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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통신수단의 보급은 ‘양날의 칼’과도 같

았다. 먼 거리에 있는 당사자들에게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주었지만, 동

시에 이를 이용한 범죄를 양산(量産)하는 문제를 낳았다. 수사기관은 이

러한 범죄를 억제하고자 기술적 수사기법으로 도청을 활용하기 시작하였

으나, 도청의 은밀성에 현혹된 국가기관들은 이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일

삼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우리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없어, 헌법

상 기본권인 통신비밀의 보호는 요원(遙遠)하였다.

이러한 규범적 요청에 대한 입법적 대처로 1993. 12. 27. 「통신비밀보

호법」이 제정되었으나, 잔존하는 문제점들로 인하여 2014년까지 20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혁에도 불구하고,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개정요구는 현재진행형이며, 급격한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도 받고 있다. 당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은 공익을 위

한 감청의 필요성과 이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조

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 전부 및 일

부개정 법률안을 살펴보고, 허가요건 및 절차의 강화, 감청의 총연장기간

제한, 긴급감청 폐지, 통지제도 개선,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요청, 전기

통신사업자의 감청장비 구비의무, 통신 및 대화내용 공개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신설 등 7가지의 주요한 쟁점을 선별·검토하였다. 또한 통신환

경의 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점을 설명하였으며, 이러

한 문제가 표출된 최근 ‘카카오톡(Kakaotalk)' 논란과 패킷감청 허용문제

를 검토하였다. 이상의 쟁점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정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

첫째, 감청제도 자체에 관해서는, 감청의 허가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있는 안은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었으나, 허가절차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긴급감청의 문제점은 재긴급감청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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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의 개선책으로 해결되어야지, 폐지할 것은 아니다. 또한 통지제도

에서는 통지시기를 개선하는 방향은 바람직하고, 통지유예 제도도 역시

폐지보다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이 옳다. 개정안에는 없으나, 통지의

상대방에 관한 규정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감청제도 자체 외에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에서, 먼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 구비의무를 부여하여 휴대전화에 대한 감

청을 허용하는 안은 감청제도의 운용현실과 개정안 자체의 문제점을 고

려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요청이

감청에 준하여 규율될 수도 없다. 그리고 통신내용 공개행위에 대한 위

법성조각사유를 신설한다면, ‘취득의 적법성’, ‘진실성’, ‘중대한 공익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쟁점은 최신 통신매체의 특성으로

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매체들을 통한 통신내용은 휘발성이 약하기 때문

에 실시간 감시의 필요성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동시에 통신할 수 있는

상대방의 증가로 제3자의 사생활의 침해 위험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

다. 최근 ‘카카오톡(Kakaotalk)' 논란도 표면적으로는 해석상 문제였으나,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이

며,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 보호가 문제되는 것이다. 앞으로의 입

법에서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어야 하며, 패킷감청은 여기에 더하여 감청

집행단계에서 대상과 범위의 특정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다. 그러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당분간 패킷감청은 접어두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전기통신, 통신비밀, 도청,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학 번 : 2013-2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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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에게 의사소통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 의

사소통을 위하여 통신수단이 활용되어 왔으며, 핵심적인 통신업무는 오

랫동안 국가에 의해서 독점되어 왔기 때문에,1) 사회구성원들의 삶에 지

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게다가 전화를 비롯한 통신수단의 발달은 인간에

게 시간과 공간을 극복할 수 있는 의사소통 환경을 제공하였으며,2) 그러

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최신 통신수단의 보급은 그를 통

한 범죄가 가능하도록 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그에 따라 범죄의 양

상도 다양화·지능화·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수사기관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다. 따라서 수사기관도 이에 대응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감청, 녹음 및

녹화 등의 과학적 수사방법을 사용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3)

하지만 수사기관이 사인(私人)들의 통신내용의 확보하는 도청과 같은

수사기법들이 항상 바람직하게 사용되어 온 것만은 아니다. 도청이 갖는

은밀성과 수사의 편의성을 추구하는 수사기관의 경향이 맞아떨어져, 수

사기관이 도청을 활용하는 빈도가 급증하게 되었고, 결국 남용하는 정도

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1) 허 영, 한국헌법론 전정8판, 박영사, 2012, 402면.

2) 원혜욱, “도청·감청 및 비밀녹음(녹화)의 제한과 증거사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22면.

3) 심희기, “과학적 수사방법과 그 한계: 미국법과 한국법의 비교”,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30면.

4) 이재상, “현행법상의 도청의 법리와 그 개선방향”, 형사정책연구 제7권 제2호(통

권 제26호), 1996·여름, 1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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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도청에 대하여 법적규제를 해왔다. 우리나라

는 도청은 형사소송법상 근거 없이 활용되어 왔으며, 군사정권 당시에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자행된 불법도청이 만연하였다.

이에 대한 규제를 위한 입법적인 노력은 있었으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비로소 1993. 12. 27.「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정

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통신매체의 보급으로 인하여 기존의 형사소

송법 규정만으로는 더 이상 통신비밀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없

게 되었다는 규범적 요청에 대한 입법적 대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

한 법률의 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이후에도 수

사기관에 의한 불법감청 사례는 발견되었고, 제도적으로도 남용의 가능

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해서 감청 대상범죄의 축소, 감청기간의 축소, 긴

급감청에 대한 규제, 통지제도의 신설 등 2014년까지 20 여 차례의 크고

작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헌법재판소는 동법 제6조 제7항의 감

청기간의 연장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5) 즉, 감청

의 허용이나 그 기준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 뿐만 아니라 현

재 제19대 국회에는 관련규정의 해석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나 정책적

인 고려 등을 이유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및 전부개정 법률안이 쏟

아지고 있다. 나아가, 감청제도에 관한 규율은 급격한 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새로운 문제점에도 직면해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최근 '카카오톡(Kakotalk)' 논란6)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제도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제시된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서 어떠

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법상의 감청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부상(浮上)

5)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가30 결정.

6) 2014년 9월 18일 대검찰청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한 단

기간의 집중적인 수사를 위한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고, 이후에 검찰

의 ‘카카오톡(Kakotalk)’ 감시에 대한 논란이 인터넷에 확산되었다.



- 3 -

하고 있는 새로운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하여

공익을 위한 감청의 필요성과 이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헌법상의 기

본권 즉, 통신비밀의 불가침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상세한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아래

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논문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관한 연구다.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먼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청’이라는 용어와 법률상 용

어인 ‘감청’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구별할 것이다. 그리고 감청

으로 침해될 수 있는 통신비밀의 보호의 헌법상 근거와 이에 대한 제한

과 한계,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통신비밀 보호에 대한 제한의 근거가

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검토하기로 한다. 또한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

이 외국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미국, 독일, 일본, 영

국, 프랑스 등 5개국의 입법례를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과 도입목적을 설명하고, 동법이

규율하고 있는 감시방법을 살펴볼 것이며, 그 중에서도 전기통신의 감청

을 중심으로 개념규정의 내용과 이에 대한 해석상 문제점을 검토할 것이

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감청제도로 범죄수사를 위

한 경우,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긴급감청 등의 청구권자, 감청대상, 허가

절차, 집행에 관한 통지 등 동법의 규정내용과 이에 대한 해석상 문제점

을 검토한 후, 이러한 감청제도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1998년 이후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제정 이후 20여 차례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연혁

을 통하여 그 입법의 흐름을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정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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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와 새롭게 대두되는 쟁점들을 담고 있는 통

신비밀보호법의 개정안을 살펴보되,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전부 및 일부

개정 법률안을 그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검토의 대상이 되는 여

러 개정안들이 담고 있는 감청의 허가요건 및 절차, 기간연장 문제, 긴급

감청의 폐지, 통지제도 개선 등 7가지의 쟁점을 비교검토하기로 한다.

제5장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자가 예기하지 못했던 통신환경의

변화를 설명하고, 이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통신매체들의 특성을 분석하

여, 이를 바탕으로 감청으로 인하여 상충하는 기본권의 비교·형량에 있

어서의 균형점을 감청의 대상이 되는 각 매체들에 대하여 각기 다르게

설정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 화

두가 된 '카카오톡(Kakaotalk)' 논란에 관한 쟁점과 인터넷 패킷감청의

허용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제6장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결과

를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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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감청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감청의 의의

1. 도청

법률상 용어인 ‘감청’을 살펴보기 전에 이와 비슷한 ‘도청’이라는 용어

가 함께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도청이란 타인의 이

야기, 회의내용, 전화통화 따위를 몰래 엿듣거나 녹음하는 일로 정의되

며, ‘엿들음’으로 순화하여 표현된다. 그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있는 ‘감

청’에 비하여 상당히 넓은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도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화

당사자 간의 구술(口述)에 의한 대화를 ① 사람의 귀로 엿듣거나, ② 당

사자 몰래 소형 마이크로폰(Microphone)을 설치하여 그 대화내용을 먼

곳에서 엿듣는 대화도청(bugging), ③ 유선(wire)으로 연결된 전화선에

도청설비를 부착하여 통화내용을 몰래 ‘청취’하는 전화도청(Wiretapping),

④ 아날로그(analog)나 디지털(digital)에 의한 통신을 가로채어 그 내용

을 ‘공독’하는 전기도청(Electronic eavesdropping)7)이 있다.8) 이러한 정

형화된 형태 외에도 최근에는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쌍둥이

폰’9)이나 ‘스파이앱(SpyApp)’10)과 같은 기술을 이용한 변종의 도청 수단

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그 도청대상이 되는 통신기능에 따라 ③ 전

화도청이나 ④ 전기도청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명확한 구별이 어려운 경

7) PC통신과 E메일, Fax 도청 등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

8) 심희기·양동철, 쟁점강의 형사소송법 제2판, 삼영사, 2010, 193면.

9) 일종의 복제전화로 등록된 단말기 이외에 다른 단말기에 동일한 전화번호를 등록

한 것을 뜻하며, 이를 이용한 도청이나 위치추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10) 스마트폰(smart phone)에 설치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사용자들의 통

화 내용, 문자메시지, 음성 녹음을 통한 도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춘 스

파이 어플리케이션(Spy Applicaion)의 준말이다.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

내에 설치되어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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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신환경이 급

격히 변화하면서 통신영역에서 ④ 전기도청의 비전형적 사례가 증가하고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

다. 통신환경의 변화와 그 의미에 관해서는 제5장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2. 감청

하지만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도청’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라는 용어와 구별이 의

미를 갖는다. ‘도청’과 ‘감청’의 구별에 관해서, ‘도청’은 다른 사람 간의

대화 혹인 통신을 청취하는 일반적인 행위를 일컫는 반면 ‘감청’은 이러

한 도청 중에서 법에 근거를 둔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정보통신상의

검열행위를 의미한다는 견해11)가 있고, 도청은 타인의 대화나 전화 등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널리 일컫는 말로 그 자체로 불법이라는 의미를 갖

지만, 감청은 그러하지 않은 적법절차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라는 견해12)

등이 도청과 감청에 대한 구별과 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들

을 포함하여 양자에 대한 구별을 주장하는 견해들은 공통된 기준으로 합

법성 여부를 들고 있는 것이 지배적이다. 결국 행위태양을 기준으로는

도청은 감청을 포괄되는 것이지만,13)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그 법적인 근거라 함은 불법적인 도청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이 되겠다.

이러한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이전에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없어

서 그 법적성질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했었다. 감청은 상대방에 대해 물

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

11) 원혜욱, 앞의 논문(1), 11면.

12) 조 국,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의 의의, 한계 및 쟁점: 도청의 합법화인가 도청의

통제인가?”,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4호(통권 제60호), 2004·겨울, 107면.

13) 송·수신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감청이 더 넓은 개념이라는 견해로는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4판, 법문사, 2012, 387면; 이은모, 형사소송법 제3판, 박

영사, 2012, 3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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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대한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에 해당한다는

견해14)도 있었으나, 감청은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만 허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라고 보는 견

해15)가 통설이 되었다. 또한 강제수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명문의

규정 없이 압수·수색제도를 준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학설대립

이 있었으나, 이러한 논의들은 1993년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으로 감청

이 강제수사로 파악되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16) 그 근거로는 감청

은 그 절차에 있어 법원의 허가서를 요구하는 영장주의에 기한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는 동법 시행령 42조에서 범죄수

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대해 그 성

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의 압수·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 등에서도 확인된다.17)

3.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청과 감청의 구별의 핵심은 합법성 여부

이다. 합법성 여부를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도청에 대한 규제 법률

인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범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신비

밀보호법이 규율하는 감시방법을 살펴보면,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시

도되는 도청 중에서도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통신사실확인자

료의 제공 또는 비공개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로 총 네 가지를 규율하고

있다.18) 앞서 살펴본 도청의 네 가지 유형 중에서 ① 대화를 사람의 귀

14) 서일교. 형사소송법 제8판, 박영사, 1978, 253면.

15) 강구진, 형사소송법 원론, 학연사, 1982, 223면; 이재상, 앞의 논문, 199면; 진계

호,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00, 240면; 정진섭, 주석 형사소송법Ⅱ 제4판, 2009,

123면; 권오걸,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10, 232면.

16) 신동운, 앞의 책, 386면; 조국, 앞의 논문(1), 105면.

17) 김도식,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의 문제점”,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

사학위논문, 2005, 27-28면.

18)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

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

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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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직접 엿듣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와 관련된 전기통신의 감청(제2조

제7호)이나 비공개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제14조)는 각각 그 수단에 관

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 또는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

계적 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대화도청’에

대한 규율은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비공개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화도청’19)이나 ‘대화감청’20) 등의

용어가 사용되나, ‘도청’과 ‘감청’은 각각 대화녹음도 합법적으로 허용되

는 영역이 있다는 점, 동법 제2조 제7호에서 ‘감청’에 대해 별도의 정의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밀대

화녹음’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③ 전화도청과 ④ 전기도청에 대한 규율은

동법 제2조 제7호의 전기통신의 감청이 해당된다. 이 규정에서는 ‘감청’

을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

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는 전기감시(Electronic Surveillance)로 불리기도 한다.21) 후술하겠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의 ‘전기통신의 감청’은 이처럼 상당히 넓은 영역을 담당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합법성 여부에 따라 ‘도청’과 ‘감청’의 용어를 구별하여

살펴보되, 특별히 ‘도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청’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제 2 절 감청에 대한 헌법적 고찰

1. 통신비밀보호의 헌법적 근거

도청이나 감청은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유발하는 것인데, 이러한 침해

19) 심희기·양동철, 앞의 책, 194면.

20) 김도식, 앞의 논문, 3-4면.

21) 심희기·양동철, 앞의 책, 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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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통신비밀보호의 근거가 되는 것은 현행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

는 통신비밀의 불가침성과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가 있다. 한편, 주거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도청의 경우는 헌

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이다.

먼저 통신비밀의 보호에 관해 헌법은 제18조에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통신비밀의 불가침

성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통신의 자유 중에서

도 통신비밀의 보호는 핵심적인 내용이다.22) 이러한 통신의 자유는 오늘

날과 같이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상화에서는 통신행위와 표현행

위를 포괄하는 양면성을 가진 자유로서, 양심의 자유·사상의 자유와도

관련 있다 할 것이다.23)

헌법 제18조의 통신이란 넓은 의미로 편지·전화·전보·소포·우편환·텔렉

스 등 그 밖에 모든 방법에 의한 격지자간의 의사전달이나 물품의 수수

를 말한다.24) 또한 ‘통신’의 일반적인 속성으로는 ‘당사자 간의 동의’, ‘비

공개성’, ‘당사자의 특정성’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위 헌법조

항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의미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25) 따라서 이러한 통신의 의미를 고려하면,

통신비밀의 보호는 오늘날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

장한 새로운 통신수단을 통한 의사소통에까지 확대되어야 하므로, 전자

우편이나 인터넷 채팅 및 자료의 송·수신 등도 그 보호범주에 포함되어

야 한다.26) 물론 어디까지나 합법적이고 정당한 통신을 그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범죄행위는 비밀보장의 대상이 될 수 없

다.27)

22)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헌바42 결정.

23) 권영성, 앞의 책, 472면.

24) 권영성, 앞의 책, 473면; 성낙인 교수(헌법학 제12판, 법문사, 2012, 649면)는 이

에 대하여 통신의 개념요소에서 격지자간의 통신이라는 장소적 개념은 불필요하

다고 한다.

25)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2000헌바25 결정.

26) 김일환, “통신비밀의 헌법상 보호와 관련 법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학

회, 형사정책 제16권 제1호, 2004, 34면.

27) 허 영, 앞의 책, 4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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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침이란 이러한 통신에 대해 통신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의한

열람의 금지·청취와 녹음 등의 금지·누설의 금지·공개의 금지 등을 내용

으로 한다.28) 하지만 통신의 자유는 공권력에 의하여 통신의 비밀이 침

해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보장된 자유이면서도 제3자에 대한 자유를 의

미하기도 하므로, 사인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29) 다만,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해 외부로부터의

차단·격리 및 취급자·전달자에 의한 열람·누설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던

‘고전적’ 자유는 오늘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새로

운 제한30)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의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한

이론의 구성 및 헌법 하위 법체계에 대한 검토는 과학기술사회에서 통신

비밀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

다.31)

이러한 통신비밀의 보호는 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32)의 한 부분이다. 이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

로서 보장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사생활의

28) 권영성, 앞의 책, 473면.

29) 권영성, 앞의 책, 474면; 허 영, 앞의 책, 404면.

30) 김일환 교수(앞의 논문, 35면)는 컴퓨터를 통한 무제한적 처리능력과 저장능력

으로 인해 엄청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관련자는 자

기에 관한 정보의 처리가 정당하게 처리되는지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31) 김일환, 앞의 논문, 31면.

32) 헌법재판소는 상당수의 결정례에서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

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

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

인 사생활의 비밀과 함께 헌법상 보장되고 있다”(헌재 2002. 3. 28. 선고 2000헌

마53 결정; 헌재 2001. 8. 30. 선고 99헌바92 결정)라거나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

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

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다”

(헌재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결정)라고 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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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로서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라 하고, 다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포섭될 수 있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통신의 자

유를 헌법이 별개의 조항을 통해서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이 국가에 의한 침해의 가능성이 여타의 사적 영역보다 크기 때

문”이라고 설시하고 있다.33) 즉, 통신의 자유는 열람의 금지·누설의 금

지·정보의 금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의 비밀을 침해

하는 것은 곧 헌법 제17조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침해하는 것이다.34)

그리고 도청장치를 사인의 주거에 설치하여 타인의 대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헌법 제16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거의 자유와도 관계가 있다. 헌법 제16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거의 자유라 함은

사인이 자신의 주거를 공권력이나 제3자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

를 뜻한다. 이런 의미의 주거의 자유는 사생활의 비밀과 불가침을 ‘공간

적인 의미에서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해가 될 것이다.35)

주거의 불가침성의 권리는 단순히 장소적·공간적인 대상의 영역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므로,36) 도청장치를 설치·회수하기 위하여 은밀히 잠

입하는 신체적인 침범뿐만 아니라 전자장치·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적

법한 절차 없이 사인의 주거지의 내부를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감시

하는 것도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불가침성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37)

33)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2000헌바25 결정.

34) 권영성, 앞의 책, 450면.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통신의 자유를 검토를 한 경

우에는 “사생활의 비밀의 특별한 영역으로 헌법이 개별적인 기본권으로 보호하는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지 여

부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설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가

30 결정).

35) 김철수, 헌법학개론 제19전정신판, 박영사, 2007, 721면; 같은 취지로 허 영, 앞의

책, 393면.

36) 사인이 자신의 주거를 통하여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사생활의 은밀성’이라는

주거의 본질적인 요소도 포함하는 것이다.

37) 권영성, 앞의 책, 466면; 허 영 교수(앞의 책, 396면)는 도청장치가 설치된 주거

공간내의 대화는 마치 행정관청에서 행하는 대화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는 곧

‘주거’로서의 기능상실을 의미하여, 주거 내 도청장치의 설치는 주거의 자유에 대

한 침해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주거의 자유는 공간적으로 주거 내에서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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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헌법 제16조 후단에서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여, 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따른 공권력의 경우는 그 침해를

허용하고 있다.38)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권력에 의한 주거의 침해는 최대

한 억제되어야 한다.39)

한편, 이러한 기본권의 보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와 함께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존중되면 될수록, 그리고 제한은 억제되면 될수록 헌법

의 기본권 보장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보장의

원칙40), 최소제한의 원칙은 기본권보장의 2대 원칙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여 기본권 보장에 있어 존중되어야 할 2대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41) 앞에서 설명한 통신비밀의 헌법적 근거 역시 이러한 원칙이 적

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 기본권 제한과 한계

이처럼 기본권은 최대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은 최소가 되어야 하

는데, 여기서 기본권의 제한이란 기본권의 효력이나 적용범위를 축소하

거나 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42)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유

형에는 헌법에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헌법유보’가 있으나, 우리 헌법에는

일반적 헌법유보 규정이나,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직접적으로 명시

한 조항은 없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헌법에 기본권의 제한

기 때문에 주거에 들어가지 않고 주거 밖에서 창문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대화내

용을 도청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의 침해는 될 수 있으나, 주거의 자유에 대

한 침해는 아니라고 한다.

38) 권영성, 앞의 책, 466면.

39) 허 영, 앞의 책, 395면.

40) 기본권 보장에 최대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는 근거로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37조

제1항, 제2항이 있다(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바48 결정).

41)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또한 이 결정에서는 “기본권의 전

면적인 규제, 즉 본질적인 내용을 규제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명문조항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그 규정은 절대로 확대해석 되어서는 안 될 것이

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42) 권영성, 앞의 책, 3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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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에 위임하는 ‘법률유보’가 있다. 우리 헌

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

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어디까지나 기본권

제한의 한계규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본권제한의 수권규정으로 보아서

는 안 될 것이다.43)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

는 공공복리라는 목적을 가지고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국민의 모든 자

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지만, 이 역시 “절대

적인 것은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다

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한다.44)

통신비밀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존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권제한을 법률에 유보하

는 경우에도 입법권의 한계를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45)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는 비례의 원칙, 즉 과잉

금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의미한다.46) 과잉금지의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4가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기본권제한입법이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으려면 먼저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

여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수단이 적합하여야 하

43) 허 영, 앞의 책, 287면.

44)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44 결정;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

헌마398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713 결정.

45) 권영성, 앞의 책, 354면.

46) 이 외에도 기본권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일 것(보충성의 원칙), 그 제한이 최

소한에 그쳐야 할 것(최소침해의 원칙), 보호법익을 구현하는 데 적합하여야 할

것(적합성의 원칙) 등이 필요함을 의미한다(성낙인, 앞의 책, 3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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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단의 적합성),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제한되는

기본권과 실현되는 공익 사이에는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할 것(법익

의 균형성)47)을 요구하며 만일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이 중 어느 한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입법은 위헌적인 입법이 된다는 것을 내

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48)

또한 이와 더불어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여기서 본질적인 내용이라 함

은 당해 기본권의 핵이 되는 실질적 요소 내지 근본적 요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헌법상의 각 기본권마다 가진 특유의 내용이다.49) 모든 기본권

에 공통된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절대적인 가치에 각 기본권 특유의 고

유가치가 더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50) 이에 대한 침해라 함은 그로 인

해 당해 자유와 권리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당해 기본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정도의 침해를 의미하는 것이

다.51)

한편,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통신제한조치에도 헌법 제12조 제

3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장주의가 적용되는가의 문제가 있다. 영장주의

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

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52) 헌법에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을지라도 형사소추를 위해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압수·수

색에 관한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53)

47) 기본권의 제한이 의도하는 정치·경제·사회적 유용성과 그 제한에 의하여 야기되

는 국민적·사회적 손실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 균형관계가 성립되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권영성, 앞의 책, 355면).

48)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0헌바19 등 결정.

49)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50) 권영성, 앞의 책, 356면.

51)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이에 대하여 성낙인 교수(앞의

책, 382면)는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는 그 자체로 독자적 의의를 갖기 어려워,

과잉금지원칙의 한 내용으로 포섭할 수 있다고 한다.

52)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바28 등 결정.

53) 권영성, 앞의 책, 477면; 성낙인, 앞의 책, 651면; 허 영, 앞의 책, 4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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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비밀보호법의 합헌성

통신비밀보호의 헌법적 근거가 되는 제18조의 통신의 자유,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 주거의 자유 등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

장되는 것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우리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인 제37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

는 것이다. 불법적인 통신비밀의 침해를 근절하고, 범죄수사나 국가안보

에 필요한 국가기관의 활동을 인정하기 위해 통신비밀의 보호에 대한 제

한으로, 1993년에 국회의 입법을 통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인 통신비밀보

호법이 제정되었다.54)

동법 제1조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동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별 기본권제한조치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와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을 볼 때,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큰 틀의 관점에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

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기본권제한의 목적상의

한계에 위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도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동법 제3조 제1항에서 확인되는데,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

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 최대보장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

은 조문에서 동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는 예외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동법 5조 내지

54) 이 외에도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통신의 비밀보호와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차진아, “사이버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과 헌법상 통신의 비밀 보장: 사이버범

죄협약 가입에 따른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4권

제1호, 2013,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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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와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 일정 요

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국가기관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2001년 개정을 통해서 동법 제3조 제

2항에서 통신제한조치는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

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새로운 내용을 입법

한 것이라기보다는 헌법상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기본권 최소제한의 원

칙을 분명히 한 입법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모든 세부규정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만

은 아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의 감청

기간의 연장에 관해 2개월 이내에 한해 허가되는 감청을 연장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나,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잠정적용을

명한 바 있다.55) 또한 현재 수사기관의 ‘기지국 수사’에 대한 문제제기의

일환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절차에 관한 동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이, ‘패킷감청’ 문제로 인하여는 동법 제2조 제7호, 제5조 제2항,

제6조가 그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들이 기본권 제한의 입법상의 한계인 과잉

금지의 원칙이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기로 한다.

제 3 절 외국의 입법례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외국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미국과 독일의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법은 현 통신비밀

보호법의 모태가 되었으며, 독일은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국가로서 도청

에 대한 규제에 오랜 논의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은 비교

55)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가3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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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제한적으로 감청을 허용하고 있어, 통신비밀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

는 우리의 입법안에 주로 참고가 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법제를 개정

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더하여 영

국과 프랑스의 경우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미국

가. 입법연혁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미국에서도 초기부터 도청56)에

대한 법적규제가 완벽하게 정착된 것은 아니었다. 미국에서는 도청을 금

지하는 주 법령들이 1862년부터 등장하였고, 전화도청은 1890년대에 시

작되었다.57) 미국의 도청에 대한 법적규제를 위한 논의는 1928년 연방대

법원이 내린 Olmstead v. U.S. 판결58)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59)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수사기관의 감청행위에는 수정

헌법 제4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영장 없이 한 수사기관의 감청행위

를 인정하였다.60) 이 후 1934년에는 통신의 도청 및 도청내용의 공개행

위를 규제하는 연방통신법(Federal Communication Act) 제605조61)가 제

56)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전화통화에 대한 도청에 대하여 ‘wiretapping'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였으나, 1986년 ECPA에서는 감청의 범위를 확대하고 ‘communication

intercep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각국의 용어에 대하여 그

합법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도청’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57) 김원영, “도청·감청의 형사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105면.

58) 277 U.S. 438(1928).

59) 윤정석, “도청 및 전자적 감시방법의 사용에 관한 법리적 문제점”(상), 법조협회,

법조, 1993. 7, 73면.

60) 권영세, “현행법상 도청에 관한 법적 규제: 통신비밀보호법을 중심으로”, 서울대

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1997, 9-10면. 이 판결에서 요구한 ‘물리적 침입’

이라는 개념은 수정헌법 제4조의 적용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원칙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는 수정헌법 제4조의 적용여부를 더 이상 ‘물리적 침입’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Katz v. U.S. 판결(389 U.S. 347)에 의하

여 배척되었다.

61) ‘송신자에 의하여 허락받지 아니한 자는 누구라도 통신내용을 도청하여 그 도청

된 통신의 존재, 내용, 취지, 목적 또는 의미를 제3자에게 폭로하거나 공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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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기도 하였다.62)

미국의 도청행위에 대한 법적규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Berger v. New York 판결63)이다.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감청은 다

른 형태의 압수·수색보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크다는 것을 이유로

감청에 관하여 매우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였는데, 미의회가 이러한 요건

을 법제화한 것이 「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s Act of

1968」 제3장(Title Ⅲ)이다.64) 이 법은 미국의 감청관련 법률의 모태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 제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

다.65) 하지만 이러한 법제는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한 무선통신이

나 전자우편 등 새로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점

이 있었고, 결국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Privacy Act of

1986」66)(이하 ‘ECPA’)로 개정 되었다.

나.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Privacy Act of 1986

ECPA의 제1장(TitleⅠ)은 1968년의 Title Ⅲ를 기초로 하였으며, 전자

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의 개념을 매우 넓게 정의하면서, 기존의

전화와 대화 이외에도 모든 전자적 수단에 의한 통신을 전기통신으로 정

의하고 보호대상으로 삼았다. Berger 판결에서 요구한 감청의 엄격한 허

용요건도 반영되었다.

감청(interception)의 허가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일정한 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62) 권영세, 앞의 논문(2), 11면. 동법 제605조는 ‘전화도청(wiretapping)'만을 예정하

고 있어, 이외의 도청행위에는 여전히 Olmstead 판결 상의 원칙이 유지되었다(윤

정석, 앞의 논문(상), 70면).

63) 388 U.S. 41(1967).

64) 감청영장 신청, 허가 및 집행절차, 집행결과의 보존방법, 통지제도, 감청결과의

사용범위 등 감청과 관련한 거의 모든 사항을 망라하였다(권영세, 앞의 논문(2),

16면).

65) 소병철, “미국에서의 감청 등 전자적 감시에 의한 증거수집 및 법적 규제”, 해외

연수검사 연구논문집 제11집 제1호, 1995, 6면.

