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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수사 실무상 스마트폰 압수수색의 중요성은 더 이상 이론의 여

지가 없다.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 분석을

통해 한 개인의 생활 패턴, 이동 동선, 접촉한 인물, 대화내용, 인터

넷 검색기록 등을 파악할 경우 그 자체가 범죄의 직접 증거로 활용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증거를 확보하는 단서로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반면 수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저

장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수사기관에 압수당하는 상황을 가장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고, 때문에 예상치 못한 압수수색을 통해 스마트폰

자체가 압수되더라도 수사기관의 분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보안

수단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 iOS 기반 스마트폰인 아이폰 뿐만 아니

라,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역시 디스크 암호화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에서 삭제된 정보에 대한 복원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물론,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잠금상태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스마트폰에

삭제되지 않은 채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열람하는 것도 불가능하도

록 설계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종래 스마트폰 잠금상태를 해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비밀번호는

피의자의 기억에 저장되어 있다가 언어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임의로 진술하지 않을 경우, 그 진술을 강제할 수 없고

그 단계에서 더 이상 증거 분석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범죄 수사를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스

마트폰 압수를 허가받았음에도, 스마트폰의 잠금상태를 해제하는 비

밀번호가 사람의 기억 안에 있고, 국내에는 비밀번호를 해독하여 스

마트폰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기술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분석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은 것이다.

그런데 최근 지문, 얼굴 등 생체정보 인증기술의 발달로 스마트

폰 사용자가 잠금상태를 해제하기 위하여 매번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는 없고 미리 스마트폰에 지문, 얼굴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후

잠금상태 해제 시 스마트폰 센서에 생체정보를 접근시키는 방식으

로 잠금상태를 해제하는 편리한 인증방식이 등장하였고, 이와 같은

기술적인 추세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자 디바이스로 확

대될 전망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술적 추세 변화에 주목하고, 스마트폰을 사

용하는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진술하기를 거부한 상황에서 수사기관

이 그 우회수단으로서 피의자의 생체정보를 취득해 스마트폰의 잠

금상태를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한 스마트폰의 잠금상태를

해제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생체정보를 취득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진술거부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현행 법률 체계에서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관하고

있는 지문과 얼굴에 관한 생체정보를 이용, 제공받아 3D 프린팅 기

술 등을 통해 피의자의 생체정보를 모방한 복제키를 제작하는 방법

을 통해 스마트폰 잠금상태를 해제할 수 있다.



한편 스마트폰 압수와는 별도로 피의자의 생체정보에 대하여 압

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지문이나 얼굴에 스마트폰 센서를

접근시키고 피의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스마트폰 센서가 피의자의

지문이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저항을 제압하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도 제한된 요건 하에서 허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디지털 포렌식, 스마트폰, 생체정보, 지문 인증, 얼굴 인증,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진술거부권, 개인정보 보호법

학번 : 2017-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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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디지털 포렌식의 위기

최근 범죄 수사에 있어 핵심 증거수집 방법으로서 각광을 받던

디지털 포렌식이 위기에 직면했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대상인 다양

한 정보저장매체의 기술 발전 속도를 포렌식 분석도구가 제때 따라

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정보 암호화 기술 등 포렌식 분

석을 무력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안기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변화의 선두에 스마트폰이 있다. 수사 현실에서 스

마트폰 압수수색의 중요성은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 스마트폰

에는 사용자의 연락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SNS 사용내역, 내비

게이션 이용내역, 이메일 내역, 메모, 사진, 인터넷 검색기록 등 개인

의 내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스마트폰 사용자

의 생활 패턴, 이동 동선, 접촉한 인물, 대화내용 등을 드러냄으로써

그 자체가 범행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의 단서

로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반면 수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저

장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수사기관에 압수당하는 상황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수사기관의 포렌식 분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보안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 최근 iOS 기반 스마트폰인 아이폰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역시 비밀번호에 의한 잠금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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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암호화 이전 이후

비밀번호

해독 필요여부
해독 불필요 해독 필요

수집 증거 데이터 파티션
백업 프로그램에 의한

백업 데이터

삭제 데이터

복원 가부

삭제 파일

복원 가능

일부 DB 형태 저장

데이터만 복구 가능

대상 기기 iPhone4, Galaxy S7 이전 iPhone4, Galaxy S7 이후

설정 및 디스크 암호화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강화된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표 1] 스마트폰 디스크 암호화 적용에 따른 국내 증거수집 기술 한계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스마트폰인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폰 중에서 디스크 암호화가 기본적으로 적용

되기 시작한 아이폰4와 갤럭시 S7 이후의 기기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하고,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 적용되지 않은 기기는 비밀번호

를 모르더라도 평문 데이터 파티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

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 스마트폰 보안기술 발달 과정

디스크 암호화는 디스크 안에 보관된 정보를 해독할 수 없는 코

드로 암호화하여 보호하는 기술로서,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이

폰4 이전 버전이나, 삼성 갤럭시폰의 경우 갤럭시 S7 이전 버전은

기본 기능으로 사용자 데이터 파티션에 대한 디스크 암호화가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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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기기에 대하여는 국내에서도 플래시 메모

리에 저장된 비할당 영역을 포함한 데이터 파티션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삭제된 파일 복원이 가능하였다.

즉 아이폰4, 갤럭시 S7 이전 버전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스마

트폰 잠금상태를 해제하는 비밀번호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

더라도 모바일 포렌식 프로그램에 의해 스마트폰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 파티션 이미지 획득이 가능하였다.

그러다가 비밀번호에 대한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 적용된 이후

해외의 경우에는 아이폰4, 5에 대한 비밀번호 해독을 통한 평문 사

용자 데이터 파티션을 수집하는 포렌식 도구들이 존재하고, 아이폰

6, 7, 8에 대해서도 셀러브라이트(Cellebrite)와 같은 모바일 포렌식

회사들의 해독 사례가 일부 보고되고 있으나 자세한 방법은 알려지

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안 기능이 더욱 강화된 최신 아이폰에 대하여는 해외

에서도 해독 사례는 아직 보고되고 있지 않다.

국내의 경우, 아이폰4, 갤럭시 S7 이후 버전부터는 디스크 암호

화로 인해 잠금상태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국내 수사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포렌식 도구로는 데이터 파티션 이미지 획득이 불가

능하기 때문에 비할당 영역에 존재하는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한다

는 의미의 포렌식 분석은 불가능해진 상황이고, 스마트폰에 삭제되

지 않은 상태로 저장된 활성 데이터를 디지털 증거로 수집하기 위

해 백업 프로그램 기반 데이터 획득 기법을 이용하고 있다.

즉 모든 스마트폰 제조자는 사용자의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고,

휴대폰 분실, 교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백업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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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는데, 위 백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에 삭제되

지 않은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 형태의 데이터(이미지, 동영상,

음성녹음 등 멀티미디어 파일과 pdf, doc, xls 등 문서 파일)와 DB

형태의 데이터(연락처, 메시지, 통화기록, 캘린더)를 수집할 수 있고,

다만 메시지의 경우 원본 데이터가 저장된 DB 파일을 획득할 수 있

어 삭제된 데이터에 대한 복원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1)

결국 디스크 암호화로 인해 스마트폰에 저장된 데이터 파티션

이미지를 획득하는 것은 현재 국내 기술상 어렵다고 하더라도, 스마

트폰에 삭제되지 않은 상태의 활성 데이터를 스마트폰 기기를 통해

열람하거나 위와 같이 백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디지털증거로 수

집하기 위해서는 잠금상태 해제를 필요로 한다.

3. 생체정보 인증기술의 적용

종래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으로만 스마트폰 잠금상태를 해제하였으나, 최근 생체정보 인증기술

의 발달로 보다 간편한 잠금상태 해제 방식이 등장하였다.

아이폰의 경우 2013년 10월 출시한 아이폰5s 버전부터 홈버튼에

지문인식 센서를 탑재하여 지문 인증 기능인 터치 아이디(Touch ID)를

통해 잠금상태를 해제하는 기능을 제공하였다가 2017년 11월 출시한

아이폰X 버전부터는 홈버튼을 없애면서 터치 아이디를 없애는 대신

얼굴 인증을 통해 잠금상태를 해제하는 페이스 아이디(Face ID)를

탑재하였다.

