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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우리가 몸을 움직여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 하는 점에 관한 위

치정보가 전자 데이터로 저장되는 시대이다. 컴퓨터를 사용했다면 그 로그

기록이 인터넷 포털업체에 저장된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면 사용지역과

그 통화기록이 통신기지국을 통해 통신회사의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다. 통

상의 전화를 사용하여도 전화국에 그 전화기의 소재지와 함께 통화 기록이

남게 된다.1)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면서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그 사용

장소를 포함한 사용내역이 신용카드 회사 등에 전자적으로 보관된다. 우리

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면서 통행료를 하이패스로 지불해

도 그러하다. 잠시 해외여행을 즐기기 위해 항공기를 이용해도 그 탑승지나

도착지를 포함한 탑승 자료가 모두 전산망에 전자적 데이터로 남게 된다. 

약국이나 병원에 들러 약을 사거나 진찰을 받아도 약국이나 병원소재지와

함께 그 이용기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망에 고스란히 남는다. 이처

럼 국민의 위치정보가 전자적으로 남게 되면 국가는 수사활동의 일환으

로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범죄혐의자나 범죄피해자 등 관련인들의 현

재 또는 과거, 나아가 장래의 존재 위치를 용이하게 추적할 수 있다. 예컨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한 위치정보나 휴대전화 기지국에 남

겨진 통화기록은2) 범죄의 단서발견과 범인의 검거에 유용한 자료로 이용되

1) 발신자 추적을 위해 발신전화번호의 통지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통신조건은 인터넷

회선상호간, 가입전화의 넘버 디스플레이계약자간, 이동체 통신사업자의 디지털 휴

대전화 간에 있어서의 통신이다. 또한 대응하는 통신모드는 통화모드 및 디지털통신

모드로 되어 있다. 발신전화번호 서비스는, 초기설정으로서 발신전화번호가 착신자

에 표시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발신자 측으로부터 번호의 통지 및 비통지의 선택을

행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있다. 백윤철, “통신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법률

통권 제20호(2003. 11.), p. 139.
2) 미국에서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조회하여 범죄수사에 활용한 사례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① 5세 된 女兒를 태운 승용차 운전대에 차량열쇠를 꽂아둔 채 그女兒의 어머니가 잠시 친척집에 들른 사이 차량절도범이 그 女兒를 태운 채 그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다행히 그 女兒의 어머니는 위 승용차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놓고내렸다. 이에 그 어머니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더니 그 女兒가 응답하였다. 경찰은 통신기지국의 삼각측정 정보에 의해 차량절취 시부터 기산하여 30분 만에 그 차량과 女兒의 위치를 찾아내 무사히 女兒를 구출할 수 있었다. ② 조지아주에서 2명의 부동산중개업자를 살해하고 차량을 렌트하여 위스콘신으로 도주하던 범인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경찰이 감시하여 결국 그 렌트차량을 추적하여 범인을 체포하였다. ③ 노쓰 다코다주에서 실종된 대학생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이 인근 미네소타주 통신기지국에서 확인되자 경찰은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던 강간, 유괴 등 죄로갓 출소한 범인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수사하였는데, 그 범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인 위 대학생의 DNA를 채취할 수 있었다. ④ 한 여자가 총에 맞아 살해되었는데, 그의 전 남자친구가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는 알리바이를 주장하였지만 살해시각 3분을 전후하여 범행현장에서 그가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이 통신기지국 통신자료에의해 밝혀졌다. 이상은, Harvard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WHO KNOWS WHERE YOU'VE BEEN? PRIVACY CONCERNS REGARDING THE USE OF CELLULAR PHONES AS PERSONAL LOCATORS”, Fall, 2004(WestLaw citation, 8 HVJLT 307). p. 310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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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유비쿼터스 기술은3) 개인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추

적․수집하고(tracking) 그와 같이 수집된 데이터를 유통할 수 있게 하고 있

다.4) 

3) 유비쿼터스는 라틴어로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뜻인데, 1991년 제록

스 社의 연구원 마크 와이저(Mark Weiser)가 처음 제시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효시

가 되었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다수의 작고 값싼 특수 기능의 컴퓨터들이 무선의 네트워크를 통해 완전히

연결

- 둘째, 이러한 컴퓨터들은 사용자의 눈에 보이지 않음

- 셋째, 가상공간이 아닌 실제세계의 어디에서나 컴퓨터 사용이 가능

- 넷째, 인간화된 인터페이스로서 장소, ID(Identification), 시간, 온도, 날씨 등에 따라

서비스가 변함

따라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란 주변에 있는 모든 물체(가전제품, 건물, 안경, 옷, 신
발, 시계 등)에 네트워킹 기능을 가진 컴퓨터를 내장하여 Intelligent化 하고 이들과

상시 교신 상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최적의 정보를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그에 상

응하는 서비스를 획득하고 Action을 제어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과 기술을 말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의미가 확장되어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고도로 발달된 세상을 지향

하며 차세대 정보기술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IT 뿐만 아니라, BT, NT, ET, 
CT 등 관련 분야의 발전 전략․목표가 되고 있다. 이상은 2003. 6. 한국산업은행 산

업기술부(부장 심인섭)에서 펴낸 “KDB 테크노 리포트” 중 유비쿼터스 부분, 강민구

2003. 8. 11.자 코트넷 게시물을 인용함. 
4) 이에 관해서는 박정훈, “전자감시와 privacy의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법조(2010. 6.), 128쪽 이하 ; 광고호스트가 지정된 위치 근저에 물리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수신된 전자 광고에 응답하는 등록된 시청자를 신뢰성 있게 감지하는 광고수입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수행 시스템에 관한 특허심판원 2008. 3. 28.자 2007원8933 심결(2005년 특허

출원 제115956 ‘광고자지정위치를 방문한 시청자감지 및 추적에 의한 광고수입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실행 시스템 및 방법’의 거절결정 불복) 사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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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 개개인이 자유롭게 그의 몸을 움직여 장소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나 신

체의 자유권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 제1문, 거주․이전의 자유를 규정

한 헌법 제14조 등을 근거로 들지 않더라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

다. 일종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그 이

성이나 감성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발을 이용하여 가고 싶은 곳으로

걸어가거나 비행기, 승용차, 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하여 신체를 장소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실정헌법이 관여하기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의 권리이다. 자

유로운 이동은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받기 위한 매우 기초적인 전제 중의 하

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람의 자유로운 신체적 이동은 단지 헌법 제14조

가 정하는 ‘거주․이전의 자유’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는 개인 신체의 자유로운 장소적 이동권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 그

리고 개인은 자기의 장소적 이동내용을 국가가 몰래 들여다보고 추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국민 개개인이 소재 위치를 옮겨간 흔적을 국가가

수사권 발동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추적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 더욱이

그 위치정보가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국가가 이를 쉽게 수집하고 관리, 통제

할 수 있는 이른바 오늘날의 전자정보 시대에는 국가의 전자적 위치정보에

대한 권력행사를 제한하여 그에 관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청

이 더욱 커진다. 만연히 있다가는 아마도 국가가 24시간 모든 국민을 감시

하게 되는 상태로 진전될지도 모른다.5) 이런 의미에서 위치정보는 헌법 제

17조의 privacy권 보장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개인의 위치정보에 대해

보장되어야 할 이러한 여러 기본권의 내용을 살펴보고 동시에 국가의 범죄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사활동에 관해 일정한 합헌적 범위를 설정

5) United States v. Knotts, 460 U.S. 276, 283-84(1983) [이 판결에서 인용하고 있는 Zurcher 
v. Stanford Daily, 436 U.S. 547. 566(1978)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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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전자적 위치정보’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72호로 제정) 제2조 제1호와 원칙적으

로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즉,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

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

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를 전자적 위치정보라고 일컫는다. 다만, 위 법률상의 ‘위치정

보’로 포섭할 수 없는 금융정보나 컴퓨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 위 법률의

규율범위를 벗어난 전자적 위치정보도 이 글의 논의대상으로 한다.6) 아직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추적을 허용하는 명시적인 법률이 없고 그에 따라 수

사기관의 위치정보 추적활동이 어떤 기술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판실무상 문제된 사건이 뚜렷이 없는 상황이

다. 그런데도 그 수사활동에 대해 기본권보장이나 영장주의 적용 등 헌법재

판에 관련된 사항을 논하는 것은 어쩌면 이론적 상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

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치정보 추적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이나 영장

주의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기본권 침해행위임을 논증할 필요는 당연히 있

다. 즉, 위치정보 추적을 한 특정 수사활동을 허용하는 법률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데도 수사기관이 그러한 수사활동을 폈을 때 그 수사활동의 위헌

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 글에서 주장하는 여러 위헌심사요건을 적용할 수 있

다.7) 또한 수사기관의 위치추적활동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6) 여기에서의 위치정보는 지형․지물․지명 및 경계 등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인

지리정보(geographical information)나 공간정보를 의미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폐지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현행 ‘국가공간정

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및 함인선,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적 고찰”, 인터넷 법률 제44호(2008),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p. 5 참조. 
7) 미국에서도 예컨대 GPS에 의한 위치추적을 명문으로 허용하는 법률규정이 없을 때

수사기관의 위치추적의 헌법합치 여부를 바로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4조를 근거
규범으로 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April A. Otterberg, “GPS TRACKING TECHNOLOGY：THE CASE FOR REVISITING KNOTTS AND SHIFTING THE SUPREME COURT'S THEORY OF THE PUBLIC SPACE UNDER THE FOURTH AMENDMENT”, Boston College Law Review(May,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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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에 대한 헌법상 영장주의 적용문제도 살펴보아

야 한다. 또한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전자적 위치정보 추적 수사활동이

그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해질 때 영장주의를 적용해야 하는지, 적용한

다면 그 기준이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

다. 그리고 향후 수사기관의 전자적 위치정보 추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통

신비밀보호법 등이 개정된다면 더 더욱이 전자정보에 대한 기본권보장과 위

치정보 추적 수사권의 헌법적 범위를 탐구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다만, 범죄수사 목적이 아닌 형의 집행 단계에서, 예컨대 성범죄자나 보

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시켜 그 위치를 추적하는 문제8)나 일

반적인 행정경찰 작용이나 범죄예방 경찰 작용과9) 관련된 위치추적 문제는

8) 이에 관해서는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947, 2009전도5 판결 및 이춘화, “위
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위헌성 유무”, 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18](2010. 
6.) p. 613 이하 참조. 

9) 예컨대 경찰이 어린이 유괴나 아동성추행 방지를 위해 아동의 위치를 추적하여 보호

하거나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첨단 정보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며,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것 등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예방경찰활동이 원활

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하고 재판기준을 정하며, 법이론을 전개하는 것

이 필요함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전자정보의 유통을 권장하고 그것을 위

해 국가와 전자정보 보유 업체, 그리고 일반 개인이 협력하고 정보나 네트워크를 공

유하도록 시각을 바꾸는 것은 현대 정보기술 사회에서 새롭게 요청되는 가치관이라

고 할 수도 있다. 개인위치정보의 누설이나 오․남용의 경우 정보주체에 대한 생명

이나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직접적이고 즉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그 부분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기초하여 재판을 하고 있는 필자의

일반적인 관심영역을 벗어난다. 이상의 점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문헌으로

위 박정훈, “전자감시와 privacy의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 위 함인선, “정보사회에서

의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적 고찰” ;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언론이 바라본 국정원의 첨단기술 보호활동”(2007. 9.) ; 안철수 연구소 김홍선 대표

이사의 “컨버전스 시대의 변화 코드 -스마트폰, 클라우드, SNS와 보안을 중심으로”, 
2010. 6. 1.자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된 사법정보화 법관연수의 발표자료 ; Timothy 
Stapleto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AND CELL 
LOCATION DATA”, Brooklyn Law Review(Fall, 2007), p. 415～6.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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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고찰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본론에서 위치정보 추적을 위한 수사

권 행사와 전자정보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간의 충돌에서 그 타협의 기

준점을 잡아 보기로 한다.10)

수사기관은 컴퓨터 IP주소나 인터넷 접속 로그 기록을 통하여 범죄혐의자

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사실에 관한 증거수집 방법은 인터

넷 운영자의 서버나 PC방 컴퓨터에 대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하여 그

에 남은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범죄혐의자의 위치를 추적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마목은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

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

그기록 자료”를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하나로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추

적할 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수사기관은 인

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를 중간에서 확보함으로써 수사 대상자의 컴

퓨터와 똑같은 화면을 실시간으로 재생하여 볼 수도 있다. 데이터 전송단위

인 패킷(packet)을 중간에서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인터넷 사용에 대한 통신

제한 조치는 ‘패킷 감청’으로 불리기도 한다. 즉 범죄 혐의자의 주거지나 사

무실에 설치된 인터넷 전용회선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별도의 전용회선을 구

성하여 그 전기통신 내용을 직접 채록하는 수사활동을 통해 그 범죄 혐의자

의 위치를 추적한다. 

10) 이 글을 작성함에 있어 필자는 법원 내부에만 배포된 “압수․수색영장실무”(2010)에
많이 의존하였는바, 위 책의 집필진 여러분께 특히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필자는

휴대전화 위치추적이나 GPS에 의한 위치추적의 기술적인 문제에 관해 KT 기업고객

부문 FMC 팀장인 장규상 박사의 감수를 거쳤는바, 장박사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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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에 규정된 통신사실 확인자료, 즉

가입자의 전기통신 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신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단위인 사용도수도11) 전자

적 위치정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의 랜카드에 부여 되어 있는 고유

식별번호인 맥주소(MAC, Media Access Control Address)를 이용하면 인터넷

통신망에 접속한 특정 컴퓨터의 접속지 IP 주소 및 가입자의 인적사항 등을

추적하여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12)

휴대전화(이동전화, cellular phone)13) 통화내용에 대한 감청뿐만 아니라

11) 예컨대 휴대전화의 경우 음성통화는 10초 정도를 1도수로 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문
자․음성 메시지는 1건을 단위로 요금을 부과한다.

12) 맥주소는 인터넷 접속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인 컴퓨터의 랜카드에 부여되어 있는 고

유 식별번호로서 16진법으로 암호화한 12자리의 숫자로 표시된다. 위 고유 식별번호는

예컨대 00-16-E6-98-94-0E로 표시된다. 컴퓨터의 모델번호와 제조번호(Serial Number)
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메인보드가 교체된 적이 없다면 제조․판매사를 통하여 제

품 생산당시의 맥주소를 확인한 후 그러한 맥주소를 가진 컴퓨터를 사용 중인 자의

현재 접속지 컴퓨터의 IP 주소 등을 추적할 수 있다. 제조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는 종전 사용자가 이용한 인테넷 서비스업체 등의 접속기록을 통하여 IP 주소 및 맥

주소가 확인되면 이를 기초로 현재 접속지의 IP 주소 등을 추적할 수 있다. 예컨대

윈도우 2000/XP 사용자의 경우 <시작> ⇒ <실행>의 열기 란에 <cmd> 명령어를 입력

하면 자신이 사용 중인 컴퓨터의 맥주소(화면에는 Physical Address로 표시)와 IP 주
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맥주소 역시 피의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정

보가 전자적으로 저장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3) 정보통신용어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이동전화(cellular phone)는 무선통신방식에 의하여 이동체에 설치하는 송수신설비(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이 있는 휴대용 송수신 설비를 포함한다)를 가진 자에 대하여 이동전화 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주로 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988쪽. 그러나 오늘날의 휴대전화는 단순한 이동전화기를 넘어 카메라, 비디오촬영기, 문자메시지 송수신기, 인터넷접속과 이메일 송수신, 텔레비전 수신, MP-3 플레이어 기능 등이 가능한 스마트폰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등 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RIM(캐나다)사의 blackberry phone이나 Apple사의 iPhone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폰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능적 측면이나 마케팅 측면에서의 우수성과 함께 그것을 사용하면 스마트한 비즈니스맨(남성의 경우) 등 특정계층에 소속됨을 과시할 수 있다는 심리적 효과(이른바 파노플리 효과) 때문으로생각한다. 같은 취지, 장규상 박사의(KT 기업고객부문 근무 FMC 팀장), “스마트폰출현과 생활의 변화”, 2010. 5. 31.자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된 사법정보화 법관연수의발표자료,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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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의 통신내역 추적이 위치정보 추적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휴대전화, 

즉 무선 이동전화 시스템에서 서비스지역은 육각형 벌집모양(honey-comb)인

셀(cell)로 나뉜다. 각 셀(cell)은 낮은 전력(low power)의 송수신기인 기지국

(base station, BS)을 갖고 있다. 각 기지국은 각각 서로 다른 고유의 매개변

수(parameter)를 사용하여 휴대전화와 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송신한다. 즉, 특

정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면 기지국의 송수신기(transceiver)가 무선공중

파 주파수를 사용하여 셀 사이트(cell site)에 있는 휴대전화와 신호를 송수신

한다.14) 셀 사이트(cell site)에서 기지국으로 전달된 신호는 전화선, 광케이

블 혹은 무선공중파를 타고 기지국제어기(base station controller, BSC)를 거

쳐 이동통신교환기(mobile switching center, MSC)로 전달된다. 휴대전화기가

다른 셀(cell)로 이동하면, 기지국제어기(BSC)는 휴대전화기가 위치하는 새

로운 셀 사이트(cell site)에 있는 기지국으로 신호를 전송해 준다.15) 

휴대전화와 기지국은 통신채널(traffic channel)이라고 불리는 주파수를 통

해 서로 통신한다. 한 개의 채널을 형성하기 위해 두 개의 주파수가 짝을 이

루는데 한 주파수는 송신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한 주파수는 수신을 위한 것

이다. 통신채널에 추가하여, 셀(cell) 기반 이동통신 시스템 자체의 관리를 위

한 제어신호(control signal)를 나르는 채널을 제어 채널(control channel)이라고

한다. 이것은 휴대전화 이용자가 한 셀(cell)에서 다른 셀(cell)로 위치를 이동

할 때 채널을 변경하기 위해 정보를 나를 수 있도록 휴대전화와 기지국 사

14) 셀 사이트(cell site)는 수 개의 셀(cell)의 가장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지 셀(cell)의 가

운데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Tom Farley, Cellular Telephone 
Basics：AMPS and Beyond, at http://www.privateline.com/Cellbasics/Cellbasics.html. 참조.

15) 이상은 미국 전자통신 privacy 보호법(ECPA) 제정 시 나온 연방상원의 보고서(Senate 
Rpt. No. 99-541, at 11, 1986 US Code Cong & Admin News 355, 3565. 1986년에 재출

판된 것으로 1986 U.S.C.C.A.N. 3555, 3563) 중 cellular telephones에 관한 기술을 참조

하고, 여기에 KT 장규상 박사의 기술적 조언을 얻어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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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유하는 주파수이다.16) 셀 사이트(cell site) 범위 내에 있는 휴대전화

기는 해당 기지국에 제어신호를 끊임없이 내보내고 수신한다. 이러한 제어

신호에 의해 휴대전화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할당된 시스템 확인코드(System 

Identification Code), 휴대전화 제작업체가 부여한 전자적 일련번호(Electronic 

Serial Number), 휴대전화기 확인번호(Mobile Identification Number)등을 감지

한다. 휴대전화 네트워크의 이와 같은 특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발적으

로 남겨 놓은, 기지국이 위치하는 셀(cell)의 위치정보를 수사기관이 용이하

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휴대전화 서비스 제공업체에 있는 컴퓨

터는 특정 휴대전화에 대해 특정 시간에 반응한 모든 기지국을 자동적으로

추적한다. 만약 휴대전화가 켜져 있어 한 개 이상의 기지국에 그 통화기록

이 등록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은 그 업체의 도움을 받아 신호들을 서로 비교

하거나(이른바 삼각측정법, triangulation),17) GPS를 통해18) 그 휴대전화의 과

거 및 현재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19) 즉, 우리가 휴대전화를 한번

걸기만 해도 그 신호가 서로 다른 기지국 사이를 이동하거나 하나의 기지국

에 감응하여 위치이동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그리게 되는

것이다.20) 휴대전화 이용으로 인한 이용자 위치추적의 오용, 남용 현상은 스

16) In re Application for Pen Register and Trap/Trace Device with Cell Site Location Authority, 
396 F. Supp. 2d 747, 750-751(S.D. Tex. 2005) ; http://electronics.howstuffworks.com/cell- 
phone1.htm도 참조.

17) 동일한 휴대전화로부터 2개 이상의 통신기지국이 신호를 받게 되면 그 통신기지국

들은 신호를 비교하여 신호의 도착시간차이(Time Difference of Arrival, TDOA)나 도

착각도(Angle of Arrival, AOA)를 통해 그 휴대전화의 위치(경도 및 위도의 교차점)를
찾아내는 것이다. Harvard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WHO KNOWS WHERE 
YOU'VE BEEN? PRIVACY CONCERNS REGARDING THE USE OF CELLULAR 
PHONES AS PERSONAL LOCATORS”, p. 308.

18) 위 Harvard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WHO KNOWS WHERE YOU'VE BEEN? 
PRIVACY CONCERNS REGARDING THE USE OF CELLULAR PHONES AS PERSONAL 
LOCATORS”, p. 308.

19) Fishman and McKenna, Wiretapping and Eavesdropping, Part VI, Chapter 28, §28：2 FN 
5.(West Law citation, WIRETAP §28：2).

20) 위 Harvard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WHO KNOWS WHERE YOU'VE BEEN? PRIVACY CONCERNS REGARDING THE USE OF CELLULAR PHONES AS PERSONAL LOCATORS”, p.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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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폰 산업의 비약적 성장으로 상징되는 오늘날의 정보기술(IT) 사회에서

중요한 보안이슈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21)

우리나라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 규정하고 있는 “정

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

치추적자료”나 같은 호 사목이 규정하고 있는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도 전자적으로 저장된 위치정보에 해당

하며 이들도 기본권의 대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휴대전화 등 이동통

신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는 통신을 하기 위하여서는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정보이며, 이동통신사업자에 의하여 설치된 교환장치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가 입력한 일반적인 개인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

호 등)와 구별된다.22) 현재 우리 법원의 영장실무를 보더라도 수사기관이

피의자 검거를 목적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인 이들 개인위치정보를 많이 추

적하고 있다. 이를 추적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기 때문

이다. 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위 법률 제13조는 범죄수사를 위

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
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
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
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3)

21) 같은 취지로, 앞서 든 안철수 연구소 김홍선 대표이사의 “컨버전스 시대의 변화 코

드 -스마트폰, 클라우드, SNS와 보안을 중심으로”, p. 23 이하.
22) 위 함인선,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적 고찰”, p. 6.
23) 필자는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가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에 대해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는바[오기두, “수사상 전자통신자료의 취득에 관한 헌법적 문제”, 헌법논총 제15집(2004), 409～410쪽], 그 후인 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같은법 제13조 제2항이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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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의 통

제를 받지 않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의 승인만을 얻어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요청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남용이 심대하여24) 위와 같이 법

률을 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이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
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
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정보통신부장관에게25)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등 관련 자료를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한 날
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26) 

‘⑧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비치해야 하는 대장 등 관련 자료의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⑨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동조 제7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24) 오기두, 위 “수사상 전자통신자료의 취득에 관한 헌법적 문제”, 382쪽의 주 73)에 인

용한 한겨레신문 2003. 10. 8.자 15쪽 기사 참조.
25)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이다(이하 같다). 
26) 필자는 통신감청뿐 아니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도 그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고지제도를 신설하자고 입법론으로 제안한 바 있는데 [오기두, 위 “수사상 전자통신

자료의 취득에 관한 헌법적 문제”, 406～7쪽.], 그 후인 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신설된 같은 법 제13조의3은 이러한 고지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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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기존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PC기반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

트폰을27) 이용하여 트위터28) 계정으로 로그인한 다음 촬영한 동영상을 업

로드하는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해 가까운 지역에서 촬영된 동영상만 모아

보여주는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에 의해서도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

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29) 

원래 미국 국방부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전 지구적 위치확인 시스템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이30) 근래에 이르러서는 각종 위치기반 서

비스사업에 이용되고 있다.31) 예컨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사용되는 교통카

27) 스마트폰의 가장 큰 위협요소는 금전적 손실과 이 글의 주제인 정보유출(data steal)
이다. 그 정보유출에는 통화기록, USIM Card 정보, GPS 위치정보, 주소록, E-mail 등
개인적 리스트와 사진, Multimedia File 등의 유출이 해당된다[장규상 박사의(KT 기
업고객부문 근무), “스마트폰 출현과 생활의 변화”, 12쪽]. 2010. 10.경 우리나라에 출

시 되었거나, 출시될 예정인 Apple사의 스마트폰인 iPhone4나 태블릿 PC인 iPad 역시

사용자가 인터넷 접속프로그램(사파리)을 통해 악성코드를 심어둔 PDF 파일을 열람

할 경우 사용자의 패스워드, 이메일, 문자메시지, 일정 같은 개인정보가 해킹당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청이나 위치추적까지도 당할 수 있다고 독일 연방정보보안청이

2010. 8. 4. 발표하였다고 한다. 조선일보 2010. 8. 6.자 A1, 4쪽 기사. 
28)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타인과의 소통과 인맥을 맺을 수 있는 서비스를 Social Network 

Service(SNS)라고 하는데 그 중 facebook, twitter, yammer, 네이버의 me2DAY 등이 대

표적이다. 이에 관해 상세한 것은 위 장규상 박사의(KT 기업고객부문 근무), “스마트

폰 출현과 생활의 변화”, 53쪽 이하 참조. 
29) Wi-Fi(무선랜)는 반경 수십 m 이내의 특정지역에서 스마트폰 등으로 무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에 의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Wi-Fi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휴대전화, 컴퓨터, 가전제품 등을 무선으

로 연결하는 통신기술을 Bluetooth라고 한다. 
30) 1983년 Reagan 대통령 때 민간인이 GPS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 위 April A. 

