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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일반 증거물은 수사단계에서 몰수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압수 후

국가 점유·피압수자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국가 점유의 인정으로 기소와

공소유지에도 도움이 되며 간혹 여죄를 발견하기도 한다.

반면 디지털 증거물은 예외적인 원본 압수의 원칙에 따라 복제본에 대

한 압수 후 국가 점유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압수자의 디지털 증거

물에 대한 계속 점유가 인정되어 압수 후 원본을 이용한 복제, 활용, 무단

폐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디지털증거물 수집 단계에서 피압수자의 접근제한

방안으로 암호화, DRM을 활용한 디지털워터마킹, 제3기관(가칭 : 형사디

지털증거보관소)에 업로드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다만 압수물과 증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증거물의 전체가 몰수 예상되는 경우, 일부 몰수

예상되는 경우, 증거물에 공할 압수물인 경우로 나누어 접근방식을 달리

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증거물 수집 후 보관 단계에서 ‘환부’, ‘분석’등의 변수

가 발생하는 경우의 피압수자로부터 증거물에 대한 위, 변조 가능성 제기

를 원천 차단할 기법으로 디지털 서명을 제시하였다.

앞서 서술한 암호화의 방식은 재사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DRM

방식은 오히려 디지털증거물의 부본을 생산하는 현재와 구별되지 않는 문

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디지털서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심

가능성이 배제된 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 결과 본 논문은 디지털 증거물 수집과 보관 단계에서의 피압수자와

압수자 모두 만족하는 접근제한방식으로 “신뢰받는 제3의 기관”이 필요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주요어 : 디지털증거물, 몰수, 점유, 접근제한

학 번 : 2014-2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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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만약,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현장에 나갔는데 범죄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유추되는 피 묻은 흉기를 발견하였다면, 그 흉기는 압수되어

압수목록을 교부하고, 피압수자의 소유권포기의사까지 확인하여 기

록에 첨부한 후 압수물시스템에 정식으로 등록된다. 이 경우 흉기는

피압수자 소유이지만 수사기관의 점유가 인정되고, 이후 그 흉기에

서 나온 DNA자료는 기록편철되고, 살인사건과 연관성이 인정되면

몰수대상이 된다.

반면, 수사기관이 컴퓨터 등에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정보저장매

체(수사기관이 지참한 국가소유의 USB나 CD)에 디지털증거를 저장

하여 현장에서 철수한 뒤 시간이 흘러 몰수 판결이 났을 때, 위 정

보저장매체자체를 폐기한다. 심지어 수사관 개인의 USB에 저장되었

다는 이유로 개인 소유의 USB가 폐기되기도 한다.

일반(물건) 압수물의 생애 주기를, ‘휴대폰으로 몰래카메라를 찍은

사건에 적용하자면, 추후 휴대폰을 몰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휴대폰에는 연락처나 다른 사진, 메모 등 몰카와 관련 없는 정보가

추가로 들어있는 만큼 정보를 물건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하는 것인

지 고민하다가 오히려 몰수선고가 누락되기도 한다. 실제 검사의 몰

수청구가 없거나 판결에 몰수가 없어서 휴대폰을 환부하게 되는 경

우도 발생하는데, 이때 휴대폰의 몰카 자료를 압수담당자가 자체 삭

제하고 되돌려주는 것 밖에는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게 된다.



- 2 -

일반 압수물과 구별되는 저장된 자료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장된

자료자체의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의

「출력 내지 복제 압수의 원칙」으로 인해 피압수자로부터 복제본

을 압수한 후 철수하는 일반적인 형태를 생각해 보자. 이후 수사기

관이 컴퓨터에서 자료를 Image처리하여 D-NET통합포탈(대검찰청)

에 업로드하는 사이1), 피압수자가 점유 중인 원본을 폐기, 복제, 암

호화 등 추가 작업을 하였다. 해당 전자정보(디지털증거)2)가 이후

몰수대상이 되면 피압수자가 소유 및 점유 중인 원본 디지털 증거

에 대한 몰수처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와 같이 일반 압수물에 비해, 디지털 증거의 물건성이 특수하기

때문에, 일반압수물에 비해, 디지털 증거 원본이 피압수자에게 잔존

하는 「점유유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연구방향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대부분 서적과 논문을 참

조하고,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게 되었다. 물론 그 인용은

확실히 기재해 두었으며, 일반 압수물과 디지털 증거를 구분하여 살

펴보아야 하므로, Ⅱ.장에서 일반 압수물과 디지털 증거의 개념을

1) 출력 내지 복제 압수의 원칙

2) “전자정보”는 “전자증거(Electronic evidence)” 혹은 “디지털 증거

(Digital evidence)”라고 표현되는데, 본 글에서는 이후 “디지털증거”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다만, 인용된 부분은 저자의 의도를 존중하여 “전
자정보”나 “전자증거”를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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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106조4)(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
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
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
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정리하고, Ⅲ.장에서 국내 증거수집 현황과 외국의 경우를 간략히

살펴보고, Ⅳ.장에서 디지털 증거의 특성에 의해 제기된 문제를 해

결할 방안을 찾아본다.

Ⅱ. 일반압수물과 디지털증거의 개념3)

1. 개념정리

가. 압수물의 정의

3) 일반압수물과 디지털증거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문제제기한 만큼 이 둘

의 개념을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본 개념정리 부분의 기준이 되는 규정으로 별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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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란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며, 압류와 영치

및 제출명령의 세 가지5)를 내용으로 한다(형소법 제106조 제1항, 제

2항). 압수의 목적물은 증거물이나 몰수물이다. 증거물의 압수는 절

차확보를 위한 것이고, 몰수물의 압수는 판결확보의 기능을 갖는다

고 본다6). 그리고, “압수물”이라 함은 압수된 물건과 환가대금 및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말한다(검찰압수물규칙 제2조

제1항).

나. 디지털증거의 정의

(1) 학문적 접근

E. Casey는 디지털 증거는 범죄를 입증하거나 범죄와 피해자 또는

범죄자 사이의 연결 고리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정의하였

다7).

다르게 표현하면 디지털증거는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

는 증거가치 있는 정보8) 또는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면

5) 압류란 점유취득과정 자체에 강제력이 가하여지는 경우를 말하고, 유류

물과 임의제출물을 점유하는 경우를 영치라고 말하며, 일정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처분을 제출명령이라고 한다. 
6)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8). 300.
7) E.Casey, 「Digital Evidence and Computer Crime」, (2004), 12.
8) SWGDE(Scientific Working Group on Digital Evidence, 미국 법무부 마

약수사청, 연방수사국, 국세청 범죄수사단, 관세청, 항공우주국 등 연방

기관의 증거분석연구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디지털 증거에 관한 과학실

무그룹)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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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9)를 말한다.

이러한 것을 포괄하여, 디지털 증거(Digital Evidence)란 범죄와 피

해자 또는 범죄와 가해자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데이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디지털 데이터란 전통적

의미의 컴퓨터상에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진수 형태로 저장되

거나 전송될 수 있는 모든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

터 등을 포함한다10).

(2) 관련 규정

아직까지 명문상 디지털증거라는 개념이 법률로 규정되지는 않았

지만, 검찰청 내규인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에는 ‘디지털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

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11)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증거에 대한 기술적 조치와 절차의 준수여부를 통

합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디지털 증거의 전체 생명주기

과정에서 “증거의 무결성, 원본동일성, 보관연속성을 유지하여 수집

절차와 방법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표준화 포

럼’에서 제안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2014년 11월

9) IOCE(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Computer Evidence, 세계 수사관들이

컴퓨터 포렌식 및 컴퓨터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구성한

국제 포럼)에서 정의한 내용

10)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2006)

11) 위 규정 제3조 1호(대검예규 제805호,20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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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가 표준으로 등록된 “디지털증거데이터팩(Digital Evidence

Data Package) 표준안”(표준번호 : KS X 1220)에 따르면, 디지털 형

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가치가 있는 정보로 정의12)하고 있

기도 하다.

다. 디지털증거의 특징

디지털 증거는 각종 디지털 매체에 저장된 혹은 전송중인 ‘정보’

자체로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본과

복사본의 구분이 어렵고, 위·변조 및 삭제가 용이하며, 작은 저장매

체에도 방대한 분량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디지털 증거의 수집

과 분석에 전문적 기술이 사용되어 전문가가 개입할 여지가 생기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13).

좀더 설명하면, 디지털 데이터는 복제가 용이하여, 조작·변경·삭제

등이 쉽다. 또한 매체 독립적이며 그 자체로는 비가시적14)이라는 특

성도 있다. 특히 디지털 증거는 변조가 쉽다는 특성 때문에 법정에

서 종종 디지털 증거가 조작되었다거나 증거 생성 이후에 변경되었

음을 이유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에 흠결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

하는데, 이때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에 어떠한 조작이

나 흠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

다15).

12) 디지털증거데이터팩 표준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14) 7.
13) 양근원, 위의 논문 22쪽 이하.
14) 눈에 보이지 않는 0과 1의 조합인 디지털 형태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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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디지털증거의 종류16)

(1) 생성 과정에 따른 분류

(가)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

사람이 작성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기록으로 주로 ‘한글’, MS

Office등의 문서 파일, 이메일, 채팅 메시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이

문제될 수 있다.

(나) 컴퓨터에 의해 자동 생성된 기록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생성된 기록으로 주로 컴퓨터

또는 각종 프로그램의 설치 및 구동 기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저장상태에 따른 분류

(가) 비휘발성 데이터

비휘발성 데이터는 하드디스크나 플로피 디스크와 같은 자기 디스

크와 자기 테이프, CD 또는 DVD와 같은 광학 디스크, USB 메모리

와 SD카드, 반도체 디스크(SSD)와 같은 플래시 메모리 등 비휘발성

저장매체에 저장된 데이터를 말한다.

비휘발성 데이터는 물리적·논리적 손상이나 사용자에 의한 삭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저장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므로,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저장장치에 그대로 남게 된다. 따라서

15) 이상진, 「디지털 포렌식 개론」, 이룬, (2010) 66-67.
16) 대검찰청, 「과학수사 실무 매뉴얼」, 151-152.(대외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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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휘발성 데이터는 실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있어서 중요한 대

상이 된다.

(나) 휘발성 데이터

휘발성 데이터는 컴퓨터의 레지스터, 캐시, RAM 등의 휘발성 저

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의미하여, 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하

는 순간 사라지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휘발성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

가 있을 경우에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

은채 신속하게 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하고, 데이터 수집 시 데이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보다 엄격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요건

가. 압수물의 압수요건

법 제106조 제1항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라는 압수요건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규칙

제108조 제1항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를 할 때에는

필요성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주관적인 관련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해당 피

고인·피의자와 관계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물건, 즉 우선적으로 해

당 피고인·피의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제3자 소유물 중 피고인·피의

자가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한정하여 압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

해야 한다. 이때 제3자 소유물이란 형법 제48조의 몰수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압수가 허용되는 한 법 제106조 제2항

에 따라 제3자가 소지·보관하는 피고인·피의자의 소유물도 압수할



- 9 -

수 있다17). 즉, 그 경우에 한하여 제3자가 압수영장의 집행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압수물이 증거물 내지 몰수하여야 할 물건

으로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형태나 경중, 압수물의 증거

가치 및 중요성, 증거인멸의 우려 유무, 압수로 인하여 피압수자가

받을 불이익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압수

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18).

나. 디지털증거(전자정보)의 압수요건

(1) 출력 내지 복제의 원칙

위에서 살펴본 압수물의 압수요건에 적용된 부분 중 압수대상물

에는 디지털증거(전자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전자적 기억매체뿐만

아니라 그 기억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증거도 포함된다고 해

야 한다. 다만, 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그 디지털증거를 압수할

때는 객관적, 시간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디지털증거를 출력,

복제하는 등으로 압수하면 된다19).

(2) 증거의 주관적인 관련성에 의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의하면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

17) 피고인·피의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과 제3자가 피고인·피의

자와 교사범, 공동정범, 방조범, 필요적 공범, 합동범 등과 같은 넓은

의미의 공범관계인 때, 해당 물건을 취득하여 증거인멸 된, 장물취득죄

등을 범한 자 인 때 그 물건을 압수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야 한다.
18) 대법원 2004. 3. 23. 선고 2003모126 결정.
19) 오기두, 「전자증거법」, 박영사, (2015).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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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면 “기억된 정보의 범위

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그리고 위 “기억

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는 제1항에서 말하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와 같은 의미이다. 즉, 피고

사건과 관련성 있는 디지털증거를 그 범위 내에서 출력하거나 복제

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주관적 관련성의 원칙)20).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증거의 양이 방대함에 따라 제1항의

주관적 관련성의 원칙은 디지털증거의 압수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

다. 다만, 디지털증거 자체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의 개념을 관념하

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디지털증거를 저장하고 있는 기억매체에 대

한 소유·소지·보관자의 개념을 상정하거나, 위 법 제106조 제4항이

정보를 압수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

주체에게 해당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호대상

이 되는 정보주체 개념을 상정해서 주관적 관련성 원칙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디지털증거에 관하여 주관적 관련성 원칙

은, 우선 압수영장에 기재된 피고인·피의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전

자기억매체에 저장되어 있고, 그들이 정보주체인 디지털증거만을 압

수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현된다고 할 것이다21)

3. 처분

가. 압수물의 처분

20) 오기두, 앞의 책, 300.
21) 오기두, 앞의 책,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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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몰수

몰수는 범죄의 반복을 막거나 범죄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과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이다. 형법 제48조22)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몰수의 요건으로 몰수대상물과 범죄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각 몰수법률이 규정한 제공물건, 생성물건, 취득물건,

대가물건 등은 이러한 관련성의 구체적인 모습인데, 법률에 규정된

유형에 형식적으로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여기에 실질적

범죄관련성이 인정되어야 몰수가 허용된다23).

