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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하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제공 현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기간통신사업자 74개, 별정통신

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53개 등 총 169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14년 하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

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o 전년 동기 대비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145건

(337→192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41건(2,492→1,851건) 각각 감소

o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4,917건(132,070→

127,153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590,035건(6,734,543→4,144,508건) 각각 감소

o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28,888건(479,623→508,511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195,478건(4,747,043→6,942,521건) 각각 증가

했다고 밝혔다.

<붙임> ’14년 하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제공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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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4년 하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제공 현황

Ⅰ. 통신제한조치 협조

o 확인 사항

- 통화 내용, 전자우편․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

o 주요 절차

-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고,

- 긴급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받되, 36시간 내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함

□ 총괄 현황

o ‘14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조치(감청)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192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851건

-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145건 감소(337→192),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41건 감소(2,492→1,851건)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7.4개에서 9.6개로 2.2개 증가

(단위 : 문서수)

구  분
’13년 ’14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일반 통신제한 255 337 378 192
긴급 통신제한 - - - -

합 계 255 337 378 192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신

내용을 확인하는 제도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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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은 4건(0→4건), 경찰은 19건

(50→69건), 국정원은 163건(282→119건), 군수사기관 등은 5건(5→0건) 증감

(단위 : 건)

구  분
’13년 ’14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검  찰

문서수 1 - - 4
전화번호수 1 - - 7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0 - - 1.8

경  찰

문서수 21 50 124 69
전화번호수 25 71 193 108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2 1.4 1.6 1.6

국정원

문서수 230 282 249 119
전화번호수 3,511 2,416 3,795 1736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5.3 8.6 15.2 14.6

군수사기
관 등

문서수 3 5 5 -
전화번호수 3 5 7 -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0 1.0 1.4 -

합  계

문서수 255 337 378 192
전화번호수 3,540 2,492 3,995 1,851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3.9 7.4 10.6 9.6

* 군 수사기관 등 : 국군기무사령부, 해양경찰청

(2) 통신수단별

o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26건(100→74건), 인터넷 등은 119건

(237→118건) 감소
(단위 : 문서수)

구  분
’13년 ’14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유선전화 91 100 124 74
이동전화 - -　 -　 -
*인터넷 등 164 237 254 118

합 계 255 337 378 192

* 인터넷 등 : 인터넷접속, 이메일, 비공개모임의 게시내용 등

- 3 -

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o 제공요청 사항

-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o 주요 절차

-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신

사업자에 자료제공을 요청

-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 상황시에는 요청서만으로 통신

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총괄 현황

o ‘14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127,153건, 전화번호(또는 ID) 수

기준으로 4,144,508건

- 전년동기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4,917건 감소(132,070→127,153건), 전화번호

(또는 ID) 수 기준으로 2,590,035건 감소(6,734,543→4,144,508건)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51.0개에서 32.6개로 18.4개 감소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업자

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제1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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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은 5,995건(27,843→33,838건)

증가한 반면, 경찰은 7,830건(99,455→91,625건), 국정원은 363건(753→

390건), 기타기관은 2,719건(4,019→1,300건) 각각 감소

(단위 : 건)

구분
’13년 ’14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검  찰

문서수 27,879 27,843 28,544 33,838
전화번호수 385,099 129,599 110,295 92,745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3.8 4.7 3.9 2.7

경  찰

문서수 101,169 99,455 99,636 91,625
전화번호수 8,853,205 6,590,926 6,022,506 4,046,661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87.5 66.3 60.4 44.2

국정원

문서수 675 753 456 390
전화번호수 1,874 3,241 1,114 981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2.8 4.3 2.4 2.5

기타
기관*

문서수 4,066 4,019 3,395 1,300
전화번호수 139,947 10,777 10,069 4,121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34.4 2.7 3.0 3.2

합  계

문서수 133,789 132,070 132,031 127,153
전화번호수 9,380,125 6,734,543 6,143,984 4,144,508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70.1 51.0 46.5 32.6

* 기타기관 : 군 수사기관,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부, 식약처 등)

(2) 통신수단별

o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515건(24,009→23,494건) 감소, 이동전화는

8,086건(82,618→90,704건) 증가, 인터넷 등은 12,488건(25,443→12,955건) 감소

(단위 : 문서수)

구  분
’13년 ’14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유선전화 25,078 24,009 25,396 23,494

이동전화 82,787 82,618 86,657 90,704

인터넷 등 25,924 25,443 19,978 12,955

합 계 133,789 132,070 132,031 1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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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신자료 제공

o 제공요청 사항

-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

o 주요 절차

- 검․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이용자의 인적사항 확인

□ 총괄 현황

o ‘14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 508,511건, 전화번호 수 기준 6,942,521건

-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28,888건 증가(479,623→508,511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195,478건 증가(4,747,043→6,942,521건)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9.9개에서 13.7개로 3.8개 증가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은 13,046건(97,885→110,931건),

경찰은 12,813건(351,798→364,611건) 각각 증가한 반면, 국정원은 38건

(2,197→2,159건) 감소, 기타기관은 3,067건(27,743→30,810건) 증가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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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구분
’13년 ’14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검  찰

문서수 90,553 97,885 103,060 110,931

전화번호수 1,321,533 1,537,458 1,957,970 2,309,655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4.6 15.7 19.0 20.8

경  찰

문서수 342,597 351,798 358,671 364,611

전화번호수 3,220,987 3,009,630 3,888,801 4,482,812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9.4 8.6 10.8 12.3

국정원

문서수 2,235 2,197 2,223 2,159

전화번호수 44,049 69,256 59,372 55,392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9.7 31.5 26.7 25.7

기타
기관

문서수 29,919 27,743 28,548 30,810

전화번호수 241,047 130,699 118,792 94,662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8.1 4.7 4.2 3.1

합  계

문서수 465,304 479,623 492,502 508,511

전화번호수 4,827,616 4,747,043 6,024,935 6,942,521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0.4 9.9 12.2 13.7

* 기타기관 : 군 수사기관,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부, 식약처 등)

(2) 통신수단별

o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5,494건(56,693→62,187건), 이동전화는 27,666건

(365,438→393,104건) 증가한 반면 인터넷 등은 4,272건(57,492→53,220건) 감소

(단위 : 문서수)

구  분
’13년 ’14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유선전화 53,882 56,693 59,817 62,187

이동전화 353,720 365,438 371,645 393,104

인터넷 등 57,702 57,492 61,040 53,220

합 계 465,304 479,623 492,502 508,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