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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1  연    목

국경을 월하여 행해지는 표 인 범죄인 사이버범죄는 국제공조 성과가 수사

성패에 한 변수가 되고 있는 만큼 당사국간 신속하고 긴 한 공조를 지향하는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 약의 가입 검토가 필요한 시 에 있다.

사이버범죄는 국경을 월하여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그러기 해서는 개별 국

가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가능하다.이러한 국제 공

조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사이버범죄에 한 세계 최 의 조약인 유럽평의회1)의

사이버범죄 약2)이다.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 약은 2004년 발효된 후 1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국내

에서도 이와 련한 연구가 지 않게 수행되었다.하지만 연구의 부분은 약

배경 조문 주의 내용 소개,가입의 필요성3)등 일반론 인 근에 그치고 있

어 약의 실체와 가입 시 국내에 미칠 향력을 진단할 수 있는 구체 인 검토 자

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이 약은 당사국에게 약이 제시하는 수 의 실체법 차법 입안을

요구하고 있어 약 가입으로 향을 받게 될 국내법 조문들을 모두 인지하고,국

내 이행입법의 필요사항과 발생 가능한 문제 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재 약 당사국간에도 이행입법과 집행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약 각 조문에 해당하는 가입 국가별 이행입법 조문과 유보조항 분석,해당 국가

이행입법에 향을 미치게 된 요인 등을 분석하여 국내 이행입법 시 국내 실정에

맞는 제‧개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주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개별 국가는 국경을 월하여 행해지는 범죄에 하

1)CouncilofEurope(Conseildel’Europe(불어),Europarat(독어))은 그 동안 문헌에서 유렵평의회,유

럽이사회,유럽의회,구주평의회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어 왔으나,최근 문헌에서는 ‘유럽평의회’로

통일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특히 유럽연합(EU)의 출 으로 유럽연합의 기구인 유럽이사회

(EuropeanCouncil)나 유럽연합이사회(CounciloftheEuropeanUnion)와 구별하기 해서 이 보

고서에서는 ‘유럽평의회’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2)ConventiononCybercrime은 문헌에서 ‘사이버범죄방지조약’,‘사이버범죄조약’,‘사이버범죄방지

약’,‘사이버범죄 약’등으로 번역되어 왔으나 최근 ‘사이버범죄 약’으로 통일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 보고서도 사이버범죄 약으로 번역하여 사용한다.사이버범죄 약은 헝가리 수도 부다페

스트(Budapest)에서 서명되었기 때문에 ‘부다페스트 약’이라고도 한다.

3)정재 ,국제 사이버범죄에 한 응방안 -부다페스트(Budapest)조약 10년의 성과와 반성,형사법

의 신동향 통권 제39호(2013.6),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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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호 력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행해야 할 하나의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

다.국가 간의 력과 련하여 우리나라는 이미 범죄인인도법4)과 국제형사사법공

조법5)을 제정하여 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공조에 한 기본 인 요건들을 마련해 두

고 있다.특히 우리나라는 비회원국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럽평의회의 형사사법공조

에 한 약’6)에 가입하여 이 약은 2011년 12월 29일부터 우리나라에도 발효되

었다.7)이 약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이제 유럽평의회 회원국들과 형사사법

공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나아가서 우리나라는 ‘유럽연합 그 회원국 간의 기본

정’8)에도 서명하여 2014년 6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이 정 제37조는 사이버범죄

에 한 응에 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자신들의 책

임 범 에서 자국 법령을 수하면서 정보 실제 경험의 교환을 통하여 첨단기술

범죄,사이버 범죄, 자 범죄,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테러리스트 련 내용의 유포

를 방지하고 이에 응하기 한 력을 강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9)유럽연합 회

원국은 거의 부분 유럽평의회의 회원국이라는 에서 사이버범죄와 련한 사법

공조에도 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이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유럽의 제 각국과 형사사법공조를 이행할 기본 인 법 기반을 갖추고 있어

서 사이버범죄 약의 가입의 문턱에 이미 다가 서 있다.

한편 사이버범죄 약에 가입하게 되면 개인정보나 정보 주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

다는 이 제기될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이미 약의 입안 단계에서도 논의되었다. 약 입안자들은

약의 용범 를 특별한 범죄수사나 소추 재 차를 해서 필요한 입법 조

치로 한정하고 있고10) 약상의 권한과 차는 유럽인권 약이나 국제 인권 약

의 련 규정들,유럽인권재 소의 결에서 제시한 법리들과 비례성원칙을 수할

4)법률 제11690호,2013.3.23시행.

5)법률 제12844호,2014.11.19시행.

6) European Convention on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CETS No.

030(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

00016800656ce).

7)

http://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030/signatures?p_auth=XsDB

HVXS.

8)FRAMEWORK AGREEMENTBETWEENTHEREPUBLICOFKOREA,ONTHEONEPART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 ON THE OTHER

PART(http://eeas.europa.eu/korea_south/docs/framework_agreement_final_en.pdf)

9) 한민국과 유럽연합 그 회원국 간의 기본 정 제37조 1.당사자는 그들의 책임 범 에서 자국

법령을 수하면서 정보 실제 경험의 교환을 통하여 첨단기술 범죄,사이버 범죄, 자 범죄,그

리고 인터넷을 통한 테러리스트 련 내용의 유포를 방지하고 이에 응하기 한 력을 강화한

다.2.당사자는 사이버 범죄 수사 의 교육훈련,사이버 범죄 수사,디지털 과학 수사 분야에서의

정보를 교환한다.

10) 약 제1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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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11)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있기 때문이다.따

라서 이 연구는 개인정보나 정보 주권이 침해될 우려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제에

서 출발한다.

2  연    

사이버범죄 약의 이행입법을 연구하기 해서 우선 이 연구는 사이버범죄 약의

조문과 이 약의 이행 시 참고해야 할 약의 주석서12)를 상세하게 검토한다.특

히 사이버범죄 약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이 약의 주석서를 자세하게 분석하지 않

은 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약의 주석서는 약 조문의 해석서는 아니지만 당사

국이 약의 이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국

이 약을 제 로 이행하기 해서는 그에 앞서서 이 주석서를 검토해야 한다.그

리고 약은 약의 모든 조문 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특정한 조항에

해서는 당사국이 유보를 할 수 있도록 유보규정을 두고 있다.따라서 이에 한

검토도 필요하다.

약의 조문과 주석서를 상세하게 검토한 다음 우리의 행 응법규를 검토한다.

사이버범죄가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 차법 규정들 그리고 국제사법공조와

련한 규정들 에서 약의 이행 시 구체 으로 필요한 입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앞으로 약에 가입할 경우 우리가 갖추어야 할 조문들을 검토하고

이 조문들을 약의 이행국가들은 어떻게 국내법으로 이행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

다.

비교법 검토는 약 가입 시 발생 가능한 문제 과 유보 가능 조항을 제시해

으로써 시행착오를 그만큼 일 수 있고 약을 국내법으로 제 로 이행할 수 있

게 해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해서 유럽평의회의 회원국인 독일, 랑스, 국 그리고 비회원

국인 미국,일본,호주 등 주요 약 가입국가의 련 최신 문헌들과 련 입법 사

례들을 검토한다. 한 연구의 객 성을 보장하고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해서

국내외 문가 문기 의 자문을 받는다.

끝으로 이 보고서는 사이버범죄 약의 이행 시 이 약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

11) 약 제15조 참조.

12)유럽평의회의 약이 제정되는 경우 해당 약의 내용을 설명하는 보고서가 항상 첨부되는데 이

것을 어로 Explanatoryreport라고 한다.문헌에서는 종래 이를 설명서,주석 보고서,해명서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이 보고서는 약의 내용을 쉽게 풀이한다는 의미에서

‘주석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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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심으로 우리의 응 법규를 검토한 다음 한 입법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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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 죄 약 개   보 

1  사 죄 약 개

Ⅰ.    목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 약은 컴퓨터 인터넷범죄를 방지하기 한 최 의

국제 약이라는 에 그 의의가 있다.사이버범죄는 한 국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 모든 국가에 걸쳐 문제가 되는 네트워크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해서는 국제 약에 의한 책 모색이 시 하다는 에 국

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나아가서 이 약은 유럽평의회의 회원

국뿐만 아니라 미국,캐나다,일본,남아공화국 등 비회원국도 서명함으로써 국제

약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둘째는 처벌될 사이버범죄의 구성요건을 실체 으로 규정하고 있다.즉 불법 근,

불법감청,데이터손괴,시스템방해,장치의 남용,컴퓨터를 이용한 조 사기,

작권 작인 권의 침해,아동포르노그래피 등을 국제 으로 처벌해야 할 범죄

의 종류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이들 범죄행 의 미수,방

조,교사 행 와 법인의 형사상 행정상 책임까지도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13)

셋째는 이 약은 처벌해야 할 사이버범죄의 수사와 기소 할권에 한 차

법을 규정함으로써14)사이버범죄의 효과 처벌을 한 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는 이 약은 사이버범죄를 행한 범죄인의 인도에 한 사항과 효과 수사

를 한 국제사법공조에 한 사항을 하나의 약에 수용함으로써 사이버범죄의 수

사와 처벌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15)

사이버범죄 약의 목 은 첫째,컴퓨터시스템 네트워크 정보의 오남용뿐 아니

라 이에 한 기 성(confidentiality)16)·무결성(integrity)17)·가용성(availability)18)을

13) 약 제2조 내지 제12조.

14) 약 제13조 내지 제22조.

15)이 /정완/ 수,사이버범죄방 약에 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1,36면 이하 참조.

16)기 성이란 인가당사자만이 정보에 근할 수 있도록 통제할 필요성을 말한다.보통 데이터,시스

템 는 네트워크에의 근통제를 의미한다(김일수/배종 /이상돈,정보화사회에 비한 형사법

응,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2호,39면 각주 30내지 31참조.

17)무결성은 정보가 오직 인가당사자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도록 통제할 필요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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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하는 행 등을 범죄화하여 사이버범죄로부터 사회의 안 을 도모하고,둘째,

정보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한 법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사이버범죄에

한 국가간 기업간 상호 력을 제고하며,셋째,사이버범죄에 한 효과 처벌

을 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신속하고 원활한 국제공조 방안을 마련하고 넷째,

국내 ·국제 차원에서 동 범죄행 에 한 수사 기소를 지원하는 동시에 신속

하고 공정한 국제 력을 의무화함으로써 동 범죄행 에 효과 으로 응하며,다섯

째,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와 련된 범죄의 더욱 효과 인 수사 기소를

하여 기존 형사사법공조 약이나 범죄인인도 약을 보충하고,사이버범죄의 자증

거 수집을 지원하기 해 제정되었다.19)

Ⅱ.  과

1997년 유럽평의회는 사이버범죄에 한 문가 원회(PC-CY20))를 설치하 다.

문가 원회는 구속력있는 사이버범죄 약의 작성을 임받아 그 다음 해에 상당

히 포 인 약 안을 제출하 다.이에 하여 많은 논쟁과 비 이 제기되었

다.21)그 후 2001년 6월 22일 제28차 사이버범죄 약 안이 유럽범죄문제 원회

(CDPC)22)에서 최종안으로 채택되어 2001년 11월 8일 유럽평의회 각료 원회에서

의결되었다.23)같은 해 11월 23일 사이버범죄 약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럽평

의회 43개 회원국24) 26개 회원국과 미국,캐나다,일본,남아 리카공화국 등 비

회원 4개국에 의해 서명되어25)2004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2015년 11월 재

47개국이 가입되어 있다.이 에서 유럽평의회의 비회원국은 8개국26)이다.

한편 사이버범죄 약의 안을 작성할 당시에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범해지는 인

18)정보가 허가된 당사자가 필요로 할 때 이용될 수 있게 할 필요성을 말한다.

19) 약의 문 주석서 16.

20)CommitteeofExpertsonCrimeinCyberspace

21)다양한 비 인 입장은 Cybercrime-KonventiondesEuroparats에서 볼 수 있으며 다음의 사이

트 참조(http://www.ccc.de/cybercrime/)(2004.3.10방문)

22)EuropeanCommitteeonCrimeProblems

23)주석서 12-15참조;Dix,RegelungsdefizitederCyber-KonventionundderE-TKÜV,DuD2001,

S. 588; Rötzer, Europarat verabschiedet Cybercrime-Abkommen

(http://www.heise.de/tp/deutsch/inhalt/te/11083/1.html)(2004.3.10방문).

24)2001년 당시 회원국은 43개국이었으나 그 이후 보스니아(2002년),세르비아(2003년),모나코(2004

년),몽테니그로(2007)가 가입하여 2015년 재 47개국이다.

25) 약 서명까지의 제정경 를 언 하고 있는 국내 문헌으로 이 /정완/ 종수,사이버범죄방 약

에 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1,31면 이하 참조;이 ,유럽의회(CouncilofEurope)의

사이버범죄방지를 한 국제 약(안)소고,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2호(통권 제46호,2001.여름호),

7면 이하 참조.

26)서명 국가인 캐나다,미국,일본(남아공화국은 아직 인 하지 않음)과 호주,도미니카 공화국,모리

셔스 공화국, 나마,스리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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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차별 행 외국인 행 의 범죄화에 한 규정에 해서는 합의를 이

루지 못했다.일부 회원국은 이러한 규정이 자유로운 의사표 의 권리와 일치하는

지에 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그리하여 유럽 이사회 각료 원회는

유럽범죄문제 원회에게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범해지는 인종차별 행 외국

인 행 의 범죄화에 한 추가의정서’(이하 ‘추가의정서’)27)를 제정할 것을

문가 원회에게 임하 다.28)그리하여 이 추가의정서는 2003년 1월 28일 서명

을 시작으로 2006년 3월 1일 5개국이 인 함으로써 발효되었다.이 추가의정서는

2015년 12월 재 24개국에 의해서 인 되어 있다.29)

Ⅲ. 

동 약은 문,4장,4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제1장은 용어를 설명하고 있

고,제2장은 제1 에서 컴퓨터범죄 는 컴퓨터 련범죄로서 입법해야 할 실체

규정을 담고 있다.여기에는 컴퓨터 데이터와 시스템의 기 성·무결성·가용성에

한 범죄 등 9개의 행 를 범죄로 규정하고 동 범죄행 에 한 공범의 책임과 처벌

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제2장 제2 은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해진 범죄행

와 자증거에 한 차법 규정을 두고 있고,제2장 제3 은 할권에 하여 규

정하고 있다.제3장은 행 국제법상의 국제공조 컴퓨터범죄 련 공조와 범죄인

인도에 한 규정을 두고 있고,제4장은 약의 가입,발효 유보 등에 하여 기

술하고 있다.

2  보 30)

Ⅰ. 약 42

약은 제42조31)에서 약 당사국이 약에 서명할 때 는 비 ,수락,승인

27)AdditionalProtocoltotheConventiononCybercrime,concerningthecriminalisationofactsof

aracistandxenophobicnaturecommittedthroughcomputersystems,CETSNo.189.추가의정

서에 한 상세한 내용은 박희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발효와 한국 형법의 응법규,인터넷법률

통권 제23호(2004.5),93-100참조.

28)추가의정서 주석서 5,6.

29) 서명, 인 , 발효일에 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

http://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189/signatures?p_auth=OKky

WBha)

30)자세한 내용은 제3장 제6 에서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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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입할 때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면통지에서 약의 일정한 조항에

해서 유보를 허용하고 있다.하지만 다른 조항에 해서는 유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Ⅱ. 보 가능 

유보가 가능한 조항은 데이터 침입(제4조 제2항),장치의 남용(제6조 제3항),아동

포르노그래피 련 범죄(제9조 제4항), 작권 련 권리의 침해(제10조 제3항),

고의 미수 (제11조 제3항),컴퓨터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에 있어서 유보(제14조 제3

항), 할권에 한 유보(제22조 제2항), 방가벌성을 요건으로 한 공조요청 거부

(제29조 제4항),연방조항(제41조 제1항)이다.

31)제42조 (유보) 약국은 서명할 때 는 비 ,수락,승인 는 가입할 때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

게 보내는 서면통지에서 에 규정된 유보를 이용할 수 있음을 선언할 수 있다.그 밖의 다른 조항은

유보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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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 죄 약   규 검

1  용어  사용

1. 약 1

약 제1조(정의)본 약에서 의미하는

a.'컴퓨터시스템'(computersystem)이란 하나의 장치 는 서로 속되거나 서로

련되어 있는 장치들의 그룹으로서,이 하나 는 그 이상의 장치가 로그램

에 의하여 데이터를 자동 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b.‘컴퓨터데이터’(computerdata)란 컴퓨터시스템을 통하여 기능을 수행하기에 합

한 로그램뿐만 아니라,컴퓨터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데 합한 형태로 되어 있는

일체의 사실,정보,개념을 표 한 것을 말한다.

c.‘서비스제공자’(serviceprovider)란

ⅰ.자신의 서비스 이용자가 컴퓨터시스템의 도움으로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공

는 사 인 지 에 있는 자 그리고

ⅱ.그러한 통신서비스 는 그러한 서비스의 이용자를 해서 컴퓨터데이터를 처

리하거나 장하는 자를 말한다.

d.‘트래픽 데이터’(trafficdata)32)란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통신과 련된 모든

컴퓨터데이터로서 통신망의 일부를 구성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생성되고 통

신의 발신지,수신지,경로,일시(날짜 시각).크기(용량),지속시간 는 이용된

서비스의 유형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말한다.33)

2. 주

제1조는 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 가지 용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주석서

에 따르면 이 개념들은 국내법에서 문자 그 로 그리고 동일한 형태로 환될 필요

32)트래픽 데이터(trafficdata)는 다른 문헌에서는 ‘통신데이터’,‘송데이터’,‘송자료’,‘통신처리정

보’‘통신정보’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컴퓨터 데이터,통신내용(콘텐츠)데이터 등과의 용어

상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이 보고서는 트래픽데이터란 용어를 사용한다.

33) 약상의 트래픽데이터의 개념정의와는 달리 EU의 자 라이버시지침(2002/58/EC)은 트래픽 데

이터를 자 통신망에서 통신의 달을 해서 는 통신의 요 청구를 해서 처리되는 모든

데이터로 정의하고 있다(지침 제2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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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다고 명백하게 언 하고 있다.34)다만 국내법이 이 개념에 근거하여 이에 상

응하는 보호단계를 제공해야 한다.

가. 컴퓨 시스

약에서 의미하는 컴퓨터시스템은 디지털 데이터의 자동처리를 해서 고안된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로 구성된 장치를 말한다.따라서 이 개념은 를 들어 비디

오 장치,시디 이어,가정용 기계장치 그리고 이와 유사한 장치들을 포함하는 것

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이들 장치에는 단지 칩이나 자 부분이 함께 들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35).

이 약의 컴퓨터 시스템은 디지털 데이터의 자동 처리를 해서 개발된 하드웨

어 소 트웨어를 구성하는 장치이다.이 시스템은 입력,출력 그리고 장 기능

을 포함할 수 있다.이 시스템은 분리되어 있거나 다른 유사한 장치들과 네트워크

에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자동 ’이란 사람이 직 개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의 처리’란 컴퓨터시스템에 있는 데이터가 컴퓨터 로그램의 실행을 통해서

처리되는 것을 의미한다.‘컴퓨터 로그램’이란 의도한 결과를 얻기 해서 컴퓨터

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는 명령의 집합을 말한다.컴퓨터는 다양한 로그램을 실

행할 수 있다.컴퓨터시스템은 보통 처리장치 는 앙처리장치로 구별되는 다양

한 장치들과 주변장치로 구성되어 있다.‘주변장치’란 처리장치와 상호 작용하여 특

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서 린터,비디오 스크린(모니터),CD리더/라이터,

는 그 밖의 장 장치를 말한다.36)

네트워크는 두 개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 사이의 상호 속을 말한다.상호 속은

지상에 묶여있을 수 있고( 를 들어 선이나 이블),무선( 를 들어 , 외선

는 성) 는 이들 둘 다에 해당할 수 있다.네트워크는 소규모 지역(LAN)으로

제한될 수 있거나 규모 지역(WAN)으로 확장될 수도 있고,그리고 그러한 네트워

크들이 서로 연결될 수도 있다.인터넷은 많은 네트워크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로벌 네트워크이며 모두 동일한 로토콜을 사용한다.인터넷과의 연결 여부와는

상 없이 컴퓨터 시스템 사이에서 컴퓨터 데이터를 통신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네

트워크들이 존재한다.컴퓨터 시스템들은 송 속의 종 으로서 는 네트워크에

서 통신을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다.본질 은 것은 데이터

가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환된다는 이다.37)

34)주석서 22.

35)이와 련하여 구체 인 내용은 약의 주석서 23번과 24번 참조.

36)주석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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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제2조의 컴퓨터시스템은 ‘로그램의 실행에 따라서 자동 으로 데이터를 처

리하는 하나 는 그 이상의 장치가 서로 속되어 있거나 련되어 있는 장치들의

결합 는 일체의 장치’를 말하므로( 약 제1조 a호)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

망38)에 포섭된다.

나. 컴퓨

컴퓨터데이터의 용어는 데이터(data)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표 화를 한 국제

기구(ISO)의 개념을 따르고 있다.이 정의는 ‘처리에 합한’이란 용어를 포함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직 처리될 수 있는 형식으로 사용

된다는 것이다.이 약에서 데이터가 자 형식의 데이터 는 직 처리될 수

있는 형식의 데이터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해서 ‘컴퓨터 데이

터’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자동 으로 처리되는 컴퓨터 데이터는 이 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 의 하나의 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약에 의해서

정의된 수사조치의 하나의 용 상이 될 수도 있다.39)

다. 비스 공

‘서비스 제공자’란 용어는 범 한 범 의 사람들을 포함하며 이들은 컴퓨터 시

스템에서의 통신이나 데이터의 처리와 련하여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다.개념정의

(i)에서 이용자들이 서로 통신을 할 능력을 제공하는 공공 민간 부분을 포함한다

는 은 명백하다.따라서 이용자들이 폐쇄그룹을 구성하던지 제공자가 자신의 서

비스를 공 에게 제공하던지,무료 는 유로로 제공하던지 요하지 않다.폐쇄그

룹은 를 들어 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설 기업의 고용주

가 해당될 수 있다.40)

개념정의 (ii)에서는,서비스 제공자란 용어는 한 (i)에 언 된 사람들을 해서

데이터를 장하거나 그 밖에 처리하는 사람들에게도 확장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이 용어는 (i)에 언 된 자들의 서비스 이용자들을 해서 데이터를 장하거

37)주석서 24.

38)"정보통신망"이라 함은 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기통신설비와 컴퓨터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 장·검색·송신 는 수

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1호).

39)주석서 25.

40)주석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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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리하는 자들도 포함한다. 를 들어 이 개념정의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네트워

크에 연결을 제공하는 서비스뿐 아니라 호스 과 캐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함께 포함한다.하지만 단순한 콘텐츠 제공자(자신의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웹호스

회사와 계약한 자와 같은)의 경우에는 그가 만일 그러한 콘텐츠 제공자가 통신을

제공하지 않거나 데이터 처리 서비스와 련이 없다면 이 개념정의에 포섭시키지

않으려고 한다.41)

이 용어는 차법 규정(제14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1조)과 부분 으로는

국제 력의 규정(제30조)에서 사용되고 있다.서비스제공자의 본질 인 특징은,그

의 이용자가 컴퓨터시스템을 통하여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있다.이 개

념에서 사 인 조직을 고려함으로써,폐쇄 이용자그룹에 한 서비스,즉 를 들

어 기업의 내부 산망도 포섭됨이 확실해졌다.공 인 그룹이나 사 인 그룹 외에

도 한 이러한 그룹을 해서 는 이들 그룹의 이용자를 해서 데이터를 장하

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조직도 서비스제공자의 개념으로 포섭이 되고

있다.따라서 순수한 내용제공자(콘텐츠제공자)는 근제공자와는 구별된다.

라. 트래  

이 약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제1항 제d호에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트래

픽 데이터는 특별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는 컴퓨터 데이터의 한 범주이다.트래

픽 데이터는 발신지에서 착신지(수신지)로 통신을 달하기 해서 통신망에서 컴

퓨터에 의해서 생성된다.따라서 이 데이터는 통신 자체를 한 보조 수단이다.42)

컴퓨터 시스템과 련하여 행해진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트래픽 데이터는 이후

의 증거를 수집하기 한 출발 으로서 는 범죄의 증거의 일부로서 통신의 발신

지를 추 하기 해서는 트래픽 데이터가 필요하다.트래픽 데이터는 단지 일시

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신속하게 보 하도록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따라

서 이것이 삭제되기 에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해서 는 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해서 통신의 경로를 포착하는데 트래픽 데이터의 신속한 공개( 달)가

필요하다.컴퓨터 데이터의 수집 공개를 한 일반 인 차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트래픽 데이터의 수집은 엄 히 말해서 보다 민감한 것으로 간주되는 통신

의 내용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에서 원칙 으로 침해가 덜한 것으로 간주된다.43)

용어 정의는 이 약의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트래픽 데이터의 범주

41)주석서 27.

42)주석서 28.

43)주석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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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철 하게 열거하고 있다.통신의 발신지 착신지,통신경로,시간(GMT),날

짜,크기,기간,이용한 서비스의 유형.이러한 범주의 모든 트래픽 데이터는 항상

기술 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서비스제공자에 의해서 생성될 수 있거나 특별한 범

죄 수사를 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다.발신지는 화번호,IP주소 는 이와 유사

하게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시설에 한 정보와 계된다.착신지

는 통신이 달되는 통신 시설에 한 정보와 계된다.이용된 서비스의 종류는

를 들어 WWW,FTP(filetransfer), 자 우편 는 즉석 메시지 송 등 네트워

크에서 이용된 서비스의 종류와 계된다.44)

용어 정의의 경우 트래픽 데이터의 민간성에 부합되게 트래픽 데이터의 법 보

호에서 차별성을 도입하는 문제는 국내 입법자에게 임하고 있다.이러한 맥락에

서 제15조는 당사국에게 인권과 자유의 보호를 한 충분한 조건과 안 가이드를

규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이것은 특히 수사기 에게 용할 실체 인 기 과

차가 데이터의 민감성에 따라서 다양할 것이라는 을 암시한다.45)

이러한 트래픽데이터의 용어는 차법의 장(제16조,제17조,제20조)과 국제 력의

규정(제30조와 제33조)에서 사용되고 있다.트래픽데이터는 컴퓨터데이터와 달리 부

분 으로 다른 규정들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다.트래픽데

이터는 통신의 발신지,수신지, 치 그리고 시 등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통신

과정의 상황에 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특히 범죄 수사에 있어서 의미를 가

진다.트래픽데이터의 침해권한의 규정은 이것의 기 성에서 기인하므로 차별을 두

는 것은 약에서 국내 입법자에게 임해 두고 있다.이 경우 기본 으로 침해의

정도는 내용데이터의 경우보다 덜 해야 된다는 에서 출발한다.국내법상의 침해

권한의 한계는 약 제15조에서 규정되어 있다.46)

3.  규 검

컴퓨터 시스템은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의 개념에 포섭이

가능하다.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작권법 제2조 제30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에 포섭이 가능하다.컴퓨터 데

이터와 트래픽 데이터에 상응하는 법 개념은 정의되어 있지 않다.하지만 주석서

에 따르면 이 용어들은 국내법에서 문자 그 로 그리고 동일한 형태로 환될 필요

44)주석서 30.

45)주석서 31.

46)EntwurfeinesGesetzeszudem ÜereinkommendesEuroparatsvom 23.November2001über

Computerkriminalitä,Drucksache16/7218(2007.11.16),42면.



- 14 -

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47)즉 이 약의 안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 약의 당사

국은,국내 법률이 이 약의 원칙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제1조에 정의된 4개의 개

념들을 포섭하고 있고 약을 이행하기 한 동일한 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제하에서 이 개념들을 문언 그 로 국내법에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한다.다만

국내법이 이 개념에 근거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호단계를 제공해야 한다.

2  실체  규 48)

약에 가입하려는 국가는 국내의 실체법 차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이와 련하여 약은 5가지 범주를 나 어 규정하고 있다.즉 컴퓨터 데이터

시스템의 기 성,무결성,가용성에 한 범죄(제2조 내지 제6조),컴퓨터 련

범죄(제7조),내용 련 범죄(제9조), 작권 련 범죄(제10조),책임 제재의 형

식(제11조,제12조,제13조)이다.

약 제2조 내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컴퓨터시스템과 데이터의 기

성,무결성( 는 완 성),가용성을 보호하는데 있으며,네트워크의 설정에서 본질

으로 나타나는 정당하고 일상 인 활동이나 정당한 일상 인 운 상 행을 범

죄로 하려는 게 아니다.49)이러한 범죄군에 속하는 범죄유형은 종래의 해킹 바

이러스 유포행 로 분류되던 것이다.여기에는 불법 근,불법감청,데이터침해,시

스템방해,장치의 남용 등 다섯 가지가 있다.

컴퓨터 련범죄에는 컴퓨터시스템과 컴퓨터 데이터를 조작하는 두 가지의 구체

인 유형인 컴퓨터 련 조와 컴퓨터 련 사기가 있다.이들을 포함시킨 것은 많은

나라에서 통 인 법익이 새로운 범죄유형인 방해나 공격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

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콘텐츠 련 범죄로는 아동포르노그래피 제작 유포 등 범죄가 있으며, 작권

련 권리의 침해에 한 범죄로는 작권 침해범죄가 있다.

책임 제재는 미수,방조 는 교사,법인의 책임,제재 조치 등에 해서 규

정하고 있다.

47)주석서 22.

48) 약의 실체법 련 규정의 검토는 박희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발효와 한국 형법의 응법규,

인터넷법률 통권 제23호(2004.5),법무부,65-118면의 내용을 폭 수정·보완하 다.

49)주석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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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

1. 약 2  

약 제2조(불법 근)각 당사국은 권한 없이 컴퓨터시스템의 일부 는 부에 고

의 으로 속하는 행 를 국내법상 범죄로 하는데 필요한 입법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당사국은 컴퓨터 데이터50)를 획득할 의도로,기타 부정한 의도로 는

다른 컴퓨터시스템과 연결된 컴퓨터시스템과 련하여 보호조치를 침해하는 것을

범죄의 요건으로 할 수 있다.

2. 주

제2조에서 불법 속이란 ‘권한없이 컴퓨터시스템의 일부 는 부에 고의 으로

속하는 행 ’를 말한다.나아가서 ‘컴퓨터 데이터를 획득할 의도로 는 기타 부

정한 의도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다른 컴퓨터시스템과 연결된 컴퓨터시스템과

련하여 보호조치를 침해하는 것’도 불법 속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즉 약

은 4가지의 불법 속 유형을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컴퓨터시스템이란 로그램

의 실행에 따라서 자동 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하나 는 그 이상의 장치가 서로

속되어 있거나 련되어 있는 장치들의 결합 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약 제

1조 제a호).

불법 속이란 컴퓨터시스템의 보안에 해서 험한 공격을 가하거나 하는

기본 인 범죄를 말한다.기 이나 개인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시스템을 리,

운 ,통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단순한 무권한 근,즉 해킹이나 크래킹 는

컴퓨터 침입(computertrepass)등은 원칙 으로 그 자체가 불법이다.51)이러한 행

는 정당한 사용자의 시스템과 데이터 사용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시스템의

변경이나 괴로 많은 복구비용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침입은 기

데이터( 상시스템의 비 번호나 정보)나 비 에 근할 수 있게 하고,비용의 지불

없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한 이러한 행 는 해커로 하여 이들 범죄

보다 더 험한 컴퓨터 련 사기나 조와 같은 컴퓨터 련 범죄로 나아가게 한

다.52)

50)컴퓨터 데이터란 컴퓨터 시스템을 실행시키는데 합한 로그램을 포함하여 컴퓨터 시스템에서

처리하는데 합한 형태로 되어 있는 일체의 사실,정보,개념 등을 말한다( 약 제1조 제b호)

51)그러나 정보의 침해(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도 에 형사처벌하는 것에 해서 반 하는 견

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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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한 근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 인 수단은 물론 효과 인 보안조치의 도입과

개선이다.그러나 보다 강력한 응방안은 형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무

권한 근에 한 형사 지는 한 시스템이나 데이터 자체를 추가 으로 보호

하며 기단계에서 앞서 언 한 험들로부터 보호해 다.53)

근이란 컴퓨터시스템의 일부 는 체(하드웨어, 시스템의 구성요소,설치된

시스템의 장데이타,디 토리,트래픽데이타 는 내용 련 데이터)에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그러나 단순히 시스템에 메일을 보내거나 일을 송하는 행 는

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은 공공통신망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거나,기업의 랜망

이나 인트라넷과 같은 동일네트워크상의 컴퓨터 시스템에 진입하는 것이다.통신

방법은 무선연결을 포함한 원거리 통신이든 근거리 통신이든 상 없다.54)

한 이러한 행 는 권한없이(withoutright)행해져야 한다.따라서 소유주에 의

해 권한을 받은 근이나 련 컴퓨터 시스템의 정당한 테스트 는 보호를 한

것과 같이 시스템의 부 는 일부의 다른 권리자로부터 권한을 받은 근은 범죄

가 되지 않는다.게다가 공 에게 자유롭게 공개된 근을 허용하는 컴퓨터 시스템

에 근하는 행 는 정당한 것으로서 범죄화하지 않는다.55)

구체 인 기술 도구의 이용은 제2조의 근에 해당할 수도 있다.그러한 것으로는

직 링크(단순링크) 는 내부링크(deeplink)56)등 하이퍼링크를 통한 웹페이지에

의 근이나 통신을 해서 정보의 치를 악하게 하고 검색하게 해주는 쿠키

(cookies)57)의 이용이 있다.그러한 도구 자체의 이용은 ‘권한없이’의 표지에 해당하

지 않는다.공연히 웹페이지를 운 하는 것은 다른 웹페이지 운 자의 근을 가능

하게 하는 것으로서 웹페이지 운 자의 동의가 있음을 암시한다.일상 으로 용

되는 통신 로토콜이나 로그램에 제공되는 기본 도구를 이용하는 것은 ‘권한없이’

그 자체는 아니다.특히 근시스템의 권리자는 컨 기 설치를 부정하지 않거

나 제거하지 않는 쿠키의 경우에는 도구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

다.58)

많은 국가의 법률들은 이미 해킹 범죄에 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그 범 와 구

52)주석서 44.

53)주석서 45.

54)주석서 46.

55)주석서 47.

56)링크의 의의 링크의 분류에 해서는 박희 ,인터넷에서 링크 제공자의 형사책임에 한 연

구,선진상사법률(구 인터넷법률)통권 제21호(2004.1),125-128면 참조.

57)쿠키란 인터넷이용자가 속한 웹서버로부터 웹 라우 로 보내지는 텍스트 일을 말한다.쿠키에

의한 정보유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내 문헌으로 정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비교형사

법연구 제5권 제2호(2003),914면 참조;쿠키의 민법 인 문제를 다룬 문헌으로는 김민 ,쿠키 -

편리한 도구 혹은 개인정보의 첨병?,선진상사법률(구 인터넷법률)통권 제13호(2002.8)참조.

58)주석서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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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요소는 아주 다양하다.제2조의 범 한 범죄화 근법에 해서는 논란이 있다.

반 의견은 단순한 침입에 의해서는 아무런 험이 발생하지 않으며,심지어 해킹

행 는 보안시스템의 허 이나 취약 을 발견해 다는 것이다.59)

당사국은 범 한 근법을 취하여 제2조 단에 따라 단순해킹을 범죄화 할 수

있도록 했다.당사국은 제2조 후단에 열거된 제한 요소 일부 내지 체를 선택

으로 추가할 수도 있다.제2조 후단에는 보안조치의 침해,컴퓨터 데이터를 획득

할 특별한 의도,형사 비난을 정당화해 주는 다른 부당한 의도,다른 컴퓨터 시스

템과 원거리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시스템과 련해서 행한 범죄 등의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 요건은 개인이 다른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과 계없는 고립된 컴퓨터에

물리 으로 근한 경우에는 당사국에게 배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이것은 네트워

크화된 컴퓨터시스템에 한 불법 근으로 제한하려는 것이다.이 경우 네트워크

화된 컴퓨터시스템에는 통신 서비스나 내부망(intranet) 외부망(extranet)과 같은

사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공공 네트워크도 포함된다.60)

3.  규 검

약 제2조는 불법 근을 네 가지로 나 고 있다.권한 없이 컴퓨터시스템의 일부

는 부에 고의로 근하는 행 (기본 인 불법 근)와 컴퓨터 데이터를 획득할

의도로 는 기타 부정한 의도로 는 다른 컴퓨터시스템과 연결된 컴퓨터시스템과

련하여 보호조치(securitymeasures)를 침해하는 것이다.

약 제2조에 의하면 컴퓨터 시스템에의 단순한 불법 근은 의무 범죄화 규정

이며,나머지는 ‘보호조치를 손상시킨 경우’를 범죄의 요건으로 할 수 있는 임의규

정이다.여기서의 불법 속은 단순해킹61)을 의미한다.이러한 단순해킹은 산망이

나 시스템의 보호장치나 안 장치를 기술 인 수단을 이용하여 훼손하거나 비 번

호의 해독 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무단 속하여 정당한 권한없이 시스템에 수록

59)주석서 49.

60)주석서 50.

61)해킹의 형법 문제에 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문헌으로는 이원상,해킹의 단계 범죄화와

일상 역화,안암법학 통권 제28호,2009.1,283-313;이원상,해킹미수 처벌 논의에 한 고찰,비

교형사법연구,제13권 제2호(통권 제25호),2011.12,211-234;최호진.새로운 해킹기법과 련된 형

법 용의 흠결과 해결방안,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2호,2007,겨울호;박희 ,단순해킹의 가벌성에

한 비교법 연구 :독일형법 사이버범죄 방지조약을 심으로,인터넷법률.통권 제34호

(2006.3),20-49;박희 ,무선랜 운 이용의 형사책임에 한 연구,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2

호(통권 제98호,2014.여름),한국형사정책연구원,41-74;박희 ,공개 사설 무선랜 무단이용의 가

벌성에 한 독일 례 연구,치안정책연구,치안정책연구소,2011.12(제25권 제2호),23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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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정보를 탐지하는 행 로서,정보통신망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고 단순히 데이터를

탐지하는 것 이외에는 별도의 침해 인 행 를 하지 않는 것이다.

행 형법은 이러한 단순해킹,즉 침투시도나 침투행 자체에 하여 범죄화하지

않고 있다.62)하지만 단순해킹인 불법 근은 정보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등에

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63)제48조 제1항64) 제72조 제1항 제1호65)의 정보

통신망 침입죄에 포섭시킬 수 있다.66) 한 약 제2조의 컴퓨터시스템은 ‘로그램

의 실행에 따라서 자동 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하나 는 그 이상의 장치가 서로

속되어 있거나 련되어 있는 장치들의 결합 는 일체의 장치’를 말하므로( 약

제1조 제a호)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망에 포섭된다.따라서 약 제2조의 국내

법 이행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단된다.67)

한편 약 제2조는 기본 인 불법 근 외에 컴퓨터 데이터를 획득할 의도로 는

기타 부정한 의도로 는 컴퓨터시스템의 보호조치를 침해하는 경우를 선택 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정보통신망 무단침입죄는 이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의

범 가 부당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다.이를 방지하려면 ‘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

입’은 기술 보호조치 는 이에 하는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우회하는 방법

으로 자신에게 부여되지 않은 권한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근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해석론이 제기되고 있다.68)부당한 확장을 입법으로 해

결하는 경우 약 제40조69)에 의해서 추가요건을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알려야

62)독일의 경우 해킹에 한 일반규정인 형법 제202a조에서 단순 침입행 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이

에 해서는 Vetter,GesetzbeiderInternetkriminalität,Dissertation,Univ.Konstanz2002,S.

123참조.

63)법률 제13344호,2015.6.22.,일부개정,시행 2015.12.23.

64)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 등의 지)① 구든지 정당한 근권한 없이 는 허용된 근권

한을 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65)제72조 (벌칙)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는 3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

한다.1.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66)이 규정은 미국연방형법의 입법례를 따른 것이라고 한다(김일수/배종 /이상돈,정보화사회에

비한 형사법 응,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2호,42면 참조;일본의 경우 1999년 8월 제정되어

2000년 2월 13일부터 발효된 부정액세스 지법을 통해 이에 한 규제를 하고 있다.이에 해서

상세한 논의는 園田 壽/野村 隆昌/山川 健,不正ハッカ-vs.不正アクセス禁止法,日本評論社,2000

참조.

67)하지만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구체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형사처벌하는 것

으로도 정보통신의 안 은 충분히 도모될 수 있다고 하는 견해에 따르면 이 규정은 가벌성의 역

을 지나치게 확 한 것이 된다(김일수/배종 /이상돈,정보화사회에 비한 형사법 응,비교형

사법연구 제3권 제2호,42면 참조).

68)이러한 해석론에 해서는 조성훈,정보통신망 침입에 한 연구,-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

보호 등에 한 법률 제48조를 심으로 -,법조 2013.12(통권 제687호),117-166.

69)제40조 (선언)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통지서에 따라 서명하거나 비 ,수락,승인, 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때 당사국은 제2조,제3조,제6조 제1항 (b),제7조,제9조 제3항 제27조 제9

항 (e)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추가요건을 선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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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Ⅱ. 감청

1. 약 3

약 제3조(불법감청)당사국은 컴퓨터시스템에서 컴퓨터 데이터를 자 으로 송

출하는 것을 포함하여,컴퓨터시스템을 향해서,컴퓨터시스템으로부터,컴퓨터시스

템내부에서 컴퓨터데이터를 비공개 송하는 것을 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권한 없

이 고의로 감청하는 행 를 국내법상의 범죄로 하는데 필요한 입법 그 밖의 조

치를 취해야 한다.당사국은 범죄행 가 부정한 의도로 는 다른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시스템과 련하여 범해져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할 수 있

다.

2. 주

약 제3조는 데이터 통신의 라이버시권리의 보호를 목 으로 하고 있다.이 범

죄는 사람간의 화통화의 도청이나 녹음과 같은 통 인 도청인 통신의 라이버

시 침해를 의미한다.(서신)통신의 라이버시권은 유럽인권 약 제8조70)에 규정되

어 있다.71)

제3조는 유럽평의회의 ‘특정 컴퓨터범죄의 개념정의에 한 국내 입법 지침서를

제공하는 컴퓨터 련 범죄에 한 권고 No.R(89)9’72)에 포함된 ‘무권한 감청’범

죄행 에서 비롯되었다. 행 사이버범죄 약에서 말하는 련 통신은 컴퓨터 데이

터의 송뿐 아니라 아래의 자 방출도 포함한다.73)

‘기술 수단’에 의한 감청은 데이터의 내용을 획득하기 해서 직 컴퓨터 시스

템에 근하거나 사용함으로써,간 으로 자 감청장치를 사용해서 통신의 내

용을 듣거나 모니터링하거나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기술 인 수단이란 유선에 고

정된 기술장치뿐만 아니라 무선통신을 수집하거나 기록하는 것도 포함한다.기술

수단이란 표지의 사용은 과잉범죄화를 방지하기 한 제한요건이다.74)

70)인권 기본 자유의 보호에 한 유럽 약 제8조 (사생활 가족생활을 존 받을 권리)1.모

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가정생활,주거 통신을 존 받을 권리를 가진다.

71)주석서 51.

72)RecommendationNo.R (89)9onComputer-relatedcrimeprovidingguidelinesfornational

legislaturesconcerningthedefinitionofcertaincomputercrimes.

73)주석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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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죄는 컴퓨터 데이터의 ‘비공개’ 송에 해당한다.‘비공개’란 용어는 송(통

신)과정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지 송되는 데이터의 성질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송된 데이터는 공개 으로 유용한 정보일 수 있지만,당사자들은 비 리에 통신하

기를 원한다.혹은 데이터는 유료 TV에서와 같이 서비스가 제공될 때까지 상업

인 목 을 해서 비 이 수될 수 있다.그러므로 ‘비공개’란 용어는 본질 으로

공 망을 통한 통신을 배제하지 않는다.피고용인의 통신은 그것이 상업 인 의도

와 상 없이 ‘컴퓨터 데이터의 비공개 송’을 구성하는 한,제3조의 권한 없는 감

청으로부터 보호된다.75)

컴퓨터 데이터의 송 형태를 보면 통신은 여러 방식으로 일어난다. 컨 컴퓨

터의 앙처리장치(CPU)에서 스크린이나 린터로 송되는 단일 컴퓨터 시스템,

동일인에 속하는 두 컴퓨터 시스템 사이의 통신,다른 사람 사이에서의 두 컴퓨터

사이의 통신,키보드를 통한 컴퓨터와 사람 사이의 통신 등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원격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 사이에서 송되는 통신이라는 추가 인

요건을 둘 수 있다.76)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개념은 한 라디오 속을 포함할 수도 있다.하지만 이것

은 당사국이 라디오 송의 감청을 범죄로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비록 비공개일지라도 비교 개방되어 있고 쉽게 근이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

되는 라디오 아마추어 방송을 그 로 들 수 있다.77)

자 방출(electromagneticemissions)과 련한 범죄화는 보다 범 한 범

를 확보해 다. 자 방출은 작동 인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그러한 방

출은 약 제1조의 개념정의에 따르면 ‘데이터’로 고려되지 않는다.그러나 데이터

는 그러한 방출을 통해서 재구성될 수 있다.그러므로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자

으로 방출되는 데이터를 감청하는 행 는 본 규정의 범죄에 포함된다.78)

형사책임을 부여하기 해서 불법감청은 권한 없이 고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따라

서 감청하는 사람에게 그 게 할 권리가 있는 경우,감청자가 송 참여자의 지시

나 권한의 임에 의해서 감청하는 경우(참여자의 동의를 얻어서 권한 있는 테스트

를 하거나 보호활동을 하는 경우를 포함), 는 감청이 합법 으로 국가보안을 하

거나 수사기 의 범죄수사를 해 취해지는 경우에는 정당화된다.일상 인 상 행

의 경우, 컨 쿠키의 사용과 같은 것은 권한 없는 감청이 아니므로 범죄화되지

않는다.제3조에서 보호되는 피고용인의 비공개 통신에 해서는79),국내법은 그러

74)주석서 53.

75)주석서 54.

76)주석서 55.

77)주석서 56.

78)주석서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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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신의 합법 인 감청을 한 근거를 제공해 수 있다.제3조에서 그러한 상

황에서의 감청은 정당하게 행해진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80)

일부 국가에서 감청은 컴퓨터 시스템에의 무권한 근과 아주 한 련을 맺

고 있을 수도 있다.법률의 지와 용을 계속 유지하기 해서 부정한 의도를 요

구하는 국가 혹은 제2조와 일치하여 다른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과

련한 행 를 범죄로 하는 국가들은 한 본 조의 형사책임을 부여하기 해서 유

사한 제한요소를 규정할 수도 있다.이러한 요소들은 ‘고의로’ ‘권한 없이’와 같은

범죄표지와 련하여 해석되고 용되어야 한다.81)

3. 규 검

약 제3조는 데이터 통신의 라이버시권의 보호를 목 으로 하고 있다.82)즉

제3조는 컴퓨터시스템에서 컴퓨터 데이터를 자 으로 송출하는 것을 포함하여,

컴퓨터시스템을 향해서,컴퓨터시스템으로부터,컴퓨터시스템내부에서 컴퓨터데이터

를 비공개 송하는 것을 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고의로 감청하는 행

를 국내법상의 범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그리고 당사국은 범죄가 부정한 의도

로 는 다른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시스템과 련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할 수 있다.여기서 컴퓨터 데이터란 컴퓨터 시스템을 실행

시키는데 합한 로그램을 포함하여 컴퓨터 시스템에서 처리하는데 합한 형태

로 되어 있는 일체의 사실,정보,개념 등을 말한다( 약 제1조 제b호).

약 제3조는 정보통신의 비 을 포함한 타인의 정보의 감청과 련된 규정이다.

이와 련한 구성요건으로는 형법상의 비 침해죄(제316조 제2항),정보통신망법상

의 비 침해죄(제49조 후단 제71조 제11호 후단)83),통신비 보호법상 무단감청

죄(제16조 제1항 제1호)등이 있다.형법의 비 침해죄는 장된 데이터를 그리고

통신비 보호법상의 무단감청죄는 송 인 데이터만을 보호하는데 비하여,정보통

신망법의 비 침해죄는 이 둘을 모두 보호한다.84) 한 형법의 비 침해죄가 ‘함

기타 비 장치’된 데이터만을 보호하고85),정보통신망법상의 비 침해죄가 비 장치

79)주석서 54.

80)주석서 58.

81)주석서 59.

82)주석서 51.

83)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 는 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 을 침해·도

용 는 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5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84)오 근,인터넷범죄에 한 연구,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2호(통권 제54호·여름호),308면;김일수/

배종 /이상돈,정보화사회에 비한 형사법 응,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2호,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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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 있지 않는 비 도 보호하는 데 비하여,통신비 보호법상의 무단감청죄는

비 이 아닌 화나 기통신까지 보호한다.이러한 입법상태로 보아 정보비 에

한 한 형사처벌의 수는 없는 것으로 단된다.86)다만 약 제3조가 정보통신

의 비 뿐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송되는 컴퓨터 데이터를 규제 상으

로 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망비 침해죄로 포섭시키는 것이

하다.따라서 약 제3조의 불법감청에 해서는 이미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약 제11조 제2항에서 미수범 처벌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비

침해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하지만 제11조 제3항은 미수범 처벌을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반드시 입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Ⅲ.  침

1. 약 4

약 제4조(데이터 침해)1.각 당사국은 권한없이 컴퓨터데이터를 고의로 훼손,삭

제,가치 하,변경 는 은폐하는 행 를 범죄로 하는데 필요한 입법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당사국은 제1항의 행 가 한 손해를 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

도록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

2. 주

약 제4조의 목 은,물리 인 객체가 의도 으로 훼손된 경우 형벌이 부과되듯

이,컴퓨터 데이터와 컴퓨터 로그램에도 이와 유사한 보호를 부여하기 한 것이

다.이 규정의 보호법익은 장된 컴퓨터 데이터 혹은 컴퓨터 로그램의 무결성,

한 기능 사용에 있다.87)

제1항의 훼손(damaging)과 가치 하(deteriorating)는 서로 복되는 행 로서 특

히 데이터나 로그램의 정보 내용이나 무결성을 부정 으로 변경하는 것과 련된

다.데이터의 삭제(deletion)는 물리 인 것의 괴에 상응한 개념이다.즉 데이터를

괴하거나 인식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컴퓨터 데이터의 은닉(suppressing)은

컴퓨터나 데이터가 입력된 데이터 장장치에 근한 사람에게 데이터의 가용성을

85)독일 형법 제202조a의 경우에는 비 장치된 데이터 장된 데이터만 보호하고 있다.

86)김일수/배종 /이상돈,정보화사회에 비한 형사법 응,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2호,44면.

87)주석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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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거나 차단하게 하는 행 를 말한다.변경(alteration)이란 용어는 기존 데이터

를 수정하는 것이다.바이러스나 트로이 목마 같은 악성 코드의 입력은 경우에 따

라서 데이터의 수정을 야기하므로 이 규정에 포함된다.88)

의 행 는 권한 없이 고의로 행해져야 한다.네트워크의 설치에 따라 본질 으

로 행해지는 일상 인 활동이나 통상 인 운 는 상 행은 권한을 가지고 한 행

이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범죄화되지 않는다.이러한 행 로는 소유자나 운 자

에 의해서 권한이 인정된 시스템 보안의 검이나 보호조치를 한 행 는 시스

템 운 자가 새로운 소 트웨어( 컨 이 에 설치된 유사한 로그램을 제거하여

인터넷의 속을 허용하는 소 트웨어)를 설치할 때 행해지는 컴퓨터 운 시스템의

교환 등이다.익명통신을 조장하기 한 트래픽데이타의 수정( 컨 익명 리메일러

시스템의 운용) 는 통신을 보호하기 한 데이터의 수정( 컨 암호화)는 원칙

으로 정당한 행 로 간주되어야 한다.따라서 그러한 행 는 권한을 가지고 행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러나 당사국은 익명의 통신과 련한 남용행 를 범죄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한 남용행 로는 범죄행 시 침입자의 정체를 숨기기 해

서 패킷의 헤드 정보(packetheaderinformation)를 변경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89)

제2항은 한 손해를 야기해야 한다는 에서 유보를 허용하고 있다.무엇이 그

러한 한 손해를 구성하는가의 해석은 당사국의 국내 법률에 맡겨져 있다.하지

만 당사국은 이러한 유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럽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90)

3.  규 검

약 제4조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데이터를 고의로 훼손,삭제,가치 하,변경

는 은닉하는 행 ’를 데이터 침해죄로 규정하고,이의 행 가 한 손해를 야기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침해와 련한 국내 형벌법규로는 형법의 재물손괴죄(제366조),정

보통신망법의 정보훼손죄(제49조 단 제71조 제11호 단),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죄(제12조 제1항 제28조 제1항,제2항),91)등이 있

다.형법의 재물손괴죄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죄의 행

88)주석서 61.

89)주석서 62.

90)주석서 64.

91) 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근하거나 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과하여 장된 데이터를 조작· 괴·은닉 는 유출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

비 는 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는 1억원 이하의 벌 에 처해지며 이의 미수범도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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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는 장된 데이터임에 반하여,정보통신망법의 정보훼손죄의 행 객체는

장된 데이터나 송 인 데이터 모두이다.정보통신망이 국가주요정보통신기반시

설인 경우에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용을 받는다.형법의 재물손괴죄(제371조)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죄(제28조 제2항)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정보통신망법의 정보훼손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약

제11조 제2항에서 미수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제11조 제3항에서 유보를 규정

하고 있어서 반드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Ⅳ. 시스  

1. 약 5

약 제5조(시스템 방해)각 당사국은 권한 없이 고의로 컴퓨터데이터를 입력,

송,훼손,삭제,가치 하,변경 는 은폐하여 컴퓨터시스템의 작동을 심각할 정도

로 방해하는 행 를 국내법상 범죄로 하는데 필요한 입법 그 밖의 조치를 취해

야 한다.

2. 주

이 규정은 ‘특정 컴퓨터범죄의 개념정의에 한 국내 입법 지침서를 제공하는 컴

퓨터 련 범죄에 한 권고 No.R (89)9에서 컴퓨터 방해(sabotage)로 언 되어

있다.이 규정의 목 은 컴퓨터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데이터에 향을 으로써

기통신시설을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의 합법 인 사용을 고의 으로 방해하는 행

를 범죄화하는 데 있다.보호법익은 컴퓨터와 기통신의 사용자 운 자와 이용

자들이 이들을 하게 기능하도록 하는데 있다.이 규정은 모든 종류의 기능이

보호받을 수 있는 립 인 방식으로 규정되었다.92)

‘방해’란 컴퓨터 시스템의 한 기능에 간섭하는 행 를 발한다.그러한 방해는

컴퓨터 데이터를 입력, 송,훼손,삭제,변경,은폐하는 행 로 발생해야 한다.93)

한 방해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해서는 ‘ 해야’(serious)한다.각 당

사국은 방해가 한 것으로 간주되기 해서 어떠한 기 이 충족되어야 하는지에

해서는 자체 으로 결정해야 한다. 를 들면,당사국은 방해가 한 것으로 간

92)주석서 65.

93)주석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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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되도록 하기 해서는 최소한의 훼손된 양을 요구할 수 있다.동 약의 안자

들은 특정시스템에 데이터를 송하는 것에서 ‘ 한’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즉 소유자 내지는 운 자가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는 다른 시스템과 통신

할 수 있는 능력에 하게 해로운 향을 끼치는 데이터의 송의 형태,크기,빈

도수에서 ‘ 한’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방해행 는 컨 분산서비

스거부공격(DDoS)을 야기하는 로그램이나,시스템의 운 을 지하거나 실질

으로 느리게 하는 바이러스와 같은 악성 코드를 통하거나 시스템의 통신기능을

지하기 하여 수신자에게 거 한 양의 자메일을 발송하는 로그램을 통해서 이

루어진다.94)

방해는 권한없이 행해져야 한다.네트워크의 설치에 따른 본질 인 일상 인 활동

이나 통상 인 운 행과 상 행은 권한있는 행 이다.그러한 행 로 비록

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에 의해서 범죄로 되지 않는다.95)

를 들어 상업 내지는 다른 의도로 원하지 않는 이메일의 발송은 수신자를 성

가시게 할 수 있다.특히 스팸메일과 같이 그러한 메시지가 거 한 양과 잦은 빈도

로 발송될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약 입안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러한 행 는

통신이 의도 으로 그리고 하게 방해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범죄로 해야 한다고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국내법에서 방해에 한 다른 근방법을 고려

할 수 있다.즉 당사국은 방해행 를 행정범 는 그 밖의 다른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시스템의 기능이 국내법에서 행정 는 형사 제재

를 정당화해 손해의 기단계에 이르기 해서는 어느 정도로 방해되어야 하는

지에 해서 본 규정은 당사국의 결정에 임하고 있다.당사국은 방해가 부분

혹은 체 으로,아니면 일시 는 구 으로 존재했는지에 해서 자체 으로

결정해야 한다.96)

한 범죄는 고의 으로 행해져야 한다.즉 방해자는 하게 방해할 의도를 가

져야 한다.97)

3.  규 검

약 제5조는 권한 없이 고의로 컴퓨터데이터를 입력, 송,훼손,소거,가치 하,

변경 는 은닉하여 컴퓨터시스템의 작동을 심각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 를 시스템

94)주석서 67.

95)주석서 68.

96)주석서 69.

97)주석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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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로 규정하고 있다.시스템 방해는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공격)98)이나 메일

폭탄과 같은 악성 로그램99)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등의 행 를 말한

다.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 함은 일반 으로 공격자의 컴퓨터로부터 표 시스템과 그

시스템이 속한 네트워크에 과다한 데이터를 보냄으로써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성능

을 격히 하시켜 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인터넷 사용자들이 이용

하지 못하게 하는 기법을 말한다.100)일반 인 서비스거부공격보다 한층 다른 차원

에서 최근 두된 해킹 수법으로 분산서비스거부공격이 있다(DDoS공격).101)이것은

해커가 여러 의 장비를 이용해 엄청난 분량의 데이터를 한 곳의 서버에 집 으

로 송함으로써,특정 서버의 정상 인 기능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이 수법은

공격자가 자신의 장비에서 보안이 취약한 다른 여러 곳의 서버에 침투해 해킹 마스

터 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뒤,여기에 공격할 상과 시간을 지정해두면,이들 서

버가 한 개의 목표 서버에 수많은 패킷을 송함으로써 일시에 서버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방법이다.102) 재까지 이 해킹수법에 의한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한다.

메일폭탄이란 인터넷상에서 특정 네트워크나 서버의 부하를 가 시킬 목 으로

량의 메일을 지속 으로 보내거나 큰 용량의 메일을 보내는 경우를 일컫는다.이

는 부분 메일발송 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메일폭탄은 순간

으로 수천,수만 통의 메일이 서버에 쏟아지기 때문에 컴퓨터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메일은 한 스팸메일의 형태로도 이용되

고 있다.103)

서비스 거부공격이나 메일폭탄 등으로 시스템의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가 방

해되도록 한 행 를 규제하기 한 형벌법규로는 형법상 컴퓨터 련 업무방해죄(제

314조 제2항),정보통신망법의 악성 로그램 달·유포죄 서비스거부공격죄(제

48조 제2항 제3항,제71조 제9호,제10호),정보통신기반보호법104)의 악성 로그

98)서비스 거부공격에 해서 상세한 문헌으로는 Faßbender,Angriffe aufDatenangebote im

InternetundderenstrafrechtlicheRelevanz,DistributedDenialofServiceAngriffe,Hamburg

2003;Vetter,Jan,GesetzbeiderInternetkriminalität,Dissertation,Univ.Konstanz2002참조.

99)악성 로그램이란 바이러스,웜,트로이목마 같은 것을 말한다.컴퓨터바이러스는 일종의 로그램

으로써 다른 로그램이나 실행 가능한 부분을 변형해 자신을 복사해 넣은 명령어들의 조합을 말

한다.자기복제 능력이 있다는 에서 트로이목마나 웜과는 구별된다.그리고 웜은 독립 으로 실

행가능하나 바이러스는 독립 으로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에서도 구별된다.

100)DDoS공격 방법에 해서는 지연,사이버상의 신종범죄 DDoS공격에 한 형사법 책임,비

교형사법연구 제11권 제2호,2009,3-8면 참조.

101)DistributedDenialofServiceAttack

102)이러한 공격에 사용되는 해킹 툴로는 트리 (Trinoo),TFN(TribeFloodNetwork)등이 있다.

103)양재모,메일어드 스를 사칭한 스팸메일의 규제에 한 연구,인터넷법률 통권 제19호(200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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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달·유포죄 서비스거부공격죄(제12조 제3호,제28조 제1항,제2항)105)등이

있다.

형법상 컴퓨터 련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의 악성 로그램 달·유포죄의

경우 미수범처벌규정이 없다.따라서 바이러스 로그램이 첨부된 일을 타인의 컴

퓨터 시스템으로 송시키거나 인터넷상에 업로드(upload)시켜 두는 행 는 본죄의

비·음모나 미수에 불과하여 처벌이 불가능하다.106)특히 컴퓨터 련 업무방해죄는

추상 험범이며 해킹행 에 한 응을 보다 철 히 한다는 에서 바이러스의

달 내지 유포행 로 비록 수신인의 컴퓨터시스템이 감염되지 않았다 하더라

도 컴퓨터 련 업무방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볼 수도 있다.하지만 악성 로그램의 제작· 달·유포행 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행 에 훨씬 앞서 있는 단지 잠재 인 험원을

처벌하는 것으로서 법익침해의 단계의 범죄화로서 형법정책 으로 심각한 의문에

부딪히게 된다는 도 있다.107) 한 공격의 착수에서 정보통신망 장애가 발생하는

기수시기까지 매우 짧은 시간이므로 미수범이 될 가능성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다

는 견해도 있다.108)나아가서 컴퓨터업무방해죄는 추상 험범이므로 그 성격상

미수범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109)하지만 정보통신망의 안정 운용을

해할 목 으로 량의 정보를 송하 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망장애죄에

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

다.110)정보통신망법상의 서비스거부공격죄는 장애의 발생이라는 침해범이고 정보통

신기반보호법의 악성 로그램 달·유포죄 서비스거부공격죄의 경우 미수범 처

벌 규정을 두고 있다(제28조 제2항).비교법 으로도 컴퓨터 바이러스111)를 제작

유포단계에서부터 처벌하는 로서 스 스 형법 제144조 제2항도 있으므로 입법

104)법률 제13013호,2015.1.20.,일부개정,시행 2015.7.21.

105)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 을 방해할 목 으로 일시에 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 를 10년 이하의 징역 는

1억원 이하의 벌 에 처하고 있으며,이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다

106)DDoS공격의 비단계에 해당하는 넷 구축 행 에 해 비ㆍ음모로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

다는 견해로는 최호진/백소연,정보통신망장애죄에서 장애의 의미 비·음모에 한 입법론,법

학논총 제39권 제3호92015.9),단국 학교 법학연구소.

107)이러한 입장에서 미수범 처벌규정의 입법을 반 하는 견해로는 김일수/배종 /이상돈,정보화사

회에 비한 형사법 응,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2호,46-47면 참조.

108)이원상,222면.

109)김태석,컴퓨터 바이러스의 제작·유포행 에 한 형사법 규제, 앙법학 제4집 제3호,126면.

110)최호진,DDoS공격에 한 형법이론 검토 입법론 - 넷구축행 와 데이터 송 후 장애미

발생을 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1호,2015,한국비교형사법학회,50면.

111)컴퓨터 바이러스에 한 상세한 논의는 김민 ,컴퓨터바이러스에 따른 손해에 한 법 책임,

인터넷 법률 통권 제18호(2003.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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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약 제11조 제3항 제2항에서

미수범 처벌에 한 유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

다.

Ⅴ. 치  남용  

1. 약 6

약 제6조(장치의 남용)1.당사국은 다음 각 호의 행 가 고의로 권한 없이 행해

진 경우에는 국내법상 범죄로 하는데 필요한 입법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제2조 내지 제5조의 범죄에 사용할 고의로 다음 ⅰ목과 ⅱ목에 언 한 장치

데이터를 제작, 매,사용 목 의 취득(조달),수입,배포 는 이용 가능하게 하는

(이용 제공)행 .

ⅰ.주로 제2조 내지 제5조의 범죄를 행하기 해서 설계(고안)되거나 개조된 컴퓨

터 로그램을 포함한 장치;

ⅱ.컴퓨터 시스템의 부 는 일부에 근할 수 있는 컴퓨터 비 번호, 근 코드

는 이와 유사한 데이터.

b.제2조 내지 제5조의 범죄를 행하기 해서 사용할 고의로 a)ⅰ) 는 a)ⅱ)에 언

한 항목(장치나 데이터)을 소지하는 행 . 약국은 이러한 항목의 일정한 수를

소지한 경우에 비로소 형사책임이 부과된다는 것을 법률 요건으로 정할 수 있다.

2.제1항의 제작, 매,사용 목 의 입수,수입,배포 는 그 밖의 이용 제공 행

나 소지가 약 제2조 내지 제5조의 범죄를 행할 목 이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을

검하거나 보호하기 해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 이 조항은 형사책임을 부과하

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3.당사국은 제1항 제a호 제ⅱ목에 규정된 항목들의 매,배포 는 그 밖의 이용

제공 행 는 유보할 수 없으나 제1항의 나머지는 유보할 수 있다.

2. 주

제6조는 앞서 언 한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의 기 성,무결성,가용성에 한

범죄를 범할 목 으로 남용될 수 있는 장치나 근데이터와 련한 구체 인 불법

행 를 고의로 범한 경우를 개별 이고 독립 인 범죄로서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범죄를 행하는 데는 흔히 근수단(해커 도구)이나 그 밖의 도구의 소지를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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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범죄목 으로 이들을 획득하기 해서 강력한 동기가 된다.이러한 동기로 이

들을 제조하거나 배포하는 일종의 암시장이 형성된다.이러한 험들을 보다 효과

으로 처하기 해서 형법은 제2조 내지 제5조의 범죄로 나아가려는 출발단계에

서부터 특별히 잠재되어 있는 험한 행 들을 지해야 한다.112)

제1항 제a호 제ⅰ목은 주로 약의 제2조 내지 제5조의 범죄를 실행할 목 으로

설계되거나 개조된 컴퓨터 로그램을 포함한 장치를 제작(조), 매,사용 목 의

취득,수입,배포 는 이용제공 행 를 범죄로 하고 있다.배포(distribution)는 타인

에게 데이터를 달하는 극 인 행 를 말하며 이에 해서 이용 제공 행

(makingavailable은 근 제공 행 는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행 라고도 함)란

타인의 사용을 해서 온라인상의 장치에 올려두는 것을 말한다. 한 이용 제공

행 는 그러한 장치에 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해 하이퍼링크를 설정하거나 편집

하는 행 도 포함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컴퓨터 로그램은 를 들어 바이러스

로그램과 같이 시스템 운 을 방해하거나 데이터를 변경 내지 심지어 괴하도록

설계된 로그램이나 컴퓨터 시스템에 근하기 해서 설계되거나 개조된 로그

램을 말한다.113)

약 입안자들은 오로지 혹은 구체 인 범죄행 를 해서 설계된 장치로 제한되

어야 하는가에 하여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지만,결국 이 사용장치(dual-use

devices)는 배제하 다.이것은 무 제한 인 것으로 고려되었다.이것은 본 규정

을 실제로 용할 수 없게 하거나 불과 몇몇 사건에만 용할 수 있게 하여 형사

차에서의 증명을 엄청나게 어렵게 할 수 있었다. 한 비록 합법 으로 제작되어

배포되었을지라도 모든 장치를 포함시키자는 선택안도 거부되었다.단지 컴퓨터범

죄를 범하려는 고의의 주 요소만이 형벌을 부과하는데 결정 인 요소가 될 것

이다.이러한 근법은 통화 조의 역에서도 채택되지 않았다. 약은 장치가 주

로 범죄를 행할 목 으로 객 으로 설계되거나 개조된 사례로 그 범 를 제한함

으로써 결국 합리 인 타 을 보게 된 셈이다.114)

제1항 제a호 제ⅱ목은 컴퓨터 시스템의 체 는 일부에 근할 수 있는 컴퓨터

비 번호, 근코드 는 이와 유사한 데이터의 제작, 매,사용 목 의 취득,수

입,배포 는 이용제공 행 를 범죄로 하고 있다.115)

제1항 제b호는 제1항 제a호 제ⅰ목 는 제ⅱ목에 규정된 항목들을 소지하는 것

을 범죄로 하고 있다.당사국은 제1항 제b호 마지막 문단에서 그러한 항목이 소지

112)주석서 71

113)주석서 72.

114)주석서 73.

115)주석서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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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함을 법률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이러한 항목의 수는 동시에 형법상 고

의의 증거가 된다.당사국은 형사책임의 근거가 되는 항목의 수를 정할 수 있다.116)

이 형벌구성요건은 범죄가 고의로 권한 없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한

다.장치가 정당한 목 으로 제작되어 시장에 제공되었을 때, 를 들어 컴퓨터 시

스템에 한 응 공격과 같이,과잉범죄화의 험을 피하기 해서는 형벌구성요

건을 제한하기 해 더 많은 요소들이 추가되어야 한다.일반 인 고의 외에 그 장

치를 약의 제2조 내지 제5조의 범죄를 행하기 해서 사용할 특별한 즉 직 고

의가 존재해야 한다.117)

제2항은 권한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검이나 보호를 해 제작된 도구들은 본

규정으로 포섭되지 않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이것은 이미 ‘권한 없이’란 표 에

내포되어 있다. 를 들면,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기술제품의 신용성을 통제

하거나 시스템 보안을 검하기 해서 설계된 검 장치(크래킹 장치)와 네트워크

분석장치들은 정당한 목 으로 제작된 것이고 권한이 있게 사용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118)

제2조 내지 제5조의 모든 컴퓨터 범죄에 장치의 남용 규정을 용할 평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3항은 제42조의 유보 조항을 근거로 국내법에서 이 범죄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당사국은 어도 제1항 제a호 제ⅱ목에서 언

한 컴퓨터 비 번호나 근데이터 는 이와 유사한 데이터의 매,배포 는

그 밖에 이용 제공 행 를 제외한 경우에는 유보를 할 수 있다.이를 유보할 것인

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119)

3.  규 검

약 제6조는 제2조 내지 제5조의 범죄를 실행할 목 으로 주로 제2조 내지 제5

조의 범죄를 행할 의도로 고안되고 개조된 컴퓨터 로그램을 포함하는 장치 는

컴퓨터 시스템의 부 는 일부에 속할 수 있는 컴퓨터 비 번호, 속코드,

는 유사한 데이터 등을 제작, 매,이용을 한 조달,수입,배포 는 이용가능하

게 한 행 뿐 아니라 제2조 내지 제5조의 범죄를 실행할 의도로 에서 열거된 장

치나 데이터를 소유하는 행 도 장치의 남용으로 규정하고 있다.한편 당사국은 형

사책임을 부과하기 에 그러한 장치나 데이터의 소지를 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

116)주석서 75.

117)주석서 76.

118)주석서 77.

119)주석서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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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약 제6조는 불법 근,불법 감청,데이터 침해,시스템 방해의 범죄를 실행하기

해서 이러한 목 을 가진 로그램을 포함한 장치나 데이터를 제작, 매,사용

목 의 취득,수입,배포,이용 제공,소지하는 행 를 처벌하기 한 것이다.

우선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9호를 고려해 볼 수 있다.동조 제9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데이터 는 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 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로그램(이하 “악성 로그램”이라 한다)을 달 는 유

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는 5천만원 이하의 벌 으로 처벌하고 있다.120)악성

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데이터 는 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 조하

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약 제4조의 데이터 침해와 제5조의 시스템

방해를 목 으로 하는 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제6조 제1항 제1호의 배포

는 이용제공행 에는 포섭이 될 수 있다.하지만 악성 로그램의 제작, 매,사

용목 의 취득,수입,소지 행 에 해서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악

성 로그램은 불법 근이나 감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제12조에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하여 데이터를 괴

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 을 방해할 목 으로 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로그램을 투입하는 행 를 처벌하고 있다.121)하지만 로그램의 투입 이

의 행 에 해당하는 비행 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불법 감청의 목 을 가진 로그램이나 장치와 련하여 통신비 보호법의 불법

감청설비 제조 등 죄를 고려해 볼 수 있다.통신비 보호법은 제17조 제1항 제4호

에서 인가를 받지 않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 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한

고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통신비 보호법에서 감청설비란 화 는 기통

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제2조 제8호).

만일 약 제3조의 불법 감청을 목 으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한 고를 하 다면 약 제6조 제1항 제a

120)제71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5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9.제48조 제2항을 반하여 악성 로그램을 달 는 유포한 자.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 등의 지)② 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데이터 는 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 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로그램(이하 “악성 로그램”이라 한다)

을 달 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121)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제12조에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 등의 지) 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에 근하거나 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과하여 장된 데이터를 조작· 괴·은닉

는 유출하는 행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하여 데이터를 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

설의 운 을 방해할 목 으로 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로그램을 투입하는 행 .3.주요정

보통신기반시설의 운 을 방해할 목 으로 일시에 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

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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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제ⅰ목의 장치의 제작 등에 해당할 수 있다.122)하지만 통신비 보호법의 감청설

비에는 감청 로그램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23)

따라서 약 제6조가 요구하는 일반 인 규정은 행법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

으로 보인다. 를 들어 DDoS공격에 있어서 공격자는 공격 상 서버의 취약 을

분석한 후 한 악성 로그램을 직 만들기도 하며,이러한 악성 로그램은 기

존의 탐지 로그램이나 백신 로그램으로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법익침해에

한 험성이 높기 때문에 악성 로그램의 제작행 에 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124) 약은 제2조 내지 제5조의 모든 컴퓨터 범죄에 장치의 남용 규정

을 용할 평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42조의 유보 조항을 근거로 어도 제1항

제a호 제ⅱ목에서 언 한 컴퓨터 비 번호나 근데이터의 매,배포 는 이용

제공 행 를 제외한 나머지는 유보를 할 수 있다.125)

약 제3조의 불법 감청을 목 으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수

입· 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한 고 행 는 약 제6조 제1항 제a호 제ⅰ

목의 장치의 제작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 들에 한 유보가 고려되어

야 한다. 재 통신비 보호법에는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

문에 이러한 행 들을 유보하지 않는다면 양벌규정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이다.법

인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약 제12조는 유보 조항이 용되지 않는다.

Ⅵ. 컴퓨   

1. 약 7

약 제7조(컴퓨터 련 조)각 당사국은 컴퓨터데이터를 직 읽을 수 있고 이

해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계없이 진정성에 흠결이 있는 자료를 마치 진정한 것처

럼 합법 으로 인식되도록 하거나 행사할 목 으로 권한없이 고의로 컴퓨터자료를

입력·변경·삭제 는 은폐하는 행 를 국내법상 범죄로 하는데 필요한 입법 그

122)차진아,사이버범죄에 한 실효 응과 헌법상 통신의 비 보장,공법학연구 제4권 제1호,

53.

123)무선통신상의 주 수의 청취가 가능한 수신용 무 기와 같은 경우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자

의 실 사용목 ,용도를 떠나서 타인간의 송수신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청취하는 데에 사

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감청설비로 보아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 헌법재 소의 결정(헌

법재 소 2001.3.21.자 2000헌바25결정)에서 감청 설비는 로그램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

124)이원상,해킹의 단계 범죄화와 일상 역화,안암법학 제28권,2008,301면;최호진,DDoS,앞의

논문,49면.

125)주석서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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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당사국은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에 조를 범할 의도

는 이에 하는 부정한 의도를 정할 수 있다.

2. 주

이 규정의 목 은 유형문서의 조범죄에 응한 것을 제정하는 데 있다.이것은

통 인 조와 련해서 발생하는 형법상의 결함을 보충하기 한 것이다. 통

인 조는 진술의 가시성·가독성 는 문서에 체화된 진술을 요구하고 자 으

로 장된 데이터에는 용되지 않았다.증거의 가치를 가진 그러한 데이터의 조작

은 만일 제3자가 속임을 당하게 되면 통 인 조행 와 같은 심각한 결과를

래한다.컴퓨터 련 사기는 권한없이 장된 데이터를 만들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

함하게 되므로 법 거래 과정에서 다른 증거가치를 획득하게 하는데,이는 데이터

에 포함된 정보의 신용성에 의존하고 있다.이러한 것은 사기에 쉽게 빠지게 한

다.126)

조에 한 개별 당사국의 구상은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한

가지 구상은 문서의 자에 한 진정성에 기 를 두고 있고,나머지는 문서에 포

함된 진술의 진실성에 기 하고 있다.그러나 진정성에 한 사기는 데이터의 내용

의 정확성 는 진실성(veracity)과 계없이 최소한 데이터의 발행자와 련된 것

이라는 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당사자국은 나아가서 ‘진정한’(authentic)이

란 표지에서 데이터의 진정성(genuineness)을 포함시킬 수 있다.127)

본 규정은 법 효과를 가진 공문서 내지 사문서에 상응하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정확하거나 부정확한 데이터를 권한없이 입력하는 것은 허 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래한다.변경(수정,변화,부분 변경),삭제(데이터 장매체로부터 데

이터를 지움),은닉(데이터의 숨김,은폐)등은 일반 으로 진정한 문서의 조에 상

응한다.128)

‘정당한 목 을 해서’란 한 법률상 요한 거래129)와 문서를 말한다.130)

한 이 규정을 국내법으로 이행함에 있어서 사기 의도(Absicht,고의) 는 유

사한 부정한 의도(고의)를 추가 인 구성요건으로 두는 것을 회원국에게 허용하고

있다.131)

126)주석서 81.

127)주석서 82.

128)주석서 83.

129)데이터 일의 내용에 향을 미치는 모든 거래를 말한다.

130)주석서 84.

131)주석서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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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 검

약 제7조는 컴퓨터데이터를 직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계없이 진정성에 흠결이 있는 자료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합법 으로 인식되도록

하거나 행사할 목 으로 권한없이 고의로 컴퓨터자료를 입력·변경·삭제 는 은닉

하는 행 를 컴퓨터 련 조행 로 규정하고 있다.

제7조는 법 효과를 가진 공문서 내지 사문서에 상응하는 데이터를 포함한다.정

확한 는 부정확한 데이터를 권한없이 입력하는 것은 허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고,변경(수정,변화,부분 변경),삭제(데이터 장매체로부터 데이터의 지움),은닉

(데이터의 숨김,은폐)등은 일반 으로 진정한 문서의 조에 상응한다.132)

이와 련하여 우리 형법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 으로 권리·의무 는 사

실증명에 한 타인의 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작·변작·행사한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는 1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133)당해 자기록이 공

무원 는 공무소의 자기록일 경우 공 자기록 작·변작·행사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가 처벌하고 있다.134)

특수매체기록의 작 는 변작은 권한없이 는 권한의 범 를 일탈하여 자기

록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것135)을 말하므로 약 제7조의 컴퓨터자료의 입력·변경

에 해당한다. 한 작은 권한 없는 자가 자기록을 만드는 유형 조를 의미하며,

변작은 권한 없는 자가 자기록을 허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컴퓨터자료의 삭제와 은닉은 변작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미수범은 처벌한

다.136)따라서 약 제7조의 컴퓨터 련 조는 별도의 입법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

아진다.137)

132)주석서 83.

133)형법 제232조의 2 제234조.

134)형법 제227조의 2 제229조.

135)문헌에서는 사 자기록의 작·변작죄에 있어서 작·변작의 의미에 하여 사문서의 조·변조

에 응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사문서 조·변조와는 달리 유형 조 이외에 무형 조도 포

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립되어 있다.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권한 있는 자가 허 내용의

사 자기록을 만드는 경우 본죄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가에 있다.권한 있는 자가 허 내용의 사문

서를 작성한 경우 형법은 원칙 으로 사문서의 무형 조를 처벌하지 않으며 외 으로 허 진단

서작성죄만을 처벌하고 있다는 ,허 사 자기록작성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본죄의

작·변작개념에 무형 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처벌의 범 를 확장하는 유추해석이 될

수 있다는 에서 본죄의 작의 개념에는 유형 조만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작(僞作)은 권한 없는 자가 자기록을 만드는 유형 조를 의미하며,변작(變作)은 권한 없는 자가

자기록을 허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고 ,기록매체 자체를 손하는 것은 변작이 아니라

재물손괴에 해당한다.이러한 견해 립을 해소하기 해서는 입법 해결이 필요하다.

136)제235조 (미수범)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37)같은 견해 정완 외 2인,사이버범죄 약,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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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컴퓨   사  

1. 약 8

약 제8조(컴퓨터 련 사기)각 당사국은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입히거나 자신

는 타인의 경제 이익을 획득할 목 으로 권한없이 고의로 a.컴퓨터 데이터를

입력·변경·삭제 은폐하거나,b.컴퓨터시스템의 정상 인 작동을 방해하는 행

를 국내법상 범죄로 규정하는데 필요한 입법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주

기술 명의 도래로 신용카드사기를 포함한 사기범죄와 같은 경제범죄를 범할 기

회가 증하고 있다.컴퓨터 시스템에서 나타나거나 리되는 자산(즉 자 펀드,

은행 )이 통 인 재산과 같이 조작의 상이 되고 있다.이러한 범죄는 주로

입력조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입력조작은 부정확한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

거나 는 데이터 처리과정에서 로그램을 조작하거나 다른 방해를 가함으로서 행

해진다.따라서 이 규정의 목 은 타인의 재산에 불법 송의 향을 미칠 의도로

데이터의 처리과정에 부당한 조작을 가하는 것을 범죄화하는 데 있다.138)

가능한 모든 요 조작행 들을 포 하기 해서 제8조 제a호의 입력,변경,삭제,

은폐의 구성요소들은 제8조 제b호의 컴퓨터 로그램 는 시스템의 기능에 방해하

는 일반 인 행 들에 의해서 보충되고 있다.입력,변경,삭제 은폐의 요소들은

제7조의 의미와 같다.제8조 제b호는 하드웨어 조작,출력은폐,데이터의 기록 는

흐름에 침입하거나 로그램의 작동순서에 침입하는 행 를 포 한다.139)

컴퓨터 사기 조작은 그것으로 인해 직 타인 재산에 경제 손실이나 소유권의

상실이 있어야 하고,행 자는 자기 는 타인을 해서 부당한 경제 이익을 획

득할 의도를 가지고 행 한 경우에 범죄화될 수 있다.재산의 손실(loss of

property)은 범 한 개념으로써 이나 경제 가치를 가지는 동산 부동산

의 상실을 포함한다.140)

범죄는 권한없이 행해져야 하고 경제 이익은 부당하게 획득되어야 한다.물론

정당한 일상 인 상행 는,그것이 경제 이익을 획득하기 한 것일지라도,그것

138)주석서 86.

139)주석서 87.

140)주석서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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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당하게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본조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를 들면,침

해된 사람사이의 유효한 계약에 따라서 행해진 활동들은 정당한 행 이다( 컨

계약조건에 따라서 권한이 부여되어 웹사이트를 제거하는 행 ).141)

범죄는 고의로 행해져야 한다.일반 인 고의의 요소는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야

기하는 컴퓨터 조작이나 방해이다.범죄는 한 자신 타인의 경제 는 그 밖

의 이익을 획득하기 해서 사기의 의사 는 다른 부정한 의도를 요구한다.따라

서 본인이나 타인에게 경제 손해를 야기했지만 사기의 의도나 부정한 의도가 없

이 행해진 경우에는 본조에 규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를 들어 인터넷

상에서 제품비교상 을 운 하기 해서 정보수집 로그램을 사용하는 것(bot)142)은

비록 이에 의해서 자동 으로 방문되는 사이트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 다

하더라도 범죄화하지 않는다.143)

3.  규 검

약 제8조는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하거나 자신 는 타인의 경제 이익을

획득할 목 으로 권한없이 고의로 컴퓨터 데이터를 입력·변경·삭제 은닉하거나,

컴퓨터시스템의 정상 인 작동을 방해하는 행 를 컴퓨터 련 사기로 규정하고 있

다.

약 제8조는 가능한 모든 요 조작행 들을 포 하기 해서 일반 인 조작행

와 구체 인 조작행 로 나 어 규정하고 있다.즉 제8조 제b호에서 컴퓨터 로

그램 는 시스템의 기능을 방해하는 일반 인 행 들을 규정하고,제8조 제a호에

서 입력,변경,삭제,은닉 등의 구체 인 행 요소들을 보충하고 있다.입력,변경,

삭제 은닉의 요소들은 제7조의 의미와 같다.제8조 제b호는 하드웨어 조작,출력

은폐,데이터의 기록 는 흐름에 침입하거나 로그램의 작동순서에 침입하는 행

를 포 한다.144)

컴퓨터 련 사기와 련한 형벌규정은 형법의 컴퓨터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

2)가 있다.145)즉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 의 정보 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

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

141)주석서 89.

142)일반 으로 PC통신과 인터넷에서 사용자들이 직 자신의 손으로 수행하던 작업을 자동화된 방

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즉 일반 사용자들을 신해서 일부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해

다(최신인터넷용어사 ,정보문화사,1997,29면 참조.)

143)주석서 90.

144)주석서 87.

145)인터넷 사기의 유형별 고찰에 해서는 최득신,인터넷 사기의 형사법 고찰 -인터넷 사기의 유

형과 그 응방안을 심으로 -,인터넷법률 통권 제18호(2003.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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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보처리장치란 자동 으로 계산 는 정

보처리를 행하는 자장치를 말하므로146) 약상의 컴퓨터시스템의 개념에 포섭된

다. 약 제8조의 컴퓨터 데이터를 입력·변경·소거 은폐는 약 제7조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다만 약 제8조의 ‘컴퓨터시스템의 정상 인 작동을 방해하

는 행 ’는 형법 제347조의 2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 의 정보 는 부정

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는 행 ’가 더 포 이라 생각

되지만,동 약의 수용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미수범도 처벌한다.147)

Ⅷ. 아동포르 그래  죄

1. 약 9  

약 제9조(아동포르노그래피)1.각 당사국은 권한없이 고의로 범해진 다음의 행

를 국내법상 범죄로 하는데 필요한 입법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배포할 목 으로 아동포르노를 제작하는 행

b.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아동포르노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제공하는 행

c.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아동포르노를 배포 는 송하는 행

d.본인이나 타인을 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아동포르노를 획득하는 행

e.컴퓨터데이터 장매체 는 컴퓨터시스템에서 아동포르노를 소지하는 행

2.제1항의 아동포르노에는 다음 행 를 시각 으로 묘사하는 포르노물을 포함시켜

야 한다.

a.성 으로 노골 인 행 를 실연하는 미성년자

b.성 으로 노골 인 행 를 미성년자가 실연하는 것처럼 행 하는 사람

c.성 으로 노골 인 행 를 미성년자가 실연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사실 인 이미

지

3.제2항의 미성년자에는 18세 이하의 사람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당사국은 연령

을 낮출 수 있으나,최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4.각 당사국은 제9조 제1항 제d호,제1항 제e호,제2항 제b호,제2항 제c호의 일부

는 체를 용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

146)이재상,형법각론 제4 박 사 2000,337면.

147)제352조 (미수범)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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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아동포르노에 한 제9조는 아동의 성 착취로부터의 보호와 함께 아동의 보호

를 한 강력한 조치를 목 으로 하고 있다.148)이를 해 아동에 한 성범죄의 범

행에서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의 한계를 더욱 효과 으로 설정하여 형벌 규정의

화를 기하고 있다.149)

이 규정은 아동포르노를 추방하려는 국제 인 동향과도 부합한다.국제 동향의 증

거로서는 최근 유엔의 아동의 권리,아동매매,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한 약

의 추가의정서 채택이나 유럽평의회의 아동의 성 착취 아동포르노의 투쟁에

한 의제발의(COM2000/854)등을 들 수 있다.150)

본 규정은 아동포르노의 제작,소지,배포 등 다양한 행 를 범죄화하고 있다.

부분의 국가는 이미 통 인 아동포르노의 제작이나 물리 인 배포는 범죄화하고

있다.그러나 인터넷이 그러한 포르노의 유통에서 요한 수단이 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아동의 성 착취와 험에 처하기 해서 국제법 인 측면에서 특별규정

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그러한 포르노물과 아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의 아이디어, 타지,조언 등의 교환과 같은 온라인 행이 아동에 한 성범죄를

옹호,고무,조장하고 있다는 사고가 리 인식되고 있다.151)

제1항 제a호는 컴퓨터를 통하여 유포할 목 으로 한 아동포르노의 제작을 범죄화

한 것이다.이 규정은 앞서 언 한 험들의 근원에서부터 처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152)

제1항 제b호는 컴퓨터를 통한 아동포르노그래피의 제공을 범죄화한 것이다.제공

(offering)은 타인이 아동포르노를 얻을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제공은

포르노물을 제공하는 사람이 이를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암시한다.이용가능

하게 하는 행 는 컨 어떤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통하는 것과 같이 타인의 사용

을 해서 아동포르노물을 온라인상에 업로드하는 것을 포함시키려는 의도이다.이

규정은 한 아동포르노에 근을 용이하게 하기 해서 하이퍼링크를 설정하거나

편집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153)

제1항 제c호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아동포르노의 배포 송을 범죄화하고

148) 유럽에서의 아동포르노그래피에 한 투쟁에 해서는 Baier, Die Bekämpfung der

KinderpornografieaufderEbenvonEuropäischerUnionundEuroparat,ZUM 1/2004참조.