(2) 폐기

몰수의 대상인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

고,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면 그 부분을 폐기한다(형법 제48조제2항, 제3항).

22)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

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23) 이상원, “몰수의 제한법리에 관한 연구-비례원칙을 중심으로”, 서울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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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폐기는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

증원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할 때 명하여진다. 전부가 몰수에 해당할

때에는 몰수하면 된다. 여기에서 전자기록이란 사람의 지각으로써

인식할 수 없는 방식에 의하여 작성된 전기적 기록과 자기적 기록

을 말한다. 즉 반도체기억집적회로(IC메모리), 자기테이프, 자기디스

크 등이 여기에 속한다.

특수매체기록은 전자기록 이외의 광기술이나 레이저기술을 이용한

기록을 말한다. 비디오테이프나 녹음테이프, 마이크로필름 등은 영

상매체로서의 특수성을 갖고 있어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

해 식별할 수 있는 특수매체기록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물

내지 문서의 일종으로 취급하는 것이 옳다24).

(3) 환부, 가환부

형사소송법 제133조 이하 및 제139조에 규정25)되어 있는 압수물의

24) 김일수·서복학, 「새로쓴 형법총론」, 박영사, (2014). 566〜570.
25)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

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

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②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

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

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

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전3조의 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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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 가환부,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규정은 “압수물”,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

하여야 할 ‘물건’, 압수한 장물 등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법 제218조의226)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압수 계속의 필요성이

없는 압수물을 환부·가환부해야 한다. 특히 사본을 확보한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① 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 내에 없는 때에

는 그 목적물 소재지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명법관, 수탁판사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법원이 행

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

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

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38조(준용규정)
   형사소송법 제139조(검증)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

을 할 수 있다.
26)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고소제기 전이라도 소

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

환부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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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 증거의 처분27)

(1) 몰수를 포함한 폐기

압수된 컴퓨터 장비도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해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몰수할 수 있고, 그에 내장된 자료도 당

해 범죄행위에 제공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파일에서 삭제하라는 등

의 주문을 선고할 수 있다. 전자적 또는 자기적 형태로 컴퓨터에 내

장되어 있는 데이터 자체는 형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전자기록물

의 일부가 몰수대상이면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폐기’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성질

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용어이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전자기

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문서와 달리 그 일부를 폐기할 대상이 아니

다. 오히려 몰수대상인 그 기록의 일부를 컴퓨터 조작을 통해 전자

적으로 ‘삭제’할 대상인 것이다.

만약 당해 전자기록에 저장된 데이터 전부가 몰수 대상이라면 그

전자기록을 형법 제48조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보면 족하다. 그러나 범죄행위와 무관한 데이터나 그것이 내장된 컴

퓨터 장비(하드디스크나 플로피디스크 등을 모두 포함한 것)는 몰수

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은 형사소송법 제483조28) 이하에 규정되어있는 몰

수물의 처분, 교부, 위조 등의 표시, 압수물의 처분에 대해서도 동일

27) 오기두, 앞의 책, 242-243. 인용 및 수정함

28) 형사소송법 제483조(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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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적용된다. 다만, 위 법률 제485조29)는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

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인

것을 표시하여야 하고(제1항) 제출되지 아니한 물건이 공무소에 속

한 때에는 위조나 변조의 사유를 공무소에 통지하여 적당한 처분을

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바(같은 조문 제2항), 이를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기록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가 문제된다. 근본적으로는

입법에 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나 현재로서는 전자기록등에 대해

서도 위 형사소송법규정의 준용을 인정하되, 디스크 라벨에 위작 또

는 변작취지를 기재하거나, 그 취지를 당해 디스크 등에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서면을 함께 두어 그 취지를 ‘표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몰수 대상인 부분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몰수되었다는 취

지를 전자적으로 기재하는 방법, 위의 ‘표시’하는 방법은 Ⅳ. 접근

제한방안에서 살펴볼 DRM을 응용한 디지털 워터마킹기법을 활용하

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본래의 논점으로 돌아와서, 몰수의 의미인 디지털 증거의 ‘폐기

(삭제의 개념에 더 가까움)’를 완전히 이룩할 수 있는 것도 연구되어

야 한다. 이유는 디지털증거인 파일을 삭제하거나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를 삭제하더라도 실제 데이터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림

-1]처럼 그 데이터에 관한 메타데이터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저장 매

29) 형사소송법 제485조(위조등의 표시)
    ①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인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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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데이터를 실제로 지운다는 것은 해당 데이터 공간을 모두 0

또는 1로 바꾸는 것으로서 컴퓨터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파일
생성시

파일
삭제시

[그림-1] 파일 생성 및 삭제 시 변동비교30)

아주 단순화 하여 비교하자면, [그림-1]처럼 (A) 파일이 생성된 후

(B) 해당 파일을 삭제하면 자료는 불완전(경로의 변경)하게 남아있어

서 복구가능해지며, 완전한 디지털증거의 삭제를 위해서는 7번의 와

이핑을 거쳐야 비로소 전체 할당된 0과 1이 전체 0으로 뒤덮게 된

다.

컴퓨터 파일 시스템의 이러한 삭제 원리를 이용하면 파일 구조 분

30) http://forensic-proof.com/archives/389 에서 참조,(2015.12.28.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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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하여 삭제된 파일이나 레코드의 복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위

험 때문에 저장장치에 입력된 데이터를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삭제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몰수 대상인

피압수자 점유의 디지털증거에 대한 완전 삭제가 가능할지는 물리

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2) 디지털증거물의 환부·가환부31)

앞에서 본 형사소송법 제133조 이하 및 제139조에 규정은 전자기

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요증사실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적

법하게 압수되었을 때에 한해 그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 각

형사소송법 규정상의 ‘물건’으로 보아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

다. 또한 앞에서 검토한 법 제218조의2에 의하면, 디지털 증거 저장

매체를 전부 압수한 경우 이 조항에 의해 속히 반환해야 한다. 법

제106조 제3항 단서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의 일부만을 출력, 복제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디지털 증거가 담긴 저장매체 전부를 이미징하여 사본

한 경우는 또 어떤가? 이 경우 문언 자체에 환부·가환부의 대상을

유체물인 압수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압수물의 원본이 아니므

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주장될 수 있다. 반면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그 정보를 반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디지털 증거사본의 반환 방법이 문제된다. 또한 디

지털 증거는 순식간에 개변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반환 사

31) 오기두, 앞의 책, 43-45.의 내용을 축약, 일부 수정하여 본 절 전체에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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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입증도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사본인 저장매체를 반환해야

하는가? 디지털 증거만을 정보통신망으로 송신하여 반환할 수 있는

가? 그렇다고 해도 수사기관에 남아있는 디지털 증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 모두 삭제하거나 해당 정보저장 매체 자체를 폐기해야 하나?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한번 취득한 디지

털 증거를 계속 보유하는 것을 묵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수사기

관의 정보보관 자체만으로도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

다. 그 정보를 별개의 사람, 범죄, 시점의 상황을 수사하는 데 이용

하게 해서도 안 된다. 그 정보를 수사기관 개인의 어떠한 사적인 목

적으로 오용할 여지도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일부만을 출력, 복제한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또는 디지털 증거가 담긴 저장매체 전부를 이미징하여 사본한

경우에도 해당 디지털 증거의 반환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의 전자

저장매체에서는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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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디지털증거 수집 및 보관 현황

1. 디지털 증거의 생애주기

디지털 증거는 [그림-2]와 같은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대검찰청

관련 규정으로는 「디지털 포렌식 증거수집 및 분석규정」과 「수

사 등의 과정에서 취득한 디지털 자료 관리지침」에 따라 보관이나

폐기된다.

[그림-2] 디지털증거 수집/이송/분석 절차32)

2. 현행 디지털증거수집 과정

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실무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순서는, ① 컴

32) IDEASv2.0 소개(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디지털 수사과, ‘IDEAS 사용법 일선청 방문교육자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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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 노트북,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를 현장에서 복제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저장매체가 여러 개이고 저장된 정보량이 방대하여 현

장에서 복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 현장에서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뒤 → ② 포렌직센터에서 기술적으로 복제(하드카피,

이미징)하고 → ③ 복제본에서 암호화된 파일의 복호화(또는 삭제된

정보 복구)를 거친 뒤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여 → ④ 종국적

으로 범죄혐의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 중 어느 단계까지를 압수로 볼 것

인지에 따라 영장 집행 종료시기가 달라지고, 특히 암호화된 파일의

복호화 과정이나 삭제된 데이터 복구에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영장에 기재된 유효기간 준수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참여권 보

장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33).

그리고, 압수·수색 현장에서 기술적으로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

서는 파일명 검색, 파일 시간별 검색, 파일 유형별 검색, 파일 내용

검색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34).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해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으므로, 압수영장의 효력에 의해 저장매체에 대

한 점유를 취득한 시점에 압수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후의

33) 강 수산나,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검토’, 법학실무연구회 발

표자료, 수원지방검찰청, (2015.9.3.) 
34) 독고지은,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규제와

집행에 관한 연구-영장집행 시 제기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법

조」 통권 제680호(2013.5.),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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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를 탐색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는 증거의 분석 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법원은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는 경우에도 압수대상

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라는 전제하에 관련 정보를 탐색·복제·

출력하는 일련의 과정 모두를 압수라고 해석하고 있다35).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실무에 대한 지침을 규정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증거 수집 및 분석규정’ 제15조 제1항은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 등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

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

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압수·수색 대상자 또는 책임자

등의 동의가 있는 때에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대검예규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것 외

에 압수·수색 대상자 또는 책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형사소송법 제108조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

수할 수 있다’고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수·

수색 대상자 또는 책임자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서 이들의

승낙하에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하는 것은 영장에 위반된 압수라

고 볼 수 없다.

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주의사항

35) 강 수산나, 위 발표자료 (20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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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별지 양식]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1. 문서에 대한 압수

가. 해당 문서가 몰수 대상물인 경우, 그 원본을 압수함.
나. 해당 문서가 증거물인 경우, 피압수자 또는 참여인1)(이하 ‘피압수

자 등’이라 한다)의 확인 아래 사본하는 방법으로 압수함(다만, 사
본 작성이 불가능하거나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문서의 형

상, 재질 등에 증거가치가 있어 원본의 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

본을 압수 할 수 있음).
다. 원본을 압수하였더라도 원본의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자정보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실무운영(시행일자:2015.8.1.)’지침을 발

표하였는데,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위 시행방안의 핵심은 ① 압수

목적물을 원칙적으로 전자정보로 제한하여 압수수색 영장 발부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의 목적물을 컴퓨터나 노트북 등 저장

매체가 아니라, 그 안에 저장된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라고 명시하

고, ②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 교부 및 혐의 무관정보의 폐기

의무를 영장에 명시하여, ③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의 탐

색에서부터 범죄혐의 관련 정보의 출력, 복사에 이르기까지 전자정

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

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위반된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 취지로 요약된다36).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별지양식을

아래에 기술한다.