Otterberg, “GPS TRACKING TECHNOLOGY：THE CASE FOR REVISITING KNOTTS 
AND SHIFTING THE SUPREME COURT'S THEORY OF THE PUBLIC SPACE 
UNDER THE FOURTH AMENDMENT”, p. 666. 

31) 통신망에 접속하지 않고 위치추적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기술로 IC 카드와 RFID(무
선주파수 신원확인장치)가 있다. IC 카드는 현재 국내의 은행에서 발행하는 각종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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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네비게이션 시스템, 대리운전의 관제서비스, 이동통신사의 GPS기반 위치

확인 부가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지금부터는 휴대전화 자체에 GPS칩이 장착

됨으로써 개인경호서비스나 위치추적 등 각종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32) 

더욱이 최근의 온라인 인맥구축관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LBS)와 만나 한 차원 진화한 서비스

로 제공되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애플리케이션인 포

스퀘어는 특정 장소에서 사용자가 휴대폰으로 ‘체크 인(check-in)’하면 지인

들이 그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또 특정인이 있

는 곳의 정보를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남길 수도 있다.33) 미아 방지용 GPS 

드나 전철, 기차표 등에 응용되고 있다. 이들 IC 카드 자체로도 이용자의 위치, 이용

상황 등을 추적할 수 있다. RFID 태그의 기술적 특징의 하나인 위치추적기능은 물품

에 첨부되는 RFID 태그를 추적하여 물품의 물리적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고, 이를

인체에 직접 부착하면 인체의 이동 내역도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특정성폭

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08. 9. 1.부터 시행

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제도도 RFID 기술을 응용한 것이라고 한다. 
박정훈, “전자감시와 privacy의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131～133쪽. 

32) 미국의 경우 1999년 연방통신위원회(FCC)가 ‘E-911’이라는 법률을 제정하여 GPS 장
착 휴대전화를 통한 긴급 구조요청 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50-100m의 정확도로 위

치정보를 연방방재청 등 구조기관에 보낼 수 있는 GPS 단말기 및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후 9.11 테러사건이 발생하면서 FCC는 E-911 법률에 기

초하여 2007년 말까지 통신사업자에게 강제적으로 전국의 이동통신기반을 95%까지

GPS칩이 내장된 휴대전화로 보급한다는 E-911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현재 그 목표치

를 달성하였다고 한다. 박정훈, “학교안전정보시스템 구축과 아동인권보호의 법적과

제”, 영남법학(제26호), (2008), 14～16쪽 ; 박정훈, “전자감시와 privacy의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131쪽 주 10). 
33) 다음은 백강녕 기자의 조선일보 2010. 5. 14.자 C1면(Digital Biz) 기사를 옮긴 것이다.

가입자 숫자의 폭발적 증가에 힘입어 온라인 인맥구축 관리 서비스(SNS․Social 
Network Service)가 진화하고 있다. 2004년 등장한 대표적 SNS 서비스인 페이스북 사

용자 숫자는 4억명이다. 아이폰 덕분에 요즘 국내에서도 인기인 트위터 사용자 숫자

는 1억명이 넘었고, 지금도 매일 30만명씩 늘어난다. SNS로 사람들이 모여들자 애

플․아마존․구글․MS 등 세계 주요 IT 기업들이 일제히 SNS 진출을 선언했다. 자
사의 기술력을 총동원해 한발 더 진화한 SNS를 선보인다는 것이다. 
최근 SNS는 위치정보서비스(LBS)와 만나 한 차원 진화한 서비스로 다시 태어나고있다. 미국에선 이미 위치정보와 SNS를 결합한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약 100만명이 사용하고 있다는 위치정보 기반 SNS인 포스퀘어(Foursquare)가 바로그것.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애플리케이션인 포스퀘어는 특정 장소에서 사용자가 휴대폰으로 ‘체크 인(Check-in)’하면 지인들이 그의 위치를 지도 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서비스다. 또 내가 있는 곳의 정보를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남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체크인 한 뒤 맛에 대한 평가를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려 놓는 것이다. 포스퀘어가 주목받는 이유는 효과적인 지역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백화점에서 체크하면 백화점 내 할인행사 중인 점포를 보여줄 수 있다. 포스퀘어는 현재 140만개가 넘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미국 야후는 지난달 포스퀘어를 1억달러에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직원 20명 미만의 신생업체(2009년 창업)를 약 1100억원으로 평가한 것이다.이처럼 요즘 IT 업계의 최대 화두는 위치정보와 SNS의 결합이다. 미국 애플은 위치정보를 반영한 SNS 애플리케이션 ‘아이그룹스(iGroups)’를 개발하는 중이다. 아이그룹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도 냈다. 아이그룹스는 같은 장소에 모인 사람들을 무선인터넷을 통해 연결해 연락처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해 주는 서비스. 회의․콘서트․전시회․결혼식장에 모였던 사람들을 그룹으로 만들어 헤어진 뒤에도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했다.인터넷 업계의 최강자 구글도 위치 기반 SNS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구글 휴고 바라 모바일 프로덕트 디렉터는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구글도위치 정보를 반영한 SNS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글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치기반서비스(LBS) 사업 승인을 받았다.우리나라에도 SNS와 위치정보를 결합한 서비스가 등장했다. 길안내장치(내비게이터)용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엠앤소프트는 4월말 SNS 기능을 넣은 길안내장치 프로그램 ‘플레이맵 토크(Talk)’를 선보였다.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인 플레이맵 토크에는 ‘여기와보니’ 기능이 있다. ‘여기와보니’는 포스퀘어와 같은 개념의 서비스다. 방문한 장소에 대한 정보를 남기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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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도 보급, 이용되고 있다. 운전자들은 자신의 차량 운전 노선을 설정하

기 위해 GPS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다. 

GPS는 지구주위를 회전하는 24개 이상의 인공위성과 휴대전화 등 GPS칩

장착 단말기 사이를 신호가 이동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그 단말기의 위치를

알아내는 시스템이다. 즉 GPS칩이 인공위성으로부터 동시 송신되는 4개의

신호를 받으면 그 신호의 이동시간에 의해 20m 이내에 있는 단말기의 위도, 

경도, 높이 등의 3차원적 위치를 계산해 낼 수 있고,34) 그에 더하여 단말기

34) 그러나 GPS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기 때문에 숲, 빌딩 등의 장애물이
있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상은 위에 든 Harvard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WHO KNOWS WHERE YOU'VE BEEN? PRIVACY CONCERNS 
REGARDING THE USE OF CELLULAR PHONES AS PERSONAL LOCATORS”, p. 
308, FN4의 Smithsonian National Air and Space Museum, How Does GPS Work?, at 
http://www.nasm.si.edu/exhibitions/gps/work.html. ; Kevin Keener, “Government Surveillance 
in Context, for E-mails, Location, and Video：PERSONAL PRIVACY IN THE FACE OF 
GOVERNMENT USE OF GPS”, I/S：A Journal of Law and Policy for the Information 
Society(2007-2008), p.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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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의 이동속도, 시간까지도 알아내는 것이다.35) GPS에 의해 수집된 위

치정보는 그것을 저장․관리하는 업체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36) 그러므로 GPS에 의한 위치추적은, 전기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기지국에 접속한 전자적 자료를 통해 위치를 추적하는 휴대전

화에 의한 위치추적과는 기술적인 수단이나 그 추적범위, 추적의 용이성 등

의 측면에서 구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위치정보의 적절한 이용과 규제를 목적으로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5. 1. 27. 제정되어 같은 해 7. 

28.부터 시행되고 있다.37) 위 법률 제2조 제2호는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

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

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8) 위 법률에 의한 위치정보는 ① 그

35) 위 April A. Otterberg, “GPS TRACKING TECHNOLOGY：THE CASE FOR REVISITING 
KNOTTS AND SHIFTING THE SUPREME COURT'S THEORY OF THE PUBLIC 
SPACE UNDER THE FOURTH AMENDMENT”, p. 665 & fn32). 

36) April A. Otterberg, “GPS TRACKING TECHNOLOGY：THE CASE FOR REVISITING 
KNOTTS AND SHIFTING THE SUPREME COURT'S THEORY OF THE PUBLIC 
SPACE UNDER THE FOURTH AMENDMENT”, p. 675. fn 100). 

37) 나아가 2010. 7. 30.(금) 14:00 ～16:00까지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주

최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

글의 주제와 관련된 부분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www.kcc.go.kr [국민참

여－전자공청회],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조.
38) 이 법률에서 말하는 위치정보사업자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로서(위 법률 제2조 제6호 참조) 통신기지국

정보, GPS, RFID, 기타 무선 통신망 등을 통해 이동성 있는 물건 또는 사람의 위치정

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이러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또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란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위

치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직접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자를 말한다. 한편, 위치정보사업자가 자신이 수집한 위치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

공하지 않고 직접 고객을 대상으로 주변 식당 찾기, 길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해당된다. 함인선,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적 고찰” p. 6 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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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위치정보의 노출가능성이나 그 노출범위가 컴퓨터 통

신 로그기록, 정보통신기기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정보통신기기 이용

자의 정보통신망 접속지 추적자료 등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및 제13

조에 규정된 통신사실 확인자료 보다 훨씬 크고, ② 위치정보를 수집․저

장․분석․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

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인 위치정보시스템

에 의해 관리되므로39) 그 위치정보의 유출, 남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위

험성 역시 훨씬 크다는 점 등에서 위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구별된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

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본문). 또

한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

으로 위치정보사업자 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

다(같은 조문 제2항).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

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 받는 자에게 고지하

여야 한다(같은 조문 제3항).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

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위 법률 제16조 제1항). 위치정보

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문 제2항). 위치정보사업

자등과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

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위 법률 제17조). 위치정보사업

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한 내용을 이용약

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위 법률 제18조 제

3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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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등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서는 안 된다(위 법률 제21조). 위 법률 제4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개인위

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40) 즉 범죄수사를 위해 수사기관

이 당연히 개인의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정 위치정보가 휴

대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해 추적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에 의한 영장을 발부받아서 해야 한다.41) 

도로, 대중목욕탕, 아파트단지 등에 설치된 CCTV(감시카메라)도 개인의

위치정보를 전자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불법주차단속이나42) 쓰레

40) 미국의 경우 수사기관은 이동통신업체(carrier)에 저장된 휴대전화 GPS 칩의 위치에

관한 cell-site에 기록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거나 과거 18개월간의 기록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위 Kevin Keener, “Government Surveillance in Context, for E-mails, 
Location, and Video：PERSONAL PRIVACY IN THE FACE OF GOVERNMENT USE 
OF GPS”, p. 475.

4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수사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범죄자의

추적에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비록 수사기관이 추적중인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일반인과 같은 신분이라는

점, 범죄자로 추정되는 자의 수사단서를 잡기 위한 전자통신의 녹취, 감청 등에는 법

관의 영장을 요하는 등 영장주의가 관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영장이 요구된다고 하는 견해로서, 이영대․최경

규, 위치정보규제와 개인정보보호, 규제연구 13권 2호, 173～174쪽 참조. 통신비밀보

호법은 일정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해 명문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

고 있다(같은 법 제13조 참조). 이 점은 함인선,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위치정보의 보

호와 이용에 관한 법적 고찰” 주 33) 참조.
42) 다음은 국민일보 2010. 8. 18.자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 

내년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차를 대는 일반 차량을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무인감시 시스템이 운영된다. 18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까지 인천시에 CCTV와 RFID(무선인식) 기술을 활용해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 차량을 가려내는 시스템을 설치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 시스템은 장애인 차량에 RFID 칩을지급해 칩이 있는 차량만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게 하거나 CCTV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장애인 등록 차량인지 가리는 방식이다. RFID나 번호판 분석을 통해 일반차량으로 확인되는 차는 전산망을 통해 건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된다. 건물 관리인은 적발된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차를 옮기게 하거나 심한 경우 구청에 신고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한다. RFID 태그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대려 하면 경고음이 울려 주차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인천시의 시범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주차장 전담 관리요원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직원이 직접 주차장에서 장애인 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단속의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무인단속 시스템이 운영되면 단속 실적을 떠나 일반 차량 운전자가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려는 심리가 위축돼 불법주차 관행이 크게 개선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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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무단투기 감시, 범죄예방 등을 위해 설치되고 있다.43) CCTV에 찍히는

사람이 길거리에 나와 가시거리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자신의

위치를 공개한 이상 그 정보는 더 이상 사적 정보가 아니므로 그의 모습을

CCTV로 촬영하였다고 해서 privacy권에 의해 보호될 여지가 없다고 볼 것

인가? 아니면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어느 시간에 길거리에 나왔는

지, 어느 장소에 나왔는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나온 길거

리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자신과 함께 길거리에 있지

않은 제3자(예컨대 수사기관 등)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영역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privacy권 등의 기본권으로 보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해

야 할 것인가? 일단 이 경우에도 privacy권 등의 기본권을 인정하되 그것을

제한할 목적이나 수단의 정당성, 최소 침해 여부, 법익균형 등의 헌법적 심

사기준을 들이대어 그 침해수단인 CCTV 촬영의 합헌성 여부를 따져야 할

43) 정부는 2008. 8. 12.에 개인정보보호법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그 법률안에는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제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등 특정 목적으로만 이를 설치할 수

있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로써 CCTV 등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여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위 함인선,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

적 고찰”, p. 16.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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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44)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가 판매하고 있는 교통카드(T-money) 자체는 구

매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으므로 위치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는 문제되지 않

는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하철이나 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과

함께 그 위치정보가 고스란히 신용카드 회사의 전산망에 남게 된다.45)

또한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는 경우 이용요금을 지급하는 하이패스 단말기

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한다. 이

단말기를 장착한 승용차 등을 운전하여 고속도로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에도 이용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그 위치정보가 고속도로 관리자 컴퓨터

서버에 그대로 전자적으로 수집․보관되는 것이다.46) 

44) 이에 관해서는 2003. 10. 10. 헌법재판소에서 개최된 제41회 헌법실무연구회에서 박

경신 교수가 발표한 “명예, 초상, privacy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의 발표문 및 그에 관해 필자가 토론한 내용 참조. 헌법실

무연구 제5권(2004), 1쪽 이하, 32～34쪽.
45) 나아가 버스 등 차량의 종점에 설치되어 그 차량으로부터 운행기록을 수신 받아 데

이터베이스화하는 메인 컴퓨터를 갖는 운행감시시스템에서, 차량에 탑재되어 GPS 
위성으로부터 차량위치와 현재시간을 포함하는 차량정보를 수신하게 되면 차량에

현재 탑승한 승객의 실시간 위치추적도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개발이 문제된

특허심판원의 2009. 1. 16.자 2008당2345 심결(특허등록제429587호발명 ‘운행감시시

스템및운행감시방법’의 무효) 참조.
46) 다음은 네이버 지식 iN에 올라와 있는 ybk4636, “영웅”의 게시글을 옮긴 것이다. 

1. 하이패스 개요：하이패스(Hi-pass)는 주행(무정차) 상태에서 톨게이트의 안테나와차량내 탑재된 단말기(전자카드가 삽입된 상태)간의 무선통신에 의해 통행료를 지불하는 무인운영시스템입니다. 하이패스에서 사용하는 무선(적외선 및 주파수)통신 방식은 적외선(IR) 방식, 주파수통신(RF)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파통신특성상 전파장애를 언제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 이하의 에러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00대중 1대 이하로 통신 실패할 가능성이 있음). 2. 통신 방식：카드↔단말기(OBU：On Board Unit) ↔톨게이트 안테나 / 하이패스 결제를 위해서는 하이패스카드와 OBU로 불리는 단말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선 카드와 단말기간의 컨택 방식으로 데이타 통신을 합니다. 요즘은 콤비카드로 컨택과 컨택리스 방식 두 가지로 데이타 통신이 가능해졌습니다. 단말기가 RF(13.56MHz) 통신도 수용할 수 있는것이지요. 그래서 교통카드로 하이패스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카드는 ISO 14443 표준의 통신주파수를 사용하는데 이는 13.56MHz입니다. 그리고 카드와 단말기간의 데이타는 단말기와 톨게이트 안테나가 무선통신을 합니다. 이때는IR(적외선)과 RF(무선통신) 두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만, 단일 방식으로 표준화될 것입니다. 아마도 2.4GHz 나 5.8GHz 로 단일화되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보통의경우 5.8GHz 통신의 결제방식을 하이패스라 합니다. 차량통제 메카니즘을 제외하고하이패스 결제 프로세스만 보면, 먼저 차량을 인지하고 안테나에서 차량으로 결제요청 정보를 보내면, 차량의 OBU가 카드의 결제정보(카드종류/결제방식 등)를 OBU에보내고 OBU 는 다시 톨게이트 안테나로 보낸 후, 결제가 완료된 후 다시 결제완료정보를 역순으로 카드까지 보내면서 카드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물론, 톨게이트 서버에도 그 기록은 남겨집니다. 사후 정산을 위해 카드 발행사에 결제데이타를 보내고 교통요금을 청구(후불의 경우)하는 등의 또 다른 결제 프로세스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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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마사지업소나 퇴폐업소 이용자가 신용카드로 이용 요금을 결제한

경우 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추적하면 당해 이용자의 범죄행위지를 추적할

수 있다.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카드를 사용한 보이스 피싱 범죄자의 위

치도 그 현금인출기 사용내역으로 추적할 수 있다. 이처럼 피의자가 휴대전

화를 사용하지 않고 거처도 일정치 않으나 특정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그 사용 장소를 파악하여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한 목적

으로 수사기관이 법원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의 ‘사용 일시’ 및 ‘사용 장

소’ 등 사용내역에 대한 실시간 확인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신용

카드의 결제는 전자지불 서비스를 대행(payment gateway)하는 신용카드 단말

기 설치․관리회사가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사의 통신을 중계하여 이

루어진다. 현금카드의 결제도 은행이 직접 설치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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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전자지불 서비스를 대행하는 현금자동지급기 설치․

관리회사의 중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수사상 일정 시간대에

편의점 등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사용자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편의점 등

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거래내역에 대한 추적을 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기관

아닌 현금지급기 설치회사 또는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회사 등이 운영하는

현금지급기나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자의 이용일시, 개시․종료시간 등에 관

한 전산자료도 수사기관이 용이하게 추적할 수 있는 전자적 위치정보에 해

당한다. 

특정인의 계좌개설 여부, 즉 특정인이 어느 금융기관의 어느 지점에 어떤

계좌를 개설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도 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에 해

당한다. 예컨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조회표(CIF：Customer's 

Information File)에는 계좌명의인의 인적사항, 해당 은행과 관련된 회사의 신

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6개월간 월별사용내역, 타행카드를 사용

하고 있을 경우에는 타행카드 발행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자기앞

수표 지급내역 조회자료나 마이크로필름 또는 수표 스캔파일 자료를 통하여

자기앞수표에 대한 지급제시 정보도 알 수 있다.47) 인터넷 뱅킹으로 접속한

IP주소, 인터넷 뱅킹계정에 접속하였던 로그기록, 공인인증서로 은행에 접속

한 로그기록 등도 전자적 위치정보에 해당한다. 특히 공인인증서로 금융기

관 전산망에 접속하는 경우, 그것이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발급된 공인인증

47) 자기앞수표, 현금, 타행입금․지급 등이 거래일시별로 전반적으로 표시된 입출금 거

래내역서나 자기앞수표의 수표번호, 발행인 주민등록번호, 지급일자, 지급인 실명번

호, 외화송금액, 그 의뢰인 인적사항, 수취인 거래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 외화송

금에 관한 자료 등으로도 범죄관련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입출금 무통장 송금

전표철, 자동화기기에서 거래된 내용을 담은 자동화기기전표를 철해 놓은 무전표거

래명세서철 등도 마찬가지다. 



- 314 -

서라면 인터넷 뱅킹관련 로그기록은 해당 발급은행에 대하여는 그 해당발급

은행의 전산실에 남게 된다. 그 해당발급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거래에 사

용하거나 카드회사, 보험회사와의 거래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로그기록이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센터에 남게 된다. 증권거래나 선물거래의 경우에도 해

당 인증서 발급 증권회사 전산망에 대한 로그기록이 해당 증권회사 전산망

에 남게 된다. 이러한 사항들이 금융기관 전산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저장되

어 있을 때 이를 일컬어 금융기관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위치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치정보에 대한 수사활동에 대하여도 privacy 보호 등에 관한

헌법적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48) 

48) 미국 연방대법원은 은행이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고객

의 금융거래정보를 대배심 소환장에 의해 취득하는 수사기관의 행위가 연방헌법 수

정 제4조를 위반하는지 하는 쟁점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United States v. 
Miller, 425 U.S. 435(1976)]. 즉 다수의견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금융정보에

대하여 주거지나 재물 등 사생활로서 보호되는 영역에 대한 침범이 없고, 그 고객이

자발적으로 공중에 제공한 정보이며, 그로써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

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인수한 것이므로 연방헌법 수정 제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 Miller 판결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설명은 이창수, “미국에서의 계좌추

적”, 형사법의 신동향(2008. 8.), 대검찰청, 63쪽 이하 ; 위 Kevin Keener, “Government 
Surveillance in Context, for E-mails, Location, and Video：PERSONAL PRIVACY IN 
THE FACE OF GOVERNMENT USE OF GPS”, pp. 492～493 등 참조]. 그러나 오늘날

은행거래를 하지 않고 경제사회에 동참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은

행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자발적인 제공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정보가 수사기

관이 열람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고객의 합리적인 기대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위헌

론을 펼친 Brennan 재판관과 Marshall 재판관의 의견을 더 경청해야 할 것이다. 위
Miller 판결 이후 미연방의회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금융정보 추적을 구하는

영장(subpoena) 사본을 그 집행 전에 정보주체인 고객에게 교부할 것과 그에 대한

고객의 불복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Miller 판결의 적용을 제한하였다[12 U.S.C. 
§3405(2006)]. 그리고 많은 비판자들이 위 Brennan, Marshall 재판관의 논리에 입각하거

나 Katz 판례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Miller 판결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Deidre K. 
Mulligan, Reasonable Expectations in Electronic Communications：A Critical Perspective o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72 Geo. Wash. L. Rev. 1557, 1581(2004). ; 
Patricia L. Bellia, Surveillance Law through Cyberlaw's Lens, 72 Geo. Wash. L. Rev. 
1375, 140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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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

원)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에게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이용자를 식별하기 위

한 부호를 포함한다)․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이용요금에 대한 자

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해당자의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로그기록 자료 및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49) 이들도 전자적으로 저장된 개인의 위치

정보를 국가가 추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968년에 제정된 18 U.S.C.A. §2510(1)이 유선통신(wire communication)을 대

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선통신 방식인 휴대전화의 이용자에 대하여 위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시 되었다. 단지 유선전화기와 무선전화기 사이

의 통신에 대해 위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을 뿐이다.50) 1981년에

는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가 휴대전

49) 공직선거법 제272조의3 제1항.
50) State v. Tango, 287 N.J. Super. 416, 671 A.2d 186(App. Div.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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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서비스 이용을 승인하였다. 무선기지국 수사 등 휴대전화 통화 감청을 규

율하는 법으로 연방의 경우 1986년 제정된 ‘전자통신 privacy 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ECPA)이 있다.51) 위 전자통신 privacy 보호법

§2510(2)는 그 규율대상인 전자통신의 개념을 “표시, 신호, 문자, 영상, 소리, 

자료, 정보 등과 같은, 전부 또는 일부가 유선, 전파, 전자, 광전자, 사진광

등의 시스템에 의해 州間 또는 외국간의 거래에 전달되는 것”이라고 정의하

였다. 여기에는 §2510(1)을 함께 읽어 볼 때 “유선통신”(wire communication)

에 음성 전송이 부분적으로 유선방식으로, 나머지 부분은 무선방식으로 “변

환장소”(switching station)에 의해 이루어질 때도 포함되는 것이었다. 결국 위

§2510(1)(2)에 의하면 두 개의 휴대전화 간 통화내용이건 1개의 휴대전화와

1개의 유선전화간의 통화내용이든 모두 위 법률이 적용되는 “유선통신”에

해당되는 것이다.52) 이처럼 원래 1984년에 ‘전자통신 privacy 보호법’을 제정할

당시 휴대전화기와 기지국 사이의 무선전송(cordless telephone transmission)53) 

부분은 위 “전자통신”에서 제외되었으나 그 이후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94년 제정된 ‘법강제기관을 위한 통신조

력법’(후술)과 함께 연방법전 제18권 Title III이 명문으로 휴대전화기와

기지국 사이의 무선전송을 규율되는 감청대상으로 삼게 되었다.54) 디지

51) 연혁에 대한 설명은 Hon. James Carr and Patricia L. Bellia, Law of Electronic Surveillance, 
West Law Databse(2010. 2.), §3：7. Electronic communications 참조.

