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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글로벌 무한경쟁 환경에서 국민 행복은 국가안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립되
지 않는다. 이에 많은 주권국가가 국가안보법제를 구축한다. 자유의 적에 대해
서는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이 인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안보
와 관련된 몇 개의 죄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국가안보가
확보되지는 않는다.
현재 미국 정보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활동 근거법이 미국 자유법과 해외정
보감독법이다. 그동안 국내에도 미국 자유법과 해외정보감독법에 대한 단편적
인 소개는 있었다. 하지만 헌법 위반 논란, 법에 따른 정보기구의 활동반경과
현재의 실제적인 활동가능 모습을 소개한 논문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
해서는 미국 애국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미국 애국법에 대한
법리논쟁은 왜 미국 자유법이 만들어졌는지를 알려준다. 사실 미국 애국법은
연방국가인 미국에 독특한 법이고 인권침해법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힌 견해들이
적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의 대두와 함께 국가안보사범 법제에
대한 새로운 조망과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미국 자유법과
해외정보감독법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2020년 현재
까지도 미진한 국가안보사범과 그에 대한 처단 절차에 대한 법규범적 통제를
통하여 효율성과 적법절차 준수의 조화를 도모하는 등으로 국가안보 법치에 대
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제어

해외정보, 정보실패, 반역, 간첩, 국가안보사범, 초국가적안보위협,
국가안보, 인권, 미국 애국법, 미국 자유법, 해외정보감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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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처음에
주권국가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일까? 단적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의 보호이다.1) 이를 위해 국가안보가 확보되어야 한다. 국
가안보는 국가안전보장의 줄임말이다.2) 주권국가의 안전성을 위협하
는 요소는 대내외적으로 존재한다. 대내적인 위협이 국토안보로 국가
안보와 구별된다.3) 대외적인 국가안보 수호자가 전시에는 군대이고
평화시에는 국가정보기구이다. 물론 국가안보는 시대상황과 주변 환
경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이다.4) 왜냐하면 국가안보목표인 각국의 국
가이익은 언제든지 경쟁적인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안보 범죄(National Security
Crime)는 국가안보 그 자체에 대한 위해를 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이다. 통상 국가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붕괴시키려고 한다는 취지
에서 국가안보사범, 즉 국사범(國事犯)이라고도 한다.5) 국가안보 범죄
1) 존 로크는 국가의 의미와 한계를 설명했다. 한희원, 정의로의 산책(제2판), 박영사,
2011, p.98.
2) 국가안전보장은 국가가 외부의 침략이나 위협 또는 그로 인한 공포와 불안 및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한희원,『국가정보-법의 지배와 국
가정보(제3판)』, 법률출판사(2012), p.670. 성낙인. 『헌법학』, 서울: 법문사(2007),
p.45; 전웅. 『현대 국가정보학』, 서울: 박영사(2015), p.33; 한국국가정보학회. 『국가
정보학』, 서울: 박영사(2013), p.20.
3) 2001년 9/11 테러공격 이후 미국은 국토안보부를 창설했다. 국토안보는 전통적인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과 검찰의 치안력으로 대표된다. 군대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에 대비된다. 장노순, “9/11 이후 미국의 방첩전략과 조직
에 관한 연구: ODNI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연구, 2권 2호(2009), p.183.
4) 아놀드 월포스(Arnold Wolfers)가 말한 바와 같이 상관관계에서 연유되는 국가안보
개념은 절대적일 수 없다. Arnold Wolfers, “National Security” as an
Ambiguous Symbol,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67, No. 4 (Dec, 1952),
p.481.
5) 단일 범죄가 아닌 포괄범죄이다. 국가안보 선진국의 경우에 국가안보 사범은 내란죄
와 외환죄를 포괄하는 반역죄(treason), 간첩죄(espionage), 사보타주(sabotage),테
러리즘(terrorism)의 4가지 영역의 범죄를 의미한다. 한희원. “國家情報의 새로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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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보(情報)와 수사(搜査)가 연동되는 영역으로 광범위한 감청활동
과 비밀분류 시스템이 적용되어 온 영역이다. 단적으로 국가정보의
역할 없이는 대처가 불가능한 영역이다. 국가안보 사범 특유의 다음
과 같은 특성 때문이다.
첫째, 국가안보 범죄자들은 최고의 범죄 전문가들이다. 수사와 재
판에의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고 훈련받고 주도면밀한 판단 후에 범
행을 감행한다. 그들은 훈련된 스파이이고, 무기 취급자이자 제조자
이며 금융과 조직 운영의 귀재들이다. 둘째, 극단의 중대 범죄 욕구
자들이다. 초래될 결과가 가장 커다란 국가적 재앙으로 정권이나 대
상 국가를 멸망시키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 셋째, 수사와 재
판에서 공개와 친(親)하지 않은 범죄들이다.6) 넷째, 국가안보사범의
탐지와 수사의 어려움은 당연히 발생건수의 희소성으로 이어진다. 그
렇다고 국가안보 위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쟁이
있는 곳에 간첩(間諜)은 존재하듯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중단 없
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적발은 어렵고 드러나는 것은 빙
산의 일각일 뿐이다. 다섯째로, 증거(證據)는 항상 태부족하다.7)
그런데 2020년 전 세계를 몰아친 코로나 사태가 보여주었지만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의 행복은 국가안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안보는 몇 가지 죄를 추상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체계적인 국가안보 형사법제
해에 대한 연구: 情報 新理論과 현대적 중요성,”『국가정보연구』, 제3권 2호, p. 125.
6) 비밀을 지키는 것은 추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Lynn F. Fischer &
John E. Leather., ESPIONAGE INDICATORS 1985-2005: A REVIEW OF
CLASSIFILD DATA SOURCES(2007). 전웅, “방첩개념의 재조명: 목적, 범위, 활동
유형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연구』, 제2권, 2호(2009), p.8.
7) 국가안보 범죄의 속성상 해외세력이나 적대국가와 연결되어 전개되기 때문이다. 전경
만 역, 존슨 저. 『기만과 방첩 스파이들의 전쟁』, 박영사(2015), p.15; 한국국가정보
학회. 『21세기 국가방첩: 새로운 첩보전쟁의 시작』, 박영사(2014), p.33; 허태회 역,
로이 고드슨 저. 『더러운 속임수인가 아니면 비장의 카드인가』, 박영사(2015),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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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 그것은 국가정보활동에서의 법적 정당성, 즉 정보법치
(情報法治)를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에 미국의 국가안보 법제를
검토하여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Ⅱ. 현대국가의 국가안보와 법치적 통제
1. 국가안보와 인권
국가안보와 인권(人權)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의 인권
개념은 그리스, 로마 이래의 개념인 자연권(natural rights)의 “자연”
을 “사람”으로 바꾼 것으로 이성적 인권관이자 법실증주의적 인권관
이다. 이에 근대 법실증주의적 인권관을 대변한 토마스 홉스는 인권
은 주어지는 것(can be given), 제한과 박탈이 가능한 것(can be
taken away), 사회에 의해 수정이 가능한 것(can be modified by
a society)이라고 말했다.8) 따라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권이 침해
되는 것과 같은 외형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에 루
소는 “인간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강제되어야 한다.”고 설파했던 것
이다.9) 그러므로 국가정보 영역에서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법을 제정
하지 않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안보사범과의 전쟁도 법치(法
治)의 장에 포섭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국가안보 확보책이다.10) 대표
8) 한희원, 정의로의 산책(제2판), 박영사, 2011, pp.135-136.
9) Id. 국제법의 아버지인 휴고 그로티우스나 제레미 벤담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의 법사
상도 그렇다.
10) L. Rush Atkinson, The Fourth Amendment's National Security Exception:
Its History and Limits, Vanderbilt Law Review(2013. 10), p.103. 김종호, “비
대칭 안보위협과 그 대응방안: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연구』 제8권 2호
(2016), p.99. 김호정, “외국 스파이 처벌유형‧적용법규 비교연구와 우리의 스파이 규
제법 정비방안,”『국가정보연구』, 제2권 2호(2009), p.128. 송은희·김일기, “비국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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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이 본고의 주된 연구대상인 미국 자유법과 그 전신인 미국
애국법 그리고 해외정보감독법이다.

