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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사이버범죄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은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발효된 세계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OECD 회원국들을 포함

하여 전 세계 61개 가입국들은 이 협약을 통해 다른 채널들보다 구속력이

강하고 수준 높은 국제공조를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선진국이자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협약과 관련된 종전 연구들의 경우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이나 양상을 

추상적으로만 제시하거나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접근이 

대부분이다. 또한 협약과 우리 법체계를 단순히 문언 비교만 하거나 협약

가입 조건으로서의 법체계와 목적으로서의 법체계를 구분하지 않아 별도의 

이행입법이 필요하다고 혼동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종 현황과 통계, 실제 사례, 실증적 연구, 판례나 

실무, 가입국 법체계 등을 입체적,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현행 법체

계로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이버범죄로 유발되는 경제적․사회적 피해는 급증하고 있고 디지털

증거의 초국경성과 휘발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디지털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신속하게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여러 사례를 통해 그 효용이 확인되고 있으며 협약

가입국들에 대한 DDoS 공격이 감소한다는 실증적 분석도 있다. 이처럼

협약 가입의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된다.

한편 협약은 가입 요건으로 가입국이 구비해야 할 최소한의 법체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현행 우리 법체계는 충분히 이를 충족하고 있다. 협약

에서 제시하는 사이버범죄의 처벌 규정은 모두 마련되어 있다. 디지털 

증거의 보전조치, 제출명령, 디지털 증거의 압수 및 네트워크 압수 등과 

관련된 절차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협약과 우리 현행 법체계는 양립 

가능하므로 별도의 이행입법 없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주요어 : 사이버범죄협약, 이행입법, 디지털포렌식, 보전조치, 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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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네트워크 세상에서 섬으로 존재하는 섬은 없다(In the networked

world, no island is an island)’는 말이 있다.1) 사이버세상에서 고립되어 

존재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거의 있을 수 없다. 누구든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 데이터를 생성, 처리, 전송, 저장할 수 있고 변경,

삭제를 쉽게 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범죄자들은 물리적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범죄를 저지

르고 있다. 그 결과 범죄와 관련된 각종 컴퓨터 데이터 등 디지털 증거는

전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여 처리되고 있다. 순식간에 전송하고 수사나 

추적이 시작되면 어느 순간 그러한 증거를 삭제하기도 한다. 디지털 

증거의 이러한 초국경성 및 휘발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사이버세상의 초연결성과 이로 인한 디지털 증거의 초국경성 및 휘발성은

과거 디지털포렌식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종전의 디지털포렌식은 

필요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특정 저장매체를 찾는 일부터 시작되었다.

그 저장매체는 특정한 물리적 장소에 고정되어 존재하고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었다. 그 결과 디지털포렌식 

절차는 디지털 증거를 어떻게 하면 훼손 없이 확보하며 그 과정에서 관련자

들의 인권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장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디지털포렌식은 필요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보전하여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에 존재

하는지부터 파악하기 어렵고 설령 파악했더라도 쉽게 소멸되거나 범인 등이

손쉽게 삭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필요한 데이터는 해당 국가 내에

서만 존재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 정도로 전 세계 각지에 퍼져 있다. 즉 

과거에 비해 데이터가 사라지는 속도가 증가했음에도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국가간 공조 절차도 복잡해지면서 데이터를 보전하는 속도는 이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오늘날 범죄자들의 범행 속도와 그 대응 속도와의 

1) McConnell International, “Cyber Crime ... and Punishment? - Archaic Laws Threaten

Global Information, McConnell International, (2000. 12.),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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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유럽은 2001년 사이버범죄협약이라는 세계 최초의

국제협약을 만들어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신속하고 원활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협약이 만들어진지 2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사이버범죄 대응 국제공조 

체계에서 외톨이 신세로 남아 있다.

이 협약에 대해 주로 사이버 보안, 외교, 법률 분야에서 간헐적으로 검토

되어 왔을 뿐이다. 주요 논의 방향을 보면 사이버 보안 분야의 경우 사이버

범죄의 기법 등을 중심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외교 분야의 경우도 

외교적 차원에서 협약의 필요성만 언급하고 있을 뿐 사이버범죄의 현황

이나 협약의 구체적 내용은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다. 또한 법률 분야의 

경우는 협약과 우리 법체계를 비교하고는 있으나 문언 비교에 그치거나

판례 등 법해석, 실무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협약과 관련된

사이버범죄의 현황이나 피해 정도, 구체적 사례 등은 많이 검토되지 않아 

협약 가입의 필요성을 추상적, 당위론적으로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협약 가입을 위해서 이행입법이 필요 없음에도 일부 연구에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검토가 부족하여 이행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고,

이러한 결론을 다른 분야의 연구들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의 현황, 이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의

특성, 현행 형사사법공조의 한계 또는 협약의 실효성 등을 각종 사례와 

통계, 실증적 연구 결과, 실무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협약 가입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후 협약과 우리 현행 법체계를

각 조항의 실질적 취지나 목적, 해외 가입국들의 법체계, 우리 판례 해석이나

실무, 입법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법체계가 이 협약과 상호 부합

하고 양립 가능한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결국 본 연구는 우리 법체계가 

협약이 가입국들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법체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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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이버범죄협약2)의 개관

1. 제정 경위

1980년대는 본격적으로 사이버 세상이 열린 시대이다. 전 세계 사람들

에게 Apple II, IBM PC 등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었고 인터넷이 등장하여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3) 그에 따라 이를 공격하기 위한 컴퓨터 바이러스

(Computer Virus)나 해킹(Hacking) 등이 함께 증가하였다. 1981년 ‘엘크 

크로너(Elk Cloner)4)'라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등장했다. 시험용이 아닌 세계 

최초의 컴퓨터 바이러스다. 이 바이러스는 제작자의 주변 사람들이 사용

하는 일부 컴퓨터만 감염5)시켰을 뿐 그 감염 범위는 크지 않았다. 1987년 

’브레인(Brain)'이라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출현했는데 전 세계로 전파된 

최초의 컴퓨터 바이러스이다.6) 컴퓨터 바이러스가 등장한지 불과 5년 만에

그 감염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 외에도 컴퓨터 시스템을 

침입하여 중요 정보를 탈취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는 등 사이버범죄가 확산되었다.7) 그에 발맞추어 1987년 이를 방어하기 위한

백신 프로그램이 최초로 등장하였고, 민간 보안업체인 맥아피(McAfee)는 

‘바이러스스캔'을 배포하기도 하였다.8)

2) Convention on Cybercrime은 ‘사이버범죄협약’, ‘사이버범죄방지협약’, ‘사이버범죄조약’,

‘사이버범죄방지조약’, ‘유럽 사이버범죄조약’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
에서는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사이버범죄협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001년 11월 2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위 협약의 서명식이 개최되었기 때문에 
일명 ‘부다페스트 협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3) https://en.wikipedia.org/wiki/Personal_computer#History, https://en.wikipedia.org/wiki

/History_of_the_Internet 참조
4) https://en.wikipedia.org/wiki/Elk_Cloner, https://en.wikipedia.org/wiki/Antivirus 참조 
5) 이 바이러스는 컴퓨터 사용자가 컴퓨터를 50번째로 부팅할 때마다 짧은 시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게 하여 그 사용자들을 귀찮게 하였을 뿐 특별한 피해는 발생시키지 않았다.

6) https://en.wikipedia.org/wiki/Brain 참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컴퓨터 부팅 속도나 
디스크를 읽는 속도가 느려지는 피해가 발생한다. 1988년 5월 한국에서도 발견되었다.

7) https://www.extremetech.com/extreme/55530-nine-famous/hacks 참조, 1981년 미국 통신
회사인 AT&T의 컴퓨터 시스템이 해킹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킹 사건이나 컴퓨터
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8) https://en.wikipedia.org/wiki/Antivirus_softwar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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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사전적 대응으로 모든 사이버범죄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미 발생한 사이버범죄를 수사하여 처벌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유럽 각국은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국제적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1985년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9)는 ‘유럽형사문제위원회(European Committee on

Crime Problems, ECCP)'를 구성하여 사이버범죄와 관련한 실체법, 절차법 

및 형사사법공조 방안 등10)을 논의하였다. 유럽평의회는 1997년 2월 여러 

논의를 토대로 ’사이버범죄 전문가회의(The Committee of Experts on

Crime in Cyberspace, PC-CY)'를 설치하였고, 사이버범죄 전문가회의는

1997년 4월부터 약 4년간 사이버범죄에 관한 세계 최초의 국제협약을 제정

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2001년 6월 22일 유럽형사문제위원회에 최종

협약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고, 2001년 11월 8일 유럽평의회 각료

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2001년 11월 23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유럽

평의회 26개 회원국과 미국, 캐나다,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 비회원국

등 총 30개국이 서명에 참가하여 2004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국제협약이 탄생한 것이다.11)

9) 1949년 5월 5일 가입국의 법치주의 확립, 민주주의 신장 및 인권 강화를 위한 국제규약 모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럽 국제기구이다. 현재 유럽연합(EU) 가입국 전부, 러시아 등 47개
회원국 및 미국, 일본 등 다수 비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산하에 각국 외무장관으로 구성된 
각료위원회, 각국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회의, 유럽인권위원회, 유럽인권재판소, 사무국 등이 있다.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럽연합(EU) 산하의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는 다른 기구이다.  

10) ① Computer-related crime : recommendation no. R. (89) 9는 각국이 컴퓨터범죄와 
관련된 실체법을 제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② Criminal procedural law

connected with information technology : recommendation no. R. (95) 13은 형사절차법
관련 가이드라인을, ③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in respect of letters rogatory for the interception of

the telecommunication : recommendation no. R. (85) 10은 형사사법공조 관련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다.

11) Explanatory report of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Council of Europe (2001. 11.),

8항 이하; 박희영․최호진․최성진, “사이버범죄협약 이행입법 연구” [내부용역보고서],

대검찰청, (2015), 6쪽 이하; 이경렬․하건우,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조약 가입․비준
을 위한 국내 이행법률의 마련과 준비 비교”,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비교형
사법학회, (2018), 503쪽; 전현옥․이자영, “사이버범죄협약과 형사절차상 적법절차원
칙”,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2호, 형사정책연구원, (2014), 77쪽 이하; 정수봉, “유럽의회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의 주요 내용 및 쟁점”, 해외연수검사 연구 논문집 제19집 제1권,

법무연수원, (2011), 606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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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서명일 비준일 비고　

1 알바니아 2001-11-23 2002-06-20 　

2 크로아티아 2001-11-23 2002-10-17 　

3 에스토니아＊ 2001-11-23 2003-05-12 　

4 헝가리＊ 2001-11-23 2003-12-04 　

5 루마니아 2001-11-23 2004-05-12 　

6 마케도니아 2001-11-23 2004-09-15 　

7 사이프러스 2001-11-23 2005-01-19 　

8 불가리아 2001-11-23 2005-04-07 　

9 프랑스＊ 2001-11-23 2006-01-10 　

10 우크라이나 2001-11-23 2006-03-10 　

11 노르웨이＊ 2001-11-23 2006-06-30 　

12 미국＊ 2001-11-23 2006-09-29 비회원국
13 아르메니아 2001-11-23 2006-10-12 　

14 네덜란드＊ 2001-11-23 2006-11-16 　

15 핀란드＊
2001-11-23 2007-05-24 　

16 이탈리아＊ 2001-11-23 2008-06-05 　

17 독일＊ 2001-11-23 2009-03-09 　

2. 가입국 현황 및 추세

유럽평의회 전체 47개 회원국 중 43개국과 비회원국 18개국 등 총 61

개국이 사이버범죄협약을 비준하였다. 유럽평의회 회원국 중 스웨덴,

아일랜드, 산마리노와 비회원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위 협약에 서명한 

후 2018년 내 비준을 마치기 위해 국내 절차를 진행 중이다.12) 또한 다른

비회원국인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나이지리아, 가나, 튀니지 등 6개국은

유럽평의회에 공식적으로 협약 가입의향서를 제출한 후 비준 절차를 진행

하고 있다. 조만간 세계 약 200개국 중 71개국이 사이버범죄협약을 비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사이버범죄협약 가입국 현황13)

12) 2017년 11월 23일 산마리노가 위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평의회 
회원국 전부가 위 협약에 서명하게 되었다.

13)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185/signatur

es?desktop=true 참조,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 스웨덴, 아일랜드, 산마리노,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멕시코 등 6개국은 위 현황에서 제외하였다. 협약을 비준한 총 61개국을 
서명일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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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몰도바 2001-11-23 2009-05-12 　

19 포르투갈＊ 2001-11-23 2010-03-24 　

20 스페인＊ 2001-11-23 2010-06-03 　

21 영국＊ 2001-11-23 2011-05-25 　

22 스위스＊ 2001-11-23 2011-09-21 　

23 오스트리아＊
2001-11-23 2012-06-13 　

24 일본＊ 2001-11-23 2012-07-03 비회원국
25 벨기에＊ 2001-11-23 2012-08-20 　

26 폴란드＊ 2001-11-23 2015-02-20 　

27 캐나다＊ 2001-11-23 2015-07-08 비회원국
28 그리스＊

2001-11-23 2017-01-25 　

29 아이슬란드＊ 2001-11-30 2007-01-29

30 몰타 2002-01-17 2012-04-12 　

31 슬로베니아＊ 2002-07-24 2004-09-08 　

32 룩셈부르크＊ 2003-01-28 2014-10-16 　

33 덴마크＊
2003-04-22 2005-06-21 　

34 리투아니아＊ 2003-06-23 2004-03-18 　

35 라트비아＊ 2004-05-05 2007-02-14 　

36 슬로바키아＊ 2005-02-04 2008-01-08 　

37 보스니아 2005-02-09 2006-05-19 　

38 체코＊
2005-02-09 2013-08-22 　

39 세르비아 2005-04-07 2009-04-14 　

40 몬테네그로 2005-04-07 2010-03-03 　

41 조지아 2008-04-01 2012-06-06 　

42 아제르바이잔 2008-06-30 2010-03-15 　

43 리히텐슈타인 2008-11-17 2016-01-27 　

44 터키＊ 2010-11-10 2014-09-29 　

45 안도라 2013-04-23 2016-11-16

46 모나코 2013-05-02 2017-03-17

47 호주＊ - 2012-11-30 비회원국
48 도미니카 -　 2013-02-07 비회원국
49 모리셔스 -　 2013-11-15 비회원국
50 파나마 -　 2014-03-05 비회원국
51 스리랑카 -　 2015-05-29 비회원국
52 이스라엘＊ -　 2016-05-09 비회원국
53 세네갈 -　 2016-12-16 비회원국
54 칠레＊ -　 2017-04-20 비회원국
55 통가 -　 2017-05-09 비회원국
56 코스타리카 -　 2017-10-03 비회원국
57 필리핀 - 2018-03-28 비회원국
58 아르헨티나 -　 2018-06-05 비회원국
59 카보베르데 -　 2018-06-19 비회원국
60 모로코 -　 2018-06-29 비회원국
61 파라과이 -　 2018-07-30 비회원국

(＊) 2018. 10.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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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가입국

유럽
아시아․
태평양

남미
아프리카
․중동

비유럽권 
비중(%)

2018년 61 43 7 7 4 29.5

2019년 71 46 7 10 8 32.5

주목할 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가입국 총 36개국14) 중 우리나라와 뉴질랜드만이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OECD 가입국은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하였거나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15) 한편 경제 

규모나 인터넷 자원 보유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가 많은 OECD 회원국들을 

앞서 세계 상위권에 속해 있다. 이러한 상항에서 거의 대부분의 OECD 회원국

들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가입국들을 대륙별로 살펴보면 유럽 지역 43개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국, 남미 지역 7개국, 아프리카․중동 지역 4개국으로 분포하고 있다.

비유럽 지역 국가는 총 18개국으로 전체 가입국 중 29.5%를 차지한다.

향후 비준이 예상되는 위 10개국을 포함할 경우 유럽 지역 46개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 7개국, 남미 지역 10개국, 아프리카․중동 지역 8개국으로 

분포할 것이다. 그 중 비유럽 지역 국가는 총 25개국으로 전체 가입국 

중 32.5%에 이를 전망이다.

[표 2] 가입국의 대륙별 분포 및 비유럽권 국가 비중

또한 협약 서명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1년 많은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이

사이버범죄협약에 서명한 후, 2011년까지는 나머지 회원국들이 계속하여 협약에

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부터는 유럽평의회 비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협약에 서명하고 있으며 연도별 국가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4) http://www.oecd.org/about/membersanpartners 참조,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12일
29번째로 가입하였고, 2018년 7월 5일 리투아니아가 36번째로 가입하였다.

15) [표 1] 중 총 31개 OECD 가입국(* 표시)은 위 협약을 비준하였고 스웨덴, 아일랜드,

멕시코 등 나머지 3개 OECD 가입국은 서명 또는 가입의향서 제출 후 비준 절차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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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전체 29 2 3 1 5 0 0 3 0

회원국 26 2 3 1 5 0 0 3 0

비회원국 3 0 0 0 0 0 0 0 0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전체 1 0 1 4 1 1 2 3 5

회원국 1 0 0 2 0 0 0 0 0

비회원국 0 0 1 2 1 1 2 3 5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전체 0 2 2 4 3 7 3 2 3

회원국 0 2 2 4 3 6 3 2 3

비회원국 0 0 0 0 0 1 0 0 0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전체 4 2 6 3 3 3 4 5 5

회원국 4 2 4 1 2 1 2 2 0

비회원국 0 0 2 2 1 2 2 3 5

[표 3] 가입국들의 연도별 서명 현황16)

협약 비준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유럽평의회 회원국은 2002년부터 2018

년까지 지속적으로 협약을 비준하여 현재 거의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비준

하였다. 2012년부터는 비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협약에 가입하면서 그 

비준국 수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가입국들의 연도별 비준 현황

16) 비준까지 완료한 61개국을 대상으로 한 현황으로서, 서명은 하였으나 현재 비준 절차 
진행 중인 스웨덴, 아일랜드, 산마리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본 현황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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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유럽 국가들만이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하고 있어 위 협약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협약 초기의 

가입국 현황만을 토대로 한 것으로 최근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최근 가입국 수, 대륙별 분포, 연도별 서명 및 비준 현황 등을 살펴

보면 사이버범죄협약은 이제 유럽 내 지역 협약이라는 성격에서 탈피하여

양적․질적 측면에서 국제적 협약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사이버범죄협약의 내용

사이버범죄협약의 목적은 사이버범죄와 관련하여 가입국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실체법 및 절차법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국제협력 체계를 수립

하는 것이다. 사이버범죄에 적용될 수 있는 최소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가입국들이 이들 

범죄를 함께 처벌함으로써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 국가를 악용하는 것을 

억제하게 된다. 또한 가입국들이 사이버범죄를 처리하면서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여 그 대응 능력을 키울 수도 있게 한다. 다만 협약은 국내 실체

법과 절차법이 협약과 글자 그대로 일치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각

국의 실체법과 절차법, 판례 등 법해석 및 수사실무 등이 협약의 각 규정 

취지와 부합하면 충분하다. 또한 협약은 각 당사국이 협약의 구체적 구현 

방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개방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협약은 총 4개의 장과 4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협약

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제2장은 가입국이 갖추어야 할 실체법 및 

절차법을, 제3장은 국제협력 절차를, 제4장은 협약의 서명․발효 등 운영 

규정을 다루고 있다.

협약 제1장은 협약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인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트래픽 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다. 이러한

용어 역시 국내법과 글자 그대로 일치할 필요는 없고 협약의 취지에 부합

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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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2장 제1절은 가입국이 국내법상 범죄로 해야 하는 범죄를 규정

한다. 크게 4개 범죄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아래 9개의 범죄를 정의한 다음

부수적인 책임과 제재를 다룬다. 첫 번째로 ‘컴퓨터 데이터와 시스템의 

기밀성․무결성․효용성을 침해하는 범죄(제1편)’라는 범죄 유형에 ①

불법접속(제2조), ② 불법감청(제3조), ③ 데이터 침해(제4조), ④ 시스템

방해(제5조), ⑤ 장치 남용(제6조) 범죄를 두고 있다. 두 번째로 ‘컴퓨터 

관련 범죄(제2편)’라는 범죄 유형에 ① 컴퓨터 관련 위조(제7조), ② 컴퓨터

관련 사기(제8조) 범죄를 다루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인 ‘콘텐츠 관련 범죄

(제3편)’에는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제9조)를 두고 있다. 네 번째 유형인 

‘저작권 및 인접권 침해 관련 범죄’에는 같은 범죄(제10조)를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부수적 책임 및 제재(제5편)’에는 미수․방조․교사범(제11조),

법인 책임(제12조), 제재 및 조치(제13조) 관련 조항을 다루고 있다.

협약 제2장 제2절은 위 범죄 및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범죄의 수사,

일반 범죄의 전자적 증거 확보와 관련하여 가입국이 갖추어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위 절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과 보호 장치를

두고 있다(제14조, 제15조). 다음으로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신속한 보전

(제16조), 트래픽 데이터의 신속한 보전 및 일부 제공(제17조), 제출명령

(제18조),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수색과 압수(제19조), 트래픽 데이터의 

수집(제20조), 콘텐츠 데이터의 감청(제21조), 관할(제22조) 등 개별 절차들을

다루고 있다.

협약 제3장은 국제공조에 대한 조항들로 구성된다. 제1절에서는 공조나

범죄인인도 등 국제공조의 일반원칙을 규정한다(제23조 ~ 제28조). 제2절

에서는 가입국 간에 협약 제2장에 규정된 절차를 공조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다룬다(제29조 ~ 제34조). 또한 위 공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각 

가입국에 설치하는 24/7 네트워크도 규정하고 있다(제35조).

마지막으로 협약 제4장에서는 협약의 서명․발효 절차(제36조), 비회원

국의 가입 절차(제37조), 협약의 효력(제38조 ~ 제41조), 유보 조항(제42조,

제43조), 개정 절차(제44조), 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 해결(제45조),

기타 절차(제46조 ~ 제48조) 등 협약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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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이버범죄와 디지털 증거

1. 사이버범죄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범죄’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해 왔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컴퓨터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연결되고 사이버공간이 생겨나면서

‘사이버범죄’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17)

아직까지 사이버범죄의 개념에 대해 법률적 또는 학문적으로 확립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의미한다.18)

검찰 및 경찰도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19) 유사한 용어 중 하나인 

‘컴퓨터범죄’는 컴퓨터라는 범죄 대상 또는 수단적 성격을 강조한 용어

이고, ‘인터넷범죄’는 범죄공간을 형성하는 수단을 강조한 용어이다.20)

따라서 범죄가 발생하는 공간을 강조한 사이버범죄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사이버범죄협약도 사이버범죄를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보고

있다.21) 협약은 ‘컴퓨터 시스템’을 하나의 장치 또는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장치들의 그룹으로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로 정의한다(제1조). 즉 독립된 컴퓨터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도 포함한다. 또한 전통적 범죄  

17) 김범식, “사이버범죄에 대한 법인의 형사책임”,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
비교형사법학회, (2018. 1.), 657쪽.

18) 강동범, “사이버범죄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대책”,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형사
정책연구원, (2007), 34쪽; 오세연, “사이버범죄의 대응강화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활용 방안”,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5), 82쪽; 정완,

“사이버범죄의 주요 쟁점과 대응책에 대한 소고”,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369쪽; 지유미, “사이버범죄에 대한 형법적 대책”,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8), 432쪽.

19) 검찰은 대검찰청 산하에 사이버수사과를 운영하고 있고 내부 매뉴얼에 그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경찰청 산하에 사이버안전국을 운영하고 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대통령령 제28760호) 제12조의2에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사이버범죄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20) 강동범(주 18), 앞의 글, 34쪽.

21) Explanatory report of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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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도 위 협약에 포섭하고 있다. 컴퓨터

관련 위조(제7조), 컴퓨터 관련 사기(제8조), 아동음란물(제9조), 저작권 및 

인접권 침해(제10조)를 규율한다. 또한 컴퓨터 시스템을 대상 또는 수단으로 

하는 불법접속(제2조), 불법감청(제3조), 데이터 침해(제4조), 시스템 방해

(제5조), 장치 남용(제6조)도 함께 규정한다.

2. 사이버범죄의 유형

사이버범죄를 구분하는 방법 역시 다양하다.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한 

전통적 범죄와 새롭게 등장한 범죄로 구분하는 견해22), 사이버공간의 

전통적 범죄와 새로운 범죄, 사이버공간에 특유한 범죄로 구분하는 견해23),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한 일반범죄와 컴퓨터범죄,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한 

새로운 범죄,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하지 않는 컴퓨터범죄로 구분하는 견해24),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로 구분

하는 견해25)가 있다.

사이버범죄협약은 다양한 사이버범죄 중 9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9개

범죄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① 불법접속, ② 불법감청, ③ 데이터 침해,

④ 시스템 방해, ⑤ 장치 남용, ⑥ 컴퓨터 관련 위조, ⑦ 컴퓨터 관련 사기 

⑧ 아동음란물, ⑨ 저작권 침해 범죄이다. 그 폐해가 심각하고 국제공조가

시급한 범죄를 선정한 결과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사이버범죄에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적

으로 통일된 견해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아 협약에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2) 김종섭, “사이버범죄 현황과 대책”, 형사정책 제12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 239쪽.

23) 강동범(주 18), 앞의 글, 36쪽.

24) 홍승희, “정보통신범죄의 전망”, 형사정책 제19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7), 11쪽.

25) http://cyberbureau.police.go.kr/prevention/sub2.jsp?mid=010201 참조,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은 ①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로 해킹,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 악성프로그램,

컴퓨터 업무방해 등을, ②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로 인터넷 사기, 피싱․파밍 등 신종
금융범죄, 위치정보 불법수집, 저작권 침해, 스팸메일 등을, ③ 불법 콘텐츠 범죄로
사이버음란물, 사이버도박, 사이버명예훼손․모욕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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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버범죄에서 증거 형태 및 특성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이버범죄로 보는 정의 규정이나 그 

개별 범죄 유형에 비추어 보면, 사이버범죄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거의 모든 증거들이 디지털 형태로 발생하고 남게 되는 것은 필연일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사이버범죄 수사에 있어서는 종전의 그 어떤 범죄수사

보다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범죄의 내용과 관련된 증거는 전통적 범죄나 사이버범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이다. 그러나 실제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통적

범죄는 범인을 특정하기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이버범죄는 범인을 특정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는 사이버범죄 수사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사이버범죄를 수사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증거는 다양하다. 먼저 컴퓨터

하드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USB, 휴대폰, CD, DVD, 메모리 카드 등 개별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있다. 종전에는 이들 매체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컴퓨터는 독립된 형태 또는 내부망으로 

연결된 수준이었고, 휴대폰은 통신수단으로만 활용될 뿐 오늘날의 스마트

폰과 같은 기능은 없었다. 전자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해 여기저기로 전달

되기 보다는 그 개별 매체에 고정되었고 그 개별 매체가 존재하는 특정한

물리적 지점에만 존재하게 되었다. 따라서 범인들이 특정한 물리적 공간에

숨겨 놓은 이들 저장매체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종래 디지털 포렌식은 개별 저장매체를 확보하고 그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훼손 없이 가져오는 데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특정 매체에만 

고립된 형태로 존재하는 전자정보는 거의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저장매체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 종류와 형태는 매우 다양해졌다.

1990년대 후반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한 후 2007년 애플은 아이폰을 출시

하였다. 당시 전 세계 보급률은 약 2%에 불과했다. 2017년 기준으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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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전 세계 보급률은 약 43%에 이르고 있다.

2025년에는 약 50억 명이 사용하여 그 보급률이 61%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된다.26) 인터넷을 통해 약 33억 대에 달하는 스마트폰 전부가 서로 

연결되었다. 지금도 특정 스마트폰에 있는 전자정보가 세계 어딘가에 사는

누군가의 스마트폰으로 순식간에 전송되고 누군가로부터 전송받고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IoT)이 우리의 일상생활로 파고들고

있다. TV, 냉장고, 스피커, 신발, 안경, 의료기기, CCTV 등 평범한 물건

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각종 정보를 처리하며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원격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약 

75억대 IoT 기기들이 보급되었고 2025년에는 약 251억대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7) 과거에는 생활용품에 불과했던 기기들이 

이제는 그 외형만으로는 그 기기가 전자정보를 저장하고 있는지를 가늠

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종전에는 수집조차 어려웠던 정보들이 사물인터넷을 

통해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전자정보 외에도 서버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도 있다.

거의 대부분의 전자정보가 통신서비스를 통해 처리되고 있어 그 정보들은 

정보통신업체의 서버 등에 저장되게 된다. 이메일, 유무선 통화 및 문자,

SNS, 접속 로그내역 등 여러 정보들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가 운영 중인 서버에서 처리되고 관리된다. 사물

인터넷 역시 수집된 정보는 최종적으로 서버로 모이게 된다.28)

또한 독립된 컴퓨터나 휴대폰에 데이터를 저장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에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데이터를 개별 매체에 저장하지 않고 

중앙 서버에 저장해 두고 어떤 매체로도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서버에 저장하므로 대용량 데이터의 저장이 쉬워졌고 언제 어디에서나 

필요한 정보를 사용하고 삭제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외 많은 대형 정보

통신업체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9)

26)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The Mobile Economy Global report, (2018) 참조
27) 위의 글 참조
28) 양종모, “사물인터넷 관련 사이버범죄 동향 및 형사법적 규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2015. 9.), 309쪽.

29) 시장조사기관인 Synergy research group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 2분기 기준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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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보통신업체들의 서버에 저장되는 전자정보가 급증하면서 이들

업체는 많은 데이터센터(Internet Data Center)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구축되고 있고 처리되는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분산시켜 여러 데이터센터로 이동시키고 있다. 예컨대 마이

크로소프트는 고객의 데이터를 전 세계 약 40개 이상의 나라에 설치한 

약 100여 개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통해 처리한다.30) IBM도 전 세계 약 

19개 이상의 나라에 설치된 55개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이다. 한편 구글은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데이터를 조각낸 다음 전 세계 약 수십 개의 

데이터센터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그 결과 확인해야 할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또한 데이터가

전 세계에 산재하게 되어 국제공조를 해야 할 대상국도 증가하게 된다.

그만큼 필요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속도는 느려지고 그에 따라 범인

들이 이를 삭제하거나 훼손할 위험성은 증가하게 되었다.

[그림 1] IBM 데이터센터 설치 현황31)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은 약 160억 달러(약 17조 원)에 달했다. 그 중 아마존(34%),

마이크로소프트(13%), IBM(8%), 구글(6%) 등 해외 업체들이 클라우드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https://www.srgresearch.com/articles/cloud-revenues-continue-grow-50-

top-four-providers-tighten-grip-market 참조
30) Microsoft's Cloud Infrastructure Datacenters and Network FactSheet, (2015) 참조
31) https://www.ibm.com/cloud/data-center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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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글 데이터센터 설치 현황32)

이러한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전자정보가 있다. 협약에서는 ‘가입자 정보(subscriber information)33)’로 

정의하고 있고(협약 제18조 제3항), 우리나라에서는 ‘통신자료’로 규정

하고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34) 휴대폰 등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용자 주소 또는 접속 IP 주소지, 이용자의 전화번호,

이용자의 아이디(식별부호), 서비스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이 있다.