52) Senate Rpt. No. 99-541, supra, at 11, 1986 US Code Cong & Admin News 355, 3565. 
53) 보통 전화기(가입 전화기)의 송수화기(handset)와 본체(base)를 연결하는 코드를 무선 링

크(radio link)로 대치하여, 실내 등의 짧은 거리 범위에서 음성 신호를 본체로 송수신하

여 통화할 수 있는 전화를 코드 없는 전화(cordless telephone：CT)라고 부르는데, 초기

에는 본체로부터 수십 m 거리에서만 본체를 접속하여 통화할 수 있었으나 점차 전송거

리가 길어지고 송수화기에 다이얼링 글쇠판을 장착하여 개인 휴대 통신(PCS)의 전단계

로 일명 텔레포인트(telepoint)로 알려진 기지국과 접속하여 옥외의 도로 등에서 일반전

화와 통화할 수 있는 발신 전용의 휴대 단말기인 제2세대 코드 없는 전화(CT-2)로 발전

하였고, 다시 발착신이 가능한 PCS로 발전한 것이다. 이상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
보통신용어사전 제4판 1353쪽 설명임. 

54) Pub. L. 103-414, Oct. 25, 1994, 108 Stat. 4279. ; House Rep. No. 103-827, 103d Cong., 2d 
Sess., 18. §3：3 



電子情報에 대한 基本權保障과 位置情報追跡 搜査權

- 317 -

털식 무선호출기(삐삐)에로 전송하는 것도 위 법률상의 “전자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에 해당한다. 

18 U.S.C.A. §2510 이하에서 통신감청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검

사가 법원에 감청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감청대상자에 대해 그 동안 어

떤 수사수단을 사용하였는지,55) 그리고 아직 사용되지 않은 수사수단이 왜

성공적이지 못할 것인지, 왜 너무 위험한지 등에 관해 상세히 이유를 밝혀

야 한다.56) 위 규정은 전송중인 전자통신의 감청에만 적용되며 저장된 전자

통신 감청에 관해서는 18 U.S.C.A. §§2701-2707이 적용된다.57) 

미국 수사기관은 펜기록기(pen register)와 트랩추적장치(trap and trace device)

를 이용하여 전화통신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범죄혐의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58)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1986년 “전자통신 privacy 보호법”(ECPA)의

55)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사수단으로는 (1) 육안이나 청각에 의한 감시, (2) 참고

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신문, (3)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4) 정보원의 투

입 등이 있다. U.S. v. Cline, 349 F.3d 1276(10th Cir. 2003).
56) U.S. v. Shaw, 94 F.3d 438(8th Cir. 1996) ; U.S. v. Salemme, 978 F. Supp. 343(D. Mass. 

1997) ; People v. Truver, 244 A.D.2d 990, 665 N.Y.S.2d 995(4th Dep't 1997).
57) Brown v. Waddell, 50 F.3d 285, 290(4th Cir. 1995). 이 밖에 Com. v. Proetto, 2001 PA 

Super 95, 771 A.2d 823, 830-31, 92 A.L.R. 5th 681(2001), aff'd, 575 Pa. 511, 837 A.2d 
1163(2003)도 참조. 일정한 순간만 계속되는 전자통신, 예컨대 전송 중에 있는 이메

일도 ECPA가 규율하는“전자통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채팅룸에서 이루어지는 짧

은 순간의 대화를 그 진행 도중에 기록하거나 제3자가 이메일 내용을 읽는 것도 감

청에 해당한다[U.S. v. Councilman, 418 F.3d 67, 79(1st Cir. 2005) ; State v. Lott, 879 
A.2d 1167, 1170 (N.H. 2005).]. 그러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는 ECPA
의 규율대상이 아니다(U.S v. Parada, 289 F.Supp. 2d 1291, 1303 판결).

58) 특히 USA PATRIOT ACT[18 U.S.C. §3127(3)(2001), USA PATRIOT ACT는 the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의 첫 글자들을 딴 약어이다.]에 규정된 “신호 정보”(signaling 
information)에 휴대전화 위치 정보가 포함된다는 견해에 의하면 이 펜기록기/트랩추

적장치법이 휴대전화 위치정보 추적의 근거법률이 될 수 있다. S.D.N.Y. I, 405 F. 
Supp. 2d at 4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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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로 제정된 펜기록기/트랩 추적장치법(Pen/Trap Statute)이다.59) 펜기록기

는 유선통신 또는 전자통신이 이루어지는 기구나 설비에 부착되어60) 그에

의해 전송되는 신호(통신내용 정보 자체는 제외61))를 기록하거나 해독하는

장치를 의미한다.62)63) 그러므로 디지털식 무선호출기(삐삐)는 펜기록기에

해당하지 않는다.64) 즉 펜기록기는 특정 전화선으로 걸려오는 전화번호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이다.65) 따라서 특정 전화선에서 발신되는 전

화번호만 기재하였을 뿐 그 전화선으로 인입된 전화의 번호를 확인할 수 없

는 장치는 여기서 말하는 펜기록기에 해당하지 않는다.66) 

하드웨어나 운영체계 또는 둘의 조합에 의해 작동되는 특별한 형태의 조

건 전달점을 트랩(trap)이라 하는데,67) 트랩추적장치란 유선통신이나 전자통

신을 확인해 주는 숫자나 정보(통신내용 자체에 관한 정보는 제외)68)를 특

59) Pub. L. No. 103-414, Title I, §103. 특히 18 U.S.C. §§3123, 3127(3) 참조.
60) State v. Gibson, 255 Kan. 474, 874 P.2d 1122(1994) 참조.
61) 즉 펜기록기는 통신내용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감청도구에 해당하지 않는

다. U.S. v. New York Tel. Co., 434 U.S. 159, 98 S. Ct. 364, 54 L. Ed. 2d 376(1977).
62) 18 U.S.C.A. §3127(3)의 정의규정을 원문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3) the term “pen register” means a device or process which records or decodes dialing, 
routing, addressing, or signaling information transmitted by an instrument or facility 
from which a wi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is transmitted, provided, however, 
that such information shall not include the contents of any communication, but such 
term does not include any device or process used by a provider or customer of a 
wi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for billing, or recording as an incident to 
billing, for communications services provided by such provider or any device or 
process used by a provider or customer of a wire communication service for cost 
accounting or other like purposes in the ordinary course of its business ; 

63) 유선통신, 구두통신, 전자통신 등을 감청하는 도구는 그 제조, 소지, 조립, 판매 등이

금지된다. 18 U.S.C.A. sec. 2512(1)(b), 129 A.L.R. Fed. 549. 
64) Brown v. Waddell, C.A.4(N.C.) 1995, 50 F.3d 285. 
65) 18 U.S.C. §3123.
66) U.S. v. Kail, 612 F.2d 443(9th Cir. 1979) ; State v. Fakler, 503 N.W.2d 783(Minn. 1993) ; 

People v. Estrada, 97 Misc. 2d 127, 410 N.Y.S.2d 757(Sup 1978).
67)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제4판 1413쪽 설명. 
68) 특정 전화선에서 발신되거나 착신되는 전화번호를 추적할 수 있는 트랩추적장치는

통신내용자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방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나 주법상으
로 감청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주도 있다. Com. v. Mejia, 64 Mass. App. Ct. 238, 832 
N.E.2d 69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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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는 인입전자신호나 그 밖의 펄스를 잡아내는 장치를 말한다.69)70) 

수신전화기로 수신되는 전자펄스를 해독하여 송신전화기의 전화번호를 표

시해 주는 발신자 확인장치는 트랩추적장치에 해당한다.71)

펜기록기와 트랩추적장치의 사용을 신청하는 수사기관의 적절한 청구가

있기만 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장치들의 설치를 허가하는 명령을

해주어야 한다.72) 즉 법원의 이러한 영장발부업무는 본질상 수사기관의 청

구에 종속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73) 검사의 영장청구에 대해

법원이 그러한 장치의 설치로 수사진행중인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미국 내 어디에서든 펜기록기와 트랩추적장치를 설치하

여 이를 사용할 수 있음을 허가하게 된다.74) 다만, 주 소속 수사관의 청구에

의해 그러한 장치의 설치 및 이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지리적

제한범위를 특정하여야 한다.75)76) 감청은 이러한 펜기록기나 트랩추적장치

를 사용해 본 후에, 또는 그러한 장치의 사용이 수사목적 달성에 성공적이

69) 18 U.S.C.A. §3127(4)의 정의규정을 법전 원문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4) the term “trap and trace device” means a device or process which captures the 

incoming electronic or other impulses which identify the originating number or other 
dialing, routing, addressing, and signaling information reasonably likely to identify 
the source of a wi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provided, however, that such information 
shall not include the contents of any communication ; 

70) 업체의 한 종업원이 다른 동료 종업원에게 걸려오는 전화의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알

기 위해 설치한 발신자 확인장치는 이러한 의미의 트랩추적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로 Sparshott v. Feld Entertainment, Inc., C.A.D.C.2002, 311 F.3d 425, 354 
U.S.App.D.C. 63. 

71) U.S. v. Fregoso, 60 F.3d 1314(8th Cir. 1995). 
72) U.S. v. Fregoso. Ibid. 
73) FEDPROC §22：318(WesLaw citation)
74) 18 U.S.C.A. §3123(a).
75) 18 U.S.C.A. §3121(a)(2), 18 U.S.C.A. §3123(b)(1)(C).
76) 주에 따라서는 펜기록기 등 장치의 기능이 음성청취가능 기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를 소명하여야만 그 펜기록기 등 장

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People v. Bialostok, 80 N.Y.2d 738, 
594 N.Y.S.2d 701, 610 N.E.2d 374(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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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게 될 이유나77) 그 사용이 너무 위험한 이유 등에 대한 상세한 소명

이 있은 후에야 허용되는 것이고,78) 일반적이고 막연한 주장만 펼쳐서는 허

용되지 않는다.79) 개별사건마다의 수사에 특수성이 있음을 감안한다고 하더

라도80) 감청은 통신내용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펜기록기나 트랩추적장치 사용을 허가하는 법원의 영장에는 펜기록기와

트랩추적장치가 부착된 전화선을 이용하는 자의 인적사항, 범죄혐의자의 인

적사항, 전화번호, 전화선이나 전화기의 위치, 그러한 장치를 이용하여 수집

할 수 있는 정보와 관련된 범죄혐의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81)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펜기록기와 트랩추적장치 설치에 필요한 정보제공, 시설제공, 

기술지원 등을 명할 수 있다.82) 그리고 ① 법원의 그러한 명령내용을 공개

하지 말 것과, ② 당해 전화선이나 전화설비의 소유자나 임차인, 검사에게

조력할 것을 명령받은 자는 펜기록기나 트랩추적장치의 존재사실이나 전화

이용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등

도 법원이 명할 수 있다.83)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계정에 펜기록기나 트랩추적장치를 설치할 것을 명령하는 영장에는 추적대

상이 된 이메일의 제목란, 응용명령어, 검색어, 파일명, 파일경로 등을 누설

하지 말 것과 만약 누설하면 법정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문구

가 기재되어야 한다.84) 펜기록기나 트랩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

77) 다만 검사는 반드시 감청 외의 수사기법 사용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정도까지

소명할 필요는 없고 그 수사기법 사용이 곤란하다는 점만 소명하면 된다. U.S. v. 
Bellomo, 954 F. Supp. 630(S.D. N.Y. 1997).

78) U.S. v. Castillo-Garcia, 117 F.3d 1179(10th Cir. 1997)(이와 관련 없는 사유로 이 결정

을 적용하지 않은 U.S. v. Ramirez-Encarnacion, 291 F.3d 1219(10th Cir. 2002)) 참조.
79) U.S. v. King, 991 F. Supp. 77(E.D. N.Y. 1998).
80) 위 U.S. v. Castillo-Garcia, 117 F.3d 1179(10th Cir. 1997).
81) 18 U.S.C.A. §3123(b)(1).
82) 18 U.S.C.A. §3123(b)(2).
83) 18 U.S.C.A. §3123(d).
84) In re Application of U.S. for an Order Authorizing use of A Pen Register and Trap 

On(XXX) Internet Service Account/User Name, (xxxxxxxx@xxx.com), D.Mass.2005, 396 
F.Supp.2d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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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간은 최장 60일로 제한되나,85) 기간 연장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최장 60

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있다.86) 

그러나 휴대전화 통화에 관련된 셀(cell) 위치추적은 펜기록기, 트랩추적

장치법에 의해 할 수 없다.87) 그러므로 연방헌법 수정 제4조의 상당한 이유

(probable cause)를 소명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은 위 법률에 의해 무선통신사

업자에 대하여 특정 휴대전화를 이용한 통신의 시작 및 종료에 이용된 셀

탑(cell tower)의 위치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강제할 수 없다.88) 나아가 상당

한 이유(probable cause)를 소명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은 ① 펜기록기, 트랩추

적장치의 이용을 허가하는 영장과, ② ‘저장된 통신법’(Stored Communications 

Act, SCA)89)에 의해 휴대전화의 셀(cell)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전

화 가입자의 가입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영장을 모두 발부받

았다고 하더라도 그 영장들에 근거하여 당해 휴대전화 가입자의 물리적 위

치 자체를 추적할 수는 없다.90) 즉 미국 법원들은 대개 휴대전화 위치추적

을 펜기록기, 트랩추적장치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음에서 보는 법강제기관

을 위한 통신조력법 및 연방헌법 수정 제4조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다.

(1) 통신업체를 통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법강

제기관을 위한 통신조력법’(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85) 18 U.S.C.A. §3123(c)(1).
86) 18 U.S.C.A. §3121(c)(2).
87) In re U.S., S.D.Tex.2006, 441 F.Supp.2d 816. 
88) In re U.S. for Orders Authorizing Installation and Use of Pen Registers and Caller 

Identification Devices on Telephone Numbers, D.Md.2006, 416 F.Supp.2d 390. 
89) 18 U.S.C. §2703(c)(1) (2006) 참조.
90) In re Application for Pen Register and Trap/Trace Device with Cell Site Location 

Authority, S.D.Tex.2005, 396 F.Supp.2d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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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A)이다.91) 미국에서도 휴대전화(cell phone)는 기술적으로 특정 지역

내 기지국과 연결되어 대화당사자간 통화가 가능하게 하는 장치이므로 그

기지국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기지국에 대한 송수신자 추적을

통해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자의 통화 당시 소재지를 추적할 수 있다. 셀 사

이트(cell site)는 전파송수신기와 기지국 제어기가 위치하는 곳으로 수개 셀

(cell)의 가장자리를 일컬으며 셀 탑(cell tower)이라고도 한다. 수사기관은 영

장청구 시 그 청구서의 기재내용이나 그 청구서에 첨부할 선서진술서에 적

절한 기술적 용어를 사용하도록 유의해야 하고 그 용어를 정의하는 내용도

기재하여야 한다고 권고 받고 있다.92) 

1994년 제정된 위 ‘법강제기관을 위한 통신조력법’은 원격통신서비스 제

공업체(telecommunication carrier)들에게 ‘전화-확인’(call-identifying) 정보를 법

강제기관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다.93) ‘전화-확인’ 정

보란 통신의 발생지, 방향, 도착지점, 종료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접속

정보 또는 신호 정보를 말한다.94)

(2) 그러나 위 법률 규정만으로 휴대전화 사용자의 물리적 위치를 추

적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의 실무상 특정 셀(cell) 위

치를 수사기관이 확인함에 있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지에 관해 처리 사

례가 나뉘고 있다.95)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서비스 가입자의 통신기록 수집을

91) 법전화된 것은 47 U.S.C. §§1001-1010이다.
92) Fishman and McKenna, Wiretapping and Eavesdropping, Part VI, Chapter 28, §28：2 FN 

5.(West Law citation, WIRETAP §28：2).
93) 47 U.S.C. §1002(A)(2).
94) 47 U.S.C. §1001(2). 그러나 위 법률은 가입자의 신체적 위치를 드러낼 수 있는 정보

로서 펜기록기, 트랩추적장치(pen register and trap and trace devices) 만으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수사기관이 위 법률에 따라 획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전화번호로

가입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정도 내에서는 가능함). 47 U.S.C. §1002(a)(2). 
95) 이하의 사항은 Hon. James Carr and Patricia L. Bellia, Law of Electronic Surveillance 

(Database updated February 2010), Chapter 4. Contents of Applications and Orders for 
Court-Ordered Electronic Surveillance, XI. Pen Register and Trap and Trace Orders(West 
Law citation은 1 Law of Electronic Surveillance §4：84)에 의거하여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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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고 있는 18 U.S.C. §2703(c) 및 ‘펜기록기, 트랩추적 장치법’ 규정인

18 U.S.C. §3123(a)(1) 등을96) 종합해보면(이른바 hybrid theory)97)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성이 있음을 소명하는 것만으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셀(cell) 

위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연방수사관들은 위와 같

은 근거에서 통화의 시작과 끝 부분, 그리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통화의

중간에 한 개의 통신 셀 탑(cell tower)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해 왔다. 그런 정보들은 통신주체의 일반적인 위치

를 드러내는 정보이다. 그 정보들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하여 통신

서비스 업체에 저장된 과거의(historical) 데이터와 현재에부터 장래에 이르기

까지 계속되는 휴대전화 통신으로 그 추적을 통해 휴대전화 이용자의 위치

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장래의(prospective) 데이터로 구분해 볼 수

있다.98) 이러한 수사기관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99) 

(가) 수사기관이 순전히 셀 사이트(cell site) 위치정보에 관한 과거

의(historical)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에 대해 18 U.S.C. §2703(c)(Stored Communication Act, SCA)의 구체적인 적

용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법원의 실무는 나뉘고 있다. 어떤 법원들은 범죄혐

의 관련성(relevance)에 대한 소명만 하면 영장을 발부해 주고 있는 반면,100) 

 96) 이밖에도 수사기관이 들고 있는 근거법률 조항은 18 U.S.C. §§2510-2511(감청관련부

분), 18 U.S.C. §3117(추적장치), 18 U.S.C. §2703(d)(이메일과 같은 저장된 통신정보) 
등이다. Timothy Stapleto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AND CELL LOCATION DATA”, Brooklyn Law Review(Fall, 2007), p. 393～4.

 97) 396 F. Supp. 2d 747, 758 n.13.
 98) Timothy Stapleto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AND 

CELL LOCATION DATA”, p. 386 ff.
 99) 수사기관의 이러한 실정법규정을 종합하여 보자는(hybrid theory) 입장에 대해 이를

수용하는 입장과 기각하는 입장으로 미국 법원들의 태도를 상세하게 분석한 문헌

으로 Timothy Stapleto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AND CELL LOCATION DATA”를 참조.

100) In re U.S., 622 F. Supp. 2d 411, 417(S.D. Tex. 2007)(Rosenthal, J.) ; In re Applications of U.S. for Orders Pursuant to Title 18, U.S.Code Section 2703(d), 509 F. Supp. 2d 76(D. Mass. 2007)(Stearns, J.) ; In re Application of U.S. for an Order for Prospective Cell Site Location Information on a Certain Cellular Telephone, 460 F. Supp. 2d 448, 459(S.D. N.Y. Oct. 23, 2006)(Kaplan, J.) ; In re Application of U.S. for an Order for Disclosure of Telecommunications Records and Authorizing the Use of a Pen Register and Trap and Trace, 405 F. Supp. 2d 435, 446-49(S.D. N.Y. Dec. 20, 2005)(Gorenstein, M.J.) ; In re Application for Pen Register and Trap/Trace Device with Cell Site Location Authority, 396 F. Supp. 2d 747, 759(S.D. Tex. Oct. 14, 2005)(Smith, M.J.) ; see also In re U.S. for an Order Authorizing Monitoring of Geolocation and Cell Site Data for a Sprint Spectrum Cell Phone Number, 2006 WL 6217584, *2 n.3(D.D.C. Aug. 25, 2006)(Hogan, J.)(법원은 제2703조에 의해 과거의 셀 사이트 데이터를 공개할 것을명할 수 있다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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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원들은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연방헌법 수정

제4조상의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를 소명하여야만 그러한 셀 사이트

(cell site) 위치정보에 관한 과거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해

주고 있다.101) 후자의 사례에 있어 담당 법관들은 다수의 셀 탑(cell tower)에

관련된 데이터를 삼각측정 하여 범죄혐의자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도록 요

구하는 영장청구에 대해, 단지 범죄수사와 관련된 정보라는 법률상의 소명

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위치정보가 범죄자체에 대한 증거라는 점에 관한 헌

법상의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를 소명하여야만 그에 대한 추적영장을

발부해 줄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102) 

(나) 아직 현실적인 전화통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혐의자의 휴

대전화 도달 영역 범위 안에 있는 다수의 기지국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사기

관이 장래에 획득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101) In re U.S. for an Order Directing a Provider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to 
Disclose Records to the Government, 534 F. Supp. 2d 585(W.D. Pa. Feb. 19, 2008), 
order aff'd, 2008 WL 4191511(W.D. Pa. 2008)(Lenihan, M.J.) ; In re U.S., 2006 WL 
1876847(N.D. Ind. July 5, 2006)(Lee, J.).

102) In re Application of U.S. for on Order Authorizing Installation and Use of a Pen 
Register and a Caller Identification System on Telephone Numbers(Sealed), 402 F.Supp.
2d 597, 605(D. Md. Nov. 29, 2005)(Bredar, M.J.) ; In re Application for Pen Register 
and Trap/Trace Device with Cell Site Location Authority, 396 F. Supp. 2d 747, 765(S.D. 
Tex. Oct. 14, 2005)(Smith, M.J.). ; 또한 In re Application of the U.S. for on Order (1) 
Authorizing the Use of a Pen Register and Trap and Trace Device, 396 F. Supp. 2d 
294, 15 A.L.R. Fed. 2d 803(E.D. N.Y. Oct. 24, 2005)(Orenstein, M.J.)도 참조(검사가

요구하는 정보의 획득범위는 다른 사건의 경우보다 더 제한되어야 한다고 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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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3) 그러나 대부분의 법원들은 이러한 장래의(prospective) 정보를 취득하

려고 하는 수사기관의 요구를 기각하고 있다.104) 18 U.S.C. §2703(c)(저장된

통신보호법, SCA)이나 “전자통신 privacy보호법”(ECPA) §3117이105) 이를 허

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이러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의

청구를 인용하는 일부 법원들은 통신서비스 제공업자가 그러한 정보를

수집, 저장하게 되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수집할 때 그것은 이미 “과거의” 

(historical) 데이터, 다시 말하면 저장된 고객정보로 변한다는 점을 논거로

103) In re Application for Pen Register and Trap/Trace Device with Cell Site Location 
Authority, 396 F. Supp. 2d 747, 765(S.D. Tex. Oct. 14, 2005)(Smith, M.J.). 참조. 