149)주석서 91.

150)주석서 92.

151)주석서 93.

152)주석서 94.

153)주석서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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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배포(distribution)은 극 으로 포르노물을 유포하는 것이다.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타인에게 아동포르노를 보내는 것은 아동포르노의 ‘송’에 해당하

는 범죄이다.154)

제1항 제d호에서 ‘본인 는 타인을 해서 획득하게 하는 것’은 컨 아동포르

노를 다운로드함으로써 그것을 극 으로 얻는 것을 말한다.155)

컴퓨터 시스템이나 디스켓 내지는 시디롬과 같은 데이터 장장치에 아동포르노

를 장(소지)하는 것은 제1항 제e호에서 범죄화하고 있다.아동포르노의 소지는 그

러한 물건에 한 수요를 자극한다.아동포르노의 제작을 이는 효과 인 방법은

제작과 소지의 연결고리에 있는 참여자들의 행 에 형사처벌을 부여하는 것이다.156)

제2항의 포르노물은 개별 당사국의 기 에 따라 결정된다.당사국의 기 은 포르

노물을 음란하거나(obscene),공공도덕에 부 합하거나 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분

류한다.그러므로 술 ,의학 ,과학 는 이와 유사한 가치를 갖는 포르노물

은 포르노그래피로 고려될 수 없다.시각 묘사는 컴퓨터 디스켓이나 다른 자

장매체에 장된 데이터를 포함하는데,이들은 시각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어

야 한다.157)

‘노골 인 성 행 '(sexuallyexplicitconduct)는 어도 사실 이거나 시뮬 이

터되어야 한다.그러한 것으로는 우선 동성 는 이성간의 미성년자,성인과 미성년

자 사이의 성교를 말하는데,이 경우 성교는 성기-성기,구강-성기(구강성교),항문

-성기(항문성교) 는 구강-항문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한다.이 외에 수간,자

,성 계에서의 가학 는 피가학 남용(새디즘 는 매조키즘),미성년자의

성기의 음란한 노출 는 공 에의 노출 등을 로 들 수 있다.묘사된 행 가 사

실 인 것인가 는 시뮬 이터된 것인가는 요하지 않다.158)

제1항의 범죄를 행할 의도로 제2항에 규정된 포르노물의 세 가지 유형은 실제 아

동의 성 남용의 묘사,성 으로 노골 인 행 를 미성년자가 실연하는 것처럼 행

하는 사람을 묘사한 포로노그래피 상,그리고 비록 사실 이긴 하지만,실제 아

동이 성 으로 노골 인 행 에 사실상 여하지 않는 상 등이 있다.세 번째 것

은 자연인의 변형된 이미지와 같이 변경되거나 는 컴퓨터에 의해 으로 작동

되는 화상들을 포함한다.159)

제2항의 세 가지 사례에서 보호법익은 약간씩 다르다.제2항 제a호는 직 아동의

154)주석서 96.

155)주석서 97.

156)주석서 98.

157)주석서 99.

158)주석서 100.

159)주석서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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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에 한 보호에 이 있다.제2항 제b호와 제c호는 특정한 행 에 한 보호

를 규정하고 있다.즉 그러한 행 란 포르노에 묘사된 아동은 실제의 아동이 아니

기 때문에 그에게 손해를 끼칠 필요는 없지만,그러한 행 에 참여하는 아동을 조

장하거니 유혹할 수 있는 행 를 말한다.160)

‘권한없이’는 유책자를 특정한 상황하에서 합법 인 방어,변명 는 유사한 요

원칙들을 배제하지 않는다.따라서 ‘권한없이’는 당사국이 사상,표 라이버시

의 자유와 같은 기본 인 권리를 고려하도록 허용한다.게다가 당사국은 술 ,의

학 ,학술 , 는 유사한 가치를 가지는 포르노물에 한 행 들에 해서 항변을

할 수 있다.제2항 제b호와 련해서 ‘권한없이’란 를 들어 만약 묘사된 사람이

이 규정에서 말하는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그 사람은 형사책임이 면제

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161)

제3항은 아동포르노그래피 련 미성년자를 일반 으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으

로 규정하고 있다.이는 유엔의 아동권리에 한 약 제1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나이에 해서 국제 인 기 을 설정하는 것은 요한 정책사안으로 고려되었다.

실제 는 가상의 아동을 성 상으로 하는 것과도 련되며,성 계의 동의 나

이와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하지만 어떤 국가는 아동포르노에

한 국내 입법에서 더 낮은 나이를 규정하고 있음을 인정하여,당사국이 최 16세

를 한계로 다양한 나이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62)

본조는 아동포르노에 한 다양한 불법유형들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 내지 제8조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당사국은 고의로 행해진 경우에 범죄화의 의무를 지고 있

다.이러한 기 하에서 아동포르노를 제공,이용가능,배포, 송,제작 는 소지할

의도를 갖지 않는 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당사국은 그러한 기 이 용되는

사안에서 보다 구체 인 기 을 채택할 수도 있다. 를 들어 서비스제공자가 특별

한 경우에 국내법에서 요구되는 의도(고의)가 없이 그러한 포르노를 포함한 웹사이

트나 뉴스룸을 개(conduit)하거나 호스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더구나 서

비스제공자는 형사책임을 피하기 해서 그러한 행 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다.163)

제4항은 당사국이 제1항 제d호와 제e호,제2항 제b호와 제c호에 한 권리를 유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당사국은 이 규정의 일부 는 부를 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당사국의 유보는 제42조에 의해서 서명 시 는 비 서,수락서,승인서,

가입서의 기탁 시 유럽 이사회의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164)

160)주석서 102.

161)주석서 103.

162)주석서 104.

163)주석서 105.

164)주석서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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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 검

약 제9조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아동포르노의 제작,(타인)이용가

능,제공,배포, 송,획득,소유 등 다양한 행 유형을 범죄화하도록 요구하고 있

다.

아동포르노그래피와 련한 행 법률로는 형법상의 음란물 반포 제조죄,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이하 ‘아청법’으로 표기)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의 제작·배포 등(제11조)165),정보통신망법 음란부호 등 배포죄,성폭력범죄의 처벌

피해자보호 등에 한 법률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약 제9조 제1항은 아동포르노그래피 련 행 태양을 규정하고 있는데,그러한

것으로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배포 목 의 아동 포르노 제작행 (제9조 제1항 제

a호와 컴퓨터데이터 장매체 는 컴퓨터시스템에서의 아동포르노 소지행 (제9조

제1항 제e호 등이 있다.이러한 행 들은 우선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 등 죄166)와

형법 제244조 음화제조 등 죄167)를 고려해 볼 수 있다.하지만 우리의 경우 아동포

르노그래피와 련한 범죄는 아청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용하는 것이 더

합하다.동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과 련하여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여기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 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 ,구강·항문 등 신

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 ,신체의 부 는 일부를 ·노출하

는 행 로서 일반인의 성 수치심이나 오감을 일으키는 행 ,자 행 를 하거

나 그 밖의 성 행 를 하는 내용을 표 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제2

조 제5호).이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 는 수출하는 경우 미수범

165)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는 수출

한 자는 무기징역 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리를 목 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을 매· 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 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시 는 상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시 는 상 한 자

는 7년 이하의 징역 는 5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

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2천

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66)제243조 (음화반포등)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매 는 임 하거나 공연히

시 는 상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500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167)제244조 (음화제조등)제243조의 행 에 공할 목 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 는 수

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는 500만원이하의 벌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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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처벌한다(동법 제11조 제6항).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아동포르노그래피를 이용가능하게 하거나 제공(제9조 제1

항 제b호하는 행 는 제작된 아동포르노그래피가 컴퓨터 시스템에 업로드된 것을

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의 용은 어려워 보인다. 법원은 컴퓨터 로그램

일은 형법에 의한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동 약이 규정한

바와 같이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배포 등의 행 가 이루어지기 해서는 음란물

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송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되거나 제조되어야 하기 때문이

다.168)따라서 이에 응한 법규로는 정보통신망법을 들 수 있다.동법 제74조 제1

항 제2호 제44조의 7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

향·화상 는 상을 배포· 매·임 하거나 공연히 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원 이하의 벌 형으로 처벌한다.하지만 미수범 처벌규정은 없다.

제9조 제1항 제b호에서 제공은 타인이 아동포르노를 얻을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

이므로 극 인 유포를 의미하는 배포는 아니다.그리고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타인의 사용을 해서 아동포르노그래피

를 온라인상에 업로드하는 것과 아동포르노에 근을 용이하게 하기 해서 아동포

르노에 하이퍼링크를 설정하거나 편집하는 것도 포함한다.169)사이버공간에서는 정

보의 검색과 정보원에의 속이 용이하여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극 인 유포

와 단순한 업로드(upload)사이에 사실상 큰 차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컴

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아동포르노그래피를 단순히 권유하거나(제공),포르노사이트

에 단순히 업로드하는 행 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배포에 포섭이

가능하다.하지만 극 인 유포행 와 소극 인 업로드행 는 구별하여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170)그리고 링크를 통해서 근가능하게 하는 행 한

극 인 아동포르노그래피의 유포행 는 아니므로 배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그

다면 공연 시에의 포섭이 문제이다.우리 법원은 사이버음란물에의 링크설정에

하여 공연 시의 정범을 인정하고 있다.171)이러한 법원 례에 따른다면 사이

168)이에 한 자세한 설명은 박희 ,사이버음란물에 한 형법 응방안,법학연구 제41권 제1호

(통권49호,2000.12),부산 학교 법학연구소 참조;박희 ,사이버음란물 유포행 와 형사책임,법

학연구 제43권 제1호(통권 51호,2002),부산 학교 법학연구소,.

169)주석서 95.

170)서보학,인터넷상의 정보유포와 형사책임,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3호(통권 제47호,2001.가을

호),19면;박희 ,인터넷의 유포범죄와 링크 제공자의 형사책임,비교형사법 제5권 제2호(2003),

95면 참조.

171)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법원 례( 법원 2003.7.8선고 2001도

1335 결)를 비 하고 있는 것은 서보학,유해정보사이트에 링크해 놓은 경우의 형사책임,법률신

문 제3205호(2003.9.25);박희 ,인터넷에서 링크제공자의 형사책임에 한 연구,인터넷법률 통

권 제21호(2004.1);박희 ,인터넷의 유포범죄와 링크 제공자의 형사책임,비교형사법 제5권 제2호

(2003)참조.링크를 공연 시의 개념에 포섭시킬 수 없으므로 입법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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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음란물에 링크를 설정하는 행 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포섭이 가

능하다.

제9조 제1항 제c호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아동포르노의 배포 송을 범죄화

하고 있다.여기서 배포(distribution)는 극 으로 포르노를 유포하는 것이고, 송

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타인에게 아동포르노를 발송하는 것이다.172)컴퓨터 시

스템을 통한 아동포르노의 배포와 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가

용될 수 있다.컴퓨터시스템을 통한 아동포르노의 송의 경우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피해자 보호 등에 한 법률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173)도 고려해 볼

수 있다.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자기 는 다른 사람의 성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 ’을 가져야 하는데,그러한 목 없이 컴퓨터 시스템을 통

하여 아동포르노를 송하는 행 는 동법에 포섭되지 않는다. 송이 배포에 포섭

이 가능하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가 용될 것이다.하지만 미수범

처벌규정은 없다.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아동포르노의 획득(제9조 제1항 제d호)은 컨 아동포르

노를 다운로드(download)함으로써 그것을 극 으로 얻는 것을 말한다.174)정보통

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도 획득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따라서

이에 한 입법이 필요하다.하지만 약 제9조 제4항에서 각 당사국이 이 규정을

용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할 수 있으므로 입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컴퓨터데이터 장매체 는 컴퓨터시스템에서의 아동포르노 소지(제9조 제1항

제e호)는 컴퓨터 시스템(서버컴퓨터 하드드라이버 등)이나 디스켓 시디롬과 같은

데이터 장장치에 아동포르노를 소지하는 것이다.175)이와 련해서는 아청법 제11

조 제5항의 ‘소지’개념을 고려해 볼 수 있다.동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

다.일반 으로 소지의 개념은 목 물을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는 것으로써 유보

다 넓은 개념이다.몸에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으며, 장·은닉·진열 등 어떤 형태

라도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176)따라서 컴퓨터 하드드라이 에 장

근,인터넷상의 음란정보 ‘시’의 개념,법률신문 제3213호(2003.10.23)참조.

172)주석서 96.

173)동법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자기 는 다른 사람의 성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 으

로 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 수치심이나 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이나 도화, 상 는 물건을 상 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300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174)주석서 97

175)주석서 98

176)이원상,아동포르노그래피 소지죄에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한 연구,안암법학,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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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웹하드의 자기 계정에 업로드하거나177)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를 호출하여

모니터에서 보는 경우178)자신의 지배하에 있으면 소지로 볼 여지가 있다.이러한

해석론에 따르면 제9조 제1항 제e호의 소지는 행법에 이미 수용되어 있다고 본

다.만일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아동포르노의 획

득은 약 제9조 제4항에서 유보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법을 해

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약 제9조 제2항은 아동 포르노그래피 련 행 의 객체를 다음의 세 가지 유형

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즉 실제 아동의 성 행 를 묘사하거나 성 으

로 노골 인 행 를 미성년자가 실연하는 것처럼 행 하는 성인을 묘사하거나 비록

실제 아동이 성 으로 노골 인 성 행 에 사실상 여하지 않는 이미지 등이다.

첫째,실제 아동의 성 행 를 묘사한 포르노그래피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에 해당된다.179)둘째,성 으로 노골 인 행

를 미성년자가 실연하는 것처럼 행 하는 성인이 등장하는 포르노그래피는 아청

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포섭시킬 수

있다.여기서 성인은 단순히 청소년으로 분장하여 청소년인 것처럼 보인 경우가 아

니라 ‘명백하게’청소년으로 인식될 정도여야 한다.즉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아동·청소년’과 등한 개념으로서 그와 동일한 법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따라서 해당 음란물의 내용과 함께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상물의 출처 제작 경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 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 이고 규범 으로 평가할 때 명백하게 아

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180)셋째,미성년자가 실재로 등장하

177)이원상,앞의 논문,126.

178)인터넷에서 아동포르노를 호출하여 컴퓨터모니터에서 보는 경우 해당 상 일이 램에 일시

으로 장되는 경우(캐싱)에도 음란물 소지죄를 인정한 독일 결로는 LGHamburg,15.02.2010-

2-27/09(REV);2-27/09-1Ss86/09참조.이에 해 원심법원은 음란문 소지로 보지 않고 무

죄로 결함(박희 ,아동포르노를 컴퓨터모니터에 불러온 경우 ‘소지’의 개념,독일형사 례연구 1,

[사이버범죄],한국학술정보(2011),71-89면 참조.

179)컴퓨터를 통한 상은 컴퓨터의 모니터상에 화면으로 재생가능한 데이터 일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데이터 일을 장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외장형 하드디스크,집(zip)드라이 ,

이동식 핸드 드라이 , 로피디스크,씨디 롬,디 이디(DVD)등도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매체가

될 수 있다.

180) 법원 2014.9.26,선고 2013도12607 결.개정 의 법률에서 헌법재 소는 지의 상인 ‘청소

년이용물’에는 실제로 청소년이 등장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헌재 2002.4.25,2001

헌가 27결정).이에 하여 평균이 보았을 때 묘사의 형태상 성교행 라고 단할 수 있다면 청소

년을 이용한 실제의 제조나 기록과정에서 실제 인 성교행 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이용음란

물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로는 이건호,아동포르노그래피에

한 연구,형사정책연구원 2002,146면 참조;입법론 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로는 심희기,아

동포르노그래피와 한국의 청소년 보호법,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특집호(2003),899면 이하 참

조; 법원 례의 비 에 해서는 박선 ,가상공간에서의 표 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인터넷법

률 통권 제16호(2003.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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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지만 성 으로 노골 인 행 를 미성년자가 실연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사실

인 이미지의 경우는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

물’에 해당된다.이러한 표 물에는 자연인의 변형된 이미지와 같이 변경되거나

는 컴퓨터에 의해 으로 작동되는 화상들을 포함한다.181)즉 컴퓨터 기술로 성인

의 신체에 실제 청소년의 얼굴만을 합성한 음란물이 여기에 해당한다.182)따라서

약 제9조 제2항은 행법에 수용되어 있다.

제9조 제3항은 아동포르노그래피 련 미성년자를 일반 으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 나이는 16세로 제한을 할 수 있다.183)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다만,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하므로184)청소년의 나이에 해서는 약의 이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Ⅸ.    리  침

1. 약 10

약 제10조( 작권 작인 권)1.각 당사국은 문 작물의 보호에 한 베른

약을 개정한 1971년 리 약과 지 재산권의 상거래에 한 약 세계지 소

유권기구의 작권 약에서 취해진 의무에 따라 당사국이 법률에 규정한 련권리

의 침해에 해서는 이들 약에서 부여된 인격권을 제외하고는 그 침해가 고의로

(willfully)185),상업 규모로,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국내법상

범죄로 하는데 필요한 입법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각 당사국은 실연가,음반 제작자,방송사업자의 보호를 한 국제 약(로마

약),지 재산권의 상거래에 한 약,세계지 소유권기구 실연 음반 약에서

취해진 의무에 따라 당사국이 법률에 규정한 련권리의 침해에 해서는 이들

약에서 부여된 인격권을 제외하고는 그 침해가 고의로,상업 규모로,컴퓨터 시스

템을 이용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국내법상 범죄로 하는데 필요한 입법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81)주석서 101.

182)이건호,아동포르노그래피에 한 연구,형사정책연구원 2002,146면 참조.

183)주석서 104

184)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항,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 제2조 제1항

185)TRIPS 정(범죄화 의무규정)제61조에서 고의로(willfully)가 신 사용되고 있다.따라서 제10

조 제1항 제2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의로(willfully)는 의도 으로(intentionally)가 신 사용된

것이다.앞의 사이버범죄 약,81면에서 ‘악의로’로 번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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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사국은 한정된 상황에서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하

지 않을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다만 기타 효과 인 구제조치가 이용가능하며,그

러한 유보가 제10조 제1항 제2항의 국제문서에서 규정한 당사국의 국제 의무

를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2. 주

지 재산권,특히 작권의 침해는 인터넷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범죄유

형이다.이것은 작권자와 컴퓨터 네트워크의 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 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작권자의 동의없이 인터넷에서 보호 작물의 복제와 유포는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다.그러한 보호 작물로는 문학,사진,음악, 상 그 밖의

작물 등이 있다.무권한 카피는 디지털기술로 쉽게 이루어지고 있고 산망에서의

재생산과 유포는 형사 제재와 이 분야의 국제 조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

고 있다.186)

각 당사국은 고의 인 작권과 련 권리의 침해를 범죄화해야 한다.‘련 권리’

란 때로는 본 조에서 언 한 약에 규정된 ‘인 권’으로 불리워진다.그리고 이러

한 침해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상업 인 규모로 행해져야 한다.제1항

은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작권 침해에 한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작권의

침해는 이미 부분의 국가에서 범죄화하고 있다.제2항은 컴퓨터를 통한 련권리

의 침해를 구정하고 있다.187)

작권과 련권리의 침해는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서 규정되어 있고 각 당사국의

의무는 각종의 국제 약에서도 언 되어 있다.각 당사국은 이러한 침해를 형사범

죄로 규정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므로,이러한 침해를 국내법으로 규정한 방법들은

국가마다 상이하다.그러나 약상 의무를 범죄화하는 것은 지 재산권침해를 포

하는 것은 아니다.제10조에 명확하게 언 하고 있는 다른 권리들과 특허 상표

법 침해는 배제되어 있다.188)

제1항과 련된 약들은 문 작물의 보호를 한 베른 약의 1971년 7월 24일

리 약,지 재산권의 상거래에 한 약(TRIPS),세계지 재산권기구(WIPO)

작권 약 등이다.제2항에 련한 국제문서들은 실연가,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의 보호를 한 국제 약(로마 약),지 재산권의 상거래에 한 약(TRIPS),세

계지 재산권기구(WIPO) 작권 약 등이다.제1항과 제2항에서 언 하고 있는

186)주석서 107.

187)주석서 108.

188)주석서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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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이 부담해야할 책임에 따라서’(pursuant to the obligations it has

undertaken)란 말의 사용은 당사국이 약에 체결하는 것은 당사국이 아닌 약

을 용할 의무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더구나 당사국이 이들 정 하나로

부터 인정된 유보나 선언을 한 경우라면,그러한 유보는 약의 의무의 범 를

제한할 수 있다.189)

세계지 재산권기구(WIPO) 작권 약과 실연가,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보

호를 한 국제 약은 본 약이 결정되는 시기에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약은 지 재산권을 한 국제 인 보호를 의미있게 업데이트하고

있고(특히 인터넷상에서 요구가 있는 즉시(ondemand)보호 자료들의 새로운 이용

가능성에 한 것)세계 으로 지 재산권의 침해에 처하기 한 수단을 개선하

고 있으므로 요한 의미를 가진다.그러나 이들 약에서 언 하고 있는 작권침

해는 당사국의 에서 이들 약의 효력이 발효되기 까지는 행 약하에서

범죄화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된다.190)

국제 인 문서에서 부여된 의무에 따라서 작권과 련 권리의 침해를 범죄로

해야 할 의무는 앞서 언 한 문서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덕 권리(moralrights)

에는 용되지 않는다.191)

작권과 련 권리에 한 범죄의 경우 형사책임을 용하기 해서는 고의

(willfully)로 범해야 한다.본 약의 다른 모든 실체법 규정과는 달리 제1항과 제2

항에서 고의로(willfully)가 의도 으로(intentionally)를 신해서 사용되고 있다.이

것은 작권침해를 범죄화할 의무를 부여한 지 재산권의 상거래에 한 약

(TRIPS)제61조에서 사용된 용어이다.192)

본 규정들은 ‘상업 인 규모로’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을 수단으로’한 침해에

하여 형사처벌을 부여하기 한 것이다.이것은 TRIPS 정 제61조와 일치한다.동

약 제61조에서는 ‘상업 규모의 작권 침해’의 경우에만 작권 문제에 형사처

벌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당사국은 상업 규모가 아닌 경우에도 그리고 다른

유형의 작권 침해의 경우에도 범죄화할 수 있다.193)

‘권한없이’란 말은 불필요한 것으로써 본 조에서 생략되어 있다. 침해

(infringement)란 말은 이미 작권 자료를 권한없이 사용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

다.권한없이란 말의 부재는 형법상의 방 ,정당화사유,본 약의 어느 곳에 있는

권한없이란 말과 연 되어 있는 형사책임을 배제하려는 여러 원칙을 배제한다는 것

189)주석서 110.

190)주석서 111.

191)주석서 112.

192)주석서 113.

193)주석서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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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다.194)

제3항은 당사국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민사 구제나 행정 구제가 이용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서 형사책임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컨 병렬수입,

여권 등).이 규정은 최소한 기존의 범죄화 요건인 TRIPS제61조의 의무를 훼

손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본질 으로 당사국에게 형사책임을 부여할 의무로부

터 제한된 면책을 부여하고 있다.195)

이 규정은 결코 작자, 화제작자,실연가,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는 그 밖

의 권리자에게 보장된 보호를 국내법 는 국제 약상의 격에 한 기 을 충족

하지 않는 사람에게 확 해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196)

3.  규 검

약 제10조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작권 침해(제1항)와 작인 권과 같은 컴퓨

터를 통한 련 권리의 침해(제2항)를 범죄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들 권

리의 침해는 일정한 약에서 부여된 인격권을 제외하고는 고의로,상업 규모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해져야 한다.

이와 련하여 우리나라는 작인격권197)과 작재산권 작인 권에 한 침

해행 198)에 하여 작권법 제136조에서 처벌규정을 각각 두고 있다. 작권법에

는 컴퓨터 로그램의 보호에 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다만 미수범 처벌규정은

없다.

Ⅹ. 미수,  또는 사

1. 약 11

약 제11조(미수,방조 는 교사)1.각 당사국은 동 약 제2조 내지 제10조에

규정된 범죄를 고의로 방조 는 교사한 경우에는 국내법상 형사범죄로 하는데 필

요한 입법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94)주석서 115.

195)주석서 116.

196)주석서 117.

197)제98조 (권리의 침해죄)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는 3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2. 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작자의 명 를 훼손한 자.

198)제97조의5(권리의 침해죄) 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 권리(제73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방송· 시· 송·배포·2차 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5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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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각 당사국은 동 약 제3조 내지 제5조,제7조,제8조,제9조 제1항 제a호 제9

조 제1항 제c호에 규정된 범죄의 미수가 고의로 행해진 경우에는 국내법상 형사범

죄로 하는데 필요한 입법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각 당사국은 제11조 제2항의 일부 는 부를 용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

2. 주

본 조의 목 은 동 약에 규정된 범죄의 미수,방조,교사와 련된 범죄를 추가

로 규정하려는 것이다.당사국은 약상의 범죄의 미수를 반드시 범죄화할 필요는

없다.199)

제1항은 당사국이 제2조 내지 제10조의 범죄의 방조 는 교사를 범죄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형사책임은 약상의 범죄를 범하는 자가 한 그 범죄가 범

해지도록 원하는 자에 의하여 방조 내지 교사하는데서 발생한다. 를 들면,유해한

내용의 데이터 혹은 부당한 코드의 송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 개가 된다 하

더라도,범죄의 고의가 없는 서비스 제공자는 이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는 이 규정의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하여 내용을 극 으로

모니터링할 의무가 없다.200)

제2항의 미수의 에서 본 약에 규정된 일부 규정 는 이들 범죄의 요소는

개념 으로 미수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를 들어 아동 포르노를 제공하거

나 이용가능하게 하는 요소들).따라서 제3조,제4조,제5조,제7조,제8조,제9조 제

1항 제a호와 제9조 제1항 제c호에 규정된 범죄에 해서 미수를 범죄화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201) 약에 규정된 모든 범죄에서와 같이 미수,방조 교사는 모두 고

의로 범해져야 한다.202)

제3항은 상이한 입법에서 아주 다양한 개념들을 부여하고 있고 미수규정에서 특

별한 을 면제하기 한 제2항의 노력들에도 불구하고,당사국이 제2항과 같이

가질 어려움들을 추가하고 있다.당사국은 제2항을 일부 는 부를 용하지 않

을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이러한 의미는 이 규정을 유보하는 어떠한 당사국은 결

코 미수를 범죄화할 의무가 없을 것이고, 는 부 는 일부를 미수 련 형사제

재를 부여할 범죄를 선택할 수도 있다.이러한 유보는 각 당사국이 그들의 기본

199)주석서 118.

200)주석서 119.

201)주석서 120.

202)주석서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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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법 개념을 수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약의 인 을 범 하게 가능하게

함을 목 으로 하고 있다.203)

3.  규 검

약 제11조는 제2조 내지 제10조의 범죄의 방조 는 교사를 범죄로 규정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방조와 교사는 공범의 형태로 범해지므로 별도의 규정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이와 련한 문제는 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P2P서비스제공자,링크제공자의 형사책임과 련해서 발생하게 되

는데 이에 한 입법은 고려해 볼만하다.

약 제3조 불법감청,제4조 데이터 침해,제5조 시스템 방해,제7조 컴퓨터 련

조,제8조 컴퓨터 련 사기,제9조 제1항 제a호 아동포르노 제작,제9조 제1항

제c호 아동포르노 배포 송의 경우 고의 미수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행

응 법규의 검토 결과 제9조 제1항 제a호 아동포르노 제작행 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미수범처벌 규정이 없다.즉 약 제3조 불법감청과 련하여 정보통신망비

침해죄, 약 제4조 데이터 침해와 련하여 정보통신망비 침해죄, 약 제5조 시

스템 방해와 련하여 형법상 컴퓨터 련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의 악성 로

그램 달·유포죄, 약 제9조 아동포르노그래피의 배포 송의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하지만 제11조 제3항은 이들 범죄의 미수를 처벌하지 않아도 될

유보규정을 두고 있어서 반드시 입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Ⅺ.  책

1. 약 12

약 제12조(법인의 책임)1.각 당사국은 자연인이 법인의 이익을 하여 사 으로

는 법인기 의 일부로서 행 하고,다음의 각호를 근거로 법인 내의 지도 지

에 있으면서,동 약에 규정된 범죄를 행한 경우에 법인에게 이러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국내법상의 입법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법인을 표하는 권한,

b.법인을 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권한,

c.법인 내에서 감독권을 행사하는 권한

203)주석서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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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1항의 규정과는 별도로,자연인이 법인의 이익을 해서 그 권한에 기 하여

범한 약상의 범죄행 가 제1항의 리 감독 태만으로 인한 경우에는 각 당사

국은 당해 법인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당사국은 국내법의 제 원칙에 따라 형사,민사 는 행정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4.이러한 책임은 그 범죄를 범한 자연인의 형사책임을 조각하지 않는다.

2. 주

제12조는 법인의 책임을 다루고 있다.이것은 최근 법인책임을 인정하려는 동향과

일치한다.이 규정은 법인의 이익을 해서 법인 내에서 주도 인 지 에 있는 사

람에 의해서 행해진 범죄행 에 해서 회사,조합(association),유사 법인에게 형

사책임을 부과하려는 의도이다. 한 제12조는 그러한 지 에 있는 사람이 법인의

리인 는 종업원을 감독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행 와 그러한 감독 내지 통제의

결여로 법인의 리인이나 종업원의 약상의 범죄행 를 용이하도록 한 경우에도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이다.204)

제1항에서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첫째는 약에

규정된 범죄 하나가 범해져야 한다.둘째는 범죄는 법인의 이익을 해서 행해

져야 한다.세 번째는 주도 인 지 에 있는 자가 범죄행 를 해야 한다.여기에는

방조와 교사도 포함된다.‘주도 지 에 있는 자’란 이사와 같이 기 의 고 직에

있는 자이다.네 번째는 주도 인 지 에 있는 자는 표권,의사결정권,통제권 등

이들 권한 의 하나를 기 로 행 해야 하며,이것은 그러한 자연인이 법인의 책

임을 보증할 그의 권한의 범 내에서 행 할 것을 의미한다.205)

한 제2항은 제1항의 주요한 지 에 있는 자가 아니라 법인의 권한 내에서 행

하는 자, 컨 법인의 권한 내에서 행 하는 종업원 는 리인에 의해서 범해

진 경우 법인의 형사책임을 부과하도록 당사국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이 경우

법인에게 책임을 부과하기 해서는 법인의 종업원 는 리인에 의해서 범죄가

행해지고,법인을 해서 행해져야 하며,주도 지 에 있는 자의 종업원 는

리인의 감독소홀로 인하여 행해져야 한다.여기서 감독 소홀은 종업원 는 리인

이 법인을 해서 범죄행 를 하는데 하고 합리 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포

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여기서 하고 합리 인 조치란 법인의 유형,규

모,기 ,상거래 행과 같은 다양한 사유로 결정되어야 한다.이것은 종업원의 통

204)주석서 123.

205)주석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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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한 일반 인 감시체제를 요구하도록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206)서비스제공자

는 범죄가 그들의 시스템에서 고객,사용자 는 다른 제삼자에 의해서 범해진 것

을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그 이유는 ‘그것의 권한 하에서 행 하는’이란 말은

그들의 권한의 범 내에서 행 하는 종업원 는 리인에 한해서만 용되기 때

문이다.207)

제12조는 책임을 형사,민사,행정책임으로 부과할 수 있다.각 당사국은 제재

조치가 효과 이고,균형이 있으며 억지효과가 있거나, 제재를 포함하는 제

13조 제2항의 기 을 충족하는 한,이들 당사국의 법 원칙에 따라서 모든 책임을

선택 으로 규정할 융통성을 가진다.208)한편 제4항은 법인의 책임은 개인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209)

3.  규 검

법인의 법 책임에 한 우리나라의 법 상황은 분야별 법률에 따라 다르다.우

성 사법상 법인은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법 지 를 리기 때문에 법 책임이

인정된다.행정법 등 공법의 역에서도 질서벌인 과태료 등을 부과함으로써 법인

에 한 제재가 가능하다.210)하지만 형법은 기본 으로 자연인의 행 가 아닌 기업

을 비롯한 법인의 행 에 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하지만 우리 형

법은 소 양벌규정을 채택하여 이러한 법인 처벌의 공백을 해결하고 있다.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법인 등 단체에 하여 이른바 행정형법의 역에서 양벌규정을

통하여 벌 형을 부과함으로써 개별 법령의 입법목 을 실 하고 있는 것이다.211)

하지만 개별 법령에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에 한 형사처벌이 외 으로

가능하지만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한 처벌이 불가능하다. 를 들어서 통신

비 보호법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이름으로 약 제3조의 불

법 감청을 행한 경우 는 이를 목 으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한 고 행 가 법인 명의로 행해지는 경우

그 법인은 처벌되지 않는다.

206)주석서 54.

207)주석서 125.

208)주석서 126.

209)주석서 127.

210)질서 반행 규제법 제11조(법인의 처리 등)① 법인의 표자,법인 는 개인의 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하여 법인 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반한 때에

는 법인 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211)임정호,형법상 법인처벌규정 도입가능성 검토를 한 륙법 국가법제 비교연구,-자연인 행

의 총합과 책임주의 원칙간 간극을 심으로 -,강원법학 제44권(2015.2),6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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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상의 범죄 제2조 내지 제6조의 응 법규인 정보통신망법에는 양벌규정이

존재하지만,212)제7조와 제8조의 응법규인 형법에는 양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9조의 응법규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213)과 제10조의 응법규인

작권법214)에는 양벌규정이 존재한다.

개별 법령에서 법인을 처벌하기 한 양벌규정은 일반 으로 다음 법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즉 “법인의 표자나 법인 는 개인의 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이 그 법인 는 개인의 업무에 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행 를 하면 그

행 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 형을 과한다.다만,

법인 는 개인이 그 반행 를 방지하기 하여 해당 업무에 하여 상당한 주의

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러한 법문의 본문

은 약 제12조 제1항에 그리고 단서 조항은 제2항에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약의 유보조항인 제42조는 법인의 처벌 규정인 제12조에 해서는 유보를 허용

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컴퓨터 련 조( 약 제7조)나 컴퓨터 련 사기( 약 제

8조)가 법인 명의로 행해진 경우 그 법인은 처벌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

앞서 말한 로 통신비 보호법에는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

문에 약 제3조의 불법 감청이나 이를 목 으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 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한 고 행 가 법인 명의로 행해지는

경우 그 법인은 처벌되지 않는다.물론 약 제3조의 불법 감청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을 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불법 감청을 목 으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 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한

고 행 는 약의 유보 조항을 통해서 해결할 수는 있다.

이와 같이 법인의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은 우리나라가 법인을 처벌하기

212)제75조 (양벌규정)법인의 표자나 법인 는 개인의 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는 개인의 업무에 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는 제74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행 를 하면 그 행 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 형을 과한다.다

만,법인 는 개인이 그 반행 를 방지하기 하여 해당 업무에 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3)제32조(양벌규정)법인의 표자나 법인 는 개인의 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는 개인의 업무에 하여 제11조 제3항·제5항,제14조 제3항,제15조 제2항·제3항 는 제31조 제

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행 를 하면 그 행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 형을 과(科)하고,제11조 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12조,제14조 제1항·제2항·제

4항 는 제15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행 를 하면 그 행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인 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다만,법인 는 개인이 그 반행 를 방지하기

하여 해당 업무에 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214)제141조 (양벌규정)법인의 표자나 법인 는 개인의 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는 개인의 업무에 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는 개인에

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 형을 과한다.다만,법인 는 개인이 그 반행 를 방지하기 하여

해당 업무에 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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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반 규정을 두지 않고 개별 법령에서 양벌규정으로 해결하는 법정책을 시행

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약 제42조는 법인의 처벌 규정인 제12조에 해서는

유보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벌규정이 없는 형법상의 컴퓨터 련 조( 약

제7조)나 컴퓨터 련 사기( 약 제8조)가 법인 명의로 행해진 경우 그 법인을 처벌

하기 해서는 법인 처벌에 한 일반 인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Ⅻ. 재  치

1. 약 13

약 제13조(제재 조치)1.각 당사국은 제2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범죄가 자

유박탈을 포함하는 효과 이고 비례 (균형 )이며 범죄억지 인 제재에 의해서 처

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각 당사국은 제12조에 의해서 유책한 법인이 제재를 포함하여 효과 이

고 비례 이고 범죄억지 인 형사상 는 비형사 제재나 조치에 처해지도록 해야

한다.

2. 주

이 조항은 형법으로 처벌될 컴퓨터 는 컴퓨터 련 범죄를 다양하게 규정한 제

2조 내지 제11조와 하게 련되어 있다.형사제재는 비례성을 갖추어야 하고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며,자연인의 경우 자유형 부과의 가능성이 포함

되도록 규정함으로써,당사국이 이들 범죄의 심각성으로부터 결과를 도출할 수 있

도록 의무화하고 있다.215)

제12조에 의해서 책임이 부과된 법인은 한 효과 이고 비례 이고 억지 인 제

재를 받아야 하며,이것은 형사 ,행정 ,민사 성질을 가진다.당사국은 제2항에

서 법인에 하여 제재를 부과할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216)

이 규정은 다른 범죄의 심각성을 반 하는 다른 제재나 조치의 가능성을 열어두

고 있다.그러한 것으로는 를 들어 지명령(injunction) 는 몰수(forfeiture)등

이 있다.동 규정은 당사국이 기존의 국내 법률에 상응한 범죄나 제재 시스템을 제

정할 재량권을 당사국에게 임하고 있다.217)

215)주석서 128.

216)주석서 129.

217)주석서 130.



- 55 -

3.  규 검

자연인과 련된 형벌구성요건은 벌 형 는 자유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기 때

문에 제1항은 이행의 필요성이 없다.법인의 제재와 련해서도 과태료처분이 가능

하기 때문에 이행 법률은 필요하지 않다.

3  차  규 218)

약은 제4 에서 약의 실체법 규정에 명시된 범죄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행해진 다른 범죄 그리고 범죄의 자 증거의 수집을 해서 국내법 차원에서 취

해야 할 차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제39조 제3항은 약에서 당사국에게 이

약에 포함된 것을 제외한 권한이나 차를 제정하는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

게 하는 것을 배제하지도 않는다.

약은 차법 반에 공통으로 용되는 것으로 용범 ( 약 제14조)와 조건

과 보장(제15조)을 규정하고 있다.

Ⅰ. 차  규  용

1. 약 14  

제14조(형사 차법 규정의 용범 )1.당사국은 본 에서 특별한 범죄수사 는

형사 차의 목 을 해서 규정되어 있는 권한과 차를 수립하기 해 필요한 입

법 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제21조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당사국은

a. 약 제2조 내지 제11조에 규정된 범죄,

b.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기타 범죄,

c.범죄의 자 증거의 수집에 있어서 제1항에서 규정한 권한과 차를 용하여

야 한다.

3.a.각 당사국은 제20조에 언 된 조치를 유보에서 표시한 범죄나 는 범주화된

218) 차법 규정은 박희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형사 차법 규정의 평가와 행 형사 차법 련

규정의 개정방향(법무부,인터넷법률 제46호,2009.4,156-202)의 내용을 폭 수정 보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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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만 용할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이러한 범죄 는 범주화된 범죄의 범

는 제21조의 조치가 용되는 범죄의 범 보다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각 당사국은

제20조에 언 된 조치가 범 하게 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유보의 제한을 고려

해야 한다.

b.당사국이,이 약의 수용 시에 용되고 있는 당사국의 법률상의 제한 때문에,

ⅰ.폐쇄 이용자 그룹을 해서 운 되고 있고,

ⅱ.공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공 는 사설 컴퓨터시스템과도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달되고 있는 통신에 제20조와 제21조에

언 된 조치를 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당사국은 이 조치를 그러한 통신에는

용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당사국은 제20조와 제21조에 언 한 조치들

이 범 하게 용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그러한 유보를 제한할 가능성을 고려

해야 한다.

2. 주

제14조 제1항은 당사국에게 제2 (형사 차법)이하에서 규정한 형사 차법 규정

과 권한을 입법 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통해서 국내법에 환하도록 의무를 부여

하고 있다.나아가서 제2항은 차법 규정의 용범 를 상당히 확장하고 있다.

즉 약 제2조 내지 제11조에 규정된 범죄(제2항 제a호)외에도 컴퓨터시스템을 이

용한 기타 범죄(제2항 제b호)와 범죄의 자 증거의 수집의 경우(제2항 제c호)에

도 제1항의 권한과 차를 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제14조는 컴퓨

터데이터와 그 밖의 데이터의 취득과 수집에 있어서 형사 차법의 통일성을 기하

고,형사 차법에서의 자 증거의 일반 허용을 약의 목 으로써 명백히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포 인 용범 에는 두 가지 외가 있다.첫째,제21조 제1항의 제한

규정이다.제21조는 내용데이터의 수집 권한은 국내법에서 특정될 한 범죄로

제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많은 국가에서 구두 통신과 기통신의 감청 권한을

이와 련되는 사생활 이 수사처분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고려하여 한 범

죄로 제한하고 있다.마찬가지로 약은 당사국이 국내 법률에 특정될 일정한

한 범죄의 경우 컴퓨터를 수단으로 한 특정한 통신의 내용데이터에 련한 수집권

한과 수집 차를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219)

219)주석서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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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하면 통신내용데이터의 취득은 오로지 한 범죄의 범 내에서만 가능

하고,이의 특정은 국내법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제21조는 한 범죄와 련한

요한 의가 있는 사례인 화의 감청과 련이 있다.이러한 제한 조건은 사

역에서 데이터보호와 국가의 침해 사이에 균형을 보장한다.이러한 근거들로부

터 제21조 제1항은, 화의 감청과 병행하여,내용데이터의 취득을 특정한 범주의

범죄에 제한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제3항에 의한 제한이다.제3항은 제a호와 제b호에서 제한 규정을 각각

두고 있다.여기에는 제20조와 제21조의 이행과 련하여 유보를 가능하게 하고 있

다.

두 번째는 당사국은 제20조(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에 의한 조치는 오로지

유보에서 언 한 범죄나 범주화된 범죄에만 용할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이 경

우 제20조의 용범 는 제21조의 용범 보다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일부 국가

에서는 사생활과 이의 침해의 에서 트래픽 데이터의 수집을 내용데이터의 수집

과 동일한 의미로 고려하고 있다.유보권리는 이들 국가에게 트래픽 데이터의 실시

간 수집을 한 조치의 용을 내용데이터의 실시간 감청(수집)을 한 권한과

차에 용되는 것과 동일한 범 의 범죄로 제한할 것을 허용하고 있다.하지만 많

은 국가는 트래픽 데이터만의 수집은 통신의 내용을 수집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내용데이터의 수집과 트래픽 데이터의 수집을 사생활 이의 침해의

에서 동일한 의미로 고려하지 않는다.컴퓨터 통신의 발신지 는 도착지의 추

에 있어서 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은(따라서 행 자의 발견을 해서)매우

요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은 유보권리를 행사하는 당사국에게 실시간으로 트래

픽 데이터를 수집하기 해서 규정된 권한과 차를 범 하게 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유보를 제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220)

그리고 제3항 제b호에 따르면 당사국은 공 통신시설로부터 근이 차단된 시스

템의 경우,즉 통신시설이 폐쇄 이용자 그룹을 해서 운 되고(제3조 제b호 제ⅰ

목)공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공 컴퓨터시스템이나 사설컴퓨터시스템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 내부에서 개되는 통신의 경우(제3조

제b호 제ⅱ목))에는 제20조와 제21조의 조치들을 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

다.따라서 회사의 내부 산망과 같은 근거리통신망(LAN)의 경우 그 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3조 제b호 는 국가에게 유보를 규정하고 있다.이 약의 수용 시 에 국내법

에서 제한이 존재하기 때문에,폐쇄그룹 이용자를 해서 운 되고 공 통신망을

220)주석서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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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고 다른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도 되어 있지 않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통

신을 감청할 수 없는 국가에게 유보를 규정하고 있다.폐쇄이용자 그룹이란 를

들어 기업이 컴퓨터네트워크를 서로 이용하여 통신할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서비스제공자의 연계를 통하여 제한되는 이용자 그룹을 말한다.다른 컴퓨터 시스

템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이란 표 은 제20조 는 제21조에 의한 명령이 취해질

시 에 통신이 달될 시스템에이 물리 는 논리 으로 다른 컴퓨터 네트워크와

속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그 이용이 이용자에게 알려져 있는지에 상

없이 공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는’이란 표 은 통신의 달에 있어서 공 컴

퓨터 통신망 (인터넷을 포함하여),공 화망 는 그 밖에 다른 공 통신시설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배제한다.221)

약의 부분의 실체법 규정,특히 제12조의 제재규정과 제22조의 형벌 용법

과는 달리, 차법 규정은 당사국에게 근본 인 법규정의 변경을 목 으로 하고

있다.이 규정들은 약의 구성요건뿐만 아니라 일반 인 컴퓨터 범죄(제14조 제2항

제b호),심지어는 모든 자 증거(제14조 제2항 제b호)를 해서도 용을 요청하

고 있기 때문이다.유보의 가능성은 다만 제20조 제21조에 의한 통신데이터와

통신내용데이터의 실시간수집의 경우에만 정되어 있다.그 밖의 제한은 제15조에

서 규정하고 있다.

3.  규 검

제14조( 차법 규정의 용 역)와 제15조(조건과 보장)는 제16조 내지 제21조에

언 된 수사방법들에 한 일반 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이와 상응하게 이러한

다른 모든 규정들 각각의 규정에서 언 하고 있는 개별 권한과 차는 제14조와

제15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제15조는 제16조 내지

제21조에 규정된 침해권한을 해서 존재해야 하는 조건과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행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규정들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 형사소송

법상 수사권한은 기본 으로 모든 범죄와 련되어 있고 차 보장들은 행 형

사소송법에 수되어 있다.따라서 약의 수용에 따른 특별한 요구는 없어 보인다.

Ⅱ. 건과 보

1. 약 15

221)주석서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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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조건과 보장)1.당사국은 이 장에 규정된 권한과 차의 수립,이행, 용은

국내법에 정한 조건과 보장의 용을 받아야 하며,이 조건과 보장은 1950년 인권

기본 자유를 보호하기 한 유럽평의회 약(유럽인권 약),1966년 시민

정치 권리에 한 유엔 인권 약,그 밖의 인권분야에 용될 수 있는 국제 약

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에서 따른 권리를 포함하여 인권과 자유의 정한 보호를 규

정해야 하고 비례성 원칙도 포함해야 한다.

2.이러한 조건과 보장이 해당 권한과 해당 차의 성질을 고려하여 정하는 한

이 조건과 보장은 특히 법원이나 그 밖의 독립된 감독기 , 용을 정당화하는 근

거 그러한 권한 는 차의 범 와 기간의 한계를 포함해야 한다.

3.그것이 공익,특히 건 한 사법행정과 일치하는 한,당사국은 본 장에서 정한 권

한과 차가 제3자의 권리,책임 그리고 정당한 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야 한

다.

2. 주

가. 용범

약의 이 장에 규정된 권한과 차의 제정,이행 용은 회원국의 국내법에

정한 조건과 보장에 따라야 한다.당사국들은 비록 차법상의 규정들을 국내법에

도입할 의무가 있지만,개별 법률 체계에서 이들 권한과 차의 제정과 이행의 유

형들과 특정한 사례에서 권한과 차의 용은 당사국의 법률에 달려 있다.이들

국내법 규정과 차들은,아직 충분히 기술되어야 하는,헌법상,법률상,법원의

는 다른 방법으로 근거지울 수 있는 조건과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그러한 방식들

에는 형사소추의 필요성과 인권 자유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특정한 요소가 조건

이나 보장으로 추가되어야 한다. 약은 다른 많은 법률 체계와 법문화를 가진 당

사자들에게 용되기 때문에,개별 으로 모든 권한과 차를 한 용가능한 조

건과 보장을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당사국들은 이 조건들과 보장들이 인권

과 자유의 정한(충분한)보호를 규정하도록 확보해야 한다.당사국이 인권에 한

국제 약에 의해서 동의한 의무로부터 나오는 몇몇의 일반 인 기 이나 최 보

장이 있다. 이 약의 유럽 당사국들에게는 1950년 유럽인권 약과 이의 추가의정

서가 이러한 약에 속한다. 한 세계의 다른 지역의 국가들의 에서는 다른

인권 약이 여기에 속한다( 를 들어 1969년 아메리카 인권 약,1981년 아 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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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약).훨씬 더 보편화된 1966년 시민 정치 권리에 한 국제 약.추가로

부분 국가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유사한 보호규정들이다.222)

약의 다른 보장은 권한과 차가 비례성의 원칙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비

례성원칙은 당사국의 국내법 원칙에 따라서 보장되어야 한다.유럽 국가들의 경우

권한과 차는 범죄의 성격 상황과 정한 비례 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1950

년 유럽인권 약의 원칙,이와 련한 례 그리고 국내의 법률 례로부터 나

온다.다른 국가들은 국내 법률의 상응한 원칙들,즉 제출 명령은 과도하게 되어서

는 안 되고 압수 수색 조치는 정해야 한다는 원칙들을 용할 것이다.감청조

치에 한 의무는 한 범죄와 련하여 국내법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제

21조의 명확한 제한은 비례성 원칙의 용의 명확한 가 된다.223)

용될 수 있는 조건과 보장의 유형들을 제한하지 않고서 약은 그러한 조건과

보장은,권한과 차의 성격에 따라서 한(appropriate)것으로,법원이나 다른

독립 인 기 의 통제, 차의 용 근거 그리고 차의 범 나 기간의 한계를 포

함할 것을 특별히 요구하고 있다.국내 법률은 구속력이 있는 국제 인 의무와 기

존의 국내 원칙을 용하면서,어떠한 권한과 차가 특별한 조건과 보장의 용을

필요하도록 하기 해서 본질 으로 충분한 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감청의 경우

이러한 조치의 침해 성격 때문에 이러한 조건과 보장을 용해야 할 것이다.동

시에 이러한 보장은 를 들어 데이터 보 의 경우 반드시 용될 필요는 없다.국

내법에서 규정되어야 할 그 밖의 보장은 를 들어 증언거부권,진술거부권 그리고

조치의 용의 상인 개인이나 장소의 특수성 등이다.224)

제3항에 다룬 것들과 련해서 공익은 우선 의미가 있다.특히 건 한 사법행정

의 이익이 공익과 일치하는 한,당사국들은,권한과 차가 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한

제3자의 권리,책임,집행조치로 발생하는 정당한 이익에 미치는 향과 같은 그 밖

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효과를 이기 해서 합한 조치가 취질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따라서 건 한 사법행정과 그 밖의 공익( 를 들어 공공의

안 그리고 공 보건 피해자의 이익을 포함한 그 밖의 이익 그리고 사생활 존

등)이 우선 고려된다.공익과 일치하는 한 일반 으로 소비자 서비스의 단의

최소화,이 장에 의해서 공개 는 공개를 원활히 한 것에 한 책임으로부터 보호

는 재산 이익의 보호 등과 같은 문제들이 고려되어야 한다.225)

222)주석서 145.

223)주석서 146.

224)주석서 147.

225)주석서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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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호체제

제15조가 의도하고 있는 인권과 자유권은 본질 으로 두 가지 범주로 되어 있다.

하나는 제1항에 의해서 국제 약상의 인권과 기본 자유권의 보호를 한 국가의

의무를 환기시킴으로써 보장하고 있다.여기서 유럽의 당사국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인권보호를 한 유럽인권 약과 추가의정서,그 밖의 인권보호를 한 국제

약이다.두 번째는 일반 인 비례성의 원칙을 통하여 최소한의 보호가 보장되

어야 한다. 약상의 비례성의 원칙은 권한과 차규정 이것의 환은 개별 인

경우에 반행 의 성질과 상태에 해서 비례 이어야 한다고 단순명료하게 언

하고 있다.이러한 원칙은 부분 으로 이미 약에 가령 제21조의 형벌범주에서 보

여주는 바와 같이 통합되어 있다.

제2항은 외 으로 (특히)법원과 그 밖의 독립된 기 을 통한 통제를 언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15조에 정된 보호조치를 이러한 사례들로 제한하지 않고 이러

한 권한의 범 와 기간의 에서 조치의 근거 이의 한계도 규정하고 있다.226)

어떠한 조치에 의해서 침해의 정도가 특정한 조건과 보장을 요구하는 기 에 도달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국내의 입법자에게 임하고 있다.227)

제3항은 우선 질서에 따른 사법(법집행)이나 공공의 안 등에 있어서 특히 공익

과 모순되지 아니하는 한,제삼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5조는 조치의 당사자인 시민들의 권리 보호에 그 목 을 다소 애매하게 설명

하고 있다. 한 이 규범들은 더 이상의 의미를 요구하지 않는다.개인정보보호에

한 상세한 규정을 약에 수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228)하지만 유럽사

법재 소는 유럽연합의 통신정보보 지침의 무효 결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의 기

본원칙들 제시하고 있다.이 결은 유럽인권법원의 결을 원용하고 있어서 여기

서 제시하는 기본원칙들은 이 약의 이행에 그 로 원용할 수 있다.

[보 ] EU 통신 보보 지침(2006/24/EC)과 럽사 재

  결229)

226)주석서 147.

227)주석서 148.

228)Spannbrucker,ConventiononCybercrime(ETS185),S.148.

229)민 성/박희 ,유럽사법재 소의 통신정보보 지침의 무효 결과 그 시사 ,법학연구 제56권

제4호(통권86호), 부산 학교 법학연구소, 2015.11, 53-82면 참조; .Park, Hee-Young, The

InvalidationoftheEU DataRetentionDirectiveanditsImplicationforKorea,DonggukLaw

Review,May2015.Volume6,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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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미국의 9·11테러 이후 유럽 연합(EU)은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의 험을

방지하고 범죄에 응하기 하여 2006년 3월 15일 유럽시민들의 통신정보(트

래픽데이터, 치데이터,가입자 정보 등)를 통신사업자가 최소 6개월에서 최 2년

까지 장하여 보 하도록 하는 통신정보보 지침을 제정하여 각 회원국이 이행하

도록 하 다.이 지침은 2006년 발효되어 2007년 9월 15일 이 에 국내법으로 이행

되었다.230)

하지만 EU의 통신정보보 지침의 제정과 지침의 국내법 이행231)으로 인하여 과

연 통신정보보 제도232)가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이나 회원국 헌법의 기본권 보장

과 일치하는지에 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고 일부 회원국에서는 이행법률이 최

고법원이나 헌법재 소로부터 헌 결을 받았다.이러한 과정에서 2014년 4월 마

침내 유럽사법재 소는 유럽인권 약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의 사생활존 권과

개인정보보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지침을 무효로 결하 다.233)사법재 소

의 무효 결 이후 오스트리와 벨기에 헌법재 소도 지침의 국내 이행법률이 헌법

에 반된다는 결을 내렸다.이러한 무효 결과 헌 결에도 불구하고 2015년 1

월 리에서의 테러 공격 이후 통신정보보 제도의 재도입이 EU에서 다시 논의되

기 시작했다.

[Ⅱ] EU 통신 보보 지침(2006/24/EC)

1. 지침  경  목

EU 차원에서 통신정보보 에 한 논의는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의 테러공격

230)다만 인터넷 속,인터넷 이메일,인터넷 화와 련한 통신정보는 2009년 3월 15일까지 국내법

으로 이행되었다.

231)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이행한 회원국의 법제동향과 평가에 해서는 박희 ,EU 통신데이터 보

지침을 환한 회원국의 법제 동향,외국법제동향,2011.4,법제연구원,70-84.참조.

232) 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통신수단을 통하여 구와 어떠한 내용으로 통신을 하 는지에 한

모든 통신 데이터를 미리 장하여 보 한 다음 이를 국가기 이 범죄 수사 소추의 목 으로

는 국가안 을 목 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을 소 ‘통신정보보 제도’(DataRetentionSystem)라

고 한다.개별 통신 데이터들을 통칭하는 의미에서 통신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33)CJEU,Judgementof8.4.2014,CaseC 293-12andC-594/12.이 결의 문 번역은 박희 ,

EU 통신사실확인자료 지침은 무효,최신독일 례연구,로앤비(www.lawnb.com),2014.08,1-12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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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1년 9월 20일 벨기에 뤼셀에서 채택된 사법 내무 이사회의 결정에서

시작하 다.그 후 스페인 마드리드와 국 런던에서의 테러 공격으로 이사회 차원

에서 테러 공격에 한 통신정보의 보 에 한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하 다.이

러한 논의를 계기로 집행 원회는 2005년 9월 21일 통신정보보 지침을 제안하

다.이 제안은 2005년 11월 14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6년 3월 15

일 발효되었다.234)

EU의 통신정보보 지침(2006/24/EC)235)이 발효되기 에는 EU 회원국은 범죄와

테러에 응하기 해서 통신정보보 에 한 서로 다른 규정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EU 내에서 통일 인 응을 제 로 할 수 없었다.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이 지침은 공 자 통신서비스 제공자 는 공 통신망 운 자에 의해서 생성

되거나 처리되는 특정 데이터의 보 과 련하여 이들의 책임에 한 회원국의 규

정들이 한 범죄의 수사,확인,소추의 목 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

보하는데 그 목 이 있다(지침 제1조).

2. 통신 보 보    용

이 지침은 통신정보 보 의무자를 공 자 통신서비스 제공자236) 는 공

통신망 운 자237)로 규정하고 있다.공 자 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인터넷 속제

공자,호스트서비스제공자,캐싱서비스제공자 등 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말하

며,공 통신망 운 자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제외한 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지침 제1조 제1항).지침은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의 트래픽 데이터238), 치데이

터239)그리고 가입자 는 등록된 이용자240)의 확인에 필요한 데이터에도 용된다.

234)입법과정에 한 상세한 설명은 박희 ,유럽 공동체의 통신데이터의 보 에 한 지침

DIRECTIVE2006/24/EC,인터넷 법률,법무부,2008.7,146-147참조.

235)공 자 통신 서비스 는 공 통신망의 제공에 있어서 생성되거나 처리되는 데이터의

장과 지침 2002/58/EC의 변경을 한 2006년 3월 15일의 유렵연합 의회 이사회의 지침

2006/24/EC’(DIRECTIVE2006/24/EC,ABl.EGNr.L105v.13.4.2006,S.54ff.).이 지침의 한

번역은 박희 ,유럽 공동체의 통신데이터의 보 에 한 지침 DIRECTIVE 2006/24/EC,인터넷

법률,2008.7,법무부,144-174참조.

236)공 자 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인터넷 속제공자,호스트서비스제공자,캐싱서비스제공자 등

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말함.

237)공 통신망 운 자란 공 자 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제외한 기통신사업자를 말함.

238)트래픽 데이터(trafficdata)란 자 통신망에서 통신을 달하기 해서 처리되는 모든 데이터

는 요 청구를 해서 처리되는 모든 데이터를 말한다( 자 라이버시지침(Directive2002/58)

제2조 (b).지침의 트래픽 데이터는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 약상의 트래픽 데이터와 구분된다.

약에서는 통신의 발신지,도착지(착신지),경로,일시(날짜 시각).용량,통신시간 는 이용된

서비스의 유형을 나타내는 데이터만을 트래픽 데이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사이버범죄 약

제2조).

239)공 자 서비스의 이용자의 단말기의 지리 치를 나타내는 자 통신망에서 처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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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 통신망을 사용하여 호출한 정보와 통신 내용에는 용되지 않는다

(지침 제1조 제2항).

3.   ( 3 )

공 자 통신서비스 제공자 는 공 통신망 운 자(이하 ‘제공자’)는 자신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처리되는 데이터를 보 하기 하여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공자가 보 해야 할 데이터는 트래픽데이터,

치데이터,가입자와 이용자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련 데이터를 말한다(제2조

제1항).제공자는 한 성공하지 못한 통화 시도도 보 될 데이터에 포함시켜야 한

다.성공하지 못한 통화시도란 화통화가 성공 으로 연결되었지만 응답이 없는

경우 는 네트워크 리의 개입이 있는 경우의 통신을 말한다(제2조 제2항 (f)).하

지만 이 지침은 연결이 되지 아니한 통화에 한 데이터의 보 을 요구하지 않는

다.

4. 통신 보에  근 , 차  건

제공자는 이 지침에 따라서 보 된 데이터가 특별한 경우 국내법에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국내의 해당 기 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각 회원

국은 유럽연합의 법률규정 는 국제법,특히 유럽인권법원에 의해 해석된 유럽인

권 약의 련 규정을 고려하여,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에 따라 장 데이터에 근

하기 한 차와 요건을 당해 국내법에 규정해야 한다(지침 제4조).

5.  통신 보  주

지침은 제공자가 장하여 보 할 데이터는 제5조에서 크게 6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한 다음 그 아래 각각의 종류를 분류하고 마지막으로 보 될 구체 인 데이

터의 범주를 소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241)6가지의 분류는 (a)통신의 발신지를

모든 데이터를 말한다( 자 라이버시지침(Directive2002/58)제2조 (c).

240)이용자란 사 는 업 인 목 으로 공 이 사용할 수 있는 자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법인 는 자연인을 말하며,반드시 이러한 서비스를 정기 으로 약해서 받을 필요는 없다

(제2조 제2항 (b)).

241)지침 제5조( 장될 데이터의 범주)1.회원국은 이 지침에 따라 다음의 데이터 범주가 보 용으

로 장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a)통신의 발신지를 추 하고 확정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1)

유선네트워크 화와 이동 화와 련하여 :(i)발신자의 화번호,(ii) 화가입자 는 등록된

사용자의 이름과 주소.(2)인터넷 속,인터넷 이메일 그리고 인터넷 화와 련하여 :(i)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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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하고 확정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b)통신의 착신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데

이터,(c)통신의 날짜,시간,기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d)통신의 형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e)이용자의 통신장비 는 이용자의 장비라고 주장하

는 것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f)이동통신장비의 치를 확인하는 데 필요

한 데이터로 구분되어 있다.하지만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이 지침에

따라 장되어서는 안 된다(제5조).242)

6. 보  간

회원국은 제공자가 통신을 개시한 때부터 최소 6월에서 최고 2년까지 제5항에 규

정된 데이터를 보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6조).회원국은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최 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 경우 연장 조치와

그 사유를 집행 원회와 다른 회원국에게 통지해야 한다(제12조 제1항).최 기간의

연장은 가능한 반면,6개월 이하로의 기간단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받은 이용자 아이디,(ii)공 화망에서 모든 통신에 할당된 이용자 아이디와 화번호,(iii)통

신시 에 인터넷 로토콜 어드 스(IP주소),이용자 아이디, 화번호가 부여된 가입자 등록된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b)통신의 착신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1)유선네트워크 화와

이동망 화와 련하여 :(i)수신자의 화번호,콜 포워딩 는 콜트랜스퍼(calltransfer)와 같은

부수 서비스의 경우에는 통화가 루트된 곳의 번호,(ii)가입자 는 등록된 사용자의 이름과 주소.

(2)인터넷 자메일과 인터넷 폰과 련 하여 :(i)이용자 아이디 는 인터넷 화의 수신자의

화번호,(ii)가입자 는 등록된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통신 수신자의 이용자 아이디.(c)

통신의 날짜,시간,기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1)유선네트워크 화와 이동 화와

련하여 통신의 날짜,발·착신 시간.(2)인터넷 속,인터넷 자메일 그리고 인터넷 화와 련

하여 :(i)인터넷 속 서비스의 경우 인터넷 속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된 유동 고정 IP

주를 포함하여 특정시간 를 기 으로 한 로그인과 로그 오 의 날짜와 시간 그리고 가입자 는

등록된 이용자의 아이디,(ii)인터넷 자메일 서비스 는 인터넷 화 서비스의 경우 특정시간

를 기 으로 한 로그인과 로그 오 의 날짜와 시간.(d)통신의 형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1)유선네트워크 화와 이동 화와 련하여 :사용된 화 서비스.(2)인터넷 자메일과 인터

넷 화와 련하여 :사용된 인터넷 서비스.(e)이용자의 통신장비 는 자칭 이용자의 장비라고

의도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1)유선네트워크 화와 련하여 발신자 화번호와

수신자 화번호,(2)이동 화와 련하여 :(i)발·착신 화 번호,(ii)발신자의 국제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iii)발신자의 국제이동단말기 식별번호(IMEI),(iv)수신자의 국제이동가입자 식

별번호,(v)수신자의 국제이동단말기 식별번호,(vi)선불 익명 서비스의 경우,서비스의 기 개시

의 날짜와 시간 그리고 서비스가 개시된 소재지의 표지(CellID).(3)인터넷 속,인터넷 자메

일,인터넷 화와 련하여 :(i)다이얼 업(다이얼 호출) 속의 경우 발신 화번호,(ii)디지털

가입자 회선 는 다른 통신 설치자의 종단 ,(f)이동통신장비의 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데

이터 :(1)통신 개시시의 소재지 표지(CellID).(2)통신 데이터가 장되는 동안 소재지 표시(Cell

ID)와 련한 셀의 지리 치를 확인하는 데이터.2.통신의 내용 데이터는 이 지침에 따라 장

되어서는 안 된다.

242)검색요청,즉 검색서비스에 의해서 작동되는 서버 로토콜은 지침의 용범 에 해당하지 않는

다.이것은 통신데이터가 아니라 내용데이터로 고려되기 때문이다(Article 29 Working Party

Opinionondataprotectionissuesrelatedtosearchengines,4April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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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 , 보안  감독

각 회원국은 제공자가 본 지침에 따라 장된 데이터와 련하여 데이터 보안 원

칙을 최소한 수하도록 확보해야 한다.즉 (a)보 데이터는 네트워크에 있는 데

이터와 동질의 것이어야 하며,동일한 안 과 보호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b)우연

한 는 불법 인 기,우연한 상실 는 변경,부당한 는 불법 인 장,처리,

근 는 유포에 해서 데이터를 보호하기 한 한 기술 그리고 조직 조

치가 취해져야 한다.(c)데이터에의 근은 특별히 권한이 주어진 사람에게만 허용

되도록 한 기술 ,조직 조치를 확보해야 한다.(d) 근되어 확보되어 있는

데이터를 제외한 그 밖의 데이터는 장기간이 종료한 때에 폐기되어야 한다(제7

조).회원국은 데이터보호 데이터 보안에 한 규정들이 제 로 수되는지를 모

니터링할 감독기 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제9조 제1항).

8. 통신 보  공 청

할기 이 지침에 따라 장된 제5조의 데이터 이와 련한 그 밖의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요청한 경우 그 기 에 지체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회원국은 조치

를 취해야 한다(지침 제8조).

[Ⅲ] 럽사 재  결

1. 결  경

아일랜드 최고법원과 오스트리아 헌법재 소는 통신정보보 지침이 유럽법과 일

치하는지를 사법재 소에 선결 단을 요청하 다.이들 두 국가에서 이행법률의 규

정들이 헌법에 합치하는지에 하여 소송 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국내 법원에

서 이행 법률 규정을 심사하기 이 에 지침의 효력에 한 심사가 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 두 국가의 최고법원과 헌법재 소는 지침의 규정들이 유럽법과 일치하

는지에 하여 유럽사법재 소에 선결 단을 요청한 것이다.

아일랜드의 디지털 권리(DigitalRight)243)는 2006년 8월 11일 최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 다.이 소송에서 디지털 권리는 2006년 6월 3일 가입한 휴 화의 소유자

로서 그 휴 화를 이용해 왔다.디지털 권리는 자 통신과정의 데이터를 보

243)통신기술 분야에서 시민의 권리와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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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한 국내의 입법조치 행정조치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고 국내 법원에

특히 이 지침의 무효와 테러범죄에 한 2005년 법(형사사법법[테러범죄])제7장의

무효를 선언해 것을 청구하 다.이 법률은 특정한 기간 동안 기통신의 역

에서 트래픽 데이터와 치데이터를 범죄의 방,수사,확인,소추의 목 으로 그

리고 국가의 안 을 보호할 목 으로 장하여 보 하도록 기통신사업자에게 의

무로 부여하고 있었다.최고법원은 본안 차를 단하고 이 지침이 유럽법에 합치

하는지를 단해 것을 사법재 소에 요청하 다.244)

오스트리아 캐른트 (Kärntner)주 정부,자이틀링어(Seitlinger),춀(Tschohl),그

리고 일반시민 11,128인은 통신정보보 지침을 국내법으로 환한 2003년 기통신

법 규정의 무효 소송을 헌법재 소에 청구하 다.청구인들은 2003년 기통신법

규정이 시민들의 데이터 보호에 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 다.헌법

재 소는 특히 지침이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데이터를 장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는 에서 기본권 헌장과 일치하는지에 한 선결 단을 요청하

다.245)

2. 결 내용

사법재 소는 일반 으로 통신정보보 제도는 공익에 기여하는 목 을 추구하고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합한 제도로 인정하 지만,해당 지침은 비례성

원칙을 반하여 개인정보보호 사생활존 권을 침해한다고 하 다.246)특히 사법

재 소는 통신정보의 보 과 근에서 기본권의 이 침해를 인정하 다.제공자

의 보 과 이에 한 국가기 의 근은 서로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구별하여

단할 필요가 있다.범죄의 의 없이 규모로 보 을 해서 통신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남용될 험이 있어서 일반 으로 특별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면,그 데이

터에 한 근은 개별 인 사례에서 직 개인의 사 인 역에 향을 미치기 때

문이다.247)따라서 헌장 제7조 제8조의 기본권을 효과 으로 보호하기 해서는

그 데이터에 한 사실상의 근 요건과 조치가 특별히 요하게 된다.

사법재 소는 한 이 지침이 비례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

시하고 있다.첫째,지침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제한 없이 는 외 없이 련

시키고 있다.가령 직무상 비 을 수해야 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지침

244)CJEU,Judgementof8.4.2014,CaseC-293/12.

245)CJEU,Judgementof8.4.2014,CaseC-594/12.

246)Westphal,K&R-Kommentar,410-413,410,KommunikationundRecht.2014(Heft6).

247)Priebe,Reform derVorratsdatenspeicherung - StrengeMaßtäbedesEuGH,EuZW 2014,

456-459,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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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데이터와 공공 안 의 사이에 아무런 련성이 존재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이유 없이 련시키고 있다.248)둘째, 근과 이후의 이용에 한 아무런 객 인

기 을 두고 있지 않다. 근에 한 실체 차 요건 충분히 한계가 정해진

범죄의 방과 투쟁의 목 을 한 엄격한 근의 한계가 결여되어 있다.249)

즉 법원이나 독립된 행정기 을 통한 사 통제와 같은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셋

째,지침은 장 기간의 범 를 넓게 두고 있지만 데이터의 범주에 따른 차별이나

다른 객 인 기 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250)넷째,데이터 보호와 보안에 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이것은 데이터를 장하는 기업의 경제 이유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다섯째,지침은 데이터가 EU 역 내에 장되어야 한다는 규정

이 없다.251)특히 데이터가 EU 역 내에 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지 까지는 데이터가 정보처리자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고 데이터의 보안이

보장될 수 있다면 장되는 장소는 그 게 요하지 않아서 이에 한 규정이 없었

다.하지만 미국 NSA 스캔들 이후 원격 근에 한 데이터 보호의 신뢰성이 유럽

에서 동요하기 시작했다.사법재 소는 EU외부에서 데이터의 보안성이 훨씬 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데이터의 효과 인 보호를 해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당사자

에 의한 효과 인 통제가 요구된다.이러한 은 재 집행 원회,의회 이사회

에서 최종 합의가 논의 인 유럽 데이터보호 기본 규칙에도 규정되어 있다.페이

스북이나 구 등 로벌 기업들의 서비스가 유럽의 이용자를 해서 제공되는 한,

유럽 시민들의 데이터보호는 유럽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 은 개

인정보보호를 해서 환 할만하다.252)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사법재 소의 2015년

10월 6일의 SafeHarbor 정의 무효 결을 이해할 수 있다.253)

사법재 소는 한 헌장 제7조와 제8조의 침해를 인정하 지만 제11조의 침해는

248)CJEU,Judgementof8.4.2014,CaseC293-12andC-594/12,para57-59.

249)CJEU,Judgementof8.4.2014,CaseC293-12andC-594/12,para60-62.

250)CJEU,Judgementof8.4.2014,CaseC293-12andC-594/12,para63-64.

251)Kühling,DerFallderVorratsdatenspeicherungsrichtlinieundderAufstieg desEuGH zum

Grundrechtsgericht, NVwZ 2014, Heft 14, 681- 685. , 683; Priebe, Reform der

Vorratsdatenspeicherung-StrengeMaßtäbedesEuGH,EuZW 2014,456-459,458.

252)Kühling,DerFallderVorratsdatenspeicherungsrichtlinieundderAufstieg desEuGH zum

Grundrechtsgericht,NVwZ2014,Heft14,681-685.682,683.

253)CJEU,Judgementof6.10.2015,CaseC-362/14.EU 집행 원회와 미국 사이에 체결한 데이터보

호 정(SafeHarbor)은 미국 기업들이 EU시민들의 개인정보를 EU법과 일치하도록 처리하게 하는

것이지만,미국 기업들이 이러한 개인정보를 효과 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던 에 아일랜드에 있는 페이스북의 EU 업소가 EU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달하

고 있는 것과 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사법재 소는 이 정이 EU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제

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결하 다.이 결의 소개 평석에 해서는 박

희 ,유럽연합과 미국 사이의 개인정보 달에 한 세이 하버(SafeHarbour)결정은 무효,최

신독일 례연구,로앤비(www.lawanb.com),2015.12;헌법재 소,제3국으로의 개인정보이 에 있어

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보호,세계헌법재 동향 제16호,2015.1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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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하게 심사하지 않았다.하지만 제11조의 자유로운 의견진술권도 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왜냐하면 수집된 데이터의 체에서 사생활이 충분히 추론

될 수 있으며,데이터의 장이 이용자의 통신수단 이용에 향을 주어 결과 으로

의사표 의 자유의 행사에 향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254)고 하 기

때문이다.

[Ⅳ] 시사

사법재 소 결은 유럽인권 약의 사생활존 권과 개인정보보호에 한 례를

원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범죄 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이에 한 지침을 제공하

고 있다.사이버범죄 약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련한 구체 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특히 데이터 보안과 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규 검

제14조에서의 검토가 그 로 용될 수 있다.

Ⅲ.  컴퓨  신  보  

1. 

제16조와 제17조의 조치는 서비스제공자와 같은 데이터보유자에 의해서 수집되었

거나 획득되어 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련된다.이 조치들은 장래의 트래픽 데이

터의 실시간 수집이나 획득 는 송 인 내용의 실시간 수집과는 련이 없다.

이러한 문제는 제5장에서 다룬다.255)

이 조항들에서 기술된 조치들은 컴퓨터데이터가 이미 존재하고 장되어 있는 경

우에만 취해진다.형법상 수사와 련되는 컴퓨터데이터는 다양한 이유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거나 더 이상 장되지 않을 수 있다. 를 들어 정당한 데이터가 수집

되지 않거나 획득되지 않을 수 있고 한 이들이 수집된 경우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데이터보호규정은 군가가 형사 차를 해서 이의 의미를 인정하기도 에

요한 데이터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한 를 들어 고객이 서비스에 해서

254)CJEU,Judgementof8.4.2014,CaseC293-12andC-594/12,para28.

255)주석서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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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제로 지불하거나 서비스가 무료인 경우에는 종종 데이터의 수집과 보 을 한

기업경제상의 이유가 없을 수 있다.제16조와 제17조는 이러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

다.256)

‘데이터 보 ’(datapreservation)과 ‘데이터 보 ’(dataretention)은 구별되어야 한

다.이 개념들은 일상 인 용어로는 서로 유사한 의미를 가지지만,이들은 컴퓨터

역에서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데이터보 은,이미 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즉 데이터의 재의 품질이나 상태(특성)를

변경하거나 악화시키는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여 데이터를 보 하는 것이다.데이

터의 보 은, 재 생성되고 있는 데이터를 장래에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데이

터보 은 재의 데이터의 집 과 미래에 이의 보 과 보유를 포함한다.이와 달리

데이터 보 은 장된 데이터를 확보하여 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57)데이터 보

에 련한 제도로는 유럽연합의 통신정보보 제도가 있다.258)

제16조와 제17조는 데이터보 에만 련되고 데이터 보 과는 련이 없다.이들

은 서비스제공자나 다른 기 의 활동의 과정에서 수집 보 되는 모든 데이터 혹

은 심지어 일부 데이터의 수집 보 과도 련이 없다.보 조치는 ‘컴퓨터시스템

에 의해서 장되어 있는’컴퓨터데이터에 용된다,이것은 데이터가 이미 존재하

고 수집되어 장되어 있다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한 제14조에 의해서 약 제2

장에 규정된 모든 권한과 차는 ‘특별한 형법상 수사 는 차의 목 을 해서’

특정되고,이것은 이 조치의 용을 특정한 사안에서의 수사로 제안한다. 한 보

조치의 용을 해서 당사국이 취하는 명령은 ‘보유하고 있거나 리하고 있는 특

정한 장된 컴퓨터 데이터’와 련이 있다(제2항).따라서 이 규정은 이후에 데이

터를 달하기까지 존재하는 장된 데이터의 보 을 다른 법률상의 권한에 의해서

요청하는 권한을 근거 지운다.보다 구체 으로 특별한 형법상의 수사나 차와

련이 있다.259)

데이터 보 의무는 당사국이 트래픽 데이터나 가입자 정보와 같은 특정한 유형의

데이터를 정당한 업무 행의 일부분으로서 비일상 으로 수집하여 보 하는 서비스

의 제공이나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이를 행하기 해서,

를 들어 단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시스템에 존재하여 요청이나 명령으로

보 될 수 없는 휘발성 데이터를 보 하기 해서,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것을 요

구하지도 않는다.260)

256)주석서 150.

257)주석서 151.

258)이에 해서는 제3장 제2 Ⅱ.1. 약 제15조 [보론]유럽사법재 소 통신정보보 지침 무효

결 참조.

259)주석서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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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는 특정한 유형의 데이터,즉 를 들어 특정한 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

인 련 데이터가 기업의 경제 인 이유로 더 이상 보 할 필요가 없다면 더 이상

보 해서는 안 되고 삭제해야 한다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유럽연합에서는 지침

95/46/EC와 지침 97/66/EC261)의 기통신 분야의 특별한 조건에서 이들 데이터의

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한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일반 인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하지만 회원국은 범죄의 방,수사 소추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

를 정한 규정들을 제정할 수 있다.이 지침들은 EU 회원국이 국내법에서 특별한

수사를 해서 특정한 데이터의 보 을 한 권한과 차를 두는 것을 방해하지 않

는다.262)

데이터 보 은 부분의 국가에게 국내법에서 완 히 새로운 법 권한과 차이

다.데이터보 은 컴퓨터범죄 역에서,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행해지는 범죄에 있

어서 요한 새로운 수사수단이다.우선 컴퓨터데이터는 이의 휘발성 때문에 조작

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다.범죄에 해 가치가 있는 증거는 부주의한 처리 실무

나 장 실무를 통해서,증거를 없애기 한 고의 인 조작이나 삭제를 통해서

는 데이터를 더 이상 보 할 필요가 없어 행 으로 이를 삭제함으로써 쉽게 상실

될 수 있다.데이터의 무결성을 보 하는 방법 하나는 할 기 이 수색을 통하

거나 압수하거나 유사한 근을 통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보 하는데 있다.하지만

데이터의 보 자가 신뢰할 수 있는 경우라면, 를 들어 정상 인 업무활동의 경우

보 명령으로 데이터의 무결성이 데이터 보 명령을 통해서 훨씬 더 빨리 확보될

수 있다.정상 인 기업의 경우 보 명령은 사무실의 수색 압수의 실시보다 보

통의 업무와 명성에 방해를 훨씬 덜 받는다.둘째,컴퓨터와 련한 범죄는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통신에 의해서 송되는 경우 훨씬 더 범해진다.이러한 통신은

를 들어 아동포르노와 같은 법한 내용,컴퓨터바이러스 는 데이터나 컴퓨터

시스템의 정상 인 기능을 침해하는 유도(지도), 는 마약거래나 사기와 같은 다른

범죄의 증거를 포함할 수 있다.이러한 과거의 통신의 발신지나 착신지를 결정하는

것은 침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통신의 발신지와 착신지를 정하기

해서 이러한 통신을 추 하기 해서 이들 과거의 통신에 한 트래픽 데이터가

필요하다.263)세 번째,이러한 통신이 불법 인 내용 는 범죄활동의 증거를 포함

260)주서서 153.

261)Directive97/66/EC oftheEuropeanParliamentandoftheCouncilof15December1997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지침 2002/58/EC( 자 통신에 있어서 데이터보호지침), 지침

2006/46/EC(통신정보보 지침)제11조에 의해 개정.2009/136/EC(쿠키지침)제2조에 의해서 개정

262)주석서 154.

263)상세한 설명은 아래 제17조의 트래픽 데이터의 요성에 한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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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그러한 통신의 복제가 서비스제공자에 보 되는 경우, 자우편과 같이,

이들 통신의 보 은 요한 증거가 상실되는 것을 확보하기 해서 요하다.이들

과거 통신의 복제본의 확보( 를 들어 송신되거나 수신된 자우편이 장되어 있

는 경우).264)

컴퓨터 데이터의 신속한 보 권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당사국들

은 그러므로 특정한 컴퓨터데이터의 보 명령 권한을 가처분으로서 도입해야 한

다.이에 의하면 데이터는 필요한 경우 최 90일 동안 확보될 수 있다.당사국은

이 명령을 이어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이것은 그 데이터가 보 시

에 법집행기 에게 공개(개시)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이를 해서는 공

개(개시)나 수색과 같은 추가 인 조치가 명령되어야 한다.보 된 데이터의 법집행

기 에 한 공개에 해서는 152와 160번 참조.265)

한 당사국들이 국제 차원에서 서로 자신의 역 내에 장되어 있는 데이터

의 신속한 보 을 통해서 서로 원조를 할 수 있기 해서는 보 조치는 국내 차원

에서 존재하는 것이 요하다.따라서 요청받은 국가가 실제로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를 요청국가에게 공개하는 통 인 사법공조 차에 있어서는 흔히 시간을 허비

하게 되는데,이러한 보 차에 의하면 요한 데이터가 상실되는 것을 확보할 수

있다.266)

2. 약 16

제16조( 장된 컴퓨터데이터의 신속한 보 )1.컴퓨터시스템에 의해서 장되어 있

는 트래픽데이터를 포함하여 특정한 컴퓨터데이터가 특히 상실되거나 변경될 수 있

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당사국은 이러한 데이터의 신속한 보 을

자국의 권한 있는 기 이 명령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입법 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어떤 자가 보유하거나 리하고 있는 특정한 장된 컴퓨터데이터를 보 하게

하는 명령을 통하여 당사국이 제1항을 실행한다면,당사국은 필요한 만큼의 기간

동안,최장 90일 동안 그 자가 이러한 컴퓨터데이터의 무결성을 보 하고 유지하여

이를 권한 있는 기 에게 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당사국은 그러한 명령이 연속하여 연장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

다.

264)주석서 155.

265)주석서 156.

266)주석서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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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각 당사국은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기간 동안 이러한 차의 수행을 비 리에

할 수 있도록 보 자 는 컴퓨터데이터를 확보해야 할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해 필요한 입법 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4.이 조에 의한 권한과 차는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3. 주

제16조에 의해서 국내 할 기 은 특별한 형법상의 수사나 차와 련하여

장되어 있는 특별한 컴퓨터데이터의 신속한 보 을 명령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확

보할 수 있게 되었다.267)

‘보 ’이란 이미 장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가 재의 상태나 상황을 변

경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을 의미한다.이것은 데이

터가 변경,훼손 는 삭제되는 것으로부터 보 되는 것을 의미한다.보 은 반드시

데이터가 ‘동결(차단)’( 를 들어 근될 수 없도록)되어 그 데이터 는 이의 복제

본이 정상 인 이용자로부터 사용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명령을

받을 자는 이 명령의 정확한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 데이터에 여 히 근할 수 있

다.이 조항은 데이터가 어떻게 보 되어야 하는지를 구체 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

다.보 의 한 방식과 데이터의 보 이 일부 한 사안에서 ‘동결’을 포함하

여야 하는지에 한 결정은 당사국에게 임하고 있다.268)

‘명령 는 유사한 방법으로 확보한다’라는 표 은 보 은 법원의 명령이나 행정

법상의 명령 는 지시 ( 를 들어 경찰이나 검찰)와 같은 다른 법 인 수단으로도

가능하여야 한다.일부 국가는 차법에서 보 명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데이터

는 수색 압수 결정이나 제출명령을 통해서만 보 되어 확보될 수 있다.이들 국

가가 이 조항을 이러한 수단으로 이행할 수 있기 해서는 ‘유사한 방법으로 확보

한다’는 문언을 사용하여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하지만 당사국들은 데이터 보

명령의 수범자에 의한 신속한 조치가 특별한 사안에서 보 조치의 더욱 신속한 이

행이 될 수 있도록 그에게 실제로 명령을 내리는 권한과 차의 제정을 고려할 것

을 권고한다.269)

특정한 컴퓨터 데이터의 신속한 보 을 명령하는 권한 는 유사하게 확보하는

권한은 장되어 있는 모든 유형의 컴퓨터 데이터에 용된다.여기에는 보 명령

에 표시되어있는 모든 데이터의 유형이 포함될 수 있다.따라서 를 들어 업기

267)주석서 158.

268)주석서 159.

269)주석서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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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건강기록,신상기록 는 기타 다른 기록이 포함될 수 있다.당사국은 ‘컴퓨터

데이터가 특별히 상실 는 변경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를 들어 일정기간 이후 데이터를 삭제하는 회사정책이

있는 경우 데이터가 짧은 기간 동안 보 되는 사례 는 장매체가 다른 데이터의

기록을 해서 사용되는 경우에 데이터가 통상 으로 삭제되는 사례는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한 데이터 보유자( 리인)의 성격 는 데이터가 장되는 방식의 불안

정도 이러한 사례로 언 될 수 있다.하지만 리인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이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명령을 통하기 보다는 압수 수색에 의해서 보 을 하는 것

이 훨씬 더 안 할 수 있다.제1항에서 트래픽 데이터를 특별히 언 하고 있는 것

은 이 규정은 이 데이터가 서비스제공자에 의해서 수집되어 보 되어 있는 경우라

도,오로지 통상 으로 짧은 기간 동안 확보되는 이러한 유형의 데이터에 용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한 것이다.트래픽데이터의 언 은 제16조와 제17조 사

이의 계가 있음을 의미한다.270)

제2항은 당사국이 명령에 의해서 보 을 실행하는 경우 그 보 명령은 “어떤 자

가 보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특정된 장된 컴퓨터 데이터”와 련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따라서 장된 데이터는 실제로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을 수 있거나

어떤 장소에 장되어 있을 수 있지만,그 사람이 통제하고 있어야 한다.이 명령을

받은 자(명령의 수범자)는 필요한 경우 최장 90일까지 컴퓨터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면서 이의 공개를 요청하는 할 기 에 제공( 달)할 의무를 진다.

당사국의 국내법은 명령에 따라서 어떠한 데이터가 보장되어야 하는지의 최 기간

을 정하여야 하고 그 명령은 특정된 데이터가 보 되어야 하는 정확한 기간을 명시

해야 한다.이 기간은 필요한 경우 최 90일이다.데이터의 제공을 확보하기 해

서 압수·수색 는 유사한 근이나 확보,제출명령장의 발부와 같은 다른 조치를

할기 에게 취할 것을 허용하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제29조( 장된 컴퓨터 데

이터의 신속한 보 )가 참조되어야 한다.제29조는 컴퓨터시스템에 의해서 장된

데이터의 신속한 보 을 확보하기 해서 사법공조 요청과 련된다.이 규정에 따

르면 사법공조 요청에 한 응으로서 보 은 ‘요청하는 국가가 데이터의 수색

는 유사한 근,압수 는 유사한 확보,제공(공개,개시)을 한 요청할 수 있도록

최 60일간’으로 규정하고 있다.271)

제3항은 보 될 데이터의 리자 는 데이터를 보 하라고 명령을 받은 자에게

국내법에 정한 기간 동안 보 차의 수행에 한 비 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70)주석서 161.

271)주석서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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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당사국들에게 장된 데이터의 신속한 보 과 련하여 비 조치와 비

수의 기간과 련한 시간 제한을 도입하도록 명령하고 있다.이 조치는 의자가

수사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사의 목 과 사생활의 비 보호에 기여한다.형

사소추기 (법집행기 )에게 데이터의 신속한 보 은 기 의의 일부이고 따라서

이 단계에서 비 행 는 요할 수 있다.보 은 데이터의 확보나 제공을 한 다

른 법 처분을 확보하기까지의 임시처분이다. 구도 데이터를 변조(tamper)하거나

삭제하는 시도를 할 수 없도록 하기 해서는 기 성이 필요하다.명령을 받은 자,

정보 주체 는 데이터에 언 될 수 있거나 표시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처분의 기

간에 한 명확한 제한이 있다.데이터를 보 하고 데이터 보 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에 한 비 을 유지할 이 의무는 정보 주체나 그 데이터에 언 될 수 있

거나 표시될 수 있는 자의 라이버시를 보호하게 한다.272)

한 에서 언 한 제한들은 제16조에서 언 된 권한과 차들은 제14와 제15조

에 규정된 조건과 보장에 따라야 한다.