2. 미국 애국법(U.S.A PATRIOT Act)
2001년 9월 11일 테러공격 직후에 조지 부시 대통령(G. Bush)
은 국가비상사태를 발령했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연방수사국
(FBI)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기존의 일반 형사법으로는 수
사가 여의치 않았다.11) 이에 미국 의회는 9/11 테러 발발 2달 10일
이 채 되지 않아서 미국 안보형사법 체계에 일대변혁을 가져오고 많
은 나라에 영향을 미친 미국 애국법(이하, 애국법)을 제정했다.12)
애국법은 총 10장 156개 조문으로 구성된 방대한 법으로 법집행
기구와 정보공동체의 국․내외에서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13) 정보와
위자의 정보활동과 안보위협에 관한 연구,” 국가정보연구, 제 4권 1호(2011), p.39.
신의기, “국제환경의 변화와 간첩죄 규정정비방안,” 『국제문제연구』제10권 4호
(2010). 허태회, “내외 정보환경의 변화와 국가방첩의 새로운 방향 모색,” 『국제문제
연구』, 제10권 4호(2010). 허태회, 석재왕 “미국의 국내정보 및 방첩활동 연구 : 국
가정보에 대한 함의,” 『국가정보연구』, 제12권 2호(2011), p.192. 함중영, 장정현, 테
러조직의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활용전략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국가정보연구』,
제12권 2호(2019), p.13. 임준태 “해외에서 정보수집 목적을 위한 영장주의 예외 적
용,” 『국가정보연구』, 제12권 1호(2019), p.235.
11) 암호명 펜트봄(Pentagon/Twin Towers Bombing Investigation)이라는 이름으로
전개 했다. FBI는 테러 수 시간 내에 테러 용의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다. 한편 테
러공격 당일 국가안보국(NSA)은 오사마 빈 라덴을 지칭하는 통신을 감청했다. 한희
원, “21c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에의 실천적 대처에 대한 연구: 미국 국토안보부를 중
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제34호 대검찰청 2012), p.124.
12) 2001년 10월 24일 하원은 찬성 357표, 반대 66표, 기권 9표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10월 25일 찬성 98표, 반대 1표, 기권 1표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법의
정식 명칭은 “테러행위에 대하여 요구되는 감청과 수색에 적절한 수단을 부여함으로
써 미국을 통합하고 강화하기 위한 2001년의 법(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이다. ‘미국(USA)’과 ‘애국(PATRIOT)’은 모두
조어(造語)이지만 연방법전에도 이를 고유명사로 하여 미국 애국법(USA PATRIOT
Act)으로 호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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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일상의 각종 기록과 자료를 검색하고 접근하는 것에 대
한 권한과 국내에서 해외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대폭적으로 강화했다.
외국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 및 테러용의자 구금에 대한 공권력
의 재량권도 크게 확대했다.14) 애국법의 각종 조항은 마치 인권침해
규정으로 오해하기 쉬운 내용들이다.15)
대표적으로 애국법은 전자통신 감청 권한16)을 대폭 확대했다(제
201조).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포괄감청(roving surveillance)제도를
도입했다(제206조). 원래 통신제한 영장에는 대상자, 시설, 기간을 특
정해야한다. 그러나 대상자가 신분을 은닉하기 위한 행동,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핸드폰을 바꾼다거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통신시설을
사용하는 등을 보일 경우에 현장에서 대상자의 행동에 즉응하여 하

13) 제1장 국토안보의 증진(Enhancing Domestic Security against Terrorism), 제2
장 전자감시 권한의 강화(Enhanced Surveillance Procedures), 제3장 국제자금세
탁 등(International Money Laundering Abatement and Anti-Terrorist), 제4장
비자와 국경경비 문제(Protecting The Border), 제5장 테러 수사를 위한 장애제거
(Removing obstacles to investigating terrorism), 제6장 피해자 보호(Providing
for Victims of Terrorism), 제7장 정보공유(Increased information sharing
for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제8장 법집행기구의 권한 강화
(Strengthening the Criminal Laws Against Terrorism), 제9장 테러정보 강화와
혁신(Improved Intelligence), 제10장 기타(Miscellaneous) - 9/11 테러공격 희생
자들에 대한 보상이다.
14) 국내테러 개념도 도입하여 애국법이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범죄가 대폭 확대되었다.
애국법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공식적인 설명은 M Department of Justice,
Highlights of the USA PATRIOT Act,
http://www.justice.gov/archive/ll/highlights.htm(검색일, 2020. 4.15).
15) 애국법은 연방형법, 자금세탁통제법, 은행비밀보호법, 이민법 등에 많은 변화를 초래
했다. 1986년의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ECPA: 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act)과 대테러금융법(Financial Anti‐Terrorism Act)도 개정되어 누구든지
테러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였다.
16) 감청 대상 범죄 리스트에 화학무기 사용, 대량살상무기 사용, 국가간 경계를 초월한
폭력적 테러행위, 테러지원국가와 자금거래행위, 테러범과 테러조직 지원행위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였다. Analysis of Specific USA PATRIOT Act Provisions:
Authority to Conduct Secret Searches(“Sneak and Peek”),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Accessed December 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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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신제한 조치가 포괄적 감청이다. 또한 해외세력에 대한 감시기
간을

연장했고(제207조)17),

유형물에

대한

접근권(Access

to

records and other items)을 허용했다(제215조). 논란의 중심에 있
는 대표적인 조항이 침입과 정탐(Sneak‐and‐Peek searches), 제3자
거래기록(Third party records)과 국가안보서신, 자동추적 감청
(Roving wiretap) 조항이다. 구체적인 법률논쟁을 살펴본다.18)

3. 법정에 선 미국 애국법 - 구체적인 위헌논쟁 사례
가. 제206조 자동추적 감청(Roving wiretap) 조항
자동추적 감청은 최초 1회의 감청영장으로 지속적인 감청을 허용
하는 제도이다.19)테러 용의자가 위치를 변경하거나 번호를 교체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무력화 시키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다. 대
상자가 휴대 전화기를 버린다거나 번호를 교체하거나 사용 근거지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도 별도의 영장 없이 제206조에 의해 지속적인
감청이 가능하다.
이에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17) 애국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대상자가 해외세력 요원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감시명령은 90일간, 수색명령은 45일간 유효했다. 그러나 애국법은 감시명령과 수색
명령이 모두 120일 동안 유효하도록 하고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18) Born, Hans and Loch K. Johnson. “Balancing Operational Efficiency and
Demoracit Legitimacy,” in H. Born, L. Johnson and I. Leigh, eds., Who is
Watching the Spies? Establishing Intelligence Service Accountability
(Potomac Books, 2005).
19) 애국법은 최초 감청영장에도 목표물에 대한 구체적인 통신수단이나 대화자를 특정할
필요도 없도록 청구요건을 완화했다(제206조). Abbell, Michael, Obtaining
Evidence Abroad in Criminal Cases 2010, Leiden & Bost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0. Aberbach, Joel D. Keeping a Watchful Eye: The
Politics of Congressional Oversight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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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는 자동추적영장은 시민들의 통신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도록
연방수사국(FBI)에 백지수표를 준 포괄영장으로 적법한 압수수색을
규정한 수정 헌법 제4조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연방
제9 순회법원은 United States v. Petti 사건에서 합헌이라고 판결
했다.20) 전문가들도 통신기술의 혁신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고 감
청 본래의 목적을 위한 것이며 진화하는 국가안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논평했다.21)

