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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형사절차에서 대표적인 대물적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은 과거 수사기관

이 피의자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급습하여 범죄사실과 관련된 물건을 수
색하여 강제로 취득하는 절차였다. 그러나 최근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
으로 인하여 유체물 증거는 디지털 형태의 증거로 변화하였고, 그 보관
주체도 피의자가 아니라 통신사와 같은 제3자로 확장됨에 따라, 수사기
관과 법원은 제3자가 보관하는 정보, 그중에서도 정보주체의 사생활이 
많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증거로 수집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제3자가 새롭게 등장함에 따라, 압수수색절차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라는 사익과 국가의 형벌권, 재판권이라는 공익 사이에 충돌과 조화뿐
만 아니라, 제3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배려에도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점유하는 유체물에 대한 강제취득절차인 
압수수색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제3자 보관의 디지털 
형태의 개인정보의 수집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그 수집요건과 수집절
차에 관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제3자 보관 개인정보는 일반적인 정보부터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그 수
준이 다양하므로, 각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이를 강제로 수집하는 처분
의 요건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고, 그 집행방법도 디지털 정보의 특성에 
맞추어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디지털 정보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산물로 기술적 방법에 의한 보호조
치가 가능하고, 이는 증거수집의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나 법원은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디지털 정보를 특정하고, 

제3자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된 디지털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
에서 동형암호를 활용하여 제3자 스스로도 자신의 검색하고 추출하는 회
신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정보주체의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호되고, 제3자에게는 안전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개인정보보호수단이 제공되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공익실현을 위
하여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수사기관 및 법원의 증거수집절차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 수집 요건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필요하고, 제3자가 보관하는 디지털 정보의 특성에 알맞은 증거
수집절차가 재정립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최신의 기술적 보호조치인 
동형암호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주요어 : 동형암호,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 제3자 보관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보호  

학번 : 2020-2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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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컴퓨터가 널리 보급된 현대사회에서는 디지털 형태1)2)로 정보가 만들

어지고 처리된다.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 면대면 또는 매체를 통
하여 가능했던 연결과 교류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고, 디지
털 방식의 정보는 인터넷이 매개하는 가상의 공간에서 생산되고 유통된
다.  

디지털 정보는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생성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정보주체가 컴퓨터의 한글작성 프로그램으로 한글 문서
를 작성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보면, 정보주체가 작성한 한글문서의 내용
이 있고, 한글작성 프로그램 자체가 생성하는 작성날짜, 수정날짜, 저장
한 사람 등의 정보가 있다. 또한 정보주체가 제3자를 통하여 통신, 금융, 

인터넷 등의 서비스를 받은 경우 제3자는 정보주체의 통신내용, 금용거
래내용 등을 생성하고 관리한다. 이렇게 생성되거나 관리되는 정보 가운
데 상당부분은 개인정보3)라고 할 수 있다. 제3자 보관 정보 중 민감한 

1) “디지털(Digital)”이란 특정한 최소단위를 갖는 이산(離散)적인 값(수치)을 이용하
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현대 컴퓨터 등은 자료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한다. 문자, 
숫자뿐만 음성, 영상도 이산적인 값으로 처리된다. 디지털 정보는 복제, 삭제, 편
집이 자유롭고 원본과 사본의 차이가 없는 특징이 있다. 

2) “디지털 형태”를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어 보면 “전자적 형태”라고 표현
할 수 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조 2목에 의하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말한다. 

   한편 전자문서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해당 정보만
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
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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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할 수 있는 ‘통신정보’ 또는 ‘금융거래정보’ 등은 범죄사실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로써 이에 대한 증거수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의 교류와 활용은 증가하였
던 반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이용되었다. 2000년도 중반 이후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보호에 
대한 개인적ㆍ사회적 인식이 나타나게 되어,4) 정부와 민간 모두 개인정
보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5)

이러한 인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수사기관 또는 재판기관이 
수사나 재판절차에서 당사자에 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노
출하지 않았는지, 실체적 진실 발견6) 또는 법적 분쟁의 공정한 해결7)을 
위한 증거의 수집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보호의 이념이 강조되
는 시점에서 전통적인 수사절차와 소송절차에서의 개인정보수집 실무와 
관행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8) 

현재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강제수사 내지 임의
수사의 방법으로 수사단계나 형사소송절차에서 ① 통신자료제공, ② 통
신사실 확인자료제공, ③ 통신제한조치, ④ 압수수색9) 등을 들 수 있고, 

민사소송절차에서는 ① 사실조회, ② 문서제출명령, ③ 문서송부촉탁10) 

4) 2008. 2. 인터넷쇼핑몰 해킹사건이 발생하여 1,08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2008. 7. 기업내부의 개인정보관리자에 의하여 정유사 고객 1,100만 명의 데이터
베이스 유출되는 등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하였다. [KDI경제정보센터 
2010. 3.자 칼럼,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암호화로 해결,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7045, (2021. 12. 17. 최종확인)]. 

5) IT DAILY 2009. 4. 6.자 기고,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 기업, 정부의 변화,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19029, (2021. 12. 17. 최종확인)].

6) 수사나 형사소송에서의 재판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7) 민사소송에서의 재판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8) 이민형, 형사재판절차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1, 4. 
9) 앞선 세 가지 수단의 수집대상은 주로 통신에 관한 것이나, 압수수색의 수집대상

은 유체물과 디지털 정보와 같은 무체물을 모두 포함한다. 
10) 문서송부촉탁은 국가기관ㆍ법인ㆍ병원 등이 보관하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

자 할 경우에 흔히 이용되므로,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제3자(통신사업자, 금융
기관 등)에 대한 증거수집절차가 아니므로,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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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법률에 근거한 각 조치의 요건과 절차가 다르고 그 강
제력도 달라 제3자 입장에서 업무상 혼란이 있고, 여기에 개인정보보호
조치의 강화로 인하여 제3자가 회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수사나 재
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민사소송에 있어 재판청구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
되기 위해서는 소송에서 권리ㆍ의무의 존재가 제대로 다투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증거의 원활한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증거를 
보관하고 있는 제3자가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증거제출을 거부한다면 
위와 같은 논리로 결국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된다. 

수사절차나 민사 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법적 분쟁
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증거의 수집이 필수적인바, 제3자 보관 
증거의 수집방법을 개선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증거를 적절히 
제출받을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제3자 보관의 디지털 개인정보의 증가와 수사와 
소송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이념의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 부합하는 증거수집방법을 정립하기 위하여 법적 요건의 
개선뿐만 아니라 기술적 보호조치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Ⅲ), 2017, 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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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제3자 보관 증거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하며, 그중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인 동형암호를 활용하는 구체
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우선 논의의 전제로 제3자 보관 개인정보에 대한 증거수집과정을 검토
하여 본다. 기존의 증거수집과정과 제3자 보관의 디지털 정보의 증거수
집의 특징과 차이점을 알아본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제3자 보관 디지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통신자료’와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증거수집절차
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현재 논의되거나 연구되고 있는 제3자 보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증거수집절차의 문제점과 기존의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제3자 보관 
정보 수집절차의 문제점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3자의 증
거수집에 대한 협조의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증거수집의 어려움 측
면에서 살펴본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주로 법적인 관점에서 개인정
보보호를 위하여 증거수집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과, 기술적 관점에서 
해쉬함수를 활용한 보호조치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더욱 안전한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할 수 있는 동형암호를 
활용하여 제3자 보관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방안을 검토해 본다. 동형
암호의 특징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된다. 법원의 금
융거래정보제공절차에서 동형암호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회신
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 모델을 구현하고자 한다.   

동형암호 활용방안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대학
원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김우태 학생의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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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3자 보관 개인정보에 대한 증거수집

제1절 현황과 특징   

I. 제3자 보관 개인정보에 대한 증거수집 

1. 대물적 증거수집과 제3자 보관 정보 
대표적인 대물적 강제처분11)이라고 할 수 있는 압수수색의 경우, 압수

수색의 목적물은 통상 동산ㆍ부동산 등 유체물이다. 압수수색의 목적물
은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포괄적 강제수사를 허용하는 
일반영장은 금지된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제114조, 형사소송규
칙 제107조)12). 피의자가 아닌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도 가능하
11) 이와 대비되는 대인적 강제처분으로 ‘체포’, ‘구속’이 있다. 
12)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

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
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
333조 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
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
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14조(영장의 방식) ① 압수ㆍ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
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2. 죄명
3. 압수할 물건
4.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5. 영장 발부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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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 필요성이나 범위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과거의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급습하여 
범죄혐의와 관련이 있는 서류나 물건을 수색한 후 이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무형물인 정보 등도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이 2011. 7. 18. 개정되면서 제106조 제3항13)이 
신설되어 정보 및 컴퓨터용 디스크와 그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
야 한다는 취지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영장에 관하여는 제75조 제2항을 준용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07조(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9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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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6조 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및 장소
6. 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체포한 일시 및 장소와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및 장소
7. 「통신비밀보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압수ㆍ수색하고자 할 경우 그 

작성기간
② 신체검사를 내용으로 하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

에 신체검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 건강상태를 기재
하여야 한다.

13)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
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
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
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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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압수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디지털 정보는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작성되고, 인터
넷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을 통하여 전달되는 디지털 정
보의 경우 제3자14)가 정보주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 

현재의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3자를 피압수자로 하여 
제3자 보유 중인 정보주체의 정보를 압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15)에 따라 정보주체(즉 해당 서비
스의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16)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는 정보의 
내용(예를 들어 이메일의 내용, 휴대전화 통화의 내용, 금융거래 내용 
등)을 제3자인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 

통신사, 금융기관 등과 함께 공유하게 된다. 때로는 인터넷 서비스의 작
동을 위하여 ISP는 정보주체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된다. 통신사의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이동
통신 기지국 접속정보17)를 수집하여 저장한다. 

2. 대물적 증거수집 현황 

가. 전체적 현황 

14) 디지털 정보의 보관ㆍ처리주체인 제3자는 이를 규제하고 있는 법률(예를 들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본 논문에는 
정보주체와 구별하는 의미에서 ‘제3자’라고 부르기로 한다.  

15) 각주 13 참고. 
16) 한편 이와 같이 제3자가 보유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제219조, 제122조 본문에 의하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사전 통지
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제122조 후단은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하고 있
는바, 피의자가 해당 전자정보에 접속하여 이를 수정, 삭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영
장실무, 2016, 61].

17) 통신사는 기지국 접속정보(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CSLI)를 통해 휴대전화 
이용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통신사는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이용자의 실
시간 위치확인, 특정한 기지국에 접속한 이용자 확인을 할 수 있다. 

http://lawworld.scourt.go.kr/wsji/mhn/sji240.do?contId=2221796&mainPdfBogiCd=01&mhnCtrlGbn=����&mhnCtrlNo=565778&q=%EC%A0%9C3%EC%9E%90%20%EB%B3%B4%EA%B4%80%20%EC%A0%95%EB%B3%B4%20%EC%95%95%EC%88%98%EC%88%98%EC%83%89&nq=&w=mhn&section=mhn_tot&subw=mhn_cont&subsection=mhn_cont&subId=2&csq=&groups=1,2,3&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4&p1=&p2=&p3=&p4=&p5=0,1&p6=&p7=&p8=0,1&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newsimyn=Y&idgJyul=01&maxd=30&trtyNm=&dsort=&tabId=0#//
http://lawworld.scourt.go.kr/wsji/mhn/sji240.do?contId=2221796&mainPdfBogiCd=01&mhnCtrlGbn=����&mhnCtrlNo=565778&q=%EC%A0%9C3%EC%9E%90%20%EB%B3%B4%EA%B4%80%20%EC%A0%95%EB%B3%B4%20%EC%95%95%EC%88%98%EC%88%98%EC%83%89&nq=&w=mhn&section=mhn_tot&subw=mhn_cont&subsection=mhn_cont&subId=2&csq=&groups=1,2,3&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4&p1=&p2=&p3=&p4=&p5=0,1&p6=&p7=&p8=0,1&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newsimyn=Y&idgJyul=01&maxd=30&trtyNm=&dsort=&tabI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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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디지털 정보의 보관주체인 제3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법률에 따른 요청에 따라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수사기관의 대면조사와 구속인원수는 감소
한 반면, 압수수색검증은 증가하였다.18) 

최근 3년간 법원의 구속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통신사실확인자료 제
공요청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19)

특히 지난 3년간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건수와 발부율이 모두 증
가하였다. 한편 지난 3년간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청구건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발부율은 증가하였다.

18) 한국경제 2021. 1. 24.자 기사, “코로나에도 탈탈 털었다…작년 압수수색 28만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12465291, (2021. 12. 17. 최종확인)].

19) 법원행정처, 2019 사법연감, 625; 2020 사법연감, 633; 2021 사법연감, 657.
20) ‘발부율’은 수사를 위한 청구 대 발부의 비율이다, 기각에는 일부기각이 포함되

어 있다. 

구분

2018 2019 2020

청구 발부
발
부
율
20)

(%)

청구 발부
발
부
율
(%)

청구 발부
발
부
율
(%)

구속영장 30,065 24,457 81.3 29,666 24,044 81.1 25,777 21,141 82.0

압수수색
검증영장 250,720 219,829 87.7 289,644 258,161 89.1 316,623 288,741 91.2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68,737 64,542 93.9 68,304 64,077 93.8 59,978 59,971 95.0

표 1 구속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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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신 관련 수사 현황 
최근 3년 동안 통신 관련 수사 현황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 표

와 같다.21) 이는 인터넷투명성보고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 및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결과)에 의한 것으로,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요청의 경우 앞서 본 법원통계와 다소 차이가 있다. 

법원의 통계는 청구건수(문서수)를 기준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기간통신사업자 45개, 부가통신사업자 27개 등 총 72개 전기통신사업
자가 제출한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기준으로 하므로,22) 

하나의 문서에 복수의 통신사업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복수의 통신사
업자로부터 현황을 각각 제공받아 하나의 문서로 계산한 결과 인터넷투
명성보고서의 회신건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23)의 경우는 모든 통신사업자에 대한 것이 아니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양대사업자가 스스로 밝히는 압수수색영장만을 포함한 것이다. 