104) In re Application of U.S. for an Order Authorizing Use of a Pen Register with Caller 
Identification Device Cell Site Location Authority on a Cellular Telephone, 2009 WL 
159187, *6(S.D. N.Y. Jan. 13, 2009)(McMahon, J.) ; In re Application of U.S. for Order, 
497 F. Supp. 2d 301, 311(D.P.R. July 18, 2007)(McGiverin, M.J.) ; In re U.S. For an 
Order Authorizing the Disclosure of Prospective Cell Site Information, 2006 WL 
2871743, *7(E.D. Wis. Oct. 6, 2006)(Adelman, J.) ; In re U.S., 441 F. Supp. 2d 816, 
827-36(S.D. Tex. July 19, 2006)(Smith, M.J.) ; In re U.S., 2006 WL 1876847(N.D. Ind. 
July 5, 2006)(Lee, J.) ; In Matter of Application for an Order Authorizing the Installation 
and use of a Pen Register and Directing the Disclosure of Telecommunications Records 
for Cellular Phone assigned the Number Sealed, 439 F. Supp. 2d 456, 458(D. Md. June 
24, 2006)(Bredar, M.J.) ; In re Application of U.S. for an Order for Prospective Cell 
Site Location Information on a Certain Cellular Telephone, 2006 WL 468300, *2(S.D. 
N.Y. Feb. 28, 2006)(Peck, M.J.) ; In re U.S. for Orders Authorizing Installation and Use 
of Pen Registers and Caller Identification Devices on Telephone Numbers, 416 F. Supp.
2d 390, 397(D. Md. Feb. 27, 2006)(Bredar, M.J.) ; In re U.S. for an Order Authorizing 
Installation and Use of a Pen Register, 415 F. Supp. 2d 211, 219(W.D. N.Y. Feb. 15, 
2006)(Feldman, M.J.) ; In re U.S. for an Order Authorizing the Release of Prospective 
Cell Site Information, 407 F. Supp. 2d 134, 140(D.D.C. Jan. 6, 2006)(Facciola, J.) ; In 
re U.S. For an Order Authorizing the Disclosure of Prospective Cell Site Information, 
412 F. Supp. 2d 947, 958(E.D. Wis. Jan. 1, 2006), decision aff'd, 2006 WL 2871743 
(E.D. Wis. 2006)(Callahan, M.J.) ; In re Applications of U.S. for Orders Authorizing 
Disclosure of Cell Cite Information, 2005 WL 3658531, *1(D.D.C. Oct. 26, 2005) 
(Robinson, M.J.) ; see also In re U.S. for an Order Authorizing Monitoring of 
Geolocation and Cell Site Data for a Sprint Spectrum Cell Phone Number, 2006 WL 
6217584(D.D.C. Aug. 25, 2006)(Hogan, J.)(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에 의해 장

래의 셀 사이트 위치에 대한 정보 공개를 명하는 영장을 발부함).
105) 18 U.S.C. §3117. 다음 라항에서 상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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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106) 

미연방법전 18 U.S.C.A. §3117은 이동추적장치(mobile tracking device)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그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서 이

동추적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관할구역 내에서 설치된 이동추적장치

를 그 관할구역 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률은, 

“추적장치”란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전자적 또는 기계적 장

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전자적으로 작동되는 이동추적장치에 의해 사람

이나 물건의 이동경로를 추적할 때는 당연히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07) 휴대전화가 그 이동추적 장치에 해당함은 물

론이다.108) 이 법률은 단지 특정 법원의 관할구역 내 및 그 관할구역 외에

서 수사기관이 이동추적장치를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앞서 본 ‘법강제기관을 위한 통신조력법’이나 연방헌법 수정 제4조가 통신

기지국을 통한 휴대전화 이용자의 위치추적 근거가 되고 있는 것과 다르다.

미국 연방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한 GPS를 이용한 위치추적 수사활동을

직접 규율하는 제정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109) 단지 그 위치추적을 함

106) In re Application of U.S. for an Order for Prospective Cell Site Location Information on 
a Certain Cellular Telephone, 460 F. Supp. 2d 448, 459(S.D. N.Y. Oct. 23, 2006) (Kaplan, 
J.) ; In re Application of U.S. for an Order for Disclosure of Telecommunications 
Records and Authorizing the Use of a Pen Register and Trap and Trace, 405 F. Supp.
2d 435, 446-47 (S.D. N.Y. Dec. 20, 2005)(Gorenstein, M.J.).

107) 오기두, “수사상 전자통신자료의 취득에 관한 헌법적 문제”, 370쪽. 
108) Timothy Stapleto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AND 

CELL LOCATION DATA”, p. 401, fn 124. 
109) April A. Otterberg, “GPS TRACKING TECHNOLOGY：THE CASE FOR REVISITING KNOTTS AND SHIFTING THE SUPREME COURT'S THEORY OF THE PUBLIC SPACE UNDER THE FOURTH AMENDMENT”,(2005), p. 679. 이 문헌 출판 이후의사정을 알기 위해 필자가 2010. 8. 11. 현재 WestLaw의 USCA database를 검색해 보았으나 GPS에 의한 위치추적 수사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미국 미네소타에 있는 WestLaw의 reference attorney인 Amy Albus 변호사에게전화하여(전화번호：001- 8000-9378529) 그녀와 함께 WestLaw 컴퓨터 화면을 보아가며 research를 해 보았으나 역시 찾을 수 없었다. 이어 필자와 전화를 끊은 Amy 변호사로부터 계속하여 다시 research를 해보았으나 역시 그러한 법률을 검색할 수없다는 이메일을 받았다(단지, GPS를 언급하고 있는 법률로 연방항공국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49 U.S.C.A. §106, 성범죄자 감시를 규정한 42 U.S.C.A. §16981, 국가에너지정책 프로그램관련 규정인 42 U.S.C.A. §16522, 우주의 상업적 이용촉진에 관한42 U.S.C.A. §14712, 스토킹 등 성범죄행위 방지에 관한 42 U.S.C.A. §14043b-1, 산림자원 등 이용에 관한 16 U.S.C.A. §1642, 군사목적 이용에 관한 10 U.S.C.A. §2281 등을 검색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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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지에 관해 연방헌법

수정 제4조 위반여부를 기존의 판례법을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을 뿐이

다.110) 예컨대 수사관이 영장 없이 피고인의 자동차에 GPS칩을 부착하여 그

위치를 추적한 사안에서, 뉴욕북부 연방지방법원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

동차에 대해 피고인의 privacy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로 수사관의 그 GPS칩 신호 감시가 연방헌법 수정 제4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고 판시하였다.111) 

주의 경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GPS를 이용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지

에 관해, 캘리포니아 주 및 네바다 주 헌법은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

는 입장이고 루이지애나, 오레곤, 워싱턴 등의 주 헌법은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112) 

110) 위 Kevin Keener, “Government Surveillance in Context, for E-mails, Location, and 
Video：PERSONAL PRIVACY IN THE FACE OF GOVERNMENT USE OF GPS”, p. 
476. 이 밖에 GPS 추적장치에 대한 사례를 다룬 판결들로 State v. Campbell, 759 P.2d 
1040(Or. 1988) ; State v. Jackson, 76 P.3d 217(Wash. 2003) ; People v. Lacey, 2004 
WL 1040676(Nassau County Ct. 2004) 등 참조.

111) United Staes v. Moran, 349 F. Supp. 2d 425, (2005). 참조.
112) 위 Kevin Keener, “Government Surveillance in Context, for E-mails, Location, and 

Video：PERSONAL PRIVACY IN THE FACE OF GOVERNMENT USE OF GPS”, p.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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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전자적 위치정보 추적 등 전산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 압수․수색이 영장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연방

헌법 수정 제4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진다. 그 심사기준은 주지하듯 당

해 위치정보에 대해 피처분자의 주관적인 privacy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지

하는 점과 사회적으로 그러한 기대를 합리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하는

두 가지 요건이다.113) 즉 위치정보에 대한 privacy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개

인의 기대가 사회적으로 보아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은 그 추적을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관하여 이 점에 관해 판시한 사례로 U.S. v Forest 

사건 판결을 들 수 있다.114) 피고인 Forest와 Garner가 마약단속국(DEA)에

의해 코케인 거래업자로 확인되었다. 마약단속국은 위 두 피고인간의 휴대

전화 통화내역을 감청하고 통신서비스 제공업체에게 모든 이용자 정보, 요

금관련 정보, 그 밖의 수사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는 법원의 영

장을 발부받았다. 마약수사관들은 피고인들을 눈으로 보면서 직접 감시하고

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러자 마약수사관들은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직접 피고인 Garner의 휴대전화번호를

눌러 수 회 통화를 시도하되 Garner의 휴대전화가 울리지는 않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마약수사관들은 위 서비스제공업체의 컴퓨터 데이터를 이용하여

어느 통신기지국에서 Garner의 휴대전화가 반응하는지 알게 되었다. 이를 통

해 마약수사관들은 피고인들의 차량 위치를 확인한 다음 그곳에서 눈으로

피고인들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113) 389 U.S. 347, 351(1967). 특히 361쪽의 Harlan 재판관의 보충의견 참조.
114) 355 F.3d 942(6th Cir. 2004). cert. denied, 125 S. Ct. 174(2004) ; 위에 든 Harvard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WHO KNOWS WHERE YOU'VE BEEN? PRIVACY 
CONCERNS REGARDING THE USE OF CELLULAR PHONES AS PERSONAL 
LOCATORS”, p.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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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마약수사관들이 취득한 데이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달라는 피

고인들의 신청에 대해 제6연방항소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신청을 기

각하였다. 즉, ① 통신기지국과 피고인 Garner의 휴대전화 사이에 오간 신호

를 비록 “통신”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유선” 또는 “구두” 통

신이라고 하기보다 “전자” 통신인 것은 분명하므로 증거능력을 배제할 법률

상115) 근거가 없다. ② 전자통신 privacy 보호법(ECPA)은116) 추적장치에 의

해 획득한 증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117) ③ 공공도로에서 자동차

로 이동하는 사람은 장소적 이동에 관하여 어떠한 privacy에의 합리적 기대

도 가질 수 없다.118) 이 사건에 있어 Garner는 셀 사이트(cell site)에 있는 데

이터에 관해 privacy에 대한 아무런 합리적인 기대도 가질 수 없다. 왜냐하

면 마약수사관들이 공공도로를 운행하는 Garner의 차량을 직접 육안으로 추

적하였더라도 그와 동일한 위치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Forest 판결은, 피고인들이 통신기지국 데이터에 관해

privacy 보호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비

판을 받고 있다.119) 피고인들은 마약수사관들에게 통신기지국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통화신호에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관적으로

privacy 보호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보통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나 이동상황을 휴대전화 기술로 추적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120) 

115) 18 U.S.C.A. §2518(10)(a) 참조.
116) 18 U.S.C.A. §3117 참조.
117) United States v. Gbemisola, 225 F.3d 753, 758(D.C. Cir. 2000)도 같은 결론임.
118) 수사기관이 무선호출장치(삐삐, beeper)를 클로로포름 통에 부착하였고 피고인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위 통을 차량에 싣고 도로를 운행한 사건에 관한 United States v. 
Knotts, 460 U.S. 276(1983) 참조.

119) 만약 그 장치(삐삐)가 부착된 통을 실은 차량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이후 수사

기관이 계속하여 위치를 추적하였다면 이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대해 갖

는 privacy에의 합리적 기대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United States v. Karo, 
468 U.S. 705.

120) 위에 든 Harvard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WHO KNOWS WHERE YOU'VE BEEN? PRIVACY CONCERNS REGARDING THE USE OF CELLULAR PHONES AS PERSONAL LOCATORS”, p.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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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초기 휴대전화 기술발전 단계에서 이동전화 이용자에 대해 연방헌

법 수정 제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았으나 오늘날 법원이나 의회

는 휴대전화 이용자도 불합리한 압수․수색에 대하여 위 헌법규정으로 보호

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즉 휴대전화를 이용한 통화에 대해서도 privacy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121) 

국가권력이 수사활동의 일환으로 개인의 전자적 위치정보를 추적할 때

그 수사권력을 통제하는 헌법상의 근거는 당연히 그 위치정보에 관련된 기

본권 조항들이다. 수사기관의 개인 위치정보 추적 수사활동으로부터 보호되

어야 할 기본권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1) 의의와 연원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정보의 조사․취급의 형태, 정보의 내용, 정보

처리의 형태를 불문하고 자신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정보를 조사․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그 범위 및 목적 등에 대하여 그 정보의 주체인 개

121) People v. Leon, 32 Cal. Rptr. 3d 421(Cal. App. 2d Dist. 2005), 36 Cal. Rptr. 3d 125, 
123 P.3d 155(Cal. 2005), 그리고 40 Cal. 4th 376, 53 Cal. Rptr. 3d 524, 150 P.3d 
207(2007) 참조. (피고인은 그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에 대해 연방헌법 수정 제4조상

의 privacy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을 갖는다. 피고인이 비록 휴대전화 회사를 기망하

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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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22) 이 권리에는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알릴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권뿐만 아니라 그 후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운명을 추적하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정보를 사용하는

것도 이 권리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게 된다.123) 

독일연방 헌법재판소는 1983년에 이른바 國勢調査判決(Volkszählungs-

entscheidung)을 하면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 이

情報에 대한 自己決定權(Rechts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을 인정

하기 시작하였다.124) 현대적인 정보처리 기술조건 아래에서 위와 같은 情報

에 대한 自己決定權은 개인이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결정

의 자유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 나오기 이전인 1980년에 經濟協力開發機構(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privacy 保護와 私的 데이터의 國際

的 移轉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8개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125)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원칙은 여전히 유용하

122) 도대체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privacy권의 헌법상 근거조문이 어디인지, 두 개

의 기본권은 서로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하는 점에 관한 지나친 이론적 空論의

논쟁은 이 글의 주요 관심대상이 아니다. 본문의 다음 (2)에서 보는 우리 헌법재판소

의 견해 참조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들어있는 하나의 권

리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포괄하는 권리로 이해해야 한다

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기초로 한 일반적 인격권

과 헌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 privacy를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기본권으로서 헌

법 제17조보다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설명하는 견해로, 백윤철, “헌법상 자기결정권

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9권 3호(2003), 229쪽. 
123) 정태호, ‘개인정보자결권의 헌법적 근거 및 구조에 대한 고찰’, 헌법논총 제14집

(2003), 407, 8쪽.
124) BVerfGE 65.
125) ① 收集制限原則：정보수집은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적절하다면, 정보주체가 알게 하거나 그의 동의를 얻어 수집하여야 한다. ② 情報 內容과品質에 관한 原則：정보는 이용목적에 관련성을 갖고 있는 정보여야 하며, 그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正確하고 完全하며 最新인 정보이어야 한다. ③ 目的特定原則：정보수집목적은 늦어도 수집시점까지, 즉, 그 수집시점 이전에 명확하게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의 이용은 그와 같이 특정된 목적에만 한정되어야 하고, 후에 그 당초의 목적과 모순되지 않는 목적으로 이용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이용목적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그 목적으로만 당해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④ 利用制限原則：위 目的特定原則에 의해 특정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수집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열람케 하거나, 사용하거나, 제공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⑤ 安全保護原則：개인정보는 消去, 부당한 access, 파괴, 이용, 수정, 공개열람 등의 위험에대처하기 위해 합리적인 안전보호조치에 의해 보호되어야만 한다. ⑥ 公開原則：개인정보에 관련된 개발․운용 정책 등은 공개되어야 한다. 즉, 개인정보의 존재와 성격, 주된 이용목적, 정보 controller가 누구이고, 그의 주소가 어디인지를 쉽게 알 수있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⑦ 個人參加原則：개인이 갖고 있는 네 가지권리를 일컫는 원칙인데, 그 네 가지 권리란, (a) 정보 controller가 특정 개인에 대한정보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에 관해 정보 controller 이외의 자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있는 권리, (b) 자기에 관한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비용․방법, 그리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 등에 의해 알 권리, (c) 위 두 가지 권리에 기한 청구가 거부되었을 때 그 이유를 알고, 그 거부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d) 자신에관련된 정보에 이의를 신청하여 그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당해 정보를 消去․訂正시키거나 完全하게 만들 수 있는 권리 등을 일컫는다. ⑧ 責任原則：정보 controller는 위 일곱 개 원칙이 준수되지 않으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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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적용된다고 하겠다.126)

(2) 우리 헌법재판소의 견해

우리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

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

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

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

권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 등 여러 규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

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두 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정보에 대한

126) 樋口範雄(ひぐち․のりお), 個人情報に關する法的課題(上)－EU指令と通産省ガイド

ラインとの比較の試み, ジユリスト(1998. 11. 15.), 55面 ; 이상의 점은 오기두, “컴퓨

터에 저장된 금융정보추적의 제문제”, 대검찰청, 검찰 통권 111호(2000), 187～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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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

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127)

(3) 정보기술 시스템 자체에 대한 기본권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더불어 주목해야 할 새로운 개념의 기본권이

‘정보기술 시스템의 신뢰성과 완전성에 관한 기본권’이다.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개인적 데이터 또는 개별적인 통신과정의 보호에 초점을 둔 반면, 

‘정보기술 시스템의 신뢰성과 완전성에 관한 기본권’은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개성신장의 기본조건인 정보기술 시스템 전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

다. 이 새 기본권은 정보에 대한 침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보기술 시스

템의 안정 그 자체에 관한 포괄적 기본권이다. 즉 정보기술 시스템 이용자

가 스스로 생성하여 저장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에 기초해 그

정보기술 시스템 자체가 생성해 내는 데이터까지 포함된 다수의 다양한 데

이터가 그 시스템에 저장된다. 그리고 그 저장된 데이터가 제3자에 의해 이

용되는 과정에서 그 정보시스템의 신뢰성이나 완전성이 침해된다면 그것만

으로도 당해 데이터 주체의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것이다.128) 개인의 전

자적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추적 수사활동도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성과 완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4) 사기업체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적 위치정보와 정보에 대

한 자기결정권

기본적으로 개인 위치정보는 사기업체인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

스사업자에 의해 주로 수집된다. 국가기관이 그 위치정보를 수집, 관리, 저

장한다면 그에 대해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함에 문제는 없다. 사적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위치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나 정보기술 시스템에

대한 기본권 대상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기본권의 제

127) 헌재 2005. 5. 26. 선고 2004헌마190.
128) 1BvR 370/07, 1BvR 595/07 [178] ; 명재진, “IT(정보기술) 기본권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헌법논총 제20집, 296쪽, 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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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효 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그러한 사적 업

체 컴퓨터 내에 전자적으로 저장된 위치정보를 추적하는 수사활동을 폈을

때는 그 수사활동 자체가 공권력 작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정보에

관련된 기본권 조항을 직접 적용해야 한다. 

전자적 위치정보를 추적하는 수사활동에 관하여 가장 중요하게 거론해야

할 기본권은 privacy권이다. 개인위치정보의 유출 등 오용 및 남용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

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이다.129) 그러나 오늘날의 전자정보시대에는 모든 국민들이 언제나 감

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래서 privacy가 전혀 없는 사회가 될 위험성이

상존한다. 2010년대의 현대 사회는 국가에 의한 개인 생활영역에의 물리적

침입보다 보다 미묘하고 보다 더 깊숙이 침입할 수 있는 정보기술의 발전이

문제되는 사회이다.130) 사인의 전자적 위치정보가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사

이에 수사기관에 의해 추적되면 그것은 바로 그 사인이 체재하고 있는 사생

활 영역에 대한 국가의 침해를 가져온다.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

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고, ‘사생활의 자

129) 헌재 2002. 3. 28. 2000헌마53, 판례집 14-1, 159, 164.
130) 이에 관해서는 Osborn v. United States, 385 U.S. 323, 341(1966)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 Douglas 재판관의 반대의견[“우리는 privacy가 전혀 없는 시대로 급속히 진

입하고 있다. 이 시대에는 누구나 감청에 언제든 노출되어 있다.”(“[w]e are rapidly 
entering the age of no privacy, where everyone is open to surveillance at all times)] ; 
Olmstead v. United States, 277 U.S. 438, 473-74(1928) 사건에서 같은 법원 Brandeis 
재판관의 반대의견[”현대의 기술진보는 물리적 침입보다 더욱 미묘하고 더 정도가

심한 privacy에의 침입수단을 개발함을 의미한다.“([s]ubtler and more far-reaching 
means of invading privacy”)]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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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131)132) 그러므로 인격적인 침해로 이어지는 사생활 영역

에 대한 국가의 침해는 정당화를 요구하게 되고, 국가는 이러한 정당화 의

무 속에서 과잉적 권력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privacy권에 대한

침해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기술 이용 시에 더욱 빈번히 마주치게 된

다.133) 정보화 사회에서는 특히 사이버 감시의 증가로 인해 개인의 생활영

역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134)

예컨대 휴대전화 이용고객의 경우 비록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통화

내역이 통신기지국에 기록되는 것을 막연히 인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구체

적으로 자신의 위치정보가 통신서비스 제공업체에 의해 자동적으로 수집되

고135) 영구적으로 보존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더욱

이 수사기관이 통신서비스 제공업체의 협조를 얻어 자신의 위치정보를 삼각

측정법으로 알아내도 흔쾌히 이를 용인하겠다고 여기는 사람은 드물 것이

131) 헌재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 헌재 2001. 8. 30. 선고 99헌바92 등. 
132) 사생활상의 비밀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 의하

여 탐지되거나 발각되는 것을 기피하고 나아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서 그것이

강제적으로 공개되는 것도 불원하며 그것이 외부에 공개되었을 때 수치심을 느끼

게 되고 명예심에 상처를 받게 되며 결국 그 점에서 불행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행복추구권도 침해당하는 결과가 된다. 그와 같은 사생활 은폐권은 우리 헌법 전문

과 제10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헌법정신에 비추

어 볼 때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생활영역에 대하여서는 국가는 최대한도로 각 개

인의 이성과 양식에 따른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온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

는 그러한 사생활의 영역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부당히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함

과 동시에 국가 스스로도 그 분야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최대한으로 자제하여야 하

며, 같은 이유에서 사생활 분야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의 발동도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할 것이다. 헌재 1990. 9. 10. 선고 89헌마82.
133) 사용자이름이나 접근암호를 입력해야만 피고인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다면, 피고

인은 그 컴퓨터에 대해 합리적인 privacy에의 기대권을 갖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

다. U.S. v. Ray Andrus(2007), 제10 연방항소법원의 McKay 판사의 소수의견 참조. 
483 F.3d 711. 

134) 명재진, 위 논문, 313쪽.
135) 이에 관해서는 미국 텍사스 남부연방지방법원 Stephen Wm. Smith 부판사의 2005. 

10. 14.자 다음 결정문 참조. In re Application for Pen Register and Trap/Trace Device 
with Cell Site Location Authority, 396 F.Supp.2d 747, S.D. Texa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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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지도 않고 단지 수동적으로 걸려온 전화만을

받은 사람이거나 걸려온 전화에 아예 대꾸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더욱 그

러하다. GPS칩을 꺼버려 자신의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

다. 이들의 privacy에 대한 기대는 사회적으로도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여 보

호해 주어야 한다.136) 특정시간에 특정위치에 존재하였다는 것 자체가 사생

활의 중요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137) 휴대전화를 걸거나 받은 사

람이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에 있었다면 더 더욱이 그들의 privacy를 보호해

야 함은 물론이다. 

