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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법기관이 범죄 사실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을 할 때, 개인의 기본권보호 

기대 수준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압수․수색 대상’의 범위와 ‘압수 목적물’의 

제한 요건을 비례적으로 판단하여 그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

례의 원칙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와 기본권 제한의 요건

에 따라 자연히 파생되는 원칙인 것이다. 이 원칙은 디지털증거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실무에서 사법기관은 압수수색의 대상물을 ‘정보저장매체’로, 그 

결과물은 ‘선별된 파일’로 획일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디지털증거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일괄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국가의 범

죄 대응 능력을 저하시키고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비합리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테러범죄․반국가단체결성’ 등의 공안사건이나 

‘첨단범죄․기술유출범죄’ 등의 기술 기반 사건의 수사에서는 증거물의 진정

성과 신뢰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요구하나 이 증명을 위한 정보 수집이 과도

하게 제한되는 반면, ‘저작권법위반’이나 ‘인터넷 사기’와 같이 경미한 범죄

의 수사에서는 요증사실과 관련성이 부족한 정보의 접근까지 폭 넓게 허용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증거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계층화하고, 사안에 따라 

비례적으로 판단하여 접근 계층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합리적인 현행 압수․
수색 실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때 디지털증거의 계층화는 디

지털정보를 취급하는 ‘시스템 핵심기능의 구성’과 정보 저장을 위한 ‘저장체

계의 상세 구조’ 그리고 디지털증거에 대한 ‘법률적 관점’으로 확인한 다양



II

한 형태의 ‘하위저장소’를 결합하여 기준으로 삼았다.

 이 기준에 따라 디지털증거는 총 5개의 계층으로 나뉘는데 그 각각을 살

펴보면, 하드디스크나 메모리와 같이 물리매체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는 

‘물리계층Physical’, 볼륨이나 파일시스템과 같이 물리매체 위에 디지털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리 공간인 ‘상자계층Container’, 파일이나 폴더와 같

이 논리적으로 연관성 있는 정보를 묶고 고유 이름을 붙여 접근하는 ‘명칭

계층Named’,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테이블이나 엑셀파일의 특정 행과 같이 명

칭계층 내부에 구조화되어 저장된 정보 및 객체들을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자료계층Data’, 저장된 정보 자체를 사람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표

현하는 ‘표현계층Rendering’으로 확인된다.

 계층화된 디지털증거는 사용자가 정보에 이르는 접근성에 따라 물리계층을 

최하위 계층, 표현계층을 최상위 계층으로 볼 수 있는데, 하위계층은 상위계

층의 내용과 상위계층을 설명하는 정보인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피라미드식 

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상위계층이 하위계층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다르게 특정 상황에서 하위계층이 상위계층의 정보로 포함되는 재귀적 특성

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상머신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가상머신 파일’은 

‘명칭계층’에 속하나 그 안에는 ‘상자계층’의 성격을 갖는 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에 재귀적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계층화된 구조에서 정보는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기록과 보존에 효율적이며 

구체적인 형태를 갖고,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추상

적이며 의미 있는 형태를 갖게 된다. 때문에,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정보의 

선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요증사실과 관련성 높은 정보를 선별할 수 

있고,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그 계층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량이 늘어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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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험도 같이 높아지지만, 다양한 정보를 교차 검증하여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계층적 접근이 디지털증거를 취급하는 실무 

환경에 적합한 것인지 ‘디지털증거 처리 절차’에 따라 알아보았다. 디지털증

거 처리 절차에서 첫 단계인 ‘준비단계’에서는 디지털증거의 계층화 기준과 

계층별 장․단점을 이해하여 디지털정보 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의 민감도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비례적으로 적절한 계층을 선택하여 압수․수색 혹은 정보 

수집을 준비한다. 모든 증거는 수집부터 법정 제출 시점까지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디지털증거 취급자는 다음단계인 

‘보존단계’에서 압수물의 내용과 그 절차의 진정성을 입증할 장치를 마련해

야 한다. 따라서 ‘보존단계’에서는 비가시적인 형태의 디지털증거를 명시적

으로 관리하고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계층의 디지털증거를 파일 단

위 즉 ‘명칭계층’으로 변환하여 보존하거나 전통적인 형태의 증거로 환원한 

후 관리해야 한다. 이때 증거의 발췌 및 변환과정은 물론이고, 보존된 증거

의 암호학적 해시 값과 그 계산 과정을 포함한 보존과정 일체를 피압수자로

부터 확인받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디지털증거의 내용과 그 수집 

절차의 진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보존된 디지털증거의 ‘분석단계’에서는 분석 

대상의 영역이 명시된 것 외에 기존의 접근 방식과 다른 것이 없다. ‘공유 

및 제출단계’에서는 보존단계에서 계산한 암호학적 해시 값과 제출된 증거

의 암호학적 해시 값을 비교하여 내용의 동일성을 입증하고, 정보의 발췌 

위치를 계층별로 기재하여 증거 수집의 진정성을 입증한다. 마지막으로 디지

털증거의 폐기가 필요한 ‘검토단계’에서는 보존된 계층에 따라 합리적인 폐

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전통적 증거 성격이 강한 ‘물리계층’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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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계층’ 단위의 디지털증거는 디가우징이나 파쇄와 같이 물리적으로 손상을 

주는 방식으로 폐기할 수 있고, ‘명칭계층’ 단위로 보존된 디지털증거는 파

일이 저장된 영역을 선택하여 완전소거 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디지털증거에 대한 계층적 접근으로 법원은 개인의 기본권 보호

와 그 제한 사이에서 균형성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디지털증거를 

취급하는 실무에서는 기존 처리절차의 변경 없이 보다 명시적으로 증거를 

처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계층 단위별로 

증거능력 요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파일 단위로 보존된 디지털증거를 안

전하고 신뢰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디지털증

거 처리 실무 도입의 토대를 튼튼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디지털증거, 계층화, 참조모델, 비례성 원칙, 디지털포렌식

학  번 : 2014-2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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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사법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것은 필수적

이다. 현재는 상당량의 정보가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

털정보의 수집․분석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저장매체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정보 수집 과정에서의 과도한 기

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아날로그 기반의 정

보에 비하여 디지털정보에 대한 접근과 수집 방법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지

만,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실무현장에서 다양한 문제

들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현행 실무에서 디지털정보를 증거로1)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알아본다.

1.1 디지털정보의 증거 요건2)

 유체물이 아닌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 정보를 증거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

해 증거와 요증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증거의 관련성이 

인정되려면, 논리적 관련성logical relevancy 및 법적 관련성legal relevancy이 인정되어

야 하는데, 논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증거는 ①그 증거로 입증하고자 하는 

1) ‘디지털증거’와 ‘전자증거’ 두 용어는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전자증거는 ‘전

자적’인 방식으로 기록된 증거를 뜻하고, ‘디지털증거’는 0과 1의 조합인 디지털 

형태로 기록된 증거를 뜻한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형태로 기록된 정보만을 

고려하여 작성하였기에 ‘디지털증거’ 혹은 ‘디지털정보’를 사용하여 전개하고자 

한다. 또 ‘정보가 저장된 물리매체’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기재된 ‘정

보저장매체’로 통일하여 용어 혼용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자 하였다.

