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법학석사 학 논문

디지털 기록 증거채택에 대한 

헌법  고찰 

- 장주의를 심으로 -

2016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헌법 공

이 기 은



-ii-

디지털 기록 증거채택에 대한 

헌법  고찰

- 장주의를 심으로 -

지도교수  이  우  

이 논문을 법학석사 학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헌법 공

이  기  은

이기은의 석사 학 논문을 인 함

2016년   6월

원 장 (인)

부 원장 (인)

원 (인)



-i-

국문 록

국민 부분이 휴 폰 기본 연락수단으로 카카오톡을 활용하던

, 화내용이나 개인정보에 한 수사로 범 한 정보 유출

국가의 정보수집이 행해진다는 비 기사가 보도되었고,사생활의

유출을 우려한 많은 수가 사이버망명을 시도한 일이 있었다.조화로

운 국가 공동체의 구성에서 수사기 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안 한 사회를 이룩할 역할을 하게 되어 있지만,국가기 에 의한

사생활 련 정보의 수집에 한 우려로 범죄와 련 없는 시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것은,수사기 이 그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실패

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민국에서 디지털 정보와 련하

여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법원과 헌법재 소,지방법

원에서 최근의 단을 살펴보고 헌법합치 인지를 단하는 구체

기 을 생각해 보겠다.

그에 앞서 디지털 증거는 일반 인 유체물 형태의 증거와는 다른

속성을 갖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데,디지털 기록의 특성인

매체독립성,무체정보성, 문성, 량성 등을 살펴보고 이러서 이러

한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인 패킷 감청,서버에 한 수

사, 장매체에 한 수사 등의 모습을 보겠다.

정보 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기록의 형태로 생성, 송, 장

되는 정보가 비약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장치의 발달과 함께

차 방 한 정보의 장,유지비용은 어들고 있다.그로 인한 법

인 통제의 어려움은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함께 겪고 있는 문

제이고,이에 미국,독일,일본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에 응하는지

살펴 참고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의 재의 규정과 제정되던 당시의 모습,

개정논의를 장주의를 심으로 살펴 으로써 디지털 기록의 헌법

합치 증거채택에 있어 기 이 되는 ‘장주의’가 무엇인지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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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연구목

기술이 발 하면서 이메일1),휴 화,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생활에

깊숙이 자리를 잡았고,페이스북(Facebook),카카오톡(KakaoTalk)같은

새로운 SNS2)와 다음(Daum),네이버(Naver)같은 검색을 제공하는 포털

1)E-mail.이메일은 인터넷 는 기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주고받는 우편방식을

말한다.이메일은 즉시 송하거나 확인할 수 있고,여러 명에게 한꺼번에 발송할

수 있으며,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은 인스턴트 메신 와 비슷하다.다만

인스턴트 메신 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동시간에 속해야 통신이 이루어지지만,

이메일은 상 방의 속 유무와 상 없이 메시지를 보내거나 읽을 수 있다;IT

동아,“이메일”,네이버캐스트.; 자우편이라고도 부른다.

2)교호 네트워크 서비스(SocialNetwork Service) 는 교호 네트워크 사이트

(SocialNetworkSite)보다는 이제 약칭으로 더 많이 불리는 월드와이드웹 기반

의 서비스인 SNS…보다 이론 인 에서는 보이드와 엘리슨(Boyd& Ellison,

2008)의 정의가 표 인데,이들은 SNS를 "개인들로 하여 1)특정 시스템 내

에 자신의 신상 정보를 공개 는 공개 으로 구축하게 하고,2)그들이 연계

를 맺고 있는 다른 이용자들의 목록을 제시해 주며,나아가 3)이런 다른 이용자

들이 맺고 있는 연계망의 리스트,그리고 그 시스템 내의 다른 사람들이 맺고 있

는 연계망의 리스트를 둘러볼 수 있게 해주는 웹 기반의 서비스"라고 규정한다.

어떤 을 따르냐에 따라 정의는 각기 달라지지만,정의들에서 공통으로 지

되는 요소는 웹 사이트라는 온라인 공간, 인 계의 형성 유지, 계망의 구

조, 계망의 도,정보의 교류 등이라 할 수 있다.… SNS는 서비스마다 각기

다른 기능들이 구 되어 있어서 한마디로 SNS의 기능 특징을 규정하기란 쉽

지 않다(황유선,2012).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표 인 기능들을 추출할 수

있는데,최근 서비스들은 기능들이 유사하게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Boyd& Ellison,2008).SNS의 가장 표 인 기능은 신상 정보의 등록 공

개인데,구체 으로 이용자의 성별,연령,직업,문화 취향,이데올로기,종교 등

이 부 는 선택 으로 공시될 수 있다.… 컴퓨터를 매개로 한 사교 상호작

용의 역사는 … 컴퓨터 네트워크의 역사와 같이한다고 할 정도로 오래되었다.…

SNS의 폭발 인 성장은 2000년 이후로 … 2004년 서비스를 개시한 페이스북은

세계에서 가장 큰 SNS로 성장했다.2011년 재 순방문자를 기 으로 한 유율

을 보면,Facebook55.1%,Twitter11.7%,LinkedIn6.6% 등의 순이다.;멀티미디

어,“SNS”,커뮤니 이션북스(2013.2.25),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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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도 일상화되었다.이런 매체들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디지털 증거

들은 범죄의 진실을 밝히는 데에도 많은 발 을 가져왔다.그 지만 그

와 함께 수사를 하면서 수반될 수 있는 인권의 침해라는 면도 문제가 되

었다.

실제로 국민의 부분이 사용하던 휴 화 메신 앱인 카카오톡에

한 압수․수색 련 기사가 보도3)된 후,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범

하게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형성되었고,많은 수의 카카

오톡 이용자들은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앱을 사용하기 시작하기도

했다.앞선 기술력을 활용한 새로운 매체를 제공하는 것과,범죄 장에서

증거를 압수․수색하여 범죄인을 색출,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인간 활동

은,모두 인간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커다란 목 을 함께 나 다.그런데 이번 카카오톡 앱 사건이 불러

일으킨 국민들의 공포감을 미루어 보건 ,이 두 활동 사이의 정한 지

을 찾는 것에 실패했다는 의미라고도 보인다.

이런 문제 은 법원을 비롯하여 헌법재 소,검찰에서도 인식이 되었

고,법조계 뿐 아니라 디지털 포 식4)직역 등 각 분야에서 연구가 행해

지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새로운 시도들이 되고 있다.그런데

이 문제가 인권,그리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과 하게

련된 것임에도,형사법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에 비해 우리나라 헌

법을 심으로 하는 논의는 아직 많지 않은 것 같다.오히려 형사정책과

3)이와 련하여 다수의 기사들이 보도되었다.그 하나를 소개하겠다.;조동주/

신무경,“카카오톡,檢 감청요구에 응하기로”,동아닷컴뉴스 (2015.10.7.).

4)디지털 포 식은 디지털 소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보존,수집,증명,식별,분석,

해석,기록,제출하기 하여 과학 으로 이끌어내고 증명하는 방법(정교일,2010)

으로,디지털 증거에 한 과학 인 조사와 기술 기법뿐만 아니라 법수집증

거배제법칙과 법 차가 용되는 법과학의 분야이다.;정교일,“디지털 증거의

압수와 공 정에서의 제출방안”,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25호, 검찰청(2010.

4.),122-123; 승수,“형사 차상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증거능력에 한

연구”,서울 :서울 학교 학원(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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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 한 논의를 하는 에 외국의 헌법 이론 내지 례가 소개

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이에 장주의를 심으로

디지털 기록에 한 증거채택에 있어 한국의 헌법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연구방법 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형사법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되면서 구체

인 외국의 제도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등에 한 제안도 다소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논문에서는 헌법 인 측면에

서 고찰을 해보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의 범 는 헌법을

심으로 하기로 한다.연구의 주된 은 외국의 헌법과 입법배경이

아닌 우리나라의 헌법과 재 한국의 실정이다. 장주의를 살펴 에 있

어서도 외국의 입법과 제도의 연 을 필요에 따라 참고는 하겠지만,어

디까지나 우리나라 사정을 심에 두려 한다.

디지털 증거5)에는 여러 기기들에 장․ 송되는 여러 형태의 정보들

5)법률용어로는 ‘디지털’이라는 용어보다는 ‘자 ’이라는 용어가 보다 넓게 사용되

고 있고,그 정의를 보면 ‘디지털’과 ‘자’의 개념이 혼동되고 있다고 하는 논문

( 승수,2011),디지털 증거는 종종 ‘자증거’나 ‘자 증거’로 불리는 경우가

있으나 자 방식에는 디지털 방식 뿐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주8;카셋트 테이

나 비디오 테이 는 정보를 자 방식으로 장하나 그 표기방법은 아날로

그 방식이다)의 증거까지 포함되므로, 자증거는 디지털증거보다 외연이 더 넓

은 개념이나,차츰 디지털 방식의 정보가 종을 이루는 상에 비춰보면,디지털

증거 신 자증거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하는

논문(이숙연,2012),디지털정보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송·수신되거나

장된 정보로서 자문서,컴퓨터 로그램 작물 등을 통칭하는 개념인데 자

정보 는 산정보라고도 한다는 논문(이경렬,2009)등이 있다.; 승수,앞의

논문,11.;이숙연,“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2012재 자료 :형사법 실무연구 제

123집,법원도서 (2012),631.;이경렬,“디지털정보 련 증거의 압수·수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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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될 수 있지만,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법원과 헌법재 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증거들인 카카오톡과 같은 SNS정보,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 수집된 정보,이메일을 심으로 하여 살펴보겠다.

디지털 기록이 증거가 되기 해서 장에서 수집,분석,보 의 일련

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법정에서 증거채택여부를 단하는 때에도 법

수집증거가 아닌지,증거의 무결성과 동일성이 유지되었는지 등의 과정

을 통하여 증거능력을 따져보게 된다.이 과정들 사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여 살피는 논문들은 이미 여럿 존재6)하므로,이 논문에서

는 모든 경우를 망라하지는 않겠다. 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

고 있는 디지털 증거에 한 압수․수색 장의 집행방법,압수․수색

범 ,피압수자의 참여권,제3자의 서버에 한 압수․수색,통신비 보

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허가와 집행, 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을

심으로 살펴보고,디지털증거 문증거에 한 결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었지만 지 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경우에 있

어서는 사안을 언 하는 정도로 하겠다. 련 법규에 하여는 헌법과

함께 형사소송법,통신비 보호법과 기통신사업법은 상이 될 것이지

만,‘국민보호와 공공안 을 한 테러방지법’에서처럼 테러 험인물에

한 특별법은 이번 논문의 구체 고려 범 에는 넣지 않는 것으로 하

겠다.

의 도입방안 연구”,홍익법학 제13권 제3호(2012),488.이러한 모습에 비추어 이

논문에서는 자증거를 포함하여 디지털증거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6)이숙연,“형사소송에서의 디지털 증거의 취 과 증거능력”,박사학 논문:고려

학교 정보경 공학 문 학원(2011.2); 승수,“형사 차상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 증거능력에 한 연구”,서울:서울 학교 학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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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디지털 기록 증거채택

제 1 디지털 기록 증거

1.서론

디지털 기록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이

메일의 내용이나 휴 화의 통화,문자 내역,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가 작성하 는지에 한 개인 정보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된다.좀 더

구체 으로 디지털 기록이란 아날로그 식이 아닌,연속성에 응되는 의

미로 데이터를 끊어서 다루는 방식의 기록을 말한다.7)디지털 기록 정보

의 존재 형태는,컴퓨터,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 구 장되어

있을 수도 있고,디지털 기기가 켜진 동안 ROM상 일시 장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송된 정보나 송되었다는 기록 자체일 수도 있다.8)

이러한 디지털 기록들의 ‘증거’는,범죄를 입증하거나 혹은 무죄를 입

증하는 ‘증거가치가 있는 것’을 총칭한다.9)‘증거가치가 있는 디지털 기

록’으로 디지털 증거를 개념화하여 다양한 존재 형식의 디지털 기록들을

포 할 수 있다.문제는 실제로 이 증거들을 수사하고 증거가치가 있는

부분만을 찾아내어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에 있다.디지털 기록은 그

특성상 쉽게 변조할 수 있고,작은 크기의 장 장치에 방 한 양의 정

보를 장할 수 있으며,디지털기기에서 조작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7) 두산백과, “디지털”, 네이버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6177&cid=40942&categoryId=32828

8)이숙연,앞의 논문(2012재 자료),631-633.

9)이숙연,앞의 논문(2012재 자료),633-63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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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지 알 수 없다. 한 디지털기기에서 삭제된 정보를 복원하여 디

지털 기록 증거를 확보하거나 인터넷에 속한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처

럼 문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과거 정보 기술이 발

하기 유체물을 증거 상으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수사하던 때와는 상

황이 달라진 것이다.이는 디지털 기록에서 증거가치 있는 것을 특정하

기 해서 디지털 기록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하는

이유이다.다음에서는 항을 바꾸어 디지털 증거의 특성에 해 좀 더 자

세히 살펴보겠다.

2.디지털 증거의 특성

(1)매체독립성

디지털 증거는 그 증거를 처음 장했던 곳에서 다른 장매체로 옮

기더라도 그 내용은 변하지 않고,단지 장된 치만 변한 것이므로,디

지털 증거의 내용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어느 매체에 장되어 있더라

도 동일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10)디지털 증거는 ‘유체물’이 아니고 각종

디지털 매체에 장된 혹은 송 인 ‘정보’자체다.11)이와 같은 자증

거의 특성을 ‘매체독립성’이라고 한다.디지털 증거가 장되어 있는 ‘유

체물인 장매체’가 괴되거나 손상이 될 때,매체 안에 장되어 있었

던 디지털 증거도 어느 정도의 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데이터 값이

같다면 어떤 장매체에 장되더라도 그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디지

털증거와 물리 인 장매체는 분리된 개념으로 존재한다.12)

10)양근원,“형사 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한 연구”,경희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2006),22.

11) 원혜욱,“컴퓨터 련 증거의 증거조사와 증거능력”,수사연구,수사연구사

(20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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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성 때문에 디지털 기록 형태의 증거는 다른 매체에 복사

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 되어 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련된 여러

법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13) ,정보과학기술이 발 함에 따라

범죄정보의 은닉 기법의 발달과 함께 사용자가 정보를 삭제하는 경우에

도 데이터가 존재하면 정보의 내용 자체는 복구할 수 있기도 하다.14)다

만 이러한 경우에 문가의 개입을 둘러싸고 증거의 신뢰성이 문제된다.

(2)무체정보성

디지털 증거는 유체물이 아닌 정보 자체이기 때문에, 자 장매체에

장된 증거의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한 변환 차를 거쳐 모니터 화면에

나타내거나 린터를 통하여 인쇄된 형태로 출력되었을 때 사람의 육안

으로 인식하고,그 내용도 확인 할 수 있는 가시성과 가독성을 가지게

된다.15)이러한 자증거의 특성을 ‘무체정보성’혹은 ‘비가시성’·‘비가독

성’,‘잠재성’16)이라고 한다.17)

우리나라 증거법은 유체물인 물리 증거를 제로 규정되어 있어 디

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가능여부18)19),집행 차20)와 련하여 논란이 된

12)윤세교,“미국법상 자증거에 한 연구”,고려 학교 학원(2013.12),82.

13)양근원,앞의 논문,22.

14)양근원,“디지털 포 식과 법 문제 고찰”,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2호,한국형

사정책연구원(2006.6.),209-121.

15)정병곤,“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한 연구”,학 논문(박사)조선

학교 학원 :법학과(2012.2),8.

16) 이숙연,앞의 논문(박사학 논문),16.

17)일반 으로 디지털 증거 혹은 자 증거를 다루는 논문들은 무체정보성 혹은 비

가시성,비가독성의 용어로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개념화하고 있다.이에 하여

이숙연(박사학 논문)의 논문에서,비가시성이나 비가독성의 용어가 디지털 증거

의 특성을 일부만을 포함한다는 지 을 하고,잠재성(Latent)으로 개념화하는 것

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다.

18)형사소송법 [시행 2016.2.1.][법률 제13454호,2015.7.31.,일부개정 ](이하에서는

형사소송법이라고만 표기)제106조(압수)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

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단,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외로 한다.

<개정 20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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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비 집행 과정에서 그 상을 특정하

기 어렵고, 범죄사실과의 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21)

(3) 조,변조,삭제의 용이성

디지털 기록은 계속해서 편집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하나의 명령만으

로 삭제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일부러 조작하지 않더라도 자동 백

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소지자 는 보 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 물이 컴퓨터용디스크,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장매체

(이하 이 항에서 "정보 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 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다만,범 를 정하여 출력 는 복

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 을 달성하기에 히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정보 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신설 2011.7.18.>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신설 2011.7.18.>

조항에 블럭 표시는 이 논문의 자가 한 것이다.이하에서 블록이 있는 경우도 동

일하다.

조항을 보면,압수의 상을 ‘정보’자체가 아닌 ‘유체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이에 디지털 포 식 직역에서 ‘정보’를 압수 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실무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되고 있다.(김용호/이 성,“실무상 디지털증거의

장압수수색 문제 과 개선방안”,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17(11),한국정보통신학

회,2013.11.참조.)

19)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요건을 구체 으로 제시한 법원 2015.7.16.자 2011

모1839결정에 따라 서울 앙지방법원은 법원의 결정 취지를 충실히 구 하는

장 실무방안 마련을 해 2015.8.1.부터 새로운 ‘자정보 압수·수색 장 실

무’를 시행하 다.해당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이 ‘압수의 목 물이 컴

퓨터용디스크,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장매체’라고 규정하여 압수의 상과

련하여 논란이 있어온 에 해 장 별지 기재를 통해 ‘압수물 장매체

부분은 장된 범죄사실 련 자정보로 압수 상을 제한함’이라고 명시하여 디

지털증거 압수의 상이 무체정보임을 분명히 하 다.;박민우,“디지털증거 압

수·수색에서의 법 차”,고려 학교 학원:박사학 논문(2016),41.

20)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③ 법원은 압수의 목 물이 컴퓨터용디스크,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 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

는 기억된 정보의 범 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다만,

범 를 정하여 출력 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 을 달성하

기에 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 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조문으로,출력과 복제가 원칙이고, 외 으로 정보 장매체를 압수하게 되어있

다.

21) 승수,앞의 논문,1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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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시스템 등을 통하여 자동 으로 변환될 수 있 있으며,단순히 일을

열거나 다른 곳에 이동, 장하는 것만으로도 생성 정보 등이 변경22)될

수 있다. 한 온도,습도,충격, 자기 등 주변의 환경에 쉽게 향을

받아 장된 정보가 사라지거나 변경·변조 될 수 있다.23)

이런 특성으로 인해 증거인멸의 가능성,증거의 조작가능성에 한

비가 필요하고,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 해서 증거의 무결성이 지켜지

기 한 차에서 주의가 요구24)된다.

(4) 문성

디지털 증거는 수집하거나 분석하기 해 하드웨어·소 트웨어에

한 문 인 지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자증거의 특성을 ‘문성’이라고

한다.25)

변조가 용이하고 환경의 변화에 취약하다는 특성으로 증거에 하자가

없음에 한 확신을 확보하려면, 문 이고 특별한 증거의 수집과 보 ,

달방법이 요구되고,분석과 련해서는 삭제된 데이터의 복구나 방

한 데이터 에서 요 쟁 에 한 증명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찾아

내는 검색기술 등 문 인 기술이 필요하다.증거를 치 않게 취

하면,증거가 훼손되거나 무결성이 확보되지 않아 증거로서의 가치가 상

실될 수 있다.26)

22) 일을 단순히 열어보는 것만으로도 일 속성이 변경된다.

23)윤세교,앞의 논문,82-83.

24)무결성을 입증하기 해 차 으로 ①‘보 의 연속성(chainofcustody)’을 보

장하는 방법 ②원본을 이미징(imaging)한 복제본을 만드는 경우,원본의 해쉬

값(HashValue)과 복제본의 해쉬값(HashValue)을 산출하여 조하는 방법이 사용

된다.①의 방법으로,디스크 쓰기 방지 장치를 이용,②의 방법으로,사진 ,복사,

컴퓨터에서의 출력기록,정보표시,컴퓨터그래픽 등에 하여,해쉬 알고리즘으로

임의의 데이터로부터 짧은 ' 자 지문'을 만들어낸다.해쉬값(HashValue)은 데이

터를 해쉬 함수로 가공한 결과를 의미한다.;이숙연(앞의 논문,박사학 논문),정

병곤(앞의 논문),9.참조.

25)노명선,“ 자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한 몇 가지 검토”,형사법의 신동

향 제16호, 검찰청(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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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량성

디지털 증거는 방 한 분량의 정보를 작은 크기의 장 매체에 장

하는 기술로 인해 추가비용 발생에 한 염려 없이 자료를 쉽게 보 할

수 있다. 장된 정보들을 삭제하거나 폐기할 필요성도 거의 느끼지

못하게 되어 이 의 자료를 지우지 않고 계속해서 컴퓨터 하드 등의

장 매체 등 에 보 하게 되고,혹시 있을 만일의 비해서 백업 자료까

지 보존하여 두기도 하여27), 장된 정보량이 더욱 많아진다.이러한 특

성을 ‘량성’이라고 한다.

이 특성으로 인해 피압수·수색자에게 범죄의 련성이 있는 정보 뿐

아니라 련성이 없는 정보도 압수하게 되어 사생활 노출의 문제가 발생

하고, 이 게 압수·수색된 증거의 복제용이성으로 인해 피해의 확산

이 수반되기도 한다.28) ,기업의 경우에는 경 에 필수 인 정보,회계

자료 등이 혼재되어 장되어 있고,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서

버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매체나 시스템인 경우라도 특정인의 자료만을

추출하기 어려우며,이 게 혼재된 방 한 정보 속에서 필요한 증거만을

찾아내기 해서는 문가와 특수한 기계가 필요할 뿐 아니라,정보의

검색·추출·분석에 장시간의 시간과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된다.

