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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잠금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시

대의 변화에 따라 잠금장치의 모양도 구동방식도 사용방법도 다

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잠금장치는 아

마도 스마트폰의 화면 잠금 기능일 것이다. 특히나 스마트폰의 

화면 잠금 기능과 관련 하여서는 비밀번호, 패턴, 지문인식, 홍채

인식, 얼굴인식 등 그 방법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보안성까지 끊

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수사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사대상자의 휴대전화

와 컴퓨터를 검색하여 관련 파일을 찾아 압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졌고, 반대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사(史)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스마트폰의 보안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 중요시하게 되

었으며, 이에 맞춰 스마트폰의 제조업체 및 운영체제 개발업체 

또한 매번 출시하는 스마트폰의 보안을 더욱 공고히 하여 결국 

수사기관과 개인(또는 기업)간 디지털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되었

다.

iOS8, Android5.0 이후의 운영체제에서는 모바일 기기에 암호

화가 걸려 있어 모바일 포렌식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

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SNS) 대화방에 업로드 한 뒤 익명의 

회원들에게 판매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린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드러나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하지만 주범인 조○빈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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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가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추적

이 사실상 어려운 암호화폐(모네로)를 거래수단으로 하였으며, 압

수된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위와 같이 끊임없는 기술의 발전, 소비자의 보안에 대한 수요

와 기업의 더 많은 제품 판매를 통한 이윤창출의 니즈가 일치하

여 모바일 기기의 보안은 더욱 강화되고 있고, 수사기관은 이러

한 기업의 보안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벅찬 상태가 되었다.

이처럼 모바일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점차 어려워진

다면 이미 발생된 범죄의 수사와 향후 발생할 범죄의 예방을 점

차 어렵게 만들고 있고, 민생 범죄의 측면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

체, 재산에 대한 안전을 위협받으며, 테러 범죄의 측면에서도 사

회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을 흔들어 국가와 사회의 존립

을 흔들 수도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키 복구 및 키 위탁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키 복구 및 키 위탁 제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키 

보관 및 관리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 비경제적일 뿐더러 설령 그

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마음만 먹으면 모든 개인의 사생

활을 다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과 수탁기관 1곳이 

해킹된다면 그곳에 보관 중인 모든 암호키가 안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탁기관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유출하거나 유출

될 위험성까지 있어 도입에 부정적이다.

다음으로 복호화명령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는 

명령이행의무를 지는 상대방에 대하여 암호문을 복호화하여 제출

하게 하거나 암호문을 복호화할 수 있는 암호키를 제출하도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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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가한다.

외국의 입법례로는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이 대표적이다. 2020년 

11월 13일 법무부 역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 연구”와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사

실상 복호화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그 모델로 영국의 수사권

한규제법 등을 연구하겠다는 취지의 추진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복호화명령제도는 아래의 네 가지 문제점을 가진다. ①

복호화 된 내용을 제출하라는 명령의 경우 그 내용을 특정하기 

어렵고, 피의자가 불완전 이행할 경우 확인하기 힘들며, 피의자가 

이미 삭제한 경우 사실상 제출할 방법도 없다. ② 암호키를 제출

하라는 명령의 경우 특히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고의 입증의 문제가 발생한다. ③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중

한 본범보다 가벼운 명령이행의무 불이행으로 처벌받는 것이 유

리하고, 명령이행의무 위반을 마치 본범 위반으로 오해할 만한 

보도행태 등으로 인해 본범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몰각될 위

험도 있으며, 이중처벌 또는 가중처벌의 문제도 발생한다. ④ 무

엇보다도 명령이행의무 불이행시 처벌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나 처

벌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반드시 법률

이 필요하고, 법률 없이는 복호화명령제도는 도입이 불가능한 태

생적 한계를 내포한다.

따라서 모바일기기 생체인식 잠금장치 해제 명령 영장의 도입

이 필요하다. 먼저 전제조건으로 사용자가 비밀번호와 패턴형 암

호(이하에서 ‘진술형 암호’라 함)를 스마트폰의 화면 잠금 기능으

로 설정할 경우 반드시 그 이외의 생체인식 잠금장치(이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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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형 암호’라 함)를 함께 설정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

다. 왜냐하면 비밀번호와 패턴형 암호는 피의자의 정신적 작용인 

사고과정을 거쳐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지식을 전달

하며 이러한 수단으로 언어(말 또는 신체적 행동을 포함)를 사용

하여 이루어지는 결국 ‘진술’에 해당하며, 이를 강제하는 것은 진

술거부권 또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를 위반할 여지가 있고, 무엇

보다도 스마트폰 사용자의 비협조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술형 암호’ 설정시 ‘생체인식형 암호’를 

의무적으로 함께 설정 하도록 하여야 ‘진술형 암호’의 습득 유무

와 상관없이 모바일기기 생체인식 잠금장치 해제 명령 영장으로 

‘생체인식형 암호’를 취득하여 스마트폰의 화면 잠금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체인식형 암호’의 필수 추가 설정 의무는 이동통신 

업체를 상대로 부과한다. 이동통신 업체가 스마트폰의 사용자인

터페이스(UI)를 설정하므로 필수 추가 설정 의무 부과가 가능하

고, 대표적인 이동통신 업체인 SK텔레콤, KT, LG U+와 같은 기

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 업체에 대해 위와 같은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별도의 

추가적인 법률은 필요하지 않으며, 스마트폰 제조업체나 운영체

제 개발업체가 애플과 구글처럼 국내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동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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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업체는 모두 국내기업이므로 국제법적 쟁점 없이 적용이 가능

하다.

현재 실무에서는 일반 압수수색영장으로 지문, 홍채, 안면의 강

제인식을 허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명확한 실무례나 판례가 확정

되어 있지 않아 각각의 판사마다 그 기준이 다르고 모호한 문제

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기기 생체

인식 잠금장치 해제 명령 영장의 도입이 필요하고, 이는 기존 영

장 실무와 관련된 지침인 법원실무제요에 새로운 양식을 추가함

으로써 명확한 근거로 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이 될 

것이다.

……………………………………

주요어 : 모바일기기, 암호화, 디지털 포렌식, 복호화명령제도,

생체인식 잠금장치 

학  번 : 2020-2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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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건정을 열다”라는 말을 살면서 사용해 본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

을까.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건(鍵)’은 쇠 금(金)과 세울 건(建)이 합쳐져 자물쇠의 의

미를 나타내고, ‘정(錠)’은 쇠 금(金)과 정할 정(定)이 합쳐져 덩이의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건정(鍵錠)’은 ‘잠금장치’1)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잠금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아침

에 일어나 집을 나서면서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사용하고, 출근길에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체크카드로 은행

계좌의 돈을 사용하며(체크카드라는 열쇠로 은행계좌의 잠금장치를

연다고 볼 수 있음) 회사에 출근할 때 출입증으로 보안게이트라는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사무실로 들어가 사무실 책상의 잠금장치를

여는 등 수많은 잠금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잠금장치의 모양도 구동방식도 사용방법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 쇠로 만든 열쇠와 자물쇠를 사용하는

방법에서부터 전자기기로 된 번호키 잠금장치까지 발전하였고,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잠금장치는 아마도 스마트폰의 화면 잠금 기능

일 것이다. 특히나 스마트폰의 화면 잠금 기능과 관련 하여서는 비

밀번호, 패턴, 지문인식, 홍채인식, 얼굴인식 등 그 방법의 다양성 뿐

만 아니라 보안성까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1) 법제처는 2014년 일본식 용어 정비대상에 ‘건정’을 ‘잠금장치’로 바꿀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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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 환경의 변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수사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실체 진실을 발

견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이제는 더 이상 회사나 주

거지를 수색하여 관련 서류를 찾는 것보다는 수사대상자의 휴대전

화와 컴퓨터를 검색하여 관련 파일을 찾아 압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졌고, 모바일기기 등 전자기기에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

정보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그 수사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다.

반대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물건을 사

서 결제를 하며,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저장하고,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 이동을 하는 등 개인사(史)의 모든 것을 기록

하는 스마트폰의 보안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 중요시하게 되었으며,

이에 맞춰 스마트폰의 제조업체 및 운영체제 개발업체 또한 매번

출시하는 스마트폰의 보안을 더욱 공고히 하여 결국 수사기관과 개

인(또는 기업)간 디지털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되었다.

3.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

위와 같이 끊임없는 기술의 발전, 소비자의 보안에 대한 수요와

기업의 더 많은 제품 판매를 통한 이윤창출의 니즈가 일치하여 모

바일기기의 보안은 더욱 강화되고 있고, 수사기관은 이러한 기업의

보안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벅찬 상태가 되었다. 또한 앞서 언

급했듯이 가장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그 증거의 양도 많으며,

증거의 질 또한 결정적인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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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포렌식 수사는 범죄 수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모바일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점차 어려워진

다면 이미 발생된 범죄의 수사와 향후 발생할 범죄의 예방을 점차

어렵게 만들고 있고, 민생 범죄의 측면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

산에 대한 안전을 위협받으며, 테러 범죄의 측면(우리나라는 분단국

가로 현재 종전이 아니라 휴전상태일 뿐이며 준전시상태로 그 위험

은 어느 나라 못지않음)에서도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

을 흔들어 국가와 사회의 존립을 흔들 수도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Ⅱ. 현재의 수사 실무

1. 압수·수색 관련규정

[형사소송법(시행 2021. 6. 9., 법률 제17572호)]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

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

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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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시행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49호)]

제107조(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9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항

제1호.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제2호.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제3호.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제4호.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제5호.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2. 압수할 물건,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나 물건

3.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사유

4.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5. 법 제216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및 장소

6.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체포한 일시 및 

장소와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및 장소

7. 「통신비밀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압수ㆍ수색

하고자 할 경우 그 작성기간

② 신체검사를 내용으로 하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제

1항 각호의 사항외에 신체검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신체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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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가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소명하고, 모바일기기 등 압수할 물건에 대하여 본건과의 관

련성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검사의 경우 직접 청구하

고, 사법경찰관의 경우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근거하여 모바일기기 등 영장에 기재된 압수

할 물건을 압수하였다.

그리고 참여권이 부여된 피압수자 등의 참관 하에 봉인하였던 압

수물을 압수수색 현장에서 반출하여 대검찰청 NDFC(국가디지털포

렌식센터)에 이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고, 여전히 참여권이 부여된

피압수자 등의 참관 하에 압수한 모바일 기기의 봉인을 해제하고

분석하여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해서만 압수하였다(분석

이 완료된 모바일기기는 반환함).

2. 구체적인 압수·수색 절차

구체적인 실무에서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압수·수색 사전 준비를 한다. 기간, 키워드 등 검색 범위를

선정하고, 대검에 압수·수색 지원을 요청한 후 디지털 수사관과 함

께 압수·수색 현장에 간다. 압수·수색 현장을 통제하고 네트워크, 보

안, 정보통신 담당자에게 영장을 제시한 후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또는 매체 제어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회계시스템,

사를 받을 자의 성별, 건강상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0조(압수, 수색, 검증의 참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함에는 법 제243조에 

규정한 자를 각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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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등 시스템을 파악한다. 우선순위별 압수대상자 및 매체를 특정

하고, 선별 압수2)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현장에서 선별 압수가 가능한 경우 피압수자 등 참여 기회를 보

장하고, 선별 파일 이미징(Logical Imaging), 해시(hash)값을 생성하

고, 전자정보상세목록3),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사본을 피압수자에게

교부한다. 최근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대검예규 제

1151호, 2021. 1. 1. 시행)이 개정되어 인권 친화적 전자정보 압수절

차를 위해 ‘압수·수색·검증 안내문’을 시작 전 배포하도록 하고 있

다. 양식은 아래와 같다.