나. 제213조 침입과 정탐(Sneak and Peek searches) 조항
애국법 제213조의 “침입과 정탐”조항을 비밀수색권 조항이라고도
하다. 부당하게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고 관련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한 수사개시 통
지를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사자에 대해 즉시 통지
하도록 하는 일반 형사절차와 다른 것이다. 애국법은 영장 발부 사실
을 최장 90일까지 통지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구속영장 신청에 “합
리적인 필요성(Reasonable necessity)”만 있으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형사소송 절차가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
를 요구하는 것과 대비된다.22) 옹호론자들은 영장발급 사실을 통보
할 경우에 증거훼손, 도주, 자해, 자살 등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과 함
께 여타 연루자들에게 수사사실이 알려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점
20) 973 F. 2d 1441 - United States v. Petti.
21) Peter M. Thomson, White Paper on The USA PATRIOT Act’s “Roving”
Electronic Surveillance Amendment to the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The Federalist Society for Law and Public Policy
Studies(April, 2004).
22) “상당한 이유”는 확실성에 대한 개연성이다. 반면에 “합리적인 필요성”은 단지 가능
성에 대한 개연성일 뿐이다. 그러므로 해외정보감독법(FISA)은 영장청구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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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적하며 제213조를 옹호한다. 그러나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센터
(EPIC)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이 조항이 부당한 압수수색을
금지한 연방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소송을 제
기했지만 사건은 소의 이익 결여로 각하되었다.23)

다. 215조 제3자 거래기록(Third party records) 쟁점
애국법 전에는 국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방첩활동을 하는 경
우에 특정한 계급 이상의 FBI 고위간부에 한해서 기록 열람 청구권
이 있었다.24) 그러나 제215조는 신속성을 위해서 FBI 국장은 물론
이고 국장이 사전에 지명하는 직원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
다.25) 각종 자료열람 및 확보와 관련하여 사서조항과 국가안보서신
논란이 있다.

23) FBI는 침입과 정탐 조항을 활용하여 변호사 브란돈 메이필드(Brandon Mayfield)를
마드리드 열차 폭파 테러사건의 연루자로 오판하여 구속했다. 변호사 메이필드는 국
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애국법은 연장되었고 제213조는 그대로 유지
된 채 사건은 종결되었다. A Review of the FBI's Handling of the Brandon
Mavfield
Case,
available
at,
file:///C:/Users/i/AppData/Local/
Microsoft/Windows/INetCache/IE/VHBRLM6W/
exec%20(1).pdf.
Then,
Corey M., “Searches and Seizures of Americans Abroad: Re-Examining the
Fourth Amendment’s Warrant Clause and the Foreign Intelligence
Exception Five Years after United States v. Bin Laden,” in: Duke Law
Journal , Vol. 55, 2006, pp.1059-1061.
24) 50 U.S.C. 1861-1863. Bulzomi, Michael, J., “Investigating International
Terrorism Overseas: Constitutional Considerations,” in: The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 July 1, 2002, pp. 25-28.
25) 다만 FBI 지부 부책임자 보다 하위 직급의 공무원은 지명할 수 없도록 했다. A
Review of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s Use of National Security
Letters, U. 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March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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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서조항(library provision) 논란
제3자 거래기록에 대한 공권력의 접근을 허용한 조항이다. 제3자
거래기록은 제반 영업기록을 의미한다. 다양한 사회생활에서 거래 상
대방들이 보유하게 된 자료들이다. 예컨대 은행이나 보험, 통신, 렌트
카 회사들은 그들과 거래한 일반시민들에 대한 많은 서류나 장부 등
을 가지게 된다. 그러한 거래정보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재정적 또는 통신적인 상황 등 외형적인 사실관계
를 광범위하게 나타낸다. 국가정보학에서는 이를 점(dot)이라고 한다.
특히 은행이나 전화회사, 인터넷 공급자, 신용카드회사, 보험회사, 여
행사, 도서관 등은 고객의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를 확보하게 된다. 당연히 고객들의 서비스 사용 일시, 장소, 이용 운
송수단의 종류, 도서명이나 대여기간, 차종, 이동거리, 여행지, 여행기
간, 동반자, 이용금액이나 횟수 등 많은 사실적 요소들에 대한 기록
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개별적인 사실만으로는 그 돈이 어디서 생겼
는지, 무엇 때문에 여행을 가려는 것인지, 왜 그 책을 빌려보는지, 전
화를 건 이유는 무엇인지 등의 이면의 내용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미세한 징후를 잘 활용하면 국가안보사범의 추세는 파악할
수 있다.
제3자 거래 기록 가운데에서도 가장 커다란 논란은 일반 시민의
도서관 기록과 서점기록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한 제215조의 “도서관
조항”이다. 애국법은 정보․수사요원이 도서관과 서점에 대한 기록 청
구를 해외정보감독법(FISA)상의 비밀영장 절차에 따라서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따라서 누가 어떤 도서를 구입하고 대여하였
는지를 무제한 확인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런데 이것은 학문의 자유
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자유주의론자들
과 도서관 종사자들은 사서조항은 양심과 학문의 자유에 대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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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오늘날의 안보환경에서 정보․수사기구의 입장에서는 그러
한 기록들은 매우 중요한 사실자료가 된다. 예를 들어 어느 누가 어
떤 도서를 이용했다는 것과 그 추세를 파악하면 당사자의 관심분야
와 취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범죄추리소설, 테러관련기록, 무기관
련 서적 등을 주로 애용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수사․정보기관은 그
런 취미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혐의 판단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제3자 거래기록을 정상적인 압수ㆍ수색절
차에 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고도의 비밀유지가 성패의
관건인 국가안보 업무의 속성상 일반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ㆍ수색
절차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FBI가 애용하는 방법이 국가안보서신
(NSL: National Security Letters)이다.
(2) 국가안보서신(National Security Letters) 논란
국가안보서신은 정보․수사기관이 일반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
며 발부하는 행정소환장이다. 초기의 국가안보서신은 그 발령에 상당
한 이유를 달 필요도 없고 사법적 심사대상도 아니다. 또한 부동문자
로 된 발설금지 명령을 첨언하여 수령자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할 의무를 부과 받는다. 이처럼 국가안
보서신 수령자는 수령사실 자체를 발설하지 말아야 하고 오직 명령
대로 자료 제출을 해야 할 의무만이 있다.26)
비판론자들은 국가안보서신은 조항은 영장주의를 규정한 수정헌
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FBI에게 준 포괄적 백지위임
26) 애국법 이전에도 해외정보감독법원(FISC)의 명령으로 제3자 거래기록을 입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애국법은 더 나아가 서적, 기록, 신문, 서류 등 어떤 유형적 물건
(tangible things)에 대해서도 FBI에게 법원의 영장 없이 자유롭게 국가안보서신으
로 제3자 거래기록을 입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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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비판했다.27) 반면에 옹호론자들은 기간을 특정하여 보안유지
를 요청하는 것이 개인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 것은 아니라면서, 요
청대상 유형물이 혐의자의 것이 아니라 제3자의 보유물이라는 점에
서 일반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
장한다. 또한 사법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해외정보감독법원(FISC)이 적
법한 감독과 통제에 따라서 FBI가 발부하는 명령장이므로 결코 위헌
이 아니라고 반론한다. 하지만 전미도서관협회(ALA: american
library association)는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 그리고 사상과 양
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결국 사서조항과 국
가안보서신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3) 도 - 사건(Doe Case)
도(Doe) 사건은 국가안보서신의 헌법 합치성을 직접 쟁점으로
한 사건이었다.28) 인터넷 접속회사를 운영하는 존 도(John Doe)는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거래기록을 임의로 제출하라는 1통의 서신
을 받았다. 바로 국가안보서신이다. 그가 받은 서신은 첫째, 자료를
임의 제출할 것, 둘째, 법률자문을 포함해 서신을 받았다는 사실 자
체를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말 것, 셋째, 자료제출은 FBI가 지정한 사
람에게 직접 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받은 도(Doe)는 헌법 위반이라
고 보고 임의제출 요구를 거절했다. 오히려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
27) 2005년 11월 비즈니스위크(Business Week)는 그동안 연방수사국(FBI)이 수십만 통
의 국가안보서신을 발령하여, 백만 통의 금융, 신용, 고용 그리고 건강기록을 입수했
다고 보도했다. 또한 카지노 출입기록, 자동차 렌트기록, 보관창고 일지 등도 다수
확보했음을 폭로했다.
28) Doe v. Ashcroft, 334 F.Supp.2d 471 (S.D.N.Y. 2004). James Risen and Eric
Lichtblau. “Spying Program Snared U.S. Calls,” New York Times,(2005).
Jane Meyer, The Dark Side: The Inside Story of How the War on Terror
Turned Into a War on American Ideals Doubleday Publishing, July 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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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서신은 부당한 압수ㆍ수색을 금지한 연방헌법 제4차 수정
안 위반이라며 제소했다.
1심 법원은 불합리한 압수ㆍ수색을 금지한 연방 헌법 제4차 수
정안은 모든 행정소환장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결론적으로 법원
은 FBI의 국가안보서신은 강압적이고 비밀스러우며 불합리한 정보
생산을 허용한 것으로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배했고 누설금지를 명한
것은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
배하여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가안보서신의 효용성은 매우 높았다. 그의 전
면적인 폐지는 한정된 당사자에 대한 형식적인 인권고양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대다수 일반시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수호에 있어서는
패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미국 의회는 항소심 재판진행 중
에 국가안보서신 문제를 애국법의 재연장법인 ‘애국증진법(USA
PATRIOT Improvement and Reauthorization Act of 2005:
PIA)’으로 해결했다.29)

