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수사 대상자의 通信內容을 확인하는 제도 

‘09년 하반기 감청협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Ⅰ. 통신 감청

 o 감청 대상

  - 통화 내용, 전자우편․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

 o 주요 절차

  - 일반감청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감청 협조

  - 긴급감청은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감청협조

하되, 36시간내 법원의 허가서를 제출 받음

․ 총괄 현황

 o ‘09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건수는 717건

으로 전년 동기(544건) 대비 31.8% 증가

(단위 : 문서건수)

연 도 별 일반감청 긴급감청 합   계

'08

상반기 606 2 608

하반기 544 0 544

합  계 1,150 2 1,152

’09

상반기 799 (31.8) 0 799 (31.4)

하반기 717 (31.8) 0 717 (31.8)

합  계 1,516 (31.8) 0 1,516 (31.6)

 ※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o ‘09년 하반기에 검찰의 감청협조는 없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경

찰은 43건에서 84건으로 95.3%, 국정원은 481건에서 614건으로 

27.7%, 군수사기관은 8건에서 19건으로 137.5% 증가

(단위 : 문서건수)

연도별 검  찰 경  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합   계

'08

상반기 6 32 562 8 608

하반기 12 43 481 8 544

합  계 18 75 1,043 16 1,152

’09

상반기 9 (50.0) 61 (90.6) 706 (25.6) 23 (187.5) 799 (31.4)

하반기 - 84 (95.3) 614 (27.7) 19 (137.5) 717 (31.8)

합  계 9 (-50.0) 145 (93.3) 1,320 (26.6) 42 (162.5) 1,516 (31.6)

   * 군 수사기관 : 국방부 및 국군기무사령부

  ※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2) 통신수단별

 o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254건에서 264건으로 3.9% 증가, 인

터넷 등은 290건에서 453건으로 56.2% 증가

(단위 : 문서건수)

연도별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등* 합   계

'08

상반기 252 - 356 608

하반기 254 - 290 544

합  계 506 - 646 1,152

’09

상반기 310 (23.0) - 489 (37.4) 799 (31.4)

하반기 264  (3.9) - 453 (56.2) 717 (31.8)

합  계 574 (13.4) - 942 (45.8) 1,516 (31.6)

  * 인터넷 등 : 인터넷접속, 이메일, 비공개모임의 게시내용 등

 ※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3) 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또는 ID)건수 

 o ‘09 하반기 통신감청에 협조한 전화번호수는 3,095건으로 전년 동기

(3,379건) 대비 8.4% 감소하였으며,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도 6.21

건에서 4.32건으로 감소

(단위 : 건수)

구    분 검  찰 경  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합   계

'08

상반기

문서건수 6 32 562 8 608

전화번호수 8 44 5,563 10 5,625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1.33 1.38 9.90 1.25 9.25

하반기

문서건수 12 43 481 8 544

전화번호수 16 50 3,304 9 3,379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1.33 1.16 6.87 1.13 6.21

합  계

문서건수 18 75 1,043 16 1,152

전화번호수 24 94 8,867 19 9,004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1.33 1.25 8.50 1.19 7.82

’09

상반기

문서건수 9 (50.0) 61 (90.6) 706 (25.6) 23 (187.5) 799 (31.4)

전화번호수 9 (12.5) 73 (65.9) 6,294 (13.1) 26 (160.0) 6,402 (13.8)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1.00 1.20 8.92 1.13 8.01

하반기

문서건수 0 84 (95.3) 614 (27.7) 19 (137.5) 717(31.8)

전화번호수 0 90 (80.0) 2,984 (-9.7) 21 (133.3) 3,095(-8.4)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 1.07 4.86 1.11 4.32

합  계

문서건수 9 (-50.0) 145 (93.3) 1,320 (26.6) 42 (162.5) 1,516 (31.6)

전화번호수 9 (-62.5) 163 (73.4) 9,278 (4.6) 47 (147.4) 9,497 (5.5)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1.00 1.12 7.03 1.12 6.26

 ※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통신자료 제공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수사관서장의 

요청서를 제시하고 수사 대상자의 人的事項을 요청하는 제도 

Ⅱ. 통신자료제공

 o 제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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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주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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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요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인적사항 확인