(6)네트워크 련성

디지털 기록은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네트워크를 통해 시간과

공간,국경을 넘어 장· 송이 가능해졌다.따라서 증거가치 있는 자

정보를 증거로 수집하기 해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근해야 하는 경

26)윤세교,앞의 논문,83-84.

27)김도훈,“ 자증거에 한 민사소송법상 취 에 한 연구,연세 학교 학원 박

사학 논문(2007.12),80.

28)이경렬,앞의 논문,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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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발생하게 된다.이러한 특징을 ‘네트워크 련성’이라고 한다.29)

이 특성으로 인해,법집행의 할권30),작성자의 서명이나 자필의 확

인의 어려움, 장청구에서 장소 특정,원격지의 증거 채택 방법 등이 문

제로 거론된다.최근에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확산으로 제3자가

리하는 클라우드 서버에 장된 정보를 증거로 채택하기 한 논란31)

도 있다.

3.디지털 증거 특성으로 인한 문제

(1)디지털기록 유형

가.서설

디지털 기록은 에서 살펴본 특성들을 공유하고는 있지만 구체 인

기록의 종류를 살펴보면 각각의 특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고 이에 따

라 조사나 분석 방법도 상이해지기 때문에 유형별로 디지털 기록을 살펴

볼 필요가 생긴다.구분하는 기 에 따라 인간의 개입여부,정보의 존재

형태,증거가치의 정도32)등으로 구분하여 세분화하는 것이 가능한데,하

29)윤세교,앞의 논문,85-86.

30) 를 들어 외국에 본사와 메인시스템을 두고 세계 각 지사를 네트워크로 연결하

여 요 자료를 장･공유하는 회사의 데이터가 증거 자료로 제시되었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이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에 걸쳐 네트워크로 연결된 경우에

행 형사 차법이 할권의 근간을 토지 할을 바탕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할을 넘어서는 법집행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

하며 국가의 주권문제까지도 결부될 수 있다.; 명길,“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

거능력”,법학연구,제41권(2011),321.

31)2011.4월 검 디지털 포 식 검사와 수사 들이 기업 수사의 핵심인 서버 압

수좵수색이 가능한지를 장 확인하기 하여 KT 천안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CDC)를 방문하 다가 클라우드 서버에 하여‘압수수색 불가’라는 결론이 나오

자 난감해 하 다.(서울신문,2011.7.12.);양종모,“클라우드 컴퓨 환경에서의

자 증거압수·수색에 한 고찰”,홍익법학 제15권 제3호 (2014),3.

32) 문법칙의 용을 받는 ‘내용이 유죄의 증거’인 경우와,무결성과 동일성 만으

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유죄의 증거’인 경우로 나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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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디지털 기록이 여러 기 에 속할 수 있다. 를 들어 사람이 작성

한 이메일에 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정보가 수신자에 송되

어 수신자 측 장매체에 장되어 있는 경우,이 정보는 사람에 의해

장된 정보이자 네트워크 상 송 후의 정보,존재 자체가 유죄인 증거

에 속한다.다음에서 이러한 유형별 구분에 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

겠다.

나. 장매체에 장된 디지털 정보

① 사람이 의식 으로 장한 정보

디지털 정보 인간에 의하여 작성되고 인간이 디지털 형식으로 정

보를 장한다는 의식 인 개입을 한 정보이다.컴퓨터나 휴 폰 등 디

지털 기기를 통하여 작성된 정보 뿐 아니라,종이 에 수기로 작성하

지만 스캔의 방법으로 이미지 일이 되어 장된 경우도 있다.이 유형

은 다음에 살펴볼 인간의 개입 없이 만들어지는 디지털 정보에 비된

다.

② 컴퓨터에 의하여 생성된 정보(ComputerGeneratedInformation)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컴퓨터나 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 으로 만

들어지는 정보이다.컴퓨터시스템이나 웹사이트의 로그기록,차량·기기의

이동경로에 한 GPS 치정보, 자출입장치에 남겨진 출입자정보,교

통카드시스템에 남겨진 차량 탑승·하차 정보가 있다.33)

다.네트워크를 통해 송 인 정보

33)이숙연,앞의 논문(박사학 논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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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메신 등 통신서비스는 일반 으로 화통화방식과 달리 패

킷교환방식(packetswitchingsystem)을 사용하고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송한 정보는 많은 단계34)를 거쳐 도달하게 된다.이 통신 정보는 수신

자가 확인하기 에 ① 발신자의 원본 일이 패킷으로 분할되는 단계

(disassembly),② 교환기에 일시 으로 장되는 단계(storing),③ 다음

교환기 는 단말기로 재 송되는 단계(forwarding),④ 송 받은 패킷

을 재조합하는 단계(reassembly)로 진행된다.이 게 재조합된 디지털

정보는 수신자의 소환과 장35)을 통해 장매체에 기록되게 된다.

라.휘발성 증거(VolatileEvidence)

34)발신자에 의해 발송할 정보가 작성되고 그 정보는 발신자 수신자의 IP

address와 통신내용을 포함한 작은 패(packet)으로 분할된다.그런 다음 그 패킷

은 발신자의 컴퓨터로부터 근처 패킷교환기(switch)로 개별 으로 송되고 거기

서 일시 으로 장된 다음 최종 목 지 방향으로 다음 이용 가능한 교환기

(switch)로 송된다.다른 패킷들은 네트워크의 이용 상황 부하에 따라 네트

워크를 통해 다른 경로로 송될 수 있다.패킷들이 수신되자마자 패킷들은 원본

일과 정확히 같게 재조합된다.

35) 자우편의 송 로서 비교하면, 자우편 통신은 (1)송신자의 자우편 송신

→ (2)수신자 측 서비스제공자의 메일서버에 자우편의 임시 장 →(3)수신자

의 자우편 소환 → (4)수신자의 자우편의 종국 인 장 과정을 거치게 된

다.

제(1)단계와 제(3)단계는 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 기통

신”의 형태이다.따라서 정보통신의 제(1)단계와 제(3)단계의 디지털정보는 ‘통신

의 비 ’에 한 헌법 제18조의 보호를 받는 역에 해당한다.이러한 단계에 있

는 디지털정보의 검열 내지 디지털증거의 획득은 통신비 보호법상의 통신제한

조치에 의해야 할 것이다.

제(2)단계는 디지털정보가 인터넷서버의 가상공간에 임시로 장되어 있는 경우이

며,이 단계에 있는 범죄 련 디지털정보를 증거로 획득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무엇인지 문제된다.이는 일반 인 압수 ([형사소송법]제215조,제219조 제

106조)와 우체물의 압수(제215조,제219조 제107조)를 용할 것인지 아니면

통신비 보호법 제5조이하의 규정을 용할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4)수신자가 자우편을 자신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메일서버에서 소환하여 자

신의 지배 역에 종국 으로 장하는 제(4)단계에서는 특히,디지털증거의 압수

수색과 련하여 문제된다.최근에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서버의 용량이

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메일박스의 장용량도 크게 증가하여 통신 련 디지털

정보의 임시 보 장소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통신의 장기 인 보 소

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이경렬,앞의 논문,48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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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증거36)는 하드디스크 같은 장매체에 고정 으로 장된 것

이 아니라,특정 로그램이 실행될 때에만 일시 으로 메모리 는 임

시 일에 장되어 있다가 로그램이 종료되거나 하드웨어 장치의 원

이 꺼지면 사라지는 데이터를 말한다.37)

휘발성이 가장 높은 정보는 송 인 통신정보로,웹페이지를 다운

받는 과정을 로 들어보면 웹페이지의 내용은 장이 되지만 웹서버의

IP주소,통신 규약,통신 속도와 같은 네트워크 세부 정보는 곧 사라지는

휘발성 정보이다.운 체제가 계속 작동하거나 종료되면 사라지는 정보

도 그 정도는 덜 하지만 휘발성 정보에 속한다.여기에는 로그램

운 체제의 임시 일,메모리 임시 장 스왑(swap) 일, 린터 송

정보 풀(pool) 일,웹 속 기록,웹페이지 임시 장 일, 도우 시

스템의 지스트리(registry) 일,작동 내역 로그(log) 일 등이 있

다.38)

이러한 휘발성 정보는 동일한 상태를 지속 으로 유지할 수 없기 때

문에 출력·복제하여 압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왜냐하면

이러한 정보들은 그 정보가 사라지기 에 압수 장에서 신속히 수집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 장매체 자체를 압수하기 해서는 지속

인 원 공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증거수집 시에도 비교 장기간

장매체에 장되는 디지털증거보다 이처럼 증거의 소멸가능성이 높은

휘발성 증거부터 수집할 필요가 있다.39)

(2)디지털기록 증거채택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36)휘발성의 정도에 따라,휘발성 증거, 휘발성 증거,비휘발성 증거로 나 기도

한다.;정교일,앞의 논문,118-119.

37)정교일,앞의 논문,117.

38)정교일,앞의 논문,117-119.

39)박민우,앞의 논문,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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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패킷감청

패킷 감청은 디지털 정보가 송되는 때에 실시간으로 모든 내용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행해진다.인터넷을 통한 정보 달은 각각의 일

을 패킷(packet)이라는 단 로 쪼개어 송신한 뒤 이를 받아보는 컴퓨터

가 해당 패킷을 재구성해 이를 다시 화면에 구 하는 형태로 이루어40)

지는데,이 때 데이터 역 패킷41)의 내용을 간에 가로채 감청을 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타인의 행동을 보고 증거물로 남기기 해서는 장소 으로

도 목격할 수 있을 만한 곳에 있어야 하고 사진기 같은 기기를 통해야만

물리 인 증거를 남길 수 있었다.그러나 기술의 발 으로 패킷 감청이

가능해진 재에는 그 모든 제약 없이 네트 크로 연결된 어느 곳에서든

상 의 인터넷 속,웹사이트 방문,블로그 등에 남긴 ,이메일 내용

등을 그 로 볼 수 있게 되었다.이미 기술은 가능한 시 에 이르 고,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증거에 해 법 인 효력을 부여할 것인지 혹

은 이 수사 차상 헌성을 문제로 이 게 수집된 정보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볼 것인지의 문제만이 남은 것이다.

패킷 감청이 우리나라에서 문제된 것을 살펴보면,2011년 3월 29일 민

주사회를 한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참여연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40)오동석,“패킷감청의 헌법 문제 ”,「패킷감청의 문제 과 개선방안에 한

토론회」,국회의원 우윤근ㆍ박 선ㆍ변재일ㆍ민주당 정책 원회,2010.02.01.,15

면 참조,권양섭,“실태조사를 통해 본 디지털 증거수집의 문제 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49,한국법학회,2013,184면에서 재인용.

41)패킷은 헤더(Header)와 데이터 역(DataField)으로 구분된다.헤더부분은 기본

인 로토콜 정보인 출발지와 목 지의 네트워크 주소 등이 기록되며,통신의

내용은 패킷의 데이터부분에 기록된다.패킷을 분석하는 기술에는 ‘Shallow

PacketInspection(SPI)’과 ‘DeepPacketInspection(DPI)'이 있다.SPI기술은 통

신의 내용과는 직 련이 없는 헤더부의 부분을 검사하는 기술로써 주로 네트

워크 방화벽 시스템을 해 개발되어 왔고 재 리 사용되고 있다.이와는 달

리 DPI기술은 데이터 역,즉 통신의 내용까지 살펴보는 검사를 말한다.,권양

섭, 의 논문,18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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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가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하여 첫 번째 헌법

소원을 하지만,헌법소원을 제기한 김형근 前 교사가 사망하면서 헌

여부를 단하지 않고 2016년 2월,심 차가 종료되었다.42)43)이에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2016년 3월 29일 인터넷과 모바일 회선 체에

한 범 한 감청의 헌성을 확인해 것을 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두 번째 헌법소원심 을 청구한 상태이다.44)

나.서버

서버에는 각종 디지털 기록이 장되어 있는데,이 때 여러 사람의 정

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제3자의 서버에 기록이 장되는 경우

에는 장된 정보 내용상 주체와 서버의 소유 주체가 달라 문제가 되기

도 한다.인터넷서비스공 자가 제공하는 자우편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이 내용은 메일 서버45)에 기록되고,그 기 때문

에 이메일의 내용을 증거로 채택할 때는 개인의 컴퓨터 자체를 압수하거

나 수색하지 않고서 인터넷서비스공 자의 서버를 상으로 하여 암수수

색을 할 수 있다.이 때 인터넷서비스공 자가 임의로 서버의 내용을 제

시하여 수도 있는데 실제 과거에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내어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수사기 에 조 인 인터넷서비스공 자의 행태에 하여 비

42) 련기사로,조정훈,“시민단체,‘국정원 패킷감청’헌법소원심 청구”,통일뉴스

(2011.3.29.).,산해정,“헌재 ‘패킷감청’ 헌 논란 이 로 감아서는 안된다[경

향]”,민주와 인권,경향신문&경향닷컴 (2016.2.26.).

43)헌법재 소 2016.2.25.선고 2011헌마165결정.

44)http://act.jinbo.net/drupal/node/9405참조.“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한 헌

법소원 청구”,기자회견문과 패킷감청헌법소원청구서 문이 공개되어 있다.

45)근거리통신망(LAN)에서 집약 인 처리기능을 서비스하는 서 시스템.… 인터

넷에서 서버는 특수한 형태로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담겨진 정보들을 외부에 공

개해주는 컴퓨터를 이른다.일반 으로 인터넷에서는 여러 정보들을 서버에서

리하고,일반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컴퓨터(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서버에 속

하고 서버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게 된다;두산백과,“서버”,네이버지식백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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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사가 나간 후,시민들 역시 개인정보가 부지불식간에 군가에

게 새어나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었고, 재는 수사기 의 서버에

한 압수수색 이 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제공하는 정보인권 가이드에서는

수사기 의 서버 압수수색 요구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 운 자들은 압수

수색 장을 요구하고 그 유효기간과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되는

정보만 제공할 것을 매뉴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46)인권이라는 가치

와는 무 하게,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형태

의 기업인 경우가 부분인데,이들 입장에서는 이용자들의 심기를 거스

르지 않고 소비자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 되고, 사법기 에 정보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사후에 법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기업가치가 낮

아지는 일을 기피하기 때문에 더더욱 임의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드물

어졌다.이들은 개인정보를 강력히 보호하는 기업이미지를 만들기 해,

법한 압수수색 장이 제시되는 경우에도 기술 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방편으로 서버에 정보 장 기간을 단축시키기도 한다.카카오

톡과 같은 휴 폰 앱을 통해 생성된 일련의 정보의 경우에도 서비스제공

자 측 서버에 정보가 장되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련하여,이메일이 장된 서버를 압수수색할 때에 속을

요하는 경우 집행의 사 통지의 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 논

란이 되기도 하 다.수사기 의 입장에서는 범죄수사와 실체 진실 발

견을 해 증거 인멸,훼손에 비한 사 통지의 생략이 필요할 것이지

만,제3자 측 서버에 장된 이메일 내용과 같은 경우에 압수·수색 상

으로 되어 집행이 종료되어도 그 이메일을 작성하여 송수신한 자들은 그

러한 압수·수색 사실을 알 수 없게 되는데 이 때문에 헌 논란이 있었

다.우리 헌법재 소는 입법 재량의 역으로 합헌의 범 에 속한다고

보았고,이메일의 경우 강제처분 집행이 종료된 후 메일 송수신자에게

사후통지를 하도록 하는 입법을 하여 해결된 상태이다.

46)http://act.jinbo.net/drupal/node/9440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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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드디스크 같은 자정보가 담긴 장매체

디지털 기록이 장매체에 장되어 있을 때에,그 기록을 증거로 채

택하기 해서 증거 부분만을 복제,출력하는 방법과, 장매체 자체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디지털 정보 증거가치가 없는 정보가 혼재되

어 있는 경우가 많고 증거로써 가치가 있더라도 별건범죄의 증거인 경우

가 있어,사익의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우리 례 법규는 원칙

상 증거의 복제,출력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에 하여 디지

털 증거의 복제나 출력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실 으로 어려

운 경우가 많다는 을 지 하면서,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원칙

선별압수, 외 인 매체압수’방식을 법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집행기

의 재량 역인 압수·수색 방법에 해 법원이 일일이 제한하는 강력한

통제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47)이 되고 있다.

라.문서 형태의 출력본

디지털 정보를 압수수색할 때에 그 디지털 정보를 담고 있는 유체물

인 장매체 자체를 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수많은 혼재된 디지털 정

보 에서 증거가치를 담고 있는 내용만을 특정하기 해서 문서 형태의

출력을 할 수도 있다. 재 우리나라는 자정보에 한 압수수색 방법

에 있어서 장 범죄사실과 련된 부분만 문서출력 는 해당 일을

복제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48)그런데 이 게 출력을 하는 경

우에 장에서 출력하지 않고, 장에서는 장매체나 복제본 일을 압

수수색한 후 수사기 사무실 등에서 문서 형태로 출력을 하게 될 때에,

참여권과 련한 차의 헌성이 문제된다.

47)김용호/이 성,앞의 논문,2596-2597.

48) 법원 2015.7.16.자 2011모1839 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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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사법 분야에서의 논의

디지털 기록의 특성으로 인하여 방 한 자 정보들 에서 합법 으

로 증거를 확보하는 문제에 하여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의 개정으

로 ‘련성’을 요구함으로써49)어느 정도의 입법 해결을 하 다.디지

털 기록 자체가 이제까지의 증거와 다르게 정보를 생성‧ 장‧복제가 용

이해지고 그 보 방식도 달라졌기 때문에,이 의 법규정 문구만으로는

라이버시권 등 련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높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각각 출력하는 방식을 원칙

으로 하는 것과 정보주체에 한 통지를 규정하 다.이러한 입법은 압

수‧수색의 상과 방법에 하여 학설과 례를 통해 문제시된 부분을

반 한 것이었다. 한 제출명령과 보 명령에 해서도 디지털 기록의

특성과 련하여 논의되고 있는데, 기통신사업자 등 제3자가 정보를

리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 의 강제처분 실시 디지털 정보의 삭제

변조를 막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으로는 제출명령,보

명령을 통하여 이러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에 한 입법도 제

안되고 있다.

4.소결

디지털 기록 존재 이 의 법규정으로 규율하던 환경과 지 의 환경은

확연히 달라졌다.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특별한 상은 아니고, 화의

발명 이 에는 련 법규와 례가 없었지만 화의 사용이 보편화되면

서 법 통제와 련한 논란도 해결되어 갔던 경우처럼,디지털 기록에

하여서도 차 재의 논란들을 통하여 도출될 합의 으로 나아가는

49)“피고사건과 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라는 문구가 새로 들

어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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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것이다.그 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여 히 그 해결방법에 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보이는데,다음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원과 헌법재

소에서 최근 문제가 된 사안을 살펴보겠다.이 사안들에서 논란의

심에 있는 법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06조,동법 제122조,통신자료제공을

규정한 기통신사업법,통신제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 보호법

이다.

제 2 디지털 기록 증거채택에 한 태도

1. 법원

(1) 법원 2015.7.16.자 2011모1839 원합의체 결정50)

가.사건의 개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박 수는 항고인 2(주)◯◯◯의 회장 겸

표이사인 항고인 1◯◯◯을 특정경제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 반

(배임) 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원지방법원에 압수·수색 장을 청

구하여 2011.4.15.수원지방법원 사로부터 압수․수색 장(이하 ‘제

1 장’)을 발부 받았다.

제1 장의 범죄사실 요지는 피의자( 항고인 1)◯◯◯은 청구외 1◯

◯◯ 등과 공모하여 2007.7.12.비상장사인 청구외 2회사 ◯◯ 주식을

물출자 받아 코스닥 상장사인 청구외 3회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청구외 2회사 ◯◯ 주식을 과 평가하는 방법으로 주주

50)‘종근당 사건’으로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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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25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하고 청구외 3회사에 250

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제1 장의 기재는 다음과 같았다.

□ 압수할 물건

o2007.7.12.자 청구외 3회사 매각(청구외 2회사 인수 항고

인 2SM 분야 련 업부문을 분할하여 청구외 5회사로 이 한

것 포함)과정, 차,결과,보고 경 , 항고인 2내의 검토 내용

등 청구외 3회사 매각과 련하여 작성된 각종 기안서,업무일지,

계약서,보고서,메모지,노트,수첩,장부,회의록,법률자문서,공시

자료 등 각종 서류와 자 일 등 DATA( DATA를 장하고 있

는 매체 포함)

o2007.7.12.이 의 청구외 3회사 매각 시도와 련하여 그 매각

진행 과정, 차, 상 결과,보고 경 , 항고인 2내의 평가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기안서,업무일지,계약서,보고서,메모

지,노트,수첩,장부,회의록,법률자문서,공시자료 등 각종 서류와

자 일 등 DATA( DATA를 장하고 있는 매체 포함)

□ 압수·수색할 장소

o서울 서 문구 (주소 생략) 항고인 2빌딩 내

- 항고인 1회장 집무실 비서실(부속실)

-청구외 6부회장 집무실(경 실에 있는 집무실 포함) 비서실

(부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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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인 2경 리본부 경 실 사무실

-청구외 7회사( 표이사 청구외 8)사무실

-청구외 5회사( 표이사 청구외 9)사무실

- 사무실 외에 압수 상 물건 는 서류가 존하고 있는 항

고인 2빌딩 내 장소

□ 압수의 방법

1.생략

2.컴퓨터 자장치에 장된 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음.

-범죄사실과 직 련된 자정보만을 장하고 있는 컴퓨터

장장치는 그 부를 압수할 수 있음.