66) 이하의 조문내용은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18/part-I/chapter-1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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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행하였거나, 행하고 있거나 행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이유

가 있을 것, (b) 해당 감청으로 그 범죄에 관한 통신내용을 얻을 수 있

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c) 다른 방법에 의한 수사가 이미 실패하

였거나, 합리적으로 보아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나 지나치게 위

험한 경우일 것, (d) 감청할 통신기기가 해당 범죄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것이라는 데에, 혹은 피의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빌린 것,

또는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

고 있다.67)

이 외에도 동법은 감청장치가 사용될 수 있는 시기와 방법, 감청허가

의 신청권자,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 감청허가를 위한 법관의

심사사항, 감청의 허가기간 및 연장, 감청에 관한 통지제도 등을 규정하

고 있고,68)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과 비교하면 크게 다르지 않다.69)

한편, ECPA의 제2장(Title Ⅱ)은 송·수신이 완료된 정보들, 특히 컴퓨

터에저장된 정보들을 다루며,70) ECPA의 제3장(Title Ⅲ)은 Pen Register

Device와 Trap and Trace Device라는 장치를 설치하여 장래의 통신사

실확인자료71)를 계속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를 대상으로 하

고 있다.72)

다. The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of 1994

미국의 국가기관은 Title Ⅲ 등에 근거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감청을 집행하였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 전송기

술과 무선 통신기술의 발달로 수사기관의 효과적인 감청집행에 어려

67) 18 U.S. Code § 2518(3).

68) 18 U.S. Code § 2516, 2518 참고.

69) 박경신, “미국의 통신비밀보호법(ECPA) 및 범죄수사통신지원법(CALEA)과 우

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제18대 국회 개정안의 비교검토”, 안암법학회, 안암

법학 제29권, 2009, 143면.

70) 감청(interception)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청에 요구되는 엄격한 영장요건이 아

니라 일반적인 영장요건이 적용된다.

71) 장래의 자료라는 점에서 우리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와는 차이가 있다.

72) 박경신, 앞의 책, 629-6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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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73)이 생기자, 이를 해결하고자 「The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of 1994」(이하 ‘CALEA')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통화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하도록 하는 의무를

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수사기관이 감청의 허가를 얻은 뒤 서비스제

공자에게 감청설비를 작동하게 함으로써 감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74) 결국 이 법은 ECPA가 명목적으로 허용하는 감청

및 정보취득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75)

따라서 동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전화망뿐만 아니라 디지털음성과 이

동전화망을 포함하여 광케이블 전화시스템에서부터 디지털 네트워크 등

거의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이 가능하게 되었다.76) 게다가, 동법은

감청 협조요청에 불응한 사업자나 감청관련 설비를 갖추지 못하여 법률

을 위반한 각종 서비스 제공 회사들에 제제금(civil penalty)을 부과하는

강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77) 최근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안에 대한 도입

논의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4장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2. 독일

가. 입법연혁

독일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전신비밀(Telegraphengeheimnis)' 및 '

전화비밀(Fernsprechgeheimnis)'이라는 개념이 이미 생겨나기 시작하였

다.78) 독일에서 전기통신의 감청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

73) 회로스위치 기술을 이용하는 아날로그 전화 통화는 경찰이 서비스제공자의 도움

없이 감청을 할 수 있었지만, 패킷스위치 기술을 통한 통화, 즉 이동전화를 포함

하여 디지털 기술에 의한 전화통화의 감청은 서비스제공자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박경신, 앞의 책, 641면).

74) 나채준, “미국과 우리나라의 통신감청법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토지공법

학회, 토지공법연구 제52집, 2011, 340면.

75) 박경신, 앞의 책, 641면.

76) 나채준, 앞의 논문, 340면.

77) 18 U.S. Code § 2522(c)

78) 권영세, 앞의 논문(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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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68년에 「편지·우편 및 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79)이 제정되

면서부터이며, 동법 제2조 제2호를 통하여 독일 형사소송법 제 100조a,

제100조b 그리고 제101조가 삽입되었다.80)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100조a

는 전기통신의 감청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거에서 이루어지는 대

화에 대한 도청에 관한 직접적인 규율은 없어 제100조a 이하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1992년에 제정된 「불

법 마약거래 및 기타 형태의 조직범죄의 진압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형사소송법에 주거 내 대화도청을 규율하는 제100조c가 삽입되었다.81)

2001년에는「정보통신감청을 위한 수단의 기술적·조직적 전환에 대한 법

률」이 제정되었다.82)

독일법의 특징은 일정한 요건을 두고 예외적으로 감청을 허용하는 절

차적 규정과 불법도청행위를 처벌하는 실체법적 규정들이 각 개별법규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83) 형법에서는 불법도청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84) 형사소송법에는 범죄수사목적의 감청에 대한 허가절

차를 규정하고 있다.

나. 형사소송법상 감청의 규제8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제100조a는 감청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

죄와 범죄혐의 및 감청의 ‘보충성’ 등 감청허용을 위한 실질적 요건을 규

79) 수사단계 이전의, 즉 국가안보목적의 감청에 관한 규율로서, 기본법 제10조의 제

한을 내용으로 하여 ‘G10'이라고 약칭된다(권영세, 앞의 논문(2), 25면). 이 법에

대해서는 연방헌법법원이 합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BVerfGE 30, 1 ff; 권영성,

앞의 책, 476면).

80) 이재상, 앞의 논문, 200면.

81) 이재상, 앞의 논문, 200면.

82) 이 법은 2002년 1월 22일 공포된 법률로서, 통신회사에게 기술적인 조치를 마련

하여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업자가 부

담해야하는 비용과 그 남용가능성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김원영, 앞의

논문, 117면).

83) 권영세, 앞의 논문(2), 22면.

84) 독일 형법 제201조; 독일 형법(한글 번역본), 법무부, 2008.

85) 독일 형사소송법(한글 번역본), 법무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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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고,86) 제100조b는 감청의 신청 및 허가권자, 신청형식, 기간,

집행방법, 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00조c는 주거에서 이루어지는 비

공개 대화에 대한 감청을 규정하고 있다.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00조b에 따르면, 감청의 명령은 최장

3개월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100조a에 규정된 전제조건이 여전히 존

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을 기한으로 횟수에 상관없이 연장될 수 있

다(제1항). 기한이 만료되거나 감청의 전제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

는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감청을 종료해야 하며, 이를 판사와 연방

체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제4항). 제101조에서는 통지제도와 일정한

개인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3. 일본

일본에서는 미국이나 독일 등과 달리 감청87)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법제정 이전에 감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각성제취체법 위반의 밀매사건에서 수사기관의 감

청이 집중허가장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고, 이 판결은 이

후 감청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실무상의 지침이 되었다.88) 다

만,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그 법적성질에 관해서 견해대립이 있었

으며,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법정주의에 따라 1999년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방수에 관한 법률(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89)

(이하 ‘통신방수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법에서는 수사기관의 감청을

86) ‘일정한 중범죄의 정범 또는 공범으로서 수행했다는 혐의 및 미수를 처벌하는

사례에서 실행에 착수하였거나 다른 범죄행위를 통해 이를 예비하였다는 혐의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제1호), ‘개별사례에 비추어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

되는 경우’(제2호), ‘사실관계의 조사나 피의자의 소재에 대한 수사가 다른 방법으

로는 현저히 어려움을 겪거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제3호)를 요구하

고 있다.

87) 일본법에서는 ‘감청’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방수(傍受)’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같은 의미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감청’이라 칭한다.

88) 김원영, 앞의 논문, 113면.

89) 이하 조문내용은 2011. 6. 24. 법률 제74호로 개정된 것,

<http://law.e-gov.go.jp/cgi-bin/strsearch.cgi> 참고.



- 23 -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에는 감청대상이 되는 통신은 전화 기타 전기통신이고, 전

송로의 전부 혹은 일부가 유선으로 되어 있는 것 또는 그 전송로의 교환

설비이며(제1항), 감청(방수)은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것 외에 인간의 통

신에 대하여 통신당사자 어느 일방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 통신내용을

알아내는 것을 의미한다(제2항). 제3조에서는 감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

한 영장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90) 그 대상이 되는 범죄는 별표

(別表)에서 총기범죄, 조직범죄에 의한 살인, 집단밀항, 마약범죄 등 네

가지 종류의 범죄만을 규정하고 있다.

감청기간은 10일 이내이며(제5조 제1항), 연장하더라도 모두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제7조 제1항). 감청을 위하여 통신사업자 등에 협력을

구할 수 있으며(제11조), 감청집행 시에는 해당 설비관리자가 입회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제12조). 하지만 최근에 감청의 대상범죄와

입회인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91)

4. 영국

영국에서는 도청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국왕의 특권에

기초한 법원의 행정명령에 따라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관행이

있었으나 1984년 8월에 유럽인권재판소가 이러한 관행이 법률에 근거하

90) 비교적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원은 일

정한 범죄의 실행, 준비 또는 증거인멸 등의 사후 조치에 관한 모의, 지시, 그 외

의 상호연락, 해당범죄의 실행에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이 행해진다

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 범인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밝

히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재판관이 발부한 감청영장으로 특정된 통신수

단이며, 피의자가 통신사업자 등과의 계약에 따라 사용하는 것 또는 범인에 의하

여 범죄관련 통신에 이용된다는 의심이 있는 것을 이용한 통신에 대하여 감청을

할 수 있다.’ 해당범죄에 관한 요건은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91) 신형사사법제도 특별부회 제15차 회의 의사록, 일본 법제심의회, 2012. 11. 21,

<http://www.moj.go.jp/content/000105598.txt>, 2014.12.24 방문. 감청의 대상범죄

가 네 가지에 불과하여 ‘보이스 피싱’ 등 신종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

워, 대상범죄를 확대해야한다는 의견과 입회인 제도나 감청집행 장소에 대한 규

정이 수사기관의 감청 활용에 지나치게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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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만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위

배된다는 판결에 따라 1985. 7. 25. 제정된 「The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 Act」가 제정되었다.92) 하지만 이 법은 공적인 통신시스

템에 의한 통신에만 적용되고, 주거나 사업장 등 사적인 영역에 적용되

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현재 감청에 대한 규율은 2000년의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이하 ‘RIPA')로 대체되었다.93)

이 법에 의하면 감청은 국무장관(the Secretary of State)의 허가가 있

어야 하며, 국무장관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이익, 중대한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 영국의 경제적 번영(well-being)의 보호, 중대한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를 위하여 국제상호원조협정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에 비례되는 감청이 허가될 수 있다.94) 다만, 긴급한 사안에 관하여

국무장관이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하였거나, 국제상호원조협정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감청의 주체가 영국 이외의 지역에 있거나, 해당 감

청이 장소적으로 영국 이외의 지역에서만 행해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급공무원이 허가할 수 있다.95)

감청의 허가는 해당 조치의 성격에 상응하는 기간(relevant period)이

만료함으로써 효력이 상실하지만,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언제든지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96) 여기서 그 ‘상응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제6항에

서 구체화하고 있는데, 긴급한 사안에 대한 상급공무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는 허가가 있은 날로부터 5일 동안 허가의 효력이 지속되고, 기간연

장허가가 있으면 연장허가일로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하다.97) 또한 국가안

보 또는 영국의 경제적 번영과 관련한 감청기간 연장이 허가된 경우에는

6개월간 효력이 지속된다.98)

92) 권영세, 앞의 논문(2), 26면.

93) Jonathan Clough, Principles of Cybercrim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148면.

94) Section 5(2), (3); 송유경, “영국의 통신감청기간 및 연장에 관한 법제 현황 및

내용”, 한국법제연구원, 최신 외국법제정보, 2010, 55면.

95) Section 7(1), (2); 송유경, 앞의 글, 55-56면.

96) Section 9(1); 송유경, 앞의 글, 56면.

97) Section 9(6)(c); 송유경, 앞의 글, 56면.

98) Section 9(6)(b); 송유경, 앞의 글,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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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랑스

헌법에 직접적으로는 통신비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프랑

스에서도 개별 법률에 근거조항이 없었음에도 수십 년에 걸쳐 감청이 수

사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유럽인권재판소에 의하여 감청권한

의 남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조항이 없는 프랑스의 입법상황이 「유럽인

권협약」 제8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후 1991. 7. 10. 「전기통신

수단에 의한 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99)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100조에 따르면,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① 중죄

및 법정형이 2년 이상의 구금형인 경죄에 관하여는 예심수사판사가 예심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신의 감청 및 녹음 및 녹취를 명할

수 있다.100) ② 감청의 결정은 서면에 의하며, 이 결정은 재판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상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101) 또한 감청의 기간은 최장 4개월이고, 형식 및 기간의 조건

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102) 범죄수사목적의 감청은

예심절차가 개시된 경우나 가능하며 예심판사의 명령에 의하여 사법경찰

관이 구체적으로 집행을 담당한다.103)

한편, 1991년 제정된 법률 제3조에서는 감청의 목적으로 형사소추 외

에도 국가안보 내지 범죄예방 등을 위한 감청을 동법 제4조에서 정한 조

건 하에 허용하고 있다. 이 감청은 관련 부서 각료의 제안이 있으면 수

상이 감청을 승인함으로써 이루어진다.104) 다만, 제7조에서 감청대상이

되는 정보는 감청목적과 관련된 것에 한하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105)

99) 권영세, 앞의 논문(2), 27면. 이 법률은 사법권에 의한 감청과 국가안보 등을 위

한 감청을 규율하고 있으며, 전자는 형사소송법전에 편제되었다.

100) 이러한 조치는 예심판사의 권한과 감독으로 행한다.

101) 한동훈, “프랑스의 통신비밀보호법제: 감청기간 및 연장을 중심으로”, 한국법제

연구원, 최신 외국법제정보, 2010, 18면. 감청의 대상범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다.

102)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100-2조; 한동훈, 앞의 글, 18면.

103) 권영세, 앞의 논문(2), 27면.

104) 한동훈, 앞의 글, 19-20면.

105) 한동훈, 앞의 글,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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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제도

제 1 절 통신비밀보호법 도입 및 의의

1. 도입과 입법목적

가. 도입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이전, 군사정권 시절의 반인권적인 감시와 도청

을 경험하고, 이에 대한 규제로 여야는 1988년 각각 ‘통신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우편 및 통신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

고,106) 1992년에는 범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에 ‘대화비밀침해

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형법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107) 결

정적으로는 불법도청에 관해서 1992년 대선 직전에 발생한 ‘초원복집’ 사

건108)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 사건은 관련법률 제정이 이

루어지는 데에 정치적인 배경으로 작용하였다.109) 결국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1993년 12월 17일에 비로소 법률 제4650호로 통신비밀보호

법이 제정되어, 1994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106)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로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107) 당시 형법개정 법률안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

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전화나 전자적 통신에 의한 대화까지 포함하

는 것인지 불분명한 문제가 있었다(윤정석, 앞의 논문(하), 98면).

108) 초원복집 사건은 1992년 12월 11일 정부 기관장들이 부산의 ‘초원복집’이라는

음식점에 모여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기

자고 모의한 것이 도청에 의해 드러나 문제가 된 사건이다.

109) 조국, 앞의 논문, 104면. “이 사건으로 김 후보 측은 불리한 처지에 놓였으나,

정부 여당은 국민당의 도청을 부각시켜 역공을 전개함으로써 대선승리를 거두었

다. 자신이 도청의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집권한 김영삼 대통령은 도청을 합법화

하면서도 그 허가요건과 절차를 규제하는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1993년 12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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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법목적

통신비밀보호법의 신규제정 이유에서는 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의 감청과 우편물의 검열 등은 그 대상

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가 구현되는 자유로운 민주사회로 진전시키려는 것임

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제정이유는 동법 제1조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이

조문에서는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

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

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신의 비밀

을 보장하려는 헌법 제18조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입법적

수단이다.110)

2.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시방법의 종류와 특성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동법이 규율하고 있는 감시방법으로

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비밀대화

녹음 등 네 가지가 있다. 이하에서는 우편물의 검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과 비밀대화녹음을 알아보고, 전기통신의 감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논하기로 하기로 한다.

가. 우편물의 검열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대상자의 통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과 함께 우편물을

통신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우편물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

편물과 소포우편물을 의미하며(제2조 제2호), 검열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

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

110)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2000헌바2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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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6호). 여기서 우편물에는

발송전이나 도착 후의 편지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동의란

수신인과 발신인 모두의 동의를 의미한다.111) 유치란 일시적 보관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유치도 포함되며, 수사기관이 우편물을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은 상당한 기간 내로 제한된다 할 것이다.112)

나. 비밀대화녹음

동법은 제14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동조 제2항에서 이러한 타인 간의 대화비밀침해도 통신제한조치

허가의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를 위반하여 비밀대화녹음을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16조 제1항 제1호). 또한 여기에 그치

지 않고, 위법한 방법으로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데(제2호), 이는 위법하게 취득한 대화 내용의

공개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불법녹음 등을 하려는 유인이 계속 존재하여

이러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고려에서 통신비밀의 보호

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113) 실제로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불법적으로 진행된 비밀대화녹음 자료를 입수하여 공개한 언론기관

에 대한 처벌을 두고, 그 위법성조각이 쟁점이 된 바 있는데, 이는 전기

통신의 감청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제4장에서 관련 입법

사항을 검토하기로 한다.

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111) 임동규, 앞의 책, 246-247면.

112) 임동규, 앞의 책, 247면.

113)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헌바4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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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수사대상자

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인하는 것이다.114) 통신비밀보호법은 제2조 제

11호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라고 하여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

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115),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

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116), 컴퓨터통

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방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

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117)’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요건은 동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또한 요청 시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114) 그 종류로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13조 제1항), 긴급 통

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13조 제2항), 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13조의

2),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13조의 4)이 있다.

115) 사용도수는 통신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단위로서,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음성통

화는 10초 정도를 1도수로 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문자ㆍ음성 메시지는 1건을 단

위로 요금을 부과한다(오기두, “전자정보에 대한 기본권보장과 위치정보추적 수

사권”, 헌법논총 21집, 헌법재판소, 2010, 298면).

116) 휴대전화 시스템에서 서비스지역을 육각형 벌집모양(honey-comb)인 셀(cell)로

나뉘며, 각 셀(cell)은 낮은 전력의 송수신기인 기지국(base station)을 갖고 있다.

특정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면 기지국의 송·수신기(transceiver)가 무선공중

파 주파수를 사용하여 셀 사이트(cell site)에 있는 휴대전화와 신호를 송·수신한

다. 셀 사이트에서 기지국으로 전달된 신호는 전화선, 광케이블 혹은 무선공중파

를 타고 기지국제어기(base station controller)를 거쳐 이동통신교환기(mobile

switching center)로 전달된다. 이때, 휴대전화기가 다른 셀로 이동하면, 기지국제

어기는 휴대전화기가 위치하는 새로운 셀 사이트에 있는 기지국으로 신호를 전

송해 주는 방식으로 위치를 추적하게 된다(오기두, 앞의 논문(2), 299면).

117) 접속지의 추적자료는 컴퓨터의 랜카드에 부여되어 있는 고유 식별번호인 맥주

소(Media Access Control Address, MAC)를 이용하여 인터넷 통신망에 접속한

특정 컴퓨터의 접속지 IP 주소 및 가입자의 인적사항 등을 추적하여 그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얻는 자료이다(오기두, 앞의 논문(2), 298면).



- 30 -

이러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있어서는 그 요건이 사실상 없는

점118)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현재 수사기관이 자유롭

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사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19)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기지국수사’ 방식으로 현재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는 2012. 6. 14.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상태이다. 제13조의3에서는

통지제도, 제13조의4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통신비밀보호법 상 전기통신의 감청

가. 전기통신

(1) 개념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과 대화의 비밀과 자유’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여기에서의 ‘통신’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의미하는데

(법 제2조 1호), 이들은 헌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개념인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다.120) 구체적으로, 감청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의미에 대해서는 동

법 제2조 제3호에서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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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

다. 이 규정은 제한적 열거가 아니라 예시적 열거조항으로 해석된다.121)

이러한 규율방식에 대해서는 의사전달성이 강한 매체(대화·전화·무전기

등)와 정보전달성이 강한 매체(팩스·문자메시지·이메일 등)의 분류, 아날

118) 박경신, 앞의 책, 659면.

119) 방송통신위원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전체적인 수는 132,070 건으로 이는 3년 전 동기대비 9.21% 가량의 증가한 수치

이며, 전반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120) 따라서 긴급조난신호는 공개된 의사소통이라는 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긴급조난신호의 청취가 감청에 해당하기는

어렵다(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2000헌바25 결정).

121) 임동규, 앞의 책, 2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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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매체와 디지털 매체의 분류, 또는 사적 내밀성에 따른 분류 등의

고려 없이 무작위로 아우르고 있다는 비판122)이 있다.

이러한 ‘전기통신’의 개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의 범위를

다소 열거적이면서도 개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통신비밀의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통신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의 입법취지와 종래의

전통적 통신수단인 유선통신 외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생겨

난 현대적인 통신수단에 대해서도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표현은 전기통신의 개념을 확

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구체화 시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그 범위 또한

일반인이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명확

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전기통신’의 개념이 현대적

통신수단을 망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123) 따라서 동법의 전기통신의

개념에는 인터넷상에서의 전자우편 및 자료나 정보의 전송은 물론 PC

통신상의 채팅(chatting)이나 인터넷상의 실시간 대화까지 포함한다고 해

석해야 할 것이다.124)

(2) 구체적 적용범위

이 조문은 2001년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법 개정 이전에는 “전화·전자

우편125)·회원제정보서비스126)·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라는 전기통

신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예시 문언이 없었다. 따라서 전화, 전신, 팩

122) 오길영,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비판”, 민주법학 제34호, 2007, 377면.

123) 헌법재판소 2004. 11. 25. 결정 2002헌바85 결정.

124) 강태수, “통신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제45권 제4호, 2010, 293면.

125) 2000.11.1. 시행된 대법원 송무예규 제796호[2000.10.24. 이-메일 등 컴퓨터 통신

내용에 대한 강제수사 방법(송형 2000-6)]에서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메일 등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내용을 취득하거나 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은 통신비

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신제한조치허가 사건

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여 컴퓨터통신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전기통신에 해당됨

을 인정해오고 있다.

126) 헌법 제18조의 보호를 받는 ‘통신’이란 비공개를 전제로 한 쌍방적인 의사소통

이므로, 회원제정보시비스 중에서 공개를 전제한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같은 취지로는 조국, 앞의 논문(1), 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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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등의 일반적인 통신 수단 이외에 전자우편, 휴대전화, 무선호출기 등

도 동법의 전기통신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127)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논란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mobile messenger service)와 인터넷 패킷(packet)에 관한 논의는 제4장

에서 하기로 한다.

(가) 화상회의

2013년 8월에 화상회의에 관해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에드워드

스노든에게서 입수한 국가안보국 내부 문건을 토대로 2012년 여름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뉴욕 유엔본부의 내부 화상회의 시스템의 암호를 풀

고 회의를 엿들었다는 감청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다.128) 이렇듯 화상회

의에 대한 감청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나, 동법의 전기통신의

예시규정에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 영상을··· 지득 또는

채록”이라는 문언을 근거로 화면을 상호 전송하는 것도 동법 상 전기통

신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하며, 폐쇄회로 TV(closed circuit television)도

카메라로부터 수신기로의 화면전송이 음향유무에 관계없이 마찬가지로

전기통신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견해129)가 있다. 우리법의 해석으로는 화

상회의는 동법 상의 전기통신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CCTV 경우는 통신비밀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통신’의 개념이

‘비공개를 전제로 한 쌍방향의 의사소통’ 점에 비추어 카메라로부터 TV

수신기로의 송·수신을 보고 전기통신의 감청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보

호되어야할 의사소통 당사자 간의 대화를 화면이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문제로 보

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음향기능이 없어 청취하거나 녹음할 수 없다면

127) 심희기, 앞의 논문(2), 18면 이하; 이재상, 앞의 논문, 206면; 권영세, 앞의 논문

(2), 39면 이하.

128) “NSA, 유엔 내부회의도 감청”, 경향신문, 2013.08.26.

129) 권영세, 앞의 논문(2),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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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나) GPS 위치추적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치추적도 ‘전기통신’의 개념에 포

함되는 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위치정보’로

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정보통신

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

추적자료”와는 구별되는 것이다.130) 이것이 본격적으로 문제된 것은 이전

국회 개정안131)에서 이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주에 포함시키면서다.

이에 대해 법적의미의 통신은 의사표시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데 반해 이 ‘위치정보’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담고 있지 않은 순수한 기술

정보의 전산적 취급에 불과하여 ‘전기통신’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이 있으며, 이에 더하여 위치정보의 즉시 파기가 그 취지인 위치정보

보호법 제23조와 상충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132)과 ‘위치정보’가 통신사실

확인자료로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면 영장발부가 지나치게

용이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점133) 등이 지적되고 있다. 반면, 전기통신의

개념 규정의 문언 자체에는 기계적 통신정보를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

‘전기통신’의 개념자체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기술발전과 함께 점차 확장

되어 간다는 점,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전기통신’의 개념에 포함시켜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율을 받

아야 한다는 견해134)와 유괴ㆍ납치 등의 범죄에 사용될 필요성이 크다는

130)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정보는 GPS 기능이 탑재된 휴대기기가 위성

신호를 수신하여 단말기의 위치가 계산되면서 파악되는 정보인 반면,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정보는 해당 단말기가 가장 근접한 기지국과 휴대전화 단말기 사이의

무선통신을 위해 마련된 무선통신분할망의 cell ID(Location Label)에 의하여 파

악되는 정보이다.

131) 제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의안번호: 176928); 제18대 국회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1650).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132) 오길영, 앞의 논문(3), 370-371면.

133) 박경신, 앞의 책, 6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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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가입자의 인적사항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는 견해135)가 있다.

생각건대,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프라이버시권 침해정도를 논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

의 비밀 등을 보호를 목적(제1조)으로 하는 위치정보보호법과의 충돌을

주장하는 반대견해가 타당해보이므로 수사의 필요성을 근거로 통신비밀

보호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는 것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사견으로, GPS위치추적을 전기통신의 개념에 ‘포함 되는가’의 문제가 전

기통신의 개념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다. 문제가 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는 정의규정으로, 수사의 필

요성이나 사생활 보호라는 정책적인 고려를 논하기 전에 GPS위치추적이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개념에 해당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

언의 해석에 충실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검토하자면, ‘전기통신’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와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으나 통신사실 확인자료라는 것

은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로서 최소한 통신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

는 것이므로 발신기지국의 위치정보추적자료는 실제 통신사실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GPS 위치추적정보와의 큰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GPS위

치추적은 ‘전기통신’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의 해석문제

(가) 문제의 소재

‘전기통신’의 의미에 대한 동법 제2조 제3호의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의 문언상의 해석에 논란이 있어왔다. 그것은 전기통신이 모든 종류의

134) 이윤제, “GPS 위치정보와 영장주의”, 법학논총 제20집 제1호, 2013, 446면.

135) 박찬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형사법의 신동향(통

권 제44호), 2014. 9, 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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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 중’인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는가이

다. 이는 곧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범위의 문제로 귀결된다.

(나) 견해의 대립

이에 관해서 해당 문언의 개념에 반드시 현재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

고 있지 않은 점, 일반적인 압수·수색영장보다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에서

더 적합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통비법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136)

나 목적론적 해석론에 입각해서 저장목적으로 통신서비스 회사에 저장된

기록에도 통비법이 적용되어야 관련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는 견해137) 등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보다 넓게 보는 견해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동법의 전기통신은 송·수신 중의 전기통신만을 의미

하는 것이므로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

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138)나 우리 법의 해석상 송수신의 현재성이 요구되므로 이미 완성된

송·수신 내용의 취득은 통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견해139) 등이 대

립하고 있었다.

(다)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140)에서 “통신비밀보호법

136) 이종상, “컴퓨터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법무연수원,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

2001, 58-59면.

137) 오기두, “형사절차상 컴퓨터관련 증거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

사학위논문, 1997, 63면.

138) 조국, 앞의 논문(1), 107-108면.

139) 김기준, “전자우편에 대한 증거수집과 관련한 문제점 고찰”, 법무연수원, 해외

연수검사 연구논문, 2001, 34-35면.

140) "피고인이 회사 컴퓨터 서버를 통해 고객들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전

달하거나 전달받는 영업을 하던 중 컴퓨터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문자메시지

28,811건에 대한 파일을 열람하여 내용을 지득함으로써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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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 의하면 같은 법상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

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

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

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

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해당 규정의

문언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내용은 대상으로 규정하

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

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라) 검토

생각건대 판례가 고려하고 있는 점들 외에도, 동법 제2조 제7호의 ‘감

청’의 정의규정을 살펴보면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

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

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

을 말한다. 여기서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은 전기통신이

송·수신 중임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송·수신이 완료

된 경우는 그것이 방해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전

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역시 이미 송·수신

이 완료된 경우와는 달리 ‘실시간’ 감청이 보통의 방식에 의해서는 이루

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열람한 문자메시지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서버에 저장·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송신자가 송신한 이후

수신자가 수신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 통신비밀보호법 상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

통신에 해당하여 감청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

조 제1항 , 제2조 제7호 에서 정한 감청을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

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직권파기하

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볼드체: 필자 강조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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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동법이 감청의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에는

송·수신의 현재성이 요구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전송된 메시지’의 해석문제

동법 제2조 제3호에서 전기통신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그 예로 ‘전자우

편’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9호에서는 이러한 전자우편이라

함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

지”로 정의하고 있다.141)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바로 “전송된 메시지”

라는 문언이다. 동법 상의 전기통신은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의미

하고 이에 대해 판례는 현재성을 요구하고 있어, ‘전송된 메시지’도 감청

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판례로 제1심(2002고단3514 판결)과 제2심(2002노9492 판

결)의 판단이 달랐으나, 대법원은 제2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다고 판시하였다.142) 자세히 살펴보면, 제1심에서는 “‘전자우편’이라 함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지를 말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송된’ 메시지도 전자우편에 해당하여 감청의 대

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는바, 이는 개정 전 법보다 감청의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기보다 개정 전 법의 추상적 내용을 명확히 한 것으로서 개정 전

법 하에서도 전송된 메시지가 감청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제2심은 “‘전송된 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경우에만 감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전송되어 보관 중인 메시지가

감청의 대상이 되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

사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전송된 메시지가 감청의 대상에 포함

141) 전자우편은 송신자가 메시지를 보내면 곧바로 수신자의 컴퓨터에 저장되는 것

이 아니라, 수신자의 전자우편계정이 있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컴퓨터

에 저장되는 것이다. 수신자는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서비스업체 컴퓨터에

있는 자신의 계정에 접속해서 그 메시지를 전송 받게 된다. 휴대전화의 음성사서

함 등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김도식, 앞의 논문, 34면).