․ 총괄 현황

 o ‘09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가입자 인적사항 제

공건수는 280,246건으로 전년 동기(243,334건) 대비 15.2% 증가

(단위 : 문서건수)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08 231,234 243,334 474,568

’09 281,221 (21.6) 280,246 (15.2) 561,467 (18.3)

 ※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o 전년 동기 대비 검찰은 8.0% 감소, 경찰은 20.9%, 국정원 28.5%, 

군수사기관 등은 14.1% 증가

(단위 : 문서건수)

연도별 검  찰 경  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 합  계

'08

상반기 47,540 158,576 4,568 20,550 231,234

하반기 44,071 173,401 3,816 22,046 243,334

합  계 91,611 331,977 8,384 42,596 474,568

’09

상반기 47,371 (-0.4) 203,257 (28.2) 5,575 (22.0) 25,018 (21.7) 281,221 (21.6)

하반기 40,561 (-8.0) 209,627 (20.9) 4,903 (28.5) 25,155 (14.1) 280,246 (15.2)

합  계 87,932 (-4.0) 412,884 (24.4) 10,478 (25.0) 50,173 (17.8) 561,467 (18.3)

  * 군 수사기관 등 : 군 수사기관(국방부 및 국군기무사령부) 및 관세청, 법무부, 노동부, 

식약청 등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

  ※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2) 통신수단별

 o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3.4%, 이동전화는 13.1%, 인터넷 등 

25.9% 증가

(단위 : 문서건수)

연도별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등 합   계

'08

상반기 30,404 141,499 59,331 231,234

하반기 27,970 155,414 59,950 243,334

합  계 58,374 296,913 119,281 474,568

’09

상반기 30,992 (1.9) 182,554 (29.0) 67,675 (14.1) 281,221 (21.6)

하반기 28,921 (3.4) 175,821 (13.1) 75,504 (25.9) 280,246 (15.2)

합  계 59,913 (2.6) 358,375 (20.7) 143,179 (20.0) 561,467 (18.3)

 ※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구    분 검  찰 경  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 합   계

'08

상반기

문서건수 47,540 158,576 4,568 20,550 231,234

전화번호수 555,459 1,807,233 29,666 137,922 2,530,280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11.68 11.40 6.49 6.71 10.94

하반기

문서건수 44,071 173,401 3,816 22,046 243,334

전화번호수 506,094 1,963,026 25,424 131,027 2,625,571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11.48 11.32 6.66 5.94 10.79

합  계

문서건수 91,611 331,977 8,384 42,596 474,568

전화번호수 1,061,553 3,770,259 55,090 268,949 5,155,851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11.59 11.36 6.57 6.31 10.86

’09

상반기

문서건수 47,371 (-0.4) 203,257 (28.2) 5,575 (22.0) 25,018 (21.7) 281,221 (21.6)

전화번호수 490,037 (-11.8) 2,735,310 (51.4) 36,312 (22.4) 168,195 (21.9) 3,429,854 
(35.6)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10.34 13.46 6.51 6.72 12.20

하반기

문서건수 40,561 (-8.0) 209,627 (20.9) 4,903 (28.5) 25,155 (14.1) 280,246 (15.2)

전화번호수 494,574 (-2.3) 2,615,770 
(33.3)

35,777 (40.7) 303,769 (131.8) 3,449,890 
(31.4)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12.19 12.48 7.30 12.08 12.31

합  계

문서건수 87,932 (-4.0) 412,884 (24.4) 10,478 (25.0) 50,173 (17.8) 561,467 (18.3)

전화번호수 984,611 (-7.2) 5,351,080 
(41.9)

72,089 (30.9) 471,964 (75.5) 6,879,744 
(33.4)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11.20 12.96 6.88 9.41 12.25

(3) 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또는 ID)건수 

 o ‘09년 하반기 통신자료제공 전화번호 수는 3,449,890건으로 전년 

동기(2,625,571건) 대비 31.4% 증가하였으며,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10.79건에서 12.31건으로 증가

(단위 : 건수)