[별지 제13호 서식]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 안내문

2) 사건과 관련성 있는 정보만 압수 가능함

3) 파일 형태로 교부 가능함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 안내문
`

� 전자정보는 유체물과 다른 여러 특성으로 인해 일반 압수·

수색·검증 절차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취약성) 전자정보는 편집이 용이하므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가 

신뢰할 수 있는 도구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압수하게 됩니다.

2. (비가시성) 전자정보는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어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보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3. (대량성) 휴대폰 등 정보저장매체에는 방대한 개인정보나 영업

비밀이 들어 있어 사건과 무관한 정보의 압수를 방지하기 위해 

탐색과정에도 참여권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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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보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매체의 유형과 사건 내용에 

따라 압수대상 전자정보 유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1. (매체유형) 전자정보는 매체의 종류(ex. PC, 스마트폰 등)에 따라 

저장방식과 저장형태 등에 차이가 있어 매체마다 압수·수색·검

증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사건내용) 전자정보는 사건에 따라 파일내용 자체 또는 메타데

이터4), 트래픽 데이터, 인터넷 검색기록 등 다양한 유형의 전자

정보가 압수될 수 있습니다.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은 아래와 같이 3단계로 진

행됩니다.

1. 전자정보는 가능한 한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

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합니다.

2. 만약, 제1항에 따른 압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정

보 전부를 복제하여 반출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가선별한 전자정

보 일부만 복제하기도 합니다.

【전자정보 전부 복제본 반출 사유】

① 파일 암호화 등으로 인해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불가능한 경

우, ② 안티포렌식 등 범죄혐의와 개연성이 있는 디지털 정보가 조

작 또는 삭제된 정황이 발견된 경우, ③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되

어 있는 정보가 방대하여 현장에서 출력·복제 방식으로 압수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피압수자의 사생활의 평온이나 영업 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정보저장매체등이 사이버범죄 및 새

로운 유형의 첨단범죄에 이용되는 등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

지를 위하여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디지털 증거의 종합적인 분

석이 필요한 경우, ⑤ DB시스템이나 RAID시스템 등과 같이 분석 

대상 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석해야 하는 경우,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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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항에 따른 방법마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

매체 원본을 봉인하여 반출하게 됩니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원칙적으로 압수절차가 종료하는 것은 아

니며 추후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이 완료되

어야 압수절차가 종료됩니다.

� 참여권은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에서 충실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1. 일반 유체물의 경우와 같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압수·수색·검

증 현장에서의 참여권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에서도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2. 전자정보를 전부 복제하여 반출하거나 원본을 봉인해서 가져와 

선별하는 과정에도 참여권을 보장하며, 실무상 현장에서 참여권

과 구분하기 위해 ‘참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참여 도중 관련성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봉인 반출 사유】

① 정보저장매체등이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② 정보저장매체등

에 암호가 걸려 있고 피압수자등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③ 현장에

서 복제·출력할 수 있는 장비나 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거나 준

비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④ 현장에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⑤ 피압수자가 위력을 행사하여 정상적인 압수·수색 집

행이 불가능한 경우, ⑥ 전자정보의 전부 복제 반출을 위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

우, ⑦ 정보저장매체등 또는 동 매체에 기억된 전자정보가 몰수대상

인 경우, ⑧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 9 -

를 조서에 기재하게 되며, 검찰에서는 이의제기의 편의를 제공

하기 위해 ‘의견진술서면’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의 제기 시 

수사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가 압수 대상이며 검찰에서는 다

음과 같은 기준으로 관련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수사란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기 위한 수

사기관의 활동이므로, 전자정보의 압수도 큰 틀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양형에 대한 정상자료도 수집해야 하며, 법

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정확성, 신뢰성 검증을 위해 재현이 필요

한 경우에는 증거의 증거로서 복제본 전체가 필요할 수도 있습

니다.

3.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를 정리하면 아래

와 같습니다.

�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되면 상세목록을 교부하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

① (사건 관련성) 압수·수색 시를 기준으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피의자나 진범 및 공범의 범죄혐의와 기본적인 사실관

계가 동일하거나 동종·유사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의 전자정보

② (양형자료) 피의자나 진범 및 공범의 범행 동기나 목적 그 밖에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

되는 범위 내의 전자정보

③ (원본성 입증) 위와 같은 전자정보의 출처증명 기타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정확성과 신뢰성의 입증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전

자정보



- 10 -

현장에서 선별 압수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밖에 없고, 정보저장매체를 봉인한다. 이때 봉인절차에 있

어서 하드카피와 이미징의 차이점은 원본 디스크를 하드카피(디스크

복제)한 경우에는 원본디스크와 마찬가지로 복제된 디스크의 내용이

변경될 우려가 있으므로 복제 디스크를 절차에 따라 봉인하여야하

나, 원본디스크를 이미징한 경우에는 생성된 이미지 파일의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이미지 파일을 저장한 디스크를 별도 봉인할 필요가 없다.

다수의 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다수의 저장매체 등으로 현장 선

별이 곤란한 경우, 암호 설정으로 현장에서 내용 지득 불가한 경우,

삭제된 파일의 복구 및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경우, 현장 포렌식 수사

관의 인력, 역량 정도 등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현장에서 선별 압

수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수사보고를 작성하고 정

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한다. 양식은

아래와 같다.

4)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데이터”라고도 정의하며, 파일

시스템의 메타 데이터, 인터넷 메타 데이터(웹 페이지 메타 데이터, 브라우저 메타 데이

터), 문서파일메타데이터, 사진파일메타데이터등여러가지유형이 있음

며,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는 삭제·폐기하거나 반환합니다.

1. 검찰에서는 압수한 전자정보를 증거관리시스템에 저장하여 관

리하고 있으며, 수사팀 이외에 다른 사람이 권한 없이 접근하는 

것은 시스템 상 불가능합니다.

2. 위 시스템 이외에 반출에 사용된 정보저장매체에 남겨진 전자정

보는 모두 삭제·폐기하고, 매체 원본 또는 피압수자 매체 이용 

반출의 경우에는 해당 매체를 반환하며, 조치 후에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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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피압수자

(임의제출자)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기기의 종류 

등

기기의 종류 :
제조사 및 모델 (S/N) :

(모바일의 경우) 전화번호 :

[현장]
정보저장매체 

제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선별 압수 및 전부 복제본을 압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

저히 곤란하여 매체 반출을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 고지받았습니다. (서명) ▢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서명)]

￭이미징 및 유관 정보의 선별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참관 후 선별 압수 절차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 고지받았습니다. (서명) ▢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서명)]

이미징 등 
참관

￭위와 같이 압수 또는 임의제출 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전부 복제․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및 복제(출력) 등 과정

에
[▢ 참관하겠습니다. (서명) ▢ 참관하지 않겠습니다. (서명)]

참관
희망시

참관 

범위

정보저장매체 전부복제·이미징

전자정보탐색 및 복제(출력)

【 】

【 】

참관 
예정

자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 (참관의 경우)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된 참관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뢰성
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음

※ (모바일 기기의 경우) 유의사항

• 기기의 이미징 과정에서 분해, 재조립, JTAG 연결, 펌웨어 체인지 등의 방
법이 필요한 모델의 경우에는 기기의 손상 또는 데이터가 초기화 될 가능성
이 있음

• 이미징 후 일부 기기는 보안 솔루션 기반 앱(삼성knox, 삼성페이 등)을 사
용할 수 없게 되거나, 그와 관련된 기존 데이터는 유실 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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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피압수자 등이 참여

희망시 피압수자 등과 일정 협의 후 포렌식팀과 일정을 조율하고,

봉인 해제 후 전체 이미징, 해시값을 생성한다. 선별 파일 이미징

(Logical Imaging), 해시(hash)값을 생성하여 D-net(전국디지털수사

망)에 업로드하고, 전체이미징은 삭제한다(다만 무결성에 문제가 있

을 우려 있을 경우 삭제 보류). 피압수자 등 참관시 ‘전자정보상세목

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파일 등의 형태로 교부하고 참관

및 전자정보상세목록 교부 확인서를 작성하고, 참관하지 않을 경우

‘전자정보상세목록’을 피압수자 등에게 이메일 등으로 송부한다. 양

식은 아래와 같다.

• 애플 기기(iOS 11버전 이상)의 경우 백업 암호 분실 시 모든 설정이 재설정 
될 수 있음

보안 솔루션 기반 앱의 사용 여부

보안폴더 ▢ 삼성페이 ▢ 기타 ( )

• 자동 잠금 해제, 모바일 기기 및 백업 파일(아이폰 등)의 비밀번호 등 표시

▣ 화면잠금번호(4자리이상 숫자) : 1234  ▣ 비밀번호(4자리이상 문자 또는 숫자): spo1234

▣ 패턴 : 0-1-2-5-8    ▣ 백업데이터 비밀번호 : 123456

위 정보저장매체의 제출 및 참관 등 절차를 확인하고, 압수된 
전자정보는 수사 또는 재판 목적 소멸 시 폐기됨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피압수자 ,임의제출자 등 : (서명)

검찰수사관 : (서명)



- 13 -

[별지 제8호 서식] 참관 및 전자정보상세목록 교부 확인서

20 지원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임의제출)된 아래 기

재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미지파일 작성 과

정 등에 참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소 유 자 및 정 보 저 장 매 체

소유자(사용자) 홍길동

저장매체 종류 노트북 용 2.5 인치 하드디스크

제조사 모델명 씨게이트 BarraCuda 2.5, ST1000LM048,

시리얼 번호 0357j9LN146802

이 미 지 파 일 작 성 정 보

순

번
파일명 타입(P/L) 해시값

1

2

3

참 관 정 보

참관 일시 20 . . . : 부터  20 . . . : 까지

참관 장소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 NDFC 참관인실 

참 관 인 홍길동

피압수자 

등과의 관계
본인

참관 참여 범위
정보저장매체 전부 복제 및 이미징  【 】

전자정보탐색 및 복제(출력) 【 】

기타 특이 사항
참관 중 참관 종료 희망 의사 표시로 참관

종료

위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전부 복제·이미징 등의 절차를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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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은 Encase, X-ways, FTK 등 다양한 분석

장비를 사용하여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고, 파일내용 자체 또는 메타

데이터, 트래픽 데이터, 인터넷 검색기록 등 다양한 유형의 전자정보에

대해 사건과 관련성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 후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압수한 자료를 D-NET(전국디지털

수사망)에 업로드하고, 업로드가 되면 권한을 부여 받은 검사 및 수

사관의 전산망에 자동 표시되고, 일선 수사 및 공판검사실에서

DFISⅡ(디지털수사 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파일 열람 및

검색하고, 열람한 파일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DFISⅡ에서 파일

을 다운 받아 CD-R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다만 제출한 파일의 변경

유무를 법원에서 검증해야 할 경우에는 압수한 이미지 파일을 이용

하여 법원에 제출한 파일의 해시값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수행하고,

IDEAS(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에서 PC에 다운받아 열람, 출력

등을 한 파일을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IDEAS에서 다시 다운받

은 파일을 CD-R로 저장하여 제출한다.5)

이때 반드시 주의할 점은 증거 분석과정에서 범죄사실과 전혀 무

5) 이미 열람한 파일을 사용하면 증거의 무결성이 훼손되므로 주의

하고,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한 전자정보상세목록을 □출력물, □

파일의 형태로 교부받았으며, (또는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이 작성

될 수 없음을 (고지)받았으며), 압수된 전자정보는 수사 또는 재

판 목적 소멸 시 폐기됨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참관인) : (서명)

검찰수사관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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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별건 범죄사실의 증거를 새롭게 발견했다면, 반드시 새로운 압

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이 경우 압수·수색 장소는 인근

거점청 디지털 포렌식 사무실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가 별건인 ㉯사건의 디지털 증거에서 ㉮사건 증거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

사건 디지털 증거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증거는 주임검사의 폐기 요청이 있을 때까지

보관하고, 주임검사의 부서 이동의 경우 열람 권한을 상실한다. 폐

기대상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 처분에 따라 계속 보관할 필요성

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나 위 두 경

우에도 압수대상과 형사소송법 제11조6)에 따라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폐기에서 제외된다.

