 공익적 요청이 더 큰 경우에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 기업

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그 제한이 활동의 종류를 원천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게 하거나 영업활동 자체를 허용하더라도 실절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제재를 가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

의 제한과 그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판

단이 필요하다.
3.6.3. 기업의 입장

  이메일 압수·수색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영장을 팩스

로 전송하는 수사관행은 기업의 기업활동의 자유 보장을 위한 측면

28) 정종섭, 헌법학원론(10판), 박영사(2015), 690면

29)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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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최근 인터넷서비스제공

자들의 반발이 자주 확인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메일의 압수·수색 문제는 아니지만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저장

하고 있는 개인의 통신내용과 관련하여 카카오(구 다음카카오) 대
표는 2014. 9. 13. 기자 회견을 열고 “감청 영장에 대해 10. 7.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

다. 카카오는 2014. 10. 7.부터 2014. 10. 12.까지 카카오톡에 대한

7건의 감청 영장 집행을 거부하였고, 이메일에 대한 감청영장의 집

행도 거부하였는데 이는 모두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수사중인 국가

보안법위반 관련 영장이었다.30) 이와 같은 카카오의 입장은 수사기

관이 국민메신저로 이용되고 있는 ‘카카오톡’ 내용을 사찰하고 있다

는 논란이 일자 대규모 이탈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책이

었다. 실제 2014. 10. 10.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실의 발

표에 의하면 2014. 9. 이후 2014. 10. 10.까지 카카오톡의 일평균

이용자 수가 40만 명 감소했다고 한다. 이처럼 수사기관의 영장에

대한 집행의 협조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현행 통신

비밀보호법상 통신사업자인 카카오 측에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

행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

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결국 카카오는

약 1년이 지난 후인 2015. 10.경 검찰의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기로

했던 방침을 철회하여 검찰이 법원에서 감청영장을 받아 협조를 요

청하면 감청 대상자의 일주일 치 대화 내용을 제공하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을

30) 동아일보, “다음카카오, e메일 감청영장 집행도 거부’”,

http;//news.donga.com/3/all/20141112/67826281/1(2017. 11. 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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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31) 이와 같은 카카오의

입장변화의 이유에 대해 카카오에서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회사 이미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추측되고

실제 수사기관의 영장집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

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회사

등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

다. 마이크로소프트사(Microsoft)는 2013년 12월 미 법무부가 제시한

마약밀수 피의자의 이메일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피의자의 이메일

서버가 저장된 테이터센터가 아일랜드의 더블린에 있으니 정부는

먼저 그곳 법정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며 영장에 기재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는 위와 같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일련의 갈등은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 전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감청 자료 폭

로 이후 정부에 대한 IT업체의 저항이 고조되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는 정부에 대항해 고객의 정보를 소중히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하면서 “시대가 바뀐 만큼 의회

가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국가 주권과 개인의 사생활, IT 산업의 경

쟁력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32) 이러한 뉴욕타임

즈의 기사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3.6.4. 영장의 사본 집행과 기업활동의 자유 보장

31) JTBC, "카카오톡감청영장다시협조“,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54416(2017. 11. 3.확인)

32) 동아닷컴, “美 IT 업계 ‘고객정보 못내놓겠다’”, 

http;//news.donga.com/3/all/20150909/73511405/1(2017. 11. 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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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 기존에 팩스로 영장의 사

본을 제시하던 관행은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기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보다 완화된 제한을 위한 측면도 있었다. 
수사대상자도 아닌 기업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매 사건마다 직접 영

장의 원본을 들고 방문하여 영장을 제시하게 한다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이용인구의 규모, 이메일이 증거로서 가지는 중요

성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영장제시를 위하여 빈번하게 기업을 방문

하게 될 것이고, 특정한 테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의 위치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 서버의 위치는 전국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러 갔다가 또 다시 실제 해당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가 존재하는 곳으로 재차 영장을 집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수사기관의 빈번한 방문은 그 기업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당연

한 결과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업활동의 제약은 앞에서 살펴본 카카오톡 이탈사태

와 같이 기업의 존폐와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압수·수색시 원칙적 형태의 영장집행을 강제

한다면 이는 기업활동의 자유의 침해로 연결되어 또 다른 위헌적인

문제를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영장 집행시 그 영장의 사본을 제시하는 것은 영장주의 정신

과 수사의 효율성, 기업활동의 자유 보장을 조화시키는 현실적인 방

안일 것이다.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수사관이 그때마다 인

터넷서비스제공자인 기업에 방문하여 사전에 영장 원본을 제시하는

절차를 요구할 경우 업무가 마비되거나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고, 
수사의 밀행성에도 반할 가능성이 있고 수사기관이 직접 인터넷서