인터넷투명성보고서에는 ‘통신제한조치(감청)’24)도 있으나, 이는 제외하
21)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팀),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21, 10.
22) KDI경제정보센터 2021. 6. 4.자 보도자료, “2020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14591&topic=, (2021. 
12. 17. 최종확인)].

23)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일반적인 대물적 영장이다. 아래 그림2와 같이 압수수색만
을 위한 영장에도 “압수수색검증영장”이라는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압수’란 유체물에 대한 점유의 취득 및 그 점유를 계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취득을 말하고, ‘수색’이란 물건 또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에 대하여 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며, ‘검증’이란 시각, 
청각, 취각, 미각, 촉각 등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물건, 인체 또는 장소의 존재, 
형태, 성질, 형상 등을 실험,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검증이란 통상 신체검사 
또는 사체에 대한 부검을 위한 것이다.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Ⅰ), 2017, 
343-344]. 

   앞으로 본 논문에서는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의 영장을 나타
내는 경우 ‘검증’을 생략하고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 다만 통계자료 등에서 이
미 압수수색검증영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4) ‘통신제한조치(감청)’는 실시간 통신내용에 대한 증거수집방법으로 2020년에 64
개의 문서에 의하여 707개의 계정에 대하여 이루어 졌고, 경찰에서 1개의 문서에 
의하여 1개의 계정에 대하여 한 것 외에는 모두 국정원에 의한 것이다. [고려대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팀), 인터넷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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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리하였다. 

통신 관련 수사현황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은 인터넷보
다는 주로 통신사를 상대로 이루어지고, 대부분 기지국 수사를 위한 것
이며, 통신자료제공요청은 주로 가입자 신원확인을 위한 것이다.25) 한편 
양대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압수
수색영장을 통해서 가입자정보를 제공한다.26)

보고서 2021, 14].
25)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2021 발간,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2021. 9. 26. 자 웹

페이지, [http://transparency.or.kr/notice/2585, (2021. 12. 17. 최종확인)].
26) 2012년 판결[서울고법 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 판결(이른바 ‘회피연아사

건’), 아래에서 다시 소개한다] 이후 네이버, 카카오는 통신자료제공요청은 임의수
사이고, 반드시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구
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미디어오늘, 2016. 3. 14.자 기사, “통신사 이어 포털도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661, 
(2021. 12. 17. 최종확인)].

구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통신자료제공요청 압수
수색 

통신
전체

인터넷
전체

양대
사업자 

통신
전체

인터넷
전체

양대
사업
자 

양대
사업자 

20

18

문서수 285,614 43,691 7,649 974,481 55,593 0 21,700

계정수 555,091 109,524 18,571 6,141,107 235,813 0 8,299,512

20

19

문서수 278,982 44,712 7,739 1,003,399 57,582 0 26,729

계정수 511,812 105,112 14,897 6,028,268 238,347 0 3,127,340

20

20

문서수 249,264 37,356 5,121 992,782 26,614 0 31,244

계정수 458,721 85,960 9,005 5,484,917 206,995 0 3,866,365

표 2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양대사업자 압수수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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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수사 현황 
전체 압수수색 영장 중에 금융거래, 전기통신 영장이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최근 자료는 찾지 못하였으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통계자료
는 아래와 같고, 현재에도 그 비율을 유사하리라고 추측한다.27)28) 

표 3 및 표 4에 의하면, 전체 압수수색영장 중에서 계좌추적용 압수수
색영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7) 김혁,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 영장의 집행과 적절절차: 서울고법 
2015 6. 25. 2014노2389판결(대법원 2017. 9. 7. 2015도10648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18, 84에서 재인용. 

28)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금융거래정보 조회 내역에 비교자료로 
제시된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현황이다. 앞서 본 압수수색영장의 
2018년 발부건수 219,815건 2019년 발부건수 258,125건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압수수색영장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간NTN 2020. 10. 13.자 기사, “김병욱 의원, ‘금융당국의 금융거래정보 조회 남용 막을 견
제장치 마련해야’”,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716, (2021. 12. 17. 확
인)]. 

연도 검찰 경찰 합계 
2015 3,883 104,459 108,342

2016 3,902 102,565 106,467

2017 3,460 112,499 115,959

2018 3,091 147,885 150,976

2019 2,549 154,378 156,927

표 3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현황 

연도 전체 압수영장 계좌추적용
2014 163,304(100%) 105,506(64.6%)

2015 166,061(100%) 100,590(60.6%)

2016 169,093(100%) 99,623(58.9%)

표 4 2014-2016년 압수수색영장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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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제3자 보관 증거 수집 현황 
민사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 제출명령 등에 관한 통계는 없는 실정이

다. 이는 각 민사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재판업무를 수행하고, 한 재판부 
내에서도 사건별로 증거신청을 받고 재판부가 사건별로 증거결정 및 증
거조사를 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증거수집절차의 특징 
압수를 취득의 방법으로 분류하여 보면, ① 강제적 취득(제106조 제1

항, 강학상 ‘압류’), ② 제출명령(제106조 제2항), ③ 임의로 제출하는 물
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제108조, 강학상 ‘영치’)29)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다만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는 제출명령이 포함되지 않는다.30) 

강제적 취득의 경우 상대방이 법원의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120조31)), 제출명령의 경우 이러한 강
제수단은 없다.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증거수집은 유체물의 소유자로부터 직접 증거
를 수집하는 것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3자 보관 정보의 경우
는 ‘정보의 보관자’인 제3자에게 압수수색영장 등을 제시하고, 제3자로부
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압류’라기 보다는 ‘제3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32) 그러나 실무상 특별법33)에 다
른 규정이 없다면 형사소송법상 ‘강제적 취득’을 예정하는 압수수색영장

29) 형사소송법 제108조(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
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30) 이재상ㆍ조균석, 형사소송법 제10판(보정판), 2016, 316.
31) 형사소송법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32) 설민수,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통해서 본 제3자 보유정보에 대한 영장주의의 

실효성”, 법조(2009. 8.), 147.
33) 통신정보와 금융거래정보에 관하여만 특별법에 따로 규정을 하고 있다. 위 두 

법에 관하여 별로의 항목으로 자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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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통하여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제3자의 영업장소(예를 들어 금융기관, 통신사, ISP 등)에 
급습하여 영장에 기재된 정보를 직접 가져오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다.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해 제3자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제3자가 직접 
자신의 정보보관장소(데이터베이스)에서 요구받은 정보를 추출ㆍ검색하
여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수사기관에 회신한다.

 수사기관의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집행방법은 제3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절차로 실질적으로 집행됨에도, 이에 알맞은 수집요건
과 집행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증거수집절차에 있어 ① 영장의 집행방
법, ② 정보주체에 대한 참여권 내지 통지권, ② 압수목록 교부의 문제 
등은 강제적 취득절차인 ‘압류’와 달리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
다 본질적으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대상 디
지털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적인 수집요건과 수집절차가 필요한 것
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법적 이익의 충돌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수사기관과 ‘유
체물의 소유자’ 또는 ‘정보주체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압수에 있
어서 정보주체’와 사이에 관계에서는 수사기관의 공익과 정보주체의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의 충돌과 조화가 문제되었다. 이에 더하여 제3자도 증
거수집절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제3자의 영업의 자유 등의 
이익도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II. 제3자 보관 증거수집과정에서 충돌하는 법적 이익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과 같은 증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

이 있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가 있으며, 정보주체의 정보를 보
관하는 제3자가 있다. 

제3자 보관 정보의 압수ㆍ수색과 같은 절차에서 ① 정보주체의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보장, ② 제3자의 입장에서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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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배려, ③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공익이 서로 
충돌할 여지가 있다.34)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3각 구조가 존재한다. 민사소송의 증
거수집절차인 사실조회 절차 등에서 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에 대한 보장, ② 제3자 입장에서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대한 배려, ③ 
민사소송의 목적인 법적 분쟁의 공정한 해결이라는 공익이 각각 고려되
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와 영업의 자유의 충돌 문제를 자세히 살펴본다.35) 일반
적으로 앞서 언급한 ISP 업체, 정보통신서비스업체, 금융서비스업체 등은 
영업활동에 수반하여 소비자 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처리하게 
되고, 이를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마케팅에 활용한다. 한편 이와 
같은 제3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못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36)

반면에 제3자는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받기도 한다. 제3자가 국가기관 등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때 근거법령이 미비하거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제
3자는 업무처리에 불확실성이 발생하여 영업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정보주체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등 책임을 추궁당할 위험성이 발
생하게 된다.37)  

34) 박병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21, 288. 

35)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주체의 개인적 이익과 수사기관 등의 공익과의 충돌은 아
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소개하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6)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ㆍ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소송도 늘어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 내부의 관리소홀로 인한 유출, 고의적
인 불법행위로 인한 유출로 나누어 볼 수 있고, 후자는 다시 해킹에 의한 유출, 
범죄목적의 유출, 목적범위 외 사용을 위한 유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윤
주희, “개인정보 침해현황과 이용자보호”, 법학논총 제33권 제1호, 2013, 329].

37) 아래에서 다시 이른바 ‘회피연아사건’을 자세히 살펴본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조치 위반 등을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
상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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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I. 개인정보와 개인정보보호법 

1. 개인정보의 개념과 종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
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
는 것”을 말한다.38)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권과 관련하여 개개인의 사회관계, 

권리를 나타내는 인권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기업의 영업자산으로 기업
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ㆍ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한다. 나아가 개인정
보는 사회의 핵심요소로써 공공ㆍ민간 서비스 등의 대부분의 사회활동은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다.39)

개인정보는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
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와 같은 데이터는 기업 및 기관의 입장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
는 자산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개인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유출된 개인정보는 범죄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한
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시 회수하기 어렵다.40)

한편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발

3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39)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기본교육 교재(12.4), 2020. 12., 6, 8. [개인

정보보호 포털 중 교육자료, https://www.privacy.go.kr/edu/ttb/selectBoardArticle.do, (2021. 12. 
17. 최종확인)].

40) 개인정보보호 포털 중 개인정보의 이해 중 개인정보의 개념, 
[https://www.privacy.go.kr/nns/ntc/inf/personalInfo.do, (2021. 12. 17.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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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범위와 영역이 확장되고 있고, 전통적인 산업사
회에서 개인정보로 인정되지 않거나, 정보항목으로 존재하지 않던 것들
이 점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영역에 포함되고 있으며, 데
이터경제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의 중요성도 점차 증
가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는 고정불변의 개념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시대, 기술, 인식의 발전 및 변화에 따라 점차 확대되는 개념이다.41)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서부터 사회ㆍ
경제적 지위와 상태, 교육, 건강ㆍ의료, 재산,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
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이용
자(고객)가 사업자의 서비스에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사
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
에서 생성되는 통화내역, 로그기록, 구매내역 등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
다.42)

2.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을 통틀어 개인정보의 보호
와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일반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 대하
여 개인정보보호의무를 부담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거나 다른 법률의 정함
이 있어야 하며, 이에 어긋나는 개인정보의 제공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 

41) 개인정보보호 포털 중 개인정보의 이해 중 개인정보의 중요성,
[https://www.privacy.go.kr/nns/ntc/inf/personalInfo.do, (2021. 12. 17. 최종확인)].
42) 개인정보보호 포털 중 개인정보의 이해 중 개인정보의 종류, 
[https://www.privacy.go.kr/nns/ntc/inf/personalInfo.do, (2021. 12. 17.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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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와 제한 
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헌법상의 권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
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고 밝히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적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
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
다.”고 판시하였다.43)

 한편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현대의 정보사회에서 새로
운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인정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고 다른 공
익을 위하여 제한이 가능하다.44)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는 ‘범죄수사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지문정보에 
대한 수집, 보관, 전산화 및 범죄수사 목적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합헌성
을 인정하였다.45) 

43)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주민등록법제17조의
8등위헌확인].

44)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
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45)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주민등록법제17조의
8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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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헌법재판소는 ‘채무이행의 간접강제 및 거래의 안전 도모’를 위
하여,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 
및 그 등재 사유와 날짜를 기재한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누구든지 열람ㆍ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도 합헌성을 인정하였다.46) 

이와 같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다른 공익을 위하여 제한이 가능하
다. 수사절차 또는 소송절차 내 증거수집과정에서 부득이 소송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 다만 수사목적 또는 재판의 목적과 같은 공익과 개인정보자기결정
권과 같은 사익 사이에 헌법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46)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8헌마663 [민사집행법제70조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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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현재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수집 요건과 절차 
제3자 보관 정보 중 대표적인 것으로 통신관련 정보, 금융정보, 신용정

보, 과세정보 등이 있다. 수사단계, 형사소송,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수집 
요건과 절차를 ‘통신정보’과 ‘금융거래정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I. 수사단계

1. 통신정보에 대한 증거수집과 관련된 특별법 
수사단계에서 통신정보에 대한 수집과 관련한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본

다.47)  

47) 각 근거법률의 자세한 내용은 필요한 범위에서 아래 4절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
본다. 

구분 방식 내용 요건 근거법률

통신자료
제공요청
(영장주의 
적용 없음)

기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없음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법원 허가)

통신사실

수사 필요성 

통신비밀보호법실시간 위치자료, 
기지국 자료: 

보충성 요건 추가 
(과거의) 
통신내용

압수수색 
영장

이메일, 대화 
내용 범죄혐의, 관련성 형사소송법

(장래 
통신내용)

감청
통신제한 

조치 
실시간 통신 

내용
대상범죄 제한, 

충분한 범죄혐의, 
보충성 

통신비밀보호법 

표 5 통신정보에 대한 증거수집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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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 
수사기관은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제3자 보관 디지털 

정보 등과 일반적인 유체물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   

국가의 국민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헌법 제17조), 통신의 자유(헌법 제18조), 표현의 자유(헌법 제
21조 제1항)를 제한하게 된다. 국민의 기본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권의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을 전
제로 법률에 근거하여 가능하다. 위와 같은 기본권 침해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압수수색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 침해가 적은 방식으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48) 

압수수색은 기본적인인 요건은 ① 필요성, ② 범죄혐의의 상당성, ③ 
관련성이다.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란 단지 수사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강제
처분으로서 압수를 행하지 않으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
다. 따라서 압수물이 증거물 내지 몰수하여야 할 물건으로 보이는 것이
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형태나 경중, 압수물의 증거가치, 중요성, 증거인
멸의 우려 유무, 압수로 인하여 피압수자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3.자 2003모
126 결정 참조). 