1) 최재원/김승주, “모바일 포렌식 증거 수집방안 연구: 제조사 백업 앱 기반 데이터 획득 기

법”,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8권1호, 2018. 2.,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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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방식 비밀번호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얼굴 인식

인증정보

획득방법

사용자

진술

사용자

지문 인식

사용자

홍채 인식

사용자

얼굴 인식

인증 우회

수단

일부 모델

해독 가능

수집된

지문데이터로

가짜 지문

제작 가능

홍채 사진에

콘택트렌즈를

올려인증가능

수집된 얼굴

이미지로

인증 가능2)

대상 기기
모든

스마트폰

iPhone5s,

Galaxy S5

이후

Galaxy

노트7 이후

Galaxy S8

이후,

iPhoneX

[표 2] 스마트폰 사용자 인증방식의 변화

삼성 갤럭시폰의 경우 2014년 2월 출시한 갤럭시 S5 버전부터

지문인증 기능을 탑재했고, 2016년 8월 출시한 갤럭시 노트7 버전에

서 처음으로 홍채인식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2017년 3월 출시한 갤

럭시 S8 버전에서는 얼굴 인식 기능도 포함되었다.

물론 생체정보 인증을 통한 잠금상태 해제 방식이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 전원이 꺼졌다가 다시 전원을 켠 경우, 수회에

걸쳐 생체정보 인증이 실패한 경우, 스마트폰의 암호를 변경하거나

잠금기능 자체를 비활성화 할 경우 등에는 재차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생체정보 인증을 통한 잠금상태 해제 방식은 비

밀번호 입력 방식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종래 비밀번호 입력방식은 사용자 인증을 위해 사용자가 기억하는

정보(이른바 ‘Something you know’)를 요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밀번호 해킹, 권한 없는 자의 이용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

2) 다만 아이폰X의 경우 3차원 이미지 비교 방식이기 때문에, 수집된 얼굴 이미지 정보를 

통해 인증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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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번호에 이용되는 문자열을 늘리

고, 비전형적 패턴으로 영문 대소문자와 숫자, 특수문자 등을 다양

하게 조합할 경우 사용자가 복잡한 비밀번호를 기억해야 하는 부담

과 매번 사용자 인증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이 때문에 사용자 인증을 위해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른바 ‘Something you are')인 생체정보를 통한 인증방식이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은 사용자가 한 손에 들고 화면을 주시하면서 사

용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문, 얼굴 정보에 대해 높은 접

근성을 가지고 있고, 지문이나 얼굴은 모든 사람이 제각각 다른 모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증 대상자가 스마트폰의 사용자인가를

판정함에 있어 높은 식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체정보 인증기

술이 널리 활용하고 있고, 이와 같은 기술적 추세는 앞으로 스마트

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자 디바이스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4. 연구 목적 및 방법

디스크 암호화로 인해 스마트폰에 저장된 데이터 파티션 이미지

를 획득하는 것은 현재 기술상 어렵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 입장에

서는 범행의 증거나 수사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피압수자로부터

압수한 스마트폰의 잠금상태를 해제하고 스마트폰에 아직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정보를 열람하고, 범행 관련 증거를 수집할 필요

성은 여전히 남는다.

그런데 생체정보 인증에 의한 잠금상태 해제 방식이 도입되면서

압수된 스마트폰의 잠금상태를 풀 수 있는 또 하나의 열쇠가 피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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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의 신체 외부에 드러난 상황이 되었다.

비밀번호는 피압수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수사기관이 이를 강

제적으로 획득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하지만, 지문, 얼굴 등에 대한

정보는 피압수자의 신체 외부에 드러나 있고, 신체 외부에 드러난

정보는 그 정보 주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식,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밀번호와는 그 속성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압수자가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묵비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그 우회수단으로서 피압수자의 생체정보를 취

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특히 그 취득과정에서 헌법상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침해나 진술거부권 침해 문제는 없는지, 현행 법률체계에

서 구체적인 취득방법과 요건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생체정보 취득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하는지 여부

1. 생체정보의 의의

정보통신기술 및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전자상거래가 양적 팽

창을 하면서 전통적인 면대면의 개인확인 및 검증방식의 한계가 노

출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신원인증 및 식별방식으로 등

장한 것이 ‘생체인식’(Biometrics)이고, 각 개인의 신체적 특성이나

행동적 특징을 측정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비교함으로써 개인을

자동적으로 인식하는 기술을 ‘생체인식기술’이라 한다. 따라서 생체

정보(Biometrics Information)란, 생체인식을 위해 필요한 정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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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고유한 신체적, 행동적 특징들로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거

나 특정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 예컨대 지문, 홍채, 얼굴, 음성, 유

전자뿐만 아니라 서명, 정맥패턴 등을 포함한다.3)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

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

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

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

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

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생체정보는 자연인인 개인을 특정, 식별할 수 있

는 정보라는 점에서 현행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 개인정보로서 생체정보 보호정도

1) 생체정보가 ‘민감정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생체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나, 모든 개인정보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규정된 ‘민감정보’ 내지 개인정보 보호

법 제24조에 규정된 ‘고유식별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처리

(수집·생성·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검색·출력·정정·복구·이용·제공·

3) 김봉수, “범죄 수사상 생체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규범적 통제”, 법학논총 35권2호, 

2015. 8., 2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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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파기 등)에 있어서 [원칙적 처리금지+예외적 처리허용]이라는

법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견해4)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

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

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18조는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만을 민감

정보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고유식별정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19조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만을 고유식

별정보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지문, 얼굴 등 생체정보는 위 대통령령에 규정된 정보가 아

니고, 개인을 특정, 식별할 수 있는 하나의 징표일 뿐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과 같이

정보주체의 정치적ㆍ사회적 평가가 가능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

으며, 그 자체로는 타인의 평가로부터 단절된 중립적 정보에 해당한

다는 점에서 민감정보 내지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

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

4) 김봉수, 앞의 논문, 2015. 8., 2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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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처리에 관한 일반 규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내지 제22조

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생체정보 보호정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검토

개인정보인 생체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과 관련하여 그 보호

의 정도가 문제된다. 생체정보는 개인정보일 뿐 민감정보 내지 고유

식별정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그 처리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내지 제22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생체정보의 특징이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그 보호의 정도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십지지문 날인제도 등과 관련된 2차에 걸친 위헌

법률심판 사건의 결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지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징표일 뿐 종교, 학력, 병력, 소속 정당, 직업 등과 같이

정보주체의 신상에 대한 인격적·신체적· 사회적·경제적 평가가 가능

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타인의 평가로부터

단절된 중립적 정보에 해당하고, 일반인의 경우 지문정보의 내용을

가지고 정보주체를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이에 대한 전문

적인 감식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보주체의 확인이 가능하며, 정

보주체가 지문을 직접 날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생성되기 때문에 정

보주체로부터 정보수집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보의 내용이 실

제 내용과 다르게 왜곡될 염려가 없는 객관적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특성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여

지가 작고,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요청되는 법률에

의한 규율의 밀도 내지 수권 법률의 명확성 정도는 그다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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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5)

그러나 생체정보는 사람의 고유한 신체적, 행동적 특징 그 자체

이기 때문에, 사회제도적으로 부여된 다른 개인정보, 예컨대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과는 달리 그 정보내용이 영구

적으로 변경될 수 없다는 특수성을 갖기 때문에 그 정보가 한번 유

출, 도용될 경우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반대의견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문을 개인정보 연결자로 사용할 경우, 지문을 수집한

국가나 기업, 개인이 이를 집적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 개인의 성향

이나 취미, 소비행태, 병력 등 사생활을 엿볼 수 있고, 지문정보의

고유 식별기능 때문에 국가나 기업, 타인은 그 개인의 행위나 사생

활을 추적할 여지가 있는 등 개인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생체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에 있어 엄격한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수사기관이 압수한 특정 스마트폰의 잠금상태를 해제하기 위해

피압수자의 생체정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5)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

판소 2015. 5. 28 선고 2011헌마731 전원재판부 결정



- 12 -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

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6)

후술하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의 생체정보를 그 의사

에 반하여 취득, 이용할 수 있는 여러 법률적 수단이 있는데, 피압

수자의 생체정보를 범죄 수사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한다.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를 거쳐 피압수자의 스마트

폰을 압수한 후 피압수자의 지문, 얼굴 등 생체정보를 취득, 이용하

는 행위는 범죄 수사를 위하여 압수한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

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생체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면 압수한 스마트폰의

잠금상태를 해제한 후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 복사할 수

있으므로 이는 범죄 수사 및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침해의 최소성

6)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결정, 2012. 12. 27. 선고 2010헌마15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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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체정보는 영구불변성의 특징을 가지는