14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33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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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정 전 법보다 감청의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이

해”된다고 판단하였다. 제2심에서도 전송되어 보관 중인 메시지가 감청

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해석상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명확한 해석을

내지는 않았다.

한편, 제1심이 이메일은 그 특성상 송신인과 수신인이 보통 메일을 계

속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특성이 있어 일반우편물과 비교하기 어려

우며 여전히 통신비밀의 보호가치가 있는 점,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메일

도착 여부 또는 수신인의 개봉 여부에 따라 일부는 감청의 대상으로 보

아 통신제한조치를 취하고 일부는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보아 영장을 발

부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점을 근거로 송·수신이 완료

되거나 수신인이 메일을 열어보아 그 내용을 알게 된 후에도 감청의 대

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판례는 이에 대하여 (구)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생각건대, 제1심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제1심은 이메일

의 특성과 절차적인 이유로 송·수신이 완료되거나 수신인이 메일을 열어

보아 그 내용을 알게 된 전자우편이 당연히 감청의 대상으로 보았고, 이

에 따라 동법 제2조 제9호의 “전송된 메시지”라는 문언이 개정을 통해

추가된 것은 개정 전 법보다 감청의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기보다 개정

전 법의 추상적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전송된 메시지”를 ‘송·수신이 완료되거나 수신인이 메일을 열어보아 그

내용을 알게 된 전자우편’으로 보고, 오히려 이 문언을 송·수신이 완료되

거나 수신인이 메일을 열어보아 그 내용을 알게 된 전자우편이 감청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감청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에 현재성을 요구하는 대법원의

태도와 조화되지 못하는 점, 제2심의 판단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

는 것이지 통신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143)을 고려할 때 “전송된 메시지”를 송·수신이 완료되거나 수신인이

143) 김기준, 앞의 논문,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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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을 열어보아 그 내용을 알게 된 전자우편으로 해석하여 전자우편의

경우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그 근거가 미약해 보인다.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144) 당해 조항의 “전송된 메시지”는 송신자가 메일을 보냈으나

수신자의 메일서버에 도착하지 못하였거나 수신자의 메일서버에 도착하

였으나 아직 수신자가 열람하지 않고 있는 상태의 전자우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나.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에서는 ‘감청’을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

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

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145) 따라서 동법 상의 ‘감청’

은 그 대상이 앞서 살펴본 전기통신으로 한정된다.146)

(1) ‘당사자 동의 없이’의 해석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4호에서 ‘당사자’란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

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 제7호의 ‘감청’ 개념에는 이러한 당사

자의 동의 없이 행할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에서의 ‘당사자의 동의’가 양

144) 수신자의 메일서버에 도착하였으나 아직 수신자의 열람을 기다리고 있는 전자

우편의 경우를 송·수신 중의 전기통신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미국은 저장기간 180일을 기준으로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김기준,

앞의 논문, 36면).

145) 이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감청의 대상(전기통신), 속성(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단(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의 사용), 내용(통신의 음향을 청취하여 그 내

용을 지득) 등을 명시함으로써 감청개념의 명확화와 구체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85 결정).

146) 우편물에 대한 제한조치는 ‘검열’이다. ‘검열’이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

치하는 것”(동법 제2조 제6호)이다. 이러한 ‘검열’은 ‘감청’과 함께 ‘통신제한조치’

라고 칭한다(동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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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일방의 동의만으로 족한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다.147) 이에 따라 송신인과 수신인 가운데 일방이 상대방

의 동의 없이 감청을 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되지 않

게 되는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생긴다. 또한 일방 당사자의 동의를 얻

어서 제3자가 감청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전기통신 이외에 타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마찬가

지의 문제가 생기고, 같은 법리가 적용되므로 이하에서는 생략하기로 한

다.

(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행하는 경우

통신의 일방당사자에 의한 통신내용 채록행위를 감청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전기통신의 당사자가 채록행위를 함에 있어 상대방에

게 별도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가에 대한 문제다. 통설은 이 문제를 전형

적인 동의에 의한 감청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으며, 허용된다는 입장이

다. 판례 역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일방 당사자에 의한 행위는 허용된

다는 입장이다.

(나) 일방 당사자의 동의하에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이에 관해서는 일방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영장 없이도 감청이 허용

된다는 견해가 있다.148) 이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다 강력하

게 보호해야 하고, 동법 제2조 제7호의 문언에서의 ‘당사자의 동의 없이’

는 통신의 양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방당사자의

동의만으로는 영장 없는 감청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대립한

다.149)

147) 우리와 달리 일본 통신방수법 제2조에서는 ‘감청’의 개념에 대해서 타인 간의

통신에 대하여 당사자 어느 쪽의 동의도 없는 경우임을 명시하고 있다.

<http://law.e-gov.go.jp/cgi-bin/strsearch.cgi>, 2014.11.05 방문.

148) 이재상, 앞의 책, 222면.

149) 권오걸, 앞의 책, 235면; 배종대 외 3인, 신형사소송법 제5판, 홍문사, 2013,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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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통신당사자의 일방이 대화를 비밀녹음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

니하는 것이고, 통신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얻어 제3자가 비밀녹음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150) 한편, 3인간의 대

화에서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대화를 비밀녹음하는 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이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동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151)

(2)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

동법 상의 감청의 개념에는 전자장치나 기계장치 등을 수단으로 사용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장치나 기계장치와 같은 감청장치

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인간의 청력이나 시력으로 듣거나 보는 것이

전기통신의 감청은 물론 비밀대화녹음에도 해당되지 않음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만, 동법에서는 ‘전자장치’나 ‘기계장치’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의하

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전자장치나 기계장치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전자장치·기계장치의 개념에 대하여 “전기통신

에 대한 감청의 수단으로서의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이라는 표현도 기

본적으로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 기계장치 기타

설비’라는 같은 조 제8호의 ‘감청설비’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152) 그렇다면 전자장치나 기계장치가 이러한

‘감청설비’의 개념과 어떠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감청설비’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에서 “대화 또는 전

면; 신양균, 형사소송법 신판, 화산미디어, 2009, 261면; 임동규, 앞의 책, 247면;

진계호, 앞의 책, 242면.

150)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2010. 10. 14. 선고 2010도9016 판결.

151)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152) 헌법재판소 2004. 11. 25. 결정 2002헌바85 결정.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광범하다거나 무엇을 의미하는

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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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라고 정

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 역시 전자장치·기계장치의 개념이 전

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감청설비도 전자장치나 기계장치에 해당

된다는 양자의 관계만이 파악될 수 있을 뿐이다. 해당 문언만 본다면 사

실상 감청설비와 전자장치나 기계장치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여지

가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이 정의규정의 단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서에서는 ‘감청설비’의 개념 중에서 “전기통신 기기·기구 또는 그 부

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53)은 제외”하고 있다. 이 점을 근거로 감청설비와 전자장치나 기계장

치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자장치나 기계장치의

개념에서도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견해154)가 있으나, 이 견해에 따르

면 감청설비 제외대상을 구체화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8호에

서 오디오·비디오를 제외하고 있어 이 장치를 사용한 채록행위도 감청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비판155)이 있는데, 타

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생각건대, 현행 규정상의 ‘감청설비’의 개념자체로는 전자장치나 기계

장치의 개념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단지 양자의 구별만이 가능할 뿐인데,

153)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령 제3조(감청설비 제외대상) 법 제2조 제8호 단서에 따라 감청설비에서 제외되

는 것은 감청목적으로 제조된 기기·기구가 아닌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2.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에 따라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3. 삭제 <2010.12.31.>

4. 「전파법」 제19조에 따라 개설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5.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등

6. 「전파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무선설비

7. 「전파법」 제58조에 따라 허가받은 통신용 전파응용설비

8.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용품 중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직류전류

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9.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기구

10. 그 밖에 전기통신 및 전파관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기·기구

154) 권영세, 앞의 논문(2), 44-45면.

155) 김도식, 앞의 논문,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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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기계장치’는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감청설비’를 포

함하는 개념, 즉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나 기계장치 중에서 ‘일

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곧 ‘감청설비’라고 이해된다.156) 한편, 이

러한 해석상 문제에 대하여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견해157)가 있으

나, 새로운 ‘전자장치·기계장치’의 출현이 빈번하다는 점, 감청에 사용될

수 있기만 하면 ‘전자장치·기계장치’에 해당됨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서 포괄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어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으

며, 설령 그 정의규정을 마련하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이

다.158)

(3) ‘···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송·수신을 방해’

동법 제2조 제7호의 감청의 개념에서는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거

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은 고의적·의도적 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통화의 혼선으로 우연히 타인간의 통화내용을

듣거나 무선통신 수신기를 통해서 우연히 타인간의 송수신 내용을 듣게

된 경우는 ‘감청’에 해당되지 않는다.159)

다만, 여기서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것의 해

석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기본권 규정관련 규정의 해석원칙상 통신

비밀의 불가침영역을 가능한 넓게 해석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전자장치ㆍ기계장치’는 ‘청취ㆍ공독’, ‘내용지득’, ‘채록’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정에 사용되어도 무관하므로 청취․공독 없는 전화통화녹

156) 즉, 감청설비의 정의규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전자장치나 기계장치를

감청이 가능하도록 일반인이 임의로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는 것을 규

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문이다.

157) 김도식, 앞의 논문, 44면.

158) 이와 비슷한 경우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기통신’

의 개념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기

능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159)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2000헌바2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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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도 감청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160) 반면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통비법 제2조 제7호는 “…… 청취․공독 ‘하여’ ‘그’ 내용을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장치 또는 기계장치로 청취․공독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한 때에만 감청이 되는 것이고, 청취하였으나 그 내용을

지득하지 못하였거나 청취하지 않고 그 내용을 지득한 때에는 감청이 성

립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견해161)가 있다.

생각건대, 통비법 제2조 제7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송·수신을 방해’하

는 경우를 함께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그렇다면 ‘전자장치ㆍ기계

장치’가 사용되는 것은 ‘청취ㆍ공독’하는 것까지만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

야할 것이고, ‘전자장치ㆍ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청취ㆍ공독’을 했다면 그

내용을 지득․채록한 경우 또는 송․수신을 방해한 경우인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감청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전자장치

또는 기계장치로 청취․공독한 경우, 비록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

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송·수신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감청

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통신비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의 당해 입법의

취지라고 생각되며, 이것이 문언에도 충실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송·수신을 방해’를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법상 ‘감청’의 개

념은 외국의 입법례와는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상 ‘송·수

신을 방해’하는 것에는 혼선유발이나 통신자체의 차단까지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으나,162) 감청의 개념에는 ‘전자장치ㆍ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청

취ㆍ공독’할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취ㆍ공독’이 없는 단순한

혼선유발이나 통신자체의 차단은 감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160) 권영세, 앞의 논문(2), 47면.

161) 김형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통신제한조치와 대화감청

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24호, 2005·겨울, 221면; 심희기·양동철, 앞의 책, 194

면.

162) 권영세, 앞의 논문(2),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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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주요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

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감청을 금지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163)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과 형

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에 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동

법은 감청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라는 명칭으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조치(제5조, 제6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제7조), 긴급통신

제한조치(제8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통신제한조치 중

에서도 감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은 통신제한조치로서, 동법은 제5조에서 그 허가

요건을, 제6조에서는 허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감청 대상범죄에 대하여

는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에 이르기까지 감청이 허가되는 대상범

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164)

163)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

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164) 1. 형법 제2편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중 제92조 내지 제101조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 내지 제113조의 죄, 제5장 공

안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

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

닉의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제164조 내지 제167조·제172조 내지 제173

조·제174조 및 제175조의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

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중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23조(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및 제224조(제214조 및 제215조의 예비·음모에

한한다), 제24장 살인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

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86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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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허가요건

감청의 허가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감청대상이 되

는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범죄혐의를 요구하고 있다. 둘째, “다른 방법으로

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

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하여 보충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

다.

(1) 범죄혐의

먼저 감청의 허가요건으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

였다고 의심할만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여기서 ‘계획’이란 형법상 예

비·음모행위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해되며, 일정한 범죄를 지향하고

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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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행의 죄 중 제297조 내지 제301조의2, 제305조의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

에 관한 죄 중 제315조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제324조의5(제324조의2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8

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 제34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에 한

한다]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의 죄

2. 군형법 제2편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4

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5장 수소이탈의 죄, 제7장 군무태만의 죄 중 제

42조의 죄, 제8장 항명의 죄, 제9장 폭행·협박·상해와 살인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2장 위령의 죄 중 제78조·제80조·제81조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58조 내지 제62조의 죄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4조 및 제5조의 죄

8.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규정된 범죄중 제70조 및 제7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죄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2조 내지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죄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

11. 제1호와 제2호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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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165) 또한 동조

문언 상의 ‘실행’ 역시 형법상 ‘실행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다.166) 다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

송법167)상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의 경우와 비교하면, 이러한 입법형식

을 취하고 있는 이유는 감청은 ‘미래’의 통신내용을 요구하는 강제처분이

므로168) 다른 강제처분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 피감청자

가 감청당하고 있는 사실을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수사과정 중에 증거획

득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감청이 가능한 상황적

요건을 넓게 규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범죄를 ‘계획’하는 자가 범

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길 포기하는 경우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없는

불가벌적인 행위에 대한 감청이 이미 진행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한번 침해된 통신 비밀은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

다.

다음으로 ‘충분한 이유’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된다. 형사소송법에서

체포·구속의 경우와 압수·수색의 경우는 각각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와 ‘의심할 만한 정황’을 요구하고 있다. 즉, 전자는 현저한 혐의, 후자는

단순한 혐의169)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상의 제도와

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하여 견해의 차이

가 있다. 먼저 용어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와 동일한 내용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170)가 있으며, ‘충분한 이유’는 구속의 요건

165) 권영세, 앞의 논문(2), 71면. 이에 대하여 김도식(앞의 논문, 62면)은 살인죄의

경우 예비·음모, 미수범이 모두 감청대상범죄로 규정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여기

서의 ‘계획’이라는 용어는 형법상 예비·음모와는 구별되는 일상적인 사전적 의미

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한다.

166) 권영세(앞의 논문(2), 72면)는 그 근거로 앞선 개념인 ‘계획’ 역시 형법학 분야

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였다는 점, 계획단계 및 실행 이후단계에서

도 감청이 가능한 점을 들고 있다.

167) 제200조의2 제1항, 제201 제1항, 제215조 제1항.

168) 감청의 대상으로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은 제외된다.

169) 압수·수색의 요건으로서의 ‘필요한 때’라는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 그 범죄혐의

가 체포·구속시의 범죄혐의와 같은가에 대하여 구별설 및 비구별설이 대립하였으

나, 2011년 개정형사소송법에서 압수·수색의 경우는 그 요건을 ‘피의자가 죄를 범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것’(동법 제215조 제1항)으로 구체화하여 구

별설의 입장에서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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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당한 이유’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될 것이 요구된다는 견해171)도 있

다.

생각건대, 감청은 그 성질상 압수·수색의 경우와의 비교를 통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감청은 일정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대상물의 특정성 요

건이 완화되어 이때 발부되는 영장이 일반영장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172) 피감청자가 감청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죄혐의의 상황적 요건

은 더 넓게 규정되어 있어, 그 혐의의 ‘정도’에 관한 해석은 더 엄격함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또한 문언 상 ‘의심할 만한 정황’ 보다는 ‘의심할만

한 충분한 이유’가 더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는 점은 물론이다. 그러나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강제처분보다 더 높은 기준을 설정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상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을 넘어서는 기

준을 설정하기가 어렵다.173) 따라서 범죄혐의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와

같은 정도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2) 보충성

감청은 앞서 살펴본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감청허가에 있어서는 강제수사비례의 원칙

170) 권영세, 앞의 논문(2), 73면. ‘상당한 이유’가 이미 유죄판결에 필요한 증명에 버

금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점, 통신비밀을 제한하는 감청의 기준이 신체의 자

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인신구속의 경우보다 더 높다고 해석할 이유가 없다

는 점을 들고 있다.

171) 신양균, 앞의 책, 262면; 임동규, 앞의 책, 248면.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만으로

는 불충분하고, 최소한 범조의 예비·음모 또는 실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한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한다.

172) 신동운, 앞의 책, 387면.

173) 신동운 교수(앞의 책, 252면)는 ‘상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으로 무죄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범죄혐의이어야 하며, 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보다 높은 기준인 유죄판결에

필요한 정도의 증명을 요구한다면 감청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다.



- 49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이 보다 엄격하게 존중됨을 명시한 것

이다.174) 구체적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절차의 신속성을 본질적으로 해하는 경우, 이미 알려진 범인을 즉시 체

포할 경우 배후인물의 수사가 불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다.175)

물론 이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76)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의 조사’나 ‘피의자의 소

재에 대한 수사’에 대한 보충성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177)

와 달리 우리 법은 예방적 경찰작용적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는 견해178)

가 있다. 이러한 해석은 결국 범죄혐의의 상황적 요건으로서 범죄를 “계

획”하는 단계가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형법상의 예비음모 행위와 일치

하는 개념이 아니며,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가벌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

지 않은 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법은 범죄 “수사”를 위한

감청의 요건으로 현저한 범죄혐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한 혐의를 근거로 수사의 한 활동으로서의 ‘감청’

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는 것은 범죄

실행 이전단계의 가벌적 행위자에 대한 신병확보 등 수사절차상의 한 목

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지, 이를 범죄 예방을 위한 목적의 감청을 허

용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179)

한편, 2001년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제3조 제2항에서도 감청의 보충성

174) 신동운, 앞의 책, 389면.

175) 권영세, 앞의 논문(2), 74면; 다만, 이는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보충성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는 독일법의 해석이므로, 단지 ‘어려운’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법과 다른 것이나, 감청의 기본권 침해적 특성을 고려하면 우리법의 해석도 이와

마찬가지로 엄격하여야 할 것이다.

176) 감청을 이용하는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이 통신비밀의 보호라는 공익을 명

백히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권영세, 앞의 논문(2), 74면).

177)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조a 제1항 제3호; 독일 형사소송법(한글 번역본), 법무

부, 2012.

178) 권영세, 앞의 논문(2), 75면; 배종대 외 3인, 앞의 책, 105면에서는 범죄계획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해석을 인정하면서, 이를 문제점으

로 지적하고 있다.

179) 그러나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범죄의 “계획” 단계도 가벌적인 경우로 한정하

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는 제4장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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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정하고 있는 바, 양자의 관계는 제3조 제2항의 “보충적 수단”이 범

죄수사를 위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의 보충성 요건으로 구체화된 것이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허가절차

(1) 대상자의 범위

통신비밀보호법은 제6조 제1항에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자를 “각 피의

자별 또는 피내사자별로”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해서만 통신제한조치를 허용하고 있다고 한정할 것은 아니다.180) 이와

관련해서는 공범, 미수범, 예비․음모자, 범죄와 관련된 제3자에 대해서

도 감청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먼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에서는 “제5조 제1항의 허가요건을 구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5조 제1항에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라고 규정하고 있어 정범으로 범죄를

범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동법 제6조 제3항에서 통신당사

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 관할 법원도 관할법원에 포

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수범이나 공범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

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81) 또한 동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감청허가 요건에서의 범죄의 ‘계획’은 형법상 예비․음모와는

구별되는 것이지만, 예비․음모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되므로

예비․음모 행위자에 대해서도 감청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물론 범죄의

‘계획’에 대한 축소해석의 필요성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범죄와 관련된 제3자도 문제될 수 있는데, 판례182)는 “…허가서

상 감청대상자가 아니거나 대상전화가 아닌 전화의 감청은 허용될 수 없

180) 김형준, 앞의 논문(2), 223면.

181) 김형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몇 가지 문제점”, 한국형사법학회, 2005년 추계학술

회의 자료집, 2005. 10, 4면.

182)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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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나 아닌 전화에 대한 전화감청은 통신비밀보호

법 제8조에서 정한 긴급처분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48시간(개정

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감청은 위법하

다”고 판시한 바 있다.183) 이 판결은 범죄관련여부를 고려할 필요 없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에 대한 감청은 긴급감청으로 사

후허가를 받지 않는 한 그 감청이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물론 허가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 외에도 혐의자와 관련 없는 제3자에

대한 감청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184)

(2) 청구권자 및 허가권자

동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는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에 대한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직권통신제한조치에 대해서는 조문을 두고 있지

않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통신제한조치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

간·집행장소·방법 및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청구가 이유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서185)를 발부한다(제6조 제4항).

(3) 기간 및 연장

제6조 제7항에서는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청의 청구와 허가절차에서 법원은

183) 이에 대하여 감청의 목적이 조직구성원의 파악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비록

허가서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범죄와 관련된 제3자에 대한 감청을 허용해야 한

다는 견해도 있다(원혜욱, 불법감청에 의한 대화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형사판례

연구 제10권, 2002, 383면).

184) 원혜욱, 앞의 논문(2), 372면.

185) 감청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며, 동법의 ‘허가서’가 법원의 영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영장’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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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감청청구의 허가 또는 기각만 할 뿐 실질적인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의 경우186)를 들어 감청의 기

간결정에 대한 법원의 역할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187)가 있다.

한편, 단서에서는 제5조 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2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개월 이내에 한해 허가되는 감청을 연장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나,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잠정적

용을 명한 바 있다.188) 아직 개선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개정 논의는 후술하기로 한다.

다. 허가된 감청의 집행 및 통지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집행을 하고, 이 경우 체신

관서 기타 관련기관 등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항).189)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는 통신기관등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

는 긴급감청서 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제2항).

집행 후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경위, 취

득한 결과의 요지를 조서로 작성하고, 이에 대한 비밀보호 및 훼손·조작

의 방지를 위하여 봉인·열람제한 등의 적절한 보존조치를 하여야 한다.

최근 ‘카카오톡’ 논란이 이에 관련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제5장에서

186) 미국의 경우 법원이 감청의 기간을 결정하고, 법원이 종료를 명령할 수도 있다.

187) 오경식, “통신비밀보호법의 형사법적 검토”, 형사정책 제16권 제1호, 2004, 59면.

188)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가30결정.

189) 동법 시행령 제13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위탁)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당사자의 쌍방 또

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

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

할 수 있다.

1. 5급 이상인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2.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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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술하기로 한다.

동법 제9조의2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제기, 공소의 제기나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날부터(제1항), 사법경찰관은 앞의 검사의 처분을 통

보 받거나 내사사건을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날부터(제2항), 정보

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제3항), 30일 이내에 우

편물의 검열의 경우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

의 가입자에게 집행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

록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감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사전통

지가 있는 경우 감청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감

청의 비밀처분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후적으로나마 피감청자의 권리를 보

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된다.190) 또한 이와 더불어 통지제도는 불법

적인 경우 피감청자의 국가배상청구가 용이하도록 하는 점, 수사기관 등

의 감청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는 점 등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191)

통신비밀의 자유에서 헌법이 보호하는 통신이란 ‘비공개를 전제로 쌍

방향의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실제당사자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통지제도의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통지의 상대방은 감청의 대상자와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현행 통비법 규정의 감청

집행에 관한 통지의 상대방은 ‘전기통신의 가입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이용자와 전기통신의 가입자가 다른 경우에 문제가 된다. 게다가 감

청의 통지의 상대방인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 대한 문언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문제는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이 문언을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로 볼 경우 감청의 대상

이 된, 즉 피감청자 중에서 가입된 사람을 의미하게 되어 피감청자가 전

기통신의 가입자가 아닌 경우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될 뿐이다. 하

지만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로 해석할 경우 감청 대상이 된

통신회선의 명의자에게도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그 통

지의 효과가 제한되는 데에 그칠 것이지만, 후자의 경우 관련 없는 제3

자에게 통지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통지제도의 의

190) 조국, 앞의 논문(1), 115면.

191) 김형준, 앞의 논문(2), 2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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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 취지를 생각해보면, 전자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감

청자가 전기통신의 가입자가 아닌 경우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의 개선입

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제4장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한편,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

가 있는 때(제4항 제1호)와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제4항 제2호)에는 그 사유의 해소 될 때까지 소명자료

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제5항) 통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사유의 해소 시에는 해소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제6항)고 통지유예 제도를 규정하

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과 개선방향은 제4장에서 논하기로 한다.

2.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

동법 제7조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 및 절차를 규

정하고 있다.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고, 국가안보를 위협

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이기 때문에 굳이 남용가능성이 큰 규정을 택할

필요가 없이 동조를 삭제하자는 견해192)도 있었다.

가. 허가 및 승인요건

동법은 제7조 제1항에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

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

히 필요한 때”에는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

사목적의 통신제한조치와 달리 일정한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국가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국가안전보장에 대하여 그 위험이

‘예상’되기만 해도 감청이 가능하다면 정보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

192) 김성천, “인터넷과 형사법상의 과제”, 법제처, 법제연구(통권 제18호), 2000,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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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광범위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193)도 있다.

또한 이러한 요건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한 감

청과 적용영역이 중첩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194) 이러한 문제점으로

부터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들이 파

생된다고 생각된다.

나. 절차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수석부장판사(제7조

제1항 제1호),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

국의 기관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제7조 제1항 제2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95) 감청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4월의 범위 이내에서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제7조 제2항). 감청의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범

죄수사목적의 경우를 따른다(제7조 제3항). 감청의 집행 및 통지는 범죄

수사목적의 감청과 유사하므로(제9조 및 제9조의2) 생략하기로 한다.

다. 집행 및 통지

주체가 정보수사기관의 장인 점 외에는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와 같다.

다만, 통지의 경우 제9조의2 제3항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와 달리 통

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

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3) 오길영, 앞의 논문(3), 381면.

194) 예를 들어,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자에 대한 감청

은 범죄수사를 위한경우와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모두로 청구할 수 있어, 수사기

관은 보다 편한 청구방식을 택하게 되어, 제도의 실효성 자체의 문제가 되는 것

이다.

195) 대통령의 승인만으로도 감청을 허용한 것은 그 감청대상자에게 대한민국의 재

판권이 미치지 않음을 고려한 것으로 영장주의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성낙인,

앞의 책, 6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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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감청

긴급한 경우,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해 통신비밀보

호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긴급감청에 대해서는 존폐논란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가. 허가요건

제1항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

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감청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

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박한 상황”은

내용에 있어서 긴급성을 의미하고, “긴급한 사유”는 시간적 긴급성을 의

미한다.196) 하지만 제6차 개정으로 추가된 “긴박한 상황”에 관해서, 사전

허가 없이 행해지는 긴급감청은 그 요건이 더욱 명확히 특정되어야 함에

도, “국가안보”나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 등의 문언은 굉장히 모호한

표현으로 남용가능성이 높다는 견해197)가 있다. 또한 요건에 있어서 “등”

이라는 문언은 그와 유사한 범행들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방식은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198)

또한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급박함을 의미하는 ‘긴급

성’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도 요구되는 것이지만, 수사실무상 무시되

고 있고 사후통제방안도 미흡하다.199) 더욱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긴급

196) 김도식, 앞의 논문, 77면.

197) 김형준, 앞의 논문(2), 225면; 오길영, 앞의 논문(3), 381면. 김형준 교수는 이에

대하여 “인명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초래할 범죄, 국가전복이나 테러의 위험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활동”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98) 성선제, “e-사회에서 테러 및 범죄예방을 위한 감청과 프라이버시의 갈등 조정

방안 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11, 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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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나 대통령의 서면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긴급한 것으로 상정하고 있으므로, 긴급체포의 경

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여 그 남용의 가능성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

다.200)

나. 절차

통신제한조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집행한 때로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집행을

중지하여야 한다(제2항).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

드시 긴급감청서 등에 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에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을 비치하여야 한다(제4항).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종료 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고등검찰청검사장)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

통신제한조치를 한 검사와 사법경찰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작성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하고(제5항), 이를 송부 받은 법원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은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항).

4.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의 보호

가. 비밀 준수의무

동법 제11조에서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집행·통보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통신제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제1항), 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

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준수 의무를(제2항) 규정하고 있다. 이상

199) 김형준, 앞의 논문(2), 226면.

200) 김형준, 앞의 논문(2), 2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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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자 외에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로 지득한

내용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외부에 공개

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16조 벌

칙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도 준용된다(제13조

의5).

나. 사용제한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제4조). 동법 제4조는 형사재

판에 있어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전기통신의 감청에도 도입한 조문

으로, 형사재판 이외에도 민사재판, 행정재판 등 다른 형태의 재판과 이

외의 징계절차에도 모두 적용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201)

또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은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 징계절차

등에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제12조). 취득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의 내용은 감청의 목적이 된 당해 범죄나 그와 관련된 범죄를

위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202) 이 규정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의 경우에도 준용되는데(제13조의5),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통신사실 확

인자료는 수사대상범죄와 무관한 사건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최근 판결이 있다.203)

201) 신동운, 앞의 책, 392면.

202) 2002. 10. 22. 선고 2000도5461 판결.

203) 2014. 10. 27. 선고 2014도21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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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운용현황

2013년 6월 미국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의 전 계약직 직원 에드

워드 스노든은 전 세계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감청을 자행한 NSA의

기밀문서를 폭로하여 불법감청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논란을 촉발시켰다.

최근 영국에서는 런던경찰청과 국가범죄수사국(NCA)이 법적근거 없이

특수 감청장비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감청하여 논란이 되었

고,204) 터키에서는 경찰이 재벌과 언론인, 군 사령관 등을 테러 조직 수

사라는 명목으로 2년 동안이나 불법 감청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205)

이처럼 감청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그 제도자체 외에도 그

운용에 따라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통신제한조치의 운용현황206)을 살펴보기로 한

다. 다각적 분석을 위하여 ① 1998년 이후의 일반감청207)과 긴급감청 건

수와 전년대비 증감률을 바탕으로 한 총괄현황, ② 1998년 이후 각 통신

수단의 감청대상 비중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통신수단별 현황과 정권의

시기 구분에 따른 기관별 현황, ③ 최근 4년간 감청영장 발부의 원인이

된 죄명별 감청현황 등으로 세분하여 분석한 뒤, 마지막으로 ④ 감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에 관해서 영장발부율을 바탕으로 다른 제도의 영장발

부율과 비교검토하기로 한다.