32) https://www.google.com/about/datacenters/onside/locations/index.html 참조

33) 협약 제18조(제출명령)

③ 이 조에 규정된 ‘가입자 정보’는 트래픽 데이터나 콘텐츠 데이터가 아닌 것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컴퓨터 데이터 또는 그 밖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가. 이용 중인 통신 서비스의 유형,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취해진 기술적 
수단 및 통신 서비스 이용기간

나.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 또는 약정에 의해 확보할 수 있는 가입자 신원, 주소,

전화번호 또는 접속번호, 요금 청구 또는 지급에 관한 자료

다.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 또는 약정에 의해 확보할 수 있는 통신장비의 설치 
장소와 관련된 기타 자료

34) 뒤에서 상세히 서술할 예정이나 우리나라는 협약 제18조에 부합하는 법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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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는 수사 초기 단계에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신속하게 확인

해야 할 정보이다. 예컨대 범인이 스마트폰을 통해 아동음란물을 유포

하거나 특정 IP를 통해 금융시스템을 침입한 경우, 범행에 사용된 전화

번호나 IP를 확인하더라도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화번호나 

IP의 이용자 확인은 필수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휴대폰이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고 가상 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VPN)35)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36)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경우 거의 대부분은 유동

IP37)가 사용된다. 또한 해외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SNS나 이메일 서비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이들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그마저 확인한 정보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하기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사이버범죄는 전통적 범죄와는 달리 범죄의 전 과정에서 전자

정보, 즉 디지털 증거가 생성된다. 과거에는 디지털 증거가 한정된 유형의

특정 매체에 물리적으로 고정되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컴퓨터 외에도 스마트폰, 사물인터넷, 서버 등 디지털 증거가 존재하는 

형태가 다양해졌고 그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과거와 달리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태로 존재

한다. 그 결과 범죄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 역시 전 세계 각국에 산재하게

되었다. 언제 어디에서나 디지털 증거를 삭제하거나 훼손할 수 있고 그 

보관 기간도 매우 짧은 경우가 많다.

결국 사이버범죄 수사는 디지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함에도 디지털 

증거의 저장 형태나 방식, 추적을 피하는 방법 등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확보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35) 당초 기업의 비용절감이나 보안 목적에서 만들어진 가상네트워크를 말한다. VPN을 
거치면 출발지 IP가 VPN의 IP로 바뀌게 되어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36) 국제신문, “VPN 통해 IP 세탁, 합수단, 원전 도면 유출범 접속지 파악 집중”,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41223.990

02175746 (2014. 12. 23. 17:57).

37) 한정된 IP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할 때마다 임의의 IP가
새로 할당되는데 이를 유동 IP라고 한다. 따라서 특정 이용자가 특정 IP를 사용하는 
경우(고정 IP)보다 이용자 특정이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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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이버범죄협약의 가입 필요성

1. 논의 방향

국내의 경우 사이버범죄협약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편은 아니다.

종전의 논의들에서는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다. 다만 가입 이유에 대해서는 사이버범죄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당연히 협약에 가입해야 된다는 당위론적 접근이 대부분이다.

그러한 관념적 접근도 의미가 있을 것이나 가입 필요성을 조금 더 입체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이버범죄의 발생 동향, 피해 규모나 사례 등을 바탕으로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현행 형사사법공조 절차로 충분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의 속성이나 인터넷 

자원 현황, 실제 수사 사례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약에 

가입할 경우 실제로 사이버범죄가 줄어드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외 사이버, 정보보호, 외교,

여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협약 가입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의문들의 타당성을 검토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협약과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나 불안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논의 전제로서 사이버범죄협약이 사이버범죄를 막기 위한 

필요 최소 조건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한다고

하여 모든 사이버범죄를 완벽히 차단하고 그 범인을 일망타진할 수는 없다.

사이버범죄협약이 사이버범죄를 차단하는 충분조건이나 만능열쇠가 될 

수는 없다.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협약뿐만 아니라 그 어떤 수단도

효용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현재보다 조금 

더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과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면 가입을 적극적

으로 검토해야 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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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건수 해킹 DDoS 악성 프로그램 기타

‘14 2,291 1,648 26 130 487

‘15 3,154 2,247 40 166 701

‘16 2,770 1,847 192 137 248

‘17 3,156 2,430 43 167 516

2. 사이버범죄의 심각성 및 전개 양상

가.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먼저 사이버공간 또는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에 대해 살펴본다. 주로 

해킹, 분산서비스거부공격38), 악성 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범죄는 협약에서 규정한 불법접속(제2조), 데이터 침해(제4조), 시스템 방해

(제5조), 장치 남용(제6조) 등과 관련이 있다.

그 발생 건수는 전체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4년 2,291건이 

발생하였는데 2017년에는 3,156건이 발생하여 불과 3년 만에 약 37.7%가 

증가하였다. 해킹은 2014년 기준 1,648건에서 2017년 기준 2,430건이 발생

하여 47.4%가 증가하였고, 분산서비스거부공격은 2014년 기준 26건에서 

2017년 기준 43건으로 늘었다.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은 2014년에는

130건이 발생하였으나 2017년에는 167건으로 증가하였다. 컴퓨터 업무

방해 등 기타 범죄들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표 5]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현황39)

38)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는 방법
으로 장악한 다음 그 컴퓨터들을 이용하여 특정 시스템에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일시에 전송하여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을 말한다.

39) http://cyberbureau.police.go.kr/share/sub_2jsp?mid=0303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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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건수 해킹 DDoS
악성 

프로그램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업체

74,054 7,768 1,905 58,539 11,729

신고 
사업체

10,496 1,495 743 3,609 5,805

신고율 14.2% 19.2% 39.0% 6.2% 49.5%

이 수치는 신고된 사건 수를 기준으로 한 통계로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여 신고조차 못한 경우는 반영될 수 없고, 사건 수는 1건이라도 대규모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인지되는 사건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하는 2015년 

정보화통계집40)을 통해 피해 현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2014년 12월 31

일을 기준으로 이들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는 약 74,000개로 추정되고

그 중 신고한 업체는 약 10,000개로 신고율은 14.2%에 그치고 있다.

범죄별 피해 사업체 현황 및 신고율은 [표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사건 수보다 실제 피해를 입은 사업체는 훨씬 많음

에도 신고 건수는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사이버범죄 피해 사업체 및 신고율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와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프로스트앤설리번의 조사 

결과41)에 따르면, 2017년 사이버 공격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입은 직접적

손실은 약 32억 원, 고객 손실 및 신용 저하 등 간접적 손실은 약 137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한국 GDP의 5%에 달하는 규모이다.

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공 및 민간부문 정보화 현황을 파악
하기 위해 조사한 자료로서 OECD 등의 국제기구에 공식 통계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2013. 12. 31. 기준 전국의 종사자 수 1명 이상의 모든 사업체 3,676,876개 중 
14,000개 사업체를 표본 집단으로 선정한 다음 대면조사 및 통계 분석을 통해 전체 
추정치를 계산하였다.

41) MS/Frost&Sullivan, Understanding the Cybersecurity Threat Landscape in Asia

Pacific : Securing the Modern Enterprise in a Digital World, (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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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사건으로는 7․7 DDoS 공격42)이 있다. 2009년 7월 5일부터 10일

까지 미국과 우리나라 주요 정부기관, 금융기관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해 4차례 공격이 있었다. 특정 시간에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도록 설계

된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약 10만 대 이상의 PC를 감염시켜 이들 PC가 

동시 다발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공격 직후 이들 PC

에서 위 악성코드가 삭제되도록 하였다. 신속히 확보해야 할 디지털 증거는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십만 대 이상의 PC에 산재되어 있는 반면 그러한 

증거들이 얼마나 신속히 삭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같은 프로그램으로 공격한 7․7 DDoS 공격과는 달리 2011년 3월 

4일에 발생한 3․4 DDoS 공격43)의 경우 매번 다른 프로그램으로 공격

하는 형태로 진화되었다. 그만큼 확보하고 분석해야 할 디지털 증거는 

더욱 많아지게 된 것이다. 같은 해 4월 12일에 발생한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 역시 해외에 있는 제어서버를 활용하여 악성코드를 전파하고 감염된 

PC를 통해 농협에서 관리하던 데이터를 대규모로 삭제하였다. 이러한 악성

코드는 분석을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 되어 있거나 실행 직후 삭제되었다.44)

2013년 3월 20일에는 MBC, KBS 등 주요 방송사와 농협, 신한은행 등 

6개 기관에 대규모 피해를 입힌 3․20 사이버 공격45)이 발생했다. 정상 

파일로 위장한 악성코드가 해외 IP를 경유하여 국내 PC로 침투하는 공격 

방식을 사용하였다. 연이어 2013년 6월 25일에는 국내 69개 정부기관들이 

홈페이지 해킹, DDoS 공격, 악성코드 감염 등 피해를 당한 6․25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고 해외 IP를 경유하는 등 유사한 공격 방식이 이용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원전 중단을 협박한 사건에서도 

범인이 미국, 중국, 일본, 태국,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들에 있는 서버를 

경유하였음이 확인되었다.46)

42) 미국의 21개 주요 정부기관, 금융기관 외 우리나라에서는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 국회,

신한은행, 국민은행, 다음, 네이버, 옥션 등 23개 기관이 공격당했다.

43) 청와대, 경찰청, 국세청, 한국철도공사, 각 군, 국민은행, 네이버 등 주요 정부, 군, 민간
기관 등 40개 기관이 공격당했다.

4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보도자료, “농협 전산망 장애사건 수사 결과”, 첨단범죄수사제2부,

(2011. 5. 3.) 참조
45) 방송사 및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약 3만 2,000대의 PC가 부팅되지 않고 저장된 

데이터들이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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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17

중국 10,642 14,573 18,889

미국 5,864 6,747 10,285

러시아 1,599 2,502 3,639

브라질 1,115 1,457 2,531

영국 650 758 1,355

네덜란드 756 970 1,176

독일 989 959 1,165

프랑스 1,115 949 1,075

대만 7,001 5,891 1,250

기타 12,221 12,791 13,744

합계 41,952 47,597 55,109

그 외에도 해킹으로 대형 인터넷 쇼핑몰의 고객정보 약 1,000만 건이 

유출된 사건, 금융정보 보안업체의 전자인증서를 탈취하여 그 전자인증

서로 악성코드를 서명하여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유포한 사건47) 등 

다양한 범죄들이 계속되었고, 최근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하여 가상

화폐를 탈취하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시도되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정부부처에 대한 해킹 시도 건수는 총 62,532건이었고

그 중 해외에서 시도된 건수는 총 55,109건으로 해외 비중이 약 88%에 

이르고 있다. 중국, 미국, 러시아, 브라질, 영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에

있는 IP에서 주로 공격이 시도되고 있다. 기타 여러 국가들에서 시도되는 

건수도 13,744건에 이른다.

[표 7] 국외 IP 정부부처 해킹 시도 현황48)

4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보도자료, “한수원 사이버테러 사건 중간수사결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2015. 3. 17.) 참조

4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보도자료, “금융정보보안업체 전자인증서 해킹사건 수사결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2016. 5. 31.) 참조
48) 파이낸셜뉴스, “정부부처․지자체 해킹 IP, 중국 1위”, http://www.fnnews.com/news

/201810131846075659, (2018. 10. 13. 18:5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행정안전부 제출 
통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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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해킹, DDoS,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이제 일상화 되었다. 그 수나 피해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일시에 

감염되거나 해킹되는 PC와 서버의 수가 급증하는 만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할 디지털 증거의 종류나 양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증거들은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고 나아가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

흩어져 있다. 과거 디지털 증거는 특정 저장매체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오늘날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는 국경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있다(초국경성). 또한 위 사례에서 보듯 쉽게 삭제되거나 사라지기 용이한

정보들이다(휘발성). 이러한 디지털 증거의 초국경성․휘발성에 비추어 

볼 때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보전하고 확보할 수 있는 국제공조체계를 

강화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위 범죄 유형으로는 피싱49)․파밍50)․이메일무역사기51)․랜섬웨어52)

등 신종금융범죄나 저작권 침해 등이 있다. 이러한 범죄들은 협약에서 

규정한 불법접속(제2조), 데이터 침해(제4조), 장치 남용(제6조), 컴퓨터 

관련 사기(제8조), 저작권 침해(제10조) 등과 관련이 있다. 신종금융범죄나

저작권 침해 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그 범행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피해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다.

49) 피싱(Phishing)은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악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다. 단순히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대출 등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는 ‘보이스피싱’은 전통적 사기 범죄로서 위 피싱과는 구분된다.

50) 파밍(Pharming)은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기관 사이트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사이트로 연결시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는 범죄이다.

51) 이메일무역사기(Business Email Compromise, BEC)는 기업의 이메일을 해킹한 다음 
거래처로 가장하여 허위 송금계좌가 기재된 대금지급요청서를 발송하고 그 허위 송금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는 범죄이다.

52) 랜섬웨어(Ransomware)는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 한 다음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
그램의 일종이다. 초기에는 암호화 수준이 낮아 복구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금전을
주더라도 복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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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15 ‘16 ‘17

피싱 사이트 
차단 건수

5,019 5,114 6,503 4,286 10,469

파밍 사이트 
차단 건수

2,980 6,397 6,728 4,438 2,214

합계 7,999 11,511 13,231 8,724 12,683

매년 약 8,000건 이상의 피싱․파밍 사이트가 꾸준히 차단되고 있는데

특히 2015년에는 13,231건이 차단되기도 했다. 이메일무역사기와 랜섬

웨어 역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3년 44건에 불과했던 이메일무역

사기 범죄는 2015년에는 150건으로 약 3배 이상 늘었고53), 랜섬웨어 피해 

신고 건수 역시 2015년 2,678건에서 2017년 4,475건으로 급증했다.54)

[표 8] 피싱․파밍 사이트 차단 건수55)

이러한 범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우 크다. 2015년에 발생한 신종

금융범죄로 인한 직․간접적 손실이 1조 802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56) 범죄 특성상 개인이나 기업은 재산상 손실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공인인증서가 탈취되어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되기도 한다.57)

이 같은 피해는 국가기관이나 대기업보다는 사이버범죄 대응 능력이 약한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에게 집중된다.58)

53) 경찰청 자료, 이메일무역사기 범죄는 2013년 44건, 2014년 88건, 2015년 15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54) 한국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 자료, 랜섬웨어 신고 건수는 2015년 2,678건, 2016년 3,255건,

2017년 4,47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55)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
56) 김대근․임석순․강상욱․김기범, “신종금융사기범죄의 실태 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6-CB-03, 형사정책연구원, (2016).

57) KBS, "유출된 은행 공인인증서 6,900건 일괄 폐기", http://kbs.co.kr/news/view.do?

ref=A&ncd=2861493, (2014. 5. 12. 01:45)

58) 전자신문, “지난해 국내 랜섬웨어 피해 13만 명, 비트코인 100억 원 이상 지급 추정”,

http://www.etnews.com/20170202000400, (2017. 2. 2. 17:39), 한국랜섬웨어침해대응
센터 제출 통계 재인용, 2016년 국내 업종별 랜섬웨어 감염 통계에 따르면 랜섬웨어 
감염 전체 대상 중 중소․중견 기업이 48%, 개인이 3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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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파밍 등 신종금융 범죄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을 가장하기도 한다. 단순히 금융정보를 가로채는 수법부터 악성프로

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공인인증서까지 탈취하기도 한다. 또한 악성코드가

숨겨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스마트폰을 감염시킨 다음 스마트폰에 전송

되는 결제인증번호 등 문자메시지를 범인이 가로챈 후 사이버머니 등을 

결제하는 스미싱(Smishing) 범죄도 있다. 예컨대 중국인 주범은 악성 어플

리케이션을 제작한 후 조선족 주범으로 하여금 여러 스마트폰에 유포하게

하고, 미국과 일본에 있는 서버를 통해 탈취한 결제인증번호 등 문자

메시지를 관리하였다. 이를 통해 사이버머니를 결제한 후 한국에서 환전

하고 문화상품권으로 다시 환전한 다음 그 핀번호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범죄수익을 해외로 유출하였다. 위 악성코드는 약 1만 4,780건이 유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유포된 약 1,380건과 관련된 피해만 밝혀졌다.

이는 범인들이 미국과 일본에 있는 서버에 저장된 피해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삭제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 자료들을 신속히 확보했다면 그 

전체 피해 규모를 규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악성코드, 서버 접속 기록,

사이버머니 구매내역, 이메일 등 여러 디지털 증거들이 여러 국가에 

흩어져 있고 삭제가 쉬워 범행 전모를 쉽게 밝히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59)

국내 대기업 계열사가 이메일무역사기로 약 24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건도 있었다. 범인들은 이 업체의 거래업체인 A 회사에 악성코드가

첨부된 해킹 이메일을 발송하여 PC를 감염시킨 후 이메일을 모니터링 

했다. 그 과정에서 이 계열사와 해외업체가 거래하는 정황을 확인하고 

두 업체 명의를 가장한 이메일을 만들었다. 그 후 해외업체가 거래대금을

요청하는 취지의 가장 이메일을 발송하고 범인들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도록 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이다. 해킹 이메일 및 가장 이메일 발송

IP, 관리 서버, 범행 계좌는 모두 아프리카, 미국, 유럽 등에서 전송되거나 

개설된 것들이었다.

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3고단58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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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15 ‘16 ‘17

온라인(건) 21억 20.2억 18.8억 21.4억 18.7억 

오프라인(건) 3억 2.4억 2억 2.4억 2.1억 

합계 24억 22.6억 20.8억 23.8억 20.8억

또한 2017년 5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약 100개국 이상이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에 동시에 감염된 사건이 발생했다. 2017년 6월

에는 국내 유명 인터넷 호스팅 업체가 ‘에레버스’라는 랜섬웨어에 감염

되었다. 153대의 서버 자료가 암호화 되어 그 업체가 서비스하던 약 

5,500개 이상의 홈페이지에 장애가 생겼다.60) 범인은 약 30억 상당의 비트

코인을 요구했고 실제 약 1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유포지 

및 비트코인 주소는 모두 해외로 확인되었다.

한편 매년 약 20억 건 이상의 불법복제물이 유통된다.61) 그 중 약 90%

이상이 토렌토․웹하드․포털․P2P 등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 그 결과 경고․

삭제․계정정지 등 저작권법에 따른 시정권고도 매년 급증하여 2017년에는 

약 55만 건의 시정권고가 있었다. 또한 수사기관은 2015년에 18,770건의 

저작권 침해 범죄를 수사하였다.62) 거의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 범죄가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대응 역량을 온라인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집중해야 한다.

[표 9] 불법복제물 유통 현황

60)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호스팅 업체 침해사고 중간조사 결과 발표 및 후속 대책 
논의”, 사이버침해대응과, (2017. 6. 28.)

61) 이하 기술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18) 참조
62) http://cyberbureau.police.go.kr/share/sub_2jsp?mid=030301 참조, 경찰이 수사한 

저작권 침해 범죄는 2014년 14,168건, 2015년 18,770건, 2016년 9,796건, 2017년 6,667건
으로 4년간 누적 범죄 수는 약 4만 9,000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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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15 ‘16 ‘17

시정권고 (건) 170,867 296,360 264,982 298,277 554,843

‘13 ‘14 ‘15 ‘16 ‘17

신규 작품 수(건) 343 719 1,304 1,859 1,759

시장 규모(원) 1,500억 2,100억 4,200억 5,845억(E) 7,240억(E)

[표 10]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현황

저작권 침해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규모는 매우 크다. 2017년 기준

으로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침해 규모63)는 약 2조 

5,645억에 이르고, 그 중 온라인상 유통으로 인한 시장침해 규모는 약 1조

3,619억을 차지한다. 방송․영화․음악․게임․출판 등 5개 분야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생산유발 효과 3조 원이 사라졌고, 새로 생겨날 수 있었던

일자리 3만 개와 징수 가능한 세금 약 910억 원이 없어졌다.

그 중 웹툰에 대해 살펴보면, 2013년부터 유료 플랫폼이 생기면서 작품

수와 시장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11] 웹툰 신규 작품 수64) 및 시장 규모65)

그러나 2017년부터 ‘밤토끼’, ‘먹투맨’ 등 불법 웹툰 사이트가 급증하였다.

유료 플랫폼은 58개인데 반해 불법 웹툰 사이트는 약 200개 이상이 운영 

중이다.66) 최대 규모 사이트 중 하나인 ‘밤토끼’는 2017년 12월 기준 월 

방문 건수가 1억 3,709건으로 네이버를 제쳤다.67) 이러한 불법 웹툰 사이트

들로 인한 피해액은 약 1,6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63) 합법저작물 시장침해 규모는 ‘불법복제물 이용으로 인해 구매하지 않게 된 합법저작물
양 X 합법저작물 단가’로 계산한 수치이다.

64)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7 만화통계카드뉴스, (2018)

65) 성승창․김재필, “웹툰, 1조원 시장을 꿈꾸다.” 보고서, KT경제경영연구소, (2015)

66) 매일경제, “불법 웹툰 밤토끼 극성에 연 2.4조원 피해”, http://news.mk.co.krv7/news

Print.pp?year=2018&no-288463, (2018. 5. 16. 17:17), 닐슨코리아클릭 통계 재인용
67) 위의 글 참조, 네이버는 2017년 12월 기준 페이지 뷰 1억 2,081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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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 ‘18. 5. ‘18. 6. 비고

밤토끼 1,002,657,172 619,564,240 3,098,415

H 사이트 40,001,784 167,951,314 306,007,670 ▲ 764%

A 사이트 30,322,404 114,508,351 231,268,866 ▲ 762%

수많은 불법 사이트 중에서 일부 사이트의 운영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불법 웹툰 사이트인 ‘먹투맨’ 운영자가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웹툰 62

편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 판결68)을 받았고, 이어서 ‘밤토끼’

운영자가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웹툰 1,608편을 게시하고 광고

수익금 약 9억 5,0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 판결69)을

받았다. ‘밤토끼’ 운영자는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유령법인 명의로 미국에 

서버를 만들고 캄보디아에서 자료를 업로드 하였다.70)

그러나 단속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운영자가 검거되어 

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대체 사이트가 생기는 ‘풍선효과’가 즉시 나타났다.71)

[표 12]와 같이 다른 불법 웹툰 사이트의 트래픽 건수가 ‘밤토끼’가 차단된

직후 약 760% 이상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효과로 인해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해외 서버, IP 등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표 12] ‘밤토끼’ 폐쇄 후 트래픽 변화 추이

이처럼 불법 사이트들이 미국 등 해외로 옮겨가고 있고 대체 사이트들의

생성 주기는 점점 더 짧아지고 있는 반면, 이를 단속하고 수사하는 속도는

그에 비례해서 빨라지지 못하고 있다. 범행 속도와 범죄 대응 속도의 

차이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등 신속한 국제공조 절차를 마련하여 그 대응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6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8고단640 판결
69) 부산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고단2326 판결
70) 오마이뉴스, “웹툰 업계 2천억 피해. 밤토끼, 이렇게 검거했다.”, http://www.ohmy

news.com/NWS_Web/View/at_pg_aspx?CNTN_CD=A0002437315&CMPT_CD=P0010&

ulm_medium=newssearch&ulm_campaign=naver_news (2018. 5. 23. 18:37), 본건은 
운영자가 국내에서 현금을 지속적으로 인출하면서 그 동선이 추적되어 체포되었다.

71) 웹툰가이드, "밤토끼 폐쇄와 풍선효과",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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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법 콘텐츠 범죄

앞에서 언급한 해킹,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범죄와 피싱, 랜섬웨어 등 정보통신망을 남용하는 범죄 외에도 사이버 

공간에 불법 콘텐츠를 유포하거나 서비스하는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범죄로는 아동음란물, 협박 또는 복수 목적으로 몰래 촬영한 

성관계 사진 또는 영상물72)을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인터넷 도박 범죄 등이 있다. 이러한 범죄들은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제9조)와 관련이 있다. 비록 협약에서는 아동음란물

관련 규정만 있지만, 협약 제14조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범죄 수사

에도 협약에서 규정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 

범죄를 수사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앞에서 살펴 본 2개 유형의 범죄

들과 달리 위 범죄들은 여성, 청소년, 아동, 경제적 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 결과 단순히 경제적 피해에서 그치지 않고 자살, 가정 파괴, 남녀

갈등 등을 유발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73)74)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 성행위 영상물에 대해 [표 13]과 같이 

거의 매년 2배 이상 증가하여 2016년에는 7,325건의 시정요구가 있었다.

협박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많이 

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정요구 중 삭제 조치는 매년 급감한 반면 

해당 영상물이 유포되는 해외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 차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72) 속칭 ‘몰카’ 또는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리기도 하나 피해자 입장에서 적절하지 못한 
용어라는 비판이 있어 본 논문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로 표시하기로 한다.

73) 뉴시스, "광화문광장 달군 불편한 용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http://news1.kr/articles

/?3390632, (2018. 8. 4. 20:36),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 등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진행
되지 않으며 수사 및 처벌에 있어 남녀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항의 집회와
그 반대 집회가 지속되고 있다.

7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고단4035 판결 참조, 피해자(19세)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15. 5.경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5억 상당의 도박 빚을 졌고 부모를 
통해 이를 변제하였음에도 계속 도박을 하였고 부모가 더 이상 변제를 거부하자 여러
차례 자해를 하기도 하였으며, 2017. 1.경 친구들과 자살 자작극을 꾸며 부모로부터 
돈을 받기로 계획하고 번개탄을 피워 자작극을 시도하였으나 실제로 죽음에 이르게
된 사안으로 인터넷 도박의 폐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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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16 ‘17

사이버 음란물 범죄(건) 4,354 4,244 3,777 2,646

인터넷 도박 범죄(건) 4,271 3,352 9,538 5,130

‘12 ‘13 ‘14 ‘15 ‘16

삭제 330 315 182 63 10

접속차단 714 1,634 1,483 3,573 7,315

합계 1,044 1,949 1,665 3,636 7,325

[표 13] 개인 성행위 영상물 시정요구 현황75)

웹하드는 이러한 불법 음란물이 주로 유통되는 채널 중 하나이다. 행정

안전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개 웹하드 사이트에 매일 수백 건, 시간당 약 

70~80건의 음란물이 업로드 되고 있었다.76)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32개 

웹하드 사이트의 1일 평균 유통 총량은 53,751건이고 1개 사이트 평균 1일

유통량은 3,252건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77) 한편 인터넷 도박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19조 원에서 약 25조 원으로 전체 불법 도박 규모에서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78)

이처럼 사이버 음란물과 인터넷 도박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수사

기관에 적발된 경우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경찰에서 사이버 음란물 범죄나

사이버 도박 범죄를 수사한 건수는 [표 14]에서 보는 것처럼 매년 약 

3,000건 이상에 이르고 있으나, 전체 발생 현황에 비추어 보면 극히 일부만

단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4] 사이버 음란물 및 인터넷 도박 범죄 현황79)

75)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7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주요 웹하드에 1분마다 음란물 업로드 - 행안부 웹하드 음란물

유통실태 점검”, 선진화담당관실, (2012. 4. 25.) 참조, 위 수치는 주요 웹하드 사이트 
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1분마다 1건의 음란물이 업로드 되고 있다.

77) 진정남․지경준․김래봉․최희재,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음란정보의 기술적 차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016) 참조, 본 현황은 2016. 9. 기준 
52개 웹하드 업체에서 운영하는 65개 사이트 중 32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이다.

78)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6)

79) http://cyberbureau.police.go.kr/share/sub_2jsp?mid=0303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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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음란물 사이트인 ‘소라넷’ 운영자가 최근 구속 기소되었다. 그 

운영자는 호주에서 다른 운영자 3명과 함께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약 

755개의 아동음란물과 약 88,000개의 불법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해외 서버,

IP 우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을 피해온 결과 무려 13년이 지난 2016

년이 되어서야 운영자들이 특정되었다. 그러나 운영자들이 해외에 거주하며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운영자 1명만 귀국하여 재판을 받고 있다.

‘꿀밤’이라는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들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45,000

개의 불법 음란물을 게시하고 458개의 성매매업소를 광고해 주면서 약 7억 

7,5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취득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관리팀장, 운영팀장 등 일정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미국에 관리

서버를 두고 해외 사이트 이메일 계정을 만든 후 우회 프로그램을 통해 접속

하여 음란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해 왔다. 또한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익명성이 강한 가상화폐로 광고대금을 받았다.80) 이와 유사한 방식의 

음란물 사이트 ‘AVsnoop'의 운영자도 최근 처벌받았다.81)

이런 사례들에서 보듯 범인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해외 

서버나 이메일을 사용하거나 우회 접속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표 13]에서

보듯 개인 성행위 영상물 시정요구 중 거의 대부분이 접속차단인데, 이는 

해당 영상물이 대부분 해외 서버에서 관리되고 있어 직접 삭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의 인터넷감시재단(IWF)은 2016년 한 해 동안 아동

음란물 URL82) 총 78,589개를 확인했다고 한다. 이 아동음란물은 총 54개국

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데 네덜란드(36%), 미국(18%), 캐나다(15%), 프랑스

(10%), 러시아(8%) 등 5개국이 87%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대륙별로는 유럽

및 북미에 있는 서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83)

80) 대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도15100 판결
81)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참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23만 개의 

음란물(동영상 및 사진), 120개의 아동음란물을 게시하고 다수 도박 사이트를 광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역시 미국에 서버를 개설하고 음란물 이용 대가를 가상
화폐로 받았다. 1, 2심에서는 범죄로 획득한 가상화폐를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견해가 엇갈렸으나 대법원에서 가상화폐를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
최초로 판시하였다.

82) 해당 파일이 존재하는 인터넷상 주소를 의미한다.

83) Internet Watch Foundation(IWF), Annual Report 2017, (2017) 참조, IWF는 1996년 
영국에서 아동음란물 차단을 목표로 출범한 자율규제단체로서, 구글․페이스북 등 



- 32 -

합계 유럽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호주 다크웹

78,589 51,344 25,395 1,627 20 10 149 44

[표 15] 아동음란물 URL 대륙별 분포

인터넷 도박 범죄 역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하고 

있다. 최근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 동안 1조 3,000억 원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단속되었다. 이들은 일본과 홍콩에 서버를 

두고 약 80여 개의 도메인을 이용하여 사이트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해왔고, 차명폰과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84) 또한 일본에 서버 300여대를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임대해 준 업체도 적발되었다. 이 업체는

도박 사이트 IP 약 340개, 도메인 약 1,480개를 관리해 왔다.85) 실제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1,000만 원만 있으면 개발자가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준다. 인터넷 속도가 빠른 일본에 서버를 개설한다.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 추적하면 도메인을 바꾸거나 여러 국가의

IP를 경유하게 한다. 차명폰과 차명계좌는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86)

이처럼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 활용, IP 우회 접속, 가상화폐 

등 사용은 보편화 되었고 그 방법은 점점 교묘하고 치밀해지고 있다.

수사에 필요한 디지털 증거들은 주로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생성되고 

보관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수사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유럽, 미국, 일본 등 관련국들과의 

신속한 국제공조도 중요하다.

세계적 IT 업체, 보안업체 등 116개 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경찰, EU 등 여러
수사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84) 부산지방검찰청 보도자료, “1조 3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원 등 15명 
적발, 11명 구속”, 형사3부, (2017. 4. 27.)

85) 광주지방검찰청 보도자료,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개발․운영자 및 서버 임대업체 
수사 결과 - 28명 적발, 19명 구속기소, 5명 불구속기소, 4명 기소중지”, 강력부,

(2018. 10. 18.)