29)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안보서신 수령자의 법률자문을 허용하고, 수령인
에게 국가안보서신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피용인 등 관계자에게 알려주는 등 공개하
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 대 테러와 방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으며, 외교관계를 방해하거나 일반인에 대한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다는 것’을 입증하여 공개불허를 배제할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수령자에
게 부여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국가안보서신에 따른 준수가 불합리하거나 강압적이
며, 다른 법에 비춰 위법이라고 판단되면 연방법원에 시정을 청원할 수 있도록 했다.
USA PUBLIC LAW 109–177. Judicial Review and Enforcement of NSL
requests, CRS Report, USA PATRIOT Improvement and Reauthorization
Act of 2005: A Legal Analysis(2006),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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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국 자유법과 해외정보감독법
1. 미국 자유법(USA Freedom Act)
미국 자유법(이하, 자유법)은 이론적 산물이 아니다. 국가안보 목
적의 정보수사의 현장에서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인권인식에 발마추
어 시대상황을 반영한 현장법이다. 자유법은 그동안 연장을 계속하며
연명해 오던 기존의 미국 애국법(US Patriot Act)을 전면적으로 대
체한 법이다. 역설적으로 애국법의 필요성과 가치를 웅변하는 법인
셈이다.

가. 개관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이 국가안
보국(NSA)이 애국법을 남용하여 미국 일반시민을 상대로 대량 사찰
한다는 폭로를 한 이후에 애국법 전면 폐기 움직임이 일었다. 국가안
보국의 대량정보수집은 애국법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애국법에 기초
한 정보활동에 대해 연방법원의 안 아이켄(Ann Aiken)판사는 “제4
차 연방수정헌법에 위반하여 행정부에게 미국 시민을 상대로 대량
감시하고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위헌 판결했었다.30) 그
동안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수집의 대량성과 방대성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되어왔다. 더욱이 한시법이었던 애국법의 만료
기한인 다가오면서 이제 애국법은 그대로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의회는

미국

시민을

상대로

한

저인망식

대량정보수집(bulk

30) Judge rules part of Patriot Act unconstitutional, NBCNEWS.com.
http://www.nbcnews.com/id/20999950/ns/us_news-security/t/judge-rulespart-patriot-act-unconstitutional/.(검색일: 20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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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of metadata on US citizens) 권한을 제한하는 조건으
로 2015년 6월 2일 미국 자유법을 제정했다.31) 애국법이 새롭게 단
장하여 자유법으로 탈바꿈한 것이다.32)

나. 미국 자유법(USA FREEDOM Act)의 구체적인 내용
제1장 해외정보감독법 영업기록 개혁(Title I: FISA Business
Records Reforms)
자유법