1. 총괄현황

1998년 이후 일반감청과 긴급감청 협조현황의 건수와 전년도 대비 증

감률을 살펴보면, 다음 <표-1>과 같다.

204) “영국도 수백만 시민 대상 불법 감청논란 발생”, 전자신문, 2014.11.2

205) “터키경찰, 재벌·언론인 등 160여명 불법감청”, 연합뉴스, 2014.12.3

206) (구)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집계하는 통계는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

터넷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통신제한조치이며,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협조건수를 바탕으로 집계한 것으로 우편물에 대한 것은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감청’ 현황이다. 이하에서는 ‘감청’ 현황이라고 한다.

207) 긴급감청이 아닌 감청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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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감청 긴급감청

건수
증감률208)

(%)
건수

증감률

(%)

’98년 5,153 748

’99년 3,064 -40.5 170 -77.3
’00년 2,255 -26.4 125 -26.5
’01년 2,815 24.8 69 -44.8
’02년 1,489 -47.1 39 -43.5
’03년 1,665 11.8 31 -20.5
’04년 1,599 -4.0 14 -54.8
’05년 966 -39.6 11 -21.4
’06년 1,023 5.9 10 -9.1
’07년 1,142 11.6 7 -30.0
’08년 1,150 0.7 2 -71.4
’09년 1,516 31.8 - -

’10년 1,081 -28.7 - -

’11년 707 -34.6 - -

’12년 447 -36.8 - -

’13년 592 32.4 - -

<표-1> 1998년 이후 일반 및 긴급감청 협조현황

(단위 : 문서 건수, %)

출처: (구)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위의 <표-1>의 일반감청에 관해서 살펴보면, 1998년에는 5,153 건에

달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3년에는

592 건으로 1998년의 약 10분의 1 수준이며, 그 평균적인 감소율은

10.7%에 달한다. 1999년과 2002년, 2003년, 2005년에는 외부요인209)이 있

208) 전년도와 비교한 수치이며,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하에서 같다.

209) 1999년에는 무선호출기 가입자 감소에 따른 감청의 급감이 있었고, 2002년에는

(구)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한 감청대상범죄의 축소와 통

계상 착발신번호 추적 건수의 제외가 있었으며, 2005년에는 통신사업자들이 더

이상 문자메시지를 보관하지 않아 이동전화에 대한 통계가 잡히지 않았다. 반면,

2003년에는 통계상 문제로 기일연장 허가서도 포함되어 증가가 있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당시의 안보위협이나 신종 범죄의 출현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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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으로 감청에 대한 통제가 효과적으로 진행되

고 있다고 생각된다. 세부적인 분석은 후술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긴급감청 협조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이후로 현재에 이르

기까지 최근 5년간 긴급감청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전의 긴급감청

건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에 748건에 달하던 것이 2000년에는 125

건, 2002년에는 39건, 2004년에는 14건, 2006년에는 10건, 2008년에는 단

2건에 불과하였다.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면서도 매년 일

정 건수를 유지하고 있는 일반 감청의 경우(평균증감률 -10.7%)와 비교

하여도 그 감소폭(평균증감률 -30.7%)은 확연하다. 긴급감청 건수의 급

감의 원인으로는 긴급감청에 대하여 대폭적인 개정을 시도한 2001년 제6

차 개정과 그 개정과정 이전부터 제기되어온 비판들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 이 당시, 대법원은 과거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긴급감청제도에 대

해 폐지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210)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러한 문제의

식을 공유한 수사기관의 자성적인 노력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211)

따라서 긴급감청의 현황을 살펴보건대, 긴급감청의 제도적인 문제점 유

무는 차치하더라도 긴급감청의 남용 가능성은 일각의 우려만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긴급감청의 제도적인 문제점에 관해서는 제4장에서

논하기로 한다.

2. 통신수단별 및 기관별 감청현황

가. 통신수단별 감청현황

앞서 총괄적으로 살펴본 일반감청 현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분석을

210) 제15대 국회 안상수 의원(법사위·한나라당)이 10월25일 ‘주간 동아’에 공개한

대법원의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입법론’ 자료,

<http://www2.donga.com/docs/magazine/weekly_donga/news207/wd207bb010.ht

ml> 2014.10.19 방문.

211) 당시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수사기관의 노력을 꼽았다. 경찰은

유괴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긴급감청을 극도로 자제하였고, 국정원

은 2000년 이후로 긴급감청의 협조요청이 없었다고 한다(“긴급감청·영장발부 크

게 줄었다”,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보도자료>(구)정보통신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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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선전화 이동전화212) 무선호출213)
인터넷

등214)

건

수

비중

(%)

건

수

비중

(%)

건

수

비중

(%)

건

수

비중

(%)

’98년 4466 75.7 362 6.1 1008 17.1 65 1.1
’99년 2518 77.9 357 11.0 178 5.5 181 5.6
’00년 1931 82.4 217 9.3 8 0.3 188 8.0
’01년 2107 78.1 366 13.6 1 0.04 224 8.3
’02년 1013 66.3 169 11.1 - - 346 22.6
’03년 1097 64.7 216 12.7 - - 383 22.6
’04년 887 55.0 265 16.4 - - 461 28.6
’05년 621 63.6 1 0.1 - - 355 36.3
’06년 577 55.9 - - - - 456 44.1
’07년 503 43.8 - - - - 646 56.2
’08년 506 43.9 - - - - 646 56.1
’09년 574 37.9 - - - - 942 62.1
’10년 358 33.1 - - - - 723 66.9
’11년 261 36.9 - - - - 446 63.1
’12년 182 40.7 - - - - 265 59.3
’13년 191 32.3 - - - - 401 67.7
’14년

215)
124

32.8
- - - - 254

67.2

하자면, 먼저 통신수단별로 분석할 수 있다. 통신수단별 감청현황은 통신

환경 변화에 따라 자연스러운 변화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증감률이 아니

라 감청 대상인 통신수단들 사이의 비중을 중심으로 비교하기로 한다.

<표-2> 1998년 이후 통신수단별 감청의 협조현황

(단위 : 문서 건수, %)

출처: (구)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12) 문자메시지 조회.

213) 2002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2009년부터는 집계하지 않고 있다.

214) 인터넷 접속, 이메일, 비공개모임의 게시내용 등.

215) 상반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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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2>에서는 1998년 이후 통신수단별 감청 현황을 볼 수 있는

데, 먼저 주목할 것은 유선전화다. 유선전화에 대한 감청은 1998년 4466

건을 기록하였으며, 2000년 에는 감청대상 통신수단 중에서 그 비율이

82.4%에 육박하여 정점에 달하였다. 하지만, 이 후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으며, 2013년에는 불과 191 건에 불과하였다. 현재 통신수단 중에서

32.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어디까지나 휴대전화가 통계에 잡

히지 않는 데에 따른 반사적인 비율일 뿐이다. 이는 시내전화 가입자 수

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된다.216) 한편, ‘삐삐’

로 잘 알려진 무선호출에 대한 감청도 1998년에 1008 건에 17.1%의 비

율로 감청 대상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 후 급격하게 감

소하여 현재까지 감청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유선전화와 마찬가지

로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217)

이동전화는 1998년에 362 건에 6.1%의 비율을 기록하였으며, 점차 그

비율이 늘어가는 듯하였으나, 2006년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

지 않다.218) 하지만 이는 이동전화 감청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실제로 2005년에 국정원이 직접 제조한 이동전화에 대한 감

청장비로 불법도청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문제된 바 있

다.219) 문자메시지 이외에 휴대전화 감청이 집계되지 않고 있는 직접적

인 이유는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는 감청장비가 없어 협조가 이루어지지

216) 미래창조과학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1984년에는 유선전화 가입자는 559만 5

천여 명으로 인구 100인당 보급률은 13.8%에 불과하던 것이 2002년에는 가입자

가 2천 255만여 명으로 인구 100인당 보급률은 49.4%에 달하였으나, 2014년 9월

기준으로는 유선전화의 대표 격인 시내전화 가입자 수는 1,713만 명 정도에 인구

100인당 보급률은 33.4% 정도로 줄었다.

217) ‘삐삐’로 알려진 무선호출 서비스는 회사원이나 개인들을 통한 서비스 대중화가

일어나 1997년 최고 가입자 수는 1519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동전화 보급이

늘어나면서 1998년 말 918만 명이던 가입자가 1999년 말에는 303만 명으로 감소

하였으며, 2000년에는 45만 명으로 격감하였다(진한엠앤비, 기록으로 본 한국의

정보통신 역사 Ⅱ, 2012). 미래창조과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9월을 기준

으로 ‘무선호출’ 가입자는 3만 529명에 불과하다.

218) 이에 대해 (구)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에 대한 감청은 문자메시지를 중심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왔으나, 2004년 말부터 이동 통신사들이 더 이상

SMS(short message service) 문자메시지를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19) “DJ시절도 조직적 정치사찰…감청장비 사용 실태”, 한국일보, 200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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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언급한대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직접 디지털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을 하

는 경우에도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어려움이 따르는 점도 한 원인이 될

수 있겠다.220)

한편, 인터넷 등에 대한 감청은 인터넷 발달에 따른 지속적인 증가 속

에 2009년 942 건을 기록하여 정점에 달하였으나, 이후에 그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통신수단 중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상반기에도 비율은 67.2%에 육박하여, 감청 대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범죄의 급격한 증가, 이동전화에 대한

감청의 급격한 감소,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이 집계되지 않은 점 등이 반

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에 대한, 소위 ‘패킷감청’은 상당한 문제점

을 안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제5장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나. 기관별 감청 현황

다음으로 살펴볼 기관별 감청현황은 우선 검찰, 경찰, 국정원, 군 수사

기관 등으로 기관을 분류하고, 1988년 이후의 감청협조 현황을 바탕으로

그 건수와 전년도 대비 증감률221)을 비교하기로 한다. 또한 이와 별도로

정권시기를 표기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1절에서 살펴보았듯

이 통신비밀보호법 제정의 배경 자체가 정치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

고, ‘보수’ 성향의 정당과 ‘진보’ 성향의 정당의 각 소속 국회의원 간에는

입법 방향에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222) 또한, 후술하겠지만 현재

220) CDMA 기술이 감청대상 중계기기의 위치가 통신자의 위치에 좌우되므로, 특정

통신장비만으로는 당해 당사자를 반드시 감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었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CAS라는 이동식 감청기기가 사용되었으나 200미터 내의 거리를

유지해야했다는 점에서 역시 이용이 쉽지 않았다.

221) 표본이 10 건 이하인 경우는 유의미한 산출을 위하여 제외하였다.

222) 이는 당장 19대 국회에 제출된 서상기 의원안과 이에 대응하는 송호창 의원안

을 보면 알 수 있다. 전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감청장비를 구비하도록 의무를 부

과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의 ‘길’을 열어

주고자 하는 반면, 후자는 통신비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4장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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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찰 경찰 국정원
군 수사기관

등

년

도

정

권

223)

건

수

증감률

(%)

건

수

증감률

(%)

건

수

증감률

(%)

건

수

증감률

(%)

’98
김

대

중

1154 3521 795 431

’99 435 -62.3 1719 -51.2 828 4.2 252 -41.5
’00 278 -36.1 1068 -37.9 846 2.2 188 -25.4
’01 254 -8.6 1032 -3.4 1398 65.2 200 6.4
’02 131 -48.4 496 -51.9 754 -46.1 147 -26.5
’03

노

무

현

130 -0.8 512 3.2 899 19.2 155 5.4
’04 77 -40.8 441 -13.9 885 -1.6 210 35.5
’05 52 -32.5 197 -55.3 639 -27.8 89 -57.6
’06 35 -32.7 99 -49.7 870 36.2 29 -67.4
’07 24 -31.4 81 -18.2 1010 16.1 34 17.2
’08

이

명

박

18 -25.0 75 -7.4 1043 3.3 16 -52.9
’09 9 -50.0 145 93.3 1320 26.6 42 162.5
’10 2 -77.8 186 28.3 856 -35.2 37 -11.9
’11 3 50.0 181 -2.7 481 -43.8 42 13.5
’12 - -100 80 -55.8 351 -27.0 16 -61.9
’13 박

근

혜

1 - 71 -11.3 512 45.9 8 -50.0

’14

224)
- - 124 490.5 249 8.3 5 66.7

감청영장은 상당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발부되고 있다. 국가안보

에 관하여 정당 간 정치적 입장이 나뉘는 한국의 정치상황을 고려하면,

감청제도 역시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환

경이 수사기관이 감청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해보기 위함이다.

<표-3> 1998년 이후 기관별 감청의 협조현황

(단위 : 문서 건수, %)

출처: (구)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23) 정권의 공식명칭의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 성명’ 정권으로 칭하기로 한다. 김대

중 정권, 노무현 정권은 ‘진보’ 성향의 정권으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보수’ 성향의 정권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 66 -

위의 <표-3>을 살펴보면, 검찰의 경우 1998년에 1,154 건에 달하였으

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단 1 건에 불과하였다. 현재까지 평

균적으로 전년대비 33.5% 정도 감소하였다. 경찰의 경우는 1998년에

3,521 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3년에는 71 건으로 대폭 감소하여 국정

원에 비하여 적은 수준이 되었다. 평균적으로 전년대비 15.6% 정도 감소

하였다. 국정원의 경우 1998년에 795 건이었으나, 2013년 512 건으로 상

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았다. 평균증감률은 오히려 2.5% 정도 상승으로 파

악된다. 군 수사기관 등의 경우 1998년에 431 건이었으나, 2013년에는 8

건에 불과하여 마찬가지로 급격한 감소폭을 보였다. 평균적으로는 전년

대비 10.3% 정도 감소하였다.

특징적인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검찰의 감소폭이 가장 크다는 점인

데, 비교적 법률전문가가 많은 집단으로서 통신비밀을 존중하기 위한 자

체적인 노력이 많았을 것이 예상되며, 반면 다른 하나는 국정원은 다른

기관과 달리 그 건 수가 어느 정도 유지·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체제불안정에 따른 안보사범의 증가와 인터

넷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 이적게시물을 올리는 등 국가보안법 사범의 범

행이 용이해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집권시기의 평균증감률225)을 바탕으로 정권별로 분석해보면, 김

대중 정권 집권 시기에 평균적으로 검찰은 38.9%, 경찰은 36.1%, 군 수

사기관 등은 21.8%의 감소율을 보여, 각 기관의 전 기간 평균보다 높은

감소율을 보인 것이지만 앞서 살펴 본대로 이 시기에는 통신환경의 급격

한 변화와 집계방식의 변화가 있었던 만큼 유의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

는다. 다만 특징적인 점은 감소요인에도 불구하고 6.4%의 평균증감률을

보이고 있는 국정원의 경우인데, 2000년 전후의 정치권의 남북화해분위

기는 안보위협에 대한 국정원의 감청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226) 노무현 정권 시기에는 감소 추세의 기관은 검찰, 경찰과

224) 상반기에 한하며, ‘증감률’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률로 대체한다.

225) 감청 건수가 전반적인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단순한 건 수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26)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1년에는 국정원의 감청은 전년도 대비 65.2%

의 증가를 보였고, 2002년에는 감소하였으나 2002년에는 통비법 개정을 통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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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기관 등으로 각각 27.6%, 경찰은 26.8%, 군 수사기관은 13.3%의

평균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이 중 경찰이 특징적인데, 전 기간 평균 감소

율은 15.6%인 것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감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

다. 국정원은 8.4%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각 정권 중에서 그 증가율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이명박 정권 시기에는 검찰이나 군 수사기관 등은 그 감청 건수

자체도 적으며, 별다른 특색은 보이지 않는다. 이 시기 주목할 기관은 경

찰과 국정원이다. 경찰의 경우는 1998년 이래로 감소추세에 있다가 2009

년에 반등하였다. 평균적으로는 11.1%의 증가율을 보여, 전 기간 15.6%

의 감소율을 보였던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국정원은 2011년과 2012년

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시기에 각각 481 건과 351 건을 기록하여

1998년 이후 최저이며, 평균적으로 15.2%가 감소하여 역대 정권 중 유일

하게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2012년 말에는 제18대 대선이 있는 관

계로 이 기간은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하는 안보사범들의 활동이 격화될

개연성이 큰 시기라고 할 수 있어,227)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원의 조직개편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된다.228)

정권별 분석 결과,229) 검찰의 경우는 가장 특색 없이 전반적인 감소추

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아, 통계상으로는 비교적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는

기관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국정원과 경찰이다. 국정원의 경우 ‘진

청대상범죄의 축소와 집계방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27) 실제로 16대 대선 직전(2002년의 감소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인 2001년

국정원의 감청은 1398 건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1998년 이래 최다 건 수이며 전

년대비 65.2% 상승한 수치다. 또한 17대 대선 직전인 2006년은 36.2%, 2007년은

16.1%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였다.

228) 2009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하고, 2011년에는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

리전 담당부서를 심리정보국으로 격상시키고 그 내에 안보 1, 2, 3팀으로 명명된

세 개의 팀을 신설하고, 2012년 초에 안보 5팀까지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원

세훈 ‘심리전단팀 트위터 활동 보고받지 못해’…'모르쇠' 일관”, 머니투데이,

2014.6.16). 이 후 일련의 사건으로 2014. 9. 11.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정보원 심리

전단에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 및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을 선고한 바 있다.

229) 다만, 이러한 분석은 어디까지나 통계의 표면상 특징일 뿐, 다른 요인이 개입했

을 수 있어 전문적인 통계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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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 2012 2013 2014.8 계

도주 1 (0.9) 1 (0.2)

강도상해 1 (0.6) 1 (0.2)

국가보안법 63 (67.7) 84 (73.7) 124 (77) 101 (82.8) 372 (75.9)

군사기밀

보호법
1 (1.1) 2 (1.8) 3 (0.6)

마약법 1 (0.6) 1 (0.2)

살인 5 (5.4) 4 (3.5) 9 (1.8)

살인미수 1 (0.6)

성폭력 등 1 (0.8) 1 (0.2)

체포·감금 4 (3.5) 4 (0.8)

특가

(알선수재)
1 (1.1) 1 (0.2)

기타 23 (24.7) 19 (16.7) 34 (21.1) 20 (16.4) 96 (19.5)

계 93 (100) 114 (100) 161 (100) 122 (100) 490 (100)

보’ 성향의 정권 하에서는 감청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이명박 정권하에

서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최근 박근혜 정권에서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본래 안보수사를 위하여 감청이 사용된 수준을 감안하면 문제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경찰은 국정원과 반대였으며, 비교적 정치 환경에 따

라 가장 정(正)의 영향을 받는 기관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에 걸맞게,

경찰의 경우 현 박근혜 정권 초인 2014년 상반기에는 124 건을 기록하였

는데,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6배가량 많은 수이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

상인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3. 죄명별 감청현황

<표-4> 최근 4년간 죄명별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발부현황230)

(단위: 건수, %)

230) 2014년 10월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

병완 의원실에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죄명별

발부 현황’자료 참조. 연속성 있는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최근 4년의 자료

에 한하였다. 괄호 안은 같은 년도 건수에서의 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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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의 2011년부터 2014년 8월까지의 죄명별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발부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8월까지)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한 감

청이 무려 82.8%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4년간은 평균적으로 그 비율이

75.3%에 이르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의 경우 범죄발생의 개연성을 입

증함에 있어서 그 법 자체에 내재한 불확정성으로 인해 다른 범죄에 비

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31) 이러한 상황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은 비판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경미한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에도 대부분 감청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비율

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간 평균 50.7%로 집계되었고,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사건의 집행유예율 25.6%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232) 국가보

안법위반 사범에 대해 실제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의 사례를 보면,233)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준의 범행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검찰청 내부자료234)에 따르면 국가

보안법 위반사범은 2009년에는 57명, 2010년에는 97명, 2011년에는 90명,

2012년에는 112명, 2013년에는 129명으로 집계되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 해에 감청영장이 60건 내지 120건까지 발부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건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보안법 수사

에 있어서 감청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국가보안법 사범 수사에서 ‘증거인멸’에 대한 염려로 감청이 필

231) 박경신, 앞의 책, 649면.

232)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013년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김

진태 ‘국보법 위반사범 집행유예율 50% 달해’”, 한국경제, 2013.10.14).

233)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수십 건 게시한 사건에 대해서 “···피고

인이 표현물을 게시하거나 소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폭력행위를 하는 등 현실

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과

성숙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고 있다(전주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고단1680 판결).

234) e-나라지표에 공개된 범죄유형별 공안사건 처리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45>, 2014.11.18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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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사건은 많지 않다.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2011헌마165) 사건의

국가정보원장의 답변서를 보면, 광범위한 감청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이

유는 안보사범이 통신내용을 삭제하는 증거인멸을 시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235) 하지만 앞선 대검찰청 내부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

터 2012년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에 대한 구속율은 5년 간 평균

27.6%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국가보안법 수사에 있어서 감청

이 활용되고 있다. 증거인멸에 대한 염려는 구속사유이나,236)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구속율이 평균 27.6%라는 점을 보면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만으로는 현재 다른 범죄에 비해 압도적이고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감청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등의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의 범

행 수법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현황이 살인이나 체포·감금 등 생명이

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비교해 감청영장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현재

감청영장의 운용이 대부분 국가보안법위반 수사에 사용되고 있는 현 실

태는 통신비밀의 보호라는 헌법상의 기본권보호보다는 수사의 편의성에

치우친 결과라고 생각된다.

4. 법원의 허가

법원의 통시제한조치 허가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또한 감청과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율을 받고 있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통신사

실 확인자료 제공의 허가서가 발부되는 비율을 함께 살펴보고, 감청허가

서의 발부가 사실상 ‘영장’ 발부와 같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상 압수·수

색영장이나 구속영장의 발부율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235) 오길영,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론에 대한 비판: 국가정보원 답변서에 대한 반

박을 중심으로 한 위헌론의 기총이론”, 민주법학 제48호, 2012. 3, 345면.

236)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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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237)

압수·수

색·검증

영장

구속영장

청구 발부
발부율

(%)

발부율

(%)

발부율

(%)

발부율

(%)

’98년 3,632 3,632 99.2 99.4 85.8

’99년 2,339 2,290 98.0 99.3 86.4

’00년 1,765 1,721 95.9 97.5 86.7

’01년 1,327 1,298 97.8 97.4 87.4

’02년 546 518 94.9 97.6 87.4

’03년 519 510 98.3 95.6 86.8

’04년 326 321 98.5 97.6 85.3

’05년 346 342 98.8 97.8 87.3

’06년 340 329 96.8 97.3 94.5 83.5

’07년 345 333 96.5 95.9 91.7 78.2

’08년 335 325 97.0 95.6 91.0 75.7

’09년 466 430 92.3 94.8 90.1 74.9

’10년 265 243 91.7 94.3 87.7 75.8

’11년 172 148 86.0 94.1 87.3 76.3

’12년 132 113 85.6 93.5 87.9 79.1

’13년 167 157 94.0 94.1 91.6 81.8

<표-5> 1998년 이후 법원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발부현황

(단위: 문서건수, %)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자료

<표-5>를 살펴보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지난해 청구한 감청

영장은 167건이었고, 이 가운데 157건(94%)이 법원에서 발부되었다. 전

기간 감청영장의 평균발부율은 95.1%이며, 최근 5년간은 89.9% 정도로

나타난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와도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238)

한편, 구속영장은 전 기간 평균 영장발부율은 82.4%이며, 압수·수색영장

237)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요청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는 2005. 5. 26 개정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통계자료는 2006년 이후의 것에 한한다.

238) 물론, 최근 5년간을 기준으로 보면 감청영장 발부율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

우보다는 유의미하게 낮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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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94%를 기록하였다. 최근 5년간은 각각 77.6%, 88.9%로 파악된다. 각

영장들 모두 최근에 감소세로 보이며, 법원의 심사강화가 수사기관의 청

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239)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과거에 비하여 더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 감청제도의 청구

가 법원의 합리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점은 다른

영장제도와의 분석적인 비교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대인적 강제처분에 관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더욱 엄격한 태

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법원이 불구속재판 원칙을 강

조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색영장이나 감청영장

은 발부된 후에 그 영장의 부당성을 다툴 절차가 없는 점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240) 압수·수색영장과 감청영장을 비교하면 영장발부율에 있

어서 1.1%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유의미한 차이로 보이지

는 않는다. 다만, 법원이 감청영장을 압수·수색영장에 준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감청의 경우 피감청자가 자신이 감청당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진행되는 기본권침해 유형이기 때문에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경우보다도 더 엄격해야 통제하여야 한다.241)

감청요건이 압수·수색영장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입법되어있는 점을

미루어보면, 입법자의 의도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감청발부 현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

카오톡’ 사례를 보면 분명해진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해석상 문제점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영장 대신 감청영장을 쉽게 택하는 데에

는 그 엄격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원의 느슨한 통제에 그 원인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감청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수단이기 때

문에, 법원은 그 청구에 대하여 더 엄격한 통제를 하여야 하며, 1990년대

239) 법원의 심사강화는 검찰의 청구기준을 엄격하게 만들며, 이로 인하여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건 수 자체가 줄어들어 오히려 영장발부율이 증가할 수 있게 되

는 것이다(“구속영장발부율 82%…4년째 높아진 까닭은?”, 한겨레신문, 2014.10.21).

240) 박경신, 앞의 책, 647면.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영장실질

심사가 시행되기 전인 1997년 이전에는 구속영장 발부율은 90%를 넘었다.

241) 오길영, “인터넷 감청과 DPI(Deep Packet Inspection)", 민주법학 제41호, 2009.

11, 4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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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를 넘어서던 구속영장 발부율이 2007년에는 80%이하까지 떨어지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242)

제 4 절 소결

불법적인 도청에 대한 규제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그 감시방법의

하나로 전기통신의 감청을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열려있는

개념으로 기술발전을 포섭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으나,243) 이 자체로도

해석상 문제점이 존재하며, 더 나아가 포섭되는 각 전기통신은 그 특성

이 고려되지 않는 상태로 같은 규율을 받게 되어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

나고 있다. 전기통신과 감청의 개념, 그리고 감청제도 전반에 잔존하는

해석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하여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감청제도의 운용현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의 활용빈도는 199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긴급감청

은 그 감소폭이 월등하였으며, 최근에는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통신환경의 변화는 통신수단별 감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고, 정치환경에 따라 기관별 감청 현황이 영

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또한 감청영장이 대부분 국가보

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발부되고 있는 현실은 감청제도가

수사의 편의성에 치우쳐져 운용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하겠

다. 한편, 이러한 수사기관의 감청청구에 대한 법원의 통제는 그 영장발

부율로 미루어보건대, 통신비밀의 보호에 충실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242) 구속영장 발부율이 80% 이하까지 떨어진 시기에는 법원 내부적으로 공판중심

주의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강조되는 분위기였다(“영장 엄격심사에…1월 구속

자 역대 최저”, 문화일보, 2014.02.21).

243) 전현욱·Chris Marsden·Michael Geist, “망 중립성(Net Neutrality)과 통신비밀

보호에 관한 형사정책, 형사정책연구원, 20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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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
정

공포일 입법 배경 주요내용

제 정 1993.12.27

군사정권 하의

불법도청과 1992년

대선의 ‘초원복집’

사건

제6차

개정
2001.12.29

제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불법감청

긴급감청에 대한 비판

감청 대상범죄 축소조정

감청대상의 한정

감청기간의 축소

긴급감청 절차강화

집행의 통지제도 신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절차 규정

제 4 장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상 쟁점검토

제 1 절 통신비밀보호법의 연혁과 개정내용

1. 개정연혁

통신비밀보호법 제정으로, 수사·정보기관은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만 감청할 수 있었으나, 수사·정보기관에 의한 불법감청 사례의 발생은

여전하였고, 동법 상 잔존하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끊임없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동법은 제정이후 20여 차례의 크고 작은 개정이 이

루어져왔으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어 2013

년 4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표-6> 통신비밀보호법 주요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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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개정
2004.1.29

불법감청설비 판매
성행

휴대폰 복제에 의한

도청 가능성 제기

단말기기 고유번호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에 관한

규정 마련

제9차

개정
2005.1.27

통신사실 확인자료

범위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있었음

통신사실 확인자료 범위에

관해 인터넷 로그기록,

발신자위치추적 자료,

정보통신기기의 접속지

추적자료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

제11차

개정
2005.5.26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급증과 남용에 대한

우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절차 강화(법원 허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통지제도 신설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신설

제15차

개정
2009.5.28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통지제도 미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 통지

이하에서는 정부부처 개편이나, 다른 법률의 변경에 따른 단순한 문언

변경에 불과한 경우 등은 배제하고, 지금까지 통신비밀의 보호라는 관점

에서 의미 있는 주요 개정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주요 개정내용

가. 용어정의(현행 제2조)

제3호의 ‘전기통신’의 정의에 관해서,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

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라는 예시문언을 삽입하여 전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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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방법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였다. 이러한 개정 이전에는 전자우편 등

의 새로운 통신방식이 전기통신의 개념에 포함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

었지만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제6차 개정을 통하여, 3호에

새로 규정된 ‘전자우편’(제9호)과 ‘회원제정보서비스’(제10호)의 개념규정

을 신설하였다.

나. 보충성, 최소침해성 명시규정 신설(현행 제3조 제2항)

제6차 개정에서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

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는 제3조

제2항을 신설하였다. 이 조항은 새로운 내용을 입법한 것이라기보다는

헌법상 당연히 지켜져야 할 기본권 최소제한의 원칙을 분명히 한 입법으

로 보인다.

다. 대상범죄 축소 및 조정(현행 제5조 제1항)

제6차 개정으로, 동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조치 대상범죄는 40여개 가량 제외되었고, 경매·입찰방해죄, 조직폭

력과 관련된 범죄 및 총기류에 관한 범죄 일부를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

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범죄의 범위에 아직 100여개가 넘는 범죄

가 포함되어 있어, 그 남용가능성은 여전하므로 더 축소조정이 필요하다

는 비판적 견해244)가 있다.