86) 정혜연,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털어놓은 불법 온라인 게임의 세계 - 모든 범죄의 시작은 
차명이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ew.asp?ctcd=C&nNews=Nu

mb=201305100017, 월간조선 5월호, (2013.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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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 형사사법공조의 한계

가. 논의 필요성

위에서 살펴 본 사이버범죄의 심각성 및 국제공조의 필요성은 협약 

가입을 논의하는 데 있어 기본 전제이다. 만약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이나 

국제공조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굳이 현행 형사사법공조의 한계나 사이버

범죄협약의 유용성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현행 국내 법제가 

사이버범죄협약과 양립 가능한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이나 국제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단순히 추상적 또는 

관념적 논의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사이버범죄의 발생 건수나 피해 규모,

피해 상대방, 실제 사례, 사이버범죄의 전개 양상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사이버범죄의 폐해가 심각하고 국제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임을 충분히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음 단계로 

현행 형사사법공조 체계로 이러한 사이버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나. 현행 형사사법공조 절차 및 한계

현행 형사사법공조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진행된다.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외국에 요청하는 경우

및 외국이 우리나라에 요청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법 제1조). 공조의 

형태로는 ①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② 서류․기록의 제공 

③ 서류 등의 송달 ④ 증거 수집, 압수․수색 또는 검증 ⑤ 증거물 등 

물건의 인도 ⑥ 진술 청취, 그 밖에 요청국에서 증언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게 하는 조치들이 있다(법 제5조). 수사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조치

들이 포함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절차는 영장 등 국내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지 외국의 요청이 있다고 하여 그 요건이 완화되거나  



- 34 -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 아니다(법 제13조, 제17조 ~ 제20조, 제39조, 제40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한다고 하여 국내 형사사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거나 그 요건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협약 가입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확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구체적인 절차로 먼저 공조요청의 접수와 공조자료의 송부는 외교부

장관이 한다(법 제11조). 요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관계 자료와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법 제14조).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검사장은 다시 소속 검사에게 공조 수사를 명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여 수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15조 ~ 제17조). 이후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검사장은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고,

법무부장관은 다시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한다(법 제21조, 제22조). 외교부

장관은 이를 요청국에 최종적으로 송부한다(법 제11조). 요청국 역시 비슷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국 내 사법기관에 전달한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대해 공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외교부장관 등을 통하는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법 제5장).

이처럼 현행 형사사법공조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 결과 공조를

요청하여 외국에서 자료를 받기까지 평균 4~6개월 이상이 걸린다. 국내의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사 등에 집행하여 그 결과를 받는데 통상 

1~2일이면 충분하다. 외국의 경우도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즉 실제 자료를 확보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공조 절차를 거치면서 소비되고 있다.

사이버범죄의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정보, IP 주소 또는 

로그 기록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은 그 보전 

기간이 매우 짧고 누구나 장소 제약 없이 삭제․변경할 수 있어 그 휘발

성이 매우 강하다. 즉 통신사나 인터넷서비스회사의 경우 사용자가 탈퇴할

경우 그 가입 정보가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개별 회선을 해지할 

경우 그 회선의 사용자 정보를 보관하는 기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로그 기록 등 보관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다(통신비밀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이러한 사정은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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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처럼 로그 기록 등을 일정 기간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사건이 생겼을 때 개별적인 보전 명령을 통해 보전하는 나라들도 

있다. 개별적인 보전 명령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외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더라도 이미 

자료는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생긴다. 실제로 해당국으로부터 관련 자료가

소멸하였다는 회신을 받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외국이 우리나라에 공조를 요청하는 경우보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공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증거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 결과 해외에 있는 증거들을 신속히 확보해야 할 필요성은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큰 반면 효과적 대응 체계는 외국보다 미흡한 

실정이다. 이처럼 사이버범죄 수사에 있어 현행 형사사법공조 체계는 

그 속도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또한 동시 다발적 공조도 힘든 구조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는 전 세계 수많은 매체들 사이를 순식간에 

이동하고 있다. 33억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75억 대의 IoT 기기

들이 보급되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구글, IBM 등 거대 통신업체

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이들 업체는 전 세계 각지에 

수많은 데이터센터를 세우며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실제 사례에서 보듯 한국에 있는 범인이 미국에 있는 서버를 사용하고 

영국과 일본 IP를 경유하는 것은 이제 보편화된 범행 방법이다.

그 결과 한 국가를 상대로 현행 형사사법공조를 거쳐서 관련 자료를 

받더라도 그 자료만으로 범인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범인은 이미 여러

나라를 경유하여 범행하기 때문이다. 한 국가로부터 자료를 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이후 또 다른 국가를 상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지루한 절차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할 당시에는 특정 국가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자료가 있을 수 있는데 해당 국가가 그 요청을 접수할 당시

에는 이미 다른 데이터센터로 자료가 이동하여 없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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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 자료가 이전된 다른 국가에 새롭게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야 

하지만 그 국가에 해당 자료가 그대로 보관된다는 보장도 없다. 최악의 

경우는 무익한 절차를 계속 반복할 수도 있다.

이처럼 현행 형사사법공조 체계는 사이버범죄의 초국경성, 휘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사이버범죄 수사에 있어 현행 형사사법

공조 체계는 느리고 불편하며 비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보전하고 여러 국가에 걸친 경유지 정보 등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다른 방식의 공조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4. 사이버범죄협약의 유용성

사이버범죄가 매우 심각하고 신속한 국제공조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현행 형사사법공조 체계는 속도, 공조 범위나 방식에 있어 한계가 있다.

그 대안으로 사이버범죄협약이 논의되고 있고 정보보호, 안보, 외교, 법조

등 여러 분야에서 이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87)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여성 단체도 이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88) 예전에는 일부 학계에서만 이 협약이 알려져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 시민 사회에도 협약 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대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유럽평의회 형사사법공조 협약’에 가입하여 

2011년 12월 29일 발효되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EU) 및 그 

회원국 간 기본협정’에도 서명하여 2014년 6월 1일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87) 디지털타임스, “[시론] 사이버범죄협약 가입하자”, http://www.dt.co.kr/contents.html?

article_no=2013070502012351697001, (2013. 7. 4. 19:59); 법률신문, “사이버범죄협약”,

http://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77539 (2013. 8. 12. 11:11);

디지털타임스, “[새정부 이렇게 혁신하라] 사이버보안 혁신 DNA 심어라”,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52302102251607002 (2017. 5. 22. 18:00).

88) 천지일보, “디지털 성범죄 막기 위해 부다페스트 협약 논의 필요”, http://newscj.com/

news/articleView.html?idxno=452258, (2017. 9. 26. 20:43); 여성신문, “디지털 성범죄 
OUT ③, 한글 자음만 쳐도 여성 이미지 나오는 나라”, http://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117357 (2017. 10. 8. 14:34) 참조, 2017년 9월 2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마련 토론회’에서 여성단체 대표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범죄협약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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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법령을 준수하면서 사이버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 협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협정 제37조).89) 사이버범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유럽과

공조를 위한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공조가 가능한 사이버범죄협약의 가입을 적극 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90). 따라서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하면 실제로 사이버범죄 수사에 

도움이 되는지, 이로 인해 그 대응 속도나 능력이 향상되어 사이버범죄가

실제로 줄어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신속한 증거 보전 및 국제공조

사이버범죄협약에는 각국의 대응 속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국제공조를 

보장하는 여러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① 컴퓨터 데이터의 

신속한 보전(협약 제16조, 제29조) ② 트래픽 데이터의 신속한 보전 및 

일부 제공(협약 제17조, 제30조) ③ 긴급시 공조 방식의 간이화(협약 제25조

제3항) ④ 24/7 네트워크 운영(협약 제35조) 등이 있다. 그 외 다른 조항

들에서도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16조와 제17조는 가입국이 갖추어야 할 절차를 다루는 협약 

제2장 제2절에 있는 조항들이다. 협약 제16조는 가입국이 컴퓨터 데이터의

신속한 보전을 위해 필요한 법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

추적을 위해서는 휘발성이 매우 강한 트래픽 데이터 및 그 데이터의 이동

경로와 관련된 데이터(경유지 정보)를 신속히 확보해야 함은 앞서 살펴

보았다. 협약 제17조는 제16조의 특칙으로서 위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협약 제29조, 제30조는 국제공조를 규정하는 협약 제3장에 있는 조항들

이다. 협약 제29조는 협약 제16조에 따라 각 당사국이 마련한 보전 조치를

89) 협정 제37조 1. 당사국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자국 법령을 준수하고 정보 및 
경험을 교환하면서 첨단기술범죄, 사이버범죄, 전자범죄, 인터넷을 통한 테러리스트 
관련 내용의 유포를 방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2. 당사자는 
사이버범죄 수사관의 교육 훈련, 사이버범죄 수사, 디지털 수사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
한다. http://eeas.europa.eu/korea_south/docs/framework_agreement_final_en.pdf

90) 박희영․최호진․최성진(주 11), 앞의 글,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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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16조(컴퓨터 데이터의 신속한 보전)

1.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저장된 특정한 컴퓨터 데이터(트래픽 데이터

포함)가 손실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이러한 컴퓨터

데이터를 신속히 보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

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전항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어떤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저장된 특정한 컴퓨터 데이터를 보전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해당

당사국은 최장 90일 동안 그가 그 컴퓨터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한

상태로 보전하여 이를 권한 있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명령이

연속하여 연장되게 규정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규정된 기간 동안 컴퓨터 데이터를 보관

또는 보전하고 있는 자가 위 절차를 비밀리에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이 조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는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협약 제17조(트래픽 데이터의 신속한 보전 및 일부 제공)

1. 당사국은 제16조에 따라 보전되어야 할 트래픽 데이터와 관련하여

각 호의 사항을 위해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통신의 중개에 관여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트래픽 데이터의 신속한 보전이 가능

하도록 보장

전제로 이를 위한 공조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협약 제30조는

협약 제17조에 따른 보전조치를 토대로 각 당사국이 공조하는 방식을 

다루고 있다. 또한 위 4개 절차들은 모두 협약 제15조에 따라 인권과

자유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각 규정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9 -

b. 당사국이 해당 서비스 제공자와 통신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충분한 트래픽 데이터를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나 그 기관이

지명한 자에게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

2. 이 조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는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협약 제29조(컴퓨터 데이터의 신속한 보전)

1. 당사국은 컴퓨터 데이터의 수색 또는 유사한 방식의 접근, 압수 또는

유사한 방식의 확보, 제공을 위해 다른 당사국에게 공조를 요청

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당사국에게 그 영역에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를 신속히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보전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해야 한다.

a. 보전을 요청하는 기관

b. 수사 또는 형사절차의 대상인 범죄 및 관련 사실의 개요

c. 보전이 필요한 컴퓨터 데이터 및 그 범죄와의 관련성

d. 컴퓨터 데이터의 관리자 또는 컴퓨터 시스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 보전의 필요성

f. 당사국이 수색 또는 유사한 방식의 접근, 압수 또는 유사한 방식의

확보, 제공을 위해 공조를 요청하고자 한다는 취지

3. 요청을 받은 다른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그 데이터를 신속히 보전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쌍방가벌성을 이유로 공조

요청에 대한 회신을 거절할 수 없다.

4. 제2조 내지 제11조에 규정된 범죄 이외의 범죄와 관련하여 컴퓨터

데이터의 수색 또는 유사한 방식의 접근, 압수 또는 유사한 방식의

확보, 제공을 위한 공조 요청에 대하여 그 회신 조건으로서 쌍방

가벌성을 요구하는 당사국은 제공 당시 쌍방가벌성 요건이 충족될

수 없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9조에 따른 보전 요청을

거절할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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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호의 경우에 한해서 보전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a.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요청과 관련된 범죄가 정치범죄 또는 그와

관련된 범죄로 판단하는 경우

b.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주권, 안보, 공공질서 또는 다른 중요한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6.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그 보전 조치로 인해 컴퓨터 데이터의 장래

효용성을 담보하지 못하거나 요청을 한 당사국의 수사 기밀성을

위협하는 등 수사상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요청을 한 당사국에 즉시 통보하여 요청을 한 당사국이 공조

요청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요청을 한 당사국이 컴퓨터 데이터의 수색 또는 유사한 방식의 접근,

압수 또는 유사한 방식의 확보, 제공을 위해 공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요청에 따른 보전은 최소 60일 동안 되어야 한다.

협약 제30조(트래픽 데이터의 신속한 제공)

1. 특정 통신과 관련된 트래픽 데이터를 보전하기 위해 제29조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다른 국가의

서비스 제공자가 그 통신에 관련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그 서비스 제공자 및 통신 경로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트래픽 데이터를 요청을 한 당사국에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한해 제1항에 따른 트래픽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a.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요청과 관련된 범죄가 정치범죄 또는 그와

관련된 범죄로 판단하는 경우

b.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주권, 안보, 공공질서 또는 다른 중요한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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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절차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데이터’,

‘트래픽 데이터’의 의미에 대해 협약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 

시스템’은 하나의 장치 또는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관련된 장치들의 그룹

들로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를 말한다(동조 a호). 구체적으로는 중앙처리장치, 그 주변 

장치인 저장장치, 프린터 등 하드웨어와 디지털 데이터를 자동 처리하기 

위해 고안된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장치를 가리킨다. 독립된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인터넷 등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존재할 수도 있다.91)

‘컴퓨터 데이터’는 컴퓨터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합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컴퓨터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데 적합한 

형태로 되어 있는 일체의 사실, 정보 또는 개념을 말한다(동조 b호). 즉 

컴퓨터 시스템에서 생성, 처리, 저장되는 디지털 자료와 같은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트래픽 데이터’는 통신과 관련하여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생성되는 컴퓨터 데이터로서 통신의 송․수신처, 경로, 일시, 크기, 시간,

서비스 유형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를 말한다(동조 c호). 송신처와 관련된 

대표적 자료는 IP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있고, 서비스 유형과 관련된 자료

로는 해당 통신이 유무선 전화인지, 메시지 전송인지, 이메일 전송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다. 트래픽 데이터는 사이버범죄 수사 

초기에 그 범인을 특정하고 추적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통신의 내용

과는 무관한 디지털 증거임에도 그 존속 기간이 매우 짧아 이를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협약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92)

협약 제16조는 트래픽 데이터를 포함하여 컴퓨터 데이터를 보전할 수 

있는 장치를 각 당사국이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가 

수정, 손상, 삭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유지하는 제도이다. 수사기관에 

그 데이터가 실제로 제공되기 전에 취하는 임시조치이다. 보전의 대상은 

이미 발생한 과거의 데이터에 한정되고 장래 발생할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는다.93) 보전의 기술적 방법은 각 당사국이 위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91) 위 Explanatory report of the Convention on Cybercrime(주 11), 23-24항
92) 위 Explanatory report of the Convention on Cybercrime(주 11), 28-30항
93) 위 Explanatory report of the Convention on Cybercrime(주 11), 14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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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94) ‘명령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으로는 법원의 허가, 행정기관의 명령 또는 요구 외에 위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가능하다.95) 이러한 조치는 해당 데이터를 소유

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기간은 최장 90일이며

연장 가능하다.96) 보전조치를 받은 자는 해당 조치에 대한 사항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보전조치는 수사 초기 단계에 주로 행해지게 되므로 은밀

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만약 범인이 이를 알게 될 경우 손쉽게 삭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래픽 데이터는 범인을 신속히 특정하고 추적하는데 반드시 확인

해야 할 디지털 증거이다. 특정 통신에 관여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자라도 

특정 통신에 관여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해당 통신에 대한 트래픽 자료를

제공받거나 공유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사기범이 인터넷 포털사 플랫

폼을 통해 물품을 편취하면서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인증’이라는 특정 통신은 신용정보회사가 관여하지만 인증에 사용된 

휴대폰 번호는 신용정보회사와 인터넷 포털사가 공유하게 된다. 설령 

신용정보회사에 보관 중인 휴대폰 번호가 삭제되었더라도 인터넷 포털사

에서 이를 보전하게 되면 사기범을 특정하고 추적하기 쉬울 것이다. 협약 

제17조 제1항 a호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규정이다.

한편 과거와 달리 인터넷 등 네트워크는 수많은 단계를 거치고 있고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VPN을 이용하거나 여러 국가의 서버를 경유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그 경로에 관련된 자료를 신속히 보전하고 이를 

추적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에 협약 제17조 제1항 b호에서는 통신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협약 제16조, 제17조는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의 

휘발성, 초국경성에 대응하기 위해 그 증거를 신속히 보전하도록 하고 

경유지 관련 증거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94) 위 Explanatory report of the Convention on Cybercrime(주 11), 159항
95) 위 Explanatory report of the Convention on Cybercrime(주 11), 160항
96) 위 Explanatory report of the Convention on Cybercrime(주 11), 16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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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관련 데이터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각 당사국은 위 취지를 

반영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제공조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들은 서비스 제공자가 처음부터 관리하지 않고 있던 자료를

새롭게 관리하도록 하거나 관리 또는 보전을 위해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

템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97) 또한 특정 범죄수사나 형사

절차를 위해서만 가능하다.98) 나아가 공익, 정의 실현 범위 내에서 인권과

자유를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절히 보장하고 국내법에 따른 요건을 준수

해야 한다.99)

각 당사국은 이러한 제도를 토대로 협약 제29조, 제30조에 따른 국제

공조를 진행한다. 이때 신속한 공조를 위해 보전 요청 기관, 보전 관련 

범죄, 보전 대상인 데이터 등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특정하여 국제공조를

요청한다. 또한 긴급한 경우 팩스, 전자우편을 포함하여 신속한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100) 보전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최소 60일 동안 해당 

데이터를 보전해야 한다.

한편 협약 제2조에서 제11조까지 규정된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보전 

요청을 받은 경우 쌍방가벌성을 이유로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반면 

그 이외의 범죄들에 대해서는 쌍방가벌성을 이유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협약 제2조에서 제11조까지 규정된 범죄들은 협약 당사국들이 기본적

으로 규정해야 하는 범죄들이기 때문에 쌍방가벌성을 이유로 요청을 거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우리나라 법제도 협약 제2조

에서 제11조까지 규정된 범죄들을 모두 포섭하고 있어 협약 제29조 제3

97) 위 Explanatory report of the Convention on Cybercrime(주 11), 153항
98) 협약 제14조
99) 협약 제15조
100) 협약 제25조(공조의 일반 원칙)

3. 각 당사국은 긴급한 경우 팩스, 전자우편을 포함하여 신속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공조 또는 공조와 관련된 의사연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당사국의 요구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보안 및 진정성을 제공하고(필요한 경우 
암호화 포함) 이에 대한 공식적 확인이 있어야 한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신속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위 요청을 접수하고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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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과 배치될 여지가 없다. 또한 협약에 규정된 범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공통적으로 ① 정치범죄 또는 관련된 범죄이거나 

② 요청을 받은 당사국의 주권, 안보, 공공질서 또는 다른 중요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즉 정치적 자유,

각 당사국의 주권이나 이익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각 당사국들은 요청을 받은 후 1~2일 내 보전을 완료하고 있다.

전통적인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신속한 절차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협약은 이러한 신속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위 업무를 

전담할 상시 접촉 창구(24/7 네트워크)를 갖추도록 각 당사국에 요구하고

있다. 협약은 상시 접촉 창구의 운영을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

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평가한다.101) 각 당사국은 이 

창구를 통해 기술 자문, 데이터 보전, 증거 수집, 법률적 조언 등 국제

공조를 진행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전통적 국제공조 또는 범죄인인도를 

담당하는 기관에 상시 접촉 창구를 둔다.102) 접촉 창구는 신속한 연락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결국 우리나라가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해외 각국이 운영하고

있는 신속한 보전 절차를 활용하여 흩어져 있는 디지털 증거를 현재보다 더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속도는 현행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비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디지털 증거의 휘발성 및 초국경성에 대한

대응 역량과 속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01) 위 Explanatory report of the Convention on Cybercrime(주 11) 298항
102) 협약은 전통적 국제공조 또는 범죄인인도를 담당하는 기관에 상시 접촉 창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범죄협약의 본질도 사법절차에 있어 국제공조체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부가 전통적으로 국제공조 및 범죄인
인도를 담당하고 있다. 그에 따라 검찰이 직접 또는 경찰을 지휘하여 국제공조 및 
범죄인인도를 요청하거나 다른 나라로부터 그 요청을 받아 처리해 오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기본적 법체계는 법무부에서 관할하는 구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협약의 상시 접촉 창구를 법무부로 함이 타당하다. 이 협약의 가장 중요한 가입국 중
하나인 미국도 미 법무부 내 Computer Cr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CCIPS)

상시 접촉 창구로 운영하고 있다.



- 45 -

나. 실제 사례 분석

2016년 국내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해킹하여 고객정보 약 1,000만 건 

이상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커는 악성코드가 첨부된 이메일을 

전송하여 해당 업체의 내부 전산망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커는 

거액을 주지 않을 경우 해킹 사실을 알리겠다는 이메일을 업체에 보내 

협박까지 하였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해커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해커가 보낸 협박 이메일의 사용자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이에 이메일이 전송된 유럽 국가를 상대로 해당 이메일의 가입자, 접속 IP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하고 있던 해당 국가는 우리

나라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한국은 사이버범죄협약 가입국이 아니므로 정식

형사사법 공조 이전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회신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 2017년 대형 건물 폭파 위협 사건이 있다. 수천 명의 

불특정 다수에게 서울 시내 대형 건물을 폭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하여 많은 사람이 혼란에 빠진 사건이다. 이후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그 문자메시지가 A 국가의 이메일에서 시작되어 3개 나라의 통신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통신사를 통해 발송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사이버범죄가 전 세계 여러 나라를 경유하는 형태는 이제 일상화 

되었다. 문자메시지가 경유된 3개 국가들은 모두 협약에 가입된 나라들이다.

우리나라가 협약에 가입했더라면 협약에서 규정한 24/7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나라를 상대로 해당 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된 트래픽 데이터를 보전

하고 그 경유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었던 사례이다.

반면 협약 가입국들은 협약을 토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조를 진행

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있다. 트위터를 통해 미국 항공기를 폭파하겠

다고 협박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테러범은 네덜란드에 있는 IP를 통해 

트위터에 접속하였고 미국은 협약에 근거하여 네덜란드에 해당 IP와 관련된 

데이터를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네덜란드는 불과 3시간만에 이를 완료

하였고 이렇게 보전된 데이터를 근거로 테러범을 특정하여 검거하였다.103)

103) 네덜란드 국가검찰청 사이버범죄과장과의 면담, (2017. 12. 1.), 위 사례를 설명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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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협약에 가입했다면 해당 국가로부터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

다는 이유로 공조를 거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다수 국가와의 

동시 다발적 공조가 가능해진다. 누구나 쉽게 삭제할 수 있고 보관 기간이

매우 짧은 트래픽 데이터를 신속히 보전하여 제공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사이버범죄협약은 죽은 문자로만 존재하는 규약이 아니라 살아있는 국제공조

체계로서 디지털 증거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다.

다. 사이버범죄 감소 효과

특정 범죄가 줄어드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법제도, 기술 변화,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하나의 요인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작용할 수도 있다. 특정 범죄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해당

범죄의 유인을 줄이는 것이다. 사이버범죄도 마찬가지다. 그 기대비용이 

늘어난다면 반작용으로 그 범죄 유인은 줄어들게 된다. 구체적으로 범인이 

체포될 가능성을 높이거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다. 범인은 범행에 

앞서 자신이 체포될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104)105)

사이버범죄협약은 가입국들의 사이버범죄 대응 속도를 높이고 그 역량을

강화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사이버범죄가

실제로 줄어들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흥미로운 연구결과106)가 있다.

사이버범죄협약에 기반한 국제공조는 G7 24/7 네트워크 또는 인터폴 등과의 비공식 
공조보다 신속한 회신 및 구속력이 강한 높은 수준의 협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G7 24/7 네트워크 또는 인터폴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 협약과
달리 일정한 법적 토대를 기반으로 한 체계가 아닌 임의적․비공식적 채널에 불과하여
상대국의 호의에 따라 공조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고 회신의 양과 질이 높지 않다.

104) Roger A. Grimes, “[Analysis] Everything is hackable - and cyber criminals can't be

tracked”, http://csoonline.com/article/2621721/cyber-crime/everything-is-hackable

.... and-cyber-criminals-can't-be-tracked.html, (2011. 5. 10. 18:00) 참조, 필자는 ‘사이버
범죄는 수익성이 크다. 해커들은 자신들이 체포되지 않는 것을 알고서 범행을 저지
른다. 저비용 고수익 구조인 사이버범죄는 범인들을 체포해서 책임을 물어야 근본적
으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필자는 실제로 활동하는 화이트 해커이다.

105) (주 86), 앞의 글 참조,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정말 재수 없지 않고서야 
경찰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106) Kai-Lung HUI․Seung Hyun KIM․Qiu-Hong WANG, “Cybercrime deterrence and

international legislation : Evidence from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s”,

Institutional Knowledge at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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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2008년까지 106개국에 발생한 수많은 DDoS 사례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협약에 가입한 후 각 가입국이 DDoS 공격을 받은 IP의 

개수는 가입 전에 비해 최소 11.8%에서 최대 68.7%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사이버범죄협약이 사이버범죄 또는 그 피해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한편 이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

들이 많아질수록 신속하고 원활한 공조체계가 강화된다. 이러한 점은 위 

연구결과107)를 통해 확인된다. 협약 가입국이 증가함에 따라 협약의 

효과가 증대되어 각 가입국이 DDoS 공격을 받은 IP 개수는 점차 줄어

드는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났다. 반작용으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DDoS 공격이 증가하는 풍선효과도 확인되었다.

결국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범인의 체포 가능성을 높이고 

범죄의 기대 비용을 증가하게 만든다. 그 결과 가입국들을 상대로 한 

사이버범죄의 피해는 감소하게 된다. 또한 협약 가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5. 협약과 관련된 예상 의문

사이버범죄의 건수는 급증하고 그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 관련된 디지털

증거는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 삭제할 수 있고 보관기간도 매우 짧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다. 그만큼 신속하고 원활한 국제공조로 관련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범인을 추적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길고 복잡한 현행 형사사법공조만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범행 속도에 비해 그 대응 속도는 매우 느린 상황이다. 이에 

협약에 규정된 신속한 국제공조 수단, 실제 수사 사례나 실증적 연구 결과

등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사이버범죄협약의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이제 이 협약의 가입 필요성을 검토하는 마지막 단계로서, 이 협약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예상 의문이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07) Kai-Lung HUI․Seung Hyun KIM․Qiu-Hong WANG, 위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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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이버범죄협약의 실효성 여부

사이버범죄협약은 일부 유럽 국가만 가입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견해는 협약 초기의 가입국 

현황만을 토대로 한 것으로 최근 현황이나 추세108)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2001년 협약 초기 가입국은 약 30개국으로 미국, 일본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유럽 국가들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유럽평의회 회원국

43개국과 비회원국 18개국 등 총 61개국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스웨덴,

아일랜드, 산마리노,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나이지리아,

가나, 튀니지 등 10개국은 협약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가입국은 총 

71개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비유럽권 국가들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더욱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34개 

OECD 회원국 전부가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범죄협약은

유럽 내 지역 협약이라는 성격에서 벗어나 사이버범죄 관련 대표적인 

국제협약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사이버범죄가 빈발하는 중국, 러시아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협약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범죄의

현황, 전개 양상, 수사사례 또는 실증적 분석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견해는 사이버범죄협약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러시아가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전 세계 71개국과의 국제공조 체계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중국, 러시아가 가입하지 않더라도 이 협약에 가입하는 실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가입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 러시아는

정치적, 외교적 사정 등으로 인해 이 협약에 가입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단기간 내 해결하기 어렵다. 이들 나라와 다자간 방식의 

국제공조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양자간 방식을 통한 해결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중국 등 입장에서는 양자간 방식이 미국, 유럽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방식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8) 구체적인 현황과 추세는 본 논문 II. 2. 가입국 현황 및 추세, 5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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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외 IP를 통한 정부부처 해킹 시도 현황109)을 

보면 중국 외에도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에 있는 IP를 통해

서도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싱, 파밍, 이메일무역

사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 역시 미국, 유럽, 아프리카 등에서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관리 서버 및 범행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 온라

인상 불법복제물 범죄, 사이버 음란물, 인터넷 도박 등 범죄도 유럽, 일본,

미국 등에 개설된 서버나 IP 등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아동음란물의 경우 

[표 15]1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럽 및 북미 지역의 URL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러시아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 각국에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이들 나라들과의 공조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공조를

거절당한 사례, 이 협약을 토대로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보전하여 범인을

검거한 사례 등 실제 수사사례를 통해서도 이 협약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또한 이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사이버범죄가 실제로 감소하는 반면

가입하지 않은 나라로 범죄가 몰리는 상황까지 확인되었다.

나. 프라이버시 침해 확대 여부

이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외국의 수사기관이 우리나라 국민의 정보를 

마음대로 확인해 현재보다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가 더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는 사이버범죄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이행입법이 필요한지 여부와 관련된 문제

이다. 즉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서 규정한 프라이

버시 보호 요건이나 절차가 완화되는 것은 아닌지와 관련된 것이다.111)

결론적으로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한다고 하여 프라이버시 침해가 확대

되지 않을 것이다. 사이버범죄협약은 각 당사국의 자국법에서 정한 요건과

109) 본 논문 [표 7] 국외 IP 정부부처 해킹 시도 현황, 22쪽 참조
110) 본 논문 [표 15] 아동음란물 URL 대륙별 분포, 32쪽 참조
111) 본 논의는 협약 가입으로 인해 그 전후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확대’되는지 여부로서,

당사국의 자국법 자체가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보장하는지 여부와는 별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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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따라 국제공조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뒤에서 상세히 살펴

보겠지만 이 협약에 가입하기 위하여 별도의 이행입법이 필요하지 않으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요건이나 절차가 완화되지도 않는다.

사이버범죄협약 전문에는 이 협약이 추구하는 목표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사이버범죄로부터 사회 보호를 목표로 가입국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제공조를 지향한다. 그와 동시에 기본적 인권 보호와 법집행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즉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평의회협약,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표현의 자유이나 사생활 보호 등과 관련된 여러 국제조약 등을 적용한다.

또한 협약 제2장 제1절에는 가입국들이 기본적으로 범죄화해야 하는 사이버

범죄 유형들을 규정하고 있다. 가입국들이 비슷한 처벌 규정을 공통적

으로 구비함으로써 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국가들의 법체계를 범인

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쌍방가벌성의 문제도 해소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국제공조를 도모할 수 있게 한다. 그와 더불어 가입국이 자국법에

협약의 실체 관련 내용을 반영할 때 부당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에서 규정한 각 범죄마다 ‘권한 없이’, ‘고의로’, ‘부정한 목적’ 등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협약 제2장 제2절에는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가입국들이 자국법에 갖추어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들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 원칙인 협약 제15조를 두고 있다. 이 절차나 국제공조를

진행할 때 가입국들은 반드시 자국법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 요건과 절차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평의회협약,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기타 인권과 관련된 국제조약

에서 도출되는 권리 등 인권과 자유를 비례의 원칙에 따라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협약 제15조의 위 내용은 절차를 규정한 협약 제16조

부터 제21조까지 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가입국들은 법집행과 인권 보장이 조화를 이루는 자국법에 따라

국제공조를 진행하면 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협약에서 요구하는 

사이버범죄 관련 법체계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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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기 위해 별도의 이행입법이나 현행 형사사법 체계의 변경이 필요

하지 않다.112) 결국 우리나라는 가입국들과 국제공조를 하더라도 현행 형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그대로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영장 등 법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협약에 가입한다고 하여 국내법에 따른 이러한

요건과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그 결과 외국의 수사기관이 임의로 우리나라

국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서비스 제공자의 부담 여부  

이 협약에 가입할 경우 국내 인터넷,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담하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별도의 이행입법이 필요하지 않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협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절차와 의무들이 시행 중이다. 따라서 현재 

규정된 의무 외에 새로운 의무가 추가되지 않는다. 또한 가입국이 협약 

가입 이전부터 자국법제에 따라 규정한 의무가 협약 가입으로 인해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확장되지도 않는다. 협약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처음

부터 관리하지 않고 있던 자료를 새롭게 관리하거나 보관할 의무를 부과

하지 않는다. 즉 협약에 규정된 데이터 보전이나 제출 조치는 그 데이터가

이미 관리, 보관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113) 또한 서비스 

제공자들은 현재 기술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경우에만 지원하면 될 뿐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구비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구입, 개발할 필요가

없다. 전문가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지 않아도 

된다.114) 그리고 이들 업체가 처리하는 국내 업무량에 비해 공조 요청에 

따른 회신 업무량의 비중은 미미하여 인력을 충원할 정도가 아니다.