‘범죄혐의의 상당성’이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받부받기 위해 
특정 범죄혐의가 상당함을 소명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소명의 정도는 
구속과 같은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보다 낮은 
정도로 충분하며, 추상적 혐의가 아닌 구체적 혐의여야 한다.49) 따라서 

48) 박병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21,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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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에 대한 구체적 소명 없이 단순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사
의 단서를 찾기 위한 이른바 ‘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않는다.50)

‘관련성’이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
는 가능성 또는 개연성을 말한다. 관련성 요건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
색 집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압수를 원칙으로 운영하는 실
무에 대응하여 그 집행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과잉압수를 방지하기 위
해 입법화되었다.51) 

49) 손지영ㆍ김주석, 압수수색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6, 
26.

50)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Ⅰ), 2014, 349.
51)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형사소송법(Ⅱ) 제5판, 264.

그림 1 압수수색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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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가 진행 중에도 공판정 외에서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72

조의 사실조회, 제106조, 제107조에 따라 제출명령 또는 압수수색절차 등
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52) 

우선 법원은 공무소 등에서 보관하는 각종자료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를 통해 이를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53) 

다음으로 법원은 제출명령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제출명령은 
법원이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
출을 명하는 절차이다. 제출명령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

52)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
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
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
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07조(우체물의 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
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
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1. 7. 18.>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3)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
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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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신청권이 없다. 

법원이 공판정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다
(제113조54)의 반대해석).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은 대개 임의제출물의 압
수 형태로 이루어질 뿐이고, 강제력에 의한 통상의 압수가 행하여지는 
경우는 드물다.55)

54) 형사소송법 제113조(압수ㆍ수색영장)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법 원

물건제출명령

귀하

사       건       20   고
피   고  인
제출할 물건

  위 물건은 압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체없이 이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한다.

20  . . .

재판장   판   사       
         판   사       
         판   사       

표 6 물건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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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민사소송절차

1. 사실조회 
민사소송에서도 일방 당사자는 증거수집을 위하여 제3자(공공기관이나 

학교, 그 밖의 단체 등)의 업무에 속하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조사가 필
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관장사항에 관하여 그 공공기관 
등에게 조사를 촉탁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
므로, 실무에서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56)에 의하여 사실조회를 이용
하고 있다.57)58)

종래 법원에서 각종 재판 중에 통신내역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사실조
회 형식으로 요청한 경우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 13조의2는 “법원이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
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
다.59)

현행 민사소송 실무에서는 “제출명령”이라는 형식으로, 근거법률로 민
사소송법 제294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를 
기재하여 통신자료 등을 요청하고 있다.

2. 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등 제출명령

55)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Ⅰ), 2014, 589.
56) 민사소송법 제292조에 의하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57)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Ⅲ), 2017, 1541. 
58)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
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59)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Ⅲ), 20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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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60)에 따라 금융
기관,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 세무공무원 등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

위 각 법률에서 정한 법원의 제출명령의 범위, 형식 및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 」가 제정되어 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만을 근거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대상기관에서 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소정의 제출명령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위 
제출명령은 금융위원회가 양식을 정한 제출명령 양식을 사용하고, 위 양
식 중 ‘요구의 법적 근거’란에는 소송법 규정 외에 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세무
공무원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은 별도의 양식을 사용한다.61)

6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
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
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

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1)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Ⅲ), 20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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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제  출  명  령

 ○○은행 ○○○지점장 귀중
사       건     20○○가합○○○  손해배상
원       고     ○○○
피       고     ○○○
아래와 같이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아       래

요구
내용

명의인의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계좌번호

(또는 
증서번호)

요구대상
기간

 20○○. ○○. ○○.부터 20○○. ○○. 
○○.까지 

요구의
법적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사용목적 위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명의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 일체

통보
유예

유예기간  
유예사유  

특이사항
20○○. ○○. ○○.

재판장 판 사 ○ ○ ○
표 7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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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서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이란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소지자(당사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재판을 말한다.62) 어
느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지만 이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당사자는 그에 대한 문서제출명
령을 구하는 신청을 함으로써 서증의 신청을 할 수 있다.63)

한편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제351조).

62) 민사소송법 제343조 내지 제351조 참조. 
63)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Ⅲ), 2017, 1455.

○ ○ 법 원

결 정
사    　건　   20○○가            손해배상(기)

원      고     ○ ○ ○

피      고     ○ ○ ○

문서소지인

주 문
문서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다음 문서

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문서의 표시：

이 유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  .   .   .

판  사   ○  ○  ○   
표 8 문서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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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 수집절차
제3자 보관 디지털 정보 중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정보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법률과 절차를 자세히 살펴본다. 통신내용에 관하
여는 통신의 시기에 따라 ‘과거의 내용’은 압수수색으로, ‘장래의 내용’

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감청)로 수집할 수 있다. 다만 통신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반적인 압수수색절차와 동일하고, 통신제한조
치는 극히 드문 절차이므로, ‘통신의 외형’을 수집하는 통신자료 및 통신
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I.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 제공요청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인적

사항과 관련된 통신자료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을 할 수 있다. 수사기관
은 법원의 영장이나 통제 없이 전기통신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다.64) 법원도 재판과정에서 전기통신 이용자
64)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

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
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
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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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볼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
료’와 그 대상 등에서 다르다. 

한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수사기관과 법원의 제공요청에 대한 협조의
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II.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1. 현재 요건과 절차 
통신자료(가입자 인적사항)보다 심화된 내용인 통신사실(통신내역과 같

은 통신의 외형)에 대한 증거조사에 관하여 살펴본다.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65)

를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다.66) 

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
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
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5)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ㆍ종료시간
다. 발ㆍ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

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

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66)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
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
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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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는 송수신 번호, 시간, 위치 등 통신 내역ㆍ기록으로 
비내용적 정보(메타데이터)이긴 하나, 상대방의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 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및 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
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여러 정보를 결합하고 분석함
으로써 정보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어 민감한 개인정보로 분
류할 수 있다.67)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다. 다만,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
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열람
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조 제11호 바목ㆍ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
2.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
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
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해
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
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받
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
고하고,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
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등 관련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⑨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
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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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
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
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위치정보에 
해당하고 헌법상 보호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일부이므로 기본권의 
대상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68)

한편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사
기관의 제공요청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나, 법원의 요청에 대하여 협조의
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69)

67) 프라이버시 특보 방한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방한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2019, 24-25.

68) 홍성욱, “핸드폰 위치추적과 영장주의”, Law ＆ technology, 2018, 11.
69)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
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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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사전허가서]                                     ○○ 법원
허가서 번호 죄    명

가입자의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청    구    검    사
전 기 통 신 사 업 자

요    청    사    유 별지기재와 같다 유 효 기 간 20  .   .   . 까지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 일부기각 및 그 취지

위 대상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출요청을 허가한다.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20   .       .       .판사     ○  ○  ○   

집 행 일 시 20   .    .    .    :    집행장소

집행불능사유
처리자의 소속관서, 관직 처리자 기명날인

표 9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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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가. 승인 또는 허가 주체 변경 
2001. 12. 29. 개정 전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수사기관이 ‘관할지방검찰

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2005. 5. 26. 위 조항이 개정되어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통신정보의 중요성에 비추어 통신사실 제공의 그 승인 또는 허가 주체
가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변경되어 법원의 절차적 통제가 가능하게 되
었고,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통신자료 제공요청 요건 강화

(1)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70)

(가) 사안의 개요 
청구인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었고, 해당 

수사기관은 수사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
통신사업자에게 청구인들의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병합사건
에 따라 바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
여 제공받았고, 청구인들은 이후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
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병합사건에 따라 바목 및 사목),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3조의371)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70)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550(병합), 2014헌마357(병합) [통신비

밀보호법제2조제11호바목등위헌확인,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등 위헌확인]
[이른바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 위헌확인]. 

71) 위 사건에서의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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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
였다.

(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침해되는 기본권을 통신의 자유(헌법 제18

조)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인격권) 및 제17조(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로 확정하였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영장이 아닌 허가만으로 위치정보추적자료
를 제공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은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통해 특정 시
간대 정보주체의 위치와 이동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는 점, 

그럼에도 통신비밀보호법 13조 1항 등은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을 허용하여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요청과 관련하여서는 실시간 위치추
적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치추적의 경우 보충성 요건을 추가하거
나, 대상범죄의 경중에 따라 보충성 요건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수
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
단이 존재하는 점,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법원

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
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
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
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
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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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절차적 통제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아
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수사종료 후 30일 내에 서면통지하게 한 통지조항
에 대해서도 “수사의 밀행성 확보는 필요하지만,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에게 적절한 고
지와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런데  
통지조항은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거나 기소중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
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
하고, 그 밖의 경우에 제공사실을 통지받더라도 그 제공사유가 통지되지 
아니하며, 수사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자료가 파기되었는지 여부도 확
인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정보주체로서는 위치정보 추적자료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
하였다. 이어 “수사가 장기간 계속되거나 기소중지된 경우라도 일정 기
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중립적 기관의 허가를 얻어 통지를 유
예하는 방법,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정보주체가 그 제공요청 사유의 통지
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통지의무를 위반한 수사기관을 제재하
는 방법 등의 수단이 있다"며 판시하였다. 따라서 “통지조항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고 판시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2)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 사건72)

72)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538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제1항위헌확인
등][이른바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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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안의 개요 
서울 모 회관에서 모 정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과정 중에 범

죄혐의가 포착되었고, 수사에 착수한 피청구인(검사)은 사건 현장에 설치
된 CCTV 자료를 확인하여 성명불상자가 이동전화로 통화하는 시간에 
기초하여, 법원에 허가를 얻어 그 무렵 모 회관을 관할하는 기지국을 이
용하여 착ㆍ발신한 전화번호, 착ㆍ발신 시간, 통화시간, 수ㆍ발신 번호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였고, 전기통신사업자들로부터 청
구인을 포함한 총 659명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았다. 청구인은 
인터넷 언론의 기자로 위 시각에 모 회관에서 취재활동을 하다가 이후에 
위 통신사실 확인자료 집행사실을 통지받아 위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었
다. 이에 청구인은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조항이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
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침해되는 기본권을 통신의 자유(헌법 제18

조)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인격권) 및 제17조(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로 확정하였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영장이 아닌 허가만으로 위치정보추적자료
를 제공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요청조항은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규정함
으로써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모든 범죄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의혹만으로도 특정 시간
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불특정 다수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
는 수사방식을 허용하여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요청조항은 정보주체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의 수사편의와 효율성만을 도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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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요청조항이 기지국 수사를 허용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이라 할 것이나, 그것이 광범위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에 제공됨으로써 정보주체
가 입게 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
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요청조항으로 인하여 달성하
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요청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
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며 헌법불합치결정
을 하였다. 

(3)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2019. 12. 31. 개정 전 구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위 조항이 앞서본 헌법불합치결정
에 따라 위치정보와 관련된 ‘실시간 추적자료’와 ‘기지국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수집요건이 추가되었다.73) 

즉 통신사실 확인자료 중 ‘실시간 위치추적자료’와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다른 방법으로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
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즉 
‘보충적인 경우’에만 통신사실 제공요청이 가능하다. 

73) 개정 후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절차)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
만,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조 제11호 바목ㆍ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
2.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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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른바 감청대
상범죄)’74)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확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수사의 필요성’만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가능하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비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감청대상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한 실시
간 위치추적자료, 기지국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수집에만 보충성이 요구
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최소한의 요건만을 보완한 것으로 형식
적인 보충성의 추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75)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정안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하여 “기존 
74) 이른바 ‘감청대상범죄’는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에서 

정한 경죄인데 그 범위가 상당히 방대하다. 
75) 이흔재, “독일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추적수사와 당사자에 대한 통보제도-통신비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법조 제68권 제4
호, 2019, 503-505.

감청대상범죄 외 
범죄이고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지 
않는 범죄의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기지국 

통신사실 
확인자료)

감청대상범죄의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
(기지국 통신사실 

확인자료)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의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
(기지국 통신사실 

확인자료)

모든 범죄의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기지국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외한 

나머지 
통신확인자료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보충성 × × ×

표 10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요건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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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이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정보주체 기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대상범죄와 자료 제공 대상자 한
정,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사건과 관련성 소명 요구, 보충성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76)

7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9. 7. 
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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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금융거래정보 등 수집절차 
압수수색영장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금융거래정보에 대

한 압수수색영장이다. 또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수집이 빈
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수사단계나 형사소송단계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에서는 현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또는 문서제출명
령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다. 