36)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에 관한 새로운 실무운영(시행일자:2015.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7.28.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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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본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함.
2.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검증

가. 전자정보의 수색·검증

수색·검증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압수 없이 수

색·검증만 함.
나. 전자정보의 압수

(1) 원칙 :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수색·검증 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

자정보만을 범위를 정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음.
(2)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 형태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

  (가) 저장매체 소재지에서 하드카피·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
이라 함)로 반출하는 경우-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

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위(1)항 기재의 원칙적 압수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2)에
한하여,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이미

징하여 그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할 수 있음.
  (나) 저장매체의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

       1) 위(가)항에 따라 집행현장에서 저장매체의 복제본 획득이 불

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3)
에 한하여, 피압수자 등의 참여 하에 저

장매체 원본을 봉인하여 저장매체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음.
       2) 위 1)항에 따라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한 때에는 피압수자 등

의 참여권을 보장한 가운데 원본을 개봉하여 복제본을 획득할 수 있고, 
그 경우 원본은 지체 없이 반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반출

일로부터 10일을 도과하여서는 아니됨.
  (다) 위(가),(나)항에 의한 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에 대하여는, 혐

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출력 또는 복제하여야 하고, 전자

정보의 복구나 분석을 하는 경우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
(3) 전자정보 압수 시 주의사항

  (가) 위(1),(2)항에 따라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
출력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① 압수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하고, ②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

(위 상세목록에 삭제·폐기하였다는 취지를 명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
  (나) 봉인 및 개봉은 물리적인 방법 또는 수사기관과 피압수자 등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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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 암호를 설정하는 방법 등에 의할 수 있고, 복제본을 획득하

거나 개별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함수값의 확인이나 압

수·수색과정의 촬영 등 원본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을 취하여야 함.
  (다)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복제본의 획득,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 포함)에 걸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

이 보장되어야 하며,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

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함.
1) 피압수자-피의자나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참여인-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

여인

2) ① 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② 혐의사실과 관련

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폐기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③ 출력·복제에 의

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④ 그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

3) ① 집행현장에서의 하드카피·이미징이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

한 경우, ② 하드카피·이미징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

온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③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압수시 주의사항

(1) 디지털정보 저장매체 전부나 일부 정보를 압수하였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다. 그 상실, 파손을 막을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는 것이다(법 제131조). 디지털정보의 특성은 쉽게 개변 소거될 수

있고 물리적으로도 손상되기 쉽다. 따라서 매체, 정보를 압수할 때

정보의 개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매체 전부를 압수하였을

때 보관의 연속성(CHAIN OF CUSTODY)이 보장되어야 한다. 일부

의 정보만을 출력, 복제하였을 때에도 같다. 즉 원본과 출력, 복제물

의 동일성을 확보해야 한다. 증거가치를 위한 무결성(INTEGRITY)

보장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피의

자, 변호인, 피압수자로부터 확인을 받는 것이다. 확인의 대상은 출

력, 복제물과 해당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이다. 따라서 상대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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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 열

람·복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장매체 원본을 봉인하여 상대방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봉인’은 물리적이거나 기술적인 방법으로 한

다37). 봉인된 저장매체를 개봉하여 복제·출력할 때에도 피압수자 등

이 참여해야 한다. 압수한 저장 매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도

마찬가지다38). 정보의 분석, 복제나 출력도 영장의 집행단계이기 때

문이다.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렇

게 하지 않고서 보관의 연속성이나 무결성을 입증하려 하면 안 된

다.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39).

(2) 사건과 관련된 데이터의 선별 압수·수색40)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체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고 일부

데이터만 분석하더라도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혼재된

데이터 중 현장에서 사건 관련 데이터를 선별하는 작업이 가능하다

37) 여기의 ‘봉인’은 저장매체에 대한 봉인이지만, 디지털 증거에 대한 봉

인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므로, 논문의 뒷부분인 Ⅳ-2. 디지털 증거물

보관단계에서 ‘디지털 서명’과 연결하여 본다.
38) 결국 디지털 분석을 강제수사로서 영장이 필요한지, 임의수사로서 영

장이 필요하지 않은지 하는 문제와는 직접 상관이 없다. 디지털 분석

은 영장에 의해 압수한 정보나 저장매체를 분석하는 절차이므로 영장

의 집행단계이다. 따라서 이때는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
래야 향후 공판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전자정보의 무결성과 보관의 연

속성을 입증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증명력을 높일 것이기 때문

이다. 전승수,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

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85.
39) 오기두, 앞의 책, 259-261.
40) 대검찰청, 앞의 책. 16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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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된 데이터만을 선별한 다음 이를 압수한다.

예를 들면 사건과 관련된 개별 파일만을 압수하는 것으로도 압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영업 활동 등의 이유로 압수 대상 컴퓨터

를 계속 구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컴퓨터에서 하드디

스크를 분리하여 분석 컴퓨터와 연결할 장비가 없거나, 압수 대상

컴퓨터에서 휘발성 데이터를 압수해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

다. 이러한 경우에도 구동중인 시스템 파일 이외에는 압수하고자 하

는 데이터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포렌식 도구를 사용하

여 관련된 데이터를 선별하고 논리적 이미지파일을 생성한 후 해시

값을 계산하는 등 무결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조사보고서’에 생성한 이미지 파일에 대한 해시값 등

을 기재하고 피압수자 또는 참여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2부를 사

본한다. 그 중 사본 1부는 피압수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사본 1부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보관하며, 원본은 수사팀 수사관에게 인계

한다. 수사팀 수사관은 인계 받은 ‘현장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

여 압수목록을 작성해 피압수자에게 교부한다.

(3) 이러한 선별압수로 인한 국가(디지털수사관)의 부담이 늘

어나는 만큼 장시간 압수로 인해 피해 받는 피압수자의 부담도 늘어

난다. IT기술의 발달로 저장매체의 용량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재 일반인들이 통상 사용하는 노트북 250-500GB 용량을 기준으로

할 때 이미징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시간이며, 개인용 PC 1-2TB 용

량을 기준으로 할 때 2-4배의 시간이 더 소요되기41)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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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디지털증거의 몰수 기준 분류에 의한 원본 압수 여부

법적인 측면에서 디지털증거의 압수 단계는 멸실에 대비하는 ‘증

거물’이나 판결확보기능을 위한 ‘몰수물’로 구분하여 볼 수도 있다.

(1) 디지털증거가 전체 몰수 예상되는 경우42)

컴퓨터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이 금제품43)이거나 컴퓨터 또는 정보

저장매체 등 물건 자체가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몰수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물건 자체를 압수하여야 하고, 그 경우에도 앞서

기술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 예를

들면 게임 업소나 도박 사이트 등에서 불법으로 사용되는 컴퓨터나

서버를 압수할 경우 피의자가 본인의 사무실에 독자적으로 시스템

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원본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압수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저장매체만을 따로 분리하여 압수할 수 있다.

혹은 저작권법에 위반하여 복사된 불법 소프트웨어, 범죄의 목적

으로 입수한 정부 및 기업전산망에 대한 접속번호와 패스워드, 아동

포르노그래피 파일, 개인금융정보관련 파일, 전산망의 패스워드나

타인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한 프로그램, 컴퓨터 크래

커들이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을 파괴하는데 사용하는 해킹 프로

41) 강 수산나, 앞의 발표자료. 
42) 대검찰청, 앞의 책자. 177.
43) 개인이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

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소지하게 되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가 모두 암호화 될 수 있고, 이를 복호화 하지 못하면 범인을 기

소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암호 소프트웨어 같은 것

이다. E.Casey, 앞의 책,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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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등의 경우도 몰수를 위한 대상이다44).

또한, 혐의사실과 관련된 디지털 데이터가 인멸·은닉되었거나 삭

제·폐기된 정황이 발견되었으나 현장에서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45).

(2) 디지털증거가 증거물인 경우

증거에 공할 압수물인 경우는 증거의 멸실에 대비하여 형사절차의

진행을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백업 파일로 복사함으로써 증거의 멸

실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원래의 데이터와 동일한 복사본

을 작성·제출함으로써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자료로서의 역할을 충분

히 달성할 수 있다46). 예를 들면, 기계어로 생성된 메타데이터 같은

추출물은 정황증거로 사용되는데 의미가 있다.

(3) 디지털증거 중 일부 몰수 예상되는 경우

44) 탁희성, “형사절차상 digital evidence에 관한 연구-압수,수색을 중심

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55-56.
45) ① 하드디스크가 손괴된 정황이 확인되어 저장매체를 수리하여 데이

터를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컴퓨터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삭제

하는 프로그램을 발견하였거나 구동한 흔적이 발견되는 등 의도적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삭제한 정황이 확인되어 디지털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③ 압수·수색 이전에 하

드디스크 포맷, OS 재설치, 드라이브 삭제 등을 이유로 혐의사실과 관

련된 기간에 생성되었던 디지털 데이터가 삭제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현장에서 현장용 포렌식 도구로는 삭제된 파일을 복원할 수 없는 경우

④ 의도적으로 컴퓨터에 대용량 파일을 다운받아 디지털 데이터를 삭

제한 정황 등이 발견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한 경우 ⑤ 하드디스크 또

는 USB 등에 암호가 걸려 있어 현장 포렌식 도구로는 저장매체의 내

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그 예이다.
46) 탁희성, 앞의 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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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경우인데, 몰수될 부분과 그렇지 않은 정보가 혼잡하게

저장된 디지털 증거의 경우이다. 예를 들어 휴대폰 등 기타 디지털

기기를 압수·수색할 때 휴대폰에 저장된 범죄와 연관성 전혀 없는

정보를 휴대폰 압수로 인해 장시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정보

가 담긴 자료나 영업일지처럼 계속 기록이 필요한 디지털 증거 같

은 것이다.

대상물이 회사의 회계장부라면, 일부 몰수가 예상되어 분리하기

어려운 회계장부 전체가 압수되면서 회사에는 영업적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회사의 영업적인 이익은 기본권 추구의 측면이 있고,

확정된 판결에 의해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상황

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압수와 기본권 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마. 저장매체의 특성에 의한 원본 압수 여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서버 시스템 등의 압수·수색을 진행한

다고 생각하자. 예를 들어 회계데이터의 압수, 사내 메일 압수, 전자

결재 데이터 압수, 혹은 CCTV의 압수·수색 같은 경우 사본압수 외

에는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된다.

바. 원본 정보저장 매체의 예외적 압수47)

(1) 예외인정절차

47) 오기두, 앞의 책, 26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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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유관정보를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지를 결정하거나

압수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지 하는 점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이므로, 우선은 처음 발부하는 영장에서는 일단 관련정보만 압

수하게 한다. 또는 수색·검증만을 허용하는 영장을 발부한다. 일단,

그 영장을 집행해 보고 난 후 위 두 여건에 해당함을 주장·소명케

한다. 이때는 봉인 등으로 첫 번째 영장집행시의 원본이 보존되도록

조치한다. 그 다음에야 해당 전자정보가 들어 있는 매체 전부를 압

수할 수 있게 한다48).

(2) 반환확보

부득이하게 정보저장매체 전체를 압수하였더라도 그것을 피처분자

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 반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

도들을 이용할 수 있다. 우선 판사는 압수된 정보저장매체를 피압수

자에게 반환할 기간을 영장에 정할 수 있다49). 피압수자는 법 제218

48) 인용한 서적이 저자는 현직 판사로써 그 뒤에 “처음부터 저장매체 전

부를 통째 압수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 원칙과 예외가 바뀌어 법을

운용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매체 전부를

압수하겠다는 청구가 있으면 적극 제지한다. 우선 엄격한 소명을 요구

해야 하고 가급적 그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위와 같은 방법은 개별

영장 담당 판사들이 실무운용상 시행하면 될 것이다.”와 같은 추가 주

장을 하고 있다. 
49) 2009년도에 개정된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e)의 해석상으로

도, 이 규정이 부판사로 하여금 당해 정보저장장치를 원소유자에게 반

환하는 기간을 설정하거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정보에 접근하는

시간적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부판사는ᅟ수사

기관의 그러한 사후적 수사활동에 대해 정보저장매체의 반환기간을 설

정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여 이를 통제할 수

도 있다. 또한, 피처분자도 위 규칙 제41조(g)에 의해 그 정보저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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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2에 의해 그 반환을 수사기관에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전

자와 후자는 별개의 독립된 제도이다. 후자의 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전자를 부정하면 안 된다. 관련 없는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였다면

이를 반환하고 삭제·폐기해야 한다50).

3. 외국의 예

가. 미국에서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

미국은 최량증거의 법칙(Original Writing Rule 혹은 Best

Evidence Rule)이 적용되는데, 최량증거의 법칙이란 서류, 녹음, 또

는 사진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연방증거법의 다른 규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연방증거법 제1002조51)). 또한, 연방증거법 제1001조

(3)은, 서류 또는 녹음의 원본이란 원본 또는 녹음 그 자체이거나 또

는 원본과 동일한 효과를 내도록 의도된 것이고, 사진의 원본은 네

거티브본 또는 원본으로부터 출력된 것을 포함하며, 데이터가 컴퓨

치나 전자정보의 반환을 명하는 결정을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USCA, FRCrP, Rule 41의 2009 Amendments.) 
50) 전자정보의 무한복제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피압수자등의 참여하에 수

사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삭제, 폐기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

요하다는 견해도 있다.(이숙연판사)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폐기조

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전자정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라고 해야 한다.
51)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해외법령 중 "Federal Rules of Evidence"를 “미

연방증거규칙”으로 해석하지만 여기에서는 “연방증거법”으로 기재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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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에 저장된 경우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그

출력물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한 원본

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컴퓨터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와

관련하여 원본과 사본의 구별은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52) .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e)(2)(B)는, ‘전자적 저장정보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의 압수·수색에 있어 “전자적 저

장정보가 있는 전자적 저장매체(electronic storage media)를 압수”하

거나 “전자적 저장정보를 압수”하거나 “전자적 저장정보의 복제본

(copying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적 저장정보의 압수방법을 세분하고 있지만 우리 개정 형

사소송법과 같이 각 압수방법 간에 “원칙과 예외의 메커니즘”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53).

그리고,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 2010

년 United States v. Comprehensive Drug Testing, Inc., 판결이후

주로 현장 조사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추세이다. 그 과정에서 일

부 과도한 집행이 있더라도 압수물의 환부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악

의적인 위법이 아닌 한 선의(good faith)의 항변을 받아 들여 증거능

력까지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54).