112) 이행입법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본 논문 중 V. 사이버범죄협약과 국내 법제의 양립
가능성 부분에서 상세히 다룬다.

113) 위 Explanatory report of the Convention on Cybercrime(주 11), 172항
114) 위 Explanatory report of the Convention on Cybercrime(주 11), 153, 181, 22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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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한다고 하여 새로운 의무가 추가되거나 기존

의무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다. 또한 회신 업무로 인한 비용 역시 거의 

발생하지 않아 국내 인터넷,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부담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6. 소결

먼저 사이버범죄의 폐해가 정말로 심각하고 국제공조가 필요한 범죄

인가를 살펴보았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 등 여러 유형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그 발생 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 또한 사이버범죄는 

여러 국가에 걸쳐서 전개되고 있고 관련 디지털 증거는 쉽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국제공조 없이는 이를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으로 현행 형사사법공조만으로는 오늘날 사이버범죄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없는지를 살펴보았다. 현행 국제공조 체계는 복잡하고 그 결과를 

받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한 여러 국가들과 동시 다발적으로 

공조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하면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거나 극복할 수 있을까. 이 협약에는 사이버범죄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실제 수사에서도 그 

효과를 확인하였고 사이버범죄도 실제로 감소하였다. 즉 협약은 오늘날 

사이버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원활한 국제공조를 진행하는데 충분히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 외교, 여성

인권 분야 관계자들도 이 협약에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협약에 가입한다고 하여 프라이버시 침해가 확대된

다거나 서비스 제공자들의 의무나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별도의 이행입법을 하거나 현행 국내법제를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현행 국내법제는 이 협약과 충분히 

양립 가능하다. 따라서 사이버범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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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이버범죄협약과 국내 법제의 양립 가능성

1. 논의 방향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이행입법이 필요한지 문제와 관련하여

법학 분야에서 일부 논의가 있다. 주요 취지는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이버범죄협약을 논의하는 또 다른

축인 사이버, 보안, 외교 등 분야에서 연구자들이 이 논의 결과를 그대로 인용

하고 있다. 그 결과 협약과 관련한 대부분의 논의에서 사이버범죄협약의

가입을 긍정하면서도 이행입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행입법이 필요한

것일까. 종전에는 협약 규정과 우리 법률을 문언으로만 단순 비교하여 

동일한 단어나 문구가 없을 경우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협약 취지, 국내 법률의 해석, 판례 및 수사 

실무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이행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사이버범죄협약은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구비해야 할 최소한의 법체계를 요청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 법체계가 

협약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구비하여 운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논의에서는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법체계를 제시하며 

그에 맞게 이행입법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물론 지향해야 할 

법체계가 필요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현행보다 규정 체계를 세밀하게 

다듬고 절차를 정치하게 하며 현실이나 실무를 반영하여 법규화 할 필요는

인정된다. 그러나 목적으로서의 법체계와 협약 가입 조건으로서의 법체

계는 분명히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현행 국내 법체계가 협약에서 요구

하는 최소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협약에 충분히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향점으로서의 법체계는 협약 가입 여부와는 또 다른 문제로서 이는 협약

가입 전후를 불문하고 별도로 논의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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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부분의 논의에서 사이버범죄협약의 가입을 긍정하고 있으므로 

그 가입을 위해서라도 현행 법체계가 협약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협약 가입을 위해 국내 법률을 

제․개정할 경우 그와 관련된 여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협약 

가입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현행 법체계로도 협약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다면 굳이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즉 그러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협약 가입국들의 각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리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협약의 취지, 국내 법률의 해석, 관련 판례 및 

수사 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행 국내 법체계가 협약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법체계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 독일, 일본 

등 우리 법체계와 유사한 가입국들의 법체계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우리보다 앞서 가입한 국가들의 사례와 경험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

이다. 이행입법을 했는지, 어떤 규정을 개정한 것인지, 개정 취지나 배경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우리 법제와는 어느 정도 부합

하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러한 논의 방향을 전제로 협약의 개념 규정(제1조), 실체 규정(제2조 ~

제13조), 절차 규정(제16조 ~ 제21조) 등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개념 및 실체 규정과 관련하여 우선 이에 부합하는 국내 법률들을 토대로

그에 대한 해석과 판례를 살펴본다. 판례의 경우는 법리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안도 검토하여 실무에서 해당 법률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구현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해외 가입국들의 법률과도 비교할 예정이다.

절차 규정과 관련해서는 전체 형사사법의 체계, 그 체계에서 각 절차가 

차지하는 의미, 실무상 구현 방식 및 그 효과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또한 

해외 가입국들이 절차 규정을 개정한 취지나 배경, 현재 진행 중인 논의 

등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각국마다 형사사법체계가 상이하고 

다양하므로 문언이나 규정의 단순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 전체 형사사법

체계 속에서 각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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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1조(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컴퓨터 시스템’이란 하나의 장치 또는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관련

되어 있는 장치들의 그룹으로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를 말한다.

나. ‘컴퓨터 데이터’란 컴퓨터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합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컴퓨터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데 적합한 형태로 되어 있는 일체의 사실, 정보 또는 개념을 표현

하는 것을 말한다.

다.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공적 또는 사적 주체로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

(2) 위 통신 서비스 또는 그 이용자를 위해 컴퓨터 데이터를 처리

하거나 저장하는 자

라. ‘트래픽 데이터’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통신과 관련하여, 통신

망의 일부를 구성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생성되는 송․수신처,

경로, 일시, 크기, 시간 또는 통신 서비스 유형을 나타내는 컴퓨터

데이터를 말한다.

2. 정의 규정의 양립 가능성

협약 제1조에서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트래픽 데이터’ 등 4개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컴퓨터 시스템’은 중앙처리장치 또는 그 주변장치 등 하드웨어와 

디지털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안된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장치를 가리킨다. 독립된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인터넷 등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존재할 수도 있다.

형법에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제314조 제2항),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제347조의2)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명시하고 있다. 구 컴퓨터



- 56 -

프로그램보호법은 정보처리장치의 대표적 예로 컴퓨터를 들고 있고 국가

초고성능컴퓨터활용및육성에관한법률은 초고성능 컴퓨터를 대용량 데이

터를 초고속으로 생산․처리․활용하는 컴퓨터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설 및 판례 역시 컴퓨터를 협약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컴퓨터란

자동으로 계산이나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로서, 컴퓨터를 비롯하여 그와

연결되어 사용하는 기억 및 입출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중앙처리

장치, 입출력장치, 전송장치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

한다.115) 독립된 형태이든 네트워크로 연결된 형태이든 불문한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도 ‘정보통신망’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은 사실상 컴퓨터와 중첩되거나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

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

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설비는 이러한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이전 법률인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

법률’에서는 ‘전산망116)’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전산’이란 전자계산기의

줄임말로서 컴퓨터를 의미하였다. 따라서 전산망이란 컴퓨터 네트워크를 

가리킨다. 이후 전산망을 정보통신망으로 변경한 것은 당시 전산망 개념

에서는 문자나 부호와 같은 단순한 데이터의 처리를 위주로 한 것이었지만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사진, 음향, 영상 등 대용량 정보를 고속으로 처리

하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나타내기 위해 용어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법 

개정 과정을 보더라도 협약상 컴퓨터 시스템의 개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115)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제안이유서, (1992. 10.), 171쪽;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
7943 판결

116) 구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전산망이란 전기통신
설비와 전자계산조직 및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보관
하거나 전송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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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데이터’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생성, 처리, 저장되는 디지털 자료

일체를 말한다. 우리나라 여러 법률들에서 정보, 데이터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서 

동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도로 정하는 것 외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는 

‘정보’를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협약상 컴퓨터 데이터와 같다.

‘트래픽 데이터’는 통신 내용과는 무관한 통신 자체와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로 ①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② 전기통신 개시 및 종료 시간, ③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④ 사용 도수, ⑤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 사용

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

기록자료, ⑥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⑦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

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를 규정하고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협약이 트래픽 데이터를 별도로 정의한 이유는 사이버범죄 수사 초기 

범인을 특정하고 추적하는 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료이기 때문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협약과 표현방법에 차이만 있을 뿐 수사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자’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데이터를 처리 또는 저장하는 자를 말한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는 통신업체,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있고, 이를 위해 처리 또는 

저장하는 자는 인터넷 호스팅 업체 등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전기통신

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협약의 목적을 구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협약의 정의 규정과 상호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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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2조(불법접속) 각 당사국은 권한 없이 고의로 컴퓨터 시스템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접속하는 행위를 국내법상 범죄로 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국은 보호조치를 침해하여 

접속하거나, 컴퓨터 데이터를 획득할 목적 또는 기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범하거나, 다른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

템을 대상으로 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할 수 있다.

3. 실체 규정의 양립 가능성

협약 제2장 제1절 실체법에 규정된 협약 제2조(불법접속), 제3조(불법

감청), 제4조(데이터 침해), 제5조(시스템 방해), 제6조(장치 남용), 제7조

(컴퓨터 관련 위조), 제8조(컴퓨터 관련 사기), 제9조(아동음란물 관련 범죄),

제10조(저작권 및 인접권 관련 범죄), 제11조(미수, 방조 및 교사범),

제12조(법인 책임), 제13조(제재 및 조치)에 대해 각 조항별로 우리 법제

와의 양립 가능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가 협약 가입에 필요한 법제를 구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협약 제2조(불법접속)

이 규정은 컴퓨터 시스템 및 그 데이터 자체의 기밀성, 무결성 및 

효용성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표적 유형으로 해킹(hacking)이 

있다. 나아가 데이터 침해, 시스템 방해 또는 불법감청의 위험을 초기 단계

에서 추가적으로 차단하는 기능도 한다. 왜냐하면 이들 범죄들은 거의 

대부분 불법접속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 범죄는 컴퓨터 시스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

으로 중앙처리장치 및 그 주변 장치,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독립된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존재할 수도 있다.

행위 태양인 접속은 이러한 컴퓨터 시스템에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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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파일을 전송하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접속의 방법

에는 제한이 없다. 이러한 접속은 권한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한 

권리자가 허가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불법접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컴퓨터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거나 보안 허점을 탐지하기 위해 접속하는 

것은 해당 컴퓨터 시스템의 소유자가 허락한 것이므로 권한 없는 접속이

라고 할 수 없다. 당연히 고의도 그 요건이다.117)

다만 협약은 위 요건만을 요구할 경우 처벌 범위가 확대될 여지를 고려

하여 접속 대상, 접속 방법, 접속 목적에 대한 추가 요건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컴퓨터 시스템은 독립된 형태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형태를 모두

포함하고 불법접속도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협약은 그 대상을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접속의 방법이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는데 보호조치를 침해하는 

형태의 접속으로 그 행위 태양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불법접속이

데이터 침해, 시스템 방해, 불법감청을 위한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컴퓨터 데이터의 획득 목적 등을 추가 요건으로 둘 수 있다.

이에 부합하는 우리나라 현행 법률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항, 동법 제71조 제1항 9호 등이 있다. 동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제71조 제1항 9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118)

117) 협약은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모든 범죄 요건으로 ‘고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법은 고의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필요한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형법 제13조).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형법
제14조). 따라서 이하에서는 고의 요건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118) 일부 중요 정보통신망의 침입행위에 대해 개별법에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①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21조의4 제1호 전단,

제49조 제1항 제1호 전단), ② 정보통신기반법은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제12조 제1호 전단, 제28조) ③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
관한법률도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지능형전력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제29조 제1호,

제37조). ④ 전자단기사채등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은 같은 방법으로 한국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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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동법 제6장의 제목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인 것에 

나타나듯이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협약 제2조와 그 보호법익이 같다. 동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

통신망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협약에서 규정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한정할 수 있다’는 추가 요건을 두는 경우와 같은 체계이다.

또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접속하는 

행위를 ‘침입’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1999. 7. 1. 시행, 법률 제5986호) 제19조 제3항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후 2001년 1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1. 7. 1. 시행, 법률 제6360호)로 전면

개정되면서 제48조 제1항에 ‘보호조치의 침해나 훼손’은 삭제하고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의 초과’를 요건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보호조치

침해 없이 새로운 방법으로 침입하는 경우를 포섭하기 위함이다.119)

이에 대해 ‘보호조치의 침해나 훼손’이 있는 침입의 경우에만 위 조항이

적용된다는 견해120)와 반드시 침해나 훼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121)가 

있다. 판례는 정보통신망의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이용하거나 보호

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도   

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단기사채등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제21조 제
3항, 제35조 제1항 제2호), ⑤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
해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규정(제33조 제5항)을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제71조 제3항).

119) 류석준, “해킹에 대한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6권 제2호, 한국비교
형사법학회, (2004. 12.), 191쪽; 최호진, “새로운 해킹기법과 관련된 형법적용의 흠결과 
해결방안”,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2호, 형사정책연구원, (2007), 221쪽

120) 이범균, “대법원 판례해설” 통권 제59호, (2006), 613-614쪽
121) 조성훈, “정보통신망 침입에 대한 연구”, 법조 제62권 제12호, (2013); 전지연, “인터넷

피싱의 형사법적 책임”,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0호, 형사정책연구원, (2009), 115쪽;

류석준, “해킹에 대한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6권 제2호, 한국비교
형사법학회, (2004. 12.), 187쪽; 류인모, “정보형법의 과제와 전망”, 형사정책 제12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 7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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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122) 즉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제48조

제1항과 협약 제2조는 양립 가능하다. 왜냐하면 협약은 불법접속의 형태를

보호조치를 침해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침해로 컴퓨터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될 필요도 없다.123)

미국, 일본, 독일 등 협약 가입국들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불법접속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다. 미국, 일본은 협약 가입 이전부터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어 사이버범죄협약 비준을 위한 이행입법이 필요 없었다. 반면 

독일은 불법접속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2007년 8월 7일 형법을 개정

하여 협약 제2조를 수용하였다.

미국은 1984년 연방 법률인 ‘Computer Fraud and Abuse Act'를 제정하여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시행 중이다. 누구든지 고의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컴퓨터에 접근하여 일정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124) 또한 누구든지 고의로 권한 없이 연방정부

122) 침입을 긍정한 사례로는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업무상 알게 된 
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상관 몰래 내부전산망에 접속한 후 상관 명의로
이메일을 전송한 사안),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컴퓨터 사용자들이
피고인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그 프로그램에 몰래 숨겨진 악성프로
그램이 설치되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의 관리서버에서 사용
자의 컴퓨터로 지시명령을 내려 그 컴퓨터로 하여금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특정 
검색어를 검색하거나 특정 링크를 클릭한 것처럼 포털사이트에 허위 신호를 발송하게
한 사안),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299 판결(휴대폰 대리점 계약자인 피고
인이 스팸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이용정지조치 된 휴대폰에 대해 통신사의 관리시스
템에 접속하여 유심칩을 재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이용정지조치를 우회한 사안) 등이 
있다. 반면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자동
접속프로그램을 이용하여 7시간 동안 약 5,000회 이상 접속한 사안에서 위 사이트는
누구에게나 공개된 것이므로 자동접속프로그램을 사용한 것만으로 권한 없는 접속
이라 볼 수 없다고 하여 ‘침입’을 부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접속 행위는 대량의 
신호를 보내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행위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23)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도4387 판결 및 원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2노10 판결에서 A 통신사 직원들인 피고인이 아파트 등에 설치되어 있는 
B 통신사 통신포트에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연결하여 B 통신사에 가입한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위 전화기로 착신 전환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B 통신사의 가입 고객들을 
파악한 사안에서 B 통신사의 통신망에 장애가 없더라도 ‘침입’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124) 18. U.S.C. §1030(a)(2)에서 ‘일정한 정보’로 ① 금융기관 또는 카드발급자가 보유하는
금융정보, 소비자신용보고회사가 보유하는 소비자 정보, ② 연방정부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③ 보호대상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보호대상 컴퓨터’로는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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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컴퓨터에 접근하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125)

일본도 1998년 협약 제2조와 같은 취지의 법률인 ‘부정접속금지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부정접속행위란 컴퓨터의 접근제어기능과 관련된 

타인의 식별부호를 입력하거나 접근제어기능을 피할 수 있는 정보․명령을

입력하여 컴퓨터에 접근하여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2조). 누구든지 이러한 부정접속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제3조), 이를 위반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제11조).126)

독일은 형법 제202조a 제1항에 ‘행위자를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고 부당한

접근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조치가 되어 있는 데이터127)에 권한 없이 보호

조치를 침해하여 접근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접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제202조a는 

‘데이터 취득’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개정을 통해 이 요건을 삭제하고 대신 

‘보호조치의 침해’를 요건으로 추가하였다. 불법접속 행위 자체를 처벌하면

서도 ‘보호조치의 침해’를 요건으로 추가하여 가벌성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항의 규정 체계 및 판례 등에 비추어 보면 협약 제2조와 양립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일본, 독일 등 각국마다 규정체계가 일부 상이한

부분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불법접속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는 협약 제2조의

취지와 부합한다. 이들 법률과 위 제48조 제1항도 거의 같은 체계를 갖추고

있다.128) 결국 협약 제2조를 위한 별도의 이행입법은 필요 없다.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등을 포함하여 18. U.S.C.

§1030(e)(2)에서 정의하고 있다.

125) 18. U.S.C. §1030(a)(3)

126) 부정접속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부정접속과 관련된 타인의 식별부호 등을 취득(제4조),

제공(제5조), 보관(제6조), 권한 있는 자를 가장하여 요구(제7조)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제12조).

127)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데이터는 전기적, 자기적 또는 기타 직접 인식할 수 없도록
저장되거나 중개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한다.

128) 위 제48조 제1항은 미국연방형법의 입법례를 따른 것이다. 김일수․배종대․이상돈,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형사법적 대응”, 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
학회, (2001),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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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3조(불법감청) 각 당사국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방출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컴퓨터 시스템으로 비공개 수신, 컴퓨터 시스템

에서 비공개 발신,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서 비공개 전송되는 컴퓨터 

데이터를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고의로 감청하는 행위를

국내법상 범죄로 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국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범하거나, 다른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

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대상으로 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할 수 있다.

나. 협약 제3조(불법감청)

이 조항은 통신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화, 팩스, 이메일,

파일 전송 등 보호 대상인 통신 매체에 제한이 없다. 이러한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송수신, 전송할 자유를 보장한다. 협약에 규정된

‘비공개’의 의미는 데이터의 내용이 아니라 통신 과정 그 자체의 비공개를 

의미한다. 전달되는 데이터가 공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라도 당사자는

통신 자체가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음성, 문서 등 데이터의 

형태에 제한도 없다. 그러한 데이터는 컴퓨터의 CPU에서 화면으로 이동하는

경우, 같은 사람이 보유한 2대의 컴퓨터에서 이동하는 경우, 2인 이상이 통신

하는 다수의 컴퓨터 등 통신 방식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다. 다만 각 

당사국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으로 그 대상을 제한할 수는 있다.

감청은 통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청취하거나 감시하는 것으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컴퓨터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고 도청 장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입수할 수 있다. 나아가 데이터 

자체는 아니더라도 컴퓨터에서 전자적으로 방출되는 신호 등을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데이터를 재구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기술적 수단은 유무선

형태를 불문하고 소프트웨어나 악성코드 사용도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 형법상 비밀침해죄(제316조 제2항),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비밀침해죄(제49조), 통신비밀보호법상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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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죄(제16조 제1항 제1호 중 전기통신 감청)를 이미 규정하고 있다. 먼저

형법상 비밀침해죄129)를 살펴보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전기적 

기록과 자기적 기록을 포함한 전자기록, 전자기록 외 광기술이나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의미한다.130) 이 기록에는 전송 

중인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수매체기록을 문서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어 유체물에 고착되지 아니한 경우는 본 죄의 객체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다.131) 그러나 전송 중인 데이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므로 처벌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132)에서 전송 중인 데이터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것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

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133) 전송 중인

데이터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비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법률이 적용

되기 어렵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은 비밀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

되므로 법체계상 흠결은 없다고 할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134)은 감청을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

129)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0)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제안이유서, (1992. 10.), 229쪽 참조
131) 오영근, 형법각론(3판), 박영사, (2016), 188, 197쪽 참조
1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

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133)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922 판결
134)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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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4조(데이터 침해)

1. 각 당사국은 권한 없이 고의로 컴퓨터 데이터를 손상, 삭제, 가치저하,

변경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국내법상 범죄로 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제1항의 행위가 중대한 손해를 유발해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할 수 있다.

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법 제2조 제7호). 전기통신은 전화․전자우편․

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해당 데이터가 

전송 중인 경우이기만 하면 될 뿐 그 데이터의 형태에 제한은 없다.135)

또한 전기통신이면 족할 뿐 구체적인 방식에도 제한은 없다. 감청의 

방법은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협약에서 

규정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와 같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 법제는 불법감청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어 협약 

제3조와 충분히 양립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136)

다. 협약 제4조(데이터 침해)

135) 따라서 전송이 완료된 전기통신은 그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도7157 판결은 전자우편이 서버에 저장된 순간 수신자가 언제든지 수신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수신자가 실제로 이를 열람하지 않더라도 이미 송수신은 완료
되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에서 회사 컴퓨터 
서버를 통해 고객들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영업을 하던 피고인이 송신자가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열람한 행위에 대해 발송 문자메시지가 서버에 저장된 순간 
수신자는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감청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타인의비밀침해)가 적용된다.

136)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에서도 불법감청을 처벌하는 규정을 오래 전부터 두고 있다.

미국의 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s Act(1968),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1978)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벌금형을, 독일 형법 제201조 역시 5년
이하 금고 또는 벌금형을, 일본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1999)’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 66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

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범죄의 행위 태양으로 손상(damaging), 삭제(deletion), 가치저하

(deterioation), 변경(alteration), 은닉(suppression)이 있다. 손상 또는 가치

저하는 데이터의 무결성이나 내용을 부정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삭제는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변경은 종전 데이터의

수정을, 은닉은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

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법상 행위 태양을 협약과 문언적으로 그대로 일치

시킬 필요는 없다. 자국법으로 이러한 행위 태양을 처벌할 수 있으면 된다.

우리나라는 데이터 침해 행위를 처벌하는 많은 규정들을 두고 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제366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정보훼손죄(제49조 전단)가 대표적 규정이다. 그 외에도 특정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기반법,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

에관한법률, 전자단기사채등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전자

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서 별도로 보호하고 있다.

[표 16] 협약 제4조(데이터 침해) 관련 국내 법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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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4 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한 자

제21조의4(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

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8조(벌칙) ①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

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조작․

파괴․은닉 또는 유출한 자

제29조(지능형전력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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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등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제3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기록 정보를 멸실하거나 훼손한 자

제21조(등록 정보 등의 보안) ② 누구든지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

기관에 보관된 등록 또는 기록 정보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닌 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71조(벌칙) ②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

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정보를 훼손

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② 누구든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에서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의12 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멸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제31조의12(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의 보안) ③ 누구든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멸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정부법 제76조(벌칙) ① 제35조 제1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위조․

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행정정보를 취급․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위조․변경․훼손

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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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된다.137)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앞서 살펴본 형법상 비밀침해죄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의미와 같다.

따라서 전송 중인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는다. 손괴란 기억된 정보를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록매체를 파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38)

은닉이란 파일 속성을 바꾸거나 다른 디렉토리로 옮겨 찾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기타 효용침해행위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입력하여 기존 

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새로운 기록을 추가하거나 기존 기록 일부를

삭제하거나 다른 정보와 연결하여 정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등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면 방법에 제한은 없다.139) 즉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대상이  

저장된 정보로 한정될 뿐 협약상 행위 태양은 모두 규율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정보훼손죄는 형법상 재물

손괴죄로 의율하지 못하는 전송․처리 중인 정보도 보호하기 위한 규정

이다. 이 법에서 ‘타인의 정보’의 의미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다. 대신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

하는 것 외에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는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특정

목적을 위하여 처리되어 표현된 데이터라면 그 형태나 내용에 제한은 없다.140)

이러한 점에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보다 그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다.

137) 컴퓨터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1995년 형법을 개정하여 종전 재물손괴죄(제366조)

규정에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추가하였다. 그 외 비밀침해죄(제316조 제2항),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제314조 제2항), 컴퓨터등사용사기죄(제347조의2),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제227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제232조의2) 등을 신설하였다.

138) 오영근(각주 131), 앞의 글, 189쪽; 정웅석․최창호, 형법각론(1판), 대명출판사, (2018),

753쪽
139) 정웅석․최창호, 위의 글, 754쪽 
140) 특정 사이트 접속에 필요한 비밀번호(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619 판결),

웹브라우저 주소 입력창에 입력한 한글단어(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12119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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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은 정보의 이용가치 또는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 정보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①

데이터를 완전히 인식할 수 없게 만드는 소거 행위로서 데이터를 지우거나

다른 자료로 덮어쓰기 하거나 자료매체를 파괴하는 등 그 방법에 제한은 

없다. ②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은닉 행위로서 해당 데이터 

처분권한자의 지배를 빼앗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시적이라도 충분하다. 다른 자료의 덧씌우기를 포함한 부분 소거,

내용 변경 또는 자료 추가 등의 방법이 있다. ③ 다른 데이터의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본래 해당 데이터의 사용목적을 훼손하거나 강력한 자력에 

의하여 내용을 교란하는 등 데이터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가 있다.141)

다만 정보의 의미를 고려할 때 비록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42) 그 외 전자금융거래법 등 여러 특별법에 

있는 행위 태양을 해석할 때도 이에 준하여 판단하면 될 것이다.

협약 가입국인 미국, 독일 등 해외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식

으로 데이터 침해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누구든지 고의로 권한

없이 프로그램, 정보, 부호 또는 명령을 전송하여 보호대상 컴퓨터에 손상을 

가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143) 손상이란 데이터, 정보,

시스템, 정보의 무결성이나 효용성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144) 데이터

삭제나 변경, 접근 차단,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데이터를 원 상태로 유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모두 손상에 해당한다.145) 독일은 형법 제303조a

1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노3073 판결, 컴퓨터 수리기사가 고객들의 
컴퓨터에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찾을 수 없게 한 사안
에서, 위 프로그램을 해제할 경우 자료가 복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은닉’은 일시적
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로 정보의 훼손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142)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12119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도10116

판결,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검색사이트를 통해 검색하게 
하는 대신 피고인이 운영하는 검색사이트를 통해 검색되게 한 사안에서 인터넷 이용
자는 검색결과만 얻으면 되므로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인 ‘웹브라우저 주소 입력창에
입력한 한글단어’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143) 18. U.S.C. §1030(a)(5)(A)

144) 18. U.S.C. §1030(e)(8)

145) 양지연, “미국의 정보통신망 정부규제 및 자율규제 현황”, 가천법학 제2권 제2호,

(2009),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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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5조(시스템 방해) 각 당사국은 권한 없이 고의로 컴퓨터 데이터를

입력, 전송, 손상, 삭제, 가치저하, 변경 또는 은닉하여 컴퓨터 시스템의 

작동을 중대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국내법상 범죄로 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에서 컴퓨터 데이터를 위법하게 소거, 은닉, 사용불능하게 하거나 변경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상 정보훼손죄를 통해 협약 제4조의 취지를 이미 구현하고 

있다. 나아가 여러 특별법을 제정하여 데이터 침해 행위를 더 강하게 규율

하고 있다. 이들 법에서 금지하는 손괴, 은닉, 기타 효용침해행위, 훼손 

행위 등은 협약 제4조의 손상, 삭제, 가치저하, 변경 또는 은닉을 모두 포섭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이터 침해와 관련된 국내 법제와 사이버범죄

협약은 양립 가능하므로 이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국내 법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입법을 할 필요는 없다.

라. 협약 제5조(시스템 방해)

이 규정은 컴퓨터 시스템에 불법접속하거나 데이터를 침해한 것에서 나아가

해당 컴퓨터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한 경우를 규율한다. 컴퓨터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에 대한 운영자 및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다. 컴퓨터 시스템을 방해하기 위해 컴퓨터 데이터를 입력, 전송, 손상,

삭제, 가치저하, 변경 또는 은닉 등 행위를 금지한다. 예컨대 대량의 트래픽

이나 스팸 메일을 전송하는 경우, 컴퓨터 바이러스를 입력하여 데이터를 손상,

삭제, 변경함으로써 시스템 작동 속도를 현저히 느리게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컴퓨터 시스템 작동에 ‘중대한 방해’가 발생해야 한다.

방해란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이 부정적으로 간섭받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 

정도는 중대해야 한다. 다만 각 당사국은 그 중대성의 정도나 기준 등을 

자국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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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제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들을 이미 마련해 두었다.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제314조 제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상 정보통신망장애죄(제48조 제3항, 제71조 제1항 제10호)

등이 있고, 그 외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등에도 같은 처벌 조항이 있다.146)

형법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및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행위 태양으로 ① 손괴 ②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 ③ 기타 

방법이 있다. 손괴란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리적으로 파괴․멸실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자기록의 소거나 자력에 의한 교란도 포함한다.147)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148)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 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149) 이러한 행위로 정보처리장치에 실제로 장애가 

발생해야 한다. 다만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다.150)

146)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 제3호 및 그 벌칙 규정인 제49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제12조 제3호 및 그 벌칙 규정인 제28조 제1항,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
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29조 제4호 및 그 벌칙 규정인 제38조 제7호는 모두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또는 데이터 포함),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여 
해당 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147)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제안이유서, (1992. 10.) 171쪽,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
7943 판결,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분리한 행위를 ‘손괴’로 인정하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긍정한 사안이다.

148) 위 제안서 및 위 판결 참조, 위 피고인이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임의로 비밀
번호를 설정한 행위를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으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18398 판결(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사안),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6084 판결(거래대금이 입금되고 있던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피고인의 계좌번호로 임의로 변경한 사안) 등 여러 유사 사례가 있다.

149) 위 판결 및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컴퓨터에 이미 설정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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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란 정보처리장치가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

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151) 컴퓨터 이용자가 A 프로

그램을 설치한 다음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될 경우 이용자의 컴퓨터에

표시되는 포털 홈페이지 화면에 피고인이 제공하는 광고가 표시152)되게 

한 사안에서,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정상적으로 도달한 포털사의 정보를

이용자의 영역에서 이용자가 설치에 동의한 프로그램으로 변경한 것만으로

포털사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153) 정보처리

장치의 장애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만한 사례이다.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정보통신망장애죄는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의 전송, 부정한 명령의 처리 및 정보통신망의 

장애를 그 요건으로 한다.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의 진송은 DDoS

공격이 대표적 사례이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달리 부정한 명령의

처리만 요건으로 하고 있어 허위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처리가 예정된 정보라면 정보통신망장애죄가 성립할 

수 없다. 부정한 명령이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그에 해당하는 명령을 말하며, 컴퓨터 

시스템의 목적상 예정하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그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경, 삭제, 추가하거나 프로

그램 전체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판례 태도이다.154)

150)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15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12238 판결
152)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① 이용자의 컴퓨터에 표시되는 홈페이지 화면에서 포털사가 

제공하는 배너광고 대신 A 프로그램과 연결된 관리 서버에 저장된 광고로 강제로 
대체되어 표시되게 하거나(대체광고), ② 포털사가 운영 정책상 남겨둔 여백에 위 
광고가 표시되게 하거나(삽입광고) ③ 피고인이 제공하는 검색광고를 끼워 넣어 
포털사가 제공하는 검색결과를 하단으로 밀려나게 하는 것이었다(키워드광고).