I. 민사소송절차에서의 금융거래정보 수집에 대한 합헌성 검토 

1. 사안의 개요77)

청구인은 민사사건의 피고인데 위 소송의 진행 중 법원은 원고의 문서
제출명령을 받아들여 은행 지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90조, 제347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에 따
라 청구인의 계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
도록 명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
였고, 즉시항고가 기각되자 재항고를 하면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항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
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90조, 제347조 제2항, 제
3항,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등이 명확성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
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침해되는 기본권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헌

77) 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8헌바132 [민사소송법제290조등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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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 및 제17조)으로 확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금융기관과 사인 간의 금융거래행위는 현대의 
국민경제와 국제경제를 이끌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동력이 되고 있는바, 

금융기관은 거래행위를 통해 고객에 대한 정보를 불가피하게 취득하게 
되는데 금융기관이 취득한 고객에 대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특히 금융실명제의 실시, 정보기술
의 발달 및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확대로 인하여 현대사회에서의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는 한 개인의 모든 행위를 추적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자료
가 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 의하여 취득된 특정 금융거래자의 금융
거래에 대한 정보가 공권력이나 제3자에 의해 남용되거나 오용될 가능성
이 커졌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고객의 금융거래정
보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필요성은 점차 증가되었다.”고 지
적하는 한편,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
계가 있는바, 거래정보 등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경우,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 방지 및 정치부패
ㆍ정경유착 감시에 필요한 경우 등에는 거래정보 등에 대한 공개가 불가
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금융실명법 조항(제4조 제1항 단서 중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실체적 진실에 따
라 법적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조항은 제공되는 거래
정보 등의 범위를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표준
양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이를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는 법원의 제
출명령에 즉시항고 할 수 있으며,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관한 판단을 사법기관인 법원에 맡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그 외 ‘법적 분쟁의 공정한 해결’이라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
성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도 없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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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며, 금융실명법 조항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주체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법적 분쟁의 공정한 해결’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을 침해하지 한다고 판시하였다. 

II.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의 실무상 운용 검토 
현재 수사단계나 소송절차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

보를 필요최소한의 한도에서 운용되고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금
융실명거래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
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금융거래제출명령의 경우 대
상금융계좌의 전부를 기간을 정하여 회신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상계좌내역 중 특정한 개인 또는 계좌와의 거래내역만을 특
정78)하여 정보제출을 요청하는 등 보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음
에도 이러한 수사방법이나 증거조사방법이 실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사 관행이나 소송절차에서의 증거신청의 관행에 따라 만연히 과다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보다 대상을 특
정하여 정보만을 수집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78) 수사나 소송절차에서 증거수집의 대상정보를 특정하는 것과 특정된 정보를 제3
자에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비식별화, 암호화 등의 기술적 보호조
치 없이 제3자에게 특정된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문제점에 관하여 아래 제4장 
제3절 Ⅱ. 3. ‘평문상태에서 특정요청의 문제점’에서 살펴본다.  



- 43 -

제3장 제3자 보관 개인정보 증거수집절차의 
문제점과 기존의 개선방안 검토

제1절 제3자 보관 정보 수집절차의 문제점 
수사절차에서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증거수

집이 가능하고, 형사소송에서의 압수수색영장이나 제출명령을 통하여 제
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증거수집이 가능하다. 이러한 증거수집절차를 통
해 제3자의 정보가 과다하게 수집될 우려가 될 우려가 있다. 

한편 민사소송에서는 사실조회(제출명령)와 문서제출명령만을 규정하
고 있어, 제3자가 제출을 거절하는 경우 문서제출명령의 과태료 외에는 
이를 강제할 만한 수단이 없다. 

소송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충분한 증거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제
3자가 개인정보의 보호만을 내세워 증거수집에 불응한다면 소송절차 내
에서 적법할 절차를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당사자
로서는 소송 외에서 자력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79) 소송을 포기해야 하
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정보주체’, ‘제3자’,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본다. 

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가. 통신관련 정보의 과도한 수집  
통신사업자에 대한 압수ㆍ수색은 현재 정부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아 

79) 소송 외에서 일반인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로부터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
다. 일반인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경우 이에 따라 
얻은 정보가 소송절차에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수집과정
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다.  



- 44 -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투명성보고서에 의하여 그 현황
을 알 수 있다. 2020년 기준 두 사업자에 대한 압수ㆍ수색은 31,244건으
로 3,866,365개의 계정이 압수수색되었다. 다른 통신정보에 대한 증거수
집절차와 비교해 보면, 압수ㆍ수색은 계정수에 있어서도 그 수치가 압도
적이며 문서 1건당 조치된 계정수 역시 월등히 높다. 압수ㆍ수색은 통신
의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수집수단이고, 그 규모가 방대
한 것이 압수수색절차에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된다.80)

나. 정보주체에 대한 사후통지 미비
수사기관 등의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후적 통제 또는 감시
수단이 미비하다. 압수수색을 했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는 수
사기관 등의 의무 이행 과정도 부실하여, 정보의 주체인 개인들이 부당
한 감시에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현행법상 압수수색에 대한 당사자 사후통지는 ‘기소 여부가 결정된 후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81) 수사가 길어질 경우 수년 간의 반복 수
색 등이 이뤄져도 개인은 관련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
다. 실제 2014년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카카오톡 등
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건수는 3,735건이었지만 당사자 통지율은 
28.6%(1,068건)에 그쳤다.82)

II. 제3자의 증거수집에 대한 협조의무 

가. 증거수집의 거절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제3자에게 증거수집요청을 한다고 하여 제3자가 

80)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2021 발간,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2021. 9. 26. 자 웹
페이지, [http://transparency.or.kr/notice/2585, (2021. 12. 17. 최종확인)].

81)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뒤의 개선방안에 다시 살펴본다. 
82) 한국일보 2019. 9. 9.자 기사, “이메일ㆍ카톡 ‘깜깜이’식 압수수색…당사자 모르는 상황도 발생”,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081884049776, (2021. 12. 17.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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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이에 응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법원이 요청한 자료 중 절반
을 회신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위 기간 민사소송절차
에서 166건의 자료제출 요청을 받았으나 84건만이 온전히 회신되었다. 

금융감독원이 자료를 회신하지 않은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제9조83)에 따라 특수한 경우 비공개 정보로 분류하고 공개하
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과 「금융위원회의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는 조항
에 근거하였다.84) 

위와 같은 거절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근거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제3자는 대표적으로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내세우거나, 여러 가지 비밀과 관련된 예외조항을 근거로 법원의 
8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

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84) 조선일보 2021. 3. 30.자 기사, “금감원, 법원이 요구한 금융 소송 자료 절반 제출 거부”,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30/2021033001812.html, (2021. 12. 17. 최종확인)]. 

그림 2 금융감독원 법원 문서 제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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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과다한 증거수
집 내지 개인정보에 대한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증거수집절차가 계속
된다면, 이에 대하여 제3자의 전면적 거부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선고한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85) 배우자 내지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이 폐지되었으나, 배우
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내역 또는 통화 위치 등을 알기 위해 통신사에 통화내역제
공을 요청하면, 통신사는 2017. 7.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전기통
신사업자의 협조의무)에 협조기관에 법원이나 판사가 없다는 이유로86)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는 통신사들이 
정보제공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의 손해배상책임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87)

나. 제3자의 실질적 심사의무 문제(개인정보보호의무 관련)

(1) 문제점 
개인정보처리사업자 등이 개인정보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민사

상 손해배상책임, 행정벌, 형사책임, 과태료ㆍ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제3자의 개인정보보호의무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인 사기업 등(또는 수

85)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결정 [형법제241조위헌소원].
86)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협조의무 규정에 “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

관의 장”만을 규정하고 있다. 
87) 조선일보 2015. 6. 16.자 기사, “‘통화내역 못 줘’ 통신사 거부에 속끓는 가정법원”,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16/2015061600293.html, (2021. 12. 17.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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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ㆍ재판의 주체인 국가)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의 증가하고 
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판례는 수사기관의 정보제공요청에 응한 전기통신
사업자가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책임을 다하였는지에 관한 판례
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손해배상책임 없다고 판단되었지만, 항소심에
서 개인정보보호책임이 인정되기도 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보호책임 관련 판결88)  

(가) 사안의 개요 및 당사자들의 주장

①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의 약관에 

동의하면서 회원가입을 하였다. 피고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로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부가통신사업자이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다.

원고는 네이버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0. 3.경 카페의 유머게시
판에 당시 동계 올림픽과 관련하여 유인촌 장관과 김연아 선수의 편집 
사진을 ‘퍼옴’이라고 표시하여 게시(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하였
다. 이후 유인촌 장관이 이 사건 게시물 등을 게시한 사람들을 명예훼손
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89)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원고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수사기관에 원고 등의 ‘네이버 ID,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네이버 가입일자’를 제공하였다. 수사기관은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
사하였으나, 이후 원고에 대한 고소가 취하되어 사건이 종결되었다90). 

88) 이른바 ‘회피연아사건’이다. 
89) 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법률이다. 현재 전기통신사업

법 83조에 규정되어 있다.  
9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죄는 이른바 ‘반의

사불벌죄’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70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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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간 수십만 건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요청을 받고 있고, 통신비밀 전담기구로 개인정보보호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 전담기구가 개별적인 통신자료 요청 건에 
대해 별도의 점검회의 등을 하지는 않고 있다.

②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관서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

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에 응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용약관 등
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노력을 기
울이기로 하였고 이는 약관규정과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명문화 되어 있
으며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피고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지적하
면서, “피고로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요청이 있더라도 전
기통신사업법의 규정취지와 원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
야 할 의무를 조화롭게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대해 원고의 개인정보를 제
공하지 않거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
고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무를 망각하고 기계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고는 “수사기관에게 원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이용약관
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도 위 약관에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
업자는 약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당연히 개
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도 위반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원심(항소심)의 판단91)

원심법원은 “피고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개별 사안

3항 참고].
91) 서울고법 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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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그 제공 여부 등을 적절히 심사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실질
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침해
되는 법익 상호간의 이익형량을 통한 위법성의 정도,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 및 어
느 범위까지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
는 등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의무
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
한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92) 

대법원은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수사를 위하여 구 전기통신사업
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에 전
기통신사업자가 위 규정에서 정한 형식적ㆍ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다면,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통신자료의 제공 요청 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나 익명표현의 자유 등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
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
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다. 증거수집절차에서 제3자 임의제출 불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영장 없이 금융거래정보 수집한 경찰관 3명과 은

행 직원 1명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위 경찰관들은 2020. 2.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법
원으로부터 발부받지 않고, 수사협조의뢰 공문만을 은행에 보내 수사대
상자의 계좌거래내역, 신분증을 제출받은 사안이다.93)

92)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93) 연합뉴스 2021. 2. 25.자 기사, “수사 과정서 영장없이 금융거래정보 수집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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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수사협조의뢰’ 방법의 수사는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에 근거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임의수사라고 볼 수 있고, 제3자에게 증거제출의 의무를 부
과하는 법률조항은 아니다. 

위와 같이 제3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이거나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개인정
보를 업무상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로, 정보주체의 명백한 동의 없이 
또는 명백한 법률규정 없이 임의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포
기하며,94) 수사기관의 요청에 협조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제3자 등에
게 법률상 개인정보보호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III.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증거수집
최근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 고소인(피해자)들이 증거를 수집

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민사 문제
를 형사 사건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95)

과거에는 형사 사건을 먼저 진행하여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
고, 관련 증거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민사소송에서 소제기와 함께 금융정보제출명령, 문서송부
촉탁,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여 증거를 수립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개인이 스스로 소송상대방의 

관 3명 기소”,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5173000051, (2021. 12. 17. 최
종확인)]. 

94) 정보주체가 미리 제3자와 사이에 서비스계약 가입 시 가입약관 등에 의하여 정
보제공 동의를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약관이나 계약내용을 별도
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사전적 포괄적 동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
하다. 

95) 법률신문 2021. 7. 19.자 기사,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의 민사화’ 기현상”,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1439, (2021. 12. 17. 최종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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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얻어 수사기관이나 민사소송에 제출하기 어렵고, 소송의 진행과
정에서 각종 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받으려고 해도 이를 거부
하는 제3자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IV. 검토 
제3자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제공함에 따라 국민의 사생

활보호 등을 위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 

한편 법률의 규정이 미비하여 제3자의 개인정보회신의무의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제3자는 손해배상소송 등을 당할 우려가 있어, 개인
정보 회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문제점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증거수집이 원활하지 못하여 수사나 재판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를 지나치게 강화하여 제3자가 수사절차나 소송절
차에서 증거제공을 거절하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수사기관 등이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수사기관 등이 개인
정보보호를 이유로 증거수집을 거절당하는 것은 일응 모순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측면은 제3자가 증거수집
에 응하는 경우 특정한 정보만이 회신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혐의와 관계
없는 개인정보가 모두 회신되는 측면과 압수수색 등 수사과정에서 청구
되는 영장의 수가 매우 많다는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제3자가 
증거수집을 거절하는 것는 제3자가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수사기
관이나 법원의 증거제공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나타낸다. 특
히 민사소소송절차에서는 형사소송절차에 비하여 제3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 협조의무의 근거조항이 부족하다.  

한편 수사기관 등이 정작 실체진실발견과 공정한 법적 분쟁의 해결에 
필수적인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이다. 즉 적절한 범위의 수
사절차와 소송절차의 공익 실현을 위하여 제3자 보관 정보를 안전하게 
회신받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우선 법률을 정비하여 제3자에
게 정보제공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의 법령상 요건의 명확히 하여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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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조하여야 할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데이터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조치에는 기술적 보호방안을 
활용하고 있는 바,96) 수사단계나 소송과정에서의 중거수집절차에도 기술
적 보호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96)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등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
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
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에 의하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
호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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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법률적 개선방안 
압수수색절차의 일반화ㆍ만능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압수수색절차는 

강력한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최소한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질적으로 제출명령에 
가깝다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제출명령의 대상 정보의 중요도에 
따른 요청요건의 차등화가 필요하다. 민감한 개인정보의 제출을 위해 영
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단순한 내용에 대한 제출요구에는 그보
다 완화된 수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사기관이 카카오와 네이
버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으로 통신의 외형과 내용을 모두 수집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수사방법(집행방법)의 경우는 종래의 피
의자에 대한 대물적인 압수수색과 달리 취급할 필요성이 있다. 

I. 수사단계 
수사단계에서 수집되는 정보의 중요성에 비추어 수집요건을 차등하여 

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인 위치정보의 경우 그 
요건과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3자가 보관하는 특징에 비추
어 증거수집절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해 볼 수 있다.  

1. 통신사실 중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요건 강화방안 
앞서 본 것과 같이 대부분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중 

위치정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명령의 요건은 여전히 ‘수사의 필요성’이
다. 감청대상범죄 외 범죄이고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지 않는 범죄의 
경우 ① 실시간 위치추적자료, ② 특정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
료의 요청을 위하여만 ‘보충성’이 추가된다. 

