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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헌재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 

1. 헌법재판소가 내일(12/14)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

한다. 지난 2016년 3월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된 후로 1년 9개월 만이

다.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공개변론을 계기로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을 

제한하는 결정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 

2. 이번 공개변론의 대상은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감청대상자가 아닌 제3자의 회선까지 감청한 것에 대해 지난 2016년 3월 29일 제

기한 헌법소원 사건이다. 이른바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 전체를 감청하는 것으로, 

이메일, 인터넷 검색 등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활동과 SNS 등 모바일 통

신을 감시할 뿐 아니라 영화감상, 뉴스열람, 쇼핑 등 사적인 취향도 알 수 있고 병

원 예약 등 민감한 사생활의 비밀까지도 침해한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국정원은 

대상자의 주거지, 사무실은 물론 모바일 와이브로 회선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패킷

감청을 실시했다. 

3. 국정원의 감청에 대해서는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우

리 현실이다. 감청 허가 청구 기각율이 최근 5년 평균 4%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

는 등 법원은 국정원의 감청 청구를 대부분 허가하고 있으며 때로는 장기간 감청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감청이 허가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이 불가하며 허가청구서나 

처리상황카드 등 기록은 오래 지나지 않아 폐기된다. 국정원의 패킷감청은 감청 집

행과정, 집행후 사후 처리·이용과정이 모두 불투명한 것이다. 

4. 우리는 국가정보원을 믿지 못한다. 특히 최근 몇년간 국정원은 대선개입 등 제 

권한을 마구 남용하며 각종 위법·위헌적 행위의 온상이 되어 왔다. 몇년 전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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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때도 법원이나 국회 어느 누구도 이를 알거

나 통제하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통제하고 있지 못한 국정원의 감청은 국민의 기

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일 뿐이다. 특히 비밀정보기관이 인터넷을 감시하는 행위는 

반드시 합헌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5. 국민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불과 1여년 전에는 국정원의 감시 권한을 확

대하는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논란을 빚었다. 최근 권한 남용과 온갖 

불법 행위로 국민들의 개혁 요구가 높은 와중에도 국정원은 사이버공간 감시 권한

에 미련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정원의 무제한 패킷감청에 대하여 헌법재

판소가 단호한 판단을 내려서 올바른 국정원 개혁에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촉구한

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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