2) 오기두, 전자증거법, 박영사(2015), 193-194, 본 논문 취지에 맞게 용어 일부를 

변경하고 요약하여 이 절 전체에 인용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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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특정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증거의 중요성materiality’ 측

면에서 중요한 증거이고, ②요증사실을 더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치probative 

value’가 인정되는 증거를 말한다. 논리적 관련성이 있는 증거라 할지라도 그

것이 배심원 등 사실발견자로 하여금 부당한 편견을 유발하거나, 쟁점을 흐

리게 하거나, 배심원을 오도하거나, 부당하게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시간을 

낭비하게 하거나, 다수의 증거를 불필요하게 제출하는 등으로 그 폐해가 증

거가치를 능가한 증거를 배제한 증거를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증거라 한

다. 이러한 증거의 관련성은 과학적, 기술적 증거(디지털증거)에 대하여 ①

관련 과학자나 기술자들로부터 일반적 승인을 받고 있거나, ②과학적 타당

성이 있어야 한다는 Daubert 원칙으로3) 구체화 되고, 이는 다시 관련성 있

는 증거만을 압수‧수색 대상물로 특정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하고, 

수사기관의 정보 압수도 그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확장된다.

1.2 현행 디지털증거 취급 실무의 문제점

 사법기관이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할 때는 개인의 기본

권보호 기대 수준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압수․수색 대상’의 범위와 ‘압수 

목적물’의 제한 요건을 비례적으로 판단하여 그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전통적 압수․수색 장소로서 일반적인 아파트와 회사 건물을 비교해보면 건축 

구조상의 유사점은 많지만, 두 공간에 대하여 개인의 기본권보호 기대 수준

이 다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원이 압수․수색 대상을 정할 때 아파트는 

동, 호수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반면, 회사 건물은 회사이름 혹은 층을 

지정하는 수준으로 기재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같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3) Daubert v. Merrell Dow Phamaceuticals, Inc, 509 U.S. 579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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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을 하여도 ‘일반적인 횡령사건’ 보다 ‘폭탄 테러․사건’에서 압수․수
색 범위를 넓게 허용한다.

 비례의 원칙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와 기본권 제한의 

요건에 따라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

다.4)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을 

보장하고5) 있는 한편, 국가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으로 정해진 범위에 

한정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6) 그러나 국가가 개인의 기

본권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도 필요한 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침해의 

최소성), 보호 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비교형량에서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하는(법익의 균형성) 원칙 즉, 과잉금지의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례에서 설시하고 있다.7) 이러한 비례성 원칙은 디지

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증

거에 대한 압수․수색 실무에서 사법기관은 압수․수색의 대상물을 ‘정보저장

매체’로, 그 결과물은 ‘선별된 파일’로 획일화하여 접근하고 있다.

 2011. 7. 18. 개정한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3항에8) 따르면, 법원은 압

4)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 결정

5)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6)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

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7) 헌법재판소(주 4)

8)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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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색 대상으로 정해진 ‘정보저장매체’ 전체에 대한 ‘수색’과 이를 통한 ‘선

별 압수(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가 허용되며, 예외

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압

수․수색 영장 별지를9) 통해 요증사실과 관련된 정보 선별을 강제하고 ‘정보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안에서 탐색․
복제․출력 등(이하 정보선별)을 압수․수색의 과정으로 보고 그 전체 과정의 

참여권 보장을 동일한 별지에 명시 하였는데, 정보선별에 앞서 고도의 전문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디지털증거를 분석할 실무자가 모든 분석 과

정이 피압수자에게 노출된다는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실무 현

장의 부담은 법률에 명시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과정 안에

서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는 단위인 ‘파일’로 획일화하여 접근하는 결과

로 이어지게 되었다.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서 요증사실과 관련된 ‘정

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고자 할 때 삭제된 파일의 복구, 은

닉된 파일과 암호화된 파일의 탐지 및 열람 등과 같이 높은 수준의 분석 단

계가 ‘정보저장매체’에서 정보를 탐색․선별하는 단계보다 선행하게 되는 경

우가 많이 있고, 디지털증거에 대한 고도의 전문 분석 행위는 일종의 수사

기법으로 그 전문성이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기밀성

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자신들의 전문 분석 행위를 피

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

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7.18.>

9) 최성필,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한국형사소송법학회•대검찰청 독일형사법연

구회 공동학술대회 (2015. 9. 11. 발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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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자에게 노출하는 모순적 상황에 당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 분석의 

법익을 다시 살피게 되는 비합리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증거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는 다수의 민감한 정보를 대량으로 포

함하고 있는 특성과 전문적 혹은 비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열람하기 전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비가시적인 특성을10) 가지고 있어, 국가에 의한 사

법 집행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 의도를 벗어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확률이 

전통적인 증거물에 비하여 높다. 따라서 기본권 보호를 위해 상대적으로 정

교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지만 현행실무에서는 그 ‘압수․수색 대상’의 적절성을 

사전에 판단하지 않고 사후에 이르러 ‘압수․수색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그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다.11) 그러나 이와 같은 현행 방식은 오히려 압수․수
색 집행단계에서 요증사실과의 관련성 확인을 명목으로 탐색 범위를 무제한

적으로 확대하는 ‘탐색적 압수․수색’을12) 부추기는 역효과를 일으킨다. 이와 

같은 부작용은 디지털증거가 가지고 있는 대량적이고 비가시적은 특성에 비

추어 볼 때 심각한 기본권 침해 위협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증거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일괄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은 저하시키고 개인의 기본권은 과도

하게 침해하는 비합리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테러범죄․반국가단

10) 양근원, “디지털 증거의 특징과 증거법상의 문제 고찰”, 경희대학교 경희법학 

41권 1호(2006), 181.

11)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대법원 2011. 5. 26. 2009모1190 결

정;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805 판결; 대법원 2015. 7. 16.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12) 조광훈,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법학 제21권 제3

호(2014),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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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성’ 등의 공안사건이나 ‘첨단범죄․기술유출범죄’ 등의 기술 기반 사건의 

수사에서는 증거물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요구하나 이 증명

을 위한 정보 수집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반면, ‘저작권법위반’이나 ‘인터넷 

사기’와 같이 경미한 범죄의 수사에서는 요증사실과 관련성이 부족한 정보의 

접근까지 폭 넓게 허용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1.3 소결

 디지털정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이 당해 사건에 중요한 가치를 가져야 하고, 요증사실과 관련성이 입증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관련성 있는 정보만을 압수․수색 대상물로 특정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정보의 압수를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확장된다.

 한편, 사법기관이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할 때는 개인의 

기본권보호 기대 수준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압수․수색 대상’의 범위와 ‘압

수 목적물’의 제한 요건을 비례적으로 판단하여 그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

다. 이러한 비례성 원칙은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은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실무에서 압수

수색의 대상물을 ‘정보저장매체’로, 그 결과물은 ‘선별된 파일’로 획일화하여 

접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압수 결과물을 ‘파일’ 단위로 한정하게 되

어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은 저하시키고 개인의 기본권은 과도하게 침해하

는 비합리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증거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계층화하고, 사안

에 따라 비례적으로 판단하여 접근 계층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합리적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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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압수․수색 실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사용자가 디지털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의 

구성과 디지털정보 저장을 위한 저장체계 구조를 확인하고, 디지털증거에 

대한 법적인 관점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알아본다. 3장에서는 선행연구에

서 확인한 각 기준들을 객관성과 범용성을 갖추도록 결합하여 디지털증거에 

대한 계층화를 제안하며 그 특성을 알아본다. 4장에서는 디지털증거의 계층

구조가 실무환경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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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연구

 본 연구는 디지털증거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구분하고, 사안에 따라 비례적

으로 참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장에서는 디지털증거를 나누어 볼 객관적

인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정보저장매체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구성’, ‘정보 

저장체계의 구조’, ‘디지털증거에 대한 법적인 관점’ 등의 선행 연구결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2.1 정보저장매체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구성

 사용자가 ‘물리매체에 저장된 디지털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

스템이 필요하고, 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 기능들의 집합 프로그램을 

운영체제라13) 한다. 시스템은 운영체제를 통해 사용자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사이를 연결하게 되는데, 운영체제의 핵심기능과 구조는 1986년 Maurice J. 