가. 통신사실 확인자료 수집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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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미국 전기통신사생활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 

(ECPA)]은 정보통신법(Stored Communications Act, SCA)97)을 포함하고 있
다. 정보통신법은 전화, 정보통신의 내용을 포함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이
용자에 대한 정보(예를 들어 가입자 이름, 청구기록, IP주소)수집 등을 
규율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법은 정보주체가 아니라 제3자, 즉 정보통신
서비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의 수집에 관한 법이다.98)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응되
는 자료인 ‘기타 가입자 정보(Other Subscriber Information)’99)를 수집하고
자 하는 경우 ‘법원 명령(Court Order)’ 이상이 필요하다.100) 수사기관이 
법원의 명령을 받기 위해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수사와 중요하게 관련되
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하여야 한다.101)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Carpenter 사건102)에서 휴대전화 위치정보 수
97) 18 USC §§2701-12.
98) 박병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21, 61.
99) 기본 가입자 정보(Basic Subscriber Records)는 가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기록, 제

공된 서비스의 유형과 기간, 지급수단 등을 포함하고, 기타 가입자 정보(Other 
Subscriber Information)는 거래기록, 로그기록, 가입자와 교신한 이메일 주소 등을 
포함한다[18 USC § 2701(c)(1)(2) 참고].

100) 18 USC §§2701(c)(1)(B), 2703(d). 
101) 18 USC §2703(d).
102) Carpenter v. US, 138 S. Ct. 2206 (2018). 
   사건의 경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0년~2011년 미국 미시건 주 등에서 연

쇄강도사건 발생하였고, 2011. 4. Carpenter를 비롯한 강도 4명 체포되었고, 그중 1
명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FBI에 휴대전화 제출하였으며, FBI는 범행시간 무렵 그 
휴대폰의 통화내역을 분석하여 16개의 송,수신 내역 확인하였다. 치안판사
(Magistrate Judge)는 통신저장법(Stored Communication Act, SCA)에 따라 무선통신
사로 하여금 Carpenter의 휴대전화에 대한 송, 수신 시작과 종료시점의 cell/site 
sector 정보를 공개하는 명령(order)을 발령하였다. 

   SCA에 근거한 법원의 명령에는 진행 중인 범죄조사에 관련되어 있고, 중요하다
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요구되는데,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수색영장(search warrant)의 범죄혐의의 상당성(probable cause)보다 수준이 낮다. 위 
명령에 따라 제출된 통신사실에는 Carpenter의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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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법원 명령’으로 가능하게 한 전기통신사생활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미국에서 휴대전화에 의한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법원
의 영장’이 요구된다. 

(2) 독일 
독일 형사소송법의 통신정보(Verkersdaten)는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보다 넓은 개념이다.103) 독일 통신법
(Telekommunikationsgesetz)의 통신정보는 통신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집
ㆍ처리ㆍ이용되는 정보를 말하고(통신법 제3조 제30호)104), 여기에는 ① 
가입 망 또는 단말기 고유번호, ② 개인과 관련된 권한의 표시, ③ 카드
번호, ④ 휴대전화 위치정보, ⑤ 개별통화 시간 정보 등이 포함된다(통신
법 제96조 제1항 제1문 제1호 내지 제5호).105)

독일은 과거ㆍ실시간 또는 장래의 위치정보와 기지국 수사에 필요한 
위치정보를 구분하여 규율하면서 법원의 명령 발부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폰 위치정보 자료에 의하면, Carpenter가 범행 무렵 다른 공범들과 2마일 이내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방검찰은 Carpenter 등을 무기소지 강도 등으로 기소하였고, 
이에 Carpenter는 무선통신사에 의해 제공된 cell-site data의 증거능력의 부정하는 
주장을 하였는데, 위 위치정보의 압수는 범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증거에 의하
여 뒷받침되는 영장 없이 획득된 것으로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
였다.

103) 이흔재, “독일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추적수사와 당사자에 대한 통보제도-통신비
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법조 제68권 제
4호, 2019, 507.

104) 「통신법 현대화에 관한 2018년 12월 11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8/1972 이행에 관한 법률(통신현대화법)[Gesetz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8/1972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1. Dezember 2018 
über den europäischen Kodex für die elektronische Kommunikation (Neufassung) und 
zur Modernisierung des Telekommunikationsrechts 
(Telekommunikationsmodernisierungsgesetz)]」에 따라 2021. 12. 1. 기존 통신법
(Telekommunikationsgesetz, TKG)을 전면 개정되었다. 

105) 박병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21,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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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종류별로 다를 수 있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106)

위치정보를 포함한 통신정보의 수집을 감청에 준할 정도로 엄격하게 
사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중범죄로 대상을 제한하고, 비례의 원칙을 준
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위치정보나 기지국 수사의 보충
성 요건이 부가된다.  

○ 과거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수사(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조g 제1항 제1문, 제2문)107)

(1) (제1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범 또는 공범에 해당한다는 혐의의 근거가 
되는 일정한 사실이 인정되면, 통신정보(통신법 제96조 제1항)108)가 사실관계의 조사
에 필요하고 그 정보의 수집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여 적절한 비례성이 있는 한도에
서 통신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개별 사안에서도 중대한 범죄, 특히 제100조a 제2항에 규정된 범죄109)를 저질렀다
거나, 미수를 처벌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거나 다른 범죄를 통하여 예비한 경우
2. 통신을 수단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문)제1문 제2호에 따른 조치는 사실관계의 조사가 다른 방법으로는 성공할 가망
이 없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 실시간 또는 장래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수사(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조g 제1항 
제3문, 제2항) 
(1) (제3문) 위치데이터의 수집은 사실관계의 조사 또는 피범행혐의자 소재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장래의 통신정보에 대하여만 또는 실시간으로 제1문 제1호의 
경우에만 제1항에 따라 허용된다.
(2) 누군가가 제2문에 규정된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정범 또는 공범으로 저질렀다거나 
미수를 처벌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는 혐의의 근거가 되는 일정한 사실이 인정
되고, 그 범죄가 개별 사안에서도 특히 중대하게 평가되면, 통신법 제113조b에 따라 
저장된 통신정보는 사실관계의 조사 또는 피범행혐의자 소재의 파악이 다른 방법으로

106) 이흔재, “독일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추적수사와 당사자에 대한 통보제도-통신비
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법조 제68권 제
4호, 2019, 508.

107) 과거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사와 관련하여 독일의 통신데이터 보관에 관한 법
률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통신법이 개정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박병민, 디
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21, 127. 참고. 

108) 통신사업자가 사업상, 업무상 필요성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보관하는 정보를 의
미한다. 

109) 감청대상범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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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성공할 가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정보의 수집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여 적절한 비례성이 있는 한도에서 수집할 수 있다. 제1문의 특히 중대
한 범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기지국 수사(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조g 제3항) 
(3) 기지국에서 발생한 모든 통신정보의 수집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허용
된다.
1. 제1항 제1문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것
2. 그 데이터의 수집이 사안의 중대성과 적절한 비례관계에 있을 것
3. 사실관계의 탐지 또는 피의자 소재지의 파악이 다른 방식으로는 가망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
통신법 제113조b에 따라 저장된 통신정보를 추급하기 위한 기지국 조회는 제2항의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

나. 검토 및 개선방향 
미국과 위치정보의 수집에 법원의 영장을 요구하고 있고, 법원의 명령

으로 수집이 가능한 위치정보를 제외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도 ‘수사와의 
중요한 관련성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독일은 감청에 준해 통신정보의 수집을 다루면서도 과거의 위치정보나 
기지국 수사의 경우 엄격한 보충성 요건을 부가한다. 

위 국가의 입법례는 모두 우리나라의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이 
대부분의 범죄의 경우 ‘수사의 필요성’만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일부 범죄
의 경우 위치정보의 요청을 위하여만 ‘보충성’이 추가된 것에 비하여 훨
씬 엄격하다. 

위치정보의 개인정보로서의 중요성에 비추어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
한 사법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범죄혐의 사실의 구체성과 중대성, 법
정형,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로 인하여 피의자의 법익 침해 가능성, 다
른 증거수집방법의 존부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기지국 
수사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방지라는 측면에서 기간이
나 대상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110) 

110) 홍성욱, “핸드폰 위치추적과 영장주의”, Law ＆ technology, 201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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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수집의 경우 영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위치정보의 경우에 한정하여 영장제도를 도입하자
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111)

2. 피의자 등 정보주체의 절차적 권리 보장방안

가. 이메일 등 압수수색의 경우 참여권 보장방안
이메일, 대화내용, SNS 등 인터넷서비스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정보는 그 내용이 방대하고, 자세하며,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
다. 즉 수사기관이 제3자 보관 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
의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참여권 보장이 필요하다.112) 

법원의 영장실무에서는 기업, 정부기관 등 사내 망에 저장된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시 집행방법의 제한으로 대상자의 참여를 
권고하는 경우도 있다.113)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 시 실질적인 피압수자를 정보
주체라고 본다면,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114)의 해석을 통한 정보주
체의 참여권이 인정된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1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자 2015보6 결정에서 재판부는 “카카오
톡이 보관하고 있는 피의자의 대화내용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111) 박병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21, 293.

112) 박병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21, 299. 

113)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영장실무, 2016, 92-93.
114)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

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

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
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
다.

115) 현재 제3자를 피압수자로 보아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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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피압수자는 카카오톡이다), 사건에 피의자에 대한 참여통지가 이루어
지지 않는 등 피의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
수수색의 집행을 취소하였다.116)

디지털 정보가 가지고 있는 대량성으로 인하여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
실과 무관한 증거가 수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정에서 피의자 등의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117)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 시 참여권을 보장을 위해 정보
주체가 원격으로 정보를 삭제하거나 회원에서 탈퇴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집행 전에 정보주체
에게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수사기관에 해당 디지털 정보를 확
보한 후 선별하는 과정에는 정보주체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
다.118)

나.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사후통지 개선방안 

(1) 현재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사후통지 관련규정 
현재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9

조의3 제1항에서 “검사가 이메일 압수ㆍ수색을 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
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입장
에서는 수사기관이 본인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지 상당
한 시간동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119)120)

116) 현재 이 사건에 관한 상고심(2016모587)이 진행 중이다. 
117) 박용철, “디지털 증거 중 카카오톡 대화의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참여

권”, 비교형사법연구, 20(4), 2018, 23-42.
118) 김덕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의 원격 압수ㆍ수색-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판례연구(31), 2020, 506.
119) 조아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 보장의 의의”, (2017년도)

법관연수 어드밴스(Advance)과정 연구논문집, 2018, 200.
120)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검사는 송

http://lawworld.scourt.go.kr/wsji/mhn/sji240.do?contId=225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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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후 사후통지 관련규정 
앞서 살펴본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에서의 헌법불합치 결정

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사건의 통지조항(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이 개정되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기소중지결정
이나 참고인중지결정의 처분을 한 날부터 1년(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의 
수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국가안보 관련 범
죄 등의 수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기
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정보주체인 전기통신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국가안전보장, 사건관계인의 생명ㆍ신체
의 안전,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 사건관계인의 명예ㆍ사생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관련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
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신사실 확인

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
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
거물을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경
우에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
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
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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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관련 통지를 하도록 하였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사실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그 통신사실 확인자
료제공 요청 사유를 알려주도록 수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수사
기관은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절차적 권리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보장을 강화하였다. 

(3) 개선방안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우는 통신의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지

지 때문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의하여 정보가 제공되는 것보다 개인정
보에 대한 침해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
우 수사가 중지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 정보주체에 대한 참여권의 보장을 위해서 인터넷서비스제
공자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보주체인 이메일 계
정의 소유자에게 빠른 기간 내에 통지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집행방법 등 증거수집절차 개선방안 

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방법 
제3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제3자에 대한 제출명령

과 유사하게 운용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실질이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제도의 운영도 실질에 알맞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의 방식은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121) 

121) 통신비밀보호법 제37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 등) 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제3항 및 제
4항에서 준용하는 제12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
청허가서 또는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표지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신
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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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3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방법 개선(영장사본 교부 방안)

이와 집행이 방법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ISP 또는 금융기관이 보관
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사실상 수색행위를 수사기관이 아
닌 ISP 또는 금융기관이 대행하여 왔다. 

대법원은 2019. 3. 14. 선고 2018도2841 판결에서 “금융기관 및 ISP 업
체로부터 압수한 증거가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조서와 압수
물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피압수ㆍ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수
도 없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된 금융거래 자료와 이메일 자료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제129조가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라고 
판시하며 해당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다. 개선방안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위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기 이

전까지 모사전송에 의한 영장집행을 허용하여 왔다. 이것은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의 협의 아래,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수색행위로 제3자의 영업권
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통해 압수대상을 인지하고,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직접 
추출한 후 사본을 제공하고 그 내역을 따로 기록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금융거래실명법 제4조의3), 피압수수색자인 금융기관의 참여권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사본에 대하여 환부, 가
환부, 준항고의 가능성이 높지 않아 압수목록의 교부가 일반 유체물의 
압수수색과 같이 실익이 있는 것이 아니다.122)

영장제시의 취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것을 방지
하여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물
건, 장소, 신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재
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
122) 이순옥,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절차-모사전송 방식에 의

한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위법성”, 형사소송법 핵심판례 130선, 2020,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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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이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
결 참고). 

이메일 압수수색이나 금융계좌 압수수색의 경우 영장사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장의 사본을 교부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방대
한 정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관
련성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참여권행사의 실질화, 

집행 후 불복기회의 적정한 보장을 위하여 영장 제시만으로 부족하고 압
수수색 영장사본이 교부될 필요가 있다.123)124)  

II. 형사소송절차 

1. 압수수색 요건 심사 강화 방안
 현대사회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주거의 평온과 

자유 등이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 압수수색의 요건이 ① 필요성, 

② 범죄혐의의 상당성, ③ 관련성인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형사소송절차에서 과도한 압수수색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요건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여 피고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방
안이 필요하다. 