개인이 공공장소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위치정보에 관한

privacy에의 보호기대를 완전히 포기하였다고 하기도 어렵다.138) 공공장소에

나왔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마주보고 침묵한 채로, 또는 群衆속의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거닐고 이동하며 스스로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즐기고 반추하는 것을 간섭받지 않을 권리, 즉 남으로부터 “혼자 있는 것을

간섭받지 않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는139) 보장받아야 마땅하다. 자신

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누군가가 계속하여 추적하고 그 추적정보를 어딘가에

저장해 두어 그들이 필요하면 언제든 그 정보를 분석, 가공하고 이를 유출

하거나 이용하더라도 괜찮다고 용인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어느 특정 시

점에 어느 거리를 방문하여 어떤 행동을 무심결에 한 후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 거리모습,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그날 우리가 이용한 승용차

번호 등 모든 장면이 담긴 입체동영상을 어떤 통신업체가 수집하여140) 이를

136) 같은 취지, 앞서 든 Harvard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WHO KNOWS WHERE 
YOU'VE BEEN? PRIVACY CONCERNS REGARDING THE USE OF CELLULAR 
PHONES AS PERSONAL LOCATORS”, pp. 313～314.

137) 그래서 개인위치정보는 고도의 ‘민감정보’(sensitive information)라고 할 수 있다. 함
인선,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적 고찰”, 7쪽.

138) Katz, v. United States, 389 U.S. 347, 351-52(1967).
139) Samuel D. Warren & Louis D.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4 Harv. L. Rev. 193, 

205(1890).
140) 2010. 8. 12.자에 실린 국민일보 10쪽 기사에 의하면 구글 맵스의 Street View는2007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거리 모습을 정밀 실사해 사람 모습, 자동차 번호판 등이 그대로 노출되게 해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미국 전자사생활정보센터(EPIC)의 법률고문인 존 베르디는 “스트리트 뷰 서비스는 예전의 순간적인 정보를 수집해 영구적인 것으로 만든다.”면서 “누구나 산책하고 운전하면서자신의 모습을 노출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데이터베이스화돼 일반에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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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컴퓨터 서버에 영구히 저장해 두고, 종합하고, 분석하고, 가공하여

자신들의 영리목적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라. 아니 그 정보를 국가권력

기관의 수사관이 자신의 사무실 책상에 앉아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여 쉽사

리 검색하여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라. 끔찍하지 않은가? GPS칩 등

위치정보 추적장치의 부착을 통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는 수일간의 개인 위

치 추적이 당사자도 모르는 새에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정보사회의

상황이다. GPS에 의한 위치추적은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추적된 위치정보는 개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친구를 만나는

지, 어떤 모임에 가입해 있는지, 이동 습관은 어떤지, 그에게 무언가 이상한

점은 없는지 등 광범위한 사항을 알 수 있게 해 준다.141) 그 정보들을 종합

하여 국가는 개인의 재정상태가 어떠한지, 직업적인 지위는 어떠한지, 정치

적 성향은 어떠하고 정치적인 동료는 누구인지(특정 정치집단의 행사에 자

주 참석한다면), 그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의 종교

는 무엇인지(특정 교회나 예배장소에 자주 들른다면),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의 로맨틱한 관심사는 무엇인지(게이 바나 스트립쇼

클럽에 자주 들른다면), 건강상태는 어떠한지(에이즈에 감염되었거나 낙태를

하러 특정 병원에 자주 간다면) 등등을 알아낼 수도 있다.142) 그것은 공공장

소에서 단지 타인의 눈(naked eye)에 보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143) 공공장소에서 그러한 감시를 당한다면 개인은 그 감시자에게 항의

141) State v. Jackson, 76 P.3d 217(Wash. 2003), at 223. 
142) California v. Greenwood(1988) 사건에서 피고인이 거리에 버린 쓰레기봉투를 수색한

수사기관의 행위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Brennan 재판관의 반대의견 참조. 486 
U.S. at 50-51. 

143) Kyllo v. United States, 533 U.S. at 29 참조[피고인의 집에서 방출되는 열을 수사기

관이 열영상기(thermal imager)로 추적․획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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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수도 있고 그 감시를 피하여 私的 場所로 도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GPS에 의한 위치추적, 그것도 수사기관이 어떤 개인을 수사하여 처벌할 목

적으로 몰래 하는 위치추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기회가 없다. 

이렇게 국가로부터 감시당함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개인의 자유 제한은

매우 심각하게 된다. 자칫 大兄(big brother)이 언제나 사람들의 움직임을 감

시하여 기록하는 전체주의 사회인 오세아니아(Oceania)로144) 변질될 우려가

더욱 커진 것이 오늘날 상황이다. 개인은 그의 모든 이동상태 하나하나가

추적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관한 헌법

적 보호가 부여되어야 한다.145) 그렇지 않으면 개인은 그 장소적 이동에 관

하여 국가로부터의 감시를 두려워하여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세를 취함으

로써 인간으로서 가진 잠재능력을 완전히 개발하는데 방해를 받을 것이다. 

개인의 행동이 관찰되고 기록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

한다는 개인의 자유 관념은 소멸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고도 정

보기술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기술발전 以前에 누리던 개인의 privacy

권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위치추적 수사활동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privacy에 대한 헌

법적 보호가 부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

에 의해 사법권을 부여받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야 한다. 수사기

144) George Orwell, 1984 (1949).
145) 미국 오레곤주 대법원은 오레곤주 헌법상 보호되는 privacy는 반드시 그에 대한 기

대가 사회적으로 보아 합리적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단지 privacy 주체가 그

에 대한 권리를 갖는지만 요건으로 한다면서, 공공도로에 나온 경우 privacy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연방대법원의 Knotts 판결(United States v. 
Knotts) 적용을 거부하고 영장 없이 피고인의 자동차에 GPS 칩을 몰래 부착한 수사

기관의 행위는 오레곤주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State v. Campbell, 759 P.2d 
1040(Or. 1988). 같은 취지의 워싱턴주 대법원 판결인 State v. Jackson, 76 P.3d 217 
(Wash. 2003), 뉴욕주 나쏘 군법원의 판결인 People v. Lacey, 2004 WL 1040676 
[Nassau County Ct. 2004 ; 뉴욕주 헌법 제1조 제12항은 전화나 전신 통신에 대한 불합

리한 감청에서 자유로울 권리(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against unreasonable 
interception of telephone and telegraph communications)를 규정하고 있다.],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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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수사 필요성 만에 의해 그 기준이 정해지면 안 된다.146) 수사대상인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헌법상 무죄로 추정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147) 

국민은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가질 뿐 아

니라 헌법 제14조가 정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도 가진다.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다.148)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

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149) 그리고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거주와 체류지를 정할 수 있는 자유로서 정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개성신장을 촉진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다른 기본권들의 실효성을 증대시켜주는 기능을 한다.150) 또

한 헌법 제16조가 정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개인이 신체적으로 장소를 이동한 흔적이 전자적으로 저장된 위치정보는

바로 이러한 국민의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를 표상하는

정보이다. 그에 대한 침해나 제한은 바로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제한하

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추적에도 기본권 제한 근거인 헌법 제37

146) 같은 취지로 판시한 Johnson v. United States, 333 U.S. 10, 14(1948) 참조. (“When the 
right of privacy must reasonably yield to the right of search is, as a rule, to be decided 
by a judicial officer, not by a policeman or Government enforcement agent.”).

147)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 참조.
148) 헌재 1992. 4. 14. 90헌마82, 판례집 4, 194, 206.
149) 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74.
150) 헌재 2004. 10. 28. 2003헌가18, 판례집 16-2하, 86, 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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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

고 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통신은 다른 사생활의 영역

과 비교해 볼 때 국가에 의한 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큰 영역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포섭될 수 있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통신의 자유를 헌법이

별개의 조항을 통해서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도 국가에 의한 침해의

가능성이 여타의 사적 영역보다 크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에서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음향, 문언, 부호 또는 영상의 송․수신 행위는 ‘통신’이라고

볼 것이며, 따라서 정보통신망에서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송․수신

에도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151) 통신의 비밀 보장은 여러

가지 통신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의사 및 정보교환의 비밀을 보장해 주

는 것을 의미한다. 그로써 사회구성원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는 기능을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제반 실생활상

정보교환이 가능해진다. 오늘날 휴대전화(핸드폰)로 대표되는 통신기기의 기

능의 다양화는 통신의 자유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킨다. 전화통화 뿐만 아

니라, 문자메시지, 이메일 교환을 통해 다양한 의사교환이 이루어져 국민여

론형성과 개성신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152)

헌법상 통신의 비밀보장은 목적론적 해석에 의해 모든 형태의 통신수단

151) 헌법 제18조의 통신비밀에 관한 자유권은 사람의 사생활영역이 주거에 국한되지

않고 공간적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려는 규정이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신비밀의 보장은 통신행위에 의하여 개인 간에 자유로운 의

사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표현행위의 기초 내지 전제가 되며, 이처럼 표현행위는 의

사형성의 과정과 관련이 있는 만큼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헌재 2001. 3. 21. 2000헌바25, 판례집 3-1, 658. 이상은 오기두, ‘수사상

전자통신자료의 취득에 관한 헌법적 문제’, 384쪽에 의함. 
152) 이상은 명재진, 위 논문, 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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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그 비밀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는 정보교

환의 사상적 내용, 통신인접상황, 통신의 원인과 방법 등에 대해서까지도 미

친다고 보아야 한다.153) 즉 구체적인 통신관계의 발생으로 야기된 모든 사

실관계, 특히 통신관여자의 인적 동일성, 통신장소, 통신시점, 통신시간 등에

대해 기본권으로서 통신의 비밀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154) 따라서 통신사

실 확인자료의 추적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탐색 수색활동도 이러한 통신

비밀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다. 오늘날의 유무선 인터넷 시

대에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은 뛰어난 대중적 발언의 수단이자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필수적 도구가 되었다. 그러므로 인터넷 등 컴퓨

153) 2010. 3. 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자적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데이터(Verkerhsdaten)
를 6개월간 저장하도록 한 현행 전기통신법 및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무효라며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한 전기통신법상 규정들은 우리나라의 통신

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저장 규정과 유사하다. 특히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g조 1항 1문은 형사소추의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데이터의

수집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형사소추기관은 우선 구 형사소송법 제100g조
에서와 같이 전기통신법 제96조를 근거로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저장한 통신데이

터에 접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100g조는 전기통신법 제113a조에

의하여 예방용으로 저장된 데이터의 수집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규

정은 다음과 같이 헌법에 위반된다. 즉 ① 독일 기본법 제10조 제1항의 통신비밀을

침해한다. 위 기본법규정에 의한 보호는 통신의 내용만 포섭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

려 통신과정의 상세한 상황에 대한 신뢰도 함께 보호한다. 상세한 상황이란 특히

언제 얼마나 자주 어떤 사람과 어떠한 통신시설 사이에서 통신이 이루어졌는지 또

는 시도되었는지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② 데이터의 안전성에 관한 규정, 데이터

이용의 목적과 투명성 및 법적 보호에 관한 규정 등이 헌법상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례성원칙에 상응하는 규정의 형성에 전체적으로 결함이 존

재한다는 것이다. 이상은 박희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저장과 통신비밀의 침해

(上)(下)－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10년 3월 2일 위헌 결정(BVerG 1 BvR 256/08 vom 
2. 3. 2010)의 전문”, 법제처 월간법제 2010. 5월 및 6월호.

154) 오기두, ‘수사상 전자통신자료의 취득에 관한 헌법적 문제’, 3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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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통신망을 통한 표현에 관해서는 정부의 침입으로부터 고도의 보호를 받

아야만 하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얻는 순기

능은, 수많은 의견의 거침없는 표현 및 상호비판과 그것을 통해 불합리하거

나 부적절한 의견을 소거하여 최선의 답을 찾아 나가는 정화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침해는 국가안보 목적이나 범죄수사 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며, 그 침해의 절차도 영장주의의 원칙

등 적법절차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헌법재판소도 인터넷이

야말로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며,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喝破한 바 있

다.155) 분권적이고 개방적인 인터넷의 구조야말로 언론자유의 진정한 보호

자인 것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

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156) 

전자적으로 컴퓨터 통신망에 저장된 위치정보를 수사기관이 만연히 추적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이러한 표현의 자유 보장에 의한 민주주의 발전에

큰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망과 같은 분권적이고 개

방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에서 언론자유의 가치가 전면적으로 실현되기 위

해서는 익명표현의 자유마저 언론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인정되어야 한

다.157) 만약 익명으로 인터넷 등에 의견을 표현한 사람이 수사기관의 전자

적 위치 추적을 통해 쉽사리 검거될 수 있다면 그러한 익명표현의 자유는

위축되고 말 것이다. 컴퓨터 통신망에 전자적으로 저장된 위치정보 추적활

동과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권 보장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이

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155)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판례집 14-1, 616, 632.
156) 오기두, ‘수사상 전자통신자료의 취득에 관한 헌법적 문제’, 390쪽.
157) 정재황,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

13권(2002),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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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직업선택 및 수행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5조). 법인에 대

한 기본권 주체성의 인정 근거를 법인배후에 있는 자연인의 기본권 보장 차

원에서 찾든 법인자체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찾든158) 수사기관의 전자적

위치정보 획득 수사활동은 그 위치정보를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위치정

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 법인이나 개인의 직업수행의 자유권

을 제약한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전자적 위치정보에 대한 수사권 행사의 헌

법적 범위를 정하는 선을 그어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

하여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제18조 제

1항),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는 경우(제19조 제1항), ③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제21

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④ 14세 미만 아동의 개

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제25조 제1항)에는 법

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⑤ 8세 이하의 아동, 금치산자 등의 생명

또는 신체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을 하는 경

우(제26조 제1항)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59) 

이러한 “동의”의 문제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수사의 방식

으로 위치정보를 추적하지 않고, 수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임의수사의 방

158) 헌법재판소, 기본권의 주체, 헌법재판연구 제20권(2009), 179쪽,
159) 이에 관한 여러 법률적 문제를 언급한 문헌으로 위 함인선, “정보사회에서의 개인

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적 고찰”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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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에 문제될 수도 있다. 이는 또한 수사에 관련하여

당해 위치정보 주체가 그 정보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하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이러한 문제는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내역 추적 수사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160) 

수사과정상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그 위치정보를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당해 위치정보주체가 그에 동의하면, 이는 임

의수사의 방식에 의한 위치정보 추적으로서 허용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위

치정보 주체의 동의는 개별적인 수사협조요청에 의해 그때그때마다 별개로

행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치정보주체가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자

신의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수사기관에 의한 추적에서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을 포기하였다고 의제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도 스스

로에게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정을 알면서 자신의 위치정보를 수

사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헌법상 인정

되고 있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헌법 제12

조 제2항) 권리의 당연한 내용이라고 해야 한다. 

위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통신사실 확인자료161)에 관해서도 비록 동의

에 의한 privacy권 포기를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신체활동의 자유나 통신

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권 일반을 포기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즉,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① 그 기술적 정확성에 있어서 위치정보의

노출가능성이나 노출범위가 GPS 등에 의한 위치추적 정보보다 뒤지고, ②

위치정보를 수집․저장․분석․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

체인 위치정보시스템162)에 의해 관리되지 않으며, ③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

160) 이에 관해서는 오기두, “컴퓨터에 저장된 금융정보 추적의 제문제”, p. 210～212. 
161)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가호 내지 사호. 
16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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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통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순간 이미 그에 대한 privacy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163) 등에 비추어 동의에 의한 privacy권 포기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통신주체인 위치정보주체가 수사기

관에까지 그 위치정보를 넘겨주어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위치정보업자 등에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위치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감으

로 인해 그 위치정보주체는 수사 및 재판이라는 고통의 긴 여정을 거쳐야

하고, 그 결과로 생명, 신체, 재산 등에 관한 기본권을 형벌의 형태로 박탈

당할 수도 있다. 그러한 점까지 감수하면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수집, 관리하도록 위치정보주체가 동의하여 관련된 기본권을 포기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지금까지 실체적 측면에서 전자적 위치정보에 대한 수사활동과 기본권

보장원리들을 고찰하였다면 이제 절차적인 측면에서 수사활동의 제한과 전

자적 위치정보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살펴보자. 그것은 바로 적법절차의 원

칙에 입각한 헌법상의 영장주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

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압수․수색을 받지 아니하며

…”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

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163) 오기두, “수사상 전자통신자료의 취득에 관한 헌법적 문제”, p.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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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나아가 주거의 자유권을 규정한 헌법 제16조도 주거에 대한 압

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

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

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12조 제3항이 정하는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영장주의란 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

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데

에 있다.164)

(1) 의 미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합리

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절차와 관련시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절차의 전반을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규율하여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천명하고 있는 것으

로 이해하여야 한다.165) 또한, 현행 헌법이 명문화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

칙은 단순히 입법권의 유보제한이라는 한정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해석되어야 할 원

164) 헌재 1997. 3. 27. 96헌바28등, 판례집 9-1, 313, 320.
165) 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76-877 ; 1996. 12. 26. 94헌바1, 판례집

8-2, 808, 819 ; 1994. 12. 29. 94헌마201, 판례집 6-2, 510, 528 ; 1997. 3. 27. 96헌가11, 
판례집 9-1, 245,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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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이다.166) 

(2) 법률의 근거와 위치정보 추적

현재 GPS를 이용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수집한 전자적 위치정보는 통

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에 통신사실 확인자료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그

것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위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어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

을 뿐이다.167) 이 법률안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1호의 ‘위치정보’를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포함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

하여는 ① 기술발전을 입법으로 보완하기 위한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찬성

입장과168) ② 통신비밀 및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의 개입가능성 확대의 우려

가 있다는 반대 입장이169) 대립하고 있다. 이를 검토한 국회 법제사법위원

회 수석전문위원은 “정보통신기기와 관련된 ‘위치정보’는 대부분 통화내역

등 다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더불어 법원의 사전․사후 엄격한 통제 하에

범죄수사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에 명시하여 규정

하는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170) 필자

로서는 위치정보 추적 수사활동을 법외의 영역에 방치하는 것보다 법원의

영장심사에 의한 엄격한 통제 하에 둘 수 있도록 위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위치추적 요건과 절차는 위 개정안보다 더욱 엄

166) 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76-878.
167) 국회의장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2008. 10. 30. 국회에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50호) , 이 법률안은 2010. 8. 
10. 현재에도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 
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Q0H8K1M0Y3E0A1I8G0Y7Z3R8
U3G6T6&list_url=/bill/jsp/MooringBill.jsp%3F. 참조.

168) 한국법제연구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이한성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2008년 11월 참조 ; 2009.2.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한규의 검토보고서.
169)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07. 12. 17. 참조 ; 참여

연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0호, 이한성의원 대표발의)” 
심사 관련 참여연대 의견서 , 2008년 11월 참조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신

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한성의원 대표발의) 의견서 2008년 11월 참조. ; 2009. 2. 법제

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한규의 검토보고서.
170) 위 2009. 2.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한규의 검토보고서, 9～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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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형태로 법률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위치추적을 하는 수사

활동이 허용되는가 하는 점에 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강제처분 법

정주의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전자적으로 저장된 위치정보를 추적하는

수사활동은 개인의 privacy권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그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행하는 추적활동은 강제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아

직 위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행한 위치정보 추적 수사

활동은 그것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취득의 요건이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헌법상의 강제처분 법정주의, 나아가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헌

적인 수사활동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이나 통신비

밀보호법 등 법률에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행해진 강제처분으로서 위법한

수사활동이라는 평가도 할 수 있겠다.171) 

171) 2009. 1. 22.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는바, 이 의견도 아직 통신비밀보호법에 위치정보를 통신사실 확인자료로
규정하지 않는 한 그 추적을 위한 강제처분 성격의 수사는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전
제로 하고 있다. 

1.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의 추가(법률안 제2조 제11호 아목) 
법률안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활용한 위치정보가 범인의 검거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의 장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실확인자료에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위치정보”를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민의
privacy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첫째, 종전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 12. 17. 결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GPS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 등 GPS 응용
제품을 사용하는 자의 위치정보가 근접 5미터 거리까지 세밀하게 추적이 가능하여, 
수사기관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 수사대상자의 내밀한 사생활 정보까지 추적되고 공
개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둘째, 수사기관은 GPS 위치정보를 이용한 수사는 범인검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
여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하나, 최근 촛불집회시위의 수사에서 위
치정보 추적 대상자를 넓게 지정하고, 매 10분단위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수사의 효율성만을 이유로 위치정보를 이용한 수사가 오․남용될 위
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개인이 특정시간, 특정위치에 머물렀던 정보는 사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은
밀한 부분으로서,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일반 개인식별 정보에 비하여 고도로
민감한 privacy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필요와 의도에 따라 범죄와 무관한 사생
활 정보마저 실시간으로 수집․이용된다면 개인의 사생활이 철저히 파괴될 수도 있
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안 제2조 제11호 아목과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는 것은 국민의 privacy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H0K9D0Y2R2L 
7F1P8Y5E4F1I5Z4S2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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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약 수사기관이, 그 위치정보 추적 활동이 현행법상으로도 허용

된다는 견해에 입각하여 위치추적을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심사기준을 설

정해야 한다. 이처럼 위치정보 추적을 한 특정 수사활동을 허용하는 법률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데도 수사기관이 그러한 수사활동을 폈을 때 그 수

사활동의 위법성이나 위헌성을 평가할 때에도 이 글에서 주장하는 여러 심

사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위 개정안과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다면 더 더욱이 그러하다. 또는, 위치정보 추적이 현행 통신

비밀보호법에 포섭될 수 있을 정도이고 같은 법 제13조에 의해 법원의 허가

를 받거나,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 요건이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

장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 규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다면 허용되는 수

사활동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적법요건을 판단할 기준도 설정해야 한다. 또

한 전자적 위치정보 추적이 그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해질 때 영장주의

를 적용해야 하는지, 적용한다면 그 기준이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하는 경우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들 모든 경우에 대하여 이 글에서 전자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영장주의나 그에 대

한 합헌성 심사기준이 적용될 수 있겠다. 

수사기관에 의한 전자적 위치정보 취득은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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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위와 같은 적법절차의 원리와 영장주의에 따라야 한다.172) 법관의 영

장 발부 재판 자체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원칙이나 그 밖의 헌법원리에 합

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그 영장을 집행하는 행위도 합헌적이어야

한다. 비록 영장발부 재판이나 그 집행행위에 대해 재판소원의 문제나 보충

성의 요건으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청구에 대한 심판 등을 통해 관

여할 여지가 적다고 하더라도 이 점은 강조되어야 마땅하다. 헌법은 헌법재

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법관이나 검사, 경찰관들

을 포함한 모든 국가공무원들의 권한행사의 근거가 되는 제1차적 典範이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절차마저 전자화 되어 가는 마당에173) 오늘날의 전자소

송시대를 영위해 가는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들은 전자적 개인위치정보에

관련된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의식을 한층 투철하게 가져야 할 것이다. 

전자적 위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적법절차 조항의 형식은 영

장주의를 적용함에 의하여, 그리고 그 내용은 수사활동의 비례성 확보에 의

하여 구현된다. 먼저 영장주의에 관해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114조, 형사소송규칙 제107조는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172) 미국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GPS 위치추적과 영장주의 적용에 관해 입법론적 제안을

한 문헌으로 April A. Otterberg, “GPS TRACKING TECHNOLOGY：THE CASE FOR 
REVISITING KNOTTS AND SHIFTING THE SUPREME COURT'S THEORY OF THE 
PUBLIC SPACE UNDER THE FOURTH AMENDMENT”, p. 703 참조. 