153) 위 2009도12238 판결은 ① 포털사는 이용자의 컴퓨터에 해당 화면이 표시되게 하는 
파일을 정상적으로 전송한 점 ② A 프로그램은 포털사가 전송한 파일에 광고 파일을
삽입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 컴퓨터의 메모리에 복제된 위 파일 사본에 광고 파일을
삽입한 점 ③ 이용자의 컴퓨터에 전송을 마칠 때까지 포털사의 홈페이지 내용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는 점 ④ A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에 따라 설치된 점 
⑤ 대체광고와 삽입광고는 각 광고 내 ‘X'를 클릭하여 각 광고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점 ⑥ 그 광고를 삭제하면 포털사의 홈페이지는 그 즉시 원래 화면으로 복귀
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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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죄 모두 ‘장애’로만 규정할 뿐 그 정도에 대한 요건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협약은 중대한 ‘방해’를 요건으로 할 것을 규정

하고 있으나 방해의 중대성은 각 당사국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개별 사안마다 방해, 개입 또는 

관여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것이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에 

이를 정도인지를 검토하여 장애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즉 명시적 규정은 

없더라도 ‘장애’를 해석할 때 방해의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의 중대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협약 제5조와 충돌할 

가능성은 없다.

여러 가입국들도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155) 일본은 우리나라의 규정 체계와 거의 흡사한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 미국도 행위 태양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협약

처럼 행위 태양을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각국의 법제도 역시 데이

터를 보호하고 이를 침해하는 여러 행위 태양을 포섭할 수 있으므로 어떤

방식을 취하든 상관없다. 결국 협약 제5조와 현행 국내 법제는 충분히 

양립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154)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동종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약 5만 
대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그 컴퓨터 이용자가 경쟁업체를 검색한 
후 실제로 클릭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클릭한 것처럼 하여(4개월간 9만 회), 경쟁
업체가 미리 지급한 광고비를 빠르게 소진시켜(클릭 수에 비례) 실제 검색 결과에서 
사리지게 한 사안에서, 원심은 부정한 명령의 처리로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대법
원은 실제 컴퓨터 사용자가 검색하거나 클릭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 정보이긴 하나 
그 정보(검색어 정보, 검색결과 클릭 정보)는 포털사가 처리할 것으로 예정된 정보
이므로 ‘부정한 명령’이 아니고 4개월간 9만 회 클릭 정보 전송만으로 ‘정보통신망 
장애’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다. 다만 위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포털사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나 광고주의 광고 업무가 방해되었
다는 이유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유지하였다.

155) ① 일본 형법 제234조의2는 ‘사람의 업무에 사용하는 전자계산기 및 그에 사용되는 
전자적 기록을 손괴하거나 그 전자계산기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주거나
기타 방법으로 전자계산기로 하여금 사용목적에 맞는 동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목적에 어긋나는 동작을 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 ② 독일 형법 제303조b(컴퓨터업무방해)는 ‘타인의 중요한 정보처리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통하여 현저하게 방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컴퓨터 데이터를 위법하게 소거, 은닉, 사용불능 또는 변경 2.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기 위해 컴퓨터 데이터를 입력 또는 전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미국은
18. U.S.C. §1030(a)(5)(A)에 규정하고 있다(각주 143~145 참조).



- 75 -

협약 제6조(장치 남용)

1. 각 당사국은 권한 없이 고의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국내법상 범죄로 

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제2조 내지 제5조의 범죄를 위해 아래에 규정된 장치 또는 데이터를

제작, 판매, 취득, 수입, 배포 또는 제공하는 행위

(1) 주로 제2조 내지 제5조의 범죄를 범하기 위해 설계되거나 개조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장치

(2) 컴퓨터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비밀

번호, 접근코드 또는 이와 유사한 데이터

나. 제2조 내지 제5조의 범죄를 위해 위 장치나 데이터의 소지. 다만 

당사국은 일정한 수를 소지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제작, 판매, 취득, 수입, 배포, 제공 또는 소지 행위가 컴퓨터 

시스템의 점검이나 보호를 위한 경우 등 제2조 내지 제5조를 범하기 

위한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3. 각 당사국은 제1항 가호 (2)에 규정된 대상의 판매, 배포 또는 제공 행위

외 다른 행위들은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협약 제6조(장치 남용)

통상 사이버범죄는 컴퓨터 바이러스나 악성코드를 제작․전파한 다음 

컴퓨터 시스템에 불법접속 한 후 컴퓨터 데이터를 침해하거나 시스템을 

방해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따라서 불법접속(협약 제2조), 불법감청(협약 

제3조), 데이터 방해(협약 제4조), 시스템 방해(협약 제5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에 선행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 전파 행위

등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즉 이 규정은 이러한 행위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① 주로 제2조 내지 제5조의

범죄를 범하기 위해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장치156) 또는 컴퓨터 

156) 컴퓨터 프로그램이 ‘오직’ 위 범죄들을 범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한정할지, 합법적
으로 제작된 것까지 포함할지 논의되었으나 ‘주된’ 목적인 경우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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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 등 ② 제작, 판매, 취득, 수입, 배포,

제공 또는 소지할 것 ③ 고의 및 제2조 내지 제5조의 범죄를 범할 의사 

및 고의를 그 요건으로 한다. 협약 제6조 제2항에서는 세 번째 요건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다만 각 당사국은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 등의 판매, 배포 또는 제공 행위 외 다른 행위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여러 법률에서 이러한 행위들을 독립된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먼저 협약 제6조 제1항 가.목 (1)의 ‘주로 제2조 내지

제5조의 범죄를 범하기 위해 설계되거나 개조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장치’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i)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제2항 및 제70조, (ii)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6조 제3의2호,

(iii) 주민등록법 제37조 제4호, (iv)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4호가 있다. 다음으로 같은 목 (2)의 ‘컴퓨터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비밀번호, 접근코드 또는 이와 유사한 

데이터’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i)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71조 제5호, 제6호 (ii)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4항, 제6조 제3항 (iii) 전자서명법 제31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이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

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7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훼손’은 정보통신시스템 등 정보 내용이나 무결성을 

부정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멸실’이란 물리적 파괴에 상응하는 행위를,

‘변경’이란 기존의 데이터 등을 수정하는 것을, ‘위조’란 권한 없이 새로운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운용 방해’란 정보통신망 운용자와 

사용자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은 전형적인 사이버범죄의 행위 태양들과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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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한다. 따라서 이를 악성프로그램으로 보고 처벌함은 타당하다.

다만 최근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 발전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이나 데이터 

등 운용에 방해가 될 개연성이 있거나 모호한 기능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원래 의도하지 않거나 원치 않은 동작을 보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형벌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이러한 모든 프로

그램을 악성프로그램으로 단정할 수 없다.157) 그래서 협약에서도 (1)에 

규정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2조 내지 제5조의 범죄를 범할 목적이 ‘주된’

목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범행 목적 없이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경우

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자칫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토대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협약의 태도는 적절해 보인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악성프로그램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해당 프로그램 자체의 객관적 기능 ② 프로

그램 운용 과정에서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나 네트워크의 점유율을 높여 

컴퓨터의 성능 및 인터넷 속도 등을 낮추는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는지 

여부 ③ 설치자나 사용자의 의도 ④ 설치 당시 사용자의 의사에 따른 

설치인지 여부 ⑤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따른 설치인지 여부 ⑥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자가 작업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거나 

알았는지 여부 ⑦ 해당 프로그램 설치가 컴퓨터 사용자에게 이익을 주는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유포한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⑧ 사용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쉽게 제거 또는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개별 사안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158)

협약은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제작, 판매, 취득, 수입, 배포, 제공,

소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에서는 ‘전달, 유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달’은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판매하는 행위159),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는 행위160) 등이 

157)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352 판결 및 그 1심 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고단1679 판결

158)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9624 판결 및 원심 판결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노1058 판결
159) 광주지방법원 2010. 12 1. 선고 2010고단366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2. 28. 선고

2017고단1395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6. 20. 선고 2018고단1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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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 여러 컴퓨터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전송하는 ‘유포’

행위는 협약의 ‘배포’와 그 의미가 같다. 이러한 해석에 따를 경우 악성

프로그램의 제작, 취득, 수입 또는 소지 행위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협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처벌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내 법제와 충돌은 발생

하지 않는다.

이러한 악성프로그램과 유사한 컴퓨터 프로그램 중 거짓의 주민등록

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다.161) 또한 악성프로그램 중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그 ‘제작’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

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

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는 

처벌된다.162) 일명 오토프로그램163)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컴퓨터 프로

그램이다. 특히 미인가 감청설비의 경우 판매나 배포 외에도 제조, 수입,

소지, 사용 또는 광고하는 행위까지 처벌하고 있다.164)165)

광주지방법원 2018. 8. 14. 선고 2018고단2124 판결
1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2고단6817 판결
16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1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
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
으로 제작하는 행위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32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163) 온라인 게임 등에서 게이머의 명령 없이도 게이머가 해야 할 반복적인 동작을 자동
으로 하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자동 사냥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판매한 
사안(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고단8170 판결 등), 자동 조준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제작한 사안(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11. 9. 선고 2018고단79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8고단2867 판결 등)이 있다.

164)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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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컴퓨터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비밀번호, 접근코드 또는 이와 유사한 데이터’와 관련된 국내 법률을 살펴

본다.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전자서명생성정보, 공인인증서

등이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8조의2조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동조 제1항), 누구든지 그 개인

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동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동법 제71조 

제1항 제5호, 제6호).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

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하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도 포함한다(동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러한 개인정보의 

구체적 예로는 포털사에 접속할 수 있는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166)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167) 등이 

있다. 금지되는 행위는 누설 또는 제공받은 행위로서, 누설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협약에서 규정하는 판매․배포․제공 행위 등을 포함하고,

제공받는 행위는 협약의 취득, 수입, 소지 등을 포함한다.168)

4.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
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

165) 감청 프로그램이 감청설비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정의 규정에 
따라 장치나 기구 등 유체물로 보아야 하므로 감청 프로그램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견해와 감청 프로그램 및 그 프로그램이 저장된 매체 또는 그 프로그램이 구현
되는 매체와 결합할 경우 감청설비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휴대전화에 설치되는 도청 프로그램을 판매한 사안에서 유죄 선고한 
하급심 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4. 19. 선고 2018고합355 판결)은 있다.

1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노413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고단1614 판결

1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4노528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4. 28. 선고 2015고단531 판결

168) 협약의 ‘제작’ 행위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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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① 접근매체를 강취․횡령․편취․공갈하여

획득한 후 이를 판매알선․판매․수출․수입․사용한 경우(동법 제49조 

제1항 제5호), ② 접근매체를 양도․양수․대여․보관․전달․유통․이 

행위들을 알선 또는 광고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금융회사

등의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들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

번호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0호). 이는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

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들로서, 계좌번호, 무매체

출금코드 및 비밀번호169) 등이 있다. 제작 행위를 제외한 협약의 판매․

취득․수입․배포․제공․소지 행위는 모두 포섭된다.

또한 전자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저장

되는 정보인 전자문서에 서명자 확인 등을 위해 첨부․결합된 전자 정보를

전자서명이라고 하고, 이러한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해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한다(전자서명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또한 공인인증서란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로서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기능을

한다(동법 제2조 제7호, 제8호). 이들 역시 이용자가 특정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의 안전성과 신뢰

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누설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양도․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동법 제31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 협약의 판매․배포․제공 행위와 부합하는 규정이다.

결국 협약에서 반드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컴퓨터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비밀번호, 접근코드 또는 이와 유사한 

데이터의 판매․배포․제공 행위는 국내 법률로 모두 금지하고 있다. 그 외 

다른 행위 및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범죄들도 거의 대부분 의율하고 있다.

극히 일부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는 협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범죄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협약 제6조와 국내 법체계는 부합한다고 할 것이

므로 가입 조건으로서 이행입법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16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6. 선고 2017고단15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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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미 1998년 ‘부정접속금지에관한법률’을 시행하면서 부정접속 

행위를 처벌함과 동시에 접속에 사용되는 식별부호 등의 취득(동법 제4조),

제공(동법 제5조), 보관(동법 제6조), 권한 있는 자를 가장하여 요구(동법 

제7조)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170) 그러나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악성

프로그램의 제작․유포 등 행위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협약 비준을 위해

형법 제168조의2(부정지령 전자기록 작성 등), 제168조의3(부정지령 전자

기록 취득 등)을 신설하였다.171)

일본은 ‘타인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때 그 의도에 따라야 할 동작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그 의도에 반하는 동작을 하게 하는 부정지령을 주는

전자기록’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악성프로그램의 객관적 효과를

중심으로 정의한 반면 일본은 주관적 의도를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

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악성프로그램’을 판단할 때 프로그램 

자체의 기능 외에도 설치자나 사용자의 의도나 의사 등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하였다.172) 따라서 악성프로그램 또는 부정지령 전자기록

여부를 판단할 때 프로그램의 객관적 기능과 사용자 등의 의도 등을 모두

고려하므로 실질적으로 양 개념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프로그램의 전 단계 형태인 소스코드나 그러한 정보를 종이 등에 기록한 

유체물 등을 ‘부정지령을 기술한 전자기록 등 기타 기록’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객체와 관련된 행위는 악성프로그램으로 쉽게 이행될 위험

성이 크므로 이를 처벌함으로써 악성프로그램을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170) 각주 126 참조
171) 형법 제168조의2(부정지령 전자기록 작성 등) ①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전자

계산기에 실행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전자기록 또는 기타 기록을 작성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때 그 의도에 따라야 할 동작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그 의도에 반하는 동작을 하도록 하는 부정지령을 주는 전자기록

2. 위 부정지령을 기술한 전자기록 등 기타 기록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호의 전자기록을 타인의 전자계산기에 공용한 경우도 

동항과 같다.

③ 전항의 미수는 처벌한다.

형법 제168조의3(부정지령 전자기록 취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전조 제1항의 목적
으로 동항 각 호의 전자기록 또는 기타 기록을 취득하거나 보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2) 각주 1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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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은 전자기록을 새롭게 만드는 행위를, ‘제공’은 사용자가 전자

기록을 사실상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행위를, ‘공용’은 사용자가 

실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전자기록이 실행되는 상태에 두는 행위를,

‘취득’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일체의 행위를, ‘보관’은 사용자의 지배

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행위 태양은 협약의 작성, 판매, 취득, 수입,

배포, 제공 또는 소지와 부합한다. 수입이라는 명시적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수입은 위 ‘취득’ 또는 ‘보관’으로 충분히 포섭되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독일은 불법접속이 가능하게 하는 비밀번호, 비밀코드 또는 컴퓨터 프로

그램의 제작․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판매․양도․유포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독립된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173) 2007년

8월 7일 형법을 개정하여 협약 제6조에 부합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독일은 일본과 달리 단일 법체계를 통해 악성프로그램과 비밀번호의 제작․

유포 등 행위를 일괄해서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접근매체에 한해 

위조․사용․소지․거래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174)

이처럼 협약 가입국들은 협약 비준 전부터 관련 법령을 두고 있거나 

협약을 비준하면서 법령을 개정하여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과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의 제작․유포․취득 등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가입국들은 규정 체계나 형식에 차이가 있을 뿐 악성프로

그램과 접근매체를 그 대상으로 함은 동일하다. 다만 처벌되는 행위 

태양의 범위는 각 가입국마다 상이하다. 그러나 각국의 법체계상 이러한  

유연성은 협약 제6조 제3항에 의해 허용된다. 그 결과 우리나라 및 여러 

가입국들의 법체계는 협약과 상호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관련

법률 등을 구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별도로 법률을 

만들거나 개정할 필요는 없다.

173) 형법 제202조c(데이터 탐지 및 취득 예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작,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 판매, 양도, 유포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제202조a 또는 제202조b의 범행을 예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1. 정보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비밀번호 또는 기타 보안코드
2. 그러한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174) 18. U.S.C.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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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7조(컴퓨터 관련 위조) 각 당사국은 컴퓨터 데이터를 직접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진정성에 흠결 있는 컴퓨터 

데이터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인식되게 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고의로 컴퓨터 데이터를 입력, 변경, 삭제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국내법상 

범죄로 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국은 

사기 또는 부정한 목적을 요건으로 할 수 있다.

바. 협약 제7조(컴퓨터 관련 위조)

협약 제7조부터 제10조의 범죄는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통적 범죄

들을 규정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전통적 범죄들을 

처벌하는 규정들을 오래전부터 두고 있다. 협약 제7조부터 제10조와 관련

하여 기존 규정들의 해석상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된 행위 등이 포함된다면

기존 규정들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175)

이 규정은 전통적인 문서위조 범죄의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데이터에는 공문서 내지 사문서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모두 포함

한다. 협약은 기본적으로 작성권한 없는 자의 작출 행위를 위조로 보고 

있다.176) 작성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등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 정보를 

작출하는 경우를 위조로 볼지 여부는 각 당사국이 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컴퓨터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1995년 12월 29일 형법을 개정

하여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형법 제227조의2),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형법 제232조의2) 등을 신설하였다.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을 의미한다. 이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는 물적 실체를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표시․

출력 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거나 읽을 수 없고, 그 생성 과정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개재됨은 물론 추가 입력한 정보가 프로그램에

175) 위 Explanatory report of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79항
176) 위 Explanatory report of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8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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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자동으로 기존의 정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 이용 과정을 보아도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177) 예컨대 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RAM)이 임시기억장치 

또는 임시저장매체이기는 하지만 형법이 전자기록 위작․변작죄를 문서 

위조․변조죄와 따로 처벌하고자 한 입법취지, 저장매체에 따라 생기는 

그 매체와 저장된 전자기록 사이의 결합강도와 각 매체별 전자기록의 

지속성의 상대적 차이, 전자기록의 계속성과 증명적 기능과의 관계, 본죄의

보호법익과 그 침해행위의 태양 및 가벌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도 전자기록 위작․변작죄의 전자기록에 해당한다.178)

위작은 전자기록을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하는 경우를, 변작은 

이미 작성된 전자기록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권한 

있는 자가 허위 내용을 기록․변경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견해 대립이 있다.179)

판례는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부여받은 정보 입력 권한을 남용

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위작’으로 보고 있다.180) 또한 원본 파일의 

변경까지 초래하지는 않더라도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에 허위 내용을 수정 

입력한 경우도 ‘변작’으로 보고 있다.181)

결국 권한 없는 자의 작성․변경 행위가 위작․변작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협약상 위조의 개념과 부합한다. 나아가 우리 

법제는 권한 있는 자에 의한 허위 정보 입력․변경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협약 가입국인 일본 역시 우리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182)

177)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178)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179) 강동범,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에서 위작․변작의 개념”, 형사판례연구, (2016. 6.),

포함된다는 견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 공전자기록의 경우만 포함된다는 견해 
등이 있다.

180)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181)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182) 일본 형법 제16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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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8조(컴퓨터 관련 사기) 각 당사국은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

하거나 자신 또는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사기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고의로 범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국내법상 범죄로 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컴퓨터 데이터의 입력, 변경, 삭제 또는 은닉

2. 컴퓨터 시스템의 작동 방해

사. 협약 제8조(컴퓨터 관련 사기)

기술 발전으로 전통적인 재산이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면서 종전

사기 범죄로 규율할 수 없는 처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위 규정을 도입

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를 처벌하고 

있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

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정보의 입력

이란 당해 정보처리장치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이나 진실한 

내용에 반하는 자료를 입력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당해 정보처리장치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시키는 행위를 말한다.183) 특정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삭제하는 행위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

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184) 협약에서 금지

하는 입력 외에도 변경, 삭제, 은닉, 작동 방해 등도 모두 포섭하고 있다.

독일, 미국 등 가입국들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185) 따라서 협약

제8조를 위해 국내 법률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183)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128 판결
184)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4440 판결
185) 독일 형법 제263조a; 18. U.S.C. §1343(해석상 인터넷 등을 활용한 사기행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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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9조(아동음란물 관련 범죄)

1. 각 당사국은 권한 없이 고의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국내법상 범죄로 

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배포할 목적으로 아동음란물을 제작

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아동음란물을 공용 또는 제공

다.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아동음란물을 배포 또는 전송

라.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아동음란물을 취득

마.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데이터 저장매체에 아동음란물을 소지

2. ‘아동음란물’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음란물을 말한다.

가. 미성년자의 노골적 성적 행위

나. 미성년자로 보이는 자의 노골적 성적 행위

다. 사실적 이미지로서 묘사된 미성년자의 노골적 성적 행위

3. 제2항의 미성년자는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당사국은 연령 하한을 

낮출 수 있으나 최저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4. 각 당사국은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아동음란물의

취득(제1항 라호),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데이터 저장매체에 아동

음란물의 소지(제1항 마호)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고, 아동음란물에 

미성년자로 보이는 자(제2항 나호) 또는 사실적 이미지로서 묘사된 미성

년자의 노골적 성적 행위(제2항 다호)를 제외할 수 있다.

아. 협약 제9조(아동음란물 관련 범죄)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노골적 성적 행위, 그러한 미성년자로 보이는 

자 또는 사실적 이미지로서 미성년자의 성적 행위를 묘사한 음란물인 

‘아동음란물’을 제작,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공용 또는 제공, 배포 또는 

전송, 취득, 소지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아동음란물의 취득 또는 소지, 미성년자로 보이는 자 

또는 사실적 이미지로서 미성년자의 성적 행위를 대상으로 한 여러 행위

들은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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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현행 법률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186) 등이 있다.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로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아청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나이와 관련해서는 협약과 충돌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대상은 ① 아동․청소년 ②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③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을 말한다(아청법 제2조 제5호).187) 협약의 미성년자, 미성년자로 보이는

자 또는 사실적 이미지로서 묘사된 미성년자와 거의 유사한 개념이다.

또한 이들의 ① 성교행위 ②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③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④ 자위 행위 ⑤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아청법 제2조 제4호).

이 역시 협약의 노골적 성적 행위와 거의 일치한다고 할 것이다. 음란물의

형태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아청법 제2조 제5호). 이러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

제공․소지188)․운반․전시․상영․제작 알선한 자는 처벌된다(아청법 

제11조). 따라서 협약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모두 포섭하고 있다.

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택하였고 그 규제대상도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 형태로 된 것 일체를 망라하고 있다. 이는 특히 통신매체를

이용한 영상물은 전파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189)

186) 동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187)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를 2011. 9. 15. 아청법(법률 제11047호)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188) 2009. 6. 9. ‘소지’행위도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189)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가2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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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10조(저작권 및 인접권 관련 범죄)

1. 각 당사국은 ‘문예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 조약’을 개정한 ‘파리조약’,

‘지적재산권의 상거래 조약’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저작권 조약’에

의해 발생한 의무에 따라 당사국의 법률로 규정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들 조약에서 부여한 인격권을 제외하고는,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업적 규모로 고의로 침해하는 행위를 국내법상 범죄로 

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공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

조약(로마조약)’, ‘지적재산권의 상거래 조약’ 및 ‘세계지적재산권

기구의 공연 및 음반에 관한 조약’에 의해 발생한 의무에 따라 당사

국의 법률로 규정한 인접권 침해에 대해서, 이들 조약에서 부여한 

인격권을 제외하고는,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업적 규모로 고의로

침해하는 행위를 국내법상 범죄로 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제한된 조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과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 다만 기타 효과적인 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유보가 제1항 및 제2항의 조약에서 규정한 당사국의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자. 협약 제10조(저작권 및 인접권 관련 범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 침해 행위는 거의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 협약에서도 여러 

협약들을 토대로 각 당사국이 침해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에서는 이미 1996년 8월 21일 문예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 조약을, 1987년

10월 1일 파리조약을, 2000년 1월 1일 지적재산권 상거래 조약을, 2004년 

6월 24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저작권 조약을, 2009년 3월 18일 공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로마조약) 및 세계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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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11조(미수, 방조 및 교사)

1. 각 당사국은 제2조 내지 제10조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기 위해 고의로 

방조 또는 교사한 경우 국내법상 범죄로 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제3조 내지 제5조, 제8조, 제9조 제1항 가호, 다호에 

규정된 범죄 미수의 경우 국내법상 범죄로 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제2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다.

협약 제12조(법인 책임)

1. 각 당사국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토대로 주요 위치에 있는 자연인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적으로 또는 법인 기관의 일부로서 본 협약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경우, 법인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법인 대표 권한

나. 법인 의사결정 권한

다. 법인 감독 권한

재산권기구의 공연 및 음반에 관한 조약이 발효되었다. 이들 조약에서 요구

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 저작재산권 및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저작권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36조). 이들 행위는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등 그 방법을 불문

하고190), 상업적 규모가 아니어도 처벌된다. 우리 법제에 협약 제10조가 

이미 충분히 수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차. 협약 제11조(미수, 방조 및 교사), 제12조(법인 책임),

제13조(제재 및 조치)

190)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음악 CD에서 변환한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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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당사국은 제1항의 경우 외, 법인의 권한 내에 행동하는 자연인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범한 본 협약상 범죄가 제1항에 규정된 자연인에

대한 관리 감독의 부재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위해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국내법상 여러 원칙에 따라 형사상, 민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4. 위 법인 책임은 그 범죄를 범한 자연인의 책임을 면제시키지 않는다.

협약 제13조(제재 및 조치)

1. 각 당사국은 자유박탈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범죄억지력이

있는 제재를 통해 제2조 내지 제11조에 규정된 범죄가 처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제12조의 법인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범죄억지력이 있는 형사적 또는 비형사적 제재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형법은 제31조에 교사범을, 제32조에 방조범 규정을 두고 있다.

협약과 관련된 여러 국내 법률 중 미수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으나 

협약 제11조 제3항에서 각 당사국이 미수 처벌 규정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이러한 점이 협약 가입에 장애 요인은 되지 않는다. 또한 

협약 제12조는 법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법률에는 개별 규정에

형사상 양벌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협약 제12조 제3항은 법인의 

책임을 형사 책임에 한정하지 않고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을 선택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상 양벌 규정이 없더

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행정적 과태료를 통해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 역시 협약 가입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

으로 국내 법률은 위험성이 크거나 죄질이 나쁜 범죄는 특별법 또는 형법상 

누범 또는 경합법 규정 등을 통해 가중처벌 하고 있다. 협약 제13조가 

요구하는 효과적, 비례적인 규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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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데이터 장래 데이터
컴퓨터 데이터 트래픽데이터 콘텐츠데이터

보전조치 제출명령 수색․압수 수집 감청

4. 절차 규정의 양립 가능성

가. 절차 규정의 규율 체계

협약에서 규정한 사이버범죄,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범죄 등을 수사

하는 통상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트래픽 데이터나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여 범인을 특정한다. 이후 컴퓨터 데이터를 확보하여 범인의 과거 

통신 내용 등을 확인함으로써 범죄 혐의를 입증한다. 필요할 경우 장래 

발생할 데이터를 확보하여 범죄 혐의를 추가로 입증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체포하게 된다. 한편 가입자 정보, 트래픽 데이터 또는 콘텐츠 데이터 순

으로 그 법익 침해 정도가 크다. 다만 이러한 디지털 증거는 휘발성이 

강하며 여러 매체들에 산재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협약은 통상적인 수사 진행 과정, 데이터의 유형 및 성격, 법익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그 침해 정도가 낮은 절차부터 규정하고 있다. 우선 여러 

절차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상 범위(제14조)와 인권․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비례원칙 등 조건(제15조)을 제시하고 있다.

[표 17] 협약상 절차 규정의 규율 체계

이어서 수사 초기 데이터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조치(제16, 17조)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실제 확보하는 방법으로 협력적 제3자를

상대로 일반 압수수색보다 침해 정도가 덜한 방법인 제출명령(제18조)을,

무체물인 데이터에 대한 압수수색 및 네트워크 압수수색(제19조)을 규정

한다. 이 절차들은 모두 과거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이보다 법익 침해 

정도가 중한 절차로서 장래 발생할 트래픽 데이터의 수집(제20조)과 통신

내용을 알 수 있는 콘텐츠 데이터의 감청(제21조)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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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14조(적용범위)

1. 각 당사국은 특정한 범죄수사 또는 형사절차를 위해 본 절에서 규정

하고 있는 권한과 절차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 각 호에 있어 제1항의 권한과 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제21조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2조 내지 제11조에 규정된 범죄

나.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범죄

다. 범죄의 전자증거 확보

3. 가. 각 당사국은 유보 가능한 범죄 또는 범죄 유형에 대해서 제2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범위는 제21조가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보다 좁아서는 아니 된다. 각 당사국은 가급적 제20조가 적용될 

수 있도록 위 유보를 제한적으로 고려한다.

나. 각 당사국은 아래 호에 규정된 컴퓨터 시스템에서 전송되는 통신에

대해 각 당사국의 법률상 제한을 이유로 제20조와 제21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각 당사국은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각 당사국은 

가급적 제20조가 적용될 수 있도록 위 유보를 제한적으로 고려한다.

(1) 폐쇄적 이용자 그룹을 위해 운영되고

(2) 공중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중 또는 사설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할 것    

나. 협약 제14조(적용범위)

협약 제14조 내지 제21조의 절차 규정들은 협약 제2조 내지 제11조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범죄의 수사, 범죄의 전자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권한과 절차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협약 

제2조 내지 제11조에 규정된 범죄 외에도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범죄의

수사에도 적용된다. 각 당사국은 디지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과 



- 93 -

협약 제15조(조건 및 보장)

1. 각 당사국은 본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집행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국내법에 따른 조건과 보장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이 조건과 보장 조치에는 ‘1950년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유럽평의회 협약’, ‘1966년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인권협약’ 및 기타 인권과 관련된 국제협약에서 부과한 의무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를 포함하여 인권과 자유를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절히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절차를 자국법에 규정함으로써 그 디지털 증거를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즉 협약은 가입국들이 형사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증거의 확보 역량과 속도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콘텐츠 데이터의 감청과 트래픽 데이터의 수집의 경우 그 적용 

범위에 예외를 둘 수 있다. 콘텐츠 데이터의 감청은 중대범죄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 중대범죄의 범위는 각 가입국의 자국법에서 정한다. 이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여러 수단 중 감청의 기본권 침해 정도가 가장 

중한 점을 고려한 것이고 중대범죄는 각 가입국의 법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후술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특정한 중대범죄에 한해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당사국이 범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있는 협약상 범죄(유보 가능한 범죄)에 대해서는 트래픽

데이터의 수집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 범위는 감청의 

경우보다 좁아서는 아니 된다. 트래픽 데이터는 범인을 특정하고 추적

하는데 필수적인 자료인 반면, 통신의 내용까지 확인하는 것은 아니어서 

감청에 비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작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데이터의 감청과 트래픽 데이터의 수집의 대상에서 폐쇄망을 제외할 

수 있다.