그리고, 압수물의 처분 중 몰수에 대하여, 영국 보통법의 사권박탈

52) 최지석, “미국 증거법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해외연구성과물, 
(2010) 283.

53) 노명선,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판례 동향과 비교법적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제43호(2014.6.), 148.

54) 노명선, 위의 글, 142.



- 33 -

에 기한 몰수(escheat upon attainder), 속죄물 몰수(deodand), 그리

고 법률규정에 의한 몰수(statutory)가 역사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미

국에 몰수물(forfeiture)이라는 개념을 확립시켰다55).

나. 영국에서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56)

(1) 압수수색과 영장

디지털증거도,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이를 압수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다만 압수하고

자 하는 물건의 성격에 따라 영장의 발부 절차가 다르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영장 없이도 피체포자가

지배하고 있던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PACE 제18조).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이 다음 항에서 살펴볼 ‘특수한 물건’이 아

닌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

로부터 영장(warrant)을 발부받아야 한다(PACE 제8조).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이 ‘배제자료(excluded material)57)'이거나 ’

55) 이상원, 앞의 글, 47-62.
56) 오원근, “영국의 전자증거 및 컴퓨터 포렌식”, 해외연구성과물, (2007)
57) 먼저 ‘배제자료’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 ①개인이 어떤 거래나 업무(영

리든 비영리든 상관없음) 수행의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만든 ‘신상기록

(身上記錄, personal records)’으로 그가 비밀로 갖고 있는 것, ②진단

이나 치료의 목적으로 채취한 사람의 신체 조직이나 그 수액(水液)으
로서 그 소지인이 비밀로 갖고 있는 것, ③개인이 비밀로 갖고 있는

‘언론자료(journalistic material)’ 등이 그것이다(PACE 제11조 제1항). 
여기서 ‘비밀로 갖고 있다’는 의미는 그 소지인이 자료와 관련된 사람

으로부터 비밀을 유지하여 달라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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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차자료(special procedure material)58)‘인 경우에는 그 압수․

수색 영장 등의 발부에 치안판사가 아닌 순회판사(circuit judge)가

관여한다. 대상 자료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압수하고자 하는 자료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경

우, 수사기관은 위에서 살펴본 판사의 영장이나 명령에 근거하여(체

포현장에서는 이런 영장이나 명령이 필요없음), 그 소지인에게 즉석

에서 그 자료를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형태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

거나, 경찰서로 가져가 보고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제출할 것

을 요구할 수 있다(PACE 제9조 별표 1 제5호, 제19조 제4항 제20

조). 이런 방법에 의하여 디지털증거의 은닉, 분실, 위조, 손상에 대

비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지인으로부터 받은 출력물 등이

그 원본이 파괴 또는 변조될 수 있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임을 분명

히 하기 위하여, 컴퓨터 자체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

이다.59)

(2) 압수수색의 방법

법령에 디지털증거의 압수, 수색에 대하여 따로 특별히 규정하고

고 주장하거나, 법령에 의해 자신에게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같은 조 제2, 3항).
58) ‘특수절차자료’는 ①개인이 어떤 거래나 업무(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

음) 수행의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만들어 비밀로 갖고 있는 것으로서

위 ‘신상기록’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②위에서 본 비밀성이 없는 언론자

료를 말한다. 
59) Michael Zander Q.C.,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5th Edition), Sweet & Maxwell(2005),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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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는 않다. 그러나 영국의 ACPO(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60)에서는 ‘디지털증거 관련 실무지침’을 만들어 압수수색의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실무지침’은 디지털증거와 관

련하여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원칙을 4가지61)로 정리하여 다음과

60) Http://www.7safe.com/research-and-insight/acpo-guidelines(2016.
    1.11.확인)
61) 1997년 6월 G8 정상들은 미국 덴버(Denver)에서 회담을 갖고, 국제

적인 전산망의 성장에 따라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고기술범죄

(high-tech crime)에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집중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IOCE는 전자증거의 교환과 복구를 위한 국제

적인 표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세계 각 지역별로 연구모임이

결성되었다. IOCE는 1999년 런던에서 열린 ‘국제고기술범죄 및 과학

수사 회의(International Hi-Tech Crime and Forensics Conference)’
를 갖고, 영국이 제출한 Practice Guide와 미국에 근거를 둔 ‘전자증거

에 관한 과학적 연구 모임(SWGDE)’이 제출한 초안을 각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

은 당시 영국이 제출하였던 Practice Guide다).
     - 디지털증거를 다룰 때에는 일반적인 과학수사 원칙들을 다 준수하

여야 한다. 
     - 디지털증거를 압수할 때, 증거에 변경을 가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
     - 원본 디지털증거에 접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접촉하는 사람은

그 목적을 위해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
     - 디지털증거에 접근하거나 이를 압수, 저장, 전송하는 것에 관련된

모든 행위는 다 기록되고 보존되어 나중에 재조사를 위해 사용될 수

있어야만 한다.
     - 개인은 디지털증거가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동안 그 증거에 대하여

이루어진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디지털증거에 접근하거나 이를 압수, 저장, 전송하는 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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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1원칙 : 수사기관 또는 그 대리인은 컴퓨터 등 매체에 저장된

자료로서 나중에 법원에서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변경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원칙 : 예외적으로, 컴퓨터 등 매체에 저장된 원본자료에 접

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접촉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될 만한 자격

이 있고 또 자신의 행위가 원본자료에 대하여 갖는 의미에 대하여

증거로서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제3원칙 : 디지털증거를 조사하기 위하여 그에 대하여 가하여진

처리과정의 경로(audit trail)62)나 다른 기록을 반드시 만들어 보존하

여야 한다. 그리고 독립된 제3자가 같은 처리과정을 거쳤을 때에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제4원칙 : 수사책임자는 수사에 있어서 법과 위 원칙들이 준수되

었음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3) 영국에서 몰수에 관한 일반법으로 형사법원의 권한에 관

한 법률(Criminal Justice Act)이 있고, 여기에서는 범행의 목적 또는

범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사용하려고 한 재산 내지

소유물을 몰수의 대상으로 한다63).

책임이 있는 자는 위 원칙들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62) audit trail은 “누가 컴퓨터 시스텀에 접속하여 무엇을 하였는지를 보

여주는 기록”을 의미한다. 
63) 박미숙·김성규, 「추징금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

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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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일에서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64)

(1) 독일법상 증거(Beweismittel)의 개념은 형사소송법으로

인정되는 증인(Der Zeuge, 형사소송법 제48조 이하), 감정인(Der Sa

chverständige), 오감의 지각 결과(Augenschein), 서류(Urkundebewe

is) 등으로 한정되고,65)66) 디지털 증거가 증거로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현재 독일에서는 컴퓨터 출력물, 디지털 증거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매체(디스켓, CD-ROM, DVD, 하드디스크 등)이 증거능력

이 있으며 압수의 객체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 및 판례이

다.67)

(2) 독일 형사소송법상의 디지털 데이터 압수(Beschlagnahme)

에 관한 규정에는 ‘증거보전의 형태’라고 하여, 각각의 객체에 대한

확보 또는 휴대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밖의 방법으로서 보전된 자료

64) 천관영, “독일의 디지털증거 증거능력 입증절차에 관한 연구”, 해외연

수성과물, (2009)
65) Klaus Volk, "Grundkurs StPO", (6. auflage), C.H.Beck, (2008)
66) 독일 형사소송법 제94조 [압수의 대상]
    (1) 증거방법으로서 심리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목적물은 유치하거

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확보해 두어야 한다.
    (2) 그 목적물을 개인이 소지하고 있고 이를 자발적으로 인도하지 않

는 때에는 압수를 필요로 한다.
67) Lutz Meyer-Großner, Strafprozessordnung(51. auflage), C.H.Beck, 

2009, 305면, Karlsruher Kommentar, Strafprozessordnung(6. 
Auflage), Verlag. C.H.Beck, 2009, 360면, Grundatzentscheidung 
BVerGE 11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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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복사로서의 소위 “이미지 보전”, 더 이상의 변화 없이 보전

관청의 휴대자료저장장치에 복사된 것을 들 수가 있다. 제94조의 증

거방법은 복사된 자료가 들어있는 자료저장장치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전 복사본은 언제나 검토 가능한데 그것으로 언제나 보전

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가 문제되므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원천자료저장장치의 보전과 당사자에게 복사본을 교부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압수금지(Beschlagnahmeverbot)’규정도 있는데, 하나의

저장장치에 압수 가능하고 압수예외의 자료들이 공존하고 있는 경

우, 예를 들면 오직 한 명의 변호사, 조세상담사에 대한 수사절차에

있어서 중앙서버에 대한 변호사 연합의 자료에 대한 수색 및 압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자료의 접근은 여기서

는 적절성의 근본법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68).

라. 일본에서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

일본 형사소송법 제110조의 2에서 ‘압수해야 할 물건의 전자적 기

록에 관련된 기록매체인 때에는 압수장의 집행을 하는 자는 압수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

면서 구체적으로 ‘1. 압수해야 할 기록매체에 기록된 전자적 기록을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 인쇄 또는 이전한 후 당해 타 기록매체를 압

수한다. 2. 압수를 받는 자에게 압수해야할 기록매체에 기록된 전자

68) Dr. Wolfgang Bär, "Handbuch zur EDV-Beweissicherung im 
Strafverfahren", (2007),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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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록을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 인쇄 또는 이전하도록 한 후 당해

타 기록매체를 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69).

이는 ‘기록매체 압수’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관련 부분을

복사(복제)하는 등의 압수를 규정하고 있다.

4. 소결

이상으로 디지털 증거의 수집 후 보관이나 폐기까지 생애주기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실제 업무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 과정을 통한 수집과 주의사항을 더불어 보았다.

특히, 디지털 증거의 수집 과정에서의 주의사항이 실제 기재된 서

울중앙지방법원을 압수·수색영장 별지까지 살펴보았으며, 원본 저장

매체의 압수가 예외조항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별압수, 복제본 압수의 원칙’이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

비교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예를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최량증거의 법칙이 우선 적용되

고, 영국이나 독일, 일본은 각국은 원칙에 따라 전체 압수를 진행하

는 경우와 복제나 이전을 통한 사본을 압수하는 방식 중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은 원칙적 선별압수, 예외적 매체압

수의 법리를 정립70)하였는데, 이러한 ‘원칙과 예외’는 미국의 2010년

69) 양근원, 앞의 글, (2006) 118.
70)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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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v. Comprehensive Drug Testing, Inc., 판결 중 종전

2009년 판결(579 F.3d 989)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9년 동 판결71)은 2010년 본 판결에 의해 파기72)되었으므로 우리

나라의 대법원도 재차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73).

그리고 미국의 몰수물과 영국의 몰수에 관한 법, 독일형법 제74

조74) 몰수(Einziehung) 규정75)이나, 일본의 몰수물(沒收物)에 대한

부분을 보아도 아직 주요 각국도 피압수자 점유의 원본에 대한 처

분(특히 몰수 등)에 대해서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71) 일괄압수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1. 디지털 증거에 있어서 plain view의

불인정, 2. 디지털 데이터의 분류와 편집은 전문가 또는 독립적인 제3
자가 할 것, 3. 수사기관의 수색 프로토콜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만을 드러내도록 설계, 4. 수사기관은 필요 없는 정보를 환부·파기하고

치안판사에 이를 보고 등 기준을 제시하였다. 
72) 본 판결에서는 앞선 판결의 일괄 압수 기준을 ‘실무에 반한다는 법무

부의 이의를 받아들여 그 기준을 폐기하면서 일응 영장심사기준으로만

삼음’으로 변경하였다. 
73) 노명선, 앞의 글, 142, 163.
74) 독일 형법 제74조
    (2) 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1. 판결선고 당시 대상물의 소유권이나 권리가 정범이나 공범에게

귀속하는 경우

       2. 대상물이 그 성질과 상황에 비추어 일반공중의 위험을 초래하거

나 위법행위의 실행에 제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75) 이상원, 앞의 글, 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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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접근제한 방안

Ⅲ.에서 본 것처럼 원본 압수 가능한 경우(2.-라-(1))와 사본의 압수

로 갈음해도 되는 경우((2.-라-(2),2.-라-(4))가 혼재한다. 특히 2.-라-(3)

의 경우 피압수자의 점유유지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2.-라-(3)의 경우를 중점으로 해결하되, 위의 네 가지 경우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합리적인 수집(압수) 및 보관이 될 수 있도록 피압수

자의 접근을 제한할 해결책을 살펴본다.

1. 암호화

먼저 원본파일의 암호화(제3의 인증기관에서 발부한 PKI같은 것)

를 생각해보았다. 암호화는 데이터를 암호문이라는 형태로 변환하여

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쉽게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암호화는 먼저 평문(원본 텍스트로 암호화되지 않은 것)을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하여 추후 키(key)로 복호화 한다76).