비스제공자의 서버를 수색한 후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그 기업의 영업의 비밀을 침해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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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터넷서비즈제공자의 다른 회원들의 불안감을 야기하여 기업

운영에 곤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단계에서

원본 제시 이외에 사전에 팩스로 송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없는 점,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

의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직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정보를 검색한 후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여 제공하는 정형화된 업무

매뉴얼에 근거하여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되어 온 측면이 있는 점, 
이러한 집행 방식에 대하여 집행 대상자인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측

에서 그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메일 압수‧수색에 관한 집행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영장을 팩스로

송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메일 압수‧수색

절차가 무조건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3.7. 소결

  이메일과 같은 경우 그 정보보관자와 정보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

문에 정보보관자인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기존의 영장주의 법리의 획일적 적용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메

일과 같이 해당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제3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압

수·수색하는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통상 데이터센터를 운영

하고 있으며 원격지에 해당 정보를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동

시에 여러 장소에 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해당 영장

과 수사관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를 통해 제시하는 방법으로 영장집

행을 하고,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그 결과물을 받는 관행이 계속

되어 왔는데 수사의 효율성과 정보보관자의 업무편의 등을 위하여

그동안 법원에서도 그와 같은 영장 제시 방법을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것이 기업의 기업활동의 자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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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도 헌법합치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2017. 9. 7.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시 영장의 사본을 제시해

오던 관행에 대하여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에 미국

에서의 이메일 취득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 앞으로 현재 이루어지

고 있는 이메일 압수·수색 방식의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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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수사기관의 이메일 취득절차

4.1. 미국에서의 압수·수색법리 발전

4.1.1. 수정헌법 제4조의 제정

  미국에서 압수·수색의 근거 및 한계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은 수

정헌법 제4조이다. 동 조항은 “부당한 수색·체포·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권리는 국민의 권리는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체포·수색·압수의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의

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될 장소, 체포

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급할 수

없다.”33)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수정헌법 제4조는 식민지시대 영국

정부의 무역 및 항해 조례 강행을 협조하기 위하여 지방 고등법원

이 발행한 일종의 압수·수색영장인 식민지보조수색영장(writ of 
assistance)에 대한 반발로 탄생하였다34). 식민지보조수색영장은 집

행관이나 치안판사 또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주택이나 물건을 지정

또는 명시하지 않아도 밀수품 색출을 위해 어떤 주택을 막론하고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세관원에게 부여되는 영장이었다. 이러한 포

괄영장의 합법성 또는 적법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결국 수정헌법

제4조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4.1.2.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정립

33)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o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34)

https://en.wikipedia.org/wiki/Fourth_Amendment_to_the_United_States_Consti

tution(2017. 11. 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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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헌법 제4조가 포괄영장을 금지하고 압수·수색에 일정한 제한

을 두고 있었으나. 상당한 기간 이를 위반하여 행하여진 압수·수색

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가 그대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었다. 
  그 후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

정한 최초의 사례가 Weeks v. U.S. 판결이다.35) 동 판결로 인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정립되었다. Weeks는 우편을 이용하여 불

법적인 복권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주경찰관과 연방보안관

이 영장 없이 Weeks를 체포하고 그의 부재중에 그의 주거에 들어

가 수색을 벌여 그 곳에서 발견된 편지와 서류들을 증거로 압수하

였다. Weeks는 정식심지 전에 자신의 편지와 서류들을 반환해 달라

는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었고, 그 편지와 서류들은 정식심리에서 증

거로 허용되어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 그 후 Weeks는 연방대

법원에 자신이 수정헌법 제4조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여

연방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다투게 되었다. 연방대법원은 “만일 편

지와 사적 서류들이 그와 같이 압수되어 범죄로 기소된 시민에 대

한 증거로 사용된다면, 그러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안전하여야 할 시

민의 권리가 선언된 수정헌법 제4조의 보장은 가치가 없으며, 헌법

에서 삭제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라는 말로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

한 압수·수색으로 얻어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4.1.3. 제3자 원칙(The Third-party Doctrine)의 태동 및 발전

  “제3자 원칙(The Third-party Doctrine)"은 피의자 아닌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압수·수색할 경우 적용되는 원칙으로 피의

자가 제3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면 그 정보에 관하여 수정헌

법 제4조가 보장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원칙

35) 232 U.S. 38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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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제3자 원칙이 태동하게 된 단초를 제공한 사건은 바로