2. 실효성 있는 증거수집 수단 마련방안  

국가기관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법률상 협조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123) 박병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
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21, 276.

124) 2022. 1. 11. 형사소송법 제118조가 “압수수색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고,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
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로 개정되어 피고인에게 압수
수색영장 사본의 교부가 의무화되었다. [국회의안정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I2G0Y1Y0Q7Y1T7X3V8C5Q
5N0X7F4, (2022. 1. 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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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의무에 불응할 경우 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련범죄에 관
한 조사를 위하여 제3자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권을 가지고 있고, 제
3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를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
을 수 있다.125)

형사소송절차에서 제3자에 대한 증거수집은 실체진실발견과 공정한 재
판을 위하여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자 보관의 디지털 정보의 경우 수사기관 내지 법원의 직접적인 증
거획득이 불가능하여 제3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5

조의2의 협조의 대상기관에 법원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
호법 제15조의2 협조의무의 규정에 법원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126) 

III. 민사소송절차 

1. 적정한 증거신청방안 
현재 민사소송절차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은 상당한 기간을 정

125)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제272조의2 제3항(제8조의8 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
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ㆍ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126)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조항에 법원은 포
함되지 않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ㆍ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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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명의인의 거래내역 전체를 회신하여 달라는 것이 많다. 

현재 금융거래제출명령의 양식127)에 의하면, ‘요구대상 기간’, ‘사용목
적’,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사용목적’

은 ‘위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란에 ‘명의
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 일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즉 ‘요구대상기간’, ‘사용목적’과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에 관
한 기재가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다. ‘요구대상기간’을 최소한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고, ‘사용목적’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요구하는 거래
정보 등의 내용’에 특정한 거래유행, 거래 상대방, 거래장소 등을 기재하
여 최소한의 거래정보만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2. 실효성 있는 증거수집 수단 마련방안 
민사 재판부는 소송 중 제3자가 보관하는 정보에 대한 증거수집이 필

요한 때 사실조회(제출명령)와 문서제출명령을 통해서 제3자 보관 정보
에 대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
부하여 통신사실을 수집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사실조회의 
회신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앞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실효성 있는 증거수집 수단 마련방안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의 협조의 대상기관에 법원을 
포함하여 민사소송에서도 제3자로부터 증거수집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127) 표 7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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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술적 개선방안

I. 도입의 필요성 
지금까지는 제3자 보관 정보의 수집과정에서 과도한 정보가 수집되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헌법상 영장주의의 적용’, ‘법원의 통제강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와 같은 사후적 통제방안 강화’ 등이 주로 논의되
었다.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새로 생성되는 정보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양이 방대함에도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적 지식의 부족으로 법원은 
해당 정보가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얼마나 침해하는지, 이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지, 더 기본권을 적게 침해하는 수사방법은 없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128)  

최근 해쉬함수를 활용하여 통신사실을 비식별화된 형태로 제공받은 뒤 
이를 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2차로 해당정보의 재식별화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시 요청하는 형태로 수사절차를 전환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어 이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와 같이 법률상 
논의뿐만 아니라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방안도 검
토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정보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한 비식별화, 암
호화 조치를 통한 익명화, 암호화에 적합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정
보처리자 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
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가 요구되고 있는바, 수사기관 등에 대한 
증거수집에 응하는 방법, 즉 개인정보의 이용 등에 있어서 기술적 조치
를 도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조치로 볼 수 있다. 

한편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증거수집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협력기
관인 제3자의 영업의 자유를 배려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128) 박현준ㆍ이상진, “비식별화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절차 도입을 통한 수사기
관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1호, 2019,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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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부족하였다. 제3자가 정보의 보관자라고 하여도 정보주체에 대한 
정보보호의무가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증거제출 요구에 
함부로 응할 수 없다. 제3자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수
사기관이나 법원의 요청에 응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요청에 응하는 경우
에도 가급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
다. 최소한의 범위는 법률상 비례성, 보충성과 같은 요건의 강화로도 가
능하지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II. 현재의 수사실무와 재판실무 

1. 수사실무 
통신사실확인자료, 즉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역은 다른 통신정

보와는 달리 수사기관이 특정 기간을 정하여 기간 내 발생된 모든 내역
을 지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통신정보의 내용에 수사
와 전혀 무관한 국민의 통신정보가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129)

[사례1]두 사람 사이에 통화내역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가상의 
사례를 제시한다. 

수사기관은 010-1111-1111이라는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이 2020. 5. 1.부
터 2021. 5. 2. 사이 010-1111-2222라는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과 통화를 
하였는지 알고 싶어서 010-1111-1111의 위 기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
요청을 하였다. 

이에 통신사는 아래와 같이 010-1111-1111의 위 기간 발생한 통신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아래 표에서 순번 7번(010-1111-2222)의 통화내역
만을 알고 싶으나, 위 통화내역 외에 다른 번호와 통신한 내역도 함께 
회신된다.

129) 박현준ㆍ이상진, “비식별화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절차 도입을 통한 수사기
관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1호, 2019, 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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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범인의 위치 추적을 위한 기지국 수사를 위한 가상의 사례를 
제시한다. 

수사기관은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은 피의자가 2020. 5. 1. 13:00경 서
울대학교 정문 인근 편의점과 같은 날 13:15경 서울대입구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을 알게 되어 통신사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을 하였다. 

이에 통신사는 아래와 같이 위 위치에서 위 기간 발생한 통신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이때 순번 1과 순번4의 통신사실을 회신받아 발신
번호를 파악하면 되나, 위 통화내역 외에 다른 번호 사용자의 통신내역
도 함께 회신된다. 

순
번 시화일자 시화

시각
통화
시간 발신번호 상대방 

전화번호 발신장소 
1 20200501 050505 2:02 01011111111 01011111112 강남역 
2 20200501 060606 3:03 01011111111 01011111113 강남역 
3 20200501 070707 4:02 01011111111 01011111114 강남역 
4 20200501 080808 5:03 01011111111 01011111115 강남역 
5 20200501 090909 6:02 01011111111 01011111116 강남역 
6 20200502 101010 7:03 01011111111 01011111117 강남역 
7 20200502 111111 8:02 01011111111 01011112222 강남역 
8 20200502 121212 9:03 01011111111 01011111119 강남역 
9 20200502 131313 10:02 01011111111 01011111120 강남역 

10 20200502 141414 11:03 01011111111 01011111121 강남역 
표 11 통화내역 수사 예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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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실무 
재판실무의 경우도 앞서 살펴본 예시자료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통신

사실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는 법원에 제3자에 대한 증거수
집을 위하여 사실조회 또는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은 증거수집의 필
요성을 판단한 후 이를 통신사 또는 은행에 발송한다. 통신사 또는 은행
은 요청한 정보를 검색하여 법원에 회신한다. 

그림 3 소송절차에서의 제3자 보관 정보 증거수집 절차도 

순
번

발신
번호

시화
일자

시화
시각

종화
일자

종화
시각

상대방전
화번호

발신
장소

1 01011111111 20200501 130010 20200501 130030 01011111112
서울대 
정문

2 01011111112 20200501 130020 20200501 130040 01011111113
서울대 
정문

3 01011111113 20200501 130030 20200501 130050 01011111114
서울대 
정문

4 01011111111 20200501 131520 20200501 131540 01011111115
서울대 

지하철역 
5 01011111114 20200501 131530 20200501 131550 01011111116

서울대 
지하철역 

6 01011111115 20200501 131540 20200501 131550 01011111117
서울대 

지하철역 
표 12 기지국 수사 예시자료 



- 70 -

3. 평문 상태에서 특정 요청의 문제점 
[사례1]과 같은 경우 수사기관이 통신사에게 010-9876-5432의 전화번호

와 010-1111-2222라는 번호를 직접 제공하여 두 번호 사이에 통신내역을 
특정하여 조회하거나, [사레2]와 같은 경우에도 두 지역에서 특정 시간에 
공통된 번호를 조회하여 달라고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통신사, 금융기관 등에 수사정보와 재판정보가 
제3자에게 누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가적인 조치 없이 
평문 상태에서 특정정보만을 조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제3자는 다소 포괄적인 정보를 회신하거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암호화된 상태의 정보를 회신하여 수사정보와 재판정보를 알지 못
하게 한 상태에서 회신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I. 해쉬함수를 이용한 수사단계에서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방안

1. 통신사실 비식별화 과정 
현행 수사방식 중 일부를 변경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사

실확인자료 중 송신 전화번호, 수신 전화번호 등 통신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민감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수사기관에 1차로 제공하고, 수사기관
은 분석과정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통신정보를 선별한 후 해당 통신정보
만을 회신받는 방안이 있다.130) 

비식별화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수사를 위
하여 전화번호, 기지국 정보의 고유식별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고유식
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식별화조치가 필요하다. ② 수사기관이 1차로 
수집한 비식별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재식별화가 불가능한 일방향 함수
가 사용되어야 한다. ③ 통신사실확인자료에서 비식별화 조치가 필요한 
130) 박현준ㆍ이상진, “비식별화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절차 도입을 통한 수사기

관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1호, 2019,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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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평문은 11자의 전화번호(사실상 8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데이터)

로 총 개수는 10⁸인 100,000,000개이고, 전화번호의 가운데 자리(국번)에 
0000-1999까지는 할당되지 않으므로,131) 실제로 그보다 훨씬 적은 번호가 
존재한다. 통신번호의 수가 많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나 공격자 대응표
(공격자가 모든 경우의 수를 미리 계산하여 대응표를 만드는 것을 전수
조사공격 또는 Brute Force Attacks이라 한다)를 만들 수 없어야 한다. 통
신번호를 길게 만들 수 있도록 수사기관 내지 공격자가 알 수 없는 값
(솔트, Salt)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132) 

한편, 하나의 사건에 수사기관에 비식별정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자133) 사이에 비밀키를 상호 공유하여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비식별화
값의 고유식별성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은 해당 비밀키의 값
을 알 수 없어야 하므로, 전기통신사업자의 비밀키 분배를 위한 제3의 
기관이 운영되어야 한다.134) 위 통신사실 비식별화 프로세스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135)

① 비식별화된 통신암호를 복호화할 수 없도록 일방향 함수인 해쉬함수(SHA512)를 
활용한다.

② 해쉬값 생성에 있어 수사기관 내지 공격자가 휴대전화 번호 가능 조합에 대한 
해쉬값을 전부 계산하여 비식별화값과 대조하는 방법으로 원본 통신정보를 유추
할 수 없도록 전기통신사업자만의 비밀키를 솔트(Salt)값으로 조합한다. 

  ※ 위 프로세스에 SK
③ 해쉬값 생성에 있어 수사기관이 별건 통신수사로 확보하게 되는 데이터를 축적하

여 전기통신사업자만의 비밀키 값을 추록할 수 없도록 사건번호를 솔트(Salt)값으
로 조합하여 해쉬값을 생성한다. 

131) 연합뉴스 2017. 9. 21.자 기사, “SKT 010 번호 94.3% 사용 ‘고갈’ 우려…정부 
‘문제없다’”, [https://m.yna.co.kr/view/AKR20170921068900017, (2021. 12. 17. 최종확
인)].

132) 박현준ㆍ이상진, “비식별화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절차 도입을 통한 수사기
관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1호, 2019, 107-108.

133) 현재 기준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약 30군데 정도이다. 
134) 박현준ㆍ이상진, “비식별화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절차 도입을 통한 수사기

관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1호, 2019, 110. 
135) 박현준ㆍ이상진, “비식별화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절차 도입을 통한 수사기

관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1호, 2019,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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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프로세의 CN

2. 문제점 검토 

가. 해쉬함수의 일방향성 해제 
해쉬함수의 경우 입력값이 작을 경우 일방향성이 해제되어 평문(원래 

휴대전화 번호)를 찾기 어렵지 않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화번호는 10⁸
건에 불과하고, 여기에 사건번호와 같은 솔트값을 추가하여도 사건번호
를 다섯자리라고 가정하여도 10⁵의 경우의 수를 곱한 것에 불과하다. 

하나의 해쉬값의 평문값을 찾아내는 과정(크래킹, Cracking)을 가정하여 
본다.136)137) ‘총 경우의 수(솔트값 포함)’와, ‘해쉬값 계산에 필요한 cycle’

을 가정하기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나, 현대의 컴퓨터 연
산량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입력값이 작은 평문의 경우 전수조사공격을 

136) 김민, “생년월일 기반 비밀번호를 가지는 보안명세서에 대한 전수조사공격”, 
2020, 서울대학교 석사논문을 참고하면, 해쉬함수를 전수조사공격방법을 활용하
여 원문(평문)을 알아내는데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37) 전승재ㆍ권헌영, “일방향 암호화와 개인정보 비식별화 관계 – 약학정보원 민사 
1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IT서비스학회, 2018, 491.을 참고하면, 해쉬함
수를 사용하여 개인의 고유정보를 암호화한 경우 원천적으로 복원이 불가능하다
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그림 4 통신사실 비식별화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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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평문을 알아내는 것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총 경우의 수 
휴대전화번호의 경우의 수를 10⁸, 사건번호 솔트값을 10³, 전기통신사업자가 제3의 
기관의 통해 분배받은 비밀키의 경우의 수를 10³이라고 가정한다.138)

○ 초당 연산량 
4GHz CPU 코어 100개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초당 100×4×10⁹의 연산량이 
보장된다. 
○ 해쉬값 계산에 필요한 cycle 
1회의 해쉬값이 계산에 10cycle이 소요 된다고 가정한다.

이를 아래의 계산식과 같이 계산하면  2,500초, 즉 약 41분이 소요된다.  

10⁸ × 10³× 10³× 10
               (계산식)  --------------------------

100 × 4 × 10⁹

나. 제3의 기관의 존재에 따른 비경제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비밀키를 분배할 제3의 기관을 가정할 경우 시간

과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하나의 사건에는 하나의 비밀키값을 사
용하여야 비식별화값의 고유식별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미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절차에 수사기관, 법원, 통신사의 3개의 기
관이 존재하므로, 여기에 제3의 키발급기관이 존재한다면 추가적인 시간
과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수사의 신속성이 저해될 여지가 있다. 