구체적으로 암호화를 적용하며, 증거 수집과정에서 ① 디지털 증

거 수집단계에서 원본파일을 암호화해두고, 복제본을 가지고 철수한

다. ② 피압수자가 암호화 처리된 원본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하려면

암호를 풀어야하므로 환부처분 시 암호키를 제공하고, 몰수처분(판

결) 시 암호키를 제공하지 않으면 된다. ③ 또한 악의로 암호화된

파일이나 폴더를 임의 폐기하여 점유관계를 청산한 이후 ‘환부’처분

76) 존 새몬스(김선국 번역), 「이제 시작이야! 디지털 포렌식 : THE 
BASICS」, 비제이퍼블릭, (2012),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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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디지털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다.

[그림-3] 원본증거에 암호화 하는 경우

또는 ①’ 피압수자의 원본디지털 증거가 저장되어 있는 매체에 유

효시간을 설정한 암호를 걸어두는 것이다. ②’ 이때에 시간은 원자

시계를 기초로 한 국제시간표준인 UTC시간77)으로 하고, 추후 원본

디지털 증거를 유효시간 경과 후 자동 폐기 하면 피압수자 점유의

원본에 몰수가 실제 실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암호화는 사람의 경우 복호화 필요성이 있지만, 컴

퓨터가 이 일을 한다면 데이터에 암호가 걸린 상태에서 업무를 진

행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을 완전 동형 암호기술78)이라고 한다79). 그

77) 닐스 퍼거슨외 2 지음, 「보안 실무자를 위한 정보 보호와 암호화 구

현 실용암호학」, 에이콘, (2011)
78)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79) 이광근, 「컴퓨터과학이 여는 세계」, 인사이트, (2015) 26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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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유효시간을 설정해 둔 후 자동 폐기되는 방식은 영장유효기간

과 별도의 유효시간 설정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원본 파일

의 암호화는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

2. DRM기법과 디지털 워터마킹, 핑거프린팅

두 번째로 파일이나 폴더 등에 핑거 프린팅 혹은 DRM80)81)응용

한디지털 워터마킹을 활용하여 아래 [그림-4]와 같이 암호화를 실행

하는 방법이다. DRM기술에서는 암호화로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

사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활용하고, 저작권 소유자를 명시하기 위해

서 위터마킹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82).

이를 응용하여 원본 디지털 증거에 수사기관이 핑거프린팅(지문대

조기법)이나 디지털 워터마킹83)을 활용하면, 압수 당시의 신뢰성과

80) DRM이란 디지털로 된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을 말하

며, 음악 등 콘텐츠가 디지털 형태로 바뀌면서 불법복사가 쉬워짐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황성

운, 「디지털저작권 관리(DRM)-소유에서 사용 권리로의 이동-」,진
한M&B, (2007), 16.

81) DRM은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허가된 사용자가 일정 범위 안에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도

입되었다. 위키백과(익명), 
https://ko.wikipedia.org/wiki/%EB%94%94%

   EC%A7%80%ED%84%B8_%EA%B6%8C%EB%A6%AC_%EA%B4%80%EB%A6
   %AC. (2016.1.4.확인)
82) 황성운, 위의 책, 31.
83) 디지털 워터마킹이란 이미지, 영상, 음악 등의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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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결성을 확보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식이다.

디지털증거

↘

↗

watermark

insertion
→

메타데이터
→ Encryption →

메타데이터

디지털증거 디지털증거

메타데이터
↙

디지털증거 ← 피압수자 ←
메타데이터

← Decryption
디지털증거

↓

메타데이터 ←
watermark

extraction

[그림-4] 암호화를 적용한 워터마킹84)

그러나, 추후 몰수처분을 실행하는 방식이 보완되지 않아85)서 이

대로는 현행과 차별점이 없으므로 다른 방식을 검토한다.

을 보호하거나 위·변조를 감별하고 추적하기 위해서 특수한 형태의 워

터마크를 삽입하고(Embedding), 추후 검출(Detecting)하는 기술적 방

법을 뜻한다. 저작물 데이터의 전부를 바꾸는 암호화와는 달리 워터마

크 삽입 후에도 원본 신호를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김진영, 
“디지털 워터마킹 이미지, 영상, 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

술로 떠올라”, Digital Contents (2002) 기술연재기사.  
84) Bill Rosenblatt, 「Digital Rights Management; Business and 

Technology」, M&TBOOKS, (2002) 102. 인용 변형

85) 물론 이미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침해나 피해사고 발생 시에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근간이 되는 제반 기술을 중심으로, 저작물의 수집·보
관·생성·매핑·권리보호를 위하여 능동적 에이전트 기반 기술과 관련한

이월영, 황철교수의 “컴퓨터 포렌식을 위한 디지털 저작권 보호시스템

개발”,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10권 제3호, (2007.3.), 365-372.의
글을 참조하면 첫 번째 방식(암호화)를 두 번째 방식(디지털 워터마

킹)에 추가하여 시스템 개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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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받는 제3의 기관에 업로드

세 번째는 사본을 압수하도록 하는 기존의 원칙에서 한발 물러나

원본에 포함된 범죄와 관련없는 정보를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

면서 압수를 유지하여 피압수자의 점유관계를 단절시키는 방법으로

“신뢰받는 제3기관”에 원본을 업로드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가. 필요성

민사전자소송이 실행되어 오늘날 전자소송이 대중화 되어가고 있

는 것처럼, 2014년부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등

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전자약식사건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디지털 증거의 양이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형사사법절차환경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보관 과정에서 기

술적인 동일성, 무결성, 신뢰성 등이 유지되어야 한다.

나. 업로드(Upload)방식

여기서 업로드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제3의 기관에 연결

하는 형태가 아닌 ‘잘라내기(Cut)'의 방식으로 압수하는 수사기관에

서 지참한 제3의 기관이 제공한 디지털기기에 의해 업로드하는 방

식을 말한다. 앞에서 말하였듯이 디지털 증거의 삭제는 완전 삭제가

아니라면 일부분 기술적으로 복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

를 잘라낸다는 의미는 복구가 불가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려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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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포되어있다.

만약 ’잘라내기‘방법이 복제가 안 되도록 완전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도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잘라낸 후에 시스

템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는지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잘라낸 파일이 DB파일이거나 레지스트리 파일이라면 시

스템에 영향을 끼치므로 깨끗한 잘라내기는 실패하는 것이 된다. 실

상 여기에서 예로든 파일들은 증거물의 성질이 강하지만, 여타 파일

중에 몰수물의 성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잘라내기‘를 실현하는 과

정에 좀 더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 디지털 서명(Digital Signature)

이 제안 내용 전체에 디지털 서명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하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1) 디지털 서명의 개념

'서명'의 개념은 누구나 알고 있다. 문서에 서명을 한다는 것은 그

문서를 서명자가 작성했고 승인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명이 있

으면 해당 문서가 올바른 개체로부터 왔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고객

이 당좌수표에 서명을 하면 은행은 그 당좌수표가 다른 사람이 아

니고 바로 그 고객이 발행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문서에 서명을 한 것이 검증되면 그것은 인증을 의미한다. 즉, 그

문서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화가가 자신의 작품에 서명을 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작품에 서명이 일단 확인이 된다면 그 작품이 진품이라

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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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는 것은 많이 다를까. 대답은 그렇

지 않다. 일반문서에 하는 서명처럼 간단하게 실행되어야 하고, 위

의 ‘서명’처럼 누구의 서명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전자

서명에는 ‘문서와 분리되는 서명’과 ‘본인인증’의 역할 두 가지가 필

요하다86).

구체적으로 디지털서명을 설명하면, 앨리스(Alice-송신자를 의미하

는 암호학적인 대표 명칭이고, 이후 ‘송신자’로 표현함)가 밥(Bob-수

신자를 의미하는 암호학적인 대표 명칭이고, 이후 ‘수신자’로 표현

함)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수신자는 송신자에 대한 확실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즉, 수신자는 그 메시지가 정말로 앨리스로부터 온 것

인지 아니면 이브(Eve-도청자)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지

는 것이다. 수신자는 송신자에게 메시지에 전자적으로 서명을 해달

라고 요청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서명은 메시지의 송신자

가 앨리스라는 확실성을 증명해줄 수 있다.

[그림-5] 디지털 서명 요약 도해

그 과정에 서명자(송신자, Alice)는 자신의 개인키로 서명을 하고,

86) Wade Trappe·Lawrence C.Washington, 「Introduction to 
Cryptography with Coding Theory」, Person, (2005) 2nd,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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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디지털증거팩의 전자 서명 정보이다. 

목적 디지털증거팩을 보증하기 위한 요소이다. 

근거  

적용범위 디지털증거팩에 적용한다.

적용조건 디지털증거팩을 생성한 후 필요에 의해 생성한다. 

필수/선택 선택

반복수 0..*

하위요소

요소명 요소설명 선택성 반복

서명일시 서명을 한 날짜와 시간 선택 0..1 

서명 서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서명 자체 선택 0..1

인증서 서명에 사용한 인증서 선택 0..1

인증서발급자 인증서를 발급한 주체 선택 0..1

인증서일련번호 인증서의 고유한 식별 번호 선택 0..1

인증서유효기간 인증서의 유효 기간 선택 0..1

서명자ID 서명자 구분을 위한 구분자 선택 0..1

서명자명 서명 주체의 이름 선택 0..1

검증자(수신자,Bob)은 서명자의 공개키로 서명을 검증하는 공개키시

스템이 필요하다87).

디지털 서명에 대한 대검찰청의 한국산업표준상 개념은 다음과 같

이 디지털 서명 정보의 상세항목을 설명한다.

디지털서명정보(DigitalEvidencePack.DigitalSignature)88)
   디지털증거팩을 구성하는 디지털 증거와 보고서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는 정보로 하나의 디지털증거팩 내에

여러 개의 서명 정보가 관리될 수 있다. 구성요소는 서명일시, 
서명, 인증서, 인증서발급자, 인증서일련번호, 인증서유효기간, 
서명자ID, 서명자명, 서명항목, 부가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87) 김명환·천정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수리

암호학 수업 내용 중 발췌. (2014)
88) 대검찰청, 디지털증거데이터팩 표준안. (2014), 13.



- 49 -

서명항목 서명 항목의 이름 

(서명의 범위 표시)

선택 0..*

부가정보 부가 정보 선택 0..*

비고
- 서명항목: 서명의 대상이 되는 XML 내부 경로

- 부가정보: 오프라인 서명의 스캔본 첨부 등에 활용

[표-1] 디지털 증거, 전자서명 데이터 팩89)

디지털 증거의 보관과정에 활용하는 디지털 서명의 응용방법 중

“타임스탬프를 이용한 서명”을 도입하면 더 확고한 동일성을 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타임스탬프를 이용한 디지털 서명구조란, 예를 들어, 만약에 송신

자가 자신의 은행을 수신자로 하여 요청서에 서명을 한다고 해보자.

이 요청의 내용은 돈을 이브(Eve-여기서는 최초에 송금액을 수령하

는 자이지만 두 번째 거래부터 공격자가 될 수 있는 가정하에 설명

하므로, 공격자로 표현한다.)에게 송금해달라는 것이라고 한다. 만약

이 문서에 타임스탬프가 없다면 공격자는 이 메시지를 가로채어 저

장해 놓았다가 나중에 재전송할 수 있을 것이다. 시계가 동기화되지

않았다거나 유니버설 시각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 때 실제 일자와

시간을 문서에 포함시킨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90). 그래서 요청서

와는 별도로 시간을 인증해줄 장치가 필요하고, 이것이 “타임스탬프

를 이용한 디지털서명(Time stamp-디지털서명)”으로 가능하다.

89) 대검찰청, 위 자료. 13.
90) Abraham Silberschatz(김형주 역), 「암호학과 네트워크 보안」, 

McGraw-Hill Korea (2010. 12) 4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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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타임스탬프-디지털서명 요약 도해

일반압수물에 RFID태그를 부착하여 추적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

직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형사기록물에 도입되었듯이 추후 도입이

된다면, 디지털 증거에서 이와 같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타임

스탬프-디지털 서명(”Time stamp-디지털서명“은 ”T-디지털서명“으로

표기)”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2) 디지털서명을 활용하는 디지털증거 보관

추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 활용방식을 제안한다. ① 디지털 증거

수집과정에서 사용할 매체를 수사기관에서 만들 때 타임스탬프를

이용한 서명 가능한 구조를 Plug&Play방식의 USB에 적용하는 것이

다. ② 해당 USB를 가지고 디지털증거 원본에 접근할 때, 일차적인

서명(T-디지털서명)을 진행한다. ③ 이후 수사기관은 신뢰받는 제3의

기관에 해당 디지털 증거를 업로드 한다. ④ 제3의 기관에 보관된

원본 증거는 피압수자도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디지털증거를 열람하

여 활용할 수 있게 허가한다. ⑤ 열람을 한 경우 원본증거가 훼손되

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해당 디지털 증거물에 다시 서명(본인인증 -

압수물대출 후 반환 시 봉인하는 것과 같은 절차)한다91). 그리고, 환

91) 디지털 서명의 경우, 최초 서명으로 기술적인 면에서는 무결성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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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결정이 되면 피압수자에게 원본증거를 다운로드해주고, 몰수 결

정이 나면 자체 폐기한다.