Hoffa V. U.S.사건이었다.36) 미국의 대형노조였던 Teamster의 조

합장 James Jimmy Hoffa가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수사기관이 비

밀정보원인 Edward Partin을 투입시켜 Hoffa가 위 Edward를 믿고

호텔방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게 된다. Edward는 수사관에

게 Hoffa의 진술을 전하게 되고, 검찰은 그 진술을 바탕으로 Hoffa
를 기소하게 되었는데 Hoffa는 위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수

정헌법 제4조 등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Hoffa가 발언 당시 호텔방이라는 은밀한 장소의 비밀

성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Edward가 설마 자신의 진술을 수사기관

에 옮기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의존한 것이다.“라는 이유

로 수정헌법 제4조의 적용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제3자 원칙이 초기에 비밀요원의 사용과 관련되어 발달되

어 왔다. 즉 비밀요원에게 피고인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신의 정보

를 노출하였다면 국가가 아무리 위 비밀요원으로부터 영장 없이 위

정보를 입수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한 보호를 주장

할 수 없다는 원칙인 것이다. 이와 같이 비밀요원의 활용과 관련하

여 발달한 제3자 원칙이 1973년부터는 공적 기록에 까지 영향을 미

치게 된다. 즉 피고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공적기록을 제출한 경우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한 보호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37) 
  그 대표적인 판결인 U.S. v. Miller 사건은 Michell Miller가 위스키

에 주세를 내지 않기 위하여 보증금을 내지 않고 주류제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정부는 영장에 의하지 않고 Miller가 거래하는

은행으로부터 수표와 거래내역을 제공받아 이를 재판에 증거로 제

36) 385 U.S. 293 (1966).

37) 최성진, “수사기관의 전자우편 압수·수색의 한계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1

권 제2호, 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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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였다. 연방대법원은 Hoffa사건에서 전개했던 논리대로 Miller가
은행과 거래할 때 거래로 인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정부 측에 넘

겨질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프라이버

시의 합리적 기대를 가질 수 없고 따라서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또 연방대법원은 Miller가 은행과 거

래하면서 발생한 정보들을 기재해 놓은 문건들은 Miller의 ‘사적기

록'들이 아니라 은행의 ’업무를 위한 기록‘이라고 보면서, 수정헌법

제4조는 설사 어떠한 정보가 제한된 목적으로 사용되고 제3자에게

제공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리라는 가정 하에 제공되었다 하더라

도 수정헌법 제4조는 그 정보가 제3자로부터 정부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금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38) 결국 제3자이론이란 형사사건

수사에 있어서 개인이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는 그 정보가 공개되

는 것에 대하여 그 개인이 수정헌법 제4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4.1.4.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 원칙의 정립

  압수·수색의 한계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범위를 결정하

기 위한 방법으로 발달한 이론이 바로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

원칙이다. 만약 압수·수색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하여 정당하거

나 적법한 기대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압수·수색은 합헌적

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처음 제시한 판결이 Katz v. U.S. 판
결인데 Katz에 대하여 검사는 Katz가 전화박스 안에서 전화하는 내

용을 전화박스 밖에서 감청한 감청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즉 수

사관이 전화박스밖에 감청장비를 붙여 놓고 Katz가 전화박스 안에서

통화하는 내용을 감청하여 증거를 획득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에서

38) 425 U.S. 435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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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은 비록 수사기관이 물리적으로 전화박스 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공중전화박스를 사용하는 개인은 자신이 전화에 대

고 말하는 내용이 전세계에 중계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 침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수정헌법 제

4조의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개인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주장

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주관적인 기대가 있느냐, 만약 그러한 기대

가 있다면 그러한 기대가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39)40)

4.1.5.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에의 적용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정헌법 제4조의 제정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립하게 된 각 원측들이 컴퓨터 등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에

도 적용되게 된다. 즉 개인이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컴퓨터 혹은 제

3자의 지배하에 있는 저장장치에 자신의 디지털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증거에 대하여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

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자적 저장장치를 닫혀진

용기와 같은 것으로 보아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닫혀진 용

기를 여는 행위가 유사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하드드

라이브에 저장된 파일에 관해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진다고 판시하였고, 위와 같은 태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러

나 특정한 상황 하에서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

39) 389 U.S. 347,361(1967)

40) 이와 비교 가능한 판결이 1928년에 있었던 Omlstead v. U.S. 판결이다.