Bach가 저술한 『The Design of the UNIX Operating System』에14) 상세

히 기술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커널Kernel로15) 널리 알려진 운영체제 핵심기

능을 중심으로 물리 장치와 사용자 프로그램 사이의 관계를 3단계로 구분하

여 [그림 1]과 같이 도식화(이하 Bach`s Kernel Diagram)16) 하였다. 이 3단

13) 익명, “운영체제”, 위키피디아, ko.wikipedia.org/wiki/운영_체제, (2015. 11. 1. 

확인)

14) Maurice J. Bach, “The Design of the UNIX Operating System”, Prentice 

Hall(1986)

15) 익명(주 13), 커널은 운영체제에게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제어권을 제공하는 

핵심 기능 프로그램이다.

16) Maurice J. Bach(주 14), 20. Figure 2.1. Block Diagram of the System 

Ker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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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사용자가 접근하는 ‘사용자 단계User level’, 시스템 내부적으로 자료를 처

리하는 ‘커널 단계Kernel level’, 물리 장치를 직접 지칭하는 ‘장치 단계Hardware 

level’으로 구분되고, 커널 단계 안쪽에 위치한 ‘파일 하위시스템File Subsystem’에서 

물리매체에 기록된 정보 접근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1] 운영체제 핵심 기능의 도식

[그림 2] 사용자와 물리매체 사이의 운영체제 핵심 기능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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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시스템의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사용자와 저장매체 사이의 관계에 

따라 디지털증거를 계층화하는 것은 매체에 저장된 정보와 실질적으로 관련

된 ‘파일 하위시스템’을 세분화하여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체를 ‘디지

털증거의 계층 구조’나 ‘분리 구조’로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2.2 정보 저장체계의 구조

 앞서 살펴본 ‘파일 하위시스템’은 매체에 저장된 정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정보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있어 중요도가 높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그 구조를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Brian Carrier가 2005년 저술한 『File System Forensic Analysis』는17) 현재 

디지털포렌식 기술의 모태가 되고 있다. 이 책에서 Carrier는 디지털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설계된 저장체계를 총 8개의 계층으로18) 구분하고, 그 관계를 

[그림 3]과19) 같이 소개하였다.

[그림 3] 디지털자료 설계기반의 분석계층

17) Brain Carrier, “File System Forensic Analysis”, Addison-Wesley Professional 

(2005)

18) Application/OS, Swap, File System, Database, Volume, Memory, Physical 

Storage Media, Network

19) Brain Carrier(주 18),1 11. Figure 1.2 Layers of analysis based on the 

design of digit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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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분된 계층은 다시 분석 대상과 분석 결과의 관계로 [그림 4]와20) 

같이 추상화 된다.

[그림 4] 물리계층부터 응용계층사이의 데이터 분석 절차

[그림 5] 파일시스템 계층의 5개 범주간 상호 작용

20) Brain Carrier(주 18),1 12. Figure 1.3 Process of analyzing data at the 

physical level to the applica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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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Carrier는 앞서 소개한 ‘File System’ 계층에서 파일시스템 운영을 위해 

분산 저장된 정보 사이의 상호 작용을 정보의 성격과 저장 위치에 따라 5개 

범주Category로 나누어 설명하였다.21) 물론 이렇게 분산 저장된 자료는 사용자

에게 하나의 파일이나 폴더로 추상화 되어 표현된다.

 디지털정보 저장을 위해 설계된 체계를 분석하여 소개한 ‘디지털정보 저장

체계 계층구조’(이하 Carrier`s layer)는 디지털정보가 저장된 매체부터 그 

정보를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정보 저장 기술에 따라 명확히 

구분한 구조이다. 그러나 이 구조를 그대로 디지털증거 접근에 참조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어 적합하지 않다.

 •각 계층을 구분한 기준과 상‧하위 계층관의 관계가 일관적이지 않아 다

양한 사안에 참조할 기준으로 일반화하기엔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어, 

계층적 정보저장 체계에서 사실상 File System 계층 하위에 있어야 할 

Database를 Volume 계층 하위로 구분하고, Physical Storage Media의 

한 종류인 Memory를 독립적 계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Swap, Database, Memory, Network 영역 등 연쇄적 구조를 벗어난 독

립 영역이 존재한다.

 •데이터베이스 혹은 엑셀 파일 등 다량의 정보가 복합 형태로 저장되는 

파일에서 내부 내용을 세부적으로 지명할 방안이 없다.

2.3 디지털증거에 대한 법적인 관점

 미국 법무부 소속의 검사인 Josh Goldfoot은22) 2011년 발표한 논문 ‘The 

21) Brain Carrier(주 18),1 175. Figure 8.1 Interation between the five 

data categories : File System, Content, Metadata, File nam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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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Computer and the Fourth Amendment’에서23) 디지털증거물을 

‘물리 객체Physical’로 보는 관점과 ‘하위저장소Sub-Container’로 바라보는 관점 2가

지를 소개(이하 Goldfoot`s perspective)하였다.

 디지털증거를 하나의 물리 객체로 보는 관점인 ‘Physical Perspective’은 디

지털정보 저장매체를 일반적인 물리 객체와 동일하게 보고, 물체 중심의 일

반적인 증거물과 같이 자유롭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이 관점으로 디지털증거를 바라보면 활성 자료나 암호화된 자료 등을 수집

할 방법이 없고,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대량의 정보를 선별 없이 일괄적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은 디지털증거를 사람이 인식하는 단계로 추상화하여 바라보는 

관점인 ‘Sub-Container Perspective’이다.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증거를 각각 

독립된 하위저장소로 바라보고 각 하위저장소를 대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만을 선별하여 압수‧분석 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때 하위저장소는 

‘디렉토리’나 ‘폴더’, ‘파일’과 같이 개별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스프레드시트의 특정 행’, ‘SQLite 데이터베이스 파일’, ‘이메일 받

은폴더 파일’ 등도 하나의 하위저장소로 소개하고 있다.

 하위저장소 관점은 정보의 접근을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나, 디지털증거 안에서 하위저장소를 추상화 하는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

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다. 또한, 복

22) J.D., University of Virginia, 1999; B.A., Yale University, 1996; Senior 

Counsel, Computer Cr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 U.S. 

Department of Justice.

23) Josh Goldfoot, “The Physical Computer and the Fourth Amendment”,  

Berkeley Journal of Criminal Law Vol 16-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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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구조를 갖는 파일에서 하위저장소를 식별하는 것과 그 안에서 원하는 정

보를 발췌하는 방법의 구체적 기준이 없다면 현장 실무자의 임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메일폴더 파일인 PST안에 단일 이메일 파일인 EML 파일들이 들어 있고, 

이 이메일 파일에는 압축파일인 ZIP파일 첨부되었고, 이 첨부파일에 엑셀 

형식의 파일인 XLS가 압축되어 있고, 이 엑셀 파일 안에 범죄현장이 찍힌 

사진인 JPG가 객체로서 포함되어 있다면, 현장에서 어느 단계까지 선별하여 

발췌해야 충분한지 알 수가 없다. 더욱이 중간에 삭제되거나 암호화된 정보가 

섞여 있다면, 분석이 선별보다 선행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를 모두 가정하여 

하위저장소 선별 기준이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PST ∋ EML(삭제) ∋ ZIP(암호) ∋ PPT ∋ JPG(실제 증거)

디스크의 비할당영역이나 메모리 영역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이 어려운 

하위저장소의 수집 제한과 대량의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현장 분석의 물리적 

한계도 하위저장소 관점이 갖는 문제점 중 하나이다. 현재 우리 법원은 현장 

선별을24) 강권하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하위저장소 관점을 택하고 있으나, 

최종 압수물을 ‘파일’ 단위로 보고 있는 점을 볼 때 Goldfoot이 위 논문에

서25) 소개한 판례26) 보다는 느슨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2.4 소결

 이번 장에서는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의 핵심기능 

24) 대법원 2015. 7. 16.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주 11); 최성필(주 9)

25) Josh Goldfoot(주 23), 116.