-범죄사실과 직 련된 자정보와 직 련되지 않은 자정

보가 혼재된 자정보장치는 피의자나 그 소유자,소지자 는 간수

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그 부를 사본하거나 이미징하여 압수할 수

없고,이 경우 범죄사실과 련된 자정보는 피압수자 는 형사소

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의 확인을 받아 수사기 이 휴 한 장

장치에 하드카피·이미징하거나,문서로 출력할 수 있는 경우 그 출

력물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압수함(다만,해당 컴퓨터 장장치가 몰

수 상물이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는 문서의 출력을 할 수 없거나

상당히 곤란한 경우에는 컴퓨터 장장치 자체를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수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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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여야 함).

2011.4.25.수원지방검찰청 소속 사법경찰 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14:10경부터 19:00경까지 항고인 주식회사 ◯◯◯의 본사 사무실에

표이사 ◯◯◯와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사건 제1 장에 기해 압수수

색을 실시하여 항고인 ◯◯◯의 특정경제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

반(배임) 의사실과 련된 자정보가 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

다.

이 사건 장매체에는 의사실과 련되지 않은 자정보가 혼재

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장매체에 장되어 있는 자정보의 용량이

200GB를 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에서 자정보를 모두 검

색하여 그 의사실과 련된 자정보만 추출하는 방식으로 압수하거나

자정보 부를 이미징의 방식으로 압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단

하 다.

이에 청구외 10◯◯◯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각 장매체에 한

인 조치를 한 후,이 사건 정보 장매체를 자체를 압수,외부로 반출

하여 2011.4.26. 검찰청 디지털포 식센터에 사건 각 장매체를 인

계하면서 자료 분석을 의뢰하 고,사법경찰 은 2011.4.27.10:40경부

터 15:10경까지 항고인 2주식회사 ◯◯◯의 경 분석 장 청구외 11

◯◯◯가 참여한 가운데,이 사건 각 장매체의 인을 해제하고 이 사

건 각 장매체에 쓰기 방지장치를 연결하는 작업을 실시한 후,청구외

11◯◯◯를 돌려보냈다.그런 다음, 항고인 1◯◯◯과 그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4.27.부터 2011.5.1.까지 이 사건

각 장매체에 장되어 있는 자정보를 모두 검찰청 원격 디지털공

조시스템에 이미징의 방법으로 장하 다(이하 ‘이 사건 1압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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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박 수는 검찰청 디지털포 식센터로부터 이

사건 각 장매체를 돌려받아 2011.5.2.이를 항고인 2주식회사 ◯

◯◯측에 반환한 후, 항고인 1◯◯◯과 그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5.3.부터 2011.5.6.까지 와 같이 검찰청 원격

디지털 공조시스템에 장된 자정보를 다시 별도의 하드디스크에 다

운로드하여 장하 다(이하 ‘이 사건 2압수처분’).

그 후 2011.5.9.부터 2011.5.20.까지 와 같이 하드디스크에 장

된 자정보에 해 검색을 실시하 는데,검색과정에서 내용이 복잡한

일부 자정보에 하여는 문서로 출력하여 검토하는 작업을 병행하기

도 하 다(이하 ‘이 사건 3압수처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박 수는 와 같이 하드디스크에 장된 자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항고인 2주식회사 ◯◯◯의 회장이자 표

이사인 항고인 1◯◯◯과 표이사인 청구외 10◯◯◯의 약사법

반 등 의사실과 련된 자료가 발견되자,이를 같은 검찰청 특수부 검

사에게 통보하 고,수원지방검찰청 검사 하동우는 와 같은 항고인

1◯◯◯과 청구외 10◯◯◯에 한 약사법 반 등 의사실의 수사하

기 하여 2011.5.26.수원지방법원 사에게 압수수색 장을 청구하여

2011.5.26.압수수색 장(이하 ‘이 사건 2 장’)을 발부받은 후,같은

날 항고인 1과 청구외 10,그리고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

태에서 이 사건 2 장에 기하여 하드디스크 자체에 한 압수를

실시하 다(이하 ‘이 사건 4압수 처분’이라 함).

제2압수수색 장의 범죄사실은 약사법 반51)과,조세범 처벌법

51)◯◯◯과 ◯◯◯는 주식회사 ◯◯◯의 경 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의약품

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도매상은 의료기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매

진의 목 으로 상품,사은품,노무 등 경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주

식회사 ◯◯◯ 직원들을 통하여 2001.1.경부터 2011.3.경까지 불상의 병․의원

들을 상 로 불상액의 리베이트 명목으로 경제 이익을 제공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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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52) 의에 한 것이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하동우는 이 사건 4압수처분 이후, 항고인 ◯

◯◯과 ◯◯◯를 와 같이 약사법 반 등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자

불상경 항고인 ◯◯◯과 ◯◯◯,그리고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

은 상태에서 하드디스크에 장된 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 다(이

하 ‘이 사건 5압수처분’이라 함).

계속하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박 수는 2011.5.27. 항고인 ◯◯◯

과 특정경제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 반(배임) 의로 기소한 후,그 재

진행 과정에서 항고인 ◯◯◯의 변호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3압수처분에 의하여 출력한 문서가 기재된 압수목록을 교부해 달라

는 요청을 받았으나 와 같이 출력한 문서를 모두 폐기하 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은 사안이다.

나.원심결정:수원지방법원 2011.10.31.자 2011보2결정

자정보에 한 압수·수색 장 집행의 법리에 하여, 자정보에

한 압수·수색 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 으로 장 발부의 사유로 된

의사실과 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 이 휴

한 장매체에 해당 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집행

장의 사정상 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장매체 자체를 직

52)법령상 지되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비 한도를 과하는 범 의 지출액

은 세무회계상 손 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을 알고 그 과 지출액을 각종

비용으로 각 지출한 것처럼 꾸며 허 계상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과

세표 을 락하고,이를 토 로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하여 국세인 법인세 불

상액을 포탈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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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

하여 해당 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

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방법이 외 으로 허용될 수 있

을 뿐이다.

나아가 이처럼 장매체 자체를 수사기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장에 기재된 범죄 의 련 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자정보를 문서

로 출력하거나 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체 으로 압수·수색 장 집

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그러한 경우 문서출력

는 일복사 상 역시 의사실과 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

법 제12조 제1항,제3항,형사소송법 제114조,제215조의 법 차

장주의 원칙상 당연하다.그러므로 수사기 사무실 등으로 옮긴 장매

체에서 범죄 의와의 련성에 한 구분 없이 장된 자정보 임

의로 문서출력 혹은 일복사를 하는 행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법한 집행이다.

한편 검사나 사법경찰 이 압수·수색 장을 집행할 때에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와 아울러 압수물의 상

실 는 손 등의 방지를 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형사소

송법 제219조,제120조,제131조 등), 의사실과 련된 정보는 물론 그

와 무 한 다양하고 방 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는 장매체에

한 압수·수색 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장이 명시 으로 규정한

외 인 사정이 인정되어 자정보가 담긴 장매체 자체를 수사기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그 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의 계속 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장매체에 한 열람·복사 지,

복사 상 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 상인 장매체 내

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임의 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

기 한 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집행 차가 법하게 된다53).

53) 법원 2011.5.26.자 2009모1190결정;‘일심회’사건으로 부르는 이 결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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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1내지 3압수처분은 모두 이사건 1 장의 사유로 항고

인 1◯◯◯의 특정경제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 반(배임)의 의사실

과 련되지 않은 자정보에 하여까지 무차별 으로 이루어졌을 뿐

만 아니라 ( 항고인 2주식회사 ◯◯◯의 표이사인 청구외 10◯◯◯

는 이 사건 1 장에 기한 압수수색 당시 이 사건 각 장매체를 인

조치한 상태로 제출하는 것에 하여만 동의하 을 뿐이고, 의사실과

련 없는 자정보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장매체에 장된 자정

보 부를 수사기 이 복사하여 장하거나 문서로 출력하는 것에 하

여까지 동의한 바는 없다),형사소송법 제219조,제122조를 반하여

항고인 1 ◯◯◯과 그 변호인의 참여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한 사후에 형사소송법 제219조,제129조에 따라 항고인 2주식회사

◯◯◯에 압수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한 이 사건 2,3.압수처분은 이 사건 1 장의 유효기간인 2011.5.

2.이 경과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이 사건 4,5압수처분은 모두 와 같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

하고 있는 장주의와 법 차의 원칙에 배되어 이루어진 이사건 1,

2압수처분에 의해 취득한 자정보를 수사기 이 계속 보유하면서 별건

수사를 한 증거자료로 사용하려는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서 실질 으로

장주의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고, 항고인 1◯◯◯과 청구외 10

◯◯◯,그리고 변호인의 참여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다음,사후

에 항고인 주식회사 2◯◯◯에 압수목록이 교부되지 않았다는 에서

도 법 차의 원칙에 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1압수처분 내지 5압수처분 모두를 취소한다는 결정

을 내렸다.

는 에서 밝힌 압수수색에의 법리 외에도, 문법칙과의 계에 한 법리에

해서도 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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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원의 단

①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 차에서 참여권과 차 법여부에 하여

법원은 압수·수색 장에서 장매체 자체 는 복사본을 압수하여

수사기 의 사무실에 옮겨 복제·탐색하는 경우 압수 종료 후의 행 가

아닌 체로서 하나의 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하기 때문

에,수사기 의 사무실에서의 탐색·출력에도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

121조에서 명시한 장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

고,수사기 의 복제·탐색이 장 의사실과 련된 정보에만 국한되었

다고 하더라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이상 법에는 향이 없다고

단하 다.

이 사건에서,최 의 ‘장압수’와 피고인 측이 참 하다 임의로 퇴장

하 던 ‘이미징’은 법하지만,이후 피고인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

은 수사검사의 련증거 탐색은 의사실과 련 있는 부분에 한 탐색

과 출력도 법 차를 반하여 법하다.

이에 법 김창석,박상옥은 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는 필연

인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압수처분에 한 항고

차에서는,설령 그 압수․수색 차에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차

그 압수물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

두에 두고, 차 반의 정도가 하여 장차 증거로서의 사용가능

성을 원천 으로 배제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그 압

수․수색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제

2․3처분 당시 피의자나 변호인을 참여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만으로 곧바로 압수․수색의 취소를 명할 수는 없고,그러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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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가 하여 장차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조차도

없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만 압수․수색을 취소할 수 있다 … 수사

기 은 장에 기재된 바에 따라 유 정보와 무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장매체에서 유 정보를 탐색하여 그 부분을 복제 는 출력

하는 형태로 유 정보를 법하게 압수할 수 있으므로,유 정보의

압수에 하여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떠한 이

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고,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할 필

요도 상 으로 음을 고려할 때,설령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조치가 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최종 으로

획득한 유 정보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고,유 정보에 한

압수·수색 자체를 취소할 수도 없다.… 유 정보와 무 정보 부

에 하여 무차별 으로 언제나 장주의 원칙의 본질 부분을 침

해한 것으로 악하거나 참여권 그 자체에 하여 강력한 독자 인

법 차로서의 지 를 부여하는 [다수의견은]이론 으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천 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다수의

견은 유 정보에 한 압수․수색까지 취소하는 이유를 법 차를

수하지 아니한 수사기 에 한 일종의 제재로 이해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이나,이러한 이해는 법 차의 원칙과 함께 추구되어야 하

는 다른 형사소송의 이념인실체 진실 규명을 실질 으로 포기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이 에서 다수의견은 균형과 조화를 잃

은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② 일련의 과정을 거쳐 단계 으로 이 지는 압수수색 처분에 하여

하나의 장에 의한 압수수색 처분이 여러 단계에 거쳐서 이 지는

경우 그 과정 체를 하나의 차로 보아 법성을 단하여야 하고,이

사건에서는 2,3압수처분의 법으로 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이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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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보에 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장에서의 장매

체 압수․이미징․탐색․복제 출력행 등 수사기 의 처분은 하

나의 장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그러한

일련의 행 가 모두 진행되어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에는 특

정단계의 처분만을 취소하더라도 그 이후의 압수․수색을 지한다

는 것을 상정할 수 없고 수사기 으로 하여 압수․수색의 결과

물을 보유하도록 할 것인지가 문제될 뿐이다.그러므로 이 경우에

는 항고인이 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 ․개별 으로 구분하

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항고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분된 개별 처분의 법이나 취소 여부

를 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압수․수색 과정 체를 하나의 차

로 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법이 압수․수색 차 체를

법하게 할 정도로 한지 여부에 따라 체 으로 그 압수․

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여기서 법의

성은 반한 차조항의 취지, 체과정 에서 반행 가 발생

한 과정의 요도,그 반사항에 의한 법익침해 가능성의 경 등

을 종합하여 단하여야 한다.

이에 법 김창석,박상옥,권순일의 반 의견이 있고,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정보에 한 압수․수색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게 되므

로,압수․수색을 구성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장매체 압

수,이미징,탐색,복제 는 출력 등의 행 를 개별 으로 나 어

그 처분의 법성을 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그 처

분의 법성은 압수의 상이 된 자정보별로 달리 평가될 수 있

다고 보아야 한다.즉 하나의 압수․수색 장에 기한 압수․수색

이 외형상으로는 1개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념 으로는 상별

로 수개의 압수․수색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설령 하나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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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색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더라도 압수 상

자정보별로 가분 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압수․수색의

법성은 ‘상별’로 체 으로 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단계 으로 이루어지는 압수․수색 과정에 여러

개의 처분이 있을 경우 체를 하나의 차로 악하여 법 여부를

단하여야 한다는 다수의견의 해석론은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곧

바로 도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차의

실제에서도 검사는 법한 압수처분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그 압수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압수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해서 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효력까지 소

하여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검사가 이 사건 장매체를 이

미징 방법으로 복제한 처분[은 법한 것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보

아야 한다.]

③ 별건 범죄 증거에 하여

원칙 으로는 의사실 이외의 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할 수 없고,

외 인 경우에 별건 범죄에 하여 법한 장에 기한 법한 압수수색

이 되기 해서는 별건범죄에 한 장 신청 이 에 피압수자 측에 참

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차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며,이 사건 제2 장과 4,5압수처분은 법하다고 시하

다.이러한 에 하여는 모든 법 의 의견이 일치되었다.결정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자정보에 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에 의사실과 련된

자정보를 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의와 련된

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수사기 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

가 탐색을 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 의에 한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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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하여도 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라.검토

이 종근당 사건으로 인하여 디지털 정보의 압수·수색에서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 보장의 요성이 강조되게 되었다.2007년 사법제도개 추

진 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54)으로 비진술증거에 한 ‘성질·형상불변론’

이 깨지고,디지털증거에 해서도 법 차에 의하여 수집하지 않은 경

우에는 법수집증거로 배제55)되게 된 이후,2011년 국회 사법제도개

특별 원회에서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고,당시 실무상,

그리고 례56)가 원칙으로 삼고 있던 디지털 증거의 ‘일부 복제’방식을

조문화57)하 는데,이러한 흐름에 이어 디지털 정보 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 하나의 기 을 제시한 것이다. 법한 장에 의한 일련의 처분

체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등 법성이 요구되고, 이러한 일

54)제308조의2( 법수집증거의 배제) 법한 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

는 증거로 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7.6.1]

55) 련 례로, 법원 2007.11.15.선고 2007도3061 원합의체 결.‘제주지사실

압수수색 사건’으로도 부른다.다수의견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차에 따

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 인권 보장을 해 마련된 법한 차에 따

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 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는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수사기 의 차 반행 가 법 차의 실질 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

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한 차 조항을 마련하여 법 차의 원

칙과 실체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 하

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외 인 경우라면 법원

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원칙

의 외를 제시했다.

56) 법원 2011.5.26.자 2009모1190결정. 교조 시국선언 련 항고 사건.

57)형사소송법 제106조③ 법원은 압수의 목 물이 컴퓨터용디스크,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 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 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다만,범

를 정하여 출력 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 을 달성하기에

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 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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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의 처분 도 우연히 발견한 별건범죄 증거가 있을 때에,그 증거를

법정에서 이용할 수 있으려면 곧바로 더 이상의 탐색을 멈추고 피압수자

에 참여권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이러한 례의 태도에 따르

면 피압수자에 한 보호는 충실하게 되지만,수사기 의 실체 진실

발견과 련하여,특히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고려하면,균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2) 법원 2016.3.10.선고 2012다105482 결58)

가.사건의 개요

피고 네이버는 국내 최 의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 하는 인터넷 종

합 정보제공 사업자( 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자 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다)

로,네이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해서는 피고가 정한 양식에

따른 가입신청을 하고 약 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원고는

2004.10.10. 네이버 약 에 동의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와 사

이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 다.

이후 원고는 2010.3.4.경 인터넷 검색을 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

수단 귀국 당시 소외 1유인 장 이 메달리스트인 소외 2김연아 선

수를 환 하면서 두 손으로 어깨를 두드리자 소외 2김연아 선수가 이를

피하는 듯한 장면을 편집한 사진(소 ‘회피연아’)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이를 유머게시 에 ‘퍼옴’이라고 표시하여 올렸다.

그 후 유인 장 은 2010.3.5.이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에

58)(주)네이버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가 된 사건으로,이하에서 ‘네이버 사건’

으로 부르면 법원 2016.3.10.선고 2012다105482 결을 지칭하는 것으로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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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명 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 다.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은

2010.3.8.피고 (주)네이버에 원고 외 2명의 인 사항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 고59),네이버는 ‘ID,이름,주민번호,이메일,휴 폰 번호,가

입일자’를 제공하 다.60)이후 서울종로경찰서장은 원고를 소환하여 명

훼손 의에 해 조사를 하 으나,그 뒤 2010.4.28.원고에 한 고

소가 취하되어 사건이 종결되었다.

나.원심 결:서울고등법원 2012.10.18.선고 2011나

19012 결61)

59)이때 서울종로경찰서장은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이외에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

60)한편 피고는 수사기 으로부터 연간 수십만 건의 해당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받고 있고,통신비 담기구로 이사 1명, 장 직원 1명,실무자

4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을 설치하여 운 하고 있으나, 담기구가 개

별 인 통신자료 요청 건에 해 별도의 검회의 등을 하지는 않고 있다

61)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한 정보가 언제 구에게 어느 범 까지 알려

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서,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 인격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이와 같이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하여 정

보주체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상이 되는 개인정

보는 개인의 신체,신념,사회 지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

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상으로 한 조사·수집·보 ·처리·이용 등의 행

는 모두 원칙 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한 제한에 해당한다.

한편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 의 자유는 사상 는 의견의 자유

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할 자유( 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그러한 의사의 ‘자유로운’표명과 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할

익명표 의 자유도 포함된다.표 의 자유는 국민 개인 인 차원에서는 자유로

운 인격발 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 이고 건설 인 의사형성 진리발견의

수단이 되며,국가와 사회 인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의 존립과 발

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 되는데,특히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 은

외부의 명시 ·묵시 압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하여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다수의견에 한 비 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 ·사회 약자의 의사 역시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 될 가능성을

열어 다는 에서 표 의 자유의 내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그리고 인

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 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 달의 신속성

상호성과 결합하여 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계구조를 극복하

여 계층·지 ·나이·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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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네이버의 보호의무 반에 하여,① 피고는 이용약 에서 정

한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해 노력하여야 하고,이용

자의 사 동의 없이는 원칙 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

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는 ,② 기통신사업자인 동시에 국내 최 의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 하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피고는

그 제공 서비스의 내용과 기능,피고가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규

모 등에 비추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련한 사무처리에 있어서 상당한 정

도의 공공성을 가진다고 보이는 ,③ 피고의 주된 수입원인 고수익

은 네이버 이용자의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구조로서,개인정보의 보

호· 리와 이에 한 신뢰는 네이버 이용자 수의 증가로 이어져 결국 피

고의 수익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신뢰가 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경우라면 이용자들로서는 자신의 익명표

의 자유에 한 침해를 감안하여 그 이용을 꺼려할 것임은 능히 추지된

다고 할 것이며 이는 피고의 사업기반을 훼손시키는 결과와 다를 바 아

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스스로도 그러한 신뢰의 유지와 강화를 하여

노력해야 하는 일은 그 사업의 존립목 에도 당연히 부합하게 될 것인

,④ 구 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은 일반 인 수사 조 의무를 확

인하고 있을 뿐이어서 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 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에 따라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을뿐더러, 기통신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 으로서는 법 으로부터 장을 발부받아 해당 자료를

취득할 수 있고 한 그러한 수사업무처리가 원칙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장주의를 천명한 헌법원칙에 부합한다는 에 하여는 필경 피

고도 이를 능히 인식할 수 있는 사회경제 인 지 에 있다고 단되는

,⑤ 구 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8항 구 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 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 되게 한다.따라서 비록 인

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 이 부작용을 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

는 헌법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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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는 기통신사업자로 하여 이용자의 통신비 에 한 업무를 담

당하는 담기구를 설치·운 하도록 하면서 담기구가 수행할 기능

으로 ‘이용자의 통신비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로서는 이러한 담기구의 활동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하여 보다 신 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주체라고 할 것

이고 그 당연한 귀결로 그러한 역량에 걸맞은 개인정보 보호 리책무도

아울러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⑥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개인정보와 같은 자정보에 있어서도 장주의의 원칙이 배제될

수 없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에게는 수사기 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해 개별 사안에 따라 그 제공 여부 등을 히 심사하여 이용

자의 개인정보를 실질 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

고,구체 으로는 침해되는 법익 상호 간의 이익 형량을 통한 법성의

정도,사안의 성과 긴 성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제

공할 것인지 여부 어느 범 까지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한

세부 기 을 마련하는 등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한 충

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하여,① 피고의 ‘개인정보 취 방침’에는 개인정보를 외

부에 공개하지 않는 원칙의 외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수사 목

으로 법령에 정해진 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 의 ‘요구’가 있는 경우”

라고 기재되어 있어 마치 엄격한 요건 하에 극히 외 인 경우에만 개

인정보가 수사기 에 공개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실제로는 구 기통

신사업법을 근거로 수사기 의 ‘요청’이 있기만 하면 언제나 외 없이

이용자의 인 사항 일체를 수사기 에 제공하여 온 ,② 서울종로경찰

서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게시물 작성자에 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

면서 ‘요청사유 가입자와의 연 성’란에 단지 ‘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 반(명 훼손),용의자 수사’라고만 기재하

고,그 작성자의 ‘ID와 인 사항 일체’에 한 조회를 의뢰하 는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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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피고는 담기구를 설치·운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검토 없이

원고의 ‘네이버 ID,이름,주민번호,휴 폰 번호,네이버 가입일자’뿐만

아니라 구 기통신사업법에서 제공 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원고

의 ‘이메일 주소’까지 제공한 ,③ 한편 이 사건 게시물은 공 인물인

장 을 상으로 한 것으로서,언론·출 의 자유와 명 보호 사이의 한

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 이 공공 ·사회 인 의미를 가진 사안

에 한 것인 경우 언론의 자유에 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 의 상이 되어야 한다는 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 기능은 그것이 악의 이거나 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바,이 사건 게시물의

표 상과 내용,표 방법,원고가 게시물을 게재한 동기와 그 경

등에 비추어 게시물이 공 인물인 장 의 명 를 훼손하는 것이

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는 게시물을 직 생산하거나 편

집한 바 없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것을 이 사건 카페의 유머게

시 에 그 로 옮긴 것에 불과하여 게시물로 인한 법익침해의 험성

이 원고의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이익보다 훨씬 한 것이라거나 수사

기 에게 개인정보를 박하게 제공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피고가 수사기 에 해 원고의 주

민등록번호와 화번호 등 인 사항 일체를 제공한 행 는 원고의 개인

정보를 충실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배하여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

권 내지 익명표 의 자유를 법하게 침해함으로써 원고로 하여 그 법

익침해와 련한 손해를 입도록 하 다고 볼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 손해에 해 50만원의 자료를 지 할

의무가 있다.