IV. 동형암호 사용가능성 제안  
동형암호(Homomorphic Encryption)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을 

수행한 결과값을 복호화하면 원 데이터로 같은 연산을 수행한 결과값을 

138) 솔트값과 비밀키의 값이 길어질수록 연산시간이 길어진다. 한편 컴퓨터의 성능
을 증가시켜 연산량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연산시간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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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는 암호를 말한다.139)

수학적으로 본다면, 평문 공간과 암호문 공간이라는 두 개의 집합에서 
대표적인 연산인 덧셈과 곱셈을 보존하는 암호 체계로서, 평문에 연산을 
하여 암호화한 값과 평문을 암호화 한 것에 연산을 한 값이 같게 되는 
암호체계이다. 즉 동형암호는 평문공간과 암호문공간이라는 두 개의 집
합에서 대표적인 연산인 덧셈과 곱셈을 보전하는 암호체계이다. 덧셈과 
곱셈의 연산을 보전하는 동형암호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140)

E(m1) + E(m2) = E(m1 + m2) 
E(m1) ㆍ E(m2) = E(m1ㆍm2)  

제3자로부터 특정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형암호를 활용하는 방
안을 가정해 본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제3자에게 암호화된 상태의 특
정 통신정보나 금융정보를 요청한다. 이에 제3자는 복호화하지 않은 상
태에서 특정 정보를 분석할 수 있고, 그 특정 정보를 암호화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회신할 수 있게 된다. 즉 제3자는 특정 정보를 알지 못한 채 
특정 정보는 분석하여 추출한 후 이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공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를 복호화하여 특정 정보를 알아내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동형암호를 활용하여 금융거래정보 중 특정정보만을 암
호화된 상태에서 회신하는 구체적인 모델을 검토하여 본다. 비단 금융정
보뿐만 아니라 통신사실 등 다양한 디지털정보의 분야에서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하나의 예로 법원의 재판과정에서의 금융거래정
보 회신절차를 가정하기로 한다. 

139) 김명환, 수리암호론, 2019, 12.
140) 정명인, “완전동형암호 기술의 연구동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3,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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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동형암호를 활용한 개선방안과 기대효과 

제1절 데이터 분석을 위한 동형암호

I. 동형암호의 특징 
동형암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데이터분석이 가능한 암호이다. 아래 그

림과 같이 2와 5를 동형암호화한 결과값인 E(2), E(5)는 각각 난수141)로 
보이고, 이를 더하거나 곱한 후 이를 복호화하면 7(= 2 + 5), 또는 10(= 

2 × 5)을 얻을 수 있다.142)

동형암호에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일부의 연산만을 수행하는 부분동형
암호(partial homomorphic encryption)와, 두 가지 연산 모두 계산이 가능하
지만 연산의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유한동형암호(Somewhat 

Homomorphic Encryption, SHE)와,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모든 연산을 암
호화된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완전동형암호(Fully Homomorphic 

Encryption, FHE)가 있다. 완전동형암호는 평문데이터의 복호화나 재암호
화 없이 암호화된 상태로 데이터의 분석 및 처리를 지원한다.143) 즉 원
141) 특정한 배열 순서나 규칙을 가지지 않는, 연속적인 임의의 수를 말한다. 
142) 삼성SDS 2021. 3. 2.자 인사이트 리포트, 고객정보 이제 왕처럼 모셔야되는 시대, PET가 

책임지겠습니다, [https://www.samsungsds.com/kr/insights/pet.html, (2021. 12. 17. 최종확인)].
143) 삼성SDS 2018. 5. 9.자 인사이트 리포트, GDPR과 PSD2를 통해 바라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데이터분석 방법, [https://www.samsungsds.com/kr/insights/GDPR_data_analytics.html, (2021. 12. 17. 

그림 5 동형암호 연산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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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평문을 알지 못하여도 암호문만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과 처리가 가
능하게 된다.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일반함수(분석함수, 동형암호에 친하지 않은 함
수)가 사용되나 대부분 다항함수로 근사시킬 수 있다. 다항함수는 친동
형암호 연산으로 덧셈과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연산방식이다. 다항함
수는 동형암호와 암호문을 그대로 입력으로 하여 연산을 수행할 수 있
다.

II. 동형암호의 종류 
동형암호 개념은 Rivest, Adleman, and Dertouzos에 의해 1978년 제시되

었고, IBM의 연구원인 Craig Gentry에 의해 2009년 격자 기반 암호화를 
사용하는 완전동형암호를 위한 구조가 최초로 제시되었다.144)147)

최종확인)].
144) Gentry는 박사 논문에서 기존의 유한번의 연산만 처리할 수 있는 SHE를 재부팅

(Bootstrapping)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개선함으로써 모든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최초의 FHE를 제안하였다. [Craig Gentry, A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SCHEME, 스탠포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9.]

145)  -

146) CKKS 스킴은 모든 연산이 근사계산으로 수행된다. 이는 1.00000과 2.00000을 
더했을 때, 3.00001이 나오는 것과 같이 연산의 결과에 잡음(noise)이 발생하는데, 

스킴
(Scheme) 지원하는 연산 패킹 

재부팅
(bootstrap

ping) 
속도 

BGV, FV 유한체 위에서의 
모듈러 연산 yes optional

곱셈:10~100ms
(데이터 개수 

2,048-32,768145))

TFHE 단일 
비트연산(XOR) no default XOR+재부팅: 13ms

CKKS146) 실수(복소수)위에
서의 근사연산 yes optional

곱셈:10~100ms
(데이터갯수 
2,048-32,768)

표 13 동형암호 스킴(Scheme)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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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암호 스킴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존재하고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동형암호의 성능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149)

유효숫자가 아닌 숫자를 버리고 짧은 숫자들로 연산을 진행하는 것(Rounding)을 
근사계산이라 한다.  

   CKKS 스킴은 비트(bit)당 30분이 걸리던 재부팅 연산이 2019년에는 0.5ms로 300
만배 개선되었다. [IDAILY 2021. 9. 13.자 기획특집, 동형암호 상용화 앞두고 성능 향상에 박
차, 표준화도 추진,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04289, (2021. 12. 17. 최종확
인)].

147) 송용수, 동형암호와의 개념과 현황, 통계의 창, 2021 여름호, 
[http://sti.kostat.go.kr/window/2021a/main/2021_sum_07.html, (2021. 12. 17. 최종확인)]. 
148) Homomorphic Encryption for Arithmetic of Approximate Numbers(근사수의 계산을 

위한 동형암호), 이른바 ‘혜안’이라고 불리운다. 
149) 나재훈, 완전동형암호 기술 및 표준 동향, 정보보호학회지 제31권 제4호, 2021. 

8., 32.

라이브러리 개발기관 특징 

Microsoft SEAL Microsoft 
Research

FV 및 CKKS 스킴을 지원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HELib IBM

CKKS 및 BGV 체계와 
부트스트랩을 지원하는 IBM의 

초기에 널리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HEaaN148) 서울대학교 
고정 소수점 근사연산을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CKKS 
스킴을 구현한 라이브러리

표 14 동형암호 라이브러리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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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동형암호 활용 시 고려요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입장에서 보면, 정보주

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신청인은 통신사실이나 금융거래정보에 대
한 증거수집 신청단계에서 조회목적을 특정하여 조회하려는 통신상대방, 

통신위치, 금융거래상대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통신내역 중 특정인과 통화내역이 있는지, 금융거래내역 중 특정인과 거
래내역이 있는지를 알고 싶고, 그에 대한 증거만을 수집하면 충분할 뿐 
정보주체의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알 필요가 없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수사정보나 재판정보를 보호하려는 입장에서 보
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제3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만을 알려주되, 정보를 
특정하여 알려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제3자에게 계속하여 평문의 휴대
전화번호, 금융거래주체를 알려주게 되고, 제3자가 회신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다 보면 수사정보나 재판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제3

자에게 평문의 정보주체의 정보나, 그 통신 상대방 내지 금융거래 상대
방을 알지 못한 채로 증거수집업무에 협조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제3자의 영업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입장에서 보면, 제3자는 정보주체
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회신하거나 회신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제3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증거수집업무에 협조
하는 과정에서 회신의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거나, 개인정보
가 과다하게 회신된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위험성이 
있다. 제3자에게도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자신이 보관하
고 있는 정보를 분석하고 최소한으로 회신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
는 이러한 회신업무를 안전하게 외주업체에 용역을 주고자 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제3자로서도 정보의 유출 없이 외주를 주는 방
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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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동형암호를 활용한 구체적인 금융거래회신모델 
구현 

I. 개선 절차  
앞서 언급한 수사기관, 법원 등의 공익과 조회대상인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과 같은 사익과 제3자의 영업의 자유를 고려한 개선 절차를 제안
한다. 

우선 제출명령의 신청인(소송의 일방당사자)은 소송상대방과 특정 거
래상대방인 제3자가 금융거래를 하였는지를 알고 싶다. 이에 법원은 신
청인에게 소송상대방의 거래시기와 특정 거래상대방인 제3자를 특정하여 
사실조회 또는 제출명령을 신청하도록 한다. 법원은 동형암호를 이용하
여 특정 거래상대방인 제3자 계좌번호를 암호화하여 은행에 보낸다. 

은행은 소송상대방 계좌번호의 특정 시기의 계좌거래내역을 거래별로 
암호화한 후 암호화된 상태에서 특정 거래상대방인 제3자의 계좌번호와 
일치하는 내역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계산식을 실행한 후, 그 암호화된 
결과값을 그대로 법원에 회신한다. 

이 때 사용되는 계산식은 특정 거래상대방이 특정한 거래내역은 그대
로 남겨두고, 나머지 거래내역은 0으로 만드는 계산이다. 이때 은행은 소
송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알 뿐이고, 그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은행은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
을 실행할 뿐이고, 그 암호화된 결과를 회신할 뿐이다. 

법원은 회신받은 암호문을 복호화하면 소송상대방과 특정 거래상대방
인 제3자와의 거래내역은 그대로 복호화되고, 나머지 거래내역은 0으로 
복호화된다. 

암호화 및 복호화과정에서 공개키150)와 비밀키가 사용되나 이는 이후 

150) 공개키 암호란 암호화와 복호화에 필요한 키가 다른 암호를 말하고, 비대칭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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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례설명에서 다시 설명한다. 

II. 구체적인 사례 설명 
이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을 간단히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고, 이를 

3단계별로 나누어 다시 설명한다. 

호라 한다. [김명환, 수리암호론, 2019, 187]. 

그림 6 소송절차에서의 제3자 보관 정보 증거수집 개선 절차도 

그림 7 법원의 암호화, 은행의 연산 및 법원의 복호화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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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의 조회대상 특정 및 키생성ㆍ암호화 과정
법원은 신청인에게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 중 제3자(아래 예시에서는 

신청인이 알고 싶은 상대방 계좌번호가 ‘800’이라고 가정한다)를 특정하
여 제출명령을 신청하도록 한다.151)

법원은 키생성 알고리즘으로 파라미터(params)를 입력받아 비밀키sk와 
공개키pk를 생성한다. 

KeyGen(params) = (sk, pk) 

법원은 공개키(pk)를 이용하여 신청인이 알고 싶은 상대방 계좌번호인 
800을 암호화하여 암호문 e를 생성한다.152)

Enc(pk, 800) = e  

법원은 은행에 ㉠ 상대방의 계좌번호(평문)와 ㉡ 특정한 제3자인 800

을 암호화한 암호문 e, ㉢ 공개키 pk를 보낸다. 

2. 은행의 암호화 및 연산과정 

가. 거래내역의 암호화 
우선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을 단순화하여 표시하면 아래 표와 같

다.153) 법원은 아래 거래내역 중에 특정 제3자인 800과의 거래내역(순번 
10번과 순번 14번)만을 회신받고자 한다.  

은행은 우선 ㉠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각 거래내역의 숫자들을 이진수
151) 신청인은 제3자의 계좌번호를 모를 경우 별도의 증거절차를 통하여 알아내어야 

한다. 
152) 이 과정에 앞서 십진수인 800을 이진수로 변환한다. 
153) 실제 금융거래내역은 거래종류, 거래점(거래장소) 등 추가적인 거래정보가 있으

나, 단순화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표시한다.  



- 82 -

로 변환하고, 다음으로 ㉡ 이진수로 변환된 거래내역을 암호화한다.154) 

나. 암호화된 상태에서의 연산과정 
다음으로 위 표16이 암호화된 상태에서 거래내역 사이에 비교연산이 

수행된다.  

위 거래내역 중 상대방이 100인 거래내역은 0의 결과가 나오고 만들
고, 800인 거래내역은 1이 나오게 만드는 계산식의 구체적인 과정은 다
음과 같다. 

(1) 0이 되는 계산결과(상대방이 불일치하는 거래내역) 

우선 순번 1 거래내역(100과의 거래내역)의 결과값이 0이 되는 계산식

154) 하나의 거래내역의 하나의 데이터로 취급된다. 

순번 거래일자 거래시간 거래 상대방 잔액(원)

1 2021-08-11 13:35:53 10,000 100 10,000
2 2021-08-12 13:35:53 2,000 100 12,000
3 2021-08-13 18:04:06 -500 200 11,500
4 2021-08-13 19:45:18 1,000 300 12,500
5 2021-08-13 19:11:01 -200 400 12,300
6 2021-08-14 01:13:59 -300 500 12,000
7 2021-08-15 09:20:53 -1,000 600 11,000
8 2021-08-15 09:14:58 9,000 700 20,000
9 2021-08-16 13:20:42 500 100 20,500

10 2021-08-16 15:03:05 -500 800 20,000
11 2021-08-17 11:01:16 20,000 900 40,000
12 2021-08-18 18:43:16 10,000 700 50,000
13 2021-08-19 18:26:11 -20,000 310 30,000
14 2021-08-20 15:04:25 -1,000 800 29,000
15 2021-08-21 10:39:44 24,000 123 53,000

표 15 거래내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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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하여 본다.  