폐기 요청은 수사 또는 재판 중 사건 주임검사 또는 승계검사의 폐

기 요청과 재판 확정된 사건의 압수전담 검사 또는 사건 당사자의

폐기 요청으로 폐기한다. 이때 유의할 점으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디지털 증거는 재심 청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10년간 보

존가능하고,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가 수인인 경우 당사자 전

원의 폐기 요청이 있을 경우 폐기가 가능하다.7)

3. 디지털 포렌식 환경의 변화

6) 형사소송법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7) 단, 내란죄, 외환죄 등 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 제3항 해당 죄는 (준)영구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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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기기에 설치된 운영체제의 변화는 디지털 포렌식 환경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iOS8, Android5.0 이전의 운영체제 하에서는

모바일기기에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아 모바일 포렌식이 대부분 가

능하였다. 따라서 애플에서 제조한 아이폰의 경우 아이폰에 설치된

운영체제인 iOS8 이전에는 모바일기기에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았

으므로 미국의 경우 법무부에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이용하여 피

의자의 모바일 기기를 특정하여 애플에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전

자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면 애플은 자신들의 법 집행 가이드(Legal

Process Guidelines)에 따라 요구 받은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법무부

에 제출하였고, 국내의 경우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이용하여 피의자

의 모바일 기기를 압수한 후 대검찰청 NDFC(국가디지털포렌식센

터)에서 포렌식 도구를 이용하여 파일을 복원하고 필요한 전자정보

를 선별 후 압수하였고, 삼성에서 제조한 갤럭시 스마트폰의 경우

스마트폰에 설치된 운영체제인 Android5.0 이전에는 사실상 모바일

기기에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모바일 포렌식에 어려움이

없었다.8)

그러나 iOS8, Android5.0 이후의 운영체제에서는 모바일 기기에

암호화가 걸려 있어 모바일 포렌식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

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SNS) 대화방에 업로드 한 뒤 익명의 회원들

에게 판매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린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드러나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하지만 주범인 조○빈은 서버가 어디

에 존재하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자신이 포함된 대화방의 경우 상대

8) 조도준, “디바이스암호화에 따른 복호화명령 제도 도입의 필요성”, 서울대학교

이학석사 학위논문, 2016. 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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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모바일기기에 존재하는 대화방마저 삭제할 수 있어 사용기록 및

대화내용이 사실상 전혀 남지 않는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누가 암호

화폐를 송금하였는지, 얼마를 송금하였는지, 보유한 암호화폐가 얼

마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등 추적이 사실상 어려운 암호화폐(모네로)

를 거래수단으로 사용하여 이용료를 취득하였으며, 압수된 스마트폰

의 비밀번호도 말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9)

Ⅲ. 새로운 제도 도입 검토

위와 같이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점차 어려워진다면 이미 발생된

범죄의 수사와 향후 발생할 범죄의 예방을 점차 어렵게 만들고 있

고, 민생 범죄의 측면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안전을

위협받으며, 테러 범죄의 측면에서도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을 흔들어 국가와 사회의 존립을 흔들 수도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1. 키 복구 및 키 위탁제도

가. 의의

키 복구(key recovery)제도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하

여 암호문을 복호화하여 평문을 제공하거나 암호문을 복호화할 수

있는 키를 제공하는 것이다. 키 복구제도의 요건 중 특정한 조건의

충족이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입증을 목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허

9)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는 2020. 초 도입한 이스라엘 정보보안업체 ‘셀러브라

이트(Cellebrite)’사의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이용하였는데, 이 장비는 매우 고가

이고, 압수된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해제하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등 비경제적

이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실기한 수사가 될 위험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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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영장)를 받은 경우나 모바일 기기의 사용자가 자신이 설정한 암

호키를 잊어(또는 잃어)버린 경우 그 기기의 사용자임이 확인된 경

우 등을 말한다. 따라서 키 복구제도는 암호문을 복호화하는 통상적

인 절차 외에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인 방법으로 암호문을 복호화하

는 방법인 것이다10).

키 위탁(Escrow)제도는 키 복구의 한 방법으로, 암호문 설정자의

암호키를 신뢰 받는 제3자(Trusted Third Party)에게 의무적으로 위

탁하는 방식이다. 키 위탁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암호키의 분실, 삭

제 등 특별한 경우 발생시 즉각적으로 키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미국의 클리퍼 칩(Clipper Chip)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

다. 클리퍼 칩(Clipper Chip)의 경우 처음에는 신뢰 받는 제3자로 미

정부기관에 위탁하였으나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시민들의 반

발로 비정부기관으로 위탁기관을 변경하였다.11)

나. 문제점

그러나 이러한 키 복구 및 키 위탁 제도는 보안 관련 측면에서

보면 해당기기 또는 정보를 암호화한 사용자 이외에 제3자인 누군

가가 자신의 암호키를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거나 위탁받은

암호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가적인 해킹과 보안사고의 문제점

을 내포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키 보관 및 관리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 비경제적이다.

또한 국가 또는 제3자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개인의 사생활을 다

10) 채승철, 이임영, 키 복구 시스템에 대한 고찰Ⅱ, 통신정보보호학회지 제8권 제4

호, 1998. 12., 98면

11) 채승철, 이임영, 앞의 논문, 1988. 12., 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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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국가 또는 제3자가 고의로 해커 등과 공모하여 암호키를 유출하는

경우, 국가 또는 제3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암호키를 유출 또는

분실하는 경우, 수탁시설이 해킹 공격을 받으면 수탁시설에 보관되

고 있는 모든 암호키가 유출되는 경우와 같은 위험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별건 수사의 문제점이다. 수사기관이 허가를 받아 암

호키를 복구 또는 위탁받은 암호키를 전달받아 본건 수사에 사용한

뒤 해당 암호키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삭제 또는 파기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별건 수사에도 활용하는지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하나 이 또한 추가적인 비용과 신뢰성의 문제

를 계속적으로 발생시키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키 복구 및 키 위탁

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2. 복호화명령제도

가. 의의

복호화명령제도란 암호문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복호화

된 암호문을 제출하게 하거나 암호문을 복호화 할 수 있는 암호키

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명령으로, 이때 그 명령은 권고적 의미가

아니라 불이행시 형사처벌을 포함한 강제적 의미의 명령이다.

2020년 11월 13일 법무부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

과 법안 연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우

리나라에도 사실상 복호화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그 모델로 영

국의 수사권한규제법 등을 연구하겠다는 취지의 추진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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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3. 법무부 보도자료]

□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 연구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법무부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 연구와 

관련하여,

-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

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법원의 공개명령 시에만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방식을 검토하는 방안, 인

터넷 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음

- 향후 각계의 의견 수렴과 영국,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 해

외 입법례 연구를 통해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

색해 나갈 계획임

○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게 된 것은 n번방 사건*, 한○훈 연구위원 사례 등을 

계기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날로 중요해지고, 인

터넷 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관한 법집행이 무력해지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하다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임

* n번방 사건 : 조○빈 스마트폰 잠금 해제 비협조로 수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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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법례

1) 영국의 경우

가) 수사권한규제법의 의의 및 관련규정

복호화명령제도와 관련된 입법례로는 영국, 프랑스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

(RIPA,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 Act 2000)이다.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 제3절 ‘암호화 된 전자데이터에 대한 수사

(Investigation of electronic data protected by encryption)’에서 복

호화 된 암호문을 제출하게 하거나 암호문을 복호화 할 수 있는 암

호키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그러한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규정으로는 암호해제 요구권

한, 암호해제에 따른 비용처리, 암호해제요구 불이행시 처벌, 비밀누

설에 따른 처벌, 암호해제요구기관의 의무 등이 있다.12)

12) 김한균,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의 제출 강제 – 영국 입법례 참고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 추진 비판, 한국형사소송법학회「형사소

송 이론과 실무」제13권 제2호, 2021. 6., 154면

사례(’20. 3. 30. 중앙일보 보도), 조○빈 범죄 수익 관련 가상화

폐 계좌 비밀번호 미제공으로 몰수 난항 사례(’20. 4. 13. 연합

뉴스 보도)

** 영국 사례(Oliver Drage 판결, ’10년) : Oliver Drage 소지 컴퓨

터에서 아동음란물 추정 파일 발견, 이에 대한 암호해독명령 

거부,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 불기소, 암호해독명령위반죄 기소

(징역 4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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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에 따라 복호화 된 암호문을 제출하거나 암호문을 복호화

할 수 있는 암호키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사람이 고의로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의 책임이 부과된다. 이때 그

명령 불이행을 판단하는 사유는 복호화 된 제출문이 부과된 명령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일 경우, 명령 받은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출하거나 불완전하게 제출한 경우로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제출 의무를 지는 사람이 암호키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거로서 충분히 입증한 경우이거나 제출 의무

를 지는 사람이 암호키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암호키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13)

위 법에 따른 명령 불이행시 그 대상범죄가 국가안보, 아동의 성

13) 김한균, 앞의 논문, 2021. 6., 159면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RIPA,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 Act 2000)

제3절 암호화 된 전자데이터에 대한 수사

(Investigation of electronic data protected by encryption)

제49조, 제50조,

제51조

암호해제 요구권한

(Power to require disclosure)

제52조
암호해제에 따른 비용처리

(Contributions to costs)

제53조, 제54조
암호해제요구 불이행과 비밀누설에 따른 처벌

(Offences)

제55조
암호해제요구 기관의 의무

(Safe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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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착취에 관한 범행일 경우 5년 이하의 구금형, 그 외의 범행

일 경우 2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하고, 이때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나) 구체적 사례

먼저 위에서 법무부가 언급한 2010년 10월 영국의 Oliver Drage

판결이 있다. 이 판결은 정확히 말하자면 모바일기기인 휴대전화에

대한 사건은 아니지만 전자기기인 컴퓨터에 대한 사건으로 유사성

이 있다. 당시 19세 남성인 Oliver Drage가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에

서 아동음란물로 추정되는 파일이 발견되었고, 이 컴퓨터에는 문자

및 숫자로 된 50자리의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일정한 기한 내에 위 컴퓨터에 대한 암호해독명령을 부

과하였으나, 피의자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암호해독명령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배심원들은 피의자의 컴퓨

터에 설정된 비밀번호의 자릿수가 무려 50자리나 됨에도 평소에 피

의자가 이를 암기하고 있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어딘가

기재해 놓은 비밀번호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죄

평결을 내렸고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14) 다만 피의자는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시 언론은 마치 피의자가 아동음란물 소지자인 것처럼 왜곡·과장하

여 보도하는 문제점을 드러나기도 하였다.

또한 Nathan Lee 사건도 있었다. 피의자는 2019년 마약관련 혐의

로 징역 6년 9월을 선고 받았고, 그 후 2020년 자신의 모바일기기에

14) 비슷한 사례로 2018년 아동 성학대물을 인터넷에 올린 Damion Bagalue가 범

행도구인 인터넷 디바이스에 대한 암호해독 명령을 위반하여 징역 10월을 선

고받은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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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암호해독명령 위반죄로 추가 기소되어 징역 8월의 구금형이

추가되기도 하였다.15)

2)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는 처음에는 키 위탁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그 후 복호화명

령제도로 변경하였다. 1996년 채택된 키 위탁제도를 3년 뒤 폐지하

고, 복호화명령 제도를 형사절차법(Code of Criminal Title Ⅳ 2001)

에 도입한 것이다. 2001년 프랑스 형사절차법을 보면 수사기관이 해

당 사건과 관련하여 암호화 된 파일의 암호키를 소지하고 있는 사

람에게 암호화 된 파일을 복호화하여 제출하거나, 암호화 된 파일을

복호화할 수 있는 암호키를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이러한 명령을 불

이행 할 경우 5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16)

다. 문제점

이러한 복호화명령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누

어 살펴본다.