라.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절차(현행 제6조)

제6차 개정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절차가 대폭 개정되

었다. 동법 제6조 제1항(검사의 감청 청구), 제2항(사법경찰관의 경우)과

244) 조국, 앞의 논문(1),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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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법원의 허가)에서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라는 문구

가 추가되었다. 하지만 이 개정사항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바, 제4장

에서 상세히 후술하기로 한다.

제3항의 관할법원에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추가되었다. 통신제한

조치의 청구서(제4항), 허가서(제6항)의 기재사항 중에 종류, 목적, 대상,

범위, 기간 외에 기존에 없던 ‘집행장소’와 ‘방법’이 추가되어, 보다 구체

적인 기재를 요구하게 되었다.

제7항에서는 감청 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되었고, 그 기간 중

에도 감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는 문언

이 새로 삽입되었다. 또한 동조 동항에서 감청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에도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개정되었다.

마.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와 달

리 동법 제7조 제1항의 요건, 즉 그 대상범죄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범죄

혐의의 구체화된 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

판245)이 제기되어 왔다.

제6차 개정을 통해, 제7조 제1항에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요건을 추가했다. 그리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와

마찬가지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고, 목적달

성 시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는 제한도 추가하였다. 또한 그 기간의 연장

에 있어서는 역시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제2항에는 ‘다만,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는 전

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는

때에는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였다.

245) 계경문,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방향”, 정보와 법연구소, 정보와 법연구 제5호,

2003, 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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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긴급통신제한조치(현행 제8조)

긴급감청에 관해서는 미리 사법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 제정

이후부터 많은 비판이 있어왔으며, 결국 제6차 개정을 통하여 많은 개정

이 이루어졌다. 당시 개정내용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요건의 강화와 내

부적 규제장치의 신설로 요약된다.

(1)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요건 강화

그 요건에 대하여, 기존에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와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던 것을 제1항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

황”에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제2항에서는 사후 허가청구에는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라는 문언이

추가되었으며, 허가를 받아야할 기한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였

다. 제3항에서는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

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

도록 하여 검사의 지휘여부를 분명히 하였다.

제8항에서는 긴박한 상황에 있는 경우 제7조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하여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서 긴급히 실시하지 않으면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문언이 대체되었다. 이 경우도 사후 승인의 시간이 48

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되었다(제9항).

(2) 내부적 규제장치 신설

제4항에서는 수사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79 -

반드시 긴급검열서 또는 긴급감청서에 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에 긴급통

신제한조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같이 신설된 제5항과 제7항에 따르면,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

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종료 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고등검찰청검사장)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검사와 사법경찰관 및 정보수사기관

의 장이 작성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이를 송부

받은 법원(보통군사법원 군판사)은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대장을 비치하

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신설규정에 대한 비판이 있는 바, 자세한 것

은 개정논의와 함께 후술하기로 한다.

사. 통신제한조치 집행(현행 제9조)

제6차 개정을 통해, 제9조 제1항에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는 종전의 규정에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

를 추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집행을 위탁’하는 것과 ‘집행에 관한 협조’

를 하는 것을 구분한 것은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제3항의 규정을 참고하

여 설비를 갖추어야할 의무를 통신기관 등에서 갖지 않았다는 점을 간접

적으로 표현하는 문구라는 견해246)가 있다.

제2항에서는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는 통

신기관등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

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통신

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규정은 수사기관 등이 협조 공문을 통하여 감청

을 위탁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247)

이외에 제3항에서는 집행하는 자와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

청을 받은 자는 목적, 그 집행 또는 협조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을

일정 기간 동안 비치할 의무를, 제4항에서는 통신기관등이 기재된 통신

246) 김도식, 앞의 논문, 18면.

247) 김도식, 앞의 논문,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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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

거부가 가능함과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음을 규

정하고 있다.

아.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 규정 신설(현행 제9조의2)

제6차 개정을 통해, 검사는 공소제기, 공소의 제기나 입건을 하지 아니

하는 처분을 한 날부터(제1항), 사법경찰관은 앞의 검사의 처분을 통보

받거나 내사사건을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날부터(제2항), 정보수

사기관의 장은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제3항), 30일 이내에 우편

물 검열은 그 대상자, 감청은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집행사실과 집행기

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하였다. 제4항에서는 이러한 통지

에 대한 유예로 제1호와 제2호를 두고 있다. 이때는 소명자료를 첨부하

여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제

5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규정에 따라 통지해야한다(제6항).

이러한 통지제도의 취지는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현 통지제도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신설(현행 제15조의 2)

제11차 개정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

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

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해야할 의무를 명시하였으며(제1항), 이에 관해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제2항). 이러한 협조의무에 감

청장비의무를 부여하는 등 구체화를 시도하고 있는 개정안이 있는 바,

이에 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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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이상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사(史)는 통

신비밀의 침해에 대한 규제의 역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법 제정 이후

에도 지속된 불법감청과 이에 대한 우려로 법 개정에 있어서는 보다 통

신비밀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특히, 2001년 개정으로 감청

의 ‘보충성’과 ‘최소침해성’을 규정한 동법 제3조 제2항이 신설된 점이 의

미가 크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통신의 비밀보호에 비추어

불감청수사가 원칙이며,248) 입법에 있어서는 공익을 위한 감청의 필요성

보다 통신비밀의 보호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개정방향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처럼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3장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감청제도를 운용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통신비밀의 보

호에 대한 의식은 여전히 미흡하며, 제도적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문제들

이 남아있다. 잔존하는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한 척도는 관련 법

률개정을 위하여 제출된 개정 법률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재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들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을 검토하기

로 한다.

제 2 절 제 19대 국회 개정안 검토

1. 개정안 현황

현재(2014. 11. 기준) 국회에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총 14개

가 제출되어있는 상태로, 이 중 13개가 일부개정 법률안이며, 전부개정

법률안으로는 송호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있다.249) 각 개정 법

248)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가30 결정.

249) 2012. 7. 4.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508); 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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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제안일자 대표

진행

상태
주요내용

1900508 2012.07.04 이헌승
소관위

접수
감청기간 연장횟수 제한

1901442 2012.08.31 박민식
소관위

접수

청소년의 범죄피해예방을

위한 조치규정 신설

1902244 2012.10.22 전병헌
소관위

접수
‘기지국수사’ 방지조치

1902392 2012.11.02 서영교
소관위

접수

감청요건과 절차강화

감청기간 연장제한

긴급감청폐지

통지제도 개선

통신 및 대화공개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신설 등

1903604 2013.02.04 서영교
소관위

접수
벌칙규정에 벌금형 추가

1904104 2013.03.18 유승희
소관위

접수

통신 및 대화공개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신설

1904122 2013.03.19 김태원
소관위

접수

자살위험자 행방조사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률안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7>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현황

31. 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1442); 2012. 10. 22. 전병

헌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2244); 2012. 11. 2.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2392); 2013. 2. 4.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3604); 2013. 3. 18.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904104); 2013. 3. 19.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4122); 2013. 4. 1. 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343); 2013. 5. 31.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939);

2013. 9. 10.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6770); 2014. 1.

1. 위원장 안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8955); 2014. 1. 3. 서상기 의원 대표발

의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8985); 2014. 1. 16. 송호창 의원 대표발의 전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9083); 2014. 10. 21 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191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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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343 2013.04.01 이진복
소관위

접수

모바일메신저 등 문자메시지

저장 금지

1904939 2013.05.31 김민기
소관위

접수
통지대상에 통신상대방 추가

1906770 2013.09.10 최민희 공포 민법개정반영

1908955 2014.01.01 위원장 공포 벌칙규정 강화

1908985 2014.01.03 서상기
소관위

접수

감청장비구비의무

이행강제금

1909083 2014.01.16 송호창
소관위

접수

감청요건과 절차강화

감청기간 재연장

통지제도 개선

위치정보 추적자료

통신 및 대화공개에 대한

위법상조각사유 신설 등

1912081 2014.10.21 홍일표
소관위

접수
통지제도 개선

이하에서는 다양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송호창

의원 대표발의 전부개정법률안(이하에서는 ‘송호창 의원안’)과 같은 당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하에서는 ‘서영교 의원안’)을 중

심으로 비교하고, 두 개정안과 공통되는 부분을 담고 있는 다른 개정안

은 함께 비교하고,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개정 법률안의 쟁점은 추가로

살펴하기로 한다.

2. 주요쟁점에 대한 비교검토

먼저 두 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그 취지는 비슷하다.250) 하지만

250) 두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현행법이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를 폭넓

게 허용하고 있어 통신의 비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

에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양 개정안 모두 이를 통신비밀보호

법의 각 요건이나 절차 등의 개정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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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쟁점에 대해서도 모두 일치된 개정내용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

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요건 및 절차의 강화, 감청기간의 연장문제, 긴급감청, 감청집행의 통지

등 7가지의 개정 상 주요쟁점들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비교 검토하기로

한다.

가. 감청의 허가요건 및 절차 강화

개정안들이 내놓고 있는 요건과 절차의 강화는 본질적으로는 수사기관

의 무분별한 감청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해석상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위한 측면도 있다. 양 개정안들도 이 점이

잘 반영되어 있는데, 먼저 개정안 내용들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검토하

기로 한다.

(1) 허가요건

(가) 개정안 내용

송호창 의원안과 서영교 의원안은 감청의 요건에 관해서는 일치된 입

장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요건에 관한 현

행 규정은 해당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

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

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이에 대하여 개정안들은 ① “범죄의

계획”에 “해당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처벌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제한문구를 부가하고, ② 증거수집 등이 “어려운 경

우”를 “현저히 어려운 사실이 소명”되어야 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허가요건에 있어서 ③ “해당 통신제한조치로 범죄의 혐의를 확인

할 수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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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를 위한 경우의 현행 규정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전

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

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1항). 두 개정안은 모두 ④ “국가안전

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라는 문언을 “국가의 존립에 현실적이고 상

당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로 대체하여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나) 검토

첫째, “범죄의 계획”에 관해서 “해당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처벌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제한문구를 부가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의 허가요건 중에서 ‘범죄혐의’ 요건에 관한

개정사항이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청의 범죄혐의의 상황적

요건인 ‘계획’은 형법상의 예비·음모행위와는 구별되는 더 광범위한 개념

이므로,251) ‘보충성’ 요건에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함께 해석상 범죄 예방을 위한 감청을 허용될 수 있다는 해

석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다.252) 또한 범죄의 ‘계획’ 단계에 있는 자가 범

죄의 실행에 착수하길 포기하는 경우,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없는 불

가벌적 행위에 대한 감청은 이미 진행되어 통신 비밀이 회복불가능상태

에 이르게 되는 문제도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점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법인의 체포 또는 증거수집이 “어려

운 경우”를 “현저히 어려운 사실이 소명”되어야 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는 감청 허가의 ‘보충성’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보충성’ 요건을 “사실관계의 조사나 피의자의 소재에 대한 수사가

다른 방법으로는 현저히 어려움을 겪거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

251) ‘계획’을 별도의 가벌적인 예비·음모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서 개정안도 이러한

해석이 전제된 것으로 보인다.

252) 하지만 현저한 범죄혐의를 요구하고 있는 우리법상의 감청은 예방을 위하는 경

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기 때문에 범죄혐의 요건의 ‘계획’의 범위를

명확하게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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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로 구체화하고 있다.253) 특히 감청을 다른 방법으로는 “현저히” 어려

운 경우나 불가능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입법형태가 개정안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저히 어

려운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도 수사의 필요성이 통신비밀의

불가침이라는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을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청이

허용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254) 우리 법에도 이러한 해석은 당연히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입법을 통하여 분명히 새겨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역시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그리고 허가요건에 있어서 “해당 통신제한조치로 범죄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있다.

기존 감청허가의 ‘보충성’ 요건에 더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입

법의 취지는 다른 방법 외에 감청으로도 범인의 체포나 증거수집 등 수

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최후적 수단으로 감청이

활용되어 사생활 비밀 등 기본권이 함부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으로 보인다. 관련 입법례로는 미국 ECPA의 경우가 있는데, 대상이 되

는 통신내용 중 범죄관련 부분이 해당 감청으로 인해 확보될 수 있다는

데에 상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다.255) 감청이 보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동법 제3조 제2항과 제5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바람직한 입

법방향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여기서 ‘상당한 개연성’의 해석이 문제될

수 있는데,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뒷받침 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한편,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은 제3장에서 살펴 본대로 그 제도 필요성

자체에 많은 의문이 있었으며, 이는 광범위한 요건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의 경우와 그 적용영역이 중첩되는 문

제에 기인하는 것이다. 현행 요건에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

험이”라는 문언도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따라서 “국

253)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조a 제1항 제3호; 독일 형사소송법(한글 번역본), 법무

부, 2012.

254) 권영세, 앞의 논문(2), 74면.

255) 18 U.S. Code § 2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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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라는 문언을 “국가의 존립에 현실적이

고 상당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로 대체하는 것의 실효성은 차치하더라도

보다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

각된다.

(2) 허가절차

(가) 개정안 비교

제6조의 허가절차에 관해서는 양 개정안이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

다. 공통점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제1항, 제2항, 제5항의 문

언에서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에서 “각 피의자별로”로 변

경하여 피내사자를 제외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② 제4항 통신제한조치 청구서에 관해서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

료를 첨부”하는 것에서 청구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포함된 소명

자료를 첨부”하도록 강화하고 그 후단에도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256) ③ 제6항의 법원의 허가서에 관해서는 현행 제6항257)에 비하여

“피의자의 성명, 피의사실의 요지, 죄명, 적용법조, 통신제한조치의 대상

이 된 통신수단,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집행장소·방법·

기간 및 그 기간이 경과하면 통신제한조치를 하지 못하며 허가서를 반환

하여야 한다는 취지,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를 발부한 법원의 담당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훨씬 구체적

인 안을 내놓았다.258) ④ 제8항의 법원의 기각 사실의 통지에 관해서는

“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인과 피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

다.259) 하지만 ⑤ 서영교 의원안만 제3항의 관할법원에 관하여 “범죄지

256) 송호창 의원안, 서영교 의원안 역시 규율 상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거의 같다.

257) 법원의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 및 집행장소

와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58) 서영교 의원안. 약간의 문언상의 차이만 있을 뿐 송호창 의원안도 거의 같다.

259) 현행 동조 제8항은 청구인에게만 기간제한 없이 통지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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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에

서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어 차이점도 있다. 또한 제

7항의 감청의 기간에서 기간연장에 관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는 아래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나) 검토

첫째, 개정안에서는 ① 허가절차에서 ‘피내사자별로’라는 문언을 제외

하고, ⑤ 제3항 관할법원에서 공범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앞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제정당시와 달리 2001년 개정을 통하여 새롭게

반영된 부분들에 대한 것이다. 통신비밀의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의 취

지를 고려하면, 이러한 방안들은 결국 감청대상의 축소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문들이 감청대상의 범위에 관한 해석의 근거가 되어왔기

때문이다. 사견으로는 ‘①’에 동의하나, ‘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감청의 대상으로 ‘피내사자’가 포함된다는 해석의 핵심적인 근거가 된

‘피내사자별로’라는 문언은 2001년 개정에서 삽입된 것으로, 이러한 입법

형식은 동법 제5조 제1항의 감청의 범죄혐의 요건에서 범죄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도 감청이 될 수 있다는 문언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이는 앞서 살펴본 대로 그 범위를 예비·음모, 그 중에서도 가벌적

인 경우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내사란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 유

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범죄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수사와는 다른 것이다. 감청을 수사 활동의 한 일환으로 전제한 통신비

밀보호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감청의 대상으로 ‘피내사자’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타당한 입법사항으로 생각된다.

반면, 공범자를 제외한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요건이 갖

추어지면 공범자에 대한 감청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관할법원으로 공범

자의 경우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공범자에 대한 감청이 가능해지

는 것도 아니다. 관할법원의 문제는 단지 절차적 문제일 뿐이므로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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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수 있는 사건에 있어 수사의 효율성이 지나치게 저해되는 경우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도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② 제4항 통신제한조치 청구서, ③ 제6항 법원의 허가서, ④ 제8

항 법원의 기각 통지에 관한 개정안 내용들은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한

측면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미

청구서와 허가서에 관하여 이루어진 2001년 개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나, 제4항의 감청청구서에 관

한 개정내용은 법무부의 지적260)을 수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제8항의

법원의 기각사실 통지의 대상으로 ‘피의자’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피의자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그 정당성이 없지는

않겠으나, 제8항의 법원의 기각사실 통지는 형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으로 동법 제9조의2에서 규율하는 집행에 관한 통지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또한 설령 제8항에도 후자와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더

라도, 통지제도의 취지는 침해된 피감청자의 권리를 사후적으로나마 보

장하기 위함인데, 법원의 기각으로 감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안은 재고되어야 하며, ‘90일 이내’라는 기간제한

도 결국 청구사실을 알기 어려운 피의자에게 실효적으로 통지되도록 하

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함께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나. 감청기간 연장의 문제

(1) 문제의 제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에 의하면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2월

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

260) 송호창 의원 대표발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2014.4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

위원 임중호의 검토보고(이하 ‘송호창 의원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에 대하여 ① 통신제한조치는 증거수집을 위한 강제수사 방식임에도 그 청구를

위해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체계 모순이고, ② “소명”을 위해 “증명자

료”인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소명과 증명의 개념 구분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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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허가요건(각호의 범

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

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

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

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었다.

이 규정에는 연장의 횟수나 총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제

한적으로 통신제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결국 이와

관련해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

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는바, 19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도 이를 계기로

제출되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 제출된 3개의 관련 개정안은 약간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우선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가30 결정을

살펴보고, 이 결정의 의미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비교검토하기로 한다.

(2)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가30결정

(가) 사실관계의 요지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제6조), 찬양·고무(제7조) 등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총 14회(총 30개월)에 걸쳐 연장된 통신제한조치를

통하여 수집된 이메일과 녹취자료(전화녹음 등)가 증거로 제출되자, 통신

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통신비밀

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가 적법절차, 영장주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

여 피고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한다는 이유

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 진 사건이다.

(나) 결정요지261)

261) 공진성,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위헌제청”, 결정해설집 9집, 헌법재판

소, 2010; (볼드체: 필자 강조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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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

수의 제한을 두고 그 최소한의 연장기간동안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하

는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중단하게 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통신제한조치

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에 새로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수사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 또한 법원이 실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연장절차의 남용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이상 통

신제한조치 기간연장에 사법적 통제절차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남용

으로 인하여 개인의 통신의 비밀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막을 수 없

다. 그럼에도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법운용자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

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한다. 나아가 통신제한조치가 내려진 피의자나

피내사자는 자신이 감청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본권제한

의 특성상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통신제한조치기

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이 없을

경우 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할

우려도 심히 크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법익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다) 결정의 의미

이 결정은 감청기간의 연장은 “불감청수사원칙의 예외에 대하여 다시

금 특례를 설정하여 주는 것”으로 “공익과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상

충되는 긴장관계의 비례성 형량에 있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고 강조하면서 “피의자나 피내사자는 자신이 감청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을 모르는 기본권제한의 특성상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나 “수

사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할 우려” 등

을 고려하고 있다. 결국 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는 통신제한조치기간

을 연장함에 있어서 법운용자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한계를

설정해야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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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개정안 내용

서영교 의원안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⑦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10일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

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

를 첨부하여 두 차례씩 각각 10일의 범위 안에서 통신

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송호창 의원안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⑦

제5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

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

조치기간의 연장 또는 재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3) 개정안 비교검토

헌법재판소는 2개월 이내에 한해 허가되는 감청을 연장하는 것은 적합

한 수단이나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침해

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잠정적용을 명하

였다. 그 이유는 만일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위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통신제한조치 연장허가의 법적 근거가

상실하게 되어 수사목적상 필요한 정당한 통신제한조치의 연장허가도 가

능하지 않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정 이

후 제출된 개정안은 서영교, 송호창 의원안과 더불어 이헌승 의원안263)이

있다. 이들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62) 임지봉, 헌법판례 정선, 박영사, 2011, 281면.

263) 2012. 7. 4.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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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안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⑦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

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

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통신제한

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송호창 안에서는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 또는 재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문

언을 변경하여 재연장이 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서영교 안에

서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두 차례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총 연장기간

에 제한을 두었지만 그 기간이 대폭 줄었다.264) 이헌승 의원안에서는 현행

규정에 연장횟수를 제한하여 총연장기간이 최장 4개월 또는 8개월(국가안보

를 위한 경우)이 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다.

송호창 의원안에 대해서는 “재연장”의 의미가 1회에 한해서만 다시 연장

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총연장기간이나 총연

장횟수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265)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하여 법무부266)는 대공사건, 조직범죄 사건 등으로 장기간 수사가 불가

피한 경우 등을 이유로 연장횟수에 대한 제한 없이 총 연장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는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

법운용자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한계를 설정해야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267) 송호창 의원안은 재연장을 규정했을 뿐 법운용자의

264)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도 같다.
265) 송호창 의원안 검토보고서.

266) 서영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2013.2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중호의 검토보고(이하 ‘서영교 의원안 검토보고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참조.

267) 임지봉, 앞의 책, 2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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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한계는 설정하지 못한 점에서 검토보고서

의 지적은 일견 타당하다. 서영교 안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총 30일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규

정하고 있는 일본의 입법례268)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일본의 경우 감청에 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법제를 가지

고 있어서, 통신제한조치의 연장규정만을 참고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

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법적 안정성의 측면

을 고려한다면, 이헌승 의원안과 같이 ‘1회에 한하여’라는 문구만 추가함

이 타당하다.

다. 긴급감청의 폐지

송호창 의원안과 달리 서영교 의원안에서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경우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이 이루어지므로 인권침해의 위험이 크고, 법원의

영장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긴급감

청 조항을 삭제하고 있다(안 제8조). 긴급감청의 삭제 논의는 이미 과거

에도 있었는데, 1990년대 후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작

업이 진행 중일 당시, 대법원은 과거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긴급감청제도

에 대해 폐지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269) 하지만 2001년 개정을 통해서

긴급감청의 요건이 강화되고 내부적인 규제 장치가 신설되는 선에서 마

무리 되었다.

그럼에도 현재 긴급감청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

다. 첫째는 이미 제3장에서 지적한 대로 긴급감청 규정의 문언해석에 있

어서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며, 둘째는 긴급감청의 남용에 대한 통제

장치에 대한 비판이다. 후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긴급통신제한

조치 후 36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의한 임의 종결 시 불법성 판단의 부

268) 일본 통신방수법 제7조 제1항.

269) 제15대 국회 안상수 의원(법사위·한나라당)이 10월25일 ‘주간 동아’에 공개한

대법원의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입법론’ 자료,

<http://www2.donga.com/docs/magazine/weekly_donga/news207/wd207bb010.ht

ml> 2014.10.19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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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일 통보기관 사건개요 감청일시 영장 미청구 사유

2002. 11. 27 서울지검
어린이

납치사건

2002. 11. 20.

17 : 00
피해자 무사귀가

2002. 12. 20 서울지검
어린이

납치사건

2002. 12. 13.

22 : 30
피해자 소재발견

2002. 12. 21 대구지검
납치강도

사건

2002. 12. 17.

19 : 00
피해자 소재발견

2003. 2. 25 대구지검
학교자금

횡령사건

2003. 2. 19.

18 : 00
피의자 신병확보

2003. 4. 23 대구지검
미성년자약

취유인

2003. 4. 22.

22 : 00

피해자

변사체발견

2003. 5. 14 대구지검
불법납치

사건

2003. 5. 14.

03 : 00
피의자 체포

2003. 5. 17 서울지검
어린이

납치사건

2003. 5. 17.

16 : 00
피해자 소재발견

재나 단기간의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반복에 의한 통신비밀의 침해의 문제

는 해결될 수 없다는 비판270)이나 범인의 조기검거라는 편의주의에 입각

해서 일단 긴급감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271) 등이 있

다. 또한 형사정책연구원은 긴급감청 후 사후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취득한 감청내용을 범죄수사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범죄의 증거자료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통해 긴급감청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

는 견지에서 폐지가 타당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법

무부는 테러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와 유괴․납치 등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성이 여전하고,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통제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을 주장하여 반대하고 있

다.272)

<표-8> 긴급감청 실시 후 법원이 통보받은 내역273) (2002.03.01-2003.06.13)

270) 조국, 앞의 논문(1), 113-114면.

271) 권영세,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형사정책 제16권 제1호, 2004,

17면.

272) 서영교 의원안 검토보고서.

273) 대법원 행정처의 국회 제출자료; 권영세, 앞의 논문(1),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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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긴급감청 건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

한 감소하였고, 최근 5년 동안에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274) 이러

한 통계만을 보면, 우선 범인의 조기검거라는 편의주의에 입각해서 일단

긴급감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은 최근 현실과는 맞지

않는 주장으로 보인다. 또한, 긴급감청의 실제사례에 관한 <표-8>의 자

료를 살펴보면,275) 긴급감청 사유의 대부분이 납치 및 강도사건이었다.

이는 피해자의 생명권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의견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경우

들은 긴급감청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마땅히 통신비밀의 보호법익이 개

인의 생명보호라는 더 큰 법익을 위하여 일부분 그 침해가 용인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수사기관의 긴급감청현황을 봐도 남용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긴급감청을 즉시 폐지하자는 개정안 내용은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현 긴급감청제도를 그대로 놔두자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긴급감청이 내포하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긴급감청이 이루어지고 법원을 허가 받지 못해 중단되었더라도

동일한 혐의사실에 긴급감청을 재차 시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해석상으로 단기간의 긴급감청이 무한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현행법은 제6차 개정을 통해 긴급감청

종료 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통보서를 송부하는 정도의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로써는 상술

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276) 따라서 수사기관이 긴급감청을

하였다가 36시간 이내에 중지하였거나 단시간 내에 종료한 경우에는 동

일한 범죄사실 및 그 대상에 대하여 다시 긴급감청을 할 수 없도록 재긴

급감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277)

274) 이러한 긴급감청 건수의 격감은 1990년대부터 제기된 긴급감청에 대한 지속적

인 문제제기와 2001년의 대폭적인 개정을 통해 긴급감청의 요건이 강화된 효과

가 있었으며, 영장 없는 감청에 대한 수사기관 스스로의 자성적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275) 최근에 긴급감청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관계로, 비교적 긴급감청 건

수가 접수되었던 2002년 3월 1일부터 2003년 6월 13일까지의 실제 긴급감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276) 조국, 앞의 논문(1), 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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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관한 제204조의4278)를 참고할

만하다. 이를 긴급감청의 문제점에 대입해 생각해보면, ‘긴급통신제한조

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지 못한다’

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규정이 다른 범죄사실의 경우나 영장이

발부된 일반통신제한조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이러한 규

정이 신설된다면 수사기관은 긴급감청을 시도 및 종료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긴급감청 후 36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이 임의로 종료하는 경우

불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며,279)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얻은 통신내용은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

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동법 제4조)

의 적용을 비껴가게 되는 문제가 있다.280) 비록 단기간이라고 하여도 통

신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긴급감청으로 취득한 통신내용의 존

재 자체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지속될 위험도 있다. 특히 긴급감청의 경

우 법원의 영장 없는 통신비밀의 침해라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규제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에 관해서

는 동법 제13조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경우281)를 참고하여,

277) 성선제, 앞의 논문, 183면.

278)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

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

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

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

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279) 조국, 앞의 논문(1), 114면; 실제로 긴급감청 중 36시간 내에 영장 미제출로 협

조가 중지된 경우가 2003년에는 9건, 2004년에는 6건이 있었다(2004년 정보통신

부 보도자료).

280) 김형준, 앞의 논문(2), 227면.

281)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③ 제2항 단서의 규정

에 의하여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

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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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나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는 규정

의 신설이 필요하다. 다만, 폐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비판282)이 있다.

라. 감청의 집행에 관한 통지

(1) 통지의 대상 및 시기

(가) 문제의 소재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에 의하면, 감청을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

사는 공소제기, 공소의 제기나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날부터

(제1항), 사법경찰관은 앞의 검사의 처분을 통보 받거나 내사사건을 입건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날부터(제2항)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

통신의 가입자에게 감청을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 통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① 통지의 대상에 관하여 전기통

신 가입자로 되어 있는 부분과 ② 통지의 시기가 감청을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을 한 때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라는

부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통지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하

에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정안의 태도

와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추가적인 쟁점을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나) 외국의 입법례

미국의 통지제도는 제2장에서 살펴본 1968년 Title Ⅲ에서 법제화되었

여야 한다.

282) 김형준, 앞의 논문(2), 2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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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감청영장이 거부되거나 감청이 종료된 후 90일 이전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감청영장을 발부하거나 거부한 판사는 감청대상자(the

persons named in the order or the application)에게 (1) 감청영장의 발

부 또는 감청신청이 있었다는 사실 (2) 감청영장이 발부된 일시 및 감청

기간 또는 감청 신청이 거부된 일시 (3) 감청 기간 동안 감청이 있었는

지 여부에 대하여 통지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83)

일본 통신방수법284)은 제23조에서 통지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원은 감청기록에 기재된 통신당사자에게 일정사항285)을 통

지하여야 하며(제1항), 이 통지는 ‘통신당사자가 특정될 수 없는 경우나

그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청의 실시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두 입법례는 모두 통지의 상대방을 감청절차의 ‘대상자’로 하고 있으

며,286) 통지기간의 기산점은 우리법과 달리 감청의 종료시점으로 규정하

고 있다. 미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청영장이 기각되어 감청이 집행되

지 않은 경우에도 통지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나) 개정안 비교

서영교 의원안에서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

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

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감청기록을

작성한 취지와 각 호의 사항287)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83) 18 U.S. Code § 2518(8)(d).

284) <http://law.e-gov.go.jp/cgi-bin/strsearch.cgi> 참고. 이하 같다.

285) (1) 통신의 시작 및 종료 일시와 통신상대방의 이름, (2) 감청 영장의 발부 년·

월·일, (3) 감청집행의 개시 및 종료의 년·월·일, (4) 감청대상인 통신수단, (5) 감

청영장에 기재된 죄명 및 조항, (6) 제14조에서 규정하는 통신에 대해서는 그 취

지 및 통신관련 범죄의 죄명 및 조항. 서영교 의원안에는 이러한 일본의 입법례

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86) 일본의 경우 ‘통신당사자’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으나, 감청절차 상의 대상자

로 해석된다.