우선 각 십진수의 숫자를 이진수로 변환한다. 예를 들어 100을 이진수
로 변환하면 0001100100이 되고, 800을 이진법으로 변환하면 1100100000

이 된다.

 이 둘이 같은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계산은 아래 같다. 계산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각 이진수를 비트(bit) 단위로 구분하여 나열한
다.155) 두 이진수가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산식
을 사용한다. 한 수에서 다른 수를 빼서 0과 1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음
수가 나올 수 있으므로 나온 값에 제곱을 한다. 같은 수일 경우 0이 나
오므로 같은 수일 경우에 1로 바꾸기 위해 1에서 위 값을 뺀다.156) 나온 
수의 각 성분값을 모두 곱한다. 하나의 성분이라도 달라서 0이 나오면 
전체의 값을 0으로 바꾸기 위해서이다. 

155) 계산과정에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비트(bit) 단위로 연산을 수행하였다. 
156) 같은 수의 경우 각 성분 값이 같아 이를 단순히 빼는 연산을 실행할 경우 0이 

나오게 되나, 같은 수일 경우 1이 나오는 결과를 얻고자 하므로, 1에서 뺄셈을 한 
값을 다시 빼서 이를 1로 만드는 연산을 한다. 

날짜 시간 거래 상대방 잔액
2021-08-11 13:35:53 10000 100 10000

2021 08 11 13 35 53 + 10000 100 + 10000

　 1000 01011 0001100100

표 16 거래내역 이진수 변환 예시(1)

100의 이진수(a) 0 0 0 1 1 0 0 1 0 0

800의 이진수(b) 1 1 0 0 1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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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이 되는 계산결과(상대방이 일치하는 거래내역 ) 

다음으로 순번 10 거래내역(800과의 거래내역)의 결과값이 1이 되는 
계산식을 설명하여 본다. 

800을 이진법으로 변환하면 1100100000이 된다. 이 둘이 같은지 아닌
지를 비교하는 계산은 아래 같다. 계산방법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다. 

a-b -1 -1 0 1 0 0 0 1 0 0

(a-b)² 1 1 0 1 0 0 0 1 0 0

1-(a-b)² 0 0 1 0 1 1 1 0 1 1

각 성분값을 모두 
곱함 0

표 17 비교 연산식 예시(1) 

날짜 시간 거래 상대방 잔액
2021-08-16 15:03:05 -500 800 20000

2021 08 16 15 3 5 - 500 800 + 20000

　 1000 10000 1100100000

표 18 거래내역 이진수 변환 예시(2) 

800의 이진수(a) 1 1 0 0 1 0 0 0 0 0

800의 이진수(b) 1 1 0 0 1 0 0 0 0 0

a-b 0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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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이 모두 암호화된 과정에서 수행하게 되
므로, 은행은 제3자의 계좌번호(800)을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연산을 수행하게 되고 그 암호화된 결과값을 그대로 법원에 회
신하게 된다. 

아래 그림에서 Enc(0,0,0,0,0), Enc(2021-08-16, 15:03:05, -500, 800, 

20,000), Enc(2021-08-20, 15:04:25, -1,000, 800, 29,000)은 모두 암호화된 
결과로 보이기 때문에 은행은 계산 결과를 알 수 없다. 

(a-b)² 0 0 0 0 0 0 0 0 0 0

1-(a-b)² 1 1 1 1 1 1 1 1 1 1

각 성분값을 모두 
곱함 1

표 19 비교 연산식 예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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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복호화 과정 
법원은 은행으로부터 회신받은 결과를 복호화 알고리즘과 비밀키(sk)를 

사용하여 복호화한다. 

그림 8 은행의 회신내역 개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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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sk, e) = p 

법원은 특정한 계좌번호 800과의 거래내역만을 복호화할 수 있다.157) 

법원과 사실조회신청인 모두 자신이 증거신청 시 이미 특정한 계좌번호
와의 거래내역만을 알 수 있고, 나머지 거래내역은 알 수 없다. 나머지 
거래내역은 은행의 연산과정 및 복호화 과정에서 이미 0으로 변환되었기 
때문이다. 

4. HEaaN(혜안)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구현과정 
동형암호를 구현한 HEaaN(혜안)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사

실조회 회신과정을 구현하였다. 

위 표 15과 같이 <거래일자, 거래시간, 거래, 상대방, 잔액>으로 이루
어진 하나의 거래내역정보가 하나의 데이터를 구성한다. 아래 구현과정
에서 256개의 거래내역까지 입력할 수 있고, 표15과 같이 15개의 거래내
역을 연산하는데 걸린 시간을 계산하여 보았다.158) 

157) 복호화 후 이진수인 숫자를 십진수로 변환한다. 
158) 256개의 거래내역을 입력해도 연산시간은 같다. 

그림 9 금융거래회신내역 구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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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① 법원의 암호화 과정에서 0.938초
가 소요되고, ② 은행의 연산과정에서 52.414초되며, ③ 법원의 복호화 
과정에서 0.157초가 소요된다. 즉 15개(내지 256개)의 거래내역을 암호화
하여 비교연산을 수행하여 원하는 거래내역을 복호화하는데 1분 정도가 
소요되는 셈이다.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은행의 비교연산과정은 ‘㉠ 은행이 보유하
고 있는 거래내역의 이진수 변환, ㉡ 거래내역의 암호화, ㉢ 암호화된 상
태에서의 비교연산’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중 ㉠ 이진수 변환과정
은 암호화 이전에 이루어지는 계산과정으로 0ms로 표시되나 0.001초보다 
적은 시간이 소요되고,159) ㉡ 거래내역의 암호화 과정은 0.1초 정도의 시
간이 소요되며, 대부분의 시간은 ㉢ 암호화된 상태에서의 비교연산에 소
요된다.

159) 이진수 변환은 거래내역 암호화 이전에 수행되는 과정으로 그 연산에 많은 시
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림 10 각 단계별 연산시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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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기대효과

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

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160)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수사절차이나 재판절차에서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최대한 보호받아야 한다. 즉 수사절차나 재판절차
에서 수집되는 제3자 보관 개인정보는 범죄혐의 또는 소송의 입증사항에 
관련된 것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증거수집절차에 의하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과다하게 
제공되거나 유출될 위험이 있다. 제3자가 보관하는 정보에 대한 증거조
사의 경우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내밀한 사생
활과 관련된 정보들도 구별 없이 함께 회신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법령
에 근거한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여러 증거수집절차에서 정보주체가 
회신될 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이 지켜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정보주체의 금융거래정보내역이 회신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도 있으나, 정보주체의 사생활과 관련된 소비활
동, 취미활동, 종교활동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정보가 함께 회신된다. 또
한 정보주체의 통신사실 회신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사
생활에 관련된 통신사실도 함께 회신된다. 이에 따라 수사절차 또는 소
송절차에서 증거수집과정에서 과다한 분량의 금융거래내역, 통신내역이 
회신되고 그중에서 수사 또는 소송에 필요한 부분을 다시 특정하는 절차

160)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주민등록법제17조
의8등위헌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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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쳐야 한다. 

제3자로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조회 목
적의 특정과 이에 따른 회신내용의 특정 및 이러한 과정에서의 동형암호
를 사용한다면, 제3자로부터의 필요한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회신받을 수 
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요구하는 회신내용이 없다면 이를 회신내
역이 없다는 내역만을 회신받는 방법이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제공을 방지할 수 있고, 나
아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다. 

II. 제3자에게 개인정보보호수단 제공
제3자는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소비자 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게 되고, 이를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마케팅에 활용한다. 

제3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
보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기술적 조치가 필수적이다.161) 

중요한 개인정보는 처리과정에서 암호화와 같은 기술적 조치가 이용된
다. 나아가 제3자 보관 개인정보에 대한 증거수집과정에서도 암호화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해쉬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보다 
강력한 기술적 보호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동형암호를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동형암호의 특징으로 인하여 제3자는 개인정보가 가장 안전
하게 보호되는 방법으로 증거 선별 업무 및 회신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를 제3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제3자는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요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회신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주체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수단
을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161)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
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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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3자는 동형암호를 이용하여 자신이 수행하는 증거수집의 내용
을 알지 못한 채 회신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자의 회신업무수행 과
정에서 개인정보의 내용을 알 수 없어,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 안
전한 개인정보보호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제3자에게 안전한 회신방법이 마련된다면, 회신업무를 직접 수행
하지 않고 외부 용역을 통하여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은행의 금융거
래내역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이를 암호화화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 제
공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은행이 동형암호를 사용하여 금융거
래정보를 암호화하여 제공한다면, 외부 용역업체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
는 상태에서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회신업무의 외주화도 기대
해볼 수 있다.  

III. 제3자에 대한 증거수집과정에서의 일반적 활용  
암호기술을 활용한 필요최소한의 회신방안 마련으로 수사기관이나 법

원은 금융, 통신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3자 보관 디지털 정보에 대한 
증거수집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다양한 종류의 개인정보 처리하는 제3자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제3자에게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수사나 재판에 대한 협조의무와 
이에 대한 제재수단을 각각의 개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 제3자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
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
나 개인정보 회신과정에서 안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면, 제3자는 이에 근거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의 증거수집
절차에 보다 협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증거수집요청에 불응하는 것은 추후 정
보주체로부터 책임추궁을 당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제3자가 동형암
호기술을 활용하게 된다면 제3자는 특정한 정보만을 회신하게 된다. 즉 



- 92 -

제3자 보관 개인정보의 회신과정에서 제3자는 범죄혐의나 재판에 필요한 
개인정보만을 회신하게 되거나, 필요한 정보가 없는 경우 회신업무를 수
행하더라도 회신하는 내용이 없게 된다. 따라서 범죄혐의 또는 재판에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개인정보의 회신으로 인하여 제3자가 정보주체로
부터 책임추궁을 당할 우려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나아가 제3자는 증거수집 협조과정에서 수행하는 증거수집의 내용을 
알지 못하게 되므로, 증거수집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주
체로부터의 책임추궁을 당할 우려도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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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컴퓨터, 스마트폰의 대중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세상의 

대부분의 정보는 디지털 정보로 변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지
털 정보와 인터넷의 결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정보를 작성한다고 하
여도 정보주체만이 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3자가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게 된다. 정보주체가 스스로 작성하는 
정보내용뿐만 아니라 제3자가 보유하게 되는 정보의 외형도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 경우가 많다. 정보내용
과 외형을 수집하여 재구성하면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 정도이다. 

제3자는 통상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
지기 전에는 수사기관 등은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제3자로부터 정보주체
의 여러 정보를 수집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후에
는 제3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증거수집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
다. 제3자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의무도 중요하고, 영업의 자유
도 존중받아야 하나, 실체진실의 발견 또는 법적 분쟁의 공정한 해결도 
중요한 공익의 실현으로 적절한 증거의 수집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
다. 즉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제3자의 영업의 자유와 국가기
관의 법적 분쟁의 공정한 해결이라는 공익이 모두 조화를 이루는 증거수
집절차가 필요하다. 

제3자가 보관하는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특성에 비추어 증거수집의 요
건을 차등화하고, 집행방법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제3자가 정보주체로
부터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도록 명확한 협조의무를 법
적으로 규정하여 적절하게 증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법률적인 개선방안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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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부족하다. 디지털 정보는 기술의 산물이고, 그 보관이나 처리 과정
에서 기술적 보호조치가 필수적인바, 디지털 정보에 대한 증거수집에 있
어서도 위와 같은 여러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사
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해쉬함수를 활용한 제3자 보
관 증거수집방안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한 후 동형암호를 사용하여 
제3자 보관 증거수집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형암호의 특
징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한층 보호될 수 있고, 제3자에게
는 기술적인 개인정보보호수단을 제공해줄 수 있다. 또한 제3자의 증거
제공 거절을 방지할 수도 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 보호의 정도가 무제한일 
수는 없다. 수사기관과 재판에서의 증거수집절차는 진실을 밝히고 공정
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소한의 한도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제3

자는 정보주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고, 다른 명확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제3자가 보관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증거수집과정에서 동형
암호를 활용하여, 정보주체, 수사기관과 법원, 제3자의 이익이 모두 조화
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구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가 적정한 범위에서 보호되고, 공익을 위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활용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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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hods of using homomorphic 
encryption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evidence for personal 
information stored by a third party

Lee, Eunbin
Mathematical Information Science,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izure and search, which is a representative compulsory disposition in 

criminal proceedings, was a procedure in which an investigative agency in 

the past raided the suspect's residence or office, searched for and forcibly 

acquired objects related to the crime. However, due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computers and the Internet, physical evidence has changed 

to digital evidence, and as the storage subject is expanded to a third party 

such as a telecommunication company. Investigative agencies and courts 

need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that stored by a third party.

As a new third party emerges, attention should be paid not only to the 

conflict and harmony between the private interest of an individual'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information and the public interest, such as the state's 

penal right and judicial right, but also consideration for the freedom of 

business of third parties in the search and seizur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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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which is a procedure for compulsory acquisition of tangible 

objects occupied by the suspect, but the investigation agency applies it to 

the collection of digital form of personal information kept by a third party. 

Since the level of personal information stored by third parties varies from 

general information to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the requirements for the disposition to forcibly collect it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each information, and the enforcement 

method also is simplified by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information. 

Digital information is a product of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can 

be protected by technical methods, which can also be used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evidence. Investigative agencies or courts specify the minimum 

amount of digital information required for investigation or trial, and the 

third party uses homomorphic encryption in the process of extracting the 

specified digital information from his database, so that the third party can 

find and extract the information but he does not know what the contents 

are. Through this procedures, a minimum amount of personal information is 

collected by investigative agencies or courts to protect the information 

subjec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easures with safe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are 

provided to third parties. 

The personal information of information subjects should be protected as 

much as possible in the evidence collection procedures, and hmomorphic 

encryption technology, the latest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should be 

actively utilized in this process.

keywords : Homomorphic Encrytion, Digital Evidence, Search and seizure, 

Information stored by a third party,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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