제101조는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이 해외정보감독법원에 사업기록 또는 기타 유형의 물
건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따라야하는 절차를 수립하도록
해외정보감독법을 대폭 개정하도록 했다. 법은 “통화상세기록(call
detail record)을 발신 또는 종료 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
번호, 국제 이동국 장비 식별 번호, 전화 호출 카드 번호, 호출 시간
그리고 지속 시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그러한 통화
상세기록이 진행 중인 국제테러리즘 수사와 합리적인 판단으로 관련
성이 있음을 신청의 조건으로 달도록 했다. 제101조(Sec. 101)는 해
외정보감독법원(FISA Court)으로 하여금 FBI가 어떤 유형의 물건
(tangible things)에 대한 임의제출 요구 방식을 개선하도록 했다.
법에서 말하는 유형의 물건이란 서적, 기록, 서류, 문서 및 기타 자료
그리고 영업기록을 의미한다. 제출요구 목적을 해외정보를 수집하거
31) 미국 자유법(USA Freedom Act)은 저인망식 정보수집과 도청을 종식함으로써 미국
을 단합하고 강화하며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법(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Fulfilling Rights and Ending Eavesdropping,
Dragnet-collection and Online Monitoring Act)의 두문약자이다. 사실 한시법인
미국 애국법은 그 전날에 종료되어 정보공동체의 정보공백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미
국 의회는 신속히 미국 자유법을 제정한 것이다.
32) “Bill Summary & Status 113th Congress (2013–2014) H.R.3361”. THOMAS,
Library of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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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테러를 방지하거나 특별정보활동을 하기 위함으로 한정했다.
또한, 자유법은 유형의 물건을 제한하기 위해 “특정 선택 용어
(specific selection term)”를 사용하도록 했다. 특정선택용어란 사
람, 단체, 계정, 주소 또는 장치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용어이
다. 따라서 기존의 관행이었던 통화상세내역을 제출하라는 방식의 포
괄명령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대신 통화상세내역의 조건을 식별정
보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해야한다. 법은 식별정보를 발신번호
와 종료번호, 국제가입자의 ID, 국제 이동국 장비 ID 번호, 전화 카
드 번호, 통화시간 또는 지속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1) 통
화내용, (2) 가입자 또는 고객의 이름과 주소 또는 재무정보, (3) 셀
사이트(cell site) 위치정보는 제외하도록 하여 정보기구의 애로사항
도 감안했다. 법은 영장의 유효기간을 180일을 한도로 하도록 했지
만, 법원의 판단으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유법은 또한, 당국은
해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통화기록을 즉시 파기할 수 있는 최소
화 절차를 채택하고, 생성된 모든 통화 세부기록도 파기할 것을 규정
하고 있다.
한편 제102조(Sec. 102)는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유형의
물건에 대한 긴급확보 명령권을 부여했다. 예외적인 상황이란 법무부
장관의 판단으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이거나33) 영장
발부에 편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4) 등이다. 다만 이
러한 예외적인 상황인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은 긴급명령장 발부 사
실을 해외정보감독법원 판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고35) 7일 이내에
사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정보감독법원의 후속승인이 없으
면 긴급발령권한은 즉시 종료된다. 자유법 제103조부터 제108조까지
33) Sec. 102.
34) Id.
35)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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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외정보감독법원에 의한 감독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자유법 제109조는 해외정보감독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도록 하고 다
만 소급적용은 아닌 것으로 하고 있다.36)
제2장 통화감청장비 등의 사용에 대한 개혁(Title II: FISA Pen
Register and Trap and Trace Device Reform)
자유법은 통화감청장비를 부착하거나 사용할 시설을 선택할 기준
으로, 신청서에 그 구체화를 위해 전술한 특정선택용어(a specific
selection term)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에 광범위한
지역이나 초 대역 전자통신서비스 그리고 원격 컴퓨팅 서비스의 식
별이 그러한 선택 용어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37) 요체는
영장 발부요건으로 식별 가능한 특정성을 구체화된 요건으로 하도록
한 것이다. 자유법은 또한 법무부 장관에게 명령장에 의해 정당히 확
보된 자료라고 하는 경우에도 미국 일반시민들의 자료는 공개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38)
제3장 해외거주자 정보입수 절차의 간소화(Title III: FISA
Acquisitions Targeting Persons Outside the United States
Reforms)
자유법은 해외테러리즘의 현존하는 위험성을 감안하여 해외정보
수집에서의 예외적인 신속절차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미국 시민의 정보에 대해서는 사용이나 공개에서 해외정보 감독법원
에 의한 관리 등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해외정보
감독법원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자료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법은 인증 결함으로 취득한 미국 개인에 관한 정보는 연방 공무원이
나 직원이 개인의 동의 없이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못
36) Sec. 109.
37) Sec. 201.
38) Sec.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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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했다. 다만 그 정보가 관련자의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
의 위협을 암시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절차를 위배해 습득한 정보라
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은 또한,
당국이 절차적 결함을 시정할 경우에는 해외정보가독법원의 허가를
득해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활동의 편
의를 위한 신속절차인 것이다.39)
제4장 해외정보감독법원 개혁(Title IV: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 Reforms)
자유법은 해외정보감독법원에 관련 규정이나 용어 해석에 도움을
줄 아미쿠스 쿠리아이 제도를 채택하도록 했다. 아미쿠스 쿠리아이
(amicus curiae)는 개인정보 보호 및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적
주장, 또는 정보수집과 통신기술과 관련된 법률문제나 의견을 제공하
는 임무를 담당한다. 다만 법원의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간주되
는 경우에는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지정하는 경우에는 최소
한 5명을 공동으로 지명하도록 했고, 지명 사실은 법무부 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했다.40) 법은 또한 미국 정보공동체의 총괄책임자인 국
가정보국장(DNI)에게도 정보기구의 활동에 대한 검토의무를 부여함
으로써 인권보호의 책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정보
국장에게 해외정보감독법원이 발령한 영장의 계속적인 필요성 여부
를 검토하여 분류해제 의견을 내도록 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이 공개
하지 않는 해외정보감독법에 대한 특별한 해석기준도 공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41) 제402조는 외형적으로는 적법하게 수집된 정보라
39) Sec. 301.
40) Sec. 401. 법정조언자(法廷助言者, amicus curiae(아미쿠스 쿠리아이), friend of
the court)는 법정에 의견을 내는 전문가이다. 법정의 친구로도 번역한다. 사건 당사
자가 아닌 제3자로 소견(brief)을 제출해 재판부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재판
당사자 가운데 어느 쪽을 지지하기도 한다.
41) Sec.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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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더라도 해외정보감독법원은 국가정보국장에게 비밀해제와 적법
성 검토 명령을 발령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 경우에 국가정보국장은
국가안보를 수호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정보의 원천과 방법
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비밀해제나 재
검토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42)
제5장 국가안보서신 개혁(Title V: National Security Letter
Reform)
제501조는 연방형법(federal criminal code), 금융프라이버시
보호법(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을 개정하여, 연방수사국(FBI) 등 정보기구가
유선 또는 전자통신 서비스 제공 업체나 금융기관 또는 소비자 보호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국가안보서신에는 전술한 특정선택용어(a
specific selection term)를 사용하여 자료요청을 구체화하고 한정
시킬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정보기구들은 국가안보서신을 발령하는
경우에는 관련자의 인적사항, 전화번호, 금융계좌번호, 거래처 등을
특정하여야 한다.
한편 제503조는 국가안보 서신의 수령인에게 사법심사청구권을
인정했다. 이것은 기존의 애국법과 확연히 다른 것으로 자유법 아래
에서는 국가안보 서신의 수령인은 당국의 자료제출 요청이나 수령사
실을 포함한 일체의 비공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
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43) 중요한 사실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헌법의 기본권 보호 조항에 위반된 것으로 생각되는 국가안보 서신
조항을 자유법에서도 여전히 합법적이고 정보활동에 필수적인 도구
로 존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44)
42) Id.
43) Section 503.
44) Sec. 501. amends the federal criminal code, the Right to Financial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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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투명성과 보고개선(Title VI: FISA Transparency and
Reporting Requirements)
자유법은 정보공동체의 정보활동에 대한 미국 의회의 감시 감독
권한을 보고서 제도를 채택함으로 인해서 대폭 강화시켰다. 법 제
601조부터 제606조는 법무부 장관, 정보국장, 해외정보감독법원에게
수집한 정보와 취급한 자료에 대한 의회에의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
과하고, 국가안보서신 수령인에게는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정보감독법원은 정보기구가 요청한 신청
서 개수, 인용과 거부 건수 그리고 수정발부 건수를 적시하도록 했
다. 또한 amicus curiae의 숫자와 이름, 법정조언자의 역할 더 나아
가 법정조언자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보고서에 적시하도록 했다.45)
법은 국가정보국장으로 하여금 단위기간인 12개월 동안에, 해외정보
감독법원이 전자감시, 물리적 수색, 미국민 이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펜 기록기 장치 추적 내역, 통화상세기록, 기타 유형의 물건에 대
해 발령한 영장의 개수와 내역 그리고 국가안보서신의 총수를 보고
서에 적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자유법은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 반기마다 어떤 정보기
구가 몇 번 통화추적 장치를 사용하였는지를 보고하도록 했다. 그리
고 이러한 보고서의 수령처로 기왕의 상하원 정보위원회에 더하여
하원 사법위원회(House Judiciary Committee)를 추가시켰다. 법은
특히 하원 사법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전자감시, 물리적 수색
그리고 유형의 물건과 관련된 내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46) 인
Act, and 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to require the FBI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to use a specific selection term as the basis for
national security letters that request information from wi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financial institutions, or consumer
reporting agencies.
45) Sec.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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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법률문제를 고려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47)
제7장

국가안보

강화조항(Title

VII:

Enhanced

National

Security Provisions)
자유법 제701조는 미국에 입국한지 7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외
국인에 대해서는 영장 없는 전자감시를 포함하여 더욱 집중된 감시
를 할 수 있도록 했다.48) 법 제702조는 해외세력의 요원(agent of
a foreign power) 개념을 확장했다. 미국 시민이 아닌 자로, 미국에
있건 없건 관계없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반해 해외세력의 비밀정보활
동에 가담한 사람과 대량살상무기의 거래에의 준비단계와 유인에 관
여한 모든 사람이라고 정보대상의 범위를 가능한 최대한으로 확장했
다. 법은 또한 테러지원자에 대한 형량도 대폭 상향했다. 즉, 인명살
상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테러조직에 물질적 공급이나
자원을 지원한 경우에는 기존의 15년 징역에서 20년 징역형으로 상
향하도록 했다.49) 마지막 장인 제8장은 해상항법의 안전과 핵 테러
협약의 이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 미국 자유법에 대한 평가
스노든의 정보추문 폭로 이후에 많은 미국 의원들은 정보공동체
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왕에는 정보의 비밀성 보호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오히려 정부의 감시 권한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특히 “애국법의 저자”라는 호칭
46) Sec. 605.
47) Sec. 606.
48) Sec. 701.
49) Sec.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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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짐 젠젠브레너 (Jim Sensenbrenner) 의원은 정보기구들이
애국법을 잘못 사용하고 법의 원래 의도를 훨씬 넘어 섰다고 비판했
다.50) 더하여, 미국 자유법 반대자들은 자유법은 여전히 정보공동체
가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것에 악용될 것이라면서 애국법은 개
정이 아니라 영원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애국법의 위헌조항인 제215조가 여전히 존치되어 정보공동체가 미국
시민을 상대로 대량 정보감시가 가능하다고 비판하다.
하지만 미국 국가안보센터(The Center for National Security)
등 자유법 지지자들은 미국 자유법은 애국법 제215조를 개정하여 테
러나 스파이 행위와 관련된 정보기구의 조사능력에 손상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집중된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도록 제한했다면서 그 정당성을 주장한다.51) 정보기구
전자감시 활동의 대상이기도 한 세계 최대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연합(The Software Alliance)은 미국 자유법의 제정을
지원했다. 소프트웨어연합은 “법이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시민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 사
이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권력과 미국 과학기술 분야의 사적영역 사이의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적으로 여전히 대량정보수집을
허용하는 미국 자유법의 제반 규정은 테러리즘이 현실적인 위협인
오늘날의 국가안보와 국제안보의 환경에서는 오히려 더 대량적인 인
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논리인 것이다.52)
50) Sensenbrenner asserted that the intelligence community “misused those
powers, had gone far beyond the original intent of the legislation, and
had overstepped its authority.”
51) According to the bill's sponsors, their legislation would have amended
Section 215 of the Patriot Act ,,,, while preserving “the intelligence
community's ability to gather information in a more focused way.

164 국가정보연구 제13권 1호

그럼에도 비판론자들은 미국 애국법은 미국 자유법으로 연장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시민자유연
맹(ACLU)의 법무이사 재밀 제퍼(Jameel Jaffer)는 제215는 연장이
아니라 반드시 폐기되어야할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해왔다. 해외정보감
독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국가안보국(NSA)은
여전히 미국민의 전화기록을 대량으로 수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스탠포드 로스쿨의 제니퍼 그라닉(Jennifer Granick) 교수는 정보
공동체는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관계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무
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판사를 설득해서라도 필요한 결정
을 쉽게 받아낼 것이라며 자유법은 자유에 대한 쿠테타라고 주장했
다.53) 국제 앰네스티의 지크 존슨(Jeke Johnson)은 “대량감시를 전
면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것과, 미국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중
단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Demand Progress를 이끄는 데이비드 시갈(David Segal)은 “대량
감시를 끝내지 않는 법은 결국 대량감시를 지지하는 법”이라면서 미
국 자유법이 사실은 미국인들을 덜 자유롭게 만들었다고 악평한
다.54)
한편 자유법의 절차적인 정의 실현은 해외정보감독법(FISA)을 통
해서 이루어진다. 해외정보감독법은 해외세력을 대상으로 한 감시 문
제에 대한 그동안의 법원 판결을 입법에 반영하여 종합한 법률로, 정
52) Van Bergen, Jennifer. “In the Absence of Democracy: The Designation
and Material Support Provisions of the Anti-Terrorism Laws”. Law Policy
& Ethics Journal 2 (2003): 107.
53) DOJ official: Freedom Act may not stop sweeping spying, available at,
https://thehill.com/policy/technology/192845-doj-official-freedom-actmay-not-stop-sweeping-spying. This isn't the rule of law. This is a coup
d'etat.
54) Jennifer Steinhauer, Charlie Savage and Jonathan Weisman (2 June 2015).
“U.S. Surveillance in Place Since 9/11 Is Sharpl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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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관의 국가안보 목적의 정보활동에 대한 합법성을 부여하고 효율
성을 도모하는 법이다. 그동안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
와 정보공동체는 더 이상 해외정보감독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자유법에 의해 상당부분 수정이 되기
는 했다.

2. 해외정보감독법(FISA)
가. 개관
미국 의회는 1978년에 해외정보감독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을 제정했다. 해외정보감독법(FISA)은 정
보기구의 정보업무 활동에 대한 규율이자 근거법이다. 해외정보감독
법은 단적으로 정보기구의 정보활동 특히 해외정보활동에 대한 법치
통제(法治統制)이다. 이에 해외정보감독법은 ‘스파이 법(Spy Act)’으
로, 해외정보감독법의 주무 법원(法院)인 해외정보감독법원(FISC)은 '
스파이 법원(Spy Court)'으로 불린다.
해외정보감독법은 미국 영토 안에서 해외세력과 해외세력의 대리
인 그리고 해외세력과 연관된 세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물리적 수
색과 전자감시 등 정보․수사 활동에 대한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했다.
법은 자유법의 실체적인 규정을 현실에 적용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을 상세하게 규율하는 절차법인 것이다. 그 목적은 정보수사 활
동에서 개인의 기본권과 국가안보를 적절한 수준에서 조화한 실천적
인 타협 입법이다. 해외정보감독법은 일반 형사절차를 가지고는 효율
적인 정보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국내에서의
해외정보 수집활동에 대한 합법성을 부여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
해주려는 취지이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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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정보감독법(FISA)의 적용범위와 해외정보감독법원
(1) 해외정보의 범위
해외정보감독법은 그 동안 해외정보라는 이유로 국내에서건 외국
에서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마음껏 실행하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하여, 국내를 기반으로 둔 해외정보 활동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고
려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했다. 법은 해외세력과 해외세력의 대리
인, 즉 해외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수집 활동 그리고 해외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국내와 연관된 해외정보에 대한 전자감시 정보활동을
규율한다. 그러나 법은 해외에서의 해외정보 활동을 규율하지는 않는
다. 해외에서의 해외정보 활동은 정글법칙에 따르기 때문이다.
(2) 해외정보감독 특별법원(FISC)
해외정보가독

특별법원(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은 해외세력을 대상으로 한 정보․수사기구의 정보업무를 감독
한다.56) 화이자 법원(FISC)은 연방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되는 11명의
법관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7년이다. 특이한 것은 심사절차는 쌍방
당사자주의가 아이다. 서면심사의 일방주의이다. 이에 법원(FISC)은
법무부를 통하여 제출되는 정보․수사기관의 자료만을 심사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변호인의 변론이 허용되지 않고 국가 측 담당
자만이 참석한다. 법원은 항소심 구조이다. 1심 법원이 기각한 영장
55) 해외정보감독법이 위헌이라는 소송도 있었으나 연방대법원은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United States v. Nicholson, 955
F.Supp. 588 (Va. 1997).
56) 화이자 법원(FISC)은 워싱턴 소재 법무부 6층 건물에 소재한다. 창문이 없고 철저한
방음장치와 암호 차단이 되고 출입이 통제되는 전자적으로 보안이 완비된 회의실이
라고 한다. 참고로 자유법은 실체법, 해외정보감독법은 절차법으로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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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항소심 법원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
of Review)에 항소할 수 있다. 해외정보감독 항소심 법원은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3) 영장 처리 기준 - 상당한 이유와 합리적 이유
해외정보감독 법원과 일반 형사법원의 영장발부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그 발부기준이다. 일반 형사법원은 “확실성에 대한
개연성(probability of a certain fact)” 즉 “상당한 이유”(Probable
Doubt)를 요건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한다. 반면에 해외정보감독 법
원은 “가능성에 대한 개연성(probability of a possibility)” 그러므
로 “합리적 이유(Reasonable Doubt)”를 기준으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단적으로 영장발부의 기준이 상당히 완화된 것이다.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각국은 국가안보 문제가 개재된 정보수사기관이
요청하는 영장발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만 있으면 발부를 원칙
으로 한다.