Olmstead 판결에서는 수사기관의 감청행위가 대상자의 사무실에 직접 들어감

이 없이 전화선에 접근하여 대화를 청취한 것으로 물리적 침입이 없었으므로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본 반면, Katz 판결은 비록 물리적

침입은 없었지만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 경우 수정헌법 제4

조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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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컴퓨터

에 담겨져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

를 가지지 못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41) 
  한편 개인이 자신의 지배하에 있던 디지털자료를 제3자에게 넘겼

을 때 원칙적으로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U.S. v Horowitz 사건에서 피고인은 그의 고용주와 관련된 가

격정보기밀을 그 고용주의 경쟁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는데 그

후 FBI가 그 경쟁자의 컴퓨터를 수색하여 가격 정보를 찾아내어 증

거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위 가격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수정헌

법 제4조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

이 경쟁자로 하여금 가격정보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 가격정보를 임

의로 제공하였다면 그 정보에 대한 감독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42) 또한 이메일이 수

신자에게 도달하게 되면 송신자의 이메일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는 사라져 버린다고 판시한 사례

도 있다.43) 
  이와 같이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제3자가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는 원칙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메일의 경우 제

3자가 관리하는 정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그 입장이 적용된다.
4.2. 저장통신법(the stored Communications Act, "SCA")

4.2.1. 서

  이메일과 같이 제3자에게 저장되어 관리되는 전기통신은 저장통

41) Katz v. U.S., 389 U.S. 347,361(1967)

42) 806 F.2d 1222(4th Cir. 1986).

43) Guest v Leis, 255 F.3rd 325,333(6th Ci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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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으로 알려진 연방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이 저장통신법

은 1986년 전기통신프라이버시법의 한 부분으로 제정되었다. 1980
년대 전기통신이 점차 폭넓게 사용되면서, 당시 수정헌법 제4조 및

관련 법제도만으로는 새로운 통신수단으로 부상한 전기통신을 보호

하기 어렵고 정부나 사인들의 통신에 대한 검열을 쉽게 한다는 우

려 하에 법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4.2.2. 적용대상

  저장통신법의 적용대상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서 전기통신서비

스제공자와 원격컴퓨팅서비스제공자가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만약 제공하는 서비스가 위 2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저장통신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고 일반적인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하여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저장통신법이 위와 같이 인

터넷서비스를 2가지로 구분한 이유는 1986년 당시 컴퓨터 네트워크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위 2가지 이유 때문에 인

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전자우편과 같

이 통신을 하기 위하여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경우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신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서비스업체의 컴퓨터가 그 메시지를 복사하여 임시

적으로 저장하거나 때때로 몇 달씩 저장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이

슈가 발생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컴퓨팅 작업을 아웃소싱하기

위해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러한

서비스제공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저장장치를 사용한다거나 많은

양의 데이터 처리를 하기에 외부업체의 원격 컴퓨팅서비스를 활용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들을

송부하게 되고 이러한 개인정보는 외부업체의 저장장치에 저장되게



- 38 -

되거나 연산장치에 임시 저장된다.44)

4.2.3. 자료 및 정보의 유형

  저장통신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우선 사용자 및 접속기본

정보가 있다. 사용자의 신원과 관계된 정보, 사용자와 서비스제공업

자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 기본적인 접속기록의 세 가지가 있다. 구
체적으로는 이름, 주소, 단거리 및 장거리 전화접속기록 또는 접속

유지시간, 서비스 사용기간(서비스 개시일시 포함)과 제공되는 서비

스 유형, 전화번호, 장비번호, 기타 사용자 번호 또는 신원, 임시적

으로 부여된 네트워크 주소, 서비스비용 지불방법(신용카드 번호 또

는 은행계좌번호 포함)이 이에 해당된다. 인터넷서비스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할 때 임시적으로 부여받는 임

시 IP주소가 사용자 및 접속기본정보인 ‘임시적으로 부여된 네트워

크 주소’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에 관한 기록 또는 기타정

보는 통신 콘텐츠 자체를 제외한 서비스 사용자와 관련된 모든 정

보를 의미하며, 앞에서 설명한 사용자 및 접속기본정도도 이에 포함

된다. 사용자에 관한 기록 또는 기타정보에는 계정사용내역 로그기

록과 같은 접속기록,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 사용자가 전자우편을

주고받은 상대방의 전자우편 주소 등이 있다. 또한 콘텐츠는 사용자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또는 통신 내용 그 자체를 의미한다. 예
를 들어 저장된 이메일이 그것이다. 저장통신법은 인터넷제공자의