26) United States v. Comprehensive Drug Testing, Inc, 621 F.3d 1162(9th Ci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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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을 Bach`s Kernel Diagram 통해 확인하고, 디지털정보가 저장된 다양한 

‘저장체계’를 계층적 구조로 분석한 Carrier`s Layer를 통해 디지털정보 저장을 

위한 시스템의 기술적 계층을 알아보았다. 또한, 물리매체와 하위저장소 관

점으로 디지털증거물을 바라보는 Goldfoot`s perspective을 통하여 디지털증

거에 대한 법적 관점을 알아보았다. 이 내용을 단순화 하면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Bach`s
Kernel Diagram Carrier`s Layer Goldfoot`s 

Sub-Container
사용자 단계 응용 계층 -

커널 
단계

파일
하위시스템

응용 범주 파
일
시
스
템 
계
층

하위저장소

내용 범주,
메타데이터 범주,

파일이름 범주

파일시스템 범주

볼륨 계층

물리 계층 물리객체장치 단계

[표 1] Kernel Diagram 등 선행연구 결과 비교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 분류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거나, 파일보다 작은 

단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조들을 그대로 디지털증거 접근에 

참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3장에서는 Bach`s Kernel Diagram에서의 시스템 핵심기능 구성, 

‘디지털정보 저장체계’의 계층 구조인 Carrier`s Layer, Goldfoot`s perspective

에서 ‘하위저장소 개념’을 고려하여 디지털증거의 접근 기준을 객관적으로 

구분한 ‘디지털증거 계층구조’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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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증거 계층구조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의 단점을 보완하여 디지털증거를 

계층화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각 계층의 특성을 알아본다.

3.1 디지털증거의 계층화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결합하여 객관성과 범용성을 

갖춘 기준을 마련하고, 디지털증거를 계층화하여 접근하는 것을 제안한다.

Bach`s
Kernel Diagram Carrier`s Layer Goldfoot`s 

Sub-Container
Proposed 

Layer
사용자 단계 응용 계층 - 표현계층

커널 
단계

파일
하위시스템

응용 범주 파
일
시
스
템 
계
층

하
위
저
장
소

파일내부의
일부 영역 자료계층

내용 범주,
메타데이터 범주,

파일이름 범주
파일 명칭계층

파일시스템 범주

볼륨 계층 - 상자계층

물리 계층 물리객체 물리계층장치 단계

[표 2]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디지털증거 계층구조와 선행연구의 비교

 먼저 Bach`s Kernel Diagram의 3단계와 Carrier`s Layer 계층 구조를 하나로 

묶어 정보가 저장된 매체부터 정보 사용자까지 일련의 단계로 추상화한다. 

다음으로 Carrier`s Layer의 ‘파일시스템 계층’을 Goldfoot의 논문에서 확인된 

하위저장소 형태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한다. 하위저장소의 형태에는 일반 파

일이나 SQLite DB파일과 같이 ‘파일 단위를 접근 가능한 하위저장소’ 형태와 

스프레드시트 파일의 특정 행, 이메일 받은폴더 파일 안의 단일 이메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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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일의 일부 영역을 정하여 접근할 수 있는 하위저장소’ 형태가 있다. 

이렇게 구분된 추상화 단계는 시스템 설계와 디지털정보의 저장체계를 기준

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범용적일 뿐만 아니라, 법률적 관점의 

접근을 포용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증거를 나누는 기준으로서 적합하므로 

이를 단순화하고 각 단계별 특징을 이해하기 쉽게 직관적인 이름을 붙여 

‘디지털증거 계층구조’로 참조하도록 제안한다.

 ‘디지털증거 계층구조’에서 최하위계층으로 이루어진 ‘물리계층Physical Layer’은 

하드디스크나 메모리와 같은 주․보조기억 장치나 네트워크카드 장치 등과 

같이 물리매체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는 계층을 말한다. 이 계층의 증거는 

전통적 증거들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Carrier`s Layer의 ‘물리계층’과 

Goldfoot의 ‘Physical Perspective’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물리매체 위에 디지털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체계 공간인 ‘상자계층

Container Layer’이 있다. C드라이브나 D드라이브와 같은 볼륨과 파일시스템이 

여기 속한다. Carrier`s Layer에서의 ‘볼륨계층’과 ‘파일시스템 계층’의 ‘파일

시스템 범주’ 중 파일시스템 구조에 관한 사항 즉, 파일시스템 메타정보가 

여기 해당된다. 또한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메모리 안에서는 ‘페이지

Page’, 네트워크 장치에서는 ‘프로토콜Protocol’을 같은 계층으로 볼 수 있다.

[그림 6] 물리계층과 상자계층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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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계층Named Layer’은 파일이나 폴더와 같이 논리적으로 연관성 있는 정보를 

묶고 고유의 이름을 붙여 접근하는 계층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계층이다. Carrier`s Layer의 ‘파일시스템 계층’에서 ‘파일시스템 범주’ 중 파

일과 연계된 정보인 ‘파일이름 범주’, ‘메타데이터 범주’가 이에 해당된다. 

매체에 저장된 파일이 메모리로 이동하면 프로세스를 통해 접근 가능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파일은 Uniform Resource Identifier(URI)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므로 이들 역시 명칭계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접근이 

제한된 파일이나 영역도 사람이 논리적으로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역시 명칭계층으로 다룰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일시스템을 전문적인 방법으로 

열람할 경우 ‘$MFT, Unallocated Clusters, Alternate Data Streams’와 같은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이 영역도 증거로서 가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림 7] 명칭계층의 다양한 예

 ‘자료계층Data Layer’은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테이블이나 엑셀파일의 특정 행과 

같이 명칭계층 내부에 저장된 정보 및 객체들을 내부 구조에 따라 접근하는 

단위이다. 하나 혹은 다수의 명칭계층을 특정 기준에 따라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때 그 영역의 일부를 자료계층으로 본다. Carrier`s Layer에서는 

‘파일시스템 계층’ 중 파일의 실제 내용이 저장된 ‘내용 범주’와 운영체제에서 

사용하기 위한 정보가 저장된 ‘응용 범주’가 여기 해당된다. 메모리 영역에

서는 Virtual Address Descriptor(VAD)가27) 여기 속한다. 명칭계층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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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그 특성으로 인해 관련성 없는 정보의 혼재가 명백하고, 이에 관한 

접근이 반드시 제한되어야 할 상황이나 단일 파일의 복제로는 그 정보의 가

치가 훼손되는 사안에서 유효하게 참조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된 정보와 같이 분산 저장된 정보를 의미에 따라 구성하여 추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도 증거 가치 재고를 위하여 이 계층 단위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

적이다.