287)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통신의 개시·종료시간 및 통신의 상대방의 성명(제1

호),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발부받은 날짜(제2호), 통신제한조치개시·종료시간(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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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안 제1항).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

야 하며(안 제2항),288) 일정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안 제2항 단

서). 통지유예 관련 조항들(현행 제4항 이하)은 삭제하고 있다.

두 개정안에서는 통지의 상대방이 전기통신 가입자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담고 있지는 않다. 한편, 김민기 의원안289)에서는

알권리 보호의 차원에서 통지의 상대방에 ‘통신상대방’을 추가하고 있다.

(다) 검토

첫째, 통지의 대상자에 관해서 피의자나 통화의 당사자가 아니라 전기

통신의 가입자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전화통화의 당사자는 전기통신의 가입자와 다를 수 있으며 통신의 자유

를 침해받은 직접 당사자는 감청대상이 된 통화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가입자에 대한 통지가 실제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통지의 효과가 사실상 제한되는 것이다.29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편물과

달리 감청의 경우 통지의 대상을 전기통신의 가입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

은 입법자가 가입자와 실제 이용자가 불일치할 경우를 예상하지 못하였

거나 전기통신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현실적인 어려움

에 따른 정책적인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지제도의 의

호),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통신수단(제4호),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죄명과 적용법조(제5호). 이에 관하여 송호창 의원안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제1호),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종류·방법(제2호), 통신

제한조치를 개시한 날짜와 종료한 날짜(제3호), 허가서를 발부받은 날짜(제4호),

허가서에 기재된 죄명과 적용법조(제5호)를 제시하여 큰 차이점은 없으나, 감청

집행 기관 등이 누락되어 있어 송호창 의원안이 보다 바람직하다.

288)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수사 종료 이전에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등을 통지하는

경우 적정한 수사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30일 이

내에 종결하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위의 개정안 내용

에 반대하는 입장이다(서영교 의원안 검토보고서).

289) 2013. 5. 31.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939).

290) 연도별 명의도용 건수는 2009년에는 4008 건, 2010년에는 4094 건으로, 2011년

과 2012년에는 각각 3847 건, 3882 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5200 건으로 급

증하였다(“[2014 국정감사] 권은희 ‘휴대폰 명의도용 5년간 2만여 건…123억 원 피

해’”, 아주경제,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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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고려할 때, 사후적인 통지의 효과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용인하는 현 입법형식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개선입

법이 필요하며, 어떠한 형태로 규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다.

이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인

경우에는 실제당사자를 기준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감청대상이 된 ‘실제’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게 행하여지도록 입법적 개

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291)가 있다. 우선 ‘실제의 당사자’라는 문언

은 여기서 ‘당사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 즉 통신의 상대방까지 포함하

는가(이에 관해서는 후술)에 대한 해석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부적절

하다고 본다. 또한 감청의 대상자가 피의자나 피내사자에게 한정되는 것

은 아니므로,292) ‘실제’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로 규정하는 것 역시 감청

사실 통지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감청사실에 대

한 통지는 피감청자에게 감청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피감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입

법형식으로는 ‘그 대상자에게’라는 문언으로 우편물의 검열과 통일하는

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김민기 의원안에서 상대방에 ‘통신상대방’을 추가하고 있는 부분

은 통신상대방의 사생활보호와 알권리 충족을 위하는 점은 있으나, 이는

오히려 감청대상자의 사생활 침해를 확대하는 문제가 생긴다.293) 게다가

김민기 의원안은 구체적인 통지내용294)을 감청대상자와 통신상대방의 구

분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295) 이에 따라 감청대상

291) 김형준, 앞의 논문(2), 228면.

292) 물론 피내사자가 감청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93) 이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통지를 위해서는 인적사항 파악이 필요하므로 통신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노출되

는 문제가 생긴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김민기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2013.12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중호의 검토보고,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참조).

294) 김민기 의원안에서는 현행법의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에 나

아가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295) 그렇다면 감청대상자의 사생활 침해가 덜한 것으로 그 통지내용을 달리하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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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감청의 종류나 목적 등이 통신상대방에도 알려지게 되는 것이

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통지의 시기에 관해서는 미국의 경우처럼 감청영장이 거부되어

실제로 감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까지 감청통지를 의무화하지는 않더

라도,296) 감청통지의 실익을 위하여 통지의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게다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의 통지의 경우와

달리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감청’의 통지의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두 가지 경우를

다르게 규정할 이유도 없다.297) 따라서 개정안들이 제시하고 있는 방안

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2) 통지유예제도 삭제

앞서 살펴보았듯이 수사기관은 일정한 경우 감청을 집행한 사실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4항에

의하면 감청집행에 관한 통지를 할 경우 일정한 사유298)가 있는 때에는

각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서영교 의원안

과 송호창 의원안에서는 통지유예 관련 조항들(제4항 이하)을 삭제하고

있다.299) 사후적으로나마 피감청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통지제도의

취지를 강조하기 위한 안으로 보인다.

신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이 역시 통신상대방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296) 법원의 기각사실의 통지를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안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97) 김형준, 앞의 논문(2), 228-229면.

298)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제1

호)와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

려가 현저한 때(제2호).

299) 서영교 의원안의 경우는 통지유예 제도와 유사한 통지의 기간연장 규정을 남겨

두고 있다(안 제2항 단서). 이는 일본의 입법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만 있으면 기간연장을 허용하여 오히려 통지유예 제도를 두는 경

우보다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기 쉬운 점, 기간연장의 한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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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

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

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를 쉽게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만약 그러한

경우가 실제로 있다면 통지유예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이

하에서 설명하겠지만, 미국과 일본에서도 통지유예 제도를 두고 있는 것

은 유예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방

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 판단을 누가하는가의 문제이다. 현행 규정의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데에는 이미 비판300)이 있어왔다.

일본의 경우도 통지유예제도와 유사한 통지기간 연장제도가 있으나,

우리와 다른 점이라면 연장여부에 관한 판단을 지방재판소의 재판관이

행하고 있으며, 최장 60일 이내에는 반드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301) 미국의 ECPA는 통보의무를 영장발부요건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통보가 유예될 경우 유예결정 역시 반드시 법원이 내리도록 하고 있

다.302) 사견으로는 제정 이후 통신비밀보호법 도처에 산재했었던 검사장

승인요건은 통신비밀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부재에 따른 것으로, 통

지유예의 경우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과 같이 사법통제로 대체

되어가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며, 곧 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통지제도의 유예에 한계가 없다면, 통지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

다는 점303)에서 일본과 같이 통지유예의 한계를 설정하는 규정이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마.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요청

300) 조국, 앞의 논문(1), 115면; 박경신, 앞의 책, 650면.

301) 일본 통신방수법 제23조 제2항은 ‘…지방재판소 재판관은 수사가 방해될 위험

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의 청구에 따라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항에 따라 통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302) 박경신, 앞의 책, 650면.

303) 조국, 앞의 논문(1), 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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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의 정리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위치정보추적자료’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

2조 제11호에 규정된 것으로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

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와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

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를 뜻한다. 이전 국회 개정

안304)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주에 포함되어 논란이 되었던 위치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위치정보’와는 구별되는 것이다.305) 이 ‘위치정보’

는 통신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위치정보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306)이 있었으며, 앞서 검토한대로 이

러한 비판은 타당한 것이다.

또한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 사용자의 위치정보추적자료는 통신을 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정보이며,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설치된 교

환 장치로부터 직접 수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가 입력·등록하는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07)의 통신자료308)와는 구별된다.309)

304) 제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의안번호: 176928); 제18대 국회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1650).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305)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의 경우 단말기가 나

타내는 GPS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 특징으로는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정보는 해당

단말기가 가장 근접한 기지국과 휴대전화 단말기 사이의 무선통신을 위해 마련

된 무선통신분할망의 cell ID(Location Label)로 3-5km 정도의 단위로 분할되어

있는 반면, GPS는 본래 높은 정확도가 요구되었던 항공기의 자동 착륙시스템, 측

지, 이동체의 자세결정 및 정밀측위 등을 위해 개발된 기술로서 보정기술이 정교

하여 GPS시스템의 측정오차가 5m 정도에 불과하다.

306) 박경신, 앞의 책, 658면; 오길영, 앞의 논문(3), 370-371면.

307)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 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

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

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

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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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안 내용 및 쟁점

서영교 의원안(안 제2조 제11호의3)과 송호창 의원안(안 제2조 제14

호)은 모두 통신사실확인자료에서 위치정보추적자료를 분리해서 새로 규

정하고 있으며,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요청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별도

로 마련하고 있다. 두 개정안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송호창

의원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범죄수사를 위한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

요청에 관해 ‘피의자가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

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현저히 어려운 사실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28조 제1항).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신청을 거쳐야 한다(안 동조 제2항). 또한 감청의 절차, 집행 및 통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안 동조 제3항). 요약하자면, 위치정

보추적자료의 제공요청 절차를 ‘감청’ 허가절차에 준하는 정도로 그 요건

과 절차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과연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요청을 ‘감청’에 준하여 규율하도록 할 것인지가 된다.

(3) ‘감청’에 준하는 규율이 적절한지 여부

법무부는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요청이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 준하

는 요건강화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범죄혐의 확인, 피의자 체포 등을 위

한 위치정보추적자료에 대한 허가 요건을 기초적인 범죄 단서를 수집하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

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308)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이를 ‘가입자정보’라고 칭하고 있다. 그러면

서도 개정안에서는 ‘통신자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통신사실확인자

료와 가입자정보를 통칭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자료’와는 구별된다.

309) 함인선,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적 고찰”, 법무

부, 인터넷법률(통권 제44호), 2008. 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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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현행 감청에 대한 허가요건에 준하도록 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

칙에 반한다는 의견이다.310) 이러한 법무부의 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보

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위치정보추적자료가 일반적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비해 통신비밀의 불가침이라는 측면에서 더 엄격하

게, 즉 감청에 준할 정도로 보호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에서 보호하고 있는 통신이란 비공개를

전제로 한 쌍방향의 의사소통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비밀을 엄격한 절

차 하에 국가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통신비밀보호법이다.

따라서 동법 하의 규율은 통신‘내용’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위치정보추적자료라는 것은 통신비밀보

호법상의 ‘감청’의 개념에 포섭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단지 송·수신자가

통신할 경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실확인자료에 불과하다. 통신비밀보

호법에 있어서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사생활 침해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위치정보의 정확성이 높아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정보 오·남

용에 대한 통제는 법체계상 위치정보보호법과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에

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실시간으로 통

신‘내용’이 감시될 수 있는 감청의 경우에 준하여 규율하고 있는 개정안

은 재고되어야 한다. 물론 이것이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요청이 통신

사실확인자료에 포함되어 현행 규정의 허가요건 수준에 머물러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대안 제시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요건 강화

위치정보추적자료가 문제가 된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통신사

실확인자료의 취득이 영장발부요건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어

렵지 않게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

었다는 점311).에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수사기관에 의한 위치

310) 송호창 의원안 검토보고서.

311) 박경신, 앞의 책, 6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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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추적자료 제공요청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

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그 요건을 상향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

인다. 사견으로는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요청은 이미 개정안에서 제시하

고 있는 강화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요건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독일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00조g 제1항에서는 당사자가 알지 못하

더라도 ‘교신데이터(Verkehrsdaten)’312)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는데, 중대한 범죄(제1호)313)와 통신을 수단으로 행한 범죄(제2호)314)를

행하였다는 혐의가 있는 때에는 사안의 조사 및 피의자의 소재지 수사에

필요한 경우 가능하다.315) 미국의 ECPA의 경우는 pen register 및 trap

and trace device의 설치를 함에 있어 ‘최소한 범죄수사 관련성의 소명

(certicicate of relevance)'를 요구하고 있다. 독일은 ‘구체적인 범죄혐의’

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최소한의 ‘사건관련성’을 요구하여 독일에

비해 완화된 형태이나, 역시 우리 법 보다는 요건이 강하게 설정되어 있

는 것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휴대폰의 기지국과의 교신기록을 두고 일반 통신사

실확인자료에 적용되는 완화된 영장요건(진행 중인 범죄수사와의 관련성

소명)을 적용할 것인지, 위치정보에 적용되는 일반영장요건(범죄발생의

개연성의 입증)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Karo 판결316)

에서 공공장소가 아닌 옥내의 움직임까지 파악할 수 있는 한 휴대폰의

기지국과의 교신기록은 위치추적정보로서 일반영장요건이 적용된다고 보

았고, 후속판례들도 이를 따르고 있다.317) 또한 미국은 판례를 통하여 통

312) 독일정보통신법 제9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

신사실 확인자료’와 그 대상이 대체로 일치한다(이성기, “‘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 영국, 독

일, 프랑스, 일본의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제14

권 제1호, 2014. 3, 52면).

313) 특히, 감청대상 범죄를 행하였거나 가벌성이 있는 미수행위에 착수 또는 별도

의 범행을 통해 예비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314)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요구된다.

315) 독일 형사소송법(한글 번역본), 법무부, 2012

316) U.S. v. Karo, 468 U.S. 705(1984).

317) 박경신, 앞의 책, 637-6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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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실확인자료가 그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318)

이를 바탕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하여 서영교 의원안을

검토하기로 한다.319) 제1항의 그 요건에 관해서 현행규정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여기

서의 “수사”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에 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

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라는 제한문구를 부가하여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320) 이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요건이 ‘범죄혐의’와 ‘사건관련

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321)(형사소송법 제215조)을 차용하면서도, 범죄혐

의에 있어서는 구속의 요건인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322) 즉 현저한 범

죄혐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의 요건을 넘어 대인적 강제처분인 구속의 요건인 현저한 범죄혐의를 요

구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위치정보추적자료에 대한 통제로서 두 가지

의 입법방향이 검토될 수 있다. 하나는 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통신사

실확인자료의 제공요청의 요건으로 ‘사건관련성’만을 추가하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위치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치정보 파악을 위한 자료는 형사소송법의 압수·

수색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통신사실확인

자료의 제공요청의 요건 자체를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에 준하는 형태

로 상향하는 것이다.

318) 박경신, 앞의 책, 633면.

319) 송호창 의원안 역시 ‘범죄혐의’를 요건으로 추가하고 있으나, 제1항의 요건에 관

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라는 제한문구와

제2항의 요청서에 관한 “해당사건과 관련성이 있다는 소명자료”를 추가하지 않고

있는 점(안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차이가 있다.

320) 제2항의 요청서에 관해서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을 기록한 서

면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해당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자료, 해

당 통신자료제공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해당사건과 관련성

이 있다는 소명자료”로 하도록 대체하고 있다.

32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2항.

322)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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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요청이 급증하고 있고, 이것

이 위치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사현실을 감안

하면 후자의 형태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더하여 통신사

실확인자료가 위치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

다는 규정을 신설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치정보추적

자료의 제공요청 절차를 감청에 준하여 별도로 규율할 것은 아니고, 개

정안과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요청의 요건에 ‘범죄혐의’와 ‘사건

관련성’을 추가하되, 범죄혐의는 압수·수색 규정에 준하여 ‘피의자가 죄

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바.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장비 구비의무와 이행강제금 도입

(1) 개정안 내용

2014년 1월 3일자 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서상기

의원안’)에는 첨단통신 서비스를 악용하는 강력범죄 및 국가안보 위협요

소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장비 등 구비의무와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전 제15조의2 제1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

는 검사 등이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

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추상적인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

지만 서상기 의원안에서는 안 제15조의2의 경우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

능을 갖추어야 하며(제2항), 이것들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는 기준․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여야 한다(제3항).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제4항). 또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장비 등의 운용에 있

어서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5항). 이행의 강제성에 관해서는 안

제15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필요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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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갖출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고(제1항), 불이행시 20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제2항). 하지만 이러한 규정

들은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다.

(2) 휴대전화 감청 허용문제

서상기 의원안의 핵심은 결국 휴대전화의 감청을 허용하는 길을 열어

두고 있는 것이다. 휴대통신은 2001년 법 개정 이전에 ‘전기통신’의 개념

을 규정한 동법 제2조 제3호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

송·무선호출 등과 같이’라고 전기통신의 방식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

아서 전화, 전신, 팩스 등의 일반적인 통신 수단 이외에 휴대전화가 동법

의 전기통신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논란323)이 있었으나 입법을 통해서 해

소되었다. 따라서 ‘무선’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음향’을 송수신하는 ‘전

화’인 휴대전화도 현행법상의 해석으로는 전기통신에 포함되는 것이다.

휴대전화 감청에 관해서는 국정원이 법원이나 대통령 승인 없이 불법

적인 정치사찰을 일삼던 관행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결과 국정원

2차장이 구속되는 사건324)이 있었다. 이후, 공식적으로는 휴대전화 감청

장비는 모두 폐기되어 기술적인 측면에서 휴대전화 감청은 어려움이 있

어왔으나,325) 서상기 의원안에서와 같이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

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게 하는 것은 곧 휴대통신의 감

청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권리 침해

323) 심희기, 앞의 논문(2), 18면 이하; 이재상, 앞의 논문, 206면; 권영세, 앞의 논문

(2), 39면 이하.

324)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유선중계망을 이용한 유선전화와 휴대폰 간의 통

화 감청장비인 'R2'를 사용하는 전담팀을 운영했으며, 휴대폰 간 통화 감청장비

인 ‘CAS’를 함께 사용했다(“DJ시절도 조직적 정치사찰…감청장비 사용 실태”, 한

국일보, 2005.10.09).

325) CDMA 기술이 감청대상 중계기기의 위치가 통신자의 위치에 좌우되므로, 특정

통신장비만으로는 당해 당사자를 반드시 감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었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CAS라는 이동식 감청기기가 사용되었으나 200미터 내의 거리를

유지해야했다는 점에서 역시 이용이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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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지적하는 비판326)이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가 유선전화의 영역을 대체해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327) 휴대전화 감청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단적인 예로, 최근 논란이 된 유병언 일가에 대한 검거작전이 있

다. 관련 혐의자들은 도피 과정에서 구원파 신도나 가족들 명의로 된 수

십여 대의 대포폰을 사용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없었다.328) 수사기관들은 검거에 번번이 실패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하지만 사견으로는 휴대전화 감청 허용을 골자로 하는 현 서상기 의원

안은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먼저

제3장에서 살펴본 대로 현재 감청제도의 운영이 수사의 편의성에 치우쳐

져 있으며, 법원의 통제는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감청의 기본권 침

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영장발부율이 무려 9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압수·수색영장에 준하여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 ‘카

카오톡(Kakaotalk)'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사기관은 어렵지 않게

압수·수색영장 대신 한 번에 2개월 동안 실시간으로 엿볼 수 있는 감청

영장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감청대상이 국가보안법 사범

이라는 점 역시 앞서 제3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휴대전화 감청이 허용된다면 휴대전화 기

기가 지원하는 음성통화 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기능

들이 수사기관에 의해 손쉽게 감청될 수 있어, 호랑이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수사 편의적인 감청제도의 운용 외에도 현

326) 오길영, 앞의 논문(3), 363-365면. 미국 판례(Katz v. United States, 389 U.S.

347.) 상의 개념인 ‘그에 합당한 프라이버시의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를 빌려,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중전화 보다는 가족이 사용하는 일반유선

전화가, 일반유선전화보다는 개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

대가 높다고 한다.

327) 미래창조과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9월 기준으로 유선전화의 대표 격

인 시내전화 가입자 수는 1,713만 명 정도에 인구 100인당 보급률은 33.4% 정도

로 줄어들어든 반면 2002년 9월 기준으로 가입자가 3천 200여만 명이던 이동전

화는 2014년에는 5천 674여만 명(중복포함)에 달하고 있다.

328) “검찰 '검은 돈줄' 유병언 처가 정조준”, 중앙일보, 201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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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제출되어 있는 서상기 의원안 자체로도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 개정안 자체에 내재된 문제점

첫째, 구체화된 협조의무가 부여될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문

제다. 우리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329)는 기간통신사업, 별

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를 영위하는 자를 포괄한다. 이는 CALEA의

의무가 부과되는 ‘접속서비스제공자’보다 넓은 개념으로 일반 포털서비스

업체까지 포함하는 것이다.330) 본래 CALEA 의무의 취지는 국가가 제공

하는 기간통신망과의 접속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영리를 취하

기 때문에 정당화되는 것이므로, 이를 웹호스팅업체, 포털서비스업체를

포함하는 ‘부가통신사업자’까지 의무부과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미국 CA

LEA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331)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협조의무

를 부과하는 것 자체도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서상기 의원안은 감청장비

구비명령에 불이행시 20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제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329) [시행 2014.10.15.] [법률 제12761호, 2014.10.15, 일부개정] 제5조 (전기통신사업

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

로 구분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별정통신사업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

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내(構內)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④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330) 박경신, 앞의 책, 652면.

331) 박경신, 앞의 책, 652-653면. 박경신 교수는 이에 대한 근거로, 웹호스팅업체나

포털서비스업체들은 콘텐츠 및 상호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서비스

의 핵심이기 때문에 국가기간통신망과의 연결이 핵심인 접속서비스업체들과 다

르다고 한다. 전자의 예로 온라인 강의를 하기 하여 교수가 포털이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 공간에서의 학생들과의 대화내용도 감청에 의

해 쉽게 취득되도록 설비를 스스로 마련할 의무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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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의 주체에 관한 문제다. 서상기 안에

서는 이러한 강제조치의 주체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다. 미래창조과학

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할 수

있고, 불이행시 20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씩 이행될 때까

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미국의 CALEA의 경우

이러한 조치에 대한 주체를 법원으로 규정하고 사법심사를 거치도록 하

고 있다.332) 앞서 상술한 문제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고, 협조의무가 부여되는지 여부에 따라 표현의 자

유 등의 기본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협조의무 부과와 이

행에 관해서는 사법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4) ‘Data Retention’ 규정 제외

또한 이 개정안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이전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

되었던 개정안333)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

었던 ‘Data Retention’ 규정334)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Data Retention’ 제

도를 도입한 이전 국회의 개정안들에 대해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장기간

보관의무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어 효력이 다투어

지고 있으므로 신중을 요한다는 견해335), 개정안과 비교할 만한 EU의 D

irective336)는 ‘통신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수집되어서는 안 된다’

332) Sec. 108. Enforcement Orders.

333) 제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의안번호: 176928); 제18대 국회 제출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1650).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334) 전기통신사업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335) 박경신, 앞의 책, 659-670면.

336) DIRECTIVE 2006/2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March 2006 on the retention of data generated or

processed in connection with the provision of publicly availabl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or of publ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amending

Directive 2002/58/EC. 제5조에서는 Retention의 대상이 되는 Date를 정밀하게 분

류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보관기간을 6개월에서 2년 사이로 하고 있다.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06L0024>,

2014.10.21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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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용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규정337)을 두고 있는 반면 우리의 해당 개

정안에는 이러한 근본적인 장치가 없다는 견해338) 등이 있어왔다. 또한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보고서339)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보관 중인 정보의 유출 가능성, 상업적 혹은 범죄에 이용에

대한 우려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서상기

의원안에서는 ‘Data Retention’ 규정이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의

원안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협조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신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는 규정(안 제15조의2 제4항)을

신설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Data Retention 제도를 도입한 공식적인 이유는

결국 테러 위협 때문이었으며, 캐나다의 경우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이 가

능하도록 하는 협력의무 부과(interception capability)와 통신사실(발신

자, 수신자, 시간, 종류 등) 저장을 골자로 하는 Data Retention 법안인

'Lawful Access' Proposal이 무산된 바 있다.340) Data Retention 제도가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통신내용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 자칫 통신내용의 보관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전기통신사업자

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 중에 정보유출 및 남용될 가능성이 있

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비록 19대 국회 개정안 내용에서는 제외되었지

만, 앞으로도 이 제도의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사. 통신 및 대화내용 공개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신설

(1) ‘삼성 X파일’ 사건

2005년 7월에는 문화방송의 이상호 기자가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내

337) Article 5.2: No data revealing the content of the communication may be

retained pursuant to this Directive.

338) 오길영, 앞의 논문(3), 368-369면.

339)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2009.2, 법제

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한규의 검토보고,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참조.

340) 오길영, 앞의 논문(3), 3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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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담긴 90여분짜리 테이프를 입수하여 삼성그룹과 정치권·검찰 사이

의 관계를 폭로한 사건(이하에서는 ‘삼성 X파일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X파일의 원본을 입수한 노회찬 전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

등에 도청녹취록 속에 있는 삼성측 뇌물을 받은 검사들 중 7명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법적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341)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상

호 기자와 노회찬 의원은 각각 2개의 형사사건으로 대법원 2011.3.17 선

고 2006도8839 판결(이하 ‘이상호 기자 판결’)과 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도14442 판결(이하 ‘노회찬 의원 판결’)을 통하여 사법절차가 마무리

되었다.342) 이러한 ‘X파일 판결’을 배경으로 대화비밀공개죄에 대한 위법

성조각사유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나오

고 있다. 현재 19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중에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안은 총 3개로, 서영교 의원안과 송호창 의원안에 더불어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343)이 있다.

개정안에 관계된 쟁점은 통신 및 대화 내용 공개행위에 대한 위법성조

각이므로, 이하에서는 불법 감청·녹음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우리형법의 일반적 위법성조각

사유인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가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이상호

기자 판결’을 중심으로 통신 및 대화 내용 공개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한 후, 이에 관하여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3개의 개정

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2) 대법원 2011.3.17 선고 2006도8839 판결

341) 이 사건으로 도청테이프 녹취록을 공개한 이상호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공동피고인인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도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노회찬 의원은 2011년 10

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2013년 2월 14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342) 두 판결에서 통신 및 대화 내용 공개에 대한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

위에 해당하는 데는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이하에서는 통칭하여 ‘X파일 판

결’이라 한다.

343) 2013년 3월 18일자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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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3.17 선고 2006도8839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불법 감청·녹

음 등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불법 감

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의 공개가 관계되는 한, 그 공개행위의 주체가 언론

기관이나 그 종사자 아닌 사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344)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도의 목적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

집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공중의 생명·신

체·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

째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할 때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셋째 보도가 불

법 감청·녹음 등의 사실을 고발하거나 비상한 공적 관심사항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한정되는 등 통신비밀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넷째 언론이 그 내용을 보도함으

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익의 비교·형량은, 불법 감청·녹음

된 타인 간의 통신 또는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 통신 또는 대화

의 내용, 통신 또는 대화 당사자의 지위 내지 공적 인물로서의 성격, 불

법 감청·녹음 등의 주체와 그러한 행위의 동기 및 경위, 언론기관이 불

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보도의 목적, 보도의

내용 및 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정하여야 한다.”345)

344) 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도14442 판결

345) 이에 반하여 5인의 소수의견은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법 2006.8.11. 선고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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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이익형량을 위해 사회상규를 공개의 ‘긴급성’ 내지 ‘필요성’, ‘취

득의 적법성’, 수단의 ‘적합성’ 및 ‘상대적 최소침해의 원칙’ 그리고 ‘우월

적 이익의 원칙’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346) 다수의견은 통신의 비밀보

호와 언론의 자유 사이에 전자를 중시한 것으로 불법도청에 관여하지 않

은 언론의 도청결과물 보도의 위법성조각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설정

하였다.347)

한편, X파일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통비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즉 위법한 방법으로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고려할 여지가 있는 경우 이를 우리

형법상 정당행위 규정으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별

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신설할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였다. 먼저

동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기

준을 제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재판을 통하여 법을 제정한 것이나 마찬

가지라는 점에서 처벌의 예외를 두지 않은 해당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침

해하는 것으로 보아 입법자로 하여금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

다는 견해348)가 있다. 반면 이에 대하여 문제가 된 사안은 형법 제20조

고합177 판결)과 같은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시하였다. “불법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보

도를 통하여 공개되는 통신비밀의 내용이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공중

의 정당한 관심과 여론의 형성을 요구할 만한 중요성을 갖고 있고, 언론기관이

범죄행위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통신비

밀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도의 방법에서도 공적 관심사항의 범

위에 한정함으로써 그 상당성을 잃지 않는 등 그 내용을 보도하여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한다고 평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어떠한 경우에 통신비밀의 내용이 그 공개가

허용되어야 하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는 일률

적으로 정할 수 없고, 그 내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효과, 통신 또는 대

화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활동 내지 공적 인물로서의 성격 여부, 그 공개로 인하

여 얻게 되는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346) 오병두, “통신의 비밀과 공익: 대화비밀공개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52호, 2013. 7, 61면.

347)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비판으로는 조국, “‘삼성 X파일’ 보도 및 공개사건 판

결 비판: 대법원 2011.3.17 선고 2006도8839 판결 및 대법원 2011.5.13. 선고 2009

도14442 판결”,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2012, 271면 이하.

348) 문재완, “취재의 자유와 그 한계: 정보 취득의 위법성 심사를 중심으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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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행위의 사회상규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과 해

석의 문제로 파악되는 등 형법총칙상의 위법성조각사유로 해결할 수 있

다는 견해349)와 ‘정보 비대칭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새로 신설되는

위법성조각사유 규정이 문제가 된 사안에 적용되어도 다른 결론이 도출

되기는 어려워, 규율의 효과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할 필요

가 있다는 견해350)가 있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관련내용을 담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법무부의 의견351)과 개정안에 대

한 검토보고352)는 두 번째 견해와 같은 취지다. 생각건대, 통신 및 대화

내용공개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신설은 대법원이 설정하고 있는 형

법 제20조의 엄격한 요건보다 불법도청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의 도청결

과물 보도에 대해 더 완화된 요건으로 위법성을 조각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3) 개정안의 비교검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3조를 위반

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

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13권 제3호(제1책), 2007.9, 418-419면. 이에 관해 헌법재

판소는 위 조항이 “위법한 방법으로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별도로 처벌하는 이유”를 “통신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사유로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자에 대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특별규

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헌바42 결정).

349) 조국, “불법도청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의 도청결과물 보도의 위법성조각: ‘X파

일’보도사건을 중심으로”, 법조협회, 월간 법조(통권 제627호), 2008. 12, 192-194

면; 같은 취지로 이승선, “공적 인물의 통신비밀보호와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

의 자유: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2006노1725판결을 중심으로”, 한

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통권 제38호), 2007, 240면.