다. 협약 제15조(조건 및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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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권한과 절차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법적 심사 또는 기타 독립된 감독,

권한과 절차의 정당화 근거, 권한과 절차의 범위 및 시간적 한계를 

위 조건과 보장 조치에 적절히 포함해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위 조건과 보장 조치가 공익, 특히 정의 실현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위 권한과 절차가 제3자의 권리, 의무 및 정당한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가입국은 이 협약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법

집행 절차를 구비해야 한다. 협약은 이러한 법집행의 구체적인 방식, 유형

또는 요건 등은 가입국이 각국의 법체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가입국들의 다양한 법체계와 문화를 존중하고 협약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집행은 부득이하게 기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협약은 법집행의 이러한 성격을 고려하여 정의 

실현과 인권이 비례 원칙에 따라 균형 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일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협약은 비례 원칙에 따라 해당 법집행의 성격,

인권과 자유, 정의 실현 등 공익, 제3자의 권리 및 의무 등을 비교형량 

하여 관련 법익들이 적절히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적법절차원칙, 비례원칙을 헌법 원리로 수용하고 이를 

형사소송법 등 개별 법률에 반영하여 수사, 재판 등 형사소송 전체를 관장

하는 기본적 원리로 삼고 있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

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적법절차원칙을 헌법 원리로 수용하고

있다. 적법절차원칙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형사소송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형사소송 절차의 전반을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규율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리를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191) 또한 헌법 제12조 제3항192)은 기본권 제한 정도가 심한 

191)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1992헌가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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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강제처분의 영역에서 기본권을 더욱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 적법

절차원칙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다.193) 이러한 적법절차원칙을 토대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규율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을 균형적으로 보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비례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을 헌법 원리로 삼고 

있다.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 하여 각 법익이 적절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이 원칙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동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체

진실 발견 등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일반적 정당화

근거를 마련해 두고, 법익 침해 정도가 중한 강제처분의 경우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개별 법집행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법집행마다 다양한 요건이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이 요건

이나 절차는 전체 규범체계, 침해되는 기본권의 중요성, 수사의 목적이 

제한되는 정도, 수사 관행, 법현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입법재량이 인정된다.194) 이러한 입법재량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하여

적법절차원칙 등 헌법상 포기할 수 없는 원리를 무시하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195) 우리 헌법 역시 형사

절차를 정함에 있어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192) 헌법 제12조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193) 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결정
194)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1993헌바26 결정
195)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바35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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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16조(컴퓨터 데이터의 신속한 보전)

1.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저장된 특정한 컴퓨터 데이터(트래픽 데이터

포함)가 손실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이러한 컴퓨터 

데이터를 신속히 보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

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전항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어떤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저장된 특정한 컴퓨터 데이터를 보전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해당 

당사국은 최장 90일 동안 그가 그 컴퓨터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한

상태로 보전하여 이를 권한 있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명령이 

연속하여 연장되게 규정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규정된 기간 동안 컴퓨터 데이터를 보관

또는 보전하고 있는 자가 위 절차를 비밀리에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이 조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는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협약 제17조(트래픽 데이터의 신속한 보전 및 일부 제공)

1. 당사국은 제16조에 따라 보전되어야 할 트래픽 데이터와 관련하여 

각 호의 사항을 위해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통신의 중개에 관여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트래픽 데이터의 신속한 보전이 가능

하도록 보장 

b. 당사국이 해당 서비스 제공자와 통신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충분한 트래픽 데이터를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나 그 기관이

지명한 자에게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

2. 이 조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는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라. 협약 제16조, 제17조(보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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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약상 보전조치의 내용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는 휘발성이 매우 강하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에서나 그 디지털 증거를 손쉽게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증거 중 로그 기록, IP 등 트래픽 데이터는 수사 초기 

범인을 특정하고 추적하는데 반드시 확보해야 할 디지털 증거이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를 보관하지 않거나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보관

하고 있다. 또한 범인이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된 음란물, 범죄 

관련 이메일 등을 삭제하게 되면 서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사이버범죄 수사에 있어 그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보전하는 일은 

전통적 범죄 수사에 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오늘날 디지털 증거는 전 세계에 산재해 있고 그 경향은 더욱 강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초국경성으로 인해 국제공조의 필요성과 

범위는 커지는 반면 그 소요 기간이 길어져 공조 과정 중에 디지털 증거가

사라져버리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소멸을 방지

하는 안전판이자 국제공조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

하다.

한편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서버를 직접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면 영업 활동에 지장을 받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보 당사자 입장에서도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가 바로 제공

되는 것보다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범위 내에서 임시로 보관해두는 것이 

기본권 침해가 덜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결국 정의 실현, 인권보장 또는 제3자의 권리 등을 균형적으로 보장

하면서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보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협약

제16조 및 제17조는 수사기관에 디지털 증거가 실제로 제공되기 전에 

취하는 임시조치로서 데이터 보전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협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전’은 이미 생성되어 저장된 과거 데이터를

현재의 내용이나 상태가 변경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유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데이터 보관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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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상 구별된다. 그러나 실무상 데이터 저장 행위와 이를 안전하게 유지

하는 행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그 구별의 실익이 크지 않다.

협약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일률적 데이터 보관조치의 도입을 논의

하였다. 그러나 특정 데이터에 대한 개별적인 보전조치보다 서비스 제공자

에게 일정 기간 트래픽 데이터를 보관할 의무를 일률적으로 부담시키도록

하는 것은 가입국들에게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협약에서는 제외하였다.196)

따라서 가입국은 일률적 보관 방식이든 개별적 보전 방식이든 데이터 보전

방법을 자유롭게 정하면 된다. 가입국 중 독일 등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트래픽 데이터를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규율하는 반면 미국, 일본 등은 

데이터 보관 여부를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에 따라 독일

등은 별도의 보전조치 대신 일반 형사절차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는 반면

미국, 일본 등은 별도의 보전조치를 두고 있다.

또한 보전의 기술적 방법 역시 가입국들이 자유롭게 정하면 된다.

협약에 가입한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자가 처음부터 관리하지 않고 있던 

데이터를 새롭게 관리하거나 보관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관리나 보관을 위해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을 도입할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협약 가입 전에 사용하고 있던 데이터에 대해 그 사용을 제한

하지도 않는다.197)

보전조치는 각 가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담당한다. 협약은 범죄수사

또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증거 수집 또는 제출을 위한 절차적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명령하거나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법, 행정 

또는 기타 법집행기관을 ‘권한 있는 기관’으로 보고 있다.198) 가입국마다 

보전조치의 구현 방식, 요건 등 법체계가 다양하므로 특정 기관으로 규정

할 수는 없다. 권한 있는 기관을 누구로 할지는 가입국이 결정하면 된다.

일부 가입국의 경우 판사에게 보전조치를 허가하거나 명령하는 권한을 

주기도 하는 반면, 다른 가입국의 경우 검사 또는 다른 법집행기관에 

권한을 부여하기도 한다.

196) 위 Explanatory report of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135항 
197) 위 Explanatory report of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153항
198) 위 Explanatory report of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13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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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보전조치의 상대방을 ‘데이터를 보관 또는 보전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범위를 혐의자,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일반 개인

등 제3자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혐의자에게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데이터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자기부죄금지원칙과 상충될 소지가 있어 

그 상대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일반 개인에게까지 

특정 데이터를 일정 기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보전조치의 상대방은 서비스 제공자로 한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여러 가입국도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가입국들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달리 규율하고 있다.

보전조치는 트래픽 데이터를 포함한 컴퓨터 데이터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미 생성되어 저장된 데이터에 한정되는 것으로 생성 중이거나 장래 

생성될 수 있는 데이터는 그 대상이 아니다. 특히 트래픽 데이터는 컴퓨터

데이터 중 통신 관련 송․수신처, 경로, 일시, 크기, 시간 또는 서비스 

유형을 나타내는 컴퓨터 데이터로서 통신 내용과는 무관한 통신 자체의 

정보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그 의미와 범위가 거의 흡사하다.

보전기간은 최장 90일이며 보전조치의 상대방은 해당 조치에 대한 

사항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협약은 이러한 보전조치를 위반한 경우 

벌칙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여러 가입

국들도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로 처벌하거나 이를 강제하는 수단을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협약은 가입국들이 수사 초기에 필요한 데이터 보전 수단의 

최소한의 기준 또는 기본적인 형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 보전의

방식이나 기술적 방법, 주체 및 상대방, 데이터의 범위 등은 가입국들이 

자국의 법체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 

가입국들도 다양한 형태의 보전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가입국들 및 

우리나라의 보전조치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협약에서 요구

하는 최소한의 가입 조건을 구비하였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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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국들의 법체계

(가) 독일

독일은 일본과 달리 보전조치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94조199) 이하의 압수규정 및 제161조 제1항200), 제163

조201)를 통하여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보전조치를 집행한다.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반 압수절차를 두고 있고, 검사는 직접 압수

하거나 경찰에 이를 지시할 수 있다. 압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규정하여 

데이터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었으나 독일 헌법재판소는 

디지털 정보도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였다.202) 또한 경찰은 사실

관계가 불분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은 압수규정과 법 해석을 통해 데이터를 보전하고 있다.

독일의 전기통신법 제113조a, 제113조b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일정 

기간 동안 트래픽 데이터를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전조치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독일의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인터넷과 관련된 트래픽 

데이터 등을 4주 내지 10주 동안 보관한다. 과거에는 데이터 종류에 상관없이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하였으나 법률을 개정하여 데이터 종류별로 그 보관

기간을 달리 정하였다. 이처럼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를 보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전하고 있다.

199) 제94조(증거보전) ① 심리에 중요한 증거는 유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야 한다.

② 위 대상을 개인이 소지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인도하지 않는 때에는 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증거로 사용될 운전면허증에도 적용한다.

200) 제161조(수사로 획득한 정보의 사용) ① 제16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검사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경찰기관과 경찰공무원이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경찰기관과 경찰공무원은 검사의 의뢰나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다른 모든 기관에게 정보를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201) 제163조(경찰의 임무) ① 경찰기관과 경찰공무원은 범죄행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지체해서는 안 될 모든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하 생략)

202) BVerfG 2 BvR 902/06 vom 16.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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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유럽평의회 비회원국인 일본은 2001년 11월 23일 유럽평의회 26개 

회원국들과 함께 사이버범죄협약에 서명하였다. 이에 사이버범죄203)에 

대처하고 사이버범죄협약에 따라 국내 형사법을 정비하기 위해 일본 

법무성은 2003년 4월부터 법제심의회형사법부회를 총 8회에 걸쳐 진행

하였고,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04년 2월 ‘범죄의 국제화․조직화․정보

처리의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한 형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일본은 위 법률안을 근거로 2004년 4월 사이버범죄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위 법률안은 일본의 정치적 상황 등을 이유로 통과

되지 못했다. 이후 같은 법률안이 2011년 6월 24일 공포되어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위 법률안에 따라 개정된 법률 중 협약과 관련된 법률로는 형법과 형사

소송법이 있다. 형법 제168조의2(부정지령 전자기록 작성 등), 제168조의

3(부정지력 전자기록 취득 등) 등을 신설하여 바이러스와 같은 악성프로

그램의 제작․유포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204) 또한 형사

소송법에 ① 보전요청(동법 제197조 제3항 내지 제5항), ② 기록명령부 

압수(동법 제99조의2)205), ③ 전자기록이 저장되어 있는 원 기록매체를 

압수하는 대신 그 전자기록을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인쇄․이전한 후 

그 ‘다른 기록매체’의 압수(동법 제110조의2)206), ④ 네트워크 압수(동법 

제99조 제2항)207), ⑤ 협조요청(동법 제111조의2)208)을 도입하거나 정비

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된 내용 중 협약 제16조, 제17조와 관련된 절차는 

보전요청 제도이다. 일본은 독일과 달리 일률적으로 데이터를 보관하도록

하는 대신 개별 보전요청을 수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3) 일본은 ‘하이테크 범죄’라고 지칭하였다.

204) 협약 제6조(장치 남용) 관련 각주 171 참조
205) 후술하는 협약 제18조(제출명령) 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206) 후술하는 협약 제19조(수색압수) 부분에서 ‘네트워크 압수’와 함께 다루기로 한다.

207) ‘원격지 압수’라고 부르기도 하나 본 본문에서는 지리적 개념보다는 해당 데이터의 
저장 또는 연결된 성질이 나타나는 ‘네트워크 압수’로 지칭하기로 한다.

208) 후술하는 협약 제19조(수색압수) 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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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형사소송법 제197조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원은 압수 또는 기록명령부 압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자기의 업무를 위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통신을 매개할 수 있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업무상 기록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송신원, 수신처, 통신일시, 그 밖에 

통신이력의 전자적 기록 중 필요한 것을 특정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그것을 삭제하지 말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자적 기록에 관하여 압수 또는 기록명령부 압수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위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일본은 사이버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통신이력의 보전요청을 도입하였다. 사이버범죄는 익명성이

강한 범죄이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인을 특정하고 추적하기 위해서는 

통신이력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통신이력은 

단기간에 사라지는 데이터로서 휘발성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통신이력을 확보하기 전에 이를 보전할 장치로서 이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209)

일본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통신이력을 일률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율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요금 부과,

서비스 모델 유형, 서비스 개선 및 오류 시정, 데이터 양 등을 고려하여 

209) 일본 법무성, 법제심의위원회형사법부회, 제1회 회의록, (200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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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는 데이터의 종류나 그 기간을 자유롭게 정하고 있다. 즉 통신

이력의 보관 여부나 보관 기간이 서비스 제공자들마다 상이하여 일본의 

수사기관들은 개별 사건마다 개별 통신이력의 보전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일본의 수사기관은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이라도 임의수사의 일환

으로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통신이력의 보전을 요청했고, 서비스 제공자

들은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이 요청에 응하고 있었다.

이처럼 일본은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개별 사안마다 통신이력을 보전해

오던 종전의 수사 실무를 반영하여 본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협약 

제16조는 보전명령 제도 자체의 도입을 의무화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신속한 보전이라는 결과를 확보하라는 취지이다.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협약 제16조의 취지가 담보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 현실을 법률

로써 규정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210) 일본은 일률적 보관 방식이 아닌 별도의 개별적 

보전 방식으로 협약 제16조의 보전조치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통신이력 보전요청은 임의수사의 일종이다. 임의수사인 사실

조회와 같은 조에 두면서 동조 제3항에서는 ‘~요청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

하였다. 서비스 제공자는 보전요청에 따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211)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는 사실상 이 요청에 협조하고 있어 데이터의 신속한

보전이라는 협약 제16조의 취지를 구현하고 있다. 협약 제16조는 보전명령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형태로 데이터 보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보전‘명령’이 아닌 보전‘요청’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보전요청은 검사,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원212)이 할 수 있다. 보전

요청은 임의수사로서 법익침해가 크지 않아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가능

하게 한 것이다. 다만 압수수색을 전제로 하는 처분인 점을 고려하여 압수

수색영장의 청구권자와 그 범위를 동일하게 하였다.

210) 일본 법무성, 위 제1회 회의록
211) 일본 법무성, 법제심의위원회형사법부회 제2회 회의록, (2003. 4. 21.)

212) 한국의 사법경찰관과 같다. 보전요청의 주체에 한국의 사법경찰리에 상응하는 사법
순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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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전요청의 상대방은 ①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② 자기의 업무를 위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통신을 매개할 수 있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자이다.

전자는 통신회사, 인터넷 회사 등 전기통신사업자를, 후자는 LAN을 설치

하고 있는 회사 등을 말한다.213)

보전 대상은 ‘업무상 기록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송신원, 수신처, 통신

일시, 그 밖에 통신이력의 전자적 기록’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수신처,

일시, 경로, 크기 등과 관련된 각종 로그 등 통신내용과 무관한 통신 

자체의 데이터를 말한다.214) 협약 제16조는 트래픽 데이터를 포함한 

컴퓨터 데이터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트래픽 

데이터만을 보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나머지 컴퓨터 데이터는 압수수색을

통해 보전하여 확보한다. 이 규정의 최초 심의 단계에서는 보전 대상을 

‘업무상 기록하고 있는 또는 기록해야 하는 ~ 전자적 기록’으로 하였다.

그러나 ‘~기록해야 하는 ~ 전자적 기록’을 규정할 경우 보전 대상에 장래

데이터가 포함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그 대상으로 ‘업무상 

기록하고 있는 ~ 전자적 기록’으로 한정하였다.215) 즉 이미 생성되어 

저장된 데이터만을 보전 대상으로 하고 장래 데이터는 제외한 것이다.

이는 협약 제16조가 과거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하는 취지와 부합한다.

보전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고 최장 6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 횟수에 제한은 없다. 다만 협약에서 규정한 

최장 90일보다는 그 보전 기간이 짧다. 보전 대상을 특정하여 서면216)으로

요청한다. 보전요청 또는 비밀준수요청(동조 제5항)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단은 없다. 사법심사 없이 수사기관의 처분에 

기인한 점, 강제할 수단이 없고 위반시 처벌하지 않는 사실조회요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보전요청에 응할 경우 민사

책임은 면제된다.217)

213) 일본 법무성, 위 제1회 회의록
214) 일본 법무성, 법제심의위원회형사법부회 제5회 회의록, (2003. 6. 23.)

215) 일본 법무성, 법제심의위원회형사법부회 제7회 회의록, (2003. 7. 23.)

216) 일본 법무성, 위 제7회 회의록, 팩스․이메일 등 전자문서도 포함한다.

217) 일본 법무성, 위 제7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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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미국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데이터를 보관

하도록 규율하지 않는다. 그 결과 서비스 제공자의 내부 정책에 따라 해당

데이터가 보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보전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는 

독일과 상이한 반면 일본과 유사하다.

이에 미국은 협약 가입 이전부터 18. U.S.C. §2703(f)218)에 보전요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검찰․경찰 등 정부기관이 별도의 사법심사 없이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데이터의 보전요구를 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

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로서 과거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한다. 장래 

데이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데이터는 가입자 정보, 트래픽 데이터,

콘텐츠 데이터 모두를 포함한다. 가입자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가입자 정보, 통신 일시, 사용시간, 유형, IP 주소, 휴대폰 식별 정보,

위치 정보, 요금결제 수단 등 트래픽 데이터 등 통신과 관련된 모두 

데이터를 보전할 수 있다.219) 90일간 보관할 수 있고 90일 동안 연장 가능

하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을 경우 

보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shall take all necessary steps to

preserve records ~).

별도의 사법심사 없이 보전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보전

요청과 같다. 그러나 콘텐츠 데이터까지 보전 대상이 확대된 점, 그 기간이

최장 180일인 점, 보전요구에 따르도록 구속력을 부여한 점 등은 일본의 

보전요청과 상이하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일반 압수를 활용하여 콘텐츠 

데이터를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법체계에 흠결은 없다고 할 것이다.

218) 18. U.S.C. §2703(f) 증거보전요구
(1)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원격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는 정부기관이 요구할 

경우 법원명령 등이 발부될 때까지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록 등 증거를 보전
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위 보관기간은 90일로 한다. 정부기관의 요구에 따라 90일 동안 연장할 수 있다.

219) Computer Cr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CCIPS), Searching and Seizing

Computers and Obtaining Electronic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of Justice(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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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법체계

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절차, 형사

소송법의 일반 압수절차 등을 통해 데이터 보전을 실현하고 있다. 통신

사실확인자료는 ①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② 전기통신 개시․종료시간,

③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④ 사용도수, ⑤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⑥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⑦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

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를 말한다(통신비밀

보호법 제2조 제11호). 이는 통신 내용과 무관한 통신이력에 관련된 

데이터로서 협약의 트래픽 데이터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전기통신사업자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 일률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① 내지 ⑤ 데이터는 12개월 이상 

보관한다. 다만 이들 데이터 중 시외․시내전화 역무와 관련된 자료는 그 

보관기간이 최소 6개월이다. ⑥ 및 ⑦ 데이터는 3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트래픽 데이터를 일률적으로 보관하게 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종류에 따라 그 보관 기간만 달리 

정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보관 체계를 전제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절차를 

통해 이 데이터를 실제로 확보하게 된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압수절차로서 압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 그 실질은 일반 압수절차와 동일하다.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과 달리 

별도의 보전조치를 도입하는 대신 독일처럼 일률적 보관 방식과 압수 절차를

통해 데이터를 보전하고 확보하고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관할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요청 사유,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심사하여 이를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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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13조 제1항).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 없이 요청할 

수 있고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동조 제2항).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 정보기관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13조의2, 제13조의3). 실무상 통신

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허가를 청구하고 법원이 심사하여 수사기관이 

집행하는데 통상 1~2일이 소요된다. 데이터 보전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협약 취지가 실무상 구현되고 있다. 더욱이 긴급성이 있는 경우는

수사기관이 즉시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확보의 신속성을 담보하고

있다.

법문상 ‘~요청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지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강제수사인 압수와 그 성질이 동일하고 사법심사까지 거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실무상 거부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 이에 더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에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고 하여 협조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는 살인․인질강도 등 개인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이 지체없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요청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다른 가입국들과 

마찬가지로 이를 거부하는 행위 자체를 별도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또한 누구든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으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

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은 제한이 

없으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제공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도 이 의무를

부담한다.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동법 제13조의5, 제11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이처럼 트래픽 데이터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일률적 보관 방식과 압수의 

일환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또는 긴급요청 절차를 통해 보전되고 

확보된다. 한편 통신 내용과 관련된 콘텐츠 데이터의 경우는 형사소송

법의 압수수색영장 형식에 따른 일반 압수절차를 통해 보전된다. 이는 

독일과 같은 방식으로서 협약의 취지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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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행입법 필요 여부

협약 제16조 및 제17조는 보전명령 제도 자체의 도입을 의무화 하는 

규정이 아니다. 협약 가입국들이 데이터의 신속한 보전이라는 결과를 확보

하도록 하는 것이 협약 제16조 및 제17조의 취지이다. 즉 협약은 가입의 

최소 요건이나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가 협약의 

취지를 구현하고 있는지를 살펴 이행입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보전조치의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가 있으나, 이러한

논의는 현행 법체계가 협약 가입을 위한 최소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

와는 별개 논의이다. 현행 법체계가 데이터를 신속하게 보전할 수 있는 

기본적 체계인지 여부와 그 보전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절차나 수단으로

서의 보전조치의 도입 여부와는 구별해서 검토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일본,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비교

하면 [표 18]과 같다. 일본과 미국은 트래픽 데이터를 포함한 컴퓨터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일률적으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서비스 제공자의 내부 정책에 따라 데이

터의 보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전조치를 

두고 있다. 보전조치의 핵심은 보전의 신속성을 담보하는데 있으므로 사법

심사는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임의수사로서 일정한 

요건과 형식에 따라 트래픽 데이터에 대해서 보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미국은 콘텐츠 데이터까지 포함하여 보전요구를 하고 서비스 제공자

들이 이에 응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법집행기관의 임시 조치인 점을 고려

하여 보전조치 불이행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은 두지 않았다. 독일과 

우리나라는 서비스 제공자가 일정 기간 트래픽 데이터를 보관하도록 규율

하고 있어 별도의 보전조치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이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전하면서 종전의 일반 압수수색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절차를

통해 그 데이터를 확보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결국 가입국들은 각자의 법체계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의 

신속한 보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고 있고, 우리나라 체계는 독일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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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일본 미국 한국

콘텐츠 데이터의 일률적 보관 여부 X X X X

트래픽 데이터의 일률적 보관 여부 ○ X X ○

콘텐츠 데이터의 별도 보전조치 여부 X X ○ X

트래픽 데이터의 별도 보전조치 여부 X ○ ○ X

협조의무 여부 ○ X ○ ○

별도 제재 여부 X X X X

방식으로 그 목표를 구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 역시 

협약 제16조와 제17조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별도의 보전조치를 도입해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이행입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표 18] 협약 가입국인 독일․일본․미국과 우리나라 법체계 비교

다만 국내에서 논의되는 보전조치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행보다 

보전 속도를 높이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여 상실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는 협약 가입요건으로서 보전조치 도입을 위한 이행입법이 필요한지 

여부와는 다른 차원이다. 즉 국내 논의는 데이터 보전 체계의 신설이 

아니라 기존 제도의 고도화에 대한 논의이다. 디지털 증거의 강한 휘발

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220), 현행 제도로 충분하며 서비스 

제공자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거나 이를 강제하기 어려워 그 실효성이 

크지 않으므로 불필요하다는 견해221)가 있다. 보전의 속도를 더욱 향상

시킬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보전조치는 도입하되 그 실효성 확보 

방안이나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220) 백강진, “바람직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방안, 디지털 증거 수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10. 9.); 박봉진․김상균,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 제19집 제1호,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2013. 2.); 권영법, “전자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 인권과 정의 제397호, 대한변호사협회, (2009); 이용,

“디지털 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0,

(2016)

221) 이주원,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제도의 개선”, 안암법학 37권, 안암법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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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18조(제출명령)

1.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자국 내에 있는 자가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데이터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컴퓨터 데이터의 제출

나. 서비스 제공자가 자국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유

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가입자 정보의 제출

2. 이 조에 규정한 권한과 절차는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3. 이 조에 규정된 ‘가입자 정보’는 트래픽 데이터나 콘텐츠 데이터가 

아닌 것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컴퓨터 데이터 또는 그 밖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가. 이용 중인 통신 서비스 유형,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취해진 기술적 수단 및 통신 서비스 이용 기간

나.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 또는 약정에 의해 확보할 수 있는 가입자

신원, 주소, 전화번호 또는 접속번호, 요금 청구 또는 지급에 관한 

자료

다.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 또는 약정에 의해 확보할 수 있는 통신

장비의 설치 장소와 관련된 기타 자료

마. 협약 제18조(제출명령)

(1) 협약상 제출명령의 내용

협약에서 말하는 ‘압수’의 기본적 개념은 수사기관이 압수 대상이 현존

하는 현장에 직접 가서 압수 상대방으로부터 압수 대상인 유체물을 확보

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이 압수 상대방이 관리하는 장소에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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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점, 저장매체 자체를 가져오는 점 등으로 인해 압수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 협약은 데이터 확보를 통한 정의 실현과 인권 등이 

비례원칙에 따라 적절히 보장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협약 제15조).

이에 협약은 압수보다 이익 침해 소지가 적으면서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적 절차로서 제출명령을 제시하고 있다.

컴퓨터 시스템이 매우 복잡해지고 그 고도화 추세는 강화되고 있다.

필요한 데이터가 어떠한 저장매체에 어떠한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저장된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 그 결과 수사기관이 해당 저장매체를 직접 

압수한 다음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또한

기술적 한계로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반면 해당 

데이터의 저장매체나 방식은 데이터 관리자가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관리자가 해당 데이터를 직접 추출하여 제출하게 하는 

방식이 수사기관이 직접 유체물을 압수하여 확보하는 방식보다 매우 

효율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직접 데이터 관리자의 영업장소를 방문하거나 대상 

시스템을 압수할 경우 영업에 지장을 주거나 재산권의 침해 범위가 커질 

수 있다. 또한 데이터 관리자의 신뢰가 저하되거나 고객과의 마찰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데이터 관리자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부담을 준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데이터 관리자를 직접 방문하여 대상 

시스템 자체를 확보하는 대신, 데이터 관리자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데이터를 그 관리자로부터 제출받는 방식이 인권 친화적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전통적 압수 방식에 비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효율적이고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인권 침해가 적은 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협약 제18

조는 제출명령 제도 자체의 도입을 의무화 하는 것은 아니다. 협약 가입

국들이 인권 침해가 적으면서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결과를 

구현하라는 것이 협약 제18조의 취지이다. 그 취지에 따라 협약 제18조는 

협력적 제3자를 전제로 한다. 제3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는 전통적 압수 방식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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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제출명령은 이미 생성되어 저장된 과거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한다. 협약은 컴퓨터 데이터와 가입자 정보로 구별해서 보고 있다. 컴퓨터

데이터에는 트래픽 데이터나 콘텐츠 데이터를 포함한다. 가입자 정보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협약은 

이러한 가입자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협약은 ① 통신 서비스 

유형(유선전화인지, 무선전화인지, SNS인지, 이메일인지 등) ②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취해진 기술적 수단(전화번호, 계정 ID, 이메일 

주소 등) ③ 통신 서비스 이용 기간(서비스 가입일, 해지일 등) ④ 가입자

신원, 주소, 전화번호 또는 접속번호, 요금 청구 또는 지급에 관한 자료 

⑤ 통신장비 설치 장소 관련 자료 등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가입국마다 데이터의 구체적 범위는 유동적일 수 있다.

이 제도는 협력적 제3자를 상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데이터나 가입자 

정보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는 거의

대부분 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협약은 제출 대상이 되는 

컴퓨터 데이터나 가입자 정보의 구체적 범위뿐만 아니라 제출 조건, 권한

있는 기관 및 그 상대방의 범위, 제출 방식이나 기간, 양식 등은 비례

원칙에 따라 가입국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들이 새로운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별도의 비밀준수의무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종전에 확인하지 않던 가입자의 신원을 새롭게 확인해야 

하거나 가명 사용을 거부해야 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처럼 협약은 인권 침해가 적고 효율적인 데이터 확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다면 그 구체적인 모습은 각 가입국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새로운 의무나 부담을 부과하지도 않는다. 이에 따라 독일은 협약 가입 

이전부터 있던 일반 압수나 가입자 정보 제공을 통해 이를 구현하고 있고,

미국은 협약 가입 이전부터 있던 제출명령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협약에 가입하면서 기록명령부 압수를 도입하였으나 이는 종전 실무를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이하에서 각국 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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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국들의 법체계

(가) 독일

독일은 제출명령이라는 절차를 따로 두는 대신 형사소송법 제95조 및 

전기통신법 제112조, 제113조를 통해 데이터 및 가입자 정보의 제출의무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협약 제18조의 제출명령의 취지를 구현하고 있다.

트래픽 데이터를 포함한 컴퓨터 데이터가 압수 대상일 경우 이를 소지하는

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제출하고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항). 독일은 일반 압수절차에서 그 상대방에 

대해 일반적 제출 및 인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해석상 

그 상대방에는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제외된다.222) 또한 가입자정보의 

제출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인 전기통신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가입자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의 성명, 주소, 약정일 등을 말한다(전기통신법 

제111조 제1항). 통신회사 등 서비스 제공자는 법원 및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러한 가입자 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전기통신법 제112조, 제113조).

독일의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제출명령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서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

하여 제출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규정 형식상 제출의무를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하여 해석상 견해 대립은 있으나 실무상 서비스 제공자들은 임의

제출이 곤란한 데이터는 압수영장을 요구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제시할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서 ‘통신자료’제공 절차를 통해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22) Klaus Volk, Grundkurs StPO, 4. Aufl., Munchen : Beck(2005). § 10 Rn. 35; Rolf

Hannrich, Karlsruher Kommentar zur Strafprozessordnung, 7.Aufl., C.H. Beck,

2013., § 95 R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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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형사소송법 제99조의2 (기록명령부 압수)

법원은 필요한 경우 기록명령부 압수(전자적 기록을 보관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전자적 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게 명하여 

필요한 전자적 기록을 기록매체에 기록하게 하거나 인쇄하게 한 후,

그 기록매체를 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218조 ① 검사,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원은 

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재판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

기록명령부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나) 일본

일본은 위 보전요청과 더불어 기록명령부 압수(형사소송법 제99조의

2)를 도입하였다. 일본은 수사기관이 압수 대상물이 있는 현장에 방문하여

유체물을 확보하는 것을 압수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유체물을 직접 압수한 후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인권 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압수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223) 그러나 기록명령부 압수는 완전히 새로운 절차를 신설한 것이

아니다. 종전 수사실무를 그대로 반영하고 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근거규정을 두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뿐이다. 일본은 협약 제18조(제출

명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종전 수사실무는 다음과 같다. 수사기관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2항에 따른 임의수사인 사실조회요청을 통해 컴퓨터

데이터를 요청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위 요청에 

응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그 제출을 거부한다.