173) 2009. 12. 국회를 통과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

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0. 7. 12.부터 음주․무면허 운전 등의 약식

기소사건에 관하여 수사부터 기소, 약식명령, 형집행에 이르는 전과정을 전자화하

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전국의 경찰과 검찰, 법무부(http://www.kics.go.kr), 법원

(법원의 경우는 2010.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처음 오픈하였고, 2010. 7. 12. 전
국법원에서 오픈하게 되었다) 등에 개통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전자소송의

편의성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되고 전통적 가치인 권력분립과 개인의 기본권

보장의 한계 안에서 그 재판제도를 이용하려는 기본시각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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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물건을 특정하여 영장에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영장의 금지원칙을 규정

하고 있다. 여기서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통적인 압수․수색에 대

하여 사인의 전자적 위치정보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전자적 위치정보 자체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 대상물로서는 유체물이 아니어서 일응 부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사실무상의 필요성마저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당해 전자적 위치정보에 대한 수색 내지 검증 활동은 넓은 범위에서 허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정보의 압수는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을

담고 있는 전자기록물이 아닌 한 그 위치정보를 담고 있는 전자기록물에서

당해 범죄에 관련된 위치정보만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수색 및 압수활동에서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

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것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획득에 의한

휴대전화의 위치추적 뿐만 아니라 GPS를 이용한 위치정보 취득 등 모든 전

자적 위치정보 수집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에 대한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도 피내사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종래 이른바 ‘내사’와

‘수사’의 구별기준에 관해, 즉 피의자가 되는 시기(始期)를 정하는 기준으로

수사기관의 ‘입건’ 유무에 의하여 결정하는 형식설과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가 있다’고 판단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실질설의 대립을 상정하고 있

었다.174)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검찰청 등의 사건접수부에 사건을 등재하는

이른바 ‘입건’을 하기 전인 ‘내사’ 단계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대상자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을 외부적으로 표출하는 일련의 조치

174) 신동운, “내사종결처분의 법적 성질 -헌재 2002. 10. 31. 2002헌마369-”, 헌법실무연

구 제5권(2004), 3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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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하였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보고 있다.175) 사견

으로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나 법률상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입장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176) 

이는 결국 영장실무상으로 위 대법원과 같은 견해를 따른다는 의미이다. 따

라서 수사기관이 이른바 피내사자의 전자적 위치정보를 추적하기로 한 순간

그 피내사의 헌법상 권리인 privacy권 등을 침해하는 중대한 상황을 만든 것

이므로 형사소송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사

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하겠다. 

피의자의 전자적 위치정보를 추적하려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청

구가 있으면 판사는 ① 그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근거가 있다면, 우선 ②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 발부요건을 심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자적 위치정보 추적 영

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판사로서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는지를 우

선 심사해야 한다. 따라서 그 범죄 혐의사실의 구체성 및 중대성, 법정형, 

당해 위치정보 추적으로 인한 피의자나 위치정보 소지․보관자의 법익 침해

가능성, 다른 증거수집방법의 존부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탐문을 토대로 한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추측, 의견만이 기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영장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진위를 확인

할 수 없는 출처불명의 소문, 풍문 등을 수사기관이 영장청구의 근거로 든

175)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판결 등 참조. 
176) 2004. 6. 4. 헌법재판소에서 개최된 제46회 헌법실무연구회에서 신동운 교수가 발표

하신 위 “내사종결처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필자가 토론한 내용 참조. 헌법실무

연구 제5권 (2004), 417～4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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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여도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불특정 범죄사실

이나 불특정 피의자에 대하여 단순히 수사의 단서를 수집하기 위해 압수․

수색영장 청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의 발부요건을 갖추

지 못한 것이다. 압수․수색영장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발생한 범죄 혐의에

대하여 이를 수사하기 위해 필요한 강제처분을 허가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 사전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다. 즉, 이 경우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압수․수색의 본래 목적을 넘어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예견되는 경우라

면 판사는 영장에 구체적인 압수․수색의 방법을 기재할 수 있다고 해야 한

다.177) 전자적 위치정보를 탐색하는 구체적인 수사활동 내역을 영장에 기재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178) 수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중립적이고 정보기

술에 능한 사람이 관련성 있는 전자적 위치정보만을 걸러서 수사기관에 넘

겨주는 영장집행방식도 특정하여 영장에 기재할 수 있다고 본다.179) 위치정

보를 전자적으로 담고 있는 디스크 등의 하드웨어를 압수할 때에는 그 전자

적 위치정보의 改變을 막고 관련된 다툼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당해 하

177) 이에 대해 판사가 압수․수색 방법까지 제한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법률에도 규정이 없는 월권행위가 분명하다는 견해가 있긴 하다. 박종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법제”, 형사법의 신동향(2009. 2.), 대검찰청, 88쪽. 
178) 일본에서도 위치탐색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을 영장에 기재하는 것은 일본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항의 ‘검증하여야 할 장소 또는 물건’에 관한 기재에 해당

하므로 영장에 적절한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池田弥

生、携帯電話の位置探索のための令状請求，判例タイムズ 1097호(2002. 10. 1.), 27
쪽 이하, 심활섭, “일본의 수사기관에 의한 수색․압수․검증”,(2007. 5. 22.자 코트

넷 지식광장 게시 논문임), 17쪽 이하 및 주22).
179) 박경신 교수의 2010. 7. 24.자 경향신문 23쪽 칼럼, “영장만 있으면 훔쳐가도 되나?”

도 같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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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웨어의 봉인,180) 사본의 쌍방 또는 중립적인 제3자에의 교부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181) 압수․수색 영장에 이러한 영장집행방식도 기재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182)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4항은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서에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방법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제한조치허가 영장에도 수사기관이 청구한 집행방법을 구체적으로 기

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전자적으로 저장된 위치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프린터를 이용하여 그 정

보를 종이에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준비한 전자적 저장매체(디스켓, CD, 

USB메모리, 외장 하드 등)에 복사하는 등의 행위가 압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에 입각한다면 전

자정보 관리자나 소유자의 전자정보 원본에 대한 접근성이 배제되지 아니하

180)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2항은 피의자진술을 수사기관이 영상녹화한 경우

그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나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이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사

기관 영상녹화물의 사후 편집, 소거, 왜곡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여 두게 된

규정이다[수사과정 영상녹화물과 그 증거사용 등에 관하여는 오기두, “영상녹화물

과 증거사용”, 형사재판의 쟁점과 과제, 사법발전재단(2008), 191쪽 이하 ; 오기두,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및 증거조사방법”, 형사사법토론회 자료집,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2005), 539쪽 이하 등 참조]. 컴퓨터 관련 증거물도 쉽사리 전자적으로

소거, 개변될 수 있으므로 그 압수․수색․검증시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하여 둘 필요가

있다.
181) 수사기관과 피의자 또는 피압수자 간에 다툼 없는 사실에 관하여 합의문서를 작성

하도록 하자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노명선, “전자적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몇 가지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2008. 10.), 대검찰청, 116쪽. 
182) 종래 미국 법무부에서 발간한 전자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매뉴얼에도 수사기관은

선서진술서에 압수수색 전략에 대해서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고 한

다. U.S. DOJ CCIPS, Searching and Seizing Computers and Related Electronic Evidence 
Issues, 2002. 7., p. 70. 박종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법제”, 41～42쪽. ; 조국, 
“컴퓨터 전자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쟁점”(미공간물, 2010. 3. 25. 대법원 사

법제도비교연구회 발표문임) 10쪽 및 주 28)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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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므로 압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Arizona 

v. Hicks 사건에서183) 경찰관이 무장강도의 피해품인 전축의 일련번호(serial 

number)를 베끼는 행위는 압수가 아니어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수사활동임을 인정하였다. 같은 취지에서 압수․수색 대상 컴퓨터 서

버로부터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의 컴퓨터 디스크 등으로 복사하거나 그 전자

정보의 출력물을 수집하는 것은 수색이지 압수가 아니라는 주장도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전자정보의 출력이나 전자파일 복사를 위해

적어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는 유형물에 대한 압수와 달리 정보의 획득

에 있는 것이지 그것을 담고 있는 저장매체 또는 원본파일 자체의 수집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정보의 획득은 이를 압수로 보아야 한다. 

즉,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전자정보

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해당 정보 또는 서버 등에 대한 접근을 강제로 배제

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관련정보를 수집하는 이상 이를 강제처분인 압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전자정

보는 다른 문서나 유형물과 그 성질이 매우 다르다. 특히 파일의 복사는 전

자적인 정보의 이동(bitstreaming copy)이 일어날 뿐 그 특성상 원본인 파일

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 더구나 출력물의 수집이나 파일복사를 통하여서도

컴퓨터 서버 등 소유자나 관리자의 영업권이나 privacy를 침해하게 된다. 그

러므로 반드시 원본파일의 수집만이 압수라고 그 범위를 좁혀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전자적 위치정보를 출력한 물건의 수집이나 파일복사도 압수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그에 관해서는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해야 한

다. 더욱이 앞서 본 부정설에 입각한다고 하더라도 수색영장은 발부받아야

할 것이다. 

183) 480 U.S. 321(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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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제217조의184) 긴

184) *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검사는 관할지방법

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

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가 구속영장

을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제200조의3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

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제217조 (동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소

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00조의4에 규정한 기간 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개정 1995. 12. 29.>
② 전조 제1항 제2호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은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
**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
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
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 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6.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

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7. 6. 1.>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3.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신설 2007. 6. 1.>⑥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7. 6. 1.>제217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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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압수수색 제도에 관하여 위헌 논란이 있었다. 개정 전의 형사소송법 제

217조 제2항의 규정상 ①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압수물을 반환한 경우 및

② ‘긴급 수색’의 경우에는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었고, ③ “제203조의3의 규

정에 의하여 체포할 수 있는 자”라는 부분에 실제로 체포하지 않고 단지 긴

급체포요건에 해당하기만 하여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처

럼 해석될 여지가 있었으며, ④ 압수를 계속하는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인신구속영장만으로도 압수․수색영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은 긴급체포라는 명

목으로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동안 수사기관이 구금하면서도 사후 인

신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 통제장치가 없었던 문제점과 결

합하여 노정되었다. ⑤ 더욱이 개정 전의 위 법률 제216조 제1항 제2호와

제217조 제1항에 비추어 긴급 압수․수색 장소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긴급체포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피의자가 소유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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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었다.185) 

이에 따라 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경우 긴급체포 자체가 사

후 체포영장에 의해 통제되지 않음에도 영장 없는 대물적 강제처분까지 인

정하는 것은 영장주의를 사실상 형해화 시킬 것이기에 이 조항은 위헌의 소

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었다.186) 이에 반하여 개정 후의 현행 형사

소송법 같은 조문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과 단서의 조화

로운 해석, 그리고 개정된 법률 제217조 제2항에서 사후적으로 압수․수

색․검증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등을 논거로 하여 합헌론을

펴는 견해가 있다.187) 그러나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상술하

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188) 

(2) 검 토

(가) 합헌적인 측면

현행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및 제2항이 긴급압수․수색 시 사후영장

을 인정하고 있는 이 제도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헌

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에 관하여 사전

영장을 발부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단서에서 현행범인인 경

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사후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본문과 단서를 합쳐서 읽어 보면 이때의 사후영장이란 긴급체포라는 인신구

속영장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 긴급체포에 부수하여 압수․수색․

185) 대법원, 형사법 연구 자료집(Ⅰ)(2004), 304쪽 이하 참조. 
186) 조국, “수사상 검증의 적법성”, 형사법연구 20호(2003. 12.), 한국형사법학회, 303쪽.
187) 김기준,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2008. 8.), 대검찰청, 40～42쪽.
188) 헌법재판 시 헌법 제12조 제1항은 ‘신체의 자유’에 관한 일반규정이고, 같은 조 제3

항은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강제처분절차 등에 관한 특별규정이기 때문에, 수
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에 관련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여부

는 원칙적으로 헌법적 특별규정인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고 일반규정인 헌법 제12조 제1항이나 제27조 제4항의 위반 여부 등

을 별도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헌재 2003. 12. 18. 2002헌마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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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하는 경우까지 사후영장을 발부받아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

지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 개정된 법률 조항은 개정 전의 조항이 가지고

있던 문제인 ① 실제로 체포되지 않았는데 단지 긴급체포 요건에만 해당하

는 피의자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할 여지

를 배제하였고(즉 종전 규정의 “체포할 수 있는 자”를 “체포된 자”로 개정하

였다), ② 압수를 계속해야 할 경우 인신구속영장이 아닌 독자적인 압수․수

색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였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개정된 위 법률조항은

위와 같이 해석, 적용되는 한에 있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 위헌적인 측면

다만,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해 개정된 위 형사소송법상

규정은 전자적 위치정보 등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헌법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는 있다고 보인다. 즉, ①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압수물을 반환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수

색․압수에 관해 사후영장을 전혀 발부받지 않아도 되므로 이는 헌법 제12

조 제3항 본문에 명문으로 규정된 영장주의 원칙을 지나치게 약화시킨다. 

그리고 ② 긴급체포된 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 뿐 아니라 소유 또는 보관

하고 있는 물건도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으므로 체포현장 아닌 곳에

서의 긴급압수․수색․검증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즉 장소적 제한을 받지

않는 압수․수색․검증을 하고 난 후 그에 대한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하

고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의 하나인 일반영장 금지원칙

에 위반된다고 보인다. ③ 또한 컴퓨터 증거의 압수․수색․검증에 관하여

여러 가지 해석상의 흠결을 갖고 있는 불명료한 규정이어서 이 규정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은 비록 그에 관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

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지 못한 압수․수색․검증

이 될 수 있다. 위 ①, ②, ③에 관해 차례로 다음에서 본다.

① 우선,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를 아무리 읽어 보아도 사후 영장을 발

부받지 않아도 되는 긴급 압수․수색을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이 되는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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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그 본문에 의하면 압수․수색 시 사전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예외는 좁게 해석해야 하는데 헌법조문

에 위와 같이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긴급 압수․수색을 인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하위 규범인

형사소송법에서 긴급체포 시 부터 24시간 이내에 압수물을 반환한 경우에는

전혀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의 예외를 창설할 때는 신중

해야 한다. 특히 전자적 위치정보 등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증거

를 수사기관이 검증→수색→압수 등의 절차를 통해 확보할 때는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더 크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라면 순식간에 피의자의 신체이동 정보가 담겨 있는 전자적 위치정보를 통

신업체의 컴퓨터 서버 등 정보저장 장치에서 수사기관의 저장장치로 복제하

여 옮겨 담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복제된 전자정보는 수사기관에 의해

서 고의든 과실이든 쉽사리 그 원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변경되

거나 소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적 데이터는 습기, 온도, 진동, 물리적

손상, 자성물체의 접근 혹은 단순한 컴퓨터 명령어 입력만으로도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그 디지털 정보의 압수에 걸리는 시간이나 디

지털 정보의 개변가능성에 비추어 24시간의 법률상 제약이 갖는 의미는 크

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압수․수색, 검증에 관하여 법관의

사전영장은 물론이고 사후영장도 발부받지 않고 이를 실행할 수 있게 한 형

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규정은 좀 더 그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해야 헌법불합치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② 또한 긴급압수․수색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뿐 아니라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물건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적 위치정보

등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증거는 누가 소유자이고 보관자인가? 피

의자의 전자적 위치정보가, 그 정보가 저장된 하드웨어의 소유자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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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업체 등의 소유 내지 보관에 있다고 해석하면 그 업체는 긴급체포된

자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긴급압수․수색 내지 검증의 대

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그에 대해 별도의 사전영장을 발부 받

지 않고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는 없으므로 별다른 해석상의 문제는 발

생하지 않는다. 그에 위반되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 등의 행위에

대해 당연히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용이하게 내릴 수 있기 때

문이다. 즉 이렇게 해석하는 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

는 없다. 

그러나 만약 그 소유자나 보관자를 긴급체포된 “피의자”라고 해석하고 수

사기관이 피의자의 전자적 위치정보를 긴급체포에 부수하여 영장을 발부받

지 않고 통신서비스 업체 등의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획득하게 된다면189) 일

반영장 금지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은 일반영장

(general warrant)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한다.190)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14조

189) 디지털 증거는 전기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쉽게 여러 장소로 이동되어 보관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에 보관되어 있는 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일반

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안되고 있다(박종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법제”, 93쪽 참조). 
개정안 제115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접속가능한 정보의 압수․수색)
①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자는 압수․수색 집행 대상인 정보처리장치

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돼 있고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정보처리장치에 대하여 압수․수색 집행대상인 정보처리장치를 통

하여 접속한 후 수색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정보처리장치에 보관되어 있는 압수 대상 정보는 이를 압

수․수색 집행 대상인 정보처리장치로 이전 또는 사본하여 그 정보처리장치를 압수

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이전 또는 사본하여 그 다른 저장매체를 압수하거나 내용

을 인쇄 출력하여 출력물을 압수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대해 너무나 배려가 부족한 관계로

현대적인 IT 시대에 걸맞은 형사소송법 규정의 개정노력에 대해서는 치하를 해도 마

땅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그 개정방향은 언제나 관련성을 염두에 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원 검찰간의 권력분립 등 헌법원리에 입각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190)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4조가 어떠한 영장도 “수색될 장소나 압수될 사람 내지 물건

을 특정하지 않는 한 발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
이다. The Fourth Amendment of US constitution：“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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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압수할 장소․물건 등을 압수․수색 영장에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률 제216조 제1항은 사전 인신구속영장으로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체포현장’에서

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같은 법률 제217조에 의해 긴급체포된

자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수사기관이 그 압수․수색

장소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다. 위와 같이 사전영장에 의

한 압수․수색의 경우 그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인 장소가 특정되도록 한

점이나 사전 인신구속영장으로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 영장 없이 압수․수색

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체포현장’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점과 비교할 때 긴

급 압수․수색의 경우에만 그 장소적 제한을 두지 않을 예외를 인정할 뚜렷

한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 헌법해석의 기본원칙도 우선 헌법조문의 명

문규정(text)에서 해석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191) 헌법 제12조 제3항의

본문은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긴급체포 시 사후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본문이나 단서의 영장이란 모두 영장집행 장소를 특정한 영장이라고 해

야 한다. 위 본문의 일반영장금지에 관한 예외까지 인정하는 문언(text)을 그

단서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긴급체포 시 체포현장이 아닌

곳에서, 예컨대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경찰서가 아닌 통신업체에 있는 컴

퓨터 서버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한 위 법률 제217

조 제1항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 의해 당연히 도출되는 일반영장 금지원칙

에 위반된다고 해야 한다. 긴급 압수․수색 시 그 압수․수색 활동 장소에

제한이 없는 이상 비록 위 법률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압수를 계속할 필요

191) “법”이란 입법자의 의도라는 주관적인 含意에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

든 주체가 사용한 객관적인 문언 자체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견해로 미국 연방대법

원의 ANTONIN SCALIA 재판관, “A MATTER OF INTERPRETATION：FEDERAL 
COURTS AND THE LAW”(1997), p. 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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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하여 긴급체포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

구하여 이를 승인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다. 이미 집행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그 대상 장소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사후영장 발부에 의하여 일반영장 금지라는 헌

법상의 영장주의 요건을 위반한 상태가 치유되었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

다. 수사기관의 이러한 긴급 압수․수색행위는 비록 위 법률에 근거한 행위

일지는 몰라도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 그것도 일반영장 금지원칙에 위반

되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소유” 또는 “보관”을 해석함에

있어 당해 긴급체포된 자에 관련된 전자적 위치정보 등을 포함한 컴퓨터 디

지털 증거로서 제3자가 소유, 보관하고 있는 전자적 저장장치도 위 법률규

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한 위 법률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입법자로서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통

신서비스업체등 긴급체포된 자의 전자적 위치정보를 소유 또는 보관하는 업

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전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긴급체포에 부수한

긴급 압수․수색․검증 방식으로는 할 수 없도록 위 법률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192) 

③ 또한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적법절차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을 가

능하게 하기에 불명료한 점이 많다. ㉮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에 제3자인 통신서비스업체(위치정보사업

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 포함)가 그 컴퓨터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 전자

적 위치정보가 포함되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 ㉯ 더욱이 수사기관이 긴급

체포된 피의자의 전자적 위치정보를 그 정보보관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

속하여 열람하는 행위를 ‘수색’이라고 하지 않고 ‘검증’하는 것이라는 견해

192) 긴급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긴급체포된 자가 체포현장에서 소지하고 있거나 보관

하는 전자저장 매체에 저장된 위치정보만으로 그 대상을 특정하는 것도 합헌적 법

률개정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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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각하여 할 수 있는 여지도 주고 있다(위 법률 제217조 제1항). 그렇게

되면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그 전자적 위치정보를 지득

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광범위하게 수사기관에 부여되는 결과에 이른다. 

㉰ 또한 긴급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어떤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

색․검증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것으로 그러한 수사활동을 종료해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24시간을 넘긴 시점에서 영장청구시한인 48시간

까지 그 24시간 내에 개시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193) ㉱ 나아가 사후에 이루어진

압수․수색 영장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즉 긴급체

포시부터 최장 “48시간 ＋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여 그 문서가 검찰청에 도

착할 때까지”의 장시간 동안 수사기관이나 제3자에 의한 당해 컴퓨터 데이

터의 소거, 개변 위험성, 추가적인 정보획득 가능성 등도 상존한다. ㉲ 더욱

이 사후영장 청구가 법관에 의해 기각되었을 때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3항

에 의해 그 압수한 데이터를 반환한다고 할 때 그 반환방법은 무엇인지?(네

트워크로 복제된 파일을 피처분자에게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만 하면 되

고 원래의 데이터는 수사기관이 그대로 보유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

기관의 컴퓨터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데이터를 모두 삭제 내지 폐기해야 한

다는 의미인지? 그렇다면 그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반환해야

하는지?(피압수물인 하드디스크 자체를 이미징한 경우 그 하드디스크를 반

환해야 하는지? 거기에 덧붙여 이미징한 수사기관의 저장매체까지 함께 반

환해야 하는지?) 등등의 문제가 위 형사소송법 제217조의 문언만으로는 해

결되지 않는다. 

193) 신동운, 신형사사송법 제2판(2009), 310쪽은 “24시간 이내에 압수물이 발견되었다면

수사기관은 그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그 의

미가 24시간 이내에 압수물을 발견하기만 하였다면 48시간에 이르기까지 압수 등

을 계속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법 개정 작업을 하면서 같은 법 제217
조 제1항의 24시간과 같은 조 제2항의 48시간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여 이러한 해석

상의 혼란을 초래하도록 하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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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전자적 위치정보 등 컴퓨터 디지털 증거에 적용하였을 때 이러한

불명확한 법률규정은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적법절차 원리를 구현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법률이고, 그에 근거한 압수․수색․검증도 적법절차

원리에 위반되는 수사활동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헌법이론상 인정되는 육안의 원칙(plain view doctrine)을 전자적 위치

정보 추적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즉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4조의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는 증거로서 육안으로(only look) 알 수 있

는 것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이 육안의 원칙을 영장주의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 문제된다. 그러나 컴퓨터 디지털 증거에 관하

여는 이 원칙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194) 특히 우리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

항, 제217조, 조세범처리절차법 제3조 제1항 단서, 관세법 제296조 제1항, 통

신비밀보호법 제8조 등에서 긴급 압수․수색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위 각 법

률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육안의 원칙을 도입할 수는 없다. 헌법 제12

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을 받지” 않는다는 강제처분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3

항은 영장주의의 예외로 육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모든 체포․

구속․압수․수색에 대해 사전영장주의 원칙 및 사후영장의 예외를 규정하

고 있을 뿐이다. 아예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 등의 강

제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육안의

원칙을 일반 원리로서 도입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 디스크에 담

겨 있는 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며, 정보

장치의 검색이 장시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전자적 위치정보를 영장 없이

194) 같은 취지, 조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05), 361쪽 ; 미국 연방대법원의 United 
States v. Carey 사건 및 United States v Tamura 사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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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의 원칙만으로 압수․수색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금융거래정보에 의해 범죄혐의자의 위치정보를 추적하는 경

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계좌추적용 압

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특정인의 계좌개설 여부, 즉 특정인이 어

느 금융기관의 어느 지점에 어떤 계좌를 개설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도 역시

비밀보장의 대상인 금융거래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이 아니라 일반 압

수․수색영장의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부채내역이어서 금융자

산에 대한 거래내역이 아니므로 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상의 금융정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계좌추적영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항 제1호 등에 근거한 정형적인 영장양식에 의한다. 이 영장양식에는 추적

대상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점포를 특정하고, 포괄계좌, 연결계좌

에 대한 추적의 일정한 제한, 거래기간의 제한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

로 계좌추적을 위한 목적에서 청구된 영장이 일반 압수수색 영장방식으로

발부되면 안 된다.