350) 오병두, 앞의 논문, 73-74면.

351) 서영교 의원 검토보고서.

352) 송호창 의원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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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개정안 내용

서영교

의원안

제16조의2(벌칙) ② 제1항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송호창

의원안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의 취득방법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

할 것

2. 누설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의 주요 부분이 진실하거나 진실

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3.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의 누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유승희

의원안

제16조(벌칙)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

개하거나 누설한 자. 다만,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하거나 누

설한 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6조 제1항 제1호)와 이를 통해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16조 제1항 제

2호)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X파일 판결 이 후, 이러한 처

벌규정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많이 있었으며, 이 중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으로

3개의 안이 있다. 이 개정안들은 X파일 사건과 같은 개별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논리가 입법을 통해 일반적 법규범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을 꾀하고 있으나, 구체적 타당성이 주로 고려되는 소송국면과

법적안정성이 중시되는 입법단계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353)

353) 오병두, 앞의 논문, 56-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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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영교 의원안에서는 벌칙규정인 안 제16조의 2에서 위법성조각

사유를 신설하고 있다. 송호창 의원안 역시 위법성조각사유를 신설하고

있으나 제3조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안에

서는 현행 규정에 단서만을 신설하고 있다. 이 개정안들의 공통점은 위

법성조각사유에 있어서 ‘진실성’과 ‘공익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이다. 송호창 의원안에서는 추가적으로 ‘취득의 적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신설의 계기가 된 사안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통신비밀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어디

서 균형점을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다.354) 이러한 이익형량을 통한 균형

점 설정의 핵심적인 요건은 바로 ‘공익성’ 판단이며, ‘진실성’과 ‘취득의

적법성’은 위법성조각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토대로 이하에서는 먼저 위법성조각의 범위에 관한 ‘취득의 적법성’

과 ‘진실성’ 요건을 검토하고, 통신비밀과 언론의 자유의 균형점 설정에

관한 ‘공익성’ 요건을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송호창 의원안이 제시하고 있는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의 취득방

법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

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공개 또는 누설자의

적법한 취득과정에 대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불법도청

을 획득한 통신비밀이 어떠한 경로로 취득했는지 불문하고 이에 대한 공

개나 누설을 금지하고자 했던 것이 입법자의 의도로 보인다.355) 하지만

언론보도에 대한 위법성을 조각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 송호창

의원안이 제시하고 있는 대로 ‘취득의 적법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취득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X파일’ 판결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위법성 조각의 범위 축소를 통한 통신비밀보호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취득의 적법성’ 요건을 규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송호창 의원안은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의 취득방법을 사회상규의

구체화에 맡겨두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대로 ‘X파일’ 사건에 관

354) 조국, 앞의 논문(2), 216면.

355) 조국, 앞의 논문(2), 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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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이미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에 대한 취득

과정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도에 대해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

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할 때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주도적으

로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로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의 특성상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법성 조각을 부인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의 비판에 동의하며, 소수의견이 정식으로 제시하는 “언

론기관이 범죄행위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방법

에 의하여 통신비밀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 요건은 다수의견의 것에 비해 그 자체로 타당하다

고 생각되며, 또한 다수의견이 구체화하고 있는 사회상규라는 위법성조

각 요건보다 완화된 요건으로서 독자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진실성’ 요건에 관해서 형법 제310조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 사유의 요건은 “진실한 사실”로 규정되어 있다. 각 개정안은

‘진실성’ 요건을 “진실하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와 “진실한 사실”인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다. 진실하지 않

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자는 후자에 비해 위법성조각의 범위가 더 넓은 것

이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는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진실성’ 요건

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대화비밀공개죄의 위법성조각사유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견해356)가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비밀이 ‘공개상태’

가 되면 명예훼손죄의 적용대상이 되며 명예훼손죄의 명예와 통신의 비

밀은 그 보호 법리와 위법성조각이 가능한 상황 등이 다르다는 점, 명예

에 대한 침해의 경우 진실이면 법익 침해가 완화되는 반면 통신비밀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진실성’을 요건으로 하여도 문제되는 경우를 생각하

기 어려운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

실성’이라는 요건은 그 자체로 통신비밀의 침해를 허용하는 위법성 조각

356) 오병두, 앞의 논문, 70-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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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를 제한하는 의미가 있다. 둘째, 비밀이 ‘공개상태’가 되면 명예훼

손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나, 명예와 통신의 비밀은 그 보호 법리 등

이 달라 ‘공개상태’가 되었을 경우 명예훼손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통신 및 대화내용공개죄의 구성요건이 통신비밀보호법

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통

신의 비밀과 명예는 분명히 다른 면이 있겠으나, 위법성 조각의 단계에

서는 해당 처벌규정의 보호법익의 관점 외에도 ‘언론의 자유’라는 상충하

는 이익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 법리와 위법성조각이 가능한 상황

이 다르다는 이유로 ‘진실성’ 요건이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이러한 ‘언론의 자유’라는 상충하는 이익을 고려할 때, ‘진실성’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통신 및 대화내용공개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데 있

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고려로 ‘진실성’과 ‘공익성’은 핵심적인 요소로

‘진실성’이 없다면 위법성 조각의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357) 허위사실에

근거한 언론보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익성’에 반

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진실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우도 ‘공익성’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므로 “진실한 사실”인 경우만 위법성을 조각함이 타당하다.358)

게다가 위 견해는 통신비밀의 경우 진실인 경우에도 법익침해가 완화되

지 않는다고 하나, 이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로 들어가 있는 ‘공

익성’ 요건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공익성’ 요건에 관하여 검토하면, 각 개정안에서는 “공공

의 이익”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 형법 제310조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의 이익이란 개념

은 불확정 개념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되어야 하므로 자칫 오․

357) 명예훼손죄의 경우도 ‘진실성’ 요건이 포함된 것은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인 경

우 침해된 법익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만 아니라 상충하는 기본권을 비교·

형량 함에 있어 위법성이라는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내리는 부정적인 가치판

단을 상쇄시킬만한 사유로 언론의 자유의 핵심가치인 ‘진실성’과 ‘공익성’에 대한

고려로 포함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358) 공개자·누설자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통신비밀의 침해자로서 진실이

아닌 경우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 보다 통신비밀을 보호하는 측면

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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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되어 통신비밀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359)이 있으나,

이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51조 중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360)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와 ‘오로지’라는 단어가 생략된 경우를 비교하면, 후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가 사적 이익을 추구함이 없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361) 따라서 ‘오로지’라는 단어가 없는 서영교 의

원안이나 송호창 의원안의 경우에 비하여 유승희 의원안의 ‘공익성’ 요건

이 보다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통신의 비밀이라는 법익은 한 번 침해되면 회복되기 어려운 특

성이 있으며 현실사회에서의 ‘정보 비대칭성’ 으로 인한 남용가능성이 존

재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 등과 통신의 자유의 비교·형

량은 통신비밀의 보호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362) 이러한 관점에서 각

개정안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공공의 이익을 위

한 것” 등의 공익성 요건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언론기관

에 의한 보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익성을 긍정할 수 있기 때문이

다.363) 이보다 엄격한 요건으로, (구)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359)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2013.3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

위원 임중호의 검토보고,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참조.

360)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1헌바75 결정.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공

공의 이익’이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국민 전

체 내지 대다수 국민과 그들의 구성체인 국가사회의 이익’을 의미”한다고 설시하

고 있다.

361)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1헌바75 결정; 대법원 또한 이러한 일반적 인

식에 근거하여, “심판대상조항의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

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

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423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3919 판결 참조).”는 것을 전

제로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해 오고 있다.

362) 오병두, 앞의 논문, 76면.

363) 오병두, 앞의 논문,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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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제5조 제2항364)을 참고할 만하다. 이 조항은 공익성에 관한 요건으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

어진 때”를 요구하고 있었다.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은 별다른 의미

가 없다는 견해365)도 있으나, 언론보도에 가까운 형태의 공개나 누설만

이 위법성이 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제한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대로 통신비밀의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중대한 공

익상’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도 타당해 보인다.366) ‘부득이’는 ‘긴급성’ 내

지 ‘보충성’의 요소를 의미하며, 다만 ‘긴급성’은 시간적 긴급성이라기보

다는 상황적 불가피성 내지 부득이성을 의미한다.367)

이상을 종합해보면, 불법도청의 결과물을 공개 또는 누설한 행위에 대

하여 위법성을 조각함에는 ‘범죄행위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

하는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통신비밀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진실한 사실일 것’,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질 것’ 등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제 3 절 소결

이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연혁을 살펴보고, 현재까지의 주요한

개정내용을 살펴보았다. 동법은 개정을 통하여 통신비밀을 보다 보호하

는 방향으로 변모해 왔다. 특히, 감청은 보충적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과

364) [시행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제5조(인격권의 보장 등)

②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

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009.2.6. 법률 제9425호로

해당 조항이 개정되었고, 현재는 2011.4.14. 법률 제10587호로 일부 개정되었다)

365) 오병두, 앞의 논문, 72면.

366) ‘공적인 관심사’와 ‘중대한 공익’을 요구하는 입장으로는 ‘X파일’ 판결 제1심; 대

법원 소수의견; 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

호:185487); 조국, 앞의 논문(3), 283면.

367) 오병두, 앞의 논문,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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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한 피해가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점이 동법 내에 명시적으로 규정

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로써 입법에 있어서는 공익을 위한 감

청의 필요성보다 통신비밀의 보호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도는 분명해진 것이다. 앞으로의 개정도 이러한 취지에 부응하는 방향

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 포함된 쟁점들을 살

펴보고, 이들 중에서 허가요건 및 절차의 강화, 감청기간의 연장, 긴급감

청 폐지, 통지제도 개선,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요청, 전기통신사업자

의 감청장비 구비의무, 통신 및 대화내용 공개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신설 등 7가지의 주요한 쟁점을 선별·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는 제6장 결론과 <부록>의 필자의 개정안에서 자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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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쟁점

감청제도에 관한 규율은 급격한 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새로

운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표출된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최근 '카카오톡(Kakotalk)' 논란과 인터넷 패킷감청의 허용 문제다.

이하에서는 새로운 문제점의 원인을 진단하고, 통신비밀의 합리적인 보

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쟁점

을 검토하기로 한다.

제 1 절 통신환경의 변화

미래창조과학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84년

에는 유선전화 가입자는 559만 5천여 명으로 인구 100인당 보급률은

13.8%에 불과했다. 하지만 유선전화의 보급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02

년에는 가입자가 2천 255만여 명으로 인구 100인당 보급률은 49.4%에

달했다. 그러나 이것을 정점으로 유선전화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으

며,368) 현재는 유선전화의 자리를 잠식해오던 이동전화가 명실상부 가장

빈번히 활용되는 통신수단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369) 하지만 여

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 스마트폰(smart phone)370)의 등장으로 또 다른

변화가 진행 중이다.371) 이러한 통신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감청의 대상

368) 2014년 9월 기준으로 유선전화의 대표 격인 시내전화 가입자 수는 1,713만 명

정도에 인구 100인당 보급률은 33.4% 정도로 줄었다.

369) 2002년 9월 기준으로 이미 유선전화를 뛰어넘어 통신수단 점유율 57.4%를 기

록한 이동전화는 가입자가 3천 200 여만 명이던 것이 2014년에는 5천 674여만

명(중복포함)의 가입자를 기록하고 있다.

370) 휴대전화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검색 등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

말기로서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371) 2007년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여 2011년 11월 2천 257여만 명이던 가입자 수

는 2014년 9월 기준으로 4천 만 명을 돌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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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통신수단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이미 제3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하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통신매체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통신수

단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통신매체의 종류

사전적 의미로 통신이란 우편이나 전신, 전화 따위로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정보 전달을 다루는 과학 기술까지 아우르고 있

다.372) 이러한 통신은 그 사용기술에 따라서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으로

구별할 수 있다. 유선통신에는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 전화 등

이 있다. 무선통신은 이동통신, 주파수공용통신, 무선호출, 무선데이터 통

신, 위성 휴대통신, 무선인터넷 등이 있다. 여기서 이동통신은 CDM

A373), WCDMA, LTE 등의 기술방식의 이동전화와 WiBro374)로 나뉠 수

있으며, 이동전화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PC375) 등이 있다. 한편, 이러한

통신은 기능별 분류도 가능하다. 음성통화, 메신저, 전자우편, 문제메시

지, 회원제정보서비스, 인터넷 채팅 등이 그것이다.376)

2. 최근 통신매체의 특성

최근 발달하고 있는 통신매체들의 기술적인 특징으로 통신상대방의 증

37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http://www.korean.go.kr> 2014.11.17 방문.

373) CDMA 기술에 의한 이동전화는 디지털 방식을 이동전화에 도입한 것으로

1996년에 도입된 지 불과 4년 만에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AMPS가 시장에서 사

라져 국내 이동전화서비스 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몰고 왔다(진한엠엔비, 기록으

로 본 한국의 정보통신 역사Ⅱ, 2012).

374) Wireless(무선)와 Broadband(광대역)의 합성어로 무선 광대역 통신 즉, 휴대

인터넷을 뜻하며 이를 통하여 달리는 차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해 대용량 데이터

를 주고받을 수 있고, 인터넷 전화까지 할 수 있다.

375) 손가락이나 전자펜을 이용한 터치스크린 방식을 주 입력 방식으로 하여 프로그

램을 실행할 수 있는 모바일 인터넷 기기다.

376) 인터넷 영역의 특성상 인터넷에 공개를 지향하는 부분은 논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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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통신내용의 저장성, 다양한 통신기능의 복합성이라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각 특성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시에 통신할 수 있는 상대방의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과거 우편물이나 유선전화는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었다. 인터넷

통신의 발달과 함께 실시간 채팅(chatting)이나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보편화되었다. 이러한 기술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되었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Kakaotalk)’ 경우와 같이 모바일 기기에도 지원이 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일대일의 대화도 가능하지만, 다수가 함께 실시간으로 통

신하는 것도 가능해졌으며, 그 상대방의 수에는 이론상 한계는 없다. 게

다가 인터넷 통신 같은 경우는 통신 상대방을 특정할 수조차 없는 상황

도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특성은 그 통신내용이 제3자에

알려졌을 경우 그 통신비밀의 침해 범위가 그 수에 따라 확장되는 위험

을 안고 있다.

둘째, 통신내용의 휘발성이 약화되고 있다. 통신의 방식이 음성 중심에

서 데이터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377)기존 유선전화의 경우

대화내용은 송·수신이 완료되면 그 전화내용은 즉시 휘발되어 존재하지

않았지만, 디지털 매체에 있어서는 이러한 통신내용은 휘발되지 않고 하

드디스크나 관리자의 서버에 저장되며, 다시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 논

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도 7일 내지 10일 정도 업체의 서버에 저장되

고 있었다. 이론상 송·수신 당사자나 기타 네트워크 관련자의 의사에 의

한 임의적 삭제가 없다면 발신된 데이터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378) 이

처럼 통신내용이 점차 저장 상태인 경우가 늘어나는 점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실시간 감시의 필요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통신내용을 감시하는

도청 등의 강제처분은 범죄의 규명과 범인의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를 입

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379) 자세한 것은 후

술하겠으나, 이를 규율하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실

시간 감시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유선전화가 주로 사용되던 당시에

377) 전현욱·Chris Marsden·Michael Geist, 앞의 논문, 14면.

378) 오길영, 앞의 논문(2), 402면.

379) 이재상, 앞의 논문, 1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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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 대 일 일 대 다(多)

휘발성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기타 음성전화 등

무전기

인터넷 음성채팅 등

저장성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메신저

SNS(비공개)

회원제 정보서비스(비공개)

기타 인터넷 통신 등

는 송·수신이 완료되면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는 완전히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서, 기본권 침해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사상 필요성을 이유로 실시간

감청을 허용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변화하는 통신환경과 이러한 특성 때

문에 실시간 감시의 필요성은 급감하고 있다고 생각된다.380)

셋째, 통신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통신기기에 여러 가지 통신기능을

담고 있는 점이다. 기존의 유선전화는 수신인인 통화상대방과의 음성통

화만 가능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 같

은 경우는 기존 이동전화의 음성통화는 물론 녹음, 녹화, 문자 메시지 전

송과 인터넷 통신,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바일 메신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음성통화도 가능하다.

이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통신매체를 재분류하여 도해화하면 아래

<표-9>와 같다. 재분류된 통신매체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대응방안이

필요하며, 이에 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표-9> 특성에 따른 통신매체의 분류

380) 오길영(앞의 논문(2), 403면)은 디지털 매체에 의한 경우는 송·수신중이 데이터

도 형사소송법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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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응방안

제2장에서 살펴본 ‘도청’에 대한 법적규제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이

1993년에 제정될 당시의 통신상황을 살펴보면, 1993년에 시내전화의 경

우 가입자가 1,600만 명을 돌파하여, 인구 100인 당 보급률이 이미

37.8%에 육박하였다.381) 이와 함께 많이 사용된 통신수단은 1980년대부

터 보급이 시작되어 ‘삐삐’로 알려진 무선호출기 정도였고, 디지털 방식

에 의한 휴대전화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나 등장하였다. 또한 인터넷

통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패킷감청’ 역시 초고속 인터넷이 상용화되어

데이터 전송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나타난 문제다.382) 결국 통신비밀보

호법의 입법자가 주로 예정한 감시방법은 ② 대화녹음과 ③ 전화도청이

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신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앞에서 설명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통신 매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문제

는 이러한 매체들이 현행법 제2조 제3호의 ‘전기통신’의 개념규정에 모두

포섭되어 동일한 규율을 받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통신비밀의 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표-9>를 바탕으로 공익을 위한

감청의 필요성과 이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 즉, 통신

비밀의 불가침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설정하여

이에 맞는 각기 다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 명의 상대방과의 통신이 이루어지지만, 통신내용이 휘발되는

경우다. 기존의 음성 중심의 통신이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실시간 감

시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 감청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 명의 상대방과의 통신이 이루어지지만, 통신내용이 저장되는

경우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이 이에 해당된다. 실시간 감시

의 필요성이 음성 통신의 경우보다 낮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감청

381) 시내전화 연도별 가입자 현황, 미래창조과학부 통계자료.

382) 장여경, 앞의 글, 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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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 특히 ‘보충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수의 상대방과의 통신이 가능한 반면, 통신내용이 휘발되는 경

우다. 무전기나 인터넷 음성 채팅이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실시간 감

시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범죄와 관련 없는 제3자들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감청의 허가요건과 감청의 ‘최소침해성’

에 대하여 엄격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동시에 다수의 상대방과의 통신이 가능한 반면 통신내용의 휘발

성이 약한 경우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383) 대표적으로 최근 ‘카카오

톡’으로 대변되는 모바일 메신저가 이에 해당되며, 기타 인터넷 통신들도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매체들은 통신내용의 휘발성

약화로 실시간 감시의 필요성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동시통신 상대방의

증가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의 범위는 확대된다. 따라서 가급적 형사소송

법상 압수·수색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감청을 인정하더라도 별도의 규율

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전기통신의 정의규정에

서부터 음성 통신과 분리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감청

의 허가절차에서 제3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별도의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카카오톡(Kakaotalk)’ 논란에 관한 검토

1. 문제제기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톡(Kakaotalk)’384) 사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관

한 많은 쟁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표면적으로는 감청의 대상이 되는 전

기통신에 송·수신의 현재성을 요구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2012도4644)와

383) 2007년에는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의 이용자들이 게임 상 채팅을 통하여 나눈

대화를 사업자가 약관에 근거하여 저장해온 것이 드러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리니지채팅, 감청논란”, 한국경제TV, 2007.05.16).

384) 이하에서는 ‘카카오톡’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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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9조에 따라 감청 집행을 위탁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관행에

해석상의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상의 문제점 뒤에는

모바일 메신저를 포함한 새로운 통신수단에 대한 실시간 감청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 허용한다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범

죄와 관련 없는 제3자의 기본권 보호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

하에서는 논란이 된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고, 각 쟁점과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 개정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2. 사건경과

2014년 9월 18일 대검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

에 대한 단기간의 집중적인 수사를 위한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

었다. 이 후, 검찰의 카카오톡 감시에 대한 논란이 인터넷에 확산되었고,

검찰과 카카오톡 측은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계정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실시간 감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대화 내용 저장기간도 2-3일로 대폭 축소한다는 계획을 발

표하였다. 그러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10월 13일 카카오톡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10월 7일부터 현재까지 카카오측은 감청영장

을 거부해오고 있고, 검찰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3. 쟁점의 검토

가.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범위

(1) ‘카카오톡’이 동법 제2조 제3호의 ‘전기통신’에 포함되는지 여부

카카오톡에 대한 쟁점의 첫 번째는 모바일 메신저(mobile messenger



- 133 -

service)인 카카오톡이 제2조 제3호의 ‘전기통신’에 포함될 수 있는가이

다. 아날로그 통신에 대한 감청을 예정하고 만들어진 통신비밀보호법이

새로운 형태의 통신매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다.

동법 제2조 제3호의 ‘전기통신’의 개념은 헌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

는 ‘통신’의 개념인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385) 구체적으로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

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

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

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의 ‘전기통신’의 개념이 현대적 통신수단을 망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386)

카카오톡은 당사자 간의 동의가 있으며, 비공개를 전제로 하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특정되어 있어, 헌법상 보호를 받는 통신임은 분명하다.

또한 무선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문언 등을 송·수신하는 것이기 때문

에 동법 제2조 제3호에도 포함된다. 앞서 살펴본 대로 ‘전기통신’에 대한

이러한 입법태도가 반드시 바람직해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법의 해

석으로는 카카오톡도 감청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2) 대법원의 태도와 동법 제9조의 해석상 문제

하지만 이러한 카카오톡은 현재 기술적으로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

다. 이러한 문제로 수사기관은 동법 제9조387)를 근거로 전기통신사업자

에게 집행을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해 왔으며,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

자는 5-7일 단위로 수사기관에 넘겨오는 형태로 감청이 이루어지는 것

385)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2000헌바25 결정.

386) 헌법재판소 2004. 11. 25. 결정 2002헌바85 결정.

387)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① 제6조 내지 제8조의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이 경우 체신

관서 기타 관련기관 등(이하 "통신기관 등"이라 한다)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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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에서 “통신비밀보

호법 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

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수사기관이 전기통신

사업자로부터 통신내용을 넘겨받는 시기는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

의 내용이기 때문에,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이러한 수사관행을 동법

상의 ‘감청’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문제된 현 수사관행도 감청에 해당된다는 입장388)과 대

법원 판례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감청이

라 보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통신이 종료된 후 넘겨받는 것은 감청이

아니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감청이 아니라는 입장에 따른다면 수사

기관은 감청영장에 의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내용을 취득하여야 한다.

생각건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주체는 수사기관이므로 ‘실

시간’ 감시의 기준은 수사기관으로 삼아야 하고, 비록 수사기관의 입장에

서는 미래의 대화내용을 요구했을지라도 동법 제2조 제7호의 ‘감청’의 개

념규정에 따르면 감청이란 결국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전기통

신사업자가 단순히 ‘보관’만 한 것을 넘겨받아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청

취·공독하는 행위를 시작하는 상태에서는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상태라

는 점을 생각하면 동법이 규율하고 있는 감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

된다. 따라서 감청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에 대해 송·수신의 현재성을

요구하고 있는 대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내용을 넘겨받던 기존의 수사기관의 관행은 위법한 것이다.

388) 감청과 압수·수색의 구분을 영장발부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미래에 있을 대

화 내용을 요구한 것이므로 감청이 된다거나, 감청영장에 따라서 통신기관이 협

조하여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서버에 보관하면 그것도 감청될 수 있다는 주장

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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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행에 대해 법원의 영장은 발부되었으나, 허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를 감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굳이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범위를 넓게 보아, 집행을 위탁

받은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감청을 수사기관에 의한 영장집행의 일환으

로 인정한다면, 현행 수사관행이 위법한 영장이 아닐 수는 있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자가 전자장치·기계장치를 사용하여 통신내용을 저장하는

형태로 ‘보관’만 하는 것을 감청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이 경우 역시 동

법 상 ‘감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청

취·공독할 것이 요구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는데, 과연 수사기

관에 의한 것에 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즉 집행을 위탁받은 전

기통신사업자가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청취·공독하여 그 내

용을 파악하거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 정당한가의 문제가 생기는 것

이다. 실제로 사건과 관련해서 10월 8일 경부터 카카오톡 법무팀을 통해

혐의사실과 관련된 내용만 넘겨받았다는 검찰관계자의 전언에 대한 언론

의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389) 카카오톡 측은 이에 대하여 해명한 바

있다. 헌법상의 기본권인 통신비밀의 보호에 대한 제한을 전기통신사업

자에 맡겨둘 수는 없을 것이다.

다.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불응

10월 13일 카카오측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영장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

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

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389) “‘카카오톡 법무팀이 혐의점 분류’ ··· 민간이 영장 집행?”, JTBC,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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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할 경우에 대한 제제규정은 없다.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불응에 대

한 수사기관의 대응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현행 제15조의2에 대한 제제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이다. 일부 언

론과 언론에 보도된 검찰의 대응방향으로 보이나, 현 수사기관의 위법한

관행을 그대로 두고, 단지 협조불응에 대한 제제규정만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둘째, 긴급감청을 시도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390) 이 방법에는

감청에 요구되는 ‘현재성’을 영장발부시점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해석이

전제된 것으로 보이나,391) 그 ‘현재성’의 파악은 문언 해석상 감청의 대

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 완료시점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게다가

설령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현행법 제8조에 근거한 긴급감청이 요구하고

있는 ‘긴급한 상황’392)과 ‘긴급한 사유’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393) 지금까지 사전 감청영장을 받아오던 사건 전부를 긴급감청

으로 대체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미봉책(彌縫策)에 그칠만한 방법이다.

셋째, 수사기관이 직접 실시간 감청장비를 구비하고 집행에 나서는 경

우다. 실제로 2005년 국가정보원이 개발한 감청장비를 통해 불법도청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비록 이 장비들이 폐기되었다고는 하나 전문가의

견해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직접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개발하는 것이 어

렵지 않다고 한다. 이 방법은 해석상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자체로 수사기관에 의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감청의 주체와 감청

설비의 보유의 주체의 분리라는 세계적인 경향과 맞지 않고,394) 이러한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법무부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395)

390) 2014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러한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감청 영장 강제 집행?…김진태 총장 '밀어붙이기'

논란”, 연합뉴스TV, 2014.10.24).

391)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긴급감청을 시도하고 며칠 뒤에 자료를 넘겨받으면서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발부시점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감청’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392)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

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393) 실제로 제3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과거에 많이 행하여졌으나, 그 요건의 강화

로 급격히 감소한 이후 최근 4년 동안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394) 강태수, 앞의 논문, 312면.

395) 김성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통신비밀보호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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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의무를 부과하

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하는 방

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제19

대 국회에 서상기 의원안이 올라와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유선전

화에서 이동전화로의 기능이 대체되고 있는 통신환경의 변화에서 이동전

화에 대한 감청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따라

서 향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입법을 고려해

야하는데, 현재 수사기관의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의 운용이 수사의 편

의성에 치우쳐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느슨한 통제와 서상기 의원안 자

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한다면 곧바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켜

서는 안 될 것이다.

라.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기본권보호 문제

앞서 논의한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관행은 해석

상의 문제로 법원이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직접 감청장비를 구비하고 집행에 나서거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

비를 구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음성통화는 물론

문자메시지, 모바일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등 다양한 통신기능을 포함하

고 있는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에 있어서 제3자의 사생활 정보가 포함된

통신내용에 대한 감청을 수사의 필요성을 위해서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논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제2조 제3호의 ‘전기통신’의 개념

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율되고 있어, 대부분의 통신수단과 기능을 포섭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성격이 다양한 전기통신들이

모두 같은 감청절차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에 대

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자료, 2007,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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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진복 의원안 검토

이에 관해서는 이동통신사의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카카오톡’을 통하여

주고받는 메시지로 대체되고 현실에서 사생활 침해 및 통신비밀 보호의

취지로 19대 국회에 제출된 이진복 의원의 개정안396)이 있다. 현재 7일

내지 10일 정도 저장되고 있는 ‘카카오톡’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 개정안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는 서비스(디지털콘

텐츠를 통한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문자메시지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397)

이 개정안은 그 문자메시지 자체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위해 수사의 필요성에 의한 기본권제한을 최소화하는 방

향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실시간 감청의 필요성만 높여주는 결

과를 낳을 수 있다. 개정안 내용대로라면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의 통신

내용을 실시간 감청에 의하지 않고는 확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제1절에서 살펴본 대로, 모바일 메신저는 통신상대방이 무한정 늘어나

는 것도 가능하여 제3자의 사생활침해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반면, 그 저

장적 성격으로 인해 실시간 감청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약한 특성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포괄적으로 규정된 전기통신의 개념상 불가

피하게 음성통화 등과 함께 규율되지만, 이에 관한 절차는 별도로 규율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컨대, 그 절차에 있어서 청구서나 허가

서에 대상과 범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거나, 관련 없는 사람들

이 다수거나, 일정 수 이상의 대화방이면 열어보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396) 2013. 4. 1. 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343)

397) 이에 대하여 전파적 수단에 의한 문자메시지 저장 자체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는 이미 이루어진 전기통신에 대하여는 압수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이 있다(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2013.12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중호의 검토보고, 국회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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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인터넷 패킷감청의 허용문제

1. 패킷감청의 의의와 실태

가. 개념

문제가 되고 있는 패킷감청은 패킷의 전송로인 인터넷 회선 자체에 대

하여 그 내용을 엿보거나 가로채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전달 과정을 살펴보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먼저 각각의 파

일은 패킷(packet)이라는 단위로 잘게 쪼개진 상태로 인터넷회선을 통하

여 전기신호로 송신된다. 송신된 전기신호는 이를 받아보는 컴퓨터가 해

당 패킷을 재구성해 화면에 다시 구현하게 되는 것인데, 패킷감청은 이

러한 패킷을 제3자가 중간에 가로챔으로써 같은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여

다보는 것이다.