수사기관은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집행 전에 팩스,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와 압수 일시 및 장소, 압수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조율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따라 사전에 해당 데이터를 추출하여 

223) 일본 법무성, 법제심의위원회형사법부회 제1회 회의록, (200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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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기록매체에 저장하거나 종이 등에 인쇄해 둔다. 수사기관은 서비스

제공자를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압수영장을 제시하고 서비스 제공자

로부터 그 기록매체나 종이를 제출받아 압수한다. 일본은 이러한 방식으로

협력적 제3자인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압수하여 왔다.

또한 가입자 정보는 동법 제197조 제2항의 사실조회요청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하였고 서비스 제공자는 거의 대부분 임의수사인 이 

요청에 응하고 있다.224) 즉 일본에서는 명시적 규정만 없을 뿐 기록명령부

압수 방식으로 압수를 해 오고 있었다.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별도의 저장매체에 저장하게 한 후 그 저장매체를 

압수하였다.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직접 추출

하거나 압수하지 않았다.225)

기록명령부 압수는 기본적으로 압수의 일종이다. 일본의 압수는 유체

물을 전제로 하므로 기록명령부 압수의 궁극적 압수 대상도 필요한 전자적

기록이 저장된 별도의 저장매체이다. 일반 압수와의 차이점은 협력적 

제3자를 전제로 한다. 대표적으로 통신업체, 인터넷 업체 등 서비스 제공자

들이 그 상대방이 된다. 이들은 대상 전자적 기록을 기록하여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이러한 제출로 인한 민사책임을 면제받는다.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으나 협력적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기 때문에 불응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피의자는 협력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그 상대방에서 

제외된다.

대상 전자적 기록은 통화내역, 인터넷 접속 내역, 이메일 내역 등이다.

이러한 기록을 별도의 저장장치에 기록하게 하거나 인쇄하게 한다. 전자적

기록의 원본을 그대로 복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 제출하는 경우도 기록에 포함된다. 해당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자에서 수사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기록하게 명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이전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고 실효성도 없기 때문에 ‘이전’

방식의 기록은 제외하였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이전해 주는

경우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226)

224) 일본 법무성, 법제심의위원회형사법부회 제4회 회의록, (2003. 6. 2.)

225) 일본 법무성, 법제심의위원회형사법부회 제2회 회의록, (200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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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명령부 압수를 강제할 수단이나 불응시 처벌할 수단은 없다. 협력

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면 이 제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협력

하지 않으면 일반 압수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기록명령부 압수에 불응할

경우 압수를 하면 되므로 사실상 간접 강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다) 미국

미국은 협약 가입 이전부터 제출명령(Administrative Subpoena, Grand

jury Subpoena, Trial Subpoena) 또는 법원명령(Court order)을 통해 그 

상대방에게 대상 기록이나 물건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용자 정보, 통신 기록, 통신 내용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증거가 

그 대상이 된다. 이용자 정보로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서비스 유형 및 

이용기간, 통화기록, 통화시각 및 시간, 신용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요금

납부방법, IP 주소 등이 있고, 통신 기록으로는 로그 내역 또는 이메일 

주소 등이, 통신 내용으로는 이메일 내용 관련 데이터가 있다. 이들 정보 중 

이용자 정보는 행정 제출명령(Administrative Subpoena), 대배심 제출명령

(Grand jury Subpoena), 판사 제출명령(Trial Subpoena)을 통해, 통신 

기록은 법원명령(Court order)을 통해, 통신 내용은 영장(Warrant) 등을 

통해 확보한다.227) 디지털 증거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명령에 불응할 경우 별도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은 위와 같이 별도의 제출명령 제도 외에도 일본의 실무 및 기록

명령부 압수와 같은 방식의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있다. 미네소타 주 경찰이

음란물 배포 혐의자의 이메일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서비스 제공 

업체에 팩스로 송부하였고 서비스 제공 업체는 이메일 관련 데이터를 추출

하여 이를 CD에 저장한 다음 경찰에 제공하였다. 1심 판결에서는 경찰이 

서비스 제공 업체에 영장을 직접 제시하지 않아 18. U.S.C. §3105228)를 위반

했다는 이유로 압수한 이메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2심 판결

226) 일본 법무성, 법제심의위원회형사법부회 제6회 회의록, (2003. 7. 4.)

227) 18. U.S.C. §2703 이하
228) 18. U.S.C. §3105, "영장은 수사관이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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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경찰이 직접 영장을 제시했는지 여부는 영장의 합리성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그 합리성 판단은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건의 경우 경찰이 서비스 제공 업체에 직접 방문하는 것은

데이터 수색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점, 서비스 제공 

업체의 직원이 데이터 추출에 있어 경찰보다 전문성이 뛰어난 점, 압수 

대상인 이메일 관련 데이터는 서비스 제공 업체의 관리 범위 내에 있는 

점, 서비스 제공 업체에 해당 영장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이메일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하였다.229)

협약은 컴퓨터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해당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반면, 수사기관이 해당 매체를 직접 압수하더라도 

데이터 확보를 장담할 수 없고 법익 침해 범위가 확대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데이터 보관자로 하여금 데이터를 추출하게 하고 

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서 제출명령을 제안하고 있다. 2심 판결에서도

동일한 이유를 근거로 압수수색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미국 수사

기관은 영장을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송부하고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게 한 후 이를 저장한 저장매체를 압수하는

방식이 가능한 것이다. 위 2심 판결 직전인 2002년 9월경 18. U.S.C.

§2703(g)230)을 추가하여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애플 등 주요 

서비스 제공자들 역시 내부 정책으로 이메일 등으로 영장을 제공받은 다음

해당 데이터를 직접 추출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다.231)

이처럼 미국도 가입자 정보 등은 제출명령을 통해서, 통신 내용 등은 

일반 압수수색절차를 통해 확보하고 있다. 일본처럼 기록명령부 압수와 

같은 절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영장 집행이 가능하고 해당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자가 추출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를 운영함으로써 협약상 제출명령의 취지를 실현하고 있다.

229) U.S. v. Dale Robert Bach, 310 F.3d 1063 (8th Cir, 2002).

230) 18. U.S.C. §2703(g), "U.S.C. §3105에도 불구하고 통신 내용 및 이용자 기록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영장을 제시하거나 집행하기 위해 수사관이 현장에 있을 필요는 없다."

231) Apple, Legal Process Guidelines, “Apple accepts service of subpoena, search

warrants and court orders by email from government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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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법체계

협약 제18조의 취지가 우리나라에서도 구현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형사

소송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규정의 존부 및 해석, 실무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컴퓨터 데이터 제출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이, 가입자 정보 제출의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컴퓨터 데이터 제출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

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압수와 관련한

준용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91조에서 위 항을 준용하고 있다.232) 이 규정과

관련하여 압수 방법 또는 압수 대상(정보 자체)을 입법화한 압수에 대한 

규정이라는 다수 견해233)와 제출명령을 도입한 것이라는 견해234)가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을 압수 규정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압수수색의 

실무는 일본의 종전 실무 및 기록명령부 압수, 미국의 압수수색 실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사기관은 일반 압수수색영장 또는 압수

영장의 일종인 금융게좌영장,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를 발부

받은 다음 팩스,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통신업체, 인터넷 업체 등 서비스

제공자와 압수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조정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영장에 

기재된 데이터를 미리 추출하여 별도의 저장매체에 저장해 둔다. 수사

232) 제29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제출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제106조 제2항은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형사소송법(2판),

홍문사, (2016), 118쪽
233) 이경렬, “디지털 정보 관련 증거의 압수수색 규정의 도입방안 연구”,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505쪽; 손동권, “새로이 입법화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23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1), 328쪽;

전승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법조 통권 제670호, 법조협회,

(2012), 247-254쪽
234) 이윤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형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형사법학회, (2012), 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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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영장을 팩스 등을 이용하거나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영장을 제시한다. 그에 따라 미리 준비해 둔 데이터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제출받아 오거나 해당 데이터를 이메일 등을 통해 송부 받는다.

즉 수사기관은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 자체를 압수하거나 서버에 접속하여 

해당 데이터를 직접 추출하는 대신,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데이터를

추출한 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동법 제106조 제3항의 성격을 불문하고 협력적 제3자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실질은 협약 제18조의 제출명령과 같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컴퓨터 데이터 제출과 관련된 협약 

제18조의 취지를 구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가입자 정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에서 통신자료 제공요청 제도를 두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자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 식별부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통신자료는 협약의 가입자 

정보와 같은 개념이다.

통신자료 제공요청 제도의 성격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동법 제83조 

제3항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뿐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

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235) 또한 전기통신

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은 통신자료 제공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를 의무가 없어 전기통신사업자는 제공 요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그 제공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236)

그러나 대법원은 통신자료 제공으로 범죄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등 

235)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39 결정
236)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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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공익을 달성할 수 있음에 반해 제한되는 사익은 이용자의 인적

사항에 한정되어 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형식적 

요건만 심사한 후 이에 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였다.237)

이러한 대법원 판례 태도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 제공요청

서의 형식적 요건만 확인한 후 해당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해 주고 

있다. 실무상 전기통신사업자도 거의 대부분 응하고 있다. 설령 헌법재판

소의 태도처럼 임의수사로 보거나 전기통신사업자가 영장을 요구하면서 

그 제공을 거부한 경우238)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일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가입자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 확보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사실조회와 

같은 제도인 사실조회요청(일본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2항)으로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임의수사이지만 서비스 제공자는 거의 대부분 

이에 응하고 있고 이를 거부하더라도 기록명령부 압수 또는 일반 압수를

통해 확보하고 있다.

결국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의무의 인정 여부를 불문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통신자료 제공요청 절차 또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데이터를 추출하게 하고 

이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체계를 구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이행입법 필요 여부

협약 제18조는 제출명령 제도 자체의 도입을 의무화 하는 규정이 아니다.

독일은 일반 압수절차와 전기통신법의 가입자 정보 제출 절차를 통해서,

일본은 기록명령부 압수절차와 종전의 임의수사 방식인 사실조회요청을 

통해서, 미국은 별도의 제출명령 및 일반 압수절차를 통해서 협약 제18

237)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238)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취지는 그 제공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민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영장 제시를 요구하고 영장을 
제시할 경우 통신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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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 이 제도들의 공통점은 협력적 제3자인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데이터를 추출하게 한 후 이를 제공받는데 있다.

수사기관이 해당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거나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현장

에서 해당 데이터를 직접 추출하지 않는다. 법익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만 있다면 그 제출방식은 가입국이 자유

롭게 결정하면 된다. 임의수사 방식일 수도 있고 별도의 제출명령 형태일 

수도 있으며 종전의 압수수색 절차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행입법을 할 필요는 없다.

이처럼 우리나라 법체계가 협약 가입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하더

라도, 향후 협력적 제3자의 법익 침해 범위를 감소시킴으로써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 수사기관이 영장 제시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방문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한 인적․물적 비용 증가, 영업 방해 등 서비스

제공자의 법익 침해가 증가한다.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압수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면 서비스 제공자의 법익 침해가 더욱 줄어들 수 있을 것

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는 모사전송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반해239), 압수영장은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득이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장을 방문해야 된다.240) 협약의 취지는 

협력적 제3자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을 경우 그 법익 침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형사소송법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성격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나, 협력적 제3자를 상대로 한 영장집행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다. 18. U.S.C. §2703(g) 등 미국 사례를 

참고하여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력적 제3자의 부담이나 비용을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239)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제5항
240)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이메일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팩스로 전송하여 집행한 사안에서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이메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이 판례 후 부득이 수사기관은 이메일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영장 원본을 제시한 후 이메일 업체로부터 대상 이메일 데이터를 제공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메일 업체들은 담당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거나 업무처리 시간이 증가
하는 등 추가 비용이 증대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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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19조(수색압수)

1.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에게 자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수색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컴퓨터 시스템 또는 그 일부, 그곳에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

나. 컴퓨터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컴퓨터 데이터 저장매체

2.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이 제1항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 또는 

그 일부를 수색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한 결과,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자국 내 다른 컴퓨터 시스템 또는 그 일부에 저장되어

있고, 이 데이터가 최초 접근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정당하게 접근

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이 다른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 신속히 수색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포함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제1

항과 제2항에 따라 접근한 컴퓨터 데이터를 압수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컴퓨터 시스템 또는 그 일부, 컴퓨터 데이터 저장매체의 압수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확보할 권한

나. 컴퓨터 데이터를 복제하여 보유할 권한

다.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할 권한

라.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접근 차단 또는 이를 제거할 권한

4.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이 컴퓨터 시스템의 작동이나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에게 제1항과 제2

항의 조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제공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이 조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는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바. 협약 제19조(수색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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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약상 압수수색의 내용

거의 모든 국가에서 형사소송절차로 압수수색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 개념의 압수수색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며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직접 그 점유를 확보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규정이 디지털․사이버 세상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고민하고 있다. 왜냐하면 컴퓨터 데이터나 정보는 증거

가치가 높아 반드시 확보할 필요성이 큰 반면, 확보 절차를 규율해야 할 

종전 압수수색 규정은 컴퓨터 데이터나 정보의 개념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통적 압수수색 대상인 유체물과 달리 컴퓨터 데이터나 정보는

무체물이다. 또한 유체물에 비해 변경이나 삭제가 쉽고 접근도 용이하다.

특정 장소에 존재하는 유체물과 달리 컴퓨터 데이터나 정보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수시로 이동하고 특정 장소에 고정되어 존재하지도 않는다.

컴퓨터 데이터의 이러한 성질을 고려하여 종전 압수수색 규정을 해석

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협약은 이러한 문제

의식을 토대로 종전 압수수색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던 컴퓨터 데이터의 

압수수색을 제시하고 있다. 협약은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데이터 

저장매체(제19조 제1항 가호 전단 및 나호, 제3항 가호), 컴퓨터 데이터

(제19조 제1항 가호 후단 및 제3항 나호)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컴퓨터 시스템 또는 저장매체는 유체물로서 전통적 압수수색의 대상

으로 하고 있던 것을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압수수색의 대상에 

컴퓨터 데이터를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컴퓨터 데이터는 

이미 생성되어 저장된 과거 데이터만을 말한다.

이 컴퓨터 데이터를 확인하고 확보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과 그와 

유사한 방식의 확보 또는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협약은 컴퓨터 데이터 

확보 체계의 구성이나 운영과 관련하여 가입국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가입국에 따라 종전 압수수색 개념을 컴퓨터 데이터의 확보에

필요하도록 해석할 수도 있고, 종전 압수수색 개념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별도의 절차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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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컴퓨터 데이터는 무체물로서 변경, 삭제, 접근이 용이하므로 그 

압수 방법으로 컴퓨터 데이터를 복제하는 형태로 압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19조 제3항 나호).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도 있고 위와 같이 데이터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수도 있다. 각 방식을 선택하는 기준이나 

허용 요건은 가입국마다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와 동일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동항 다호).

데이터를 확보하는 때부터 형사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와 더불어 제3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수사

기관의 관리 범위 내로 완전히 이전시킬 수 있는 것(동항 라호)도 가능

하게 해야 한다. 컴퓨터 데이터는 수시기관의 전속적 관리 범위 내에서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범인 등 제3자가 임의로 접근할 수 있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컴퓨터 바이러스 또는 아동음란물 파일 등 위험하거나 

사회적 해악이 있는 데이터는 범인이 보유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러한 데이터를 범인의 관리 범위 내에서 제거하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

다만 일시적 제거로 족하며 종국적 삭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형사소송 

결과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협약은 컴퓨터 데이터의 성격을 반영한 절차나 방법을 별도로 규정

하고 있다. 컴퓨터 데이터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여러 매체를 통해 관리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협약은 ‘네트워크 압수

수색(제19조 제2항)’을 제시하고 있다. 필요한 컴퓨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A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였는데 해당 컴퓨터 데이터가 A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로 연결된 B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A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B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여 해당

컴퓨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컴퓨터 데이터는 속성상 

그 저장매체를 확인하기 매우 어렵고 여러 저장매체가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되어 수시로 이동하고 있는 반면, 범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하여 손쉽게 해당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한 

조치라 할 것이다. 협약은 제19조 제2항에서 ‘~ 자국 내 ~’로 규정함으로써

A 컴퓨터 시스템과 B 컴퓨터 시스템 모두 해당 가입국 내에 있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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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한다. 소위 ‘원격 압수수색’만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

하였다.241)

협약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B 컴퓨터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율하지는 않는다. 소위 ‘역외 압수수색’에 대해 가입국의 

일치된 견해로 일반적 규정을 두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신 협약은 제39조 제3항에서 ‘본 협약은 당사국의 기타 

권리, 제한 및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여 역외 압수

수색이 협약을 통해 일반적으로 승인되지도 배제되지도 않는 것으로 함

으로써 각 가입국들이 개별적으로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242) 한편 해외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만을 협약 제32조243)에 규정하였다.

한편 컴퓨터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암호 등 보안체계가 강화되면서 해당

데이터를 압수수색하는데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효율적인 압수수색을 위해 이러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조를 통해 수사기관은 압수

수색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압수수색의 상대방은 

압수수색으로 인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협조의 상대방이나 

그 효력은 가입국이 인권 등을 고려하여 정하면 된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독일, 일본, 미국의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 체계와 네트워크 압수수색 가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각국이 컴퓨터 데이터 또는 정보를 압수대상으로 어떻게 포섭하고 있는지,

241) 최초 접근한 컴퓨터 시스템과 그와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 모두 국내에 있는 경우의
압수수색을 ‘원격 압수수색’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 해외에 있는 경우의 압수
수색을 ‘역외 압수수색’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협약은 ‘원격 압수수색’만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242) 위 Explanatory report of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293항
243) 해당 데이터가 모두에게 공개된 경우이거나 정보 주체가 자발적으로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협약은 그 정보 주체를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사용자(가입자)라 보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데이터의 제공에 동의하더라도 사용자(가입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를 제공받을 수 
없다. Council of Europe, Cybercrime Convention Committee, Guidance Note #3,

Trans border access to data-Article 32,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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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압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본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압수

수색244)을 허용하고 있는지, 그 방식은 어떠한지 등을 국내 서버와 해외 

서버로 나누어 각국의 법체계와 실무를 살펴본다.

(2)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가부

독일, 일본, 미국 등 협약 가입국들은 국가별 법체계에 따라 컴퓨터 

데이터 자체를 압수 대상에 포함시켜 압수하는 것으로 규율하기도 하고,

압수 대상을 유체물로 상정한 후 컴퓨터 데이터를 별도의 저장매체에 저장

하여 유체물인 그 저장매체를 압수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기도 한다. 어느 

법체계를 따르더라도 디지털 증거를 실제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협약의 

취지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컴퓨터 데이터 또는 정보 그 

자체가 압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견해 대립은 있으나 실제로 디지털 

증거 또는 그 저장매체를 압수하고 있으므로 협약과 부합한다.

일본은 압수 대상을 유체물에 한정해서 본다. 컴퓨터 데이터가 증거로서

가치가 있을 뿐 저장매체 자체는 그 가치가 없더라도 부득이 원 저장

매체를 압수하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실무상 다른 저장

매체에 해당 컴퓨터 데이터를 복제 등을 한 후 그 저장매체를 압수하고 

있었다. 이에 일본은 2011년 형사소송법을 개정245)하여 실무상 사용하던 

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다만 일본은 컴퓨터 데이터 자체를

압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 데이터가 저장된 유체물인 저장매체를 압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원 기록매체를 압수할지, 본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압수할지 여부, 본 규정에 따르더라도 복사․인쇄․이전 등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 등은 압수 현장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246)

244) 네트워크 압수수색은 원격 압수수색과 역외 압수수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245) 일본 형사소송법 제110조의2 압수할 물건이 전자적 기록과 관련된 기록매체인 경우,

압수영장을 집행하는 자는 그 압수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압수할 기록매체에 기록된 전자적 기록을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인쇄 또는 
이전한 후 당해 다른 기록매체를 압수하는 것

2. 압수를 당하는 자에게 압수할 기록매체에 기록된 전자적 기록을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인쇄하게 하거나 이전하게 한 후 당해 다른 기록매체를 압수하는 것

246) 杉山徳明/吉田雅之, 情報処理の高度化等に対処するための刑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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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역시 압수 대상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체물인 컴퓨터 

데이터가 압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독일 

헌법재판소는 압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였다.247)

미국에서도 컴퓨터 데이터가 압수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미국 법원은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연방 형사소송규칙 제41조의 

압수 대상에 컴퓨터 데이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248) 이후 압수대상인

물건에 정보(information)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위 규정을 개정하였다.249)

압수수색 방법은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 종이에 인쇄하여 출력한 후 압수, 특정 데이터를 

이미징 후 압수 등 여러 방법이 가능하다. 다만 영장을 청구할 때 압수 

대상과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제109조(수색), 제219조(준용

규정)에서 압수수색을 다루고 있다. 특히 2011년 7월 18일 개정을 통해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

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

매체를 압수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다(동법 제106조 제3항).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도록 하여 압수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과 달리 정보 자체가 압수 대상이 되는지는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06조를 근거로 정보 

자체도 압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견해250)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251)가 대립

律について(下), 法曹時報 제64권 제5호, (2012), 58-62쪽;, 池田公博, 電磁的記録を含

む証拠の収集․保全に向けた手続の整備, ジュリスト 제1431호, (2011), 79-80쪽
247) BVerfG 2 BvR 902/06 vom 16.6.2009

248) US v. New York Telephone Co. U.S. 159, 169, 98 S.Ct. 54 LEd. 2d 376(1997)

249) FED. R. CRIM. P. 41(a)(2)(A) 'Property' includes documents, books, papers, any

other tangible objects, and information

250) 권오걸, “디지털 증거의 개념, 특성 및 증거능력의 요건”, IT와 법연구 제5집, (2011),

294쪽; 노명선․이완규, 형사소송법(4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221쪽; 노승권,

“컴퓨터 데이터 압수수색에 관한 문제”, 검찰 통권 제11호, (2000), 280쪽; 배종대․
이상돈․정승환․이주원, 형사소송법(2판), 홍문사, (2016), 187쪽; 손동권(각주 233),

앞의 글, 328쪽; 이주원(각주 221), 앞의 글, 160쪽; 이철, “컴퓨터범죄의 수사와 전자적
기록의 증거능력(중)”, 법조 제421호, (1991), 34쪽; 이훈동, “컴퓨터 관련 범죄와 형사
절차”, 세명논총 제2집, (1992), 129쪽; 원혜욱, “과학적 수사방법에 의한 증거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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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252)와 실무는 정보 자체를 압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부정설에 따르더라도 일본의 규정 및 실무와 같이 컴퓨터 데이터를 별도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압수할 수 있고 실무도 같은 방식으로 압수하고 

있으므로 협약 제19조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제 또는 인쇄의 방법으로

압수하고 있고, 판례는 복제본과 원본의 동일성을 요구하고 있고 실무도 

해시값 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동일성을 확보하고 있다. 압수한 컴퓨터 

데이터는 제3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고 보유해서는 안 될 컴퓨터 데이터는

제거하고 있다.

이처럼 컴퓨터 데이터를 압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해석상 포함시키기도 한다. 압수 대상을 유체물로 한정하더라도 컴퓨터 

데이터를 별도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그 매체를 압수하기도 한다. 실제 

압수 절차는 해당 컴퓨터 데이터를 복제하고 전 과정에서 무결성을 유지

하며 제3자의 접근을 막거나 수사기관의 전속적 관리 범위 내로 이전

시킨다. 결국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각국은 규정 체계상 차이가 있을 뿐 

실질에 차이는 없으므로 협약 제19조와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3) 국내 서버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압수수색 가부

(가) 가입국들의 법체계

독일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에서 네트워크 압수수색을 규정하고 

있다. 수색대상은 데이터가 상실될 우려가 있을 경우 피수색자의 전자저장

매체로부터 도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전자저장매체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전자저장매체까지 수색할 수 있고,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전자증서의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174쪽; 정병곤,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25권 제4호, 한국형사법학회, (2013), 178쪽

251) 이경렬(각주 233), 앞의 글, 505쪽; 하태영,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법적 
근거와 영장집행의 적법성의 요건”, 비교형사법연구 제1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1), 439쪽
252)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모1190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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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압수할 수 있다. 여기서 압수할 수 있는 데이터는 독일 내에 

있는 다른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말한다.253)

일본도 2011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압수할 물건이 전자계산기인 경우, 해당 전자계산기에 전자통신회선으로 

접속되어 있는 기록매체가 해당 전자계산기에서 작성 또는 수정되었거나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 전자적 기록을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을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기록매체로부터 그 전자적 기록을 해당 

전자계산기 또는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하여 해당 전자계산기 또는 다른 

기록매체를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9조 제2항, 제218조 제2항).

전자계산기는 컴퓨터 외 휴대전화도 포함된다. 압수에 착수하기 전부터 

해당 전자계산기와 기록매체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접속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압수 당시 필요한 처분으로서 해당 전자계산기를 전기통신회선에 

접속시킨 후 압수할 수도 있다.254) 또한 해당 전자계산기 또는 다른 기록

매체를 압수하는 것이므로 복사는 압수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압수한 전자계산기를 다른 장소에서 사후적으로 접속하여 복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255) 일본에서는 이러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이 제도 활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후술할 예정인 ‘해외

서버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압수수색 가부’ 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미국의 경우 일반 사건 수사에 있어 네트워크 압수수색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실무상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잠탈할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테러 사건에 있어서는 패트리어트법 제220조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256)

253) 박희영, 독일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비준에 관한 법률 (下), 법제, 법제처, (2009), 57쪽
254) 杉山徳明/吉田雅之, 情報処理の高度化等に対処するための刑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

律について(下), 法曹時報 제64권 제5호, 2012. 105쪽; 江口和伸, ネットワーク接続コ

ンピュータを対象とする捜索，差押え, 令状に関する理論と実務Ⅱ, 2013. 158쪽
255) 杉山徳明/吉田雅之, 情報処理の高度化等に対処するための刑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について(下), 法曹時報 제64권 제5호, 2012. 104-105쪽
256) USA PATRIOT Act of 2001 SEC 220. NATIONWIDE SERVICE OF SEARCH

WARRANTS FOR ELECTRONIC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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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나라

독일, 일본은 네트워크 압수수색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어 협약을 수용

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현행 형사

소송법의 압수수색규정의 해석을 통해 위 규정에 네트워크 압수수색을 

포섭시키고 있고, 판례와 실무도 같다. 법원 영장실무는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압수대상인 전자정보는 압수수색을 개시하기 전부터 수색장소에 

있을 필요는 없고 압수수색이 종료하기 전까지 수색장소에 확보되면 

족하므로,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서 해당 서버에 접속하여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에 있는 PC 등에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함으로써 해당 전자정보가

수색장소에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취지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하는 것을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실무상으로도 같은 방식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다.

소위 종근당 판결에서 네트워크 압수수색이 쟁점이 되지는 않았지만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압수수색 방식을 언급하면서 ‘원격지 서버에 저장

되어 있는 정보라도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서 해당 서버 또는 웹사이

트에 접속하여 범죄와 관련된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복제하거나 출력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257) 이후 최근 네트

워크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

들에서 네트워크 압수수색은 현행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규정으로 허용

되는 적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또한 이러한 압수수색은 

서버가 해외에 있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258)

이처럼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압수수색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규정을 근거로 이와 같은 압수수색이 가능

하다. 따라서 협약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법체계를 구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네트워크 압수수색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이하에서 상세히 다루

257)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중 다수의견에 대한 이인복,

이상훈, 김소영 재판관의 보충 의견
258)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12643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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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한다.

(4) 해외 서버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압수수색 가부

학설상 ‘역외 압수수색’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표현되지만 해외 서버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압수수색은 실제 여러 유형이 있다. ① A 국가가 

A 국가의 법인인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그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B 국가에 있는 서버에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② A

국가가 B 국가의 법인인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해당 컴퓨터 데이터를 

직접 요청하는 경우 ③ A 국가가 적법하게 확보한 비밀번호 등을 이용

하여 B 국가의 법인인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특정 계정에 접속하여 

해당 컴퓨터 데이터를 확보하는 경우 등 여러 유형이 있다. 각 유형별로 

영장 집행 방식이나 각국의 허용 여부가 상이하므로 이를 개별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가) 미국

이와 관련하여 미국 Microsoft(이하 MS) 사건 및 Google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례들은 미국 정부가 미국의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해외 서버에 보관 중인 컴퓨터 데이터를

요청한 것이다.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하거나 미국 법인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직접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지 

문제와는 다른 문제이다. 또한 미국 정부가 적법하게 취득한 비밀번호 등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해외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해당 계정에 직접

접속하여 컴퓨터 데이터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 문제와도 또 다른 문제

이다. 후자의 유형은 후술할 예정인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문제된 사례와 

같다.

먼저 MS 사건을 살펴본다. 2013년 12월 뉴욕연방지방법원 영장판사는

MS를 상대로 마약 피의자의 이메일 등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영장을 발부

하였다.259) MS는 MS가 관리하는 아일랜드에 위치한 서버에 해당 이메일이

259) MS는 해당 이메일의 메타데이터(송신처 IP, 송수신 일시 등)는 MS가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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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되어 있으므로 미국 판사는 미국 사법권 범위 밖인 해외에 보관된 

정보에 대한 영장을 발급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영장 취소를 신청

하였다. 반면 연방검찰은 유효한 영장이 발부되었으므로 미국 내에서 해당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4월 같은 법원의 다른 영장판사는 MS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2014년 6월 뉴욕남부지방법원 역시 이 신청을 다시 기각하였다.260) 이 

법원이 제시한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① 본건 영장 발부 근거 법률인 

통신법(Stored Communication Act, SCA)261)은 해당 컴퓨터 데이터를 통제

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미국 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존재 장소가 결정

되는 것이지, 그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가 미국 내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② 해당 데이터의 수색은 미국에 

있는 컴퓨터 화면에 현출되어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할 수 있을 때 시작

되는 것이지 해외에 있는 서버에서 전송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므로 

미국 수사기관이 해당 데이터를 보기 전까지는 수색이 시작된 것이 아니다.

③ 본건과 같은 영장 집행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범인들은 해외 서버로 

우회할 것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형사사법공조절차를 통해서는 

이를 확보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 ④ 본건은 미국에서 발생한 범죄

이므로 처음부터 미국의 관할권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법원은 컴퓨터 데이터가 해외에 있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더라도, 서비스 

제공자가 미국 사법권의 적용을 받는 미국 법인이고 해당 데이터는 그 

서비스 제공자가 통제․관리하며 미국 내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수색이 

시작되는바 결과적으로 압수수색 절차와 그 대상이 모두 미국 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미국 사법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MS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016년 7월 제2순회 항소

미국 내 데이터 센터에, 그 내용 및 주소록 등은 MS가 관리하는 아일랜드 내 데이터
센터에 보관 중이었다. 즉 한 개의 이메일이라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자는 각국에 
소재한 데이터 센터에 관련 정보를 임의로 분산시켜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MS는 
위 메타데이터는 제공한 반면 이메일 내용 등의 제공은 거부하였다.