개인 식별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

하여 취득,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

한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

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현재 국내 기술상 스마트폰의

잠금상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잠금상태 설정시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지문, 얼굴정보 등 생체정보를 스마트폰 센서에 접근시

켜 잠금상태를 해제하는 것 이외에 다른 보충적 수단이 없고, 잠금

상태를 해제하지 못할 경우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 취득할

수 없는 점, ②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7)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죄 수사를 위하여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에 의하여 스마트폰을 압수한 경우, 스마트폰 기기 자체를 점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에 저장된 정보를 범행 증거 내지 수사

단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설정된 잠금상태를 해제하기 위해 수사

기관이 피압수자의 생체정보를 취득, 이용하는 행위는 위 압수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점, ③후술

하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스마트폰 잠금상태를 해제하기 위해 취

득한 피압수자의 생체정보를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폰 압수수색 당시에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이용하게 한

7) ‘건정을 연다’고 함은 대문, 현관문, 방문 등 출입문에 채워진 자물쇠를 열거나 시정된 금

고를 여는 것을 의미하고 건정장치를 뜯어내거나 파괴하는 것도 건정을 여는 행위에 포

함된다(금희옥, 주석 형사소송법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5. 15. 5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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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피압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점, ④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시 제3자

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제19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있으며(제5

9조 제2호, 제71조 제5호), 형사소송법은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

의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198조 제2항), 스마트폰 압수를 위하여 일시적 취득, 이용

한 생체정보를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고 유출·남용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법익의 균형성

아울러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체정보를 취득,

이용함으로써 피압수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불이익은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생체정보 취득, 이용 자체로 추가로 발생되는 불이

익은 크지 않은 반면,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한 스마트폰의 잠금

상태를 해제하기 위하여 피압수자의 생체정보를 취득, 이용함으로써

범행의 증거나 수사 단서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수

행을 위한 것으로, 그 공익이 사익보다 현저히 크고 중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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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한 특정 스마트폰의 잠금상태를

해제하기 위해 피압수자의 생체정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취득, 이용

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Ⅲ. 생체정보 취득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진술거부권의 의의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

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

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이와 같이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

장하는 것은 첫째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

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데 있고, 둘째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검사 사이에

무기평등8)을 도모하여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 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되며,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8) 소송법에서 대립 당사자의 지위를 평등하게 하고, 대등한 공격 방어의 수단과 기회를 주

는 원칙을 의미하며, 특히 형사소송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대등한 지위를 실현하기 위하

여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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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된다. 또한 진술거부권은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써도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9)

2. 비밀번호는 진술거부권 보호대상

스마트폰을 압수당한 피압수자가 잠금상태 해제에 필요한 비밀

번호를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진

술거부권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은 피압수자에게 비밀번호를 진술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

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

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통해 강요받지 않는 ‘진술’이라

함은 언어적 표출 즉,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

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진술 내용 자체가 형

사상 불리한 증거와 직접 연관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디스크 암호화에 사용되는 암호키 제출 요구와 관련된 종전 연

구에 따르면, 암호키 등은 생성자의 생각이나 지식, 경험적 사실이

들어가 있으므로 ‘진술’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는 있으나, 복호화명령

제도는 이미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된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증거물을 복호화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에 불과할 뿐, 명령대상

자에게 암호키를 진술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9)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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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견해도 있다10).

그러나 스마트폰 잠금기능 해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사용자

의 개인적인 경험, 관념과 연결된 특별한 숫자, 문자열의 조합에 해

당하고, 고도의 정신작용을 통해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환기

한 후 이를 언어로 진술하거나 이를 입력하는 행동으로 표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는 진술거부권에 의해 보호되는 진술에 해당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진술거부권의 근본 취지가 검사와 피의자 사이에 무기평

등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면, 피의자에게 범죄 수사 목적에 협조하

여 복호화된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또한 복호화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 선결조건으로 비밀

번호 등에 대한 진술 내지 제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복호화명

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진술,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이는 법률로

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비밀번호 등이 그 자체로 진술거부권에 의해 보호되는 이

상, 피의자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진술거부

권 제한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진술거부권은 법률유보원칙

이나 과잉금지원칙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진술거부권 제한이 있으면 이는 곧바로

본질적인 기본권 침해로 평가되어야 한다.11)

10) 조도준, “디바이스 암호화에 따른 복호화명령 제도 도입의 필요성”, 2016. 2., 23-30면

11) 현재 수사 실무상 피의자를 신문하기에 앞서 진술거부권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스마트폰 압수 후 비밀번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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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체정보 취득과 진술거부권 침해 문제의 관련성 유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마트폰 잠금상태를 해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진술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피압수자가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진술하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피압수자

의 지문, 얼굴 등 생체정보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잠금상태를 해제한다면, 피압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비밀번호를 취

득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는 점에서 피압수자의 생체정보

를 취득, 이용하는 것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우회적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술거부권에 의해 보호되는 진

술은 언어적 표출 즉,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

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문, 얼굴 등 생체정

보는 피압수자 신체 외부에 드러난 물리적, 사실적 상태일 뿐, 피압

수자의 정신적 작용에 의한 언어적 표출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수사기관이 외부에 드러난 생체정보를 객관적으로 인식, 수집하는

것과 피압수자에게 진술을 요구하는 것을 동일시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음주측정 사건에서 주취운전 혐의자에게 호흡측정

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이라 함은 언어적 표출 즉, 생각

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피압수자가 압수된 스마트폰의 비밀번호가 진술

거부권의 대상임을 명백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비밀번호에 대한 

진술을 강요당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진술거부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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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하는데 반하여, 호흡측정은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호흡측정은 진술서와 같은

진술의 등가물(等價物)로도 평가될 수 없는 것이고 신체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밝히는데 그 초점이 있을 뿐, 신체의 상태에 관한 당사

자의 의식, 사고, 지식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호흡측정에

있어 결정적인 것은 측정결과 밝혀질 객관적인 혈중알콜농도로서

이는 당사자의 의식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지배력도 갖고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호흡측정행위는 진술

이 아니므로 호흡측정에 응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

한다고 하여도 ‘진술강요’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12).

결국 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르더라도 생체정보는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 그 자체일 뿐, 신체의 상태에 관한 당사자의

의식, 사고, 지식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

수사 목적을 위해 생체정보를 피압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득, 이용

하더라도 헌법상 진술거부권 침해 문제는 야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Ⅳ.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관하고 있는 생체정보를

취득하는 방안

1. 공공기관의 생체정보 수집, 보관제도

12) 헌법재판소1997. 3. 27. 선고 96헌가1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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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얼굴 등에 관한 정보는 이미 공공기관에 의해 다양한 목

적으로 수집되고 있는바 그 대표적인 것이 주민등록제도이다. 따라

서 이하에서는 공공기관이 지문,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살펴보고,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하여 공공기

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체정보를 취득, 이용할 수 있는지, 그 요건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주민등록제도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17세 이상의 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의무화하면서 지문 및

사진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즉「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제4

항은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면서 그 발급은 발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

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라고 하여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의 하나로 지문과 사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발급절차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구 주민등록법 시행

령 제36조 제2항)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관계공무원 앞에서 별

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지문을 날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지 제30호 서식은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1990년부터 개인의 인적 사항, 열 손가락 지문

등이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13)를 고속의 대용량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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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다음, 필요시 단말기에 현출시켜 지문을

확인하거나 또는 변사자의 인적 사항 및 현장유류지문 등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인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을 도입하여 가동하기 시작하였고, 1990. 10.경 최초로 지문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하여 1998. 2. 이전까지는 좌우 손가락 세

개씩 여섯 손가락 지문만을 입력하고, 그 이후에는 열 손가락 지문

모두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2003. 6. 15.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던 약

3,900만 명의 지문정보에 대한 전산화가 완료되었으며, 경찰청에서

는 위와 같이 보관·전산화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범죄 수사활동에 이

용하고 있다14).

2) 형사사법절차상의 지문날인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제도 이외에도 형사사법절차 과정

에서 피의자 또는 수용자의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

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5조 제1항은 “사

법경찰관은 즉결심판 대상자와 고소·고발사건 중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 피의자를 제외한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지

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수사자료표

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도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수사자료표송부서에 의하여 지문대조조

1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를 다음 달 5일까지 해당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4)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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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하여야 하며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

칙 제15조 제2항, 제3항).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교정

시설의 장(소장)은 법원·검찰청·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

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진

촬영, 지문채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수용목적상 필요하면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사진촬영, 지문채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운전면허, 여권 발급 시 얼굴 정보의 수집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

격한 사람에 대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85조 제2항, 동

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외교부장관이 발급하는 여권의 수록 정

보에는 여권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을 규정하는 등(여권법 제7조 제1항 제2호) 증명서 발급대상자

의 동일인 증명 수단으로서 얼굴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

4) 외국인의 지문, 얼굴 정보 수집

외국인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 즉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집게손가

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출입관리법 제12

조의2 제1항, 동법 시행규칙 19조의3),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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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출입국 관리법 제12조의 2 제2항).