첫째, 복호화 된 내용을 제출하라는 명령에 대한 문제이다.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문제이다. 모바일 기기

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해제한 뒤 모바

일 기기에 접속하여 관련 파일을 먼저 살펴보아야 어떤 파일 또는

정보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범죄 혐의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 후에야 비로소 범

죄 혐의와 관련된 특정 파일 또는 정보를 복호화하여 제출하라는

15) 김한균, 앞의 논문, 2021. 6., 161∼162면

16) 조도준, 앞의 논문, 2016. 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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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이 가능해진다. 실제 수사 실무에서도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

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경우 참여인을 두고 그

참여인과 파일 하나하나를 보면서(파일명을 보면서 확인하거나 때로

는 파일을 열어 그 내용을 보면서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

울 경우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여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타

에서 참여인과 함께 같은 절차를 반복하며 진행) 이것이 범죄 혐의

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

을 압수하고 있다. 따라서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

기기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어떤 파일 또는 정보

를 제출하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령할 수 없으며, 설령 최대한

특정하여 본 건 범죄 혐의와 관련된 파일 및 정보를 복호화하여 제

출하라고 명령하더라도 피의자가 그 중 핵심적인 내용은 제출하지

않은 채 중요하지 않은 몇 가지 정보만을 선별하여 제출하거나 불

완전하게 제출하거나 정보를 편집·조작하여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

은 비교대상이 없으므로 이를 알아챌 방법이 없어 사실상 무의미한

압수·수색에 그치고 말 것이다. 더욱이 만약 피의자가 이미 핵심 정

보를 삭제하고 난 후라면 피의자 자신도 삭제된 그 파일을 수사기

관에 제출할 방법이 없고, 이때는 암호해제수단인 비밀번호를 수사

기관에 제공한 뒤 수사기관이 그 파일을 복원하여 압수할 수밖에

없다.

둘째, 암호키를 제출하라는 명령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특히 비밀번호나 패턴형 암호와 같은 이른바 ‘진술형 암호’에

서 문제된다. 비밀번호와 패턴형 암호를 제외한 지문, 홍채, 안면인

식과 같은 이른바 ‘생체인식형 암호’의 경우 이를 ‘진술’이라고 볼 수

없고, ‘생체인식형 암호’는 ‘진술형 암호’와 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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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즉, ‘진술형 암호’인 비밀번호

와 패턴형 암호는 사람의 정신적 작용인 사고과정을 거쳐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지식을 전달하며 이러한 수단으로 언어

(말 또는 신체적 행동을 포함)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진술’에 해당

하고, 제출 명령에 응해야 할 경우 강제적으로 진술을 해야 하는 경

우이다. 따라서 법적인 측면에서 진술거부권 또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와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며, 사실적인 측면에서 비밀번호(또는

패턴)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협조하지 않는 경우(또는 실제 기억나지

않는 경우)의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서 다시 법적인 측면에서 명령

이행의무 위반의 고의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진술거부권 또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와의 문제를 살펴본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

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제12조 제2항)라고 진

술거부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은 “피의자는 자신에

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제5조)라고 자기부죄거

부의 권리(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

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적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

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데 있다.”고 판시하였다(헌법

재판소 1990. 8. 27. 선고, 89헌가118 결정 참조).

진술은 사람의 정신적 작용인 사고과정을 거쳐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지식을 전달하며 이러한 수단으로 언어(말 또는

신체적 행동을 포함)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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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

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하

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진

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은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

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위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파생된 증거 역시 증거능력을 상실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결국 비밀번호나 패턴형 암호와 같은 ‘진술형 암호’는 제출 명령에

응해야 할 경우 강제적으로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러한 진술에 대해 명령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부과에 그치지 않

고 더 나아가 명령이행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처벌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진술거부권 또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를 위반할 여지가 충분

히 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

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암호화된 파일의 암호를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국가정보원에서 피고인들에게 진술거부권을 고

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압에 의하여 임의성 없는 진술을 통해 이

사건 원본 디지털 매체의 암호를 획득했으므로, 이러한 위법한 암호

획득에 따라 이 사건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은 증거능

력이 없다.”라고 판시한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7

노929호 판결 참조).

다음으로 비밀번호(또는 패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할 경우

명령이행의무 위반의 고의 문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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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밀번호(또는 패턴)를 기억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이를 제출

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사람의 정신적인 영역으로

그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 없으므로 고

의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고의는 간접증거나 정

황증거에 의하여 추단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통신사를 통해 확인

가능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신내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

해 확인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접속내역을 확인하여 영장 집행 시각

에 매우 근접한 사용기록이 확인된다면 방금 전까지 비밀번호로 화

면 잠금을 해제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음이 입증가능하고 따라서

영장을 집행하자 갑자기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의 신

빙성은 높지 않으므로 고의를 추단할 수 있고, 문자와 특수문자로

결합된 수 십 자리의 암호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를 외우고 있는 경

우는 거의 없으므로17) 이러한 암호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명령이행

의무 불이행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으며, 또한 앞서 살펴본 영국의

Oliver Drage 사건에서도 50자리의 비밀번호의 경우 이를 외우고

있었다는 피의자의 변소를 믿기 어렵고, 별도로 비밀번호를 기재하

였을 것이라 판단한 배심원들은 유죄를 인정하여 결국 징역 4월형

을 선고 받은바 있음) 이 또한 완벽한 입증은 아닐뿐더러, 저마저도

입증하지 못하면(휴대전화가 아니라 컴퓨터 등 다른 기기로 접속하

였다는 변명 등) 고의를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7) 최근 수 십 자리의 암호를 사용하는 코인지갑의 암호를 종종 기억하지 못하여

수 천 억원 상당의 코인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심심찮게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매우 중요한 암호라 할지라도 자리수가 많아지면 인간의 기억

의 한계 또는 오류에 의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대부분 암호를 다른 곳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임(주로 수첩, 휴대전화

메모장이나 이메일 등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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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증책임을 피의자에게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형사법의 대원칙인 검사의 입증책임을 손쉽게 전환하는 것도 옳지

않을뿐더러, 피의자가 자신이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증명은 ‘존재하

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라는 것

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인 것이다.

셋째, 처벌에 대한 문제이다.

① 이익형량에 따른 형벌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중한 범죄인 본범으로 처벌되는 것보다 차라리 명령이행

의무 불이행으로 경한 처벌을 받는 것이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Oliver Drage 사건, Damion

Bagalue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본범인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을 받았다면 상한의 경우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었으나, 피의자들

은 명령이행의무 불이행죄로 고작 징역 4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

을 뿐이다. 본범인 아동 성착취물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

분하여 불기소 되었다. 따라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명령이행의무

불이행죄의 형량과 본범의 형량을 비교해 보면 결국 대부분 명령이

행의무 불이행죄를 선택할 것이다.

그렇다고 명령이행의무 불이행죄의 형량을 본범의 형량까지 상향

한다면 이 또한 행위에 비례한 처벌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것이

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와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유

포하는 행위가 절대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②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몰각될 위험이 있

다. 최근 발달된 보안 기술로 인해 비밀번호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사실상 휴대전화의 보안을 해제할 방법이 없다(또는 시간이 매우 많

이 소요되거나, 비용이 매우 많이 소요되어 모든 범죄에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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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다). 앞서 살펴본 Oliver Drage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피의자

는 암호해독명령 위반죄로 기소되어 징역 4월을 선고받았을 뿐이고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언론은 마치 피의자가 아동음란물 소지자인 것처럼

왜곡·과장하여 보도하였다. 즉 단지 명령이행의무 불이행으로 처벌

받았을 뿐이고 실제 아동 성착취 관련 중대 범죄로 처벌되지 않았

음에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마치 중대 범죄로 처벌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적어도 중대 범죄에 대한 유죄 심

증18)을 심어주게 되어 사실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몰각하게 되는 위

험성이 있다.

③ 사실상 이중처벌 또는 가중처벌과 같은 결과를 발생하는 문제

이다. 위에서 언급한 Nathan Lee 사건에서도 피의자는 2019년 마약

관련 혐의로 징역 6년 9월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후 2020년 자신의

모바일기기에 대한 암호해독명령 위반죄로 추가 기소되어 징역 8월

의 구금형이 추가되었다. 물론 피의자의 각각의 행위에 대한 개별적

처벌이지만,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음에 대한 괘씸죄로 사실상 이

중처벌 내지는 가중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넷째, 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다.

이미 수차례 비슷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등 본회

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였다. 2016년 8월 2일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52호)19) 역시 2020년

18) ‘만약 피의자가 결백하다면 왜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겠는가’라는 의심

19)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을 하는 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유자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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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따라서 법률개정은 가장 완벽한 방법이지만 모순적이게도 가장

실현 가능성이 없는 방법인 것이다. 법률개정이 되지 않으면 제도

도입은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단지 주장에 머물 뿐 전혀 문제를 해

결할 수 없다. 또한 복호화명령제도의 도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은 처벌규정을 반드시 수반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명령이행의무

만 부과하고 처벌하지 않는 경우 순순히 명령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보다는 대부분이 명령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고, 명령이행의무는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것이다. 따라서 명령이행의무 불이행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나 처벌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법률이 필요하고, 법률 없이는 복호화명

령제도는 도입이 불가능한 태생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Ⅳ. 모바일기기 생체인식 잠금장치 해제명령

영장 도입 방안

1. 의의 및 필요성

모바일기기 생체인식 잠금장치라 함은 모바일기기의 화면 잠금

암호를 모바일 기기 사용자의 지문, 홍채, 안면과 같은 생체인식정

보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물쇠의 열쇠가 쇠로 만든 실물의 열

쇠가 아니라 모바일기기 사용자의 생체인식정보인 지문, 홍채, 안면

이 되는 것이다.

해당 매체 등에의 접속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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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는 처음에는 기업의 보안게이트와 같은 시스템에 한정적

으로 적용된 기술이었다. 그러나 최근 급속도로 발전한 스마트폰,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가상현실, 3D기

술 등 보안을 요구하는 기기 등에도 적용되면서 그 시장은 비약적

으로 발전하고 있다.20) 스마트폰 화면 잠금 기능에 생체인식 정보를

이용한 암호 기술이 탑재되었고, 이러한 스마트폰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생체인식정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2020년 전

세계를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은(심지어 아직도 진행 중인)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은 생체인식정보 기술

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주요 국가들은 생체인

식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정의하고, 보호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

인을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21.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에서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

래와 같다.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 9.]

20) 2020년 “Statista”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세계 생체정보인식 관련 시장은 약

24억 달러에서 2025년 약 151억 달러로 연평균 22.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생체정보와 생체인식정보는 구별된다.

‘생체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①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② 특정 개인을 인

증·식별하거나 ③ 개인에 관한 특징(연령·성별·감정 등)을 알아보

기 위해 ④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의 신체적 특징은 지문, 얼굴, 홍채·망막의 혈관 모양, 손바

닥·손가락의 정맥 모양, 장문, 귓바퀴의 모양 등을, 생리적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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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 심전도, 유전정보 등을, 행동적 특징은 음성, 필적, 걸음걸

이, 자판입력 간격·속도 등을 말한다.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한다

는 것은 지문·홍채·얼굴 등에서 추출한 특징점 등을 이용(비교·대

조)하여 특정 개인임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함이란 인증·식별 목적이 아닌,

사람의 연령·성별·감정 등의 상태를 확인 또는 분류하는 것을 말

한다.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한다는 것은 센서 입력장치 

등을 통해 이미지 등 원본정보를 수집·입력하고 해당 원본정보로

부터 특징점을 추출하는 등 개인을 인증·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전 과정을 말한다.