4. 

가. 용범

제16조와 제17조는 기본 으로 데이터 장매체에 상 없이 장되어 있는 데이터

가 보 될 수 있도록 하는 형사 차 권한 규정이다.따라서 이 규정들은 무엇보

다도 통 으로 무형 인 데이터가 아니라 유형 인 데이터 장매체에 용되는

국내의 수색 압수권한과 제출권한을 확 하고 있다.보 명령의 이행과 련하

여 수사기 의 조치에 한 당사자의 수동 인 수인의무나 특히 서비스제공자의

극 인 력의무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제16조와 제17조는 가령 서비스제공자와 같은 데이터 보 자에 의해서 이미 장

되어 있는 데이터에 용된다.273)따라서 장래의 데이터 수집은 고려되어 있지 않

다.이 경우에는 제20조와 제21조가 용된다.제16조와 제17조의 그 밖의 특징은

데이터의 ‘신속한’보 을 허용하는 데에 있다.이러한 신속성을 요구하는 것은 형

사 차의 수행을 해 증거보 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데이터의 휘발성이라는

특성이 고려된 것이다.이 외에도 데이터의 확보와 압수의 경우 -가령 데이터

송 인 경우에 -보 될 수 있는 유형 데이터 장매체가 없는 곳에서는 한계에

272)주석서 163.

273)주석서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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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하게 되었었다.정보통신망에서 송단계에 있는 데이터는 이제 서비스제공자

에 의해서 확보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찰의 수사활동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

것이다.

나. 장되어 있는 컴퓨터데이터의 신속한 보

'컴퓨터데이터(Computerdata)'란 컴퓨터시스템(Computersystem)을 실행시키는

데 합한 로그램을 포함하여 컴퓨터시스템에서 처리하는 데 합한 형태로 되어

있는 일체의 사실,정보,개념 등을 말한다.274)주석서에 따르면 '데이터의 보 '이

란 이미 존재하여 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장시 에서 상태를 변경하거나 악화시

킬 수 있는 모든 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보 의 방법과

련해서 제16조의 문언이나 주석서에서도 특정 차에 한 제한은 나오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제삼자의 근을 배제함으로써 무엇보다 원본데이터의 확보내지는 동일

한 내용을 가진 복제본이 요할 수 있다.275)이러한 확보는 개인에 해서 명령되

고 이와 함께 극 인 력의무를 근거지우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작용하도록

할 수 있다.두 번째의 방법은 제16조의 수용 시 를 들어 컴퓨터데이터와 련한

새로운 특별규정을 마련함이 없이,유형 인 데이터 장매체의 압수나 제출명령을

통하여 보 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융통성을 당사국에게 가능하게 하고 있다.276)

제16조는 주석서가 증명하듯이 수사기 에게 데이터의 내용에 한 근은 가령 수

색과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 '신속히'란 개념을 통

해서 조치의 긴 성도 정당화된다.물론 명령의 조건에 한 충분한 법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험이 있지만,수사기 이 통신의 내용에 근할 수 없는 한,침

해의 정도에는 제한이 따른다.

데이터의 보 권한은 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즉 개인 련 데이터,경 데이

터,통신내용데이터,트래픽 데이터 그 밖의 다른 데이터와 련되어 있다.데이

터의 손실이나 변경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령 그것이 특히 트래픽 데이터인 경우

통상 으로 짧은 시간동안만 보 되거나 데이터 보유자의 신뢰성에 의심이 있는 경

우에 그 데이터는 특히 수사기 의 근에 따라 좌우된다.

다.보 목

274) 약 제1조 b).

275)주석서 155.

276)주석서 160.



- 77 -

제4항은 제14조를 용하고 있다.이를 통해서 보 은 다만 “(...)특별한 범죄수사

나 형사 차의 목 을 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따라서 이

조치는 개별 인 경우 증거가치가 있는 데이터에 한 구체 인 수사로 제한된다.

한 보 명령은 항상 “어떤 자가 보유하거나 리하고 있는”특정한 데이터와

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라.보 기간

보 기간은 제16조 제2항에서 최장 90일을 정하고 있다.이 기간은 수사기 에

게 그 이후의 조치,즉 수색과 압수와 같은 조치에 의해서 데이터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기본 으로 충분해 보인다. 약은 이러한 입장에서 제15조

의 용을 외로 하여 데이터 보호의 요성에는 더 이상 심을 보이고 있지 않

다.

마.보 명령의 수범자

보 명령의 수범자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거나 리하고 있는 자”이다.데이터

는 기본 으로 의자뿐만 아니라 특히 송단계에서 이 데이터에 한 근의 가

능성을 획득한 제3자에게 보 될 수 있다.보유나 리의 개념은 물론 데이터에

한 자연 인 리 계를 고려하고 있다.특히 공 통신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이용

자의 데이터는 기통신회사에 장되고 거기서 보 될 수 있다.제삼자에 해 명

령이 내려진 경우에 제삼자는 제3항에 의해서 데이터의 신뢰성의 범 와 련하여

책임이 있다.이것은 수사처분의 효과뿐만 아니라 련자의 데이터 보호의 이익에

도 기여한다.

바. 국경 사실 계

국경을 넘어서는 사실 계의 경우에는 약 제29조가 특별한 역할을 한다.제29조

는 컴퓨터데이터의 신속한 보 의 경우에 국가 간의 사법공조와 련된다.제29조

제7항은 사법공조 요청의 경우에 보 은 최소 60일간 명령되어야 한다.이러한 보

은 데이터의 수색 는 유사한 근의 요청,압수 이와 유사한 보 그리고

제출이 요청국에게 가능하도록 명령되어야 한다.277)

277)주석서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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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

제16조는 보 될 증거물의 유체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이를 통해서 직 컴퓨

터데이터에 한 근이 가능하고 데이터 장매체를 통한 ‘우회로’는 필요 없게 되

었다.이것은 형사소송법상의 강체조치인 압수와 유사하다.이러한 에서 이 규정

은 형사실무의 필요성과 합치된다.왜냐하면 데이터와 련한 증거의 의미는 일반

으로 그것의 ‘사고의 내용’에서 나오는 것이지,데이터가 장되어 있는 데이터

장매체의 확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제16조 제2항은 데이터의 보 기

간에 최장 90일까지 제한을 둠으로써 어느 정도 유형 객체의 보 과 비교하여 변

화된 침해의 질을 고려하고 있다.데이터 보 의 경우 장매체에 한 소유권 외

에 최근 장매체의 용량성 때문에 장되어 있는 정보와 련하여 특히 정보자

기결정권이 을 받고 있다.법치국가 으로 침해의 정도를 한계 짓기 해서는

데이터 보 을 한 시간 인 최고한계 뿐 아니라,차별화된 데이터보호 규정도 필

요하다.제3항의 포 인 용을 제외하고는 제16조는 이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

고 있다. 약의 입안자들은 압수할 수 없는 데이터와 증인의 증언거부권을 동일선

상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따라서 제16조의 용 역은 무 명확하지 않게 형성되

어 있으므로 하자 있는 데이터보호규정과 련하여 비례성에 맞지 않게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 이 가능하다.278)

6.  규

약 제16조는 트래픽 데이터를 포함하여 장된 컴퓨터데이터의 신속한 보 을

규정하고 있다.제1항에 의하면 당사국의 할기 은 특정한 장된 컴퓨터데이터

의 신속한 보 을 '명령하거나''이와 유사한 방법으로'확보하게 할 권한을 가진

다.제1항은 컴퓨터범죄의 역에서 요한 수사방법인 비처분의 요성을 규정

한 것으로써,이러한 보 명령은 데이터가 보 의 시 에 형사소추기 에게 달되

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다만 특별한 범죄수사나 형사 차와 련하여 법률상 다른

권한을 근거로 하여 그 데이터를 이후에 달하기까지 제3자의 부당한 근을 배제

시켜 '보 '만을 요구하는 권한을 의미한다.제2항에 의하면 장된 컴퓨터데이터의

신속한 보 은 해당 컴퓨터데이터를 보유 내지 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컴퓨터데이

터의 무결성을 최고 90일 동안 확보하여 보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제3항은 보

278)Spannbrucker,ConventiononCybercrime(ETS185),S.15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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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는 컴퓨터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 자의 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행법상 이러한 컴퓨터데이터에 한 보 명령과 련이 있는 규정으로는 행

형사소송법상 압수규정(제106조 이하 제215조 이하)과 제184조의 증거보 규정

을 고려해 볼 수 있다.하지만 약 제16조에 의한 데이터의 보 명령은 정당한 사

용자에 의한 보 된 데이터에 한 근이나 데이터의 복제가 가능한 조치이기 때

문에 행법상의 압수 증거보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한 통신비 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제도를 고려해 볼 있다.통신사실

확인자료란 특정인이 기통신을 한 사실에 한 자료이다.이 자료는 개인의 통신

활동에 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자료에 한 열람 등은 실제 으로 라

이버시의 한 침해행 에 해당할 수 있다.하지만 특정 개인에 한 자료가 아

닌 시스템에 장된 일반 인 로그 기록과 같은 일들은 시스템상에서 기계 자

동 으로 기록된 데이터에 불과하므로 단순히 장된 데이터로 취 하는 것이 타당

하다.279)트래픽 데이터와의 차이.도 약상의 컴퓨터데이터이기 때문이다.하지만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수사기 의 요청과 계없이 기통신사업자가 의무 으로 보

해야 하는 자료라는 에서 보 되어야 할 증거자료로서 컴퓨터데이터는 아니라

고 볼 수 있다.280)

따라서 동 약 제16조의 '명령'에 직 해당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단된다.

Ⅳ. 트래   신  보 과  공개

1. 약 17

제17조(트래픽 데이터의 신속한 보 과 일부 공개)1.각 당사국은 제16조에 의하여

보 되어야 할 트래픽 데이터와 련하여,a)하나 는 그 이상의 서비스제공자가

당해 통신의 개에 여하고 있는지에 상 없이 트래픽 데이터의 신속한 보 이

가능하도록 하고,b)당사국이 서비스제공자 통신의 송 경로를 확정할 수 있도

록 충분한 량의 트래픽 데이터가 당사국의 할기 이나 이 기 으로부터 지명받은

자에게 즉시 공개되도록 필요한 입법 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이 조에 의한 권한과 차는 제14조와 제15조를 기 로 하여야 한다.

2. 주

279)양근원,형사 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한 연구,경희 학교 박사학 논문,

2006.2,197면.

280)유사한 견해,양근원,앞의 책,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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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제16조의 트래픽 데이터의 보 과 련한 특별한 의무를 정하고 있고

다른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한 통신의 달에 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해

서 일부 트래픽 데이터의 신속한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트래픽 데이터는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281)

과거의 통신과 련되어 있는 장된 데이터를 획득(확보)하는 것은 과거 통신의

발신지 는 착신지를 결정하는 데 결정 일 수 있다.이것은 를 들어 아동포르

노를 유포한 자,사기계획의 일부로서 사기 인 잘못된 정보를 유포한 자,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한 자,컴퓨터시스템에 법한 근을 시도하거나 성공한 자 는

컴퓨터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나 이 시스템의 정상 인 기능에 침입하는 통신을 이

시스템에 달한 자 등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요하다.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는

흔히 짧은 기간 동안만 장된다. 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법률이나 시장의 힘이

그러한 데이터의 장기간 장을 지하거나 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러

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해서는 보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요하다.282)

흔히 통신의 달에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제공자가 참여한다.모든 서비스제공자

는 아마도 특정한 통신의 달의 여러 개의 트래픽 데이터를 보유한다,이것은 서

비스제공자에게 의해서 통신의 내용과 함께 자신의 시스템에서 생성되어 보 되어

있거나 다른 서비스제공자에 의해서 달된 것이다.흔히 트래픽 데이터 는 어

도 일부 유형의 트래픽 데이터는 통신이 송에 참여하는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

서 상업 ·기술 이유에서 는 보안상의 이유에서 서로 공유한다.이러한 경우 어

떤 서비스 제공자는 통신의 발신지 는 착신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요한 트래

픽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다.하지만 흔히 단일 서비스 제공자는 통신의 실제 발신

지나 착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요한 트래픽 데이터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

다.개별 서비스제공자는 퍼즐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고 그 일부는 발신지나 착신지

를 확인하기 해서 조사될 필요가 있다.283)

하나 는 그 이상의 서비스제공자가 통신의 송에 력하는 경우 제17조는 모

든 서비스제공자에게 트래픽 데이터의 신속한 보 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

다.이 규정은 이러한 목 이 달성될 수 있는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당사국의 법질

서와 경제질서에 합치하도록 차를 마련하도록 국내법에 임하고 있다.신속한

보 을 한 방법의 하나는 할 기 이 각 서비스제공자에게 분리된 보 명령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분리된 명령을 달

281)주석서 165.

282)주석서 166.

283)주석서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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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얻어 내는)것은 상당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단일 명령을 확보하는 것이

원하는 안이 될 수 있다.하지만 이 명령의 범 는 특정한 통신의 달에 련되

어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달(송달)되는 모든 서비스제공자에게 용될 수 있다.

포 인 명령은 연속 으로 확인된 각 서비스 제공자에게 달될 수 있다.다른

가능한 안은 다른 서비스제공자의 참여와 련될 수 있다. 를 들어 명령을 받

은 서비스제공자에게 네트워크상에서 다음 단계에 있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보 명령

이의 조건을 통지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이러한 통지는 국내법에 따라서 다

른 서비스제공자에게 련 트래픽 데이터를 자발 으로 보 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이것을 삭제할 의무에도 불구하고, 련 트래픽 데이터의 보 을 명령하는 효과를

가진다.두 번째 서비스제공자는 동시에 네트워크상에 있는 다음 서비스 제공자에

게 통지를 할 수 있다.284)

트래픽데이터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보 명령의 송달을 근거로 형사소추기 에게

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다른 법 단계를 근거로 확보되거나 달된다),형사

소추기 은 서비스제공자가 모든 요한 트래픽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는 다

른 서비스제공자가 통신 달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따라서 이

규정은 보 명령이나 유사한 조치를 받은 서비스제공자가 할기 이나 다른 임명

된 자에게 할 기 이 다른 서비스제공자와 통신이 달된 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

록 충분한 량의 트래픽 데이터를 신속하게 공개(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할 기 은 공개가 필요한 트래픽 데이터의 유형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한다.이러한

정보의 수령 후 할기 은 다른 서비스제공자의 에서 보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방식으로 수사기 은 통신을 발신지까지 추

할 수 있거나 착신지까지 따라가서 수사의 상이 된 범죄를 가 질 는지를 확

인할 수 있다.이 조항의 조치는 제14조와 제15조의 제한,조건 보장에 속되어

야 한다.

3. 

가. 용범

제17조는 제16조와 하게 연 되어 있다.제16조는 용범 에서 사실상 특정

한 데이터의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에,제17조는 제16조의 용범 에서 트

랙픽 데이터만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7조의 독자 인 의미는 메타데이터를

284)주석서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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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없이 보 하려고 하는데 있다.이러한 메타데이터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서

비스제공자의 다양한 송방법에서 발생한다.이러한 목 설정은 의 컴퓨터정

보통신망에서 데이터 송의 기술 변화를 상세하게 고려하여 실에 맞도록 한 것

이다. 통 인 음성 화와 달리 컴퓨터통신망의 데이터는 두 지 만을 연결하는

통신 속이 아니라,수많은 간단계를 거쳐 달된다.그런 에서 사람들은 이를

패킷으로 송되는 가상의 통신 속으로 이해한다(패킷교환방식,packetswitched).

네트워크의 연결지 에서 서비스제공자의 서버는 데이터 패킷이 목 지에 도달할

때까지 한 지 에서 다른 지 으로 데이터를 라우 (routing)한다.그러므로 데이터

송의 내부에서 개별 인 데이터 패킷은 상망의 부하에 따라서 다양한 경로로

이동한다.트래픽 데이터는 다양한 서비스제공자와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한다.제17

조는 이와 련하여 모든 서비스제공자에 해서 트래픽 데이터의 보 을 명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수사기 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나.트래픽 데이터

약에서 의미하는 트래픽 데이터는 제1조 제d호에서 규정하고 있다.즉 트래픽

데이터란,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통신과 련한 모든 컴퓨터데이터로써,통신망의

일부인 컴퓨터시스템으로부터 생성되어 이로부터 통신의 발신지,착신지(목 지),

통신경로,시간,날짜,통화량,통화시간 는 통신에 사용된 서비스의 종류가 발생

하게 된다.이 경우 데이터란 통신내용데이터를 발신지에서 수신지까지 송할 수

있기 해서 데이터 송과 련하여 컴퓨터로부터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말한다.

한편, 약상의 트래픽데이터의 개념정의는 EU의 자 라이버시지침

(2002/58/EC)285)의 트래픽 데이터의 개념정의와 구별된다.이 지침에 따르면 자

통신망에서 통신의 달을 해서 는 통신의 요 청구를 해서 처리되는 모든

데이터로 정의하고 있다(지침 제2조 (b)).지침상의 트래픽데이터는 약상의 트래

픽데이터보다는 그 범 가 훨씬 넓다.나아가서 자 라이버시지침 제6조(트래

픽 데이터)에서 트래픽 데이터의 이용과 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공

통신망 제공자 는 공 근 자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 처리되고 장

되는 가입자 이용자와 련한 트래픽 데이터는 본 조의 제2조,제3조 제5조

제15조 제1항과 상 없이 통신을 달할 목 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

에는 삭제되거나 익명으로 되어야 한다(제1항).트래픽 데이터는 사용료 정산 목

으로 그리고 상호 속의 이용 가 지불 목 으로 필요한 경우 처리될 수 있다.이

285)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DE/TXT/?uri=URISERV%3Al2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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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처리는 청구서가 법 으로 이의 제기될 수 있거나 요 청구가 주장될 수 있

는 기간이 경과하기 까지 허용된다(제2항). 자 통신 서비스를 마 할 목 으

로 는 부가가치서비스를 제공할 목 으로 공 근(이용) 자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데이터와 련한 가입자 는 이용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그러한 서비

스나 마 을 한 필요한 기간 동안 그리고 필요한 정도로 제1항에 언 한 데이

터를 처리할 수 있다.가입자 는 이용자는 트래픽 데이터의 처리에 한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제3항).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에 언 한 목

을 해서 처리되는 트래픽 데이터의 유형과 이러한 처리의 기간을 가입자나 이용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제3항에 언 한 목 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 이러한 통지

는 동의를 요청하기 이 에 이루어져야 한다(제4항).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트래

픽 데이터의 처리는,공 통신망 제공자 공 이용 자 통신 서비스 제공자

의 지시 하에 요 청구,트래픽 리,고객 문의,사기 탐지를 취 하거나, 자

통신 서비스를 마 하거나 부가가치를 제공하면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제5항).제1항,제2항,제3항 제5항은 할 기간이 분쟁을 해결하기 해서,

특히 상호 속 는 요 청구에 한 분쟁을 해결하기 해서, 행 법률 규정과

일치하게 트래픽 데이터를 통지 받을 가능성과 상 없이 용되어야 한다(제6항).

EU 통신정보보 지침(2006/24/EC)은 이 지침의 트래픽 데이터의 개념과 이용을

제로 하여 트래픽 데이터, 치데이터,이용자를 확인하기 한 데이터를 장하여

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신속한 보 과 일부 공개

‘신속한’이란 표지는 제16조에서와 같이 컴퓨터데이터의 휘발성을 고려한 것이다.

트래픽 데이터의 경우에 이러한 표지는 상당한 정도로 효력이 있다.트래픽 데이터

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있어서 컴퓨터시스템의 테스트나 정비작업의 목 는 가끔

의 요 정산 이 외에는 특별한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으로 신속하게 삭제

되기 때문이다.286)보 의 개념은 제16조의 경우와 같다.

제17조의 특별한 의미는 수사기 이 특정한 서비스제공자에 한 개별명령을

신하여 불특정 다수의 서비스제공자에 하여 데이터 수집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

능성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컴퓨터 산망에서 데이터 송은 일반 으로 임의의

간지(server)를 지나서 개된다(routing)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다.데이터 송에

여하는 모든 서버에는 트래픽 데이터가 생성된다.데이터의 정확한 송경로는 다

286)주석서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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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개별 간지를 연결하는 아이디(ID)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이와 련하

여 주석서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트래픽 데이터의 보 과 련한 수집명령은 단계

으로 간지의 공개에 종속하여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이다.이 경우에 개

별 인 처분권의 수범자와 련하여 명령의 요건이 각각 새로이 심사되어야 함이

없이,그것이 동일한 통신경로와 련이 있어야 한다.287) 한 개별서비스제공자는

수사기 에 의해 요구된 력자가 되어야 한다.그 게 함으로써 서비스제공자에게

내려진 보 명령은 데이터의 송에 참여한 서비스제공자를 식별해내고 이들에게

당해명령을 달해야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288)

제17조 제1항 제b호는 단순한 보 을 넘어서 장된 데이터의 일부 공개도 목

으로 하고 있다.이러한 방법이 독자 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제16조에서와 같이

당사국이 수사기 을 통해서가 아니라 서비스제공자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 하도록

한 경우에 한한다.데이터를 보유하기 해서는 서비스제공자의 력이 필요하다.

이와 련하여 데이터의 일부 공개가 의미하는 것은 우선 데이터의 일부만이 할

기 에 공개되고,나머지 데이터는 할기 으로 하여 다른 서비스 제공자가

송에 여하 는지 그리고 어떠한 서비스 제공자가 여하 는지를 확정하게 한다.

그것은 이들에게도 조치를 취하기 해서이다.289)제16조와 제17조의 기본구상에 따

르면,공개되지 아니한 나머지 데이터는 단지 보 만 된다.즉 데이터의 재의 상

태를 그 로 동결시키는 것으로 수사기 은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없다.이에 해

서는 오히려 특별한 법 근거가 필요하다.따라서 제17조 제1항 제b호는 컴퓨터네

트워크에서의 데이터 송의 기술 인 요건,즉 일반 으로 다수의 간지가 개입

하는 경우를 고려하고 있다.

라.보 목 과 보 기간

보 목 은 제16조의 목 과 다르지 않다.다른 은 제17조의 경우 보 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다.데이터보호의 이익 는 압수 지는 제17조 제2항에

서 일반 인 용과 함께 제14조와 제15조에 해서는 더 이상 언 하고 있지 않

다.

마.보 명령의 수범자

287)주석서 168.

288)주석서 168.

289)주석서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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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데이터는 일반 으로 이용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에게서 발생하기 때문

에 이 조치의 수범자는 서비스제공자이다.

4. 평가

이 규정의 목 은 다수의 서비스제공자에 해서 트래픽 데이터의 보 에 한

수집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데 있다.그 게 함으로써 수사상의 시간 지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본질 인 하자는 당사자의 권리,특히 통신의 비 보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다.제16조와의 유사성으로 이에 한 비 이 그 로

용될 수 있다.한편 약의 이행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이 규정은 국내 사건에서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주로 국제공조와 련하여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국내 사건의

경우 이 규정보다는 압수·수색이나 제출명령이 직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5.  규 검

약 제17조는 통신데이터의 보 에 한 제16조에 한 특별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 규정은 통신과정의 계에 부분 다수의 서비스제공자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을 고려하고 있다.이 규정은 보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시간 제약이 있는 지체

때문에 데이터가 상실되는 험에 응하기 한 것이다.그러므로 당사국은 통신

의 계에 다수의 서비스제공자가 력하는 경우에도 트래픽데이터를 신속하게 보

해야 한다.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물론 당사국에 임되어 있다. 한 당

사국은 통신의 방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보 명령의 수범자인 서비스

제공자가 권한 있는 기 이나 이로부터 지명받은 자에게 트래픽데이터를 공개하도

록 확보해야 한다.

약 제17조의 국내 이행과 련하여 우선 통신비 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차),제15조의2( 기통신사업자의 조의무)290)그

리고 동법시행령 제41조 ( 기통신사업자의 조의무 등)291)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통신비 호법 제13조는 범죄수사를 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차를 규정하고

있다292).우선 동조 제2항에서는 특히 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약의 '신속한'보 에

290)법률 제12764호,2014.10.15.,일부개정,시행 2014.10.15.

291) 통령령 제25532호,2014.8.6.,타법개정,시행 2014.8.7..

292)이 외에 동법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와 제13조의4(국가안보를 한 통신사

실 확인자료제공의 차 등)등도 이와 련한 규정이다.



- 86 -

상응한다. 한 약의 트래픽 데이터는 통신비 보호법 제2조 11호의 통신사실확

인자료에 포함될 수 있다293).하지만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그 범 에 있어서 약상

의 트래픽데이터와 차이 이 있다.통신비 보호법 제2조 11호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로서 7가지를 열거하고 있다.즉 가입자의 기통신일시, 기통신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 방의 가입자번호,사용도수,컴퓨터통신 는 인터넷의 사

용자가 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한 컴퓨터통신 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

료,정보통신망에 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치추 자료,컴퓨터통신 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속하기 하여 사

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치를 확인할 수 있는 속지의 추 자료 등이다.이에 반

하여 약은 통신의 발신지 착신지,통신경로,시간(GMT),날짜,크기,기간,이

용한 서비스의 유형을 트래픽 데이터로 열거하고 있다.294)발신지는 화번호,IP주

소, 는 이와 유사하게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시설에 한 정보

와 계되는 것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 가입자 상 방 가입자의 통신번호,정

보통신기기의 속지 추 자료에 해당된다.착신지는 통신이 달되는 통신 시설에

한 정보와 계된다.이용된 서비스의 종류는 를 들어 일 송(filetransfer),

자 우편 는 즉석 메시지 송 등 네트워크에서 이용된 서비스의 종류와 계된

다.295)그런데 통신경로,통신의 크기,이용한 서비스의 유형 등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하기 해서 동법은 제15조의 2에서 기통신사

업자의 조의무296)를 규정하여 기통신사업자가 조할 사항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의 보 기간 그 밖에 기통신사업자의 조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297)이에 따라 기통신사업자가 이러한 조의무를 원활

293)통신비 보호법 제2조 11호에 의하면 '통신사실확인자료'란 기통신사실에 한 자료로서,가입

자의 기통신일시, 기통신개시·종료시간,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 방의 가입자번호,사용도수,

컴퓨터통신 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한 컴퓨터통신 는 인터넷

의 로그기록자료,정보통신망에 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치

추 자료,컴퓨터통신 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속하기 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

기의 치를 확인할 수 있는 속지의 추 자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94)주석서 30. 약의 트래픽 데이터 개념은 EU의 자 라이버시지침(Directive2002/58)제2조 (b)

의 트래픽 데이터 개념과 구별된다.EU의 자 라이버시지침에서 트래픽데이터는 자 통신망

에서 통신을 달하기 해서 처리되는 모든 데이터 는 요 청구를 해서 처리되는 모든 데이

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즉 열거규정이 아니다.

295)주석서 30.

296)제15조의2( 기통신사업자의 조의무)① 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 는 정보수사기

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하여 기통신사업자가 조할 사항,통신

사실확인자료의 보 기간 그 밖에 기통신사업자의 조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5.26]

297)수사기 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요청시 일정한 범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범죄에 해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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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행하기 해서 동법시행령 제21조의 4에서 기통신사업자는 통신사실 확인자

료제공요청이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하여야 하고(제1항), 기통신사업

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 기간에 해서는 자료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서 일정

기간 보 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298).

하지만 통신비 보호법상 기통신사업자의 조와 련한 규정들이 약상의 트

래픽데이터 보 명령에 상응하는지는 의문이다. 약상의 보 명령은 단순한 로그

기록뿐만 아니라 범행인지 이후의 수사기 이 행하는 특정한 증거데이터에 한 것

임에 반하여,통신비 보호법상의 규정은 범행증거의 존부와는 상 없이 단순한

조의무와 함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 기간만 정의하고 있어서 요청받은 특정한

자료의 보 인지 아니면 일방 으로 기통신사업자가 모든 련 자료를 의무 으

로 보 해야 하는 것인지에 데 해서는 불문명하다.생각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요청제도의 입법취지는 통신비 보호법 제2조 11호에 열거한 통신사실확인자료만을

보 하도록 통신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단된다.따라서 통신사업자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약상의 트래픽데이터를 장하여 보 하

고 있는 경우 수사기 이 이를 요청하게 되면,통신의 비 이나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나아가서 수사기 이 이러한 데이터를 통신사업자에게 보 하

도록 하여 제출받게 되면 통신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한 보다 요한 차이 은 조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인 범 에 있다.즉 통신

비 보호법상 기통신사업자는 상업성( 리성)을 제로 함에 반하여, 약상의 통

신서비스제공자는 상업성과는 계없이 통신을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제공자를 의미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 제17조의 트래픽데이터의 보 명령제도에 해당하는 규정은 재 입

법되어 있지 않다고 단된다.

Ⅴ. 컴퓨  

청을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와 련하여 문제가 있어 보인다.요청할 수 있는 범죄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이에 해 참조할 말한 규정으로는 독일의 개정형사소송법 제100b조 제3

항을 들 수 있다. 한 기통신사업자의 조 무 반에 한 제재규정이 없다.이에 해서 독

일 형사소송법 제95조 2항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298)통신비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4에 따르면 가입자의 기통신일시, 기통신개시·종료시간,발·

착신 통신번호 등 상 방의 가입자번호,사용도수,정보통신망에 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치를 확

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치추 자료는 12개월 동안 장하고,다만,시외·시내 화역무와

련된 자료의 경우는 6개월 동안 장한다(제21조의 42항 1호).이에 해서 컴퓨터통신 는 인터

넷의 사용자가 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한 컴퓨터통신 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컴퓨

터통신 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속하기 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치를

확인할 수 있는 속지의 추 자료는 3개월 동안 장하여야 한다(제21조의 42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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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 18

제18조(제출명령)1.각 당사국은 a.어떤 자가 자국의 토 내에서 컴퓨터시스템

는 컴퓨터데이터 장매체에 장되어 있는 특정한 컴퓨터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거

나 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고,b.서비스제공자가 당사국의 토 내에서 보

유하고 있거나 리하고 있는 자신의 서비스와 련한 가입자정보(subscriber

information)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할 기 에게 부여하도록 필요한 입법

조치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이 조에 의한 권한과 차는 제14조와 제15조를 기 로 하여야 한다.

3.이 조에서 의미하는 가입자정보란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

자에 한 정보 트래픽 데이터 는 내용 데이터를 제외한 컴퓨터 데이터의 형

태로 되어 있거나 이와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모든 정보로서 다음을 확인할 수 있

는 정보를 말한다.

a.이용 인 통신서비스의 종류,이 통신서비스를 해서 행해진 기술 조치

서비스의 이용 기간;

b.가입자의 신원,주소, 화번호 그 밖의 속번호,통신서비스와 련한 계약

이나 약에 근거해서 이용될 수 있는 요 의 청구 지 에 한 정보;

c.서비스 계약 는 약에 근거한 통신기기의 설치 장소에 한 그 밖의 정보.

2. 주

제1항은 할기 이 자신의 토 내에 있는 어떤 자에게 장되어 있는 특정한

컴퓨터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자국의 토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

에게 가입자 정보를 제출할 것을 강제할 수 있도록 당사국에게 요구하고 있다.이

들 데이터는 장되어 있거나 존하는 데이터이고 장래의 통신과 련된 트래픽

데이터나 내용데이터와 같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는다.제3자

에 해서 데이터의 압수 수색과 같은 강제조치를 체계 으로 용하는 것은 요

청되지 않는다.오히려 범죄수사와 련하여 정보를 수집하기 해 침해가 덜한

차를 규정하는 것이 안 인 수사조치가 될 수 있다.299)

제출명령은 특히 침해의 정도가 강하거나 부담을 주는 조치 신에 형사소추기

이 다양한 사례에서 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조치이다.이러한 차의 도입

299)주석서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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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리하고 있는 제3자에게 유리하다. 를 들어 ISP와 같

은 제3의 데이터 리자는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자발 으

로 형사소추기 에게 력할 비가 되어 있지만,그러한 력에 해 계약상 는

비계약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정한 법 근거를 우선 으로 요구한다.300)

제출명령은 어떤 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리하고 있는 컴퓨터

데이터와 가입자 정보와 련된다.이 조치는 어떤 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그러한

데이터나 정보를 보 하고 있는 경우에만 용될 수 있다.일부 서비스 제공자는

를 들어 서비스 가입자에 한 기록을 보 하지 않는다.301)

제1항 제a호는 당사국이 할 법집행기 이 자신의 토 내에 있는 자에게 그 자

가 보유하거나 리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 장 매체에 장되어 있

는 특정한 컴퓨터 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보유 는 리(possessionorcontrol)는 명령을 내리는 당사자의

토 내에 있는 해당 데이터의 물리 인 보유와 제출될 데이터를 물리 으로 보유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유로이 명령을 내려서 당사국의 토 내에서 데이터의 제출

을 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를 들어 증언거부권이 용되는 경우에는 유보

되지만,원격 온라인 장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정에 장되어 있는 정보에

한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그러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동시에 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원격으로 근할 수 있는 단순한 기술 가능성( 를 들어 네트워크 속

을 통해서 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원격으로 근하기 한 가능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은 반드시 이 규정에 따른 리는 아니다.일부 국가의 법률에서 보

유(possession)란 개념은 물리 인 소유와 추상 인 소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이러한 ‘보유 는 리’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

제1항 제b호에서는 당사국은 자신의 토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

자에게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 리하고 있는 가입자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제a호에서와 같이 ‘보유 는 리’는 서비스

제공자가 물리 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정보와 서비스 제공자의 리 하에 있

는 원격으로 장되어 있는 가입자 정보에 한 것이다( 를 들어 다른 회사가 제

공하는 원격 데이터 장 시설에 있는 경우).‘그러한 서비스와 련한’이란 말은

명령을 내리는 당사국의 역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련되는 가입자 정보를

획득하기 해서 그 권한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02)

제2항에 언 된 조건과 보장은 당사국의 국내 법률에 따라서,면제되는 데이터나

300)주석서 171.

301)주석서 172.

302)주석서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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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배제할 수 있다.당사국은 특별한 범주의 사람과 서비스제공자에 의해서 제

공되는 컴퓨터 데이터 는 가입자 정보의 특별한 유형의 제출에 하여 다른 용

어,다른 할 기 과 다른 보장을 기술할 수 있다. 를 들어 공개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입자 정보와 같은 유형의 데이터와 련하여 당사국은 다른 상황에서 법

원의 명령이 요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집행기 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다른 한편 일부 상황에서 당사국은 특정한 유형의 데이터를 확보하

기 해서 제출명령이 오로지 법원에 의해서만 내려질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한 그 게 하도록 인권보장에 의해서 요구될 수도 있다.당사국은 형사소추를

한 이러한 데이터의 공개를 법원이 이러한 정보의 제출을 명령하는 경우로 제한할

수 있다. 한 비례성원칙은 다수의 국가에서는 를 들어 경미한 사안에서 배제되

는 이러한 조치의 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제공한다.303)

당사국은 한 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제출명령과 련하여 일반 으로 비

수가 부과되지 않는 비 자 역과 균형을 유지하기 해서 이 규정은 특별히

비 유지를 언 하고 있지 않다.하지만 자 역,특히 온라인 역에서 제출명

령은 때로는 수색과 압수 는 그 밖의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과 같은 다른 조치로

나아가는 수사 차의 단계 조치로서 이용될 수 있다.비 유지는 수사의 성공을

해서 결정 일 수 있다.304)

제출의 유형과 련하여 당사국들은 특정한 컴퓨터 데이터 는 가입자 정보가

명령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제출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이것은 공개되어야

하는 기간 는 데이터나 정보가 평이한 문서로 제공되어야 하는지,온라인 는

종이 인쇄물이나 디스켓으로 제공되어야 하는지와 같은 형식에 한 것을 포함할

것이다.305)

‘가입자 정보’는 제3항에서 정의하고 있다.가입자 정보는 원칙 으로 서비스의 가

입자와 련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업무상 리를 해서 보 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가입자 정보는 컴퓨터 데이터의 형식으로 혹은 종이 기록과 같은 다른 형

식으로 보 될 수 있다.가입자 정보가 컴퓨터 데이터와는 다른 유형의 데이터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이 규정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데이터와 련되는 특별한 규

정도 수용되어 있다.가입자는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는 자에서부터 무료로 이용

한 자에 이르기까지 범 한 범 의 서비스 제공자의 고객을 포함한다.가입자의

계정을 이용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데이터도 포함된다.306)

303)주석서 174.

304)주석서 175.

305)주석서 176.

306)주석서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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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 과정에서 가입자정보는 주로 두 가지 특별한 상황에서 필요하다.첫째,

가입자정보는 가입자가 어떠한 서비스와 어떠한 련 기술 조치들을 사용하 는

지 는 사용하고 있는지,사용된 화서비스의 유형( 를 들어 모바일),사용된 다

른 련 서비스 ( 를 들어 callforwarding,voice-mail등), 화번호 는 다른 기

술 주소( 를 들어 자우편 주소)를 확인하는데 필요하다.둘째,기술 인 주소

가 알려진 경우 가입자의 정보는 련된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가입자

의 요 청구서 지불 기록에 한 상업 정보와 같은 다른 가입자정보는 특히

수사 상의 범죄가 컴퓨터 사기나 다른 경제범죄와 련이 되는 경우에는 범죄수

사와 련될 수 있다.307)

이러한 근거로 가입자정보는 서비스의 이용과 그 서비스의 이용자에 한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서비스의 이용과 련하여 가입자 정보는 트래픽 데

이터 는 내용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정보,즉 사용된 통신서비스의 유형,통신서

비스와 련된 기술 조치,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기술 조치란 가입자가 제공되는 통신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이러한 조치들은 기술 번호나 주소(

화번호,웹사이트 주소 는 도메인 네임, 자우편 주소 등)의 제공 화 장치,

콜 센터 는 LAN과 같은 가입자가 사용한 통신 시설의 취득 등록을 포함한

다.308)

가입자정보는 통신서비스의 이용과 직 련되는 정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가

입자정보는 트래픽 데이터와 내용 정보를 제외한,이용자의 ID,우편 는 거주지

주소, 화 번호 그 밖의 속 번호,가입자와 서비스제공자 사이에 서비스 계약

이나 합의에 근거한 정산 결재 정보,서비스 이용과 련한 계약이나 합의에 근

거하여 사용하는 요 청구 결재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그것

은 한 트래픽 데이터와 내용 정보를 제외한 계약이나 합의를 기 로 통신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치에 한 정보도 의미한다.통신 장비의 설치에 한 정보는 그

장비가 이동될 수 없는 경우에만 실제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서비스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를 기 로)장치의 이동성이나 구 인 치에 한 정

보는 수사 차에 유리할 수 있다.309)

하지만 이 조항은 가입자에 한 자료를 보 하거나 그러한 정보의 정확성을 보

장하도록 서비스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는 소 휴 화서비스를 한 선불카드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등

307)주석서 178.

308)주석서 179.

309)주석서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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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서비스제공자는 고객의 신원을 심사하거나

서비스 이용자에게 익명의 사용을 지할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310)

약의 차법상 권한과 차는 특별히 구체 인 수사나 차를 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제14조),일반 으로 특정한 가입자와 련되는 제출명령으로부터 개별

인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따라서 제출명령에 언 되어 있는 특정된 이름에 의

하여 거기에 특정된 화번호나 자우편주소의 정보가 요청될 수 있다.특정한

화번호나 자우편주소를 근거로 련 가입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한 정보는 요청

될 수 있다.이 조항은 를 들어 ‘데이터 마이닝’의 목 으로 특정한 그룹의 가입

자와 련되는 서비스제공자의 임의의 가입자 정보를 공개(제공)하라는 명령을 내

릴 권한을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다.311)

‘서비스 계약이나 합의’를 연 시킨 것은 넓게 해석되어야 하고 가입자가 제공자

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거가 되는 모든 종류의 계를 포함해야 한다.312)

3. 

가. 용범

제18조는 두 가지의 제출명령을 규정하고 있다.하나는 임의의 자에 한 컴퓨터

데이터의 제출명령이고,다른 하나는 서비스제공자에 한 가입자정보(subscriber

information)의 제출명령이다.우선 임의의 자에 해서 장래의 통신내용데이터와

트래픽 데이터를 제외한 데이터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수사기 에게

허용하려는 것이고,둘째는 수사기 이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3항에 의한 가입자정

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를 통하여 이미 존재하는 무형 데

이터의 편집권한이 근거로 하고 있는 장매체와 상 없이 확 되고 통신내용데이

터313) 트래픽 데이터314)와 함께 제3의 범주에 해당하는 가입자정보에 한 근

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약의 입안자는 제출명령이 흔히 수색 압수보다는

경미한 침해라는 을 고려하고 있다.315)

나.컴퓨터데이터와 가입자 정보

310)주석서 181.

311)주석서 182.

312)주석서 183.

313) 약 제21조 참조.

314) 약 제22조 참조.

315)주석서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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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명령은 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제1항 제a호에 의한 컴퓨터데이터와

제b호에 의한 가입자정보와 련이 있다.컴퓨터데이터는 장래의 기통신의 내용

데이터와 트래픽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말한다.이러한 제한은 제

18조의 문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제20조와 제21조를 추론하고 제18조의 주석

서316)를 통하여 알 수 있다.이미 종료된 트래픽데이터와 련해서는 제17조 제1항

제b호와 첩이 될 수 있다.

제18조 제1항 제b호에서 의미하는 가입자정보는 제3항에서 정의하고 있다.그것

은 트래픽데이터와 내용데이터를 제외한 가입자에 한 서비스제공자의 모든 데이

터를 말한다.그러므로 우선 서비스제공자와 고객 사이의 계약체결 시 장되는 모

든 정보가 고려된다.이러한 정보는 제1조 제b호에 의한 컴퓨터데이터의 형태로 되

어 있는지 는 문서의 형태로 되어 있는지는 불확실할 수 있다.이 규정에서 말하

는 가입자란 장기간 는 개별 속이든,유료든 무료든 상 없이 서비스제공자

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다.가입자의 의미는 특히 화번호나 그 밖의

개인 데이터를 가진 식별번호가 함께 결합됨으로써,범죄 의자를 식별하는 데에

있다.

제3항 제a호에 의한 가입자정보는 서비스 이용자와 이용에 한 모든 정보로서

서비스의 종류에 한 데이터와 고객에 의해서 이용되는 기술 조치와 서비스사용

기간이 이에 해당한다.기술 조치는 가입자가 서비스의 이용을 해 련되는 모

든 조치를 말한다.여기에는 성명과 주소( 컨 화번호,URL, 자메일주소 등)

의 약이나 화시설과 네트워크장치의 등록 등이 해당된다.이러한 입장에서는

가입자정보와 트래픽데이터의 개념이 불분명해진다.제3항 제b호와 제c호는 한

이용자의 아이디(ID)확인을 한 정보,주소, 화번호와 근주소,요 청구와 지

불 정보 등을 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계의 근거로써 수집될 수 있는 한 가

입자의 주변에 있는 통신시설의 설치장소에 한 정보도 이에 해당한다.그러나 제

18조는 이러한 가입자 정보를 수집하고 심사할 의무317)를 서비스제공자에게 부여하

지 않고 있다.이것은 특히 선불제 이동 화 가입자와 익명사용의 경우에 의미가

있다.어떠한 종류와 방식으로 데이터가 제출되어야 하는가에 해서도 제18조는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보유와 리

316)주석서 180.

317)주석서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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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되는 데이터는 명령을 받는 자가 보유하거나 리하고 있어야 한다. 약에서

보유는 무형성을 근거로 가능한 한318)데이터에 한 유형 리로 이해하고 있다.

리란 개념은 우선 네트워크,즉 데이터가 로컬에 장되어 있지는 않지만,명령을

내리는 당사국의 토내에 있는 서버의 네트워크 속을 통하여 호출될 수 있는 상

황과 련이 있다.319)하지만 법 인 근은 네트워크상에 있는 데이터에만 련이

있다.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밖의 규정을 침해하여 리를 행사할 가능성

은 이론 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써 여기서는 고려되지 않는다.320)제1항 a)는 임

의의 자에게 컴퓨터데이터의 제출명령을 허용하고 있고,b)는 서비스제공자와 그가

소지하고 있거나 리하고 있는 가입자정보에 해서 이 명령이 내려진다.명령을

내리는 당사국은 자국의 토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련한 가입자 정보만이

그로부터 제출되어야 한다는 제한은 수되어야 한다.하지만 이것은 재의 기술

상황을 반 하고 있지 못하다.

라.조건과 보장

제18조 제2항은 제14조와 제15조의 조건과 보장을 용하고 있다.명령 수범자의

권리의 최소보호정도는 명령의 할여부나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정되어서는

안 된다.제18조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제14조 제1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제14

조 제1항에 의하면 제2장의 조치는 '특별한 범죄수사나 소송 차'와 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므로 제출명령은 인 물 에서 특정한 사람, 화

번호, 자우편주소 등으로 제한되어야 한다.이 규정을 통하여 무제한의 데이터 수

집은 배제되어야 한다.

4. 평가

제18조 제1항 제a호는 통신내용데이터와 트래픽데이터를 제외한 임의의 데이터의

제출과 련되어 있다.이것은 통상 인 형사소송법상의 압수규정의 범 를 벗어난

다.왜냐하면 그것은 유형 객체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제1항 제a호는

제출의무의 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피의자의 권리와 성직자 형사변

호인의 증언거부권자의 권리를 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그러한 에서 가입자

318)주석서 173.

319)주석서 173.

320)주석서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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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련하여 제1항 제b호는 본질 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그것은 국가기 의

근이 국가의 업무의 수행과 련한 개별 인 경우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이

다. 련자의 권리보호를 해서 두 가지 사례에서 상세하게 언 하고 있는 규정들

을 정하는 것 신에,제2항은 약의 모든 권한을 해서 조건과 보장 용

역을 정의하고 있는 제14조와 제15조의 일반 인 용만을 언 하고 있다.

5.  규 검

약 제18조는 침해의 정도가 높은 수색 압수 차의 안 수사방법으로써

서비스 제공자나 그 밖의 사람에 해서 소 제출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제18조 제1항 제a호에 의하면 당사국은 특정한 컴퓨터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리하고 있는 자에 해서 제출명령을 규정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이 경우

데이터는 이미 장되어 수 에 있어야 한다.그 외의 조치는 련자가 그러한 데

이터를 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용될 수 있다.

약 제18조의 컴퓨터 데이터의 제출명령의 수용과 련하여 우선 행 형사소송

법 제106조 제2항의 제출명령을 고려해 볼 수 있다.제106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

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보유자,소지자 는 보 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제출명령은 압수할 물건의 보유자 등에 하여 그 물건

을 제출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재 이며,강제력은 없지만 이에 응하여 물건이 제

출되는 경우 당연히 압수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321)그런데 수사기

의 압수와 련한 용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법원의 제출명령 규정인 제

106조를 용하고 있다.322)그 다면 용 규정의 해석 원리에 따라 수사기 도 제

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323)하지만 통설에 따르면 수사기 의 제

출명령에 하여는 상 방이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106조 제2항은

용되지 않는다고 한다.324)이러한 법률 문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순 인 해석

이 합리화되는 근거는 수사권 남용에 한 우리의 역사 경험에 있다고 한다.이

러한 통설에 따르면 수사기 에 의한 강제수사에는 제출명령이 포함되지 않는다.325)

321)법원실무제요 형사 [Ⅰ],법원행정처,2008,594면.

322)형사소송법 제219조( 용규정)제106조,제107조,제109조 내지 제112조,제114조,제115조제1항

본문,제2항,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제134조,제135조,제140조,제141조,제333조제2항,제486조

의 규정은 검사 는 사법경찰 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 는 검증에 용한다.단,사법

경찰 이 제130조,제132조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2.18.,2007.6.1.,2011.7.18.>

323)이윤제,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장의 집해에 있어서의 력의무,형사법연구 24-2,312면.

324)배종 외 3인,신형사소송법,홍문사,2011,179면;신동운,신형사소송법,법문사,2011,299면;

형사소송법,이재상,박 사,3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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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수사기 에도 용되는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의 압수·수색 장의 집

행에 있어서 필요한 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은 압수

ㆍ수색 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건정을 열거나 개 하는 것은 집행기 이 하는 행 인

에 비추어 필요한 처분에 피처분자의 력을 명령하는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한 해석으로 보인다.그러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제출명령에 한 제

106조가 수사기 에는 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조항인 제120조의 용을 통

하여 동일한 결과가 인정된다고 하는 해석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326)

마지막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제106조 제3항

본문은 법원은 압수의 목 물이 컴퓨터용디스크,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장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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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제출받아야

한다’는 문언에서 제출명령을 도출할 수도 있다.왜냐하면 개정 형사소송법 입법과

정에서 사법제도개 특별 원회(검찰 계법심사소 원회)회의록을 보면 제3항의

본문은 제출명령을 포함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취지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327)특

히 입법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개정은 제219조에 의하여 수사기 에 용

된다는 에 한 지 이 계속 있었다는 을 고려하면 디지털 증거에 해서는 개

정된 형사소송법의 제출명령은 수사기 에도 용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328)하지만

입법과정에서 입법자가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의를 하 더라도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는 것은 압수의 방식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압수 이

에 행하는 제출에 따른 출력과 복제를 법원이나 수사기 이 강제할 수 있다는 의미

로 해석해 내기에는 문리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약 제18조와 같은 처분을 수사기 에게 부여하기 한 법률 규정은 없

는 것으로 단된다.이에 한 입법이 필요하다.

Ⅵ. 가 보  

1.  규 검

325)이재상,형사소송법(제5 ),273면.

326)이윤제,앞의 논문,313면 참조.

327)사법제도개 특별 원회(검찰 계법심사소 원회)회의록 제19호,(2911년 6월 3일),2-9면.이에

한 자세한 소개는 이윤제,앞의 논문,17-19참조.

328)이윤제,앞의 논문.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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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제18조 제1항 제b호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입자정보에 한 제출명령을 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가입자정보란 서비스제공자에게 있어서 데이터 는 다른 형

태로 존재하는 통신가입에 한 정보(내용데이터와 트래픽데이터를 제외한)로 이해

되고 있다. 약 제18조 제1항 제b호가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의 가입자 정

보의 제출의무는 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기통신사업

법329)제83조 제3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동 조 제3조 통신자료제공은 약의 가입

자 정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기통신사업법은 통신자료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통신자료의 범주를 동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다. 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는 수사 서의 장,정보수사기 의 장으로부터 재 ,수사,형의 집행 는

국가안 보장에 한 해를 방지하기 한 정보수집을 하여 통신자료의 열람이

나 제출(즉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통신사업자

가 요청에 따라서 제공해야 될 통신자료는 1.이용자의 성명,2.이용자의 주민등록

번호,3.이용자의 주소,4.이용자의 화번호,5.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

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6.이용자의 가입

는 해지 일자이다.

약은 가입자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릴 권한을 할 기 에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제출명령에 의해서 가입자정보가 확보되어야 한다.그런 에서 가입자 정

보의 제출명령은 일종의 강제처분에 해당한다.그런데 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

항의 통신자료제공요청은 강제처분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헌법재 소는 수사기 이 기통신사업자에게 청구인의 주소, 화번호 등 통신자

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 는 강제처분이 아니라고 단하여 이에 한 심

청구를 법하지 않다고 결정하 다.330)통신자료 취득행 의 근거가 된 기통신

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에 한 통신자료를 수사 서의

장의 요청에 응하여 합법 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지 어떠

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통신사업자는 수사 서의 장의 요청이 있

더라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고,이 경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기 때문에 통

신자료 취득행 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헌법

소원의 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 다.나아가서 수사 서

의 장이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이에 응할 것인지 여부는 기통신사업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따라서 수사 서의 장의 통신자료제공 요청과 이에 따른 기

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행 가 있어야 비로소 통신자료와 련된 이용자의 기

329)법률 제13011호,2015.1.20.,일부개정,시행 2015.7.21.

330)헌법재 소 2012.8.23.자 2010헌마439결정 ( 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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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 이용자의 기본권

이 직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심 청구는 기

본권침해의 직 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 법하다.331)

한편 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 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행 와 련한 손해배상소

송에서 1심법원은 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 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해 ‘형식

요건’만 히 심사하면 법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 다.332)

하 심 결에서는,“범죄성립 여부에 한 단,해당 범죄와 정보제공 요청

상자와의 련성 정도에 한 단 등 형사피고의 법 역의 단은 고도의 문

인 지식과 경험이 요청되는 분야로서 법령에 의해 권한 의무가 부여된 기 을

제외한 제3자에게 이러한 단을 요구하고 이에 해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신 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더욱이 인터넷은 부분 본인의 성명과는 다른 아이디

를 사용하여 이용됨에 따라 기통신사업자의 력 없이는 개인 신원을 악하기가

곤란한 특징이 있는데, 통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개

인 신원을 확인하기 해 필요한 정보에 그치고 있으므로,사업자에게 실체 심사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시하 다.이 결의 입장에 따를 경우,

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 이 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방법과 차를 수하여 요청

하 고,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일 경우 면책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해서 서울고법의 항소심 결에서는 통법 제54조 제3항은 일반 인

수사 조 의무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어서 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 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따라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고,회사는 수사기 의 개인정보 제공요청

에 해 개별사안에 따라 제공 여부 등을 히 심사하여 이용자 개인정보를 실질

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하 다.333)수사기 의 개인정보 제공

331)이에 한 반 의견이 존재한다.재 김종 ,재 송두환,재 이정미의 반 의견.[1]

다수의견은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 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통신사업자에게 어떠

한 의무나 부담을 지우고 있지 않다는 을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 의 공권력 행사성을 부정하

는 근거로 들고 있으나,통신자료의 제출 여부는 기통신사업자의 의사에 의해 통신자료의 제공요

청시마다 개별 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사실상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통신자료 제출 요구

가 있으면 기통신사업자는 이에 응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피청구인은 공권

력인 수사권의 행사주체이고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 는 청구인의 의사에 상 없이 진행되며 청

구인의 통신자료를 보 하고 있는 기통신사업자가 피청구인의 요청을 거 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고 청구인이 통신자료의 제공을 지하기 해 그 과정에 개입할 수도 없는바,이 사건 통신

자료 취득행 는 피청구인이 우월 지 에서 일방 으로 청구인의 통신자료에 하여 물 으로

행하는 수사행 로서 권력 사실행 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 에 한 심

청구에 하여 본안에 나아가 헌 여부를 심사함이 타당하다.[2]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자체로

는 직 성 요건을 통과하기 어렵지만,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 에 하여 헌선언을 할 경우에

는 헌법재 소법 제75조 제5항 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부수 규범통제를 할 수 있으

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심 청구를 각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332)서울 앙지법 2011.01132010가합72873.

333)서울고등법원 2012.1018.2011나1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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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에 해 기통신사업자는 사법기 에 하는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도 일반 사인과는 달리 한 자기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

어야 할 것인 등에 비추어 보면,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실질 으로 보호할 수 있

는 역량을 갖추고,침해되는 법익 상호간의 이익 형량을 통한 법성의 정도,사안

의 성과 긴 성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

어느 범 까지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해 충분히 심사를 하여야 할 의무

가 있다고 하 다.334)

헌법재 소의 결정과 항소심 법원의 결에 따르면 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을 통해서는 통신자료가 확보될 수 없다. 약의 가입자 정보가 제출될 수 있기

해서는 이에 한 입법이 필요하다.

Ⅶ. 어 는 컴퓨  수색과 압수

1. 약 19

제19조( 장되어 있는 컴퓨터데이터의 수색과 압수)1.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

는 기 ( 할 기 )에게 자국의 토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하여 수색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기에 근할 권한을 부여하기 해서 필요한 입법 조치 그

밖의 조치를 해야 한다.

a.컴퓨터시스템 는 그 일부 거기에 장되어 있는 컴퓨터데이터.

b.컴퓨터데이터가 장될 수 있는 컴퓨터데이터 장매체.

2.각 당사국은,자국의 기 이 제1항 제a호에 의한 특정 컴퓨터 는 그 일부를 수

색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에 근하여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자국 토 내

의 다른 컴퓨터시스템 는 그 시스템의 일부에 장되어 있고,첫 번째 시스템으

로부터 이 데이터에 정당하게 근할 수 있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다른 시스템으로 신속하게 수색 는 유사한 근을 확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조치 는 그 밖의 조치를 해야 한다.

3.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기 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의해서 근한 컴퓨터

데이터를 압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확보하기 한 권한을 부여하기 해서

필요한 입법 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이러한 조치는 다음의 권한을

포함한다:

334)유주성,수사기 의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장주의 용,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3호(통권 제95

호,2013․ 가을),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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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컴퓨터시스템 는 그 일부 혹은 컴퓨터 장매체를 압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

법으로 확보할 권한.

b.컴퓨터데이터를 복제하여 보유할 권한.

c. 장되어 있는 해당 컴퓨터데이터의 무결성(완 성)을 보 할 권한.

d. 근한 컴퓨터시스템에 있는 컴퓨터데이터에 근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로부

터 분리(제거)할 권한.

4.각 당사국은 컴퓨터시스템의 기능이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보호조치에

하여 알고 있는 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언 하고 있는 조치의 수행이 가능하도

록 하기 해서 합리 인 기 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해 필요한 입법 조치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5.본 조에 의한 권한과 차는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주

제19조는 특정한 범죄수사나 형사 차에 필요한 증거가 장되어 있는 경우 이를

수집할 목 으로 컴퓨터 데이터의 수색과 압수에 한 국내 법률 규정을 화하

고 조화를 도모하는데 목 이 있다. 부분 국내 형사소송법은 유형 상의 수색

과 압수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장되어 있는 컴퓨터 데

이터 자체는 유형 상으로 보고 있지 않아서 데이터가 장되어 있는 장매체

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유형 상과 동일하게 범죄수사 형사 차에서 확보될

수 없다.제19조의 목 은 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련하여 동일한 권한을 마련하

도록 하는 것이다.335)

문서나 기록에 한 통 인 수색 환경에서는 수색은 종이 의 잉크와 같이 유

형 형태로 과거에 기록되어 있거나 등록되어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과 련이

있다.수사기 은 그러한 기록된 데이터를 수색하거나 조사하고,그리고 그 유형

기록을 압수하거나 물리 으로 획득한다.데이터의 수집은 수색하는 동안 진행되고

그 시간에 존재하는 데이터와 련된다.수색을 행할 법 인 권한을 획득하기 해

서는 국내 법률 규정과 인권보장의 에서 그러한 데이터가 특정한 장소에 존재

해 있고 특정한 범죄의 증거로서 기여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존재한다는 요

건이 필요하다.336)

새로운 기술 환경에 있어서 증거 수색,특히 컴퓨터 데이터의 수색과 련하여

335)주석서 184.

336)주석서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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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인 수색의 여러 가지 특징들은 그 로 남아 있다. 를 들어 데이터의 수집은

수색기간 동안 일어나고 그 시간에 존재하는 데이터와 련되어 있다.수색을 행할

법 권한을 확보하는 조건은 동일하다.수색할 법 권한을 획득하기 해 필요한

신뢰의 정도는 데이터가 유형 형태로 되어 있는지 자 형태로 되어 있는지에

차이가 없다.마찬가지로 그 신뢰와 수색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특정한 범죄의 증

거로서 기여할 데이터와 련되어 있다.337)

하지만 컴퓨터 데이터를 유형 데이터 매체의 수색 압수와 같이 동일한 효과

가 있는 방식으로 확보하기 해서 추가 인 차 규정이 필요하다.이를 해서

는 여러 가지 근거가 필요하다.첫째,데이터는 자 형식과 같이 무형 형식으

로 존재한다.둘째,데이터는 컴퓨터 장치를 이용해서 읽 질 수 있지만,종이 기록

과 같은 방식으로 압수하여 제거할 수 없다.무형 데이터가 장되어 있는 물리

인 매체( 를 들어 컴퓨터 하드 드라이 나 디스켓)는 압수하여 제거하거나,복제

본(사본)을 포함하는 유형 매체가 압수되어 제거될 수 있기 이 에 데이터의 복

제본이 유형 인 형태( 를 들어 컴퓨터 출력물)나 물리 인 매체에 무형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데이터의 복제본이 만들어지는 두 가지 경우에는 데이터의 복제본

이 컴퓨터 시스템이나 장 장치에 그 로 남아 있다.국내법은 그러한 복제본을

작성할 권한을 규정해야 한다.셋째,컴퓨터 시스템의 연결성 때문에 데이터가 수색

되는 특정한 컴퓨터에 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스템을 통해서 쉽게 근

될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그것은 컴퓨터와 직 연결되어 있거나 인터넷과

같은 통신시스템을 통하여 간 으로 그 컴퓨터와 연결되어 데이터 장 장치에

장되어 있을 수 있다.이것은 어쩌면 데이터가 실제로 장되어 있는 (혹은 그 사

이트에서 수색되고 있는 컴퓨터로부터 데이터의 복구)곳으로 수색의 확 를 허용

하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더욱 상호 력하여 신속한 방법으

로 두 곳에서 통 인 수색권한을 이용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338)

제1항은 컴퓨터시스템 는 이의 일부 ( 를 들어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장장

치)나 독립된 데이터 장매체 (CD-ROM이나 디스켓)에 있는 데이터에 근하여 데

이터를 수색할 권한을 형사소추기 에게 부여할 것을 당사국에게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제1항의 컴퓨터 시스템의 개념은 ‘하나의 장치 는 연결되어 있거나 결합되

어 있는 장치의 그룹’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제1항은 컴퓨터 시스템의 수색과

독자 인 컴퓨터 시스템으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이와 연결되어 있는 요소들의 수

색 ( 를 들어 PC와 함께 린트기 이와 연결되어 있는 장장치 는 LAN)과

337)주석서 186.

338)주석서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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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어 있다.가끔 물리 으로 다른 시스템 는 다른 장장치에 장되어 있는

데이터에는 수색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원격지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하여

정당하게 근될 수 있다.이러한 상황은 동일한 토 내에 있는 기통신망을 통

하여 다른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함으로써 ( 를 들어 원거리 네트워크나 인터넷)

제2항에서 다룬다.339)

‘컴퓨터 데이터가 장될 수 있는 컴퓨터데이터 장매체’(제1항 b)는 통 인 수

색권한을 근거로 행해진다 하더라도,컴퓨터수색의 이행은 자주 컴퓨터시스템뿐만

아니라 컴퓨터시스템 주변에 직 해 있는 이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데이

터 장매체( 를 들어 디스켓)의 수색을 요구한다.이러한 연결성을 근거로 제1항

은 두 가지 상황을 포 으로 고려한 법 권한이다.340)

제19조는 장되어 있는 컴퓨터데이터에 용된다.여기서 다음의 문제가 제기된

다.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메일 박스에 있는 비공개 자우편은,수신자가 자

신의 컴퓨터시스템에 이것을 내려 받기 까지는 장되어 있는 컴퓨터 데이터로

볼 것인지 는 송과정 에 있는 데이터로 볼 것인지이다.일부 당사국의 법률

에 의하면 이러한 자우편의 메시지는 통신의 일부이고 이의 내용은 감청 권한을

용하여 획득될 수 있다고 하는 반면,다른 당사국에서는 그러한 메시지는 제19조

가 용되는 장되어 있는 데이터로 고려되고 있다.따라서 당사국은 이 문제와

련하여 자신의 법률들을 자신의 국내법 체계 내에서 어느 것이 정한 지를 결정

하기 해서 심사해야 한다.341)

‘수색과 유사한 근’의 표 이 사용되고 있다. 통 인 단어인 ‘수색’을 사용함으

로써 국가는 강제조치의 이행을 한 권한을 행사하고,이 조항에서 언 되고 있는

권한은 통 인 수색과 유추되고 있다는 것을 표 한다.‘수색’개념은 데이터를

찾거나 읽거나, 검하거나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수색’은 데이터를 찾는 것과 이

를 검하는 것을 포함한다.다른 한편 ‘근’이란 말은 립 인 의미를 가진다,하

지만 이것은 의 컴퓨터 용어를 더욱 정확하게 반 한다.두 가지 용어는 통

인 개념을 인 용어로 조화시키기 해서 사용되고 있다.342)

‘토 내에서’라는 말은 이 규정은 이 장의 모든 조항에서와 같이 오로지 국내 차

원에서 취해지는 조치와 련된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있다.343)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수색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다른 컴퓨터시스템에 장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수색이나 유사한 근을 다른 컴퓨터시스템이나

339)주석서 188.

340)주석서 189.

341)주석서 190.

342)주석서 193.

343)주석서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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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일부로 확 할 것을 수사기 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다른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의 일부는 자국의 토 내에 있어야 한다.344)

약은 수색의 확 가 어떻게 허용되거나 이행되어야 하는지를 직 규정하지 않

고 국내법에 임하고 있다.가능한 조건들은 다음에서 일부 사례로 언 될 수 있

다.찾고자 하는 특정한 데이터가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국내 법률과 인권보장에 의해서 필요한 정도로)특

정한 컴퓨터시스템의 수색을 허락한 사법기 이나 다른 기 에게 연결된 시스템에

의 수색이나 유사한 근의 확 를 허용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는 찾고자

하는 특정한 데이터가 다른 컴퓨터시스템에 장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유사한 근

거가 있는 경우 특정한 컴퓨터시스템에 한 허가받은 수색이나 유사한 근을 이

와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으로 확 할 권한을 수사기 에게 부여할 수 있다.수색이

나 유사한 근권을 양 쪽에서 력하여 신속하게 행사할 수도 있다.모든 경우에

수색될 데이터는 원래의 시스템으로부터 정당하게 근될 수 있어야 하고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345)

제2항은 ‘국경을 월한 수색과 압수’에 해서는 용되지 않는다.사법공조의 통

상 인 채 을 통하지 않고도 당사국은 다른 국가의 역 내에서 데이터를 수색하

고 압수할 수 있다.이 문제는 국제사법공조의 장에서 다룬다.346)하지만 이 조항은

클라우드 서비스나 외국의 이메일 서비스와 같은 경우에는 실을 반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 이 있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을 근거로 획득한 데이터의 압수나 유사한 확보에 한 권

한을 규정하고 있다.컴퓨터 하드웨어,컴퓨터 데이터의 장매체를 압수할 권한이

여기에 속한다.특정한 사례에서 를 들어 데이터가 독립된 운 시스템에 장되

어 있어서 복제될 수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 장매체 체를 압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이것은 한 데이터가 덮어쓰기 되어 있지만 그 흔 이 장매체에 남겨져

있어서 이 데이터를 복구하기 해서 데이터 장매체가 수색되어야 하는 경우에

도 필요할 수 있다.347)

이 약에서 ‘압수’는 데이터나 정보가 장되어 있는 물리 매체를 압류하거나

그러한 데이터나 정보의 복제본을 작성하여 보 하는 것을 의미한다.‘압수’는 압류

될 데이터의 근에 필요한 로그램의 이용이나 압류도 포함한다. 통 인 압수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형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근할 수 없

344)주석서 193.

345)주석서 194.

346)주석서 195.

347)주석서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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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거나 는 컴퓨터 환경에서 이 데이터에 한 통제를 상실하게 하는 다른 방

법을 포함하기 해서 ‘유사한 확보’라는 표 도 이용된다.이 조치들은 장되어

있는 무형 데이터와 련되어 있기 때문에, 할 기 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해

서 추가 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를 들어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해야 하고’그

리고 데이터의 ‘리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복제되거나 제거되는 데이터는 압

수 시 에 발견된 국가에 보 되어야 하고 형사 차가 진행되는 동안 변경되지 않

도록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개념은 데이터에 한 통제를 획득하거

나 데이터의 취거(Wegnahme)를 말한다.348)

‘데이터에 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다른 기술 방

법으로 이 데이터에 한 사람들의 근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이 조치

는 를 들어 바이러스 로그램이나 바이러스 폭탄의 제조 방법에 한 설명서

와 같이 험이나 사회 해악과 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는 데이터 는 이의

내용이 를 들어 아동포르노와 같이 법 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례에서 유용할 수

있다.‘제거’(removal)란 개념은 데이터가 제거되거나 근이 불가능하게 되지만,

괴되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표 하려는 것이다.데이터가 의자

로부터 일시 으로 제거되지만 범죄수사나 소송 차 종결 후 환부될 수 있다.349)

따라서 데이터의 압수 는 유사한 확보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첫째,

데이터의 복제를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거나,둘째,데이터를 복제한 후 데이터의 원

본에 근을 지하거나 이를 제거함으로써 몰수하는 것이다.압수는 압수한 데이

터를 최종 으로 삭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350)

제4항은 컴퓨터 데이터의 수색과 압수를 원활히 하기 한 강제 조치를 도입하

고 있다.제4항은 처리되거나 장될 수 있는 데이터의 량,보안조치의 효율 인 사

용,컴퓨터 운 의 성격을 고려하면 증거방법으로 찾고자 하는 데이터에 근하여

이를 인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실질 인 문제에 한 것이다.컴퓨터시스템

을 특별히 잘 아는 시스템 리자에게 어떻게 하면 수색이 가장 잘 진행될 수 있는

지에 하여 기술 인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은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법집행기 이 시스템 리자에게 합리 으로 수색 압수의 이

행에 조(력)할 것을 강제하는 것을 허용한다.351)

이 권한은 수사기 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만일 이러한 력이 없다면

수사기 은 수색을 진행하는 동안 수색장소에 머물면서 오랜 시간 동안 컴퓨터시스

348)주석서 197.

349)주석서 198.

350)주석서 199.

351)주석서 200.



- 105 -

템의 근을 차단할 수 있다.이것은 정상 인 기업이나 고객에게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데이터의 근이 거부되는 컴퓨터서비스의 이용자에게 경제 부담이 될 수

있다.잘 알고 있는 사람의 력을 명령하는 수단은 수색을 훨씬 더 효과 으로 하

고 비용을 감하여 법집행기 이나 무고한 개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한 법

으로 시스템 운 자에게 력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데이터를 공개해서는 안 되는

계약상 의무 는 다른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해 수 있다.352)

시스템제공자가 명령으로 제공해야 될 정보는 수색과 압수 는 유사한 근

는 확보를 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에 한 정보이다.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합리 ’인 것으로 제한된다.일부 상황에서 합리 인 제공은 비 번호나 다

른 보안 조치를 수사기 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하지만 다른 상황에

서는 이것은 합리 이지 않을 수 있다. 를 들어 비 번호나 다른 보안조치의 공

개가 수색이 허용되지 않는 다른 이용자의 라이버시나 다른 데이터를 비합리 으

로 할 수 있는 경우이다.이러한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의 제공은 할 기 이

수색하고자 하는 실제의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는

것일 수 있다.353)

제5항에서는 그 조치들은 약 제15조를 근거로 국내법에 정한 조건과 보장에 구

속되어야 한다.그러한 조건들은 증인 문가의 참여와 이에 한 보상

에 한 규정들을 포함할 수 있다.354)

한 약 입안자는 제5항과 련하여 당사자가 수색의 이행을 통지받아야 하는

지에 하여 상론하 다.압수된 상이 물리 으로 존재하지 않는 ‘온라인 세계’에

서 데이터가 수색되어 압수(복제)되는 것은 아마도 오 라인 세계에서 압수가 수행

되는 경우보다 훨씬 확실하지 않을 것이다.일부 당사국의 법률은 통 인 수색의

경우에는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다.컴퓨터 수색과 련하여 통지를 요구하

는 약은 이들 당사국의 법률에는 차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다른 한편,일부 당

사국은 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컴퓨터 수색(이것은 일반 으로 비 조치를 의도하

지 않는다)과 달 인 데이터의 감청(이것은 비 조치로서 약 제20조와 제21조

에서 규정되어 있음)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유지하기 해서 이 조치의 본질 인

특징으로 통지를 고려할 수 있다.따라서 통지의 문제는 국내법에 임되어 있다.

당사국이 당사자에게 의무 인 통지 시스템을 고려한다면,그러한 통지는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이 고려되어야 한다.그러한 험이 존재한다면,통지의 연기

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355)

352)주석서 201.

353)주석서 202.

354)주석서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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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용범

제19조 제1항과 제2항은 컴퓨터시스템,데이터 장매체,데이터 원격지 컴퓨터

네트워크에 한 ‘수색’을 규정하고 있다.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수색한 컴퓨

터데이터의 압수 방법을 그리고 제4항은 련시스템 등을 잘 알고 있는 문가의

정보제공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주석서에 따르면 이 규정의 주목 은 기존의

권한을 화하고 조화를 기하는 데에 있다.356)무형 컴퓨터데이터의 확보는 결

과 으로 무형 데이터 장매체와 같이 할기 을 통한 수색과 압수에 달려있다.

나.수색

제1항과 제2항은 특정한 상의 수색을 허용하고 유형 상의 수색을 해 발

되어 온 기존원칙들을 무형 상의 수색에도 용될 수 있다는 에서 출발한

다.이와 상응하게 제1항과 제2항을 통해서 수색이 가능한 객체의 범 만 확 되어

야 한다.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각 당사국의 법질서에서 수색권한이 아직 유형

상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 인 법 토 가 자 데이터 처리 역에

서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에 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특히

수많은 이용자들의 데이터가 함께 포함되어 있고 엄청난 공간 인 거리를 극복하게

해 주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수색하는 경우에는 특히 문제가 된다.가령 증거의 발

견이나 피의자의 체포와 같은 특정한 수색의 목 은 제19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명

백하게 언 되어 있지 않다.체포 목 의 수색은 수색 목 의 달성으로 물론 배제

되므로,증거상 요한 정보를 발견하기 한 수색만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색의 상은 컴퓨터시스템 는 그 일부 그 속에 장되어 있는 데이터(제1

항 제a호)와 컴퓨터데이터가 장될 수 있는 컴퓨터 장매체(제1항 b)가 될 수 있

다.이를 통하여 데이터에 한 유형 상의 수색과 특정한 내용에 한 무형

데이터의 수색이 가능하게 되었다.357)컴퓨터시스템의 개념은 하나의 장치 는 서

로 속되거나 서로 련되어 그룹으로 된 장치들로서,그 하나 이상의 장치가

로그램에 의하여 자동 인 데이터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이에 반하여 컴

355)주석서 204.

356)주석서 184.

357)주석서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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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데이터 장매체는 이미 포 인 개념으로 악되고 있다.그러므로 아마도 명

확성의 목 에서 제1항 제b호에서 독자 으로 언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제2항은 컴퓨터데이터가 원래 수색 상인 컴퓨터시스템에서 다른 컴퓨터시스템

으로 정당하게 근이 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이 다른 컴퓨터시스템에

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수색도 허용하고 있다.제1항 제a호에 의한 컴퓨터시스템

을 의로 이해하게 되면 제1항과 제2항 사이의 구분에 문제가 발생한다.이에 의

하면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도 부분 으로 컴퓨터시스템으로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주석서에서는 사 인 송망을 이용하는 LAN도 컴퓨터시스템으로 표

하고 있다.이에 반하여 복합 시스템은 송을 하여 공 기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는 을 통하여 표 되고 있다.358)제1항은 제2항과의 차이 으로 인하여 주로 소

규모 산망에 용될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구별기 은 제19조 제1항과 제2항

제1조 제a호에서도 추론되지 않는다.

제1항과 제2항은 ‘수색 는 이와 유사한 근’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수

색'이란 데이터를 찾아서,읽고, 검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359).데이

터의 수색은 개념 으로 데이터의 수색과 데이터 내용의 수색(searchfordataand

searchof(examining)data)으로 이해된다.360)통일 인 용어의 사용은 통 인

수색의 개념과 유사하다는 것을 환기시키려고 한 것이다.‘근’의 개념은 상당히

립 인 의미를 가진다.이 개념은 컴퓨터 기술을 보다 정확하게 반 하고 있다.

수색과 근의 두 개념은 통 인 수색의 개념과 통 인 개념을 의 문용

어와 결합시키기 하여 사용되고 있다.361)기술 인 환과 련하여서 주석서는

더 이상 언 하고 있지 않다.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기술 장비 없이는 가시화될

수 없는 무형 데이터는 수색가능한 상의 범 에서 서로 련이 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타인의 자 데이터처리 장치의 운 이나 로그램의 이용 등과 같은 과

정도 포섭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62)

다.압수 유사한 방법으로 확보

제3항은 컴퓨터데이터의 압수 이와 유사한 확보(seizeorsimilarlysecure)를

허용하고 있다.한편 이것은 데이터가 장되어 있는 데이터 장매체의 유형 압

수363)로 이해되고(제3항 제a호),다른 한편 장매체의 유형 압수를 통한 것과 같

358)주석서 188.

359)주석서 189,190.

360)주석서 191.

361)주석서 191.

362)Spannbrucker,ConventiononCybercrime(ETS185),S.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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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사한 결과를 발생하도록 무형 데이터와 련한 그 밖의 조치로 악된다.

약은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해서 ‘이와 유사한 확보’란 표지를 규정하고 있

다364).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수색과 련하여 발견된 데이터에만 계된

다.그 밖의 데이터는 독자 으로 언 하고 있지 않다. 약의 입안자는 수색과 압

수의 긴 한 계에서 출발했고,제1항과 제2항에 의해 발견된 것과 다른 데이터는

제3항에 의해서 확실히 압수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365)따라서 범죄 의 련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수사기 이 다른 범죄 의와 련 있는 정보를 발견하 을

경우 범죄에 한 형벌권 실 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므로 이때에는 추가 탐색을

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 의에 한 압수수색 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 것이다.366)

라.압수의 상

제3항 제1문의 압수의 상은 컴퓨터데이터이다.원래 컴퓨터데이터의 무형성으로

인하여 압수의 개념은 고려되지 않는다.그러므로 제3항 제2문은 특정한 압수의 방

법을 구체 으로 언 함으로써 제1문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우선 유형

데이터 장매체와 체 컴퓨터시스템의 압수를 고려하고 있다(제3항 제a호).유

형 상이 문제되기 때문에 통 인 압수를 한 특수성은 발생하지 않는다.제

3항 제b호는 압수될 데이터의 복제본의 작성을 허용함으로써 유형 장매체로부

터 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제d호는 데이터의 보유자가

그에게 남아있는 복제본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지하기 해서,데이터가 압수된

장소에서 근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완 히 제거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경우에

따라서는 수색의 종료 후에 반환하기 해서 데이터를 구히 삭제하지 아니할 수

도 있다.367)그러므로 제3항 제d호의 조치들은 유형 상의 제거를 통해서 발생

하는 것과 상응하는 할기 의 데이터에 한 지배 계를 근거지운다는 목 을 가

지고 있으므로 제3항 제b호에 의한 조치들을 보완하는 것이다.368)제3항 제d호의

근불능은 특히 제삼자의 데이터에 한 근을 좌 시키기 해서 암호화 차의

투입과 련되어 있다.이것은 한 특히 바이러스나 웜과 같은 악성 로그램에 의

한 근을 차단하는 사례를 정한 것이다.369)

363)주석서 197.

364)주석서 197.

365)Spannbrucker,ConventiononCybercrime(ETS185),S.179.

366) 법원 2015.7.16.자 2011모1839결정.

367)주석서 198.

368)주석서 19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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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의 상 역에서 특별한 사례로 주석서는 자메일을 고려하고 있다.370)기

술 인 에서 자메일의 작성에서 수신자가 읽기까지 다양한 송단계는 구별

되어야 한다.특히 수신자가 메일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서 보 되어 있는 단계에서

는 더욱 그 구별이 요하다. 약이나 주석서371)의 문언에는 자메일이 압수될 수

있는지 는 기통신의 감시의 방법으로만 근이 될 수 있는지에 해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

마.정보의 제공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수색을 가능하게 하기 해서 시스템 문가로부터

컴퓨터시스템의 기능에 한 정보를 물을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이

고려하고 있는 은 컴퓨터시스템과 데이터의 경우 흔히 암호화되거나 패스워드에

의해서 보안조치가 되어 있거나 자 정보처리장치의 기술 복잡성 때문에 제삼

자는 물론 형사소추기 의 수색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372)

제4항의 인 범 에서 의자나 피의자 는 제삼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하지

만 의자에게는 자기부죄증언 지의 원칙(nemotenetur,seipsum accusare)이

용되기 때문에 제4항은 용될 수 없다고 야 한다.이 경우에 국제법상으로 리

알려져 있는 원칙들이 그 근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4항은 피의자에게 련될

수 없다.정보의 청취란 제1항과 제2항에서 언 하고 있는 조치들을 합리 으로 가

능하게 하기 해서 필요한 정보로 제한된다.주석서에 의하면 ‘합리 으로’(asis

reasonable)란 표지는 다른 이용자의 비 이나 데이터의 기 성이 과도하게 침해되

지 않는 범 에서,특히 패스워드나 그 밖의 보안조치에 한 정보의 교부로 이해

되고 있다.이 규정이 그러한 경우라면 이의 입법은 국내 입법자에게 임되어 있

다.이러한 정보제공의무는 요구된 데이터가 이해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할기 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4. 평가

제19조는 각 항에서 세 개의 서로 다른 권한을 각각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

인 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369)주석서 198.

370)주석서 190.

371)주석서 190.

372)주석서 2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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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본질 인 규정내용은 -제3항 제16조에서와 같이 -형사 차상 증거

개념의 무형 객체로 확 한 데이터의 압수와 련되어 있다.이것은 부분 당사

국의 형사소송법상 수색권한이나 압수권한과 련해서도 직 정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에 개별 국가는 가시 인 객체로서 수색되고 확보된 유형 데이터 장매체

의 증거상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범 에서 무형 내용으로 더 확 함으로써 임

시 응책을 제시하고 있다.특히 네트워크시스템과 련해서 이러한 논증은 한계에

부딪힌다.따라서 제19조 제1항과 제3항 제16조의 이행에는 우선 증거법과의 조

이 필요하다.그것은 무형 데이터의 증거의 질은 그것이 장되어 있는 장매

체에 상 없이 명확해짐으로써 가능하다.

제19조 제2항의 본질 인 의미는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원격지 컴퓨터시

스템에 한 수색의 범 를 확 하는 데에 있다. 통 인 수색의 범 는 당사자의

거주지나 사물실과 같은 공간 으로 제한된 역과 련되어 있다. 통 인 수색

의 경우에는 할기 의 수사처분의 침해정도는 조종이 가능하고 그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이러한 법치국가 당사자의 보호는 제19조 제2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9조 제4항은 부분의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무와 련이 있다.

증인은 특정한 요건 하에서 보호되는 특정 컴퓨터 시스템의 데이터에 한 패스워

드나 그 밖의 근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각 국가에 이미 규정되

어 있다.필요한 정보는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조치들을 수행할 수 있기 해서 합

리 으로 제공되어야 한다.이것의 의미는 시스템 문가는 독자 으로 알고 있는

것을 보고할 뿐만 아니라,그 밖의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이것은 이

미 인식하고 있는 자만이 정보제공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제4항은

증인에게 향해진 어떠한 증거획득의무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제한 으

로 해석될 수 있다.제19조에 한 주석서는 이러한 경우에 아무런 언 을 하고 있

지 않다.만일 제19조 제4항이 다른 사람의 일반 인 정보제공의무를 목 으로 하

고 있다면,이의 이행에는 법치국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왜냐하면 여기

에는 결과 으로 증인의 진술의무에 상응하는 강제처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5.  규 검

제19조는 장되어 있는 컴퓨터데이터의 수색과 압수를 규정하고 있다.제1항과

제2항은 수색을 다루고 있다.제1항은 컴퓨터시스템,그 시스템의 일부 그 속에

장되어 있는 컴퓨터데이터와 컴퓨터데이터가 장될 수 있는 컴퓨터데이터 장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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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한 수색을,제2항은 다른 컴퓨터시스템으로 수색을 확 하는 경우를 규정하

고 있다.제3항은 컴퓨터데이터의 압수를 규정하고 있다.제4항은 장된 컴퓨터데

이터의 수색을 원활하게 하기 하여 문가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여 정보수집

권한의 강화를 정하고 있다.

우선 제19조 제1항의 수색과 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09조(수색)를 응법규로서

고려해 볼 수 있다.수색이란 압수할 물건 는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 으로 주

거,물건,사람의 신체 는 기타 장소에 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이다.제109조는

수색의 상을 피고인의 신체,물건 는 주거,그 밖의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물

건이란 문언은 약 제19조 제1항의 컴퓨터시스템,그 시스템의 일부,컴퓨터데이터

장매체를 포함한다.하지만 이 물건에는 컴퓨터데이터는 포함되지 않는다.373)따

라서 수색의 상으로 컴퓨터데이터를 포함시키는 입법이 필요하다.

제19조 제2항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의 수색과 련한 조치를 규정하

고 있다.즉 압수·수색 상자의 컴퓨터시스템에서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컴퓨터시스템에 속하는 원격지 속을 말한다.이에 상응하는 규정은 행

법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입법이 필요하다.

제19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수색으로 발견한 데이터의 압수와 이와 유사한

방법 그리고 데이터를 압수하는 구체 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우선 데이터의 압

수 상과 련하여 응법규로서 형사소송법 제106조와 수사기 의 압수규정인 제

215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압수란 물체의 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이다.2011년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압

수의 기본 규정인 제106조가 개정되었다.374)제1항에 피고사건과의 련성 개념이

도입되었고,제3항에 압수의 목 물이 정보 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 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하고,제4항에 정보주체에 한 통지 규정

을 신설하 다.그런데 제1항에서 압수의 상을 증거물 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

373)형사소송법 제109조(수색)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물건 는 주거,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개정 2011.7.18.>

②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물건,주거 기타 장소에 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

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374)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단,법률에 다른 규정

이 있는 때에는 외로 한다.<개정 2011.7.18.>②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소지자

는 보 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③ 법원은 압수의 목 물이 컴퓨터용디스크,그 밖에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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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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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 을 달성하기에 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 장매체등을 압

수할 수 있다.<신설 2011.7.18.>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신설 20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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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물건으로만 규정하여 무체물인 자정보는 그 상에서 제외되어 있다.하지

만 제3항에서 압수의 상이 정보 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 를 정하여 출

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압수의 상에 정보도 포함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375)따라서 정보가 압수 상인지에 하여 여 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376)특히 범죄 의사실과 련된 자정보를 수집해야 할 수

사의 실 필요성 때문에 제3항을 도입했지만,범죄 의사실과 련 있는 정보와

련 없는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정보 장매체의 경우에는 자정보의 비가시성·비

가독성· 량성 등으로 정보 장매체를 검색하기 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특성

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해 범죄 의 련 있는 일정한 범 의 정보만을 출력

는 복제하여 압수하도록 압수방법을 명시하면서,무체물인 자정보 자체가 압수

의 상인가에 해서는 불명확한 입법태도를 취하 기 때문이다.377)

재 학설은 압수의 상에 컴퓨터 데이터,즉 자 정보가 포함되는지에 하여

견해가 나뉘어 있다.컴퓨터 데이터가 압수의 상이 된다고 하는 견해에는 다시

디지털 정보378)를 담고 있는 장매체 자체를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규정된 몰수물

는 증거물로 보아 재 규정만으로도 압수·수색 상물에 정보가 포함된다는 견

해379),기록매체와는 별도로 데이터 자체를 몰수물 는 증거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형사소송법상의 압수 수색규정을 직 용하고자 하는 견해380),디지

털 정보는 이를 장한 매체와 이론 으로 구별될 수 있어도 디지털 정보가 변환되

어 가시성․가독성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비로소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한다면서 디지털 정보와 출력물 사이에는 진정한 계가 인정되므로 이를 실질 으

로 고찰하여 ‘동일체’로 악함으로써 ‘증거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견해381),컴퓨터

에 입력된 정보 내지 자 기록 자체와 CD나 자기테이 등의 자 기록매체

는 이론 으로 구별할 수 없고,일정한 로그램에 의하여 육안으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출력한 인쇄물이나 그 밖의 형태로 출력된 물건이 존재할 경우에 해당

출력물이 자 정보나 기록 자체를 그 로 반 한 것이라는 계,즉 진정성 내

375)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입법 으로 해결하 다는 견해로는 배종 /이상돈/정승환/이주원,형

사소송법,제4 ,홍문사,2012,185면;정한 , 자정보의 압수 수색에 한 연구,외법논집,제36

권 제2호,2012.5,229면.

376)강철하,디지털증거 압수 수색에 한 개선방안,성균 학교 박사학 논문,2012,30면;김신규,

수사 차상 압수·수색규정에 한 비 검토,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3호,23면.

377)김신규,수사 차상 압수·수색규정에 한 비 검토,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3호,17면.

378)디지털 증거 개념 정의에 한 자세한 논의는 권오걸,디지털증거의 개념․특성 증거능력의

요건,IT와 法연구,제5집,2011.2,294–295면 참조.

379)이철,컴퓨터범죄 수사와 자 기록의 증거능력( ),법조 421,1991,34면.

380)이훈동,컴퓨터 련범죄와 형사 차,세명논총 제2집,1992,129면;노승권,컴퓨터데이터 압수·수

색에 한 문제,검찰 통권 제111호,2000,280면.