 마지막 계층은 저장된 정보를 사람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표현하는 

단계인 ‘표현계층Rendering’이다. Carrier`s Layer에서 ‘응용 계층’과 응용프로그램 

상위 단계에서 표현되는 모든 형태를 말한다. 디지털정보는 비가시적인 특

성으로 인하여 같은 값이라도 응용프로그램이나 설정에 따라 표현 결과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 정보가치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물리적 장치이나 응용프로그램과 매체에 저

장된 정보가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여 복제 후 정보가치를 보존할 수 없거나 

기술적․정책적인 이유로 정보의 복제가 제한되는 경우 표현계층 단위로 접

근할 필요가 있다. 표현계층은 그 특성상 디지털정보의 수집 과정이 아닌 

제출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계층이다. 문서파일의 인쇄물, 

모니터에 출력된 사내 업무 시스템 전용 전자결재 문서 등이 표현계층 단위의 

디지털증거이다.

27) Virtual Address Descriptor(VAD)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프로세스에 할당된 

메모리 영역을 탐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보이다, Brendan Dolan-Gavitt, 

“The VAD tree: A process-eye view of physical memory”, Digital 

Investigation 4S(2007), S62-64; Randy Kath, “Managing Virtual Memory”, 

MSDN, https://msdn.microsoft.com/en-us/library/ms810627.aspx, (2015. 

10. 2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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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동일한 파일의 다른 표현 결과

 디지털포렌식 전문 분석 도구인 ‘EnCase’를28) 사용하여 ‘정보저장매체’에 

접근하면 앞서 살펴본 디지털증거 계층구조를 [그림 3-4]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포렌식 도구(EnCase)를 통한 디지털증거 계층구조 접근

28) 미국 소재 회사인 Guidance Software의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전세계의 수사기

관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포렌식 프로그램이다. Daubert v. Merrell Dow 

Phamaceuticals, Inc(주 3)에 따르면 EnCase를 신뢰성 있는 포렌식 프로그램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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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디지털증거 계층구조의 특성

 계층화된 디지털증거는 사용자가 정보에 이르는 접근성에 따라 물리계층을 

최하위 계층, 표현계층을 최상위 계층으로 볼 수 있고, 하위계층은 ‘상위계

층의 내용’과 ‘상위계층의 정보를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피라미

드식 구조를 갖는다.

[그림 10] 디지털증거 계층구조

 그러나 상위계층이 그 하위계층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다르게 특정 

상황에서는 하위계층이 상위계층을 정보 값으로 포함한다. 이때는 정보 값이 

'디지털증거의 계층구조'에 따라 다시 그로부터의 상위계층을 포함하고 있는 

재귀적 특성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가상머신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가

상머신 파일’은 명칭계층에 속하나 그 안에는 상자계층의 성격을 갖는 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에 재귀적 특성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또 리

눅스 시스템에서는 명칭계층인 디렉토리에 상자계층인 볼륨을 마운트29) 시

키는 방식을 사용하여 저장장치에 접근하고 있는데 이때 마운트 된 디렉토리는 

재귀적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귀적 특성은 디지털정보의 

29) Mount(마운트)는 컴퓨터과학에서 저장장치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디렉토리 

구조에 편입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익명, “Mounting Definition”, The Linux 

Information Project, http://www.linfo.org/mounting.html,(2015. 10. 2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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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나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니고 정보 저장 및 활용의 기술적 환경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므로, 디지털증거 수집 이전 단계에서 재귀적 특성을 고려하고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기보다는, 사후 단계에서 디지털증거 출처로 명시된 

재귀적 경로를 확인하고 그 진정성에 대하여 판단하는 방법으로 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계층화된 구조에서 정보는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기록과 보존에 효율적이며 

구체적인 형태actualization를 갖고,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사람에게 의미 있는 형

태를 갖게 되어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추상화abstraction 된다. 따라서 상위계

층으로 갈수록 정보의 선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요증사실과 관련성 

높은 정보를 선별할 수 있게 된다. 또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그 계층이 포함

하고 있는 정보량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교차 검증하여 디지털증

거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지만, 기본권 침해 위험도 같이 높

아진다. 이러한 계층 구조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증거의 접근 

대상을 사안에 따라 비례적으로 정하는데 참조할 수 있다.

[그림 11] 디지털증거 계층구조와 비례성 참조요소

 디지털증거는 비가시적 형태로 대량의 민감 정보가 혼재되어 있고, 개인의 

기본권은 한번 침해가 발생하면, 이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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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디지털저장매체 수색에 앞서 요증사

실에 비례적으로 그 대상의 적절성과 합리성을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

법기관은 민감도 높은 정보가 응집되어 있는 시스템일수록 요증사실 관련 

정보의 선별을 엄격히 하고, 반대의 경우 시간적 제한과 소송비용 등의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진실규명 요구가 

높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안일수록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철저

히 검증하여 그 진실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야 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경

미한 사안에서는 기본권 제한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필요한 한도에 그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비례성 원칙에 따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 

민감도가 높을수록, 요증사실이 경미할수록 디지털증거 계층구조의 상위계

층에 접근하고, 저장된 정보 민감도가 낮을수록, 요증사실이 엄중 할수록 디

지털증거 계층구조의 하위계층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을 조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디지털증거의 계층구조를 참조하고 압수‧수색 대상을 정하는 사례를 각 계

층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나 아동 음란물 등의 반인류 범죄와 관련된 증

거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의 경우 압수‧수색으로 증거물에 대한 점유권을 

반드시 확보하여 그 정보를 관리 혹은 폐기할 필요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러한 경우에는 물리계층 단위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 요증사실의 정보가 

‘정보저장매체’ 전반에 걸쳐 확인되고, 물리계층보다 상위계층 단위의 선별

에서 법적 실익이 없을 때 물리계층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한편, 운영체제는 파일시스템의 다양한 위치에 정보를 기록하기 때문에 사

용자가 생성한 디지털정보뿐만 아니라, 이를 저장․열람하는 등의 ‘정보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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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다수의 흔적(이하 정보사용 흔적)을 기록한다. 따라서 정보처리시

스템의 침해 사건이나 디지털증거 조작‧인멸 사건 등과 같이 시스템 운영 

흔적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정보사용 흔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자계층으

로 접근하여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다양한 파일의 흔적을 교차 

분석하고 그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단편적으로 선별된 파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명칭계층은 일반적으로 정보 사용자가 인식하고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설

계된 파일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현행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 계층 단위로 디지털증거를 처리하고 있다. 이때 파일의 이름과 

전체 저장경로, 시간정보 등의 정보와 암호화 및 은닉화 등의 상태로부터 

요증사실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선별하여 증거로 보존한다.