[그림-7] 디지털 서명을 활용하는 부분 구체적인 구상

라. 디지털 증거의 처분에 활용

세 번째 제안으로 되돌아와 살펴보면, 업로드 방식의 경우 압수물

이 “환부” 처분되면 원본을 피압수자에게 다운로드해주고, “몰수”

처분되면 업로드된 원본을 폐기하면 될 것이다. 이 방법은 더욱이

압수물의 보관단계에서 피압수자의 점유가 단절된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또한 앞서 문제 제기된 회사의 회계장부를 압수한다면 회사 이익

추구라는 기본권이 침해당하게 되지만, ‘신뢰받는 제3의 기관’에 업

로드한 후 계속사용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가환부’절차를 통해 회계

장부를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함도 있다.

될 것이나, 여기에서는 최초의 서명이 ‘시간’을 인증하고, 두 번째 서명

은 ‘본인’임을 인증하고, 세 번째 서명은 ‘수사기관’임을 인증한다는 의

미로 [그림-5]와 같이 여러 차례 서명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

는 것은 앞서 보았던 일반압수물의 ‘봉인’을 디지털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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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칭)형사디지털증거보관소 구상도

이와 같이 전개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고, 번호순

서는 디지털증거의 압수, 보관, 처분과정을 따라서 ①부터 ⑧까지

진행된다.

[그림-8] 신뢰받는 제3의 기관을 활용하는 구상도

바. 법률적 적용

이러한 형태를 법령으로 도입함에는 근거가 필요하다.

압수물은 압수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청사로 운반하여 직접 보

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자청보관의 원칙이라 한다.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보관함에 있어서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형소법 제131조, 제219

조).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보관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

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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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

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형

소법제130조 1항, 제219조). 이를 압수물의 위탁보관이라고 한다. 이

런 압수물의 보관 중 위탁보관의 개념을 적용하면 된다.

결론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성한다면, 신뢰받는 제3의 기관을 “(가

칭) 형사디지털증거보관소”라고 하고, 법령에 따라 설립 및 운영 규

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현재 대검찰청에 설립되어 있는 국

가디지털포렌식연구소(NDFC)도 포함되거나 병렬기관으로 두면 보

다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니면, 법무부 산하

에 (가칭) 형사디지털증거보관소와 국가디지털포렌식연구소를 두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4. 소결

이와 같이, 일부 몰수가 예상되는 디지털 증거의 경우, 재사용의

우려가 있는 암호화 보다는 ‘신뢰받는 제3기관’에 타임스탬프-디지털

서명을 한 후 업로드 하는 것이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보관과정에

서 피압수자의 점유관계를 단절 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보관과정에서 모두 동일성과 무결

성,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신뢰받는 제3의 기관:(가칭)형사디지털

증거보관소’를 설립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검토 되었다.

덧붙여 (가칭)형사디지털증거보관소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 내에서

92) 이재상, 앞의 책, (2009)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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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죄’의 정황증거를 발견하게 된다면, ‘몰수보전명령93)’제도의 확장

된 해석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만약 당해영

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증거를 발견하는 경

우에도 증거분석 과정에 피압수자를 참여시켜서 참여권 보장단계만

거치면 별도 영장 없이 진행해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93)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몰수보전명령)
    ➀ 법원은 마약류 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이 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그 밖의 법령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

사의 청구를 받아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함으로써 그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 55 -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증거의 복제 압수 원칙으로

인해 몰수가 예상되는 디지털 증거물까지 복제되어 압수하고, 원본

은 피압수자에게 점유가 유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압수시

신뢰받는 제3의 기관에 원본 디지털 증거물을 업로드하여 수집 및

보관 이후 환부나 폐기까지 수행할 수 있게 하면 선별압수로 인한

피압수자와 수사기관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신뢰받는 제3의 기관((가칭)형사디지털증거보관소)를 설립하려는

이유는 기존 압수물을 보관, 제출, 처분하는 검찰청에 대한 국민적

인 신뢰가 약하고, 심지어 법원조차 검찰청에 대한 신뢰성을 약하게

지니고 있음을 잇따른 판례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삼권분립과 행정기관 설립의 복잡한 구상을 고려하여, 제3의 기

관은 공법인으로 설립하여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하되 법원과 수사

기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을 지닐 수 있도록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임명한 간부,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파견한 직원, 자체

선발된 직원을 함께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물론 제3의 기

관에 대한 법원과 수사기관의 정기적인 감독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한 제3의 기관에서는 디지털증거의 압수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무

결성, 신뢰성’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94)”를

만들어 내는 것도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향후 연구과제로 삼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제

94) 본인의 구상에 있는 디지털증거의 ‘잘라내기’이후 업로드를 실현할 소

프트웨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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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디지털증거보관소 설립·운영 규정(안)
대통령령

제1조(목적)이 영은 「형사소송법」(신설 조문)에 따른 형사디지털증거

보관소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임원, 직원 및 설비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①법무부장관은 형사디지털증거보관소 공법인을 설립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아래의 사항을 명시한 공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를 신설하여야야 한다.
1. 형사디지털증거보관소의 설립주체 및 설립목적

2. 형사디지털증거보관소의 업무범위

3. 재정운영계획

4. 감사등 감독관련 계획

제3조(임원의 임명)법무부장관이 임명한 소장 1명, 대법원장이 임명한

부소장 1명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조직)①보관소운영을 위한 행정직 담당 직원은 2명 이상 소장의

명으로 확보한다. 
②디지털증거를 수집, 보관, 폐기업무에 필요한 2년이상 전문교육을 수

료한 직원을 상시 10명 이상 둘 수 있다.
제5조(운영 경비의 부담)보관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특별예산회계

로 충당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한다. 그런 의미로 (가칭) 형사디지털증거보관소에 대한 규정(안)

을 제시하고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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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fter the general evidence seized(Seized articles) is 
determined mainly confiscation possibilities in the investigation 
phase has recognized the occupation of ownership country, the 
possession of the person who seized. It is helpful to charges 
and prosecution to maintain recognition of the occupied 
country, also found occasionally “yeojoe(other crimes)”.
  Whereas digital evidence has been admitted to occupy the 
country and confiscated copi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exceptional sources confiscated. Since the 
possession of the person who seized digital evidence is 
recognized, it may occur after replication, utilization, and 
disposal problems such as unauthorized by the original.

  So it's a restricted access measures be seized in digital evidence 
collection phase to prevent encryption, DRM, and suggested ways 
to upload to third parties. However, if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tirety of the thing that seized and   
digital evidence, And evidence expected confiscation, when the 
an article seized only for evidence, some confiscation expected 
succeeds or the evidence if the thing that seized was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approaches.
  And, after collecting digital evidence in the archive stage, 
"refund" or "analysis" above the variables for the evidence 
seized from a person who seized cases that occur, such as the 
possibility of raising the modulation proposed a digital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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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source block technique.
  The above-described encryption method is not possible to 
remove the re-usability, it was determined that the DRM system is 
rather a problem to produce a digital proof counterparts. And,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e digital signature is suspected it 
excluded the possibility was considered necessary certification.
  As a result, this paper looked to find a way to satisfy both 
parties restricted access confiscated and seized a chair in the 
digital evidence collection and storage phase, and eventually 
came to the conclusion that receive "a trusted other institutions" 
to implement them.

 Keyword : Digital Evidence, Forfeit, Seizin, Restricted Access 
Measure 

 Student Number : 2014-2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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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일반 증거물은 수사단계에서 몰수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압수 후

국가 점유·피압수자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국가 점유의 인정으로 기소와

공소유지에도 도움이 되며 간혹 여죄를 발견하기도 한다.

반면 디지털 증거물은 예외적인 원본 압수의 원칙에 따라 복제본에 대

한 압수 후 국가 점유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압수자의 디지털 증거

물에 대한 계속 점유가 인정되어 압수 후 원본을 이용한 복제, 활용, 무단

폐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디지털증거물 수집 단계에서 피압수자의 접근제한

방안으로 암호화, DRM을 활용한 디지털워터마킹, 제3기관(가칭 : 형사디

지털증거보관소)에 업로드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다만 압수물과 증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증거물의 전체가 몰수 예상되는 경우, 일부 몰수

예상되는 경우, 증거물에 공할 압수물인 경우로 나누어 접근방식을 달리

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증거물 수집 후 보관 단계에서 ‘환부’, ‘분석’등의 변수

가 발생하는 경우의 피압수자로부터 증거물에 대한 위, 변조 가능성 제기

를 원천 차단할 기법으로 디지털 서명을 제시하였다.

앞서 서술한 암호화의 방식은 재사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DRM

방식은 오히려 디지털증거물의 부본을 생산하는 현재와 구별되지 않는 문

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디지털서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심

가능성이 배제된 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 결과 본 논문은 디지털 증거물 수집과 보관 단계에서의 피압수자와

압수자 모두 만족하는 접근제한방식으로 “신뢰받는 제3의 기관”이 필요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주요어 : 디지털증거물, 몰수, 점유, 접근제한

학 번 : 2014-2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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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만약,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현장에 나갔는데 범죄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유추되는 피 묻은 흉기를 발견하였다면, 그 흉기는 압수되어

압수목록을 교부하고, 피압수자의 소유권포기의사까지 확인하여 기

록에 첨부한 후 압수물시스템에 정식으로 등록된다. 이 경우 흉기는

피압수자 소유이지만 수사기관의 점유가 인정되고, 이후 그 흉기에

서 나온 DNA자료는 기록편철되고, 살인사건과 연관성이 인정되면

몰수대상이 된다.

반면, 수사기관이 컴퓨터 등에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정보저장매

체(수사기관이 지참한 국가소유의 USB나 CD)에 디지털증거를 저장

하여 현장에서 철수한 뒤 시간이 흘러 몰수 판결이 났을 때, 위 정

보저장매체자체를 폐기한다. 심지어 수사관 개인의 USB에 저장되었

다는 이유로 개인 소유의 USB가 폐기되기도 한다.

일반(물건) 압수물의 생애 주기를, ‘휴대폰으로 몰래카메라를 찍은

사건에 적용하자면, 추후 휴대폰을 몰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휴대폰에는 연락처나 다른 사진, 메모 등 몰카와 관련 없는 정보가

추가로 들어있는 만큼 정보를 물건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하는 것인

지 고민하다가 오히려 몰수선고가 누락되기도 한다. 실제 검사의 몰

수청구가 없거나 판결에 몰수가 없어서 휴대폰을 환부하게 되는 경

우도 발생하는데, 이때 휴대폰의 몰카 자료를 압수담당자가 자체 삭

제하고 되돌려주는 것 밖에는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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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압수물과 구별되는 저장된 자료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장된

자료자체의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의

「출력 내지 복제 압수의 원칙」으로 인해 피압수자로부터 복제본

을 압수한 후 철수하는 일반적인 형태를 생각해 보자. 이후 수사기

관이 컴퓨터에서 자료를 Image처리하여 D-NET통합포탈(대검찰청)

에 업로드하는 사이1), 피압수자가 점유 중인 원본을 폐기, 복제, 암

호화 등 추가 작업을 하였다. 해당 전자정보(디지털증거)2)가 이후

몰수대상이 되면 피압수자가 소유 및 점유 중인 원본 디지털 증거

에 대한 몰수처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와 같이 일반 압수물에 비해, 디지털 증거의 물건성이 특수하기

때문에, 일반압수물에 비해, 디지털 증거 원본이 피압수자에게 잔존

하는 「점유유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연구방향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대부분 서적과 논문을 참

조하고,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게 되었다. 물론 그 인용은

확실히 기재해 두었으며, 일반 압수물과 디지털 증거를 구분하여 살

펴보아야 하므로, Ⅱ.장에서 일반 압수물과 디지털 증거의 개념을

1) 출력 내지 복제 압수의 원칙

2) “전자정보”는 “전자증거(Electronic evidence)” 혹은 “디지털 증거

(Digital evidence)”라고 표현되는데, 본 글에서는 이후 “디지털증거”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다만, 인용된 부분은 저자의 의도를 존중하여 “전
자정보”나 “전자증거”를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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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106조4)(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
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
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
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정리하고, Ⅲ.장에서 국내 증거수집 현황과 외국의 경우를 간략히

살펴보고, Ⅳ.장에서 디지털 증거의 특성에 의해 제기된 문제를 해

결할 방안을 찾아본다.

Ⅱ. 일반압수물과 디지털증거의 개념3)

1. 개념정리

가. 압수물의 정의

3) 일반압수물과 디지털증거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문제제기한 만큼 이 둘

의 개념을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본 개념정리 부분의 기준이 되는 규정으로 별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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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란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며, 압류와 영치

및 제출명령의 세 가지5)를 내용으로 한다(형소법 제106조 제1항, 제

2항). 압수의 목적물은 증거물이나 몰수물이다. 증거물의 압수는 절

차확보를 위한 것이고, 몰수물의 압수는 판결확보의 기능을 갖는다

고 본다6). 그리고, “압수물”이라 함은 압수된 물건과 환가대금 및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말한다(검찰압수물규칙 제2조

제1항).