381)정병곤,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한 문제 과 개선방안,-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을

심으로 -,형사법연구,제25권 제4호 (2013,겨울),한국형사법학회,1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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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무결성이 인정되는 한,그에 수록된 정보나 기록 자체를 실질 으로 단하여

이를 증거물로 보고 압수의 상물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견해,382) 기 속성

을 지니는 데이터 자체가 배타 리가 가능한 법률상 물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

여 이를 직 용하고자 하는 견해,383)형법 제48조 제3항에 자기록 등에 한

일부폐기 규정을 신설하여 데이터 자체의 몰수근거를 마련하 고 우리 형사소송법

이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의 압수를 규정한 이상 압수의 규정을 용 는 용하여

데이터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고 보면서 정보 장매체에 한 압수권한은 그 내용

을 조사하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는 견해384)등이 있다.개정 후에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의 해석과는 별개로 자정보 자체를 압수의 상으로 입법화했다고

보거나,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과 제4항이 신설되어 자정보를 압수의 상으

로 명문화했다고 보는 견해,385)정보 장매체는 압수의 수단에 불과하고 디지털 증

거의 네트워크 련성 등의 특성에 비추어 압수가 가능하고 증거가치 있는 증거로

서의 압수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압수수색의 상이 된다는 견해386)도 있다.

이에 하여 정보의 압수 상을 부정하는 견해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과 동조 제3항에서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고려한 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에 비추어보면,압수의 상은 유체물에 한정되고 디지털 정보는 압수의 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387)

한 디지털 정보가 압수·수색의 상이 될 수 없다고 부정하는 견해의 입장에

있지만 실 필요성을 강조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이를 허용하자는 충 인 입

장도 있다.388)

382)노명선/이완규,형사소송법 제3 ,성균 학교출 부,2013,290면;원혜욱,과학 수사방법에

의한 증거수집- 자증서의 압수·수색을 심으로-,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한국비교형사법학

회,2003.12,174면.

383)조석 ,디지털 정보의 수사방법과 규제원칙,형사정책 제22권 제1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0,

80면.

384)김기 , 자우편에 한 증거수집과 련된 문제 고찰,해외 견검사연구논문집,2002,45면.

385)손동권,새로이 입법화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제도에 한 연구,형사정책 제23권 제2호,

2011,328면.

386)이주원,디지털 증거에 한 압수수색제도의 개선,안암법학 제37권,2012,160면.

387)신동운,형사소송법 제4 ,법문사,2012,343면;오길 ,디지털 장매체의 압수 수색과 그 쟁 ,

2012년 서강 학교 법학연구소 국내학술 회 국가보안법 사건의 쟁 들,서강 학교 법학연구소,

2012.5,10면-11면;이경렬,디지털정보 련 증거의 압수 수색 규정의 도입방안 연구,홍익법학,

제13권 제3호,2012,505면; 승수,“디지털 정보에 한 압수·수색 장의 집행( 법원 2011.5.26.

자 2009모1190결정에 한 례평석)”,법조 통권 670호,2012.7,254면 하태 ,“ 자정보에 한

압수·수색 장의 법 근거와 장집행의 법성의 요건”,비교형사법연구 제13권 제2호,한국비교

형사법학회,2011,439면;오기두,형사 차상 컴퓨터 련증거의 수집 이용에 한 연구,서울

학교 박사논문(1997),77면; 하태훈/강동범,정보화사회에서의 범죄에 한 수사와 재 ,정보화사

호에 비한 일반법 연구(Ⅱ),1998,299면.

388)탁희성,형사 차상 digitalevidence에 한 연구 -압수,수색을 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

원,2002,54면;이은모, 자 정보에 한 수사상의 문제,형사법연구 제23호(2005여름),한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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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례는 교조 이메일 사건389)에서 압수·수색의 상이 장매체 내 자정

보이고,압수목록의 교부와 련하여 복사 상 자정보의 목록을 작성․교부하도

록 명시함으로써 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390) 한 법원은 2015.7.16 결에

서 “수사기 의 자정보에 한 압수ㆍ수색은 원칙 으로 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의사실과 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 이 휴 한

장매체에 해당 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기본 으로 정보를 압

수의 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장매체 자체를 직 반출하거나 장매체에 들어

있는 자 일 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

기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ㆍ수색하는 것은 장의 사정이나

자정보의 량성으로 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문 인력에 의한

기술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 를 정하여 출력 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

거나 압수의 목 을 달성하기에 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외 으

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여 기본 으로 정보를 압수의 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제1항과 제3항의 문언의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압수의 상이 되는 것으

로 실무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고 학계에서도 일부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논쟁을 피하기 해서는 압수의 상에 정보를 명시하여 입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91)정보의 부분이 디지털 형태로 생성되고 있

는 정보사회의 실 인 입장에서 디지털 증거의 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비

록 비가시 인 정보이지만 그 유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디지털 증거

에 한 압수·수색을 정하는 것이 옳다.392)

압수의 상에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은 당해 정보가 존재하는 ‘디지털상의 장소’

가 곧 ‘압수의 장소’라는 을 인정하는 것으로 ‘아날로그 마인드’에서 ‘디지털 마인

드’로의 패러다임의 환이라는 의미를 가진다.393)물론 디지털 마인드가 아직 충분

사법학회,160면..

389) 법원 2011.5.26.선고 2009모1190결정.

390) 승수,“디지털 정보에 한 압수 수색 장의 집행”,법조,제61권 제7호,2012.8,252면;정한 ,

앞의 논문,229면.이에 해 교조 이메일 사건에서 법원은 부정설의 입장에서 단기 을 제

시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신동운,형사소송법,340면 참조).

391)이에 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문헌으로는 조 훈,형사소송법 제106조의 쟁 과 개정안 검토,

법조 2014.7(Vol.694),196-207면 참조;김신규,앞의 논문,23면;김성룡,“압수․수색 련 최근

개정 제안과 독일 형사소송법․실무의 비교 검토”,형사법의 신동향,제31호,2011.6,10면;김범식,

·미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한 소고,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45호(2014.12),189면; 명

길,디지털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법학연구 제41집(2011.2),한국법학회,326면.

392)같은 취지 :안경옥,정보화사회의 새로운 수사기법과 개인이 정보보호,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

1호,한국비교형사법연구,2003.328면;원혜욱, 자증거의 압수 수색,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년

도 하계국제학술 화 자료집,2003.8,117면;양근원,형사 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한 연구,경희 학교 박사학 논문,2006.2,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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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있다.394)하지만 비교법 으로

이미 부분의 국가에서 정보를 압수 수색의 상으로 하고 있고 국내 례도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도입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19조 제3항은 제19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수색과 련하여 발견된

데이터의 압수와 이와 유사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그 외의 데이터는 제3

항에 의해서 압수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확보될 수 없다.압수의 방법으로 컴퓨터

시스템의 부 는 그 일부 그리고 컴퓨터 장매체를 압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

법으로 확보하는 방법과 컴퓨터데이터를 복제하고 반환하거나 련된 장된 컴퓨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거나 는 근한 컴퓨터시스템의 컴퓨터데이터에 근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로부터 차단하게 함으로써 압수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컴퓨터시스템 는 그 일부 혹은 컴퓨터 장매체를 압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

으로 확보할 권한(제3항 a)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다.

동조 제3항은 압수의 목 물이 정보 장매체물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 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하고,범 를 정하여 출력 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 을 달성하기에 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정보 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정보의 출력이나 복제

를 원칙으로 하고 장매체의 압수를 외 으로 하고 있다.‘출력이나 복제 원칙

장매체의 외 압수’법리에 해서 다양한 비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나

법원은 2015.7.16 원합의체 결정395)에서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다.

제19조 제3항 제b호는 컴퓨터데이터를 복제하고 반환할 권한은 형사소송법 제218

조의 2제1항에 의한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를 통해서 고려될 수 있다.다만 사

본을 확보한 경우에는 환부 는 가환부 시 소유자,소지자,보 자 는 제출인의

참여 하에 수사기 이 복제한 컴퓨터 데이터를 구히 삭제,폐기하는 내용을 제1

항에 추가하는 방법을 입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396)

제19조 제3항 제c호의 장되어 있는 련 컴퓨터데이터의 무결성(완 성)을 유지

할 권한과 제d호의 근한 컴퓨터시스템에 있는 컴퓨터데이터에 근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로부터 제거할 권한은 제131조(주의사항)397)와 제130조(압수물의 보 과

393)오길 ,사이버 수사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문,국가인권 원회,2012,44

면.

394)정병곤,앞의 논문,179면.

395) 법원 2015.7.16.자 2011모1839 원합의체 결정.

396)이숙연,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재 자료 제123집:형사법 실무 연구, 법원 법원도서 ,2014,

686면 참조.

397)제131조(주의사항)압수물에 하여는 그 상실 는 손등의 방지를 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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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398)을 고려해 볼 수 있다.제131조는 압수물에 하여는 그 상실 는 손 등

의 방지를 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압

수한 컴퓨터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 법원도 2011.5.26.결정399)에서

“압수·수색 상인 장매체 내 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임의 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한 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집행 차가 법하게 된

다”고 시하여 압수한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그리고 압수한 컴퓨터 데이터가 악성 로그램이거나 아동포르노와 같은 험

하거나 유해한 데이터인 경우 제130조 제3항에 의해서 폐기할 수 있다.물론 제131

조와 제130조는 압수물에 자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제로 한다.하지만 장되어

있는 컴퓨터데이터를 복제한 경우에는 원본이 그 로 남아 있기 때문에 압수한 것

을 제로 하는 제13조와 제130조는 용이 어려울 수 있다.따라서 원본의 컴퓨터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도록 무결성을 보장하거나 이에 한 근을 지하도록 하는

한 조치가 필요하다.

제19조 제4항은 압수 수색의 상이 된 컴퓨터시스템에 해서 잘 아는 자,즉

시스템운 자와 같은 자의 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제3자의 력의무와

련한 규정으로는 형사소송법 제120조를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다.동조 제1항은

압수·수색 장의 집행 시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제2항은 압수물에도 용

하고 있다.400)그런데 ‘기타 필요한 처분’에 압수·수색 상자의 력의무도 포함되

는지에 해서는 의문이다.401)이러한 처분에 반하는 경우 제재규정이 없는 으

로 보아 력의무는 아니라고 보인다. 한 력의무와 련해서 형사소송법 제221

조 제1항의 제3자의 출석요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이에 의하면 검사 는 사법경

찰 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제3자의 진술이 력의무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 한 통신비 보호법 제15조의 2의 기통신사업자의 조의무나 기

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통신자료제공에 응하는 것은 동 약이 정하고 있는

압수·수색 시 제3자의 조의무는 아니다.따라서 이에 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

398)형사소송법 제130조(압수물의 보 과 폐기)① 운반 는 보 에 불편한 압수물에 하여는 간수

자를 두거나 소유자 는 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 하게 할 수 있다.② 험발생의 염려가 있

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③ 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는 유통이 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 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신설 2007.6.1.>

399) 법원 2011.5.26.자 2011모1190결정.

400)형사소송법 제120조 (집행과 필요한 처분)① 압수·수색 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 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하여도 할 수 있다.

401)피처분자의 력과 실효 인 압수·수색방안에 해서 구체 으로 다루고 있는 문헌으로는 노명

선, 자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한 몇 가지 검토,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16호(2008․10),

11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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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단된다.

Ⅷ. 컴퓨  실시간 수집 : 

약 제20조와 제21조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달되는 특정한 통신과 련한

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과 통신내용 데이터의 실시간 감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할 기 이 직 이러한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과 실시간 감청을 할

수도 있고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서 간 으로 할 수도 있다. 한 서비스제공자의

비 수의무도 규정하고 있다.402)

통신의 감청은 보통 통 인 기통신망과 련된다.이 통신망은 유선이나 학

이블과 같은 이블 인 라나 무선 네트워크의 연결에 존재할 수 있고 한 이동

화시스템과 마이크로 (극 단 ) 송시스템도 포함할 수 있다.오늘 날 모바일

데이터 송은 특별한 성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하여 더욱 원활하게 되었다.컴퓨

터 네트워크는 한 독립 으로 고정된 이블 인 라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지

만, 기통신 인 라를 통하여 연결에 의한 가상 네트워크로서 훨씬 더 자주 운

되고 있다.따라서 로벌한 컴퓨터 네트워크나 네트워크의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기통신과 컴퓨터통신 사이의 구별 그리고 이들 인 라 사이의 구별은 기통신과

정보기술의 융합으로 흐려지게 되었다.따라서 약 제1조의 컴퓨터 시스템의 개념

은 장치나 장치의 그룹이 상호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방식을 구별하지 않는다.따

라서 제20조와 제21조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송되는 특정한 통신에 용되

고,이것은 다른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도달되기 에 기통신망을 통하여 통신

의 송을 포함할 수 있다.403)

제20조와 제21조는 기통신과 컴퓨터 시스템이 공 소유인지 사 소유인지,공

인지 특정한 이용자 그룹인지 는 사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시스템 데이터

송서비스의 이용인지 구별하지 않는다.제1조의 서비스제공자의 개념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통신할 능력을 서비스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공·사 인 제공자

와 계된다.404)

제20조와 제21조는 통신 시 에 재 생성되고 있는 통신에 포함되어 있는 증거

수집을 규정하고 있다(즉 실시간 수집을 말함).이들 데이터는 형식에 있어서 무형

이다( 를 들어 소리나 자 임펄스의 송의 형태로).데이터의 송은 수집에

의해서는 심할 정도로 방해를 받지 않고,원하던 수신자에게 도달하게 된다.데이터

402)주석서 205.

403)주석서 206.

404)주석서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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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리 인 압수 신에, 달된 데이터는 기록된다( 를 들어 복제).이러한 증거

수집은 특정한 기간 동안 진행된다.수집을 한 합법 인 권한은 장래의 사건( 를

들어 미래의 데이터 송)과 련해서 요구된다.405)

실시간으로 수집될 데이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즉 트래픽 데이터와 내용 데

이터이다.트래픽 데이터는 약 제1조 제d호에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행해지

는 통신과 련한 모든 컴퓨터 데이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것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생성되어 통신망의 일부를 구성하여 통신의 발신지,수신지,경로,

시간,날짜,크기 그리고 서비스의 지속시간 는 유형을 나타낸다.내용 데이터는

약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통신의 내용을 말한다. 를 들어 통신의 의미,(트

래픽 데이터를 제외한)통신에 의해서 달되고 있는 메시지 는 정보를 말한

다.406)

부분 국가에서 수사 조치를 허용하는 법 요건과 그 조치가 수행될 수 있는

범죄의 에서 내용 데이터의 실시간 감청과 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을 구

별하고 있다.두 가지 유형의 데이터가 라이버시 이익과 련을 가질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음에 반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라이버시 이익은 내용 데이터의 에

서 통신의 내용이나 메시지의 성격 때문에 훨씬 더 크다고 고려되고 있다.트래픽

데이터보다는 내용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과 련하여 더 많은 제한이 부과될 수 있

다.이들 국가에게 이러한 구별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해서 약은 실무 으로는

두 가지 상황에서 데이터가 수집되거나 기록되는 것을 인정하지만,규범 으로는

트래픽 데이터의 경우에는 ‘실시간 수집’으로,내용 데이터의 수집은 ‘실시간 감청’으

로 표 하고 있다.407)408)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 법률은 트래픽데이터의 수집과 내용데이터의 감청(수집)을

구별하지 않는다.왜냐하면 법률에서 라이버시 이익의 경우 그 차이 이 구별되

지 않거나 기술 인 수집과정이 두 조치의 경우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조치의 이행 허가와 처분이 용될 수 있는 범죄를 한 법 요건이 동일하다.

약은 제20조와 제21조에서 ‘수집 는 기록’이라는 개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도 이

러한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409)

내용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의 에서 법률은 보통 오로지 한 범죄 는

한 범죄의 범주(카테고리)의 수사와 련해서만 이 조치가 이용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이러한 범죄들은 이러한 목 을 해서 흔히 국내법에서 용될 범죄

405)주석서 208.

406)주석서 209.

407)이러한 언어상의 구별은 약의 어와 불어 에서만 발견된다.

408)주석서 210.

409)주석서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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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록에 언 함으로써 는 범죄에 용될 최 형량을 언 한 범주에 포함시킴

으로써 한 범죄라는 것을 확인시켜 다.따라서 내용데이터의 감청과 련해

서 제21조는 오로지 ‘국내법에서 결정한 일련의 한 범죄와 련해서만’조치를

마련할 것을 당사국에게 특별히 요구하고 있다.410)

이와는 달리 트래픽 데이터의 수집에 한 제20조는 그 게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원칙 으로 약에 규정된 모든 범죄에 용된다.하지만 제14조 제3항은 일련의

범죄 는 범주의 범죄가 내용 데이터의 감청 조치가 용되는 일련의 범죄보다는

더 제한 이어서는 안 되는 경우에는 당사국이 특정한 범죄나 범주의 범죄에 해

서만 조치를 용할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유보가 행해진다면,당사국은 트래픽 데이터의 수집 조치를 범 하게

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유보를 제한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411)

일부 국가에서는 약에 규정된 범죄들이 보통 내용데이터의 감청을 허용할 정도

로 충분히 한 것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거나,심지어 일부 사안에서는 트래픽

데이터의 경우에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차들은 보통

약에 규정된 일부의 범죄들을 수사하기 해서 요하다. 를 들어 컴퓨터시스

템에 한 법한 근이나 바이러스 아동포르노의 유포와 련되는 범죄의 경

우가 그 다.그러한 침입이나 유포의 출처는 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이 없이

는 일부 사례에서는 밝 질 수가 없다.일부 사례에서는 내용 데이터의 실시간 감

청이 없으면 통신의 성격을 알아낼 수가 없다.이들 범죄는 이들의 성격에 의해서

는 송 수단에 의해서 컴퓨터 기술의 사용과 련이 있다.따라서 기술 수단

의 사용은 이들 범죄를 수사하기 해서 허용되어야 한다.하지만 내용 데이터의

감청을 둘러싼 민감성 때문에 약은 이 조치의 용범 를 국내법에 의해서 결정

하도록 임하고 있다.일부 국가는 트래픽 데이터의 수집과 내용 데이터의 감청을

동일하게 취 하기 때문에 유보의 가능성이 트래픽 데이터의 수집 조치의 용가능

성을 제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하지만 당사국이 내용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조치

를 제한하는 범 보다 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이들

컴퓨터 범죄나 컴퓨터 련 범죄를 수사하기 한 효과 인 조치를 제공하기 해

서 두 가지 조치를 약의 제2장 제1항에 정한 범죄에 용하도록 고려해야 한

다.412)

통신 내용의 실시간 수집 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과 련되는 권한과

차의 에서 조건과 보장은 제14조와 제15조에 구속되어야 한다.내용데이터의

410)주석서 212.

411)주석서 213.

412)주석서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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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은 라이버시의 한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사법의 이익과 개인의 기본

권 사이에 정한 균형을 도출하기 해서 강제 인 보장이 필요하다.내용데이터

의 감청에 있어서 이 약은 내용 데이터의 감청의 허용을 국내법에서 한 범죄

의 수사로 제한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보장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그럼에도 불구

하고 국내법에서 용되고 있는 이 분야에서 요한 조건과 보장은 다음과 같다.

법원이나 독립된 감독기 에 의한 통제,감청될 데이터나 사람의 정확한 특정,필요

성,보충성, 정성 ( 를 들어 조치를 정당화하는 합법 견 가능성,침해가 덜한

조치는 효과가 없다는 ),감청기간의 제한,이의 제기권 등이다.이러한 보장조치

들은 유럽인권 약과 이에 따른 례법을 반 한 것이다.이러한 결로는 Klas

s413),Kruslin414),Huvig415),Malone416),Halford417),Larmbert418)사건 등이 있다.

이러한 보장의 일부는 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에도 용될 수 있다.

Ⅸ. 트래   실시간 수집

1. 약 20

제20조(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1.당사국은 자국의 할 기 이 자국의 토

내에서 컴퓨터시스템을 통하여 송되는 특정한 통신과 련한 트래픽 데이터를 실

시간으로 a.자국의 토 내에서 기술 인 수단을 사용하여 수집하거나 기록하고,

b.서비스제공자에게 재의 기술 능력 내에서 ⅰ.자국의 토 내에 있는 기술

수단을 사용하여 수집하거나 기록하고,ⅱ.수집하거나 기록하는 경우 할 기 과

력하고 지원하도록 필요한 입법 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당사국이 제1항 제a호에 의한 조치를 자국의 국내법 체계에서 확립된 원칙들을

근거로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그 신 자국의 역 내에서 송되는 특정한 통신

과 련 있는 트래픽 데이터를 자국의 토 내에 있는 기술 수단을 사용하여 수

집하고 기록되도록 확보하기 해 필요한 법 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당사국은 동조에 의해서 정된 권한이 행사되는 사실 이에 한 모든 정보

를 비 리에 취 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해 필요한 법

그리고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413)ECHRJudgmentinthecaseofKlassandothersv.Germany,A28,06/09/1978.

414)ECHRJudgmentinthecaseofKruslinv.France,176-A,24/04/1990.

415)ECHRJudgmentinthecaseofHuvigv.France,176-B,24/04/1990.

416)ECHRJudgmentinthecaseofMalonev.UnitedKingdom,A82,02/08/1984.

417)ECHRJudgmentinthecaseofHalfordv.UnitedKingdom,Reports1997– III,25/06/1997.

418)ECHRJudgmentinthecaseofLambertv.France,Reports1998– V,24/08/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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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동조의 권한과 차는 제14조와 제15조를 기 로 하여야 한다.

2. 주

흔히 역사 (과거의)트래픽 데이터는 침입자가 통신의 루트(경로)를 변경하기 때

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거나 련이 없을 수도 있다.따라서 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은 요한 수사 조치이다.제20조는 특정한 범죄 수사와 소송 차를

해서 실시간 수집의 주체와 트래픽 데이터의 기록에 하여 언 하고 있다.419)

통 으로 기통신에 한 트래픽 데이터의 수집( 를 들어 화 통화)은 다양

한 유형의 불법 통신( 를 들어 범죄 박 성희롱,범죄 모의,사기)과 과거

는 장래 범죄의 증거를 제공하는 통신( 를 들어 마약거래,살인,경제 범죄 등)의

발신지와 착신지( 를 들어 화번호)그리고 련데이터( 를 들어 시간,날짜.기

간)를 알아내기 한 유용한 수사 수단이었다.420)

컴퓨터 통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의 증거를 제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하지만

컴퓨터 기술은 문자텍스트,시각 이미지,그리고 사운드를 포함하여 방 한 량의

데이터를 송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하면,불법 콘텐츠의 유포와 련한 범죄를

지를 잠재성이 상당이 크다( 를 들어 아동포르노).마찬가지로 컴퓨터는 흔히

라이버시 성격을 가지는 방 한 량의 데이터를 장할 수 있다.이러한 데이터의

무결성이 침해되는 경우 경제 ,사회 ,개인 해를 끼칠 잠재성이 상당히 클 수

있다.더구나 컴퓨터 기술은 최종 산출물로서 그리고 운 기능의 일부로서( 를 들

어 컴퓨터 로그램의 실행)데이터 처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이러한 데

이터의 침해는 컴퓨터 시스템의 정상 인 운 에 참담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아동포르노의 불법 유포,컴퓨터 시스템에의 불법 근,컴퓨터 시스템의 정상 인

기능이나 데이터의 무결성 침해가 있게 되면,특히 인터넷을 통하는 것과 같이 원

격에서 피해자에서 침해자에 이르기까지 통신의 과정을 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컴퓨터 통신과 련하여 트래픽 데이터를 수집하는 능력은 순수한 통 인

기통신에 한 것과 같이 요하다.이러한 수사방법은 시스템에 침입한 시간,날

짜와 련한 의자의 발신지 착신지의 연 성을 보여 수 있거나 다른 피해자

의 신원을 확인하게 하거나 공범과의 련성을 보여 수 있다.421)

이 규정의 련 트래픽 데이터는 당사국의 토 내에 있는 특정된 통신과 련되

어야 한다.여러 통신에 한 트래픽 데이터는 사람의 발신지 는 착신지를 알아

419)주석서 216.

420)주석서 217.

421)주석서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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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해서 수집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 를 들어 한 가정에서 여러 다른

사람이 같은 기통신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여러 통신들은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할 개인들의 기회와 연 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특정된 통신들은 복수로 되

어 있다.하지만 트래픽 데이터가 수집되거나 기록될 수 있는 통신은 특정되어야

한다.따라서 약은 엄청난 양의 트래픽 데이터의 일반 이거나 무차별 인 감시

나 수집을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지 않다. 약은 한 범죄 행 를 발견할 것을

기 하면서 행하는 투망식 수사 는 인망식 수사(fishingexpeditions)(특히 범죄

정보를 특정하지 않은 수색)는 특정된 범죄 행 만을 수사해야 한다는 것과 배치되

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수집을 허용하는 법원이나 다른 기 의 명령은 트래픽

데이터의 수집과 련되는 통신들을 특정해야 한다.422)

제20조 제2항을 조건으로 당사국은 제1항 제a호에 의해서 기술 수단에 의해서

트래픽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기록할 권한을 할 기 에게 부여하도록 의무로 규정

하고 있다.이 규정은 수집이 기술 으로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해서 명시

하지 않고 있고 기술 인 조건에 해서 아무런 의무도 언 하고 있지 않다.423)

게다가 제1항 제b호에 의하면 당사국의 할기 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트래픽 데

이터를 수집하거나 기록하도록 는 그러한 데이터의 수집이나 기록에 있어서 할

기 에 력하거나 원조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서비스 제공자

의 이러한 의무는 수집이나 기록, 력이나 원조가 서비스 제공자의 재의 기술

능력의 범 내에서만 용될 수 있다.이 조항은 서비스 제공자가 기술 으로 수

집 는 기록, 력 는 원조하는 능력을 가질 것을 의무로 부과하지 않는다.이

조항은 서비스제공자에게 수집 는 기록, 력 는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능력을 의무로 부과하지도 않는다.새로운 기기를 마련하거나 개발할 것을 요구하

지도 않는다. 문가를 유치하거나 비용이 드는 자신의 시스템을 재구성하도록 요

구하지도 않는다.하지만 만일 이들의 시스템과 직원이 그러한 수집 기록을 실

행하고 이러한 력과 원조를 수행하기 해서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이들

은 이 조항에 의해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를 들어 그

시스템이 그러한 방식 로 설정되어 있을 수 있고 는 서비스제공자가 컴퓨터

로그램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서 그러한 조치를 행할 수도 있다.하지만 서비스 제

공자의 통상 인 운 과 련해서 보통 수행되는 것이 아니거나 이용되는 것은 아

닐 것이다.424)

이 조치들은 국내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사국의 토에서 특정한

422)주석서 219.

423)주석서 220.

424)주석서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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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수집이나 기록과 련이 있다.이로부터 실무에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토

내에서 조치가 수행될 수 있는 물리 인 인 라나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비록

그가 그 곳에서 자신의 주요 활동을 수행하지 않거나 자신의 본사를 두고 있지 않

더라도 이러한 의무는 일반 으로 도출된다.통신의 트 의 한 사람이 (이용자

는 컴퓨터)해당 토 내에 있거나 통신을 발생하게 하는 컴퓨터나 기통신기기

가 토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 약의 의미에서 통신이 당사국의 토 내에서 행

해지는 것으로 용한다.425)

일반 으로 제1항 제a호와 제b호에 언 된 트래픽 데이터의 수집 가능성은 안

이 아니다.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면 당사국은 두 조치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왜냐하면 만일 서비스제공자가 트래픽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기록할

기술 능력이 없다면(제1항 제b호),당사국은 할 기 이 스스로 그 직무를 수행

할 능력을 가져야 한다(제1항 제a호).마찬가지로 만일 할 기 이 트래픽 데이터

를 스스로 수집하거나 기록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b호 제ⅱ목에 의한 트

래픽 데이터의 수집이나 기록의 경우에 있어서 할기 의 력 이의 원조도 의

미가 없다.나아가서 서비스 제공자가 참여하지 않는 일부의 로컬 네트워크(LAN)

에서 수행되는 수집이나 기록의 유일한 방법은 수사기 이 그것을 스스로 하는 것

이다.제1항 제a호,제b호에 언 된 두 가지 방법은 언제나 이용되어서는 안 되지

만,이 조항은 두 가지 방법의 이용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다.426)

하지만 이러한 이 의무는 형사소추기 이 서비스 제공자의 원조를 통해서만

기통신시스템에 있는 데이터에 감청할 수 있거나 어도 서비스 제공자 모르게

비 리에 할 수 없는 일부 국가에게는 어려움이 따른다.이러한 이유로 제2항은 그

러한 상황을 수용하고 있다.당사국이 ‘국내 법질서의 기존의 원칙들’때문에 제1항

제a호에 언 된 조치들을 채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그 신 다른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를 들어 법집행 기 에 의해서 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을 확보하

기 해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기술 설비를 구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토,통신의 특정성,기술 수단의 이용에 한 모든 다른 제한들이

여 히 용된다.427)

내용 데이터의 실시간 감청과 같이 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은 수사의 상

자 모르게 수행되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감청은 통신의 당사자들이 인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비 리에 수행되어야 한다.따라서 감청사실을 알고 있는 서비스 제

공자와 그 직원들은 수행되는 차가 효과 으로 진행되기 해서 비 수의무를

425)주석서 222.

426)주석서 223.

427)주석서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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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한다.428)

제3항은 당사국에게 서비스제공자가 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에 하여 이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어떠한 조치의 집행 사실과 이에 한 정보를 비 로 수하

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법률이나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도록 의무를 부과

하고 있다.이 규정은 수사의 비 을 보장할 뿐 아니라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 가

입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계약상의 의무 는 그 밖의 법률의

의무를 면제해 다.제3항은 법률에 명확한 의무를 마련함으로써 효과가 있을 수

있다.다른 한편 당사국은 한 를 들어 그 조치에 하여 범죄자에게 알림으로

써 범죄자를 원조하는 자를 사법방해죄로 소추할 권한과 같은 조치를 둠으로써 이

조치의 비 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비록 특별한 비 성 요건이 ( 반의 경우

효과 인 제제와 함께)언 된 차일지라도,사법방해죄의 용은 부 한 공개를

방하는 안이 될 수 있다.따라서 비 수 의무가 명확히 마련되는 경우 이러

한 의무는 제14조와 제15조에 정한 조건과 보장을 수해야 한다.이 조건 는 보

장은 수사조치의 비 성격을 고려하여 의무가 지속되는 동안 합리 인 기간을

부과해야 한다.429)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라이버시 이익은 일반 으로 내용 데이터의 감청보다

트래픽 데이터의 수집과 련하여 덜 고려된다.통신의 날짜,지속시간,크기에

한 트래픽 데이터는 사람이나 그의 사고에 하여 개인 정보를 게 드러낸다.하

지만 보다 강력한 라이버시 문제는 통신의 발신지나 착신지에 한 데이터와

련하여 존재할 수 있다( 를 들어 방문한 웹사이트).이러한 데이터의 수집은 일부

상황에서는 개인의 심사,동료 그리고 사회 계의 로 일의 작성을 허용할

수 있다.따라서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를 행하는 법 요건과 한 보장을 마련

하는 경우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서 그러한 고려를 명심해야 한다.430)

3.  

가. 용범

제20조와 제21조는 컴퓨터데이터의 송과 련하여 트래픽데이터와 통신내용데

이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국가 기 의 통신내용의 침해는 통신의 외 상황,즉

트래픽데이터의 침해보다는 훨씬 비 이 높으므로 약의 입안자는 단계를 나 어

428)주석서 225.

429)주석서 226.

430)주석서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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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431).제21조는 일정한 범주의 범죄로 제한하고 있으며,이러한 제한은

국내 입법자에게 유보해 두고 있다.두 규정은 사용되는 기술의 에서만 상이하

고,내용 인 에서 그 기술로부터 그 이상의 우회 인 방법은 생기지 않기 때

문에,아래의 설명은 제20조와 제21조에 동일하게 용된다.

실시간 수집의 의미는 데이터가 송의 시 에 감시되고 장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와 제21조는 장래의 데이터 송과 련되어 있으므로,이미 장되어 존재하

고 있는 데이터로 제한되는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권한과 차이가 있다.만일 제20

조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할기 은 이미 장되어 있는 과거의 트래픽데이

터를 제공받게 되는데,이것은 국내의 데이터보호 련 규정 때문에 제한 인 범

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따라서 제20조와 제21조의 본질 인 의미는 수사기

에게 장래의 데이터 송의 감시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

내용 으로 감시처분은 통 인 기통신망에서뿐만 아니라,컴퓨터데이터의

송을 해서 마련된 독자 인 네트워크에서도 행해질 수 있다.따라서 약이 고려

하고 있는 은 기통신과 컴퓨터로 연결된 통신 사이의 구별은 기통신기술과

정보기술의 융합으로 하게 그 윤곽을 상실하고 있다는 상황이다.컴퓨터 사이

의 데이터 송은 공 화시설뿐 아니라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서로 다른 네트워

크(가상 네트워크)사이에서도 일어난다. 약의 문언에서 데이터를 송하기 해

서 사설망이나 공 망을 이용하는지의 여부는 요하지 않다.

약의 입안자에 따르면 컴퓨터 사이의 데이터 송의 감시는 범죄를 규명함에

있어서 화의 감청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432)이것은 한편으로 컴퓨터네트워크도

통 인 화와 같이 범죄행 에 사용되는 기통신방법( 자메일,메신 서비스

등)이라는 것을 의미하고,다른 한편으로 행 객체는 자 데이터처리 시스템에서

범행의 도구가 아닌 행 객체인 컴퓨터범죄의 역에서 -가령 컴퓨터 조작이나 컴

퓨터사보타지와 같은 사례에서 -통신내용데이터와 트래픽데이터의 수집은 흔히 범

행의 증거를 획득하는 유일한 가능성이라는 것이다.433)

나.트래픽데이터

트래픽데이터의 개념은 제1조 제d호에 정의되어 있다.따라서 제20조에 의한 트

래픽데이터는 컴퓨터시스템 사이의 데이터 송의 외부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이다.이에 해서 통신내용데이터는 통신의 내용을 의미하므로 보다 강력한

431)주석서 210.

432)주석서 218.

433)주석서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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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필요하다.이러한 차이를 문용어로 구별하기 하여 약은 트래픽데이터

의 실시간 수집과 내용데이터의 실시간 기록으로 규정하고 있다.내용 으로는 두

사례에서 데이터의 수집과 기록으로 악된다.434)

다.수집 는 기록

할기 은 특정한 트래픽데이터와 통신내용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기록할 수 있어

야 한다.트래픽데이터의 수집과 통신내용데이터의 취득이라는 상이한 표제어를 사

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 들은 데이터 송의 감시라는 두 가지 사례에

서 어도 기술 인 에서는 어떠한 차이도 없다는 것을 표 하고 있을 뿐이다.

개별 인 규정들은, 를 들어 특정한 달 시 에서와 같이,국내의 법률에 유보되

어 있다.그러는 경우에는 기술 인 수단의 사용만이 련된다.

라.통신의 특정

제20조를 근거로 수집될 수 있는 트래픽데이터는 당사국의 토 내에서 ‘특정한

통신’과 련이 있어야 한다.435)따라서 감시될 데이터 송은 충분히 특정되어야 한

다.일반 이고 무차별 으로 트래픽데이터를 규모로 수집하거나 기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특정 통신의 거 으로는 감시될 자와 특정한 속선로가 될 수

있다.436)이와 련하여 통신의 개념은 다양하게 사용된다.그것은 표 과 책임자를

특정할 수 있기 해서 다양한 데이터 송의 트래픽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하는 상

황에 응할 수 있기 해서이다.주석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속을 이용하는 다수

세 를 로 들고 있다.437)개인과 련해서는 다양한 통신이 문제되며, 속(선로)

과 련해서는 감시될 장소가 문제된다.

마.공간 용 역의 제한

트래픽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은 당사국의 토 내에서 컴퓨터시스템을 수단으로

발생하는 통신에 제한된다.참여하는 당사자(사람 는 컴퓨터)의 통신 송로가 당

사국의 토 내에 있어야 한다.438)그러므로 이 규정은 특히 실무에서 서비스제공자

434)주석서 210.

435)주석서 219.

436)주석서 219.

437)주석서 219.

438)주석서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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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국의 토 내에서 물리 인 인 라체계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곳

에서 용된다.서비스제공자의 업상의 이나 기업의 소재지는 요하지 않다.

당사국은 자국의 토 외부에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해 필요한 고권 행

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바.제1항과 제2항의 계

제20조 제1항은 기본 으로 할기 에 의한 직 인 트래픽데이터의 수집(제1

항 제a호)과 임의의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간 인 트래픽데이터수집(제1항 제b호)

으로 나 고 있다.두 가지 유형은 가능한 하자있는 트래픽데이터의 감시를 보장하

기 해서 서로 첩 으로 이용될 수 있다.439)서비스제공자가 제1항 제b호에 의

해서 상호 력을 강요받게 되는 한에서는,이것은 단지 ‘기존의 그의 기술 능력’

과 련해서만 발생한다.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감시를 하거나 거기에 력하기

해서 추가 으로 물 인 자원을 마련하거나 새로이 개발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록하거나 이에 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

의 조직 기술 인 상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서비스제공자는 이러한 기존의

가능성과 련하여 조할 의무가 있다.440)감시를 수행하기 해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컴퓨터시스템을 새로이 설정하는 것과 지 까지 정상 인 업무

를 해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서비스제공자의 보유 하에 있는 소 트웨어의

설치도 이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된다.441)

당사국에서 실시간 수집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조를 규정하고

있다.442)제2항은 그러한 사례에서 특정한 트래픽데이터는 ‘기술 수단을 통해서

수집되거나 기록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항 제b호와의 차이 은 서비스제

공자는 감시에 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그 신에 그의 조는 를

들어 필요한 시설의 제공으로 국한되어야 한다.443)제1항 제b호에 한 우회 인

방법은 그러한 에서 부수 이다.

사.제3조의 비 성

제3조는 해당 서비스제공자에게 비 유지의무를 부담지우고 있다.이것은 우선 조

439)주석서 221.

440)주석서 221.

441)주석서 221.

442)주석서 223.

443)주석서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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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비 성에 의존하는 감시의 결과를 보장하는 데에 기여한다.그 외에 서비스제

공자는 데이터의 수집에 해서 그의 고객(가입자)에게 알려야 할 계약상 는 그

밖의 법률상의 의무로부터 자유롭다.기 유지를 해서 규범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는 제14조와 제15조의 조건과 보장을 기 로 해야 한다.주석서는 이러한 에서

특히 비 유지의 시간 범 를 언 하고 있는데,그 최고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

아.제14조 제3항의 유보

약은 제20조의 용과 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임의 인 유보를 규정하고

있다.우선 제14조 제3항 제a호에 의하면 트래픽데이터의 감시는 특정한 범주의 범

죄가 존재할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이 경우에 이러한 범죄의 범주는 제21조의 의

무 인 범주보다 좁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한 제14조 제3항 제b호는 공공통신망을

포함하지 아니한 제한 LAN과 같은 경우에는 외를 규정하고 있다.

4. 평가

제20조는 라이버시권에 한 국가의 침해를 무 많이 허용하고 있다.감시처분

의 경우에 할기 과의 력이 강제될 수 있는 기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러한 서

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련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은 제14조와 제15조를

단순히 용하면서 이러한 법 상황과 련하여 이것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제

14조 제3항만이 특정한 범주의 범죄와 련하여 유보를 정하고 있다.특히 법률

유보의 에서 증언거부권이나 데이터보호이익을 고려한 명령의 요건에 한 상

세한 규정이 바람직해 보일 수 있다.

5.  규 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범죄의 경우 여러 경유지를 거쳐서 최종 목 지에 속하는

경우도 많고 범행종료와 동시에 자신의 로그기록 등 모든 증거를 삭제하는 범죄수

법도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다.이러한 범죄 수법을 감안하여 범인이 속한 순간

실시간으로 트래픽데이터를 수집하여 추 하는 기법이 필요하다.디지털 통신에서

송 인 패킷을 잡아 헤드부분을 분석하면 속해 온 경로를 추 할 수 있다.특

정한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킹 상황을 헤더부분만 취득하여 분석하는 것이 기술

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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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시간 트래픽데이터의 수집을 규정한 약 제20조의 이행과 련한 국내

의 규정으로는 통신비 보호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우선 '실시간'이란 ' 기통신

'을 의미하므로 해석상 송·수신의 재성445)을 요구하고 있는 통신비 보호법상

의 통신제한조치를 용해 볼 수 있다.통신제한조치로 트래픽데이터의 실시간 수

집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것은 트래픽데이터를 포함한 통신내용데

이터의 수집을 의미하므로 제20조의 용 범 를 벗어날 뿐 아니라,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감청 상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실시간 수집이 불가능하다.

다음으로는 통신비 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통신비 보호법은 제15조의 2에서 기통신사업자의 조의무의 하나로써 수사기

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요청 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기통신사업자

는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4제2항에 의해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그 성격에 따라서

기간별로 특정하여 보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제도

는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재의 실시간 수집이 아니라 이미 장되어 있는 과거

의 트래픽데이터의 수집을 의미하므로 약 제21조의 트래픽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된다. 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트래픽데이터의 범

주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주보다 넓기 때문에 재 우리나라에서는 트래픽데이터

의 실시간 수집에 한 규정은 미비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동 약의 이행 시 입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Ⅹ. 통신내용  실시간 수집

1. 약 21

제21조(통신내용데이터의 실시간 수집)1.당사국은,자국의 권한 있는 기 에 해

서,자국의 국내법에서 정한 한 범죄의 범 내에서,a.자국의 역 내에 있는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달되는 특정한 통신의 내용데이터를 자국의 역 내에

서 기술 수단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수집하거나 기록하고,b.서비스제공자의 기

술 가능성과 련하여 ⅰ.자국의 역 내에서 기술 인 수단을 사용하여 그러한

내용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거나 기록하고 는 ⅱ.그러한 내용 련 데이터의

444)양근원,형사 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한 연구,경희 학교 박사학 논문,

2006.2,176면.

445) 행 통신비 보호법상의 송신·수신의 개념에 ' 재성'을 명시 으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때문에 견해가 나뉘고 있음.이에 해서는 김기 , 자우편에 한 증거수집과 련된 문제 고

찰,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Ⅱ),2001,158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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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수집 기록의 경우에 권한 있는 기 과 력하고 이를 지원할 의무를 서

비스제공자에게 부여하도록 필요한 입법 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당사국이 제1항 제a호에서 언 한 조치를 자국의 국내법질서에서 확정된 원칙들

에 의해서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당사국은 그 신 자국의 역 내에서 특정한

통신의 내용 데이터가 자국의 역 내에서 기술 인 수단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기록되도록 할 수 있는 필요한 입법 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

다.

3.각 당사국은 동조에 의해 정되어 있는 권한이 행사되는 사실 이에 한 모

든 정보가 비 리에 취 되도록 서비스제공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도록 필요한 입법

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4.동조의 권한과 차는 제14조와 제15조를 기 로 하여야 한다.

2. 주

통 으로 기통신과 련한 내용데이터의 수집( 를 들어 화 화 내용)은

통신이 법한지( 를 들어 가벌 인 이나 괴롭힘,가벌 모의 는 사기 허

진술)인지를 알아내기 해서 그리고 과거 는 장래의 범죄에 한 증거( 를

들어 마약거래,살인,경제범죄 등)를 수집하기 한 유용한 수사 방법이었다.컴퓨

터 통신은 동일한 유형의 범죄의 증거를 구성하거나 제공한다.하지만 컴퓨터 기술

이 범 한 량의 데이터를 송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하면,문자 텍스트,시각

이미지 그리고 사운드를 포함한,불법 콘텐츠의 유포를 포함한 범죄를 범할 잠재성

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를 들어 아동포르노).많은 컴퓨터 범죄는 일부

를 들어 컴퓨터시스템에 법하게 근을 하기 해서 보내지는 데이터의 송이나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에 있다.메시지의 내용을 획득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통신

의 치명 인 법한 성질은 실시간으로 특정될 수 없다.진행 에 있는 범죄를 확

정하고 방지할 능력이 없다면 형사소추기 은 이미 손해가 발생한 과거의 완성된

범죄를 수사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컴퓨터 통신의 내용 데이터

의 실시간 감청(수집)은 더 많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통신의 실시간 수집만큼이

나 요하다.446)

내용데이터는 통신의 내용과 련이 있다. 를 들어 통신의 의미 는 요지 내지

는 통신을 통해서 달되는 메시지나 정보들이다.이들은 통신의 구성요소로서

달되고 트래픽데이터는 아닌 모든 것이다.447)

446)주석서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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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제20조와 거의 겹친다.따라서 트래픽 데이터의 수집 기록에 한

력 지원(원조)의무 그리고 기 성에 한 이 의 설명이 내용데이터의 감청

에도 용된다.내용데이터와 련해서는 고도의 라이버시 이익 때문에 수사조치

는 ‘국내법에서 정한 한 범죄’로 제한되어야 한다.448)

제20조에 한 코멘트에서 행한 로 내용 데이터의 실시간 감청에 용될 조건

과 보장은 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장된 데이터의 수색 압수 는 유사

한 근이나 확보에 용될 수 있는 것보다는 더 엄격해야 할 것이다.449)

3. 

가. 용범

제21조는 제20조와 법문언상으로 거의 동일하지만 트래픽데이터가 아니라 통신내

용데이터를 규정하고 있다.컴퓨터범죄의 역에서 이러한 권한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법한 내용의 송을 형벌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 를 들어 아동

포르노그래피나 악성 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에 데이터의 송이나 근가능

하는 행 자체가 이미 가벌성을 가진다는 데 있다.이러한 에서 통 인 음성

화의 경우와는 다르다.이 경우에 화는 일반 으로 형벌구성요건이 아니라 내

용 련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에 한 증거로써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450)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에서도 통신의 내용에 한 침해는 그것의 외부 상황에

있는 침해보다도 하기 때문에,내용데이터의 취득은 한 범죄의 범주로 제

한되어 있다.이의 입법은 국내입법자에게 임되어 있다.그 외의 설명은 제20조에

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나.통신내용데이터

통신내용데이터의 개념은 약에서 독자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주석서에 따

르면 컴퓨터데이터 송에 있어서 달되는 제1조 제d호의 트래픽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447)주석서 229.

448)주석서 230.

449)주석서 231.

450)주석서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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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14조 제3항의 유보

보다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한 범주의 범죄와 련하여 제21조의

의무 인 유보 외에도 제14조 제3항 제b호는 임의 인 가능성을 정하고 있다.그

가능성은 공 이 근가능하지 아니한 통신망을 포함하고 있는 한계가 있는 네트워

크를 제21조의 용 역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4. 평가

제21조는 제20조와 구조 으로 차이가 없다.따라서 거기서 제기된 결함들은 제21

조에서도 동일한 비 이 가능하다.침해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이 규정은 여 히

요하다.

5.  규 검

통신내용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에 상응하는 규정은 행 통신비 보호법상의 통신

제한조치에 의해서 가능하다.하지만 감청 상의 범죄에서 부분 사이버범죄가 포

함되어 있지 않다. 를 들어 사이버범죄 약이 정하고 있는 컴퓨터 사기죄나 아

동포르노와 련한 범죄 등이다. 약은 내용데이터의 경우 고도의 라이버시보호

때문에 감청 조치는 ‘국내법에서 정한 한 범죄’로 제한하고 있다.따라서 사이

버범죄가 반드시 감청 상범죄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약의 이행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재  

1. 약 22  

제22조( 할권)1.각 당사국은 범죄가 a.당사국의 토 는 b.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서 는 c.당사국의 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내에서 는 d.범죄행 지의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거나 는 어떤 국가의 토 할권 밖에서 동 범죄가 행

해진 경우라 할지라도 자국민이 범죄를 지른 때에는 동 약 제2조 내지 제11조

에 규정된 범죄의 할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입법 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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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2.각 당사국은 제23조 제1항 제b호 내지 제d호 는 그 일부에 규정된 할권 규

정을 특별한 사건이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용하거나 는 용하지 아니할

할을 가질 수 있다.

3.각 당사국은 범죄피의자가 당사국내에 있고 그 피의자가 단지 자국민이라는 이

유 때문에 인도요청 후에도 다른 당사국들에게 피의자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약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범죄에 한 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동 약은 국내법에 따라 행사되는 어떠한 형사 할권도 부정하지 아니한다.

5.2개국 이상이 동 약에 의한 범죄에 하여 할권을 주장하는 경우,당사국은

기소를 한 가장 정한 장소와 할권 결정에 해 상호 의한다.

2. 주

동 약 제22조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컴퓨터시스템을 공격한 자와 피해

를 입은 시스템이 자국의 역 내에 있는 경우 당사국은 할권을 가지며,공격 받

은 컴퓨터 시스템이 자국의 역 내에 있다면 공격자가 역 외에 있는 경우라도

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자국민이 자국 역 외에 있더라도 자국법에 따라 할권을 행사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보충 으로 속인주의를 가미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한 처벌

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동 약의 할권 조항은 국내법에 따른 할권을 부정하지 않으므로 2개국이 이

상이 할권을 가지는 경우 기소를 해 상호 의를 할 필요가 있다.

3.  규 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이버범죄의 국제 분쟁과 련하여 례가 형성되어 있

지 않으나 행법에 근거하여 국제형사재 활권을 확정할 수 있다.즉 형법은 형

법의 장소 ,인 용범 에 하여 제2조 제4조에 따라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인주의(제3조)와 보호주의(제5조,제6조)를 가미하고 있다.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행 자가 국내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행 를 하는 경우 뿐 아니라

국외 거주하는 자가 외국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범죄행 의 결

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속지주의를 용하여451)우리 형법을 용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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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외국인이 외국의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유포한 유해정보에 한국인이

속한 경우에는,외국에서는 표 의 자유로 인정되어 범죄로 될 수 없는 행 에

하여 우리나라 형법을 용하여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형법 제5조의 보호주의에 되는 경우에는 우리형법을 용 할 수 있을 것

이지만 음란물등과 같이 형법 제5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용 할 수 없다.452)

결국 사이버범죄에 실 으로 처하기 해서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하여 행

지를 근거로 하는 행 지법을 우선 으로 용하되, 련 국간의 국제 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한편 형법은 제296조의 2에서 세계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453)사이버범죄에 해

서는 세계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아동포르노의 경우와 같은 범죄에 해서는

세계주의를 도입할 것인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454)

5  공

Ⅰ.  공  개 455)

약 제23조는 국제 력에 한 일반원칙,제24조는 범죄인인도에 한 권리와 의

무,제25조 내지 제35조는 형사사법공조의 권리와 의무 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 력과 련한 약의 규정들은 실체법과 차법에 규정된 조치를 제로 범

죄인인도나 형사사법공조와 련하여 당사국의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요구하고 있

다.

사이버범죄와 련하여 국제공조에 한 특별규정으로는 우선 임시 조치에서의

사법공조로서 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신속한 보 (제29조),보 된 트래픽 데이터

의 신속한 공개(제30조)를 규정하고 있다.두 번째,수사권한과 련된 사법공조로

서 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근에 한 공조(제31조),동의에 의해서 는 공개

근이 가능한 경우 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국경 근(제32조),트래픽 데이터의

451)서보학,인터넷상의 정보유포와 형사정책,형사정책연구 12권 3호 36쪽 이하.

452)원혜욱, 게논문 102면 참조.

453)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는 한민국 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용한다.

454)박희 ,인터넷에서 형법의 장소 용범 ,인터넷법률 통권 제26호(2004.11),법무부,68면.

455)국제공조에 한 상세한 설명은 김한균/김성은/이승 ,사이버범죄방지를 한 국제공조방안 연

구 -유럽사이버범죄방지 약을 심으로 -, 검찰청 연구용역보고서,200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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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수집에 한 상호공조(제33조),통신내용데이터의 감청에 한 공조(제34조),

그리고 1주일 24시간(24/7)네트워크를 규정하고 있다.

Ⅱ.  컴퓨   신  보

1. 약 29

제29조( 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신속한 보 )1.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역 내에

있는 컴퓨터시스템에 장된 데이터의 신속한 보 는 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국은 데이터의 수색 유사한 속,압수 유사한 획득 는 데이터의 공개

와 련된 공조를 다른 당사국에게 요청할 수 있다.

2.제1항의 보 요청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a.보 요청 기 .

b.범죄 수사 는 차의 상인 범죄 련 사실의 개요.

c.보 되어야 할 장된 컴퓨터 데이터 이 데이터와 범죄의 계.

d. 장된 컴퓨터 자료의 리인 는 컴퓨터 시스템의 치를 확인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

e.보 의 필요성.

f.당사국이 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수색 유사한 속,압수 유사한 획득

는 공개를 한 공조를 요청한다는 의사.

3.다른 당사국으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은 피요청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표시된

데이터를 신속하게 보 하기 한 모든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공조요청에

한 회신을 함에 있어서 방가벌성이 보 을 이행하는 요건으로 요청되어서는 안

된다.

4 약 제2조 내지 제11조 이외의 범죄에 있어서 데이터의 수색 유사한 속,

압수 유사한 획득 는 공개를 한 공조요청에 하여 회신하는 조건으로서

발가벌성을 요구하는 당사국은 공개 시 에 방가벌성 요건이 이행될 수 없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보 요청에 하여 거 할 권리를

가진다.

5.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 요청이 거 될

수 있다.

a.피요청국이 정치범죄 는 이와 련된 범죄로 고려하고 있는 범죄가 요청된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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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공조의 집행이 자국의 주권,안보,공공질서 는 다른 요한 이익을 침해할 가

능성이 있다고 피요청국이 단한 경우.

6.보 이 향후 데이터의 가용성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피요청국의 수사의 비 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할 것이라고 피요청국이 믿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가 시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도록 즉시 요청국에게 통보해야 한다.

7.제1항에 언 된 요청에 한 회신으로서 일체의 보 기간은 요청국이 데이터를

수색 유사한 속,압수 유사한 획득 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최

소한 60일이어야 한다.

2. 주

약 제29조는 제16조에서 국내 차원에서 정한 차에 상응하는 차를 국제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다.제1항에 의하면 당사국은 피요청국의 역 내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신속하게 보 되도록 요청할 수 있고,제

3항에 의해서 모든 당사국은 이를 한 법률상의 요건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이를

통하여 이 데이터를 확보하기 해서 사법공조요청의 비, 달 그리고 이행에 필

요한 기간 동안,이 데이터가 변경,제거,삭제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이 보 은

통 인 사법공조행 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행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는 임시 조

치이다.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컴퓨터 데이터는 고도의 휘발성을 가진다.몇 번의

키보드를 두드리거나 자동 로그램을 설정하여 이를 삭제,변경 는 다른 곳으로

이 할 수 있다.이를 통하여 범죄의 추 이 범죄자까지 불가능할 수 있거나 요

한 유죄의 증거가 괴될 수도 있다.일부 유형의 컴퓨터데이터는 그것이 삭제되기

짧은 시간 동안에만 장된다.따라서 몇 주 는 몇 달이 소요될 수 있고 차

가 더욱 복잡한 공식 인 사법공조요청이 이행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그러한 데이

터의 가용성이 확보될 수 있는 차가 필요하다는 데에 일치하 다.456)

이 조치는 통상 인 사법공조행 보다는 훨씬 더 신속하게 수행되고 동시에 침해

가 덜하다.피요청국의 공무원은 데이터를 리자로부터 확보하려고 해서는 안 된

다.우선 인 차는 리인(흔히 서비스 제공자 는 다른 제3자)이 이후의 단계에

서 형사소추기 에게 달해야 할 처분이 있을 때까지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보 하도록 피요청국이 확보하는 것이다.이 차의 장 은,통상의 사법공조규정에

따른 완 한 공개를 한 기 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거나 공

무원에 의해서 심사되지 않기 때문에,이의 신속성뿐 아니라 데이터와 련한 개인

456)주석서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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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에 있다.동시에 데이터와 련한 제출결정이나 수색

결정의 신속한 명령을 포함하여 데이터의 신속한 보 을 한 다른 차를 용할

것이 피요청국에게 허용된다.데이터가 복구될 수 없게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한 극단 인 신속한 차를 수행하는 것이 본질 으로 요청된다.457)

제2항은 이 조항에 의해서 행해진 보 요청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이것은 임

시 처분이고 요청은 신속하게 처리되어 달되어야 한다는 을 고려하면,데이터

의 보 에 필요한 최소의 정보만이 포함되어 있다.보 을 요청하는 기 의 정보와

조치의 상인 범죄를 특정하는 것 외에도,공조요청은 사실 계의 개요,보 될 데

이터와 이의 장소를 확인하기 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그 데이터는 해

당 범죄의 수사나 소추를 해서 필요하고 보 이 필요하다는 것도 제시해야 한다.

끝으로 요청국은 데이터의 제출을 한 사법공조요청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설명해

야 한다.458)

제3항은 방가벌성은 보 의 수용을 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하

고 있다.일반 으로 방가벌성의 원칙의 용은 보 과 련하여 역효과를 낳는

다.우선 의 사법공조 실무의 문제로서,압수 수색이나 감청과 같은 가장 침

해가 심한 차 조치만을 제외하고는 방가벌성의 요건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

다.그러나 리인은 자신의 소유로 단순히 데이터의 보유를 유지하기 때문에 약

입안자들이 정한 보 은 특별히 침해 이지 않다.그리고 그 데이터는 이의 공개

를 요구하는 형식 인 사법공조요청의 집행 이후까지 피요청국의 공무원에 의해서

공개되거나 심사되지 않는다.둘째,실무 인 문제로서 흔히 방가벌성의 존재를

구체 으로 설명하기 해서 필요한 명확성을 규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사이에 데이터가 삭제,제거,변경될 수 있다. 를 들어 수사의 기 단계에서 요

청국이 자신의 역 내에 있는 컴퓨터에 침입하 다는 사실을 알 수는 있다.하지

만 손해의 성질과 정도를 잘 악하기까지는 잘 알 수 없을 것이다.만일 피요청국

이 방가벌성의 구체 인 입증을 유보하여 침입의 발신지를 추 하는 트래픽 데이

터를 보 하는 것을 지체한 경우라면, 요한 데이터는 자주 송 이후 불과 몇 시

간 는 며칠 동안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제공자에 의해서 통상 으로 삭제

될 수 있다.그 후 요청국이 방가벌성을 확인(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요한

데이터는 복구될 수 없고 범죄자의 신원은 악되지 않을 것이다.459)

따라서 당사국은 방가벌성의 요청을 보 의 에서 폐기하여야 한다는 일반

인 규정이 용된다.하지만 제한 인 유보는 제4항에 의해서 가능하다.만일 당

457)주석서 283.

458)주석서 284.

459)주석서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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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이 방가벌성을 데이터 제출을 한 사법공조요청의 회신의 요건으로 요구한

다면,그리고 당사국이 공개 시 에 벌가벌성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

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당사국은 방가벌성을 보 의 선행조건으로 요

구할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제2조 내지 제11조의 범죄들과 련하여, 약에 의해

서 인정되는 한 이러한 범죄를 범하 다는 것을 유보한다면 방가벌성의 조건은

자동 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충족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당사자들은 약에

정의된 것과 다른 범죄와 련해서만 이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460)

게다가 피요청국이 제5항에 의해서 보 요청을 다음의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다.

그 처리가 국가의 주권,국가의 안 ,공공질서 는 다른 본질 인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 는 그들이 련 범죄를 정치 범죄 는 그와 련된 범죄로 규정

하고 있는 경우이다.컴퓨터범죄의 효과 인 조사와 소추를 한 이러한 조치의

심 의미를 근거로 보 요청의 거부를 한 모든 다른 근거들을 배제하는 것이 일

치하 다.461)

가끔 피요청국은 데이터 보 자가 요청국의 수사의 기 성을 태롭게 하거나 다

른 방법으로 손해를 입힐 것이라는 것( 를 들어 보 될 데이터가 서비스제공자에

의해서 장되어 있고,그것은 범죄단체로부터 통제되고 있거나 스스로 수사의

상이 된 경우)을 알게 될 것이다.이러한 사례들에서 제6항에 의하면 요청국은 를

들어 제출이나 수색 압수를 해서 보 요청의 유지와 련한 험이 발생하는

지 는 침해 이지만 안 한 사법공조의 형식을 해서 노력하여야 하는지를 신속

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462)

당사국은 데이터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식 인 사법공조요청이 있기까지 이 규정

에 의해서 보 된 데이터를 어도 60일간 보 하여야 하고 공조요청의 수 후 계

속해서 보 되도록 해야 한다.463)

Ⅲ. 보  트래  신  공개

1. 약 30

제30조(보 된 트래픽 데이터의 신속한 공개)1.특정한 통신과 계있는 트래픽 데

이터의 보 을 해 제29조에 따라 요청이 진행되는 과정에 피요청국이 다른 당사

460)주석서 286.

461)주석서 287.

462)주석서 288.

463)주석서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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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서비스제공자가 이 통신의 송에 련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피요청국

은 서비스제공자와 통신이 송된 경로를 확인하기 한 충분한 정도의 트래픽 데

이터를 요청국에게 즉시 공개해야 한다.

2.제1항에 의한 트래픽 데이터의 공개는 피요청국의

a.공조요청이 정치범죄 는 정치범죄와 련이 있는 범죄라고 단하는 경우

는 b.공조의 집행이 자국의 주권,안보,공공질서 는 다른 요한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하는 경우에만 유보할 수 있다.

2. 주

약 제30조는 제17조에서 국내 차원에서 규정된 권한을 국제 차원에서 규정

한 것이다.흔히 자국의 역 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당사국의 요청으로 피요청국은

그 송의 발신지를 추 하고 범죄자를 알아내거나 요한 증거물의 치를 확인하

기 해서 자신의 컴퓨터를 통과한 송에 한 트래픽 데이터를 보 할 것이다.

그 게 함으로써 피요청국은 자신의 역 내에서 발견된 트래픽 데이터는 그 송

이 제3국에 있는 서비스제공자나 요청국의 서비스제공자로부터 라우 되었다는 사

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사례에서는 피요청국은 다른 국가의 서비스제

공자의 신원과 통신의 경로를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국에게 신속하게 충분한 양의

트래픽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만일 그 송이 제3국에서 발신되었다면 요청국

은 이러한 정보는 요청국이 최 발신지의 송을 추 하기 해서 다른 국가에게

보 요청과 신속한 사법공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만일 송경로가 요청

국가로 되돌아가는 경우,그 송은 국내 차에 의해서 더 많은 트래픽 데이터의

보 과 공개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464)

제2항에 의해서 피요청국은 공개가 피요청국의 주권,안보,공공질서 는 다른

요한 이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거나 그 범죄가 정치범죄 는 이와 련한 범죄

로 고려될 수 있는 경우에만 트래픽 데이터의 공개를 거 할 수 있다.제29조( 장

되어 있는 컴퓨터 데이터의 신속한 보 )에서와 같이,이러한 정보의 유형은 이

약의 범 내에서 범죄를 행한 자의 신원확인과 요한 증거의 치를 확인하는 데

에 아주 요하기 때문에,거 의 사유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고,사법공조를 거

할 다른 근거의 주장은 배제된다는 이 합의되었다.465)

464)주석서 290.

465)주석서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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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컴퓨   근에  공

1. 약 31

제31조( 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근에 한 공조)1.당사국은 제29조에 따라 보

되어 있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피요청국의 역 내에 치한 컴퓨터시스템을 통해서

장된 데이터의 수색 유사한 속,압수 유사한 획득 는 공개를 피요청국

에 요청할 수 있다.

2.피요청국은 제24조에 의한 국제 합의, 정 법률의 용을 통하여 그리고 제3

장의 다른 련 규정에 따라서 요청에 회신하여야 한다.

3.공조는 a. 련 데이터가 특히 손상 는 변경되기 쉽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

거나,b.신속한 공조제공 는 제2항의 합의, 정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

한 공조제공 원칙에 따라 회신되어야 한다.

2. 주

당사국은,제19조( 장되어 컴퓨터 데이터의 수색 압수)에 의해서 국내의 목

을 해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다른 당사국의 역 내에 있는 컴퓨터 시스

템을 통해서 당사국에 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른 당사국이 수색 는 유사한

근,압수 는 유사한 확보,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1항은 이러한 유형의

사법공조를 당사국이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제2항은 피요청국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제2항은 한 그러한 사법공조를 제공하기 한

조건들은 형사사법공조에 용할 수 있는 약, 정 그리고 국내 법률에 규정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고 있다.제3항에 의해서 그러한 요청은 련 데이

터가 특히 상실되거나 변경되기 쉬울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거나 그러한

약, 정 는 법률이 그 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회신되어야 한

다.466)

Ⅴ.  컴퓨  에  경  근

1. 약 32

466)주석서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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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동의에 의해서 는 공개 근이 가능한 경우 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국

경 근)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a.데이터의 지리 치에 계없이 공개 근이 가능한 장된 컴퓨터 데이터(오

소스)에 근할 수 있고 한

b.만일 당사국이 당사국에 있는 컴퓨터시스템을 통해서 당사국에게 데이터를 공개

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자발 인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다른 당사국에 장되

어 있는 컴퓨터 데이터에 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다.

2. 주

당사국이 공조요청이 없더라도 다른 당사국에 장되어 있는 컴퓨터 데이터에 일

방 으로 근하는 것이 언제 허용되는지에 한 문제는 약 입안자들이 오랫동안

논의를 하 다.국가가 일방 으로 행 를 하는 것이 수용될 수 있는 사례들 뿐 아

니라 이것이 수용될 수 없는 사례들에 해서 상세하게 고려되었다. 안자들은 최

종 으로 이 분야를 규제하는 범 하고,합법 으로 구속력이 있는 체계를 마련

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 다.일부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가진 구체 인 경험의 부족으로 설명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합한 해결방

안은 자주 개별 인 사례의 정확한 상황에 의존해 있고 일반 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하 다.결국 안자들은 약 제32조에서 일방 인 행 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동의하는 그러한 상황만을 도입하기로 결정하 다.

안자들은 이후의 경험이 축 되고 이에 하여 더 많은 토론이 진행될 때 비로소

다른 상황을 규제하기로 합의하 다.이러한 에서 제39조 제3항은 다른 상황을

허용하지도 배제하지도 않는다.467)

제32조에서는 두 가지 사례가 언 되고 있다.하나는 근될 데이터가 공 에게

근되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당사국이 자신의 역 내에 있는 컴퓨터시스템을 통

하여 자신의 역 외부에 있는 데이터에 근하거나 수령하는 것을 당사국에게 데

이터를 공개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정당하고 자발 인 동의를 받은 경우이다.

데이터를 공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자가 구인가는 상황,사람의 성격 그리고

용될 련 법률에 따라서 다양하다. 를 들어 사람의 이메일은 서비스제공자에

의해서 다른 국가에 장될 수 있다.혹은 사람이 의도 으로 다른 국가에 데이터

를 장할 수 있다.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이 데이

터를 검색할 수 있다.이들은 한 자발 으로 법집행기 에게 이 데이터를 공개할

467)주석서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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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한 이 데이터에 근을 허락할 수 있다.468)

Ⅵ. 트래   실시간 수집에  상 공

1. 약 33

제33조(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에 한 상호공조)1.당사국은 컴퓨터시스템으

로 송되는 자국의 역 내의 특정 통신과 계있는 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에 한 상호공조를 제공해야 한다.제2항에 따른 공조는 자국법이 규정한 요건과

차를 수해야 한다.

2.각 당사국은 최소한 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이 자국의 유사한 사건에 용

될 수 있는 범죄에 해서는 공조를 제공해야 한다.

2. 주

부분의 경우 수사기 은 주요한 트래픽 데이터가 보 되기 이 에 송 네트워

크에서 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자동 으로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의 송 정

보를 통하여 트 일(흔 )을 따라가서 통신의 발신지를 추 할 수 있는 것을 보장

할 수 없다.따라서 당사국의 수사기 이 다른 당사국에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

과하는 통신과 련하여 실시간으로 트래픽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요하

다.즉 제33조에 의해서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을 하여 트래픽 데이터를 실시간으

로 수집할 의무를 부담한다.이 조항은 당사국들이 이 문제에 서로 력할 것을 요

구하고 있으며,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방어가 기존의 공조의 유형에

주어져 있다.따라서 그러한 력이 규정되어야 하는 조건과는 일반 으로 형사사

법공조에 해 용할 수 있는 약, 정 법률에 정한 것들이다.469)

많은 국가에서 그러한 수집은 내용데이터의 감청이나 압수 수색보다도 덜 침

해 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에 해서는 공조가

범 하게 규정되어 있다.하지만 다수 국가에서는 훨씬 소한 방법을 취하고 있

다.즉 당사국들이 제14조( 차법상 규정의 용범 )제3항에 의해서 동등한 국내

법상의 조치와 련하여 유보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이,이 조치는 제23조(국제 력

에 한 일반원칙)에 규정된 것보다 훨씬 더 좁은 범 의 범죄로 제한할 것을 제2

468)주석서 294.

469)주석서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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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서 당사국에게 허용하고 있다.한 가지 제한이 규정되어 있다.즉 그 일련의 범

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조치가 동일한 국내의 사례에서 용되는 것보다도

더 좁게 되어서는 안 된다.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은 때로는 범죄자의 신원

을 확인하기 한 유일한 방법이고 그리고 침해가 덜 하기 때문에,제2항에서 ‘어

도’라는 용어의 사용은 를 들어 심지어 이 처벌이 아닌 경우에도,가능한 한

범 한 사법공조를 당사국이 허용하도록 구하고 있는 것이다.470)

Ⅶ. 통신내용  감청에  공

1. 약 34  

제34조(통신내용데이터의 감청에 한 공조)각 당사국은 용될 수 있는 약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 내에서 컴퓨터시스템으로 송되는 특정 통신의 내용데이

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거나 기록하는 경우 상호 공조를 제공해야 한다.

2. 주

감청이 가지는 고도의 침해성 때문에 내용데이터의 감청을 한 사법공조의무는

제한을 받는다.사법공조는 당사국의 용 가능한 약 법률에 의해서 허용되는

정도에서 규정되어야 한다.내용 감청을 한 력에 있어서 새로 출 하고 있는

사법공조실무의 역이기 때문에,공조의무의 범 제한에 한 기존의 사법공

조규정 법률을 거부하기로 결정하 다.이와 련하여 참조할 것으로는 약 제

14조,제15조,제21조의 주석서와 유럽평의회의 ‘기통신의 감청을 한 증거조사

요청서와 련하여 형사사법공조에 한 유럽 약의 실무 용에 한 권고 No.

R(85)10’471)가 있다.472)473)

470)주석서 296.

471)RECOMMENDATION No.R(85)10OFTHECOMMITTEEOFMINISTERSTO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IN RESPECT OF

LETTERS ROGATORY FOR THE INTERCEPTION OF

TELECOMMUNICATIONS(http://www.coe.int/t/dg1/legalcooperation/economiccrime/organisedcri

me/Rec_1985_10.pdf).

472)주석서 297.

473)증거조사 요청서(lettersrogatory,léttersrógatory)이란 국제법상 한 국가의 법원이 타국의 법원

에게 소장의 송달이나 증인신문 등에 해서 사법공조를 요구하는 문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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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1주  24시간 트워크

약 제35조는 약당사국들에게 사이버범죄의 자증거수집,컴퓨터시스템 데

이터와 련된 범죄의 수사와 소송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해 24시간 상시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속창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시 작동하는 속창구를 설치

하여 상시연락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은 실제로 사이버범죄 처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이는 자 데이터의 소멸성 사이버범죄의 빠른 력 등으로

인해 신속한 지원과 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네트워크상에

서 컴퓨터시스템에 한 침투행 등 사이버범죄가 행해지는 동안 즉각 인 실시간

수사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게 응할 경우에만 사이버범죄에 효과 으로 처

할 수 있고 한 자 형태의 증거도 효율 으로 확보될 수 있다.

Ⅸ.  규 검

우리나라는 범죄인인도법474)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475)을 두고 있어 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공조에 한 기본 인 요건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특히 우리나라는 비회

원국으로서는 세 번째로476) ‘유럽평의회의 형사사법공조에 한 약’(European

ConventiononMutualAssistanceinCriminalMatters)477)에 가입하여 2011년 12

월 29일부터 발효되었고478)2005년 7월에는 유럽평의회의 범죄인인도 약을 비 하

여 2005년 11월부터 발효됨으로써479)유럽평의회 회원국들과 형사사법공조를 할 수

있게 되었다.480)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유럽연합 그 회원국 간의 기본 정481)

에 서명하여 2014년 6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이 정 제37조는 사이버범죄에 한

474)법률 제11690호,2013.3.23시행.

475)법률 제12844호,2014.11.19시행.

476)이스라엘(1967.12.26발표),칠 (2011.8.28발효).

477) European Convention on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CETS No.

030(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

00016800656ce).

478)

http://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030/signatures?p_auth=XsDB

HVXS.

479)ConventionontheTransferofSentencedPersonsCETSNo.112.

480)우리나라는 그 밖에도 2012년 3월 탈세 등 세에 한 상호 행정지원 약을 비 하여 2012년

7월부터 발효되었다(Convention on MutualAdministrativeAssistancein Tax MattersCETS

N.127,ProtocoCETSNo.208)..

481)FRAMEWORK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ON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ON THE OTHER

PART(http://eeas.europa.eu/korea_south/docs/framework_agreement_final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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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에 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책임 범 에

서 자국 법령을 수하면서 정보 실제 경험의 교환을 통하여 첨단기술 범죄,사

이버 범죄, 자 범죄,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테러리스트 련 내용의 유포를 방지

하고 이에 응하기 한 력을 강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82)유럽연합 회원국은

거의 부분 유럽평의회의 회원국이라는 에서 사이버범죄와 련한 사법공조에도

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이버범죄 약의 사법공조와 련하여 구체 인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장되어

있는 컴퓨터데이터의 신속한 보 기간을 최소한 60일로 정하는 것이다.형사사건의

수사 는 재 과 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 외국에 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 와 차 등을 정한 법률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483)이다.

이 법률은 외국의 공조요청에 따른 수사처분과 련하여 제17조에서 검사와 사법

경찰 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우선 검사는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하

여 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감정·통역 는 번역을 탁할

수 있으며,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는 보 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

하거나,행정기 이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공조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

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검사는 한 공조에 필요한 경우

에는 사에게 청구하여 발 받은 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는 검증을 할 수 있

고(제17조 제2항),검사는 사법경찰 리를 지휘하여 제1항의 수사를 하게 할 수 있

고,사법경찰 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사가 발부한 장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압수·수색 는 검증을 할 수 있다(제17조 제4항).

공조요청에 따른 수사처분에서 컴퓨터데이터의 신속한 보 이나 보 기간은 포함

되어 있지 않다. 한 검사는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하여 서류나 그 밖

의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는 보 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여기서 공조

에 필요한 ‘자료’에 트래픽데이터를 포함한 컴퓨터데이터가 포함되는지도 의문이다.

자료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면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후단의 문언에서 보면 컴퓨터데이터와 같은 자정보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9조484)는 ‘검사나 사법경찰 이 하는 처분 등’은

482) 한민국과 유럽연합 그 회원국 간의 기본 정 제37조 1.당사자는 그들의 책임 범 에서 자

국 법령을 수하면서 정보 실제 경험의 교환을 통하여 첨단기술 범죄,사이버 범죄, 자 범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테러리스트 련 내용의 유포를 방지하고 이에 응하기 한 력을 강화

한다.2당사자는 사이버 범죄 수사 의 교육훈련,사이버 범죄 수사,디지털 과학 수사 분야에서의

정보를 교환한다.

483)국제형사사법공조법 [법률 제12844호,2014.11.19].

484)제39조(「형사소송법」의 용)이 법에 따라 법원이나 사가 하는 재 , 사가 하는 장 발

이나 증인신문,검사나 사법경찰 이 하는 처분 등과 그 불복 차에 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



- 146 -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 에

서 형사소송법을 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사이버범죄 약을 이행하기

해 형사소송법에서 컴퓨터데이터의 신속한 보 제도를 도입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

인다.

6  보

Ⅰ. 약 42

약은 제42조에서 약국이 약에 서명할 때 는 비 ,수락,승인 는 가입

할 때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면통지에서 약의 일정한 조항에 해서

유보를 허용하고 있다.하지만 다른 조항에 해서는 유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Ⅱ. 보 가능 

1.  침 ( 4  2 )

권한 없이 컴퓨터데이터를 고의로 훼손,삭제,가치 하,변경 는 은폐하는 행

는 한 손해가 야기된 경우에만 처벌하게 할 수 있다. 한 손해가 무엇인지

에 해서는 당사국의 법률에 임되어 있다.당사국은 이러한 사유로 유보하는 경

우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485)

우리의 응 규정들은 한 손해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련

한 유보는 행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2. 치  남용( 6  3 )

약 제6조 제3항은 컴퓨터 시스템의 부 는 일부에 속할 수 있는 컴퓨터

비 번호, 속 코드 는 이와 유사한 데이터(제1항 제a호 제ⅱ목)의 매,배포

는 그 밖의 이용제공 행 는 유보가 허용되지 않지만 이들을 제외한 다른 것은

유보를 할 수 있다. 재 이와 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보를 행사할 것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 에서 「형사소송법」을 용한다.

485)주석서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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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3. 아동포르 그래  죄( 9  4 )

제9조 제4항은 제1항 제d호,제e호,제2항 제b호,제c호의 일부 는 체를 용

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본인이나 타인을 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아동포르노를 획득하는 행 (제1항 제d호),컴퓨터데이터

장매체 는 컴퓨터시스템에서 아동포르노를 소지하는 행 (제1항 제e호),성 으

로 노골 인 행 를 미성년자가 실연하는 것처럼 행 하는 사람(제2항 제b호),성

으로 노골 인 행 를 미성년자가 실연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사실 인 이미지(제2

항 제c호).

미성년자가 실연하는 것처럼 행 하는 성인이나 표 물은 이미 처벌하고 있으므

로 유보를 행사할 필요가 없다.소지의 경우에는 해석으로 가능하다.취득행 에

해서는 합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유보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인터

넷상에서 아동포르노를 획득한다는 것은 부분 다운로드를 의미하게 될 것이므로

다운로드된 순간 소지로 포섭이 가능하므로 굳이 입법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4.    리  침 ( 10  3 )

제10조 제3항은 작권 침해(제10조 제1항) 작인 권침해(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우리 작권법의 련 규정은 이들을 처벌하고 있다.

5. 고  미수 ( 11  3 )

약 제11조 제2항은 일정한 범죄에 하여 고의 미수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제3조 불법감청,제4조 데이터 침해,제5조 시스템 방해,제7조 컴퓨터 련 조,

제8조 컴퓨터 련 사기,제9조 제1항 제a호 아동포르노 제작,제9조 제1항 제c호

아동포르노 배포 송의 경우 고의 미수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약 제6조

장치의 남용과 제10조 작권침해의 경우 고의 미수의 처벌에서 제외된다.

약 제3조 불법감청과 련하여 정보통신망 비 침해죄, 약 제4조 데이터 침해

와 련하여 정보통신망 비 침해죄, 약 제5조 시스템 방해와 련하여 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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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련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의 악성 로그램 달·유포죄, 약 제9조

아동포르노그래피의 배포 송의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고 제9조 제1

항 제a호 아동포르노 제작행 만 미수범처벌 규정이 있다.하지만 제11조 제3항은

이들 범죄의 미수를 처벌하지 않아도 될 유보규정을 두고 있어서 반드시 입법을 해

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컴퓨  실시간 수집에 어  보( 14  3 )

형사 차법 규정의 용범 에 한 공통 규정인 제14조는 두 가지 유보를 규정

하고 있다.하나는 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의 상 범죄의 제한이고,다른 하

나는 폐쇄 이용자 그룹을 해서 운 되는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달되는 컴퓨터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의 제한이다.

우선 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은 일정한 범죄나 범주화된 범죄에 한해서만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제13조 제3항 제a호).하지만 통신내용정보의 실시간

감청의 상 범죄나 범주화된 범죄보다 그 범 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ⅰ.폐쇄 이용자 그룹을 해서 운 되고 있고,ⅱ.공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공 는 사설 컴퓨터시스템과도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서비스 제공자

의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달되고 있는 통신에 트래픽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제20

조)과 내용데이터의 실시간 감청(제20조)에 언 된 조치를 용할 수 없는 경우에

는,당사국은 이 조치를 그러한 통신에는 용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

(제13조 제3항 제b호).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당사국은 제20조와 제21조에 언 한 조치들이 범 하게

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유보를 제한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이러한 유보를 둘

것인지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7. 에  보( 22  2 )

제22조 제2항은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서,당사국의 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에

서,범죄가 행 지의 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거나 는 어떤 국가의 할권 밖에

서 자국민에 의해서 범죄가 행해진 경우 특별한 사건이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 용하거나 는 용하지 아니할 할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련

규정은 이러한 경우 처벌 규정을 이미 두고 있기 때문에 유보의 필요성은 없다.다

만 아동포르노의 경우 세계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을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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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  건   공 청 거 ( 29  4 )

제29조 제4항은 약 제2조 내지 제11조의 이외의 범죄에 있어서 데이터의 수색

유사한 속,압수 유사한 획득 는 공개를 한 공조요청에 하여 회신하

는 조건으로서 발가벌성을 요구하는 당사국은 방가벌성 요건으로 하는 공개 등

이 이행될 수 없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보 요청에

하여 거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조항은 유보할 필요가 있다.

9. 연 ( 41  1 )

연방조항은 연방국가의 경우 연방과 각 주 사이에 있어서 법률의 용과 련된

것으로 우리에게 용이 필요 없다.

7  간결

실체법 규정과 련하여 유보조항을 고려하더라도 제6조 장치의 남용과 법인 처

벌에 한 규정은 입법이 요구된다.

차법과 련해서는 제16조의 장된 컴퓨터데이터의 신속한 보 ,제17조의 트

래픽 데이터의 신속한 보 과 일부 공개의 입법이 필요하다.제18조의 컴퓨터데이

터 가입자 정보의 제출명령과 련해서도 새로운 입법과 보완이 필요하다.제19

조 장되어 있는 컴퓨터데이터의 수색과 압수와 련해서도 압수 상에 정보의

추가,컴퓨터데이터의 압수 보 할 방법,피처분자의 컴퓨터시스템에서 정보통신

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상의 다른 컴퓨터시스템에의 속,제3자의 력의

무 등에서 입법이 필요하다.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제20조),트래픽데이터의

범주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주보다 넓기 때문에 트래픽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에

한 규정은 미비되어 있어 이에 한 입법이 필요하다.통신내용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에 상응하는 규정은 행 통신비 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에 의해서 가능하지

만 감청 상의 범죄에 부분의 사이버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새로운 입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사이버범죄 약을 이행한 다른 국가에서

는 어떻게 해결하 는지를 다음 장에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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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 죄 약  가   

1  독

Ⅰ. 개

독일은 2001년 11월 23일 사이버범죄 약에 서명을 한 뒤 국내 련 법률들을 개

정하여 2009년 3월 9일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공식 인 비 서를 기탁함으로써

유럽평의회의 47개국 24번째로 사이버범죄 약에 비 을 하게 되었다.독일은 '

사이버범죄 약의 비 을 한 법률'486)의 형식을 통하여 이 비 을 완성하 다.독

일의 경우 조약의 비 을 해서는 기본법 제59조 제2항 1문487)에 의한 요건이 구

비되어야 한다.기본법 제59조 제2항에 의하면 비 과 련하여 연방 통령의 국제

법상의 표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즉 연방의 정치 계에 한 국제조약

이거나 연방의 입법과 련되는 국제 약인 경우에는 동의법률이 필요하고,그

차는 연방의 일반 인 입법 차에 따른다.비 은 연방 통령을 통해서 동의법률의

성사로 이루어지고,비 후 그 약은 연방 보에 공포된다.

독일은 사이버범죄 약의 비 과 련한 국내의 련 법률들을 폭 개정하 다.

실체형법과 련한 표 인 이행 법률로는 2007년 8월 7일의 컴퓨터범죄에 응하

기 한 제41차 형법개정법률488)과 차법과 련해서는 2007년 12월 21일의 기

통신의 감청과 기타 비 수사처분의 개정 유럽공동체 지침 2006/24/EC의 환을

한 법률489),그리고 아동의 성 학 아동포르노그래피 척결을 한 유럽연합

이사회의 기본결정의 환을 한 법률490)등이다.

486)EntwurfeinesGesetzeszudem ÜbereinkommendesEuroparatsvom 23.November2001über

Computerkriminalität,Drucksache16/7218(2007.11.16).

487)제59조(연방 통령의 국제법상의 표권)2항 1문 :연방의 정치 계를 규정하거나 연방의 입

법사황과 련을 갖는 조약은 연방법률의 형식으로 하되 그때마다 연방입법에 한 권한을 가진

기 의 동의나 참여를 필요로 한다.

488)EinundvierzigstesStrafrechtsänderungsgesetzzurBekämpfungderComputerkriminalitätvom

7.August2007,BGBl.IS.1786.

489) Gesetz zur Neuregelung der 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 und anderer verdeckter

Ermittlungsmaßnahmen sowiezurUmsetzung derRichtlinie2006/24/EG vom 21.Dezember

2007,BGBl.1S.3198.

490)Gesetz zurUmsetzung des Rahmenbeschlusses des Rates derEuropäischen Union zur

BekämpfungdersexuellenAusbeutungvonKindernundderKinderpornographievom 4.Nov.

2008BGBl.TeilI,S.214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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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7일의 컴퓨터범죄에 응하기 한 제41차 형법개정법률은 1986년 제

2차 경제범죄투쟁법491)이후 20여년이 경과한 후의 정보통신시스템의 발 상황을

반 한 것이다.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 약과 유럽연합의 정보시스템의 공격에

한 기본결정에 따라 컴퓨터범죄와 련한 형법규정을 개정하게 되었고,이 개정

법은 연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007년 8월 11일부터 발효되었다.492)

제41차 형법개정법률은 사이버범죄와 련하여 데이터 탐지죄의 개정(제202a조),

데이터 불법 취득죄의 신설(제202b조),데이터의 탐지 취득의 비죄 신설(제

202c조),데이터 손괴의 비죄 신설(제303a조 제3항),컴퓨터 업무방해죄의 개정

(제303b조),친고죄(제205조)등을 두고 있다.493)

2007년 12월 21일의 기통신의 감청과 기타 비 수사처분의 개정 유럽공동체

지침 2006/24/EC의 환을 한 법률은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494)이 법

률에서는 기통신의 감청(형사소송법 제100조a,제100조b),통신데이터(트래픽데이

터 치데이터)수집(제100g조),IMSI캣쳐 수집(제100i조),외부 데이터에 한

수색 규정의 확 (제110조 제3항)를 규정하고 있다.495)

Ⅱ. 검  상  규 496)

1. 치  남용

가.데이터의 탐지 취득의 비죄 신설497)

491)특히 독일의 경우 부분의 컴퓨터 범죄 련 규정을 형법에 도입한 지난 1986년 제2차 경제범

죄투쟁법은 1995년 우리 형법의 개정에 많은 향을 바 있다.

492)이에 한 자세한 내용은 박희 ,독일의 컴퓨터 범죄 방지에 한 개정형법의 분석 평가,인

터넷법률,통권 제40호(2007년 10월).75-100;박희 ,독일의 컴퓨터 범죄 방지를 한 제41차 형

법 개정법,법제 통권 제600호,법제처,2007.12,113-140참조.

493) 독일에서 약의 실체법 규정의 이행 필요성에 해서는 Gercke, Analyse des

UmsetzungsbedarfsderCybercrimeKonvention-Teil1:Umsetzungim Bereichdesmateriellen

Strafrechts,MMR2004Heft11,728-735.

494)이에 한 자세한 내용은 박희 ,독일의 기통신의 감청 통신데이터의 장 등에 한 법

률,법제 통권 제607호,법제처,2008.7,28-57;박희 ,유럽 공동체 통신데이터 장 지침과 독일

개정 통신법,법제처,법제 608호,2008.8,130-154.참조.

495) 독일에서 약의 차법 규정의 이행 필요성에 해서는 Gercke, Analyse des

Umsetzungsbedarfs derCybercrime Konvention - Teil2:Die Umsetzung im Bereich des

Strafverfahrensrechts,MMR2004Heft12,801-806.

496)독일의 사이버범죄와 련한 반 인 평가에 해서는 Sieber,Urlich/Brunst,W.Phillip,

Cybercrime Legislation,German NationalReports to the 18th InternationalCongress of

ComparativeLaw,MohrSiebeck2010,716-791참조.

497)이에 한 상세한 내용은 Gercke/Brunst,PraxishandbuchInternetstrafrecht,2009,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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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법 제202c조

제202c조 (데이터 탐지 취득의 비)(1)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

작하거나 자신이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 취득하게 하거나, 매하거나,타인에

게 양도하거나,유포 는 그 밖에 근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제202a조와 제202b

조에 의한 범죄행 를 비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는 벌 형에 처한다.