패킷은 헤더(Header)와 데이터 영역(Data Field)으로 구분할 수 있

다.398) 패킷의 헤더부분은 단지 네트워크 주소 등만 기록되어 일종의 길

안내 역할만 있기 때문에 비교적 보호의 필요성이 덜한 자료인 반면, 데

이터부분은 통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사기관이 지득하는

행위는 헌법상 엄격하게 보장되고 있는 통신비밀의 불가침성 및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399)

한편, 패킷 감청의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Shallow Packet

Inspection(이하 ‘SPI’)과 Deep Packet Inspection(이하 ‘DPI’)이 그것이다.

SPI 기술은 오랜 시간 사용되어 온 전형적인 네트워크 기술로서 주로

네트워크 방화벽(Firewall) 시스템 등 컴퓨터의 정보 보안을 위해 사용되

398)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399) 권양섭, “인터넷 패킷감청의 허용가능성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39집, 2010.

8, 184면. 헤더부분은 기본적인 프로토콜 정보인 출발지 주소(Source Address)와

목적지 주소(Destination Address) 등이 기록되어 이를 통해 IP주소나 낮은 수준

의 네트워킹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지만, 패킷의 데이터 부분에는 소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Identity of the Source Application)와 통신내용이 기

록되기 때문이다(오길영, 앞의 논문(2), 4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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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술이며, DPI 기술은 데이터 영역까지 살펴보는 검사를 말한다.400).

SPI 기술은 앞서 언급한 헤더(Header) 부분만을 검사하기 때문에 법률

적 의미의 감청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다. 결국 새로이 개발된

DPI 기술이 논란의 핵심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DPI 기술에

의한 감청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나. DPI 기술의 원리

수사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DPI 기술은 크게 두 가지 방법401)을 생각

해 볼 수 있는데, 먼저 하나는 패킷자체를 포괄적으로 가로채고 감청기

관의 컴퓨터상에서 DPI 감청하고 이것이 끝나면 패킷을 전송 중이던 회

선으로 흘려보내는 방법이 있다. 문제는 DPI 감청과정은 DPI 프로그램

이 당해 패킷을 읽어 들이면서 노트북의 메모리나 임시폴더에 저장하게

되는 것이고, DPI가 끝나면 원본은 원래 회선으로 돌려보내고 메모리나

임시폴더에 남아있는 복사본은 삭제함에도 결국 이 방식의 본질은 복사

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원본과 동일한 복사본을 즉시 만드는 것이다. 원본은 원

래 인터넷 회선으로 보내고 복사본을 수사기관의 노트북 메모리나 하드

디스크로 옮긴 후 천천히 DPI 감청을 하는 방법이다. 수사기관의 노트북

에는 일단 복사된 패킷 상태의 조각들이 들어왔다가 열람하는 순간 재조

합되는 것이다. 이는 컴퓨터 사용자의 하드디스크에 있는 메일파일을 수

사기관의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복사한 행위와 같게 된다.

다. 특성

인터넷 회선을 대상으로 한 패킷감청을 허용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논

란은 결국 다음과 같은 해당 패킷감청의 기술적인 특성에서 비롯된다.

첫째, 감청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보통 인터넷 회선을 각 개인 컴

400) 오길영, 앞의 논문(2), 411면.

401) 오길영, 앞의 논문(2), 418-4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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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의 랜카드(LAN card)에 연결하여 사용하겠지만, 직장에서는 공유기

등을 통해 다수인이 해당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일반 가정에서는 한대의 컴퓨터를 가족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패킷

감청은 감청 대상자가 아닌 제3자의 인터넷 통신 내용을 감청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지금 전송되는 패

킷이 감청 대상자의 행위에 의해 송수신되는 것인지 감청을 집행하는 수

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알기 어렵다.402)

둘째, 감청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 패킷감청을 이용하면 감청 대상

자가 인터넷을 통해 접속한 사이트 주소, 전송하거나 수신한 이메일이나

게시물, 해당 인터넷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 등을 모두 볼 수 있다. 또

한 사용자가 인터넷 전화(VoIP)나 IPTV403) 등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 또

한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패킷 상태의 조각난 데이터로 전달되므로 감청

이 가능하다.404) 즉, 감청의 대상이 된 인터넷 회선을 통해 지나가는 모

든 통신의 내용이 사실상 감청의 범위에 들어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다.405) 이는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범죄와 관련된 통신내용만을 담고

있는 패킷만을 추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패킷감청의 특성으로 일반적인 감청에 대한 통제와 같

은 방식으로는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령 법원이 감청허가서에 범

죄와의 관련성으로 대상자와 대상물을 특정하여도 수사기관이 막상 감청

집행에 들어가면 감청허가서를 준수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를 수사기관의 의지로 해결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라. 실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해당 패킷감청은 그 존재여부에 대한 논

402) 장여경, 앞의 글, 72면.

403)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

404) 오길영, 앞의 논문(2), 420면.

405) 인터넷 뱅킹의 경우는 암호화 되어 전송되기 때문에 별도의 암호해독절차가 필

요하다(권양섭, 앞의 논문, 1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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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찰 경찰 국정원

군

수사기관

등

합계

문

서

전화

번호

문

서

전화

번호

문

서

전화

번호

문

서

전화

번호

문

서

전화

번호

’10년 1 3 156 192 538 1,269 28 37 723 1,501

’11년 146 203 270 1,579 30 33 446 1,815

’12년 63 101 188 1,535 14 18 265 1,654

’13년 59 81 334 1,798 8 8 401 1,887

란만 있었을 뿐, 수사기관이 문제의 패킷감청을 시도한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아 본격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이

다.406) 그렇다면 패킷감청이 현재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

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4년간의 패킷감청 협조현황을 보면, 아

래의 <표-10>과 같다.

<표-10> 최근 4년간 인터넷 패킷감청 협조의뢰 현황407)

위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이루어진 전체 인터넷 패킷감청은 1887

건(이메일, 전화번호 등)이다. 이 중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1798 건

(95.3%)을 국정원이 수행했다는 점이며,408) 이는 2010년(1269 건) 대비

42%나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경찰은 192건에서 81건, 군 수사기관

등 기타기관은 37건에서 8건으로 줄었다. 또한 감청설비 인가현황409)에

따르면, 2005년까지 총 9대에 불과하던 패킷감청 설비는 10년만인 올해

4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165호 사건(이른바 ‘실천연대 사건’)의 재판과정에

서 국가정보원이 패킷감청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에 관한 논란이 증폭

되고 있다.

407) 2014년 10월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의

원이 공개한 최근 4년간 인터넷 패킷감청 협조의뢰 현황(미래창조과학부 자료).

‘문서’는 영장이나 요청서, ‘전화번호’는 IP, ID자료 포함. ‘군수사기관 등’에 군 수

사기관,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가 포함된다.

408)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국정원의 감청활용 현황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409) 2014. 10. 1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

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감청설비 인가 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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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무려 80대까지 늘어나, 패킷감청에 대한 검토가 시급한 상황이

다.

2. 헌법상 허용가능여부

패킷감청은 앞서 지적한 특성에 따른 집행 상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410)가 있으며, 또한 실제로 패킷

감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상태다. 따라서 별도의 헌법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 인터넷 환경에서의 ‘통신비밀’

인터넷이란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집단을 서로 연결한

거대한 네트워크”, 즉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s)"로

정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통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규제가 자

칫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411) 즉, 오늘날 같이 인터

넷의 활용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통신의 자유는 통신행위

와 표현행위를 포괄하는 양면성을 가진 성격의 것이며, 이러한 표현행위

는 의사형성과정과도 관련이 있어 양심의 자유·사상의 자유와도 관련 있

는 것이다.412)

410) 오동석, “패킷감청의 헌법적 문제점”, 패킷감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

론회, 국회의원 우윤근·박영선·변재일·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 2010.2.1, 18-23면.

패킷감청은 감청대상자와 무관한 제3자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감청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까지 무제한적으로 감청함으로써 헌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일반허가이며, 동시에 헌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포괄

허가라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한다. 따

라서 헌법 제18조의 문언으로부터 패킷감청과 그에 대한 허가는 허용되지 않는

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선별하여 감청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하지 않

는 한 패킷감청은 헌법상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권력

분립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연좌제 등의 위배를 지적하고 있다.

411) 성낙인, 앞의 책, 655면.

412) 권영성, 앞의 책, 4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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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권 제한과 한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청에 관해서는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

신의 자유,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관련되는데,

인터넷 패킷감청도 이와 같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다. 하지만 통신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므로 헌법 37조 2항에

의해 필요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413) 다만 그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통신비밀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대표적인 법률이 통신비밀보호법이고,

이에 근거해서 패킷감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패킷감청의 위헌성

판단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검토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동법

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원의 허가와 수사기관의 집행 및 그 근거규정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된 상태다.

다. 헌법소원심판 청구(2011헌마165)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2008. 1. 28.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등) 혐의로 체포되

어, 2008. 2. 22.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청구

인의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의 상고에 의하여

대법원에 계속 중에 있었다.

이 가운데 피청구인 국가정보원은 2011. 2. 15.과 같은 달 17. 두 차례

에 걸쳐 청구인을 불러 2007년 고교 교사 재직 당시 남북정상회담 합의

문의 내용 등을 묻는 문항을 포함한 도덕과목 기말시험 출제 경위 등을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2010. 12. 28.부터 2011. 2. 27.까

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서를 받아 청구인의 명의로 가입 사

용 중인 서울 종로구 낙원동 OOO 사무실에서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413)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44 결정;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

헌마398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71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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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인터넷 전용회선에 관하여 감청 및 출

력 인도, 착 발신지(아이피 로그기록) 추적, 그리고 인터넷전화에 관하여

국내외 착 발신 통화내역(역추적 포함) 감청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제한

조치를 집행하고, 우편물 검열과 대화녹음 및 청취 등의 수사를 한 사실

이 드러났다.

(2) 청구이유의 요지

심판대상으로는 ① 패킷감청의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의

필요성만을 심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들어 패킷감청에 대

한 법원의 허가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② 패킷감청을 통해 확보하

는 정보의 양은 수사의 필요성을 뛰어넘어, 법원의 허가와 별도로 그 집

행행위에도 패킷감청의 위헌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피청구인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③ 패킷감청의

근거규정으로 활용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2009. 11. 2. 일부개정 된

법률 제9819호의 것) 제2조 제7호, 제5조 제2항, 제6조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상과 범위의 특정이 어려워 포괄금지원칙이나

일반금지원칙이 지켜질 수 없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반하

고,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로 확대 해석되고 있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반되고,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

한다고 한다는 점을 이유로 2011년 3월 29일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

다.

라. 소결

미국에서는 Katz v. United States 판결414)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

리적인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라는 개념을 정립하였다.

414) Katz v. United States, 389 U.S. 347(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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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사안415)에서 연방대법원은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통화하는 경우

는 자신의 통화내용을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는 어렵다

고 보아 사안의 감청행위는 영장 없이 진행되었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416) 물론 이 판결에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의

심사는 영장이 필요한 경우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만, 기대되는 프

라이버시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법원이 적극적으

로 심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 점을 바탕으로 인터넷 회선에 대한 패킷감청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검토하면, 인터넷상 소수의 상대방과의 채팅, 비밀스러운 인터넷 동호회

활동 등은 어느 누구에도 이러한 사생활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는 충만한 것이다. 특히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입력한 검색어, 인터넷

비공개 다이어리 작성 등 일부활동은 지극히 내밀한 부분으로서 이를 엿

보는 것은 사실상 다른 사람의 ‘머리’ 속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영역까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사생활 비밀의 침해 정도에 따른 적극적인

사법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감청의 기간연장 규정에 관한 결정417)에서는 이러

한 심사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 결정에서는 “수사와 전혀 관계없

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할 우려”와 나아가 피의자뿐만

아니라 “그들과 전자적 방식으로 접촉한 제3자의 수사와 관련 없는 내밀

한 사생활의 비밀도 침해당할 우려” 등을 고려하고 있다. 패킷감청에 대

한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이러한 고려를 기대해 본다.

3.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검토

최근 패킷감청의 허용과 한계에 관한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

415) 미국 FBI 요원이 영장 없이 공중전화부스의 외벽에 감청장치를 설치하고 전화

내용을 감청한 사안이다.

416) 박경신, 앞의 논문, 121면.

417) 2010. 12. 28. 선고 2009헌가3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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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7455 판결이 있는 바, 이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고 패킷감청에 관한 현

행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쟁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가.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1) 사실관계의 요지418)

수사기관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이라고 한다) 남측본부

사무실에 설치된 공소외 OO주식회사 등의 인터넷 전용선에 대한 감청

및 착·발신지 추적(IP 추적 포함)을 통해 패킷 감청을 하였고, 이에 검사

는 피고인들이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단체’에 가입하고, 상호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거나, 반국

가단체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며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

작·반포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다.419) 이에 대한

제1심 판결420)을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인터넷 전용선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도 통신비밀

보호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전기통신’에 포함되므로 통신제한조치의 요

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용선(패킷)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도 허용

되는 점, ② 패킷감청의 경우 특정 전자우편이나 회원제정보서비스 등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것에 비하여는 다소 포괄적 집행이 이루어

질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수사기관에서 대상자가 이용하는 전자우편

을 사전에 모두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고 특히 타인 명의로 가입한 전자

418) 정관영 변호사(법무법인(유) 정률)가 제공한 판례; 대한변협신문, “[주요판례]패

킷(packet) 감청 허용의 한계”, 2014.10.13.

419)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패킷감청’은 감청대상자와 무관한 제3자의 통신내용

이나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까지 무제한적으로 감청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피고인들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패킷 감청을 통하

여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4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09고합731 판결. 피고인들은 항소하였

으나, 원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6. 8. 선고 2012노82 판결)도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이에 이 사건은 상고심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볼드체: 필자 강조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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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이나 외국에 서버를 둔 전자우편이나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조직의

전자우편을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가 사실상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실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패킷감청의 경우

대상자와 무관한 제3자의 통신내용이나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

도 감청될 우려가 있으나, 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전화나 팩스

에 대한 감청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위와 같은 이유만으

로 패킷감청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문제는 법원

이 인터넷 전용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통신

제한조치의 필요성과 그 소명 정도 및 그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를 비교형량하여 신중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그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수사기

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인터넷 전용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판결의 요지

피고인들의 ‘패킷 감청’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전기통신’에 해당하므로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을 중간에 확보하

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 감청’도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

이고, 이는 패킷 감청의 특성상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이나 제3자

의 통신내용도 감청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나. 쟁점의 검토

(1) 패킷도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의 ‘전기통신’에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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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의 ‘전기통신’의 개념은 헌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개념인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쌍방향적인 의사

소통’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421) 구체적으로 “전화·전자우편·회

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

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

법재판소는 이 조항의 ‘전기통신’의 개념이 현대적 통신수단을 망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422)

‘패킷’이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의 전송단위

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우편이나 실시간 대화 같은 헌법 제18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통신’의 개념인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쌍방향적인 의사소

통’에 해당됨이 분명하나, ‘패킷’을 통한 데이터 전송이 모두 이에 해당되

는 것은 아닐 것이다. 비공개를 전제로 하지 않거나, 쌍방향적이지 않은

데이터 전송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통신’의 개념에 해당되

는 ‘패킷’을 통한 데이터 전송인 경우, 무선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문

언 등의 데이터가 패킷이라는 단위로 송·수신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법

제2조 제3호에도 포함된다. 즉,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패킷도 전기통신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2012도7455 판결에서는 이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2) 패킷감청 허용여부 및 한계

일반적인 감청과 패킷감청은 ‘범위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인

면에서는 다르지 않은 점, 통신환경의 변화와 수사의 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실체진실의 발견과 적정절차라는 형사소송의 이

념이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

다는 견해423)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

421)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2000헌바25 결정.

422)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85 결정.

423) 권양섭, 앞의 논문, 1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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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과정에서 수사대상자 외의 자가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이 지득·채록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는 전화감청도 마찬가지이므로 집행

상 유의할 부분일 뿐 허용된다는 견해424)도 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에서는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전기통신’에 해당하므로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을 중간에 확보하

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 감청’도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수사기관의 패킷 감청을 허용하였다. 다만, 대상판결

은 패킷 감청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지 즉, 그 한계에 대해서는 원

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외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

다.

하지만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대상자와 무관한 제3자의 통신내용

이나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도 감청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서, 2012도7455 판결과 허용에 찬성하는 견해의 주된 논거가 “정도의 차

이만 있을 뿐” 전화나 팩스에 대한 감청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정도’의 차이가 용인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면 이러한 판례

의 태도가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3)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

현행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는 감청이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

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3조 제2항이다. 이에 대해서는 패

킷감청은 인터넷 통신내용이 대상자 서버에 저장되므로 압수·수색영장으

로도 통신내용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동법 제3조 제2항 위반이

라는 견해425)가 있다. 인터넷 통신은 그 특성상 통신내용의 휘발성이 약

4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윤상호 검사가 작성한 “검찰 의견서”(2009.10.14); 오동석,

앞의 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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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면, 제3자의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더 크다는 점, 패킷감청이 국정

원에 의해 주로 사용된다는 점426)을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수사기관은 “각 피의자별 또는 피내사자별로” 감청을 청구하도

록 하고 있는 동법 제6조 제1항이다. 여기서 “각 피의자별 또는 피내사

자별로”라는 문구는 제6차 개정을 통해서 추가되었으며, 감청 대상자를

특정하여 통신비밀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었다. 감청

의 대상자를 현행법 제6조 제1항의 문언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로

만 한정할 것은 아니나,427) 판례428)도 감청허가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

에 대한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판결의 취지는 혐의자와

관련 없는 제3자에 대한 감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패킷감청은 이러한 입법의 의도와 판례의 태도에

반하는 문제가 생긴다.

셋째, 감청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 및 집행 장소와 방법을 기

재하여 특정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6조 제4항(청구서)과 제6

항(허가서)이다. 이 규정들도 제6차 개정을 통해서 ‘집행장소’와 ‘방법’이

추가된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감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패킷감

청은 그 범위를 특정하여 청구하거나 허가되어도, 막상 특정하여 집행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이러한 법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는 것이

다.

4. 이정현 의원안에 대한 검토

패킷감청의 허용을 인정한 판례는 대상자와 무관한 제3자의 통신내용

이나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도 감청될 우려가 있으나, 이는 “정도

의 차이만 있을 뿐” 전화나 팩스에 대한 감청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425) 오동석, “패킷감청의 헌법적 문제점”, 패킷감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

론회, 국회의원 우윤근ㆍ박영선ㆍ변재일ㆍ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 2010.2.1, 23면.

426) 이에 관한 문제점은 이미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427) 김형준, 앞의 논문, 223면.

428)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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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패킷감청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수사의 필요성과 통신 비밀에 대한 침해를 비교·형량 하여야 한

다고 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패킷감청의 문제는 결국 기술적 특

성에 따른 집행상의 어려움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에 대한 실질

적인 심사를 하고 있지 않는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수사기관이 통신비밀

보호법의 요건을 갖추고 청구한 인터넷 패킷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

서를 패킷감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전 제18대 국회에서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개정안429)이 있다. 동법 제6조 제6항에는 감청허가서에는 감청의 종류·

그 목적·대상·범위·기간 및 집행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개정안에서는 “인터넷 회선에 대한 감청의

허가서에는 전자우편의 내용, 접속한 인터넷홈페이지의 주소, 인터넷홈페

이지의 게시판 또는 대화방 등에서 게시한 의견, 검색한 정보목록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후단 신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허가서에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하는 방식은 법

원의 통제만으로도 해결가능한 수준의 규율로 보이므로, 이보다는 패킷

감청의 요건, 절차, 범위, 방법, 기간 등을 별도로 법제화하도록 하는 방

향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으로도 통신비밀의 합리적인 보호

가 어렵다면, 피감청자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만한 기술개

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은 패킷감청에 의한 수사방식을 포기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수사방식의 저지로는 독일의 경우430)를 참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429) 2009. 12. 11.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6976).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430)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조a 제4항에서는 감청으로 인하여 “사적인 생활형성의

핵심영역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만을 획득할 수 있을 뿐이라고 추정할만

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때에는 그러한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

다; 독일 형사소송법(한글 번역본), 법무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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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

감청제도에 관한 규율은 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새로운 문제

점에 직면해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최근 '카카오톡' 논란과 인터

넷 패킷감청 문제이다. 하지만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정당시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로, 통신비밀의 합리적 보호를 위한 새로운 대응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새로운 대응방안은 입법의 방향에 있

어서 최신 통신매체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카카오톡(Kakaotalk)' 논란은 결국 중요한 것은 새

로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현행법의 입법

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규정을 마련하는 등 범죄와 관련 없는

제3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패킷감청은

특히 감청의 집행단계에서 대상과 범위의 특정에 기술적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경우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에 심각한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기술적 또는 입법적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다면,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 154 -

제 6 장 결 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감청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보고 현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감청제도와 운용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쟁점과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쟁점을 검토하였다.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허가요건에 관해서는, ‘범죄혐의’ 요건에서 범죄의 ‘계획’을 예비·음

모가 처벌되는 경우로, ‘보충성’ 요건에서는 ‘현저히’ 어려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당 감청으로 범죄혐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을 요구하는 것도 타당한 방안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요

건강화는 해석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기도 하다. 그리고 허가절차에 있

어서는, 각 문언에서 ‘피내사자’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서와 허

가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안도 긍정할 수 있다. 하지만 관할법

원에서 공범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것과 법원의 청구기각 사실의 통

지를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감청기간의 연장에 관해서는, 법운용자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

한의 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감청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3. 과거에는 긴급감청의 남용이 심각하였지만, 현재는 긴급감청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근래에 이루어진 경우를 살펴봐도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그 남용에

대한 우려로 긴급감청을 폐지하는 안은 지나친 발상으로 생각된다. 다만,

긴급감청이 단시간 내에 종료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재긴급감청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긴급감청으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도

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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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행에 관한 통지제도는, 우선 통지의 대상에 관해서 현재 ‘전기통

신의 가입자’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대상자’로 개정되어야 하며, 통지의

대상으로 ‘통신상대방’을 추가할 것은 아니다. 또한 통지제도의 실익을

고려하면 통지의 시기를 감청의 ‘종료시점’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통지유예 제도를 삭제하는 것보다는 사법통제를 받도록 하고, 통지

유예의 한계규정을 신설하여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요청은 그 성질상 감청에 준하여 규정할 것

은 아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요건강화로서 통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강화는 수사의 필요성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의 혐의요건과 ‘관련성’ 요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를 감청장비까지 구비하도록 구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안은 결국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문제이고, 그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 편의성에

치우쳐 운용되고 있는 감청제도의 현실과 개정안 자체에 내포된 전기통

신사업자의 범위문제, 이행강제금의 부과 주체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이

러한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7. 불법감청의 결과물을 공개 또는 누설한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조각

사유를 신설할 것인지는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되나, 이를 도입하는 경우

‘범죄행위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통신비밀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진실한 사실일 것’, ‘공

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

어질 것’ 등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카카오톡’ 논란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대법원의 입장과 제9조에

따른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해석상 문제점이었으나, 이는 표면상의 문

제이고, 결국 새로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

제라고 본다. 해석상의 문제는 동법 제2조 제7호의 감청의 정의규정에

주목하여 위법한 수사관행이라고 보고, 법원은 더 이상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문제는 동시에 통신할 수 있는 상대방 증가에 따른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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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침해의 범위가 증가하는 반면, 실시간 감시의 필요성이 약화되는 최

근 통신매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통신

수단의 감청에는 동법 제6조의 절차규정에서 청구서나 허가서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 등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9. 패킷감청은 기술적 특성상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고, 그 범위를 특

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은 허용된다고 판시하

였다. 판례나 검찰의견서 및 패킷감청을 허용하는 입장의 공통된 근거는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사생활의 문제는 다른 통신매체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크므로 달리보아야 한다. 물론 광범위

한 ‘전기통신’의 개념규정으로 모두 함께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 상 법원

의 문제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결국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제6조 절차규정의 개정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기술

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패킷감청 남용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규정

을 마련하여 수사기관의 패킷감청을 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들은 전반적으로 감청제도

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통신비밀의 불

가침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는 이러한 입법적인

조치 외에도 감청제도의 운용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감청의 허가요건

이 입법적으로 일반 압수·수색 영장에 비해 더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 운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되어 왔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기관의 통신비밀의 보

호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드러난 잔

존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연구와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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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ssues and Revisional Di rections of

The Communications Secrets Protection Act

Heo, Won Jin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ance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provision

of new communication techniques were like a double-edged sword.

They enabled communication with those far away, but at the same

time, massively produced crimes using them. Though investigation

authorities began to use wiretapping as a technical investigation

method to curb such crimes, national institutes fascinated by secrecy

of wiretapping were given to illegal activities using it. Since

restrictions on this, however, do not have their ground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e right to communication secrecy, a basic

right of the Constitution, is far from being protected. As a legislative

measure for this normative request, Communications Secrets Protection

Act [CSPA] was legislated on 12. 27. 1993 but due to problems

underlying the law, it has been revised about 20 times until 2014.

Despite all these revisions of it, requests for revising the CSPA are

still ongoing, and are also facing new challenges following rapid

changes in communication environment.

This study looked into legislative bills submitted to the current

19th National Assembly that will revise all or parts of the CSPA, and



- 164 -

classified/reviewed the 7 major controversial issues; reinforcement of

permission requirements & procedures, restriction on the total

extension period for wiretapping, nullification of emergent wiretapping,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system, request for provision of

location information tracking data, telecommunication carrier's

mandatory furnishing with wiretapping equipment, and new

establishment of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on divulging

conversation content. Also, it explained new problems that may arise

pursuant to changes in communication environments, the recent

'Kakaotalk' dispute that erupted these issues, and the issue of

permitting packet wiretapping. After reviewing the above controversial

issues, the following revisional directions are presented.

First, with regard to the wiretapping itself, plans that reinforce

permiss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were generally desirable but

had some parts that can hardly be received into permission

procedures. Further, problems with emergent wiretapping should be

solved, not nullified. Also, with regard to notification system, it's

desirable to improve notification period, and notification deferment

system should improve its shortcomings rather than be cancelled.

Though not found in the revisional plans, regulations on notified

parties seem to need improvement.

Second, with regard to parts needing political judgement in addition

to the wiretapping system itself, plans that allow telecommunication

licensees to wiretap mobile phones on the condition of their

mandatory furnishing with wiretapping equipment are hard to be

accepted as they are. Besides, requests for provision of location

information tracking data can't be regulated to the level of

wiretapping. If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of behaviors

that divulge communication contents are newly established,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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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rable to take 'legality of acquisition,' 'truthfulness,' and 'grand

publicness,' as its requirements.

Third, new controversies pursuant to changes in communication

environment begin from characteristics of the recent communication

media. Since communication contents of these media are low in

volatility, the need for real time monitoring of them gets lower while

due to an increase in the parties with whom one can communicate,

threats to infringing upon privacy get rather higher. The recent

‘Kakaotalk' issue was superficially a matter of interpretation but

fundamentally, an issue whether wiretapping new communication

methods should be permitted or not, and protection of basic rights

infringed upon by this becomes an issue as well. These aspects

should be reflected in future legislation, and packet wiretapping is a

case of technical difficulties in specifying its objects and scope at its

execution stage. If those problems are not solved, packet wiretapping

should be suspended for the time being.

keywords : electronic communication, communications secret,

wiretapping, interception, Communications Secrets Protection

Act

Student Number : 2013-2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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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필자의 개정사안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요건) ① 통신제한조

치는 다음 각 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

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

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

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

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요건) ① ----------

------------------------계

획(해당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

비 또는 음모한 자를 처벌하는 경

우에 한한다)-----------------

---------------------------

------현저히 어려운 사실이 소

명되며, 해당 통신제한조치로 범

죄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절차) ① 검사(검찰관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

다.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절차) ①----------

---------------------------

---------------------------

---------------------------

--------------각 피의자별로-

---------------------------

---------------------------

-------.

② 사법경찰관(군 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

②-----------------------

---------------------------

<부 록> 필자의 개정사안(改政私案)431)

431) 검토한 부분에 한하여 반영하였다. 조항 신설과 삭제에 따른 단순한 문언변경

에 불과한 경우는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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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

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

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

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각 피의자별로---

---------------------------

---------------------------

---------------------------

---------------.

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

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

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청구

인에게 발부한다.

⑤ ----------------------

-----------------각 피의자별

로-------------------------

---------------------------

---------------------------

----------------.

⑥ 제5항의 허가서에는 통신제

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

기간 및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

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⑥---------------피의자의

성명, 피의사실의 요지, 죄명, 적

용법조,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통신수단, 통신제한조치의 종

류·그 목적·대상·범위·집행장소·방

법·기간 및 그 기간이 경과하면

통신제한조치를 하지 못하며 허가

서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을 기재하고, 허가서를 발부한 법

원의 담당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통신제한조

치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

건을 붙일 수 있다.

⑦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

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

⑦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

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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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

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

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

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

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

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 안에서 1회

에 한하여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

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신 설>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⑧ 긴급

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

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하지 못한다.

<신 설> ⑨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

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나 단시간 내에 종

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

기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⑨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 (현행과 같음)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검사는 제6조 제1

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

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6조

부터 제8조까지의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때에는 통신제한조치를 종

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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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

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

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

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삭 제>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

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2.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종류·방

법

3. 통신제한조치를 개시한 날짜

와 종료한 날짜

4. 허가서를 발부받은 날짜

5. 허가서에 기재된 죄명과 적

용법조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

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다

만,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

터 60일 이내에는 반드시 통지하

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유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지방검찰청검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서 삭제>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유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

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

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

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

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

는 사법경찰관은 수사(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

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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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

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

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에 한정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

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② ----------------------

---------------------------

------해당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통신자료제

공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

여 필요하고, 해당사건과 관련성

이 있다는 소명자료-----------

----------.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

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

다.

1. <삭 제>

2. <삭 제>

제16조(벌칙) ①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

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

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

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에 처한다.

<신 설> 제16조의2(벌칙) ① 제16조 제1항

의 행위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

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

설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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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행위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 범죄행위나 선량한 풍속 기

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방

법에 의하여 통신비밀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진실한 사실일 것

3.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

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부

득이하게 이루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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