다. 법원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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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이버가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이 법하려면,통신자료 제공 요

청에 실질 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어야 하나,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기통신사업자가 이러한 단을 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

가 더 커지고,수사상 신속과 다른 범죄 방이라는 기통신사업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국가나 수사기 이 부담할 책임을 사인

에 가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검사 는 수사 서의 장이 수사를 하여 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이에 기통신사업자

가 규정에서 정한 형식 ․ 차 요건을 심사하여 검사 는 수사

서의 장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하 다면,검사 는 수사 서의

장이 통신자료의 제공 요청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는 제3자의 이익

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 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이로 인하여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

표 의 자유 등이 법하게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 결을 기,환송한다.

라.검토

이 사건을 통해 민사소송에서 디지털 정보를 증거 내지 수사자료로

제공한 자의 책임과 련된 법원과 지방법원 간의 입장 차이를 볼 수

있다.앞에서 살펴보았던 2011모1839결정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한

법리에 한 것으로 장주의와의 련성이 뚜렷하게 언 되고 있지만,

이 네이버 사건에서는 수사 서의 장인 경찰서장이 수사를 하여 기

통신사업법에 따라 기통신사업자에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네이버

가 이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에 해,해당 이용자에 한

네이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것으로,정면으로 장주의와 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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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는 않다.그러나 형사 차나 압수·수색법리에 국한하여 살펴보는 것

이 아니라,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의 측면에서 생각하면 민사사건

의 경우도 사생활 침해 등이 문제될 때는 살펴 이 바람직할 것이다.

디지털 기록은 형사사건 뿐 아니라 민사사건에서도 당연히 증거로 채

택되고 있으며,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지 않지만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는 배심원들이 사실 단을 하면서 디지털 증거를 포함한 증거를 채택하

는 데에 있어 민사와 형사를 구분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에 비추어,최근 우리나라 법원에서 디지털 기록 증거와 련한 사

안을 살펴보는 것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은 네이버의 정보제공행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

의 자유를 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통신자료 제공

을 요청받아 정보를 제공한 네이버에게는 개별 사안의 구체 내용을 살

펴 제공여부를 실질 으로 심사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 다. 법

원이 설시하듯, 기통신사업법의 취지가 수사기 의 서면요청만으로 정

보제공을 가능 하여 신속한 수사를 보장하고,네이버 등 기통신사업

자가 정보제공에의 실질 심사 의무를 부여할 경우 권한 남용의 문제가

더 크다는 등의 이유로, 기통신사업자의 정보제공행 에 한 손해배

상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응 타당하다고 보인다.다만 형식 으로

차 요건만을 심사하여 정보를 제공한 행 가 원칙 으로 사생활의

자유나 표 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네이버 주체도 재산권이나 업의 자유 등 기본 인 자유를 주장하여

이 사건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고 보이고,제3자의 서버에 장되어 있

던 개인정보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국가나 수사기 에 넘겨진 이용

자로서는 ‘가만히 내버려두게 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그

다면 문제된 사안을 심사할 때에 기본권 충돌의 해결을 따져보아야 하지

않았을까 한다.구체 으로는 규범조화 해석을 통하여 두 주체의 기본

권 간의 비례성에 합치하는 제약 지 을 찾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지 은 원심이 보인 네이버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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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법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쪽에 가까운 것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네이버 등 업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와의

계와 기업가치의 측면에 한 고려에서 수사기 에 잘 조하지 않는

쪽으로 태도를 변경하고 있는데,기업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할 의무

를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수사기 에 정보를 주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실질 심사 권한을 부여하여 더더욱 국가의 수상에 지장

이 래될 경우, 련범죄를 효과 으로 처벌 내지 방하지 못하게 되

고 결론 으로 련 없는 수많은 이용자들이 더 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고 그 경우 이용자에 한 보호의무도 지켜지기 힘들 것이다.

기업 역시 국가 공동체의 조화로운 공존 속에 속한 이상,헌법 측면에

서 기본권 충돌의 조화 은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른 이야기로,이 사건의 수사기 이 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인 사항 정보를 법원의 허가나 장 없이 요청한 것에 해서,만약 미

국의 증거법이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에서 요구하는 ‘련

성’을,이 네이버 사건의 수사기 이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에도 용할

수 있다면,추후에 이러한 사건으로 국가기 에 한 책임을 물을 때에

좀 더 개인의 기본권을 잘 보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장주의의 요

구는 법 이 장을 발부한다는 형식보다 국가에 한 국민의 기본 인

인권이 보장되게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장 없는 수사기 의 정

보 제공 요청에도 련성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인다. 련조

문62)은 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서 “요청사유,해당 이용자와의

62)제83조(통신비 의 보호)① 구든지 기통신사업자가 취 에 있는 통신의

비 을 침해하거나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는 종사하 던 자는 그 재직 에 통신에 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 을 설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통신사업자는 법원,검사 는 수사 서의 장(군 수사기 의 장,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정보수사기 의 장이 재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

건의 조사를 포함한다),형의 집행 는 국가안 보장에 한 해를 방지하기

한 정보수집을 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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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성,필요한 자료의 범 를 기재한 서면”이라고 하고 있어 련성과

필요성 요건이 부여될 것으로도 보이지만,이 네이버 사건의 정보제공요

청63)을 들여다보면,요청 서면의 내용이 련성과 필요성을 확인시키기

에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2.헌법재 소

(1)헌법재 소 2016.2.25.선고 2011헌마165결정

가.사건의 개요

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이용자의 성명

2.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이용자의 주소

4.이용자의 화번호

5.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이용자의 가입일 는 해지일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해당 이용자와의 연 성,필요한

자료의 범 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다

만,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

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기통신사업자에

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3)네이버 사건에서 서울종로경찰서장은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이외에 어떠한 자료

도 제공하지 않았고 이 때 요청된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①가입자:일체불상

②요청사유 가입자와의 연 성: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 반(명 훼손)용의자 수사

③조회의뢰사항:

-웹 주소:생략

- 게시일시:2010.3.4.19:39

-( 제목:[정치 ?]소외 2와 소외 1..)

- 상자의 아이디와 인 사항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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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 한 국가보안법 반(찬양·고무등)범죄사실 수사를 한 서

울 앙지방검찰청 검사의 통신제한조치 허가 청구에 하여,2010.12.

27.피청구인 서울 앙지방법원 사는 통신제한조치 화녹음·청취

허가서64)를 발부하 다.

피청구인 국가정보원장은 2010.12.28.부터 2011.2.27.까지 기통신

감청,우편물 검열, 화녹음 청취를 내용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 다. 통신제한조치의 내용 에는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청구

인 명의로 가입된 주식회사 ○○ 인터넷 용회선에 한 기통신의

감청 출력·인도,착·발신지(아이피 로그기록)추 이 포함되었다.이

는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자신호를 정보 달 경로의 간에서 개입

하여 지득하는 방법으로 감청하는 이른바 패킷감청이었다.피청구인 국

가정보원장은 2011.2.17.자 통지서로 와 같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

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 다.

이에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에 한 서울 앙지방법원의 허가,국

가정보원장의 기통신 회선에 한 감청의 집행행 ,감청을 정의한

통신비 보호법 제2조 제7호,범죄수사를 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과 차를 규정한 통신비 보호법 제5조 제2항,제6조가 청구인의 통신

의 비 과 자유,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침해하고,헌법상 장주의 원

칙, 법 차 원칙 등을 반하 다고 주장하며 2011.3.29.이 사건 헌

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나. 단

청구인은 헌법재 소에 이 사건 심 차가 계속 이던 2015.9.28.

사망하 다.

청구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인 통신의 비 과 자유,사생

64)허가서 번호 2010-28049



-43-

활의 비 과 자유는 그 성질상 일신 속 인 것으로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이 사건 심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확정된 유죄 결에 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이처럼 이 사건 헌법소원심 청구는 청구인의 상속인들이 수계할 성

질의 것이 아니므로,청구인의 사망으로 그 심 차가 종료되었다.

다.검토

이 사건과 련하여,헌법재 소가 청구인의 사망으로 심 을 종료한

것에 한 헌법재 소의 소극 인 태도를 비 하는 주장이 있는데,이

주장이 패킷 감청에 한 헌법재 소의 단의 필요성에 주로 근거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다행스럽게도 2016.3.29.새로운 헌법소원심 이

청구되어 앞으로 패킷 감청에 한 헌법재 소의 단을 볼 수 있을 것

으로 상된다.헌법의 장주의 원칙, 법 차의 원칙,통신의 비 과

자유,사생활의 비 과 자유,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에 한 논의가 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2)헌법재 소 2012.12.27.선고 2011헌바225결정65)

65) 자우편 압수수색집행에 한 차 권리의 보호가 문제된 사안이다.

형사소송법 제122조 본문은 조에서 규정한 일반 인 압수수색집행에 한 참여권

을 보장하기 한 규정일 뿐,특별히 자우편에 한 강제처분에 하여 정보주

체의 차 권리의 형성을 염두해 둔 규정은 아니다.

그런데 자우편의 내용은,일반 으로 사용자가 계정을 개설한 인터넷서비스제공

자(InternetServiceProvider,ISP)의 서버에 장되게 되는 방식으로 존재하

게 되므로, 자우편에 한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일반 인 유형물에 한 압수

수색과 달리 ‘압수처분을 받는 자’와 ‘압수의 실질 인 상인 정보의 소유자’

가 분리되게 된다.그 결과 정보주체는 ‘ 실 으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자로서 압수할 물건 는 장소를 실 으로 지배하는 자’가 아니어서 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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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연합(○○련)의 ○○본부 의장 등의 직책을 수행하던

2009.6.24.국가보안법 반 의로 기소되었다.제1심[서울 앙지방

법원 2009고합731,2011고합348(병합)]계속 검사는 인터넷서비스공

자의 메일서버에 장된 청구인들의 자우편을 상으로 2004.4.27.

부터 2009.5.20.까지 발부받은 압수수색 장의 집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메일 문건’을 증거로 신청하 다.

청구인들은 사건에서 ‘이메일 문건’이 형사소송법 제122조 본

문에 의한 사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압수수색집행으로 취득된 것이

어서 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수사기 이 그 통지를 하지 않은 근거로

삼은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가 헌법상의 명확성원칙과 법 차원칙에

배되어,통신의 비 을 부당하게 침해하 다면서 법원에 조항에

한 헌법률심 제청신청(서울 앙지방법원 2009 기3876)을 하 다.

법원이 2011.8.10. 신청을 기각하자,청구인들은 2011.9.14.

송법 제118조에 정한 장제시의 상 방인 ‘처분을 받는 자’가 될 수 없어 장제

시를 통하여 그 집행을 고지 받을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122조 본문의 규

정에 의한 사 통지가 아니고서는 그 집행사실을 사 에는 물론 사후 으로

도 통지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어, 자우편에 한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사 통지의 외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지 다툼이 있

다.

한편 이러한 문제 을 인식하여 입법자는 2009.5.28.통신비 보호법을 개정하여

(법률 제9752호)제9조의3에서,검사‧사법경찰 은 송·수신이 완료된 기통신

에 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 지결정을 제외)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2011.7.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되어 2012.1.1.시행된 형사소송법 제107조 제3항에서

는, 기통신에 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한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

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 다.이러한 입법 개선에 의하여 자우편

상의 정보주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사 통지의 외에 해당하는 경우라

도, 어도 그 압수수색 집행사실을 기소 는 불기소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게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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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나.심 의 상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속을 요하는 때’에 하여 단한다.66)

다. 단

① 법요건에 하여

법원이 행하는 증거채부결정은 그 자체가 법원의 의사결정으로서

헌법 제107조 제1항과 헌법재 소법제41조제1항에 규정된 재 67)에

해당하고,이 사건 법률조항68)은 당해 사건에서 법원의 증거채부결

66)한편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는 법원이 하는 압수수색에 용되는 조항으로서

수사기 의 압수수색에 하여는 구 형사소송법 제219조 본문에 의하여 단서

가 용되는 것이므로,결국 이 사건 심 의 상은 구 형사소송법 제219조 본문

(1980.12.28.법률 제3282호로 개정되고,2011.7.18.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되

기 의 것) 제122조 단서 가운데 ‘속을 요하는 때’를 용하는 부분(아래

그은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헌 여부라고 할 것이다.

심 상조항 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 상조항]

구 형사소송법(1980.12.18.법률 제3282호로 개정되고,2011.7.18.법률 제10864호

로 개정되기 의 것)제219조( 용규정)제106조,제107조,제109조 내지 제112

조,제114조,제115조 제1항 본문,제2항,제118조 내지 제135조,제140조,제141

조,제333조 제2항,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는 사법경찰 의 본장의 규정에 의

한 압수,수색 는 검증에 용한다.

[ 련조항]

형사소송법(1954.9.23.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122조( 장집행과 참여권자에

의 통지)압수·수색 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단, 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

시한 때 는 속을 요하는 때에는 외로 한다.

67)헌재 1996.12.26.선고 94헌바1결정

68)형사소송법은 제121조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압수·수색 장의 집행에 한 참

여권을 규정한 후 제122조에서 ‘압수·수색 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이 사건 법률조항인

그 단서에서는,‘단, 속을 요하는 때에는 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22조 본문은 압수수색 차의 공정을 확보하고 집행을 당하는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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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직 용되는 법률조항은 아니지만,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

으로 결정되면 결과 으로 당해 사건의 증거가 된 자우편에 한

압수수색 차가 헌법에 반된 것이 되어,법률조항의 헌 여부가

‘이메일문건’의 증거능력에 향을 미침으로써 그 헌 여부에 따

라 법원이 증거자료들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게 된다.따라서 당

해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게 되거나 어도 소송 에 있었던 법

원의 의사결정인 증거채택결정의 내용과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로 재 의 제성이 인정된다.

② 본안 단

사 통지의 외사유로 정한 ‘속을 요하는 때’는 압수수색의 목 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 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외가 되는 사유를 구체 으로 나열하거나 세부 으로 특정하는 것

은 압수수색의 집행과 련하여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실 계에 비

추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어,명확성원칙에 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는 것은 통신의 비 자체가

아니라 자우편이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처분의 상이 된다는 사실을 미

리 통지받을 권리이어서,이는 압수수색집행에 있어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한 차 규정이고 법 차원칙의 배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이익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형사소송법 제121조의 참여권의 실질 인 보장을

하여 압수수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인 피의자 변호인에게 사 에 통지

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차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 것이고,이 사건 법률조

항은 다른 한편에서 그러한 사 통지에 의하여 수사의 목 을 달성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 외를 인정하여 형사소송법의 궁극 인 이념인 실체 진실 발견과

범죄수사라는 공익의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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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21조와 제122조는 압수수색이라는 국가의 강제처분에

있어 법 차원칙에서 도출되는 차 요청 즉 ‘ 한 고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제공’을 압수수색의 사 통지와 그 집행에 한 참여권의

형태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고지는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

3항에 의한 법 차원칙에서 요청되는 요한 차 권리이다.나아가

통신의 비 의 침해가 당사자에 한 통지 없이 은 하게 이루어지는 경

우 그 침해의 강도가 비약 으로 커진다는 을 고려하여 보면, 자우

편에 한 강제수사와 련한 통지 차는 실체 기본권인 통신의 비

의 실질 인 보장을 해서도 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압수수색에 한 통지 차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

으므로 압수수색의 사 통지나 집행 당시의 참여권의 보장은 헌법상 명

문으로 규정된 권리는 아니고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하여 법 차원칙 등 헌법상 포기할 수

없는 원리를 무시하거나,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과잉 지원칙에

배되는 내용의 차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반되는 것이라

고 볼 수 없다.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 차원칙에 배되는지

여부는 법 차원칙에서 도출되는 차 요청을 무시하 는지

여부 는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 지원칙을 반하여 합리성과 정

당성을 상실하 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헌법재 소는 이 법률조항이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고 단하 는데,

‘침해 최소성’에 한 단은 다음과 같았다.

자우편의 내용이 되는 정보의 장장소가 제3자인 인터넷서비

스제공자가 리하는 서버라고 하더라도,그 정보가 가입자의

내용 수정이나 삭제 는 가입 탈퇴와 무 하게 서버에 항상 그

로 보존되리라고 단정할 수 없고,서비스제공자의 이용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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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리형태에 따라, 자우편 계정의 소유자가 그 계정에서 탈

퇴하거나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하여 메일 내용을 삭제·수정하게

되면 서버에 장된 정보 역시 구 으로 삭제되거나 수정된

최후의 내용만이 보존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므로,압수수색

사실을 사 에 통지하는 경우 이용자가 서버에 장된 정보를

없애거나 변개하여 증거를 은닉·멸실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삭제·변개된 자정보의 복구가 기술 으로 가능한 것이므로 압

수수색사실을 사 에 통지하더라도 수사목 의 달성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 장된 자정보가 삭제 는 변

개된 경우에는 그 상태로는 더 이상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에 의한 원칙 인 자 장매체의 집행방법인 정보의 출력 는

복제의 방법으로 이를 집행할 수 없고,서버 자체를 외부에 반

출하거나 일반 이용자의 사용을 정지시킨 후 특수한 기술 수

단에 의한 복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데,① 이는 우선 장매

체 자체를 수사기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일을 압

수·수색할 수 있도록 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서,이와 같은 기재가 없는 한 그 압수수색 장만으로는

압수수색의 목 을 달성할 수 없어 수사에 지장이 래될 수 있

을 뿐 아니라,② 그와 같은 서버 자체의 반출이나 이용정지는,

당해 사건과 련이 없는 제3자의 권리인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업활동이나 일반 가입자들의 자우편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와 제3자의 권리침해를 수반하게 되므로, 와 같은 기술

인 복구 가능성만을 근거로 자우편에 한 압수수색 사실을

언제나 사 통지하여야만 압수수색 차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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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범죄 의와 련 없는 자우편에 한 부당한 압수수색

에 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항고를 제기하거나 형사사건

에서 법수집증거로서 부당성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도 있다.

라.검토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경우 그 내용이 제3자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의 서버에 그 내용이 장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는데, 의 헌법재 소

단을 통하여 그러한 때에 우리 헌법상 법 차의 차 ‧실체 정당

성을 어떻게 단하 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3)헌법재 소 2012.8.23.선고 2010헌마439결정69)

가.사건의 개요

청구인 최○학은 2010.5.경 기통신사업자인 (주)iMBC가 운 하는

인터넷상 게시 에 천안함 사건과 련된 게시물을 게재하 고,피청구

인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10.5. 순경 이 사건 기통신사업자에게 청

구인의 주소, 화번호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하 고,이

를 이용하여 화 우편으로 청구인을 소환한 후 기통신설비로 공연

히 허 의 통신을 하 다는 기통신기본법 반 의에 하여 조사하

69)소 ‘천안함 사건’,이후 ‘천안함 사건’이라고 지칭한 사건은 2010헌마439결정

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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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청구인 최○학은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 와 그 근거 법률인

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70)71)이 헌법상 장주의에 반되고,청구

인의 통신의 비 ,사생활의 비 과 자유,표 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7.15.그 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 청

구를 하 다.

70)구 기통신사업법(2010.1.1.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고,2010.3.22.법률 제

10166호로 개정되기 의 것)제54조(통신비 의 보호)③ 기통신사업자는 법

원,검사 는 수사 서의 장(군 수사기 의 장,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을 포

함한다.이하 같다),정보수사기 의 장으로부터 재 ,수사(‘조세범 처벌법’제10

조 제1항,제3항 제4항의 범죄 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

를 포함한다),형의 집행 는 국가안 보장에 한 해를 방지하기 한 정보

수집을 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

다)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

1.이용자의 성명

2.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이용자의 주소

4.이용자의 화번호

5.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이용자의 가입 는 해지 일자

71)現 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시행 2016.1.27.][법률 제13823호,2016.1.27.,

일부개정]

제83조(통신비 의 보호)③ 기통신사업자는 법원,검사 는 수사 서의 장(군

수사기 의 장,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정보수사기

의 장이 재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형의 집행 는 국가안 보장

에 한 해를 방지하기 한 정보수집을 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이용자의 성명

2.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이용자의 주소

4.이용자의 화번호

5.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이용자의 가입일 는 해지일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해당 이용자와의 연 성,필요한

자료의 범 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다

만,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

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기통신사업자에

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1-

나. 단

헌법재 소는 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취득행 는 강제력이 개입

되지 아니한 임의수사72)로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의 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통신자료제공을 요청에

응할 것인지 여부는 기통신사업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법률조항만으

로 이용자의 기본권이 직 침해된 경우도 아니라고 하면서73),본안 단

에 나아가지 않고 부 법 각하하 다.