종류에 따라 콘텐츠를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전자통신서비스제

공자의 ‘전자적 저장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콘텐츠와 원격컴퓨팅서

비스제공자의 시스템에 저장된 콘텐츠가 그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콘텐츠의 경우에는 저장통신법의 적용을 받

44) 최성진, 앞의 논문, 143-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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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게 된다. ‘전자적 저장공간’이란 전자적인 수단으로 정보를 저

장하는 모든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저장통신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정보를 저장한다 하더라

도 저장통신법상의 ‘전자적 저장공간’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전자적

저장공간‘이란 데이터 전송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전기통신

상의 임시적·중간적 저장공간 또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백업하여 보

호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에 의해 생성되는 저장공간을 말한다. 
이러한 ’전자적 저장공간‘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전자적 저장공간

‘에 저장되어 있는 180일이 안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영장을 받부받아야 하기 때문이다45).
4.2.4. 정보수집절차

  첫째,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전기통신서비스 및 원격컴퓨팅서비스

제공자들은 저장되어 있는 콘텐츠를 비롯하여 모든 정보를 수사기

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일반에 공개되었다는 것은 가입대상자가 한정

되어 있지 않고 원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가입이 될 수 있다는 의미

이다. 콘텐츠는 원래 그 정보의 수신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송신자

나 수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보의 최종 목적이 관계자에게 제

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재산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 우연한 기회에 범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취득

한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아동보호 등을 위한 경우 공개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는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정보가 임의적인 공개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

단하고 임의적인 정보제공을 요구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
의적인 정보제공을 거절당하거나 거절할 염려가 있다고 보여지는

45) 최성진, 앞의 논문, 145-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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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적 공개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서
비스제공자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

관의 정보제공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공개대상 정보가 아닌 경우

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둘째, 제출명령(subpoena)이 있다. 제출명령은 가장 법적 요건이

약하며 발부절차가 간소한 증거수집 절차이다. 저장통신법에서 인정

하는 제출명령에는 행정기관발부의 제출명령(Administrative 
subpoena), 연방·주 대배심 발부의 제출명령(federal or state grand 
jury subpoena), 법원제출명령(Trial subpoena)이 있다. 제출명령에

의하여 사용자및접속기록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셋쎄 사용자 고지 후 제출명령(subpoena with prioi notice to 
the subscriber or customer)이 있다. 이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

명령을 하기 전에 관련 정보의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먼

저 고지한 후 제출명령을 하는 것이다. 사용자 고지 후 제출명령에

의하여 제출명령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정보, 원켝컴퓨팅서비스서버에

보관 중인 사용자의 콘텐츠, 전자통신서비스의 ‘전자적 저장공간’에
보관 중인 사용자의 콘텐츠 중 180일이 초과된 것을 요구할 수 있

다. 
  넷째, 법원명령(Court Order)이 있다. 법원명령이란 연방치안판사

(Federal Magistrate), 연방지방법원(District Dourt), 주 법원

(State Court) 판사가 증거 확보 등을 위해 발하는 명령이다. 법원

명령에 의하여 제출명령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정보, 콘텐츠를 제외한

사용자에 관한 기록 또는 기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다섯째, 사
용자 고지 후 법원명령(Court Order with Prior Notice to the 
Subscriber or Customer)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원명령을 제시하

기 전에 관련 정보의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미리 고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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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하여 법원명령으로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 원격켬퓨팅서

비스 서버에 보관 중인 사용자의 콘텐츠, 전기통신서비스의 ‘전자적

저장공간’에 보관 중인 사용자의 콘텐츠 중 180일이 초과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여섯째, 영장(Warrant)에 의하여 수사기관은 전기

통신서비스의 전자적 저장공간의 콘텐츠 중 사용자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46).
4.2.5. 소결

  저장통신법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 공간상에서 수정헌법 제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입법적으로 보완

한 것이다.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 공간의 경우 물리적으로

가옥이라고 할 만한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음은 물론, 그때까지 판

례에 따라 정립된 제3자 이론에 따라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의 이메

일 사용 내역을 알고자 할 때 그 이메일 이용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필요 없이 직접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헌법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것을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보완한

것이다. 저장통신법에 따라 정보통신 공간상에 저장된 전자우편의

취득 절차는 다음 표와 같다.47)

46) 최성진, 앞의 논문, 147-148면
47) 강지식, 앞 논문,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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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에 의한 취득 임의수사에 의한 취득

일반에 공개된 

서비스 사업자

일반에 비공개된 

서비스 사업자

일반에 공개된 

서비스 사업자

일반에 비공개된 

서비스 사업자

기본 가입자정보, 

접속관련 정보

자료제출명령, 

법원명령, 

수색영장

자료제출명령, 

법원명령, 

수색영장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단 

예외규정 있음)