다. 해외정보감독법(FISA)의 정보활동 규율 내용
(1) 전자감시
당국은 미국 내에서 해외세력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을 하거나 그
와 관련한 전자감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화이자 법원(FISC)이 발부
한 영장에 따라야 한다. 통상 정보기관이 애용하는 전자적 감시활동
은 통신감청이다. 주거지나 사무실, 자동차, 회의실 등 비밀장소에 미
리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대화를 엿듣는 통신감청이 많이 사용된다.
전자감시를 위한 영장신청에는 전자감시의 대상자가 해외세력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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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세력 대리인이라고 하는 점에 대한 이유를 소명(疏明)하여야 한
다. 증명까지는 필요 없다. 영장주의의 예외로 대통령의 긴급승인 제
도가 있다. 대통령 긴급승인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통
령은 1년을 기한으로 정보기관에게 영장 없는 통신감청을 승인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72시간 이내에 화이자 법원에 대통령의 승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이정한 절차를 위반한 정보에 기초한 증
거는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57)
(2) 펜 레지스터(Pen Registers)58)
펜 레지스터는 통화사실 여부 그리고 통화시간처럼 외형적인 사
실만을 파악하는 전자감시 장치이다. 통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기
계이다. 따라서 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없다고
하여 연방대법원은 메릴랜드 사건에서 정보기관의 영장 없는 펜 레
지스터 사용을 적법하다고 판결했었다.59) 그러나 의회는 여전히 사
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펜 레지스터 법(Pen
Register Act)을 제정했다. 펜 레지스터 사용에 대한 법원 발부 사전
영장제도를 채택한 것이다.60) 이에 따라 정보나 수사기관들의 펜 레
지스터를 사용한 정보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따랐었다. 이에 의회는
1998년에 해외정보감독법으로 해외정보 수집의 경우에는 영장 없는
펜 레지스터 사용을 허용하도록 했다.61)
57) 50 U.S.C. §1805(f). 법이 제정된 1978년부터 2001년 9월 11일까지 47차례의 긴
급승인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9/11 공격 이후 18개월 동안 170건의 대통령 긴급승
인이 있었다.
58) 정확히는 “Pen Registers & Trap and Trace Devices”이다. 양자가 기계적으로
약간의 성능은 달리 하지만 모두 내용 파악 없이 형식적 사실의 존재를 지득하기 위
한 장치로 일괄하여 펜 레지스터라고 지칭한다.
59) Smith v. Maryland, 442 U.S. 737(1979), United States Supreme Court.
60) 18 U.S.C. §§3121‐3127. 영장 규정은 §31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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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과 이메일 접속
해외정보감독법(FISA)은 인터넷과 이메일에 대한 무제한 접속도
허용한다. 정보기관에 프라이버시 침해 권한을 과도하게 주었다는 비
판이 제기된다. 다만 허용되는 접근은 내용파악이 아닌 형식인식을
의미하는 펜 레지스터 기법에 한정한다. 하지만 형식인식과 내용인식
의 실무적 구분은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이-메일과 인터넷에 형식
적으로 접근한 것과 내용까지 파악하는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구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비판이 여전히 따른다.62)
(4) 영업기록의 수집
해외정보감독법은 정보수사기관에게 호텔, 자동차대여, 항공기 등
운송수단 예매 기록 그리고 기타의 영업기록을 입수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했다. 그에 더하여 9/11 테러공격 이후 각종 서적과 기록,
신문, 서류 그리고 어떠한 유형적 물건(tangible things)에 대한 이
용 자료에 대하여도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실제적인 내용
과 별개로 유형적 물건은 지문과 타액 그리고 혈흔 등의 흔적을 추
적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정보수사기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가능한 물건은 모두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5) 물리적 수색
해외정보감독법은 해외세력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내
의 건물과 건조물 그리고 재산 등에 대한 은밀하고 광범위한 장기
수색을 허용한다.63) 형사법의 물리적 수색은 통상 90일 범위에서 허
61) 50 U.S.C. §§1841‐1846.
62)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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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데, 외국세력 대리인에 대한 물리적 수색은 120일 그리고 외
국세력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에서 동면하다가 점조직으로 활동을 개시하는 안보
사범들의 특성에 맞추어 장기간의 끈질긴 감시와 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색이유를 고지하고 출입하여야 하는 일반 형
사법상의 압수 ․ 수색 절차와 달리 출입을 위해 사전 통지할 필요가
없다. 언제든지 비밀리에 출입하여 수색할 수 있다. 수색의 대상을
특정할 필요도 없다. 압수수색 목록을 작성하지도 않는다. 물리적 수
색의 성패는 은밀성이다. 왜냐하면 만약 대상자가 자신이 목표가 되
어 있음을 알게 되면 활동을 바꾸고 이미 누설되어 정보기관이 지득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가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변형과 위장 조
치를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64)

3. 미국 자유법 아래에서 정보활동의 전개 모습
자유법과 해외정보감독법 아래에서 여전히 미국 정보공동체는 다
음과 같이 정보수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연방수사관들은 테러조직 또
는 미국 내 외국정보요원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다른 정보기구 요
원들과 공유할 수 있다(제203조). 해외정보감독법원(FISC)에 신청하
는 감청영장에 특정 전화번호가 아닌 특정인물로 지정할 수 있다. 따
라서 혐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반전화나 휴대전화는 물
론이고 인터넷 등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전자감시를 포괄적으로 수
행할 수 있다(제206조 제1항). 그 결과 감청대상자가 소지한 복수의
63) 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1999, Pub. L. No. 105‐272,
§602, 112 Stat. 2396, 2404(1998).
64) William F. Brown & Americo R.Cinquegrana, “Warrantless Physical
Searches for Foreign Intelligence Purposes: Executive Order 12,333 and
the Fourth Amendment,” 35 Cath. L. Rev. 97, 131(1985).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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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수단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의 통신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
청이 가능하다(제2항). 여전히 ‘포괄적 감청(roving wiretaps)’이 허
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정보요원이나 해외세력이 휴대폰을 교체
하거나 제3자 휴대폰을 빌려 쓰는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하다.
제207조 외로운 늑대(lone wolf) 조항이 존치됨으로써, 정보공동
체는 비시민권자로서 확인된 테러단체와 연관이 없더라도 테러혐의
가 있는 의심자를 전자 감시할 수 있다(제1항). 감시대상자가 외국단
체 요원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시명령과 수색명령은 120
일 간 유효하고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제2
항). 기왕의 해외정보감독법(FISA)이 감시명령 90일, 수색명령 45일
유효하도록 한 것을 감시기간을 대폭 연장해 준 것이다. 한편 일반
법원에서 발급한 감청영장이 아닌 수색 및 압수영장으로도 수사기관
이 제3자의 통신장비에 저장된 음성메일(voice mail)을 신속하게 청
취할 수 있다(제209조).
침입과 정탐이라는 비밀수색권(sneak & peek) 조항도 존치되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 주거자의 동의가 없이도 대상자의 가
택이나 사무실을 언제든 수색할 수 있다. 수색영장의 집행개시 통보
와 영장제시를 ‘합리적 기간’ 이후에 사후조치가 가능하다(제213조).
애국법의 대표적인 위헌 논란 조항이었던 제215 소위 사서조항
도 여전히 존치한다. 따라서 FBI는 미국민의 개인적인 기록물(책, 기
록, 서류 등 유형물)을 행정 발령장으로 수집할 수 있다(제1항). 그리
고 ‘기록접근권(access to business records)’으로 공공교통수단, 대
중숙박시설, 차량임대시설 등이 보유한 기록물도 확보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 제출명령 수령자는 감청법원의 명령서 발급사실 및 자료
제출 사실을 조사종결 때까지 대외보안을 지킬 의무까지 부과받는다
(제2항). 전화사용내역 기록장치(pen register)와 발신자 추적 장치
(trap & trace device) 설치 승인(PR/TT 명령서)을 특정한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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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받았더라도, 영장발부 지역 이외에서 그리고 복수의 지역에서도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제216조). 연방판사는 관할지역 밖에 있는 재
산 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할 수 있다(제219
조). 자유법 아래에서도 국가안보 목적으로 실로 어마어마한 자유의
제한이 가능한 것이다.65)