1.데이터에 근(제202조a제2항)을 가능하게 하는 비 번호 는 기타 보안코드

2.그러한 범죄를 행할 목 을 가진 컴퓨터 로그램

(2)제149조 제2항과 제3항은 본조에 용한다.498)

(2)설명

형법 제202c조는 사이버범죄 약 제6조(장치의 남용)제1항 (a)를 형법에 수용한

것이다.제202c조의 도입으로 특히 험성이 있는 특정한 비행 가 독자 으로

처벌되게 되었다.사이버범죄 약 제6조 제1항 (a)(ⅱ)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컴퓨

터 시스템 체 는 그 일부에 근할 수 있는 컴퓨터 비 번호, 근코드 는

이와 유사한 데이터를 제작, 매,사용목 의 취득,수입,배포 는 이용가능하게

하는 행 를 범죄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입법자는 제202c조 제1

항 제1호에서 비 번호 는 기타 보안코드를 제작,자신이 취득 는 타인으로 하

여 취득하게 하거나, 매,양도,배포 는 그 밖에 근하게(이용가능하게)함으

로써 제202a조와 제202b조에 의한 범죄행 의 비를 가벌 행 로 규정하고 있

다.

데이터 탐지죄를 규정하고 있는 제202a조499)제1항은 사이버범죄 약 제2조(불법

498)제149조 (통화 우표․인지 등 조의 비)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제조,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 취득하게 하거나, 매에 제공하거나,보 하거나 타인에게 양여함으

로써 통화 는 우표․인지 등의 조를 비한 자는 통화 조의 비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

의 자유형 는 벌 형에 처하며,우표․인지 등 조의 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

유형 는 벌 형에 처한다.1.인쇄 , 목,인쇄용조 , 기 ,요형활자 ,연 ,컴퓨터 로그

램 는 기타 범행에 합한 기구.2.화폐 는 우표․인지 등의 발행 용도로 사용되고 조를 특

별히 방지하고 있는 지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지.3. 조방지를 한 홀로그램 기타 구성부분.

② 자의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 를 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한다.1.

비된 범죄의 실행을 포기하고,그에 의하여 야기된 바로서 타인이 계속해서 범죄를 비 는 실행

할 험을 기하거나 범죄의 완성을 방지한 행 .2. 재 소유 이거나 사용가능한 조수단을

폐기 는 사용불능하게 하거나 그 수단의 소유사실을 청에 고지하거나 이를 청에 인도하는

행 .③ 행 자의 여 없이도 타인이 범죄를 계속하여 비하거나 실행할 험을 방지하거나 범

죄의 완성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의 조건 신 그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한

행 자의 자의에 의한 진지한 노력이 있으면 처벌하지 아니한다.

499)제202a조 (데이터 탐지죄)(1)권한 없이 행 자에게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당한 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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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와 유럽연합 기본결정 제2조를 독일 형법에 수용한 것이다.이들 두 규정에 따

르면 컴퓨터 시스템 는 정보시스템의 일부 는 체에 권한없이 근하는 행 ,

즉 해킹행 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개정되기 의 제202a조는 데이터의 취

득을 요건으로 하 으나 개정 규정에는 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근보호조치의

침해(해제)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하 다.여기서 데이터는 기 ,자기 는 그

밖에 직 인식할 수 없도록 장되어 있거나 달 인 것을 말한다(제202a조).500)

데이터의 불법 취득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02b조501)는 사이버범죄 약 제3조

(불법 감청)를 수용한 것이다. 약 제3조는 회원국에게 데이터의 불법 취득을 범죄

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즉 제3조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외부로 는 내부로 비공개 송되는 컴퓨터 데이터를 취득

하거나 컴퓨터 데이터의 장매체인 컴퓨터시스템으로부터 방출되는 자 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하는 행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독일 입법자는 형

법 제202b조에서 비공개 데이터의 송으로부터 그리고 정보처리장치에서 방출되는

자 로부터 기술 수단을 이용한 데이터의 취득을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502)

한 사이버범죄 약 제6조 제1항 (a)(ⅰ)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범죄를 행할

목 으로 컴퓨터 로그램을 포함한 장치의 제작, 매,사용목 의 취득,수입,배

포 는 기타 이용가능하게 하는 행 를 범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 약 제6조 제3항의 유보 가능성은 장치와 련해서만 이용되어야 한다.이에

반하여 그 밖의 비행 에 해서 가벌성을 확 하는 것은 타당하다.이러한 행

태양은 제202a조 제1항에 의한 사실상 범죄행 의 경우에 이미 형법상 방조행 (형

법 제27조)로 포섭된다.하지만 가벌 불법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제202a조

제1항 정범의 범행이 없다면,불가벌 미수의 방조만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형벌

필요성으로는 그러한 행 의 고도의 험성이 언 되고 있다.고도의 험성이 있

는 것으로는 특히 소 해킹 툴이 고려된다.해킹 툴은 제작 방식에 따라서 이미

불법 목 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한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범 하

게 업로드될 수 있다.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해커 툴은 범 하게 유포될 수 있고

하여 특별히 보안이 되어 있는 데이터에 근보호조치를 침해하여 근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

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는 벌 형에 처한다.(2)제1항의 데이터는 기 ,자기

는 그 밖에 직 인식할 수 없도록 장되거나 개되는 것을 말한다.

500)박희 ,독일의 컴퓨터 범죄 방지에 한 개정형법의 분석 평가,인터넷법률,통권 제40호

(2007년 10월).77-82.

501)제202b조 (데이터 불법 취득) 비공개 데이터 송으로부터 는 데이터 처리장치에서 방출되는

자 로부터 행 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한 데이터(제202a조 제2항)를 기술 수단을 사용하여 권

한없이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 취득하게 한 자는 그 행 가 다른 규정에 의하여 한

형벌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한, 2년 이하의 자유형 는 벌 형에 처한다.

502)박희 ,독일의 컴퓨터 범죄 방지에 한 개정형법의 분석 평가,인터넷법률,통권 제40호

(2007년 10월).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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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취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순한 사용법은 요한 험에 해당한다.이러한

험에 처하는 방법은 이미 험한 수단을 유포하는 행 그 자체를 범죄로 처벌

하는 것이다.따라서 제1항 제2호에서 제202a조와 제202b조에 의한 범죄행 의

비를 처벌하고 있다.이러한 비는 그러한 범죄를 행할 목 을 가진 로그램의

제작,취득, 매,양도,유포 는 그 밖의 근가능하게 하는 행 를 통하여 이루

어진다.503)

제1항 제2호는 과잉범죄화를 피하기 해서 객 구성요건에 의해서 일정한 제

한을 받는다.즉 제1항 제2호는 제263a조 제3항(컴퓨터사기의 비죄)을 모범으로

하여 이미 객 구성요건에서 제202a조와 제202b조에 의한 범죄를 행할 목 을

가진 컴퓨터 로그램이어야 한다고 제하고 있다.504)이러한 에서 객 화된 로

그램의 목 이 요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따라서 객 구성요건에는 해커 툴만

이 포섭되고,일반 인 로그램 툴이나 로그램 언어 는 그 밖의 응용 로그램

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지만 그 로그램이 오로지 컴퓨터 범죄의 범행을

해서만 특정될 필요는 없다.툴의 객 목 성이 그러한 범죄를 범하는 것이면

족하다.구성요건은 이미 행 가 패스워드 는 그 밖의 보안코드와 련이 있거나

컴퓨터 로그램과 련이 있어야만 충족된다.505)

해킹 툴의 보유자가 이후의 범행으로 나아간 경우 사이버범죄 약 제6조 제1항의

유보조항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이버범죄 약 제40

조와 제42조에 의한 선언서가 제출되어야 한다.이에 따르면 약 제6조 제1항은

부분 으로만 용된다.

제2항은 형법 제149조 제2항과 제3항을 용하여 유효한 회오의 경우 처벌을 하

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통화 우표·인지 등 조의 비를 규정하고 있는 형

법 제149조는 제2항과 제3항에서 처벌되지 않는 사례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제2항

은 비된 범죄의 실행을 포기하고,그에 의하여 야기된 바로서 타인이 계속해서

범죄를 비 는 실행할 험을 지하거나 범죄의 완성을 방지한 행 (제1호)와

재 소유 이거나 사용가능한 조수단을 폐기 는 사용불능하게 하거나 그 수

단의 소유사실을 청에 고지하거나 이를 청에 인도하는 행 (제2호)를 처벌하지

않는다.제3항은 행 자의 여 없이도 타인이 범죄를 계속하여 비하거나 실행할

험을 방지하거나 범죄의 완성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의 조건

신 그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한 행 자의 자의에 의한 진지한 노력이 있으면 처

503)BT-Drs.16/3656,S.12.

504)제263a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의 범죄를 행할 목 인 컴퓨터 로그램을 제작,취득 는 타인에

게 취득, 약,보 는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제1항의 범죄를 비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는 벌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505)BT-Drs.16/3656,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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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은 제152a조(지불카드,수표 어음의

조),제152b조(보증기능이 있는 지불카드 우로수표책의 조),제263a조(컴퓨터사

기),제275조(공정증서 조의 비),제275조와 련한 제276a조(체류법상의 서류,

차량 련서류)에서와 같이 제202c조 제1항의 사례에서도 용된다.

한편 형법 제205조 제1항에 의하면 제202a조와 제202b조는 상 친고죄로 되어

있으나 제202c조는 친고죄가 아니다.제202a조와 제202b조와는 달리 개인의 법익

침해와 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추상 험범이다.따라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

는 피해자가 없다. 한 형법 제202c조와 련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53조(경미사건

의 경우 차 배제),제153a조( 수사항과 지시하항을 이행한 때의 차 지),소년

법원법 제45조 내지 제47조가 용될 수 있으며, 한 책임이 경미하고 실질 으로

법익침해가 없는 경우에 이러한 규정들은 불필요한 형사소추를 제지하는 요한 필

터기능을 한다.

(3)제202c조에 한 헌법소원

형법 제202c조에 해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이 헌법소원은 형법 제202c조

제1항,특히 제1항 제2호의 가벌성이 기본법과 일치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즉

법률에 한 헌법소원).

이 규정과 련하여 3개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첫 번째 헌법소원은 정보통신

기술의 보안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업무와 련하여 소 침입테스

트 시 근시도의 시뮬 이션을 통하여 정보처리장치의 안 성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 가 제202c조에 포섭되는 것이 아닌지를 묻고 있고,두 번째 헌법소원은

정보분야 강의와 련하여 제공되는 소 보안분석도구는 시스템 테스트를 통하여

정보기술시스템의 취약 을 찾아내서 이 취약 에 한 보안평가를 수행하는 소

트웨어 로그램인데 이것을 학생이나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학문연구

교수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 침해가 되는지를 문제로 삼고 있으며,세 번째는 리

스 배포버 은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할 수 있는데 이러한 로그램

의 사용은 일반 인 행 의 자유와 형법의 특정성의 원칙에 반되는 것이 아닌지

를 묻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 소는 청구인들의 직 인 당사자성의 부족으로 헌법소원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506)즉 헌법재 소는 첫째,이 사용툴(DualUseTools)은 형법 제

506)BVerfG,Beschlussvom 18.5.2009-2BvR 2233/07.이에 한 자세한 설명과 평석은 박희 ,

형법 제202c조 해커규정의 기본권 침해 여부,독일형사 례연구 1,[사이버범죄],한국학술정보

(2011),117-13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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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c조 제1항 제2호의 합한 행 객체가 아니며 그 목 한 형법 제202a조(데이

터 탐지) 는 제202b조(데이터 취득)의 범행을 한 컴퓨터 로그램도 아니다.둘

째,형법 제202c조 제1항 제2호의 합한 행 객체는 오히려 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설계(고안)되고 변형(수정)되어 있는 로그램을 말하며,여기에는 고안자의

이러한 의도가 객 으로 나타나 있어야 한다.셋째,보안기업이 컴퓨터시스템의

사용권자의 양해 하에 상시스템을 테스트한다면,구성요건표지인 무권한 행 는

탈락된다.따라서 당해 헌법소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

(4)평가

이 규정은 컴퓨터형법의 역에서 험성이 있는 특정한 비행 를 처벌하기

한 것이다.종래 불가벌이었던 데이터에의 근 비 번호의 유포나 해킹 툴의 제작

과 같은 행 가 이번 규정을 통해서 처벌되게 되었다.물론 비 번호 등은 데이터

에의 근을 가능하게 해야 하고 해커 툴 등은 그러한 범죄를 행할 목 을 가져야

한다. 한 이 규정은 비 번호나 해커 툴 등의 단순 소지는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

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입법과정에서 가장 심한 비 을 받았다.507)비

의 근거는 주로 가벌성의 치와 해커의 공격을 방어하기 한 보안 련 행 들

의 처벌 가능성에 있었다.

생각건 본 규정은 가벌성을 비행 에까지 선치시킨 에서 문제가 없진 않지

만, 체 으로 볼 때,소 해커 툴이나 바이러스 는 트로이얀 목마와 같은 악성

로그램의 유포를 지한다는 형사정책 인 에서 필요해 보이며,508) 한 범죄자

의 행 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안조치행 는 객 인 목 설정의 요구로 해결이 가

능하다고 본다.하지만 제2호의 경우에 객 목 설정이 있지만,그러한 구성요건

표지가 없는 제1호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주

구성요건에서 제한이 가해져야 하는데,입법이유서는 비죄 규정인 동 규정의 경

우 미필 고의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여 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컨

시스템운 자가 비 번호나 보안코드를 다른 동료에게 주는 경우,운 자가 이러한

비 번호나 보안코드가 해킹공격에 이용될 수 있을 가능성을 고려했지만,이를 감

수한 경우에는 운 자의 행 는 본 규정에 포섭이 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함 을

507) Vgl. Stellungnahme der Humanistischen Union

(http://wwww.humanistische-union.de/themen/innere_sicherheit/verdeckte_ermittlungen;

StelungnahmedesECO Verbands(http://www.eco.de;Stellungnahmedes Chaos Compouter

Clubs (http://www.ccc.de/press/releases/2006/20060925; Stellungnaheme des BITKOM e.V.

(http://www.bitkom.de/files/documents/Stellungnahme_BITKOM_StrAendG_12_07_06.pdf.

508)Graf,Stellungnahme,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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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해서는 미필 고의보다는 확정 고의가 필요하다고 본다.509)물론 고

의를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과잉범죄화를 방지하기 한 구성요건의 제

한은 객 구성요건에 목 성을 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 규정은 방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이 규정에서 언 하고 있는 패스

워드나 해커 툴 등은 외국 소재의 데이터처리장치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독일

수사기 의 할권 변경 없이는 그러한 반행 를 소추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비 이 있다.510)

나.데이터 손괴의 비죄 신설(제303a조 제3항)

형법 제303a조511)는 사이버범죄 약 제4조 데이터침입에 응하는 규정이다.제

303a조 제1항은 데이터(제202a조 제2항)를 법하게 소거,은닉 는 사용불능하게

하거나 는 이를 변경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는 벌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

고,제2항은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다.제303a조 제1항의 보호범 는 포 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 제4조의 보호범 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개정되

지 않았다.제303a조는 무권한 데이터수집만을 포섭하고 있기 때문에 한 손해

야기의 경우 처벌하도록 한 약 제4조 제2항의 유보규정을 수용할 필요는 없다.

제3항에서 제202c조는 제1항에 의한 범죄행 의 비에 동일하게 용된다고 규

정함으로써 제202c조의 비죄와 같이 사이버범죄 약 제6조를 독일법에 수용한 것

이다.제3항의 추가는 형법 제303a조의 가벌성을 확 를 의미한다.따라서 데이터의

근(제202a조 제2항)을 가능하게 하는 패스워드(비 번호) 는 그 밖의 보안코드

(제1호) 는 그러한 범죄를 행할 목 을 가진 컴퓨터 로그램(제2호)을 제작하거

나,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 취득하게 하거나, 매하거나,타인에게 양도하거

나,유포 는 그 밖에 근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제303a조 제1항의 범죄를 비

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는 벌 형에 처한다.

한 제202b조와 제202a조에서와는 달리 제303a조 제2항에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에서,형법 규정상의 체계 인 모순은 없다.

다.컴퓨터 업무방해의 비죄 신설(제303b조 제5항)

509)Higendorf,Stellungnahme,S.6;Stuckenberg,Stellungnahme,S.5;Ernst,NJW 2007,S.2664.

사이버범죄 약은 독일 형법상 확정 고의에 해당하는 'intention'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510)Graf,Stellungnahme,S.5.

511)제303a조 (데이터손괴)(1)컴퓨터데이터(제202조a제2항)를 법하게 소거,은닉,사용불능하게

하거나 는 변경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는 벌 형에 처한다.(2)미수범은 처벌한다.(3)제

202c조는 제1항에 의한 범죄행 의 비에 동일하게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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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b조512)는 사이버범죄 약 제5조(시스템 침입)와 유럽연합 기본결정 제3조(불

법 시스템 침입)를 형법에 수용한 것이다.이 규정들은 컴퓨터 정보시스템의 운

을 권한 없이 히 방해하는 행 를 국내법에서 범죄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

다.이러한 방해는 컴퓨터 데이터의 입력, 달,손괴,삭제,침해,훼손,변경,은닉

는 사용불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제303b조는 제1항의 용범 를 확 하고 있

고 제2항을 신설하고 있다.

특히 제5항의 비죄는 사이버범죄조약 제6조를 이행한 것이다.제5항은 제1항에

의한 범죄행 를 비한 경우에 제202c조를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형

법 제202c조는 제303b조 제1항에 의한 범죄의 비행 에도 용된다.

2.  컴퓨  신  보

가.증거 상의 보 (형사소송법 제94조)

독일에서 약 제16조의 장된 컴퓨터데이터의 신속한 보 은 2011년 이후 주로

기통신사업자 통신서비스제공자의 트래픽 데이터와 련하여 논의되어 왔으나

재까지 이러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신속한 보 명령(소 quickfreeze

차)은 그 성격상 존하는 데이터와 련이 있기 때문에 트래픽 데이터를 장하

여 보 하는 통신정보보 제도(우리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차와 유사)의

안이 아니다.물론 통신정보보 제도는 신속한 보 명령제도를 보완할 수 있거나

그 차의 진행을 단축시킬 수는 있다.513)

독일은 재 형사소송법 제94조 이하의 압수규정을 통하여 약 제16조의 장된

컴퓨터데이터의 신속한 보 제도를 이행하고 있다. 약의 주석서도 이러한 증거확

512)제303b조(컴퓨터 업무방해) (1) 다음 각 호의 행 로써 다른 사람에게 히 요한 데이터 처

리에 한 장애를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는 벌 형에 처한다. (2) 1. 제303a조 제1

항의 범죄행 . 2. 타인에게 손해를 의도로 데이터(제202a조 제2항)를 입력하거나 달하는 행

. 3. 데이터처리장치 는 데이터 장매체를 괴, 손괴, 사용불능, 소거 는 변작하는 행 . 제

2항 데이터의 처리가 타인의 사업체, 기업 는 청에 히 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

형 는 벌 형에 처한다. (3) 미수범은 처벌한다. (4) 제4항 제2항의 특히 한 경우에는 6월 이

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행 를 말한다. 1. 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하는 행 . 2. 업 으로 활동하거나 는

지속 으로 컴퓨터 업무방해행 를 범하기 해서 조직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 . 3. 

이 범죄행 를 통하여 국민의 생활필수품의 공 이나 서비스의 공 을 침해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

의 안 을 침해하는 행 . (5) 제1항에 의한 범죄행 를 비한 경우에 제202c조를 용한다.

513) Sieber,Straftaten und Strafverfolgung im Interent,Gutachten C zum 69.Deutschen

Juristentag,C.H.BeckMuenchen2012,C-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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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인정하고 있다.514)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컴퓨터데이터의 압수는 데이터가 장

되어 있는 데이터 장매체의 압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형

사소송법 제95조의 제출 인도의무에 의해서 신속한 보 보다 더 확실하게 컴퓨

터 데이터의 제출이 가능할 수 있다.그러므로 컴퓨터데이터의 확보는 형사소송법

제94조 이하의 압수에 한 규정을 통하여 가능하다.압수 련 규정들은 형사소추

기 이 컴퓨터데이터에 직 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컴퓨터

데이터는 형사 차에서 확보될 수 있다.

나.통신정보의 수집(개정 형사소송법 제100g조)

약 제16조 제1항의 트래픽데이터와 련한 신속한 보 은 ‘기통신의 감청

통신데이터의 장 등에 한 법률’을 통하여 이행되었다.다만 이 경우 트래픽데이

터는 서비스제공자의 보호 하에 있어야 한다.이 법률에 의해서 도입된 기통신법

제113a조515)에 의하면 통신데이터는 6개월 동안 장되어야 했다.

514)주석서 155,166.

515) 기통신법 제113a조 (데이터 보 의무)(1)공 이 근 가능한 기통신서비스를 이용자를

해서 제공하는 자는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그가 생성하거나 처리한 트래픽데이터를 제2항내지

제5항의 기 에 따라 6개월간 독일 는 유럽공동체 회원국 안에서 보 할 의무가 있다.자신이 직

트래픽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처리하지 않고서 이용자를 해서 공 이 근 가능한 기통신망

을 제공하는 자는 제1문에 의한 데이터가 확실히 보 되도록 해야 하고,이 데이터를 보 하는 자

를 연방통신망청의 요구에 따라 알려야 한다.(2)공 이 근 가능한 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을 장한다.1.송수신자의 화번호 는 다른 표지 환 속 는 개 속인 경우 이에

참여한 자의 화번호 는 다른 표지.2. 화 속의 시작과 종료의 표 시간 에서의 날짜와 시

간.3. 화서비스와 련하여 다른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용된 서비스에 한 정보.

4.이동 화 서비스의 경우에는 a)송수신 속을 한 이동 화 가입자의 국제 표지,b)송수신

단말기의 국제 표지,c)송수신 연결을 통해서 속을 시작하는 경우 이용되는 무선국의 명칭,d)

선불 익명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기 활성화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무선국의 명칭.5.인터

넷 화서비스의 경우에는 송수신 속의 인터넷 로토콜 주소.제1문은 간단정보,멀티미디어정보,

이와 유사한 정보(Nachricht)의 개에도 용한다;이 경우에는 제1문 제2호의 정보 신에 정보

의 송신과 발신의 시 을 보 하여야 한다.(3) 자우편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보 한다.1.정

보(Nachricht)발신의 경우 자우편함의 표지와 발신자의 인터넷 로토콜 주소 정보수신자의

자우편함의 표지.2.정보가 자우편함에 도착한 경우에는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자우편

함의 표지 발신한 기통신장치의 인터넷 로토콜 주소.3. 자사서함에의 근인 경우에는 그

것의 식별부호(Kennung)와 근한 자의 인터넷 로토콜 주소.4. 제1호 내지 3호에 언 한 서비

스의 시 의 표 시간 에서의 날짜와 시간.(4)인터넷 속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보 한다.1.

인터넷이용을 해서 가입자에게 할당된 인터넷 로토콜 주소.2.인터넷 속을 하게 하는 속시

설의 독자 인 표지.3.할당받은 인터넷 로토콜을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시작과 종료의 표 시

간 상의 날짜와 시간.(5) 화호출에 한 답이 없거나 통신망 리의 침해로 화호출이 효과

가 없는 경우에는 화서비스 제공자가 본 조에서 언 하고 있는 트래픽데이터를 제96조 2항에서

언 하고 있는 목 을 해서 장하거나 기록하는 한,그 트래픽데이터도 이 규정의 기 에 따라

서 장하여야 한다.(6) 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경우에 이 규정에 의한 기 에 따라서

장된 정보(Angaben)를 변경하는 자는 원래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 이러한 정보의 변경 시 에

한 표 시간 상의 날짜와 시간을 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7)공 을 해서 이동통신망을 운

하는 자는 다음의 책임이 있다.이 규정의 기 에 따라서 장된 무선 화의 통화가능범 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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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통신제공자의 보호 하에 있지 아니한 트래픽데이터는 형사소송법 제94

조 이하의 압수에 한 일반 규정을 통해서도 보 된다. 기통신의 감청 통신

데이터의 장 등에 한 법률에 의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100g조 제3항516)에서 명

확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517)

하지만 기통신법 제113a조,제113b조와 이들 규정을 제로 한 통신정보의 수

집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100g조는 2010년 3월 2일 헌법재 소로부터 헌 결을 받

았다.518) 기통신법과 형사소송법의 련 규정들은 유럽연합의 통신정보보 지침

(2006/58/EC)을 독일 국내법으로 이행한 것이었다.독일은 이 지침을 2008년 ‘기

통신의 감청과 기타 비 수사처분의 개정 EU 지침 2006/24/EC의 환을 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법으로 이행하 다.한편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EU의 통신정

보보 지침도 2014년 4월 8일 유럽사법재 소로부터 무효 결을 받았다.519)형사소

송법 제100g조는 기통신법 제113a조와 제113d조와 련하여 더 이상 용될 수

없었다.520)

3. 트래   신  보 과  공개

시에 한 데이터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그 데이터로부터 각 무선 화의 통화가능범

(Funkzelle)를 리하고 있는 무선안테나의 지리 상황 이것의 주방사의 방향이 발생한다.(8)

통신의 내용과 근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 정보는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보 되어서는 아니된

다.(9)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한 데이터는 정당한 지 자의 정보요청에 지체없이 응할 수 있도록

보 되어야 한다.(10)이 규정에 의해서 의무를 지는 자는 장된 트래픽데이터의 질과 보호에

해서 기통신의 역에서 필요한 주의를 다해야 한다.이와 련하여 의무자는 기술 조직 조

치를 통하여 그가 특별히 허가한 사람만이 보 된 데이터에 한 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1)이 규정에 의해서 의무를 지는 자는 이 규정에 의해서만 장된 데이터를 제1항에 규정된 기

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삭제하거나 삭제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516)형사소송법 제100g조 (통신데이터의 수집)(3)통신데이터가 기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서 수집되

지 않는 경우에는,통신 종료 후에 일반 인 규정에 따라 특정된다.

517)독일의 통신정보보 제도와 한국의 통신사실확인제도의 비교에 해서는 박희 ,독일 형사소송

법상 통신데이터 수집권과 한국 통신비 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권의 비교 시사 ,

경찰학연구 제9권 제3호(통권 제21호),경찰 학교,2009.10,33-61참조.

518)BVerG,1BvR256/08vom 2.3.2010.이 결에 한 평석으로는 박희 ,통신자료확인자료

장의 통신비 침해에 한 헌결정,독일연방헌법재 소 례연구 1,[정보기본권],한국학술정보

(2010),91-120참조.

519)ECJ,8.4.2014,C-293/12,C-594/12.사법재 소의 결 분석에 해서는 민 성/박희 ,유럽사법

재 소의 통신정보보 지침의 무효 결과 그 시사 ,법학연구 제56권 제4호(통권86호),부산 학

교 법학연구소,2015.11,53-82면 참조;Park,Hee-Young,TheInvalidation oftheEU Data

RetentionDirectiveanditsImplicationforKorea,DonggukLaw Review,May2015.Volume6,

55-88.

520)독일의 통신정보보 제도에 한 연방헌법재 소의 헌 결 이후 이 제도의 재도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연구로는 Albrecht/Brunst/usw., Schutzlücken durch Wegfall der

Vorratsdatenspeicherung?, Gutachten der MPI, 2011, Max-Planck-Institut für

Max-Planck-InstitutsfürausländischesundinternationalesStraf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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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트래픽데이터의 수집(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00g조)

약 제17조의 트래픽 데이터의 신속한 보 과 일부 공개는 2010년 헌법재 소로

부터 헌 결을 받기 까지는 앞서 언 한 기통신법 제113a조와 제113b조

형사소송법 제100g조에서 확보될 수 있었다.

독일연방헌법재 소와 유럽사법재 소의 결은 통신정보보 그 자체는 독일 기

본법과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의해서 허용된다고 하 기 때문에 독일 입법자는

두 결에서 제시한 기 에 따라 2015년 10월 16일 ‘통신정보(트래픽데이터)521)의

장의무 최고 장기간을 도입하기 한 법률안’(이하 ‘통신정보보 법률’)522)을

의결하 다.통신정보보 법률은 ‘가 언제 어디서 구와 어떤 유형의 통신을 하

는지 그리고 이동 화의 치 정보 등을 통신사업자가 일정 기간 장하여 보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항법률523)로서 형사소송법, 기통신법,형사소송

시행법,사법보상법,형법 등의 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이 법률은 2015년 12월

17일 보에 공포되어 18일부터 발효되었다.524)

통신정보보 법률이 발효됨으로써 통신정보(트래픽데이터와 치데이터)는 형사

소송법 제100g조와 기통신법 제113a조 제113b조(통신정보의 수집)에 의해서

보 되게 되었다.형사소송법 제100g조는 트래픽데이터와 련하여 두 가지 통신정

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통신법 제96조에 의해서 수집된 트래픽

데이터525)와 기통신법 제113b조에 의해서 장된 트래픽데이터의 수집이다.

521)이 법률의 트래픽데이터(Verkehrsdaten)는 EU의 자 라이버시지침(2002/58/EC)제2조 제b항의

트래픽데이터(trafficdata)에서 기인한다.특히 이 법률의 트래픽데이터에는 치데이터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범죄 약상의 트래픽데이터와는 차이가 있다.따라서 이 법률의 트래픽데이터에

는 치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틀어 통신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522)EntwurfeinesGesetzeszurEinführungeinerSpeicherpflichtundeinerHöchstspeicherfristfür

Verkehrsdaten.

523)조항법률(Artikelgesetz)은 동일한 주제를 두고 련 법률들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입법 형식으

로 각 법률이 각 조에 배치됨.이에 반해서 동일한 주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법률을 한꺼번에 제개

정하는 입법형식을 옴니부스법률이라고 함.

524) (BGBl. 2015 I,

2220)(http://www.cr-online.de/Gesetz_zur_Einfuehrung_einer_Speicherpflicht_und_einer_Hoechstspe

icherfrist_fuer_Verkehrsdaten_v._10.12.2015.pdf).

525) 기통신법 제96조 (통신정보)(1)서비스제공자는 본 에 정한 목 을 해서 필요한 경우 다

음 통신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1.가입한 속 단말기의 번호 표지,개인 련 권리자 표지,

고객카드 이용의 경우 카드번호,모바일 속의 경우 치정보.2.개별 속의 시작 종료 후의

날짜와 시간,유료요 제의 경우 달된 데이터의 량.3.이용자가 이용한 기통신서비스.4.비교

환 회선의 경우 목 지,이의 시작과 종료 후의 날짜 시간,유료인 경우 달된 데이터의 량.5.

기통신의 구축 유지 그리고 요 산정을 해서 필요한 그 밖의 통신정보.이러한 통신정보는

제1항에 언 된 목 이나 다른 법률규정에 근거한 목 을 해서 는 그 밖의 속을 구축하기

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될 수 있다.그 지 않으면 통신정보는 서비스제공자에 의해서 속

종료 후 지체 없이 삭제되어야 한다.(2)제1항의 범 를 넘어서는 트래픽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3)서비스제공자는 공 근 기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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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통신법 제96조의 트래픽정보

기통신법 제3조 제30호는 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수집,처리 는

이용되는 데이터를 트래픽데이터로 개념 정의하고 있다.이러한 트래픽 데이터의

법 개념 정의는 EU의 자 라이버시지침(2002/58/EC)제2조 제b항의 트래픽 데

이터의 개념 정의에서 기인한다.이 지침에 따르면 트래픽 데이터란 자 통신망

에서 통신의 달을 해서 는 통신의 요 청구를 해서 처리되는 모든 데이터

로 정의하고 있다(지침 제2조 (b)). 기통신법상 트래픽데이터는 데이터보호법상

민감한 데이터에 속한다.이들은 기통신서비스의 사용과 련되고 어떤 회선에

의해서 언제 구와 얼마 동안 통신을 하 는지를 알 수 있게 해 다.따라서 트

래픽데이터는 기본법 제10조 제1항의 통신비 의 보호에 해당한다.

기통신법 제96조 제1항에서는 어떠한 트래픽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는지를 종국

으로 열거하고 있다. 기통신법 제96조 제1항 제1문은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할

수 있는 통신정보를 다음 5가지로 열거하고 있다.즉 서비스제공자는 본 장에서 언

한 목 을 해서 필요한 경우 1.가입한 속 단말기의 번호 표지,고객카

드와 카드번호의 이용의 경우 개인 련 권리표지,모바일 속의 경우 치정보,2.

개별 속의 시작 종료 후의 날짜와 시간,유료요 제의 경우 달된 데이터의

량,3.이용자가 이용한 기통신서비스,4.비교환 회선의 경우 목 지,이의 시작

과 종료 후의 날짜 시간,유료인 경우 달된 데이터의 량,5. 기통신의 구축

유지 그리고 요 산정을 해서 필요한 통신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여기서 본

장이란 기통신법 제91조 내지 제107조에 규정된 데이터보호 규정들을 말하며 여

기서 언 한 목 이란 통신서비스의 제공이나 요 정산( 기통신법 제97조),개별

통신 연결 증명 즉 통화내역증명서의 작성(동법 제99조), 기통신시설의 방해의 인

식 제거(동법 제100조 제1항) 는 기통신서비스의 남용(동법 제100조 제1항,

제101조)의 인식 제거 등을 말한다.이러한 통신정보는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통신의 비 에 해당하기 때문에 필요성의 에서 엄격한 기 이 제시되어야

통신참가자와 련한 트래픽 데이터를 기통신서비스의 마 을 하기 해서, 기통신서비스를

수요에 맞게 형성하기 해서 는 부가이용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필요한 정도로 그리고 필요

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이러한 사용에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호출된 자의 데

이터는 지체 없이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서비스제공자가 제1문에 언 된 목 으로 트래픽 데

이터를 목 과 련하여 사용하는 것은 호출된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이 경우 호출

된 자의 데이터는 지체 없이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4)동의를 받을 때에 제3항 제1문에 언

한 목 을 해서 어떠한 종류의 데이터가 처리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장되는지를 가입

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그 밖에 가입자는 언제나 자신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도 고지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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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526)

제96조 제1항 제2문은 이러한 통신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즉 수집된 통신정보는 제1항 제1문에 언 된 목 이나 다른 법률규정에 근거한 목

을 해서 는 그 밖의 속을 구축하기 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될 수 있

다.이러한 목 이 존재하지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해당 통신정보를 속 종료 후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2) 기통신법 제113b조에 의한 트래픽데이터의 수집

기통신법 제113b조에 따르면 공 근 화서비스 제공자(제2항)와 공 근

인터넷 속 서비스 제공자(제3항)가 리하는 데이터는 10주간, 치데이터(제4항)

는 4주간 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527)

공 근 화서비스 제공자가 장해야 하는 통신정보는 다음과 같다.

1.송수신하는 회선의 호출 번호 는 다른 표지 그리고 그 밖에 참가하는 모든

526)Braun,TKG§96Verkehrsdaten,Rn.12,Beck’scherTKG-Kommentar4.Auflage2013.

527) 기통신법 제113b조 (통신정보의 장 의무)(1)제113조a에 언 된 자는 제2항 제3항의 데

이터는 10주간,제4항의 치데이터는 4주간 국내에 장할 의무가 있다.(2)공 근 화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것을 장한다.1.송수신하는 회선의 호출 번호 는 다른 표지 그리

고 그 밖에 참가하는 모든 회선의 환 개의 경우 호출 번호 는 다른 표지.2.표 시간

의 정보가 있는 속 시작과 종료의 날짜 시간.3. 화서비스와 련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이

용될 수 있는 경우 이용된 서비스에 한 정보.4.휴 화의 경우에는 a)송수신되는 회선의 모

바일 가입자의 국제 표지.b)송수신되는 단말기기의 국제 표지.c)송수신되는 회선을 통하여

속 시작 시 이용되는 무선기지국의 표지.d)선불서비스인 경우 서비스가 처음으로 활성화되는

날짜 시간.5.인터넷 화의 경우 송수신 회선의 IP주소 할당된 이용자 표지.제1문은 다음

각 호에 용한다.1.단문메시지 송(SMS),멀티미디어메시지 송(MMS) 는 이와 유사한 메시

지 송의 경우.이 경우 메시지 송의 송신 수신의 시 이 제1문 제2호의 정보를 신한다.2.

제공자가 제1문에 언 된 통신정보를 제96조 제1항 제2문에 언 된 목 을 하여 장하거나

로토콜(기록)하는 한,응답이 없는 호출이나 네트워크 리를 한 개입으로 인한 효과가 없는 호

출의 경우.(3)공 근 인터넷 속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데이터를 장한다.1.

인터넷 속을 해서 가입자에게 부여되는 IP주소.2.인터넷이용으로 생성되는 회선의 명확한 표

지 할당된 이용자 표지.3.표 시간 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할당된 IP주소로 인터넷 이용

시작과 종료 날짜 시간.(4)이동 화서비스 이용의 경우에는 송수신 회선을 통하여 속 시작

시 이용된 무선기지국의 표지가 장되어야 한다.공 근 인터넷 속서비스의 경우에는 인터넷

속서비스 시작 시 이용된 무선기지국의 표지가 장되어야 한다.추가로 지리 치 각 무선

셀을 할하는 무선안테나의 주요 송출 방향을 생성하는 데이터도 장되어야 한다.(5)통신의 내

용,호출한 인터넷사이트에 한 정보 그리고 자우편서비스의 데이터는 이 규정을 근거로 장되

어서는 안 된다.(6)제99조(개별 통신 연결 증명)제2항에 언 된 속을 근거로 하고 있는 데이터

는 이 규정을 근거로 장되어서는 안 된다.이것은 제99조 제2항에 정한 자( 화상담 사제 건

강 상담자)로부터 나오는 화 속에 상응하게 용된다.제99조 제2항 제2문 내지 제7문은 용한

다.(7)데이터의 장은 권한 있는 자의 정보 청구 시에 지체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8)제113조a제1항의 의무자는 이 규정을 근거로 장된 데이터를 지체 없이 하지만 늦어도 제1항

의 장기간 경과 후 일주일 이내에,복원할 수 없도록 삭제하거나 복원할 수 없는 삭제(조치)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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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선의 환 개의 경우 호출 번호 는 다른 표지.

2.표 시간 의 정보가 있는 속 시작과 종료의 날짜 시간.

3. 화서비스와 련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는 경우 이용된 서비스에

한 정보.

4.휴 화의 경우에는 a)송수신되는 회선의 모바일 가입자의 국제 표지,b)

송수신되는 단말기기의 국제 표지,c)송수신되는 회선을 통하여 속 시작 시 이

용되는 무선기지국의 표지,d)선불서비스인 경우 서비스가 처음으로 활성화되는 날

짜 시간.

5.인터넷 화의 경우 송수신 회선의 IP주소 할당된 이용자 표지.

공 근 인터넷 속 서비스 제공자가 장해야 할 데이터는 1.인터넷 속을

해서 가입자에게 부여되는 IP주소,2.인터넷이용으로 생성되는 회선의 명확한 표

지 할당된 이용자 표지,3.표 시간 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할당된 IP주소로

인터넷 이용 시작과 종료 날짜 시간 등이다.

그리고 이동 화서비스 이용의 경우에는 송수신 회선을 통하여 속 시작 시 이

용된 무선기지국의 표지가 장되어야 한다.공 근 인터넷 속서비스의 경우

에는 인터넷 속서비스 시작 시 이용된 무선기지국의 표지가 장되어야 한다.추

가로 지리 치 각 무선셀을 할하는 무선안테나의 주요 송출 방향을 생성하

는 데이터도 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통신의 내용,호출한 인터넷사이트에 한 정보 그리고 자우편서비스의

데이터는 이 규정을 근거로 장되어서는 안 된다.

기통신법 제99조(개별 통신 연결 증명)제2항528)에 언 된 속을 근거로 하고

있는 데이터는 이 규정을 근거로 장되어서는 안 된다.이것은 제99조 제2항에 정

한 자( 화상담 사제 건강 상담자)로부터 나오는 화 속에 상응하게 용된다.

제99조 제2항 제2문 내지 제7문은 용한다.

데이터의 장은 권한 있는 자의 정보 청구 시에 지체 없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하

고 기통신법 제113a조529)제1항의 의무자는 이 규정을 근거로 장된 데이터를

528) 기통신법 제99조(개별 통신 연결 증명)(2)제1항 제1문의 통신 속증명은 정신 는 사회

긴 상황에서 기본 으로 익명 호출로 부 는 부분 하는 화상담을 제공하는 사회 는

종교 분야에 있는 사람,기 ,조직의 회선의 속을 인식하게 해서는 안 된다.이것은 연방망규

제청이 호출할 회선을 목록에서 수용한 경우에도 용된다.형법 제203조 제1항 제4호 4a호에

기술된 사람들 특히 화정신상담 건강상담은 제1문의 자문에 해당한다.연방망규제청은 회선보

유자가 제1항의 직무 특정을 공공기 의 증명서를 통하여 증명한 경우에는 요청에 의하여 회선보

유자를 목록에서 기입한다.이 목록은 자동 호출 차에서 제공된다.서비스제공자는 이 목록을

4분기마다 조회해야 하고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 차에 이용해야 한다.제1항 내지

제6항은 폐쇄이용자그룹을 한 제공자로서 서비스를 오로지 자신의 참가자에게만 제공하는 서비

스제공자에게는 용하지 않는다.

529) 기통신법 제113조a( 장의무자;보상)(1)제113b조 내지 제113조g에 따른 통신정보의 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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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없이 하지만 늦어도 제1항의 장기간 경과 후 일주일 이내에,복원할 수 없

도록 삭제하거나 복원할 수 없는 삭제(조치)를 확보해야 한다.

(3)트래픽 데이터의 수집 요건

형사소송법 제100g조530)제1항은 기통신법 제96조의 통신정보의 수집요건을 규

무,데이터의 제공의무,데이터의 보안 의무는 공 근 기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있다.공

근 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만,제113b조 내지 제113조g의 기 에 따라서 장될 모든 데이터

자체를 생성하지 않거나 처리하지 않는 자는,1.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이 직 생

성하지 않거나 처리하지 않는 데이터가 장되도록 확보해야 한다.2.연방망규제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가 이 데이터를 장하는지를 알려야 한다.(2)제113b조 내지 제113조g에 따른

이행으로 의무자에게 발생한 필요비용에 해서는,이것이 불공평한 불이익의 방지와 조정을 하

여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정한 보상이 지 되어야 한다.보상을 결정하기 해서 실

제로 발생한 비용이 요하다.보상의 청구는 연방망규제청이 결정한다.

530)형사소송법 제100g조 (통신정보의 수집)(1)특정한 사실이 다음 각 호에 정한 어느 하나의 행

를 정범 는 종범(교사범 방조범)으로 범하 다는 의를 뒷받침하는 경우,사실 계의 조사를

해서 필요하고 데이터의 수집이 사건의 의미와 정한 계에 있는 한,통신정보( 기통신법 제

96조 제1항)가 수집될 수 있다.1.개별 으로도 요한 의미를 가지는 범죄,특히 제100a조 제2항

에 규정된 범죄(통신감청이 가능한 범죄)를 행한 경우,미수가 처벌되는 사례에서 실행에 착수하

거나 다른 범죄행 를 통하여 이를 비한 경우.2. 기통신을 수단으로 범죄를 행한 경우.제1

문 제2호의 경우에는 사실 계의 조사가 다른 방법으로는 견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치

정보의 수집은,사실 계의 조사나 피의자의 소재지를 악(수사)하기 해서 필요한 경우,이 항에

의해서 오로지 장래에 해당되는 통신정보를 하거나 는 실시간으로 그리고 제1문 제1호의 경우

에만 허용된다.(2)특정한 사실이 군가가 정범 는 종범으로 제2문에 정한 특별한 범죄를 범

했거나 미수가 처벌되는 경우 실행에 착수한 경우 그리고 그 행 가 개별 으로도 특별히 하

다는 의를 뒷받침하는 경우,사실 계의 조사나 피의자의 소재지의 확보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본질 으로 어렵거나 견할 수 없고 데이터 수집이 사건의 의미와 합한 계에 있는 한, 기통

신법 제113b조에 의해서 장된 통신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제1문의 특별한 범죄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형법 a)평화교란,내란 그리고 민주 법치국가의 험

야기 외안 을 태롭게 하는 범죄(제80조,제82조,제89조a,제94조,제95조 제3항,제96조 제

1항 제97조b,제97조a,제98조 제1항 제2문,제99조 제2항,제100조,제100조a제4항).b)주의

평화교란의 특별히 한 경우(제125조a),범죄단체의 결성(제129조 제1항의 제4항 후단 2),테

러단체의 결성(제129조a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유형 1).c)성 자기결정권에 한 범죄(제

176조a,제176조b,제177조 제2항 2호,제179조 제5항 2호).d)아동 청소년포르노그래피의 유포,

획득,소지(제184조b제3항,제184조c제3항).e)살인(제211조 제212조).f)개인의 자유에 한 범

죄(제234조,제234조a제1항,제2항,제239조a,제239조b의 사례에서 제23조 제3항,제4항 는 제5

항,제233조 제3항).g)단체범죄(제244조a제1항,제250조 제1항 는 제2항), 강도 살인강도

(제251조),강도 강요(제255조), 업 단체장물(제260조a제1항),자 세탁의 특히 한 경우(제

261조)등.h)공동 험 범죄(제306조 내지 제306조c,제307조 제1항 내지 제3항,제308조 제1항

내지 제3항,제309조 제1항 내지 제4항,제310조 제1항,제313조,제314조,제315조 제3항,제315조b

제3항,제316조a 제316조c).2.외국인체류법 a)외국인 잠입(제96조 제2항).b)살인 잠입 는

업목 단체구성의 잠입(제97조).3.마약법 a)제29조 제1항 제1문 1호,5호,6호,10호,11호,

는 13호 제3항 제29조 제3항 1호에 언 된 조건하에서 특히 한 사례.b)제29조a,제30조 제1

항 1호,2호,4호,제30조a에 의한 범죄.4.원료감시법 제19조 제1항 제19조 제3항 제2문에 언 된

조건하에서의 범죄.5. 쟁무기 통제법 a)제21조와 련한 제19조 제2항 는 제20조 제1항에 의

한 범죄.b)제22조a제1항에 의한 범죄의 특별히 한 경우.6.국제형법 a)민족모살(제6조).b)

인간성에 한 범죄(제7조).c) 쟁범죄(제8조 제12조).7.무기법 a)제2항과 련하여 제51조

제1항의 범죄의 특별히 한 경우.b)제5항과 련하여 제52조 제1항 1호에 의한 범죄의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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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특정한 사실이 다음 두 가지 행 어느 하나를 정범 는 종범(교

사범 방조범)으로 범하 다는 의를 뒷받침하는 경우,사실 계의 조사를 해

서 필요하고 데이터의 수집이 사건의 의미와 정한 계에 있는 한,트래픽데이터

( 기통신법 제96조 제1항)가 수집될 수 있다.그러한 두 가지 행 란 1.개별 으

로도 요한 의미를 가지는 범죄,특히 제100a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통신감청이

가능한 범죄)를 행한 경우,미수가 처벌되는 사례에서 실행에 착수하 거나 다른

범죄행 를 통하여 이를 비한 경우 는 2. 기통신을 수단으로 범죄를 행한 경

우를 말한다. 기통신을 수단으로 범죄를 행한 경우에는 사실 계의 조사가 다른

방법으로는 견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치정보의 수집은,사실 계의 조

사나 피의자의 소재지를 악(수사)하기 해서 필요한 경우,오로지 장래에 해당되

는 통신정보를 하거나 는 실시간으로 그리고 개별 으로도 요한 의미를 가지

는 범죄(특히 제100a조 제2항에 규정된 감청 상 범죄)에만 허용된다.

형사소송법 제100g조 제2항은 기통신법 제113b조에 의해서 장되어야 할 통신

정보의 수집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특정한 사실이 군가가 정범 는 종범으로

특별한 범죄(제100g조 제2항 제2문)를 범했거나 미수가 처벌되는 경우 실행에 착

수한 경우 그리고 그 행 가 개별 으로도 특별히 하다는 의를 뒷받침하는

경우,사실 계의 조사나 피의자의 소재지의 확보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본질

으로 어렵거나 견할 수 없고 데이터 수집이 사건의 의미와 합한 계에 있는

한, 기통신법 제113b조에 의해서 장된 통신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

무선기지국에서 생성되는 통신정보의 수집(무선기지국 조회)은 ‘개별 으로도

요한 의미를 가지는 범죄,특히 제100a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를 행한 경우,미수가

처벌되는 사례에서 실행에 착수하 거나 다른 범죄행 를 통하여 이를 비한 경

우’에,데이터의 수집이 사건의 의미와 한 계에 있고 사실 계의 조사나 피의

자의 소재지 조사가 다른 방법으로는 견할 수 없거나 본질 으로 어려울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기통신법 제113b조에 의해서 장된 통신정보는 오로지 제

한 경우.(3)무선기지국에서 생성되는 모든 통신정보의 수집(무선기지국 조회)은 사실 계의 조

사나 피의자의 체류지의 수사가 다른 방법으로 견할 수 없거나 본질 으로 어려울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1문 제1호의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 기통신법 제113b조에 의해서 장된 통신정보는

오로지 제2항의 요건 하에서만 근할 수 있다.(4)제53조 제1항 제1문 제1호 내지 제5호(직업상

비 수자의 증언거부권)에 언 된 사람들을 상으로 하고 있고 증언이 거부될 것으로 상될

수 있는 통신정보의 수집은 허용되지 않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된 내용은 사용될 수 없다.

이에 한 기록들은 지체 없이 삭제되어야 한다.이의 획득과 기록의 삭제 사실은 문서로 기록되어

야 한다.제2문 내지 제4문은 제53조 제1항 제1문 제1호 내지 제5호를 상으로 하지 않는 수사처

분을 통해서 이에 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자로부터 알게 된 경우에 상응하게 용된다.제160

조a제3항 제4항(증언거부권이 있는 경우의 수사처분)은 용한다.(5)통신정보가 공 근

기통신서비스의 제공자에 의해서 수집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통신이 종료된 이후

에 수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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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g조 제2항의 요건 하에서만 근할 수 있다.

직업상 비 수자의 증언거부권이 있는 사람들(제53조 제1항 제1문 제1호 내지

제5호)531)을 상으로 하고 있고 증언이 거부될 것으로 상될 수 있는 통신정보의

수집은 허용되지 않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된 내용은 사용될 수 없다.이에

한 기록들은 지체 없이 삭제되어야 한다.이의 획득과 기록의 삭제 사실은 문서

로 기록되어야 한다.

통신정보가 공 근 기통신서비스의 제공자에 의해서 수집되지 않는 경우에

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통신이 종료된 이후에 수집된다. 를 들어 학교나 기업

의 인트라넷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신의 통신정보가 수집되는 통신의 당사자들은 이에 해서 통지를 받아

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01a조 제6항).

4. 컴퓨   가  보  

가.컴퓨터데이터 제출명령

독일의 경우 약 제18조 제1항 제a호의 제출명령은 형사소송법 제95조(제출

인도의무)를 통해서 이행되고 있다.제95조는 제94조(압수 상)에서 언 한 종류의

상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수사기 의 요청이 있으면 그 상을 제출하고 인도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제1항).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소송

법 제70조에 규정한 질서유지수단 강제수단을 부과할 수 있다.다만,이 조항은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에게는 용되지 않는다(제2항).이 규정은 피의자 아닌 자가

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형사소추기 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하고 인도해야 할 의무

를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의 용 상은 유형물과 련되어 있지만,컴퓨터데이터

도 이에 상응하게 용된다.

531)제53조(직업상 비 수자의 증언거부권)(1)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아래 사실

에 한 증언거부권이 있다.1.성직자의 경우 사제로서의 신분 때문에 고해받았거나 알게된 사실

에 하여.2.피의자의 변호인의 경우 그 직업상 고백받았거나 알게 된 사실에 하여.3.변호사,

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선서한 회계감정인 세무사,세무 리인,의사,치과의사,심리치료

사,청소년 심리치료사,조산원의 경우 그 직업으로 인하여 고백받았거나 알게 된 사실에 하여.

3a.임신갈등법 제3조 제8조에 의해 승인된 상담소의 구성원 는 그 임을 받은 자의 경우 그

직업상 고백받았거나 알게 된 사실에 하여.3b. 청,단체 는 공법상의 시설이나 재단으로 인

가되었거나 이러한 조직에 부설된 마약 독자 상담소의 상담원의 경우 직업상 고백 받았거나 알게

된 사실에 하여.4.연방하원의 의원,연방총회의 구성원,유럽의회의 독일연방공화국의원 는

주의회 의원으로서 이 기 구성원으로 신분으로 인하여 일정 사실을 고백받은 경우 그러한 고백

을 한 자 그 사실 자체에 하여.5.인쇄물,방송, 화 는 정보제공이나 의사형성에 기여하

는 정보 커뮤니 이션 서비스의 비,제작 는 유포에 직업상으로 여하거나 여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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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요청은 형사소송법 제94조의 압수가 명해질 수 있는 모든 차에서 허용된다.

증거물의 제출요청은 그 이 에 증거물의 압수가 실패로 되었다는 것을 필요로 하

지 않는다.압수를 목 으로 한 수색이 실패한 경우에는 허용되지만,증거물이 특정

한 자에게 보 되고 있다는 구체 인 증거가 존재한 경우에만 제출요청이 허용된

다.

제출요청은 수색 압수에 비해서 침해가 덜한 조치이지만,이를 통해서 증거물

의 보 이 문제가 될 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합하지 않다.532)

긴 한 경우에는 검사 는 사법경찰 도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출요청을 거

부하는 경우 곧 바로 압수가 행해질 수는 없고 압수를 하기 해서는 법원에 의한

압수 장이 필요하다.제출명령은 서면 는 구두로도 가능하다.구두로 제출을 명

한 경우에는 이후에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한다.533)

제95조는 공공기 이 보 하고 있는 증거물에는 용되지 않는다.이것은 공무소

등에의 조회에 의해서 수집된다.제출 인도 의무는 형사소송법 제94조 제1항의

동산과 제94조 제3항의 운 면허증에 한한다.통신 종료 후 기통신사업자의 지배

역을 벗어나 수집되어야 하는 트래픽 데이터도 포함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

100g조 제3항).일반 인 견해에 따르면 제96조의 유효한 차단조항이나 제97조의

압수 지는 제출의무를 탈락시킨다.제출보다 침해가 덜한 조치로서 의무자의 정보

제공이나 사본의 제출이 고려되는 경우에는 비례성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534)

모든 보 자는 제출의무가 있다.즉 증거물의 보 이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던 상

이 없다.증거물의 소유자이든 제출에 소유자가 동의를 했건 계없다.제출해야

될 상이 마이크로필름이거나 데이터 장매체인 경우에는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제

출되어야 한다.535)

제출 거부 시 질서유지수단 강제수단은 법원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이것은 강

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이다.제출 거부의 단은 개별 상황에 따라 사안별로

단된다.증언거부권자에게는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

법원의 제출요청에 한 불복방법으로는 항고가 허용되고(형사소송법 제304조),

검사 사법경찰 의 제출요청에 한 불복방법으로는 형사소송법 제98조 제2항

제2문과 제161a조 제3항에 상응하게 당사자는 언제든지 법원의 재 을 신청할 수

있다.536)

532)Ritzert,Beck‘scherOnline-Kommentar§95,Rn1.

533)Ritzert,Beck‘scherOnline-Kommentar§95,Rn2.

534)Ritzert,Beck‘scherOnline-Kommentar§95,Rn3.

535)Ritzert,Beck‘scherOnline-Kommentar§95,Rn4a.

536)Greven,KarlsruherKommentarzurStrafprozessordnung,7.Auflage2013,StPO§95,R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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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입자 정보의 제출명령

약 제18조 제1항 제b호의 서비스 제공자의 제출의무는 독일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00j조(사용자정보제공)537)제1항과 제2항 기통신법 제113조538)제1항 제3문

에 의해서 가능하다.

537)형사소송법 제100j조(사용자정보제공)(1)사실 계의 조사나 피의자의 소재지를 수사하기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상 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에 력하는 자로부터 기통신법 제95조

와 제111조에 의해서 수집한 데이터의 제공이 요청될 수 있다( 기통신법 제113조 제1항 제1문).

단말기에 한 근이나 이 단말기에서 는 이로부터 공간 으로 분리되어 있는 장장치에 한

근이 보호되어 있는( 기통신법 제113조 제1항 제2문)데이터와 련되어 있는 경우 제1항의 정

보 제공은,이 데이터의 이용을 한 법률상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정보가 요청될 수 있다.

(2)제1항의 정보는 특정된 시 에 할당된 IP주소에 의해서도 요청될 수 있다( 기통신법 제113조

제1항 제3문).(3)제1항 제2문에 의한 정보요청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만 법원에 의해서 명령될

수 있다.지체의 험이 있는 경우(긴 한 경우에는)그 명령은 검사나 검사의 수사 (법원조직법

제152조)에 의해서도 내려질 수 있다.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 이 지체 없이 보강되어야 한다.

계인이 정보요청에 하여 이미 알고 있거나 알아야 했던 경우 는 데이터의 이용이 법원의 재

을 통해서 이미 허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문 내지 제3문은 용되지 않는다.제4문의 요건의

존재는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4)당사자는 제1항 제2문과 제2항의 사례들에서 그 제공을 통지

받아야 한다.통지를 통해서 정보제공의 목 이 좌 되지 않는 한 통지는 되어야 하고 제3자나 당

사자 자신의 한 보호 이익과 모순될 경우에는 통지는 단된다.제2문에 의한 통지가 유 되거

나 제3문에 의해서 단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문서로 기록되어야 한다.(5)제1항 는 제2항에

의한 정보요청을 이유로 업무상 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는 이에 력하는 자는 정보제공

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지체 없이 달해야 한다.제95조 제2항이 용된다.

538) 기통신법 제113조(수동 정보제공 차)(1)상업 으로 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에

력(참여)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서 제95조와 제111조에 의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 규정에 따라서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해서 제3항에 언 한 기 에게 해서 사용할 수 있다.이것은 이를 통

해서 단말기나 이 단말기에서 는 이로부터 공간 으로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는 장 시설에의

근이 보호되고 있는 데이터에도 용된다.정보제공에서 채택되는 데이터는 특정한 시 에 부여

된 IP주소를 근거로도 특정될 수 있다.이를 해서 통신정보(트래픽데이터와 치데이터)도 자동

으로 이용될 수 있다.제3항에 의한 정보제공을 해서는 체 기업내부의 데이터 출처가 고려되

어야 한다.(2)정보는,제3항에 언 한 기 이 이를 텍스트 형태로 개별 인 경우 범죄 는 질서

반행 를 소추할 목 으로,공공의 안 이나 질서에 한 험을 방지하기 해서 는 그에게

제1항과 련한 데이터의 수집을 허용하는 법률상의 규정에 따라서 제3항 제3호에 언 된 기 의

법률상 직무를 수행하기 해서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다.다른 공공기 는 비공공기

에 제1항의 데이터가 달되어서는 안 된다.지체의 험이 있는 경우 다른 형태의 요청에 해

서도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이 경우 그 요청은 지체 없이 사후에 텍스트형태로 승인되어야 한다.

정보요청의 정당성에 한 책임은 제3항에 언 한 기 이 부담한다.(3)제1항의 기 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범죄 질서 반행 의 소추를 할하는 기 .2.공공의 안 과 질서에 한 험

의 방지를 할 기 .3.연방 각 주의 헌법보호기 ,군사 정보기 ,연방정보기 .(4)상업상

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에 력하는 자는 요청받은 데이터를 지체없이(즉시)완 하게

달하여야 한다.정보요청과 정보제공에 하여 의무자는 당사자 제3자에 해서 비 을 유지해

야 한다.(5)상업 으로 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에 력하는 자는 자신의 책임 역에서

정보제공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자신의 부담으로 취해야 한다.100,000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자는 정보요청의 수령 해당 정보의 제공을 해서 안 한 자 속창구를 제110조 제3항에

의한 기술지침에 따라서 설치해야 하고,이를 통해서 무권한자로부터의 데이터의 인식으로부터 안

하게 달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모든 정보요청은 책임 있는 문가를 통해서 제2항에 언 한 형

식 인 요건이 수되는지 검되어야 하고 그 검의 결과가 정 인 경우에 한해서만 그 처리

가 행해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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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00j조는 2013년 7월 1일자 ‘기통신법의 개정 사용자정보요청

에 한 새로운 규정을 한 법률’539)을 통하여 발효되었다.이 규정은 2012년 1월

24일 연방헌법재 소의 결(1BvR1299/09)을 근거로 도입되었다.그 때까지 실무

에서는 사용자정보의 요청과 련하여 특히 IP주소의 요청과 련하여 헌법상의 요

청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의가 제기되고 있었고 헌법재 소는 새로운 규

정을 도입하도록 입법자에게 2013년 6월말까지 기한을 허용하고 있었다.

형사소송법 제100j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 계의 조사나 피의자의 소재지를 수사

하기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상 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에 력하는

자로부터 기통신법 제95조540)와 제111조541)에 의해서 수집한 데이터의 제공이 요

539)BGBl.2013I,1602.

540) 기통신법 제95조 (계약 계)(1)서비스제공자는 제3조 제3호에 언 한 목 을 달성하기 하

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서비스제공자와의 계

약의 이행을 해 필요한 경우 계약 계의 범 내에서 자신의 가입자와 다른 서비스제공자의 가

입자의 사용자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이 법 는 다른 법률이 제3자에게 사용자정보의

달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2)서비스제공자는 가입자를

한 상담,자신의 상품 고,시장조사 그리고 다른 이용자의 개별 인 상담요청에 따른 면담을

해서 제1항 제2문에 언 한 가입자의 사용자정보를 이용할 수 있지만,이러한 목 을 해서 필

요하고 가입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한다.기존 고객과의 계에 있어서 가입자의 호출( 화)번호

는 우편주소 자우편주소를 정당하게 알고 있는 서비스제공자는,가입자가 이용에 거부하지

않았다면,제1문에 언 한 목 을 해서 가입자의 화 는 우편주소로 문서나 그림에 의한 달

을 해서 사용될 수 있다.제2문에 의한 화번호나 주소의 사용은,가입자가 화번호나 주소의

수집이나 처음 장한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제1문에서 언 한 목 으로 이 화번호나 주소로 메

시지를 달하는 경우에 있어서 서비스제공자가 가입자에게 계속 인 메시지의 달을 언제든지

서면 는 자우편을 통하여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고 쉽게 읽을 수 있게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3)계약 계가 종료되면 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정보는 다음 년

도가 지난 후 폐기되어야 한다.연방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항이 이에 용된다.(4)서비스제공

자는 계약 계의 근거와 변경,통신서비스의 제공과의 계에 있어서 가입자의 정보를 검토하기

해서 필요한 경우 공식 인 증명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서비스제공자는 증명자료의 사본

을 작성할 수 있다.이 사본은 계약체결에 필요한 가입자의 정보를 확정한 후에 지체 없이 폐기되

어야 한다.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의해서 허용된 데이터와는 다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5)통신서비스의 제공은,가입자에게 당해 통신서비스에 한 다른 속이 동의가 없이는 불

가능하거나 기 가능한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데이터를 다른 목 으로 사용

하는 것에 한 가입자의 동의에 의존하게 해서는 안 된다.그러한 상황에서 행한 동의는 효력이

없다.

541) 기통신법 제111조 (보안기 의 정보요청에 제공해야 할 데이터)(1)업무상 통신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이에 참여( 력)하고 호출( 화)번호나 다른 속표지를 부여하거나 다른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호출( 화)번호나 다른 속표지를 해서 기통신 속을 제공하는 자는 이 법 제112조와

제113조의 정보제공 차를 하여 다음 각 호의 데이터가 경 목 을 해서 필요하지 않는 경우

라 하더라도 통신의 개통 이 에 수집하고 지체 없이 장하여야 한다;계약종료일자도 마찬가지로

장하여야 한다.이 데이터들이 가입자명부(제104조)에 기입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1문은 용된다.

1. 화번호 다른 속표지.2. 속보유자의 성명 주소.3.자연인의 경우 생년월일.4.유선

속의 경우 속지 주소.5.모바일 속과 함께 모바일 기기도 양도되는 경우 이 기기의 번호.6.

계약개시일자.제1문에 의해서 지체 없이 장해야 하는 의무는 제1문 제1호와 제2호의 데이터와

련하여 업상 공 이 근하는 자우편서비스를 제공하고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데이터를 수

집하는 자에게 용되며,이 경우 제1문 제1호의 데이터 신에 자우편함의 표지로 그리고 제1문

제2호의 속보유자 신에 자우편함의 보유자로 교체한다.제1문 는 제3문의 의무자가 데이터

의 변경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데이터를 정정해야 한다.이와 련하여 제1문의 의무자는,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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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될 수 있다( 기통신법 제113조 제1항 제1문). 기통신법 제95조는 서비스제공자

가 기통신서비스에 한 계약 계의 근거,내용 형성,변경 는 종료를 해서

필요한 경우 사용자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통신법

제111조는 보안기 의 정보요청에 하여 기통신사업자나 공 자 통신서비

스 제공자가 제공해야 할 데이터를 규정하고 있다.정보요청에 제공해야 될 데이터

는 ① 화번호 다른 속표지,② 속보유자의 성명 주소,③ 자연인의 경

우 생년월일,④ 유선 속의 경우 속지 주소,⑤ 모바일 속과 함께 모바일 기

기도 양도되는 경우 이 기기의 번호,⑥ 계약개시일자 등이다.계약종료일자도 마찬

가지로 장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00j조 제1항 제2문은 한 단말기에 한 근이나 이 단말기에서

는 이 단말기와 공간 으로 떨어져 있는 장장치에 한 근이 보호되어 있는

( 기통신법 제113조 제1항 제2문)데이터와 련되어 있는 경우 제1항 제1문에 따

른 정보 요청은 이 데이터의 이용을 한 법률상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

다.

형사소송법 제100j조 제2항에 따르면 기통신법 제95조와 제111조에 의해서 수

집한 데이터는 특정된 시 에 할당된 IP주소에 의해서도 요청될 수 있다( 기통신

법 제113조 제1항 제3문).

단말기에 한 근이나 이 단말기에서 는 이로부터 공간 으로 분리되어 있는

장장치에 한 근이 보호되어 있는( 기통신법 제113조 제1항 제2문)데이터에

한 정보 요청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 의해서만 명령될 수 있다.지체의

험이 있는 경우(긴 한 경우에는)그 명령은 검사나 수사 (법원조직법 제152조)

에 의해서도 내려질 수 있다.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 이 지체 없이 보강되어

야 한다.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은 당사자가 정보요청에 하여 이미 알고 있거나

알아야 했던 경우이거나 데이터의 이용이 법원의 재 을 통해서 이미 허용되어 있

는 경우에는 용되지 않는다.이러한 조건의 존재는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형사

소송법 제100j조 제4항).

별한 비용의 지불 없이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는,아직 수집하지 않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장하여야 한다.제113조에 의한 정보제공 차를 해서는 데이터 장의 형식은 자유로이 선택될

수 있다.(2)제1항 제1문 는 제3문의 서비스제공자가 경 트 를 고용한 경우에는 경 트

는 제1항 제1문 제3문의 데이터를 거기서 언 한 요건하에서 수집하여야 하고 이들 데이터와

제95조에 의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지체 없이 서비스제공자에게 달해야 한다;제1항 제2문은 이에

용한다.경 트 가 통상 인 업활동의 범 에서 자료의 변경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도 제1문

은 용된다.(3)이 규정의 발효일 이 에 존재하는 계약 계를 해서 제1항 제1문 는 제3문의

의미에서 데이터는 제1항 제4문의 사례들을 제외하고는 사후에 수집되어서는 안 된다.(4)데이터

는 계약 계가 종료되는 연도가 경과되면 삭제되어야 한다.(5)데이터수집 장에 한 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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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에 한 근이나 이 단말기에서 는 이로부터 공간 으로 분리되어 있는

장장치에 한 근이 보호되어 있는 데이터와 특정된 시 에 할당된 IP주소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제공을 통지받아야 한다.이러한 통지를 통해서 정보제공의

목 이 좌 되지 않는 한 통지는 되어야 하고 제3자나 당사자 자신의 한 보호

이익과 모순될 경우에는 통지는 단된다.이러한 통지가 유 되거나 단된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문서로 기록되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00j조 제4항).

정보요청을 이유로 업무상 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는 이에 력하는 자

는 정보제공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지체 없이 달해야 한다. 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를 받는다(형사소송법 제100j조 제5항).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j조(사용자기본정보제공)는 우리의 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통신자료제공요청과 유사하다.

5. 어 는 컴퓨  수색과 압수

약 제19조 제1항(컴퓨터시스템 데이터 장매체에 한 수색)과 제3항(컴퓨터

데이터의 압수)에 규정된 장된 컴퓨터데이터의 수색과 압수에 한 조치들은 형

사소송법 제94조 이하의 압수 련 규정과 제161조(검사의 수사)542) 제163조(경

찰의 임무)543)에 의해서 가능하다.

542)형사소송법 제161조(수사;비 수사로 획득한 정보의 사용)(1)제16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명시

된 목 에 따라 검사는 모든 공공기 에 하여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그 권한에 한 다른 특별

한 법규정이 없는 한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경찰기 과 경찰직공무원이 이를 수

행하도록 할 수 있다.경찰기 과 경찰직공무원은 검사의 의뢰나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이

경우 다른 모든 기 에게 정보를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2)본 법률에 따른 수사처분이 특정한 범

죄행 에 한 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경우,다른 법률에 따른 수사처분에 근거하여 획득

된 개인 련 정보는 본 법률에 따를 때에도 그와 같은 처분이 허용되었을 것으로 단되는 범죄행

의 규명을 해서 필요한 때에 한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형사 차에서 증거목 으로 사용할

수 있다.제100d조 제5항 3호는 이로부터 향을 받지 않는다.(3)경찰법에 근거하여 비공개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요원을 보호하기 해 기술 수단을 투입하여 주거의 내부에서 는 주거로부

터 획득한 정보는,당해 기 이 치하고 있는 지역의 할 지방법원(제162조 제1항)이 그 처분의

법성을 확인한 때에만 비례성원칙을 감안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기본법 제13조 제5항),긴 을

요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원의 사후 인 단을 구해야 한다.

543)형사소송법 제163조(경찰의 임무)(1)경찰기 과 경찰공무원은 범죄행 를 조사하여야 하며,사

실 계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방하기 해 지체해서는 안 될 모든 명령을 내려야 한다.이러한

목 에서 경찰기 과 경찰공무원은 다른 기 에 해 정보제공을 의뢰할 권한이 있으며,긴 을 요

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규정에 권한과 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모든 종류의 수사를 행할 권한이 있다.(2)경찰기 과 경찰공무원은 모든 수사내용을 지

체 없이 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사의 신속한 조사행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모든

수사자료를 직 지방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3)경찰공무원에 의한 증인신문에 해서는 제52조

제3항,제55조 제2항,제57조 제1항과 제58조,제58조a,제68조 내지 제69조를 용한다.제68조 제3

항 제1문에 따른 허가와 증인에 한 조력제공자의 임명에 해서는 검사가 결정하며,그 밖의 필

요한 결정사항에 해서는 신문을 주재하는 자가 이를 결정한다.제68조b제1항 제3문에 따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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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제19조 제3항 제d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한 컴퓨터 시스템에 있는 컴퓨

터데이터에 근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로부터 제거할 기 의 권한은 약 제15조

(조건과 보장)의 에서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야 한다. 자 형태로 확보되는

각각의 증거물이 이와 련되는 것이 아니라,범죄를 통해서 야기되거나 이의 범행

이나 비를 해서 행해지거나 특정되어지는 그러한 데이터를 근불가능하게 하

거나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권한은 독일법에서 보 (형사소송법 제111b

조(목 물의 보 )544)이하 규정)과 몰수(형법 제74조 이하)에서 고려되고 있다.

원격지 컴퓨터 시스템의 수색을 가능하게 하는 약 제19조 제2항은 형사소송법

제110조545)제3항으로 이행되었다.제110조 제3항은 자 데이터 장매체의 열람

을 공간 으로 떨어져 있는 장매체에 확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데이터 장

매체의 확보까지 데이터의 손실이 우려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사(수사)를 해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데이터를 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제110조 3항은 데이

터를 상실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색 당사자에게 있어서 자 장매체의 열

람은 이것이 가능한 한 당사자와 공간 으로 떨어져 있는 장매체에도 확 될 수

있지만,이것은 발견한 데이터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 한다.수색에 요

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데이터는 확보되어야 하며,제98조 제2항546)을 용하고 있

다.

약 제19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에 한 정보요구권(제3자의 력의

공무원의 결정에 해서는 제161a조 제3항 제2문 내지 제4문을 용한다.경찰공무원이 감정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내용과 차는 제52조 제3항과 제55조 제2항을 용한다.제81c조 제3항 제1문과

제2문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의 조사와 련해서도 그 의미에 맞게 용한다.

544)제111b조 (목 물의 보 )(1)목 물에 한 추징과 몰수의 요건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유력

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제111c조의 압수에 의해 목 물을 보 할 수 있다.제94조 제3항은 여

히 유효하다.(2)등가물의 추징이나 몰수를 한 요건이 존재함을 인정할만한 유력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그 보 을 하여 제111조d에 의한 압류를 명할 수 있다.(3)제102조 내지 제110조를 용

한다.(4)형법 제73조 제1항 제2문의 요건이 존재한다는 것만을 이유로 추징을 명하지 않았다면

제1항내지 제3항을 용한다.

545)형사소송법 제110조 (1)수색 상자의 서류에 한 열람(Durchsicht)권한은 검사와 검사의 명령

을 받은 수사 (법원조직법 제152조)에게 있다.(2)공무원은 발견한 서류에 해서 그 소유자가 열

람을 허용한 경우에 한해서만 열람 권한이 있다.그 지 않으면 공무원은 그 서류의 열람을 허용하

는 것으로 간주하여,소유자의 면 에서 인을 어 인한 다음, 투에 넣어서 검사에게 교부하

여야 한다.(3)수색 당사자에게 있어서 자 장매체의 열람은 그것의 열람이 가능하는 한 당

사자와 공간 으로 떨어져 있는 장매체에도 확 될 수 있지만,이것은 발견한 데이터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수색(Untersuchung)에 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데이터는 확보되

어야 한다;제98조 2항은 이를 용한다.

546)형사소송법 제98조 제2항 법원의 명령없이 물건(Gegenstand)을 압수한 공무원은,압수시에 압수

의 당사자나 성인의 가족이 부재한 경우이거나 당사자와 당사자의 부재시에 당사자의 성인 가족이

압수에 해서 명백하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당사자는

언제나 법원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공소가 아직 제기되지 않는 한,이를 탁받은 법원이 결정

한다.당사자는 압수가 행해진 할내의 구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구법원은 이를 할법원으

로 이송한다.당사자는 그의 권리에 하여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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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은 증인에게 용되는 규정(형사소송법 제48조547)이하548))과 정보제공을 거부하

는 경우에 있어서 강제처분(형사소송법 제70조:이유 없는 증언거부 는 선서거

부)549)에 의해서 가능하다. 자 데이터 처리를 해서 이 규정들이 의미하는 것

은 증인은 특히 컴퓨터시스템에 한 암호화기술,보안체제 는 그 밖의 근권한

에 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이를 수사기 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게다

가 증거수단( 컨 암호)이 어디에 있고,그것이 어떻게 평가되는가에 한 정보가

질문을 통해서 확보되어야 한다.이러한 인식을 토 로 하여 이후의 강제처분이 진

행될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자에 한 정보제공의무가 배제될 수 있는 자의 증인

묵비권(형사소송법 제52조 이하550))은 약 제15조 제1항에서 고려될 수 있다.그리

고 자기부죄 지원칙에 의해서 피고인에게 그러한 정보제공의무는 부과될 수 없다.

6. 트래   실시간 수집

약 제20조의 트래픽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은 형사소송법 제100g조(통신정보수

집)에 의해서 가능하다.이번에 개정된 제100g조는 3가지 종류의 통신정보의 수집

방법,직업상 비 수자의 통신정보 수집 제한,통신정보가 공 통신망 제공자에

의해서 수집되지 않는 경우의 수집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547)형사소송법 제48조(증인의 소환)(1)증인은 그를 신문할 수 있도록 특정 기일에 법 앞에 출두

할 의무가 있다.증인은 법률로 허용되어 있는 외가 존재하지 않는 한,진술할 의무가 있다.(2)

증인을 소환할 때에는 증인에게 이익이 되는 차법 규정,증인을 보호하기 한 행법상의 가

능성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의 법률 효과를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1조 (불출석의 효

과)(1) 법한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그 불출석으로 유발된 비용이 부과된다.이와 동시

에 질서벌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과태료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질서벌로서 구류에

처할 수 있다.증인의 강제구인 한 허용되며,이 경우 제135조를 용한다.불출석이 반복되는 경

우 질서벌을 재차 부과할 수 있다.(2)증인이 불출석한 것에 해 제 때에 충분한 해명을 하 다

면,비용 질서벌을 부과하지 않는다.제1문의 해명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증인이 그

지체에 유책성이 없다는 사실이 소명될 때에만 비용 질서벌을 부과하지 않는다.증인이 사후에

불출석 사유를 충분히 해명하 다면 제2문의 요건에 따라 그 명령을 취소한다.(3)이들 처분권은

소송 비 차에 여한 사 수명법 과 수탁 사에게 귀속된다.

548)형사소송법 제48조(증인의 소환),제49조(연방 통령에 한 신문),제50조(정부각료 국회의원

에 한 신문),제51조 (불출석의 효과),

549)형사소송법 제70조(증언거부 는 선서거부)(1) 법한 이유 없이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

우 증인에게 그 거부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부과한다.이와 동시에 그에게는 질서벌로서 과태료

를 부과하며,과태료 징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질서벌로서 구류에 처한다.(2) 한 증언을 강제하기

한 감치를 명할 수 있으나,그 기간은 해당 심 에서의 차의 종결시 을 넘지 못하며 한 6개

월을 과할 수 없다.(3)이들 처분에 한 권한은 소송 비 차 담당법 수명법 과 수탁

사에게도 있다.(4)이러한 처분이 모두 사용되었다면,동일한 행 를 상으로 하는 동일 차 혹

은 다른 차에서는 이 처분을 다시 행할 수 없다.

550)형사소송법 제52조 (인 사유로 인한 증언거부권),제53조(업무상증언거부권),제53조a(보조자의

증언거부권),제54조(법 과 공무원에 한 증언허가),제55조(정보제공거부권),제56조 (거부사유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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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통신법 제96조 제1항의 통신정보의 수집(제1항)

기통신법 제96조 제1항의 통신정보의 수집은 특정한 사실이 1.개별 으로도

요한 의미를 가지는 범죄,특히 제100a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통신감청이 가능한

범죄)를 행한 경우와 2. 기통신을 수단으로 행한 범죄를 범하 다는 의를 뒷

받침하는 경우,사실 계의 조사를 해서 필요하고 데이터의 수집이 사건의 의미

와 정한 계에 있는 한,수집될 수 있다. 기통신을 수단으로 행한 범죄는 사실

계의 조사가 다른 방법으로는 견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치정보의 수

집은 사실 계의 조사나 피의자의 소재지를 악(수사)하기 해서 필요한 경우,이

항에 의해서 오로지 장래에 해당되는 통신정보나 개별 으로도 요한 의미를 가지

는 범죄(제1문 제1호)의 경우에만 실시간으로 허용된다.

나. 기통신법 제113b조에 의해서 장된 통신정보(제2항)

특정한 사실이 군가가 정범 는 종범으로 제2문에 정한 특별한 범죄를 범했

거나 미수가 처벌되는 사례에서 실행에 착수한 경우 그리고 그 행 가 개별 으로

도 특별히 하다는 의를 뒷받침하는 경우,사실 계의 조사나 피의자의 소재

지의 확보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본질 으로 어렵거나 견할 수 없고 데이터 수

집이 사건의 의미와 합한 계에 있는 한, 기통신법 제113b조551)에 의해서

551) 기통신법 제113b조 (통신정보의 장 의무)(1)제113조a에 언 된 자는 제2항 제3항의 데

이터는 10주간,제4항의 치데이터는 4주간 국내에 장할 의무가 있다.

(2)공 근 화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것을 장한다.

1.송수신하는 회선의 호출 번호 는 다른 표지 그리고 그 밖에 참가하는 모든 회선의 환 개

의 경우 호출 번호 는 다른 표지.

2.표 시간 의 정보가 있는 속 시작과 종료의 날짜 시간.

3. 화서비스와 련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는 경우 이용된 서비스에 한 정보.

4.휴 화의 경우에는

a)송수신되는 회선의 모바일 가입자의 국제 표지.

b)송수신되는 단말기기의 국제 표지.

c)송수신되는 회선을 통하여 속 시작 시 이용되는 무선기지국의 표지.

d)선불서비스인 경우 서비스가 처음으로 활성화되는 날짜 시간.

5.인터넷 화의 경우 송수신 회선의 IP주소 할당된 이용자 표지.

제1문은 다음 각 호에 용한다.

1.단문메시지 송(SMS),멀티미디어메시지 송(MMS) 는 이와 유사한 메시지 송의 경우.이 경

우 메시지 송의 송신 수신의 시 이 제1문 제2호의 정보를 신한다.

2.제공자가 제1문에 언 된 통신정보를 제96조 제1항 제2문에 언 된 목 을 하여 장하거나 로

토콜(기록)하는 한,응답이 없는 호출이나 네트워크 리를 한 개입으로 인한 효과가 없는 호출

의 경우.

(3)공 근 인터넷 속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데이터를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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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된 통신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

다.무선기지국 조회(제3항)

무선기지국에서 생성되는 모든 통신정보의 수집(무선기지국 조회)은 사실 계의

조사나 피의자의 체류지의 수사가 다른 방법으로 견할 수 없거나 본질 으로 어

려울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1문 제1호의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 기통신법 제

113b조에 의해서 장된 통신정보는 오로지 제2항의 요건 하에서만 근할 수 있

다.

라.직업상 비 수자의 통신정보의 수집 제한(제4항)

제53조 제1항 제1문 제1호 내지 제5호552)(직업상 비 수자의 증언거부권)에 언

된 사람들을 상으로 하고 있고 증언이 거부될 것으로 상될 수 있는 통신정보

의 수집은 허용되지 않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된 내용은 사용될 수 없다.이

1.인터넷 속을 해서 가입자에게 부여되는 IP주소.

2.인터넷이용으로 생성되는 회선의 명확한 표지 할당된 이용자 표지.

3.표 시간 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할당된 IP주소로 인터넷 이용 시작과 종료 날짜 시간.

(4)이동 화서비스 이용의 경우에는 송수신 회선을 통하여 속 시작 시 이용된 무선기지국의 표지가

장되어야 한다.공 근 인터넷 속서비스의 경우에는 인터넷 속서비스 시작 시 이용된 무선

기지국의 표지가 장되어야 한다.추가로 지리 치 각 무선셀을 할하는 무선안테나의 주

요 송출 방향을 생성하는 데이터도 장되어야 한다.

(5)통신의 내용,호출한 인터넷사이트에 한 정보 그리고 자우편서비스의 데이터는 이 규정을 근

거로 장되어서는 안 된다.

(6)제99조(개별 통신 연결 증명)제2항에 언 된 속을 근거로 하고 있는 데이터는 이 규정을 근거

로 장되어서는 안 된다.이것은 제99조 제2항에 정한 자( 화상담 사제 건강 상담자)로부터

나오는 화 속에 상응하게 용된다.제99조 제2항 제2문 내지 제7문은 용한다.

(7)데이터의 장은 권한 있는 자의 정보 청구 시에 지체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8)제113조a제1항의 의무자는 이 규정을 근거로 장된 데이터를 지체 없이 하지만 늦어도 제1항의

장기간 경과 후 일주일 이내에,복원할 수 없도록 삭제하거나 복원할 수 없는 삭제(조치)를 확보

해야 한다.

552)제53조(직업상 비 수자의 증언거부권)(1)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아래 사실

에 한 증언거부권이 있다.1.성직자의 경우 사제로서의 신분 때문에 고해받았거나 알게된 사실

에 하여.2.피의자의 변호인의 경우 그 직업상 고백받았거나 알게 된 사실에 하여.3.변호사,

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선서한 회계감정인 세무사,세무 리인,의사,치과의사,심리치료

사,청소년 심리치료사,조산원의 경우 그 직업으로 인하여 고백받았거나 알게 된 사실에 하여.

3a.임신갈등법 제3조 제8조에 의해 승인된 상담소의 구성원 는 그 임을 받은 자의 경우 그

직업상 고백받았거나 알게 된 사실에 하여.3b. 청,단체 는 공법상의 시설이나 재단으로 인

가되었거나 이러한 조직에 부설된 마약 독자 상담소의 상담원의 경우 직업상 고백 받았거나 알게

된 사실에 하여.4.연방하원의 의원,연방총회의 구성원,유럽의회의 독일연방공화국의원 는

주의회 의원으로서 이 기 구성원으로 신분으로 인하여 일정 사실을 고백받은 경우 그러한 고백

을 한 자 그 사실 자체에 하여.5.인쇄물,방송, 화 는 정보제공이나 의사형성에 기여하

는 정보 커뮤니 이션 서비스의 비,제작 는 유포에 직업상으로 여하거나 여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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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기록들은 지체 없이 삭제되어야 한다.이의 획득과 기록의 삭제 사실은 문

서로 기록되어야 한다.제2문 내지 제4문은 제53조 제1항 제1문 제1호 내지 제5호

를 상으로 하지 않는 수사처분을 통해서 이에 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자로

부터 알게 된 경우에 상응하게 용된다.제160a조 제3항 제4항553)(증언거부권이

있는 경우의 수사처분)은 용한다.

마.공 통신망 제공자에 의해서 통신정보가 수집되지 않는 경우의 수집 방법(제5

호)

통신정보가 공 근 기통신서비스의 제공자에 의해서 수집되지 않는 경우에

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통신이 종료된 이후에 수집된다.

7. 통신내용  실시간 수집

약 제21조의 통신내용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은 형사소송법 제100a조554)와 제

553)제160조a(증언거부권이 있는 경우의 수사처분)(3)제1항과 제2항은 제53조a에 언 된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용한다.(4)특정한 사실에 비추어 증언거부권이 있는 사람이

범죄행 의 공범이거나 범죄비호죄,범인은닉죄 는 장물죄의 형태로 범죄행 에 여했다는 의

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용하지 않는다.범죄행 가 친고죄이거나 권한 임이 있는

경우에만 소추가 가능한 범죄인 경우 제53조 제1항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사례와 련하여 고

소가 제기되거나 권한이 임된 즉시 그리고 그 범 내에서만 제1문을 용한다.

554)제100a조 (1)다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하더라도 기통신을 감시하거나 녹화할 수 있

다.1.어떤 자가 정범 는 공범으로써 제2항에 규정된 한 범죄를 범했거나,가벌 미수의 경

우 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 거나,다른 범죄행 를 통해서 그 범죄를 비하 다는 의가

일정한 사실에 근거해 있고,2.그 범죄행 가 한 개별 인 경우에도 하다고 평가되고,3.사실

계의 조사나 피의자 거주지의 수사가 다른 방법으로는 본질 으로 어렵거나 가망이 없을 경우.