 ※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

사업자에게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조회를 요청하는 제도 

Ⅲ.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o 제공 대상

  -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

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o 주요 절차

  -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 제공

  - 다만, 법원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 상황시에는 요청서만으로 통신

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되, 제공후 법원허가서를 제출 받음

․ 총괄 현황 

 o ‘09년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122,181건으로 전년 동기 

(110,261건) 대비 10.8% 증가

(단위 : 문서건수)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08 102,484 110,261 212,745

’09 126,371 (23.3) 122,181 (10.8) 248,552 (16.8)

 ※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o 전년 동기 대비 검찰과 군 수사기관 등은 각각 8.3%. 9.5%감소,  

경찰은 17.1%, 국정원은 39.6% 증가

(단위 : 문서건수)

연도별 검  찰 경  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 합   계

’08

상반기 21,026 74,737 724 5,997 102,484

하반기 21,571 82,059 550 6,081 110,261

합  계 42,597 156,796 1,274 12,078 212,745

’09

상반기 22,279 (6.0) 97,659 (30.7) 951 (31.4) 5,482 (-8.6) 126,371 (23.3)

하반기 19,780 (-8.3) 96,131 (17.1) 768 (39.6) 5,502 (-9.5) 122,181 (10.8)

합  계 42,059 (-1.3) 193,790 (23.6) 1,719 (34.9) 10,984(-9.1) 248,552 (16.8)

  * 군 수사기관 등 : 군 수사기관(국방부 및 국군기무사령부) 및 관세청, 법무부, 노동부, 

식약청 등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

  ※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2) 통신수단별

 o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8.1%, 이동전화 8.0%, 인터넷 등 

21.5% 증가

(단위 : 문서건수)

연도별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등 합   계

'08

상반기 18,285 60,532 23,667 102,484

하반기 19,627 67,634 23,000 110,261

합  계 37,912 128,166 46,667 212,745

’09

상반기 22,208 (21.5) 74,552 (23.2) 29,611 (25.1) 126,371 (23.3)

하반기 21,218  (8.1) 73,025  (8.0) 27,938 (21.5) 122,181 (10.8)

합  계 43,426 (14.5) 147,577 (15.1) 57,549 (23.3) 248,552 (16.8)

 ※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3) 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또는 ID)건수 

 o ‘09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전화번호 수는 15,778,887건으로 

전년 236,782건 대비 6,563.9% 증가하였으며,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2.15건에서 129.14건으로 증가

(단위 : 건수)

구    분 검  찰 경  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 합   계

'08

상반기

문서건수 21,026 74,737 724 5,997 102,484

전화번호수 57,820 138,423 2,220 11,655 210,118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2.75 1.85 3.07 1.94 2.05

하반기

문서건수 21,571 82,059 550 6,081 110,261

전화번호수 55,816 167,147 1,828 11,991 236,782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2.59 2.04 3.32 1.97 2.15

합  계

문서건수 42,597 156,796 1,274 12,078 212,745

전화번호수 113,636 305,570 4,048 23,646 446,900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2.67 1.95 3.18 1.96 2.10

’09

상반기

문서건수 22,279 (6.0) 97,659 (30.7) 951 (31.4) 5,482 (-8.6) 126,371 (23.3)

전화번호수 59,483 (2.9) 230,333 (66.4) 3,246 (46.2) 11,008 (-5.6) 304,070 (44.7)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2.67 2.36 3.41 2.01 2.41

하반기

문서건수 19,780 (-8.3) 96,131 (17.1) 768 (39.6) 5,502 (-9.5) 122,181(10.8)

전화번호수 50,917 (-8.8) 14,366,747
(8,495.3)

2,727 (49.2) 1,358,496 
(11,229.3)

15,778,887
(6,563.9)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2.57 149.45 3.55 246.91 129.14

합  계

문서건수 42,059 (-1.3) 193,790 (23.6) 1,719 (34.9) 10,984 (-9.1) 248,552
(16.8)

전화번호수 110,400 (-2.8) 14,597,080
(4,677)

5,973 (47.6) 1,369,504 
(5,691.7)

16,082,957
(3,498.8)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2.62 75.32 3.47 124.68 64.71

 ※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