 저작권위반 사건에서 저작물의 ‘업로드’ 정보와 ‘다운로드’ 정보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 정보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고, 동일 데이터베이스에 요증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가 혼

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기본권 침해 위협을 통제

하고, 분산 저장된 정보의 실질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추출하여 

증거 가치를 재고하기 위한 자료계층 단위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자

료계층은 단일 파일 복제로 그 정보의 가치 혹은 유효성 보존이 어려운 경

우에도 접근하지만, 요증사실과 관련성 없는 정보의 혼재가 명백한 경우에

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약물검사 연구소에서 실시한 ‘정기 

약물 검사 결과’를 저장한 하나의 엑셀 파일의 경우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정보가 다수 포함된 채로 존재하는 것이 자명하고 그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의 접근은 특정 행row이나 시트Sheet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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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30) 

 표현계층은 주로 요증사실과 관련된 정보가 극도의 기밀성이 요구되는 정

보와 함께 하나의 ‘정보저장매체’에 혼재되어 저장된 경우 그 압수‧수색 범

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접근한다. 특히 법익의 균형에서 그 차이가 명백하고 

압수‧수색을 통한 법익이 작을 경우 표현계층 단위를 최종 압수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수사 대상인 사람이 정보기관이나 국방관련 업무 종

사자라면 압수‧수색의 대상인 컴퓨터나 모바일폰 등에 저장된 정보의 민감

성이 극도로 높기 때문에 요증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의 접근을 최대한 제한

하기 위해 표현계층으로 접근하도록 한다. 또 의료나 해상안전 등의 특수목

적으로 사용하는 장치 혹은 첨단기술 장비의 경우와 같이 압수‧수색 대상물의 

특성상 정해진 출력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표현계층보다 하위계층에서 정보 

열람과 보존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에도 표현계층으

로의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

순번 구분 압수‧수색 대상 특정을 위한 필요조건

1 물리계층 정보 점유권 확보가 필요한 경우 또는 매체 전반에서 걸
쳐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상자계층 ‘정보사용흔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다수 파
일을 교차 분석하고 신뢰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명칭계층 일반적인 사안으로 특별히 다른 고려 사항이 없는 경우

4 자료계층 정보 가치 및 유효성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또는 요증사
실과 관련성 없는 정보가 명백하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

5 표현계층
수사기관에도 극도의 기밀성이 요구되는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정보 출력의 기술적‧정책적 제한 해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표 3] 압수‧수색 대상 특정을 위한 계층별 필요조건

30) 미국 법원에서는 United States v. Comprehensive Drug Testing, Inc(주 26)의 

판례에서 다수 선수들의 약물검사 결과가 포함된 파일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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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에 요약된 필요조건에 따라 압수․수색 대상을 특정할 때 두 개 이상

의 계층에서 해당 사항이 확인된다면, 가급적 하위계층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보 수집과 분석 측면에서 유효하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물의 법

적 가치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안별로 법리적 해석에 따라 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례성 원칙에 따라 압수‧수색의 대상 계층이 특정되었다 하여도 암

호화 상태와 매체의 물리적 보존상태 등에 따라 정보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 

소유자 혹은 관리자로부터 압수‧수색 대상까지 접근하기 위한 기본적인 협

조를 기대할 수 없다면, 원래의 압수․수색 대상 계층보다 하위 계층으로 압

수․수색 대상이 확장되는 것이 정당하다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피압

수자가 운영체제 접속이나 암호화된 볼륨의 접근을 위해 필요한 암호를 알

려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요증사실과 연관된 정보를 저장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매체의 물리계층 혹은 상자계층 단위로 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

고, 자료계층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 추출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경

우 요증사실의 자료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명칭계층 단위에

서 복제하는 것 역시 정당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유자 혹은 관리

자의 협조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의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로 

현장 집행이 곤란하여 ‘정보저장매체’ 혹은 일부 복제물을 이동하는 경우 

원래의 압수‧수색 대상 계층 단위의 선별 완료까지를 압수‧수색 단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3 소결

 이 장에서는 Bach`s Kernel Diagram에서의 시스템 핵심기능 구성,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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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저장체계’의 계층 구조인 Carrier`s Layer, 디지털증거에 대한 법률적 

관점인 Goldfoot`s perspective을 결합하여 객관적인 계층화 기준을 마련하

였고, 이 기준으로 계층화된 디지털증거의 각 계층별 특징과 대표적인 예시를 

[표 4]와 같이 알아보았다.

순번 구분 특징 및 설명 대표 예

1 물리계층 물리 저장매체 하드디스크, 메모리, 
네트워크 등

2 상자계층 물리계층에 디지털 정보 저장을 위한 
논리 공간

볼륨, 파일시스템, 
페이지, 프로토콜 등

3 명칭계층 일반적으로 사람이 인식‧지칭하여 접
근할 수 있는 단위

파일, 폴더, 프로세
스, URL 등

4 자료계층 실제 정보를 저장한 객체 및 객체 
모음

DB테이블, 엑셀 시
트, VAD 등

5 표현계층 저장된 자료를 원래 의도한 바대로 
표현하는 단위

파일열람화면, 인쇄
물 등

[표 4] 디지털증거의 계층과 각 계층별 특징, 대표 예시

[그림 12] 사용자부터 물리매체 사이의 디지털증거 계층

 디지털증거에 대한 계층적 접근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모바일 폰에 대한 증거 확보 사례이다. 모바일 폰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엄격한 선별이 반드시 필요한 장치지만 장치와 저장매

체의 분리가 어렵고, 분리로 인한 손상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물리계층 단위의 수집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

본권 보호를 위해 일반적인 기준인 명칭계층 단위까지의 선별이 필요하므로 

선별의 완료까지를 압수․수색의 종료로 보고 있다. 한편, 모바일환경 특유의 

효율적인 정보 저장체계로 인하여 단일 파일 선별로는 정보의 정확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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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장치에 저장된 파일 그대로가 아닌 자료

계층 단위에서 의미 있는 형태로 가공한 결과를 추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 분석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최신형 모바일 폰의 경우에는 표

현계층 단위의 정보 확보라도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변화무쌍한 디지털정보의 사용 환경에서 디지털증거를 수집․분석․
제출하기 위해 계층화하여 접근하고 각 계층에 따라 정보의 원 출처와 확보 

대상, 확보 방법 등을 적시하는 것은 디지털증거의 진정성을 합리적으로 판

단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장치인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계층화된 디지털증거가 실무환경에서 사용하기 적합

한지 ‘디지털증거 처리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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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증거 계층구조의 실무 적합성

 이 장에서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계층적 접근이 디지털증거를 취급하는 실무 

환경에 적합한지 확인하고자 한다. 디지털증거는 다른 증거들과 마찬가지로 

전체 공판 과정에 걸쳐 사용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디지털증거를 전문적

으로 취급하기 위해 ‘디지털증거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 왔다. 이 중 가장 최근 발표된 ‘디지털증거 처리 절차’에31) 계층화 된 디

지털증거를 대입하여 디지털증거 계층화에 대한 실무 적합성을 알아본다.

4.1 디지털증거 처리절차 모델

 디지털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결성 

또는 진정성, 신뢰성, 원본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32) 따라서, 최초 수집 

정보와 최종 제출 정보가 동일함을 입증하고 정보 수집 과정인 압수․수색이 

적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증거 처리 절차를 꾸

준히 연구 해왔다. 2012년 ICDF2C에서 캐나다 소재 Concordia University 

College of Alberta의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Department 소속 

Kwaku Kyei 외 3명은 2001년 발표된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Model(Kruse&Heiser) 부터 2011년까지 발표된 총 9가지 디지털증거 처리 

31) ‘Digital Forensics Model’, ‘Digital Forensics Investigation Process’ 등과 같이 

의미상 동일한 명칭에 대하여 혼란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증거 처리 절차’로 

번역하였다.