‘생체인식정보’란 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할 목적으

로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생체정보는 특정 개인을 인

증·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되는 ‘생체인식정보’와 인증·식별 

목적이 아닌, 개인에 관한 특징(연령·성별·감정 등)을 알아보기 위

해 처리되는 일반적인 생체정보(이하 “일반적인 생체정보”)로 구

성된다.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 목적으로 입력장

치 등을 통해 수집·입력되는 ‘생체인식 원본정보(이하 “원본정

보”)’와 이로부터 특징점을 추출하는 등의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되는 ‘생체인식 특징정보(이하 “특징정보”)’로 구분된다.

생체인식정보는 유일성·불변성의 특성이 있어 유출 시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고 민감정보가 추출되거나 위·변조되어 악용될 수 

있는 특정이 있으므로, 생체인식정보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특

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① 유일성·불변성이란 생체인식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을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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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식별할 수 있고 변경이 불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한번 유출

되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운 특성을 말한다. ② 민감정보 추

출 가능성이란 원본정보로부터 인종·건강 등 인증·식별 목적과 무

관한 민감정보가 추출될 수 있다. ③ 위·변조 가능성은 실리콘 인

공지문, 캡처된 얼굴·홍채사진 등 위·변조된 생체인식정보를 이용

한 해킹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변조된 생체인식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

요하다. 센서 등의 장치를 통해 생체인식정보가 수집·입력될 때,

실리콘 인공지문, 캡처된 얼굴·홍채사진, 녹음된 음성 등 위·변조

된 생체인식정보를 이용한 공격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위·변조 탐지와 관련하여 온도·맥박 감지, 위·변조를 탐지하

는 알고리즘 적용 등 위·변조된 생체인식정보를 탐지하는 기술을 

적용하야야 한다.

그 예로 먼저 하드웨어 방식과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다. 하드웨어 방식은 인체 피부의 온도 측정, 빛을 흡수·반사·투

과·감쇠하는 특성 이용, 손가락 끝의 맥박을 측정, 피부에 흐르는 

전기 저항을 측정하는 등 위·변조된 생체인식정보를 감지하는 하

드웨어를 추가하여 탐지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방식은 별도의 하드웨어 없이 센서에서 수집한 영

상을 이용하여 위·변조를 탐지하는 것으로 위조된 생체인식정보 

영상은 실제 인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대비 품질이 떨어지는 특성

을 이용하여 영상의 밝기, 전경의 윤곽, 융선 등의 명확도 등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다른 보안대책으로 다중인증 방식을 들 수 있다. 생체인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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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나 패턴형 암호와 같은 이른바 ‘진술형 암호’는 피의자의

정신적 작용인 사고과정을 거쳐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지식을 전달하며 이러한 수단으로 언어(말 또는 신체적 행동을 포

함)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결국 ‘진술’에 해당하고 수사대상자가 이

를 협조하지 않으면 설사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더라도 강제

집행할 현실적 방법이 전혀 없다. 사용자가 비밀번호(또는 패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거나, 알려주지 않겠

다고 거부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이 또한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필자는 반대한다.) 사용자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과

학적 방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21) 비밀번호(또는 패턴)를 알아

낼 방법이 전혀 없고, 결국 영장 집행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비밀번호와 패턴형 암호를 제외한 지문, 홍채, 안면인식과

같은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생체인식형 암호’의 경우 이는 ‘진술’이

아니므로, ‘진술형 암호’와 같이 수사대상자의 기억 및 진술에 의존

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수사대상자의 머릿속

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대상자의 신체 등 외부에 존재하는

정보이므로 수사대상자의 협조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절차

를 거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강제로 ‘생체인식형 암호’를

채득할 수 있다.

21) 만약 SF영화에서처럼 이러한 과학적 방법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이 방법을

통해 모든 범죄는 해결될 것이고 수사와 재판은 전혀 존재가치를 잃을 것이다.

보 입력시 핀 번호 입력, ARS 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ne-Time

Password) 인증 등 지식·소유 기반의 인증수단을 추가로 적용하

는 것이다.



- 36 -

기존의 연구22)는 피압수자가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묵비하는 상황

에서 수사기관이 그 우회수단으로 피압수자의 생체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한바 있다. 그러나 피압수자가

스마트폰 화면 잠금 암호를 비밀번호나 패턴형 암호와 같이 ‘진술형

암호’만 설정한 경우(필자의 경우에도 비밀번호만 사용함) 이러한

논의는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비밀번호와 패턴형 암호와 같은

‘진술형 암호’를 스마트폰의 화면 잠금 기능으로 설정할 경우 반드

시 비밀번호와 패턴형 암호를 제외한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생체

인식형 암호’를 추가로 함께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전제23)로

한 모바일기기 생체인식 잠금장치 해제명령 영장의 도입에 대해 검

토하고자 한다.

2. 생체인식 잠금장치의 종류

과거 휴대전화의 화면 잠금장치는 비밀번호가 유일하였다. 처음에

는 4자리 비밀번호를 사용하다가 6자리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패턴형 암호까지 휴대전화 화면 잠금장치에 추가되었다. 현

재는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생체인식형 암호까지 사용가능해졌다.

사실상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 잠금장치 중 하나가 보다 간편한 지문일 정도

로 이제는 생체인식형 암호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22) 이환우, 생체정보 취득을 통한 스마트폰 전자정보 접근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이학석사 학위논문, 2019. 2.

23) 그래야 ‘진술형 암호’의 습득 유무와 상관없이 후술할 모바일기기 생체인식 잠

금장치 해제명령 영장으로 ‘생체인식형 암호’를 취득하여 스마트폰의 화면 잠

금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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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서 출시한 아이폰의 경우 아이폰 5S 기종부터 홈버튼에 지

문인식 센서를 삽입하여 터치 아이디(Touch ID)를 통해 지문 인증

으로 스마트폰의 화면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시작하였

다. 그 후 아이폰 X 기종부터는 홈버튼을 삭제하고 터치 아이디

(Touch ID) 기능을 제외하는 대신 페이스 아이디(Face ID)를 통해

얼굴 인증으로 스마트폰의 화면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을 추가하였

다. 삼성에서 출시한 갤럭시 스마트폰의 경우 갤럭시 S5 기종부터

지문 인증으로 스마트폰의 화면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갤럭시 노트7 기종에서 홍채 인증 기능이 추가되

었으며, 갤럭시 S8 기종부터 얼굴 인증으로 스마트폰의 화면 잠금을

해제할 수 있게 되었다.24)

3. 모바일기기 생체인식 잠금장치 해제명령 영장 도입

방안

가. 기존 수사 실무와 비교

본 논문에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비밀번호와 패턴형

암호와 같은 ‘진술형 암호’를 스마트폰의 화면 잠금 기능으로 설정

할 경우 반드시 비밀번호와 패턴형 암호를 제외한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생체인식형 암호’를 추가로 함께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을 전제로 하므로 이 경우 남은 쟁점은 과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수사대상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그의 지문 등 생체

인식정보를 대상자의 스마트폰 센서에 강제로 접근시키는 유형력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유사한 성격을 가진

24) 이환우, 앞의 논문, 2019. 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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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채뇨·채혈과 비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강제채뇨·채

혈과 관련하여 다양한 학설의 대립이 있고, 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

미가 있겠으나,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 싶은 부분은 결국 모바일기기

생체인식 잠금장치 해제명령 영장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관

한 부분이므로 아래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실제

수사실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따

라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왜 필요한지에 국한하여 서술하기로 한

다.

나. 강제채뇨·채혈 관련 수사실무

1) 강제채뇨·채혈의 허용여부

먼저 강제채뇨의 경우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서 문제된다.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잎 등 대마, 마약류 또는 향정

신성의약품 등으로 규정된 약물을 투약·흡입 하는 경우 피의자의 범

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반드시 소변 검사를 통해 대마,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성 반응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가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채뇨가 가능한지 여부이

다.25) 강제채혈의 경우 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문

제된다. 피의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음주사실과 운

전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운전 사실은 대부분 현장적발 또는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하나 음주여부 및 혈중알

25) 소변은 생리적 작용으로 무한히 배출하지 않고 참을 수만은 없으나, 마약류 검

사에 필요한 시료에 소변을 접촉시키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우므로 계속 조금

씩 배출하면서 버틸 경우도 있으므로 마냥 임의제출을 기다릴 수만은 없고, 더

욱이 투약 또는 흡입 후 상당시간이 지날 경우 검출이 되지 않고 음성반응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검사하는 것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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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 필요하다. 가장 보편

적인 방법은 호흡측정이나, 피의자가 호흡측정을 거부하고 채혈까지

거부하는 경우와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본인 또한 많이

다쳐 의식이 없어 호흡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강제채혈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26)

강제채뇨와 강제채혈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

설의 대립이 있다. 부정설은 인간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인간의 존엄에 반할 위험이 있고, 유형력 행

사 과정에서 통증 및 신체 손상의 염려가 있음을 근거로 든다. 긍정

설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의사 등 의학적 지식이 있는 전문가에 의

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강제 집행하

는 경우 인간의 존엄에 반하지 않고, 신체 손상의 염려도 거의 없으

므로 유형력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다.27) 현재 실무에서는 강제채

뇨와 강제채혈 모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인정하고 있다.

2) 강제채뇨·채혈에 관한 판례 및 실무

강제채뇨와 관련하여 종래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례가 나온 바 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호 판결]

26) 이환우, 앞의 논문, 2019. 2., 36∼37면

27) 이환우, 앞의 논문, 2019. 2., 37면

「강제 채뇨의 허용 여부와 영장주의,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

변을 채취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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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1] 강제 채뇨는 피의자가 임의로 소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사용해서 도뇨관(catheter)을 요도를 통

하여 방광에 삽입한 뒤 체내에 있는 소변을 배출시켜 소변을 취

득·보관하는 행위이다.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 채뇨는 피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작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하거나 수치심이

나 굴욕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고 그 

범죄가 중대한지, 소변성분 분석을 통해서 범죄 혐의를 밝힐 수 

있는지,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에서 소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채뇨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는 증명

이 곤란한지 등을 고려하여 범죄 수사를 위해서 강제 채뇨가 부

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

라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의사, 간호사, 그 밖의 숙련된 

의료인 등으로 하여금 소변 채취에 적합한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

춘 곳에서 피의자의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피의자의 

굴욕감 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여야 한다.

[2]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

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감정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감

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피의자를 병원 등에 유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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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에 따라 법원으로부

터 감정유치장을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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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5

조에 따라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아 집행

해야 한다.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인 피

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

의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

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

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

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

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의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피의자의 굴욕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에 따른 강제 

채뇨가 불가능하여 압수영장의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없기 때문

이다.

[3]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관하여, 피고인의 소변

(30cc), 모발(약 80수), 마약류 불법사용 도구 등에 대한 압수·수

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

하여 사용 흔적이 있는 주사기 4개를 압수하고, 위 영장에 따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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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채뇨와 관련하여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실무에서는 수사기

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제120조를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일반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강제채뇨를 집행한다. 그 자

세한 영장은 아래와 같다.