(2)제1항 1호의 한 범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형법

a.형법 제80조 내지 제82조,제84조 내지 제86조,제87조 내지 제89조,제94조 내지 제100a조의 평화

교란죄,내란죄,민주 법치국가 험죄,간첩죄 외 안 험죄(외환의 죄)

b.제108e조의 의원매직죄

c.제109d조 내지 제109h조의 국방에 한 죄

d.제129조 내지 제130조 공공질서에 한 죄

e.제146조 내지 제151조,경우에 따라서는 제152조(외국의 통화,유표·인지·유가증권)와 련하여 통화

유가증권의 조,제152a조 3항과 제152b조 1항 내지 4항(유로체크 유로체크신용카드의

조)

f.성 자기결정권에 한 죄 제176a조,제176b조,제177조의 2항 2호,제179조 5항 2호.

g.제184b조 1항내지 3항의 아동포르노그래피의 유포,취득,소지죄

h.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모살죄 고살죄

i.개인의 자유에 한 죄 제232조 내지 제233a조,제234조,제234a조,제239a조,제239b조

j.제244조 1항 2호의 범죄단체구성 도죄와 제244a조의 범죄단체구성 도

k.제249조 내지 제255조의 강도 공갈의 죄

l.제266조 제260a조의 업 장물취득,범죄단체구성 장물취득, 업 범죄단체구성 장물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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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b조의 기통신감청에 의해서 가능하다. 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에

력하는 자는 법원,검찰 는 검찰의 경찰직무에서 활동하는 수사 에게 기통신

m.제261조 1항,2항,4항의 자 세탁 불법취득재산가치의 은닉

n.제263조 3항 2문의 조건하에서 그리고 제263조 5항의 사례에서,경우에 따라서는 제263조 2항과

련한 사기 컴퓨터 사기죄

o.제264조 2항 2문의 조건하의 보조 사기와 제263조 5항과 련한 제264조 3항의 보조 사기죄

p.제267조 3항 2문의 조건하의 문서 조죄와 제267조 4항,경우에 따라서는 제268조 5항 제269조

3항과 련한 경우에 있어서의 문서 조죄,제275조 2항과 제276조 2항의 문서 조죄

q.제283조 2문의 조건하의 산죄

r.제298조,제300조 2문을 조건으로 하는 제299조의 경쟁에 한 죄

s.제306조 내지 제306c조,제307조 1항내지 3항,제308조 1항 내지 3항,제309조 1항내지 4항,제310조

1항,제313조,제314조,제315조 3항,제315b조 3항 제316a조 제316c조의 사례들에 있어서 공

공 험죄

t.제332조와 제334조의 수뢰죄 뇌물공여죄

2.조세법

a)제370조 3항 2문 5호의 조건하의 탈세

b)제373조에 의한 업 ,강제 ,조직 수

c)제374조 2항의 조세장물

3.약사법 제95조 3항 2문 2호 b의 조건하의 제95조 1항 2a호에 의한 범죄

4.망명 차법

a)망명 차법 제84조 3항의 불법 인 망명신청의 유인

b)망명 차법 제84a조의 업 ,조직 으로 행하는 불법 망명신청의 유인

5.외국인 체류법

a)제96조 2항의 외국인의 입국

b)제97조의 입국치사와 업 조직 입국

6. 외경제법

외경제법 제34조 1항내지 6항의 범죄

7.마약법

a)제29조 3항 2문 1호에 규정된 것을 조건하에 이와 련한 규정에 의한 범죄

b)제29a조,제30조 1항 1호,2호,4호 제30a조와 제30b조에 의한 범죄

8.마약원료감시법

제29조 3항 2문을 요건으로 하는 제29조 1항의 범죄

9. 쟁무기의 통제에 한 법:

a)제19조 1항내지 3항,제20조 1항과 2항의 범죄,제20a조 1항내지 3항의 범죄 경우에 따라서는

제21조와 련한 범죄

b)제22a조 1항내지 3항의 범죄

10.국제형법 :

a)제6조의 민족모살

b)제7조의 인간에 한 범죄

c)제8조 내지 제12조의 쟁범죄

11.무기법

a)제51조 1항내지 3항의 범죄

b)제52조 1항 1호,2호 c와 d,제5조와 제6조의 범죄

(3)명령은 피의자 는 다른 사람에게 내려질 수 있는데,다른 사람이란 피의자를 해서 특정되었거

나 피의자가 야기한 통지를 받거나 교부한 사실 는 피의자가 그 사람의 통신 속시설을 사용한

사실을 특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제1항의 조치를 통해서 사 인 생활형성의 핵심 역이 인지될 수 있음을 인정할만한 사실상의 근

거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한 조치는 허용될 수 없다.제1항의 조치를 통해서 사 생활형성의 핵심

역에서 인지된 것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이에 한 녹화는 지체 없이 삭제되어야 한다.이러

한 사 생활형성의 핵심 역에서 알게 된 것과 이의 삭제 사실은 문서로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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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시와 기록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규정에 상응하

게 기술 그리고 조직 조치를 취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00b조 제3항).이를 거

할 경우 질서처분 강제처분이 취해질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0b조 제3항 제3

문 제95조 제2항).형사소추기 이 한 감시를 으로 독자 인 수단을 사용

하여 이행하는 것도 정당화된다.형사소송법 제100a조 제1항 제1문에 따르면 기

통신을 감시하고 녹취할 권한은 기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

는다.

지 까지 상호 력은 상업 인 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만 한정되었다.

약은 이러한 제한을 한 이 역에도 두고 있지 않다.상호 력의무는 그러므로

개정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더 이상 상업 으로 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독일 형사소송법상 침해의 정도가 특히 심한 처분으로써 기통신데이터의 실시

간 수집은(형사소송법 제100a조,제100b조)특정한 범죄유형에 한하여 제한되어 있

다.그러나 이것은 약 제14조 제2항과 련하여 문제는 없다.왜냐하면 제21조에

의한 내용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은 한 범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Ⅲ. 보

독일은 다음 3가지 규정에서 유보를 선언하고 있다.

1.제6조 장치의 남용에서 제1항(a)(i)의 장치와 련하여 (b)의 장치의 소지는

용하지 않는다.

2.제3조 불법감청에서 미수는 범죄행 로 규정하지 않는다.

3.제2조 내지 제11조에서 정한 범죄가 아닌 경우 제29조의 장 데이터의 신속한

보 의 요청은 공개(제공)시 에 방가벌성의 조건이 이행될 수 없다고 믿을 만

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가벌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 될 수 있다.

2  미

Ⅰ. 개

1.  사 죄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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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01년 11월 23일 유럽사이버범죄 약에 서명하 으나 비 은 그보다 늦

은 2006년 11월 23일,그리고 2007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이로써 미국은 서명국

16번째로 비 국가가 되었다. 약 가입이 에도 미국 형법 에는 사이버범죄를

규율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비 이후에도 몇 차례 법률의 개정을 통해 갈수록

문화,다양화 되어져가는 사이버범죄에 응하고 있다.사이버범죄를 규율하는 규

정 제·개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1980년 컴퓨터 범죄가 증함에 따라 기존의 연방 형사법 규정으로는 이들

을 모두 효율 으로 규정할 수 없게 되자 이에 한 특별한 법규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통 법규나 그에 한 일부 개정으로써 응이 가능한 것인지에 해 견

해가 립되었다.후자는 컴퓨터 기술이 날로 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마다 특

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부 할 뿐만 아니라,특별법 제정으로 기존법규와 복될

수 있어 오히려 부작용을 래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든 반면 자의 입장에서는

유형 형태에서 무형 형태로 변화되는 기술 이를 범죄구성요건에 포섭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과 계속 출 하고 있는 기술의 남용에 처할 수 있도록

고안된 새로운 법률이 요구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이러한 견해 립 속에서

연방의회는 특별법을 채택하는 견해를 수용하 고555)이에 1984년 포 범죄규제

법(ComprehensiveCrimeControlActof1984)556)557)을 제정하여 연방법 제18편

제1030조(18U.S.C.§1030)에 컴퓨터와 컴퓨터 네트워크에 한 이용권한 없는 근

과 이를 이용하는 규정을 포함시켰다.이후 1986년 컴퓨터 련 범죄를 일 으로

규정한 ‘컴퓨터사기 오용법’(ComputerFraudandAbuseAct:CFAA)제정을

통해 연방법 제18편 제1030조를 수정하 고 이를 통해 컴퓨터 정보처리에 한

범죄 행 를 규제하고 있다.CFAA란 컴퓨터 련 사기와 남용에 한 법률로 은

행이나 증권사와 같은 융사들이 독 으로 이용하는 컴퓨터나 연방 정부가 독

으로 이용하는 컴퓨터 등을 ‘보호되는 컴퓨터’(ProtectedComputer)로 규정하고,

555)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당 형법의 기존 법규에 범죄의 정의를 확장하여 개정하는 방법으로

인터넷범죄를 규제하게 되었으나 재는 ‘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이 정

보통신망에의 무단침입,바이러스 침투 등의 해킹과 정보의 비 침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 훼

손,음란물유포,스토킹 등 다양한 인터넷범죄를 규율하는 특별법이며 이 법이 인터넷범죄에 한

기본법규로 기능하고 있다.

556)U.S.C는 미연방법 으로 총 5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연방형법은 연방법 에 산재되어 있어 별도

의 연방형법 은 존재하지 않는다.미의회는 연방형법에 한 재법 화가 필요하다고 단하여

1966년도에 연방형법제정 원회를 설립하고 연방법 개정을 건의하 으나 채택되지 않았다(염동

신, 자우편과 컴퓨터범죄수사,검찰, 검찰청,2002,93면,각주 15참조).

557)포 범죄규제법(TheComprehensiveCrimeControlActof1984)은 1900년 이래 처음으

로 연방법 형법 련 조항을 포 으로 개정한 것이다.포 범죄규제법은 총 7가지 부분에

서 개정이 이루어 졌는데 그 하나가 신용카드 사기와 컴퓨터 사기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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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컴퓨터에 허락 없이 속하려는 행 를 범죄로,ProtectedComputer외에

다른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비 번호를 알아내려는 행 는 경범죄로,공정신

용정보법(TheFairCreditReportingAct)558)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 신용정보들과

정부의 각 부서에 한 모든 정보에 허락 없이 근할 경우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이다.

연방법 제18편 제1030조 이외에도 크게 자통신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onsPrivacyAct:ECPA)라고 불리는 커다란 제목 아래 연방법 18편

에서 §2071( 장된 통신에 한 불법 근),§2511(유선도청),제18편 Chapter

206(Pen Register) 등에서 자 통신의 보호에 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1028(a)(7)(신분 취), §1028A(가 된 신분 취), §1029( 근장치 사기),

§1037(CAN-SPAM 법),§1343(유선 사기),§1362(통신 방해)등에서 컴퓨터 네트워

크 련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2. CFAA  개  과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컴퓨터 범죄를 규율하는 기본법은 CFAA인데 동법은

컴퓨터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정교화 해짐에 따라 그에 한 반동으로 그동안 8차

례의 개정(1988,1989,1990,1994,1996,2001,2002,2008)을 한 바 있다.559)

가.1986년도 제정 주요내용

주 요건으로 ‘고의로’(knowingly)를 ‘의도 으로’(intentionally)라고 개정하여

구성요건을 보다 분명하게 하 다.

나.1994년도 개정 주요내용

1994년도에는 CFAA가 애 형사사건을 규율 상으로 하던 것을 민사소송의 경

우까지 용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 다.560)

558)15U.S.C§1681.

559)개정 과정은 미국 법무부 자료를 참조하 으며 개별 법률에 의해 CFAA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

에는 법무부 홈페이지의 개별 법률을 번역하 다.개 인 개정 과정에 해서는 아래 홈페이지

참조.http://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criminal-ccips/legacy/2015/01/14/ccmanual.pdf.;상

세한 조문 개정에 해서는 http://uscode.house.gov에서 1030조 amendments부분 참조.

560)18.U.S.C.§1030(g)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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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96년 개정 주요 내용

1996년 개정은 ‘국가정보기반보호법’(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Act)561)을 제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특이할만한 은 ① 악성코드

(maliciouscode),즉 computerviruses,computerworms등과 같이 일 혹은 컴

퓨터 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손상시키거나 괴하는 컴퓨터 로그램에 처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개정 법은 불법한 근에만 을 맞추어 규정함

으로써 근 없는 침해에 처할 수 없었다.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고의

로 컴퓨터 정보를 손상하거나 시스템의 이용을 방해할 의도로 컴퓨터나 컴퓨터 시

스템에 로그램, 정보, 코드, 명령을 송’(transmisstion of a program,

information,code,orcommandtoacomputerorpreventtheuseofthesystem)

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개정하 다.그리고 ② 제1030(a)(4)의 ‘연방정부가 독

으로 이용하는 컴퓨터‘(federalinterestcomputer)를 ‘보호되는 컴퓨터’(protected

computer)로 개정하 다는 이다.이는 인터넷과 같이 주(洲)상호간 는 외국과의

통신에 사용되는 컴퓨터와 미국 연방정부와 융기 의 컴퓨터를 포 하는 개념으

로 1996년 법 개정 이 에는 주(洲)상호간 통상에 사용되지 않는 미국정부나 융

기 의 컴퓨터는 보호 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주상호간 는 외국

과의 통상이나 통신에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시킴으로써 이를 보완한 것이다.

라.2001년 개정 주요 내용

1996년도 법개정 이후에도 미국 내 공격자가 해외의 컴퓨터 시스템을 공격하거나,

외국 거주자가 해킹을 하면서 미국을 통하여 통신문을 발송할 때 연방법 제18편 제

1030조(18U.S.C.§1030)규정 용여부가 애매하 으나 2001년 소 미국 애국법

(USA PATRIOT Act)제정을 통해 제1030(e)(2)(B)를 신설하 고 이를 통해 미국

의 주(州)상호간 혹은 외국 무역 혹은 통신에 향을 주는 방식으로 이용되는 미국

밖에 치하는 컴퓨터도 보호되는 컴퓨터에 포함시켰다.562)

561)TheNationalInformation InfrastructureProtection Act(Pub.L.104–294,110 Stat.3488,

enactedOctober11,1996;H.R.3723)wasTitleIIoftheEconomicEspionageActof1996,as

anamendmenttotheComputerFraudandAbuseAct.

562)USA PATRIOT Act(U.S.H.R.3162,PublicLaw 107-56),TitleVIII,Sec.814.Amended18

U.S.C.§1030(e)(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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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2008년 개정 주요 내용

2008년도에는 ‘개인정보 도난과 복권에 한 수정 법률’(the Identity Theft

EnforcementandRestitutionActof2007)의 제정을 통해 CFAA를 폭 개정하

는데 주로 용의 강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 법안은 개인정보 도난 등으로

신용을 되찾는데 들인 돈과 시간을 모두 복구할 수 있도록 사이버 범죄에 한 엄

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HP스캔들로 잘 알려진 리텍스

(pretexting·타인의 통화 기록과 같은 사 인 정보를 회사 등이 본인을 사칭해 입

수하는 행 )이 처음으로 연방 범죄로 다 진다.특히 18U.S.C.§1030(a)(2)(C)의

개정을 통하여 ‘주상호간 는 외국과의 통상이나 통신을 통하여 얻은 정

보’(informationfrom anyprotectedcomputeriftheconductinvolvedaninterstate

orforeigncommunication)에서 장소 제한부분을 삭제하고 ‘보호되는 어떠한 컴퓨

터로부터 얻은 정보’(informationfrom anyprotectedcomputer)로 개정하여 해외에

거 을 둔 컴퓨터에서 해킹한 경우에도 기소할 수 있도록 할권을 확 하 으

며563)18U.S.C.§1030(a)(5)를 폭 개정하여 1년간 사용가치가 5,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10개 이상 컴퓨터를 스 이웨어 등으로

감염시킨 경우 범죄로 다루는 조항을 신설하 고564)8U.S.C.§1030(a)(7)를 개

정하여 명백하게 컴퓨터에 해를 야기하는 뿐만 아니라 피해컴퓨터로부터 데이

터를 훔치도록 하거나 공개 으로 훔친 데이터를 폭로하도록, 는 해가 가해

진 컴퓨터 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용범 를 확

하 다.565)

3. 근 미  동

미국에서 사이버범죄를 둘러싼 움직임은 크게 사생활의 보호와 범죄의 방지와 처

563)Eliminatedtherequirementin18U.S.C.§1030(a)(2)(C)thatinformationmusthavebeen

stolenthroughaninterstateorforeigncommunication,therebyexpandingjurisdictionforcases

involvingtheftofinformationfrom computers(‘IdentityTheftEnforcementandRestitutionAct.’

Sec.203(Ensuringjurisdictionoverthetheftofsensitiveidentityinformation)).

564)Eliminatedtherequirementin18U.S.C.§1030(a)(5)thatthedefendant’sactionmustresult

inalossexceeding$5,000andcreatedafelonyoffensewherethedamageaffectstenormore

computers,closing agapin thelaw(‘Identity TheftEnforcementandRestitution Act.’Sec.

204(Maliciousspyware,hackingandkeyloggers)).

565)Expanded18U.S.C.§1030(a)(7)tocriminalizenotonlyexplicitthreatstocausedamagetoa

computer,butalsothreatsto(1)stealdataonavictim'scomputer,(2)publiclydisclosestolen

data,or(3)notrepairdamagetheoffenderalready causedtothecomputer(‘Identity Theft

EnforcementandRestitutionAct.’Sec.205(Cyber-ext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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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라는 두 가치의 공존을 한 균형을 어느 에서 찾는가 하는 이다.특히 정

부측에서는 CFAA 제정과 사이버범죄를 상으로 하는 많은 법률의 제·개정 이후

에도 컴퓨터 련 범죄가 폭발 으로 증가하고 날로 지능화, 역화 되어가자

CFAA 용범 를 확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목격되어지고

있다.이러한 움직임의 하나로 비록 제112 의회에서 부결되기는 하 지만 2012년

에 CFAA를 강화한 CyberCrimeProtectionSecurityAct(이하 S.2111)을 발의한

이 있다.566)S.2111은 CFAA의 7가지 범죄 유형에 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여기서 말하는 7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567)

1.기반시설 컴퓨터의 심각한 손상(Aggravated Damage of Infrastructure

Computers)

2.몰수(Forfeiture)

3.공인된 근 과(ExceedsAuthorizedAccess)

4.비 번호 불법 도용(TraffickinginPasswords)

5.공갈 박(RacketeeringPredicates)

6.불법 공모(Conspiracy)

7. 결(SentencingIncreases)

하지만 최근 역으로 CFAA의 과도한 인터넷 규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CFAA를 강화한 S.2111도 제112 의회에서 부결되었다.CFAA와 련하여

아론 스와츠(AaronSwartz)라는 미국의 유명 해커가 가입 차가 필요한 MIT의 과

학학술지 제공서비스인 JSTOR을 2010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허가 없이 속

하여 약 400만 건의 논문을 불법 으로 다운로드한 의로 재 부에 회부된 이

있다.이 논문들은 작권이 만료된 것들이었으며 JSTOR는 비 리단체로 운 비

목 으로만 구독료를 받아왔다.문서를 복사당한 JSTOR은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지방검사는 CFAA 반을 이유로 기소하 고 재 이 확정되면 무거운 법 책임이

상되었으며568),이러한 과정을 견디지 못한 아론 스와츠는 2013년 1월에 자살하

다.아론 스와츠의 자살 이후 불명확한 규정들을 명확하게 하여 과도한 규제를 제

566)자세한 내용은 112 의회 입법분석서 참조(https://www.fas.org/sgp/crs/misc/R42403.pdf.)

567)박민수/김승주,미국 유럽의 사이버범죄법 추진 황,의정연구 제19권 제1호(통권 제38호),

293면 이하.

568)지방 검사는 컴퓨터 사기, 통신 사기, 악의 강탈 등 총 11개의 죄목으로 기소하 고(CFAA 

provisions (a)(2), (a)(4), (c)(2)(B)(iii), (a)(5)(B), and (c)(4)(A)(i)(I),(VI)) CFAA 반이 인정되면 100만달

러 이상의 벌 과 35년형이 선고되어질 수 있었다. 아론은 6개월 징역형의 리바게닝을 제안받았

으나 자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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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속칭 Aaron’sLaw 입법이 2013년도에 발의된 이 있

다.569)과거에도 미국에서는 미국 시민들이 단순히 웹서핑을 하는 것만으로 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CFAA의 확 해석에 한 논란이 발생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그러나 2015년 1월 오바마 통령은 다시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에 응하기

하여 CFAA와 ‘부정 거래 부패조직수사법’(RICO)570) 용범 확 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정부측의 움직임과는 반 로 CFAA 용을 축소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하는 개정안이 2015년 4월 발의되었다.개정안은 학술 논문을 다운로드한

것에 한 아론 스와츠의 과도한 기소건의 후속조치로 알려지고 있는데 미연방정부

와는 다른 시각에서 CFAA 규정의 명확화와 용범 축소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즉 악의 이지 않은 컴퓨터 범죄에 한 량의 기소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법에서

서비스,회사의 약 는 웹사이트 공지 규정을 반시 처리하는 방법에 한 심

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CFAA가 일 되지 않게 용되고 있다는 것을 법안 발

의 이유로 들고 있다.571)

Ⅱ. 검  상  규

아래에서는 약과 련하여 국내에서는 응입법이 없거나 미비하지만 미국의

경우에 약에 응하는 조문이 있는 경우를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이버범죄 약에 응하는 미국의 기본규정은 연방법

제18편 제1030조에서 정하고 있다.제1030조는 사이버범죄 약 2,3,4,6,8,11,12,

13조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약의 각조는 나머지 연방법 형법편에 나

어 규정되어 있다.따라서 제1030조를 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1030  내용572)

569) 를 들어 18.U.S.C.§1030의 ‘권한을 넘은 근’(exceedsauthorizedaccess)을 삭제하고 신

‘권한 없는 근’(accesswithoutauthorization)으로 개정할 것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자세한 입

법내용은 다음 참조 : http://www.gpo.gov/fdsys/pkg/BILLS-113hr2454ih/pdf/BILLS-113hr2454ih.pdf. 

570)RacketeerInfluencedandCorruptOrganizationsAct의 약자로 1970년 마피아 범죄에 응하기

하여 만들어졌는데 이후 마피아뿐만 아니라 여러 조직범죄,경찰부패,갱단에 의한 여러 형태의

공갈 박(rackteering)과 련된 범죄에 하여 형사 처벌 민사소송을 한 법 근거로 사

용되고 있다.

571)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https://lofgren.house.gov/uploadedfiles/cfaa_reform.pdf.

572)이하 번역은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을 참고하 으며 개정 법률이 반 되지 않은 조문과 표 이

어색한 부분들을 수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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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의로(havingknowingly)권한 없이 는 허가된 권한을 과하여 컴퓨터에

근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행정명령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방 는 외교 계

를 하여 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한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정보,

혹은 1954년의 원자력법 제11조 y조항에서 규정한 것과 같은 제한된 정보의 취득이

미국에 해를 가하고 외국을 이롭게 할 수 있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의도 으로(willfully)이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통신, 달,

송하거나 는 통신, 달, 송이 이루어지도록 야기하거나 혹은 그러한 행 를

시도하거나 이러한 정보를 받을 자격이 있는 미국 정부 공무원이나 고용인에게 의

도 으로 달하지 않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 , 는 이를 병과할 수 있

음을 규정하고 있으며,재범시에는 20년 이하의 징역,벌 는 병과할 수 있다.573)

본 규정은 컴퓨터를 이용한 비 정보에 한 첩보행 를 규제하기 한 것인데

에서 본 것처럼 주 으로 행 자가 취득한 정보가 미국의 이익을 해치거나 외

국을 이롭게 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를 가질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객 인 사실,즉 국가 보안정보가 제한되어 있거나 비 정보라는 것과 행 자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만 증명된다면 비교 쉽게 인정할 수 있다.574)

나.의도 으로(intentionally)정당한 권한 없이 는 허가된 근 범 를 넘어 컴

퓨터에 근하여 ① 융기 이나 15.U.S.C.1602(n)에서 규정한 카드 발 자의

융기록에 포함된 정보 는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15.U.S.C.1681참조)에서 정의된 용어에 따른 소비자보고기 의 일에 들어있

는 정보,② 미국의 각 정부부처 는 행정기 으로부터 나온 정보,③ 보호되는 컴

퓨터로부터 나온 정보575)를 취득하는 경우와 그러한 범죄를 기도한 경우 1년 이하

의 징역이나 벌 , 는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재범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 , 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576)본 규정은 단순한 정보의 습득을 처벌하는 것

이 아니라 고의로 권한 없이 는 권한을 과577)하여 컴퓨터에 근하여 그러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지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정보의 취득’에는 단순히 그것을

읽는 것도 포함되고 정보가 복사되거나 송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578)이는

1996년 개인 정보의 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포함한 국가정보인 라보호를 하여

573)18.U.S.C.§1030(a)(1),18.U.S.C.§1030(c)(1).

574)양지연,“미국의 정보통신망 정부규제 자율구제 황”,가천법학,제2권 제2호,2009,112면.

575)2008년도 개정에서 ‘주상호간 는 외국과의 통신에 포함되어’(ifthe conductinvolved an

interstateorforeigncommunication)라는 부분이 삭제되었다.

576)18.U.S.C.§1030(a)(2),18.U.S.C.§1030(c)(2).

577)(a)(3)과 달리 내부자에 의한 의도 악용으로부터도 데이터의 비 성을 보호해 다.

578)http://www.cybercrime.gov/1030_anal.html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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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조항으로서 라이버시 보호를 염두에 두고 컴퓨터 데이터를 보호하는 조항

이라고 평가된다.

다.의도 으로(intentionally)미국정부의 부서 혹은 기 의 비공개 컴퓨터에 근

할 권한 없이 미국정부가 배타 으로 사용하는 미국정부의 부서 혹은 기 의 컴퓨

터에 속하거나, 는 미국정부가 독 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미국정부에

의해서 혹은 미국정부를 해서 사용되는 컴퓨터에 권한 없이 속하고 이로 인하

여 미국정부에 의한 컴퓨터의 이용 혹은 미국정부를 한 컴퓨터의 이용에 향을

미치는 경우와 그러한 범죄를 기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 는 이를 병

과 할 수 있으며 재범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 , 는 이를 병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579)이규정은 해커가 정보를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미

국정부 컴퓨터에 근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결과,정부장비의 무결성(integrit

y)580)을 침해하면 그 책임을 묻는 조항으로 이해된다. 한 본 규정은 미국 정부가

배타 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미국정부를 해서 사용되는 컴퓨터도 보

호하고 있다.

라.고의로(knowingly)그리고 사기의 의도를 가지고 권한 없이 는 허용된 권

한을 과하여 보호받는 컴퓨터에 근하고 나아가 의도한 사기행 를 실행함으로

써 재산상 이익을 사취한 경우(단,사기의 상과 얻은 것이 단지 컴퓨터를 사용하

는 것 자체에 그치거나 그러한 사용의 가치가 1년간 5,0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

는 제외한다)와 그러한 범죄를 기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 , 는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재범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 , 는 이를 병과 할 수

있다.581)582)

마.① 고의로(knowingly) 로그램,정보,부호 는 명령을 송하게 하여 보호

579)18.U.S.C.§1030(a)(3),18.U.S.C.§1030(c)(2).

580)무결성이란(integrity)데이터 네트워크 보안에 있어서 정보가 인가된 사람에 의해서 만이

근 는 변경 가능하다는 확실성을 의미한다. 개는 승인받지 못한 사용자가 민감한 정보에 한

수정을 막기 한 보안 정책이라는 의미에서 무결성 정책(integritypolicy)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

되고 있다.

581)18.U.S.C.§1030(a)(4),18.U.S.C.§1030(c)(3).

582)동조와 련된 결로는 ‘UnitedStatesv.Czubinski’사건이 있다.(106F.3d1069,1997U.S.

App.3077,97-2U.S.TaxCas.(CCH)P50,622;79A.F.T.R.2d(RIA)1664).1992년 쯔빈스키는

보스톤시 소재 국세청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직무범 를 벗어나 일반시민의 세 련 정보를 검

색한 것이 발각되어 컴퓨터사기 남용 등으로 기소되었다.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언이 있었

으나 법원은 구성요건 ‘재산 가치(anythingofvalue)’있는 것을 획득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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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컴퓨터에 권한 없이 의도 으로(intentionally)손상을 가하거나 이를 기도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 , 는 이를 병과 할 수 있으며583)재범 시에는 20

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 , 는 이를 병과 할 수 있다.584)동 조항을 반하고 고의

혹은 부주의로 심각한 신체 손상을 야기하기나 이를 기도한 경우에는 20년 이하

의 징역이나 벌 ,혹은 이를 병과 할 수 있으며585)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살인을

기도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벌 ,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586)

동 조항은 로그램 등의 송을 통하여 컴퓨터에 손상을 가하는 것이므로 행

자가 컴퓨터에 직 으로 ‘근’하지 않아도 성립하며 한 직 으로 송할 필

요도 없다.587)‘손상(damage)’이라 함은 무결성 혹은 데이터, 로그램,시스템,정보

의 유용성을 해하는 일체의 장애를 의미한다.즉 물리 손상을 넘어서 기술 으

로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 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588)따라

서 행 자가 컴퓨터 시스템에 근함으로써 데이터나 정보가 삭제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행 자가 컴퓨터의 보안 로그램을 변경하여 컴퓨터에 근하는 자를 탐

지하지 못 하게 한 것,정보나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 외에도 정보에 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행 자들이 컴퓨터의 모든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어 비록 데이터나

소 트웨어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컴퓨터

의 시스템 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로그램을 설치하는 행 도 컴퓨터와

로그램의 원래 상태로 보 하는 것을 해하는 행 이므로 모두 “손상”에 해당한

다.589)

② 권한 없이 보호되는 컴퓨터에 고의로 근하여 무모하게(recklessly)590)손상을

583)18.U.S.C.§1030(a)(5)(A),18.U.S.C.§1030(c)(4)(B).

584)18.U.S.C.§1030(a)(5)(A),18.U.S.C.§1030(c)(4)(C).

585)18.U.S.C.§1030(a)(5)(A),18.U.S.C.§1030(c)(4)(E).

586)18.U.S.C.§1030(a)(5)(A),18.U.S.C.§1030(c)(4)(F).

587)동조와 련된 결로는 ‘UnitesStatesv.Sullivan’사건.(UnitedStatesv.Sullivan,01-4330

(4thCir.2002))이 있다.2002년 컴퓨터 로그래머인 Sullivan은 회사컴퓨터에 “logicbomb”라는

악성코드를 심어놓았고 코드는 4개월 후 활동을 시작하여 824개의 회사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 사안에서 재 부는 피고가 ‘송’행 를 하 다고 단하 다.

588)18.U.S.C.§1030(e)(8).

589)양지연, 의 ,116면.

590) 미법상 recklessness라는 용어의 번역에 해서는 종래 일본학자들의 번역 에 따라 무모(無

)라고 번역하는 것이 일반 이다. 미법상으로도 범죄의 주 요건은 고의(intent)와 과실

(negligence)로 별된다.그리고 고의와 과실의 경계 역에 있는 것으로서 미법의 특이한 개념

이 무모성(recklessness)이다.무모성에 해서는 고의와 과실의 간 역에 속하는 제3의 주

범죄요건으로서 미필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견해(DanW.Merkel,

“On theDistinction Between Recklessnessand ConsciousNegigence”,30Am.J.Comp.L.

325(1982),332면 이하)와 미필 고의와 같은 개념이라는 견해,그리고 인식 있는 과실과 같은 개

념이라는 견해(GeorgeP.Fletscher,RethinkingCriminialLaw,OxfordUniversityPress,2000,

443면)가 립되고 있다.이 무모성의 개념에 해서는 미의 학자들과 입법례가 각기 다른 입장

을 취하고 있어 통일 인 개념정의가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통상 으로는 무모성이 고의보다는 죄

책이 약하나 과실보다는 죄책이 하다는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무모성의 개념에 한 자세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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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거나 그러한 범죄를 기도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 는 이를

병과 할 수 있다.591)다만 이 경우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그러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이므로 고의범에 비해 성립범 를 제한하고 있다.즉 과실로 야기된 손상으로

인하여,ⓐ 1년 동안 1인 혹은 수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이 최소

한 5,000달러는 되어야 하며 ⓑ 타인에게 육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 공 의

건강이나 안 에 을 가한 경우 등에만 용된다.592)재범시에는 20년 이하의 징

역이나 벌 , 는 이를 병과 할 수 있다.593)

③ 정당한 권한 없이 보호되는 컴퓨터에 고의로 근하여 손상과 손실을 야기하

는 경우와 그러한 범죄를 기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 는 이를 병

과 할 수 있으며594)재범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 , 는 이를 병과 할 수

있다.595)여기서 ‘손실’(loss)라 함은 범죄에 응하기 하여 필요한 비용을 포함

하며,나아가 손상된 데이터, 로그램,시스템,정보를 복구하는 필요한 비용 등 피

해에 한 합리 인 일체의 비용을 의미한다.596)

정리하면 본 규정은 DDoS와 같이 불필요한 정보를 송함으로써 사용자가 정보

에 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 ,바이러스나 웜을 유포하여 정상 인 컴퓨터 사용

을 해하는 것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자가 컴퓨터를 정상 으로 사용

하지 못하게 하는 행 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597)1996년 개정시에 ‘보호되는 컴

퓨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방정부를 한 컴퓨터,주간 거래에 사용하는 컴퓨터

이외에도 외국과의 통신에 사용하는 컴퓨터를 망라함으로써 용범 를 넓히고,

사회에서 컴퓨터 네트워크의 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컴퓨터 정보의 기 성과 무

결성(integrity)을 확보하기 하여 의도 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에 근하 다면 고

의뿐만 아니라 부주의하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까지 처벌하도록 개정되었다.598)

용은 김종구,“미국 형법상 Rwecklessness개념에 한 고찰”,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5호

(2014.2),1면 이하 참조.

591)18.U.S.C.§1030(a)(5)(B),18.U.S.C.§1030(c)(4)(A).

592)18.U.S.C.§1030(a)(5)(B),18.U.S.C.§1030(c)(4)(A)(i)(Ⅰ)-(Ⅵ).

593)18.U.S.C.§1030(a)(5)(B),18.U.S.C.§1030(c)(4)(C).

594)18.U.S.C.§1030(a)(5)(C),18.U.S.C.§1030(c)(4)(G).

595)18.U.S.C.§1030(a)(5)(C),18.U.S.C.§1030(c)(4)(D).

596)18.U.S.C.§1030(e)(11).

597)이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8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 제72조 제4호,제5호의 규정과 유사하다.그러나 제1030(a)(5)가 그 보호 상을 ‘보호되는

컴퓨터’로 한정하고 있는 을 감안할 때,본 규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목 으로 하

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98)동조와 련된 결로는 UnitedStatesv.Morris사건(UnitedStatesv.Morris(1991),928F.2d

504,505(2d Cir.1991)이 있다.RobertTappan Morris라는 컴퓨터 로그래머가 컴퓨터 웜

(Computerworm)을 배포하 고 이 행 에 해 해악의 유발과 연방재산에 한 권한 없는 근이

라는 죄명으로 재 이 진행되었다.모리스는 자신이 고의 으로 연방의 컴퓨터에 근하기는 하

으나 고의 으로 손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 다.그러나 법원은 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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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고의로 그리고 사취할 목 으로 암호 는 이와 유사한 정보를 거래함으로써

(제 1029조에 규정된 것과 같이)권한 없이 컴퓨터에 근하는 경우(단,이런 거래

가 주상호간 는 외국과의 통상에 향을 미치는 경우, 는 근한 컴퓨터가 미

국 정부에 의하여 는 미국 정부를 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와 이상의 범

죄행 를 기도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 , 는 이를 병과 할 수 있

으며 재범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 , 는 이를 병과 할 수 있다.599)

사.개인,기업,단체,교육기 , 융기 ,정부 는 법인으로부터 이나 기타

가치 있는 물건을 강탈하기 하여 주(洲)상호간 는 외국과의 통상에 있어서 보

호되는 컴퓨터에 손상을 입힐 것을 하는 내용을 담거나,기 정보를 폭로하거

나 혹은 획득하는 것을 하는 내용을 담거나,갈취와 연결되어 행해진 손상과의

계에서 혹은 가치 있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문을 송하는 경우

와 이상의 범죄행 를 기도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 , 는 이를 병

과 할 수 있으며 재범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 , 는 이를 병과할 수 있

다.600)

본 규정은 이러한 공갈에 한 기존의 법규정들이 재산의 개념에 손상을 주지않

는 범 내에서 컴퓨터를 작동하거나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에 들어 있는 데이터

는 로그램에 무제한 으로 근하는 것을 포함하는지가 불분명한 을 개선하기

해 마련되었다. 컨 군가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나서 그 해독을 가로 돈

을 요구하는 행 처럼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하려는” 에 해당될 지가 확실

치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601)본 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규

정이다.

2. 감청

언상 연방컴퓨터에의 근이 고의 이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손해에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

라고 시하 다. 한 모리스는 자신이 학 컴퓨터에 근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권한 없이 근

한 것이 아니라 권한을 과하여 근한 것일 뿐이어서 규정을 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

으나 법원은 학의 컴퓨터에 근할 권한이 있다고 하여도 이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른 연방기

의 컴퓨터에 근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권한을 과한 것이 아니라 권한이 없는 경

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규정 반에 해당한다고 시하 다.

599)18.U.S.C.§1030(a)(6),18.U.S.C.§1030(c)(2).

600)18.U.S.C.§1030(a)(7),18.U.S.C.§1030(c)(3),18.U.S.C.§1030(e)(12).

601)http://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criminal-ccips/legacy/2015/01/14/ccmanu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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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 제18편 제2511조에 따르면 고의로 유선,구두, 는 자 통신의 내용

을 장치를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도청(혹은 다른 이로 하여 도청하도록 하는 행

)은 지되고 이를 반하면 처벌된다.1968년 제정 당시에는 이 법은 통신의

라이버시를 효과 으로 보호하기 한 것이 목 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떠한 외

인 경우에 유선 는 구두 통신의 내용을 도청할 수 있는지 명시하기 한 것을

그 목 으로 한다고 하 다.동조는 (1)고의로,(2)도청,(3)내용을,(4)유선,구

두 는 자 통신,(5)장치를 이용하여 라는 다섯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하며,제

정 당시에는 유선과 구두 통신만 포함하 으나 1986년에 자 통신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1986년 개정을 통하여 유선도청법은 실시간 정보를 포착하는 컴퓨터

범죄를 처벌하는 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조항의 요건 하나인 ‘고의로’는 행 자가 유선도청법을 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고의로 통신을 도청하려는 의도만 가지고 있으며 그 요건이 충족된다. 한

두 번째 요건인 ‘내용’의 경우 법 조문에서는 통신의 취득이 통신이 송신과 동시에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유선도청법과 자 통신보호법의 다른 타이틀과

의 구분을 해서는 통신의 송신과 통신의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

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분의 례에서 법원은 의 두 법을 구분하기 하여 통

신의 취득이 통신의 송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통신이 도청된다고 단하

으며 통신의 장된 복사본에 근하는 것은 도청이 아니라고 단하 다.

동 조문 하에서 도청이 되기 해서는 반드시 ‘내용’의 취득이 있어야 한다.여기

서 ‘내용’이란 통신 사실기록 는 통신이 있었다는 사실과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1986년 개정을 통해 ‘내용’이란 ‘통신’의 실질 내용,목 , 는 의미라고

규정하 다.동 조문은 고용주가 직원의 업무 수행을 해서 직원이 고객과 통화하

는 내용을 모니터링 하는 행 에는 용되지 않으나 체 (fullpath)URL의 경우

도 동 조문의 용 상이 될 수 있는지에 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동 조문의 법

인 외로서 유선 는 자통신서비스를 해 시설이 사용되고 있는 스 치보드

의 운 자,직원, 는 유선 는 자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리인이 서비스를 제공

하기 해 필요한 행 이거나 는 그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는 재산을 보호하기

해서 통신을 도청하거나 밝히는 행 는 불법이 아니라고 명시하 다.그러나 서

비스 제공자의 권리나 재산을 보호하기 한 외는 사기나 서비스의 도난을 막기

해서 의로 용되어야 한다. 를 들어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포폰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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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를 추 하기 하여 포폰의 통화 내용을 도청하는 행 에 해서 법원은 허락

된 행 라고 단하 다.602)그러나 의 외가 서비스 제공자가 제한 없는 모니터

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다. 를 들어 불법으로 장거리 화를 사용하

고 있는 사용자의 경우 통신사가 불법 장거리 통화가 시작된 후 2분씩 도청한 것은

법에서 허용된 행 라고 단하 다.603)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와 재산의 보호와 서

비스 사용자의 사생활의 보호 사이의 균형을 한 한 모니터링만 허락된 것으

로 보아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가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해 통화 내용

을 경찰에 제공한 경우에도 법원은 법에 명시된 차를 이행했는지 자세히 살펴보

았다.한 사건에서는 포폰의 사용자가 화회사에게 납치 사건의 조사와 련하

여 경찰의 부탁을 받고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화 내용을 도청한 사건에서 법원

은 통신회사가 원고의 화 내용을 도청하 을 당시 통신 회사가 정부의 리인으

로써 행동하고 있었는지에 한 사실에 한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동 조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 차를 따르지 않고 경찰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신 내용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여 통신 도 에 도청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명시하 다.

3. 치  남용

약 제6조와 련해서 미국법에서는 총 3군데에 걸쳐 규정하고 있는데 연방법

제18편 제1029조의 근장치 사기604)와 제1030조의 컴퓨터사기 오용,제2513조

의 몰수 조항을 들 수 있다.

제18편 제1029조는 근장치 사기를 처벌하고 있는데 우선 ‘근장치’(access

device)라 함은 컴퓨터 네트워크에 근할 수 있는 카드번호,계정번호,시리얼넘버,

개인식별번호 등을 의미하며605)이러한 근장치를 조하거나 권한없이606)사용,

소지, 는 거래하거나 기통신서비스를 권한 없이 사용하기 하여 개조되거나

변조된 기통신기구의 제작,사용,소지, 는 거래 활동 등은 지되고 이를 반

602)UnitedStatesv.Pervaz,118F.3d1,5(1stCir,1997).

603)UnitedStatesv.Freeman,524F.2d337,341(7thCir,1975).

604)18U.S.C.§1029.

605)18U.S.C.§1029(e)(1).

606)권한 없는 근장치(unauthorizedaccessdevice)라 함은 분실되거나,도난당하거나,유효기간이

만료하거나,사용효력이 철회되거나 취소된 근장치 는 사취할 목 으로 획득된 근장치를 의

미한다.(18U.S.C.§1029(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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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 를 처벌하고 있다.

제 18편 2513조는 2511조와 2512조의 처벌에 따른 부수조항인데 제2511조(도청),

제2512조(도청장치의 제작 등)에 해당하는 기 ,기계 (도청)장치를 사용, 송,

이 ,제작,조립,소지,매매 혹은 고한 것은 미국정부에 압수되거나 몰수되어질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4. 컴퓨  용 

제18편 제1029조는 근장치 사기를 처벌하고 있는데 우선 ‘근장치’(access

device)라 함은 컴퓨터 네트워크에 근할 수 있는 카드번호,계정번호,시리얼넘버,

개인식별번호 등을 의미하며607)이러한 근장치를 조하거나 권한없이608)사용,

소지, 는 거래하거나 기통신서비스를 권한 없이 사용하기 하여 개조되거나

변조된 기통신기구의 제작,사용,소지, 는 거래 활동 등은 지되고 이를 반

하는 행 를 처벌하고 있다.

5. 컴퓨  용 사

18U.S.C.§1343에 따르면 이나 재물을 취득할 목 으로 주상호간 는 외국

과의 통상에서 유선,라디오,TV 통신을 통한 사기행 는 지되고 이를 반하면

처벌을 받는다.동 조문이 네트워크 범죄와 련되는 이유는 미국 법원이 동 조문

에서 사기행 를 지하는 통신수단에 팩시 리,텔 스,모뎀,인터넷 송이 포함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6. 컴퓨  신  보   트래   신  보 과  

연방법 제18편 제2703조는 약의 제16조,제17조의 내용을 담고 있다.즉 약

과 같이 ‘컴퓨터에 장된 데이터’,‘트래픽 데이터’로 구분하지 않고,‘사용자의 기본

정보’,‘통신내역’,‘통신내용’의 3가지로 구분하여 결과 으로 약 제16조,제17조의

내용을 연방법 제18편 제2703(f)조를 통해 포 으로 규정하고 있다.동조는 다

607)18U.S.C.§1029(e)(1).

608)권한 없는 근장치(unauthorizedaccessdevice)라 함은 분실되거나,도난당하거나,유효기간이

만료하거나,사용효력이 철회되거나 취소된 근장치 는 사취할 목 으로 획득된 근장치를 의

미한다.(18U.S.C.§1029(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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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정부기 의 이러한 요청을 받게 되면 증거보 을 하여 필요한 모든

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기본 으로 90일,수사기 의 요청에 따라 최

9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7. 

연방법 제18편 제2703조 (a)내지 (e)는 이용자의 통신내용 통신기록을 공개

할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자스토리지에 보 된 유선/ 자통신내용에 하여 장을 받아 최 180일

동안 제출을 명령

(b)원격 컴퓨 서비스의 유선/ 기통신내용에 하여, 장 발부시 그 이용자에

게 통지하지 않고 그 제출을 명령하고,법원명령이나 배심의 행정소환장

(administrativesubpoena)이 있는 경우 그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제출을 명령함(법

에 정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의 연기 가능)

(c) 자통신서비스 는 원격컴퓨터서비스에 하여 장을 발부받았을 때,법원

명령이 있을 때,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텔 마 사기와 련하여 서비스이용

자의 이름,주소,사업장을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때,법령이나 배심에 의

한 행정소환장을 제시할 때에 한하여 기록 등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d)법원명령의 요건으로는 일단 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이를 명령하여야 하며

정부기 은 이러한 명령을 받기 해 구체 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e)서비스 로바이더에 한 면책

8.  컴퓨  압수수색

제18편 제2513조는 제2511조와 제2512조의 처벌에 따른 부수조항인데 제2511조

(도청),제2512조(도청장치의 제작 등)에 해당하는 기 ,기계 (도청)장치를 사

용, 송,이 ,제작,조립,소지,매매 혹은 고한 것은 미국정부에 압수되거나 몰

수되어질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9. 트래   실시간 수집

통신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에 해서는 연방법 제18편 제2704조,제3121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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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방법 제18편 제2704조는 백업의 보 에 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a)정

부기 은 행정소환장이나 법원명령을 통해 2 업일 이내에 서비스 로바이더로 하

여 백업본을 생성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당사자에게는 2 업일까지 통지하지 않

으며 정부기 에 백업생성 완료를 통지한 후 3 업일에 이를 통지한다.생성된 백

업본은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 까지는 제출하지 아니한다.(b)정부기 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수 있다.연방법 제18편

제2704조는 펜 지스터 화추 기록장치 사용의 규제와 외에 해서 규정하

고 있다;펜 지스터 는 추 장치의 설치 사용은 원칙 으로 지되나 외

으로 제3123조 는 해외첩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SurveillanceActof

1978(50U.S.C.1801etseq.))에 의한 법원명령을 받은 경우,서비스 로바이더가

그 서비스의 운 , 리,테스트를 행할 목 는 자사의 이익보호,서비스 남용

는 부정사용으로부터 그 이용자의 이익보호를 한 목 으로 사용하는 경우,당

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외 으로 허용된다.단 이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정부기 은 가능한 기술 인 수단을 동원하여 수집되는 정보의 통신 내용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즉 다이얼링 정보,경로추 정보,신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여

야 한다.

Penregister는 1984년 자통신보호법(ECPA)의 일부로 제정되었을 때에는 특정

화번호로부터 건 모든 번호를 기록하는 자장치를 의미하 으나 2001년 소 애

국법을 통해 인터넷 통신을 기록하는 장치로까지 확 되었다.Penregister는 Trap

andtrace장치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도구로 TrapandTrace는 특정 번호를 걸려

온 화번호를 기록하는데 반해609)Penregister는 특정 번호로부터 건 화번호를

기록한다.610)기술이 발 한 지 은 화통신,인터넷 통신,모두 이 두 기능을 합친

의미로 사용된다.

1967년의 미 법원에서 유선도청을 하기 해서는 수색 장이 필요하다고 결

하 으나611),10년 뒤 다시 법원에서 Penregister는 수색이 아니라는 결612)을

내림으로써 Penregister의 사용은 헌법의 보호 밖에 있게 되었다.그래서 1986년

자통신보호법(ECPA)를 통해 사 인 역과 수사를 한 역,둘 다에서 Pen

register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 다.그래서 사 인 역에서는 일반

609)Trapandtrace에 한 정의는 18.U.S.C.§3127(4)참조.

610)Penregister에 한 정의는 18.U.S.C.§3127(3)참조.

611)Katzv.UnitedStates389U.S.347(1967).

612)Smithv.Maryland443U.S.735m 744(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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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Penregister를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외 으로 통신을 제공하는

사업체에서 사업이 하게 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한 기능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그리고 수사 역에서 감시를 해서 Penregister를 사용하기 해서는

법원의 허락울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Penregister를 사용하여 얻는 정보가 진행되

고 있는 범죄의 수사와 연 이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이 요건은 ECPA의 세

조항 법원의 허락을 받는데 가장 낮은 기 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는 Pen

register를 통해서는 통화 내용이 아니라 통화 기록에 한 정보를 받게 되므로

라이버시를 덜 침해한다는 이유이다.

미 정부가 PenregisterAct를 계속 유지하고 한 인터넷 통신에도 용이 되도

록 하는 데에는 요한 이유가 있는데 만일 동법이 없다면 정부가 인터넷서비스제

공자에게 통신기록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없고 정부로서는 사기업보다 기술

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장비와 소 트웨어,기술,그

리고 비용을 이용하여 통신기록을 모니터링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Pen

register가 유용한 수단일 수 있다.

Ⅲ. 보 613)

1. 약 제4조 제42조에 의거하여 미국은 한 손해를 야기하는 행 가 미국

연방정부의 법과 부합되게 결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권리를 유보한다.

2. 약 제6조 제42조에 의거하여 미국은,제6조(1)(a)(i)그리고 제6조(1)(b)(장

치남용)를 주로 제4조(데이터 침해) 제5조(시스템 방해)에 규정된 범죄를 행할

목 으로 설계되거나 응된 장치에 해 용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한다.

3. 약 제9조 제42조에 의거하여 미국은,미국의 해석에 따라 미국 헌법과 일

치하는 정도로만,그리고 미연방법에 규정된 범죄들 - 를 들어,미국의 일반 인

기 에 따라 음란하다고 간주된 물건을 배포하는 범죄들 -에 해 제9조(2)(b)그

리고 (c)을 용할 권리를 유보한다.

4. 약 제10조 제42조에 의거하여 미국은 제10조( 작권 련 권리의 침

해)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형사 책임 신에 다른 효과 인 구제 조치를 부과할 권

리를 유보한다.

5. 약 제22조 제44조에 의거하여 미국은 제22조( 할권)(1)(b),(c),(d)에

한 항목을 부분 으로 용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한다.미국은 자국민 는 국기를

613)

http://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185/declarations?p_auth=IVvv

OG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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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양하여 운항 인 선박 혹은 미국법에 의하여 등록된 항공기에 의한 미국 역 밖

에서 질러진 범죄 행 에 해서는 속 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그러나 미국

법은 특정 연방 정부의 이익이 연루된 상황에서 미국 국민에 의해 해외에서 일어난

범죄나 미국 법에 따라 등록된 미국 국 선박 는 항공기에서 일어난 범죄들에

해선 약에 따라 인정된 할권을 제공한다.

6. 약 제41조 제42조에 의거하여 미국은,연방주의의 근본원칙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약 제2장에서 의무사항을 정할 권리를 유보한다.

3  본

Ⅰ. 개

2001년 유럽평의회(歐洲評議 )에서 발의한 사이버범죄에 한 약은 30개국이

서명,채택하 고,일본은 2004년 7월 1일 비 하 다.그 과정은 2004년 4월 21일

에 제159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승인되어,2004년 7월 1일에 효력이 발생되었

다.2012년 7월 3일에 수탁서를 기탁하고 7월 4일에 사이버범죄에 한 약(サイ

バー犯罪に関する条約)을 공포 고시(平成24年条約第7号及び外務省告示第231号)하

여 2012년 1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 다.614)

2003년 3월 24일 법무 신이 법제심의회에 하여 사이버범죄에 처하고 사이버

약을 체결하기 한 벌칙 차의 정비에 한 자문 제63호를 발표했다.법제심의

회는 학자 이외에 사,검사,변호사 등 실무가들이 참가한 형사법(하이테크범죄

계)부회에서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심의하여 요강을 만들었다.이

를 9월 10일 법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상기의 요강에 따라 법정비를 하는 것이 상

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법무 신에 하여 그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신을 하

다.법무성은 그 회신을 기 로 법안의 입법작업을 하여 2004년 2월 20일 “범죄의

국제화 조직화 정보처리의 고도화에 처하기 한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

는 법률안”이 내각에서 결정되어 제159회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와 같이 2004년 제159회 국회에서 약이 비 됨과 동시에,답신에 기 한 복수

의 법안을 묶어 ‘범죄의 국제화 조직화와 정보처리의 고도화에 처하기 한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으로 약 내용을 국내법화하는 시도가 있었

다.615)그러나 동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심의되지 않았고,2005년 제162회

614)http://www.mofa.go.jp/mofaj/gaiko/treaty/treaty159_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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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원 법무 원회에서 심의를 했지만 동년 8월에 의원의 해산으로 동

법안이 폐기되었다.이어 제163회 국회에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이 재차 제출되어

의원 법무 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졌지만,계속 심사만 되고 2006년 제164회 국

회에서도 동 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 졌다.여당 민주당으로부터 각각 수정안

이 제출되기도 했지만 결국 2009년 의원이 해산됨에 따라 폐기 되었다.

그 후 법무성에서 사이버 계의 법정비 강제집행방해죄의 벌칙 정비를 실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고,이러한 내용으로 법안의 입안작업이 진행되

고,2011년 3월 11일 본 법률안이 각의 결정되어 동년 4월 1일 제177회 국회에 ‘정

보처리의 고도화 등에 처하기 한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일명 사이

버형법안)이 제출되었다.본 법률안에 해서 우선 의원 법무 원회에서 동년 5월

25일,27일 31일에 심의를 한 후, 원일치로 가결되어 같은 날 의원 본회의에

서 가결되어 참의원(參議員)에 송부되었다.참의원에서는 법무 원회에서 동년 6월

7일,9일,14일 16일에 심의를 한 후,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같은 달 17일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성립하고,동월 24일에 공포되었다.616)동법 의 벌칙부분

에 해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공포된 날인 2011년 7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617)

그 외 차법에 한 부분은 공포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 내에

서 정부명령(政令)에 의해 정해진 날로부터 시행되게 된다.618)

심의과정에서 약이 정부에 강력한 수사권을 부여하는데 따르는 국민의 인권과

라이버시 침해가능성,외국정부가 국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는 자료의

보 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자주권이 침해당할 험성,정보

통신기술업계의 경제 부담 문제 등이 우려되었으나,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 범

죄를 방지하고,부정한 근을 막고자 하는 가맹국 사이의 력으로 성사되었다.

일본이 이 약을 체결한 것은 사이버범죄에 효과 으로 처하기 한 국제

인 응에 기여한다는 에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며,이 약의 체결에 의해서

일본이 부담하게 된 의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컴퓨터 시스템에 한 법한 근,컴퓨터 데이터의 법한 감청(傍受),

615)指宿信,サイバースペースにおける証拠収集とデジタル証拠の確保-2011年改正法案を える,法律

時報 第83卷7号,2011,84 .

616)吉田雅之,情報処理の高度化等に対処するための刑法等の改正:法改正の経緯及び概要,ジュリスト

第1431号,2011,60 .

617)今井猛嘉,情報処理の高度化等に対処するための刑法等の改正:実体法の観点から,ジュリスト第

1431号,2011,66 .

618)吉田雅之,情報処理の高度化等に対処するための刑法等の改正:法改正の経緯及び概要,ジュリスト

第1431号,2011,51 .



- 199 -

컴퓨터 바이러스의 제조,아동포르노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반포 등 일정한 행

를 범죄로 정하고,그 범죄에 한 재 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둘째,자국의 권한이 있는 당국이 설치된 컴퓨터 시스템의 신속한 보 ,수사,압

수 제출명령,통신기록의 실시간(realtime)수집 통신 내용의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기타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셋째,컴퓨터에 련된 일정한 형사 차,범죄인 인도 등에 있어서 국제 력을

진하는 것이다.619)

Ⅱ. 검  상  규

따라서 이러한 의무에 따라 일본은 사이버 계법을 정비하 는데,“정보처리의

고도화 등에 처하기 한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마련하여,형법,형

사소송법,조직 범죄처벌법,제3자 소유물몰수 차긴 조치법,국제수사공조법,부

정액세스 지법을 개정하 다.먼 형법의 일부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

형법 제168조의2(부정지령 자 기록 작성 등)①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자계산기에 실행에 공할 목 으로 다음 각 호의 자 기록,기타 기록을 작성하

거나 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는 50만엔 이하의 벌 에 처한다.

1.타인이 자계산기를 사용할 때 그 의도에 따라야 할 동작을 하지 않도록 하거

나 그 의도에 반하는 동작을 하도록 하는 부정한 지령을 내린 자 기록

2. 호에 제시한 것 이외에 동호의 부정한 지령을 기술한 자 기록 기타 기록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항 제1호의 자 기록을 사람의 자계산기 실행에 제

공한 자도 동항과 마찬가지로 한다.

③ 항의 미수는 처벌한다.620)

619)外務省,サイバー犯罪に関する条約の説明書,2014,1-2 (http://www.mofa.go.jp/mofaj/gaiko/treat

y/pdfs/treaty159_4b.pdf).

620)第百六十八条の二(不正指令電磁的記録作成等)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人の電子計算機における実

行の用に供する目的で、次に掲げる電磁的記録その他の記録を作成し、又は提供した は、三年以下

の懲役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一 人が電子計算機を使用するに際してその意図に沿うべき動作をさせず、又はその意図に反する動作を

させるべき不正な指令を与える電磁的記録

二 前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同号の不正な指令を記述した電磁的記録その他の記録

２ 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前 第一号に掲げる電磁的記録を人の電子計算機における実行の用に供した

も、同 と同様とする。 

３ 前 の罪の未遂は、罰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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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3조의3(부정지령 자 기록취득 등)정당한 이유 없이 조 제1항의

목 으로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기록 기타 기록을 취득하거나 보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는 30만엔 이하의 벌 에 처한다.621)

형법 제234조의2( 자계산기 손괴등 업무방해)① 타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자

계산기 는 그 이용에 제공한 자 기록을 손괴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자계산기에 허 의 정보 혹은 부정한 지령을 내리거나 기타 방법으로 자계산기

에 사용 목 에 따라야 할 동작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사용 목 에 반하는 동작을

하도록 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100만엔 이하의 벌

에 처한다.

② 항의 죄의 미수는 처벌한다.622)

가.신설된 규정의 취지와 내용

형법 제19장의2가 추가되고,부정지령 자 기록 작성 등 죄(형법 제168조의2)

와 부정지령 자 기록 취득 등(형법 제168조의3)의 죄가 신설되었다.623)본 죄는

사회일반인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문서 조죄와 같이 사회 법익에

한 죄이다.본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컴퓨터에서 실행을 목 으로 본항

제1호 는 제2호에 정해진 자 기록 그 외를 작성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성립한

다.

부정지령 자 기록 작성 등 죄란 이른바 컴퓨터 바이러스의 작성,제공,공용

을 처벌하는 죄이다.컴퓨터 바이러스란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로그램이며,사용자

(user)의 의도에 반해 실행되기 해서 사용자,나아가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다

른 많은 컴퓨터 사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로그

램이 작성되고 사용에 제공되면,컴퓨터에 의한 로그램을 통한 정보처리에 한

621)第百六十八条の三(不正指令電磁的記録取得等)　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前条第一 の目的で、同

各号に掲げる電磁的記録その他の記録を取得し、又は保管した は、二年以下の懲役又は三十万円以

下の罰金に処する。 

622)第二百三十四条の二(電子計算機損壊等業務妨害)人の業務に使用する電子計算機若しくはその用に

供する電磁的記録を損壊し、若しくは人の業務に使用する電子計算機に虚偽の情報若しくは不正な指

令を与え、又はその他の方法により、電子計算機に使用目的に沿うべき動作をさせず、又は使用目的

に反する動作をさせて、人の業務を妨害した は、五年以下の懲役又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２ 　前 の罪の未遂は、罰する。

623)今井猛嘉,情報処理の高度化等に対処するための刑法等の改正:実体法の観点から,ジュリスト第

1431号,201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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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형벌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이다.624)형법 제168조의 2

는, 자계산기의 로그램에 한 불특정 는 다수 사람들의 신뢰(이 의미에서의

사회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입장에서,제1항 제1호에서 컴퓨터 바이러스를

“타인이 자계산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의도에 따라야 할 동작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는 그 의도에 반하는 동작을 하게 하는 부정한 지령을 주는 자 기록”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그리고 그 작성,제공(동조 제1항 제1호),공용(동조 제2항),

공용의 미수(동조 제3항)를 처벌하고 있다.625)

한편 ‘부정’이란 보호법익에 비추어,사회(컴퓨터 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불특

정 는 다수의 사람) 에서 객 으로 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컴퓨

터 사용자의 개별 구체 인 의도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으로 보아 부당이라

고까지는 말할 수 없는 동작을 해야 할 자 기록 등은 ‘부정’지령 자 기록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동조 제1항 제2호는 부정한 지령의 내용으로서는 완성되었지만,그 자체로서 자

계산기에서 실행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는 이르지 못한 자 기록과 그러

한 내용을 가지는 유체물인 매체의 작성 내지 제공을 처벌하는 것이다.여기에서는

자계산기에서 동작 가능한 로그램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정보(해당 로

그램의 소스 코드 등)를 기록한 자 기록과 종이 매체가 객체로서 상정되고 있

다.이 게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 로 쉽게 이행할 험성을 가진 행 도 처벌함

으로써 컴퓨터 바이러스의 제작(作成),제공의 방지를 철 히 하려는 것이다.626)

형법 제168조의3은 부정지령 자 기록 등의 취득 는 보 을 처벌하는 것으

로,여기서 말하는 ‘취득’이란 부정지령 자 기록 등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보 ’이란 해당 자 기록 등을 자기의 지배 역 내에 놓아두는 것을 의

미한다.그 법정형이 제작(作成),제공,공용죄(형법 제168조의2)의 법정형보다 가벼

운 것은 취득 는 보 은 타인에 의해서 작성된 컴퓨터 바이러스에 해서 이루어

지는 것도 많은 는 그러한 행 가 컴퓨터 바이러스의 제공 는 공용의 단

계에 치하는 행 인 이 고려되었기 때문일 것이다.627)

나. 자계산기 훼손 등 업무방해죄 미수 (제234조의2신설)

624)今井猛嘉,情報処理の高度化等に対処するための刑法等の改正:実体法の観点から,ジュリスト第

1431号,2011,66-67 .

625)今井猛嘉,情報処理の高度化等に対処するための刑法等の改正:実体法の観点から,ジュリスト第

1431号,2011,67 .

626)今井猛嘉,情報処理の高度化等に対処するための刑法等の改正:実体法の観点から,ジュリスト第

1431号,2011,67 .

627)今井猛嘉,情報処理の高度化等に対処するための刑法等の改正:実体法の観点から,ジュリスト第

1431号,2011,6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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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법정비와 더불어 부분의 부정지령 자기록의 실행행 는 자계산기

손괴 등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고, 범 한 사회 피해를 다는 실질 인 면과 개

정안 제168조의2제2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개정안에서는 제234조의2를 신설하

여 자계산기 손괴등 업무방해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하 다.

이것은 컴퓨터 바이러스가 공용 컴퓨터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그 데

이터 처리의 방해가 상되는데 그 시 에서 행 자를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이다.즉,컴퓨터 바이러스가 자계산기에서 사용되면 부정지령 자

기록 공용죄나 그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그것과 동시에 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의 해(업무방해)도 충분히 상된다.실제로 처리에 업무방해가 생기면,

그 시 에서 자계산기손괴등 업무방해죄(기수)가 성립할 수 있는데,그 직 에도

바이러스의 사용에 의해 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에 불편이 생기는 험이 증

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자계산기 손괴등 업무방해의 미수를 처벌한다.628)

다.음란물 반포죄(형법 제175조)개정

사이버범죄 약은 아동 포르노를 포함한 사이버 포르노에 한 책을 요청하고

있다(제9조).일본은 2004년 ‘아동 매춘,아동 포르노에 련된 행 등 처벌 아

동 보호 등에 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平成 16년,법률 제106호)로서 사이

버범죄 약 요청에 응하 다.따라서 사이버 포르노에 한 책으로서 남겨진

과제는 음란한 화상 데이터 등을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불특정 는 다수의 사

람에게 열람 등을 하게 하는 행 에 한 응이었다.629)

인터넷의 보 과 함께 일본에서는 ① 음란한 화상 데이터 등을 서버 컴퓨터에 장

치하고 불특정 는 다수의 사람에게 근시키고 해당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행

나,② 음란한 화상 데이터 등을 자메일에 첨부하여 불특정 는 다수의 사람에

게 송신하는 행 가 이루어지는 행 들이 음란 련범죄(특히,음란물반포죄 내지 음

란물공연 시(陳烈)죄 형법 제175조)로 처벌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630)

①의 유형에 해서는 례상 음란한 화상 데이터를 장치한 서버가 음란물이며,

그 내용을 불특정 는 다수의 사람에게 인식 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으로 음란물공

628)今井猛嘉,情報処理の高度化等に対処するための刑法等の改正:実体法の観点から,ジュリスト第

1431号,2011,68 .

629)今井猛嘉,情報処理の高度化等に対処するための刑法等の改正:実体法の観点から,ジュリスト第

1431号,2011,69-70 .

630)今井猛嘉,情報処理の高度化等に対処するための刑法等の改正:実体法の観点から,ジュリスト第

1431号,201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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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시(陳烈)죄가 성립한다고 하 다.그러나 ②의 유형에 해서는 정보로서 음란

한 화상 데이터 자체가 음란물이라며 가벌성을 정한 하 심 례가 존재하지만,

이것이 형법 제175조의 ‘음란한 도화 기타 물건’의 해석으로 가능한가(무체물인 데

이터를 유체‘물’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는 논쟁이 있었다.따라서 공연음란죄(형법

제174조)에 비하여 음란물반포등죄(형법 제175조)가 무겁게 처벌되고 있는 것은 음

란한 도화·물건에 가능한 정도의 고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며,음란한 화상 데

이터도 자메일 시스템과의 계에서는 가능한 정도로 고정되어 있다.따라

서 ②유형의 행 에 해 가벌성을 정한 하 심 례도 나타났다.그러나 이 논

리는 학설의 다수가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다.이 논리는 오히려 음란한 화상 데이

터 자체를 형법 제175조 소정의 ‘물건’으로 악하는 것의 어려움을 재차 보 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631)

한 개정 에는 ‘매의 목 ’으로 규정되어 있었고,‘매’는 소유권의 이 을

수반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었지만, 재는 음란한 자 기록자체를 반포하는

경우나 유체물인 음란물을 유상으로 빌려주는 경우와 같이 소유권의 이 을 수반하

지 않는 확산행 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 를 목 으

로 하는 경우에도 처벌 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해 ‘유상으로 반포

할 목 ’으로 규정하 다.따라서 개정 후 ‘반포’는 종래의 ‘매’를 포함하는 개념으

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 의 ‘매’의 문언을 삭제하 다.

이상과 같이 사이버 포르노의 상황에 해서,형법 제175조의 해석을 통해서

하게 응하는 것에는 (특히 ②의 유형과 계)한계가 있었던 것으로,사이버범죄

약 제9조의 취지를 근거로 일본 고유의 상황에 응하기 해 형법 제175조를 개

정632)하 다.633)

2. 사   개

본 법률에 의한 차법의 정비는 사이버 계의 법정비로써 행해진 것이다. 요내

용으로는 기통신회선에 속하고 있는 기록매체로부터의 복사(형사소송법 제99조

631)今井猛嘉,情報処理の高度化等に対処するための刑法等の改正:実体法の観点から,ジュリスト第

1431号,2011,70 .

632)第百七十五条 　わいせつな文書、図画、電磁的記録に係る記録媒体その他の物を し、又は公

然と陳列した は、二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二百五十万円以下の罰金若しくは科料に処し、又は懲役

及び罰金を併科する。電気通信の 信によりわいせつな電磁的記録その他の記録を した も、同

様とする.２有償で する目的で、前 の物を所持し、又は同 の電磁的記録を保管した も、同

と同様とする。 

633)今井猛嘉,情報処理の高度化等に対処するための刑法等の改正:実体法の観点から,ジュリスト第

1431号,201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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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제218조 제2항),기록명령부 압류 신설(형사소송법 제99조의2,제218조 제1

항), 자 기록에 한 기록매체의 압류의 집행방법의 정비(형사소송법 제110조의

2),보 요청에 한 규정의 정비(형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제4항)등이 있다.

가. 기통신회선에 속하고 있는 기록매체로부터의 복사

형사소송법 제99조의2(기록명령부 압수)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기록명령부압수(

자 기록을 보 하는 자,그 외 자 기록을 이용할 권한을 갖는 자에게 명하여

필요한 자 기록을 기록매체에 기록하거나 인쇄한 후 당해 기록매체를 압수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634)

본 처분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자 기록을 물리 으로 떨어진 서버 등에 보

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개정되었다.압류 상이 자계산기인 경우

당해 자계산기의 네트워크에 속하고 있는 다른 기록매체(메일서버, 일서버

등)에 기록되어 있는 자 기록을 당해 자계산기 등에 혹은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한 후 그것을 압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복사의 상이 되는 기록매체는 압류 상물인 자계산기에 기통신회선에

속하고 있는 기록매체 ‘(압류 상인) 자계산기에서 작성 는 변경한 자

기록 는 당해 자계산기에서 변경 는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 자 기록을 보

하기 하여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것(형사소송법 제99조 제2항,제218조 제2항)’

이다. 한 복사의 상이 되는 자 기록은 ‘그 자 기록(형사소송법 제99조

제2항,제219조 제1항)’,즉 자계산기에서 작성 는 변경한 자 기록 는 당

해 자계산기에서 변경 는 제거할 수 있는 자 기록이다.

나.기록명령부 압수 신설

형사소송법 제99조의2(기록명령부 압수)법원(裁判所)은 필요한 때에는 기록명령

부 압수( 자 기록을 보 하는 자,그 외 자 기록을 이용할 권한을 갖는 자에게

명하여 필요한 자 기록을 기록매체에 기록하거나 인쇄한 후 당해 기록매체를

압수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635)

634)第九十九条の二 　裁判所は、必要があるときは、記録命令付差押え（電磁的記録を保管する そ

の他電磁的記録を利用する権限を有する に命じて必要な電磁的記録を記録媒体に記録させ、又は印

刷させた上、当該記録媒体を差し押さえることをいう。以下同じ。）をすることができる。

635)第九十九条の二 　裁判所は、必要があるときは、記録命令付差押え（電磁的記録を保管する 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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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약 제18조에서는 당사국에게 제3자가 보 하는 자 기록에 련

된 증거를 수집하기 해 수사기 이 복잡한 컴퓨터시스템의 문 인 조작을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피처분자에게도 덜 침해 인 방법을 해, 자 기록의 보

자에 하여 자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출명령제도를 둘 것을 정하고 있다.

본 처분은 공 자 등의 자 기록의 보 자 등에게 필요한 자 기록을 기록매

체에 기록하게 한 후 그것을 압류하는 것이다.

자 기록 등의 증거수집을 해 련매체를 압수하는 방법이 존재하나,컴퓨터

네트워크가 고도로 발 한 에서 원격 자계산기의 기록매체에 자 기록을

보 하거나 필요한 때마다 기록을 다운로드 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화되

어 있다.따라서 특정 자 기록의 존재와 이용권한자를 인지하고 있어도 그 데

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기록매체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복수의 기록매체

에 분산되어 기록되어 있는 자 기록을 얻기 해 이용권한자로 하여 일정한

처리를 하도록 한 후 이를 출력해야 한다.이 경우 수사기 은 개인정보와 련 없

는 정보에 해서는 수사 계사항 조회를 이용해 정보제출 요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통신이력이나 제3자의 법익과 련된 정보의 경우에

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상 비 수의무를 지고 있는 기통신사업자로서 장이

없으면 정보제공을 거부해야 한다. 장발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 으로

서는 필요한 정보가 보 되어 있는 장소를 찾기 어렵고, 기통신사업자로서도 컴

퓨터시스템이 압수의 목 물일 경우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서비스 제공자 등 기록보 자의 력 하에 수사에 필요한 기록을

다른 매체에 복사,이 는 인쇄한 후,다른 매체를 수사기 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 다.이에 의해 피처분자의 력이 기 되는 경우 재 의 장에

의하는 ‘기록 장부 압수’의 방식을 활용하여 처분의 상 방에게는 제3자와의 계

에서 면책효과를 부여함과 동시에 문가로 하여 리하는 특정 데이터의 추출·

기록하도록 하여,컴퓨터시스템의 보호에 이바지하면서도 과도한 처분을 회피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 다.

이를 해 형사소송법 제99조의2를 신설하여,데이터의 취득에 있어서 새로운

「기록명령부 압수」라고 하는 유형을 마련했다. 항의 기록매체 압수가 수사기

이 스스로 데이터를 별도의 기억매체에 복사하고 그것을 압수에 의제하는 것임에

반하여,본 처분에서는 데이터를 취득하기 하여 데이터의 보 자 혹은 이용권한

の他電磁的記録を利用する権限を有する に命じて必要な電磁的記録を記録媒体に記録させ、又は印

刷させた上、当該記録媒体を差し押さえることをいう。以下同じ。）をす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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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자에게 특정의 데이터를 수사기 이 지시한 기억매체에 복사하라고 「명령

한」 데이터를 취득하려는 것이다.이것은 약 제18조 「제출명령」의 국내법화라

고 볼 수 있지만,이러한 강제처분의 신설 필요성도 종래부터 지 되어 왔던 것이

다.그러한 것은 행법에서 유사한 처분인 「제출명령」(형소법 제99조 제2항)은

법원에 의한 것이고,범죄수사를 해서는 이용할 수 없고,「수사 계사항조회」

(동법 제197조 제2항)가 있지만 조회사항의 보고를 데이터 제출에 의제하는 것은

해석론상 무리가 있고,조회 상이 「공무소 는 공·사의 단체」에 한정되어 있

고,데이터의 취득 반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636)

상이 되는 자 기록은 증거로서 필요한 것이고,상 방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자 기록을 보 하는 자 는 자 기록을 이용하는 권한을 가진 자이

다. 자 기록을 보 하고 있는 자는 자 기록을 자기의 실력 지배하에 두

고 있는 자를 말하며, 자 기록을 이용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란 법하게

기록매체에 근하여 해당 자 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자 기

록을 기록매체에 기록시키는 것은 기록매체에 기록된 자 기록을 그 로 복사시

키는 것외에 복수의 기록매체 기록시킨 자 기록을 이용하여 필요한 자 기

록을 작성하게 한 후 그것을 다른 기록매체에 기록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본 항에서는 명령 불이행에 한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 강제는 될 수 없다.하지만 데이터의 기록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기

이 스스로 항의 자 기록매체 압수를 하게 되고,컴퓨터 장치나 기억매체

일체를 물리 으로 압수할 것으로 상된다.따라서 피처분자에게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업무나 라이버시 등에 한 침해가 있으므로 명령에 력하는 방법

을 선택할 것이라고 기 된다.그러므로 본 항은 이러한 2차 강제처분을 정한

간 강제 인 성격을 가진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속 서버 보 자기 작성 데이터 등 압수 도입

형사소송법 제99조 ①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증거물 는 몰수할 물건이라고

단한 것을 압수할 수 있다.다만,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압수할 물건이 자계산기인 경우에는 해당 자계산기에 기통신회선으로

속하고 있는 기록매체이며,해당 자계산기에서 작성 는 변경을 한 자 기

록 는 해당 자계산기에서 변경 혹은 삭제를 할 수 있는 자 기록을 보 하

636)指宿信,サイバースペースにおける証拠収集とデジタル証拠の確保-2011年改正法案を える,法律

時報 第83卷7号,2011,86-87 ;김 조,사이버공간에 있어서 증거수집과 디지털 증거의 확보-2011

년 개정법안을 심으로,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37호,2012년,3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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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부터 그 자 기록을

해당 자계산기 는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한 다음 해당 자계산기 는 해당 다

른 기록매체를 압수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고 소유자,소지자 는 보 자에게 그 물건의 제

출을 명할 수 있다.637)

형사소송법 제107조 제2항 ②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항의 압수 장에 동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외에 압수할 자계산기에 기통신회

선에 속되어 있는 기록매체에서 복사해야 할 자 기록의 범 를 기재해야 한

다.638)

사회에서 자 기록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라는 물리 장소는 큰 의미를 갖

지 않게 되었다.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가 일반화되어 있으므로,종래와 같이 기

록매체만을 압수하는 방법으로는 증거수집의 목 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발하고 있다.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압수할 물건이 자계산기인 경우,당해 자

계산기에 기통신회선으로 속해 있는 기록매체로서,당해 자계산기로 처리할

자 기록을 보 하기 하여 사용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있는 때에

는,당해 자계산기를 조작하여 필요한 자 기록을 당해 자계산기 는 타

기록매체에 복사한 후 당해 자계산기 는 기록매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조항은 자계산기로 처리해야 하는 문서 일을 보 하기 하여 사용되는 리

모트 스토리지 서비스의 기록매체 등을 상정한 것으로, 자계산기 압수의 범 를

실질 으로 자계산기와 일체 으로 이용되고 있는 기록매체에까지 확 하려는 데

에 주목 이 있다.

본 조항의 “보 ”의 의미는 물리 으로 소지하고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떨어진

장소에서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거나 언제라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리고 “사용되고 있다”고 함은 압수 상 컴퓨터로 처리하는 데이터

637)第九十九条 裁判所は、必要があるときは、証拠物又は没収すべき物と思料するものを差し押える

ことができる。但し、特別の定の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2 差し押さえるべき物が電子計算機

であるときは、当該電子計算機に電気通信回線で接続している記録媒体であつて、当該電子計算機で

作成若しくは変更をした電磁的記録又は当該電子計算機で変更若しくは消去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

とされている電磁的記録を保管するために使用されていると認めるに足りる状況にあるものから、そ

の電磁的記録を当該電子計算機又は他の記録媒体に複写した上、当該電子計算機又は当該他の記録媒

体を差し押さえることができる。 ３ 裁判所は、差し押えるべき物を指定し、所有 、所持 又は保

管 にその物の提出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638) 第九十九条第二 の規定による処分をするときは、前 の差押状に、同 に規定する事 のほか、

差し押さえるべき電子計算機に電気通信回線で接続している記録媒体であつて、その電磁的記録を複

写すべきものの範囲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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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 장소로 사용되는 기록매체임을 말한다. 자계산기로 처리하여야 할 자

기록을 보 하기 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에 있다”고 함은 압수

하여야 할 자계산기의 사용상황 등을 미루어보아 당해 기록매체가 당해 자계산

기로 처리하여야 할 자 기록을 보 하기 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개연성이 인

정된다는 것으로, 를 들면 압수하여야 할 컴퓨터에 리모트 스토리지 서비스(클라

우드)의 어카운트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본 조항이 상정하고 있는 기록매체에는 자동응답기,메일박스,원격 장소 그리

고 자계산기와 랜으로 속되어 당해 자계산기로부터 속하여 자 기록을

기록하거나 다운로드가 가능한 기록매체이다.일반 으로 당해 자계산기로 처리

하여야 할 자 기록이 보 되어 있을 만한 개연성이 인정되고,“당해 자계산

기로 처리하여야 할 자 기록을 보 하기 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황에 있을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수사기 은 “당해 자계

산기로 처리하는 자 기록을 보 하기 하여 사용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

황이 있음”을 소명하여야 하고,법 (裁判官)은 이에 기 하여 자 기록의 복사

를 허가하는 자 기록의 범 를 심사하게 된다.그리고 장에는 압수 상이 되

는 범 를 특정하도록 하고, 장에 특정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속이 가능하도

록 하고 있다.LAN을 로 들면, 속서버의 서비스 종류와 속에 필요한 ID와

속 권한자, 속권한(열람 는 다운로드나 수정이 가능한지)등에 따라 압수하여

야 할 컴퓨터와 속 가능한 데이터 등에 한 자 기록의 복사 허가 범 가 한

정되게 된다.

피의자가 읽지 않은 자메일 등을 압수 장에 의하여 압수한 경우,피의자 본인

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이 경우에는 형소법 제100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우편물이 압수에 의해 본인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취 하게 된다.

즉,우편물에 하여 압수처분을 한 경우에는 수신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지하여

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수신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수사에 장해가 되는 경

우에는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기통신회신으로 속해 있는 기록매체”에는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휴 화도 본 조의 상이 되는데,휴 폰과 당해 휴 폰에 걸려온 화

번호나 자메일은 1 1로 상호 응하고 있으므로,휴 화를 특정함으로써 자

기록을 복사하여야 하는 기록매체의 범 도 응하는 한 의 기록매체로 특정

될 수 있다.이와는 달리 컴퓨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연결된 기록매체가 1 1로

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메일,리모트 스토리지 서비스의 서버에 기록되어 있는

자 기록,LAN으로 속되어 있는 기록매체 등 다수의 매체에 걸쳐 있으므로,



- 209 -

자 기록의 복사를 요하는 기록매체의 물리 인 범 를 개별 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문제 이 존재해 왔다.그러나 본 조의 신설을 통하여 속해 있는 기록매

체로부터의 복사가 가능해짐으로써 이러한 물리 인 한계가 해소되었다.

라. 자 기록에 한 기록매체 압류의 집행방법

제110조의2압류할 물건이 자 기록에 한 기록매체인 경우 압류장의 집행을

하는 자는 그 압류 신에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압류할 기록매체에 기록된 자 기록을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인쇄하거나

이 한 후,당해 다른 기록매체를 압류한다.

2.압류를 받은 자에게 압류할 기록매체에 기록된 자 기록을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하고 인쇄하거나 이 시킨 후,당해 다른 기록매체를 압류한다.639)

압류 상물이 자 기록에 한 자매체인 때에는 그 압류를 신하여 해당

기록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자 기록을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한 후 원래 매체 외

다른 기록매체를 압류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 다.압류의 집행방법은 장의 상

황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기본 으로 장에서 수사기 의 단에 맡기

는 것이 바람직하고,제110조의2의 처분이 원칙 으로 당연시되는 것은 아니다.

제110조의2의 처분으로서 가능한 것은 자 기록의 복사( 자 기록을 CD등

그 이외에 기록매체에 복사하는 것),인쇄( 자 기록을 종이매체에 린트하는

것),이 ( 자 기록을 CD등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한 후 원래의 기록매체로부터

는 자 기록을 제거하는 것)이고,동조 제1호는 수사기 이 스스로 행하는 경우

를,동조 제2호는 피처분자에게 행해지는 경우에 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제110조의2의 처분은 압류되어야 할 물건이 자 기록에 한 기록매체인 경우

에 행할 수 있고 장에 압류 상물로서 컴퓨터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그 컴퓨터

를 구성하는 하드디스크 등의 기록매체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110조의2의 처분

을 행할 수 있다.제110조의2처분과 기록명령부 압류는 필요한 자 기록이 기

639) 差し押さえるべき物が電磁的記録に係る記録媒体であるときは、差押状の執行をする は、その差

押えに代えて次に掲げる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公判廷で差押えをする場合も、同様である。 

一 差し押さえるべき記録媒体に記録された電磁的記録を他の記録媒体に複写し、印刷

し、又は移転した上、当該他の記録媒体を差し押さえること。 

二 差押えを受ける に差し押さえるべき記録媒体に記録された電磁的記録を他の記録

媒体に複写させ、印刷させ、又は移転させた上、当該他の記録媒体を差し押さえるこ

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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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되어 있는 기록매체 그 자체는 압류되지 않고 자 기록을 취득한다는 에서

공통하고 있지만,기록명령부 압류는 피처분자의 력을 기 할 수 있는 경우에 선

택될 수 있는 것이고 장청구의 시 에서 피처분자의 력을 기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통상의 압류를 선택하게 된다. 한 자 기록의 이 은 기록명령부 압류에

의해서는 행해질 수 없다.

마. 자 기록에 한 기록매체의 압수를 받은 자 등의 력 요청의 규정 정비

형사소송법 제111조의2압수할 물건이 자 기록에 한 기록매체인 경우에는

압수 장 는 수색 장을 집행하는 자는 처분을 받은 자에 해 자계산기의 조

작 기타 필요한 력을 요구할 수 있다.공 정에서 압수 는 수색할 경우도 같

다.640)

형사소송법 제111조의2를 신설하고,「기록매체 압수장의 집행을 받은 자 등에

한 력요청」을 정하고 있다.구체 으로는 「컴퓨터의 조작이나 기타 필요한

력」이 요구되고, 자 기록의 압수의 경우나 앞서 소개된 원격 속이 피처분자

에게 행해지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다.본 처분은 장된 데이터의 압수·수색을

정한 약 제19조 제4항의 규정( 력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법안에서 요청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제재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수사기 스스로가 이러한 조치를 행할 수밖에 없다.다

만,피처분자가 피의자가 아니고, 컨 ISP와 같이 피의자에게 디스크 공간을 제

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력요청이 행해진다면,법령에 근거한 행 로서 ISP

측에 속이나 복사 등이 가능하고,그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을 면하게 되는 등

효용은 지 않을 것이다.

한 피처분자가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컴퓨터 속을 제어 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 이 쉽게 데이터를 장하고 있는 디스크 공간에 속할 수 없거나,데이터

를 입수한다고 해도 내용을 악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국(2000년 수

사권한규제법 제49조)등에서는 암호키의 제시를 간 강제에 의해서 담보하려고 하

다.제111조의 2의 「기타 필요한 력」 요청에는 암호 키나 패스워드 등의 제

시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되지만, 단계에서 암호키의 제시에 한 간 강제

를 도입한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된다.한편 일본의 최고재 소 례641)에서 마스터

640) 差し押さえるべき物が電磁的記録に係る記録媒体であるときは、差押状又は捜索状の執行をする

は、処分を受ける に対し、電子計算機の操作その他の必要な協力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公判廷で

差押え又は捜索をする場合も、同様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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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사용해서 방에 들어간 경찰 의 행 를 동조의 필요한 처분으로서 허용된다고

하고 있는 에서 본다면, 컨 패스워드 해독·해제,소 트웨어나 해킹·툴(tool)

등을 이용해서 당해 컴퓨터의 디스크 공간에 침입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을지 문제

될 것이다.

본 조항은 약의 제19조 제4항에서 당사국에 하여 컴퓨터시스템의 압수·수색

등의 집행을 하여 컴퓨터시스템의 기능 혹은 컴퓨터시스템 내의 컴퓨터데이터의

보호조치에 한 지식을 가진 자에 하여 필요한 정보를 합리 인 범 에서 제공

하도록 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신설된 조항이다.

자 기록에 련된 기록매체의 압수와 검증을 하기 해서는 시스템의 구성,

자계산기의 조작방법,시큐리티의 해제방법 등에 하여 문기술 인 지식이 필

요한 경우가 많으나,수사기 이 이러한 모든 경우에 하여 자력으로 집행하는 것

은 지극히 어려우며 피처분자의 이익 보호를 해서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수사기 으로서는 문 인 지식을 갖고 있는 피처분자의 기술 인 력을

얻음으로써 가능한 한 용이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수사의 목 을 달성할 수 있게 하

면서도,피처분자로서는 수사기 에 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책임문제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근거가 요구되었다.이러한 실을 반 하여 압수하여

야 할 물건 는 검증하여야 할 물건이 자 기록에 련된 기록매체인 경우 수

사기 등이 피처분자에 하여 자계산기의 조작,그 밖에 필요한 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 다.

수사기 의 력요구 시 요구를 받은 자의 “필요한 조”의 범 로는 자계산기

의 조작 외에도 컴퓨터시스템의 구성,시스템을 구성하는 개개의 자계산기의 역

할이나 기능 혹은 조작방법에 한 설명 등이 포함된다.그리고 압수하여야 할 기

록매체와 복사하여야 할 자 기록이 있는 일을 특정할 것도 포함된다.피처분

자가 처리하여 암호화된 데이터에 해서는 그 복호화까지도 “필요한 조”의 내용

에 포함되지만,가입자에 의해 암호화 처리된 데이터를 복호화하는 것까지는 조

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수사기 의 력요청을 거부하는 행 에 한 벌칙조

항이 없으므로 본 력규정은 자발 인 력의무 규정이며,서비스 제공자가 력

가능한 범 내에서 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력이 사업에 큰 지장을 래

하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력을 거부할 수 있다.

바. 자기록 보 요청 규정 정비

641)平成14年 10月 4日 刑集 56巻 8号 507ペー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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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7조 ① 수사에 해서 그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다만,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다.

② 수사에 해서 공무소 는 공·사의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검사,검찰사무 는 사법경찰원은 압수 는 기록명령부 압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통신을 한 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하

는 자 는 자기의 업무를 하여 불특정 는 다수인의 통신을 매개할 수 있는

기통신을 한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자에 하여 그 업무상 기록하고 있는 기통

신의 송신원,송신처,통신일시 기타 통신이력의 자 기록 필요한 것을 특정

하여 30일을 과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삭제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

다.이 경우에 해당 자 기록에 해서 압수 는 기록명령부 압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기간에 해서는 특별한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과하지 않는 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다만,삭제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기간은 통산 60일을 과할 수 없다.

⑤ 제2항 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함부로

이에 한 사항을 설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642)

형사소송법 제197조에서 새롭게 제3항에서 제5항을 신설하고,수사 상자의 통신

기록이 제거·멸실되지 않도록 「동결」(凍結)을 ISP에게 요청하는 「보 요청」조

항을 신설(제3항)하고,당해 요청에 해서 사업자에게 비 보호·유지의무의 신설

(제5항)했다.이 때 통신기록이란 「송신원( 信元),송신처( 信先),통신일시 기타

통신 이력」을 말한다.본 조는 수사 상자의 통신이력과 통신경로를 명하려는

약 제17조 제1항에서 말하는 「통신기록의 신속한 보 부분 개시(開示)」규

정을 부분 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되지만,동조에서 말하는 통신경로에 한

642)３ 検察官、検察事務官又は司法警察員は、差押え又は記録命令付差押えを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

は、電気通信を行うための設備を他人の通信の用に供する事業を営む 又は自己の業務のために不特

定若しくは多数の の通信を媒介することのできる電気通信を行うための設備を設置している に対

し、その業務上記録している電気通信の 信元、 信先、通信日時その他の通信履歴の電磁的記録の

うち必要なものを特定し、三十日を超えない期間を定めて、これを消去しないよう、書面で求めるこ

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電磁的記録について差押え又は記録命令付差押えをする必要が

ないと認めるに至つたときは、当該求め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４ 前 の規定により消去しな

いよう求める期間については、特に必要があるときは、三十日を超えない範囲内で延長することがで

きる。ただし、消去しないよう求める期間は、通じて六十日を超えることができない。 ５ 第二 又

は第三 の規定による求めを行う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きは、みだりにこれらに関する事 を

漏らさないよう求め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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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개시」(expeditiousdisclosure)는 조문에 포함되지 않았다.643)

보 요청은 공 자 등 통신사업자 등에 하여 그 업무상 기록하고 있는 통신이

력의 자 기록을 일시 으로 제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보 요청을 행하는

것은 통신이력의 자 기록에 하여 ‘압수 는 기록명령부 압수를 하여 필요

할 때’이고,그 주체는 압수허가장 는 기록명령부 압수허가장의 청구주체와 같이

‘검사,검찰사무 는 사법경찰’로 한정하고 있다.