32) 김영기, “디지털증거의 진정성립부인과 증거능력 부여방안”, 형사판례연구 

19(2011),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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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검토하고 이전 연구결과의 단점을 보완한 디지털증거 처리 절차인 

Enhanced Systematic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Model(이하 ESDFIM)

을 소개하였다.33) ESDFIM은 디지털증거 처리 절차를 준비Preparation, 보존

Acquisition/Preservation, 분석Examination/Analysis, 공유Information Sharing, 제출Presentation, 결과

확인(폐기, 보관 등)Review 등 총 5단계로 구분하였는데, 다수의 매체에 분산 

저장된 디지털증거 처리 환경도 고려하여 이전의 디지털증거 처리 모델보다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증거 계층구조의 

실무 적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4.2 계층화된 디지털증거의 처리절차

 디지털증거 처리절차의 첫 단계인 ‘준비단계’에서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정보의 민감도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비례적으로 계층을 선택하여 압

수․수색 혹은 수집 준비를 한다. 사안에 따라 각 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압

수․수색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은 ‘3.2 디지털증거 계층구조의 특성’에서 상

세히 기술한 바 있다. 모든 증거는 수집부터 법정 제출 시점까지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디지털증거 취급자는 다음단계인 

‘보존단계’에서 압수물의 내용과 그 절차의 진정성을34) 입증할 장치를 마련

해야 한다.

33) Kwaku Kyei•Pavol Zavarsky•Dale Lindskog•Ron Ruhl, “A Review and 

Comparative Study of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Models”, ICDF2C 

2012, LNICST 114, 314, (2012)

34) 디지털증거의 진정성과 무결성을 구별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를 구별할 실익이 

없어 본 논문에서는 진정성으로 통일하여 작성한다. 디지털증거에서 진정성의 

입증은 압수물의 내용이 수집부터 제출까지 동일하여 제출된 증거가 수집된 

그 증거물임을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김영기(주 32),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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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시적인 형태의 디지털증거를 명시적으로 관리하고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보존단계’에서 부터 모든 계층의 디지털증거를 파일 단위로 변환하여 

보존하거나 전통적인 물리 형태의 증거로 환원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때 증

거의 발췌 및 변환과정은 물론이고, 보존된 증거의 암호학적 해시 값과35) 

그 계산 과정을 포함한 보존과정 일체를 피압수자로부터 확인받거나36) 동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디지털증거의 내용과 그 수집 절차의 진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디지털정보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정성을 

입증해야하고 보존단계가 진정성 성립의 최초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계층화된 디지털증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각 계층별로 상세히 살펴보겠다.

 ‘물리계층’의 정보 보존을 위해서 정보저장매체를 전통적인 물리 형태의 

증거로 보고 이에 준하여 보관하는 방법과 물리매체에 저장된 비트스트림Bit 

Stream을37) 사본 파일로38) 작성하여 보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상자계층’ 

단위의 정보 보존은 ‘물리계층’에서 사본을 생성하는 방법과 유사하지만, 정

보저장매체에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사본을 작성하는 ‘물리계층’ 보존방식과 

35) 암호학적 해시 값이란 ①주어진 해시 값으로 원래 입력한 값을 찾는 것이 계

산상 어려운 역상저항성과 ②입력의 해시 값을 바꾸지 않으면서 입력을 바꾸

는 것이 계산상 어려운 제2역상저항성, ③동일한 해시 값을 생성하는 두 개의 

입력 값을 찾는 것이 계산상 어려운 충돌저항성을 만족하는 해시 값이다. 따라

서 암호학적 해시 값의 동일성 여부로 디지털정보의 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다, 

Wade Trappe, “Introduction to Cryptography with Coding Theory(2nd 

Ed)”, Pearson(2005), 218.

36) 일반적으로 ‘압수물 교부 확인서’, ‘압수․수색 참여 확인서’, ‘자료제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이용한다.

37) 비트스트림(Bit Stream)이란 연속적인 비트(0과 1)의 흐름을 말한다.

38) 포렌식이미지 파일의 번역된 용어이다. 전 세계적으로 Encase(주 29)에서 사용

하는 형식인 EWF(Expert Witness Format)을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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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상자계층’을 연결한 운영체제를 통하여 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읽는 

방식을 사용하여 비트스트림Bit Stream단위로 사본 파일로 작성한다. 이때 ‘상

자’의 사용 용도와 저장 정보를 기준으로 관련 ‘상자’만 선별하는 것이 필요

하다. ‘명칭계층’ 단위로 보존이 필요한 경우 수정이 금지된 형태의 가상 저

장소에 담아 보존해야 한다. 이러한 저장소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EnCase에서 사용하는 Expert Witness File(EWF) 형식의 파일이다. 포렌식 

전문 파일형식인 EWF 형태로 보존이 어려울 경우 가공하지 않은 RAW 형

식의 임의 파일시스템을 생성하고 그 안에 정보를 담거나39), 압축파일 형태로 

정보를 묶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압축파일 형태로 정보를 묶는 

방법은 파일의 메타정보가 손실되기 때문에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다. ‘명칭

계층’ 단위에서의 선별은 ‘상자계층’의 메타정보 즉 파일시스템의 시간, 이름 

정보 등을 활용하는 간접 선별 방법을 사용하거나 저장된 정보를 직접 열

람․탐색하는 직접 선별 방법을 사용한다. ‘자료계층’ 단위에서는 보존하고자 

하는 자료를 발췌하여 ‘파일’에 담아 보존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다만, 일반

적으로 이 단계의 정보 선별이나 분석은 다른 계층에 비하여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디지털증거의 취약성과 시스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료가 저장된 시스템의 전문가 혹은 신뢰관계가 있는 기존 사용자 및 소유

자 등이 정보 선별 혹은 분석을 행하도록 한다. ‘표현계층’의 정보 보존은 

영상․음성․사진 형식으로 보존할 수 있는데, 이때 디지털 형태의 보존이 필

요한 경우 다른 계층과 같이 ‘파일’로 변환하여 보존할 수 있다.

39)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디지털수사과에서 디지털증거 수집 및 분석을 위해 사용 

중인 CFT(Computer Forensic Tool)에서 RAW형태의 사본 작성 기능을 지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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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계층별로 선별된 정보를 디지털형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파일’ 단위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파일’이 속하는 ‘명칭계층’ 단위에 준하여 진정성을 확보 

하도록 한다.

 보존된 디지털증거의 ‘분석단계’에서는 분석 대상이 제한되는 것 외에 기

존의 접근 방식과 다른 것이 없다. 디지털증거의 분석은 기존의 접근 방식

에서도 정보를 분석 가능한 최소 단위로 나누어 접근하였기 때문에, 그 대

상의 영역이 제한된다 하여도 분석 방법과 절차에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법정에서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가 가능하도록 모든 계층의 증

거를 최상위계층인 ‘표현계층’으로 변환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유 및 제출단계’에서는 정보 보존 당시 계산한 암호학적 해시 값과 제출

된 증거의 암호학적 해시 값을 비교하여 내용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계층별

로 기재된 정보의 발췌 위치를 검토하여 정보 출처의 진정성을 확인한다. 

이때 정보의 출처를 기재하는 방식은 명칭계층에서 사용하지 않는 구분자

(대표적으로 ‘\\’)를 선정하고, 이 구분자를 사용하여 ‘물리계층’부터 ‘표

현계층’까지 각각의 위치를 적시하여 그 진정성을 입증한다.40) 예를 들어 

피의자 바탕화면에서 압수한 엑셀 파일에서 요증사실과 관련된 특정 시트를 

출력하여 제출할 경우 그 경로를 아래와 같이 적시한다. 이렇게 기재된 정보 

출처는 법정에서의 증거 조사에 참고할 수 있다.