260)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and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15 F.Supp 3d 466-477(S.D.N.Y. 2014)

261) 18 U.S.C. §§ 2710-2712



- 133 -

법원은 뉴욕지방법원의 결정을 파기하면서 위 영장을 취소하였다.262)

항소심은 영장 집행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해외에 있는 서버에서 해당 

데이터를 전송하여 가져올 때 압수수색이 시작된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해외 집행은 통신법이 예정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1심에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데이터를 전송한 후 미국 내에 있는 컴퓨터 화면

에서 현출되어 수사기관이 인지할 수 있을 때에 수색이 시작된다고 판단

하여 미국 내 집행으로 본 반면, 항소심은 수색 시기를 앞당겨 해당 

데이터를 전송할 때부터 수색이 시작된다고 본 결과 해당 절차를 미국 외

집행으로 판단하였다.

위 2심 판결 직후인 2016년 8월 펜실베니아동부지방법원 영장판사는 

Google을 상대로 이메일 등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2개의 영장을 발부

하였고, Google 역시 MS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며 해당 데이터의 

제출을 모두 거부하였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는 MS의 경우보다 상황이 

심각하였다. MS 사건에서는 적어도 해당 데이터가 아일랜드에 있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알고는 있었으나, Google

사건의 경우 해당 데이터가 어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263) 그 결과 Google의 협조 없이는 해당 데이터를 찾을 

수도 없고 사법공조 대상국을 정할 수도 없었다.

2016년 10월 법무부는 Google이 영장을 준수하도록 강제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2017년 2월 영장판사는 MS 사건의 항소심 판결과 달리 

Google이 영장을 준수하도록 명령하였다.264) 2017년 8월 Google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펜실베니아동부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이 

명령 역시 MS 사건의 1심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압수는 압수

262) Microsoft Corp. v. U.S. 829 F.3d 197 (2d Cir, 2016)

263) 이 사건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다음의 설명 중 일부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구글의 데이터는 이동한다. 오늘은 핀란드 또는 싱가포르의 데이터 센터에
있다가 내일은 벨기에나 칠레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자동적으로 움직인다. 해당 
데이터는 하나의 파일로 관리되지도 않는다. 구글은 하나의 파일을 여러 데이터로 
조각내어 각국에 있는 여러 데이터 센터에 보관시키고 있다. 설령 조각난 하나의 
데이터가 일정 장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각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되지
않는 한 그 조각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264) In re Search Warrant No. 16-960-M-1 to Google; In re Search Warrant No.

16-1601-M to Gool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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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Google의 해외 서버에서 Google의 미국 

서버로 전송하는 행위만으로 해당 데이터 사용자의 점유를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해당 데이터가 미국 서버로 전송되는 것

만으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그 데이터가 현출되어 수사기관에 

공개될 때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므로 그 때부터 압수수색이 시작된다고 

하였다. 그 결과 압수수색 절차는 미국에서 진행된다고 하였다. 또한 

컴퓨터 데이터는 서버 위치를 불문하고 그 데이터를 통제하는 자가 미국

내에 있다면 해당 영장에 따라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미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의 상대방인 미국의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고 그 제공자의 관리 범위 내에 있는 국내외 서버간

데이터 전송만으로는 해당 데이터 사용자의 권리 침해가 없으므로, 국내 

서버로 전송한 이후 미국 내에서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부터 압수

수색이 시작된다. 결국 미국 수사기관이 미국 법인을 상대로 미국 내에서

법집행을 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 무렵 Yahoo, Google에 대한 유사 사례에서 플로리다, 위스콘신,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애리조나 등 지역에서 MS 사건의 1심 판결 

및 Google 사건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다.265) 법무부는 

2017년 6월 MS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8년 3월 23일 '합법적인 해외 데이터 

활용의 명확화를 위한 법률(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CLOUD Act)'을 제정하여 18 U.S.C. §2713266)에 반영함으로써 이 

265) In the matter of search of Premises Located at [Redacted]@yahoo.com, stored at

premises owned, maintained, controlled, or operated by Yahoo, Inc., No 17-mj-238

(M.D. Fla. Apr. 7. 2017); In re Two Email Accounts stored at Google, Inc., No.

17-M-1235, 2017 WL 2838156 (E.D. Wis. June 30. 2017); In re Search of

Information Associated with Accounts Identified as [Redacted]@gmail.com, No.

16-mj-2197, 2017 WL 3263351 (C.D. Cal. July 13. 2017); In re Search of

Information Associated with [Redacted]@gmail.com, stored at premises controlled

by Google, Inc., No. 16-mj-757, 2017 WL 3445634 (D.D.C. July 31. 2017); In re

Search of Information Associated with [Redacted]@gmail.com, stored at premises

controlled by Google, No. 17-7131 (D. Ariz. Aug. 21. 2017)

266) 18 U.S.C. §2713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원격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는 그들이 
보유, 관리 또는 통제하는 통신 내용, 통신 기록 또는 이용자 정보 등이 미국 내외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이 장에 규정된 보전, 복제 또는 제공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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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이 규정을 통해 미국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미국의 압수수색영장 또는 제출명령이 있을 경우 해당 데이터가 미국 

내외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러한 데이터 제출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환영하고 있다.267)

(나) 일본

일본의 경우 미국과는 다른 유형의 사례가 있다.268) 수사 중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확보한 후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이 계정에 직접 접속

하여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확보한 사례이다. 일본 카나가와현 경찰은 

국립대학학생증, 위험물취급자면허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립대학학생증을

위조하고 건조물을 파괴 또는 방화한 혐의로 범인을 체포하였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인의 주거지를 수색한 후 범인의 PC를 압수하였다.

그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본 형사소송법 제99조 제2항, 제107조 제2항 및 

그 준용 규정인 제218조 제2항, 제219조 제2항에 따라 압수수색 범위로 

‘(범인이 사용하는) 메일의 서버 기록 영역269)’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발부되었다. 즉 네트워크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다만 

경찰은 PC 압수수색 당시에는 메일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확보하지 못하여 네트워크 압수수색은 하지 못했다. 이후 압수한 

PC를 분석하여 해당 이메일270)과 비밀번호를 확인하였다.

이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 메일 서버에 접속하여 범죄 증거를 확보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유체물을 압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267) James Scott, ICIT Analysis : The CLOUD Act - Immediate passage of the CLOUD

Act ensures unambiguous protection of privacy and national security, Institute for

Critical Infrastructure Technology, (2018)

268) 横浜地判 平成28年3月17日 判例集未登載. (平成24年(ゎ) 第2075号, 2016년 판결)

269) 일본 국내 서비스 제공자로 한정하거나 해외 서비스 제공자를 제외하지 않아 원격 
압수수색 및 역외 압수수색을 모두 허용한 영장으로 보인다.

270) 해당 이메일은 Goolge의 이메일로서 일본 경찰은 Google을 상대로 해당 이메일이 
보관된 서버의 소재지를 문의하였으나 Google은 알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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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유체물인 저장매체에 저장한 후 그 유체물을 압수하는 방식으로 

컴퓨터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99조 제2항의 경우도

특정 저장매체를 압수할 경우 그 저장매체와 연결된 서버에 접속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그 특정 저장매체에 복사한 다음 그 특정 저장매체를 

압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본건 1심 법원인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일본의 네트워크 압수수색은 특정 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특정 저장매체의 압수가 종료된 후 서버에 접속하여 복사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일본 경찰은 이미 범인의 PC를 압수하여 그

압수수색 절차를 종료했기 때문이다. 또한 통상 PC에 대한 압수를 종료한

다음 분석하기 전까지는 해당 PC로 접속한 이메일 계정이나 비밀번호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본 경찰은 동일한 압수수색 영장의 신청을 

검토하였으나 PC는 이미 압수한 상태이므로 이 영장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범인이 해당 PC를 조작하여 메일 서버에 접속한 내역 

등을 증거로 보전하는 것은 해당 PC의 조작 내용을 ‘검증’하는 행위로 

전제하고, 그 검증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메일 서버에 접속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PC에 대한 검증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았다. 검증

영장을 집행하여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메일에 로그인한 

후 송수신 이메일을 추출하여 다운로드 받았다.

이에 대해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본건 검증영장에는 검증 대상으로 

PC만 기재되어 있을 뿐 메일 서버에 접속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검증에 필요한 처분으로 메일 

서버에 접속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1심 판결은 메일 서버에 접속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없는 검증영장만으로는 PC 검증을 위해 메일 서버에 접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271) 2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72)

일본의 사례는 PC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한 후 메일 서버 접속을 허용

하지도 않고 규정상 예정되어 있지도 아니한 검증영장만으로 메일 서버에

271) 다른 증거로 유죄를 인정하여 범인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였다.

272) 東京高判 平成28年12月7日 判決時報67卷1-12号177頁. (2016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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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한 것이다. 본건은 메일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이지만, 일본 국내에

있는 서버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 보인다. 다만 일본 

국내에 있는 서버의 경우에는 그 서버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본건처럼 검증영장으로 집행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결 취지에 따라 메일 서버 접속을 허용한 최초 압수수색영장을

근거로 PC의 압수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메일 서버에 접속하여 해당 

이메일을 확보하였다면 일본 형사소송법 제99조 제2항, 제107조 제2항 

및 그 준용 규정인 제218조 제2항, 제219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

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압수수색 영장으로 USB를 확보하여 

거기에 저장된 해외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확인한 다음, 그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실제로 로그인한 후 관련 

자료를 압수한 우리나라 사안들에서는 모두 이러한 수사 방법이 적법

하다고 판시하였다.

(다)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경우 네트워크 압수수색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규정을 근거로 이러한 네트워크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우리 판례 역시 이러한 네트워크 압수수색을 적법한 수사로서 

인정하고 있다.273) 적법하게 확보한 해외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

하여 로그인한 다음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274)의 압수수색을 허용

273)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12643 판결, 2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7. 5. 선고 
2017노146 판결,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고합675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2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7노23 판결,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고합538 판결 

274) 미국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례와 같이 국내외에 서버를 관리하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과는 방식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일본에서 
문제되었던 사례에서와 같은 방식이다. 다만 일본 사례의 경우 검증영장을 집행하여
로그인한 후 해당 디지털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유체물만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보는 일본의 법체계에 기인한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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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38 사건 및 서울중앙지방

법원 2016고합675 사건에서 이러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가 다투어졌

으나 각각의 사건에서 모두 그 적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전자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노23 판결에서는 1심과 달리 위법한 수사라고

한 반면, 그 직후에 선고된 후자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노

146 판결에서는 1심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렇게 2개 항소심에서 판단이 

갈렸으나 각각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네트워크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진행된 압수수색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USB 등을 적법하게 압수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했던 해외 이메일 계정과 그 비밀번호를 

확보하였다. 해당 이메일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압수수색할 물건’으로 ‘해외 이메일 계정 중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송수신이 완료되어 저장된 이메일 내용, 그 

출력물 및 그 저장매체’를, ‘압수수색 장소’로 ‘한국인터넷진흥원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용 PC(온라인상 압수수색검증)’을, 압수수색 방법‘으로 ’국가

정보통신 인증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 PC에

영상녹화 및 동 기관의 전문가, 일반인 포렌식 전문가가 입회한 가운데 

해외 이메일 홈페이지 로그인 입력창에 위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다음 범죄와 관련된 자료를 선별하여 저장한 저장

매체를 봉인 및 압수‘로 특정하여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의자에게 압수

수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 뒤 청구서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압수수색

할 수 있음. 피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고 피의자가 압수

수색에 참여하기를 포기 또는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참여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음‘이라는 조건을 부가하여 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

이후 이 압수수색영장을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참여

의사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이들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한국인터넷

진흥원 사무실에서 이 기관의 전문가, 일반인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입회하였다. 이 기관의 전문가는 그 전문가의 노트북을 사용하여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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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플로어 및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해당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

하여 로그인하였다. 이메일 및 그 첨부파일을 추출하여 저장 또는 출력

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다.275)

적법하게 확보한 해외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다음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의 네트워크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대한민국 외에 존재하는 해외 이메일 서버에는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아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효력이 없고 이러한 영장 

집행은 이 서버의 관리자 의사에 반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적법성을 유일하게 부정한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노23)은 

해외 서버에서 관리되는 데이터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그 데이터가 저장

되어 있는 서버의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전제로 

압수수색대상은 해외 서버에 있는 상태로의 데이터로, 압수수색장소는 

그 서버가 있는 해외로, 압수수색 상대방은 그 서버의 관리자인 서비스

제공자로 보았다. 그 결과 이와 같은 방식의 압수수색은 해외에서 집행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로그인하여 접속하는 행위를 포함한 이와 

같은 방식의 압수수색은 해외에 효력이 없는 국내 압수수색영장에 근거

한 것이고,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장소인 국내 사무실과 실제 압수수색

장소인 해외 서버 소재지에 불일치가 발생하며, 압수수색 상대방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그 서비스제공자의 참여도 없으므로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했다. 항소심은 해외 서버에 있는 데이터의 확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데이터는 형사사법공조 또는 서비스제공

자의 협조를 통해서 확보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법령을 개정하거나

275) ① 노트북에 새로운 폴더를 만든 후 그 폴더에 각 이메일 주소명을 이름으로 하는 하위
폴더를 생성하였다. ② 이메일 본문은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첨부
파일은 그 파일명에 발신자명을 추가한 파일로, 첨부 파일에 있는 링크 파일은 해당 
링크 파일에 접속한 다음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현출된 화면을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각 하위 폴더에 저장하였다. ③ 디지털 포렌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의 파일에 대한 해시값을 생성한 후 전체 파일을 복사하여 USB 2개에
각각 저장하였다. ④ 각각의 파일에 대한 해시값이 기록된 전자정보상세목록을 출력
하여 노트북에 있는 원본파일과 USB에 저장한 사본파일의 해시값을 일일이 비교하여
해시값이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⑤ USB 중 1개는 봉인하고 위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문가 및 일반인 포렌식 전문가가 각각 서명하였다. ⑥ 전 과정은 촬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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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체결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압수수색이 집행되는 곳을 해외로 보는 것이 타당

한지 의문이다. 해외 이메일에 로그인하여 해당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서 

국내에 있는 컴퓨터로 전송이 완료된 이후부터 수색이 시작된다. 수색 

전에 이루어진 로그인 행위 역시 압수수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압수수색대상은 국내에 있는 컴퓨터로 

전송된 데이터가 되고, 압수수색장소는 이 컴퓨터가 있는 국내이며, 압수

수색 상대방은 이 데이터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인 서비스 이용자가 되는 

것이다. 국내에 있는 컴퓨터에서 다른 저장매체로 복사함으로써 압수가 

종료된다. 따라서 압수수색의 전 과정은 국내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러한 

방식의 네트워크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사법권 유무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국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국내에 있는 

압수수색대상과 그 상대방을 상대로 국내에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압수수색영장은 유효한 것이고 압수수색장소의 불일치도 발생

하지 않으며 그 상대방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참여의 기회도 보장해 준 

것이 된다.

대법원 2개 판결 및 나머지 1, 2심 판결들(이하 ‘대법원 판결 등’)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다. 특히 대법원 2017도9747 판결에서는 로그인 

방식의 네트워크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해외 서버라고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즉 접속하는 서버가 국내 서버인지

해외 서버인지를 불문하고 로그인 방식의 네트워크 압수수색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 등은 다음과 같이 법리를 구성하였다.

①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해외 서버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해당 데이터를 국내 컴퓨터로

전송하거나 현출시키는 행위는 로그인 방식의 네트워크 압수수색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② 압수수색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격 서버에서 수색장소에 있는 

저장매체로 전송되거나 현출된 전자정보이다. ③ 압수수색장소는 위 저장

매체가 있는 장소이다. ④ 압수수색상대방은 위 전송되거나 현출된 전자

정보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인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이다. ⑤ 수색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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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저장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압수행위는 위 저장매체에 존재하는 전자

정보를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⑥ 결국 압수수색의 

전 과정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국내 특정 장소)에서 행해진다.

따라서 해외 서버에 접속하는 경우라도 국내 압수수색영장을 국내에서 

집행하는 것이므로 우리 사법권의 효력 범위를 논의할 필요도 없다.

법원 영장실무도 이러한 압수수색을 적법하다고 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 등은 타당한 반면 항소심 판결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먼저 항소심 판결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데이터를 압수수색하는 방법으로 해당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그 

협조를 받아 영장을 집행하는 방법으로만 한정하였다. 그러나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사전에 등록한 것과 일치한다면 서비스제공자는 등록

사용자 본인이 직접 접속한 것인지 여부를 식별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즉시 서버에의 접속을 허용하고 있다. 즉 해당 서비스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하므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는 자라면 누구나 어디에서든 접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서비스

제공자의 의사라 할 것이다. 따라서 등록사용자는 임의로 제3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압수수색이 서비스제공자에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서버나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해킹 

등 방법을 사용하는 대신 서비스이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접속하는 것이고, 서비스제공자의 서버 자체를 압수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방식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서비스제공자의 권익이 침해되지도 

않는다. 그와 더불어 항소심이 언급한 방법 외에 서비스이용자가 직접 

접속하여 해당 데이터를 임의로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서비스이용자의 접속에 갈음하여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접속을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나아가 항소심이 

한정한 방법보다 서비스이용자를 상대로 한 이러한 방식의 압수수색이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통지, 영장 제시 및 참여 기회의 보장 등 방어권 

보장에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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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항소심은 이러한 컴퓨터 데이터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를

서비스제공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서비스이용자는 컴퓨터 데이터

와는 무관한 지위에 있으므로 서비스이용자를 상대로 한 이러한 압수

수색은 위법하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이용자는 계약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접속할 권한을 가지고, 서비스 이용 중에 생성된 데이터에 관해

작성․수정․열람․관리할 수 있는 처분권한을 보유하며, 그 내용과 

관련된 사생활의 권리보호 주체이므로 해당 데이터의 소유자 내지 소지

자로 봄이 상당하다. 그에 따라 서비스제공자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서비스이용자를 그 상대방으로 한 압수수색 역시 해당 

데이터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

이다. 그 결과 로그인 방식의 네트워크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통지, 영장 

제시 또는 참여 기회 보장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아니라 서비스이용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항소심은 위와 같은 논리에 따라 압수수색 대상은 서버에 있는 

데이터로, 압수수색 장소는 그 서버가 있는 장소로 보았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자가 압수수색의 상대방이 되므로 서버에 접속하여 전송받거나 현출

되는 데이터 역시 서비스이용자가 처분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압수수색 대상은 서버에서 전송받거나 현출된 데이터가 되는 것이며 압수

수색장소 역시 그 데이터를 전송받거나 현출되는 곳이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압수수색의 전 과정은 서버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서버에 접속하는

저장매체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그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접속지가 국내라면 국내 법집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항소심은 해외에 있는 데이터의 경우 형사사법공조, 서비스제공

자의 협조 또는 법령 개정, 조약 체결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해외

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자발적 협조는 사실상 받기 어렵다. 국내 법령 개정

으로 해외에 효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도 힘들다. 조약 체결은 

결론적으로 형사사법공조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형사사법공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데이터 인멸에 대응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항소심이 

제시하는 대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고 그 실효성도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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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로그인 방식의 네트워크 압수수색은 국내 서버뿐만 아니라 해외

서버에서 관리되는 데이터의 경우에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역시 같은 구조로 판단하고 있다. 여러 판결들에서 미국의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해외 서버에서 국내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행위만으로는 데이터 사용자의 권리 침해가 없고 국내 서버로 전송된 이

후 미국 내에서 해당 데이터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부터 압수수색이 

시작되므로 미국 내 법집행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법리와 

우리나라 대법원의 법리를 종합하면, 미국의 사례처럼 국내 및 국외 서버를

관리하는 국내 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국외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압수

수색 하는 방식도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본은 네트워크 압수수색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앞서 본 사례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검증영장을 통해 해외 서버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확보했기 때문이지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276)

(5) 협력제도

컴퓨터 데이터를 압수수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관련하여 나라마다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협조의 상대방이나 협조 범위, 협조요청의 강제성 부과 여부, 불응시 처벌 

여부 등 그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영국은 수사권한규제법(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에서 암호해독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장 강력한 형태의 협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등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서비스제공자의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경우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다. 일본은 압수할 물건이 전자적 기록과 관련된 기록매체인

276) 일본의 1심 법원은 해당 검증영장의 집행이 일본 내 법집행인지, 일본 외 법집행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러한 방식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견해가 없고 이로 인해 국가간 충돌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도의 의견만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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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자는 처분을 받는 자에 대하여 전자계산기의

조작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형사소송법 제111조의2, 제222조). 일본의 협조요청은 그 상대방의 자발적

협조를 규정한 것이고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는다. 일본은 

협력적 제3자, 특히 서비스제공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협조요청을 거부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이를 도입하였을 뿐이다.277) 우리나라는 압수수색에 

필요한 처분의 일환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 기업 서버 관리자 등으로부터

거의 대부분 협조를 받고 있다.

(6) 이행입법 필요 여부

협약은 컴퓨터 데이터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절차, 그와 관련된 네트

워크 압수수색 등을 다루고 있다. 가입국들은 각자의 법체계 내에서 

협약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체계를 구비하면 된다. 미국,

일본, 독일 등 가입국과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는 협약 제19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어 그 취지를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제109조(수색), 제219조(준용

규정)를 근거로 컴퓨터 데이터를 압수수색할 수 있고, 네트워크 압수

수색도 가능하다. 협약에서 가입의 최소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해외 

서버에 대한 네트워크 압수수색도 허용된다. 판례와 실무도 같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협약 제19조와 관련된 입법이나 그 밖의 조치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협약 가입 조건으로서 별도의 이행입법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관련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은 있으나 우리나라 법체계가 협약과 부합하는지 여부와는 

별개 문제인 것이다. 앞에서도 계속 설명하였으나 현행 법체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들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이는 사이버범죄협약이

가입국들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법체계를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구분

해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77) 일본 법무성, 법제심의위원회형사법부회 제5회 회의록, (200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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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20조(트래픽데이터의 수집)

1.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에게 자국 내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정 통신과 관련된 트래픽 데이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자국 내에서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실시간 수집 또는 기록

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현재 기술 범위 내에서 실시간 수집 또는 

기록하게 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이 수집 또는 기록하는데 

필요한 협조 및 지원  

2. 당사국이 국내법 체계상 확립된 원칙들로 인해 제1항 가호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자국 내 특정 통신과 관련된 트래픽 

데이터를 자국 내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실시간 수집 또는 기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동 조에 의한 권한 행사 사실 및 

관련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이 조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는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협약 제21조(콘텐츠데이터의 감청)

1. 각 당사국은 국내법에 규정된 중대 범죄와 관련하여 권한 있는 기관

에게 자국 내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정 통신과 

관련된 콘텐츠 데이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자국 내에서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실시간 수집 또는 기록

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현재 기술 범위 내에서 실시간 수집 또는 

기록하게 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이 수집 또는 기록하는데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사. 협약 제20조(트래픽데이터의 수집), 제21조(콘텐츠

데이터의 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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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국이 국내법 체계상 확립된 원칙들로 인해 제1항 가호와 관련

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자국 내 특정 통신과 관련된 콘텐츠 

데이터를 자국 내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실시간 수집 또는 기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동 조에 의한 권한 행사 사실 및 

관련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이 조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는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협약 제20조는 장래 생성될 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을, 제21조는 

장래 생성될 콘텐츠 데이터의 실시간 감청을 다루고 있다. 공통적인

형태로 현재 기술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직접 행하는 경우와 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통해 행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두 경우 모두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른 인권 보호 

요건 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감청의 경우는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중대 범죄와 관련된 경우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협약은 각 당사국의 현재 기술 범위 내에서 이 절차를 수행하면 

된다고 하고 있어, 협약 가입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이나 장치, 설비를 개발

하거나 도입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행 수준에서 수행하면 족하므로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실시간 수집이나 감청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협약에 가입한다고 하여 국내법에 따른 요건이 완화

되거나 사법심사 등 절차가 생략될 수는 없다.

거의 대부분의 가입국들은 법률에 따라 실시간 수집과 감청을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감청과 실시간 수집을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비밀유지

의무(동법 제11조, 제13조의5)도 부과하고 있다. 최근 감청278)279)과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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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280)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는 이 제도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후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 법체계가 실시간 수집이나 감청

제도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함으로써 협약과 상충된다고 할 수 없다. 그 

결과 이를 위한 별도의 이행입법은 필요하지는 않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지금까지 우리 현행 법체계가 사이버범죄협약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

보았다. 협약의 정의 규정, 실체 규정 및 절차 규정 등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협약에 가입할 수 

있는 충분한 법체계를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행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우리 법체계와 협약을 문언적으로만 비교

했거나 협약 취지, 국내 법률의 해석, 관련 판례 및 수사 실무, 해외 

가입국 법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또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우리 현행 법체계를 개선할 필요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현행 법체계가 협약에 가입할 요건을 구비하였

는지 문제와는 명확히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몇몇 견해들이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마치 우리나라가 별도의 이행입법을 해야지만 협약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혼동하고 있다. 우리 법체계는 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법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별도로 이행입법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278)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가30 결정,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연장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에 대해 그 연장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취지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279)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결정,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 중 
인터넷회선 감청(소위 패킷감청)에 대해 집행 이후 통제 수단이 없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280)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550, 2014헌마357(병합) 결정, 통신비밀보호
법상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 절차는 사후적 통제 절차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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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이제 사이버범죄는 더 이상 나와는 무관한 일이거나 다른 나라의 걱정

거리로만 치부할 수 없다. 해킹․DDoS․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

통신망을 침해하는 형태, 피싱․파밍․이메일무역사기․랜섬웨어․불법 

저작물 유통 등 정보통신망을 남용하는 형태, 아동음란물․디지털 성범죄

등 불법 콘텐츠와 관련된 형태 등 사이버범죄의 형태와 양상은 매우 다양

하다. 해킹 등 사이버공간에서 특유의 범죄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범죄들도

사이버공간으로 그 범죄 영역을 급격히 옮기고 있다. 그 발생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최소 수백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사회적 갈등이나 국가․공공기간에 대한 신뢰 저하 

등 간접적 피해도 상당하다. 과거에는 일부 국가기관이 주요 피해자였으나

이제는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범죄 대응

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나 일반 개인에 집중되고 있고, 아동청소년․

여성․영세 콘텐츠 업체․소득이 적은 경제적 취약 계층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기통신매체가 보편화되고 인터넷 등 전 세계 네트워크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등 사이버범죄의 문턱이 매우 낮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사이버범죄를 차단하고 추적하며 그 범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들을 신속하게 수집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과거에는

디지털 증거가 특정 매체에 고정되어 존재했을 뿐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전 세계에 퍼진 수십억 대의 각종 매체에 산재해 있고 이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언제 어디에서나 순식간에 이동시키거나 삭제할 수 있다. 해외 

대형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은 수백 개의 데이터센터를 전 세계 각국에 

구축하고 있고 데이터는 이들 센터에서 분산 처리되고 있다. VPN이나 

유동 IP 등 추적을 피하는 기술은 점점 고도화되고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각종 디지털 증거는 그 보전 기간이 매우 짧다. 이처럼 디지털 

증거의 초국경성 및 휘발성 추세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는 범인의 입장

에서는 범죄 비용의 감소를 의미하는 반면 이를 근절해야 하는 국가나 

사회 입장에서는 그 대응속도나 역량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 149 -

형사사법공조 체계는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버범죄 대응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유럽은 일찍이 이러한 고민을 인식하고 사이버범죄협약이라는 최초의 

국제협약을 만들었다. 신속하고 원활한 국제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이버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유럽평의회 회원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인터넷 자원국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국가 등 총 61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조만간 71개국으로 확대될 전망

이다. 우리나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OECD 가입국 전체가 위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하여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 보전을 거절당하기도

했다. 이 협약에 가입한 가입국들은 최소 11.8%에서 최대 68.7%까지 

DDoS 공격이 감소한 반면 비가입국으로 공격이 증가하는 최근 연구 

결과도 있다. 물론 중국․러시아가 가입하지 않아 협약의 효과가 있는지,

프라이버시 침해가 확대되는지, 서비스 제공자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이처럼 이 협약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사이버범죄 국제공조체계를 

마련하여 그 대응 능력과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 협약은 가입국이 

최소한 구비해야 할 법체계를 제시하고 있고, 정의 규정․범죄와 관련된 

실체 규정․형사절차와 관련된 절차 규정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종전의

연구들에서는 우리 법체계 또는 규정과 협약의 법체계 또는 규정을 문언

으로 단순 비교하거나 판례 등 법해석이나 실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검토

하였다. 또한 우리 법체계를 좀 더 개선하고 고도화하는 측면인 지향점

으로서의 법체계와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측면인 가입조건으로서의 법체

계를 혼동하여 분석하기도 했다. 그 결과 우리 법체계가 협약에 가입

하는데 불충분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이행입법을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법체계는 협약에

가입하는데 충분하며 협약 가입을 위한 별도의 이행입법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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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강조하지만 협약 가입을 위해 우리 법체계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우리 법체계를 입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약과 양립 

가능한지를 살펴야 한다. 일부 연구에서 제시하는 규정이나 제도는 우리 

법체계를 조금 더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향후에는 그와 같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하여 협약에서 그 취지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요구

하는 최소한의 법체계가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할 수 없다. 다른 가입국

들도 각국의 법체계에 맞게 협약의 취지를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협약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으므로 

이러한 상황과 논리를 가입국들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가입국들은 우리 법체계가 협약 가입에 충분하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가 먼저 우리 법체계가 부족하다고 할 이유도 없다.

어떤 제도든 마찬가지이지만 사이버범죄협약이 사이버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만능열쇠는 될 수 없다. 그러나 급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능력과 속도를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국제공조체계라 할 것이다. 사이버

범죄 현황, 협약 및 우리 법체계, 판례나 수사실무, 각종 통계나 사례 등을

입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사이버범죄협약의 필요성이나 이행입법 여부 

등에 대한 오해가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 사이버범죄 대응 국제공조 체계

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우리나라만 갈라파고스 섬처럼 고립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이버범죄협약이라는 ‘사이버 고속도로(cyber highway)'를 통해 

세계 각국과 원활하고 신속하게 연결되고 공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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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on Cybercrime is world's first international agreement

that came into effect in 2004 to fight cybercrime. Through this

Convention, 61 member countries, including the member countries of

the OECD are engaged in the most binding and sophisticated

cooperation than any other channels. Yet, South Korea, an economic

leader and an IT powerhouse, is still not adopting the Convention.

Most of the exiting research on the Convention focus on

significance and various aspects of cybercrimes in an abstract and

conceptual way, arguing the importance of signing the Convention.

Some of the research merely compare the wordings of the

Convention to Korean laws on cybercrimes. Others are mistaken that

a implementation legislation is required to adopt the Convention, as

they fail to distinguish the requirements from the purpose of

adopting the Convention.



As such, this research will carry out an all-round and

comprehensive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s, statistics, actual cases,

empirical studies, precedents and practices as well as the legislations

of member countries to determine whether Korea can adopt the

Convention under current legislation.

Damages of cybercrimes on the economy and the society are

rapidly growing as the digital footprints cross the borders more

easily and disappear without trace. It is impossible to catch up with

the fast-evolving cybercrimes under the existing slow and complica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Once a country ratifies

the Convention, all the digital evidence scattered around the world

can be swiftly preserved before disappearing. Many cases prove the

benefits of adopting the Convention, along with the empirical studies

of number of DDoS attacks decreasing among the member states.

The existing legislation of South Korea meets all the minimum

legislative requirements for adopting the Convention. Korea has

already legislated penal rules for cybercrimes that are required by

the Convention. It has also legislated and is conducting procedures

for preservation, production order, search and confiscation of digital

evidence and network.

Thus, Korea can adopt the Convention without implementation

legislation under current legislation.

keywords : convention on cybercrime, implementation legislation,

digital forensics, preservation, production order, network

search and confiscation, mutual legal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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