또한 17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

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람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재외동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모든 손가락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하여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38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이

법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 제2항).

2. 공공기관이 보관하는 생체정보 취득, 이용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생체정보 취득, 이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의 경우 지문 정보를 별도로 보관,

전산화하면서 이를 범죄 수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의 얼굴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 적법하게 압수한 특정 스마트폰의 잠금상태를 해

제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확보된 지문 정보를 경찰청이 별도 보관, 전산

화하고 있는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경찰이 그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지문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불

과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허용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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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찰청이 보관·전산화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범죄 수사과정

등에서 각종 신원확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물로 압

수한 스마트폰의 잠금상태를 해제하기 위해 피압수자의 지문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그 수집 목적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십지지문날인제도 및 이를 통해 수집된 지문정보를 경찰청에서

전산화하여 이를 범죄 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2차례

위헌법률심판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지문날인제도의 특징은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수집하여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ㆍ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 등에 이용한다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관ㆍ전산화하여 이용하는 것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며, 다른

여러 신원확인수단 중에서 정확성ㆍ간편성ㆍ효율성 등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현재까지 지문정보와 비견할 만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이 보관ㆍ전산화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범죄수사

활동, 대형 사건사고나 변사자가 발생한 경우의 신원확인, 타인의 인

적사항 도용 방지 등 각종 신원확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이 그로 인한 정보주체의 불이익에 비하

여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15).

물론 위 결정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경찰청이 보

15) 헌법재판소 2015. 5. 28. 2011헌마731 전원합의체 결정, 동일 취지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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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산화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범죄 수사과정 등에서 각종 신원확

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을 뿐, 증거물로 압수한

스마트폰의 잠금상태를 해제하기 위해 피압수자의 지문정보를 이용

하는 것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가

없다.

다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범죄수사 목적을 위하여 피압수자의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고 할 것이고, 경찰청이 보관·전산화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범죄수

사 목적으로 이용하는 구체적인 형태를 반드시 사건관계인에 대한

신원확인용으로만 제한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범죄수사의

목적 범위 내에서 각각의 수사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의한 생체정보 취득, 이용

반면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 사진 얼굴 정보의 경우

에는 범죄 수사의 목적으로 수집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범죄 수사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한다.

한편 검찰의 경우 지문정보나 얼굴 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 보

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사건 기록 내에서 과거 피압수자가

조서 등에 날인한 지문 정보를 확보하거나 피압수자의 사진 등 얼

굴 정보를 확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청 등 다른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지문, 얼굴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공공기관에

그 제공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도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한다.

공공기관이 수집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목적 외 이용·제공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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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적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즉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특정 목

적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을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동법 제18조 제

2항 각 호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수집 목적과 다른 목적 외 용도

로 이용,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7호에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를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수사 목적에 이용, 제공할 수 있는 명문의 규

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가령 압수한 특정 스마트폰의 잠금상태를 해제하기 위해

피압수자의 얼굴 정보가 필요할 경우, 경찰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피압수자의 운전면허증 사진에서 얼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검찰의 경우에는 피압수자의 지문, 얼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사실조회의 일환으로 주민등

록전산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16) 또는 경찰청

에 지문, 얼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경찰청의 지문정보 보관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십지지문날인을 통해 수집된 지문정보를

경찰청에서 보관, 전산화하여 이를 범죄 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

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쟁점

으로 삼고 있는 것은 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6호(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와 동일 취지

16)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주민등록법 제2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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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 주민등록증 발급과정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집한 지

문정보 일체를 경찰청에서 보관, 전산화하는 행위에 대한 수권 규정

이 되어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였다.

위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요청되는 법률에 의한 규율의 밀도 내지 수권 법률의 명확성 정도는

그다지 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구 공공기관의개인정보

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6호가 경찰청의 지문정보 보관행위

에 대한 법률적 근거라고 판단하였다.

반면 위 헌법재판소 반대의견은 『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6호에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화일을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범죄 수사기관에서 어떤 수사대상자나 범죄혐의의

단서가 발견되어 수사상 필요한 경우 그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에 대한 소명과 함께 개인정보자료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여 특정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

는 것이지 수사기관에서 향후 범죄 수사를 위하여 사전에 주민등록

증발급신청서상 지문정보를 모두 송부받고 이를 전산화하여 범죄

수사목적으로 활용하라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위 조항이 경찰청의 지문정보 보관행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17).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물론, 소수의견 취지에 따르

더라도 특정사건에서 구체적인 수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 검찰에서

수사대상자의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17)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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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필요성에 대한 소명과 함께 개인정보자료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여 특정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

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가 그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제공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검토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제3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기는 하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

자의 제공 요구에 따라야 하는 기속규정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

로 하여금 그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재량

규정에 불과하다.

즉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

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

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자의

정보 제공 요구가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정보

의 제공 여부를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로부터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한 자료로서 피의자 요양급여정보 제공을 요청받아 이를 경찰에

제공한 사안에 관한 최근 헌법소원심판 결정례18)를 참고할 필요가

18)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36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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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이 사건 정보제공조항(개인정보 보

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은 범죄의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수사기

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

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제공’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만으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후, 본안 판단에서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요양급여정보 제공행위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 본안 판단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헌법재판소 다

수의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정보 제공행위를 과잉금지원

칙에 따라 판단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

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그 요건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것으로 요구하면서, 만약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제3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

할 필요성이나 실익이 없었거나 미약한 정도였음에도 보호의 필요

성이 큰 정보를 제공한 경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

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위 사건에서 문제된 요양급여정보는 개인의 질병 등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그 정보 제공행위를 과잉금지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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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심사함에 있어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였다는 특수성

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인들에 대한 요양급여정

보를 요청할 당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추적자료를 제공받는

등 청구인들의 위치를 확인하였거나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 요양급여정보 제공행위로 얻을 수 있는 수사상의

이익은 없었거나 미약한 정도였던 반면, 그 제공행위로 인한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중대하여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에 위배하였다는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의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

위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의 논리는 개인정보처리자인 국민건강보

험공단이 경찰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그 제공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경찰이 요양급여정보를 통해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할 실익이

얼마나 되는지, 요양급여정보를 요청할 당시 별도로 위치추적자료

등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할 다른 정보는 확보한 상태는 아닌지, 위

치추적자료 등을 확보한 상태라면 그 외 보충적으로 피의자의 소재

를 파악할 다른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은 배제해도 좋은지 등을 구

체적, 실질적으로 심사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압수수색영장 발

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사법심사 기준을 뛰어넘는 심사의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수사기관의 사실조회 행위의 필요성

내지 적정성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개인정보처

리자로 하여금 정보제공 요청에 대하여 심사의 포기, 즉 정보제공

거부행위로 일관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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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관하고 있는 생체정보 압수수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하여 다른 공

공기관에 지문, 얼굴 등 생체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그 제공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

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

한편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등록한 생체정보는 스마트폰 기기 자

체에 저장될 뿐, 스마트폰 제조사 서버 등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

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19), 스마트폰에 등록된 피압수자의 생

체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생체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상

황은 현재까지는 상정하기 어려우나, 향후 생체정보 인증기술이 다

양하게 활용되면서 민간 기업이 특정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고객의 동의를 받고 생체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상황도 충분히 상정

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이

아니라, 기업 등 민간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19) 애플의 경우 지문 인식에 의한 Touch ID의 보안성과 관련하여 “기기의 칩에는 Secure 

Enclave(보안 구역)라고 하는 고급 보안 아키텍처가 있으며 암호 및 지문 데이터를 보

호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Touch ID는 사용자의 지문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는 대신 

수식으로 인식합니다. 누구도 이 저장된 데이터에서 실제 지문 이미지를 리버스 엔지니

어링 할 수 없습니다. 지문 데이터는 암호화되고, 기기에 저장되며, Secure Enclave(보

안 구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키로 보호됩니다. 지문 데이터는 사용자의 지문이 등록

된 지문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Secure Enclave(보안 구역)에서만 사용됩니다. 