허  용

기타 거래 및 계정 

관련 기록

법원명령 및 

수색영장

법원명령 및 

수색영장
 상  동 허  용

열람한 메일

사전통지 

요하는 

자료제출명령, 

수색영장

자료제출명령 상  동 허  용

전자적 저장장치에 

180일 초과 저장되어

있는 미열람 메일

사전통지 

요하는 

자료제출명령, 

수색영장

사전통지요하는

자료제출명령, 

수색영장

상  동 허  용

전자적 저장장치에 

180일 이하 

저장되어 있는 

미열람 메일

수색영장 수색영장 상  동 허  용

4.3. 이메일 압수·수색시 영장 사본제시 여부

  미국에서의 수사상 압수·수색은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
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허용된다. 
수정헌법 제4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헌법의 ‘영
장제시’에 관한 규정은 없다. 미국에서는 금융정보를 획득하기 위하

여 영장은 통상적으로 우편, 팩스, 이메일로 발송이 된다고 한다.48) 
48) "Obtaining Financial Records", 

http://le.alcoda.org/publications/files/FINANCIALRECORDS.pdf, "the warrant will be 

usually be mailed, faxed, or e-mailed to the institution of record"(2017. 10. 30.확인) 



- 43 -

이메일의 경우는 아니지만 페이스북의 경우에도 영장의 원본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49). 미국 애플사 ‘Legal Process Guidelines’에
서도 이메일로 영장을 보내주면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50). 팩스

로 영장을 집행한 사안에서 팩스로 영장을 집행한 후 확보한 이메

일의 증거능력을 판단한 경우도 있다.51) 경찰관이 용의자인 Bach의
계정과 이메일 등의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후

‘www.yahoo.com'에 팩스로 영장을 집행하였고 yahoo에서는 해당

정보를 검색한 후 집행결과를 경찰에 회신하였다. 이로 인하여

Bach는 기소되었으나 1심 미네소타 법원에서는 영장 집행 시 경찰

관이 현장에 있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항소 법

원에서는 반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항소 법원은 경찰관의 실

질적인 참여가 수색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yahoo의 직원이 수사관

보다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점, 압수된 물건은 yahoo 서
버에 존재하는 점, 판사의 서명이 있는 영장이 있었던 점 등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이유로 들었다. 위 판결에서 영장의 원본 또는

사본의 제시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판결의 사실관계에

서 알 수 있듯이 분명히 영장을 팩스로 보냈음에도 그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경찰관이 반드시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것은 영

장이 대면 집행의 방법이 아닌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본이 제

시되어도 무방하다는 취지라고 판단된다.52) 미국 연방법규에서도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압수영장을 집행할 때 수사관이 현장에

49) 실제 페이스북에 영장을 집행하여 증거를 획득한 수사사례에 관하여 4.4.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50) “Legal Process Guidelines", http://www.apple.com/privacy/docs/legal-process-

guide-lines-apac.pdf, "Apple will accept service of legally valid law

enforcement requests by email from law enforcement agencies(2017. 11. 4. 확인)

51) 310 f3d 1063, United States v. Bach,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Eighth

Circuit, 2002

52) 노세호, “모사전송을 통한 압수영장 제시 논란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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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53) 

4.4. 페이스북에 대한 영장 집행 사례

  국내 수사기관이 해외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페이스북에 대하여

증거를 획득한 수사 사례가 있다. 명예훼손의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을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한 내용이 다음과 같다54). 이와

같은 영장 집행 사례를 보면 범죄의 증거가 반드시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영장의 사본제시는 시

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https://www.facebook.com/records 사이트에 접속55)

53) 18 U.S.C.A. § 2703, “Notwithstanding section 3105 of this title, the presence

of an officer shall not be required for service or execution of a search

warrant issued in accordance with this chapter requiring disclosure by a

provider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 or remote computing service of

the contents of communications or records or other information pertaining to

a subscriber to or customer of such service.”(2017. 10. 30. 확인)

54)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7형제6989호, 통신영장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822

55)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찰주사보 류지영의 영장집행 내역, e-PROS 해외

ISP 증거획득실제과정(2017. 11. 16.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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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사관 이메일 입력

③ 이메일로 받은 URL

④ (위 URL에 접속하여 1시간 이내에) 수사관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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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 URL에 접속하여 1시간 이내에) 사건정보 입력 및 통신영장 업로드