나. 디지털증거의 정의

(1) 학문적 접근

E. Casey는 디지털 증거는 범죄를 입증하거나 범죄와 피해자 또는

범죄자 사이의 연결 고리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정의하였

다7).

다르게 표현하면 디지털증거는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

는 증거가치 있는 정보8) 또는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면

5) 압류란 점유취득과정 자체에 강제력이 가하여지는 경우를 말하고, 유류

물과 임의제출물을 점유하는 경우를 영치라고 말하며, 일정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처분을 제출명령이라고 한다. 
6)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8). 300.
7) E.Casey, 「Digital Evidence and Computer Crime」, (2004), 12.
8) SWGDE(Scientific Working Group on Digital Evidence, 미국 법무부 마

약수사청, 연방수사국, 국세청 범죄수사단, 관세청, 항공우주국 등 연방

기관의 증거분석연구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디지털 증거에 관한 과학실

무그룹)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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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9)를 말한다.

이러한 것을 포괄하여, 디지털 증거(Digital Evidence)란 범죄와 피

해자 또는 범죄와 가해자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데이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디지털 데이터란 전통적

의미의 컴퓨터상에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진수 형태로 저장되

거나 전송될 수 있는 모든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

터 등을 포함한다10).

(2) 관련 규정

아직까지 명문상 디지털증거라는 개념이 법률로 규정되지는 않았

지만, 검찰청 내규인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에는 ‘디지털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

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11)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증거에 대한 기술적 조치와 절차의 준수여부를 통

합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디지털 증거의 전체 생명주기

과정에서 “증거의 무결성, 원본동일성, 보관연속성을 유지하여 수집

절차와 방법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표준화 포

럼’에서 제안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2014년 11월

9) IOCE(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Computer Evidence, 세계 수사관들이

컴퓨터 포렌식 및 컴퓨터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구성한

국제 포럼)에서 정의한 내용

10)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2006)

11) 위 규정 제3조 1호(대검예규 제805호,20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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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가 표준으로 등록된 “디지털증거데이터팩(Digital Evidence

Data Package) 표준안”(표준번호 : KS X 1220)에 따르면, 디지털 형

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가치가 있는 정보로 정의12)하고 있

기도 하다.

다. 디지털증거의 특징

디지털 증거는 각종 디지털 매체에 저장된 혹은 전송중인 ‘정보’

자체로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본과

복사본의 구분이 어렵고, 위·변조 및 삭제가 용이하며, 작은 저장매

체에도 방대한 분량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디지털 증거의 수집

과 분석에 전문적 기술이 사용되어 전문가가 개입할 여지가 생기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13).

좀더 설명하면, 디지털 데이터는 복제가 용이하여, 조작·변경·삭제

등이 쉽다. 또한 매체 독립적이며 그 자체로는 비가시적14)이라는 특

성도 있다. 특히 디지털 증거는 변조가 쉽다는 특성 때문에 법정에

서 종종 디지털 증거가 조작되었다거나 증거 생성 이후에 변경되었

음을 이유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에 흠결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

하는데, 이때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에 어떠한 조작이

나 흠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

다15).

12) 디지털증거데이터팩 표준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14) 7.
13) 양근원, 위의 논문 22쪽 이하.
14) 눈에 보이지 않는 0과 1의 조합인 디지털 형태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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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디지털증거의 종류16)

(1) 생성 과정에 따른 분류

(가)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

사람이 작성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기록으로 주로 ‘한글’, MS

Office등의 문서 파일, 이메일, 채팅 메시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이

문제될 수 있다.

(나) 컴퓨터에 의해 자동 생성된 기록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생성된 기록으로 주로 컴퓨터

또는 각종 프로그램의 설치 및 구동 기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저장상태에 따른 분류

(가) 비휘발성 데이터

비휘발성 데이터는 하드디스크나 플로피 디스크와 같은 자기 디스

크와 자기 테이프, CD 또는 DVD와 같은 광학 디스크, USB 메모리

와 SD카드, 반도체 디스크(SSD)와 같은 플래시 메모리 등 비휘발성

저장매체에 저장된 데이터를 말한다.

비휘발성 데이터는 물리적·논리적 손상이나 사용자에 의한 삭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저장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므로,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저장장치에 그대로 남게 된다. 따라서

15) 이상진, 「디지털 포렌식 개론」, 이룬, (2010) 66-67.
16) 대검찰청, 「과학수사 실무 매뉴얼」, 151-152.(대외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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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휘발성 데이터는 실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있어서 중요한 대

상이 된다.

(나) 휘발성 데이터

휘발성 데이터는 컴퓨터의 레지스터, 캐시, RAM 등의 휘발성 저

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의미하여, 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하

는 순간 사라지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휘발성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

가 있을 경우에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

은채 신속하게 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하고, 데이터 수집 시 데이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보다 엄격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요건

가. 압수물의 압수요건

법 제106조 제1항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라는 압수요건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규칙

제108조 제1항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를 할 때에는

필요성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주관적인 관련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해당 피

고인·피의자와 관계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물건, 즉 우선적으로 해

당 피고인·피의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제3자 소유물 중 피고인·피의

자가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한정하여 압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

해야 한다. 이때 제3자 소유물이란 형법 제48조의 몰수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압수가 허용되는 한 법 제106조 제2항

에 따라 제3자가 소지·보관하는 피고인·피의자의 소유물도 압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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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17). 즉, 그 경우에 한하여 제3자가 압수영장의 집행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압수물이 증거물 내지 몰수하여야 할 물건

으로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형태나 경중, 압수물의 증거

가치 및 중요성, 증거인멸의 우려 유무, 압수로 인하여 피압수자가

받을 불이익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압수

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18).

나. 디지털증거(전자정보)의 압수요건

(1) 출력 내지 복제의 원칙

위에서 살펴본 압수물의 압수요건에 적용된 부분 중 압수대상물

에는 디지털증거(전자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전자적 기억매체뿐만

아니라 그 기억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증거도 포함된다고 해

야 한다. 다만, 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그 디지털증거를 압수할

때는 객관적, 시간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디지털증거를 출력,

복제하는 등으로 압수하면 된다19).

(2) 증거의 주관적인 관련성에 의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의하면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

17) 피고인·피의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과 제3자가 피고인·피의

자와 교사범, 공동정범, 방조범, 필요적 공범, 합동범 등과 같은 넓은

의미의 공범관계인 때, 해당 물건을 취득하여 증거인멸 된, 장물취득죄

등을 범한 자 인 때 그 물건을 압수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야 한다.
18) 대법원 2004. 3. 23. 선고 2003모126 결정.
19) 오기두, 「전자증거법」, 박영사, (2015).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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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면 “기억된 정보의 범위

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그리고 위 “기억

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는 제1항에서 말하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와 같은 의미이다. 즉, 피고

사건과 관련성 있는 디지털증거를 그 범위 내에서 출력하거나 복제

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주관적 관련성의 원칙)20).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증거의 양이 방대함에 따라 제1항의

주관적 관련성의 원칙은 디지털증거의 압수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

다. 다만, 디지털증거 자체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의 개념을 관념하

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디지털증거를 저장하고 있는 기억매체에 대

한 소유·소지·보관자의 개념을 상정하거나, 위 법 제106조 제4항이

정보를 압수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

주체에게 해당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호대상

이 되는 정보주체 개념을 상정해서 주관적 관련성 원칙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디지털증거에 관하여 주관적 관련성 원칙

은, 우선 압수영장에 기재된 피고인·피의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전

자기억매체에 저장되어 있고, 그들이 정보주체인 디지털증거만을 압

수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현된다고 할 것이다21)

3. 처분

가. 압수물의 처분

20) 오기두, 앞의 책, 300.
21) 오기두, 앞의 책,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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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몰수

몰수는 범죄의 반복을 막거나 범죄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과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이다. 형법 제48조22)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몰수의 요건으로 몰수대상물과 범죄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각 몰수법률이 규정한 제공물건, 생성물건, 취득물건,

대가물건 등은 이러한 관련성의 구체적인 모습인데, 법률에 규정된

유형에 형식적으로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여기에 실질적

범죄관련성이 인정되어야 몰수가 허용된다23).

(2) 폐기

몰수의 대상인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

고,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면 그 부분을 폐기한다(형법 제48조제2항, 제3항).

22)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

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23) 이상원, “몰수의 제한법리에 관한 연구-비례원칙을 중심으로”, 서울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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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폐기는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

증원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할 때 명하여진다. 전부가 몰수에 해당할

때에는 몰수하면 된다. 여기에서 전자기록이란 사람의 지각으로써

인식할 수 없는 방식에 의하여 작성된 전기적 기록과 자기적 기록

을 말한다. 즉 반도체기억집적회로(IC메모리), 자기테이프, 자기디스

크 등이 여기에 속한다.

특수매체기록은 전자기록 이외의 광기술이나 레이저기술을 이용한

기록을 말한다. 비디오테이프나 녹음테이프, 마이크로필름 등은 영

상매체로서의 특수성을 갖고 있어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

해 식별할 수 있는 특수매체기록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물

내지 문서의 일종으로 취급하는 것이 옳다24).

(3) 환부, 가환부

형사소송법 제133조 이하 및 제139조에 규정25)되어 있는 압수물의

24) 김일수·서복학, 「새로쓴 형법총론」, 박영사, (2014). 566〜570.
25)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

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

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②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

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

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

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전3조의 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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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 가환부,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규정은 “압수물”,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

하여야 할 ‘물건’, 압수한 장물 등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법 제218조의226)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압수 계속의 필요성이

없는 압수물을 환부·가환부해야 한다. 특히 사본을 확보한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① 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 내에 없는 때에

는 그 목적물 소재지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명법관, 수탁판사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법원이 행

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

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

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38조(준용규정)
   형사소송법 제139조(검증)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

을 할 수 있다.
26)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고소제기 전이라도 소

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

환부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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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 증거의 처분27)

(1) 몰수를 포함한 폐기

압수된 컴퓨터 장비도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해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몰수할 수 있고, 그에 내장된 자료도 당

해 범죄행위에 제공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파일에서 삭제하라는 등

의 주문을 선고할 수 있다. 전자적 또는 자기적 형태로 컴퓨터에 내

장되어 있는 데이터 자체는 형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전자기록물

의 일부가 몰수대상이면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폐기’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성질

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용어이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전자기

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문서와 달리 그 일부를 폐기할 대상이 아니

다. 오히려 몰수대상인 그 기록의 일부를 컴퓨터 조작을 통해 전자

적으로 ‘삭제’할 대상인 것이다.

만약 당해 전자기록에 저장된 데이터 전부가 몰수 대상이라면 그

전자기록을 형법 제48조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보면 족하다. 그러나 범죄행위와 무관한 데이터나 그것이 내장된 컴

퓨터 장비(하드디스크나 플로피디스크 등을 모두 포함한 것)는 몰수

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은 형사소송법 제483조28) 이하에 규정되어있는 몰

수물의 처분, 교부, 위조 등의 표시, 압수물의 처분에 대해서도 동일

27) 오기두, 앞의 책, 242-243. 인용 및 수정함

28) 형사소송법 제483조(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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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적용된다. 다만, 위 법률 제485조29)는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

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인

것을 표시하여야 하고(제1항) 제출되지 아니한 물건이 공무소에 속

한 때에는 위조나 변조의 사유를 공무소에 통지하여 적당한 처분을

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바(같은 조문 제2항), 이를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기록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가 문제된다. 근본적으로는

입법에 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나 현재로서는 전자기록등에 대해

서도 위 형사소송법규정의 준용을 인정하되, 디스크 라벨에 위작 또

는 변작취지를 기재하거나, 그 취지를 당해 디스크 등에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서면을 함께 두어 그 취지를 ‘표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몰수 대상인 부분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몰수되었다는 취

지를 전자적으로 기재하는 방법, 위의 ‘표시’하는 방법은 Ⅳ. 접근

제한방안에서 살펴볼 DRM을 응용한 디지털 워터마킹기법을 활용하

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본래의 논점으로 돌아와서, 몰수의 의미인 디지털 증거의 ‘폐기

(삭제의 개념에 더 가까움)’를 완전히 이룩할 수 있는 것도 연구되어

야 한다. 이유는 디지털증거인 파일을 삭제하거나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를 삭제하더라도 실제 데이터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림

-1]처럼 그 데이터에 관한 메타데이터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저장 매

29) 형사소송법 제485조(위조등의 표시)
    ①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인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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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데이터를 실제로 지운다는 것은 해당 데이터 공간을 모두 0

또는 1로 바꾸는 것으로서 컴퓨터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파일
생성시

파일
삭제시

[그림-1] 파일 생성 및 삭제 시 변동비교30)

아주 단순화 하여 비교하자면, [그림-1]처럼 (A) 파일이 생성된 후

(B) 해당 파일을 삭제하면 자료는 불완전(경로의 변경)하게 남아있어

서 복구가능해지며, 완전한 디지털증거의 삭제를 위해서는 7번의 와

이핑을 거쳐야 비로소 전체 할당된 0과 1이 전체 0으로 뒤덮게 된

다.