수사상 일정 시간대에 편의점 등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사용자 위치를 파

악하기 위하여 편의점 등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거래내역에 대한 추적을 하

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결국 전자적 위치정보 추적수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그 현금지급기의 관리회사는195)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굳이 금융계좌추

195) 예컨대 나이스, 한넷, 청호, 게이트뱅크, 효성 등이 금융기관 아닌 현금지급기 관리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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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아닌 현

금지급기 설치회사 또는 신용카드단말기 설치회사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한다. 위 기기 설치회사가 운영하는 현금지급기

나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자의 이용일시, 개시․종료시간 등에 관한 자료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해당하므로, 거래 내역이 아닌 이용일시, 개시․종료

시간만을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

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금융정보를 이용한 범죄혐의자의 위치추적도 헌법상 영장주의의 적용대

상이다. 따라서 금융정보를 압수․수색함에 있어서도 일반영장금지의 원칙

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금융정보 추적용 영장에는 그 집행대상인 금융기관

의 명칭, 소재지 등을 특정해야 하고 압수․수색 대상물도 특정해야 하며, 

‘관련자료 일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도록 해야 한

다. 압수․수색의 혐의주체만 특정한 채 그 혐의자가 모든 금융기관에 개설

한 예금계좌 일체, 즉 포괄계좌를 대상으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을 발부하면 안 된다. 연결계좌의 경우 특정된 대상계좌의 직전, 직후로 연

결된 계좌에 한하여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이를

허용하지 않음이 상당하다(이상은 후술하는 객관적 관련성에 대한 부분). 금

융정보에 대한 압수․수색도 혐의사실의 내용이 되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

련이 있는 거래기간을 특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금융정보에 한해

추적하도록 해야 비례성의 원칙에 합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금융정보 추적

기간을 “계좌개설일로부터 현재까지”나 “계좌개설일로부터 영장집행일까지” 

허용하는 영장은 영장기재의 특정성을 결하였다고 할 것이다(이상은 후술하

는 시간적 관련성에 대한 부분). 

인터넷 뱅킹과 텔레뱅킹의 경우 이미 이루어진 입․출금원, 입․출금 계

좌거래내역 등은 금융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들을 추적하여 피의자의

위치를 특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

아야 한다. 법원 영장발부 실무상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영장청구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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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뱅킹 또는 텔레뱅킹 이용내역에 관한 자료를 압수․수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와 함께 접속

컴퓨터의 맥주소나 IP 주소의 확인을 수사기관이 청구하면 이때에도 금융계

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여 처리하는 것이 법원의 영장업무 실무

이다. 이들도 결국 전자적 위치정보 추적에 해당한다. 

(1) 서 설

휴대전화 등의 통신을 감청할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청구 및 발부, 그리고 그 집행 등에 관한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통상

감청행위는 전기통신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이미 수신된 전자우

편이 저장된 컴퓨터 본체를 가져가는 행위나 그 컴퓨터에 전자적 방식으로

접근하여 이미 수신된 전자우편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2) 전자우편의 압수․수색

그러나 통신비밀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나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송신되어 상대방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포털업체의 웹하드 등에

저장중인 전자우편에 대한 취득도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해야

한다. 2001. 3. 30.부터 전자우편의 개념을 도입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9

호가 “전자우편이라 함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

는 전송된 메시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종래부터 같은 법 제

9조의2로 있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을 사후적으로 통지하게 한 규정이 전

자우편 등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기 위해 2009. 5. 28. 법률 제9752

호로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

해 압수․수색․검증을 한 경우에도 가입자에게 사후통지를 하도록 하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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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196)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전기통신 감청을 통

해 전자우편 서비스 업체의 서버에 보관중인 과거의 전자우편 내용을 열람

함으로써 송수신이 완료된 과거의 전자우편 내용을 지득할 때에도 통신비밀

보호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헌법상의 영장주의 준수

여부를 판명함에 있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 준수에 의한 영장청구→

발부→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해야 할 것이다.

(3) 인터넷에 의한 컴퓨터통신 탐색

컴퓨터통신 내용의 취득도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에 의한 감청 영장양식에

의한다. 전화나 fax 내용의 지득도 감청에 해당된다. 대상내용에 감청이 포

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장의 ‘감청내용’란에 감청대상 통신방법과 그 회선

수를 빠짐없이 표시, 기재하여야 한다.197)

수사기관에 의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집행과정에서 인터

넷상의 대화 및 토론 내용,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등 파일 전송내용, 각

종 정보 탐색 등 수사 대상자나 제3자의 인터넷 서비스 내용을 수사기관에

실시간으로 노출되게 한다. 그 결과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에

대하여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침해가 발생된다. 이때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수사대상자의 컴퓨터에 있는 자료까지 해킹하는 행위를 한다

면 비록 통신비밀보호영장을 발부받은 집행행위라고 할지라도 명백히 통신

제한조치의 허가범위를 위반한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

196)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검사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

(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

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97) 이상은 법원행정처, 영장실무(2001), 27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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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한 수사활동을 통해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수사활동을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라고 보아

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준항고 절차에 의한 위헌확

인, 관련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추궁이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처

벌 등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수사 대상자가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를 할 경우 인터넷 통신의 감청으로 그 금융거래장면까지 수

사기관이 살펴봄으로써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수사기관에 노출되는 경우

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입론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금융거래(인터넷 뱅킹 등)에 관한 위치정보에 대해 갖는 개인의 통

신의 자유, privacy 등을 보호해야 한다. 

(4) 통신사실 확인자료 추적에 의한 위치정보획득

(가) 영장발부실무에 의한 수사활동 통제

1)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실시간 위

치추적 자료 제공요청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가

통신사업자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영

장으로 처리하는 법원 실무례와, 그 업무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금융기

관의 자격으로 행하는 업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부정하는 실무례로

나뉘어 있다. 금융거래에 관련된 전자적 위치정보 추적은 privacy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강제처분이므로 당연히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전자의 입장이 합헌적 태도임은 물론이다. 후자의

견해를 취하는 경우에도 사안의 중대성이나 범죄혐의의 소명정도, 신속한

검거 또는 추가 범죄로 인한 피해 방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압

수․수색영장의 대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은행에 대한 입․출금 그 자

체는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것이 아니나 그 과정에서 각종 입․출금에 대

한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다. 이는 타인 간 통신의 매개

에 해당한다. 실제로 은행은 현금자동지급기기를 설치하면서 대부분 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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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고객들 사이의 통신을 매개하는 부가통신사업의 성격을 지닌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나아가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대한 신

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도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보아 통신비밀보호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도록 해야 한다.

2)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 이용내역은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

한 회원제 서비스의 일종이다. 신용카드 회사 및 은행 등에 대하여 그 이용

일시, 개시 및 종료시간, 접속지 등의 외형적인 정보에 대한 자료를 추적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하여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도록 해야 한다.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위치정보도 피의자 검거를 목적으로 한 실시간 위치추적자료에 해당하고 통

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위치정보

의 취득도 통신비밀보호영장을 판사로부터 발부받아서 해야 한다. 현재 통

신사실 확인자료에 명시적으로 위치정보를 추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함은 전술하였다.198)

4) 수사기관에 의한 맥주소를 이용한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접속

지 IP 주소나 가입자의 인적사항 등 확인은 실질적으로 인터넷 접속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IP 주소나 장래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접속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추적자료를 구하는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마목 및 사목에서 정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해당한다. 맥주소 자체는 개념

상 컴퓨터 장비인 랜카드의 물리적인 식별번호에 불과하여 통신사실 확인자

료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특정 IP 주소 및 가입자 아이디를

198) 앞서 본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관련 부분[V. 1. 나. (2)] 설명 참조.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2008. 10. 30.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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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전기통신사업자(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하여 인터넷 접속 컴

퓨터의 맥주소 확인을 구할 경우 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인터넷 접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정밀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로서 機能하게 되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5)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수사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개별 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여부, 아이디 등

을 제공받아야 하나, http//www.confirm.to 라는 사이트의 검색서비스를 이용

하여 약 480여 인터넷 사이트의 가입여부 및 아이디를 한꺼번에 알아내고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허가받은 이후에

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IP 주소 검색서비스(http://whois.nida.or.kr/)와 위의

http://www.confirm.to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의자의 실시간 인터넷 접속 위치

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피의자를 검거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개별

통신사업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위 사이트들의 개설방법과 운영 경위에 비추

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수사활동을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통제가 있어야 할 것

이다. 

6) 특정한 시각 및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하였지만, 수사기관이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그 특정 범행 장소에서 범행 시간

대에 사용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수사의 단서로 삼으려고 각 이동통신사에

그 관할기지국에서 위 범행 장소 및 범행 시간대에 이루어진 통화내역을 요

청하기도 한다. 법원의 영장실무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 청구

사안 중에는 피의자가 실제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수의

전화번호에 대한 통화내역자료를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가입자가 미리 특정되지 않은 채 특정 시간대에 특정 기지국을 경유하여 된

전화통화의 발신(역발신), 종료 등에 관한 전화번호내역을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상 통신의 비밀에 대한 자유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통신비밀보호

법의 입법취지 및 같은 법 제2조 제11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문언해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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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추어 볼 때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해당한다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추적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은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상 당연하

다. 다만, 법원은 범죄혐의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신청하는 이

러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에 대해 그에 관한 주관적 관련

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하는 등 엄격한 심사

를 해야 한다고 본다(주관적 관련성에 관하여는 후술). 

(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법률규정의 위헌여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규정인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위헌성도 따져 보아야 한다. 이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입

장을 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법률규정에

의할 때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하기 위한 요건은 ‘수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이고, 정보기관의 경우 그 요건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이다. 특히 범죄수사의 경

우에는 범죄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99) 즉, 단지 수사의 필요성만을 이유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

구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사기관의 위치추적 수사활동에 대

해 어느 범위까지 privacy권 등 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보호가 부여되어야 하

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의해 사법권을 부여받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위반하고 있는 법률규정이다. 

수사대상인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하는 것이 헌법상의 요청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위 법률규정이

199) 이러한 의미에서 이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은 2010. 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BVerG 1 
BvR 256/08 사건의 심사대상이었던 독일 전기통신법과 독일 형사소송법의 각 규정

과 비교하여 볼 때 너무나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안전성이나 데이터의 사

용 목적, 투명성 그리고 권리 보호의 관점에서 충분히 엄격하고 명확한 규정들을

요구하고 있는 비례성의 원칙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독일 연방헌법재판

소의 결정 기준들에 견주어 보면 위헌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는 견해로, 위 박

희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저장과 통신비밀의 침해(上)(下)－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10년 3월 2일 위헌 결정(BVerG 1 BvR 256/08 vom 2. 3. 2010)의 전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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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있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의미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나아

가 수사대상인 범죄혐의 사실이 특정되고 그 특정된 범죄혐의사실을 수사하

기 위한 목적에 관련성을 갖고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한하여 수사기관

에 제공할 수 있다는 비례의 원칙 준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이는 결

국 법원이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허가하는 근거인 위

법률규정의 내용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위 법

률 규정은 적법절차 원칙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로서는 위 법률규정의 위와 같은 위헌적인 문제점에도 불구

하고 법률의 위헌심사기준인 비례의 원칙을 적용할 때 섣불리 위헌론에 찬

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위 법률 규정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위해 ①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정당한 목적

을 요구하고 있고, ② 수사기관이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로 하여금 통신

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대장과 관련서류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③ 통신내용에 대한 침해와 달리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은 비내용적 정보에 대한 침해이므로 그러한 자료제공 요청은

통신비밀,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라고 할 것이며, ④ 또한 위

와 같은 수사목적 달성이라는 공익과 이용자의 통신비밀이나 표현의 자유권

보장에 대한 사익은 서로 비례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반적인 기본권침해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인 과잉금지 원칙만을 적용

한다면 위 법률 제13조가 위헌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인다.200) 더욱

이 위 법률 제13조 제2항은 이러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법원

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도 아니다.201)

200) 오기두, ‘수사상 전자통신자료의 취득에 관한 헌법적 문제’, 393쪽, 408～409쪽.
201) 필자는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가 강제처분인 압
수․수색에 대해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된
다고 주장하였는바[오기두, ‘수사상 전자통신자료의 취득에 관한 헌법적 문제’(2004), 
409～410쪽], 그 후인 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이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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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위치정보 추적을 허용하는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변호인에게 통지하여 영장집행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하여 그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2

조).202) 이것이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리에 부합한다. 국가가 국민의 자

유, 재산을 침해할 때는 반드시 침해사실을 알려주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

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이기 때문이다.203) 그

기회에 해당하는 절차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당사자가 참여하는 절차

이고, 그 집행행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법원에 불복하는

절차인 것이다.

전자적 위치정보에 대한 여러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사

목적으로 국가가 그것들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그 기준은 헌

202) 수사단계 압수․수색에 대하여 피의자의 참여권을 인정하면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

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현행 형사소송법의 입법적 타당성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는 견해가 있으나[김기준, “수사단계의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몇 가지 고찰”, 형사법

의 신동향(2009. 2.), 대검찰청, 6쪽], 압수․수색 영장집행 시 당사자의 참여권을 배

제하는 법률을 만들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상의 적법절차 규정을 위반한

법률로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을 것이다. 
203) 이 점과 관련하여 “영장만 있으면 훔쳐가도 되나?”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 아래

써진 박경신 교수의 경향신문 2010. 7. 24. 자 23쪽의 오피니언 기사를 주목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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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 제2항 자체나 그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 제한원리에 따라야 한다

고 할 것이다. 그에 더하여 범죄수사는 단지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헌법이론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그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 원칙으로

구체화한 형사소송법 이론상의 특수한 제한원리도 적용해야 한다. 그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 구체화된 전자적 위치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관련

성 요건이라고 하겠다. 예컨대 휴대전화 이용자의 위치이동 정보가 기록된

통신서비스 제공업체의 데이터베이스 저장능력을 감안하면 수사기관이 단

지 범죄혐의자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의 위치정보든 획득하여 그것을 이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204) 그런데도 단지 수사의 필요성이 있

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적 위치정보를 담고 있는 서버 등의 컴퓨터 저장매체

에 대한 무제한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

적인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Prinzip des Überßverbotes)은 본래 경

찰행정작용에 대한 위헌심사의 기준으로 독일 판례에서 형성․정립되어 온

것인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창립 초기부터 이를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심사

에 광범하게 적용해 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과잉금지의 원칙

은 ① 목적의 정당성, ② 방법의 적절성, ③ 피해의 최소성, ④ 법익의 균형

성으로 구성되며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위헌이라는

판단을 면할 수 없다.205) 즉,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

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

(방법의 적절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204) 위에 든 Harvard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WHO KNOWS WHERE YOU'VE 
BEEN? PRIVACY CONCERNS REGARDING THE USE OF CELLULAR PHONES AS 
PERSONAL LOCATORS”, p. 316. 

205) 이하 관련된 부분은 노희범, “기본권의 제한과 형성”, (헌법논총 제19집), 147,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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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

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 국가의 입법작용에 비로소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국민의 수인(受忍)의무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오늘날 법치국가

의 원리에서 당연히 추출되는 확고한 원칙으로서 부동의 위치를 점하고 있

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이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206) 

이처럼 비례의 원칙은 법률의 위헌심사 기준으로 주로 기능하지만 국가

기관,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에 대한 위헌심사 기준으로도 적용되어야

한다. 물론 수사활동에 대한 심사는 형사소송법등 형사절차를 규정한 법률

에 근거한 수사활동인지 여부 심사가 1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법률위반 여부 심사의 지도원리 내지 법률위반 여부 심사기준이 없는 경우

의 심사기준은 헌법적인 심사기준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헌법적 심사기준

중의 하나가 비례의 원칙인 것이다. 

또한 헌법상 비례의 원칙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규범만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없다. 법원이 수사기관의 영장청구를 심사하거나 형사소송절차나, 행정

소송, 민사소송 등 각종 재판절차에서 공권력 행사의 헌법위반여부를 심사

하는 기준도 된다고 해야 한다.207) 그 중 특히 전자적 위치정보를 추적하는

206) 헌재 1990. 9. 3, 89헌가95, 판례집 2, 245, 260.
207) 수원지방법원 2010. 8. 3. 고지 2008라609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부과처

분에 대한 이의사건의 항고심에서 사기업체 전산망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

사행위가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위반하거

나 회피할 수는 없음이 분명하고, 공정거래법 제50조의 2는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비례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공정거래법 제50
조에서 규정하는 조사권의 범위는 피조사자의 법익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

능한 한 엄격하게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서 조사관이 요

구한 내부 통신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열람은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전산자료의 조

사나 자료의 제출요구라기보다는 영장의 대상인 수색에 더 가까운 행위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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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활동의 비례성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치정보와 범죄혐의와의 관

련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즉 관련성 요건은 헌법상 비례의 원

칙을 수사활동의 심사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

다. 관련성의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더 살펴본다. 

관련성은 수사기관이 혐의를 포착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있는

당해 범죄사실과 컴퓨터 전자기록이 객관적, 주관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관

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그 자연적, 사실적 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이

다.208) 이를 달리 표현하면 피의사건의 존재여부를 당해 전자기록에 의해

최소한도의 증명력으로나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요

건을 갖춘 전자기록을 탐색 압수하여 이를 수사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의

사건의 중대성, 혐의의 존재, 당해 전자기록 자체의 중요성, 그 전자기록을

추적하여 취득할 필요성, 다른 수단의 유무, 당해 전자기록 보유자나 소지자

가 입는 손해의 정도 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 관련성

요건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원리의 하나인 비례의 원칙과 맥을 같이 하는 원

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화한 법률상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의 “강제처분은 …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

다.”는 규정이다. 이 관련성 요건은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영장기재의 특정성

208) 이하는 2010. 3. 25. 대법원 사법제도비교연구회에서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조국

교수가 발표한 “컴퓨터 전자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쟁점”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문에서 필자가 주장한 내용이다. 이 관련성의 개념은 필자가 “컴퓨터 關聯 犯

罪의 刑事訴訟法上 問題點”, 법원도서관, 사법논집 제26집(1995)부터 시작하여, “刑
事節次上 컴퓨터 關聯證據의 蒐集 및 利用에 關한 硏究”(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 
“컴퓨터에 貯藏된 金融情報追跡의 諸問題”, 대검찰청, 검찰 통권 111호(2000) ; “證
據의 關聯性과 컴퓨터 關聯證據”,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73호(2003) ; “搜査

上 電子通信資料의 取得에 關한 憲法的 問題”, 헌법재판소, 憲法論叢 제15집(2004) 
등을 통하여 주장하고 수정해 온 것이다. 이 글도 그러한 맥락의 하나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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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판단하는 요건으로 적용할 수도 있으나, 헌법상 기본권 제한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본다. 

형사절차상 관련성 개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으로 구체화해 볼 수

있다.

∙객관적 측면：전자적 위치정보는 “물건”이 아니라는 점에 의한 제한(컴퓨터 
데이터의 압수․수색 가능성, 영장기재의 특정)

∙주관적 측면：범죄혐의자와의 인적 관련성이 없거나 먼 사람이 보관하는 전
자적 위치정보의 압수․수색 제한

∙시간적 측면：너무 먼 과거, 미래의 전자적 위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제한(실효의 원칙 적용 등)

-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의 수색․압수 가능성 -

수사절차상 전자적 위치정보 등 전자데이터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물리적인 성상에 비추어 일단 부정적으로 해석하되, 당해 데이터

가 범죄혐의 내지 요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연적 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점 및 당해 데이터를 압수해야 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압수를 위한 전단계로

수색․검증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즉,

① 우선,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219조의 수색․검증의 대상이 되는 “물

건”에는209) 범죄행위와 관련된 전자적 위치정보만이 저장된 컴퓨터 장비뿐

만 아니라 범죄행위와 무관한 자료와 유관한 자료(관련성 있는 전자적 위치

정보를 저장하고 있을 가능성)가 함께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장비도 포함된

다고 해석해야 한다. 

② 다음으로,

ⅰ) 당해 범죄행위와 관련된 전자적 위치정보만이 저장된 디스크 등 컴

209)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형사소송법을 대개정하여 2008. 1. 1.부터 시행하면서도

이 조문은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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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 장비는 당해 데이터와 일체 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그 컴퓨터

장비를 형사소송법 제106조,210) 제219조의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

되는 물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법률 규정에 의해 압수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ⅱ) 당해 범죄행위와 무관한 자료와 유관한 자료가 함께 저장된 컴퓨터

장비는 위와 같이 당해 전자적 위치정보와 컴퓨터 기억매체 등 컴퓨터 장비

가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체물에 한하여 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위 형사소송법 106조의 규정에 의하면 그 데이터를 압

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때 당해 관련성 있는 전자적

위치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은, 

ⓐ 형사소송법 제120조에 규정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

분”으로서 해당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수사기관의 컴퓨터 장비에 복제하거나

인쇄물의 형태로 출력하는 방법,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해 그가 소유․

소지․보관하는 데이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복제 또는 출력하는 방법/체

포, 구속에 수반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등(법 216조 1항 2호, 2항)/범

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압수․수색(법 제216

조 3항) 등의 방법,211)

ⓒ 최초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범죄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범

죄관련 데이터를 발견한 경우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복제, 출력하는

방법(즉 수색과정에서 원래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명기된 범죄행위와

무관한 다른 범죄행위에 관한 파일을 발견하여 이를 수색하고 압수하고자

하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이다, ‘Tamura-Carey 식’ 접근법 참조),212) 

210) 위 형사소송법 개정 시 이 조문도 바뀌지 않았다.
211) 다만 이 긴급체포에 부수한 전자적 위치정보의 압수․수색․검증제도가 갖는 위헌

적 문제점에 관하여는 앞서 영장주의 관련 부분(V. 7.)에서 이미 상세히 논하였다. 
212) 1982년의 ‘United States v. Tamura 판결’은[694 F.2d 591(9th Cir. 1982)] 범죄 유․무관 증거가 혼합된 서류에 대한 압수․수색 기준을 제시한 지도적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수천 개의 회계기록에서 범죄혐의를 찾으려 하였으나 기록의양이 너무 많아 피의자 회사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직원이 이를 거부하자 수사기관은 기록 전체를 압수하였다. 이에 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와 무관한 자료와 유관한 자료가 혼합되어 양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경우 수사기관은 당해 자료를 봉하여 소지하면서 전체 자료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위한 부판사의별도의 영장발부를 기다려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만약 수사기관이 수색 착수 이전 서류 전체의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서류 전체의 압수를 위한 영장을신청하였다면, 법원은 범죄 무관자료와 유관자료를 수색현장에서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전체 압수 이외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을 발부해야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Tamura 판결’의 법리를 이은 판결은 1999년 ‘Carey v. United States 판결’이다[172 F.3d 1268(10th Cir. 1999)]. 이 사건에서 수사관은 마약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컴퓨터 속의 텍스트 파일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였으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경찰관이 컴퓨터 디렉토리 속에 JPG 파일이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열어보니 아동 포르노그래피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파일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수사관은 200개 이상의 JPG 파일을 복사하였고, 이것이 아동포르노그래피 이미지를 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 중 다수를 열어 보았다. 이후 수사관은 다시 마약 관련 증거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색영장에 명기되지 않는 파일에 대한 수색이므로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반면 소추측은 무영장 압수가 허용되는 “우연한 육안발견의 예외”(plain view exception)를 주장하였다. ‘Carey 판결’은 컴퓨터의 저장능력으로 인해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하여는 “특별한 접근”(special approach)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우연히 열어본 첫 번째JPG 파일 이외의 다른 모든 JPG 파일은 위법한 수색의 산물이므로 그 증거능력이배제되어야 하며, 다른 JPG 파일을 수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았어야했다고 판시하였다. 이상은 조국, “컴퓨터 전자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쟁점”(미공간물, 2010. 3. 25. 대법원 사법제도비교연구회 발표문임), 13～16쪽에 의하되 필자가 그 판결원문을 WestLaw 검색을 통해 확인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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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 그 관련성 있는 전자적 위치정보가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에 의해

감청 등이 허용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위 법률에 의한 감청의 방법으

로 취득하거나 그 밖에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 수색, 압

수하는 것

등이라고 하겠다. 이를 보기 쉽게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 전자적 위치정보의 수색․압수 가능성 -

수색대상：관련성 있는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있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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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대상：범죄혐의와 유관시→컴퓨터 전자기록을 유체물로 압수
무관시→압수 불가능(긴급수색․압수 등 / 새로운 영장으

로 가능)
유관＋무관→유관자료 복제, 출력하여 압수, 영장집행에 

필요한 처분
특별법의 적용요건 충족
* 컴퓨터 통신정보의 탐색, 취득－통신비밀보호법의 요건 

**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국세기
본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요건절차－법관의 적
법한 영장

이처럼 전자적 위치정보 등 컴퓨터 데이터 압수 시에는 수색과 압수를 구

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형사절차의 종래 관행상 그저 “압수․수색”이

라고 표현하여 양자를 구별하지 않는 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 개념적으로

나 실무적으로도 수색이 이루어지고 난 후 압수를 하는 것이므로 양자를 구

별할 실익도 크다.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4조상 이것을 search and seizure라

고 표현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 실무례 상으로도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 수색․검

증 영장만을 청구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다. 기술상으로도 검색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컴퓨터 1대당 2～3분 안에 수색대상 프로그램을 검색해 낼 수 있

다. 이처럼 컴퓨터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발부에는 수색과 압

수의 개념이 분명히 구별된다. 