⑥ 이메일 입력하고 받은 URL에 접속하여 진행사항 확인

⑦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회신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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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이메일 입력하고 받은 URL에 접속하여 회신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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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선방안

5.1. 영장사본제시의 현실적 필요성

  영장의 사본을 제시하는 것은 위변조의 위험성도 있을 뿐만 아니

라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순

기능적 측면도 인정이 되며 수사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피압수자인

정보보관자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5.2. 팩스에 의한 제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서는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 요청허가서

의 경우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명문화함으로써 모

사전송으로서 허가서를 집행하는데 절차적 문제의 소지를 없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메일의 경우에도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팩스를 통해 제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규를

마련하는 방법이다. 통신비밀보호법과 동 시행령(시행령 제37조 제

5항 :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
에서 준용하는 제12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

료 제공 요청허가서 또는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서 표

지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경우에

는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의 규정에 비추어 형사소송규

칙에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3자 보유 전자

정보에 해당하고, 피처분자인 제3자가 사본 집행에 대해 동의하며

수사기관임을 증빙하는 증표가 제시될 경우에는 모사 전송의 방법

에 의할 수 있다.”로 규정하는 방법이다. 형사소송법 영장 제시 규정

상 원본 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하위 법규에

팩스를 이용한 방법을 규정한다 하더라도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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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보완이 가능

할 것이다. 다만, 팩스로 영장이 전송되게 되면 집행자의 신분 확인

이 어렵고 영장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측면이 있

다. 
5.3. 전자영장의 도입

5.3.1. 서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수사의 효율성과 영장주의 원칙은 갈등

을 하고 있다. 종이 서류에 의한 절차 진행이 수사의 효율성을 위하

여 영장주의 원칙을 우회하도록 하는 실무 관행이 정착되게 한 측

면이 있다. 종이기반 영장 절차에서는 판사가 서명한 영장만이 존재

하여 영장의 원본과 사본의 구분이 발생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같은 정보의 보관자에 대한 영장 집행의 경우 종이 영장의 원본 제

시 원칙을 고집하기 보다는 해당 영장의 전자화를 통하여 수사의

효율성과 영장주의 원칙의 준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장이 전자적인 형태로 발부되어 제3자적 지위

에 있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도 해당 영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마

련된다면 영장주의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수사의 효율성과 기업 영

업활동의 자유까지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3.2. 전자영장제도

  그렇다면 전자영장의 개념은 무엇인가. 미국은 1977년 연방형사

소송규칙 제41조를 개정하여 전화에 의한 영장발부를 허용하였고

1993년에는 팩스에 의한 서류 송부를 허용하였다. 연방의 위 제도

는 곧 각주의 입법에 영향을 주어 현재 많은 주가 위와 같은 전화

와 팩스에 의한 영장을 도입하고 있고, 나아가 전자영장(electr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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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rant)을 도입한 주도 늘고 있다. 
  전자영장에도 첫째, 영장의 발부만 전자적으로 하고 영장의 청구

는 전통적인 방법에 이하는 형태로 한 경찰관이 법원에 영장청구를

하고 그 동안 다른 경찰관이 현장에서 대기하다가 영장발부와 동시

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 둘째, 청구와 발부를 모두 전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심사를 위한 자료는 종이서류로 제출하여야 하

는 형태, 전자적 방법으로만 영장의 청구와 발부를 모두 할 수 있도

록 하는 형태가 있다.56)

5.3.3. 하와이 주

  하와이주 사법부의 전자법원영장시스템(electronic bench warrant 
system, eBW)을 살펴보면 이는 교통영장을 전자적으로 송부하고

24시간, 7일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안전과 정부효율을 증진

시키게 되었다. eBW 시스템은 애초 70,000건이 넘는 하와이주 미

집행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축되었는데, 교통영장을 중앙통

제의 주 전역 데이터베이스에 통합시켜 종이영장을 전자문서로 전

환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법집행기관에 송부하는 시간이 빨라지고

책임자와 집행요원 사이의 공동업무가 향상된다. 미결사건이 줄어들

면 범죄자가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게 되

어 법집행기관의 부담도 감경되고 공공안전도 증가된다. 덧붙여

eBW는 종이영장을 분류하고 편철하며 집행하는 수작업과정을 제거

함으로써 법집행기관이 현저히 시간을 절약하게 한다. 영장은 선행

하는 종이절차 없이도 전자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표시될 수 있다. 
영장은 프린트될 수도 있고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으며 검색하고

보고할 수 있어 그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시간을 절약함으로

56) 이상원, “전자영장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용역과제(2012), 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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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집행관 사무실과 경찰서는 체포를 하고 집행율을 높이는데 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한편,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