다.재 김종 ,송두환,이정미의 반 의견

재 3인은,통신자료 취득행 가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

한 헌법소원의 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심 청구가 법

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 는 통신자료의 주체인 청구인에 한 기본

권 제한이 그 본질인바,‘청구인’을 기 으로 공권력 행사성 여부를 단

해야 하는데74),다수의견은 직 상 방이 기통신사업자라는 형식에만

72)“피청구인과 이 사건 기통신사업자 사이에는 어떠한 상하 계도 없고,이 사

건 기통신사업자가 피청구인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거 한다고 하여 어떠한

형태의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것인지도 불분명하며,수사기 이 압수수색 장을

발부받아 이 사건 통신자료를 취득한다고 하여 이 사건 기통신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지장을 래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 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 기통신사업자

는 …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통신사업자에

게 이용자에 한 통신자료를 수사 서의 장의 요청에 응하여 합법 으로 제공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지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다.따

라서 기통신사업자는 수사 서의 장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고,이 경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아니한다.”(2010헌마439)

73)“수사 서의 장의 통신자료제공 요청과 이에 따른 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행 가 있어야 비로소 통신자료와 련된 이용자의 기본권제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것”(2010헌마439)이라고 하고 있다.

74)“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형식만 … 통신자료의 제공 여부가 기통신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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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안하여 ‘기통신사업자’를 기 으로 보면 어떠한 의무나 부담을 지우

고 있지 않아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권력 행사성을 부정하고 있고,

이는 통신자료 취득행 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본질 인 국면을 외면하

는 것이라고 하 다.

,기본권 침해 직 성과 련하여,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 에

하여 헌선언을 할 경우에 헌법재 소법 제75조 제5항에 따라 법률조항

에 하여 부수 규범통제를 할 수 있다고 하 다.

라.검토

이 ‘천안함’사건은 2012.8.23.에 선고된 것으로,시기상 법원 ‘네이

버’사건의 원심 결(2012.10.18.선고 2011나19012)바로 직 이었다.

헌법재 소에서는 다수의견으로 법요건을 갖추지 못하 다고 단하여

본안 단까지 가지 못한 반면,네이버 사건 원심 결(2011나19012)은

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행 에 한 네이버의 정신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는 단을 하 다.비록 네이버 사건이 이후 법원에서

기되어 기통신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게 되었지만, 법

원이 단한 것은 기통신사업자의 정보보호의무와 배상책임에 한 것

이므로 여 히 련 조항의 헌성 여부는 심사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가 되었던 구 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은 2016년 4월 재

조문 치만 바꾸어 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

기통신사업법에서는 법원의 허가나 장 없이 수사기 이 ‘통신자료’를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통신사업자는 원칙 으로 통신자료를 제

공함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통신자료의 제출 여부는 기통신사업자의

의사에 의해 통신자료의 제공요청시마다 개별 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사실

상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통신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기통신사업자는 이

에 응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010헌마439반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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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이 통신자료에는 성명,주소, 화번호가

포함되고 이 정보를 통해 반 수사에서 빠른 응을 할 수 있다. 를

들어,명 훼손에 한 고소가 있어 명 훼손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

상 웹페이지 증거를 발견한 경우 그 웹페이지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업자

에 하여 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하여 주소를 포함한 인 사항을

확보할 수 있다.앞으로도 이 근거 법률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수사기

에 넘겨질 개인은 수없이 많을 것인데75),이들이 다시 헌법재 소의

단을 구하게 된다면 그 때에도 여 히 법요건에 한 단만으로 종결

될 것인지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와 련하여서 참여연 가 제기한 통신자료 제공 황 공개에 한

민사소송이 2015년 1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결정76)으로 일부

승소하여,수사기 에 통신자료를 제공하고서 개인정보 피제공자에는 그

러한 사실에 해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통신사를 상 로 20만

원~30만원의 자료가 인정된 상태이고,이후 2015년 하반기부터 이동통

신사들은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알려주고 있다.참여연 공익법센터가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사업자를 상 로 한 손해배상소송(서울고등법원

2011나19012)이 항소심에서 50만원의 자료가 인정되었으나, 법원

(2011모1839)에서 기 환송되었는데,통신사에 한 소송의 추이도 그

단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이제 그 단은 법원 혹은 헌법재 소에 달

려있을 것이다.민주사회를 한 변호사모임은 공익소송 담 공익인권

변론센터를 출범시켜 첫 공익소송으로 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한 헌법소원을 2016년 5월경에 제기하려 하고 있고,그 비의 일환으

75)정부 통계에서 2014년에는 총12,967,456건 제공.

76)서울고등법원 2015.1.20.선고 2014나2020811 결.

1심인 서울지방법원은 2014년 5월 20일 통신자료제공 황 공개청구는 받아들 지

만 자료 책임은 부정하 다.이에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1심 결을 뒤집어

20만원~30만원의 자료를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결을 하 다.이동통신 3사

(SK텔 콤,KT,LG유 러스)를 상 로 참여연 가 서○○씨 등 3명의 시민을

리하여 제기한 공익소송이다.이후 ‘통신사 사건’으로 지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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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16년 4월 30일까지 phone.jinbo.net도메인 주소에서 시민을 상 로

하여 헌법소원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이 소송에서 헌법재 소가 본안

단에 나갈 수 있다면,이제까지 지방법원과 법원,그리고 헌법소원에

서 문제되었던 들에 한 총체 인 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그

리고 이 단에는 통신자료의 근거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기통신사업

법의 입법취지와 수사상 필요성,개인의 기본권 침해 내지 제한의 정도,

통신사 혹은 인터넷사업자의 통지의무 확인 입법여부,수사기 의 통

지의무 확인 입법여부,가이드라인의 필요성 등을 포함시켜서 해결하

여야 할 것이다.

단날짜 사건내용 단내용 단주체

2012.8.23.
천안함

사건
각하 헌법재 소

2012.10.18.
네이버

사건

자료

인정
항소심

2014.5.20.
통신사

사건

자료

부정
1심

2015.1.20.
통신사

사건

자료

인정
항소심

2016.3.10.
네이버

사건

자료

부정
법원

2016.5.경

( 정)

통신자료제

공에

련한

헌법소원

? 헌법재 소

[표 1] 통신자료 공과 련한 각 법원들  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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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울 앙지방법원 2016.2.18.자 2015보6결정

(1)사건의 개요77)

검찰은 2014.5.18.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을 기획한 의

로 피의자인 항고인을 수사하면서 항고인의 카카오톡 화내용 등

을 확보하기 해 카카오톡 서버에 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2014.

11.경 항고인을 '집회 시 에 한법률 반'등으로 불구속기소하 다.

항고인은 불구속기소된 이후 뒤늦게 카카오톡 화내용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게 되었고,이에 항고인은 검찰이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

려 주지 않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집행 당시 장 원본을 제시하

지도 않았으며,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았고,범죄 의와 련 없는 카카

오톡 화내용도 모두 압수하 다는 이유로 서울 앙지방법원에 압

수·수색 처분은 법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항고를 제기하

다.

(2)결정의 요지

압수·수색의 법성에 하여,“피의자 등에게 압수·수색 장 집행과

정에 참여권을 보장한 것은 압수·수색 집행의 차 법성을 확보하여

장주의를 충실하게 구 하기 한 것인데,피의자 등에게 참여권이 보

장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은 법하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 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련하여,' 속을 요하는 때'란 '압수·수색 장 집행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77)이태한,“ 례해설-카카오톡 서버에 한 압수·수색 취소”,법률신문,2016.3.14.;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9212 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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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는데,압수·수색의 상인 카카오톡 화내용는 주

식회사 카카오톡의 서버에 보 으로 피의자 등이 근하여 련

정보를 은닉하거나 인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수사기 은

장이 발부된 후 이틀이 지나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박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

하 다.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 여부에 하여,“수사기 의 증거수집 과정에

서 장주의 등 차 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필요와 실체 진실 규명의 요청을 비교,형량하여 참여권을 보장하

는 취지, 속하게 집행될 사유가 없었던 사정,압수·수색으로 확인한 자

료가 항고인의 내 한 사생활의 비 에 속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압

수·수색 장의 원본의 제시,압수물 목록 교부,피의사실과의 련성 등

항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압수·수색의 취소는 면할 수 없다”고 결정하 다.

(3)검토

사건 지방법원 결정은, 법원이 2011모1839결정(종근당 사건)에

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시한 태도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구체 으

로 집행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피압수자가 참여권을 행사하지 못

한 상태에서 행해진 카카오톡 화내용 기록에 한 압수수색은 그 차

가 법하여 압수수색 취소의 상이 된다고 하 다.

,앞에서 살펴본 헌법재 소 2016.2.25.선고 2011헌마165결정에

서 이메일의 속을 요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후통지가 합헌임을 밝힌 것

과 조 으로,카카오톡 화내용은 제3자의 서버에 장되어 있는 것

으로 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사 에 통지가 이루어져야 법

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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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헌마165결정과는 시기상으로 일주일 차이가 나지만,2015보6결

정에서의 단과 헌법재 소의 결정에 따른 결론은 이했다.이런 이유

에 해서,그 상이 하나는 이메일이고 하나는 카카오톡 화내용

으로,디지털 기록 정보의 형태에 따른 특성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도 있다.카카오톡의 화내용은 그 정보의 성질상 련 없는 자들의 정

보가 혼재될 가능성이 더 높고 따라서 사생활 보호의 요청도 더 커진다

고 할 수 있다.그 지만 카카오톡 화에 참여한 인원이 여러 명이 아

니라 단 두 명인 경우라면,이메일로 정보를 주고받은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디지털 기록과 과연 다르게 보아야 하는지는 의문이다.제3자 서

버에 장된다는 이나 타인에게 노출될 것으로 생각지 않는 사생활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등에서 양자는 모두 동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디지털정보

수집근거조문
유형 방식

장주

의
최근의 쟁

형사소송

법

압수

수색
장 용 ○

피압수자의

참여권

통신비

보호법

감청

78)
허가

장
용 ○ 헌여부통신

사실

79)

기통신

사업법

통신

자료

80)

서면

요청

?

( 용되

고 있지

않으나

논란

있음)

헌여부,

통지범 ,

자료인정여

부

[표 2] 지털 록 증거를 활용한 수사  각 근거 법 과 특징

78)통신내역과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방식

79)가입자의 기통신일시, 기통신 개시·종료시간,착·벌신 통신번호,통신 사업자

의 가입자번호,사용도수(빈도),인터넷의 로그기록 자료, 치추 자료,인터넷

사용을 해 속한 속지 추 다료 등

80)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화번호 등의 개인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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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디지털 기록 증거에 한 비교법 연구

1.미국

우리나라가 카카오톡에 한 수사로 국민이 디지털 기록에 한 우

려를 하게 된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미국은 스노든 사태81)를 겪으며 디

지털 기록이 국가기 에 의하여 무분별하게 수집되는 실에 경악하

다.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기 에 의한 도·감청 등 디지

털 정보 수집,이용,감시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이와

련하여 미 수정헌법 제4조(불합리한 압수·수색으로부터 안 할 권리),제

1조(표 의 자유),제5조 제14조( 법 차의 원칙)를 통하여 헌법차원

에서 국민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다음에서는 미국에서 장주의의 근거

가 되는 미 수정헌법 제4조와 제5조 제14조,연방증거규칙,연방 형사

소송규칙 디지털 증거와 련 있는 사항을 살펴보겠다.

(1)미 수정헌법 제4조

미 수정헌법 제4조

Therightofthepeopletobesecurein theirpersons,houses,

papers,andeffects,againstunreasonablesearchesandseizures,shall

notbeviolated,and no Warrants shallissue,butupon probable

cause,supportedbyOathoraffirmation,andparticularlydescribing

81)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가안보국(theNationalSecurityAgency,

NSA)이 일상 으로 휴 화와 인터넷 통신을 추 하여 량의 정보를 수집해오고

있었음이 드러났다.미국에서 정보수사기 이 통신사업자에게 휴 화 고객정보를

요청하는 건수가 매우 많고, 장 없이 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도 상당수라서

행의 법성 합헌성에 해 상당수의 소송이 제기되어 왔다.;‘자정보

수집․이용 자감시와 라이버시의 보호 -미 연방헌법 수정 제4조를 심

으로 -’,비교헌법재 연구2015-B-1,헌법재 소 헌법재 연구원(20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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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lacetobesearched,andthepersonorthingstobeseized.

불합리한 수색,체포,압수로부터 신체,가택,서류 동산((動産)의

안 을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장은 상당한 이유에

근거하고,선서 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수색될 장소,체포될 사

람 는 압수될 물품을 구체 으로 기재하지 않고는 발 될 수 없다.

수정헌법 제4조를 이해하기 해 제정배경을 알 필요가 있다.18세기

미국이 국의 식민지 리 하에 놓여 있던 시기에 일반 장(general

warrants)과 조 장(writsofassistance)이 남발되어 구체 인 범법행

에 한 특정 없이 수색 상자 뿐 아니라 그 주변인들에까지 압수·수

색이 행해졌다.당시에는 장 집행 들에게 사후 법원 보고(return)책

임도 없었고,이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말단 공무원의 자의에 맡겨졌다.

장의 남용으로 인한 정부의 무차별 수색을 막고자 하는 경험에서 나온

것이 수정헌법 제4조이다.82)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를 받으려면 이 헌법 조항의 보호범 에 속하

는 압수·수색이라야 한다.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범 에 해서,연방

법원은 기에는 불법침입심사(TrespassTest)를 통해 재산권인 보호를

에 두었지만,FBI의 공 화 도청 수사에 한 단에 이르러 이러

한 방식으로 얻은 증거는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논의와 함께, 라이버

시 심사(KatzTest)로 심사기 을 변화시켜 라이버시에 한 합리 인

기 의 보호를 에 놓게 된다.83)Katz의 법정의견은 당해 사건의 감

청이 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통신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공

화가 그 당시 시 에 “필수 인”통신수단인 을 무시하는 것이라

82)앞의 연구보고서(2015.9.),10-12.

83)이후에 2012년 U.S.v.Jones에서,불법침입 심사가 부활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차량은 동산(動産,effects)에 해당하고,이 사건에서 정부가 Jones의 차량

에 GPS추 장치를 부착하고 차량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하여 4주 동안 그 장

치를 사용한 것은 정보를 수집할 목 으로 정부가 개인의 동산에 물리 으로 침

범한 것이며,이는 수정4조가 의미하는 ‘수색’에 해당한다고 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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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 고,Harlan의 별개의견 역시 물리 인 침해 없이 자 인 감시

가 가능하게 된 사회상황을 고려할 때 수정4조의 보호를 물리 인 침해

에만 한정하는 것은 악법이라는 입장을 취하 다.84)

KatzTest에서 불합리한 수색인지를 단할 때 기 은 주로 수색

상자가 라이버시에 한 합리 인 기 (Re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REP)85)를 하 는지 여부에 따른다.구체 으로 디지털 증거와

련하여서는,그 특성상 제3자인 이동통신사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자발 으로 공개한 것이라고 보는 제3자 원칙,공개된 장소에서의 이동

은 공 에 공개된 것으로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 역이 아니라는 열린

공간의 원칙,서비스회사에 방 한 정보가 맡겨지고 있는 실을 반 하

여 내용 정보와 비내용 정보를 구분하고 비내용 정보가 라이버시를 덜

침해한다는 내용·비내용 구분 법리,공개된 장소라 하더라도 규모의

범 한 감시인 경우에는 라이버시에 한 합리 인 기 가 있는 것

으로 보아 보호 역에 포함시키는 모자이크 이론이 있다.

미 수정헌법 제4조 보호 역에 속하는지를 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

은 헌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한 것이다.여기에는 헌법 명

문에 근거하여 반드시 장이 사 에 발부되어야 한다는 견해(결합설,

Conjunctiveview86))와 반드시 매번 사 장이 발부되어야 하는 것이

84)Katz, 389 U.S. at 512, 517.; 앞의 연구보고서(2015.9.),18.

85)REP가 무엇인지에 한 논의로, 를 들어 범법행 를 야밤에 외딴 야산에서

한 경우 라이버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행 를 했더라도 REP가 있는 것으

로 볼 수 없는데 ‘합리 ’인 기 이면서 ‘정당한(justified)’기 일 것도 요구되기

때문이고,이 때 후자의 기 도 REP의 내용이라고 본다.

86)‘결합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수정헌법 제4조의 “Therightofthepeopleto

besecureintheirpersons,houses,papers,andeffects,against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shall not be violated”(제1문,합리성조문)과 “no

Warrants shallissue,butupon probable cause,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placeto besearched,and the

personorthingstobeseized”(제2문, 장조문)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이 견해에 따르면 장조문(제2문)은 무엇이 합리 인지에 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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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수정헌법 제4조의 핵심은 ‘합리성’을 요구하는 것에 있으므로

장 없는 압수·수색의 경우라도 합리 이었는지를 보면 된다고 하는 견해

(분리설,Disjunctiveview87))가 있다.원래 연방 법원은 결합설의 입장

에서 사 장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지만88),시간이 흐

르면서 사 장원칙에 한 외를 인정하는 례가 차 축 되어,나

에는 외가 원칙을 압도하기에 이른다89).그러한 흐름과 함께 분리설

의 입장이 우세해지고,연방 법원도 더 이상 장을 요건의 하나로 보

는 입장을 버리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90),2014년 Rileyv.California

에서 “ 장 없는 수색은 장요건의 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합리 인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고 있어 장요건이 아직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미 연방 법원이 장요건을 버리는 것처럼 보여질 만큼 인정되는

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장 없는 수색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87)‘분리설’은, 각주에서 설명한 결합설의 견해와 달리,수정헌법 제4조의 제1문

과 제2문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견해이다.이에 따르면,불합리한 압수·수색이

었는지는 ‘합리 이지 않았는지 여부’에 달려있을 뿐, 장의 발부 유무와는 련

이 없다.이 견해의 강 이자 취약 은 ‘유연성’에 있다.‘합리성’을 따져 결정하는

이론은 각기 다른 사안에서 매우 유연하게 용이 될 수 있지만,결국에는 어떤

기 도 제시하지 못하는 모호한 기 으로만 남을 수 있다는 이 약 이다.

88)Bergerv.New York (1967)131),Warden v.Hayden (1967),Camara v.

MunicipalCourt(1967)등을 체 으로 보면 과거에는 장요건의 확실성이 강

조되었던 이 확인된다.;Daniel J. Solove, Paul M. Schwartz, 284; ‘자정보 수

집․이용 자감시와 라이버시의 보호 -미 연방헌법 수정 제4조를 심으

로 -’,비교헌법재 연구2015-B-1,헌법재 소 헌법재 연구원(2015.9.),29.에서

재인용.

89) 1992년경에는 제한된 외만이 허용되는 장주의 기 (the

warrants-with-narrow-exceptionsstandard)이 더이상 합리성 기 에 우세하다

고만은 할 수 없는 형국이 되었다.그 근거로는 우선 장요건에 한 외의 확

를 들 수 있는데, 표 으로 일반 인 법집행 필요를 넘어서는 특별한 필요

(specialneeds)에 의해 정당화되는 행정수색(administrativesearch)의 외를 들

수 있다.; 의 연구보고서(2015.9.),29.

90)수정4조의 궁극 인 단기 은 ‘합리성’이기 때문이다.”라고 설시한 Kentucky

v.King,131S.Ct.1849(2011)을 비롯하여 Maylandv.King,133S.Ct.1958

(2013),Rileyv.California,134S.Ct.2473(2014)등에서 “정부기 수색의 합헌

성에 한 궁극 인 단기 은 합리성이다.”혹은 “수정4조의 단기 은 개별

의(individualizedsuspicion)가 아니라 합리성이다.”라는 설시가 나타난다.;의

연구보고서(201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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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의의 외 사유가 많이 존재한다.이들 장요건의 외상황들을

연방 법원은 공권력이 장 없이 합리 으로 행사될 수 있는 상황들로

악하고 있다.91)그러한 상황들로는 긴 구조,용의자 긴 추 ,증거인

멸이 박한 상황 등 수색의 필요성은 매우 강력하나 장을 발 받을

시간이 충분치 않은 긴 상황(Exigentcircumstancesoremergency)92),

경찰 의 안 과 증거인멸 방지를 해 피체포자의 즉각 인 통제가 미

치는 범 에만 한정되는 법한 체포에 수반된 수색(Searchincidentto

lawfularrests),동의에 한 거부권을 인식하고 있는 상자의 자발

동의(Consent)에 의한 수색,차량의 기동성에서 기인하는 법집행상의 고

충 완화를 해 형성된 외로서 범죄의 증거가 발견될 것으로 여겨질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차량과 범죄의 증거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

는 운 석 용품함(glovecompartment),가방,상자를 포함한 차량 내부

의 수색이 허용되는 차량 수색(Automobileexception),범행이 진행 이

거나 혹은 곧 발생할 것이라는 합리 의심에 의한 정지․신체수색(Stop

andfrisk),일반 인 범죄 발․수사 목 이외의 특별한 필요성(Special

needs)에 의해 정당화되는 수색93),경찰이 자신이 치한 곳에 법하게

있을 권리가 있었다면 그러한 경찰의 명백한 시야에 있는 물건은 압수가

가능하고 재 에서 증거로도 채택될 수 있다는 명백한 시야 원칙(Plain

view doctrine)등이 있다94).