보 요청의 상 방이 되는 자는 ‘기통신을 행하기 하여 설비를 타인의 통신용

에 제공하는 사업자’와 ‘자기의 사무를 하여 불특정 는 다수에게 통신을 매개로

하는 기통신을 행하기 해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자’이다. 자는 공 자 등 통

신사업자 등을 가리키고,후자는 LAN을 설치하고 있는 회사, 공청 등이 해당된

다.

보 요청의 상이 되는 것은 상 방이 ‘그 업무상 기록하고 있는 기통신의...

통신이력의 자 기록’이다.통신이력은 통신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한 보

요청의 시 에서 아직 기록되지 않는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수사기 으로부터의 요청 수단에 해서,자문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었지만,본

개정안에서는 「서면」으로의 요청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보 기간에 해서는 법

제심의회 자문 시에는 최 90일이라고 하고 있었지만,미국 연방법 제18편 제2703

조(f)에 규정되어 있는 「정부기 에 의한 90일 간의 보 (preserve)요청」과 마찬

가지로, 약 제16조에서도 최 90일로 되어 있다.그러나 형사소송법에서는 기록

비용에 한 사업자 측의 우려를 감안하여 60일로 단축하 다(제4항).보 요청은

30일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행해진다.30일은 상한이지만 특히 필요

가 있는 때에는 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연장 횟수의 제한은 없지만 1회당 연

장기간은 30일을 넘지 않아야 하고,보 기간은 60일을 넘을 수 없다.

그런데,국제 으로 본다면,통신기록의 확보를 한 사 조치로서 유럽에서는

체 이용자의 통신기록 보 의무를 지운 「데이터 보 」(dataretention)이 채택되

고, 국에서는 특정 이용자의 기록 보 을 요청하는 「데이터 보 」(data

preservation)이 사용되고 있다.EU의 통신정보보 지침을 국내법으로 이행한 일부

회원국에서는 잇달아 헌 단이 내려지고(2009년 10월 루마니아,2010년 3월 독일,

2011년 2월 키 로스,동년 3월 체코),644)2010년 6월에는 EU 데이터보호기구 실무

643)指宿信,サイバースペースにおける証拠収集とデジタル証拠の確保-2011年改正法案を える,法律

時報 第83卷7号,2011,89-90 ;김 조,사이버공간에 있어서 증거수집과 디지털 증거의 확보-2011

년 개정법안을 심으로,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37호,2012년,355면.

644)이에 해서는 박희 ,EU 통신데이터 보 지침을 환한 회원국의 법제 동향,최신외국법제정

보,한국법제연구원,2011-4호(2011.7.18),87-9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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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보고서가 데이터 보 을 가맹국에게 의무지운 유럽(공동체)지침의 재검토를 권

고하고 있다.하지만 EU의 통신정보보 지침은 2015년 유럽사법재 소로부터 무효

결을 받아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645) 한 데이터 보 에 해서도 캐나다

에서 2002년 이후 일본과 동일한 형태의 법제화를 시도했지만, 라이버시 침해나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입법화되지 못했다.

본 처분에 한 첫 번째 우려는 통신이력의 보 요청과 통신 감청(傍受)의 유사

성에 있다.자문 시의 설명에서는 보 요청이란 기록되어 있는 과거의 「통신이

력」의 제거·멸실 등이 없도록 ISP등에게 요구하는 것에 그치고,기록된 데이터의

확보는 사후에 정된 장(기록명령부 압수 는 기록매체의 압수)에 의해 행해지

는 것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므로,「감청」과는 달리,기록 데이터에 한 속 기

회를 확보하기 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통신감청법 제1조 제2조에서

말하는 통신의 「감청」이란 「 재 행해지고 있는 타인간의 통신에 하여 그 내

용을 알기 해서 당해 통신 당사자의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고,그것을 받는 것」

이라고 정의되고 있고,「 재 행해지고 있는」 통신만이 탐지 상이다.

그 다면,통신기록의 감청에 해서는,과거 부분에 해서는 보 요청에 의해서,

장래 부분에 해서는 검증허가장으로 가능하게 되고,나아가 과거의 통신기록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 기록되어 있으면(이것은 ISP에 의해서 천차만별일 것이다)

장기의 개인의 통신기록을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비용이나 부담의 문제이다.형소법 제197조 제3항에서는 「업무상 기록하고

있는」이라고 규정하여,통신기록의 보 을 업무로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

운 업무 부담을 과하는 것은 아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60일의 보 기간이라는 요

청은 부담을 창출한다.법안의 자문 당시,경제계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것도 큰 규

모의 ISP인 경우에는 업무 부담이나 시스템상의 부하에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일 것

이다.

셋째,보 요청과 그 후 압수의 시간 간격이다.미국 연방법의 경우 법집행기

으로부터의 요청에 해서 「법원에 의한 장발부 차 는 기타의 차가 진행하

고 있는 사이」라는 제약이 있다. 행 형소법에서도 제118조에서 압수·수색 장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고,압수물의 보

규정인 제121조에는 운반보 이 불편한 압수물을 「간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

정되어 있다.따라서 압수 상물 내지 당해 장소에 한 「동결」권한은 장이

발부되면서 가능하다는 것,데이터에 해서는 그 멸실의 험과 조속한 처의 필

645)이에 해서는 제3장 제2 Ⅱ.1. 약 제15조 [보론]유럽사법재 소 통신정보보 지침 무효

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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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있다고 해도, 장청구 이거나 는 신속한 사후 발부를 제로 해서 통

신기록의 보 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646)

넷째,보 요청에 앞서서 수사정보 설 지 요청이다.공무원인 경우,국가공무원

법 제100조,지방공무원법 제34조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직무상 지득한 비 에

해서 그 엄수가 법 의무로 되어 있지만,사인에게는 일반 으로 그러한 의무는

없다.다만,통신의 비 에 해서는 업무상의 비 엄수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한다는 해석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보 요청에 한 사항」은 통신의 비

과는 다르다.보 된 데이터 내용에 해서는 통신사업자에게 비 보호·유지의무가

인정되지만,보 요청이 있었던 것이나 그것에 한 사항은 그 상이 되지 않는다.

한 통신감청법 제28조는 「 계자에 의한 통신 비 의 존 등」이라고 정하고,

「감청에 여한 자」가 「수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통신사업자가 입회한 경우에,그 통신 내용은 말할 필요도 없고,감청의 실시에

해서도 비 사항에 해당하고,그 엄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한 동 개정안에서 말하는 「통신이력」에 있어서 자 메일에 한 범 에

해서도 해석상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통신이력’이란 통신에 한 사항의

기록 에 통신 내용을 제외한 것」을 가리키고,「 기통신의 송신원,송신처,통

신일시 등의 통신기록으로 불리는 것」을 말한다.

사. 자기록 몰수에 한 규정 정비

제498조의2(부정 자 기록등의 몰수)① 부정하게 만들어진 자 기록 는

몰수된 자 기록에 련된 매체기록을 반환하거나 교부할 경우에는 당해 자

기록을 제거하거나 자 기록에 부정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처분해야 한다.

② 부정하게 만들어진 자기록에 련된 기록매체가 공공기 에 속하는 경우 당

해 자 기록에 련된 기록매체가 압수되지 않았을 때에는 부정하게 만들어진 부

분을 공공기 에 통지하여 상당한 처분을 하도록 한다.647)

형소법 제498조의2를 신설하여 부정하게 작성된 자 기록 등의 몰수」를 규정

646)指宿信,サイバースペースにおける証拠収集とデジタル証拠の確保-2011年改正法案を える,法律

時報 第83卷7号,2011,91 ;김 조,사이버공간에 있어서 증거수집과 디지털 증거의 확보-2011년

개정법안을 심으로,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37호,2012년,358-360면.

647) 不正に作られた電磁的記録又は没収された電磁的記録に係る記録媒体を返還し、又は交付する場合

には、当該電磁的記録を消去し、又は当該電磁的記録が不正に利用されないようにする処分をしなけ

ればならない。２ 不正に作られた電磁的記録に係る記録媒体が公務所に属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電

磁的記録に係る記録媒体が押収されていないときは、不正に作られた部分を公務所に通知して相当な

処分を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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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즉,데이터를 취득한 후에 당해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던 매체를 반환·교부할

때 데이터를 삭제하고 그 데이터를 부정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

다는 것이다. 를 들어 음란 상 데이터나, 제품으로서 바이러스 로그램 등을

취득한 경우, 련 데이터를 삭제한 다음 기억매체를 반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데이터취득은 기능 으로는 「복사」에 의해서 행해지지만,원 데이터는 취득 장소

에 잔존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몰수」된 데이터의 완 성과 진정성일 것

이다.증거로 제출될 것이라고 상된 데이터가 「몰수」시와 동일하고,변경 등이

가해진 것을 담보하는 어떠한 조치가 없다면,피의자·피고인에게 「몰수」(삭제)후

에 데이터의 완 성이나 진정성을 다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유체물이라도 동

일한 문제가 지 않지만,데이터의 경우에는 쉽게 개변·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

정성에 한 험성을 면할 수 없다.이러한 험성이 단순한 우려가 아닌 것은

2010년 발생한 우정공사(郵政公社)부정사건에 계한 검사에 의한 로피 디스크

(FD)속성(날짜)정보의 변경 행 에 의한 것이었다.648) 자 기록에 한 몰수는

행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문서 조의 조부분 몰수와 같이,유체물의 일부를 몰

수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고 이해되고는 있으나,그 집행방법은 명백하지 않으며

례는 자기록에 한 부분 몰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본 조항의 신설에 따라 “유체

물의 부분몰수로서의 자 기록의 몰수”라는 개념이 법률로 규정되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타 개

조직 범죄처벌법의 일부개정에서는 검찰의 처분으로 기록명령부압수 보 요

청을 할 수 있도록 하 다.구체 내용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것과 동일하다.

다른 법률에 다수 마련되어 온 경과 규정 등을 정비하여 별표개정을 행하 다.제3

자 소유물몰수 차긴 조치법에서는 제3자에 속한 자 기록의 몰수에 해서 제

3자 소유물몰수 차긴 조치법을 용하도록 하 다.국제수사공조법의 일부개정에

서는 공조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에 있어서 기록명령부압수 보 요청을 행할 수

있도록 하 다.부정액세스 지법의 일부개정에서는 국외범 규정을 정비하 다.

Ⅲ. 보 649)

648)指宿信,サイバースペースにおける証拠収集とデジタル証拠の確保-2011年改正法案を える,法律

時報 第83卷7号,2011,93 ;김 조,사이버공간에 있어서 증거수집과 디지털 증거의 확보-2011년

개정법안을 심으로,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37호,2012년,3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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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제6조 제3항의 유보와 련하여 형법 제168조의2(부정지령 자 기록 작

성 등) 는 형법 제163조의3(부정지령 자 기록취득 등),부정액세스 지법(不

正アクセス行為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제4조(타인의 식별부호를 부정하게 취득하는

행 의 지),제5조(부정 근행 를 조장하는 행 의 지),제6조(타인의 식별부호

를 부정하게 보 하는 행 의 지)의 범죄를 제외하고 제6조 제1항을 유보한다.

약 제9조 제4항의 유보와 련하여 ‘아동매춘,아동포르노행 처벌 아동보호

법’제7조(아동포르노 반포 등)의 범죄650)를 제외하고 약 제9조 제1항 제d호와 제

e호,제2항 제b호와 제c호를 유보한다.

약 제11조 제3항의 유보와 련하여 형법 제168조의2(부정지령 자 기록 작

성 등) 는 형법 제234조의2( 자계산기 손괴 등 업무방해)에 규정된 범죄를 제외

하고 제4조,제5조,제7조,제9조 제1항 제a호 제c호의 범죄에 한 미수(제11조

제2항)을 용하지 않는다.

약 제22조 제2항의 유보와 련하여 부정액세스 지법 제13조(타인의 부정 근

의 의도를 모르고서 부정 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 의 지)651)에 규정된 범죄가

련되는 한 약 제6조 제1항 제1호 제ⅱ목에 따라 규정된 범죄에 해서는 약

제22조 제1항 제d호에 정한 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649) 일본의 유보조항에 한 자료 참조

(http://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185/declarations?p_auth=bov

cfMhH).

650)児童買春、児童ポルノの行為処罰・児童保護法 第７条（児童ポルノ 等）① 児童ポルノを

し、販売し、業として貸与し、又は公然と陳列した は、３年以下の懲役又は３００万円以下の罰金

に処する。② 前 に掲げる行為の目的で、児童ポルノを製造し、所持し、運搬し、本邦に輸入し、又

は本邦から輸出した も、同 と同様とする。③　 第１ に掲げる行為の目的で、児童ポルノを外国

に輸入し、又は外国から輸出した日本国民も、同 と同様とする。

651)第十三条　 第五条の規定に違反した （前条第二号に該当する を除く。）は、三十万円以下の罰

金に処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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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 죄 약   안

1  리말

사이버범죄 약에 한 응 법규를 검토한 결과 실체법과 련해서는 제6조 장

치의 남용과 법인의 처벌에 한 규정이, 차법과 련해서는 제16조의 장된 컴

퓨터데이터의 신속한 보 ,제17조의 트래픽 데이터의 신속한 보 과 일부 공개,제

18조의 컴퓨터데이터 가입자 정보의 제출명령에 한 규정이 개정되거나 도입되

어야 한다. 한 제19조의 장되어 있는 컴퓨터데이터의 수색과 압수와 련해서

는 압수 상에 자정보를 추가해야 하고 컴퓨터데이터의 압수 보 할 방법,

피처분자의 컴퓨터시스템에서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상의 다른 컴

퓨터시스템에의 속,제3자의 력의무 등에서도 입법이 필요하다.나아가서 트래

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에 상응하는 규정이 미비하고 통신비 보호법상의 통신제

한조치의 상에 요한 사이버범죄가 부분 포함되어 있지 않다.이러한 법 상

황에서 개정 내지 도입해야 할 규정들을 다른 국가에서는 어떻게 이행하 는지를

유럽평의회 회원국인 독일,비회원국인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개 으로 검토하

다.이 장에서는 개정 내지 도입해야 할 규정들을 좀 더 세부 으로 검토하기 해

서 비교 상 국가를 국,652) 랑스,653)호주654)로 넓 서 살펴본다.

2       안

Ⅰ. 치  남용

1. 약  건

652) 국에서는 2001년 11월 23일 약에 서명하 으나 비 은 그보다 늦은 2011년 5월 25일에 이루

어졌고 2011년 9월 1일에 발효되었다.

653) 랑스에서는 2001년 11월 23일 약에 서명하 고 2006년 1월 10일 비 한 뒤 2006년 5월 1일

부터 발효되었다.

654)호주에서는 사이버범죄 약에 보다 효과 으로 참여하기 해 2011년 사이버범죄 응 련 법안

(CybercrimeLegislationAmendmentBill2011)이 2012년 8월 통과된 후 2012년 11월 30일 비 되

어 2013년 3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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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제6조는 제2조 내지 제5조의 범죄에 사용할 고의로 장치 데이터를 제작,

매,사용 목 의 조달(입수),수입,배포 는 이용 가능하게 하는(이용 제공)행

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여기서 장치란 주로 제2조 내지 제5조의 범죄를 행하

기 해서 설계(고안)되거나 개조된 장치와 컴퓨터 로그램을 말하며,데이터란 컴

퓨터 시스템의 부 는 일부에 근할 수 있는 컴퓨터 비 번호, 근 코드 는

이와 유사한 데이터를 말한다.장치 데이터 소지의 경우 일정 수 이상 소지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장치 데이터를 제작, 매,사용 목 의

입수(조달),수입,배포 는 이용 가능하게 하는(이용 제공)행 가 컴퓨터 시스템

을 검하거나 보호하기 해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약 제6조 제1항 제a호 제ⅱ목의 데이터의 매,배포 는 그 밖의 이용 제

공 행 는 제42조에 의해서 유보될 수 없다.

2. 비  검

가.독일

독일의 경우 약 제6조는 형법 제202c조(데이터 탐지 취득의 비)의 개정,

제303a조 제3항(데이터 손괴의 비죄)의 신설,제303b조 제5항(컴퓨터 업무방해의

비죄)의 신설을 통해서 이행되었다.즉 약 제6조를 약 제2조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범죄의 비죄로 이행한 것이다.

제202c조의 경우 보호조치가 된 데이터에 근을 가능하게 하는 비 번호 는

기타 보안코드나 그러한 목 을 가진 컴퓨터 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자신이 취득하

거나 타인으로 하여 취득하게 하거나, 매하거나,타인에게 양도하거나,유포

는 그 밖에 근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제202a조와 제202b조에 의한 범죄행 를

비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는 벌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제303a조 제3항은 사이버범죄 약 제4조 데이터침해에 응하는 규정인 제

303a조 제1항과 제2항을 비죄로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1항은 데이터(제202a조

제2항)를 법하게 소거,은닉 는 사용불능하게 하거나 는 이를 변경한 자는 2

년 이하의 자유형 는 벌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제2항에서 미수범도 처벌하

고 있다.

제303b조 제5항은 사이버범죄 약 제5조(시스템 방해)의 이행규정인 제303b조에

비행 를 추가한 것이다.제5항은 제1항에 의한 범죄행 를 비한 경우에 제

202c조를 용하도록 하여 형법 제202c조는 제303b조 제1항에 의한 범죄의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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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용된다.

그리고 독일은 제6조 제1항 제a호 제i목의 장치와 련하여 제b호의 장치의 소지

에 해서는 유보권을 행사하고 있다.

나. 랑스

랑스는 형법 제323-3-1조에서 산정보처리장치 부정이용죄를 도입하고 있다.

즉 동조는 형법 제323-1조 내지 제323-3조655)에 의해서 지된 범죄를 범하기 해

제작(고안)되거나 특별히 개작된 장치,도구,컴퓨터 로그램 는 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수입,보유,제공,양도 는 이용제공 행 는 각 죄에 정한 형 는 그

가 형에 처벌한다. 랑스는 제6조와 련하여 제42조의 유보조항에 규정된 유보

권을 행사하지 않았다.656)

다. 국

국에서는 1985년 키보드에 권한 없이 비 번호와 패스워드를 입력함으로써 컴

퓨터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안에서657)패스워드와 비 번호는 ‘문서 조 화폐 조

방지법’(FogeryandCounterfeilAct1981)제8조(1)(d)의 ‘기록 혹은 장된’의 의미

에 포섭되지 않으므로 범죄자는 이 법을 반하지 않았다고 시하 다.이러한 문

제에서 나타난 처벌의 흠결을 보완하기 하여 컴퓨터오용법(ComputerMisuse

Act1990)이 제정되었다.

동법에는 1.컴퓨터 로그램이나 데이터에 한 권한 없는 근 행 (hacking),2.

다른 범죄를 목 으로 하는 해킹범죄행 그리고 3.컴퓨터자료의 권한 없는 변경

행 4.바이러스 유포와 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실질 손해와 그에 한 가해자

의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바이러스의 유포 제조를 처벌하는 규정 등이 담

655)제323-1조 (부정 근 등)① 부정하게 산정보처리장치의 체 는 일부에 속하거나 체류하

는 행 는 2년의 구 형 30,000유로의 벌 에 처한다.② 항의 행 로 처리장치내 정보의 삭

제,변경 는 기능의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3년의 구 형 45,000유로의 벌 에 처한

다.<2004.06.21.개정,법률2004-575>.제323-2조( 산업무방해) 산정보처리장치의 작동을 방해하

거나 그 동작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행 는 5년의 구 형 75,000유로의 벌 에 처한다.

<2004.06.21.개정,법률2004-575> 제323-3조(자료부정조작)부정하게 산정보처리장치에 자료를

입력하거나 그 장치에 보 된 자료를 삭제 는 변경하는 행 는 5년의 구 형 75,000유로의 벌

에 처한다.<2004.06.21.개정,법률2004-575>

656)

http://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185/declarations?p_auth=1nH0

8Nwo

657)Rv.RobertSchifreenandStephenGold(일명 Gold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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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져 있다.658)

2015년 5월 국은 컴퓨터오용법을 개정하 다.이에 따르면 국 정보통신본부이

자 NSA의 국 으로 알려진 GCHQ를 비롯한 국가정보요원(IntelligenceOfficers)

과 경찰은 사람들의 모바일기기와 컴퓨터를 해킹해도 처벌 상이 아니라는 것을 핵

심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개정법 제42조는 제1조,제3조,제3ZA조에 규정된 범죄에 사용하기 해

로그램659)(해커툴 혹은 악성소 트웨어)을 제작,공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추가하 다. 한 제42조에 제1조,제3조 는 새로운 제3ZA조에 규정된 범

죄를 지르기 해 사용될 도구를 획득할 때 제3자의 개입이 없는 경우에도 3A조

를 용할 수 있도록 용범 를 확장시켰다.한편 국은 약 제6조와 련하여

제42조의 유보조항에 따른 유보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라.미국

약 제6조는 연방법 제18편 제1029조의 근장치 사기660)와 제1030조의 컴퓨

터사기 오용,제2513조의 몰수 조항에서 규정되어 있다.

제18편 제1029조는 근장치 사기를 처벌하고 있는데 우선 ‘근장치’(access

device)라 함은 컴퓨터 네트워크에 근할 수 있는 카드번호,계정번호,시리얼넘버,

개인식별번호 등을 의미하며661)이러한 근장치를 조하거나 권한 없이662)사용,

소지 는 거래하거나 기통신서비스를 권한 없이 사용하기 하여 개조되거나 변

조된 기통신기구의 제작,사용,소지, 는 거래 활동 등은 지되고 이를 반하

는 행 를 처벌하고 있다.

제18편 제2513조는 제2511조와 제2512조의 처벌에 따른 부수조항인데 제2511조

(도청),제2512조(도청장치의 제작 등)에 해당하는 기 ,기계 (도청)장치를 사

용, 송,이 ,제작,조립,소지,매매 혹은 고한 것은 미국정부에 압수되거나 몰

수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약 제42조의 유보조항과 련하여 주로 제4조(데이터 침해) 제5조(시

스템 방해)에 규정된 범죄를 행할 목 으로 설계되고 개작된 장치에 한 제6조 제

658)백 훈,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에 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0,12,120면 참조.

659)원문에는 “article”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자 형태로 되어 있는 모든 로그램과 데이터를 포함

하는 개념이다.

660)18U.S.C.§1029.

661)18U.S.C.§1029(e)(1).

662)권한 없는 근장치(unauthorizedaccessdevice)라 함은 분실되거나,도난당하거나,유효기간이

만료하거나,사용효력이 철회되거나 취소된 근장치 는 사취할 목 으로 획득된 근장치를 의

미한다.(18U.S.C.§1029(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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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제a호 제i목(컴퓨터 로그램을 포함한 장치) 제1항 제b호(장치나 데이터의

소지)에 하여 유보권을 행사하고 있다.

마.일본

일본은 형법 제168조의2(부정지령 자 기록 작성 등 죄를 규정)와 형법 제163

조의3(부정지령 자 기록취득 등)에서 약 제6조를 이행하고 있다.형법 제168

조의 2는 제1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자계산기에 실행에 공할 목 으로

타인이 자계산기를 사용할 때 그 의도에 따라야 할 동작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그 의도에 반하는 동작을 하도록 하는 부정한 지령을 내린 자 기록,그 밖에

부정한 지령을 기술한 자 기록 기타 기록을 작성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는 50만엔 이하의 벌 으로 처벌한다.제2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

1항 자 기록을 사람의 자계산기 실행에 제공한 자도 마찬가지로 처벌하며 제

3항에서 미수도 처벌한다.

그리고 형법 제163조의3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68조의2제1항의 목 으로 각 호

에 해당하는 자 기록 기타 기록을 취득하거나 보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는 30만엔 이하의 벌 으로 처벌한다.

부정 근 지법 제13조(보유자의 무권한 컴퓨터 근의 목 을 모르고 무권한 컴

퓨터 근을 원활히 하는 행 의 지)에 규정된 범죄가 련되는 한 제6조 제1항

제a호 제ⅱ목에 해서는 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유보하고 있다.663)

바.호주

호주 형법 제478.3조 컴퓨터범죄를 실행할 목 으로 데이터를 소지하거나 조작하

는 행 에 하여 3년의 자유형에 처하고 있다.664)뿐만 아니라 형법 제478.4조에서

663)

http://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185/declarations?p_auth=1nH0

8Nwo(일본 편 참조).

664)호주 형법 478.3Possessionorcontrolofdatawithintenttocommitacomputeroffence

(1)A personisguiltyofanoffenceif:

(a)thepersonhaspossessionorcontrolofdata;and

(b)thepersonhasthatpossessionorcontrolwiththeintentionthatthedatabeused,bythe

personoranotherperson,in:

(i)committinganoffenceagainstDivision477;or

(ii)facilitatingthecommissionofsuchanoffence.

Penalty:3yearsimprisonment.

(2)A personmaybefoundguilty ofan offenceagainstthissectionevenifcommitt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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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컴퓨터범죄를 실행할 목 으로 데이터를 제작·공 ·획득하는 행 에 하여도 3

년의 자유형에 처하고 있다.665) 작권법 제132조에서는 기술 보호수단을 우회하

는 장치 등을 제작하는 행 에 하여도 형사처벌하고 있다. 작권법 제132조 제2

항부터는 기술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 에 하여 허용하는 외규정을 두고

있다.

3.  

장치의 남용에 해서는 비죄를 도입하는 방안666)과 이와는 별개의 독자 인

구성요건을 도입하는 방안667)이 검토될 수 있다. 비죄를 두고 있는 표 인 입법

offenceagainstDivision477isimpossible.

Nooffenceofattempt

(3)Itisnotanoffencetoattempttocommitanoffenceagainstthissection.

Meaningofpossessionorcontrolofdata

(4)In thissection,areferencetoaperson having possession orcontrolofdataincludesa

referencetotheperson:

(a)havingpossessionofacomputerordatastoragedevicethatholdsorcontainsthedata;or

(b)havingpossessionofadocumentinwhichthedataisrecorded;or

(c)havingcontrolofdataheldinacomputerthatisinthepossessionofanotherperson(whether

insideoroutsideAustralia).

665)호주 형법 478.4Producing,supplyingorobtainingdatawithintenttocommitacomputer

offence

(1)A personisguiltyofanoffenceif:

(a)thepersonproduces,suppliesorobtainsdata;and

(b)thepersondoessowiththeintentionthatthedatabeused,bythepersonoranotherperson,

in:

(i)committinganoffenceagainstDivision477;or

(ii)facilitatingthecommissionofsuchanoffence.

Penalty:3yearsimprisonment.

(2)A personmaybefoundguilty ofan offenceagainstthissectionevenifcommitting the

offenceagainstDivision477isimpossible.

Nooffenceofattempt

(3)Itisnotanoffencetoattempttocommitanoffenceagainstthissection.

Meaningofproducing,supplyingorobtainingdata

(4)Inthissection,areferencetoapersonproducing,supplying orobtainingdataincludesa

referencetotheperson:

(a)producing,supplyingorobtainingdataheldorcontainedinacomputerordatastoragedevice;

or

(b)producing,supplyingorobtainingadocumentinwhichthedataisrecorded.

666)해킹의 비죄로서의 구성은 해킹죄는 상당부분 추상 험범의 형태를 띄게 되어 결국 가벌성

이 상당히 확장되므로 해킹 범죄를 단계 범죄화시키는 경우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로는

이원상,해킹의 단계 범죄화와 일상 역화,307면 참;이원상,해킹미수 처벌 논의에 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13권 제2호,23면.

667)노명선,사이버범죄 처를 한 EU 사이버범죄 약 가입 필요성과 가입에 따른 약이행 방안,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2012,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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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는 독일이다.이러한 비죄의 구성요건을 우리 형법 제213조(통화 조·변조의

비음모죄)와 제224조(인지·우표 조·변조죄 등의 에비음모죄)에서 볼 수 있다.한

편,입법논의과정에서 비죄는 주로 한 범죄로 한정되어야 한다면서 그 도입을

반 하고 독자 인 구성요건을 도입한 입법례는 일본이다.

악성 로그램은 단순히 가해행 의 비행 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컴퓨터 로

그램에 한 신용성,신뢰성을 해하는 사회 범죄로서 포착되어야 하고,사회 시

스템에 커다란 해악을 끼치는 근원을 생성하는 행 로서 범죄성을 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 악성 로그램에 의해 실 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개인이

지만 네트워크에 속된 상태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악성 로그램이 순식간에 확산됨에 따라 이미 요한 사회 인 라를 구성하는 인

터넷 자체의 신뢰성이나 컴퓨터 로그램에 의한 정보처리 자체에 한 신뢰성이

크게 손상된다는 에서 사회 법익에 한 한 침해가 된다668)는 도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약 입안자들은 제2조 내지 제5조의 모든 컴퓨터 범죄에 장치의 남용 규정을

용할 평가는 각 당사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6조 제3항은 제42조의 유보 조

항을 근거로 국내법에서 이 범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당사

국은 어도 제1항 제a호 제ⅱ목에서 언 한 컴퓨터 비 번호나 근데이터 는

이와 유사한 데이터의 ‘매’,‘배포’ 는 ‘그 밖에 이용 제공 행 ’를 제외한 경우에

는 유보를 할 수 있다.이를 유보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9호를 고려해 볼 수 있다.동조 제9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데이터 는 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 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로그램(이하 “악성 로그램”이라 한다)을 달 는 유

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는 5천만원 이하의 벌 으로 처벌하고 있다.669)악성

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데이터 는 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 조하

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약 제4조의 데이터 침해와 제5조의 시스템

방해를 목 으로 하는 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제6조 제1항 제1호의 배포

는 이용제공행 에는 포섭이 될 수 있다.하지만 악성 로그램의 제작, 매,사

용목 의 취득,수입,소지 행 에 해서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670)그리고

668)노명선,앞의 용역보고서,71면.

669)제71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5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9.제48조 제2항을 반하여 악성 로그램을 달 는 유포한 자.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 등의 지)② 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데이터 는 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 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로그램(이하 “악성 로그램”이라 한다)

을 달 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670)해킹 툴과 같이 범죄수단의 제공이나 보유 행 에 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견해로는 양종모,사

물인터넷(IoT) 련 사이버범죄의 동향 형사법 규제,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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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로그램은 불법 근이나 감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통신비 보호법의 인가

받지 않은 불법감청설비의 경우 특별규정으로 볼 수 있다.

약 제6조는 제2조 불법 근,제3조 불법감청,제4조 데이터 침해,제5조 시스템

방해를 목 으로 하는 로그램과 장치 그리고 데이터를 고의로 권한 없이 제작,

매,사용 목 의 취득(조달),수입,배포 는 이용 가능하게 하는(이용 제공)행

그리고 소지하는 행 를 처벌하고 있다.데이터를 제작, 매,사용 목 의 취득

(조달),수입,배포 는 이용 가능하게 하는(이용 제공)행 는 유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71조 제9호의 악성소 트웨어의 개념을 확

하고 장치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한 악성 로그램의 개념을 확 할 필요가 있다.671)정보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

하는 로그램도 포함시켜야 한다.이러한 로그램 외에 장치나 컴퓨터 비 번호,

근코드, 는 유사한 데이터도 근이나 감청이 가능하다.장치나 데이터로 범

를 확 할 필요가 있다.

4.  안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 등의 지)

② 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법 제72조 제1항 제1호,동법 제71조 제11호,동

법 제71조 제11호 단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8조 제1항과 제2항,정보통신망

법 제71조 제10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8조 제2항의 범죄에 사용할 목 으로

정보통신시스템,데이터 는 로그램 등에 근하거나 이를 감청하거나 훼손ㆍ멸

실ㆍ변경ㆍ은닉· 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로그램 는 장치(이하

“악성 로그램 등”이라 한다)를 제작,소지, 매,사용 목 의 취득,수입,배포,이

용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③ 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의 부 는 일부에 근할 수 있

는 컴퓨터 비 번호, 근 코드 는 이와 유사한 데이터(이하 “악성데이터”라고 한

다)를 제작, 매,사용 목 의 취득,수입,배포,이용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71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5

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9.제48조 제2항을 반하여 악성 로그램 등을 제작,소지, 매,사용 목 의 취

329면.

671)차진아,앞의 노문,53-54면;이상 ,정보보안 침해 범죄의 형법 제재 규정에 한 연구,형사

법의 신동향 통권 제38호(2013.3),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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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수입,배포,이용 제공한 자.

10.제48조 제3항을 반하여 악성데이터를 제작,소지, 매,사용 목 의 취득,

수입,배포,이용 제공한 자.

Ⅱ.  책

1. 약  건

약 제12조는 두 가지 행 로 인한 법인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하나는 법인의

이익을 해서 법인 내에서 주도 인 지 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행해진 범죄행

에 한 법인의 처벌이고,다른 하나는 그러한 지 에 있는 사람이 법인의 리인

는 종업원을 감독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행 와 그러한 감독 내지 통제의 결여로

법인의 리인이나 종업원의 약상의 범죄행 를 용이하도록 한 행 에 한 법인

의 처벌이다. 약의 유보조항인 제42조는 법인의 처벌과 련하여 유보를 허용하

고 있지 않다.

2. 비  검

국이나 미국은 객 인 의무 반상태의 존부만을 단하면 되는 범죄유형에

하여 법인처벌을 정하고 주 요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에 하여는 책임

을 근거로 법인을 처벌하고 있다.호주의 경우 법인에 한 처벌은 호주 형법 제2.5

장 법인의 형사책임 제12 규정 체에서 마련하고 있다.672)호주 형법은 법인에

하여 자연인과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륙법계 범죄체계에서보다

미법계 범죄체계에서 법인의 형사책임이 쉽게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책임개념이

륙법계의 개념과 상이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이미 범죄의 주 귀책사유에서

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673) 륙법계 국가에서는 법인의 형사처벌과 련하여

672)호주 형법 Part2.5—Corporatecriminalresponsibility.Division12.12.1Generalprinciples.(1)

ThisCodeappliestobodiescorporateinthesamewayasitappliestoindividuals.Itsoapplies

withsuchmodificationsasaresetoutinthisPart,andwithsuchothermodificationsasare

madenecessarybythefactthatcriminalliabilityisbeingimposedonbodiescorporaterather

than individuals.(2)A body corporatemay befoundguilty ofany offence,including one

punishablebyimprisonment.12.2Physicalelements.12.3Faultelementsotherthannegligence.

12.4Negligence.12.5Mistakeoffact(strictliability).12.6Interveningconductorevent.

673)이에 한 상세한 설명은 김유근,법인의 형사책임 :독일 Nordrhein-Westfalen주의 기업 기

타 단체의 형사책임의 도입을 한 법률안을 심으로,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3호(통권 제99호,

2014·가을),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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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입법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를 들어 스 스와 같이 형법 (스 스 형법 제

102조)에 직 규정하는 방식,오스트리아와 같이 특별법에 규정하는 방식(오스트리

아 단체책임법),674)우리나라나 일본675)처럼 양벌규정을 통한 해결에 그치는 방식

등이 있다.독일의 경우 재 법인의 형사책임에 한 형법상 규정이 없고 법인의

범죄능력과 책임능력이 부정된다.하지만 질서 반법을 통한 행정 제재를 통해서

법인을 규제하고 있다(질서 반법 제30조676) 제130조677)).그런데 최근 단체형법

법률안(Verbandsstrafgesetzbuch)678)을 통하여 법인을 처벌하려는 입법논의가 시작

되었다. 재 유럽에서는 랑스(형법 제121-2조)679)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법인

을 형법으로 직 처벌하는 입법이 늘어나고 있다.680)

3.  

674)이에 한 자세한 설명은 임정호,형법상 법인처벌규정 도입가능성 검토를 한 륙법 국가법제

비교연구,-자연인 행 의 총합과 책임주의 원칙간 간극을 심으로 -,강원법학 제44권(2015.2),

612-626면 참조.

675)일본의 양벌규정론을 검토하고 우리 입법론을 제시한 문헌으로는 이상천,일본의 양벌규정론에

한 비교법 론 고찰,법학논총 제27권 제2호(2014.10),국민 학교 법학연구소,311-369면 참조.

676)질서 반법 제30조(법인 사단에 한 질서 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죄

는 질서 반행 를 범하여 법인 는 인 회사에게 부과된 의무를 반하거나 는 이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얻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인 인 회사에 하여 질서 반 을 부과한

다.1.법인의 표권을 가지는 기 혹은 그 기 의 구성원,2.권리능력 없는 단체의 이사 혹은

그 단체의 구성원,3.인 상사회사의 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원,4.총 리인 혹은 지도 지

에 있는 지배인 혹은 법인 는 제2호 제3호가 규정하는 인 단체의 업무 리인 혹은 5.기타

법인 는 제2호 제3호가 규정하는 인 단체로서의 경 체 는 기업의 경 에 해서 업무집

행의 감독 등과 같은 감독책임을 포함해서 책임을 지는 자.② (생략).(법무부,질서 반행 규제

법과 각국의 입법례,2005.12,18면 참조).

677)질서 반법 제130조 ① 경 체 는 기업의 소유자로서 고의 는 과실로 당해 경 체 는 기

업 내에서 소유자 자신이 행하고 그 반에 하여서는 형벌 는 질서 반 이 과하여지는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한 감독이 있었더라면 지되었거나 히 곤란하게 되었을 반행

가 행하여지는 경우에 질서 반행 를 행한 것이다.그 필요한 감독조치에는 감독직원의 임명,

신 한 선발 감시도 한 포함된다.② 제1항에서 말하는 경 체 는 기업에는 공기업도 한

속한다.③ (생략)(법무부,질서 반행 규제법과 각국의 입법례,2005.12,81-82면 참조),

678)노르트라인 붸스트팔 주에서 기업 기타 단체의 형사책임을 도입하기 한 법률안(Entwurf

einesGesetzeszurEinführung derstraf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von Unternehmen und

sonstigenVerbänden)을 연방의회에 제출하여 이에 한 논의가 진행 이다.이 법률안의 핵심 내

용인 단체형법법률안의 우리말 번역과 이에 한 상세한 설명에 해서는 김유근,앞의 논문,

40-50면 참조. 이 법률안의 원문은 다음 사이트 참조 :

https://www.justiz.nrw.de/JM/justizpolitik/jumiko/beschluesse/2013/herbstkonferenz13/zw3/TOP_II

_5_Gesetzentwurf.pdf.

679)제121-2조(법인의 형사책임)① 국가를 제외한 법인은 제121-4조 내지 제121-7조의 구별에 따라

법인의 기구 는 표가 법인을 하여 행한 범죄에 하여 형사상 책임이 있다.② 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그 연합기구는 탁 약의 상이 되는 공공서비스 제공1)의 업무

수행 에 이루어진 범죄에 하여만 형사상 책임이 있다.③ 법인의 형사책임은 제121-3조 제4항

규정의 유보 하에 동일한 사실에 하여 정범 는 공범이 되는 자연인의 형사책임을 배제하지 아

니한다.<2004.03.09.개정,법률2004-204>

680)노르트라인 붸스트팔 주에서 기업 기타 단체의 형사책임을 도입하기 한 법률안,26면;김

유근,앞의 논문,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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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은 기본 으로 자연인의 행 가 아닌 기업을 비롯한 법인의 행 에

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하지 않고,양벌규정을 통해서 법인을 규제하고 있다. 약

상의 범죄 제2조에서 제6조에 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제9조에 해서는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에서,제10조에 해서는 작권법에서 양벌규정이

존재하지만 약 제7조와 제8조의 범죄에 해서는 양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양벌규정이 없는 형법상의 컴퓨터 련 조( 약 제7조)나 컴퓨터 련 사기(

약 제8조)가 법인 명의로 행해진 경우 그 법인을 처벌하기 해서는 법인 처벌에

한 일반 인 규정이 필요하다.

생각건 사이버범죄 약을 이행하기 한 법인 처벌의 도입 문제는 사이버범죄

약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법 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해

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따라서 주어진 연구기간 내에 구체 인 입법 방안

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다만 법인의 사회 역할과 사회에 미치는 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종래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온 양벌 규정을 통한 법인 처벌

은 지양하고681)일반 인 법인의 처벌 규정을 형법 에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682)

Ⅲ.  컴퓨  신  보

1. 약  건

약 제16조는 트래픽 데이터를 포함하여 장되어 있는 컴퓨터데이터를 신속하

게 보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제1항에 의하면 할기 은 장되어 있는 특정한

컴퓨터데이터의 신속한 보 을 명령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확보할 권한을 가

681)우리 헌법재 소는 종래 양벌규정에 하여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여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입법자들은 법인의 처벌근거를 ‘과실책임’으

로 명확히 하고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목표로 한 양벌규정을 개정하 다.개정된 양벌규정에 의하면

법인 는 개인인 업주에 한 처벌의 근거를 과실책임으로 인정함으로써,감독상의 주의의무

반이라는 주 요소에 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해 법인 는 개

인인 업주에게 과실의 추정이 행해지거나 입증책임이 환될 가능성이 높다. 한 책임원칙의

철을 목표하면서 법인처벌의 근거를 과실책임에 둔 것은 책임원칙의 이론구성을 철 히 하지 못하

다고 비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법인의 책임 근거로서 부작 책임설을 제시하

고 있는 견해로는 조명화/박 민,양벌규정과 형사책임-개정된 양벌규정의 문제 을 심으로-,법

학논총 제23집,숭실 학교 법학연구소,2010.2,18-19면 참조.

682)일본의 경우에도 우리와 같이 양벌규정으로 법인에 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사이버범죄 약에 가입하 다.생각건 양벌규정

이 없는 형법상의 컴퓨터 련 조( 약 제7조)나 컴퓨터 련 사기( 약 제8조)가 법인 명의로

행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에서 이 두 범죄를 해서 굳이 일반 인 법인처벌 규정을 두어야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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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한다.제1항의 보 처분은 수사 차상 비처분으로써 보 시 에 해당 컴

퓨터 데이터가 수사기 에 곧바로 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압수 는 제출명

령과 같은 법률상 다른 권한에 의하여 수사기 이 이를 확보하기까지 제삼자의 부

당한 근을 배제시켜 보 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의미한다.제2항에 의하면 해당

컴퓨터데이터를 보유 내지 리하고 있는 사람은 수사기 이 장되어 있는 특정한

컴퓨터데이터의 무결성을 최 90일 동안 확보하여 보 해야 할 의무를 진다.제3

항은 보 자 는 컴퓨터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 자의 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비  검

가.독일

독일은 데이터의 신속한 보 과 직 련되는 구체 인 규정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하지만 독일은 가입자정보의 수집(형사소송법 제100j조),트래픽 데이터의 수

집(형사소송법 제100g조)그리고 압수에 한 일반 규정(형사소송법 제94조 이하),

수사에 한 검사 사법경찰 의 조회(형사소송법 제161조 제1항,제163조)등을

통하여 약 제16조를 이행하고 있다.사이버범죄 약 원회의 2012년 이행평가보

고서는 독일의 경우 약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하 으나 2015년 보고서

는 충분히 이행하 다고 평가하고 있다.683)

나. 랑스

랑스는 형사소송법 제56조 제7항과 제60-2조684)에 의해서 컴퓨터데이터가 신속

683) Cybercrime Convention Committee (T-CY),Assessment report,Implementation of the

preservationprovisionsoftheBudapestConventiononCybercrime,Supplementaryreport,T-CY

(2015)6,Strasbourg,21June2015,9.

684)형사소송법 제60-2조 ① 기통신 는 컴퓨터를 통해서 개입할 수 있는 공공기 는 사법상

법인은,사법경찰 의 요청에 따라 ‘정보와 데이터 자유에 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

호’(즉 개인정보보호법)제8조 Ⅱ 3두 번째 문단 제67조 제2호에 규정된 외 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진실발견에 유용한 모든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다만,그들이 리하는 컴퓨터 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장되어 있는 정보의 비 이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는 경우에는 외로 한다.② 사

법경찰 은,미리 석방구 사의 허가를 받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기통신사업자,특히 디지털

경제의 신뢰에 한 2004년 6월 21일 법률 2004-575호 제6조 Ⅰ 1에 언 된 자(즉 온라인 공

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사용한 정보의 내용을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 하기 해서 모든 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본 조의

용을 받는 기 이나 법인은 요청받은 정보를 기통신 는 컴퓨터에 의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④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요청을 거부한 자는 3,750유로 이하의 벌 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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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보 되어 확보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56조 제7항은 사법경찰 은 검사의 동

의를 받아 진실 발견에 유용한 물건·문서· 자정보 형법 제131-21조에 정한 물

건에 해서만 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60-2조는 컴퓨터 데이터의

신속한 보 에 한 차를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와 련하여

비 이 수되어야 하는 정보는 보 의 상에서 제외되며(제1항),보 요청의 주체

는 사법경찰 이지만 그 이 에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항).보 요

청의 수범자인 기통신사업자 등은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컴퓨터 데이터를 보 해

야 하며 보 하기 한 모든 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제2항 제3항).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요청을 거부한 자는 벌 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제4항)피처분 기 의 종류와 요청받은 정보의 조사, 달 는 처리의 방법은 개

인정보보호 원회의 의견을 들어 국참사원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랑스

는 통신정보보 제도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EU의 통신정보보 지침

(DIRECTIVE2006/24/EC)685)제정 이 부터 시행되고 있어서 이번 유럽사법재 소

의 이 지침의 무효 결로 향을 받지 않는다.

랑스는 형사소송법 제56조 제7항과 제60-2조를 통해서 자 증거가 신속하게

확보되고 있다.컴퓨터 데이터의 신속한 보 과 련하여 사이버범죄 약 원회 이

행평가보고서는 약 제16조와 일치하게 이행하 다고 평가하고 있다.686)

약 제29조의 국제 인 차와 련하여 보 압수를 통한 신속한 자 증

거의 확보권은 국제공조요청을 해서도 용된다.

다. 국

국은 컴퓨터 데이터의 신속한 보 을 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하지

만 자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해서 범 한 권한들이 사용되고 있다.이

러한 권한들은 Anti-terrorism,CrimeandSecurityAct(ATCS)2001,Regulation

ofInvestigatory PowersAct(RIPA)2000,PoliceandCriminalEvidenceAct

다.⑤ 제1항에 규정된 기 의 종류와 요청받은 정보의 조사, 달 는 처리의 방법은 정보와 자

유에 한 국가 원회(즉 개인정보보호 원회)의 의견을 들어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Codede

procédure pénale, 2015년 11월 8일 버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jsessionid=18601D8BF70C5CFE2C02EDE5783E4282.tp

dila19v_1?cidTexte=LEGITEXT000006071154&dateTexte=20151114).

685)제3장 제2 Ⅱ.1. 약 제15조 [보론]유럽사법재 소 통신정보보 지침 무효 결 참조.

686) Cybercrime Convention Committee (T-CY),Assessment report Implementation of the

preservation provisions ofthe BudapestConvention on Cybercrime,T-CY (2012)10 REV,

Strasbourg,25January2013(provisional),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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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E)1984 등에서 포 으로 규정되어 있다.특히 ATCS 2001 제102조와

PoliceandCriminalEvidenceAct(PACE)1984부칙 1에 규정을 두고 있다.사용

되는 차들은 사안에 따라 달려 있지만 보 요청은 보통 경찰에 의해서 데이터 소

유주에게 행해질 수 있다.경찰은 사로부터 제출 장을 발 받거나 경찰증거법

에 의해서 근할 수 있는 장을 발 받거나 동법 제1조에 따라서 제출명령을 받

는다.687)그리고 보 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내에 참석한다. 국도 랑스와 같이

EU의 통신정보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라.미국

미국의 경우 연방법 제18편 제2703조(f)688)에서 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신속한

보 을 규정하고 있다.제2703조(f)는 우선 통신서비스제공자(유선 는 자 통

신서비스 제공자 는 원격 컴퓨 서비스 제공자)가 정부기 의 요청을 받게 되면

법원의 명령 등이 내려질 때까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 는 그 밖의 증거를

보 하기 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일반 인 규정을 두고 있다(18

U.S.C§2703(f)(1)).그리고 보 기간과 련하여 보 될 기록은 90일 동안 보 되

어야 하고 정부기 의 요청에 따라서 1회 90일 동안 연장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8U.S.C§2703(f)(2)).이 규정은 모든 범죄와 련된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포함한다.보 요청은 법원이나 검사의 명령으로 행해지지 않는다.법집행기 (형사

소추기 )을 포함한 미국 정부 공무원은 보 요청을 할 권한이 있다.보통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사람이 수사와 련된 계정에 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경우에 수사 이나 검사는 그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 요구서를 달하려고 한다.이 보 요구서는 보 될 계정과 데이터의 유형을

기재한다.이 요구서는 팩스,이메일 는 우편으로 서비스제공자에게 달될 수 있

다.일부 주요 서비스 제공자들은 온라인 요청 양식을 가지고 있다.서비스 제공자

가 정부기 의 요구서를 수령하면 요구서에서 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 할 조치

를 취해야 한다.한편 미국은 EU의 통신정보보 제도와 같은 통신정보보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687)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0/23/contents.

688)Title18-CRIMESAND CRIMINALPROCEDURE,PART I-CRIMES,CHAPTER 121-

STORED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2703(§2703. Required disclosure of customer communications or

records).(http://www.gpo.gov/fdsys/pkg/USCODE-2011-title18/html/USCODE-2011-title18-partI-c

hap121-sec270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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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호주

호주는 기통신(감청 근)법 1979(theTIA Act)Part3-1A,Division1과

2에서 법집행기 과 보안기 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장되어 있는 통신의 내용뿐만

아니라 장되어 있는 통신과 련한 트래픽 데이터를 보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689)

호주의 보 통지(preservationsnotices)는 장되어 있는 통신과 련이 있는 내

용 데이터와 트래픽 데이터만을 포함한다.이 보 통지는 다른 유형의 통신과 련

되어 있는 트래픽 데이터를 해서는 이용되지 않는다.그 이유는 트래픽 데이터에

한 근을 한 법 체계가 법집행기 이 수사를 해서 필요한 경우 한 시

간에 트래픽 데이터에 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호주 정부는 트래픽 데이터

를 한 분리된 보 통지를 이행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고려하고 있다. 재

의 규정들은 오로지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용된다.따라서 이행평가보고서는 호주

의 경우 일부만 약의 규정과 일치한다고 한다.690)

바.일본

일본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97조691)제3항,제4항,제5항에서 컴퓨터 데이터의

신속한 보 을 규정하고 있다.제197조 제3항은 보 요청,제197조는 보 조치의 연

장,제197조 제5항은 보 요청을 받은 자의 비 순수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689)https://www.comlaw.gov.au/Details/C2015C00537/Html/Text#_Toc433199079.

690) Cybercrime Convention Committee (T-CY),Assessment report,Implementation of the

preservationprovisionsoftheBudapestConventiononCybercrime,Supplementaryreport,T-CY

(2015)6,Strasbourg,21June2015,5-7.

691)제197조 ① 수사에 하여는 그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단 강제처분

은 이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② 수사에 하여는 공무소 는 공사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③ 검찰 ,검찰사무 는 사법경찰직원

은 압수 는 기록명령부압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통신을 하기 한 설비를 타인의 통

신 이용에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 는 자기의 업무를 하여 불특정 는 다수인의 통신을

매개할 수 있는 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자에 해서 그 업무상 기록하고 있는 기통신의

발신지,수신지,통신일시 기타 통신이력의 자 기록 필요한 것을 특정하여 30일을 과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삭제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에 당해 자기록에

해서 압수 는 기록명령부압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요구를 취소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삭제하지 않도록 요구할 기간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을

과하지 않는 범 에서 연장할 수 있다.다만,삭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기간은 체 60일을 과

할 수 없다.⑤ 제2항 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할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함부로 이에 한

사항을 설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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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인 규정을 둘 것인지 아니면 일본과 같이 검사의 수사에 한 규정에 추가

할 것인지,보 요청을 가할 것인지,즉 검사 는 사법경찰 모두 아니면 사법

경찰 만 할 것인지,법원의 허가 여부,보 기간,신속한 확보의 효율성을 해서

요청 거부 시 제재 규정을 둘 것인지,요청받은 정보의 조사, 달 는 처리의 방

법,피처분자의 비 수의무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요청에 불응 시 보 조치의 효율성을 해서 제재를 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보다 공무소 등 조회나 (이보다 더 강력한 규정인)통신비 보호법 통

신사업자의 력의무 불이행에 한 제재가 없는 과 비교하여 제재 규정을 둘 필

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범죄 약의 이행과 련한 것은 아니지만 지 까지 일반 인 데이터 보

명령제도의 도입과 련하여 도입필요성 등 일반론에서 구체 인 입법안까지 다양

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있다.

구체 인 입법안으로 제시된 것으로는 우선 개정되기 이 의 일본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197조 제3항과 제4항을 참조하여 검찰이나 사법경찰 이 자 기록을

보 하도록 요청하는 새로운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5를 도입하자는 견해이

다(견해 1).692)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5( 자 기록 보 요청)검사 는 사법경찰 은 자

기록을 긴 히 보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 · 리자에게 특정된 자기록

에 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그 보 을 요청할 수 있다.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받은

사실을 함부로 설하지 못하며 상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두 번째 견해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발의된 것으로 형사소송법 압수

규정인 제106조 제2항에 보 명령을 도입하고 있다([견해 2]).693)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106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압수의 목 이 컴퓨터용디

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장매체(이하 이 조에서 “정보 장매체 등”이라 한

다)에 기억된 정보를 얻기 한 것이고 그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긴 히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정보를 보 · 리하고 있는 자에게 련 정보의 보 을 명

할 수 있다.이 경우 보 기간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692)양근원,형사 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한 연구,경희 학교 박사학 논문,

2006.2,205-206면.

69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0인 발의).



- 234 -

세 번째 견해는 보 요청제도는 수사단계에서 필요한 제도로써 형사소송법 제199

조 제2항에 규정된 수사 계사항 조회 요청과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본 조항과 함

께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남용을 방지하기 해서 사법 통제 방법으로 형사

소송법 제417조의 수사기 의 처분에 한 항고의 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견해 3).694)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 자 정보의 보 요청)① 검사 는 사법경찰 은 범

죄와 련성이 있는 업무상의 자 정보를 긴 히 보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보 하고 있거나 리하는 자에게 특정 자 정보에 하여 일정 기

간 동안 보 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항의 요청을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이에 한 사항을 설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 (동 )검사 는 사법경찰 의 구 ,압수, 자 정보의 보

명령 는 압수물의 환부에 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한 처분에 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할법원 는 검사의 소속 검

찰청에 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네 번째 견해는 보 명령의 성격을 수사 계사항 조회 요청과 같은 임의 성격

으로 보지 않고 기본 으로 압수에 하는 강제처분의 성격으로 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견해 4]).695)

“형사소송법 제106조의2(법원의 보 명령)법원은 압수의 목 이 정보 장매체

등에 기억 된 자정보를 얻기 한 것이고 그 목 달성을 하여 긴 히 필요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자정보를 보 · 리하고 있는 자에게 1월의 범 안에

서 해당 자정보를 특정하여 보 을 명할 수 있다.다만,계속해서 보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2월의 범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수사기 의 보 명령)

① 검사 는 사법경찰 은 압수의 목 이 정보 장매체 등에 기억된 자정보를

얻기 한 것이고 그 목 달성을 하여 긴 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자정보를 보 · 리하고 있는 자에게 1월의 범 안에서 해당 자정보를 특정하

694)권양섭,디지털 증거수집에 한 연구,군산 학교 박사학 청구논문,2009.2,76-77.

695)강철하,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한 개선방안,성균 학교 박사학 청구논문,2012.2,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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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 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보 사유 보 할 자료의

범 를 기록한 서면으로 할 지방법원 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할 지방법원 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시간 여유가 없는 때에는 보 명령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해당 자정보를 보 · 리하고 있는 자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정보를 보 · 리하고 있는 자에게 계속

해서 보 시킬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

의 범 안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 는 사법경찰 은 3항에 따라 보 명령을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해당 자 정보를 보 · 리하고 있는 자에게 보 명령에 한 사항을 설하지 않

도록 요구할 수 있다.”

약 제16조의 컴퓨터 데이터의 신속한 보 명령은 어떤 자가 보유 리하고

있는 특정한 컴퓨터데이터가 특히 변경,훼손 는 삭제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

거가 있는 경우에 그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 하도록 하는 긴 처분이지만 보 명

령의 상인 된 데이터에 한 근이나 그 내용을 알 수는 없다. 근이나 내용을

알기 해서는 제출명령이나 수색 압수로 나아가야 한다.이런 측면에서 신속한

보 명령은 임의수사인 수사 계사항 조회 요청보다는 침해의 정도가 높고 제출명

령이나 수색 압수보다는 낮다.뿐만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신비

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요청보다 침해의 정도가 낮다.법원의 허가와 같은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신속한 보 명령의 취지에 합하지 않을 수 있다.보 명령

의 기간은 일본과 같이 30일로 제한할 수 있으나 약 제29조( 장된 컴퓨터 데이

터의 신속한 보 )가 사법공조 요청에 한 응으로서 보 은 ‘요청하는 국가가 데

이터의 수색 는 유사한 근,압수 는 유사한 확보,제공을 해 요청할 수 있

도록 최 60일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보 기간을 60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해 보인다.긴 보 명령은 수사

기에 요한 역할을 하므로 피처분자에게 비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4.  안

형사소송법 제199조의 2( 자정보의 보 요청)① 검사 는 사법경찰 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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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련성이 있는 특정한 자 정보를 긴 히 보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자

정보를 보 하고 있거나 리하고 있는 자에게 60이내에 이의 보 을 요청할 수 있

다.

② 검사 는 사법경찰 은 보 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즉시 취소해야 한다.

③ 보 요청을 받은 자는 자정보가 상실 는 변경되지 않도록 보 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보 요청은 서면 는 구두로 할 수 있다.구두로 보 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

후에 문서로 기록되어야 한다.

⑤ 보 요청을 받은 자는 보 조치의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에 한 사항을

비 로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17조 (동 )검사 는 사법경찰 의 구 ,압수, 자 정보의 보

요청 는 압수물의 환부에 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한 처분에 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할법원 는 검사의 소속 검찰

청에 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Ⅳ. 트래   신  보 과  공개

1. 약  건

약 제17조는 약 제16조의 컴퓨터 데이터 에서 특히 트래픽 데이터를 특정

하여 이를 신속하게 보 하고 충분한 량의 트래픽 데이터를 수사기 에 공개하도록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2. 비  검

가.독일

독일의 경우 통신정보(트래픽데이터와 치데이터)는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

100g조(통신정보의 수집)에 의해서 보 이 가능하다.형사소송법 제100g조는 두 가

지 통신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나는 기통신법 제96조의 통신

정보이고 다른 하나는 기통신법 제113b조에 의해서 장된 통신정보의 수집이다.

하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00g조는 기존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개별 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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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의미를 가지는 범죄,특히 제100a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와 기통신을 수단

으로 한 범죄로 제한하고 있어서 약 제17조와 완 히 일치하는지 의문이다. 약

의 이행평가보고서는 기존의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g조가 일정한 범죄로 제한을 하

고 있기 때문에 약 제17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단하여 련 규정의 개정을 권

고한 바 있다.696)

나. 랑스

랑스는 트래픽 데이터의 일부 공개에 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압수

는 다른 조치를 통해서 트래픽 데이터의 일부 공개를 이행하고 있다. 랑스는

한 통신정보보 제도를 두고 있어서 트래픽 데이터의 일부 공개가 가능하다.따

라서 이행평가보고서는 비록 트래픽 데이터의 일부 공개에 한 특별한 규정은 없

지만 압수 는 다른 조치에 의해서 신속하게 공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약

제17조와 일치한다고 평가하고 있다.697)

다. 국

국은 트래픽 데이터의 일부 공개에 한 구체 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하지

만 컴퓨터 데이터의 보 과 같이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서 트래픽 데이터가 확보되

고 있다. 를 들면 통신정보보 법(The Data Retention (EC Directive)

Regulations2009)698)그리고 통신의 경로를 확인하기 한 RIPA 2000제71조의 실

무 규칙699)에 따른 통신데이터의 확보와 공개 등이 있다. 한 보 되어 있는 데이

터에 한 근은 다양한 규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확보될 수 있다.법집행기 은

ATCS2001제102조(통신데이터의 보 에 한 규칙 합의)700), RIPA 2000701),

PACE1984702)부칙 1에 의해서 권한을 수행한다.

696) Cybercrime Convention Committee (T-CY),Assessment report Implementation of the

preservation provisions ofthe BudapestConvention on Cybercrime,T-CY (2012)10 REV,

Strasbourg,25January2013(provisional),60.

697) Cybercrime Convention Committee (T-CY),Assessment report Implementation of the

preservation provisions ofthe BudapestConvention on Cybercrime,T-CY (2012)10 REV,

Strasbourg,25January2013(provisional),59.

698)http://www.legislation.gov.uk/uksi/2009/859/contents/made.

699)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0/23/section/71.

700)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1/24/section/102.

701)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0/23/contents.

702)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84/60/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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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국

미국은 연방법 제18편 §2703(c)에 의한 subpoena 는 §2703(d)의 제출명령703)

에 의해서 트래픽 데이터의 일부 공개를 확보하고 있다.수사를 통해서 서비스 제

공자가 수사와 련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드러난 경우 수사 은 검사

가 트래픽 데이터 가입자 정보의 일부 공개를 해서 소환장을 발 하거나 제출

명령을 발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약의 이행평가보고서는 약 제17조와 일치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704)

마.호주

호주는 기통신(감청 근)법 1979(theTIA Act)Part3-1A,Division1과

2에서 법집행기 과 보안기 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장되어 있는 통신의 내용뿐만

아니라 장되어 있는 통신과 련한 트래픽 데이터를 보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705)

호주의 보 통지는(preservationsnotices) 장되어 있는 통신과 련이 있는 내

용 데이터와 트래픽 데이터만을 포함한다.이 보 통지는 다른 유형의 통신과 련

되어 있는 트래픽 데이터를 해서는 이용되지 않는다.

트래픽 데이터의 일부 공개는 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서비스 제공자의

공개는 범죄가 될 수 있다.하지만 이 법률은 수사기 에 필요한 데이터를 자발

으로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동법 제177조 이하).

따라서 약의 이행평가보고서는 이 규정들에 의해서 약 제17조가 이행되었다

고 평가하고 있다.706)

703)18U.S.C §2703(d)RequirementsforCourtOrder.—A courtorderfordisclosureunder

subsection(b)or(c)maybeissuedbyanycourtthatisacourtofcompetentjurisdictionand

shallissueonlyifthegovernmentalentityoffersspecificandarticulablefactsshowingthat

therearereasonablegroundstobelievethatthecontentsofawireorelectroniccommunication,

ortherecordsorotherinformationsought,arerelevantandmaterialtoanongoingcriminal

investigation.InthecaseofaStategovernmentalauthority,suchacourtordershallnotissue

ifprohibitedbythelaw ofsuchState.A courtissuinganorderpursuanttothissection,ona

motion madepromptly by the serviceprovider,may quash ormodify such order,ifthe

informationorrecordsrequestedareunusuallyvoluminousinnatureorcompliancewithsuch

orderotherwisewouldcauseanundueburdenonsuchprovider.

704) Cybercrime Convention Committee (T-CY),Assessment report Implementation of the

preservation provisions ofthe BudapestConvention on Cybercrime,T-CY (2012)10 REV,

Strasbourg,25January2013(provisional),71.

705)https://www.comlaw.gov.au/Details/C2015C00537/Html/Text#_Toc433199079.

706) Cybercrime Convention Committee (T-CY),Assessment report,Implementation of the

preservationprovisionsoftheBudapestConventiononCybercrime,Supplementaryreport,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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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일본

일본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707)에 의해서 트래픽 데이터가 기본 으

로 압수되고 있지만, 약의 이행평가보고서는 이 규정에 따르면 약 제17조가 정

한 신속한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없고 상하기도 어려우므로 개정을 요청하고 있

다.708)

3.  

약 제17조는 트래픽데이터의 신속한 보 을 넘어서 일부 트래픽 데이터를 공개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에서 약 제16조와 차이가 있다.서비스 제공자가 수사기

에 트래픽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는 에서 이에 한 법 근거가 필요하다.

련 규정을 입법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정을 두기 보다는 통신비 보호법의 통

신사실확인자료요청에 한 규정을 보완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우선 통

신사실확인자료의 범 를 넓 서 약의 트래픽데이터와 개념 으로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통신사업자의 범 에 비 업 인 통신을 제공하는 자도 포함시

키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 기통신사업자에게 트래픽데이터를 장하여

일정기간 보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여기서 '보 '이란 제3삼자의 부당한

근을 방지하는 것을 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약 제17조의 트래픽데이터의 신

속한 보 이 가능하다.한편 약 제17조는 보 기간을 두고 있지 않지만, 약 제

16조와 련하여 보 기간은 90일을 상할 수 있으므로,통신비 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4에서 최소 3개월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 기간은 문제되지 않는 것

으로 보인다. 한 보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이에 해 제재를 가

(2015)6,Strasbourg,21June2015,17.

707)제197조 ① 수사에 하여는 그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단 강제처분

은 이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② 수사에 하여는 공무소 는 공사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③ 검찰 ,검찰사무 는 사법경찰직원

은 압수 는 기록명령부압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통신을 하기 한 설비를 타인의 통

신 이용에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 는 자기의 업무를 하여 불특정 는 다수인의 통신을

매개할 수 있는 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자에 해서 그 업무상 기록하고 있는 기통신의

발신지,수신지,통신일시 기타 통신이력의 자 기록 필요한 것을 특정하여 30일을 과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삭제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에 당해 자기록에

해서 압수 는 기록명령부압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요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708) Cybercrime Convention Committee (T-CY),Assessment report,Implementation of the

preservationprovisionsoftheBudapestConventiononCybercrime,Supplementaryreport,T-CY

(2015)6,Strasbourg,21June2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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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지도 문제될 수 있다.하지만 약에서 극 인 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한 제재는 신 하여할 것으로 보이며,반면에 수사기 이 이러

한 명령을 남용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한 사후통제는 가능해야 될 것으로 보인

다.

한편 동 약 제17조는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통신의 비 이나 데이터보호

증인의 증언거부권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이 있으므로 이의 수용 시 이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4.  안

형사소송법 제199조의 3(트래픽 데이터의 신속한 보 과 일부 공개)① 검사

는 사법경찰 은 수사를 하여 긴 한 경우 당해 수사와 련하여 이용되고 있는

통신의 송 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통신사업자에게 형사소송법 제199조의 2

에 의해서 보 하고 있는 트래픽 데이터의 일부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통신사업자는 해당 트래픽 데이터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③ 트래픽 데이터의 요청 차는 통신비 보호법 제13조의 범죄수사를 한 통신

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차를 용한다.

Ⅴ. 컴퓨   가  보  

Ⅴ-1. 컴퓨   

1. 약  건

약 제18조 제1항은 할기 이 자신의 토 내에 있는 어떤 자에게 장되어

있는 특정한 컴퓨터 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강제할 수 있도록 당사국에게 요구하고

있다.제출되는 데이터는 명령을 받는 자가 보유하거나 리하고 있어야 한다.제3

자에 해서 데이터의 압수 수색과 같은 강제조치를 체계 으로 용하는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오히려 범죄수사와 련하여 정보를 수집하기 해 침해가 덜한

차를 규정하는 것이 안 인 수사조치가 될 수 있다.

제출명령은 특히 침해의 정도가 강하거나 부담을 주는 조치 신에 형사소추기

이 다양한 사례에서 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조치이다.이러한 차의 도입

은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리하고 있는 제3자에게 유리하다. 를 들어 ISP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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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3의 데이터 리자는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자발 으

로 형사소추기 에게 력할 비가 되어 있지만,그러한 력에 해 계약상 는

비계약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정한 법 근거를 우선 으로 요구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가입자에 한 자료를 보 하거나 그러한 정보의 정확성을 보

장하도록 서비스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2. 비  검

가.독일

독일은 형사소송법 제95조(제출 인도의무)를 통해서 동 약 제18조를 수용하

고 있다.동법 제95조는 동법 제94조(압수의 상)에서 언 한 종류의 목 물을 소

지하고 있는 자에게 수사기 의 요청이 있으면 그 목 물을 제출하고 인도할 의무

를 부여하고(제1항),나아가서 이러한 의무 이행을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

70조에 규정한 질서유지수단 강제수단을 부과할 수 있다.다만 이 경우 증언거

부권이 있는 자에게는 용되지 않는다(제2항).동법 제95조는 피의자 아닌 자가

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형사소추기 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하고 인도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의 용 상은 유형물과 련되어 있지만,컴퓨터 데이터에

도 용된다.

나. 랑스

형사소송법 제60-1조 ① 검사 는 사법경찰 은 수사에 필요한 서류나 거래내

역,정보통신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되는 공사법 상 기 단체 는 행정기

에 하여 비 유지의 필요가 없거나 혹은 그 밖의 다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정보 등을 서류,특히 일 형태로 제공해 것을 요청할 수 있다.단,제56-1

조 내지 제56-3조에 정한 자에 한 정보일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

다.

② 제56-1조 내지 제56-3조에 정한 자를 상으로 한 정보가 아닌 한, 항의 요

청에 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않는 자는 3,750유로 이하의 벌 에 처한

다.

③ 언론 자유에 한 1881년 7월 29일 법 제2조을 반하여 얻은 정보는 증거로

할 수 없고,이에 반한 차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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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

국의 경찰 형사증거법(PoliceandCriminalEvidenceAct1984)제19조 제4

항에서 자정보의 수집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만약 경찰 이 다음과 같이 믿는 것에 합리 인 이유가 있다면 경찰 은 컴퓨터

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이동할 수 있게 하거나 으로 볼

수 있게 하거나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도록 요구 할 수 있다.

(a)(i)경찰 이 수사 인 범죄나 다른 어떤 범죄와 련된 증거라는 것; 는

(ii)범죄를 행하여 얻은 결과물 이라는 것;그리고

(b)자료를 취소하고,삭제하고,변경하고, 괴하는 것을 막기 하여 필요한

것.709)

라.미국

연방법 제18편 제2703조 (a)내지 (e)는 이용자의 통신내용 통신기록을 공개

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자스토리지에 보 된 유선/ 자통신내용에 하여 장을 받아 최 180일

동안 제출을 명령함.

(b)원격 컴퓨 서비스의 유선/ 기통신내용에 하여, 장 발부 시 그 이용자

에게 통지하지 않고 그 제출을 명령하고,법원명령이나 배심의 행정소환장

(administrativesubpoena)이 있는 경우 그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제출을 명령함(법

에 정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의 연기 가능)

(c) 자통신서비스 는 원격컴퓨터서비스에 하여 장을 발부받았을 때,법원

명령이 있을 때,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텔 마 사기와 련하여 서비스이용

자의 이름,주소,사업장을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때,법령이나 배심에 의

한 행정소환장을 제시할 때에 한하여 기록 등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d)법원명령의 요건으로는 일단 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이를 명령하여야 하며

정부기 은 이러한 명령을 받기 해 구체 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e)서비스 제공자에 한 면책.

마.호주

709)이숙연,디지털 증거 압수수색,6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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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 제3LB조에 의하여 다른 장소에 있는 데이터에 근함에 있어서 유자에

한 통지를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통지는 장소 유자가 집행자에게 연락할 수 있

도록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특정장소에 유보된 데이터에 한 근과

련된 규정으로 수사기 은 장에 의하여 데이터가 있는 장소의 사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이 경우 집행자는 즉시 해당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계속 인 데이터

근을 계획했거나 계획을 의도했다면 통지서에 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한 호주 세 법 제201조(1)제24호에 따르면 집행자 는 그의 보조자는 합리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색장소의 자장비를 활용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이 경우 데이터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장비

에 해 손상 없이 사용가능할 경우이어야 한다.집행자는 컴퓨터 혹은 컴퓨터시스

템에 해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명령을 허가받을 수 있다.수색

장소에 지참한 디스크,테이 등 기타 련된 자기기로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

는데,만약 장소사용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 장소에 있는 디스크,테이 등 기타

련된 자기기로 해당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고,그 자기기를 수색장소로부터 취

득할 수 있다.

바.일본

일본은 형사소송법 제99조의2710)에서 기록명령부 압수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있

다.기록명령부 압수란 자 기록을 보 하는 자 는 그 외 자 기록을 이용

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필요한 자 기록을 기록매체에 기록하거나 인쇄하도록

명령한 후 당해 기록매체를 압수하는 것을 말한다.기록명령부압수는 법원,검사

사법경찰 이 명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검사 사법경찰 은 법

의 장이 필요하다.다만,본 항에서는 명령 불이행에 한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하지만 데이터의 기록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기 이 스스로

항의 자 기록매체 압수를 하게 되고,컴퓨터 장치나 기억매체 일체를 물리

으로 압수할 것이 상되기 때문에 피처분자에게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업무나

라이버시 등에 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기록 명령에 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710)형사소송법 제90조의2(기록명령부 압수)재 소는 필요한 때에는 기록명령부 압수( 자 기록을

보 하는 자,그 외 자 기록을 이용할 권한을 갖는 자에게 명하여 필요한 자 기록을 기록매

체에 기록하거나 인쇄한 후 당해 기록매체를 압수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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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8조 제1항의 컴퓨터데이터 제출명령은 장래의 트래픽 데이터나 통신의 내용을

제외한 임의의 자가 보유하거나 리하고 있는 컴퓨터 데이터를 상으로 하고 있

으나,압수나 수색보다는 침해의 정도가 덜한 조치로 간주되고 있다.이러한 제출명

령은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침해의 정도가 훨씬 강한 압수나 수색으로

나아가는 조치이기 때문에 일반 으로 압수 요건에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

이다.

비교법 으로 보면 독일의 경우 모든 증거물을 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포 인 일반 인 제출명령을 두고 있다. 랑스는 수사에 필요한 서류나 거래내

역,정보통신기록으로,미국은 통신내용 통신기록, 국은 컴퓨터에 포함되어 있

는 모든 정보,일본은 자 기록으로 제출 상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서 부분

약의 제출 상인 컴퓨터 데이터를 포섭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일반 제출명령에 한 도입 논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입법과정에

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711)이종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압수 규정인 제106조 제3항에서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거나 압수의

목 물인 정보 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의 범 를 지정하여 소유자,소지자 는

보 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제안하 다.712)이 제안은 제출 상을 물건

는 정보 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는 에서 약의 컴퓨터 데

이터보다 그 범 가 넓다.

약의 컴퓨터 데이터 제출 명령은 주로 약 제17조에 의해서 신속하게 보 된

컴퓨터 데이터를 확보하기 해서 압수 이 에 취해질 긴 한 조치이다.제출 명령

의 남용을 방지하기 해서는 사법 통제가 필요할 것이다. 한 증언거부권자는

제출명령의 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제출명령에 따르는 개인이나 기통신사업

자에 해서는 력에 해 계약상 는 비계약상 책임을 면제해 주고 제출명령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해서 명령 불이행에 해서는 강제조치가 필요할 것이다.713)

711)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0인 발의)제106조 제2항 이하의 개정안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압수의 목 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장매체(이하 이 조에서

“정보 장매체 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를 얻기 한 것이고 그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긴 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정보를 보 · 리하고 있는 자에게 련 정보의 보 을 명할 수

있다.이 경우 보 기간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③ 법원은 압수할 물건

을 지정하거나 압수의 목 물인 정보 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의 범 를 지정하여 소유자,소지자

는 보 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주체에

하여 6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712)이 제안은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직 채택되지 못하 지만 제출명령이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내

용으로 포함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는 견해로는 이윤제,앞의 논문,17-18면 참조.

713)제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정모욕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생각건 독일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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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제151조)와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제161조)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출 명령을 행한 법원이나 검사 사법경찰 은 정보주체에게 제출명령에

한 조치가 행해진 사실을 통지해야 할 것이다.제출명령에 한 불복방법으로 항

고 는 항고를 고려할 수 있다.

한 긴 제출명령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긴 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장 없

이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제출명령장을 받아야 할

것이다.

4.  안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2(정보제출명령)① 법원은 압수할 자 정보를 소유,소

지 는 리하고 있는 자에게 그 범 를 지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하도

록 명할 수 있다.

② 제출 명령은 서면 는 구두로 할 수 있다.구두로 제출을 명한 경우에는 이후

에 문서로 기록되어야 한다.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

다.다만,증언거부권이 있는 자는 이의 용을 받지 않는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215조의 2(정보제출명령)① 검사는 지방법원 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장에 의하여 압수할 자 정보를 소유,소지 는 리하고 있는 자에게 기억된 정

보의 범 를 지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 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사가 발부한 장

에 의하여 압수할 자정보를 소유,소지 는 리하고 있는 자에게 기억된 정보

의 범 를 지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 제95조 제2항을 고려해 볼만하다.제출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규

정한 질서유지수단 강제수단을 부과할 수 있다.제70조 (증언거부 는 선서거부)① 법한 이

유 없이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증인에게 그 거부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부과한다.이와

동시에 그에게는 질서벌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며,과태료 징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질서벌로서 구류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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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2. 가  보 

1. 약  건

가입자 정보는 원칙 으로 서비스의 가입자와 련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업무상

리를 해서 보 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유료 무료 이용자 모두 포함한

다.서비스의 이용과 련하여 가입자 정보는 트래픽 데이터 는 내용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정보,즉 사용된 통신서비스의 유형,통신서비스와 련된 기술 조

치,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

다.가입자정보는 통신서비스의 이용과 직 련되는 정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계약이나 합의를 기 로 통신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치에 한 그 밖의 정보도

의미한다.하지만 이 조항은 가입자에 한 자료를 보 하거나 그러한 정보의 정확

성을 보장하도록 서비스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제2장의 조치는 '특별한 범죄수사나 소송 차'와 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므로 제출명령은 인 물 에서 특정한 사

람, 화번호, 자우편주소 등으로 제한되어야 한다.이 규정을 통하여 무제한의

데이터 수집은 배제되어야 한다.

2. 비  검

가.독일

독일의 경우 약 제18조 제1항 제b호의 가입자 정보는 형사소송법 제95조(제출

인도의무)를 통해서 확보되고 있다.제95조는 제94조(압수의 상)에서 언 한

종류의 목 물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수사기 의 요청이 있으면 그 목 물을 제

출하고 인도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제1항).나아가서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거부

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규정한 질서유지수단 강제수단이 부과될 수

있다.다만,이 조항은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에게는 용되지 않는다(제2항).이 규

정은 피의자 아닌 자가 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형사소추기 의 요구에 의하여 제

출하고 인도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의 용 상은 유형물과 련

되어 있지만,컴퓨터데이터도 이에 상응하게 용된다.

한편 제18조 제1항 제b호가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의 가입자 정보 제출의

무는 독일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00j조(사용자정보제공)제1항과 제2항 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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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3조(수동 정보제공 차)제1항 제3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독일 형사소송

법 제100j조(사용자정보제공)는 우리의 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통신자료제

공요청과 유사하다.

나. 랑스

랑스는 제60-1조에서 가입자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

는 사법경찰 은 수사에 필요한 서류나 거래내역,정보통신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되는 공·사법상 기 단체 는 행정기 에 하여 비 유지의 필요가 없거

나 혹은 다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정보 등을 서류,특히 일 형태로 제공해

것을 요청할 수 있다.다만 제56-1조 내지 제56-3조에 정한 자에 한 정보일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동조 제2항에 따르면 제56-1조 내지 제

56-3조에 정한 자를 상으로 한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제1항의 요청에 하여 상

당한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않는 자는 3,750유로 이하의 벌 형으로 처벌한다.

다. 국

국의 경우 가입자정보 제출명령은 경찰 형사증거법(Policeand Criminal

EvidenceAct1984)제19조 제4항에서 자정보의 수집으로 이행되고 있다.

라.미국

미국은 연방법 제18편 §2703(c)(2)에 의해서 가입자 정보는 자료제출명령을 통

해서 확보된다.§2703는 이용자의 통신의 내용이나 기록의 요청에 의한 공개를 규

정하고 있다.특히 제c항은 자 통신 서비스 는 원격 컴퓨 서비스에 한

기록을 규정하고 있다.§2703(c)(1)에 의하면 정부기 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서비스 이용자( 자 통신 서비스의 경우

통신가입자,원격 컴퓨 서비스의 경우 고객)에 한 기록 는 그 밖의 정보(통신

의 내용은 제외)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A)정부기 이 할법원에 의해서

연방형사소송법에 정한 차를 이용하여 발 된 장을 확보한 경우,(B)정부기

이 이 조 (d)에 의해서 그러한 공개를 하도록 법원의 명령을 받은 경우,(C)정부기

이 그러한 공개에 해서 가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D)(...),(E)아래 (2)에

의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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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정부기 이 연방법 주법,연방 배심 주 배심이 허용한 행정상의

소환장(제출명령) 는 법원의 소환장 는 (1)에 의해서 이용 가능한 수단을 사용

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는 (A)성명,(B)주소,(C) 화연결기록 는 통화의 일시

기간에 한 기록,(D)서비스 이용 기간(시작 일을 포함하여) 이용한 서비스

의 유형,(E) 화 는 기기 번호 한 다른 가입자 번호 아이디,일시 으로 할

당된 네트워크 주소,(F)서비스에 한 지불 방법 소스 (신용카드 혹은 은행계

좌 번호)를 정부기 에 제공해야 한다.

§2703(c)(d)법원 명령의 요건.(b) 는 (c)에 의한 법원의 공개 명령은 할 법

원에 의해서 내려지고 그 정부기 이 유선 통신 는 자 통신의 콘텐츠, 는

찾고자 하는 기록 는 다른 정보들이 진행 인 수사와 하게 련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 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 이고 명백한 사실을 제공

한 경우에만 내려진다.주 정부 기 의 경우에는 그러한 법원의 명령은 주법에 의

해서 지되는 경우에는 내려질 수 없다.이 조에서 따른 명령을 내리는 법원은,요

청된 정보 는 기록이 보통 그 성격상 무 방 하거나 그러한 명령의 수가 서

비스 제공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 즉시 취해

지는 제안에 기 하여 그러한 명령을 최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마.호주

범죄법 제3LB조와 세 법 제201조(1)제24호에 의해서 이행되고 있다.

바.일본

일반 으로 가입자 정보는 수사기 의 요청 시 ISP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다.

한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2항의 공무소 등에의 조회를 통해서 확보되고 있다.통신

의 비 에 해당하는 경우 사에 의해서 확보된다.

3.  

가입자 정보의 제출명령과 련해서는 기통신법상의 가입자정보의 범 가 무

좁게 규정되어 있다.그리고 약 제18조 제1항 제a호와 마찬가지로 가입자 정보의

제출의무에 외 규정을 언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증언거부권자의 권리 등의 보

호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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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9호에서 이용자란 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하여 기

통신사업자와 기통신역무의 이용에 한 계약을 체결한 자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

다.통신자료를 이용자 정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제출의무 비 수의무를 부과하여 개인정보침해에 한 손해배상책임 등으로

부터 면책이 필요하다.

가입자 정보는 피의자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통신사

실확인자료나 감청처럼 허가장이나 감청 장 압수수색 장 정도의 높은 문턱은 필

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실제 요청이 이루어지는 통계를 감안하면 장래에 더 많아

질 가능성이 많다. 한 통지의무나 불이행 시 제재를 둘 것인지도 고려될 수 있다.

수사기 ,처분 상자, 기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용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4.  안

기통신사업법(개념)제2조 9.이용자정보란 기통신서비스에 한 계약의 성립,

내용,변경 는 종료에 있어서 수집되는 이용자에 한 정보라 한다.

기통신사업법 제83조 ③ 기통신사업자는 법원,검사 는 수사 서의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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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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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형의 집행 는 국가안 보장에 한

해를 방지하기 한 정보수집을 하여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정보의 열람이나 제

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1.이용자의 성명.

2.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이용자의 주소.

4.이용자의 화번호 는 자우편 주소

5.이용자의 통신기기 번호

6.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7.이용자의 가입일 는 해지일.

8.이용 인 통신서비스의 종류

9.이용자의 요 결재 방법.

③의 2제3항의 열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이에 한 사항을 비 로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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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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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의 범 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

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

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과 자

료제공요청서 등 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Ⅵ. 어 는 컴퓨  수색과 압수

Ⅵ-1. 수색·압수  상  압수 

1. 약 건

약 제19조 제1항 제3항의 이행과 련하여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의 상

에 자 정보 즉 컴퓨터 데이터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19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수색과 련하여 발견된 데이터의 압수와

이와 유사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그 밖의 데이터는 제3항에 의해서 압수

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확보될 수 없다.압수의 방법으로 컴퓨터시스템의 부

는 그 일부 그리고 컴퓨터 장매체를 압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확보하는

방법과 컴퓨터데이터를 복제하고 반환하거나 련된 장된 컴퓨터데이터의 무결성

을 유지하거나 는 근한 컴퓨터시스템의 컴퓨터데이터에 근을 불가능하게 하

거나 이로부터 차단하게 함으로써 압수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2. 비  검

압수의 상으로 자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 제

41조(a)(2)(A)714), 랑스 형사소송법 제56조 제5항 내지 제7항( 자정보), 국 경

찰 형사증거법 제19조(정보),스 스 형사소송법 제246조715)등이다.일본 형사소

714)FRCRP 41(a)(1)(2)(A)"Property"includesdocuments,books,papers,any othertangible

objects,and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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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법 제99조( 자계산기),독일의 경우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형사소송법 제94조의

해석에서 자정보를 압수의 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3.  

수색 압수의 상에 자정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피고인

아닌 방조·교사범 등이 련 범죄에 한 자 증거를 보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 한 수색의 필요성이 있다.716)

4.  안

형사소송법 제109조(수색)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물건, 자정보 는 주거,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②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물건 는 자정보,주거 기타 장소에 하여는 압수

할 물건 는 자정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제106조(압수)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

는 증거가 되거나 몰수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 는 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단,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외로 한다.

② 법원은 압수할 물건 는 자정보를 지정하여 소유자,소지자 는 보 자에

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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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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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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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 을 달성하기에 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정보 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④ ③항에 의해서 자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그 자정보의 변경을 지하거나

715)스 스 형법 제246조 (Grundsatz)Schriftstücke,Ton-,Bild- und andereAufzeichnungen,

Datenträger sowie Anlagen zur Verarbeitung und Speicherung von Informationen dürfen

durchsuchtwerden,wenn zu vermuten ist,dasssich darin Informationen befinden,dieder

Beschlagnahmeunterliegen.

716)서주연, 자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한 연구,경상 학교 박사학 논문,2010.2,154면.

717)동일한 견해로서 강철하,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한 개선방안,성균 학교 박사학 청구논

문,2012년,214면;조 훈,앞의 논문,2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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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근을 지하도록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0조 ④ 자 기록이 몰수 상인 경우에는 원 자 기록 는 사본을 제

거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Ⅵ-2. 원격지 시스  수색

1. 약  건

제19조 제2항은 수색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다른 컴퓨터시스템에 장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수색이나 유사한 근을 다른 컴퓨터시스템이나 이의

일부로 확 할 것을 수사기 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다른 컴퓨터 시스템

이나 이의 일부는 자국의 토 내에 있어야 한다.718) 약은 수색의 확 가 어떻게

허용되거나 이행되어야 하는지를 직 규정하지 않고 국내법에 임하고 있다.

2. 비  검

원격지 시스템의 수색을 두고 있는 입법례로는 약 제19조를 이행한 독일 형사

소송법 제110조 제3항719)을 참고할 수 있다.독일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은 “데

이터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색당사자가 공간 으로 떨어져 있는 장매체

에 근할 수 있는 한,당사자에 한 수색은 그 장매체로 확 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720) 한 수색에 요한 의미가 있는 데이터는 보 될 수 있으며,긴

718)주석서 193.