시간가량 소변과 모발을 제출하도록 설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

속 거부하면서 자해를 하자 이를 제압하고 수갑과 포승을 채운 

뒤 강제로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피고인

의 신체에서 소변(30cc)을 채취하도록 하여 이를 압수한 사안에

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사실이 중대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명

백한 범죄 혐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경찰관의 장시간에 걸친 설득

에도 피고인이 소변의 임의 제출을 거부하면서 판사가 적법하게 

발부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저항하자 경찰관이 다른 방법으로 수

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강제로 피고인을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인 인근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 의사의 지

시를 받은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체에서 소변을 채취

하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가 필

요 최소한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경찰관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

분’으로서 허용되고, 한편 경찰관이 압수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에 항거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자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갑과 포승

을 사용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찰장구의 

사용으로서 적법하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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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채혈과 관련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호 판결]

[1]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

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절차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

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

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

분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

219조, 제106조 제1항에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압

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혈액의 취득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로

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혈액의 압수를 위한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3]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

에 빠져 있는 등으로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제1차적 수사방법

으로 규정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 채취

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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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채혈과 관련하여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사전 압수수색 영장

과 사후 압수수색 영장으로 나뉜다. 먼저 실무에서는 사전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제120조를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일반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강제채

혈을 실시한다. 그리고 사후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

211조 제2항 제3호의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라는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시각으로부

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시간 내라면, 피의자가 곧바로

채취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

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

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

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

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

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

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코

올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

이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

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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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

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경우에 해당하고, 즉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를 범죄 장소

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그 자

세한 영장은 아래와 같다.

[사전 압수수색영장]28)

28) 다만 본건 사전 압수수색 영장은 직접 피의자로부터 채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 진료목적으로 채혈한 피의자의 혈액을 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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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압수수색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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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새로운 영장 도입의 전제조건

1) ‘생체인식형 암호’의 필수 추가 설정 의무 부과

이러한 ‘생체인식형 암호’의 필수 추가 설정 의무는 이동통신 업체

를 상대로 부과한다. 대표적인 ‘SK Telecom’, ‘KT’, ‘LG U+’와 같은

이동통신 업체가 스마트폰의 사용자인터페이스(UI)를 설정하므로 필

수 추가 설정 의무 부과가 가능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SK

Telecom’, ‘KT’, ‘LG U+’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

(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받

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

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전기통

신사업법 제6조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 업체에

대해 위와 같은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별도의 추가적인 법률은 필

요하지 않으며, 스마트폰 제조업체나 운영체제 개발업체가 애플과

구글처럼 국내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동통신 업체는 모두 국내기업

이므로 국제법적 쟁점 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서 살펴본다.

2) 이동통신 업체의 스마트폰 사용자인터페이스(UI)

설정 방식

스마트폰 제조업체로 가장 대표적인 두 곳이 국내에서는 삼성, 해

외에서는 애플이다.29) 이렇게 생산된 휴대전화에 사용할 수 있는 범

29)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GallupReport(20210608)_스마트폰.pdf”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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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운영체제가 바로 구글의 Android와 애플의 iOS이다.

스마트폰 제조업체에서 스마트폰을 만들고 운영체제 개발업체에

서 생산된 스마트 폰에 운영체제(OS)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스마트

폰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이동통신사와 이

동통신 사용계약을 맺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경

우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구매시부터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에서

구매하는 일명 ‘이동통신폰’의 이용자가 스마트폰 이용자의 98%에

해당한다.30) 이 경우 이동통신사가 자사의 통신이용서비스에 스마트

폰 기기를 끼워 파는 형식이 된다.31) 이동통신사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자신들이 판매하는 스마트폰 단말기는 제조업체의 단말기가

아니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라 볼 수 있다. ‘이동통신폰’의 경우 이

동통신사가 스마트폰 단말기를 발주하여 제조업체에서 제조하고, 제

조·수리만 제조업체에서 담당할 뿐, 제조업체는 사실상 이동통신사

의 하청업체에 가깝고, 그 방식은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32)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각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좌

측 상단을 보면 ‘SK Telecom’, ‘KT’, ‘LG U+’와 같은 이동통신사의

2021년 한국 성인 스마트폰 사용률은 95%이고, 삼성 65%, 애플 20%, LG

13%로 분석된다. LG전자에서 스마트폰 사업부를 철수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한 바에 따르면, LG스마트폰 사용자의 절반(54%)은 삼성을 선택했고,

2%만 애플을 선택했다. 20·30대에서는 삼성과 애플이 막상막하이나, 40·50

대에서는 삼성이 80%에 육박한다.

30) 개인이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 아닌 가전제품 매장이나 유통업체 매장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일명 ‘자급제폰’이라 한다. 이 경우에도 스마트

폰을 구입한 뒤,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야 사용

이 가능하다.

31) ‘이동통신폰’을 구매시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약정을 하고, 공시지원금 등의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32) 세계적인 브랜드인 나이키의 경우 신발에는 ‘NIKE’라는 로고가 박혀있으

나, 밑면을 보면 ‘made in china'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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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가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심지어 현재

의 LTE 이전 과거 CDMA 때에는 특정 이동통신사의 전용 단말기

를 사용하던 시절도 있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이통통신사가 생산된 휴대전화에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OS)를 받은 후 이동통신사별로 기본 필수 설치 애플

리케이션(예를 들어 SK Telecom 사용자의 경우 ‘T전화’ 애플리케이

션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삭제되지도 않으며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반드시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여야 함)

및 기본 사용자인터페이스(UI) 등을 변경하여 스마트폰 단말기에 운

영체제를 설치한다. 이때 각 이동통신사가 운영체제 설치시 구글에

서 제공된 안드로이드(OS)를 해당 국가의 법과 통신 프로토콜, 문화

에 맞게 ‘로컬화’ 및 하드웨어와 통신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이동통신사는 일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나 사용자에 비해 구글이

제공하는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 훨씬 더 많

이 접근하거나 추가적으로 하드웨어를 제어하거나 보안정보를 엑세

스할 수 있는 함수를 가진다.

아래 그림과 같이 각각의 이동통신사 별로 기본적으로 필수 설치

된 삭제기능이 없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공급되고 있고, 이에

따라 보안 설정 역시 각각의 이동통신사 별로 다른 것이다.

[필자가 사용했던 스마트폰 캡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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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이동통신 업체가 스마트폰의 사용자인터페이스(UI)를

설정하므로 이러한 ‘생체인식형 암호’의 필수 추가 설정 의무를 이

동통신 업체에게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 업체에 대한

의무부과의 법적 가능성 검토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①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塡)할 의무

가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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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상 제1항에 따른 의무 부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2.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전체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

무 총매출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기통신사업자

③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 증진

5. 정보화 촉진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

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편적 역무의 사업규모ㆍ품질 및 요금

수준과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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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

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

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

공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수적으로 기간통

신역무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청구하는 자(이용요금을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같다)는 기간통신사업

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가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 이용자 보호계획

3.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을 받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

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2018. 12. 24.>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법인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24.>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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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

정 2013. 3. 23., 2014. 10. 15., 2016. 1. 27., 2017. 7. 26., 2018.

12. 24., 2020. 6. 9.>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2항과 제18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용

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15.,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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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신청) ①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

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관

3.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

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5.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

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補正)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

며,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에 걸린 기간은 제10조제1항

의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제8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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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

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고(전기통

신사업법 제2조 제1호),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라 등록 또

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33)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

다)하여야 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 또한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이 경우 그 조건을 관보와 인터넷 홈

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2항). 과거 기간

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

가제였으나, 현재는 등록제로 개정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등록 요건

을 준수하여야 하고,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 보완 또는 보

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등록 요건은 아래와 같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2. 8.>

33)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

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

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제8조 관련)

구분 등록 요건

1.

재정

적

능력

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

설비 보유 무선사업"이라 한다):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

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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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선설비 보유사업에서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을 제외한 나

머지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 유선사업"이라 한다) 중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기통신회선설비

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

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 대규모 유선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

다. 회선설비 보유 유선사업 중 1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전기

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 소규모

유선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 중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교환설비(이하 "교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교환

설비 보유 재판매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

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이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이라 한다) 중 사물

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 중 교환설비 보유 재판매사업을 제

외한 사업(이하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이라 한다)

바. 구내(構內)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

구내통신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사.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사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

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

2.

기

술

적

능

력

기

술

방

식

전기통신설비 및 서비스 제공방식이 전기통신망에 위해(危害)를

주지 않고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

령에 적합할 것

기

술

인

력

가. 「전파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 회

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둘 것

1) 정보통신기술사, 방송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전파전자통신

기사, 정보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이하 이 표에서 "정보통신기술사등"이라 한다) 중 3명 이상

2) 통신설비기능장,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무선

설비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통신선로

기능사(이하 이 표에서 "통신설비기능장등"이라 한다) 중 2



- 59 -

명 이상

나. 「전파법」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주파수할

당을 받아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해당 규

정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았을 것

다. 회선설비 보유 대규모 유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정보통신기

술사등 중 3명 이상과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2명 이상의 기술

인력을 둘 것

라. 회선설비 보유 소규모 유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정보통신기

술사등 중 1명 이상과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1명 이상의 기술

인력을 둘 것

마. 교환설비 보유 재판매사업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

업(교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만 해당한다)을 경영하려는 자:

정보통신기술사등 중 3명 이상과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2명 이

상의 기술인력을 둘 것

바.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교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만 해당한다)을 경영하려는

자: 정보통신기술사등 또는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둘 것

사. 구내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정보통신기술사등 중 1명 이

상과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둘 것

통

신

망

구

축

계

획

등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통신망 구축계획 및 장애

등 사고 발생 시 대책(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을 제출할 것

3.

이용

자

보호

계획

가.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 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나.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약관을 제정할 것

1)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명시

2)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 방안 명시

다. 회선설비 보유사업 또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사

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이

하 같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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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등록요건 중 기술적 능력 항목이나 이용자보호계획 항목

에 ‘생체인식형 암호’의 필수 추가 설정 의무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보호계획서를 제출할 것. 다만,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

업의 경우는 6) 및 7)의 사항은 제외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구 설치 및 임원급 이상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보호,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정보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는 정보보호 업

무처리 지침에 관한 사항

4) 24시간 고객응대시스템 구축 및 가입자 1만명당 1명 이상의

불만처리 직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법 제83조제8항에 따라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중대한 이용자 피해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기록 보관에 관

한 사항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를 대

비한 이용자 보호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라. 구내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통신사

업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성·운영할 것

마.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비고

1. 교환설비 보유 재판매사업을 등록한 자가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의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을 말하며,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3. 회선설비 보유 유선사업 중 서울특별시의 5개 구(區) 이상 또는 경

기도의 5개 시(市) 이상에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

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은 회선설비

보유 대규모 유선사업으로 본다.

4. "구내(構內)"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하나의 건축물

나. 하나의 부지(1명이 소유하거나 2명 이상이 공유한 경우로 한정한

다)와 그 부지 안의 건축물

다. 1명이 점유한 둘 이상의 건축물과 그 부지(건축물 상호 간의 직

선거리가 500미터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건축물 또는 부지와 인접한 건축물

또는 부지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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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이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받

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

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실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에 등록 조건을 부과한 예는 아래와 같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343호

기간통신사업 등록 조건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 기간통

신사업 등록 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등록 법인 : ○○○○○○○○㈜

□ 등 록 일 : 2021년 3월 23일

□ 등록 조건

< 기 간 통 신 사 업  등 록  조 건  >

1. 귀 법인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서

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통신사업 및 이용자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귀 법인은 제공 역무, 사업의 범위 등 사업계획서의 중요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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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등록시 ‘생체인식형 암호’의 필수 추가 설정 의무를 등록

조건으로 부과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생체인식형 암호’의 필수 추가 설정 의무를 이동통신

업체를 상대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 업체에 대해 위와 같은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기존

의 법률로 가능하며, 스마트폰 제조업체나 운영체제 개발업체가 애

플과 구글처럼 국내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동통신업체는 모두 국내

기업이므로 국제법적 쟁점 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라. 생체인식정보의 강제취득

1) 허용여부

3. 귀 법인은 통신역무 제공을 위해 필요한 통신설비의 안정적인 이

용권한을 획득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기간통신사

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귀 법인은 과기정통부장관의 등록 요건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및 

기간통신사업과 관련된 자료 요구 시 이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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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비밀번호와 패턴형 암호와 같은

‘진술형 암호’를 스마트폰의 화면 잠금 기능으로 설정할 경우 반드

시 비밀번호와 패턴형 암호를 제외한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생체

인식형 암호’를 추가로 함께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전제 조건

으로 충족할 경우 남은 쟁점은 과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과

정에서 수사대상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그의 지문 등 생체인식정

보를 대상자의 스마트폰 센서에 강제로 접근시키는 유형력의 행사

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판례는 강제 채뇨와 관련된 사안에서 “소변성분 분석을 통해서 범

죄 혐의를 밝힐 수 있는지,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에서 소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채뇨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는 증명이 곤란한지 등을 고려하여 범죄수사를 위해서 강

제 채뇨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용되고, 피의자의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피의자의 굴욕감 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라고 판시한바 있다(대

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호 판결).