Ⅳ. 맺는말
2001년 9/11 테러 공격 직후 제정된 미국 애국법을 놓고 그동
안 미국의 안전을 강화했다는 찬양과 함께 미국민의 인권을 심각하
게 침해했다는 비난이 함께 존재해 왔다. 애국법의 포괄적인 인권침
해의 우려 때문에 다수의 조항에 대한 위헌성 시비기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은 애국법을 폐지하지 않았다. 논란이 된 조항을 조금씩
수정했다. 사실 애국법은 순수한 인권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내용을 함유하고 있는 반애국법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애국법이 대
상으로 하는 범행은 일반 형사범이 아니다. 애국법이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국가자체를 전보하려는 세력이다. 일반 형사사범은 전반적으
로는 국가의 통치권 안에 복속되어 있다. 하지만 예컨대 국제테러조
직처럼 안보위협세력들은 정치적ㆍ종교적 이념을 이유로 특정국가의
정책변경을 요구하며 필요하다면 기상천외의 테러방법을 동원하여
국가를 전복하려고 든다.
이에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에 대한 대처법은 국가안보 그 자체의
65) 미국 연방형법을 중심으로 특별법인 애국법, 자유법, 해외정보감독법에 대한 상세는
대검찰청 발간(11-1280000-000213-01) 정책연구 용역과제 참조(pp.6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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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와 보호에 존재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애국법의 위헌소지
가 있는 그러한 조항들을 연장했고 폐기 없이 미국 자유법으로 대체
한 것이다. 애국법은 국가적 비상상황에서의 특별 형사절차를 규정한
법으로서 글로벌 무한 국가안보환경이 요구한 법이었고 자유법이 그
연장선상의 국가안보 수호법이다. 또한 아무리 실체법적으로 국가안
보 사범에 대한 엄청난 형량을 규정한 죄명이 있다고 하여도 그를
예방하고 수사하고 처벌할 적정한 절차법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종이상의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외정보감독법이 필요한
이유이다.
국가안보는 국가라는 정치공동체의 울타리에서 함께 하기를 거부
하는 사람들의 행동(인권)을 제약함으로서, 대다수 일반 시민들의 더
큰 자유를 수호하려는 밤낮 없는 노력이다. ‘자유의 적’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이 인류의 지혜이다. 신과 동격의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자는 오직 이성적 존재로서 책임 있는 공동체 구성원
에 한정한다. 일반 시민들의 인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침해하
고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은 사람을 목적으로 대할 것이고 결코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칸트의 제2정언명령을 위배한 인권유
린의 만행자로 제2의 모택동이며 제2의 스탈린이라는 사실을 잘 인
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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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national security Acts dealing
with national security crimes
- Lessons from the USA FREEDOM Act and the FISA -

66)Heewon

Han (Dongguk University)*

National security is safety and defense of a nation state,
including its citizens, economy, and institutions, which is regarded as
a duty of government. Originally conceived as protection against
military attack, national security is now widely understood to include
also non-military dimensions, including the security from terrorism,
economic

security,

energy

security,

environmental

security,

cyber-security etc.
People’s

happiness

under

the

global

unlimited

competition

circumstances can only be established by the premises of national
security. All sovereign states therefore will construct ‘national
security criminal legal system’ as a natural government responsibility.
However, the abstract and conceptual provisions of crimes to
ensure the security and existence of a liberal democratic nation and
to protect constitutional orders are not enough to attain national
security and defend constitutional value and security.
Of course, as the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provided that “[t]he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ma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Dongguk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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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restricted by Act only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for public welfare.”
Meanwhile,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shall not be
downplayed for reasons not listed in the Constitution. Even if all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are limited by law only if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order maintenance or public welfare,
and even if limited, they cannot infringe on the essential contents of
freedom and rights,”
The most important of the basic laws of American intelligence
community activities today are the American Freedom Act and the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However, although there have
been fragmentary introductions of the U.S. Freedom Act and the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in Korea, few papers or reports
have introduced the radius of activities of the intelligence tool as a
result of the need, the reason for revision, and the controversy over
the fundamental violation of the for him, of course,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U.S. Patriot Act, which has been said to be the
embodiment of U.S. national security protection, must be preceded.
However, there were many prejudiced views that the U.S. Patriot Act
is a unique law for the federal state and a human rights violation
law.
In this paper, I will look at the reasons and details of the need
for a new view and provision of security criminal legislation along
with the emergence of transnational security threats through the U.S.
Freedom

Act

and

the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Hopefully, this research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pay attention
to the rule of national security law by promoting the harmon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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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 and compliance with legal procedures through legal and
regulatory control over national security criminals, which are still
very insufficient in Korea to date in 2020.

Key Words

Foreign Intelligence, Intelligence Failure, Treason, Rebellion, National
security Crimes, Supra-national security threats, National Security,
Human rights, USA Patriot Act, USA Freedom Act,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원고접수일: 2020년 04월 21일 | 심사시작일: 2020년 05월 25일 | 게재확정일: 2020년 06월 16일

한희원(韓禧源)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찰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국가정보원 자문위원 등 다수의 정부부처 위원을 역임했다. 제15차 국가정
보원법 개정에도 전문위원으로 관여했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을 14기로 수료하고 검사, 부장검사, 지청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조사국장을
역임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Duke University Visiting 그리
고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L.L.M 과정을 졸업했다. 2015년 8
월에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고위안보과정을 수료했다. “국가안보의 법철학적 이
념과,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혁신모델에 대한 법규범적 연구”로 법
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Atoms for Peace 국제저널에 2편의 영문 논문을 비롯
하여 국가정보와 관련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또한 국가정보(법의 지배와 국가정
보, 2011)를 비롯하여, 국가정보체계 혁신론(2009), 국제기구법 총론(2009), 국제
인권법 원론(2012), 정의론(2011), 신법학입문(2011), 대한민국 국가정보원(2013)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2018년에는 인공지능(AI) 법과 공존윤리를 출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