719)독일 형사소송법 제110조 (1)수색 상자의 서류에 한 열람(Durchsicht)권한은 검사와 검사의

명령을 받은 수사 (법원조직법 제152조)에게 있다.(2)공무원은 발견한 서류에 해서 그 보유자

가 열람을 허용한 경우에 한해서만 열람 권한이 있다.그 지 않으면 공무원은 그 서류의 열람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보유자의 면 에서 인을 어 인한 다음, 투에 넣어서 검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3)데이터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색당사자가 공간 으로 떨어져 있

는 장매체에 근할 수 있는 한,수색당사자에 한 수색은 그 장매체로 확 될 수 있다.수색

에 요한 의미가 있는 데이터는 보 될 수 있다;제98조 2항은 이를 용한다.제98조 제2항 :법

원의 명령없이 물건(Gegenstand)을 압수한 공무원은,압수 시 압수의 당사자나 성인의 가족이 부재

한 경우이거나 당사자와 당사자의 부재 시 당사자의 성인 가족이 압수에 해서 명백하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당사자는 언제나 법원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공소가 아직 제기되지 않는 한,이를 탁받은 법원이 결정한다.당사자는 압수가 행해진

할내의 구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구법원은 이를 할법원으로 이송한다.당사자는 그의 권

리에 하여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720)이에 해서는 박희 ,독일의 기통신의 감청 통신데이터의 장 등에 한 법률,법제

2008.7,53-5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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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시 법원의 추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10조 제3항에 의해 원격지 시스

템에의 근이 무한정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데이터의 상실 우려’와 그 원격지 시

스템에의 ‘정당한 근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721)

일본의 경우 일본 개정 형사소송법 제99조 제2항 제218조에서는 “압수 할 것

이 자계산기인 때에는 당해 자계산기에 기통신회선으로 속하고 있는 기록

매체로서,당해 자계산기로 작성 는 변경을 한 자 기록이나 당해 자계산

기로 변경 는 삭제할 수 있는 자 기록을 장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

할 만한 상황에 있는 때에는 그 자 기록을 당해 자계산기나 다른 기록 매체

에 복사한 후,해당 자계산기나 다른 기록 매체를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문헌에서는 행 형사소송법에 원격지 시스템에 수색이나 압수를 허용하자는 입

법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우선 형사소송법 제115조의 3을 새로 규정하여

원격지 시스템에 속 한 후 수색하고,그곳에 보 되어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견해가 있고,722)이에 반하여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을 신설하여 원격지 시스템

에 보 되어 있는 자 기록을 압수하고,동법 제109조 수색의 상에 기통신

회선으로 속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추가하자는 견해가 있다.723)

가.견해 1724)

형사소송법 제115조의 3(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속 가능한 정보의 압수․수색)

① 정보에 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자는 압수․수색 집행 상인 정보처리장치

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돼 있고 압수․수색의 상이 되는 정보를 보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정보처리장치에 하여 압수․수색 집행 상인 정보처리장치를 통

하여 속한 후 수색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정보처리장치에 보 되어 있는 압수 상 정보는 이를

압수․수색 집행 상인 정보처리장치로 이 는 사본하여 그 정보처리장치를 압

수하거나 다른 장매체에 이 는 사본하여 그 다른 장매체를 압수하거나 내

721)이 은 약 주석서 194번과 일치한다.

722)박종근,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법제,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18호(2009․2),93.

723)양근원,형사 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한 연구,경희 학교 박사학 논문,

2006.2,204.

724)박종근,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법제,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18호(200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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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인쇄 출력하여 출력물을 압수할 수 있다.

나.견해 2725)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제4항 압수하여야 할 상이 자 기록일 경우 그

자 기록을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과 기통신회선으로 속해 있고 그 자

기록을 보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부터 당해 자 기록을

압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09조(수색)제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물건, 자

기록 는 주거 기타 장소 기통신회선으로 속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수색

할 수 있다.제2항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물건, 자 기록,주거 기타 장소

기통신회선으로 속한 정보처리시스템에 하여는 압수할 물건 는 자 기

록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다.견해 3726)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④ 압수하여야 할 상이 자 정보인 경우에는 그

자 정보를 처리하는 매체와 기통신회선으로 속해 있고,당해 매체로 처리

해야 할 자 정보를 보 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 정보를 타 기록매체에 이 받거나 복사한 후 타 기록매체를 압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09조(수색)③ 수색해야 할 상이 자 정보인 경우에는 그

자 정보를 처리하는 매체와 기통신회선으로 속해 있고,당해 매체로 처리해

야할 자 정보를 보 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통

신회선으로 속해 있는 당해 매체를 수색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07조(압수,수색,검증 장청구서의 기재사항)③ 법 제106조 제

3항,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 에는,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통신회선으로 속되어 있는 기록 매체에서 압수ㆍ수색해야할 자 정

보의 범 를 기재해야 한다.

라.견해 4727)

725)양근원,형사 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한 연구,경희 학교 박사학 논문,

2006.2,204.

726)권양섭,디지털 증거수집에 한 연구,군산 학교 박사학 청구논문,2009.2,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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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09조(수색)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물건이나 자정보 는 주거,그 밖

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단, 자정보를 압수하기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

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를 수색하는 경우에 압수할 자정보가 이와 속된

다른 컴퓨터 등에 기억되어 있다고 인정되고 그 컴퓨터 등을 통해 다른 컴퓨터 등

에 속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컴퓨터 등에 한 수색을 할 수

있다.

제215조(압수,수색,검증)③ 검사 는 사법경찰 은 제1항 는 제2항에 따라

자정보를 압수하기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를

수색하는 경우에 압수할 자정보가 이와 속 된 다른 컴퓨터 등에 기억되어 있다

고 인정되고 그 컴퓨터 등을 통해 다른 컴퓨터 등에 속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경

우에 한하여 다른 컴퓨터 등에 한 수색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08조(자료의 제출)

②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물건 는 자정보,주거 기타 장소의 수색을 한

장의 청구를 할 때에는 압수하여야 할 물건 는 자정보가 있다고 인정될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들 견해는 독일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보다는 상 으로 요건이 완화되어

피처분 당사자의 보호정도가 완화되어 있다고 생각된다.동 약 제19조 제2항의

평가에서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동 약 제19조 제2항의 수용은 그 동안 통 인

수색권한에서 보장되어 온 법치국가 당사자의 보호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을 수

도 있기 때문에 독일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과 같은 보다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

다고 본다.그 컴퓨터 등을 통해 다른 컴퓨터 등에 속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경

우로 한정 할 필요가 있다.그런 에서 견해 4가 하다고 생각된다.이러한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안을 제시할 수 있다.

4.  안

형사소송법 제109조(수색)③ 수색해야 할 상이 자 정보인 경우에는 수색할

자정보가 이와 속된 다른 컴퓨터 등에 기억( 장)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

727)강철하,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한 개선방안,성균 학교 박사학 청구논문,2012.2,

2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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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고 그 컴퓨터 등을 통해 다른 컴퓨터 등에 속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컴퓨터 등에 한 수색을 할 수 있다.

제215조 (압수,수색,검증)③ 검사 는 사법경찰 은 수색해야 할 상이 자

정보인 경우에는 압수할 자정보가 이와 속된 다른 컴퓨터 등에 기억되어 있다

고 인정되고 그 컴퓨터를 통해 다른 컴퓨터 등에 속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경우

에 한하여 다른 컴퓨터 등에 한 수색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08조(자료의 제출)②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물건 는 자정

보,주거 기타 장소의 수색을 한 장의 청구를 할 때에는 압수하여야 할 물건

는 자정보가 있다고 인정될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Ⅵ-3. 처  

1. 약  건 

각 당사국은 컴퓨터시스템의 기능이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보호조치에

하여 알고 있는 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언 하고 있는 수색 조치의 수행이 가능

하도록 하기 해서 합리 인 기 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해 필요한 입법 조치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 제4항의 이행 시 시스템운 자와 같은 시스템 문가의 력의무가 필요하

므로 이에 한 입법이 필요하다.

2. 비  검

우선 동 약을 수용한 독일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48조 이하의 증인에 한 규

정728)과 동법 제70조의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강제처분(이유없는 증

언거부 는 선서거부)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고,스 스의 경우 연방통신감청법

(BÜPF)제14조 제4항729)의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정보제공의무규정과 제15조 제8

728)제48조(증인의 소환),제49조(연방 통령에 한 신문),제50조(정부각료 국회의원에 한 신

문),제51조 (불출석의 효과),

729)스 스 연방통신감청법 제14조(통신 속과 정보제공의무)제4항 범죄가 인터넷상에서 발생한 경

우,인터넷 서비스제공자는 그 최 범죄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할기 에게 알려

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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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730)의 내부 통신망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규정으로 해결하고 있다.두 규정은 동

약 제19조 제4항을 간 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단된다.이를 직 수용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일본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111조의 2731)이다.이 규정은 피처분자

에게 자계산기의 작동 등 기타 필요한 력의무를 요구하고 있다.이 개정안의

력의무는 수사기 의 력요청에 거부하는 경우에 제재규정이 없으므로 자발 인

력의무라고 보아진다.동 약 제19조 제4항의 수용 시 일본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111조의 2를 참고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경우 범죄법 제3LA조 제3항732)에 의하면 근 등을 도움을 한 컴퓨터

는 컴퓨터시스템에 한 지식을 가진 사람에 하여 도움을 것을 명령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을 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이의 입법 시 고려되어야 할 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약 제19조 제4항

은 력의무자의 범 에 의자와 제3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는데, 의자의 경우

진술거부권이나 자기부죄증언 지의 원칙이 용되기 때문에 제3자만이 피처분자의

범 에 포섭된다고 본다.733)이러한 력의무는 증인과 련해서도 문제가 된다.즉

증인은 수사기 에게 특히 컴퓨터시스템에 한 암호화기술,보안체제 는 그 밖

의 근권한에 한 정보를,그것들이 증인에게 스스로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제공

해야 한다.그리고 이러한 력의무의 반 시 이에 한 제재여부도 둘 것인지 아

니면 일본과 같이 자발 인 력의무로 규정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동 약의 수용과는 계없이 행 형사소송법에 피처분자의 극 인 력의무

와 이의 반 시 형사제재를 가하자는 견해가 있다.734)

730)스 스 연방통신감청법 제15조(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제8항 내부 통신망과 사내망의 운 자는

업무를 탁받은 자에게 근을 보장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731)일본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111조의 2:압수할 물건이 자 기록에 한 기록매체인 경우에는

압수 장 는 수색 장을 집행하는 자는 처분을 받은 자에 해 자계산기의 조작 기타 필요한

력을 요구할 수 있다.공 정에서 압수 는 수색할 경우도 같다.

732)Art.3LA(3)ofCrimesAct1914.Personwithknowledgeofacomputeroracomputersystem

toassistaccessetc.(3)A personcommitsanoffenceifthepersonfailstocomplywiththe

order.

733)이에 해서는 "피의자로 하여 자신의 범행에 해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거나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어서 자기부죄 지원칙에 배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박종근,디지

털 증거 압수수색과 법제,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18호(2009․2),97면).

734)동 약의 수용과는 계없이 행 형사소송법에 피처분자의 극 인 력의무와 이의 반시

형사제재를 가하자는 견해가 있다.이에 해서는 박종근,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법제,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18호(2009․2),93면 참조 :第120條의2( 력의무)① 정보에 한 압수․수색을 집

행하는 자는 정보 는 장매체의 소유자,소지자, 리자에게 정보의 이 ,사본,인쇄, 장매체

의 작동,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장매체에의 속 기타 필요한 력을 요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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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피처분자가 증인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출석의무 반(형사소송법 제151

조)이나 증언거부의 경우(형사소송법 제161조)에는 과태료 규정이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증인이 아닌 단순한 력의무자인 경우에는 비례성의 원칙에 근거하

여 이의 반 시 제재를 가하는 것에는 신 을 기해야 할 것이다.즉 약상의

력의무는 한 비례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 으로 시스템 운 자에게 력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데이터를 공개해서는 안

되는 계약상 의무 는 다른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해 수 있다.735)

시스템제공자가 명령으로 제공해야 될 정보는 수색과 압수 는 유사한 근

는 확보를 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에 한 정보이다.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합리 ’인 것으로 제한된다.

4.  안

형사소송법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② ( 행과 같음)

③ 압수의 상이 자정보인 때에는 압수·수색 장을 집행하는 자는 처분을 받

는 자에 하여 컴퓨터 등 정보 처리장치의 작동에 한 사항이나 기타 필요한

력을 요구할 수 있다.

Ⅶ. 트래   실시간 수집

1. 약  건

약 제20조는 당사국의 할기 과 서비스제공자가 트래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만일 할기 이 국내법 체계에 의해서 트래픽 데이

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에 해서는 비 을 수하도록 하고 있다.

2. 비  검

다.② 정보 는 장매체의 소유자,소지자, 리자가 력하지 않으면 정보에 한 압수․수색

집행에 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는 1,000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735)주석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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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독일

독일의 경우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통신정보보 법률에 의하여 트래픽 데이터

실시간 수집은 형사소송법 제100g조의 개정을 통해서 이행되었다.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은 이 의 형사소송법 제100g조에 의해서 개별 인 경우에도 요한 의

미를 가지는 범죄,특히 형사소송법 제100g조 제2항에서 언 하고 있는 범죄 는

기통신을 수단으로 행해지는 범죄에 한하여 가능하 다. 치정보의 수집은

한 의미를 가지는 범죄의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었다.하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00g조에 의하면 실시간 수집은 기통신법 제96조 제1항의 트래픽 데이터만 가

능하게 되었다.이 에서 치정보의 수집은 사실 계의 조사나 피의자의 소재지

를 악(수사)하기 해서 필요한 경우 이 항에 의해서 오로지 장래에 해당되는 통

신정보나 개별 으로도 요한 의미를 가지는 범죄(제1문 제1호)의 경우에만 실시

간으로 허용된다. 기통신법 제113b조에 의해서 장된 트래픽 정보는 기통신감

청 규정을 통해서만 실시간 수집이 가능하다.

독일은 약 제14조 제3항 제a호의 유보조항에 따라서 제20조의 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의 상을 모든 범죄로 하지 않고 특정한 범죄 는 범주화된 범죄로

제한한 것이다.

나. 랑스

랑스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60-2조에서 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을 허용하

고 있다.즉 형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 의 요청에 따라,데이

터통신 는 정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근이 가능한 공공기 는 사법상 법인

은,정보와 데이터 자유에 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제31조 내지 제

33조에 규정된 외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진실발견에 유용한 모든 정보를 사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법률에 의해 비 이 보장되는 정보와 정보시스

템의 내용 그 시스템이 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해서는 외로 한다.

다. 국

국의 경우 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은 수사권 규제법 (RIPA 2000)제22조

에 의해서 이행되고 있다.수사권 규제법 제22조는 (a)국가의 안보 이익,(b)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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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 인지 는 무질서를 방하기 한 목 ,(c) 국의 경제 복지,(d)

공공의 안 ,(e)공 보건의 보호,(f)정부에 납부해야 할 세 ,의무,추가부담

는 그 밖의 부과 ,기부 는 수수료의 부과 는 징수,(g)비상시에 사망 는

사람의 신체 는 정신 건강의 상해 는 그 밖의 손상의 방지, 는 사람의

신체 정신 건강의 상해 는 손상의 경감,(h)국무장 의 명령에 의해 이 항을

해서 구체화된 목 을 한((a)내지 (g)에 해당하지 않는)경우에는 통신데이터

를 획득할 수 있다.이 통신데이터에는 트래픽 데이터를 포함한다.이 외에도 통신

정보보 법(TheDataRetention(EC Directive)Regulations2009)736)에 의해서도

트래픽 데이터가 확보될 수 있다.통신정보보 법은 EU 통신정보보 지침을 국내

법으로 이행한 것이다.하지만 유럽사법재 소가 2014년 4월 8일 이 지침을 무효로

결함에 따라737), 국 의회는 2014년 7월 17일 통신 정보를 보 하고 통신을 감시

하기 한 비상법률로서 ‘통신정보보 수사권법(2014)’(Data Retention and

InvestigatoryPowersAct2014,DRIP)을 다시 제정하 다.하지만 이 법률은 2016

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인 효력을 가진다.그리하여 국 정부는 2015년 11월 5

일 국가안보 범죄에 처하기 해서 수사기 보안·정보기 에게 인터

넷 는 통신에 있어서 범 한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수사권 법률안 안(Draft

InvestigatoryPowersBill)을 입법 고하 다.738)

라.미국

미국의 경우 통신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에 해서는 연방법 제18편 제2704조(백

업보존)739)와 제18편 제3121조(펜트랩 추 장치의 사용에 한 일반 지

외)를 통해서 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을 이행하고 있다.740)제2704조(a)에

의하면 자 통신의 내용을 보 하기 해서 정부기 은 행정소환장이나 법원명

령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 자 통신의 내용의 백업본을 생성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연방법 제18편 제3121조는 펜 지스터 화추 기록장치 사

용의 규제와 외에 해서 규정하고 있다.

736)http://www.legislation.gov.uk/uksi/2009/859/contents/made.

737)ECJ,8.4.2014,C-293/12,C-594/12

738) 법률안 안에 해서는 아래 인터넷사이트 참조 :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73770/Draft_Investigator

y_Powers_Bill.pdf

739)18U.S.C.Chafter121§2710-§2712는 장되어 있는 유선 자 통신과 기록에 한 국

경 근을 규정하고 있다.

740)18U.S.C.Chafter206§3121-§3127은 펜트랩 추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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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호주

TIA741)Act제180조에서는 증거가능성이 있는 정보 는 문서에 한 근허가

를 규정하고 있다(제1항).법집행기 의 계자는 해당 권한이 발효되었을 때 생성

된 정보 문서의 공개를 허가할 수 있으며,기존 정보와 문서의 근을 한 승

인을 요청할 수 있다(제2항).동일한 권한으로 법집행기 의 계자는 해당 권한이

발효되기 에 생성된 정보와 문서의 공개를 허가할 수 있다(제3항).법집행 계자

는 해당 정보 문서의 공개가 최소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하는 연방,주,혹

은 국내의 법에 반하는 반행 를 조사함에 있어 합리 필요에 의하지 아니할 때

에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제4항).권한의 발표시 은 정보공개자가 해당 권한의

통지를 받은 때이며,권한의 기간은 취소(철회)되지 않는 한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

까지 유효하다.발효기간은 최 권한이 만들어진 날로부터 최 45일까지의 기간이

다(제6항).법집행 계자는 당사자가 해당 정보 문서에 해 공개를 더 이상 필

요로 하지 않을 경우 권한을 취소(철회)하여야 한다.742)

741)theTelecommunications(InterceptionandAccess)Act1979(이하;theTIA Act).

742)180Authorisationsforaccesstoprospectiveinformationordocuments

(1)Sections276,277and278oftheTelecommunicationsAct1997donotpreventadisclosureof

informationoradocumentiftheinformationordocumentiscoveredbyanauthorisationin

forceunderthissection.

Prospectiveauthorisation

(2)Anauthorisedofficerofacriminallaw-enforcementagencymayauthorisethedisclosureof

specifiedinformationorspecifieddocumentsthatcomeintoexistenceduring theperiodfor

whichtheauthorisationisinforce.

Authorisationforaccesstoexistinginformationordocumentsmayalsobesought

(3)Theauthorisedofficermay,inthatauthorisation,alsoauthorisethedisclosureofspecified

informationorspecifieddocumentsthatcameintoexistencebeforethetimetheauthorisation

comesintoforce.

Limitsonmakingtheauthorisation

(4)Theauthorisedofficermustnotmaketheauthorisationunlessheorsheissatisfiedthatthe

disclosureisreasonablynecessaryfortheinvestigationof:

(a)aseriousoffence;or

(b)anoffenceagainstalaw oftheCommonwealth,aStateoraTerritorythatispunishableby

imprisonmentforatleast3years.

Periodforwhichauthorisationisinforce

(6)Anauthorisationunderthissection:

(a)comes into force atthe timetheperson from whom thedisclosure is soughtreceives

notificationoftheauthorisation;and

(b)unlessitisrevokedearlier,endsatthetimespecifiedintheauthorisation,whichmustbea

timethat:

(i)isnolaterthantheendoftheperiodof45daysbeginningonthedaytheauthorisationis

made;and

(ii)iftheauthorisationismadeunderajournalistinformationwarrant—isnolaterthantheendof

theperiodspecifiedundersubsection180U(3)astheperiodforwhichthewarrantistoremain

in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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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일본

일본은 트래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이를

수집하기 해서는 통신감청법에 규정된 요범죄에 한해서 감청 장을 발부 받아

야 한다.

3.  

트래픽 데이터는 통신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것이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경우 로

일링이 가능하여 통신의 내용에 버 가는 정도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따라서

과거의 장된 정보를 요청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보다 훨씬 더 침해의 정도가 강하

다.그 기 때문에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의 차보다는 보다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

다.그리고 실시간 수집이란 통신 내용의 감청과 같은 기능을 하면서 단지 그 상

만 다를 뿐이다.따라서 독자 인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통신제한조치보다

는 낮은 그리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보다는 높은 요건이 필요하다.

약은 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상 범죄는 원칙 으로 약상의 모든 범

죄를 요구하고 있다.그리고 감청 상의 범죄범주보다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따라

서 동 약의 수용 시 필요한 개정방향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743)보다는 기존의

련 법률규정을 보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즉 행 통신비 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제도 규정을 실시간 트래픽데이터의 수집 규정으로 확 하는

방안이다.

사이버범죄 약 제20조의 이행을 제로 한 입법론은 아니지만 일반론의 차원에

서 통신비 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제도와 련하여 트래픽 데이터의 실

시간 수집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법 제안들이 이미 제시되어 있다.입법 제안들은

트래픽 데이터를 ‘실시간 통신내역’이나 ‘통신처리정보’라는 번역어로 사용하면서 각

Note:Section184dealswithnotificationofauthorisations.

Revokingtheauthorisation

(7)Anauthorisedofficerofthecriminallaw-enforcementagencymustrevoketheauthorisationif:

(a)heorsheissatisfiedthatthedisclosureisnolongerrequired;or

(b)inacasewheretheauthorisationismadeunderajournalistinformationwarrant—thewarrant

isrevokedundersubsection180W(1).

Note:Section184dealswithnotificationofauthorisations.

743)미국의 펜트랩법(18U.S.C.§§3121-3127)을 로 들 수 있다.미국에서는 연방 형사사건의 경우

자통신 라이버시보호법(ECPA)에 포함되어 있는 두 가지 법률,즉 감청법과 펜트랩법을 통하여

실시간 자감시를 규율하고 있다.감청법은 실시간 통신내용의 감청을,펜트랩법은 실시간 트래픽

데이터의 수집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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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

실시간통신내역이란 ‘기통신이 개시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사이에 당해 기

통신의 당사자들에 한 기통신사실에 한 자료를 담고 있는 문언,부호 기타

유형의 실시간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744)이에 해서 통신처리정보의 개념은 ‘통신

의 내용을 제외한 기통신 당사자 사이에 기통신이 개시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

지의 기통신사실에 한 자료를 담고 있는 문언,부호 기타 유형의 실시간 정

보’745) 는 ‘기통신의 내용이 아닌 것으로서 기통신의 송신으로부터 수신에 이

르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수집 가능한 문언·부호 등의 기통신사실에 한 자

료’746)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들은 실시간통신내역과 통신처리정보의 개념을 제로 하여 통신비

보호법 제13조의 범죄수사를 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차에 삽입하고 있

다.

즉 “① 검사 는 사법경찰 은 수사 는 형의 집행을 하여 필요한 경우 기통

신사업법에 의한 기통신사업자(이하 “ 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확인

자료 실시간 통신내역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 자료 등 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동법 제13조 “① 검사 는 사법경찰 은 수사 는 형의 집행을 하여 필요한

경우 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통신사업자(이하 “ 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

신사실확인자료 통신처리정보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 자료 등 제

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747)

한편 통신처리정보의 수집은 ‘통신내용’의 수집은 아니라는 에서 ‘기통신 감

청’보다는 낮지만 ‘실시간 정보수집’이라는 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차보다는 다소 높은 수 의 통제기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제13조 제2항

에 ‘통신 처리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과의 련성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 성 필요한 자료의 범 를 기록한 서면으로’라는 요건을 추

가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748)

744)양근원,210면;서주연, 자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한 연구,경성 학교 박사학 청구논문,

2010.2,160면.

745)권양섭,디지털 증거수집에 한 연구,군산 학교 박사학 청구논문,2009.2,110-111면.

746)강철하,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한 개선방안,성균 학교 박사학 청구논문,2012,244면.

747)권양섭,디지털 증거수집에 한 연구,군산 학교 박사학 청구논문,2009,111면.

748)강철하,앞의 논문,245면 참조.동신비 보호법 제13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해당 가입자와의 연 성 필요한 자료의 범 를 기록한

서면으로,통신 처리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과의 련성 요청사유,해당 가

입자와의 연 성 필요한 자료의 범 를 기록한 서면으로 할 지방 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

한다.이하 같다) 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할 지방법원 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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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트래픽 데이터를 ‘통신내역’ ‘통신처리정보’라는 번역어의 사용은 ‘통신내

용정보’와 확실히 구별된다는 장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트래픽 데이터란 일반

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생성,처리,수집되는 데이터를 말한다.따라서

트래픽 데이터는 다양한 범주의 데이터들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통 개별

법률에서 개념 정의를 별도로 하고 있다.유럽연합의 경우 자 라이버시 지

침749)에서는 트래픽 데이터란 ‘자 통신망에서 통신의 달 는 통신요 의 청

구를 해서 처리되는 모든 데이터’로 개념 정의하고 있다(지침 제2조 (b)).EU 통

신정보보 지침(2006/24/EC)은 장하여 보 해야 될 통신정보의 범 를 트래픽 데

이터, 치 데이터(정보),가입자 이용자를 확인하기 해 필요한 련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지침 제2조 제2항 (a)).이와는 달리 약은 트래픽 데이터를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통신과 련된 모든 컴퓨터데이터로서 통신망의 일부를 구성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생성되고 통신의 발신지,수신지,경로,일시(날짜 시

각),크기(용량),지속시간 는 이용된 서비스의 유형을 나타내는 데이터’로 개념

정의하고 있다. ‘통신처리정보’는 ‘처리’에 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범

가 약의 트래픽 데이터보다 포 이다. 약은 통신과 련된 컴퓨터 시스템에

서 생성되는 컴퓨터 데이터 에서 ‘발신지,수신지,경로,일시(날짜 시각),크기

(용량),지속시간 는 이용된 서비스의 유형’으로 한정짓고 있으므로 통신처리정보

로 체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은 앞서 언 한 로 통신의 실시간 감청보다는 그

침해의 정도가 덜 하지만 과거의 정보인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요청보다는 그 침해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의 요건보다는 좀 더 제

한 이어야 한다.그런 면에서 앞의 견해에서 범죄사실과의 련성 요청사유,해

당 가입자와의 연 성 필요성은 타당한 지 으로 보인다.그런데 통신사실확인

자료의 요청은 그 상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범죄에 용된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

어 보인다.그리고 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이란 통신처리정보의 ‘열람’이나

‘제출’의 요청과는 그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약 제20조 제1항은 원칙 으로 국가기 과 통신사업자가 모두 트래픽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국가기 이 국내법 체계에서 확립된 원칙

들에 의해서 이를 행할 수 없을 경우 제2항에서 서비스제공자에게 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외를 두고 있다.

아 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749)Directive 2002/58/EC ofthe European Parliamentand ofthe Councilof12 July 2002

concerning theprocessing ofpersonaldataand theprotection ofprivacy in theelectronic

communicationssector(Directiveonprivacyandelectronic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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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은 서비스제공자에게 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에 한 조치의 집행 사

실과 이에 한 정보를 비 로 수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비 을 보장할 뿐 아니

라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계약상

의 의무 는 그 밖의 법률의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해당 서비스제공자의 비

유지의무는 통신비 보호법 제13조의 5에서 련자의 비 수의무를 규정하고 있

으므로 보완의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

약 제14조 제3항의 유보조항과 련해서는 검토할 사항이 있어 보인다. 약 제

14조 제3항은 제21조 제4항의 용과 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임의 인 유보규

정을 두고 있다.하나는 트래픽데이터의 감시를 특정한 범주의 범죄로 제한하는 것

이다.우선 행 통신비 보호법상 수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의 요청 상에 제한이 없어 기통신을 수단으로 하지 아니한 범죄의 경우에도 자

료를 요청할 수 있다.트래픽데이터가 통신내용데이터는 아니지만 아무런 제한 없

는 트래픽데이터의 요청은 개인의 라이버시보호나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

가 있으므로 비례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독일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범죄로 제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은 개인의 로 일링을

가능하게 하여 통신의 내용과 거의 같은 정도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따라서 모

든 범죄를 상으로 해서는 안 되고 통신제한조치의 상 범죄(통신비 보호법 제5

조 제1항)와 기통신을 수단으로 한 범죄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이동 화를

비롯한 이동성 기기의 치정보도 실시간 수집의 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해서

는 신 한 검토가 필요하다.만일 포함시킨다면 통신제한조치의 상범죄로 한정해

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LAN과 같은 사설 산망의 경우에 실시간 수집에서 제외하는 것이

다. 행 통신비 보호법은 기통신사업자에게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기통신사업자가 개입하지 아니하는 회사 내의 인트라넷이나 학교 내

의 교내망에서는 트래픽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진다.이

경우에는 독일의 경우처럼750)통신 종료 후에는 일반 인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방

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즉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 규정 등이 용될 수 있다.

하지만 유보조항이 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해서는 입법자의 재량이 개입할 수

있다.

4.  안

750)독일 형사소송법 제100g조 제5항 트래픽데이터가 기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서 수집되지 않는 경

우에는,통신 종료 후에 일반 인 규정에 따라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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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보호법 제5조의 2(트래픽 데이터 실시간 수집)

① 검사 는 사법경찰 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수사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

트래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거나 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통신사업자(이

하 " 기통신사 업자"라 한다)에게 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

1.통신비 보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범죄.

2. 기통신을 수단으로 한 범죄.

② 제1항의 실시간 수집을 요청하는 경우 범죄사실과의 련성 요청사유,해당

가입자와의 연 성 필요한 자료의 범 를 기록한 서면으로 할 지방 법원(보통

군사법원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할 지방

법원 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트래픽 데이터

의 실시간 수집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③ 트래픽 데이터가 기통신사업자에 의해서 수집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규정

에 의해서 통신이 종료된 이후에 수집된다.

④ 제13조 ③ -⑨,제13조의 3(범죄수사를 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제13조의 5(비 수의무 자료의 사용 제한)는 이에 용한다.

제15조의2( 기통신사업자의 조의무)① 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

는 정보수사기 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트래픽 데이터의 실

시간 수집 요청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을

하여 기통신사업자가 조할 사항,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 기간 그 밖에 기

통신사업자의 조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Ⅷ. 통신내용  실시간 수집

1. 약  건

약 제21조는 통신내용 데이터의 감청을 둘러싼 민감성 때문에 ‘국내법에서 결정

한 일련의 한 범죄와 련해서만’실시간 감청을 시행하도록 당사국에게 임

하고 있다.따라서 약에 규정된 사이버범죄를 실시간 감청에 포함시킬 지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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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  검

독일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00g조 제1항 제1호 제g목에서 제184b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아동포르노그래피의 유포,취득,소지,동조 제n목에서 제263조 제3항

제2문의 조건하에서 그리고 제263조 제5항의 사례에서,경우에 따라서는 제263조

제2항과 련한 사기 컴퓨터 사기죄를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

다.

랑스의 경우 통신내용데이터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00조와 제706-73조에서

기통신의 감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제706-73조751)는 조직범죄(제706-73)에 한

기통신감청이다.제100조는 죄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징역형인 경죄(10년 이

하의 구 )에 하여는 심 사가 심수사를 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

신 감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약에 규정된 범죄와 련하여 통신

내용이 실시간으로 수집될 수 있는 범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제323-1조 제1항

의 부정 근은 2년의 구 형이지만 부정 근으로 인한 결과 가 범인 제2항은 3

년의 구 형,752)제323-2조 산업무방해죄는 5년의 구 형,753)제323-3조 자료의

부정 조작죄는 5년의 구 형,754)형법 제323-3-1조의 산정보처리장치 부정이용죄

제323-1조 내지 제323-3조에 정한 형 는 그 가 형으로 처벌한다.755)객 사

실에 비추어 제323-1조 내지 제323-3-1조에 규정된 범죄의 비를 목 으로 결성

된 단체나 그를 목 으로 이루어진 공모에 참가하는 자는 각 죄에 정한 형 는 그

가 형으로 처벌한다.756)형법 제227-23조 아동포르노그래피의 경우 5년의 구 형

751)제706-95조 ① 제706-73조가 용되는 범죄행 에 한 행범 수사 는 비수사에 필요한 경

우 검사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석방구 사는 제100조 제2항,제100-1조,제100-3조 내지 제

100-7조에 정한 바에 따라 기통신에 의해 달되는 서신을 감청하거나 녹음하거나 녹취하게 할

수 있다.

752)제323-1조 (부정 근 등)① 부정하게 산정보처리장치의 체 는 일부에 속하거나 체류하

는 행 는 2년의 구 형 30,000유로의 벌 에 처한다.② 항의 행 로 처리장치내 정보의 삭

제,변경 는 기능의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3년의 구 형 45,000유로의 벌 에 처한

다.<2004.06.21.개정,법률2004-575>

753)제323-2조( 산업무방해) 산정보처리장치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그 동작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행 는 5년의 구 형 75,000유로의 벌 에 처한다.<2004.06.21.개정,법률2004-575>.

754)제323-3조 (자료부정조작)부정하게 산정보처리장치에 자료를 입력하거나 그 장치에 보 된 자

료를 삭제 는 변경하는 행 는 5년의 구 형 75,000유로의 벌 에 처한다.<2004.06.21.개정,

법률2004-575>

755)형법 제323-3-1조( 산정보처리장치 부정이용)제323-1조 내지 제323-3조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

기 해 특별히 응되거나 고안된 장치,도구,컴퓨터 로그램,정보를 부정하게 수입하거나 보유

하거나 제공하거나 양도하거나 가동하는 행 는 각 죄에 정한 형 는 그 가 형에 처한다.

756)제323-4조(범죄단체 등)객 사실에 비추어 제323-1조 내지 제323-3-1조에 규정된 범죄의

비를 목 으로 결성된 단체나 그를 목 으로 이루어진 공모에 참가하는 자는 각 죄에 정한 형

는 그 가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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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처벌한다.757)

국은 랑스와 같이 일정한 형량 이상의 범죄에 해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

다.즉 수사권규제법(RegulationofInvestigatoryPowersAct2000,RIPA)제5조에

서 죄에 하여 감청을 포 으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법 18U.S.C.§2511758)에 의해서 약 제21조를 이행하고 있다.제

2511조는 유선 통신,구두 통신 는 자 통신의 감청 공개의 지와 외를

규정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TIA Act(통신감청 근법)제63조에서 감청된 정보 는 감청

장정보에 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타인과의 통신( 화)을 사용하거나 기록하는

것 는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지하고 있으며,합법 으로 감청한 정보

혹은 통신의 감청을 통하여 얻어진 정보에 해서도 제7항(1)의 반으로 간주된다.

한 감청 장정보에 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타인에 한 통신감청 장정보,

감청 장정보의 활용,감청 장정보의 기록,소송에 증거로 감청 장정보를 제공하

는 행 를 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통신감청법에서 사이버범죄가 감청 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로

조직범죄나 마약범죄 등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따라서 사이버범죄에 한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며 통신감청법에 규정된 범죄가 기통신을 이용하여 이루어질 경

우 기통신에 한 감청이 가능하다.

3.  

통신비 보호법 제5조는 통신감청 상범죄를 열거하고 있다. 재의 규정은 기존

의 감청 상의 범 가 무 넓어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01년 12월 29일 통신비 보호법(법률 제6546호)개정을 통하여 감청 상

범죄를 기존의 391개에서 280개로 축소한 결과이다.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은 한 범죄에 해서는 감청 상 범죄를 확 할 필요가 있다.특

히 사이버범죄와 련하여 정보통신망법이나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한 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의 아동포르노의 제작 유포 등을 그 로 들

수 있다.

757)형법 제227-23조 (미성년자의 포르노그래피)① 배포 목 으로 미성년자의 상 는 미성년자의

상징을 촬 ,기록 는 달하는 행 는 이 상 는 표 이 포르노그래피의 성격을 띠는 때에는

5년의 구 형 75,000유로의 벌 에 처한다.

758)연방법 18U.S.C.Chafter119§2510-§2522은 유선 통신 자 통신 감청과 구두통신의

감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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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

통신비 보호법 제5조(범죄수사를 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①

12.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범죄 제71조 제9호 내지 제11호,759)제72조 제1항

제1호의 죄.760)

13.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8조(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 등의 지)의 죄.761)

1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 제3항.762)

3  보

약은 제42조에서 당사국이 약에 서명할 때 는 비 ,수락,승인 는 가입

할 때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면통지에서 약의 일정한 조항에 해서

유보를 허용하고 있다.하지만 다른 조항에 해서는 유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유보가 가능한 조항은 데이터 침입(제4조 제2항),장치의 남용(제6조 제3항),아동

포르노그래피 련 범죄(제9조 제4항), 작권 련 권리의 침해(제10조 제3항),

고의 미수(제11조 제3항),컴퓨터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에 있어서 유보(제14조 제3

항), 할권에 한 유보(제22조 제2항), 방가벌성을 요건으로 한 공조요청 거부

(제29조 제4항),연방조항(제41조 제1항)이다.

데이터 침입(제4조 제2항)의 경우 응 법규들은 한 손해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보를 행사할 필요는 없다.

장치의 남용과 련한 약 제6조 제3항은 컴퓨터 시스템의 부 는 일부에

속할 수 있는 컴퓨터 비 번호, 속 코드 는 이와 유사한 데이터(제1항 제a호 제

ⅱ목)의 매,배포 는 그 밖의 이용제공 행 는 유보가 허용되지 않지만 이들을

759)제71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5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9.제48조제2항을 반하여 악성 로그램을 달 는 유포한 자.10.제48조제3항을

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11.제49조를 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 을 침해·도용 는 설한 자.

760)제72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는 3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개정 2015.1.20.,2015.3.27.>1.제48조제1항을 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761)제28조(벌칙)① 제12조의 규정을 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ㆍ마비 는 괴한 자

는 10년 이하의 징역 는 1억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762)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는 수출

한 자는 무기징역 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리를 목 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을 매· 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 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시 는 상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시 는 상 한 자

는 7년 이하의 징역 는 5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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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다른 것은 유보를 할 수 있다.이 규정은 약 제2조 내지 제5조를 범할 목

으로 하는 비행 에 하는 것이지만 침해의 험성이 상당히 크므로 유보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해 보인다.하지만 이에 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아동포르노그래피 련 범죄의 경우 응 법규들이 충족되고 있으므로 유보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작권 작인 권의 침해와 련한 응 규정도 모두 충족되고 있으므로 유

보는 필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 를 들어 약 제3조 불법감청과 련하여 정보

통신망 비 침해죄, 약 제4조 데이터 침해와 련하여 정보통신망 비 침해죄,

약 제5조 시스템 방해와 련하여 형법상 컴퓨터 련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

의 악성 로그램 달·유포죄, 약 제9조 아동포르노그래피의 배포 송의 경

우에는 유보를 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에 있어서 두 가지 유보를 규정하고 있다.하나는 트

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의 상 범죄의 제한이고,다른 하나는 폐쇄 이용자 그

룹을 해서 운 되는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달되는 컴퓨터데이

터의 실시간 수집의 제한이다.이들에 한 유보가 필요하다.

할권에 한 유보와 련하여 응 법규들이 처벌 규정을 이미 두고 있기 때문

에 유보의 필요성은 없다.

방가벌성을 요건으로 한 공조요청 거부와 련한 유보조항인 제29조 제4항은

약 제2조 내지 제11조의 이외의 범죄에 있어서 데이터의 수색 유사한 속,

압수 유사한 획득 는 공개를 한 공조요청에 하여 회신하는 조건으로서

발가벌성을 요구하는 당사국은 방가벌성 요건으로 하는 공개 등이 이행될 수 없

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보 요청에 하여 거 할 권

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조항은 유보할 필요가 있다.

연방조항은 연방국가의 경우 연방과 각 주 사이에 있어서 법률의 용과 련된

것으로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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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사이버범죄는 네트워크를 동해서 국경을 월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 차

원에서는 이에 처할 수가 없고 세계 각국이 사법공조를 통해서 처해야만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재 이러한 사법공조를 가능하게 한 것이 유럽평의

회의 사이버범죄 약이다.이 약은 비회원국에게도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국제조

약이기 때문에 회원국은 물론 미국,호주,캐나다 등을 비롯하여 최근 일본까지 가

입했다.우리나라도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사이버범죄에 처하기 해서는

이 약에 가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가 사이버범죄 약에 가입하기 해서 갖추어야 한 기본 인

요건들을 검토하 다. 약의 개별 규정과 유보조항 그리고 주석서의 설명을 상세

하게 검토하고 이에 응할 수 있는 우리의 법률 조항이 무엇인지를 검토하 다.

검토 결과 개정 내지 새로 도입해야 하는 것으로는 실체법상으로는 장치의 남용에

한 규정과 법인 처벌에 한 규정 그리고 차법상으로는 장된 컴퓨터데이터의

신속한 보 ,트래픽 데이터의 신속한 보 과 일부 공개,컴퓨터데이터 가입자

정보의 제출명령, 장되어 있는 컴퓨터데이터의 수색과 압수,트래픽 데이터의 실

시간 수집,통신내용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에 한 규정들이었다.개정 내지 도입해

야 할 규정들을 다른 국가에서는 어떻게 이행하 는지를 유럽평의회 회원국인 독

일,비회원국인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개 으로 검토하 다.나아가서 개정 내지

도입해야 할 규정들을 세부 으로 검토한 부분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이행사례를 더

알아보기 해서 비교 상 국가를 국, 랑스,호주로 넓 서 검토하 다.

비교법 검토를 통해서 도출한 구체 인 입법 제안들은 사이버범죄 약에 가입

하기 한 최소한의 요건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최소한의 요건을

넘어서는 개정 도입 논의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왜냐하면 사이버범죄

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이버범죄 상들이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발효된 이후

약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범죄 상들도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와 같은 불

법행 에 해서는 처음부터 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가 인 논의에 있어서는 디지털 정보를 심으로 개되는 정보사회에 합한

법률 체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특히 아날로그 방식을 제한 이 의 법률 규

정들을 디지털 방식에 유추 용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아날로그방식과 디지털 방식

에 공통 으로 용되거나 병행해서 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나 어 디지털 방식

으로 개되는 상에 합하도록 패러다임을 환하여야 할 것이다.이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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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선 정보통신과 련하여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이 통일되어야 할 것

이다.그런 다음 특별법에 산재해 있는 형벌조항 이미 일반범죄화되어 있는 범

죄유형들은 과감하게 형법으로 편입해야 하고 형사 차와 련한 규정들도 형사소

송법으로 편입하여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더 형해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서두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사이버범죄 약에 가입하게 될 경우 우려되는

개인정보 침해나 정보 주권의 침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약의

용범 는 특별한 범죄수사나 소추 재 차를 해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한

정되고 있고 약상의 권한과 차는 유럽인권 약이나 국제 인권 약의 련 규

정들,유럽인권재 소의 결에서 제시한 법리들과 비례성원칙을 수할 것을 당사

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련하여 제기되는 우

려는 유럽사법재 소의 두 번의 결을 통하여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즉 통신정보

보 지침에 한 무효 결과 정한 보호수 을 보장하지 않은 국가로 개인정보를

이 하도록 한 세이 하버(SafeHarbour)결정에 한 무효 결은 기본 으로 유

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기본권 헌장의 련 규정들은 유럽인권

약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인권 기본권 보장에 한 유럽사법재 소

결과 유럽인권재 소의 결은 서로 원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유럽사법재 소

결의 기 들은 사이버범죄 약의 이행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련하여 하나

의 지침이 될 수 있다. 한 약을 이미 이행한 국가들에서 해당 국가의 정보 주

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그 이유는 당사국들

이 약의 이행 과정에서 약이 요구하는 보호조치를 국내 법률에서 충분히 이행

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끝으로 사이버범죄 약의 이행 시 개정되거나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한 구체

인 입법안들은 공론의 장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73 -

[ ]  보 에   평가보고

Ⅰ. 개

사이버범죄 약 원회(T-CY)는 당사국들이 약상의 데이터 긴 보 에 한

규정들의 이행 결과를 두번에 걸쳐 평가하고 이에 한 보고서를 채택하 다.이러

한 평가는 2012년 12월 31개 당사국을 상으로 실시하 으며763)2014년에는 2012

년 평가에서 제외되었던 11개 당사국을 추가로 실시하 다.764) 한 2014년 평가에

서는 2012년에 권고를 받은 당사국들이 추가조치를 이행하 는지에 해서도 검토

하 다.765)

약상의 데이터 긴 보 에 한 규정들은 제16조( 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신

속한 보 )(국내 수 ),제17조(트래픽 데이터의 신속한 보 일부 공개)(국내 수

),제29조( 장되어있는 컴퓨터 데이터의 신속한 보 )(국제 수 ),제30조(보 된

트래픽 데이터의 신속한 공개)(국제 수 )등 4개 조항들이다.

이 보고서의 목 은 당사국에 의한 약의 이행을 평가하고,좋은 사례를 찾고,

발생한 문제 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으로써,그리고 당사국간에 이 약의 재

와 미래의 잠재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에 한 부다페스트 약의 실

용 인 응용 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4개의 조항들을 분석하여 ① 신속한 보 (제16조,제17조,제29조,제

763) Cybercrime Convention Committee (T-CY),Assessment report,Implementation of the

preservationprovisionsoftheBudapestConventiononCybercrime,AdoptedbytheT-CY at

its 8th Plenary (5-6 December2012,T-CY (2012)10 REV Strasbourg,25 January 2013

(provisional))(이하 'Assessment report, T-CY (2012) 10 REV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

16802e722e).

764) Cybercrime Convention Committee (T-CY),Assessment report,Implementation of the

preservation provisions ofthe BudapestConvention on Cybercrime,Supplementary report,

Adoptedbythe13thPlenaryoftheT-CY (15-16June2015),Strasbourg,version21June2015

T-CY (2015)6(이하 ‘Assessment report, Supplementary report, T-CY (2015)6')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

168044be2b).

765) Cybercrime Convention Committee (T-CY),Assessment report,Implementation of the

preservationprovisionsoftheBudapestConventiononCybercrime,Follow upgivenbyParties

Adoptedbythe13thPlenaryoftheT-CY (15-16June2015),Strasbourg,version21June2015

T-CY (2015)7(이하 ‘Assessment report, T-CY (2015)7')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

168044be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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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의 개념 유럽연합의 데이터 보 의 개념의 차이에 한 더 나은 이해를 제

공하고,② 국내 국제 조사에서 보 규정의 실제 사용을 권장하며,③ 국제 력

기구의 자 증거를 확보하는데 있어 상시연락망의 강력한 역할을 홍보한다.

아래에서는 미국,호주,일본에 한 평가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한다.

Ⅱ. 미

1. 약 16  

약 제16조의 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신속한 보 은 미국 연방 형법 제18편 제

2703(f)조에 규정되어 있다.미국을 포함한 부분 당사국들은 제16조에 련한 모

든 데이터들을 그들의 규정(가입자 정보/트래픽 콘텐츠 데이터)에 용할 것이라

고 답했다. 외로는 트래픽 데이터만을 한정하는 아르메니아와 우크라이나가 있

을 것으로 단된다.거의 모든 당사국(아르메니아,독일,노르웨이,미국을 제외한)

은 데이터 보 의무에만 의존하며 범 하게 이러한 보 데이터를 사용한다.그

러나 약 제16조가 콘텐츠 데이터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반해 데이터 보 의무는

트래픽 데이터에 제한되어 있다.따라서 데이터 보 의무만을 참조하는 당사국들

은 제16조를 완 히 시행하지 않은 것이다. 부분의 당사국들은 신속한 보 규정

을 요한 도구로 생각하지만 수천 건의 보 요청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실제 유럽에서 약 제16조의 용은 – 특히 국내조사에 있어서 -매

우 제한 이다.

가. 미  경우

보 은 미국의 수사에 있어 요하고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매년 수천 건의 요

청이 발행된다.이것은 수사 과 검사들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강제로 정보 공개를

하도록 하는 법 차를 한 한 검사 시간을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따라

서 보 은 일반 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행하는 정보의 취득의 첫 단계이다.보

요청은 정보 공개에 한 요청이 아니고 요청된 정보는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된 정보를 과하지 않는다.수사 이나 검사는 한 법 차(소환장,법원

명령 는 장)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부되기 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보

된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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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EU의 통신정보보 제도와 같은 데이터 보 에 한 법률이 없다.그래서

특정 계정에 한 보 요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자는 사업상 행

에 기반을 둔 소유자 계정정보를 유지하거나 삭제함에 있어 자유롭다.따라서 정보

를 장하여 보 하지 않게 되면,수사 들은 상당한 양의 정보에 근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나. 주  

-보 요청은 사법 는 검찰만의 명령이 아니다.법 집행 요원을 포함한 모든

미국 정부 계자들은 보 요청을 할 권한이 있다.

-보 요청 과정은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

-보 에 있어 수사 은 강제 정보 공개를 요구하기 한 법 차를 얻기 해

180일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하지만 연장 회수 제한 요건이 없어 180일

이상 보 가능성도 있음.

-정보 공개에 있어 별도의 법 차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다. 주  

수사 들은 보통 계정의 존재 여부 등 계정에 한 정보를 확보하려고 하지 않는

다.왜냐하면 이러한 법 차 없이는 서비스제공자들이 이러한 정보의 공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766)이는 법 차 없이 이러한 정보 공개는 법으로 지되어 있

기 때문이다. 부분의 주요 업체는 보 요청을 기 로 유지 하지만,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계정 보유자에게 보 요청을 공개하는 것이 허용된다.

2. 약 29  

가. 개

제16조는 제29조(신속한 보 과 트래픽 데이터의 일부 공개)와 국제 보 요청에

한 사항에서 비슷한 면이 있다.국내 수 에서의 압수,수색 규정은 일반 으로

휘발성 데이터767)의 보호를 해 사용되어지는데 반해 국제 수 의 보 요청은

766)Assessmentreport,T-CY(2012)10REV,11면.

767)보통 원을 끄면 삭제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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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다른 나라들에서 형사사법공조 요청이 있는 범죄들과 련된 자 증거를 확

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약 제35조에 따라 당사국들은 상시연락

망을 설립하여 송신 국제 보 요청의 실행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국제 보

요청을 송수신하는 미국의 주요 할 기 들은 다음과 같다.

주로 미국 법무부 형사국 컴퓨터범죄 지 재산권과(CCIPS)가 이를 담당하며

그 밖에 미국 법무부 형사국 국제사무소, 세계 미국 사 에서도 담당한다.

나. 차  실  경험

통상 으로 국제 보 요청은 상시연락망에 수신되어 서비스 제공자 는 다른

법인이나 자연인에게 데이터 보 을 명령한다.형사사법공조에 한 공식 인 요청

이 수신되고 -일반 으로 법무부로부터 온 -법원의 명령이 실행되면,서비스 제

공자는 정보를 국내 기 에 밝히고 국내 기 은 요청한 당사자에게 송신한다.이

차는 – 특정 국내 상황 조정이 포함된 -많은 기 들이 사용하고 있으며,특히

법에 의해 정의된 보 권력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미국 법무부 컴퓨터범죄 지

재산권과(CCIPS)는 매년 수백 건의 요청을 처리한다.보 명령은 일반 으로 요

청을 받은 후 24시간 내에 이루어진다.

미국이 연간 수백 개의 보 요청을 송수신하는 동안,여러 다른 나라들( 랑스,

몰도바 는 루마니아 등)도 이 가능성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일부 국가에서 권한

있는 서비스들이 송수신된 보 요청에 해 종종 보 요청이 다르게 표시되거나

보다 넓은 차의 일부가 됨으로 인하여 신뢰성 있는 보 명령의 통계가 존재 하

지 않는 것에 해 유의해야 한다. 체 으로,T-CY의 의견은 국제 보 요청 활

용도가 낮다는 것이다.이러한 입장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부 국가들의 명확하지 않은 법 근거와 복잡한 차

-상시연락망의 명확하지 않는 역할

-제한된 지식과 차사용의 순서와 방법 그리고 다른 채 의 사용

3. 약 17  

미국은 약 제17조(신속한 보 과 트래픽 데이터의 일부 공개)와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법집행 계자는 소환장을 발부하여 트래픽 데이터의 부분 공개

를 연방 법 제18편 제2703(c)조에서 얻을 수 있다.조사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조

사와 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검사 은 검찰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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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을 발 하거나 트래픽 데이터( 기타 가입자 정보)를 압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미국 연방정부기 에서 발 한 가입자 정보의 트래픽 데이터 일부 공개에

한 소환장 기타 발 서는 매년 수천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4. 약 30  

미국은 사이버범죄 약 제30조(보 된 트래픽 데이터의 신속한 공개)와 부분 으

로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가입자정보(사이버범죄 약 제30조에 따른 통신 경로

를 식별하기 해 필요한 데이터를 포함한다)의 트래픽 데이터의 공개는 형사사법

공조 요청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그러나 만약 업스트림 제공자가 미국에 있지 아

니한 경우,미국 법집행기 은 외국의 요청기 에 그 국가와 제공자를 밝힐 것이다.

한 미국 법집행기 은 독립 으로 그들 자체 으로 조사를 함으로써 IP주소나 도

메인 이름이 미국지역의 것이 아님을 밝 내는 경우,해당 정보는 외국의 요청자에

의해 공개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조문은 실제로 잘 사용되지는 않는다.

5.  평가

사이버범죄 약 원회는 미국의 경우 약 제16조와 제29조는 U.S.18§2703(f)

를 통해서 제 로 이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768)U.S.18§2703(c),§2703(d)를 통

하여 약 제17조도 제 로 이행되었다고 평가하 으나 제30조는 일부만 일치한다

고 평가하고 있다.769)

Ⅲ. 본

1. 약 16  

가. 규

(1) 용 규정

- 약 제16조 제1항에 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압수 수색),제197조 제3

768)Assessmentreport,T-CY(2012)10REV,48-49면.

769)Assessmentreport,T-CY(2012)10REV,7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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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보 요청)

- 약 제16조 제2항에 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보 요청),제197조

제4항(보 기간 연장)

- 약 제16조 제3항에 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5항(비 요청)

형사소송법 제218조 ① 검찰 ,검찰사무 는 사법경찰 은 범죄의 수사를 함

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재 이 발부하는 장에 의하여 압수,기록명령부압수,

수색 는 검증을 할 수 있다.이 경우에 신체검사는 신체검사 장에 의한다.

② 압수해야 할 물건이 자계산기인 때에는 당해 자계산기에 기통신회선으

로 속하고 있는 기록매체로서 당해 자계산기로 작성했거나 변경한 자 기록

는 당해 자계산기에서 변경할 수 있거나 삭제할 수 있는 자기록을 보 하기

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자 기록을

당해 자계산기 는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한 다음 당해 자계산기 는 그 다른

매체를 압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97조 제3항에 따르면 특정 자 데이터의 압수를 필요로 할 때,검사 는 수

사 이나 사법경찰 은 서면으로 할 네트워크 시설 서비스제공자나 계자에게

데이터와 같은 트래픽 기록을 삭제하지 않도록 요청하여야 한다.데이터의 압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한 때는 당해 보 에 한 압수수색 장을 취소하여야

한다.제197조 제4항은 보 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연장될 수 있지만, 체

60일을 과해서는 안 된다.제197조 제5항은 필요한 경우 수사기 은 보 요청에

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약 제16조의 데이터 포섭 유무

형사소송법 제218조와 제197조의 해당 조항들은 약 제16조에서 언 한 모든 유

형의 데이터(즉 트래픽데이터와 콘텐츠데이터)가 기록 는 장되는 모든 기록 매

체를 포섭하고 있다.

(3)모든 범죄에 계가 있는 자 증거에 용되는가?

해당 조항들은 모든 범죄와 련되는 자 증거에 용된다.

(4)법집행기 과 서비스제공자 는 사인의 데이터 보유자 사이에 약이나 임

의의 정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과 련하여 경찰은 일부 서비스 제공자에 하여 컴퓨터 데이터의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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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사 통지와 같은 차를 용하고 있다.이러한 차는 개별 제공자가 지

정한 것이다.

(5)보 이 의자나 계정보유자에게 인식되거나 보 요청의 공개가 방지될 수

있는가?

보 요청의 비 유지와 련하여 트래픽 데이터의 보 의 경우 일반 으로

의자나 계정 소유자는 이를 알 수 없다.더욱이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5항에 의하

면,법집행기 은 해당 데이터를 보 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나 사인의 데이터 보

유자에 하여 보 요청의 기 을 유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한편,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한 압수 수색을 통하여 보 이 이루지게 되면,

이 조치의 상자에게 장이 제시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압수 수색 장은 해당되는 자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22조 ① 제99조,제100조,제102조부터 제105조,제110조부터 제112

조,제114조,제115조,제118조부터 제124조의 규정은 검사,검찰수사 에게 용되

며 사법경찰에게 제218조,제220조 제221조가 용된다.제110조,제112조,제114

조,제118조,제129조,제131조 그리고 제137조부터 제140조는 검사,검찰수사 의

수사에 하여 용하고 있다.제218조,제220조는 사법경찰에 하여 용하고 있

다.그러나 제122조부터 제124조의 처분은 사법 경찰 에 의해 이행되지 않는다.

나. 차

(1)요청 차

-수사 기 은 수사에 필요한 컴퓨터 데이터와 이 데이터의 보유자를 결정한다.

-검사,검찰수사 ,사법경찰 은 보 요청서를 데이터 보유자에게 보낸다.

-수사기 은 법 으로부터 압수 장을 신청하여 발부받는다.

-수사기 은 압수 장을 데이터 보유자에게 제시하고 데이터를 압수한다.

(2)신청 양식

보 요청서,보 요청의 철회서,보 요청기간의 연장 통지서,압수 장 신청서

등이 사용된다.

다. 실  경험

(1)신속한 보 과 수사의 계 다른 조치와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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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한 트래픽 데이터를 신속하게 보 할 필요는 사이버범죄 수사에 있어서

의자를 식별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그러나 트래픽 데이터는 짧은 시간에 삭

제되기 쉽다.

일본에서 트래픽 데이터의 보 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하여 신속하게 이루어

진다.보 요청은 제197조에 의하면 압수 수색과는 달리 사가 발부한 장

없이 수행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트래픽 데이터 이외의 컴퓨터 데이터의

보 은 신속하게 사가 발부한 압수 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장의 요건이 수사

에 장애가 되지 않는 이상 압수 장은 보통 1일 이내에 발부된다.

(2)이 규정의 이용 빈도수

2013년에 트래픽 데이터의 보 요청 수는 223건이었다(검찰,경찰 등 수사기

조사 결과).형사소송법 제218조는 트래픽 데이터 외의 컴퓨터 데이터의 압수도 규

정하고 있으나 이에 한 통계는 없다.

(3)보 요청이 형사 차법에서 구체 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치인가 는 수색,

제출명령 는 그 밖의 권한을 통한 보 을 명하는 것이 필요한가?

보 요청은 형사소송법에 구체 으로 명시되어 있다.

(4)보 요청은 서비스제공자 외의 자연인이나 법인에게도 기여를 하고 있는가?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에 의해서 서비스제공자 외의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트

래픽 데이터를 보 요청이 기여하는 것은 합법 으로 가능하다.상업 서비스 제

공자 외에 이 규정에 의하면 LAN을 가진 기업, 공서, 학과 같은 단체들은 보

요청의 잠재 주체로 포함된다.

(5)보 요청의 이행 시 서비스 제공자의 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일반 으로 조 이다.

(6) 형 사례

-트래픽 데이터의 보 과 련한 사례.

불법 근에 한 수사( 를 들어 침입자가 조 ID를 사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한 경우)에서 수사기 은 침입자의 인터넷 속에 한 트래픽 데이터(로그기록)를

해당 IP주소를 리하는 ISP를 통하여 보 하 다.

-트래픽 데이터를 제외한 컴퓨터 데이터의 보 (압수)과 련한 사례.

웹 서버에 장되어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와 련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기

은 바이러스가 장되어 있는 서버의 URL을 확인하고 그 서버의 리자에게 사

가 발부한 장을 제시하여 해당 서버에 장되어 있는 컴퓨터 데이터를 압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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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소결 :일본 보 시스템의 주요 장단

트래픽 데이터의 보 요청(형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은 효율 이며,간단하고

법 의 장 발부 없이도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는 수사를 한 합한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다.그러나 보 요청은 ISP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한해서만 효력

이 있다.ISP가 처음 장한 장소에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데이터 보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필요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없다.

2. 약 17   

가. 규

(1) 용 규정

신속한 보 과 트래픽 데이터의 일부 공개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와 제197조 제3

항에 규정되어 있다.

(2)법집행기 과 서비스제공자 는 사인의 데이터 보유자 사이에 약이나 임

의의 정이 존재하는가?

법집행기 은 압수 차를 용이하게 하기 해 서비스 제공자와 정보를 교환한다.

를 들어 압수 장의 집행 장소와 압수 장에 기재된 압수 목 물의 설명에

한 정보를 교환한다( 컨 서비스 제공자 는 계정 리자의 이름,공개를 한

표 시(UTC)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나. 차

트래픽 데이터의 압수 보 차는 다음과 같다.

-수사기 은 수사에 필요한 트래픽 데이터(IP주소, 속 일시)와 이 IP주소의

리자를 결정한다.

-검찰,검찰수사 ,사법경찰 은 보 요청서를 데이터 보유자에게 보낸다.

-조사기 은 법 으로부터 압수 장을 요청하고 발부받는다.

-조사기 은 압수 장을 데이터 보유자에게 제시하고 데이터를 압수한다.

다. 실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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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 공개는 수사와 어떤 계에 있는가?

형사소송법 제197조는 트래픽 데이터의 일부 공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해서 압수를 통하여 모든 데이터의 공개를 제공받을 수 있

다.서비스제공자는 통신 비 보호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하여 트래픽 데이터

나 그 외의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는다.그러나 수사기 이 법 에 의하여 압수

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2)이 규정의 이용 빈도수

앞의 1.다.(2)설명 참조.

(3)일반 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응답 시간은 얼마인가?

데이터를 보 하는 순간부터 트래픽 데이터를 압수하는 데 요구되는 시간은 서비

스 제공자마다 다르다.구체 인 통계는 없지만,수사기 은 응답 시간을 보통 2주

에서 한 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3. 약 29

가. 규

(1) 용 규정

-국제수사공조 등에 한 법률(国際捜査共助等に関する法律)770)771)제3조,제5조,

제8조 제1항 제6호,제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국제수사공조 등에 한 법률 제3조(요청의 수리 증거의 송부)① 공조요청의

수 요청국에 한 증거의 송부는 외교부 장 이 행한다.다만 조약에 근거하

여 법무부 장 이 공조의 요청 수를 행할 때 는 긴 한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 외무부 장 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법무부 장 이 행할 수 있다.

② 항의 단서 조항에 의하여 법무부 장 이 공조 요청의 수 요청국에

한 증거를 송부할 경우에는 법무부 장 이 외무부 장 을 신하여 공조에 한 사

무를 집행하고 필요한 력을 구할 수 있다.

국제수사공조 등에 한 법률 제5조(법무부 장 의 조치)① 법무부 장 은 수형

770)http://law.e-gov.go.jp/htmldata/S55/S55HO069.html.

771)http://www.oecd.org/site/adboecdanti-corruptioninitiative/398412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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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증인 이송 외의 공조 요청에 해서 제2조 각호(제3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해

법무부 장 이 공조 요청을 수할 경우에는 제2조 각호 는 조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고,한편 요청에 응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한다.

(i)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지방 검찰청의 검사장(検事正)에게 계 서류를 송부하

여 공조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명하는 것.

(ii)국가공안 원회에 공조 요청에 한 서면을 송부하는 것.

(iii)해상 보안청 장 기타 형사소송법 제190조에 규정된 사법경찰 으로서 직

무를 수행 할 자가 소속되어 있는 국가 기 의 장에게 공조 요청에 한 서면을 송

부하는 것.

② 법무부 장 은 공조 요청이 법원,검찰 는 사법경찰 의 보 소송에 한

서류의 제공에 한 것인 때에는 그 서류의 보 자에게 공조 요청에 한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3)법무부 장 은 제1항에 규정한 조치 기타 공조에 한 조치를 취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인의 소재 기타 필요한 사항에 해 조사를 할 수

있다.

국제수사공조 등에 한 법률 제8조(검찰 등의 조치)제1항 제6호 : 기통신을

한 설비를 타인의 통신사용에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 는 자기의 업무를

해 불특정 는 다수인의 통신을 매개 할 수 있는 통신을 한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자에 하여 그 업무상 기록하고 있는 기통신 발신지,착신지,통신 일시 기

타 통신 이력(기록)의 자 기록 필요한 것을 특정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기

간(연장 하는 경우에는 통해 60일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삭제하지 않도

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국제 보 요청의 수 집행 권한 그리고 속 창구

(가)요청 수 권한

-사이버범죄 약 양자 다자 사법 공조 조약 정에 따른 법무부 장

의 국제 보 요청

-사법 공조 요청이 있는 경우 외교부 장 의 기타 모든 보 요청과 그 요청을

법무부 장 에게 달하는 외교부 장 의 권한

-사이버범죄 약에 기 한 24/7네트워크,G824/7네트워크,ICPO채 을 통한

국가공안 원회(경찰청)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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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요청 실행 권한

검사 는 사법경찰 은 이 요청을 실행한다.

법무부 장 이 국제 보 요청을 수한 때에는 국제수사공조 등에 한 법률 제

8조 제1항과 제8조 제2항 어느 하나를 따르면 된다.

-법무부장 이 공조 요청을 수하고 해당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이 요청을

이행하도록 명한다.

-법무부 장 이 요청을 수하고 공조 요청서를 국가공안 원회에게 달하고

국가공안 원회는 할 경찰청에 이 요청을 이행하도록 지시한다.경찰청장 는

경찰서장은 사법경찰 에게 이 요청을 이행하도록 한다.

(다) 속 창구 ICPO채 의 역할

사이버범죄 약에 근거한 상시(24/7) 속 창구나 ICPO채 은 국가공안 원회의

국제수사 력부서이다.이 부서가 ICPO나 사이버범죄 약에 근거한 외부 기 의 보

요청을 받은 때에 경찰은 요청을 이행할 수 있다.

한편,G824/7네트워크를 한 상시(24/7)네트워크의 력 창구는 국가공안 원

회의 사이버범죄 수사과이다.따라서 사이버범죄 수사과는 G8상시네트워크를 통하

여 외국 기 의 보 요청을 수할 수 있다.G8상시네트워크는 트래픽 데이터를

보 하는 데 있어 신속하고 효율 이다. 약에 근거한 요청과 유사하게 G8상시네

트워크를 통한 보존요청은 경찰에 의해서도 수행된다.

(3)외국의 수사기 에게 보 된 데이터를 이 하기 한 규정

외국의 수사기 으로부터 보 된 데이터를 이 하는 요청이 필요하다.국제수사공

조 등에 한 법률 제14조 제5항에 의하면 법무부 장 은 필요한 경우 요청국이 증

거 사용이나 이의 반환에 수하여야 할 조건을 정한다.

국제수사공조 등에 한 법률 제14조 ① 검사장은 공조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마

친 때에는 즉시 의견을 첨부하여 수집 한 증거를 법무부 장 에게 송부하여야 한

다.제5조 제1항 제3호의 국가 기 의 장이 증거 수집을 마친 경우에도 같다.

② 각 시도공안 원회는 경찰서장이 공조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마친 때에는 즉

시 의견을 첨부하여 수집한 증거를 국가공안 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공안 원회는 항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법

무부 장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공조 요청에 한 서면을 송부 받은 소송에 한 서류

의 보 자는 즉시 의견을 첨부하여 당해 서류 는 그 등본을 법무부 장 에게 송

부하여야 하고 송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조 요청에 한 서면을 법무부 장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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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해야 한다.

⑤ 법무부 장 은 제1항,제3항 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송부 받은 경우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의 사용 는 이의 반환과 련하여 요청국이 수해야

하는 조건을 정한다.

⑥)법무부 장 은 항의 조건을 수하겠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않는다.

나. 차

(1)요청 차

-법무부장 은 사이버범죄 약과 양자 다자 사법공조조약 정에 의한

요청을 수한다.기타 모든 요청에 해서는 외교부 장 도 그 요청을 수하여

법무부 장 에게 달한다.국가공안 원회는 ICPO를 통하여 송부된 요청을 직

수한다.

-법무부 장 은 그 요청이 정치 범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같은 국내 이행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그 요청이 조건을 충족된

것으로 보이면,법무부 장 은 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요청을 이행하도록

명령하거나(a),국가공안 원회에게 조 요청서를 달한다(b).

-(a)의 경우 할 검찰청장은 검사에게 그 요청을 실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의 경우 국가공안 원회는 트래픽 데이터(IP주소, 근 일자 시간)를 식

별하고 IP주소 리자를 보 요청서에서 명시한다.그리고 경찰이 리자의 치

를 악하고 요청을 실행할 수 있다. 한 경찰은 련 데이터를 보호하기 해 IP

주소 리자에게 요청을 할 수 있고 국가공안기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가공안

원회는 그에 한 결과를 법무부 장 에게 달하여야 한다.

-사이버범죄 약과 양자 다자 사법공조조약 정에 의한 요청에 해서

는 법무부장 이 직 요청국에 회신한다.기타 다른 모든 공조요청에 해서는 외

교부 장 이 요청국에 회신한다.ICPO를 통하여 송부된 요청에 해서는 국가공안

원회가 직 요청국에 회신한다.

한 G8상시네트워크를 통하여 발송되는 국제 보 요청의 수 차 실행

차는 다음과 같다.

-국가공안 원회는 보 요청을 수하고 트래픽 데이터 리자(IP주소, 속 일

시)와 보존 요청서에 특정되어 있는 IP주소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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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안 원회는 요청을 이행하기 하여 트래픽 리자의 소재지를 악하도

록 각 시도의 경찰청에 지시한다.

-각 시도의 경찰청은 IP주소의 리자에게 해당 데이터를 보존하도록 요청하고

국가공안 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국가공안 원회는 요청한 외국 기 에게 그 결과를 직 달한다.

(2)국제 보 요청에 사용되는 양식

국제 보 요청에 사용되는 양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약 제29조 제2항에 열거된 정보 외에 요청을 이행하기 해서 필요한 정보

이를 한 추가 인 정보는 필요 없다.하지만 속 일자와 IP주소의 시간에 한

정보는 특정되어야 한다.

다. 실

(1)국제 보 요청의 수 발송의 빈도수

-사법공조조약 정 는 외교 채

2013년 사이버범죄 약상의 상시네트워크 속 창구,사법공조 조약 정,외

교 채 을 통해서는 어떠한 국제 보 요청을 수하지도 발송하지도 않았다.

-ICPO채 (경찰 간 력)

2013년에는 ICPO를 통한 국제 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ICPO를 통하여

외국의 기 에 124건의 보 요청을 발송하 다.

-G824/7네트워크 채

일본은 2013년 G8상시네트워크를 통하여 5건의 외부 기 의 요청을 수하 다.

그리고 40건의 보 요청을 외부 기 에게 발송하 다.

(2)피요청국으로서 얼마나 빨리 보 요청을 발 하는가?

G8상시네트워크를 통한 보 요청은 빠르면 하루 늦으면 1주일이 걸린다.

(3)다른 국가에 요청을 하 을 때 얼마나 빨리 통지를 받는가?

ICPO 채 을 통한 보 요청에 해서는 평균 통지 기간은 외국 기 에 요청서

를 발송한 날로부터 략 11일 정도 걸린다.G8상시네트워크를 통한 보 요청에

해서는 보 요청을 외국의 기 에 발송한 날로부터 빠르면 하루,늦으면 한 달

내에 통지를 받는다.

(4) 형 인 사례 설명

-요청국의 사례

불법 인 근과 련한 사례에서 수사기 은 련 IP주소를 리하는 ISP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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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그리하여 일본 수사기 은 외국 기 에게 트래픽

데이터의 보 을 요청하 다.보 요청서를 송부할 때에 트래픽 데이터를 확보하

기 해서 사법공조요청에 의한 후속 조치를 할 것임을 특정했다.

-피요청국의 사례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장된 웹 서버의 URL을 포함하고 있는 량 이메일과

련한 사례에서 외국 수사기 은 련 IP주소가 일본에 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따라서 일본은 외국의 수사기 의 트래픽 데이터 보 요청을 수하 다.

보 요청은 할 기 이 해당 트래픽 데이터를 확보하기 해서 사법공조요청에

의해서 후속 조치를 할 것임을 특정했다.

(5)보 규정이 없다면 국제 력에 문제가 발생하는가?

사이버범죄 수사에서 트래픽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아주 요하다.그러나 트래픽 데이터는 짧은 시간 내에 삭제될 수 있으며 사법

공조 차를 통하여 증거를 얻기 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그러므로 보 규정

없이는 트래픽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6)사법공조요청에 의한 후속조지를 받지 못한 국제 보존 요청의 빈도수

일본은 2013년 G8상시네트워크를 통하여 5건의 외국의 보존 요청을 받았고,그

에서 데이터가 보 되어 있는 4건의 요청을 이행하 다.4건 2건의 요청에

해서는 사법공조요청에 의해서 후속 조치를 받지 않았다(2014년 7월 말 재).

(7)국제 보 요청서를 발송하고 사법공조요청이나 통지로 후속조치를 취하는

빈도수

-ICPO를 통한 요청

2013년 ICPO를 통하여 외국 기 에게 124건의 보 요청서를 발송하 다.이

5건은 보 요청이 이행되었다고 통지를 받았다.5건 2건의 사례에서는 사법공

조요청에 따라 후속 조치를 발송했고,나머지 3건의 사례에서는 사법공조요청에 따

라 후속 조치를 발송하지도 않았고 더 이상 사법공조요청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외

국 기 에게 통지하지도 않았다.

-G824/7네트워크를 통한 요청

2013년 G8상시네트워크를 통하여 외부 기 에게 40건의 보 요청서를 발송하

다.그 에서 33건의 사례에 해서는 보 된 데이터를 송해 주도록 사법공조요

청에 의해서 후속조치를 발송했으나 나머지 7건의 사례에 해서는 사법공조요청에

다른 후속조치를 발송하지 않았다.일반 으로 사법공조 요청이 더 이상 없는 경우

외국 기 에게 통지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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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 30  

가. 규

(1) 용 규정

보 된 트래픽 데이터의 신속한 공개에 해서는 국제수사공조 등에 한 법률

제3조,제5조,제8조 제1항 제6호,제8조 제2항,제14조에 규정되어 있다.

(2)충분한 량의 트래픽 데이터의 공개 요건,제한 는 장애

국제수사공조 등에 한 법률 제14조 제5항에 의하면 법무부 장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의 사용 는 반환에 하여 요청국이 수해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나. 차

(1)요청 차

-법무부 장 은 사이버범죄 약과 양자 다자 사법공조 조약 정에 의한

요청을 수할 수 있다.다른 모든 요청에 해서는 외교부 장 이 수하여 법무

부장 에게 이를 요청하거나 달할 수 있다.

-법무부 장 의 요청은 정치 범죄에 한 여부 등의 국내 이행 법률에 규정된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요청에 한 요건이 충족되면,법무부 장 은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증거를 수집할 것을 명하거나(a),국가공안 원회에 조

문을 발송한다(b).

-(a)의 경우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은 검사에게 조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도록

하고 수집된 증거를 법무부 장 에게 발송한다.

-(b)의 경우 국가공안 원회는 보 요청서에 명시된 트래픽 데이터(IP주소,

속 일시)와 IP주소 리자를 결정한다.그리하여 국가공안 원회는 IP주소 리자를

감시하고 있는 시도경찰청에게 조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도록 지시한다.경찰청

장 는 경찰서장은 경찰 에서 증거를 수집하도록 한다.시도경찰청은 증거를 국

가공안 원회에 달한다.그런 다음 국가공안 원회는 증거를 법무부 장 에게 보

낸다.

-사이버범죄 약과 양자 다자 사법공조조약 정에 의한 요청에 해서

는 법무부장 이 직 요청국에게 증거를 달한다.다른 모든 사법공조요청에

해서는 법무부 장 이 증거를 외무부 장 에게 달하고 외무부 장 은 그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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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국에게 달한다.

다. 실  경험

(1)이 규정의 이용 빈도수

2013년 국가공안 원회는 3건의 사례에서 국제수사공조 등에 한 법률 제8조 제

2항에 의하여 트래픽 데이터를 압수하 다.

(2) 형 인 사례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장되어 있는 웹 서버의 URL을 포함하고 있는 량의 이

메일에 한 사례에서 외국 수사기 은 해당 IP주소가 일본에 치하고 있다는 것

을 알았다.그리하여 일본은 외국 수사기 의 트래픽 데이터의 보존 요청을 받아들

여서 이 요청을 이행하 다.그런 다음 보 요청은 해당 트래픽 데이터를 확보하

기 해서 사법공조요청에 의해 후속 조치로 이어졌다.즉 법원은 압수 장을 발

부하 고 수사기 은 압수한 트래픽 데이터를 요청국의 기 으로 달하 다.

보 요청은 해당 트래픽 데이터를 확보하기 한 사법공조 요청에 의해서 후속

조치로 이어졌다.법원은 압수 장을 발부하 고 수사기 은 압수한 트래픽 데이

터를 요청 기 에게 달하 다..

일본은 국제수사공조 등에 한 법률 제8조 제2항을 기 로 보 트래픽 데이터

의 신속한 압수를 한 사이버범죄 약 제30조인 ‘보 트래픽 데이터의 신속한

공개’를 이행하고 있다.그러므로 재까지 이에 한 문제는 없다.

5.  평가

사이버범죄 약 원회는 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신속한 보 과 련하여 약

제16조 제1항에 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압수 수색)와 제197조 제3항(보

요청), 약 제16조 제2항에 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보 요청)과 제

197조 제4항(보 기간 연장), 약 제16조 제3항에 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5항(비 요청)을 통해서 약 제16조와 일치하고 국제수사공조 등에 한 법률

(国際捜査共助等に関する法律)제3조,제5조,제8조 제1항 제6호,제8조 제2항을 통

해서는 약 제29조가 제 로 이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772)

신속한 보 과 트래픽 데이터의 일부 공개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와 제197조 제3

항에 규정되어 있다.

772)Assessmentreport,Supplementaryreport,T-CY(2015)6,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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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된 트래픽 데이터의 신속한 공개와 련하여 국제수사공조 등에 한 법률

제3조,제5조,제8조 제1항 제6호,제8조 제2항,제14조에 의해서 약 제17조는 일

부 일치하고 있으나 완 히 충족되지 않는다고 평가하 다. 한 제30조와 련하

여 사법공조요청이 없더라도 데이터가 공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되고 있는

국내 압수 권한은 항상 신속한 공개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 다.따라서

원회는 국내의 련 규정들이 약의 규정과 실무에 일치하도록 필요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773)

Ⅳ. 주

1. 약 16  

가.  규

1979년에 제정된 통신(감청 근)법(이하 ‘통신법’)Part3-1A Division1과

2774)는 호주 법집행 기 과 호주 보안 정보 기구(ASIO)775)가 ‘장 통신’의 내용뿐

만 아니라 그 장된 통신의 트래픽 데이터를 포함한 내용을 보 하기 해 데이터

를 보유하거나 리하는 자에게 그 권한을 요구하도록 하는 법 제도를 확립하

다.

‘장된 통신’의 용어는 통신법 §5에 따르면 ‘장된 통신’이란:

(a)통신 시스템을 통하여 달되지 않는다.

(b) 리자의 소유이며 리자에 의해 운 되고 있는 설비이다.

(c)데이터 리자의 도움 없이 통신 련 계자가 아닌 자는 그 해당 설비에

근할 수 없다.

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메일‧SNS‧보이스 메일과 같은 통신은 ‘장된 통신’에

포함된다.그러나 데스크톱 PC나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된 이메일과 같이 최종 사

용자의 장치에 장된 통신은 포함되지 않는다.

통신법 §16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데이터(트래픽 데이터 콘텐츠 데

773)Assessmentreport,Supplementaryreport,T-CY(2015)6,22-23면.

774) theTelecommunications(InterceptionandAccess)Act1979(theTIA Act).Chapter3—

PreservingandaccessingstoredcommunicationsPart3‑1A—Preservingstoredcommunications

Division 1—Outline of this Part, Division 2—Domestic preservation

notices(https://www.comlaw.gov.au/Details/C2015C00597/Html/Text#_Toc437935120).

775)theAustralianSecurityIntelligenceOrgan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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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포함하는지의 여부에 하여 호주 보 명령은 ‘장된 통신’과 련된 콘

텐츠 트래픽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나 통신의 다른 유형과 련된 트래픽 데이

터를 이용할 수 없다.

호주 보 명령이 다른 유형의 트래픽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트래픽 데

이터의 근에 한 법 체계가 수사를 해서 이에 한 근이 필요한 경우 법

집행 기 이 한 시기에 이에 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를 테면 호주는 트래

픽 데이터를 한 별도의 보 명령 제도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모든 범죄 행 는 규제에 하여 자 증거에 용하는지의 여부에 하여 통

신법 §107J는 호주 법집행 기 만이 보 명령을 내릴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88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의 사용이나 공개가 집행기 에 의해서

는 집행기 을 해서 수행되는 하나 이상의 집행기 의 련 활동들에게 합리

으로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유자들은 개

인정보를 보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이러한 허용은 정당하게 사용되거나 공개

될 수 있는 어떤 목 을 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법률이나 법원 는 재소

에 의해서 보존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를 기하거나 식별할 수 없게 할 일반 인

의무의 외에 해당한다.1988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집행 기 은 정보를 요

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데이터를 보 하기 하여 민간 기업을 강제 으

로 억압하기 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의자(용의자) 는 계정 보유자로부터 확실하게 보호받기 하여 보 요청을

하면 공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하여 호주의 보 은 일반 으로 용의자나 계정

보유자는 이를 알 수 없다.통신법 §133에서는 법 권한 없이 제3자가 ‘보 명령

정보’를 달하는 것을 지하고 있다.보 명령 정보는 보 명령의 존재 는 부

존재에 한 정보,신원 확인 그리고 보 명령에 명시된 기통신 서비스 는 그

와 련된 명령을 포함하고 있다.

나. 차

보 차

step1– 리기 의 요청(통신법 §107H)

step2– 보 명령의 종료(통신법 §107K,§107L)

근 차

step1– 발부자의 신청(통신법 §110)



- 292 -

step2– 장 신청 시 고려 사항(통신법 §116)

step3– 장된 통신의 장이용(통신법 §117)

2. 약 17  

통신법 Part4-1,Division4와 4B는 호주 법집행 기 의 트래픽 데이터에 한

근을 규제하고 있다.Division4를 통하여 1997년 통신법 §267,§277,§278은 법률

에 따라 명시 으로 요구되거나 권한이 부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비스 제공자

나 다른 기 들이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기 하여 통신 련 정보를 보유하는 것을

형법상 범죄로 하고 있다.

통신 데이터의 근은 법집행 기 의 수사를 한 요한 수사 수단이다. 자 통

신은 그 의미상 물리 인 흔 을 남기지 않는다.따라서 자 통신은 ‘통 인’

수사 기법을 통해서는 발견될 험이 없어 개인이나 단체가 흔 을 남기지 않도록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도록 한다. 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한 이들이

보 하고 있는 기록(통신데이터)은 흔히 수사기 이 그러한 목 으로 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개인과 단체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하기 한 유일한 정보원이다.

호주 법집행 기 이 통신데이터에 근하여 이를 이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범죄 의자나 피해자의 신분 확인.

-무고하고 련이 없는 사람들을 의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침해가 강력한 수사

의 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아동 유괴 는 착취와 같이 인 상황의 해결.

-범죄 조직 구성원들 사이의 연 성 확인

-범죄 조직과 테러리스트 네트워크에 한 통찰력 제공

-추가 수사 자원을 목표로 제정

2014년 6월과 9월 사이에 통신 데이터는 테러 수사의 92%,사이버범죄 수사의

100%,아동 보호 수사의 87%, 한 조직범죄 수사의 79%가 호주 연방 경찰에

의하여 사용되었다.

2015년 2월,호주 정보 보안 합동 원회는 특히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주요

보고서를 공개하 다.즉 국가의 안 과 법집행기 의 수사에서 통신 데이터의 가

치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범죄자들과 보안에 이 되는 사람들이 더 통신

기술에 의존하여 범행을 계획하고,쉽게 수행함으로서 그 가치는 더욱 높아가고 있

으나 이들 통신의 내용을 합법 으로 감청할 수사기 의 능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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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호주 법집행기 은 2012∼2013년의 과거 통신 데이터에 근하기 하여 총

319,874건의 허가를 받았다.

3. 약 29  

1979년 통신법 §107P에 따르면 한 당사국이 장된 통신데이터에 근하기 해

서 공식 인 사법공조 요청을 하려고 한다면 그 국가는 장된 통신의 보 을 해

호주 연방 경찰에 요청할 수 있다.외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수하게 되면 호주

연방 경찰은 일정한 기간에 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 사람이나 기통신 서비

스와 련한 모든 장된 통신데이터를 보 하도록 통지서를 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통신법 §107P(1)(a),§107P(b),§107P(1)(c)의 요건 외에 통신은 ‘외국의 한

법행 ’를 수반하는 형사 인 문제와 계되는 수사나 수사 차에 련이 있을 것

이 요구된다.통신법 §5EA는 ‘ 한 외국의 법행 ’를 외국법의 반행 로서 정

의하고 3년 이상의 징역 는 무기징역,사형 는 최소 900페 티 단 의 벌 형

(153,000달러)으로 처벌하고 있다.

한 당사국이 자국의 법을 집행할 목 으로 통신데이터에 근하도록 공식 인 요

청을 하는 경우,호주 법무부 장 은 재량으로 호주 연방 경찰이나 1987년 형사사

법공조법 §15B에 규정된 주 는 지역의 경찰에게 장된 통신 장을 신청할 권

한을 부여할 수 있다.경찰이 신청권한을 부여받게 되면,통신법에 따라 장에

한 ‘발부 기 ’( 사,행정부 장 ,지명된 행정 항소 법원의 구성원)에게 신청할 수

있다(통신법 §110).발부기 은 통신법 §116에 따라서 일정한 기 을 충족하면 장

을 발부할 수 있다. 장된 통신 장은 이 경찰 에게 장에 특정된 조건과 제한

에 따라서 장된 통신에 한 근을 허용한다(통신법 §117).이것은 통신법 §139,

§142,§142A를 조건으로 당사국에게 제공될 수 있다.

1987형사사법공조법776)§15B 장된 통신에 한 외국의 요청

법무부 장 은 재량에 따라 호주 연방 경찰이나 주 경찰이 통신법 §110에 규정된

장된 통신 장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다만 다음의 요건

776)

file:///G:/A-Doktorarbeit/%EA%B5%AD%EA%B0%80%EA%B8%B0%EA%B4%80/%EA%B2%80

%EC%B0%B0%EC%B2%AD/%ED%98%B8%EC%A3%BC/Mutual%20Assistance%20in%20Crimina

l%20Matters%20Act%2019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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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a)요청국의 법률을 반한 형사 문제와 련하여 수사 는 수사 차가 요청

국에서 시작되고,

(b)수사 는 수사 차에 련되는 범죄가 (ⅰ)3년 이상의 징역,무기징역

는 사형 는 (ⅱ)최소 900페 티 단 의 벌 형으로 처벌받고,

(c)수사 는 수사 차와 련되어 있는 장된 통신을 리자가 보유하고 있다

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d)요청국이 장된 데이터에 한 근을 법무부 장 에게 요청한 경우.777)

그 밖에 1979년 통신법 §110,§116,§117,§139,§142,§142A 등이 약 제29조를

이행하기 한 규정들이다.

4. 약 30  

통신법 §180A에 의하면 외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후 권한을 부여받은 호주 연

방 경찰은 트래픽 데이터의 공개가 외국 형법의 집행을 해서 합리 으로 필요하

다고 단한 경우에는 리자나 서비스제공자에게 보 된 트래픽 데이터를 호주 연

방경찰에 공개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보 된 트래픽 데이터를 수령한 후 경

찰 은 일정한 기 들이 충족되면(통신법 §180A,§180F)외국의 법집행기 에게 데

이터의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하지만 그 공개가 다음의 조건들을 따르지 않는다

면 구라도 보 된 트래픽 데이터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정보는 오로지 가입국이 요청한 목 을 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기되어야 한다.

보 된 트래픽데이터에 한 규정은 법률에 정한 조건과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를 들어 통신법 §180A(5)에 따르면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 은 다음의 상황이 충족

되지 않는 다면 데이터를 공개할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공개가 외국의 형법 집행을 해서 합리 으로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공개는

모든 상황에서 해야 한다.

한 §180E(1)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공개될 수 있다.

-외국이 정보를 요청한 목 을 해서만 정보가 사용되어야 하고,그러한 목

을 해서 더 이상 정보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

등은 기되어야 한다.

777) 장으로 인하여 획득한 정보는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요청 국가로 달될 수 있다(1979년 통신

법 §142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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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기 이 에 §180F는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 에게 공

개나 사용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사람의 라이버시의 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는

지를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5.  평가

호주는 약 제16조 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신속한 보 과 련하여 통신법 제

107H조,제107K조,제107L조 그리고 근과 련하여 통신법 제110조,제116조,제

117조를 통해서 이행하고 있지만,평가보고서는 그 일부만 약과 일치한다고 평가

하고 있다. 한 통신법 제107P조,제107N조,제107Q조,제107R조,제110조,제116

조,제117조,제139조,제142조,제142A,국제사법공조법 제15B조를 통해서 약 제

29조를 이행하고 있지만 약을 충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778)

하지만 사이버범죄 약 원회는 약 제17조와 제30조의 경우 통신법 제177조

이하 규정과 제180A조,제180F조 등을 통해서 약과 일치한다고 평가하고 있

다.779)

.

778)Assessmentreport,Supplementaryreport,T-CY(2015)6,5-6면.

779)Assessmentreport,Supplementaryreport,T-CY(2015)6,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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