사용자 기기의 OS 또는 기기에서 실행되는 어떠한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접근할 수 없

습니다. Apple 서버에 전혀 저장되지 않으며 iCloud를 비롯한 어떠한 곳에도 백업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지문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밝히

고 있다(https://support.apple.com/ko-kr/HT20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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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 대하여는 범죄 수사를

위하여 생체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는 없고, 영장에 의해 이를 확

보할 수밖에 없다.

즉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단서는 정보제공조항이 규정

한 예외 사유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정보제공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던 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구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6호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위 구법 조항에는 ‘공

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라는 단서가 없었다가 공공부분과 민간부

분을 통합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규율을 하고자 제정된 ‘개인정보 보

호법’에서 위와 같은 단서가 포함된 것이므로, 그 의미는 위 구법

조항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만 이 사건 정보

제공조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단서 및 제19조 단서도

같은 취지에서 ‘공공기관이 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20).

4. 생체정보를 모방한 복제키 제작

위와 같이 수사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관하고 있는 피압수

자의 생체정보를 확보한 후, 실제로 압수된 스마트폰 잠금상태를 해

제하기 위해서는 3D프린팅 기술 등을 활용하여 피압수자의 생체정

보를 모방한 복제키를 제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21)22).

20)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36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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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는바, 압수수색 대상물의 시건장치를 해제하는 데 있어 특별한 방법

상의 제한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수사 실무상 피압수자가 소지하고 있는 열쇠를 모방한

복제키를 제작하거나 특정 종류의 자물쇠를 전부 해제시킬 수 있는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압수수색 대상물의 시건장치를 해제하는 방법

도 활용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의 생체정보를 모방하여

제작한 복제키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의 잠금상태를 해제하는 것은

스마트폰 압수수색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위 복제키의 제작, 이용은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부수처분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생체정보의 경

우 영구 불변성을 가지는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제작한 복제키를 별도

로 압수, 보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압수수색 집행이 종료함과

동시에 폐기함이 상당하다.

21) 지문의 경우 인터넷에 실리콘, 점토 등을 이용하여 위조지문을 만드는 방법이 올라와 

있을 정도로 그 복제가 용이하고, 최근에는 주민등록증 뒷면에 부착된 지문을 사진 촬

영한 후 그 형상을 점토에 그대로 찍어 페이크 지문을 만들어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발급기의 인증을 통과한 실험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2018. 10. 1. 전자

신문 ‘주민증 지문․점토 한 덩이면 인감증명까지 빼낸다’ 참조).

22) 뉴욕대 공과대학과 미시간 주립대 공과대학 공동 연구팀은 여러 사람의 8,200개의 부

분지문의 유사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지문을 매칭할 수 있는 유사한 패턴의 ‘마스

터 지문’의 추출이 가능하고, 이는 스마트폰의 지문 스캐너가 사용자의 지문 전체를 스

캔할 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지문을 부분적으로만 저장 및 이용하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한 개의 지문이 아닌 여러 개의 지문을 등록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여러 부분적인 

지문 정보와 일정 수준 이상 일치하면 인증이 되는 방식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New 

York University Tandon School of Engineering and Michiga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Engineering, MasterPrint: Exploring the Vulnerability of 

PartialFingerprint-Based Authentication Systems, 2017. 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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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관하고 있는 생체정보 취득,

이용 방안의 한계

앞서 스마트폰 잠금상태를 해제하기 방안으로서 공공기관 등 개

인정보처리자가 보관하고 있는 생체정보를 취득,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스

마트폰 잠금상태를 해제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즉 다양한 생체정보 인증기술의 발달 속도를 쫒아갈 수 있을 정

도로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생체정보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

대응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현재 공공기관이 보관하는 생체정보는 십지지문, 2차원 평면 형

태로 촬영된 얼굴 사진, 일부 전과자에 대한 유전자 정보뿐이기 때

문에 가령 홍채, 음성, 3차원 얼굴 정보, 손가락 정맥 등 다양한 생

체정보 인증기술이 적용될 경우,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생체정

보로는 이에 대응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애플이 아이폰X 출시하면서 지문 인증 기술에

기반을 둔 터치 아이디 기능을 버리고, 3차원 얼굴 인증 기술에 기

반을 둔 페이스 아이디 기능을 도입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종래에도 얼굴 인증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이 출시되기는 하였

으나, 이는 기기에 등록된 사용자 이미지 특징과 얼굴 인식 카메라

에 포착된 새로운 이미지의 특징을 2차원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방

식이었기 때문에, 카메라 앞의 새로운 비교 대상이 진짜 사용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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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용자의 사진 또는 영상인지 판단할 수 없어, 실제로 카메라

앞으로 사용자의 사진을 가져가면 시스템이 사진을 기존 사용자로

판단해 보안이 해제되는 경우가 생겨 많은 논란이 있었던 반면, 아

이폰X의 얼굴 인증 시스템은 2차원 이미지 비교가 아닌 3차원 이미

지 비교 방식으로, 아이폰 상단에 적외선 카메라와 적외선 조명, 도

트 프로젝터 등 거리측정을 위한 장치들이 내장되어 있는 트루뎁스

(TrueDepth) 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는 얼굴 인증 시스템

에 3차원으로 자신의 얼굴을 등록하고 보안해제를 위한 사용자 확

인 시에도 역시 3차원으로 신원을 확인한다.23)

애플이 위와 같이 페이스 아이디 기능을 도입한 것은 종래의 2

차원적 지문, 얼굴 정보에 기반을 둔 인증방식의 경우 제3자에 의한

모방, 복제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만으로 이와 같은 기술적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물론 생체정보 인식기술이 발달할수록 그 취약성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제기술도 발전할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당시

의 기술적 상황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Ⅴ. 영장에 의해 피압수자로부터 생체정보를 직접

취득하는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마트폰 잠금상태를 해제하기 방안으로

서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관하고 있는 생체정보를 취득,

23) 2017. 11. 6. 오마이뉴스 ‘아이폰X의 '페이스 아이디'가 진짜 혁신인 이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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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방안은 일정 부분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특정 스마트폰을 압수

하면서 피압수자의 지문, 얼굴을 스마트폰 센서에 접근시키는 방법

으로 잠금상태를 해제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위와 같은 기술적 문제

에 구애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압수한 스마트폰의 잠금상태를 해제하기 위

하여 피압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문이나 얼굴에 스마트폰 센서

를 접근시키고, 만약 피압수자가 이에 불응하면서 저항할 경우 스마

트폰 센서가 피압수자의 지문이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도록 피압수

자의 저항을 일시적으로 제압하는 유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강제처분이 허용될 수 있는지, 허용된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거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강제채뇨·채혈에 관한 학설

1) 강제채뇨·채혈 허용성

이와 관련하여 소변․혈액에 대한 강제채뇨․채혈 허용 여부 및

그 절차에 관한 종래 학설과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필로폰 투약이나 대마초 흡연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

하여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시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약물의

대사체 종류와 함량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피의자가 소변의 임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강제채뇨에 의한 소변 채취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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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음주운전 사건에서 음주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

여 호흡측정 내지 혈액검사를 통하여 피의자의 혈액에 남아있는 혈

중알콜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는데, 피의자가 호흡 측정과 혈액 채취

를 모두 거부할 경우 강제채혈이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강제채뇨․채혈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학설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채뇨․채혈은 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신체손상의 위험성

이 존재하고 인간의 존엄에 대한 심각한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설과 대상자에게 굴욕감 등 정신적 고통

을 주는 것이 아닌 의학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채취하는 것은 일

정한 요건 하에서 허용된다는 긍정설이 있다.

2) 강제채뇨·채혈의 법적 성질 및 그 절차

강제채뇨․채혈이 허용된다는 입장에 따르더라도, 강제채뇨․채

혈은 그 의사에 반하여 대상자에게 수인의무를 지우는 강제처분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은 강제채뇨․채혈을 위한 영장의 종류를 명

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채뇨․채혈의 법적 성격

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에 따라 어떤 종류의 영장에 의해 강제채

뇨․채혈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1)검증설은 인체 내에 있는 소변, 혈액은 생명현상의 일부이지

압수대상인 물건으로 볼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140조는 신체검사를

검증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체내검사도 신체검사의 일종

24) 소변은 강제배출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생리적으로 자연히 

체외로 배출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피의자가 일시적으로 소변의 임의제출을 거부한

다고 하여 곧바로 강제채뇨 절차에 들어갈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가 시료채취 절차에는 

응하지 않은 채 소변을 배출해 버리면서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소변 감정을 통해 

약물 투약 여부를 감정할 수 있는 일정 감정가능 기간 도과를 의도하는 경우 보충적 수

단으로서 강제채뇨에 의한 소변 채취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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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증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이다25).