따라서 생체인식정보의 강제취득의 경우 ① 피의자의 지문이나,

얼굴을 강제로 피의자의 스마트폰 센서에 접근한다고 하여 피의자

의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② 그 유형력의 행사 소요시간

이 매우 짧아 피의자의 굴욕감이 최소화되며(생체인식정보를 센서에

접근하여 잠금 해제까지 수초도 채 걸리지 않음), ③ 강제 채뇨·채

혈처럼 취득에 일정시간이 필요하지도 않고, 하의나 상의를 탈의해

야 하는 경우도 없는 등 생체인식정보의 강제취득은 강제 채뇨·채혈

보다 피의자의 건강,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 가능성이 훨씬 더 낮으

므로 강제 채뇨·채혈이 이미 허용되고 있는 실무에 비추어 생체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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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강제취득 역시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4)

2) 법적성질

생체인식정보 강제취득의 목적은 수사대상자의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하여 수사대상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파일

이나 전자정보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수사대상자의 지문,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 자체를 오관을 통해 인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압수수색 과정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또한 수사대상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그의 지문, 홍채 등 생

체인식정보를 수사대상자의 스마트폰 센서에 강제로 접근시키는 유

형력의 행사의 경우 생체인식정보의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

려우나, 이미 우리 형사소송법, 판례, 실무에서 점유의 취득이 불가

능한 ‘정보’에 대한 압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생체인식정보의 강제

취득 역시 검증이나 감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보다는 압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5)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서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자정보매체(이하 이 항에서는 “정보

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

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

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

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라고 2011년 7월 18일 신설하였다. 이는 사실상 정보에 대한 압수가

34) 이환우, 앞의 논문, 2019. 2., 41면

35) 이환우, 앞의 논문, 2019. 2.,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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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실무에서도 ① 0000. 00. 00. 00:00경부터 0000. 00. 00. 00:00경까

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010-0000-0000와 카카오톡 1:1채팅으로 대화

한 사람의 가입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접속IP 등),

전화번호로 등록된 카카오톡 계정과 메시지를 송수신한 상대방의

카카오톡 계정, 전화번호, 메시지 송수신 일시, 송수신 IP주소, 카카

오 계정 생성시 기재한 이메일 정보, 카카오톡 검색용 ID, ② 네이

버 카페 ‘000’에서 url(cafe.naver.com/000000/000000)을 이용하여 게

시글을 작성한 작성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가

입시 인증 휴대전화번호 등 가입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③ 당근

마켓 계정(00000)과 0000. 00. 00. 00:00경부터 00:00경까지 사이에

당근마켓 채팅기능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눈 계정, 해당하는 당근마

켓 계정에서 확인된 가입자 정보 일체(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

화번호, 이메일, 가입일시, 단말기번호, 인증 받은 수단 및 인증 받은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주소, 당근마켓 계정의 당근마켓 대화로그기록

및 접속기록) 등, ④ 피의자가 사용하던 연락처인 010-0000-0000과

연결된 가입자 정보 일체, 확인된 연락처에 연결된 계정 및 ID로

0000. 00. 00.경부터 0000. 00. 00.경까지 사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한 음식 등 주문 사용내역 일체(음식점 정보, 메뉴, 주문일시, 결제

수단, 배달된 장소) 등 수많은 종류의 정보에 대해서 일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전자정보를 압수하고 있다.

3) 기존 실무상 압수·수색영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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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그의 지문,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를

수사대상자의 스마트폰 센서에 강제로 접근시키는 유형력의 행사는

가능하다.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대상자의 휴대

전화(정확히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만 있으면 가능한지, 아니면 수사대상자의 생체인

식정보를 압수하기 위한 별도의 영장이 필요한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먼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시기와 관련하여 우선 수사대상자의

스마트폰을 압수한 다음, 수사대상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

여 추가적으로 수사대상자의 생체인식정보를 압수하기 위한 압수·수

색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경우 압수와 동시에 시스템을 종료하거나 와이파이 등의 접속을 막

지 않는다면 원격으로 동기화된 다른 전자기기로 해당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삭제가 가능하여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있다. 또

한 실무에서는 수사대상자의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 대한 압수가 아

니라 대부분 그 스마트폰에 저장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하므로 수사대상자에 대한 스마트폰(내에 저장

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과 동시에 그의

생체인식정보 또한 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36)

현재 실무는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제120조 “압수·수

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하여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휴대전화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만으로 생체인식정보까지 압수가 가

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실무에서는 피의자의 휴대전화 및 태블릿 PC 잠금

36) 이환우, 앞의 논문, 2019. 2.,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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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피의자가 해제하지 않을 시, 잠금해제를 위한 피의자 신체의

홍채, 안면인식, 십지지문 강제인식(수사를 위한 강제 지문채취)을

모두 인정했으나, 점차 명확한 실무례나 판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

각각의 판사마다 그 기준이 다르고 모호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

여 종종 생체인식정보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실제 실무에서 일부 기각된 영장도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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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기기 생체인식 잠금장치 해제명령

영장의 도입이 필요하고, 이는 기존 영장 실무와 관련된 지침인 법

원실무제요에 새로운 양식을 추가함으로써 명확한 근거로 삼는 것

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이 될 것이다.

마. 새로운 영장의 도입 방안

현재 실무에서는 일반 압수수색영장으로 지문, 홍채, 안면의 강제

인식을 허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명확한 실무례나 판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 각각의 판사마다 그 기준이 다르고 모호한 문제가 발생

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에는 피의자의 휴대전화 및 태블릿 PC 잠금

장치를 피의자가 해제하지 않을 시, 잠금해제를 위한 피의자 신체의

홍채, 안면인식, 십지지문 강제인식(수사를 위한 강제 지문채취)을

모두 인정했으나, 종종 생체인식정보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례가 생

겨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기기 생체인식 잠금장치 해제명령

영장의 도입이 필요하고, 이는 기존 영장발부 실무와 관련된 지침인

법원실무제요에 새로운 양식을 추가함으로써 명확한 근거로 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이 될 것이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하

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은 그 발부시기에 따라 압수·수색의 시행 전에

미리 발부되는 통상의 영장(사전영장)과 ① 피의자를 체포하는 현장

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범행 도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압수·수색을 한 경우, ③ 긴급체포

된 피의자의 소유·소지·보관물을 압수하였는데 압수를 계속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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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경우와 같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시행한 후에 발부되는

영장(사후영장)으로 구분된다.

양자는 그 발부시기 및 성질이 다르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

칙」과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7)

는 일반용(사전영장), 사후 영장, 금융계좌 추적용 영장(B1830) 양식

을 따로 정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별개

로 신체검사를 위한 검증영장 양식(B1840)을 마련해 두고 있다.37)

법원실무제요 형사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은 다음과 같다.

[일반용 압수수색검증영장]

37)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goenlaw.scourt.go.kr/view/page/pop/commonFileView.jsp?doc.seq),

법원실무제요 형사 1 343∼3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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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압수수색의 경우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의 경우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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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기기 생체인식 잠금장치 해제명령

영장의 경우에도 기존 영장발부 실무와 관련된 지침인 법원실무제

요에 새로운 양식을 추가함으로써 명확한 근거로 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이 될 것이다.

[생체인식 잠금장치 해제명령 영장]

압 수 수 색 검 증 영 장 

[일 반 용] ○○법원

영 장 번 호
죄  

명

피  의  자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청구한 검사 변호인

압수,수색, 검증을

요하는 사유
별지 기재와 같다

유효

기간
0000. 00. 00.까지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
별지 기재와 같다

압수할 물건 별지 기재와 같다

작성기간(압수수

색할 물건이 전

기통신인 경우)

압     수     할 

생 체 인 식 정 보 

□ 홍채  □ 안면  □ 십지지문  □ 그 외 

생체인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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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헌법적 문제

마지막으로 모바일기기 생채인식 잠금장치 해제명령 영장이 침해

생체인식정보 

인증시 강제처분

허가 여부

□ 가  □ 부  □ 기타 제한( )

일출 전, 일몰 후

집행허가 여부
□ 가  □ 부  □ 기타 제한( )

일부기각의 

취지

□ 장소  □ 신체  □ 물건  □ 압수대상 및 

방법제한

□ 기타( )

위 사건의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

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한다. 유효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

야 한다.

0000. 00. 00.

판  사

집 행 일 시 0000. 00. 00.까지 집 행 장 소

집행불능사유

처 리 자 의 

소속관서, 관직

처  리  자 

기 명 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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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소지가 있는 기본권은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사례인 음주측정거부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1997. 3. 27. 96헌가11

호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음주측정거부사건, 헌법재판소 1997. 3. 27. 96헌가11]

□ 사실관계의 요지

청구외 甲은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귀가한 뒤,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으로부

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도로

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같은 법 제41조 제2항 위반으로 제청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대전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중 “경찰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부분과 그 경우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하도록 한 같은 법 제107

조의2 제2호의 규정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

하였다.

□ 결정의 이유의 주요 논점 및 요지

1. 진술거부권 침해 아님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취 여부의 “측

정”이라 함은 혈중 알콜농도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과학적 측

정방법, 그 중에서도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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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을 뜻한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진술”이라 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제41

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주

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 여부의 측정에 응

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

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양심의 자유 침해도 아님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

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

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음주측정요구에 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할 것인지 거부해야 할 것인지 고민에 빠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고민은 선과 악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고민 끝에 어쩔 수 없

이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하여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양심이 왜

곡 ․ 굴절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두고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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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판시한 논거와 같이 ① 비밀번호와 패턴

형 암호를 제외한 지문, 홍채, 안면인식과 같은 이른바 ‘생체인식형

암호’의 경우는 정신적 작용인 사고과정을 거쳐 자신의 사상이나 감

3.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도 아님

음주운전으로 야기될 생명 ․ 신체 ․ 재산에 대한 위험과 손

해의 방지라는 절실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더욱이 주취운전의 상

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제약이라는 점을 생각하

면 그 정도의 부담을 두고 인간으로서의 인격적 주체성을 박탈한

다거나 인간의 존귀성을 짓밟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

해하는 것이 아니다.