(2)미 수정헌법 제5조 제14조

미 수정헌법 제5조

norbedeprivedoflife,liberty,orproperty,withoutdueprocessof

91)Andrew E.Taslitz,MargaretL.Paris,LeneseC.Herbert,384.;앞의 연구보고

서(2015.9.),36에서 재인용.

92)McNeely,133S.Ct.at1558-1559.;앞의 연구보고서(2015.9.),36에서 재인용.

93)Andrew E.Taslitz,MargaretL.Paris,LeneseC.Herbert,422.;앞의 연구보고

서(2015.9.),36에서 재인용.

94)앞의 연구보고서(2015.9.),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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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 구라도 정한 법의 차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자유 는 재산

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미 수정헌법 제14조

norshallanyStatedepriveanypersonoflife,liberty,orproperty,

withoutdueprocessoflaw …

…어떠한 주도 정한 법의 차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

터도 생명,자유, 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

의 두 조문에서 차 법 차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디지털

기록의 형태로 된 정보를 국가가 열람,수집하는 경우에,개인의 사생활

이나 표 등의 자유 그리고 재산권에 속하는 문제이므로,미 수정헌법

제5조와 제14조의 법 차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를 들어 장

이 발부되어 국가가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있지만 고지 차를 지키

지 않았다면 법 차에 반한 것이 된다.

(3)연방증거규칙 (FederalRulesofEvidence)

연방증거규칙(FRE)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공통 으로 용되는

규칙으로서,제출된 증거방법이 배심원이나 법 에 의해 검토되어질 자

격인 증거능력(Admission)에 해 규정하고 있다.디지털 형태의 기록이

증거로 채택될 때에도 일반 인 연방증거규칙을 따르고 있고,디지털 증

거만을 다루는 별도의 입법이 된 것은 아니다.연방증거규칙 Rule402는

모든 증거는 주요사실과의 련성(Relevance,Rule401)이 인정되어야만

증거로서 허용될 수 있다(admissibility)고 규정하고 있고,디지털 증거에

서도 련성이 요구된다.95)

95) 련성이 인정되기 해서는,증거방법의 요성(materiality)과 증거의 가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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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방 형사소송규칙 (FederalRuleofCriminalProcedure)

미 연방 형사소송규칙은 정보를 복사할 것인지 는 장매체자체를

압수할 것인지는 원칙과 외의 구분 없이 선택 으로 할 수 있도록 규

정96)하고 있다.어느 방법에 의할 것인지는 장의 기재사항으로 특정하

도록 하고 있고,사 에 수사기 이 선서진술서에서 그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5)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미국 법무부의 「디지털증거에 한 압수·수색 지침서(Searchingand

Seizing Computers and obtaining Electronics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2009년 개정 )」는 압수의 상이 장매체 자체인지

는 정보만을 상으로 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여 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만일 컴퓨터 자체가 제품이거나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등에는 컴퓨터 자체가 압수되어야 하는 반면,컴퓨터에 장된 정보가

증거가 될 경우에는 컴퓨터 정보를 보 하는 장치에 불과하므로,정보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 경우 수정헌법 제4조를 반하는 결과를

래할 수 있으므로 련된 정보를 압수의 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97)

(probativevalue,Rule403)의 단을 거쳐야만 한다. 련성이 인정된 증거능력

이 있는 증거는 본안심리(trial) 차에서 배심원에게 제시 될 수 있으며,배심원

은 증거방법에 한 진정성(authentication,Rule901-902)여부를 단하게 된다.

본안 차에서는 다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방법의 증거력(weight)과 충분성

(sufficient)이 문제된다.;윤세교,앞의 논문,90-91.

96)FRCP41(e)(2)(B):규칙 41(e)(2)(A)에 의한 장은 자 장매체의 압수

는 장된 정보의 압수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장에 별도로 기술되지 않

은 한 매체나 정보가 장의 기재범 와 일치하는지 사후에 검증할 수 있다.(“A

warrantunderRule41(e)(2)(A)mayauthorizetheseizureofelectronicstorage

mediaortheseizureorcopyingofelectronicallystoredinformation.Unless

otherwisespecified,thewarrantauthorizesalaterreview ofthemediaor

informationconsistentwiththewar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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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장매체를 수색하는 것이 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될

경우 장매체를 이미징 하거나 장매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수색하는

방법의 필요성을 장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98)

2.독일

독일은 기본법 상 압수‧수색에 하여 직 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

다.그 다 하더라도 실제 보호의 정도는 구체 인 법률 내지 지침, 례

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기본법 상 규정이 없다고 하여 그만큼 보호

의 정도가 어드는 것은 아니다.그리고 기본권 상의 보호 역에 포함

시킬 수 있으므로 다음에서는 련된 기본권이 규정된 독일기본법 제13

조와 제1조,제2조 제10조를 살펴본 후,법률과 학설, 례상 보호되

는 모습을 보겠다.

(1)독일 기본법 제13조 등99)

독일 기본법 제13조

(1)주거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2)수색은 법 에 의하여만 명하여지며,지체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된 다른 기 에 의하여도 명하여질 수 있다.수색은 법률에

규정된 형식으로만 실행될 수 있다.

97)“Incaseswherethecomputerismerelyastoragedeviceforevidence,failure

tofocusontherelevantfilesmayleadtoaFourthAmendmentviolation.”;이

주원,“디지털 증거에 한 압수수색제도의 개선”,안암법학 제37권(2012),168.;

박민우,앞의 논문(2016),73에서 재인용.

98)“Withlimitedexceptions,asearchofaharddriveorothermediarequires

toomuchtimetoconducton-siteduringtheexecutionofawarrant.The

searchwarrantaffidavitexplainwhyitisnecessarytoimageanentirehard

drive(orphysicallyseizeit)andlaterexamineitforresponsiverecords”;이주

원,앞의 논문(2012),168.;박민우,앞의 논문(2016),73에서 재인용.

99)세계의 헌법 1,국회도서 (2013),40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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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정한 사실로 어떤 사람이 법률에 개별 으로 규정된 특히 한

범행을 한 사실을 증명하고 사태의 조사가 다른 방법으로는 지나치게 곤

란하거나 가망이 없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행을 추 하기 하여 법

의 명령으로 피의자가 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거를 감청하기

하여 기술 수단을 설치할 수 있다.이 조치는 기한이 정하여져야 한다.

명령은 3인의 법 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행한다.지체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명령은 1인의 법 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4)공공의 안정에 한 박한 험,특히 공동의 험 는 생명의

험을 방지하기 해서는 오직 법 의 명령으로 주거의 감시를 하여

기술 수단을 설치할 수 있다.지체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 조치는

법률로 정한 다른 기 이 명령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

이 법 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5)기술 수단이 오직 그 설치 당시 주거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보호

를 한 것일 때에는 그 조치는 법률에 규정된 기 에 의하여도 명하여

질 수 있다.이때 취득한 정보를 다른 목 에 이용하는 것은 형사소추

는 험방지의 목 으로만 그리고 사 에 그 조치의 법성이 법 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만 허용된다.지체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법 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6)연방정부는 매년 연방의회에 제3항에 따른 기술 수단의 설치와

연방의 권한 역 내에 있는 제4항에 따른 기술 수단의 설치 법

의 심사가 필요한 한에서 제5항에 따른 기술 수단의 설치에 하여 보

고한다.연방의회가 선출한 원회는 이 보고를 기 로 의회의 통제를

행한다.주에도 동등한 의회 통제가 행하여진다.

(7)그 외에도 침해와 제한은 공동의 험 는 개인의 생명의 험을

방지하기 하여, 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안 과 질서의 긴박한 험

의 방지,특히 주택부족의 해결, 염병 험의 퇴치 는 험에 처한

청소년의 보호를 해서만 행하여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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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본법 제1조

(1)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아니한다.모든 국가권력은 이를 존 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2)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

류공동체,평화 정의를 기 로 인정한다.

(3)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은 직 인 효력을 갖는 권리로서 입법권·

행정권·사법권을 구속한다.

독일 기본법 제2조

(1) 구든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질서 는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기의 인격을 자유로이 실 할 권리를 가진다.

(2) 구든지 생명권과 신체 훼손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인신

의 자유는 침해되지 아니한다.이 권리들은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

할 수 있다.

독일 기본법 제10조

(1)서신 우편과 신의 비 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2)이에 한 제한은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그 제

한이 자유민주 기본질서 는 연방이나 주의 존립이나 안 의 보호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법률은 그 제한이 당사자에게 통지되지 않는다는 것

과 사법 권리 구제 차 신에 국민의 표자에 의하여 임명된 기 과

보조기 에 의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정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에서 살펴본 기본권 내지 인격권 조항에 근거하여 디지

털 정보의 압수수색,감청 등을 규정한 법률의 헌여부를 단하 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데이터 장장치와 여기에 장되어 있는 데이터

를 조사,압수하는 경우 차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에 한 근은 피해

야 한다고 하고, 어도 하고 자의 이거나 무차별 으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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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법을 반한 경우 그 결과 확보한 데이터 장장치 데이터를 증

거로 사용하는 것은 지된다고 하여 증거사용 지 여부 단에 한 기

본 인 원칙을 확인하 다.100)

이에 따르면 기본권 침해의 정도에 따라 비례성의 원칙이 수되어야

하는데,비례성의 원칙 심사와 련하여 형사소송 차를 해 요성이

없는 정보는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해 ‘장에서의 유 정보

확인’이 요구되고,정보 장매체 체의 운반은 외 인 경우에 한

범죄 의가 있는 경우에만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한다. 체 인 정보

이미징(복제)은 정보 장매체 체 운반에 비해 경미한 수단이어서,개별

인 정보에 한 복사가 우선 으로 선호되며 가장 경미한 수단이다.

정보 장매체를 가져가게 되는 경우에도 검열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

며 그 기간이 비례성의 기 에 따라 심사되어야 한다.101)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독일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조 제1항

의 일반 인격권으로부터 ‘정보기술 시스템의 기 성 무결성의 보장

에 한 기본권’102)이라는 헌법상 새로운 기본권을 도출하기도 하

다.103)

(2)독일 형사소송법

독일 형사소송법은 제94조 이하에서 일반 인 압수규정을 두고 있는

데,통신서비스제공자의 메일서버에 장되어 있는 자우편과 같이 통

신의 비 보호 상에 속하는 디지털 기록들을 확보하는 규정으로도

100)디지털증거의 수집에 한 기본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받는,BVerfGE113,

39 결144;BVerfG 2 BvR 1027/02 (Zweiter Senat) - Beschluss v. 12. 4. 

2005.

101) 법원 사법정책연구원,“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단에 한 연구”(2015.8),

94.;박민우,앞의 논문,75에서 재인용.

102)이를 컴퓨터 기본권,통신 기본권 혹은 IT기본권이라고도 부른다.; 승수,앞

의 논문,169-170참조.

103)BVerfG,Urt.v.27.2.2008-1BvR3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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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수사에 필요한 서류의 검열은 검사

와 검사의 지시를 받은 사법경찰 의 권한이라고 규정104)105)하고 있는

데,디지털 증거와 같이 그 내용을 검색해보지 않고서는 련성 여부를

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이 규정을 용한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조i는 IMSI-Catcher106)를 도입하여,휴 화

는 그 내부의 SIM 카드 치를 특정할 수 있고,휴 화 화를 감

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IMSI-Catcher설치에 해 기술 인 기계들 사이에서만 통신이 이루어

지는 것이라서 기본법 제10조의 통신비 의 침해가 아니라고 하며,이

기술 인 통신데이터는 기본법 제2조 제1항과 제1조 제1항의 자기정보결

정권을 통해 보호되는데,이때에도 비례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하 고,

형사소송법 제100조i는 합헌이라고 결론지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조g는 독일 기통신법과 함께 통신서비스제공

자가 보 용으로 통신데이터를 6개월간 장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었는

데,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이 조항들이 기본법 제10조 제1항 통신비

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이라고 한 바 있다.107)

104)DieDurchsichtderPapieredesvonderDurchsuchungBetroffenenstehtder

StaatsanwaltschaftundaufderenAnordnungihrenErmittlungspersonen(§152

desGerichtsverfassungsgesetzes)zu.

105)서류의 검열(Durchsicht von Papieren)이란 압수할 상을 분류하는 압수의

비과정으로 그 과정은 수색의 한 과정이므로 서류의 검열을 해 서류를 검열자

의 사무실 등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직 압수가 아니라고 한다.

압수·수색을 함께 하는 경우는 수색,임시 보 ,검열을 거쳐 압수를 하게 될 것이

고,수색 장만을 받아 수색을 먼 하는 경우에는 수색,임시 보 ,검열을

거쳐 압수할 물건을 분류한 후에 압수할 물건에 해 다시 압수 장을 청구하게

된다.

서류의 검열은 수색의 장에서 행해질 수도 있고 수색 장에서 검열하지 않고 사

무실로 가지고 갈 수도 있고,검열 과정을 마치고 분류된 서류를 정식으로 압수

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 압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

106)독일 자회사가 처음 제작한 제품으로 휴 화의 기기 식별번호를 특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다.

107)BVerG1BvR256/08vom 2.3.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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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sgesetz(TKÜ)

TKÜ는 기통신 역에 있어서 기술 발달과 이에 응한 실무 필

요성과 함께,유럽이사회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108)의 국내법 수용의

향으로,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통신감청법이다.이 법

률은 형사소송법(Artikel1TKÜ), 기통신법(Artikel2TKÜ), 기통신

감청규정(Artikel13TKÜ)등 16개 항목법률로 구성되어 있다.이 법률

로, 기통신의 감청 요건, 차,통신정보 수집 권한,통신서비스제공자

의 력의무, 기통신사업자·인터넷서비스사용자의 통신데이터 장의

무 장된 통신데이터 사용에 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109)

3.일본

(1)일본 헌법 제33조 제35조110)

일본 헌법 제33조 [ 장주의]

구든지, 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권한이 있는 사법

헌이 발부하고 이유가 되는 범죄를 명시한 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일본 헌법 제35조 [주거의 불가침]

108)사이버범죄방지조약은 사이버범죄에 한 최 의 국제조약으로 사이버범죄와

련한 실체법, 차법 측면에서 입법의 형을 제시하여 다.유럽의회 가맹

국 외에 미국,캐나다,일본,남아공화국이 함께 서명하여 2004년 7월 1일 발효되

었다.이 조약은 서문과 4장 4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컴퓨터와 기통신시

스템의 기 성,무결성 가용성에 한 침해범죄,컴퓨터 련 범죄,아동음란

물 련 범죄 작권 침해 범죄에 한 형법상 최소한의 기 과 형사 차상

규정,국제 력에 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109) 승수,앞의 논문,153-167참고.

110)세계의 헌법 2,국회도서 (201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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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든지,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정당한 이유에 기하여 발부

되고 수색 장소 압수하는 물건을 명시한 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거,서류 소지품에 하여 침입,수색 압수당하지 아니 할 권리

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수색 는 압수는 권한을 가진 사법 헌이 발부하는 개별 장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독일과 달리 일본은 헌법상 장주의에 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에서 헌법상 기 을 제시한 로,일본 헌법 제35조 제2항이 개별

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서,복수의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

는 경우에 처분의 상을 ‘컴퓨터 그것과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로 기재한 한 통의 장에 의하여 다른 컴퓨터에 속하여 데이터를 검

색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가 있었는데,일본 헌법 제

35조 제2항이 개별 장을 요구하는 취지는 장 재 이 개별 사안에

서 ‘정당한 이유’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각 컴퓨터에 피의

사실과 련된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을 공통의 개연성이 인정되고,동일

한 기회에 일 하여 처분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한 통의

장에 기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한 바 있다.111)

이 게 장주의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구 되는지는 해석이나 입법을 통해 구체화된 후라야 알 수 있

다.디지털 증거에 하여 차법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제들

이 지 되었던 일본에서는 이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

으로 보인다.2001년 11월 23일 유럽의회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서명,

가입한 후 2004년 4월 21일 조약 가입에 해 의원과 참의원 승인

이 있었고 이 조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려 하는데,이후에 얼마만큼 일

본 헌법의 정신에 부합할 지는 지켜 야 할 것이다.

111) 승수,앞의 논문,18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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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본 형사소송법

일본 형사소송법 제110조의2에서는 자 기록은 기존 물리 증거

와는 달리 무체정보인 을 감안하여 압수해야 할 물건이 자 기록에

련된 기록매체인 때에는 압수 장을 집행하는 자는 압수를 신하여

압수해야 할 기록매체에 기록된 자 기록을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

인쇄 는 이 112)한 후 당해 타 기록매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한 압수를 받는 자에게 압수해야 할 기록매체에 기록된 자 기록을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인쇄 는 이 하도록 한 후 당해 타 기록매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13)

일본 형사소송법 제90조의2는 ‘기록명령부 압수제도’를 규정하여, 자

기록을 보 하는 자,그 외 자 기록을 이용할 권한을 갖는 자에

게 필요한 자 기록을 기록매체에 기록하거나 인쇄한 후 수사기 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일본 형사소송법 제99조 제2항,제107조 제2항으로 원격

조작에 의한 데이터의 검색 보 방법을 규정하여 수색 장소 특정에

한 문제를 해결하 고,제111조의2는 피처분자의 력의무,제197조 제

3항은 기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일정 기간 자료를 보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다.이러한 규정들은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을 따른 것

이다.114)

4.소결

세계 각국에서 디지털기록의 압수수색 내지 감청 문제에 하여 논란

112)이 때 ‘이 ’은 자 기록을 디스크 등 다른 기록 매체에 복사한 뒤 원래의

기록매체오부터 자 기록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113)곽병선/노명선/이종찬/권양섭,“사이버 수사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국

가인권 원회용역과제(2012),58.

114) 승수,앞의 논문,189-19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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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있고 문제의 해결을 해 새로운 법률을 입법하고 지침을 마련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그런데 법률 규정의 체

계,내용,세부 지침 등 그 구체 인 내용에서는 다소간 차이를 보일지라

도,결국 각국의 헌법 차원의 논의는 그들 국가의 헌법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미국은 수정헌법4조 해석에서부터 보호의 그 근거 상 역의

확정을 시도하고,독일은 그들의 기본법 제13조 제2조 등으로부터,일

본은 일본헌법 제33조와 제35조로부터 헌법합치 규정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다음에서는 새로운 장에서 우리 헌법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들여

다보고,우리 헌법 규정상 장주의 법 차원리에 하여 생각해보

겠다.

제 3장 헌법 고찰

제 1 들어가면서

디지털 기록 증거 채택의 헌성과 련하여 헌법재 소는 자우편

의 경우에도 속을 요하는 때에는 사 통지를 생략할 수 있고 이를 규

정한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이나 법 차원칙에 배되지 않아 합헌

이라는 단115)을 하 고,인터넷 패킷 감청의 헌성에 해서는 단

당사자의 사망으로 심 차가 종료116)되었고,통신자료 제공의 헌

성 단에서도 법요건을 갖추지 못하 다고 각하117)하 다.

디지털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량성,비가시성,

115)헌법재 소 2012.12.27.선고 2011헌바225결정

116)헌법재 소 2016.2.25.선고 2011헌마165결정

117)헌법재 소 2012.8.23.선고 2010헌마439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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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용이성 등 디지털 기록의 특성으로 인하여 헌 인 수사, 장발부

와 집행이 행해질 우려가 존재함에도 헌법재 소에 한 재 소원 범

나 보충성 요건으로 인해 헌법재 소에 단을 구하는 사건이 을뿐더

러,디지털 기록 증거 제 문제들이 집합된 패킷 감청 헌성 여부조차도

아직은 직 인 단이 내려진 바가 없다.이에 이 논문에서는 여러 디

지털 기록들을 증거로 채택함에 있어서,그 특성으로 인하여 압수수색이

나 감청 등의 형태로 국가가 디지털 정보를 취득하는 것과 련하여 문

제가 되는 헌법 가치 측면에서의 고찰을 해보려 한다.

우선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법한 장에 기한 법한

처분이 행해질 것을 요구하는 우리 례에 비추어 가장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장주의를 먼 살펴본다.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헌법상 요구하는

장주의는 어떠한 모습이고 어느 범 까지 작동하는 것이 조화로운 모

습일지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나아가 행 법령이 장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것을 상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기 에 의한 디지털 기록 정보의

수집이 가능하게 하고 있는 통신자료의 제공과 허가장을 통한 통신제한

조치에 있어서 장주의의 의미도 살펴보겠다.그 후에는 침해될 수 있

는 기본권 재산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하여 살펴보겠다.

제 2 장주의

1.의의

제12조 제3항,체포·구속·압수 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한 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 이 발부한 장을 제

시하여야 한다.다만, 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

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는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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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장을 청구할 수 있

다.

제16조 제2문,주거에 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 이 발부한 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제12조 제3항과 제16조 제2문에서 장제도를 명시 으

로 규정하고 있다. 장주의는 강제처분의 차 통제에 한 당 론

인 이론 내지 원칙이고,그러한 장주의 정신이 실정법의 제도로 구

된 것이 장제도로, 장제도를 설계하고 운 하는 기 이 장주의이

다.118)그 기 때문에 각국의 장제도는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 형태로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독일이나 랑스 같은 국가는 헌법에 장제도를

두지 않고 있기도 하다.

우리 헌법 조문을 보면 “ 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여서 원칙 으

로 사 장을 요구하고 있다.일반 인 압수·수색의 경우에 있어서,그

처분이 ① 압수119)·수색120)에 해당하고,② 사 장의 제시(이 장이

유효하기 해서는 ②-1. 법한 차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②-2.검

사의 신청으로,②-3.법 이 발부하여야 한다)된 경우에,우리 헌법 제

12조 제3항의 보호범 121)인 신체의 안 과 자유122)123)가 보장되는 기본

118)황정인,“ 장주의의 본질과 장제도:체포제도를 심으로”,한국형사정책연

구원,<형사정책연구>82권 0호(2010),205.