2)감정설은 검증으로서의 신체검사는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신

체의 외부를 관찰하여 인식하는 데 그칠 뿐, 체내에 침입하는 것은

검증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강제채뇨․채혈을 위해서는 전문가인

의사의 특별한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이다26).

3)압수수색설은 소변이나 혈액도 신체 외부로 점유이전이 가능

하다는 점에서 범죄의 증거물로서 압수의 대상물이 될 수 있고 소

변 등을 신체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수색이며, 분리된 소변 등에 대

한 점유취득은 압수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27).

4)검증․감정설은 강제채뇨․채혈은 신체의 손상을 수반하는 내

부검사라는 점에서 감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감정처분허가장에

의해서는 채뇨․채혈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직접 강제를 위해서 감

정처분허가장 이외에 검증영장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견해이다28).

5)압수수색․감정설은 강제채뇨․채혈은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

한 수사기관의 활동이라는 압수․수색의 성격을 갖지만 일정한 전

25) 강제채뇨에 관하여는 조국, “수사상 검증의 적법성: 사진 및 무음향 비디오 촬영과 신체

침해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20호, 2003.12., 313면; 신동운, 신형사소송법(제3판), 
2011, 413면; 이창현, 형사소송법, 입추출판사, 459면

강제채혈에 관하여는 김하중, “수사상 강제채혈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중심으로”, 법조, 제57권 제9호, 2008.9, 

26-27면; 신동운, 앞의 책, 307, 309면; 윤소현, “의식상실한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채혈”, 형사법의 신동향, 제31호, 2011.6, 95면; 조국, 앞의 논문, 313면.

26) 서태경, “형사소송법상 신체내부에 대한 강제수사의 절차와 한계”, 한양법학 제19권 제

3호, 한양법학회, 2008. 10., 403면; 차용석/최용성, 형사소송법[제4판], 21세기사, 

266면.

27) 김형준, “형사절차상 혈액․ 뇨의 강제채취와 그 한계”, 형사법연구 제9호(1997), 한국형

사법학회, 314면; 심희기, 과학적 수사방법과 그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124면.

28) 신이철, “수사상 강제채뇨의 허용성과 그 한계”, 동아법학 제43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2., 147-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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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사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이유로 압수․수색영장과 감정처분허가장이 함께 필요하다는

견해이다29).

2. 강제채뇨·채혈에 관한 판례

1) 강제채뇨의 경우

강제채뇨가 허용되는지 여부 및 그 절차에 관하여는 종래 명시

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었으나, 실무상 강제채뇨가 허용된다는 전제

하에서 마약사건 수사에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될 경우 법원

은 피의자의 소변, 모발을 압수할 물건으로 특정하고, 소변, 모발 채

취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하여 압수, 수색 장소에 피의자 체포,

인치, 소재발견 인근 병원을 명시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강제 채뇨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용

된다고 판시하는 한편,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감정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서 정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피의자를 병원 등에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에 따라 법원

으로부터 감정유치장을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 제109조에 따른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29) 이은모, “소변강제채취의 허용성 및 법적 성격에 관한 검토”, 법학논총 32권3호,  

2015. 9., 손동권/신이철,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311면; 이재상/조균석, 형사소송법

[제10판], 박영사, 2015., 335면; 정웅석/백승민, 형사소송법[제6판], 대명출판사, 2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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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아 집행해야 한다.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인 피의

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

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

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

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

면 피의자의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피의자의 굴욕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에 따른 강제 채뇨가 불가능하여 압

수영장의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

다30).

2) 강제채혈의 경우

한편 강제채혈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

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

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에 정한 압수의 방법

으로도 할 수 있고, 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혈액의 취득을 위하

여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혈액의 압수를 위

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

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31).

30)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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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체정보 강제취득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체내 강제수사에 대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적법

하게 압수한 스마트폰의 잠금상태를 해제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센

서가 피압수자의 지문이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도록 피압수자의 신

체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강제처분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 ①위와 같은 강제처분이 비록 피압수자의 신

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신체 외부에 대해 유형력을 행

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신체손상의 위험성이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염려가 극히 적은 점, ②그 유형력의 행사도

스마트폰의 잠금상태를 해제하기 위하여 피압수자의 지문이나 얼굴

을 스마트폰 센서에 접근시킬 때까지 극히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면

족한 점, ③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보다 중한 침해가 예상되는 강

제채뇨․채혈도 실무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

은 강제처분을 금지할 이유는 없고,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제한

적인 요건 하에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생체정보 강제취득의 법적 성질 및 그 절차

1) 생체정보에 대한 압수

위와 같은 강제처분이 허용된다면, 그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 어떤 종류의 영장에 의해 이를 허용할 것인지 문제되는데,

강제채뇨․채혈과 달리 위 강제처분은 신체 외부에 대한 일시적 유

31)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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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력 행사로 그치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의사 등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한 처분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감정에 해당하지 않

는 것은 명백하나, 이를 검증으로 볼 것인가, 압수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뉠 수 있다.

먼저 검증설의 논거로 제시될 수 있는 사항을 살피면, ①지문이

나 얼굴 등 생체정보 자체는 신체의 일부이지 압수의 대상인 물건

으로 볼 수 없고, ②형사소송법 제140조는 신체검사를 검증의 한 유

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체 외부에 드러난 지문이나 얼굴은 오관

의 작용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며, ③지문 채취나 얼

굴 사진 촬영 등은 신체검사의 한 방법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스마

트폰 센서에 지문이나 얼굴 정보를 인식시키는 방법 자체가 지문

채취나 얼굴 사진 촬영과 흡사하다는 점이 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검증은 검증 대상물의 상태를 오관으로 인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스마트폰의 잠금상태를 해제하기 위하여 피

압수자의 지문이나 얼굴을 스마트폰 센서에 접근시키는 처분은 수

사기관이 피압수자의 지문이나 얼굴 상태 자체를 오관으로 인식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저장된 증거를 확보

하기 위한 압수수색 과정의 일환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피압수자의

지문, 얼굴에 드러나 있는 생체정보를 강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것이다.

물론 피압수자의 생체정보를 스마트폰 센서에 접근시킬 뿐, 수

사기관이 현실적으로 생체정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

에도 이를 압수를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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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무체물인 정보가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는 뒤에서 상세히 논하기로 한다.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수사의 요부에 대한 판단 권한을 수사의

당사자가 아닌 인적․물적 독립을 보장받는 제3자인 법관에게 유보

하는 것이다.32)

따라서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의 생체정보를

강제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피압수자로 하여

금 위와 같은 생체정보 이용행위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의 사법심사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

하여 피압수자로부터 생체정보를 강제로 압수한 후 그 정보를 수사

에 이용한다는 개념이 위 강제처분의 목적과 실질에 보다 부합한다

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스마트폰 잠금상태를 해제하는 것은 사용자가 미리

스마트폰에 등록해 놓은 지문, 얼굴에 관한 이미지 정보를 특정 알

고리즘에 의해 환산한 값과 잠금상태 해제 당시 스마트폰 센서에

접근한 지문, 얼굴에 관한 이미지 정보를 환산한 값의 일치 여부를

식별하는 과정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하는 것이므로33), 사용자의 지

문이나 얼굴을 스마트폰 센서에 접근시키는 행위는 위 알고리즘에

일정 환산값을 대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수

사기관이 그 의사에 반하여 피압수자의 지문, 얼굴을 스마트폰 센서

32) 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결정

33) 애플은 Touch ID 기능에 관하여 “Touch ID는 여러 개의 지문을 읽을 수 있으며, 어느 

방향에서든지 판독할 수 있습니다. 판독한 다음에는 지문을 대표하는 수식을 생성하여 

등록된 지문 데이터와 비교한 다음 일치 여부를 식별하고 기기의 잠금을 해제합니다. 

사용자의 지문을 수식으로만 저장하며 손가락 자체의 이미지는 저장하지 않습니다.”라

고 밝히고 있다(https://support.apple.com/ko-kr/HT20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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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근시킨다면 이는 피압수자가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정보를 수

사기관이 환산값 대입을 위해 강제로 이용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생

체정보의 제공을 거부했을 때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일반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수사기관

이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하는 것도 생체정보이므로, 이를 다른 공공

기관으로부터 취득하든, 대상자 본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든, 동일

한 수사 목적으로 생체정보를 취득, 이용하기 위한 절차를 압수수색

으로 통일적으로 규율함이 상당하다.