4.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도 아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하기 싫은 

일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며 개인의 인격발현과 밀접

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 사건 음주측

정에 응하는 행위는 자신의 주취운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를 

스스로 제출하는 일에 다름 아니므로 내키지 않는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음주측정에 응할 의

무가 부과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되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도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

목적의 중대성, 음주측정의 불가피성, 국민에게 부과되는 부담의 

정도, 처벌의 요건과 정도에 비추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

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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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표현하는 등 수사기관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수사대상자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대상자의 신체 등 외부에 존재

하는 상태 또는 정보에 불과하여 이를 ‘진술’이라고 볼 수 없고 진술

거부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② 모바일기기 생채인식 잠금장

치 해제 명령 영장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할 것인지 거부해야 할

것인지가 선과 악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

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령에 응하더라도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

양심이 왜곡·굴절된다고 할 수 없다. ③ 모바일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점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미 발생된 범죄의 수사와

향후 발생할 범죄의 예방을 점차 어렵게 만들고 있고, 민생 범죄의

측면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안전을 위협받으며, 테

러 범죄의 측면에서도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을 흔들

어 국가와 사회의 존립을 흔들 수도 있으므로 위 영장에 의하여 압

수한 생채인식정보로 모바일기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더라도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으므로 인간으로서의 인격적 주체성을 박탈하거나 인단

의 존귀성을 짓밟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위 영장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 입법목적의 중대성, 생체인식정보 압수의 불가피

성, 국민에게 부과되는 부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헌법 제37조 제2항

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Ⅴ. 결론

스마트폰의 화면 잠금 기능과 관련 하여서는 비밀번호, 패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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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식, 홍채인식, 얼굴인식 등 그 방법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보안

성까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수사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서 수사대상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검색하여 관련 파일을 찾아

압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졌고, 반대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개

인사(史)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스마트폰의 보안에 대해서 그 무엇

보다 중요시하게 되었다.

iOS8, Android5.0 이후의 운영체제에서는 모바일 기기에 암호화가

걸려 있어 모바일 포렌식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른바 ‘N번방 사

건’과 같이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텔레그램을 사용

하고, 추적이 사실상 어려운 암호화폐를 거래수단으로 하였으며, 압

수된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을 경우 수사는 난관에 부딪

쳐 나아가지 못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끊임없는 기술의 발전, 소비자의 보안에 대한 수요와

기업의 더 많은 제품 판매를 통한 이윤창출의 니즈가 일치하여 모

바일 기기의 보안은 더욱 강화되고 있고, 수사기관은 이러한 기업의

보안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벅찬 상태가 되었다. 이처럼 모바일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점차 어려워진다면 이미 발생된

범죄의 수사와 향후 발생할 범죄의 예방을 점차 어렵게 만들고 있

고, 민생 범죄의 측면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안전을

위협받으며, 테러 범죄의 측면에서도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을 흔들어 국가와 사회의 존립을 흔들 수도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키 복구 및 키 위탁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

나 키 복구 및 키 위탁 제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키 보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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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 비경제적일 뿐더러 설령 그렇지 않다

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마음만 먹으면 모든 개인의 사생활을 다 들

여다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과 수탁기관 1곳이 해킹된다면 그

곳에 보관 중인 모든 암호키가 안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탁기

관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유출하거나 유출될 위험성까지

있어 도입에 부정적이다.

다음으로 복호화명령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① 복호

화 된 내용을 제출하라는 명령의 경우 그 내용을 특정하기 어렵고,

피의자가 불완전 이행할 경우 확인하기 힘들며, 피의자가 이미 삭제

한 경우 사실상 제출할 방법이 없고, ② 암호키를 제출하라는 명령

의 경우 특히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고의 입

증의 문제가 발생하며, ③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중한 본범보다 가벼

운 명령이행의무 불이행으로 처벌받는 것이 유리하고, 명령이행의무

위반을 마치 본범 위반으로 오해할 만한 보도행태 등으로 인해 본

범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몰각될 위험도 있으며, 이중처벌 또는

가중처벌의 문제도 발생하고, ④ 무엇보다도 명령이행의무 불이행시

처벌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나 처벌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

대한 침해이므로 반드시 법률이 필요하여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하

다.

따라서 모바일기기 생체인식 잠금장치 해제명령 영장의 도입이

필요하다. ‘진술형 암호’ 설정시 ‘생체인식형 암호’를 의무적으로 함

께 설정 하도록 하여야 ‘진술형 암호’의 습득 유무와 상관없이 모바

일기기 생체인식 잠금장치 해제 명령 영장으로 ‘생체인식형 암호’를

취득하여 스마트폰의 화면 잠금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사용자가 비밀번호와 패턴형 암호(‘진술형 암호’)를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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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의 화면 잠금 기능으로 설정할 경우 반드시 그 이외의 생체인식

잠금장치(‘생체인식형 암호’)를 함께 설정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

다.

이때 이러한 ‘생체인식형 암호’의 필수 추가 설정 의무는 모바일

기기의 이용자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보안장치

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

호하는 방법이 된다(누이 좋고 매부 좋고, 즉 범죄만 저지르지 않는

다면 모두가 더 안전). 또한 현재에도 스마트폰의 시스템을 완전 종

료한 이후에 다시 시스템을 켤 경우, 스마트폰에 설정된 횟수만큼

생체인식정보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화면 잠금 해제를 시도하였으나

인식에 실패할 경우, 스마트폰의 암호를 바꾸거나, 스마트폰의 화면

잠금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비밀번호를 필수적으로 입

력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미 ‘진술형 암호’의 경우에도 사실상 의

무적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모바일 기기의 이용자가 ‘생체

인식형 암호’만 사용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음). 그러므로 ‘진술형

암호’를 스마트폰의 화면 잠금 기능으로 설정할 경우 반드시 ‘생체

인식형 암호’를 추가로 함께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또한 가능하

다.

이러한 ‘생체인식형 암호’의 필수 추가 설정 의무는 이동통신 업체

를 상대로 부과한다. 이동통신 업체가 스마트폰의 사용자인터페이스

(UI)를 설정하므로 필수 추가 설정 의무 부과가 가능하고, 대표적인

이동통신 업체인 SK텔레콤, KT, LG U+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을 경

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

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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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

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 업체에 대해 위와 같은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별도의 추가적인 법률은 필요하지 않으며,

스마트폰 제조업체나 운영체제 개발업체가 애플과 구글처럼 국내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동통신 업체는 모두 국내기업이므로 국제법적

쟁점 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실무에서는 일반 압수수색영장으로 지문, 홍채, 안면의 강제

인식을 허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명확한 실무례나 판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 각각의 판사마다 그 기준이 다르고 모호한 문제가 발생

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기기 생체인식 잠금

장치 해제명령 영장의 도입이 필요하고, 이는 기존 영장 실무와 관

련된 지침인 법원실무제요에 새로운 양식을 추가함으로써 명확한

근거로 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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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using so many locking devices in our daily lives. As

the times change, shaves, driving systems, and methods of

locking devices are changing. Nowadays, the most common

locking device might be the screen lock fun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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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hones. Especially, regarding the screen lock function of

smartphones, not only the diversity of methods such as

password, pattern, fingerprint verification, iris scan, and face

recognition but also security is constantly evolving.

In these changes, the investigative environment is changing

dramatically. It is important that the related file is confiscated

by searching the smartphone and computer of the subject to

find the tangible truth from the point of investigative

authority’s view. In contrast, as for personal’s view, the

security of smartphone recording all things of personal life is

emphasized. Accordingly, a manufacturer of smartphones and

a developer of operating systems strengthen the security of the

latest smartphones, so it became a battle of spear and shield

between investigative authority and individual.

After iOS 8 and Android 5.0, mobile forensic becomes no

longer available since mobile devices are encrypted. In this

situation, the so-called ‘Nth room case,’ which recently made

children and teenagers shoot extortion videos, uploaded them

on Telegram(SNS) chat rooms, and sold these videos to

anonymous members, was revealed and shocked South Korea.

But the principal offender Cho *-Bin used Telegram which was

not confirmed where the server was and mainly used

cryptocurrency (Monero) which was practically difficult to

track. Even he didn’t tell the password of seized smart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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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vestigative authority struggled to the investigation.

As above, the security of the mobile device is strengthened

by matching the constant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demand for security and the needs of making a profit from

the increased sales of the products, so it is hard for

investigative authority to keep up with the speed of security

technology. It would be hard to prevent the crimes in the past

and future if the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about the mobile

device is getting hard. Thus, we must solve this matter which

threatens the safety of people’s lives and property in terms of

people’s livelihood crime and shakes the existence of a nation

by destroying the most essential safety net of national and

social in terms of terrorist crime.

First, we can consider introducing key recovery and key

escrow systems. But, in terms of economic, key recovery and

key escrow systems are uneconomical since keeping and

managing keys are costly. Even if not, there is a fear that the

country can invade private lives if it put its mind to it.

Moreover, if one of the consigned institutions is hacked, or

someone from the institutions leaks all encryption keys, the

keys will be exposed to danger. For these reasons, introducing

key recovery and key escrow systems has negative opinions.

Subsequently, we can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compelled decryption’. It can give orders to let the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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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ng the obligation to order of performance decrypt the

cyphertext and submit the encryption key which can decrypt

the cyphertext. Accordingly, if those who violate this rule

without a valid reason, they can be punished.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RIPA) is represented in examples of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The Ministry of Justice also

distributed ‘The research of imposing the duty to cooperate

when searching and seizing the digital evidance’ on Nov 13th,

2020. They said the introduction of compelled decryption was

taken into account in Korea and they clarified the plan which

researches the RIPA of UK. But the compelled decryption has

four problems as outlined below.

First, in case of the order to submit something is decrypted,

it is difficult to be specified. Also if the suspect performing

imperfectly and deleting the decrpted contents, it is difficult to

be verified too. Secondly, they have the burden of intention

proof in case of the order to submit the encryption key,

especially if they insist that they can not remember the

password. Thirdly, in criminal penalties, being punished for

non-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 to order of performance

gives them an advantage over the main suspect. Also, it could

infringe the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by reporting that the

media misread the obligation to order of performance as the

main suspect’s offense and it has issues of double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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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aggravated punishment. Lastly, above all, the punishment

regulations are essential when the obligation to order of

performance being failed to implement, but it is necessary to

exist the legislation because the punishment regulations

infringe the basic human rights, involving the fundamental

limit which can be impossible to introduce the compelled

decryption without legislation.

So, we should introduce a warrant for the mobile device

biometric decryption order. As a prerequisite, if a user sets a

letter password and a patterned password (hereinafter a

'statement password') as a screen lock function of a

smartphone, it must be mandatory to set other biometric locks

(hereinafter a 'biometric password'). Because a letter password

and a patterned password correspond to ‘statement’, which

made of expressing one’s idea and emotion, delivering

knowledge, using language (including words or physical

action) through the thinking process, which is suspect’s mental

action, and forcing statement is likely to violate the right to

silence or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above all, if

smartphone users are uncooperative, the execution of warrant

would be virtually impossible. Therefore, if there is a duty of

setting up a ‘biometric password’ and ‘statement password’

simultaneously, the investigative institution can unlock the

screen lock with a warrant regardless of the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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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word acquisition.

This additional setting obligation of the biometric password

is imposed on the mobile communication company. By setting

the smartphone user interface(UI) of a mobile communication

company, it is possible that additional setting obligations can

be imposed on the company. Therefore, a key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such as the

representative mobile communication company(SKT, KT, and

LG U+) must be register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ccording to the presidential decree. Also,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can attach a condition to the mobile

communication company to promote the fair competition and

protect the user and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 and

efficiently utilize the resource of info-communication. Since the

mobile communication companies are the domestic companies,

they have a duty without the additional legislation and the

issue of international law even if a manufacturer of

smartphone and a developer of operating system is not

domestic companies such as Apple and Google.

In practice, the general search warrant can allow the

investigative institute to force to recognize with fingerprint,

iris, face. But since there is no clear precedent, each judge has

different standards, and it starts to appear ambiguous

problems. Thus, the warrant for the biometric decry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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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of mobile devices should be introduced. It will be the

most effective solution to use it as a clear basis by adding a

new form to the court practice requirement which is a

guideline related to the practice of the existing warrant.

……………………………………

Keywords : mobile device, encryption, digital forensic,

compelled decryption, the biometric locking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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