▌피의자1_데스크탑PC_DISK1\\VOL2\\C:\Users

\suspect \Desktop\evidence.xls\\sheet_relevance

 마지막으로 디지털증거의 폐기가 필요한 ‘검토단계’에서는 보존된 계층에 

40) 이때 입증되는 진정성은 제출된 증거가 수집된 증거와 동일한지 혹은 수집된 

증거의 일부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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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합리적인 폐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전통적 증거 성격이 강한 

‘물리계층’과 ‘표현계층’ 단위의 디지털증거는 디가우징이나 파쇄와 같이 물리 

손상을 주는 방식으로 폐기할 수 있고, ‘명칭계층’ 단위로 보존된 디지털증

거는 보존된 파일이 저장된 영역을 선택하여 완전 소거하거나 의미 있는 주요 

영역만 제한하여 완전 소거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파일’로 변환

하여 보존한 디지털증거의 경우 ‘명칭계층’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4.3 소결

 급변하는 디지털증거 주변 환경에서 디지털증거를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 모델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2011년 발표된 

‘Enhanced Systematic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Model’은 현재의 디

지털증거 처리 환경에 가장 적합한 참조 모델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디

지털증거 계층구조’를 이 절차 모델에 대입하여 실무 적합성을 검토하여 

[표 5]와 같이 계층화된 디지털증거의 주요 처리 사항을 확인하였다.

구분 보존
(분석 및 공유) 제출 결과확인

(폐기)
물리
계층

• ◯준 일반증거 혹은
• 파일보존(◯준 명칭계층)

• ◯준 일반증거 혹은
• ◯준 표현계층

• ◯준 일반증거

상자
계층 • 파일보존(◯준 명칭계층) -

명칭
계층

• 읽기전용 보존저장소이용
• 암호학적 해시 값 확인

• ◯준 표현계층 • 영역을 제한
하여 소거

자료
계층

• 파일보존(◯준 명칭계층)
• 신뢰 가능한 기존 사용자 및 

해당 시스템 전문가가 발췌
-

표현
계층

• ◯준 일반증거
• 파일보존(◯준 명칭계층)

• 분석결과 제시
• 계층별 출처 기재 • ◯준 일반증거

[표 5] 계층화된 디지털증거의 처리절차별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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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한 바와 같이 디지털증거 처리절차의 변경 없이 디지털증거 계층구조를 

실무 환경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실무 현장에서 ‘디

지털증거에 대한 계층적 접근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 연구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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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

 본 논문에서는 Bach`s Kernel Diagram에서의 시스템 핵심기능 구성, ‘디지

털정보 저장체계’의 계층 구조인 Carrier`s Layer, 디지털증거에 대한 법률적 

관점인 Goldfoot`s perspective을 결합하여 디지털증거의 계층화 기준으로 

제시하고, 이 기준으로 구분된 5개의 계층을 그 특징에 따라 ‘물리계층’, ‘상

자계층’, ‘명칭계층’, ‘자료계층’, ‘표현계층’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디지털증

거에 대한 점유권 확보의 필요성, 정보 교차 분석 필요성, 정보 가치의 휘

발성, 관련성 없는 정보의 혼재, 매체 사용 목적의 특수성 등을 압수수색 

대상을 정하기 위한 주요 조건으로 삼고, 디지털증거 계층 구조의 구체적 

적용 방안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증거를 처리 절차 중 가장 최근에 

소개된 절차인 ‘ESDFIM’에 따라 디지털증거의 계층 단위로 처리 방안을 

검토하여 실무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디지털증거 계층구조를 실무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압수수색 

대상 범위를 제한하므로 실질적인 기본권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법원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대상의 적절성을 디지

털증거 계층에 따라 검토하여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방법으로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압수‧수색의 범위를 명시하게 되므로 

영장을 허가한 취지를 벗어나 무제한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탐색적 압

수․수색’을 통제할 수 있고,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국가의 진실규명 요구가 

충돌할 때 기본권 제한의 범위를 요증사실의 경중과 저장 정보의 민감도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비례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압수․수색 대상이 구체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 종료 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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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압수물이 명료하게 결정되어 비가시적인 디지털증거의 관리성이 높아

지게 된다. 이에 디지털증거를 취급하는 실무자는 자신의 행위나 판단이 어떤 

법률 효과로 이어지는지 예측 가능하게 되어 디지털증거에 대한 객관적인 

처리가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명시적인 단위의 디지털증거 관리로 투명

하고 신뢰성 높은 절차 구현이 가능해진다.

 다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디지털증거 계층구조’를 실무 현장에 반영할 

경우 반드시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디지털증거와 관련된 법리는 디지털증거를 단순히 하나의 ‘정보저장

매체’로 보고 발전하여 왔으나 디지털증거를 계층화하여 접근할 경우 각 계

층별로 증거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무결성 혹은 진정성, 신뢰성, 원본성 문제 

등을 검토하고 해당하는 법리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특정된 계층으로 접근하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나 정책적인 한계 등으로 제한될 경우 해결방안을 마련

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안의 성질에 따라 압수‧수색 대상이 ‘물

리계층’으로 특정되어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경우라도 그 대상이 ‘클라우드 

서버’라면 현실적으로 ‘물리계층’으로의 접근이 제한된다. 이 경우 상자계층

으로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 상황은 기술 수준과 서비스 복잡

도가 높아짐에 따라 늘어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첨단기술과 신종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하여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조건과 

예외 상황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여 실무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부분의 디지털증거는 ‘파일’로 변환되어 보존되는데, 이렇게 보존

되는 디지털증거에 대하여 권한 없는 사용자의 접근, 복제 그리고 삭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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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저장체계와 물리 통제 방안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과 함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디지털증거에 접근하는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감사 가능한 저장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장체계가 없고, 응용프로그램 수준의 통제로 그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41) 엄격한 관리가 당연히 필요한 증거물 관

리체계가 논리 공백이 있는 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이나 과도한 기본권 침해 문제로 확대될 수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증거에 관한 모든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디지털증거 저장체계 구축 연구가 시급하다.

 한편, 디지털증거는 원본과 사본의 차이가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복제

되었거나 보존되고 있는 디지털증거물의 환부, 폐기 문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디지털정보 폐기에 대한 기존 원칙은 디지털증거 중 물리적 성격의 

완전소거에만 의존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행을 소거해야 할 경우 다른 정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태로 매체의 완전 소거와 같은 기존의 소거 기준을 따르는 것은 불

가능하다. 따라서 계층별로 디지털증거물의 환부, 폐기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실무현장에서 ‘디지털증거 계층구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과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계층화된 디지털증거 구조를 기반으로 

관련 법리와 기술을 차츰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41) 현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디지털수사과에서 디지털증거 수집 및 분석, 취급 

등을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은 디지털증거에 대한 접근통제가 응용프로그램 수

준으로 제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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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Hierarchical Approach for Digital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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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search and seize evidence to find 

the fact of crime, the object and scope of search and seizure should be 

considered according to seriousness of the case and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judged b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lthough law enforcement agencies should follow the principle, they 

have taken a uniform approach, which regards an information storage 

medium and the selected files as object and results of search and 

seizure, respectively, in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It leads to 

deterioration of the national response capacity of the criminal and 

excessive infringem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resulting in a variety 

of problems.

 This paper presents our approach of dividing digital evidence 

hierarchically by using objective criterion.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concepts of 'Design of the System Kernel', 'Layout of the Filesystem', 



and 'Legal Perspective of the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as 

Evidence' are considered. Divided digital evidence consists of five layers: 

Physical, Container, Named, Data, Rendering layer.

 This hierarchical approach for digital evidence can address issue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related to digital forensics. 

Furthermore, the conformance in the present environments is also 

considered by applying the hierarchical approach for digital evidence to 

the 'Digital Forensics Process Model'.

 In conclusion, the 'Digital Evidence Hierarchy Layer' might help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balance between protection and limit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without any change in legacy process.

Keyword      : Digital Evidence, Hierarchy layer, Reference model,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Digital foren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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