2) 정보에 대한 압수가 허용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은 압수의 대상을 ‘증거물 또는 몰수

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생체정보가 압수

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압수의 대상인

물건을 반드시 점유 이전, 취득이 가능한 유체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에는 범죄현장 또는 범인의 신체, 주거지, 차량 등에서

발견된 범행 도구나 그 결과물, 범행과정에서 발생한 흔적 등 유체

물이 증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는 유체물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생성, 저장된 정보들이 증거

로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게 되었는바, 압수수색의 대상인 범죄의

증거물을 유체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할 수 없

다.

수사 실무상 인터넷 사이트 가입자 정보,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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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 가입자 정보, 휴대폰 유심카드 번호 변동

내역, 나이스 등 비금융기관 관리 현금지급기 사용정보, 나이스 신

용조회 정보 및 실시간 조회 내역, 가상계좌 등록정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내역 정보. 교통카드 사용자 인적사항 및 사용내역 등 다

양한 정보를 일반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 경우 압수

수색을 통해 회신받은 정보의 내용 자체가 증거가 되고, 그 정보를

사본한 서류나 파일 자체는 회신받은 정보를 시각화하기 위해 이를

유체물에 화체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원본성 여부는 문제되

지 않는 것이다.

둘째, 2011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압수의 목

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

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

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 범죄 관련성이 인정되는

선별된 정보가 원칙적인 압수의 대상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무체

물인 정보를 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본 그 자체의 점유를 이전

하는 것이 아니라, 압수하는 정보의 내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

록 이를 출력,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수사 실무에서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사용자 데이터

파티션 이미지 획득이 가능한 PC, 노트북, USB, 이동식 외장하드,

메모리 카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압수목록에 정보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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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를 기재하지 않고, 선별 압수한 이미지 파일 자체를 압수물로

기재하고 있다.

셋째, 압수 이후 압수한 유체물의 점유를 이전, 취득, 보관하는

지 여부는 압수의 본질과 무관하고, 오히려 압수물의 취득 방법 등

은 압수물이 유체물인지, 무체물인지 여부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율

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수사 실무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취

득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되어 있는 무체

물에 불과하고, 원본 자체의 점유 이전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

기 때문에 그 정보를 종이에 화체한 2차 증거를 별도로 출력하거나

저장된 정보와 동일한 내용의 파일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절차

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원본 자체의 점유 이전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피압수자

인 정보주체로부터 특정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나 파일을 회신

받은 경우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할 뿐, 별도로 압수물 보관, 폐기,

환부 등의 압수물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34).

따라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그 원본 정보의 점유를 배

타적으로 이전, 취득,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는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정보를 압수수색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피의자가 관리

34) 이에 대한 예외로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이미지 파일을 추출한 경우 압수목록에 추출한 

이미지 파일을 기재하고 사후에 이를 폐기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인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입법 취지에 맞추어 압수의 대상이 정보저장매체 그 자체가 아니라 선별 

압수를 통해 확보한 정보임을 명시하는 한편, 압수물 처리절차를 통해 수사기관이 수사절

차 종료 이후까지 압수한 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부당히 장기간 보관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고려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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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보를 수사기관이 강제로 취득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에 되지 않는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수사의 요부에

대한 판단 권한을 수사의 당사자가 아닌 인적․물적 독립을 보장받

는 제3자인 법관에게 유보하는 것이고, 압수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

어서도 수사기관이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압수자의 소

유, 소지, 관리하고 있는 유체물 내지 무형의 정보를 그 의사에 반

하여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사법심사를 받게 할 필요성이 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법원이 압

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정보주체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를 압

수할 권한을 수사기관에 부여하는 한편, 정보주체에게는 그와 같은

수사기관의 압수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효력을 지니는 것

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5. 생체정보에 대한 별도 압수수색영장 청구

1) 스마트폰 압수와 별도로 생체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필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하여 스마트

폰을 압수하면서 압수한 스마트폰의 잠금상태를 해제하기 위하여

피압수자로부터 생체정보를 강제 취득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

이다.

다만 생체정보 강제취득이 허용된다고 보더라도 이는 피압수자의



- 48 -

신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법익을 침해하는 강제처분이라는 점에서

스마트폰 압수에 대한 부수처분으로서 허용될 수는 없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정한 요건 하에 스마트폰 압수와는 별도로 피압수자의

생체정보도 압수의 목적물로 함께 특정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영장

을 청구하여야 한다.

압수수색영장 청구 방식과 관련하여 스마트폰 압수와 동시에 생

체정보를 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1차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스마트폰을 압수한 다음, 피압수자가 비밀

번호를 묵비하여 스마트폰 잠금상태 해제하지 못할 경우 2차적으로

피압수자의 생체정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견해

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경우 동기화된 다른 기기로부터의 원격 정보

삭제를 통한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압수 즉시 전

원을 차단하거나 유심 분리 또는 비행기 모드 전환이 필요한데, 비

행기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압수 즉시 잠금상태를 해

제하여야 하고, 전원을 차단했다가 전원을 재구동하거나 유심을 분

리했다가 다시 유심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서

만 잠금상태가 해제되기 때문에 그 이후 피압수자의 생체정보를 취

득한 것이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즉 스마트폰 압수 즉시 잠금상태를 해제한 후 비행기 모드로 전

환시키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압수와 동시에 생체정보에 대한 압수

가 필요하고, 스마트폰과 생체정보에 대해 순차적으로 별개의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압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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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압수자의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경

우 피압수자가 스마트폰의 잠금상태 해제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1개의 압수수색영장에 압수 목적물을 피압수자의 스마트폰과

피압수자의 생체정보를 함께 특정하여 기재함으로써 스마트폰 압수

와 동시에 피압수자의 생체정보도 압수함이 상당하다.

아울러 범죄현장, 체포현장 등에서 우연히 발견된 스마트폰에

대해 미리 법원으로부터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

유가 없어 스마트폰을 긴급압수한 경우, 압수한 스마트폰에 대한 사

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피압수자의 생체정보에 대하여는 별

도의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스마트

폰을 긴급압수하면서 피압수자의 생체정보를 긴급압수하는 것은 압

수수색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이 필요하다.

한편 피압수자의 생체정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압

수할 목적물은 「피압수자로부터 압수한 스마트폰의 사용자 인증

기능과 연결된 피압수자의 지문, 얼굴 등 생체정보」라는 취지로 특

정하면 될 것이다.

또한 압수수색영장 집행방법의 제한으로서 「피압수자로부터 압

수한 스마트폰의 잠금상태를 해제하기 위하여 사용자 인증 기능과

연결된 피압수자의 지문, 얼굴 등 생체정보를 스마트폰 센서에 일시

접근시키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다.」라는 취지를 부기

할 필요가 있다.

2) 생체정보 압수의 허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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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에 대한 압수가 허용되더라는 이는 피압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강제처분이라는 점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과는 별도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함이 상당

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변에 대한 강제채뇨 절차에 관하여 판시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강제채뇨가 피의자에게 주는 굴욕감 등의

정신적 타격은 검증의 방법으로서의 신체검사에 있어서도 동일한

정도의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이러한 방법에 의

한 강제채뇨가 수사절차상의 강제처분으로서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다고 할 이유는 없고, 피의사건의 중대성, 혐의의 존재, 당해 증거의

중요성과 그 취득의 필요성, 적당한 대체수단의 부존재 등의 사정에

비추어 범죄 수사상 실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후수

단으로서 적절한 법률상의 절차를 거쳐 이를 행하는 것도 허용된다

할 것이다. 다만 그 실시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신체안전과 인격보호

를 위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고 판시

하였다35).

위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생체정보 압수의 구체적 요

건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 범죄의 중대성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하여 스마트폰을 압수하면서 피압수자의

생체정보까지 강제취득하는 절차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범죄사실이

중대하여야 한다.