만약 수사기관이 통째로 상대방의 컴퓨터나 서버를 압수한 후 이를 수사

기관의 사무실로 옮겨 수색절차를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행한다면 범죄사

실과 무관한 자료를 압수한 이상 그 자체로 위법한 압수가 된다. 따라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수색 내지 탐색에 의해 취득한 전자적 위치정보는 부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로부터 취득한 위법수집증거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電子情報에 대한 基本權保障과 位置情報追跡 搜査權

- 383 -

위치정보 추적 수사활동에 관한 헌법적 통제 중 하나는 비례의 원칙에 입

각한 통제라고 할 수 있다. 전산정보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사

실상 압수집행은 압수목적인 전산정보가 담긴 컴퓨터 디스크 등 저장매체만

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 전자적 저장매체를 분리할 경우 전자적 위치

정보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기기 또는 그 전자적 위치에 관한 전산정보가 손

상,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본체 등 하드웨어 자체를 압

수․수색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

다.213) 예컨대 전자적 위치정보가 저장된 컴퓨터 서버 운영자가 그 서버를

주로 불법영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버 자체를 압수할

경우 당해 운영자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출력물만을 압수하거나 압수목적인 위치관련 전자

정보를 별도의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압수해야 한다. 전자적 위치

정보 추적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압수대상을 열거한 다

음 “등 일체”라고 기재하여 영장을 발부하면 일반영장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기관의 영장청구서에 범죄혐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것을 심사하는 법관은 압수․수색 대상으로 단순히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

자적 위치정보’ 정도로 압수의 범위를 특정하면 안 된다. 전자적 위치정보의

특성상 검색방법 또는 검색용어의 선택에 따라 혐의와 관련성 있다고 보이

는 전자적 위치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

가 혐의와 관련 없는 위치정보까지 수집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통신회

사나 대형 인터넷포털회사, 회사의 메일시스템 등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적 위치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이러한

213) 현재 법원 압수수색 영장발부 실무상 전자적 저장매체를 분리할 경우 압수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기 또는 전산정보가 손상,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컴퓨터

본체 등 하드웨어 자체의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압수․수색 활동을 허용하는 영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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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의 요건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주관적 관련성은 당해 전자적 위치정보와의 인적 관련성을 의미하는 것

으로 그 위치정보가 수록된 전자기록의 관리주체 및 그에 수록된 데이터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본권 향유 주체와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에 한해 압수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그 전자기록은 수사대상인 피의자나 참고인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범죄사실과 무관한 사람이나 피의자 및 범죄사실과

너무 멀리 떨어진 사람에 대한 컴퓨터 전자기록을 개괄적으로 추적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와 무관한 사람에 관한 전자적 위치정

보 추적까지 허용하는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는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에 관

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인 영장발부이며 그에 기한 영장집행도 위

헌적인 국가행위가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범죄혐의자를 특정하

지 않은 채 어떤 기지국에 일정 시간대에 착발신된 휴대전화의 번호 일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 과거의 전자적 위치정보

수사기관이 추적할 수 있는 전자적 위치정보의 시간적 제약도 있다고 해

야 한다. 즉 수사대상인 범죄사실 발생 일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후의 상

당한 기간 내에 존재하는 전자적 위치정보만 추적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시간적 관련성은 당해 전자적 위치정보와 혐의대상인 범죄발생 사이에 時期

的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범행 당시와 수사기관이 추

적하고자 하는 전자적 위치정보의 존재시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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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그러한 범행이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그 전자적 위치정보

의 연속된 저장 상태 등을 고려하여 압수․수색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전자적 위치정보 추적의 경우에는 별건 압

수․수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있는 범행사실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볼

때 그 전후의 상당한 기간 내에 생성된 전자적 위치정보에 한해 추적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범행당시보다 지나치게 먼(예컨대 7년 전

의) 과거의 전자적 위치정보를 추적하거나 범행당시보다 지나치게 뒤에(예

컨대 공소시효 만료에 임박한 시점에) 생성․수집된 전자적 위치정보를 추

적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 

여기서 고려할 헌법원리 중 하나가 失效의 原則(staleness doctrine)이다. 이

원칙은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4조에 의해 이론상 인정되는 원칙인데 압수․

수색 대상의 존재 시점으로부터 적정한 기간 내에 청구되어 발부되고, 집행

되지 않은 압수수색영장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원칙이다.214) 이 원칙에 의하

면 전자적 위치정보의 생성시점으로부터 너무 먼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데이터 탐색․압수를 허용하는 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할 수는 없고, 설령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장이 너무 오래전에 발부된 영장이라면

그에 근거하여 전자적 위치정보를 수색하고 압수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한

다.215) 우리나라 형사소송규칙 제95조 제1항 제4호도 압수․수색영장의 유

효기간을 원칙적으로 7일로 제한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은 그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에 집행에 착수하여야 한다.216) 현행 형사소송규칙은 압수․수

214) 이에 관해 상세한 내용은 오기두, “證據의 關聯性과 컴퓨터 關聯證據”, 159～160쪽.
215) 아동포르노를 다운받은 시점에서부터 10개월이 경과된 후 집행되었어도 그 영장집

행은 유효하다고 한 United States v Lacy, 119 F.3d 742(9th Cir. 1997), 5개월 반이

경과되었더라도 유효하다고 한 United States v Lamb, 945 F.Supp. 441, 461(N.D.N.Y. 
1996) 등 참조.

216) 후술하는 실효의 원칙 참조.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제41조(b)는 수색, 압수 영장은 발부 후 10일 이내에 집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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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이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사유

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17)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영장

이 청구된 경우 법관은 그 사유를 심사하여 적정한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정

하여 발부함으로써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전자적 위치정보를 추적하는 수사활동을 허가하는 영장을 발부할 때

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2) 장래의 전자적 위치정보

압수․수색영장은 영장발부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현재에 걸쳐 존재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관이

압수․수색영장 청구의 당부를 심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생성여부가

불분명한 장래의 위치정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는, 특별

한 법률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상이나 관련성의 요건에 비추어 어렵다고

해야 한다. 예컨대 피의자가 건강보험을 이용할 경우 향후 3개월간 건강보

험공단의 전산망에 접속하게 될 자료, 피의자가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향후

3개월간 탑승할 사항에 관한 전산자료, 장래의 기간에 대한 교통카드 실시

간 사용내역 등과 같은 전자적 위치정보를 압수․수색하겠다며 수사기관이

영장 발부를 청구할 경우 법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는 그 성질상 장래의 통신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장래의 통신제한조치는 위 법률의 특별규정으

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사실무상 피의자의 검거를 목적으로 수사

기관이 요청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인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통신비밀보

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와 접속지 위치추적자료(같은 호 사목)는 앞으로 이

루어질 미래의 불특정한 정보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의 불특정한 정보에 대해 감청을 허용하거나 통신

사실 확인자료 수집을 특별법에 의해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법관은 그 시간

217) 형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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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압수․수색영장의 특수한 형태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은 사전허가

서와 긴급처분 후의 사후허가서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예컨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자의 인터넷 로그기록 획득을 통해 피의자의 위치를 추적하고자 할

때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위와 같은 형태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수

사기관이 기왕에 이루어진 통신내역에 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

가를 청구하면서, 그 허가서를 발부받은 뒤 현실적으로 집행을 실시할 시기

를 예상하여 장래의 특정 시점까지의 통신내역을 제공요청 대상으로 표시하

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그 부분에 관하여 事前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를 청

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자적 위치정보 추적 수사활동에 대한 헌법재판은 헌법적 심사기준에

따라 실질적 기본권 침해 여부 심사와 절차적 기본권 침해 여부 심사로 나

눌 수 있다. 그 중 실질적 기본권 침해 여부 심사는 ① 전자적 위치정보 관

련 기본권의 본질적 영역 침해 여부 심사, ② 비례성(관련성) 심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 여부 판단 등을 말하고, ③ 절차적 기본권 침해여부 심사는 적

법절차원리나 영장주의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미한다.218) 그리고 전자

적 위치정보에 대한 헌법재판은 재판주체에 따라 법원에 의한 재판과 헌법

재판소에 의한 재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차례로 살펴본다.

2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자감시에 관하여 ‘사생활형성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감

시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나,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통제를 가한

다는 ‘二 段階 구조의 통제법리’를 택하고 있다고 한다(je-desto 공식). BVerfGE 100, 
313 ; BVerfGE 115, 320(360 f.) ; 박정훈, “전자감시와 privacy의 관계 정립에 관한 연

구”, 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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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전자적 위치정보 추적 수사활동에 대한 헌법적 심사기준은 우선 그

공권력행사가 당해 위치정보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privacy권, 

통신의 자유권, 거주․이전의 자유권 등 기본권의 핵심영역을 침해하였는지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기본권 침해 수사활

동에 대해 그것이 활동목적의 정당성, 수사방법 자체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

성, 법익의 균형성에 합치하여 합헌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비례성을

심사한다. 이 비례성 심사의 경우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추적되는 전자적

위치정보와 수사대상인 범죄혐의 사실과 주관적, 객관적, 시간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일단 수사목적으로 전자적 위치정보를

추적하는 이상 수사활동 목적은 정당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으나 그것

이 관련성 없는 위치정보에 대한 것이라면 목적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다. 관련성 없는 위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사방법 자체도 적절하

지 못하고 피해의 최소성 원칙도 위반한 수사가 된다. 나아가 관련성 없는

위치정보에 대한 추적은 수사활동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가치는 작은 반면

그 위치정보 주체가 제한받는 사익은 현저히 커서 균형을 이루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해 위헌적인 수사활동이라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관련성 요건에 대한 심사와 더불어 당해 수사활동에 대한 여타의

비례의 원칙 심사기준을 들이댈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수사목적을 가장하

였을 뿐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한 개인감시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치정보 추적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될 것이다. 또는 예컨대 통신비밀

보호법 등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스마트폰에 도청파일을 이메

일로 전송하여 스마트폰 이용자로 하여금 그 이메일을 열어보게 하여 이용

자의 스마트폰에 도청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그 스마트폰을 이용한 통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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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나 회의 등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고 이용자의 위치를 추적한다면219) 이

러한 수사활동은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또는 수사기관이 GPS 추적장치를 개인의 승용차에 몰래 부착해 두고 수개

월에 걸쳐 전송되는 신호를 기록한 컴퓨터에 접속하여 이를 수시로 확인한

다면 이러한 수사활동은 마치 수사관이 그 승용차의 뒷좌석에 24시간 내내

앉아 운전자를 감시하는 것과 같게 되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될 것이

다.220) 

전자적 위치정보 추적 수사활동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

어졌거나 그 영장 집행과정이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헌법상의 영장주의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으므로 위헌이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다. 

전자적 위치정보를 추적하는 수사활동의 헌법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그 심사에 관한 재판절차를 기준으로 하여 보자면,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이

219) 2010. 4. 5. 경기도 과천 소재 지식경제부에서 최경환 장관 등이 참석하여 스마트폰

(아이폰) 도청시연회가 열렸는데 본문에서와 같은 방식의 시연을 통해 스마트폰 통

화내용이 해커역할을 했던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I) 소속 직원의 노트북 PC를 통

해 그대로 흘러나왔다고 한다. 조선일보 2010. 5. 20.자 A1-3쪽 참조. 
220) April A. Otterberg, “GPS TRACKING TECHNOLOGY：THE CASE FOR REVISITING 

KNOTTS AND SHIFTING THE SUPREME COURT'S THEORY OF THE PUBLIC 
SPACE UNDER THE FOURTH AMENDMENT”, p. 695. ; 수사기관이 직접 범죄혐의

자의 자동차에 GPS 칩을 부착하여 그 위치정보를 획득하는 수사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적정한 수단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United Staes v. Moran, 349 F. Supp. 2d 4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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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의 집행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

우를 나누어 살펴야 한다. 전자의 경우 영장발부 행위 자체는 법원의 재판

이고 현재 재판소원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독

자적인 재판권을 행사할 여지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그 구체적 집행행위인 수사활동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 제

도 등으로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소원을 심판하면서 헌법재판

소가 관여할 여지가 있으나,221)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 후자의 경우, 즉 전

혀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전자적 위치추적 활동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이

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의한 증거능력 배제

원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헌법 수정 제4조

및 제5조, 제14조 제1항 등의 해석을 통해 수립한 원칙인데, 수사기관이 개

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획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원리이

다.222)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도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라는 표제

하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

는 조항을 마련하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선언하고 있다. 대법원도

221) 헌재 1994. 9. 30. 94헌마183【검찰수사등위헌확인】은, 검사의 구금․압수 또는 압

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또는 검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그 처리결

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재항고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같은 취지로 헌재 1993. 3. 15. 93헌
마36【기망등에의한증거수집위헌확인】참조. 

222) United States v. Leon, 468 U.S. 897 ; United States v. Patane, 542 U.S. 630 ; United 
States v. Caceres, 440 U.S. 741 ; 강구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사법발전재단, 형사

재판의 쟁점과 과제(2008), 65,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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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기본적 인권보장

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 받아 실체적 진실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

록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

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라고 판단하면서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을

천명하고 있다.223) 

이러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조항이나 영장주

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적 위치정보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허가받은 통신제한조치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

는 감청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대상범죄와의 구체

적인 관련성이 소명되지 않으면 그 감청결과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범죄사

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224) 이밖에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

에 의하여 추적 획득된 위치정보라고 할지라도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 목

적물의 범위 내에 포함된 것인지, 그 영장에 기재된 구체적 집행방법을 준

수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적 위치정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상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225) 통신비밀보호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한 경우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생

각해야 한다. 즉 같은 법률 제3조 제1항 제1문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

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통신사실 확인자료의

223) 이밖에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한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
도10914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수원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8노10914 판결

참조. 
224)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도5461 판결

225)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

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컴퓨터통신 또는 인

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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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는 “제3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위 문언 만으로만 본다면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전기통신의 내용이 아니

어서 설령 위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는 입론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①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에 일반원칙으로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명문화되어 있고, ② 통신비밀

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헌법 및 위 법률상

의 적법절차 원칙이나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취득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의 정도가 치유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2) 준항고에 대한 재판을 통한 통제

법원은 판사에 의해 영장이 발부되었고 이것을 수사기관이 집행하여 전

자적 위치정보를 취득한 경우 그 영장집행 행위 자체가 헌법상의 기본권 제

한 원칙이나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면 형사소송법 제417조

에 정해진 준항고의 절차에서 그 위반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226) 다만, 판사

의 그 영장발부 자체에 대하여는 위 법 제416조 제1항 제2호의 준항고로 불

복할 수 없다.227) 아예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전자적

226)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 법원의 영장을 얻어 한 압수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1967. 12. 26.자 67모61 결정【압수처

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5(3)형, 065] 참조. 
227) 대법원 1997. 9. 29. 자 97모66 결정【압수영장에대한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공

1997. 11. 1.(45), 3352]은 다음과 갈이 설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16조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한 재판에 대한 준항고에 관하여 규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라 함은 수소법원의 구성
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만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
여 압수영장 등을 발부하는 독립된 재판기관인 지방법원 판사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서
정한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에서 규정하는 항
고는 법원이 한 결정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결정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하여 그와 같은 항고의 방법으로도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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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17조에 정해진 준항고 절차에서 그

위반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재판의 근거가 되는 규

범은 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이 됨은 물론이다. 

(3) 민사재판 등을 통한 통제

법관은 위헌적인 위치정보 추적 수사활동을 감행한 수사관에 대해, 그리

고 그 소속 국가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워 손해배상을 명할

수도 있다. 그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를 범한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 제2호가 ‘압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준항

고로 불복할 수 있게 하고 있는바, 전자적 위치정보 취득을 허가하는 영장

의 발부는 준항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입

장이다.228) 이처럼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재판에 대해 준항고의 절차로

불복할 수 없다면 그 영장발부 재판 자체에 대해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

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론이 성립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필자 사견으

로는 재판소원 불허원칙을 고려할 때 쉽사리 그러한 주장에 동조하기는 어

렵다고 생각한다. 현재 재판소원이 금지되는 결과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

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기관이 전자적 위치정보를 추적한다

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법관의 영장발부 행위 자체를 헌법심사의 대상으

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 영장발부 행위가 형사소송법, 통

신비밀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고 위 형사소송법 등이 주로 법관의 영장발부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

하고 있음에 불과하며, 또한 별도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받은 바 없는

228) 위에 든 대법원 1997. 9. 29. 자 97모66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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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인 이상 당해 영장발부행위가 위헌적인 법률을 적용한 재판으로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여지도229)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합치하거나 위배되는 영장을 발부받아 한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이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때 그

수사활동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230) 수사기관의 전자적 위치추적 활동이 그 영장에 따른 집

행처분이라고 보인다면 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한 준항고로 불

복해야 한다.231) 그러나 이 단계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의 관문이

있어 헌법소원 제기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렵게 된다. 바로 재판소원의 문제

이다. 즉 현재 상황에서는 재판소원이 금지되므로 그 준항고 재판에 의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은 이상 별도로 그 수사활동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232)233) 그리고 아예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하는

수사활동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한 준항고 제도를 거쳐야 한

다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이나 재판소원 불허의 원칙상 헌법소원이 허용

229)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230) 법원의 재판작용 자체가 아닌 그 재판의 집행행위, 특히 법원의 형사재판을 수사기

관이 집행하는 행위 자체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제1개정증보판), (2008), 221쪽 이하 등이나, 김현철, “헌법소원의

대상에 관한 소고”(헌법논총 제1집), 431쪽 이하 등의 문헌에 직접 언급되지 않고

있다.
231) 헌재 2007. 5. 31. 2006헌마1131【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위헌확인】은 피의자의 구

금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32)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그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헌재 1998. 5. 28. 91헌마98 등, 판례집 10-1, 660, 671. 
233) 수사기관의 영장집행행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위헌심사 기준을 완화할 수밖에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probable cause에 기한 상당한 압수․수색 활동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일단 영장을 발부받기만 하였으면 대부분의 압수․수색 활동을 합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예를 보더라도 그러하다. Stephen A. Saltzburg & Daniel J. Capra, AMERICAN 
CRIMINAL PROCEDURE (6th. ed.), Chapter Two.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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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현행 제도상으로는 그러한 수사기관의 처분

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여지는 매우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234) 

오늘날의 정보기술(IT) 시대에, 특히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에 내놓아도 손

색이 없는 IT 강국에서 전자적으로 저장된 개인의 위치정보에 대한 기본권

을 보장할 시대적 요청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 그 의사에 따

라 자유롭게 신체를 이동시키며 체재할 자유를 보장하고 그리고 그 흔적을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의 형태로 남겼을 때 그것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

야 할 필요가 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에 관련된 기본권으로

privacy권이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통신의 자유 등을 보장해야 한다. 그

보장방식을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보자면, 수사기관

은 개인이 신체를 장소적으로 움직인 흔적이 전자적으로 저장된 위치정보에

관해 일정한 헌법적 원칙에 따라 그 범위와 한계 내에서 수사활동을 폄으로

써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가장 위협적

으로 국가권력이 개인의 위치정보에 관련된 기본권에 침해의 위협을 가하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위치정보에 대한 수사권 행사이다. 그러나

범죄수사를 위한 수사활동을 보장하는 것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당연

히 요청된다. 이때 전자적 위치정보에 대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수사권

발동의 균형을 잡는 접점은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리인 비례의 원칙과 그것

234) 이에 관해서는 이명웅, “비례의 원칙과 판례의 논증방법”, 헌법논총 제9집, 688, 9쪽
의 다음과 같은 기술을 참고할 수 있겠다. “만일 재판소원이 인정되어 헌법재판소

가 본격적으로 법원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면, 비례의 원칙상의 목적의 정당성에 관련하여서는, 이를 헌법 제37조 제2항
에서 유추하여 입법목적이외의 다른 공권력 행사의 목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

든지, 아니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보다 일반적인 비례의 원칙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 396 -

을 특히 형사절차법 분야에 특수하게 투영하여 놓은 관련성의 원칙 적용에

서 찾아야 한다. 관련성은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범죄혐의 대상과 객관

적, 주관적, 시간적으로 관련된 위치정보만을 추적할 수 있다는 원리로 요약

된다. 영장주의는 그러한 관련성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을 집행하는 절차에 의해 전자적 위치정보를 추적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

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행하는 전자적 위치정보 추적이나 관련성의 요건

에 합치하지 않는 영장에 의한 전자적 위치정보 추적, 그 요건에 합치되는

영장을 발부받기는 하였으나 구체적 집행행위 자체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모두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위치정보 추적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서 행한 위치정보 추적 수사활동은 위법한 수사활동이라는 평가도 면하기

어렵다. 그에 대한 구제로는 형사절차나 일반적인 민사절차 등 재판절차를

통한 법원의 구제를 들 수 있겠다. 그러나 법관의 영장발부 재판 자체나 수

사기관의 영장 집행행위 자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여지는 많지 않

다고 하겠다. 재판소원 문제나 보충성 등의 문제로 인해 헌법소원 제기요건

이 충족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자적 위치정보 추적

을 위한 수사활동에 대하여 관련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촉구할 필요는 크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 이전

에 이미 검사, 경찰관 등을 포함한 모든 국가공무원들이 따르고 지켜야 할

제1차적 典範이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은, 법관이 전자적 위치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나, 그 정보를 기초로 기소된

피고인에 관한 형사재판이나, 그 이전 단계인 수사절차상의 준항고 절차, 그

밖의 민사재판 절차 등에서 판결이나 결정의 주문을 낼 때 제1차적으로 근

거해야 할 재판규범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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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전자적으로 저장된 개인의 위치정보에 대해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은

privacy권이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통신의 자유 등이다. 수사기관은 개

인이 신체를 장소적으로 움직인 흔적이 전자적으로 저장된 위치정보에 관해

일정한 헌법적 원칙에 따라 그 범위와 한계 내에서 수사활동을 폄으로써 위

와 같은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전자적 위치정보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범죄수사를 위한 수사권 보장 사이의 균형점은 기본권 제한

의 일반 원리인 비례의 원칙에서 찾아야 한다. 특히 비례의 원칙을 형사절

차법 분야에 특수하게 반영하여 놓은 관련성의 원칙 적용에서 찾아야 한다. 

관련성은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범죄혐의 대상과 객관적, 주관적, 시간

적으로 관련된 위치정보만을 추적할 수 있다는 원리로 요약된다. 영장주의

는 그러한 관련성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절

차에 의해 전자적 위치정보를 추적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행하는 전자적 위치정보 추적이나 관련성의 요건에 합치하지 않

는 영장에 의한 전자적 위치정보 추적, 그 요건에 합치되는 영장을 발부받

기는 하였으나 구체적 집행행위 자체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모두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위치정보 추적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행한 위치정보

추적 수사활동은 위법한 수사활동이라는 평가도 면하기 어렵다. 그에 대한

구제 방법 및 절차로는 형사절차나 일반적인 민사절차 등 재판절차를 통한

법원의 구제를 들 수 있겠다. 다만, 법관의 영장발부 재판 자체나 수사기관

의 영장 집행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재판소원 문제나 보충성 등의 문제로 인

해 헌법소원 제기요건이 충족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자적 위

치정보 추적을 위한 수사활동에 대하여 관련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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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촉구할 필요는 크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

법재판 이전에 수사기관, 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이 따르고 지켜야 할 제1차

적 규범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전자정보, 위치정보, privacy권, 수사권, 영장주의, 비례원칙, 관련성, 헌법소원, 

컴퓨터 관련증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