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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압수수색영장 집행

통지받은 사람 절반도 안돼… 10명중 6명은 통보 못받아

감청하고, 통화내역 확인 다해도 

통지 안하면 본인은 알 방법 없어 

통신자료 제공은 아예 통지 의무 조차 없어 문제 

 <표. 2011년 이후 전기통신에 대한 경찰의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 압수수색영장 현황 > 

구분
요청

합계

허가

합계

통지

합계
통지율

수사과 보안과

요청 허가 통지 요청 허가 통지

통신

제한
147 142 39 27.5% 21 17 14 126 125 25 

통신

사실

확인

244,306 216,415 128,482 59.4% 243,202 215,324 128,153 1,104 1,091 329 

압수

수색 
3,735 1,068 28.6% 2,587 749 1,148 319 

통신

자료
3,931,459  　 　 　 3,868,122  　 　 63,337 　 　

 *압수수색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압수수색의 경우 경찰에서 신청, 기각 건수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발부된 통계만 제출 받음. 

경찰의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후 이에 대해

당사자에게 통지한 평균 비율은 3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명중 6명
은 경찰이 내 정보를 샅샅이 들여다봐도 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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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간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전

기통신에 대한 경찰의 통신제한 조치 요청건수는 147건으로 이중 법원의 허가를

받은 건수는 142건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한 건수

는 39건으로 통지율이 2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중 3명에게만 통지를
한 셈이다.  

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경우 2011년 이후 총 24만4천여건을 요청했고 이 중
21만6천여건을 허가받았는데, 당사자에게 통지한 건수는 12만8천여건, 29.4%로 나
타났다.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에는 2011년 이후 총 3,735건을 집행했는데
통지한 건수는 1,068건으로 통지율이 28.6%에 그쳤다. 

통신제한 조치는 대부분 보안과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은 수사과의 요청이 대부분이다. 

통신제한조치란 통화내용이나 이메일 등에 대한 감청을 말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

는 통화일시와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인터넷 로그기

록, 접속 IP주소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중요한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서도 경찰이 정작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준

비율은 평균적으로 절반도 안 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찰이 통지를 해

주지 않으면 당사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시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통보하거나 내사 사건을 종결할 경우 경

찰은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집행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중요한 개인 정보를 경찰이 나도 모르는 사이 샅샅이 다

뒤져봐도 경찰이 통지를 해주지 않는 이상 본인이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이 미통지한 내역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없는지에 대해 먼저

전반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민의 권리와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이 통신 관련 자

료를 요청할 시에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자료만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3 -

또, 이외에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한 건수도 무려 3백9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
났다.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란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의 가입자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

행법상 통신자료 제공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통신자료 역시 주요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

에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지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이 통신자료 제공만 요청해

도 당사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 10. 19
정청래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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