35) 日最決 1980. 10. 23, 刑集 第34卷 第5号, 305-3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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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중대성은 해당 범죄의 법정형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의 중

대성 및 그 사회적 파급력, 중형 선고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② 범죄 혐의의 상당성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압수수색영장의 청구요건으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

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

죄 수사를 위하여 스마트폰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

을 소명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피압수자의 생체정보

까지 함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피압수자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

문에 단순히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

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형사소송법 제20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체포영장 청구의 요건, 즉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이 요구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증거로서의 중요성

피압수자의 스마트폰에 범죄 혐의 입증 및 수사 단서 확보에 필

요한 중요한 증거가 저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에 대한 구체적

인 소명이 필요하고, 이미 다른 증거에 의하여도 혐의 입증이 충분

하거나 수사 단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보충성의 원칙상 생체정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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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④ 생체정보 강제취득의 필요성 및 다른 대체수단의 부존재

수사기관이 스마트폰을 압수한 이후 피압수자가 잠금상태 해제

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스마트폰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

우 또는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피압수자가

잠금상태 해제를 거부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 한하여 생체정보 강

제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공기관 등이 보관하고 있는 지문, 얼굴 등 생체정보를

취득할 수 있더라도 현재 국내 기술로는 스마트폰 사용자 인증을

통과할 수 있는 복제키 제작이 현저히 곤란하여 피압수자로부터 생

체정보를 직접 취득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6. 생체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1) 피압수자에게 유형력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

그런데 만약 피압수자가 위와 같은 생체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

장 집행에 불응할 경우, 스마트폰 센서를 피압수자의 지문이나 얼굴

에 강제적으로 접근시키면서 피압수자의 저항을 일시적으로 제압하

는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고, 같은 법 제219조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집

행에 있어 위 제120조를 준용하고 있는바,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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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피압수자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유형력을 행사

하는 것은 기타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

에 관하여 대법원은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

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

는 것이 허용된다.」라고 판시하였는바36), 생체정보에 대한 압수수

색영장 집행을 위하여 피압수자의 신체에 일정 정도의 유형력을 행

사하는 것은 기타 필요한 처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강제채뇨․채혈의 경우와 비교할 때, 피압수자의 지문,

얼굴 등 생체정보를 스마트폰 센서에 접근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히 신체손상의 위험성 존재하거나 정

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수인해야 하는

피압수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2) 압수목록 교부 및 압수물 처분 요부

한편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9조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 의한

36)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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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위 제129조를 준용하고 있는바, 피압수자

의 생체정보를 스마트폰 센서에 접근시켜 잠금상태를 해제한 경우

에는 압수목록에 「피압수자로부터 압수한 스마트폰의 사용자 인증

기능과 연결된 피압수자의 오른손 엄지 지문 정보」라는 취지로 압

수한 생체정보를 특정하여 기재한 후 피압수자에게 그 목록을 교부

하여야 한다.

그 외 생체정보 압수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별도로 피압수자의 생

체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압수물의 보관, 폐기, 환부

등 압수물 처리절차는 추가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Ⅵ. 결론

스마트폰에는 한 개인의 생활 패턴, 이동 동선, 접촉한 인물, 대

화내용,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저장

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 수사에 있어 스마트폰 압수수색의 중요성은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

최근 지문, 얼굴 등 생체정보 인증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 사용

자가 잠금상태를 해제하기 위하여 매번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는

없고 미리 스마트폰에 지문, 얼굴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후 잠금상

태 해제 시 스마트폰 센서에 생체정보를 접근시키는 방식으로 잠금

상태를 해제하는 편리한 인증방식이 등장하였고, 이와 같은 기술적

인 추세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자 디바이스로 확대될 전

망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술적 추세 변화에 주목하고, 범죄 수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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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의 스마트폰을 적법하게 압수하였으나 피

압수가 비밀번호를 묵비하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잠금상태를 해제하

기 위하여 피압수자의 생체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취득방법과 요건 등을 검토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체정보는 사람의 고유한 신체적 특징 등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그 수집, 이용, 제공 등에 있어 엄격한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

칙을 적용함이 타당하나,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한 스마트폰의

잠금상태를 해제하기 위하여 피압수자의 특정 생체정보를 취득, 이

용하는 것은 위 압수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일시적, 부수적으로 이루

어지는 것에 불과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생체정보는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 그 자체일 뿐, 진

술거부권에 의해 보호되는 진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범죄수사 목

적을 위해 생체정보를 취득하더라도 헌법상 진술거부권 침해의 문

제는 야기되지 않는다.

한편 지문, 얼굴 등에 관한 정보는 주민등록제도 등을 통해 이

미 공공기관에 의하여 수집되고 있는바, 수사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법 제15조 제1항 내지 제18조 제2항에 따라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

기,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이 수집, 보관하고

있는 생체정보를 이용, 취득할 수 있고, 3D 프린팅 기술 등을 활용

하여 피압수자의 생체정보를 모방한 복제키를 제작, 압수한 스마트

폰의 잠금상태를 해제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방안은 일정 부분 기

술적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의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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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상태를 해제하기 위해 피압수자의 지문, 얼굴을 스마트폰 센서

에 접근시키고, 이에 불응하는 피압수자에게 일시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강제처분이 허용되는지, 허용된다면 어떤 종류의 영장에

의하여 허용할 것인지 문제되는데,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하여

스마트폰을 압수하면서 압수한 스마트폰의 잠금상태를 해제하기 위

하여 피압수자로부터 생체정보를 강제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

경우 피압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법익을 침해하는 강제처분

이라는 점에서 스마트폰 압수에 대한 부수처분으로서 허용될 수는

없고, 일정한 요건 하에 스마트폰 압수와는 별도로 피압수자의 생체

정보도 압수의 목적물로 함께 특정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함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의 생체정보를 강제

취득하여 스마트폰의 잠금상태가 해제될 경우, 제조사 백업 프로그램

기반 데이터 획득 기법을 통해 스마트폰에 삭제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된 활성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일부 DB 형태로

저장된 삭제 데이터의 복구도 가능하다.

본 논문의 결론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생체정보를 취득하고 그 생체정보와 연결된 스마트폰의 잠금상태를

해제함으로써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를 증거로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결론에 대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일방적으로 희

생시키고,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생체정보 인증기술을 개발, 활용하

고 있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생체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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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범죄수사에서 무분별하게 허용될 것은 아

니라, 중대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함이

상당한바, 생체정보 압수 허용요건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

준과 인자를 논의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범죄현장, 체포현장 등에

서 미리 법원으로부터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

가 없어 스마트폰을 긴급압수하면서, 피압수자의 생체정보를 긴급압

수하는 것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놓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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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ance of search and seizure of smartphones is beyond

dispute. When analyzing information stored on a smartphone to

investigate a crime, it can be used as direct evidence of a crime,

as well as provide clues to evidence of other crimes.

On the other hand, the suspect, who is under investigation, has

to worry the most about the confiscation of a smartphone that

contains confidential information from an individual, and there is

a high demand for security measures that can neutralize the

analysis of an investigative agency even if the smartphone itself

is confiscated through unexpected raids.

In response to this demand, not only the iPhone, which is an

iOS-based smartphone, but also Android-based smartphone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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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using disk encryption technology to block the restoration of

deleted information from their smartphones, but are also designed

to make it impossible to access information stored without being

unlocked by entering passwords.

Passwords used as a means of unlocking a smartphone lockdown

are inevitably expressed verbally after being stored in the

suspect's memory,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a guaranteed

denial of testimony under the Constitution, and if the suspect

does not state the password arbitrarily, the statement cannot be

forced and it is no longer difficult to analyze the evidence at that

stage.

Although the court issued a seizure and search warrant to

investigate the crime, it was difficult to conduct a further

analysis of the evidence because the password to unlock the

smartphone is in human memory and there is no other technical

means in Korea to decrypt the password and access the

information stored on the smartphone.

However, recent developments in biometric authentication

technology such as fingerprint and face do not require

smartphone users to enter passwords every time to unlock the

lock, and there is a convenient method of authentication that

enables users to unlock the lock by registering their fingerprints

and faces on the smartphone before unlocking the lock, and this

technological trend is expected to expand to various electronic

devices as well as smart phones.

This paper noted the technological trend and examined whether

the investigation agency could forcibly unlock the smartphone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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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ring the suspect's biological information as a bypass when

the suspect refused to state the password.

As a result of the review, even if the investigative agency

acquires the suspect's biological information to unlock the legally

seized smartphone, there is no problem of violation of the basic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decision or the right to deny

statement.

In addition, the current legal system allows users to unlock their

smartphones by producing cloned keys that mimic the living

information of suspects through 3D printing technology, using

fingerprints and biometric information stored by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such as public organizations.

On the other hand, it was suggested that a smartphone sensor

can be accessed on the suspect's fingerprint or face by issuing a

search and search warrant for the suspect's biometric

information, and that the smartphone sensor exerts a type of

force that overcomes the suspect's fingerprint or face if the

suspect does not respond to the request.

Keywords : Digital Forensics, Smartphones, Biometric

information, Fingerprint authentication, Face

authentication, Privacy rights, Silent rights,

Privacy laws

Student Number: 2017-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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