119)압수(押收)란 목 물에 한 유를 강제취득하는 것이다.;성낙인,헌법학[제

16 ],법문사(2016),1086.

120)수색(搜索)이란 물건이나 사람을 발견할 목 으로 사람의 신체나 물건 는

일정한 장소에서 그 상을 찾는 처분이다.; 검찰청,검찰수사 실무 범Ⅱ

(2008),3.;신동운,신형사소송법,법문사(2012),982.;성낙인, 의 책,1086,에서

재인용.

121) 행 헌법은 신체의 안 과 자유의 보장에 한 한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12조,제13조를 비롯하여 … 이와 같이 헌법에 형사법 원리를 직 규

정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실제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신체

의 안 과 자유가 제 로 보장되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자유와 권리도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신체의 안 과 자유를 보장하기 해서는 최 한 법 차의 원

리에 형사사법 원리가 지켜져야 한다.헌법상 신체의 안 과 자유는 실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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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제한 범 안에 속하는 것이 된다.다시 말해,헌법 제12조 제3항이

정하는 압수·수색의 경우만 원칙 으로 허용이 되고 나머지는 헌법 차

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124).

헌법 제12조 제3항은 단서를 두어 헌법상 허용되는 사후 장의 경

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본문의 사 원칙에 한 외에 한 규정으

로 해석되고,하 법률에서 사 장의 외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내지

동법 제218조,그리고 통신비빌보호법 상 긴 압수·수색 등에 규정이 되

어 있다.구체 인 사안에 있어서 용을 하게 될 때에는 헌법과 사소

송법 등 법률의 규정에서 허용되는 사후 장인지의 여부를 따져보고

단하게 될 것이다. 를 들어,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과 제2항에서 허

용되는 장 없는 압수·수색 범 에 하여 부수처분설과 긴 행 설이

립하고 있고,어떤 견해의 입장을 지지하는 지에 따라 구체 인 사안

에 한 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그러나 헌법 차원에서 우리 헌법

상 장제도와 장주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힐 때에는 하

법률에 한 해석에 의하여 단하지는 않으므로 여기서 구체 인 형사

장과 보장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차 보장으로는 … 법 차원칙

(제12조제3항), 장주의(제12조제3항)…등을 규정하고 있다.;성낙인, 의 책,

1073-1074.

122)신체의 안 과 자유는 연 으로 국의 1215년 마그나 카르타,1628년 권리

청원,1679년 인신보호법,1689년 권리장 ,미국의 1776년 버지니아 권리선언,

랑스의 1789년 인권선언 등에 규정되어 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 권이이다.이에

따라 오늘날 입헌국가에서는 신체의 안 과 자유의 보장 정도가 바로 그 나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의 척도가 되고 있다.;성낙인, 의 책,1073.

123)압수가 목 ‘물’의 취득이고 수색이 ‘물건’을 상으로 하는 때에는,사생활의

비 과 자유,재산권에 한 헌법상의 보호 역 내에도 해당하여야 하고,이 ‘물

건’이 ‘정보’의 가치가 심이 되는 ‘디지털 기록 형태의 증거’일 때에는 자기정보

결정권의 보호 역에도 속하여야 한다.

124)신체의 거동에 해당하는 행 를 할 수 있는 극 행 의 자유에 해서 그것

을 하지 못하도록 지‧규제하는 행 는 신체의 자유에 한 제약 행 가 된다.

표 으로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그리고 처벌,보안처분 등이 이에 해당

한다.이러한 행 들은 잠정 으로 지된다.…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한

차,특히 헌법에 명시된 차( 장주의,구속 부심사,형사피의자와 피고인의

차 기본권)에 한 입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신체의 자유에 한 제약행 가 된

다.이러한 부작 도 잠정 으로 지된다.;이 일,헌법학강의[제3 ],홍문사

(2008),557-558.



-77-

소송법 등에 한 논의는 더 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우리 헌법을 살펴보면,제16조 제2문이 “주거에 한 압수나

수색”에서도 사 장의 제시를 원칙상 요구하고 있다.주거의 평온과

불가침에 하여 헌법상 조문을 두어 보호하고 있다.주거의 자유 역시

사 장 제시의 근거가 되는 헌법상 개인의 권리로 보장,보호되고 있

다.

헌법재 소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장주의는 구속의 개시

시 에 한하지 않고 구속 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

는 실효시킬 것인지의 여부도 사법권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신분이 보

장되고 있는 법 의 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125)한

다고 하여 장주의의 본질 인 의미가 독립 인 사법권에 의한 단에

있음을 설시한 바 있다. “음주측정은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

니며 궁극 으로는 당사자의 자발 조가 필수 인 것이므로 이를 두

고 법 의 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126),“행정

상 즉시강제를 허용하는 법률조항은 박한 상황에 처하기 한 것으

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장 없는

수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헌법상 장주의에 배되는 것

으로 볼 수 없다”127),“구치소 내에서 소변채취가 법 의 장 없이 실

시되었다고 하여 장주의에 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128)고 하고 있는

것에서 장주의의 표 이 사 장을 원칙상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용

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에 따르면 헌법재 소의 설시를 통해 우리 헌법

상 장주의의 의미가,‘독립 인 사법권에 의한 단’과 ‘사 장 제시

의 원칙’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125)1992.12.24.선고 92헌가8결정

126)1997.3.27.선고 96헌가11결정

127)2002,10.31.선고 2000헌가12결정

128)2006.7.27.선고 2005헌마277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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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처럼 헌법에 장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로 미국과 일본이 있

는데,우리나라 헌법의 장제도 도입이 미국법과 일본법을 참조하여 행

해졌다는 역사 사실에 비추어 3개국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일본헌법은 제33조129)와 제35조130)에 장주의를 규정하

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유사한 시기에 미군정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이

미국의 수정헌법 제4조를 계수한 것이고,우리나라는 식민지 조선 시기

일본의 법제와 미군정 시기 미국 법령의 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재 우리 헌법 조문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 용되는 장

제도를 살펴보고,계속해서 과거 제헌 헌법과 재 논의되는 개정 헌법

안을 보면서,우리 헌법상 장주의는 어느 범 까지 요구되는지를 검토

하겠다.이때에 우리나라 헌법과 장제도를 좀 더 잘 이해하기 해 필

요한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방법을 택하겠다.

2.우리 헌법의 장제도 장주의

(1)우리 헌법에 기술된 장제도

가.사 장 원칙

우리 헌법은 사 장 제시에 의한 강제처분을 원칙으로 규정한고 있

고,헌법재 소도 우리 헌법상 요청되는 장주의로 사 장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9)일본 헌법 제 33조 [ 장주의] 구든지, 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권한이 있는 사법 헌이 발부하고 이유가 되는 범죄를 명시한 장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체포되지 아니한다.;‘세계의 헌법 2’,국회도서 (2013),187.

130)일본 헌법 제 35조 [주거의 불가침]① 구든지,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에 기하여 발부되고 수색 장소 압수하는 물건을 명시한 장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주거,서류 소지품에 하여 침입,수색 압수당하지 아니

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②수색 는 압수는 권한을 가진 사법 헌이 발부

하는 개별 장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의 자료,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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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일본헌법 제33조에서 ‘사 장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그러

나 미국의 경우 앞의 ‘제3 ’부분에서 보았듯 반드시 사 장을 요구한

다고 할 수 없다.미 수정헌법 제4조의 해석에 한 결합설에 의하면 사

장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지만,반 의 입장인 분리설이 차 더 많

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반드시 사 장을 요구하는 것이 미국의

헌법상의 요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미 연방 법원도 분리설을 받

아들여 헌법합치 인 강제처분의 요건으로 ‘사 장’을 요구하지 않고

‘합리성’여부만을 단하는 모습131)을 보이고 있는데,우리나라 법원

과 헌법재 소가 그 설시에서 ‘압수·수색의 경우 사 에 장이 법하

게 발부되었는지 상 없이 궁극 합헌 단기 이 합리성’이라고는 하

지 않을 것임에 비추어 생각하면,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는 다른 원칙

을 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나.법 에 의한 장발부

우리 헌법은 법 이 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헌법은 장 발부권자로 ‘사법 헌’이라고 하여 재 이외의

자도 포함될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재 異說없이 재 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미국의 경우에는 수정헌법 제4조에 장발부 주체 요

건으로 “neutralanddetachedmagistrate”을 두고 있는데,직역하면

립 이고 독립 인 치안 사가 되지만,이 외에도 장발부자가 법률가

일 필요가 없다고 하며,연방 법원은 법원서기가 경범죄에 하여 체포

장을 발부한 것을 승인한 바 있고132),이 사건 사안이 경범죄에 한

131)수정4조의 궁극 인 단기 은 ‘합리성’이기 때문이다.”라고 설시한 Kentucky

v.King,131S.Ct.1849(2011)을 비롯하여 Maylandv.King,133S.Ct.1958

(2013),Rileyv.California,134S.Ct.2473(2014)등에서 “정부기 수색의 합헌

성에 한 궁극 인 단기 은 합리성이다.”혹은 “수정4조의 단기 은 개별

의(individualizedsuspicion)가 아니라 합리성이다.”라는 설시가 나타난다.;앞의

연구보고서,헌법재 소 헌법재 연구원(2015.9.),30.

132)Shadwickv.UnitedStates,407U.S.345(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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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지만 죄의 경우도 법원서기에 의한 수색 장이 발부될 수 있음

을 확인하 다.Illinoisv.Gates462U.S.213,235(1983)에서도 연방

법원은 “오랫동안 체포 장과 수색 장이 법률가 혹은 사가 아닌 이들

로부터 발부되어 왔”다고 하며 비법률가에 의한 장발부를 아무런 비

없이 설시하고 있다.오히려 미국에서 법하지 않은 장발부권자는 ‘사

법부 구성원이 아닌’사람일 때이다.행정부의 부서에 속하여 일하는 경

우 법률 문가라 할지라도 ‘립 이고 독립 ’이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

문이다.이러한 취지의 연장선에서,경찰과 함께 범죄의 의가 있는 장

소에 방문하 던 경우나 장발부 건당 보수를 받는 치안 사의 경우도

법한 장발부권자가 아니다.이러한 모습은 미국이 ‘법률’에 한 ‘지

식’이 아니라 철 히 ‘공정함’을 추구하는 것에 기인하지 않을까 추측된

다. 이러한 이 ‘장’이라는 ‘형식’을 요구하기보다 체 압수수색

장발부와 그 집행 과정 체에 있어 ‘합리성’을 기 으로 단을 하는

과도 통하는 것이 있다고도 생각된다.

우리 헌법으로 돌아와서,우리나라의 경우는 명문에 ‘법 ’으로 되어

있어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와 같은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법한 장이 되기 해서는 해석의 여지없이 법 의 발부가

요건이 된다.헌법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 ‘장’과 통신제한조치 ‘허가장’

의 발부권자는 ‘법 ’이다. 련하여 법 에 의한 발부 내지 허가가 없는

제도로,수사기 의 임의수사 방법 하나인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우

리 헌법상 허용되는 제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그 다면 ‘법 의

발부’라는 헌법상 요청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장에 의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를 허용하는 험은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다. 법 차 원칙

우리 헌법은 “체포·구속·압수 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한 차에

따라”야 한다고 하여 법 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법 차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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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래 1215년 국의 마그나 카르타에서 유래한 것으로 한국에는 1987

년 제6공화국 헌법에 최 로 규정된 것으로 행 헌법에서야 비로소 규

정된 원칙이다.133) 법 차원리의 출발은 신체의 자유보장 내지 형사사

법 원리 지만,오늘날에는 헌법 반을 류하는 원리로 모든 공권력

작용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원리이자,입법·행정·사법 모든 국가작용은

차 법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공권력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

의 실체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134)는 헌법의 일반원

리이다.135)헌법재 소도 같은 입장으로 다음과 같이 설시한 바 있다.136)

행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3항은 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차의 원칙을 헌법상 명문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개정 의 헌

법 제11조 제1항의 " 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 ·

압수·수색·처벌·보안처분 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규

정을 1987.10.29.제9차 개정한 행헌법에서 처음으로 미법계의

국가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한 기본원리의 하나로 발달되어

온 법 차의 원칙을 도입하여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며,이 법

차의 원칙은 역사 으로 볼 때 국의 마그나 카르타( 헌장)제39

조,1335년의 에드워드 3세 제정법률,1628년 권리청원 제4조를 거쳐

1791년 미국 수정헌법 제5조 제3문과 1868년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에 명문화되어 미국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자리 잡고 모든 국가

작용을 지배하는 일반원리로 해석· 용되는 요한 원칙으로서,오

늘날에는 독일 등 륙법계의 국가에서도 이에 상응하여 일반 인

법치국가원리 는 기본제한의 법률유보원리로 정립되게 되었다.

우리 행 헌법에서는 제12조 제1항의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 등

제12조 제3항의 장주의와 련하여 각각 법 차의 원칙을

133)이 일,앞의 책,542.;성낙인,앞의 책,1086-1087.

134)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정한 실체법(duelaw)의 원리.;성낙인,앞의 책,

1088.

135)성낙인,앞의 책,1087-1088.

136)헌법재 소 1989.9.8.선고,88헌가6결정;1990.11.19.선고,90헌가48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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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그 상을 한정 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용 상을 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

의 통설 견해이다.다만 행 헌법상 규정된 법 차의 원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하여 표 의 차이는 있지만 체 으로

법 차의 원칙이 독자 인 헌법원리의 하나로 수용되고 있으며 이

는 형식 인 차뿐만 아니라 실체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 의미로 확 해석하고 있으며,우리

헌법재 소의 례에서도 이 법 차의 원칙은 법률의 헌여부에

한 심사기 으로서 그 용 상을 형사소송 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특히 입법 작용 반에 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단하는 기 으로

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헌법은 제31조에서 “ 구라도,법률에 규정한 차에 의하지 않고

서는,그의 생명 혹은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그 밖의 형벌을 받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고,일본 최고재 소는 헌법 제31조가 단지 ‘차’를

‘법률’에 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정한 법률의 차’

‘고지,변명,방어의 기회’의 보장을 정한 것”이라고 하여 법 차의 원

칙을 밝히고 있다.일본 학계의 다수견해는 “ 법 차의 원칙이 원칙

으로 형사 차에 해 용되나,성질상 다른 차에도 용 혹은 유추

용 되는 것으로,헌법 제31조는 일반원칙”으로 보고 있다.137)미국도

수정헌법 제5조 “Noperson ...norbedeprived oflife,liberty,or

property,withoutdueprocessoflaw..."에서 “ 구든지 법 차(due

processoflaw)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자유 는 재산을 박탈당하

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수정헌법 제14조 제1항 제3문에서는

“norshallanyStatedepriveanypersonoflife,liberty,orproperty,

withoutdueprocessoflaw;...”라고 하여 “어떤 州도 개인의 생명,자유

137)황정인,앞의 논문,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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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산을 법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박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

정함으로써 법 차 원칙을 연방 뿐 아니라 州 차원에까지 침투시켜,

법 차 원칙을 장제도를 규정한 수정 제4조를 비롯하여 형사 차

반의 지도원리로 용하고 있다.138)독일기본법 제104조에서도 ‘신체의

자유를 형식 인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서만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랑스 인권선언 제7조도 ‘법률과

법한 차에 의하지 아니한 소추,체포,구 을 지’하고 있는 등 세계

각국에서 헌법에 법 차원리가 반 되어 있다.

라.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의 사후 장

우리 헌법은 외 으로 사후 장의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과 국은 이러한 규정이 없고,일본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도

행법체포에 해서 사후 장 청구를 요구하는 바가 없다.독일 헌법에

“ 사의 결정에 의하지 않은 모든 자유박탈에 하여는 지체 없이 사

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독일 형사소송법은 계속구

의 경우에만 사의 사후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139)

그 다면 우리 헌법에 따를 때 사 장이 원칙이고 외 으로 사후

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장의 완

한 배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우리 헌법에 기술되지 않은 장제도 요소

가.일반 장의 지

138)차용석,“형사소송에 있어서의 ‘DueProcess'의 구 ”,형사법과 형사정책의

과제(약천 정해창 선생 고희 기념 논문집)(2007)407-408.;황정인,앞의 논

문,211-212에서 재인용.

139)황정인,앞의 논문,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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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장의 지는 포 인 내용의 장을 지하는 것으로, 장의

상이 되는 장소,사람,물건, 의내용 등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헌법조문에서 일반 장을 지하고 있다.140)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장

제도 하나의 요소로 당연히 일반 장은 지되는 것이다.

나.체포된 자에 한 청문(hearing) 차

미 연방 법원은 1943년의 McNabbv.UnitedStated사건과 1957년

의 Malloryv.UnitedStates사건을 통해서 “체포된 자는 불필요한 지

체 없이(withoutunnecessarydelay)치안 사 앞으로 인치되어야 한

다”는 McNabb-Mallory원칙을 확립하 고 이는 미 연방형사소송법141)

에도 규정된다.이로 인해 의심할 여지없는 자발 인 자백도 차 반을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법 차원칙의 내용이 크게

확장되었다.이에 따라 연방과 주州는 체포된 자를 지체 없이(promptly)

사법 헌(judicalofficer)의 앞으로 데려가도록 하고 있는데,이것이

InitialAppearance라고 불리는 청문 차이다.142)

140)일본헌법 조문의 “이유가 되고 있는 범죄를 명시한 장(理由となってゐる犯罪

を明示する令状)”이라는 부분과,미국 헌법 조문의 “수색될 장소나 체포·압수될

사람 내지 물건을 특정하여 표시(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andthepersonsorthingstobeseized)하지 않고 발부되어서는 안 된

다”는 부분.;황정인,앞의 논문,215.

141)FederalRuleofCriminalProcedure.5(a).)에 “A personmakinganarrest

withintheUnitedStatesmusttakethedefendantwithoutunnecessarydelay

beforeamagistratejudge,orbeforeastateorlocaljudicialofficerasRule

5(c)provides,unlessastatuteprovidesotherwise.”

142)황정인,앞의 논문,216-217.;InitialAppearance에서 경찰 은 치안 사에게 체

포의 상당성을 입증하는 complaint를 제출한다.체포된 피의자는 치안 사 앞에

서 의사실과 자신의 헌법 권리에 한 공식 인 고지·설명을 받게 되고,궁

핍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의자에게는 변호인이 지정된다. 장 없이 체

포된 경우는 이 자리에서 ‘개연성 있는 이유(probablecause)'가 있었는지 여부가

심사된다.마지막에 치안 사는 피의자에게 서약서(recognizance)를 징구하거나

보석 (cashbail) 는 보증서(suretybond)를 받고 석방할 수도 있고,아니면 계

속 구 상태에 두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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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는 법 차원칙의 확장이자 사법부에 속한 치안 사의 사후

단이라는 에서,우리나라의 경우와의 유사 내지 시사 을 찾을 수

있다. 차 반과 실질 인 정의에 한 사후 심사를 사법부에서 하여,

강제처분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통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요소도 장제도 내지 장주의의 한 부분으로 포섭할 수 있을

것이다.발부된 장에 기한 일련의 차가 모두 법 차에 따라 행해

졌는지에 하여 법원이 단하는 경우에서처럼 사법부의 사후개입이 요

청되는 때가 있겠다.

(3)제헌헌법상 장주의

우리 헌법은 1948년 헌법 제정 당시부터 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었

다.143)제헌헌법은 강제처분법정주의나 사후사법심사를 원칙으로 하지

않고,강제처분에 해 사 사법심사를 하는 사 장을 원칙으로 하고

외 으로 사후 장발부를 인정하는 ‘ 장주의’144)를 채택한 것이었다.

사후사법심사의 의미가 강제처분의 계속을 해 필요한 것인지 과거의

강제처분 법성 여부를 심사하려는 것인지는 불명확했다.만약 후자로

본다면 종료된 강제처분에 해서도 사법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145)

143)문성도,“ 장주의의 도입과 형성에 한 연구 :1954년 형사소송법의 성립을

심으로”,서울 학교 학원(2001),140.

144)헌법상 강제처분을 규율하는 방법에는 1.고 방법으로 ‘강제처분법정주

의’가 있다.이것은 강제처분은 원칙 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랑스인권선언,일본명치헌법,독일바이마르헌법,

1923년 이집트헌법,1924년 이라크헌법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2.‘ 장주의’

가 있다.이것은 강제처분을 하기 해서는 원칙 으로 법원의 재 는 재 서

( 장)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미연방헌법(결합설을 따를 때),독일

기본법,1947년 필리핀헌법,1947년 이태리헌법 등이 이에 속한다.1924년 터키헌

법은 체포‧구 등에 해서는 강제처분법정주의를 채택하면서,우편물 검열(개

)에는 사법심사원칙을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3.‘사후 사법심사주의’가 있

다.이것은 일단 수사기 이 법률에 따라 강제처분을 하도록 하고,그 후 제한된

시간 내에 법원의 재 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1947년 화민국( 만)헌법이 여

기에 속한다.;문성도, 의 논문,15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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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에 의한 장발부라는 근 의미의 장주의가 최 로 도입된

것은 1948년 미군정법령 제176호에서 다.이 게 도입된 장주의가 제

헌헌법상 기본권으로 정착되었고,제정형사소송법에 이하여 구체화되었

다.우리나라의 장주의 도입 형성과정에서 미국법과 일본법의 향

이 반 되었는데,우리나라 특유의 사정으로는 식민지치하 인신의 자유

를 억압받았던 경험에 비추어 장주의를 도입하는 데 극 146)이었

다는 이 있다.147)이는 재 미 수정헌법 제4조의 해석상 장주의가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우리헌법은 장주의를 원칙으로 해석되는

것에 한 이유일지 모른다.