데이트하기 때문에 공공의 안전을 증대시키고 착오체포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eBW의 특징은 교통영장 데이터는 24시간 7일 접근

이 가능하다. 영장이미지는 2005. 11.부터 접근가능하다. 데이터와

이미지가 매일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여러 범주로 검색하고 보

고 검색을 위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주소를 알아내고 전송

을 계획하기 위하여 구조를 보여준다. 각 기관은 각자의 유저를 운

영하고 상이한 여러 접근수준을 할당할 수 있다. 활동은 활동로그에

자동적으로 로그된다. 영장에 노트를 첨가할 수 있다. 영장을 원격

출력 할 수 있다. 영장의 원격 출력이 가능하다면 굳이 영장의 원본

제시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지도 않을 것이며 영장의 원본제시를 위

하여 수사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결과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57).
5.3.4. 소결

  전자영장은 영장의 발부만을 전자적으로 하는 경우나, 청구와 발

부를 모두 전자적으로 하면서 심사를 위한 자료는 종이 서류로 제

출하는 경우이거나, 전자적 방법으로만 영장의 청구와 발부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이거나 모든 영장의 경우를 전자영장에 의

하여 발부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시기상조일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특히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보관하

고 있는 이메일 정보의 경우 전자영장제도를 변형한 방식에 의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사본제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5.4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활용

57) 이상원, 앞의 논문, 9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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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KICS")은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4개 형사

사법기관이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에서 수사, 기소, 재판,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 생성된 정보와 문서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전자적

업무관리 체계이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구축되었다.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이 독립적으로 각자의 시스템을 운용하되 각 시스템은 공

통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있어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된다.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약식절차에서는 완전한 전자화가 이루어

져 기존의 종이문서를 온라인 전자 문서로 대체하고 사건처리 또한

전자 절차로 이루어진다. 국민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과
모바일 앱(APP)에서 24시간 사건진행 상황조회, 벌과금 조회 및

전자민원신청, 재판서 및 통지서 조회를 할 수 있다. 전국 1,032개
의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검색 및 주요사건에 대한 피해 당사자의

사건조회가 가능하다. 2010년 5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약
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2010년 7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통하였고, 법무부 기획조정실 소속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에서 시스템을 운영·관리한다.
5.4.2.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전자영장제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전자약식을 비롯한 전자형사소송의 절차에

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체적인 형사사법정보는 각 기관

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각 기관 사이의 정보흐름을 관

리하는 시스템을 운용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의 전자적 흐름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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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능을 한다. 전자영장은 형사사법기관 사이의 형사사법정보의

이동을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하고 이러한 이동을 사적 영역에 맡기

경우 정보 유출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관리하는

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이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형사사법정보시스

템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58) 형사

사법정보시스템 상에서 국민들이 경찰·검찰·법원의 사건 조회, 벌과

금조회, 재판서 및 통지서조회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표1]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기능에 “영장조회”와 같은 기능을 삽입하여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영장 발부 사실을 통보하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영장 조회를 통하여 영장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

58) 이상원, 앞의 논문, 97쪽



- 54 -

영장의 제시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형

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시된 영장이 원본인지 사본인지의 논

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위 시스템을 통해 제시되는 영장은 위조 또

는 변조의 가능성의 희박하므로 영장주의를 준수하는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이 마련된다면 수사기관과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양측 모두 업무의 효율성 등을 제고 하면서도 영장주의 원

칙을 준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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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메일의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

메일 내용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은 일정한 경우 수사기관의 자료제출 명령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

하여 이메일의 내용까지 수사기관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와 같은 미국에 비하여 우리가 사생활에 대한 보호가 두텁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한 바탕에서 수사의 효율성, 기업활동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이메일 압수·수색시

해당 영장의 사본제시가 수사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메일 압수‧수색 당시 영장 원본이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제

시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이

작성되어 압수목록이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압수·수색을 통해 획득한 이메일은 헌법과 형

사소송법 제118조, 제129조가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수

집증거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어 위와 같은 수사 현실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본제시를 가능하게 하는 입법적 조치 마련이나, 
기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보관하

는 이메일 압수·수색과 같은 경우 영장조회 등의 기능을 통해 그 원

본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영장제시 제도가 고안될 필요성이 있

다. 이는 기존의 영장제도가 가지는 본질적인 목적을 그대로 구현하

면서 이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최고화하기 위한

제도이고 결코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것이 아니며 시대의 흐름에 의

한 합리적인 발전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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