제헌헌법의 헌법제정 과정에서,제헌국회 헌법기 원회는 1948년 6

월 3일부터 22일까지 유진오안을 원안으로 권승렬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헌법안을 작성하 다.148)유진오 안은 장발부원칙을 기본권으로 인정

하고,사 장의 외를 행범 체포로 제안했다. 장발부 주체에 해

서는 법 이라고 명확히 하여 명확하게 검사나 사법경찰 이 포함될 수

있을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주거의 자유에 한 장주의는 인

정하지 않았고 형사 차법정주의를 천명하는 데 그쳤다. 장발부 상

에 해 체포로 제한하지 않고 구 ,수색에 해서도 넓게 인정했다.권

승렬안은 유진오안보다 상세하게 형사 차 권리를 인정하고 있었다.

장주의도 구체 으로 규정하여,사 장 원칙의 외를 행법체포

뿐 아니라 범인의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장하여 형

사소송법상의 긴 구속이라는 외를 정하고 있었다.이는 아마 권승

렬안이 사법부의 법 ,검사들이 주축이 되어 작성되었기 때문에 보다

145)문성도, 의 논문,204-207.

146) 장주의 내지 강제처분에 한 차 통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에 좌우익을 막론하고 거의 의견이 일치했다.;문성도, 의 논문,194-195참

조.;1947년 미소 공동 원회 답신서에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147)문성도, 의 논문,1.

148)문성도, 의 논문,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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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인 내용을 담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단,체포,구속의 이유를

통지받을 권리와 형벌불소 원칙에 한 규정은 없었다.149)

이 게 헌법기 원회에서 작성된 헌법 안은 1948년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국회본회의에서 심의된 후 거의 헌법 안 그 로 확정되었

다.150)이 때 질의 차에 한 답변에서 헌법 차원에 형사소송법과

복되는 규정을 굳이 두어야 하는 필요성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함

에 있고,이는 과거 자유권을 유린당했던 역사 경험에 근거한다는,헌

법제정자들의 의도가 드러난다.통과된 제헌헌법은 사 장을 원칙으

로 하고 외를 인정하면서도 사후 장에 의한 법원의 통제를 의욕한 것

이었다.

한민국헌법 [헌법 제1호,1948.7.17.,제정]제 9조

…체포,구 ,수색에는 법 의 장이 있어야 한다.단,범죄의

행 범인의 도피 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 은 법

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한민국헌법 [헌법 제6호,1962.12.26., 부개정]제 10조 제 3항,

체포·구 ·수색·압수에는 검찰 의 신청에 의하여 법 이 발부한

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다만, 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

는 사후에 장을 청구할 수 있다.

행헌법 [헌법 제10호,1987.10.29., 부개정]제 12조 제 3항,

체포·구속·압수 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한 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 이 발부한 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49)문성도, 의 논문,195-197.

150)문성도, 의 논문,19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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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시조항은 제헌헌법에서는 존재하지 않다가,1962.12.26.제5차

개헌 때 헌법에 삽입되었다.이것을 문리 으로 엄격히 해석하면 체포·

구 ·수색·압수에 앞서 외 없이 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할 수 있

다.151)

(4)헌법개정논의로 보는 법 차 원칙

1987년에 개정된 이래 행 헌법은 30여 년간 제 역할을 해왔다.그

지만 그 동안의 정치,경제,사회의 발 에 따라 헌법도 시 에 맞는 개

정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다.152)우리나라 헌법의 과거를 보았으니,시

의 변화에 따라 제안된 헌법 개정안도 살펴,일반원칙인 법 차에

해서 어떤 제안이 있었는지를 보겠다.

앞서 ‘다. 법 차 원칙’목차에서 보았듯, 법 차원리의 용범

에 비하여 헌법상 명문은 시 으로 좁은 범 만을 규정하고 있다.이

에 인권보장의 가장 핵심 인 원리인 법 차원리를 보편 원리로 별

도 규정하자는 제안이 되었다.구체 으로,조문의 치는 기본권 조항

맨 앞에 두고, 법 차원리의 확장을 하여 “국가는 법한 차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이러한 권리를 제한 할 수 없다”는 형태의 제2문을 제

안하고 있다.153)

151)문성도, 의 논문,257.

152)2006년 12월 1일 한국공법학회 주도의 헌법개정안 연구보고서가 나왔고,2009

년 8월에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발족하 던 헌법연구 자문 원회가 1년여간의 연

구결과로 결과보고서를 낸 바 있으며,2011년 화문화아카데미의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연구물,그리고 2014년 5월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자문

원회가 헌법개정안 시안을 제출하는 등 꾸 하게 헌법개정에 한 논의가 되어

오고 있다.

153)헌법연구 자문 원회 결과보고서(2009.8.),77-78,89.; 법 차원리를 보편

원리로 별도 규정하는데 소극 인 의견에서는,지나치게 차 인 것을 요구함으

로 인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구속 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권한에

해서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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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안 로 개정이 되더라도,헌법 규정으로 인하여 바로 구체 인

차가 요구된다거나 하지 않고, 법 차의 원칙은 행 헌법 하에서도

해석상 공권력 반에 걸쳐 요구되고 있었으므로 보편 법 차 규정

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헌법개정논의와는 별개로,이런

개정안을 살펴 으로써 법 차의 원리가 국가의 입법·사법·행정 반

에 걸쳐 지켜져야 할 헌법 요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5)검토

우리 헌법 하에서는 사 장이 원칙 으로 요구되고,이때의 사

장은 법한 차에 의하여 발부된 것이어야 한다.최근 법원 례에

따르면,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별건범죄의 증거에 한 압수·수

색 장이 법한 장이 되기 해서,별건범죄 발견 즉시 더 이상의

수사를 멈추고 피압수자 측에 통지하여 참여권을 보장받게 해야 한

다154).이러한 례의 태도는 ‘법 이 발부한 법한 사 장’을 요구

하는,우리 헌법의 장제도 장주의 하에서 당연한 귀결인 것으로

보인다. 법하게 장이 발부되기 한 조건 하나로 피압수자에

한 참여권 보장이 요구되고 사 장이 원칙이므로 이 참여권이 확보되

어야 하는 시기가 법 의 장 발부 이 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의 법이 보장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수증증거배제법칙

에 따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데 이와 련하여 외를 허용,수집한

정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측면에서,미국의 Plainview 원

칙의 우리나라에 도입· 용을 언 하기도 한다.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 헌법과 미국 수정헌법은 조문과 그에 따른 장제도의 범

에서 차이가 있고,미국 헌법과 법률, 례에 맞추어 발 된 법이론을

154)2015.7.16.자 2011모1839 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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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우리가 채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우리 헌법과 조화되기 힘

든 이론일 뿐 아니라 도입 필요성에 있어서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컨

,우리 형사소송법 제218조 상 임의제출물에 장 없는 압수를 허용하

고 있고,Plainview 원칙이 제하고 있는 법한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별건범죄의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는 합법 방법으로,이 임의제출 규

정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논의155)가 있는데,이 논의에 따르는 상

황은 헌법합치 이지 못하고 외국 이론을 억지로 수용하기 한 방

편이 될 뿐이다.실제로 법원과 헌법재 소에서 문제가 된 사안의 상

황인,제3자가 정보제공의 주체가 된 경우에서,‘인터넷서비스제공자’혹

은 ‘통신사’를 정보제공주체로 본다면,아무리 별건범죄의 증거를 진정한

의미의 임의제출156)을 통해 확보하 다 하더라도,‘정보 내용상의 주체’

에 한 고지나 참여권은 여 히 확보되지 못한다.이 경우는 어떤 이론

내지 법률을 근거로 별건범죄 증거를 확보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 인 정보제공 주체를 구로 볼 것인지’에 한 문제이고,그 주체

에 해 헌법 권리와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헌법합치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법원이 피압수자에 한 참여권의 보

장을 하나의 기 으로 제시했고,그것이 우리 헌법상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이었음에 비추어,제3자에 의한 통신자료제공 등과 같은 경우

도 우리의 환경에 맞는 해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고 그 편이 더 바람

직할 것이라 생각된다.다만 헌법재 소와 법원이 극 으로 단을

하여 것을 요청하고 싶다.

155)박민우,앞의 논문,151.

156)압수의 의미와 임의제출에 한 거부권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임의

제출 내지 압수에 동의하는 경우를 ‘진정한 의미의 임의제출’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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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디지털 기록과 장주의

우리 헌법은 장주의의 일환으로 사 장 제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이 때 일련의 과정이 법한 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은 강제처분의 상이 되는 압수‧수색물 내지 감청 정보가 디지털

기록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디지털 기록의 특성상

장의 집행 과정이 복잡해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문가의 분석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되어,그 사이 법한 차에 배될 확률이 늘어나

증거채택이 실 으로 까다로워진 것일 뿐,우리나라의 헌법 조문과 제

헌헌법으로부터의 헌법제정자들의 취지, 행헌법에 한 헌법개정제안

모두에서 장주의와 법 차의 원칙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으므로,증

거채택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이러한 헌법상 보장원리를 느슨하게 할

수는 없다.

4.검토

우리나라의 장주의와 법 차의 원리상, 법원이 디지털 정보의

압수‧수색의 원칙을 ‘일부복제’로,종근당 사건에서처럼 피압수자의 참여

권을 장 집행의 각 단계에서 모두 요구한 단이,우리 헌법에 잘 부

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별건범죄에 한 증거를 우연히 발견했을 때에도

례의 태도에 따라 그 상태에서 더 이상의 증거 탐색을 지하고,피압

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한 후 새로운 장을 발부받는 방법을 취하

면 될 것이고,우리 실정과는 다른 외국 법리를 끌어올 필요는 없을 것

이다.

그런데 만약 앞으로 헌법개정이 되어 조문의 규정에 변동이 있다면

이와는 다른 단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제헌 헌법 당시부터 헌

법제정자들이 염려 하 던 자유의 억압에 한 역사 우려는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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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요청이 아니고,평화롭고 발 된 시 상황에 맞춘 헌법의 모

습은 장주의 신 다른 형태의 통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그리하

여서 우리 헌법이 미 수정헌법의 모습처럼 해석에 따라 ‘합리성’과 같은

기 만으로 압수·수색,감청을 할 수 있게 개정된다면, 재의 논의가 그

로 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재로서는 그러한 헌법개정을 주장하는 경우는 없고,헌법개

정이 되더라도 우리 헌법의 장주의를 그 로 유지하면서 법 차 원

칙을 더욱 확 시키려는 주장이 되고 있어,그 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

다고 할 것이다.

통신비빌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장에 의한 ‘패킷 감청’의 문제

에 해서는,그 허가장에 하여 필요성과 보충성이 극 소명되었고

한정된 기간을 정하여 허가가 된 경우라면 차 측면의 장주의

법 차원리는 지켜졌다고 볼 수 있다.패킷 감청이라는 방법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항상 피의자에 해서는 ‘포 장’이 되고,피의자와 동

일 회선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피의자와 통신한 제3자에 해서는 ‘일반

장’이 될 수밖에 없어 장주의에 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는

측에서는 패킷 감청 수사기법 자체를 헌 인 것으로 보아 허용하여서

는 안 된다고 한다.그 지만 이러한 주장은 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한다.기술이 발 하고 사회가 변화하는 것은 인 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패킷 감청은 이미 기술 으로 가능한데,이 게 패킷을

간에서 가로채는 기술 자체는 가치 립 인 것으로 가 그 기술을 어떤

목 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수사기법으로 채택될 수도 있지만 범죄 수

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그런데 발 된 기술에 한 통제 어려움을 이

유로,패킷감청 기법 자체를 헌 이라고 부 법한 것으로 해버리면,결

국에는 그 기술을 불법을 행하는 수단으로 쓰는 범죄자에게 오롯이 넘겨

주는 일이 될 것이다.무조건 패킷감청 자체를 막으려 하기 에 오히려

그 기술에 한 이해와 연구를 통해 헌법합치 인 수사기법 기 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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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패킷감청 기법 자체는 헌법합치 일 수 있음을 제한 후,패킷감청

의 허가장 발부까지 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인 때에도,실질

인 정의 념에도 부합하는 국가 공권력의 작용이어야 하는데,이는 결

국 제한받는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가

될 것이다. 장주의의 용 범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통신자료제

공’에 해서도,그 자료 제공 요청과 제공 행 에 있어서 특별히 법

차의 원칙에 배되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그로 인하여 제한받을

기본권과 그 기본권의 주체를 살펴보아야 한다.다음에서는 을 바꾸어,

기본권 재산권과 자기정보결정권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제 3 수사권과 기본권 형량

1.개인정보자기결정권

(1)의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기정보에 한 통제권으로,자신에 한 정보

의 공개와 이용에 하여 개인정보가 언제 구에게 어느 범 까지 알려

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157)158)1974년 미국에서 라이버시법이 제정된 이래

각국에서 라이버시권의 보호를 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159)헌법재

157)헌법 근거에 하여 ⅰ)헌법 제17조는 소극 권리이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

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정태호),ⅱ)헌법 제17조 사생활

의 비 과 자유를 근거로 하는 견해(김철수,김일환,이인호 등),ⅲ)두 조문을

종합 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158)성낙인,앞의 책,1241.;“‘개인정보자기결정권’ 는 ‘자기정보통제권’이라 불리

는 권리는 사생활의 비 과 자유에 한 차권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일,앞의 책,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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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헌법 조문으로 완 히 포섭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독자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160)이라고 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보호 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하 다.

(2)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개정논의

사이버 공간 등에서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 문제와 디지털화된 개인

정보의 수집‧처리‧확산에 따른 험 등이 두됨에 따라 본인 스스로 자

신의 정보를 열람‧정정‧삭제할 수 있는 권리인 자기정보 리통제권의 보

장을 헌법 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다.161)

(3)디지털 기록 증거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우리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개인 정보에 한 보호가 되고

있고,디지털 기록의 형태로 된 통신자료,압수수색 상에 포함된 개인

정보자료,통신비 보호법상 감청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자료 등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한 제한이 헌법상 허용되는 범

인지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각 사안별로 살피게 될 것이다.

2.재산권

(1)의의

159)성낙인,앞의 책,1241.

160)헌법재 소 2005.5.26.선고 99헌마513결정

161)헌법연구자문 원회 결과보고서(2009.8.),103-104.;, 화문화아카데미 편,새

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2011),383.;헌법개정 자문 원회 헌법개정안

(201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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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에 하여 우리 헌법은 제 23조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다.

제23조 제1항,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그 내용과 한계는 법

률로 정한다.

헌법재 소는,“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이란 사

유용성 원칙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 가치 있는 구체 권리를

말한다.여기서 재산 가치 있는 구체 권리라 함은 경제 가치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따라서 단순한 법 지 나 경제

기회·기 이익·반사 이익 등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162)고 하

고 있다.

(2)디지털 기록이 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디지털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기기’를 압

수‧수색하는 경우에는 기기의 소유자에 하여 재산권 보호범 에 속한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은 디지털 기록의 ‘정보’

자체는 어떤가하는 것이다.특정의 정보만을 수사기 소유의 usb 장

매체에 옮겨 가져가는 경우에 하여,이 경우에 있어서도 재산권 보호

의 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재산권의 포함 범 는

‘정보’와 련한 권리들의 다발로,‘정보’를 소지한 자 입장에서 그 정보

에 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할 권리,정보를 입수하는 데 들

인 노력에 근거하여 그 정보를 혼자서 릴 권리 같은 것들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이에 하여 법 인 보호를 하면 재산권 범 에 속하게 된다.

지 재산권 같은 경우,무형의 정보에 하여 법 인 보호를 할 필요성

에 따라 법 규제를 함으로써 재산권으로 취 하고 있다.163)

162)헌법재 소 1996.8.29.95헌바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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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검토

국가 공권력 행사의 상이 된 ‘정보’나 그 정보가 장된 ‘기기’를 소

유한 사람에 재산권이 인정된다면,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재산권이 제

한받은 정도를 살펴서 그 공권력의 법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다.164)

3.형량

수사권과 기본권의 형량을 하기에 앞서 구체 사안이 상정되어야 한

다.우리나라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지를 따지는 비교형량을 할 때에

는 련된 상황의 문제들을 부 모아서 따지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고

있다.그 기에 수사권과 기본권을 형량하기 해서는 이 게 추상 인

‘수사권’이나 ‘기본권’만으로는 그 형량이 불가능하고,앞서 법원이나

헌법재 소에서 문제되었던 구체 인 사안처럼 각 사안별로 개별 인

단을 할 수 있다.그 지만 여기에서는 그러한 을 밝 두고서,각 사안

의 특수성과 개별성에 따라 달라질 기본권의 종류나 수사권의 긴박한 필

요성 등을 어느 정도 물려놓고,공통 이고 일반 으로 원칙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형량이 가능할지 그리고 그 다며 그 지 은 어떤

모습일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에 가장 주요하게 거론될 기본권은 앞서 살펴본 개인정보자기결

정권과 재산권이 될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수사권에서는 정확하고 신

속한 수사를 통한 범죄의 색출‧처벌 그로인한 사회에서의 범죄 방이

163) 련하여 헌법을 개정한다면 지 재산권을 일반재산권과 구별하여 규정을 따로

둘 것인지 논의가 있다.유럽연합기본권헌장은 “제17조(재산권)② 지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지 재산권을 따로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미

수정헌법은 제 14조에 법 차에 의하지 아니한 재산 박탈을 지하고 있다.;

헌법연구자문 원회 결과보고서(2009.8.),81-84.

164)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재산권 제한 … 비례성 원칙이 용되어야 한다.;

이 일,앞의 책,75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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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공익의 실 이다.수사의 필요성으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은 어디까

지 이루어질 수 있는 지는 과도한 침해가 되지 않게끔 하는 지 은 어디

라고 보아야 할지의 문제다.수사의 필요성과 그 목 달성을 한 수단

의 필요성을 에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침해받고 있는 기본권을

에 두고 살펴야 한다.어느 지 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재산권의

침해가 시작되는 지 인가를 따졌을 때 수사권이 제한되는 지 의 마지

노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그리고 다시 좀 더 구체 ,개별 으

로 돌아와, 법원이 최근에 례를 통해 확립하 고 형사소송법이 입법

을 통해 채택한 디지털 증거 압수에 있어 ‘범 를 정한 출력‧복제의 원

칙’과 같은 경우를 놓고 생각해보면,개인정보와 련된 다른 정보에

해 범 한 침해가 아니고 압수 상으로 한정된 정보만을 추출하고 있

다는 에서 기본권의 침해 지 까지 온 것이라고 볼 수 없다.그 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검찰 디지털 포 직의 직역에서,좀 더 수사권의

범 를 넓게 인정하여 실 인 수사가 가능 해달라는 주장이 되고 있

는 것일 것이다.따라서 어느 범 까지 기본권 제한을 인정하여 수사권

을 인정하여 주고,어느 지 에서부터는 기본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더는 수사권이 침범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지는 더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제 4 나오면서

우리 행 헌법 규정과,제헌헌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제헌헌법과

행 헌법의 비교,헌법개정논의 들을 살펴보면서,우리 헌법 상 장주

의가 요구되고,여기에는 사 장제시의 원칙이 포함되는 것을 보았다.

외국의 헌법 규정의 경우 해석의 여지에 따라 장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그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사 장 이외의 허용되

는 외에 해당하는 사정을 법률에 규정하거나 법리를 통해 확장시키고

있었다.미 수정헌법 제4조에 한 경우가 그 다.그러나 우리 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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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여지가 없는 규정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우리 헌법제정자들

의 의도는 장주의를 채택을 통해 자유권을 강하게 보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원칙 으로 사정 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야 한다.이 사 장

은 법한 차에 따라 법 이 발부하는 것이라야 하므로,디지털 정보

련 사안에서도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단을 하여야 하고,디지털 증

거의 특성 때문에 압수수색의 집행과정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서 장주의의 요청을 버려서는 안 된다. 법 차원칙,사

장원칙,일반 장 지를 지키면서,각 디지털 증거 사안의 개별 구체

인 상황들을 살펴가며 단, 차에 한 기 을 제시해 주고 있는

법원 례의 태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아직 단이 내려지지 못

한 ‘패킷감청’· 단은 있었지만 의견의 일치가 되지 못한 ‘통신자료’의 경

우에도 우리나라 헌법과는 맞지 않는 외국 법리를 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상 장주의와 법 차를 기 으로 단되어야 할 것이

다.

제 4장 결어

이제까지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수많은 경

우에 있어서 디지털 기록의 공통 인 속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각기 다른 디지털 기록 특성들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며 그 문제

가 더 복잡해지는 것을 보았다.구체 으로 우리나라의 법원이 ‘디지털

증거 채택 요건으로의 참여권’,‘기통신사업법 상 주민등록번호· 화번

호 등 통신자료제공에의 인터넷사업자의 손해배상의무’,그리고 헌법재

소가 ‘이메일 압수수색에 있어서 사후통지’에 하여 내린 단을 살펴보

았고,본안 단에 나아가지는 못하 지만 ‘패킷감청’과 ‘기통신법상 통

신자료 제공’에 하여 헌법재 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모습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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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과 디지털 포 식 분야에서 디지털 기록에 한 논의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헌법에서 출발하는 논의는 아직 그 게

많지 않고 특히 외국의 헌법이 아닌 우리나라의 헌법에 비춘 논의의 필

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제3장에서 장주의,재산권,개인정보자기결정

권과 련하여 디지털 기록의 증거채택에 하여 살펴보았다.

디지털 형태의 기록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양 ·질 으로 증가하고 집

될 것이다.이 논문에서 으로 다루지 못한 형태의 디지털 기록

들도 가까운 미래에 법 인 규제와 련한 정리의 필요성이 요청될 것이

다. 를 들어 클라우드 컴퓨 (cloudcomputing)서비스로 인한 수사

의 어려움도 재 문제가 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 하나다.어떤 유형의 디지털 기록이 문제되어도 디지털 기록의

특성상 취 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이유로

합헌의 역에서 제외시키려는 방식의 해결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 기록의 매체독립성,무체정보성, 문성, 량성 등의 특징에

한 이해와,우리 헌법에 근거한 법 단을 통해 극 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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