컴퓨터 파일 시스템의 이러한 삭제 원리를 이용하면 파일 구조 분

30) http://forensic-proof.com/archives/389 에서 참조,(2015.12.28.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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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하여 삭제된 파일이나 레코드의 복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위

험 때문에 저장장치에 입력된 데이터를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삭제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몰수 대상인

피압수자 점유의 디지털증거에 대한 완전 삭제가 가능할지는 물리

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2) 디지털증거물의 환부·가환부31)

앞에서 본 형사소송법 제133조 이하 및 제139조에 규정은 전자기

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요증사실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적

법하게 압수되었을 때에 한해 그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 각

형사소송법 규정상의 ‘물건’으로 보아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

다. 또한 앞에서 검토한 법 제218조의2에 의하면, 디지털 증거 저장

매체를 전부 압수한 경우 이 조항에 의해 속히 반환해야 한다. 법

제106조 제3항 단서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의 일부만을 출력, 복제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디지털 증거가 담긴 저장매체 전부를 이미징하여 사본

한 경우는 또 어떤가? 이 경우 문언 자체에 환부·가환부의 대상을

유체물인 압수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압수물의 원본이 아니므

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주장될 수 있다. 반면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그 정보를 반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디지털 증거사본의 반환 방법이 문제된다. 또한 디

지털 증거는 순식간에 개변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반환 사

31) 오기두, 앞의 책, 43-45.의 내용을 축약, 일부 수정하여 본 절 전체에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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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입증도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사본인 저장매체를 반환해야

하는가? 디지털 증거만을 정보통신망으로 송신하여 반환할 수 있는

가? 그렇다고 해도 수사기관에 남아있는 디지털 증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 모두 삭제하거나 해당 정보저장 매체 자체를 폐기해야 하나?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한번 취득한 디지

털 증거를 계속 보유하는 것을 묵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수사기

관의 정보보관 자체만으로도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

다. 그 정보를 별개의 사람, 범죄, 시점의 상황을 수사하는 데 이용

하게 해서도 안 된다. 그 정보를 수사기관 개인의 어떠한 사적인 목

적으로 오용할 여지도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일부만을 출력, 복제한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또는 디지털 증거가 담긴 저장매체 전부를 이미징하여 사본한

경우에도 해당 디지털 증거의 반환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의 전자

저장매체에서는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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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디지털증거 수집 및 보관 현황

1. 디지털 증거의 생애주기

디지털 증거는 [그림-2]와 같은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대검찰청

관련 규정으로는 「디지털 포렌식 증거수집 및 분석규정」과 「수

사 등의 과정에서 취득한 디지털 자료 관리지침」에 따라 보관이나

폐기된다.

[그림-2] 디지털증거 수집/이송/분석 절차32)

2. 현행 디지털증거수집 과정

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실무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순서는, ① 컴

32) IDEASv2.0 소개(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디지털 수사과, ‘IDEAS 사용법 일선청 방문교육자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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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 노트북,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를 현장에서 복제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저장매체가 여러 개이고 저장된 정보량이 방대하여 현

장에서 복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 현장에서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뒤 → ② 포렌직센터에서 기술적으로 복제(하드카피,

이미징)하고 → ③ 복제본에서 암호화된 파일의 복호화(또는 삭제된

정보 복구)를 거친 뒤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여 → ④ 종국적

으로 범죄혐의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 중 어느 단계까지를 압수로 볼 것

인지에 따라 영장 집행 종료시기가 달라지고, 특히 암호화된 파일의

복호화 과정이나 삭제된 데이터 복구에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영장에 기재된 유효기간 준수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참여권 보

장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33).

그리고, 압수·수색 현장에서 기술적으로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

서는 파일명 검색, 파일 시간별 검색, 파일 유형별 검색, 파일 내용

검색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34).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해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으므로, 압수영장의 효력에 의해 저장매체에 대

한 점유를 취득한 시점에 압수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후의

33) 강 수산나,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검토’, 법학실무연구회 발

표자료, 수원지방검찰청, (2015.9.3.) 
34) 독고지은,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규제와

집행에 관한 연구-영장집행 시 제기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법

조」 통권 제680호(2013.5.),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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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를 탐색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는 증거의 분석 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법원은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는 경우에도 압수대상

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라는 전제하에 관련 정보를 탐색·복제·

출력하는 일련의 과정 모두를 압수라고 해석하고 있다35).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실무에 대한 지침을 규정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증거 수집 및 분석규정’ 제15조 제1항은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 등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

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

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압수·수색 대상자 또는 책임자

등의 동의가 있는 때에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대검예규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것 외

에 압수·수색 대상자 또는 책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형사소송법 제108조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

수할 수 있다’고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수·

수색 대상자 또는 책임자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서 이들의

승낙하에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하는 것은 영장에 위반된 압수라

고 볼 수 없다.

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주의사항

35) 강 수산나, 위 발표자료 (2015.9.3.) 



- 22 -

[압수·수색 영장 별지 양식]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1. 문서에 대한 압수

가. 해당 문서가 몰수 대상물인 경우, 그 원본을 압수함.
나. 해당 문서가 증거물인 경우, 피압수자 또는 참여인1)(이하 ‘피압수

자 등’이라 한다)의 확인 아래 사본하는 방법으로 압수함(다만, 사
본 작성이 불가능하거나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문서의 형

상, 재질 등에 증거가치가 있어 원본의 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

본을 압수 할 수 있음).
다. 원본을 압수하였더라도 원본의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자정보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실무운영(시행일자:2015.8.1.)’지침을 발

표하였는데,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위 시행방안의 핵심은 ① 압수

목적물을 원칙적으로 전자정보로 제한하여 압수수색 영장 발부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의 목적물을 컴퓨터나 노트북 등 저장

매체가 아니라, 그 안에 저장된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라고 명시하

고, ②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 교부 및 혐의 무관정보의 폐기

의무를 영장에 명시하여, ③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의 탐

색에서부터 범죄혐의 관련 정보의 출력, 복사에 이르기까지 전자정

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

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위반된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 취지로 요약된다36).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별지양식을

아래에 기술한다.

36)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에 관한 새로운 실무운영(시행일자:2015.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7.28.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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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본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함.
2.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검증

가. 전자정보의 수색·검증

수색·검증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압수 없이 수

색·검증만 함.
나. 전자정보의 압수

(1) 원칙 :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수색·검증 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

자정보만을 범위를 정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음.
(2)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 형태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

  (가) 저장매체 소재지에서 하드카피·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
이라 함)로 반출하는 경우-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

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위(1)항 기재의 원칙적 압수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2)에
한하여,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이미

징하여 그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할 수 있음.
  (나) 저장매체의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

       1) 위(가)항에 따라 집행현장에서 저장매체의 복제본 획득이 불

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3)
에 한하여, 피압수자 등의 참여 하에 저

장매체 원본을 봉인하여 저장매체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음.
       2) 위 1)항에 따라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한 때에는 피압수자 등

의 참여권을 보장한 가운데 원본을 개봉하여 복제본을 획득할 수 있고, 
그 경우 원본은 지체 없이 반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반출

일로부터 10일을 도과하여서는 아니됨.
  (다) 위(가),(나)항에 의한 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에 대하여는, 혐

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출력 또는 복제하여야 하고, 전자

정보의 복구나 분석을 하는 경우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
(3) 전자정보 압수 시 주의사항

  (가) 위(1),(2)항에 따라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
출력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① 압수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하고, ②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

(위 상세목록에 삭제·폐기하였다는 취지를 명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
  (나) 봉인 및 개봉은 물리적인 방법 또는 수사기관과 피압수자 등 쌍



- 24 -

방이 암호를 설정하는 방법 등에 의할 수 있고, 복제본을 획득하

거나 개별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함수값의 확인이나 압

수·수색과정의 촬영 등 원본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을 취하여야 함.
  (다)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복제본의 획득,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 포함)에 걸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

이 보장되어야 하며,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

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함.
1) 피압수자-피의자나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참여인-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

여인

2) ① 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② 혐의사실과 관련

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폐기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③ 출력·복제에 의

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④ 그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

3) ① 집행현장에서의 하드카피·이미징이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

한 경우, ② 하드카피·이미징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

온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③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압수시 주의사항

(1) 디지털정보 저장매체 전부나 일부 정보를 압수하였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다. 그 상실, 파손을 막을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는 것이다(법 제131조). 디지털정보의 특성은 쉽게 개변 소거될 수

있고 물리적으로도 손상되기 쉽다. 따라서 매체, 정보를 압수할 때

정보의 개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매체 전부를 압수하였을

때 보관의 연속성(CHAIN OF CUSTODY)이 보장되어야 한다. 일부

의 정보만을 출력, 복제하였을 때에도 같다. 즉 원본과 출력, 복제물

의 동일성을 확보해야 한다. 증거가치를 위한 무결성(INTEGRITY)

보장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피의

자, 변호인, 피압수자로부터 확인을 받는 것이다. 확인의 대상은 출

력, 복제물과 해당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이다. 따라서 상대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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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 열

람·복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장매체 원본을 봉인하여 상대방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봉인’은 물리적이거나 기술적인 방법으로 한

다37). 봉인된 저장매체를 개봉하여 복제·출력할 때에도 피압수자 등

이 참여해야 한다. 압수한 저장 매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도

마찬가지다38). 정보의 분석, 복제나 출력도 영장의 집행단계이기 때

문이다.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렇

게 하지 않고서 보관의 연속성이나 무결성을 입증하려 하면 안 된

다.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39).

(2) 사건과 관련된 데이터의 선별 압수·수색40)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체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고 일부

데이터만 분석하더라도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혼재된

데이터 중 현장에서 사건 관련 데이터를 선별하는 작업이 가능하다

37) 여기의 ‘봉인’은 저장매체에 대한 봉인이지만, 디지털 증거에 대한 봉

인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므로, 논문의 뒷부분인 Ⅳ-2. 디지털 증거물

보관단계에서 ‘디지털 서명’과 연결하여 본다.
38) 결국 디지털 분석을 강제수사로서 영장이 필요한지, 임의수사로서 영

장이 필요하지 않은지 하는 문제와는 직접 상관이 없다. 디지털 분석

은 영장에 의해 압수한 정보나 저장매체를 분석하는 절차이므로 영장

의 집행단계이다. 따라서 이때는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
래야 향후 공판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전자정보의 무결성과 보관의 연

속성을 입증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증명력을 높일 것이기 때문

이다. 전승수,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

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85.
39) 오기두, 앞의 책, 259-261.
40) 대검찰청, 앞의 책. 16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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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된 데이터만을 선별한 다음 이를 압수한다.

예를 들면 사건과 관련된 개별 파일만을 압수하는 것으로도 압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영업 활동 등의 이유로 압수 대상 컴퓨터

를 계속 구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컴퓨터에서 하드디

스크를 분리하여 분석 컴퓨터와 연결할 장비가 없거나, 압수 대상

컴퓨터에서 휘발성 데이터를 압수해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

다. 이러한 경우에도 구동중인 시스템 파일 이외에는 압수하고자 하

는 데이터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포렌식 도구를 사용하

여 관련된 데이터를 선별하고 논리적 이미지파일을 생성한 후 해시

값을 계산하는 등 무결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조사보고서’에 생성한 이미지 파일에 대한 해시값 등

을 기재하고 피압수자 또는 참여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2부를 사

본한다. 그 중 사본 1부는 피압수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사본 1부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보관하며, 원본은 수사팀 수사관에게 인계

한다. 수사팀 수사관은 인계 받은 ‘현장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

여 압수목록을 작성해 피압수자에게 교부한다.

(3) 이러한 선별압수로 인한 국가(디지털수사관)의 부담이 늘

어나는 만큼 장시간 압수로 인해 피해 받는 피압수자의 부담도 늘어

난다. IT기술의 발달로 저장매체의 용량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재 일반인들이 통상 사용하는 노트북 250-500GB 용량을 기준으로

할 때 이미징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시간이며, 개인용 PC 1-2TB 용

량을 기준으로 할 때 2-4배의 시간이 더 소요되기41)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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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디지털증거의 몰수 기준 분류에 의한 원본 압수 여부

법적인 측면에서 디지털증거의 압수 단계는 멸실에 대비하는 ‘증

거물’이나 판결확보기능을 위한 ‘몰수물’로 구분하여 볼 수도 있다.

(1) 디지털증거가 전체 몰수 예상되는 경우42)

컴퓨터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이 금제품43)이거나 컴퓨터 또는 정보

저장매체 등 물건 자체가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몰수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물건 자체를 압수하여야 하고, 그 경우에도 앞서

기술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 예를

들면 게임 업소나 도박 사이트 등에서 불법으로 사용되는 컴퓨터나

서버를 압수할 경우 피의자가 본인의 사무실에 독자적으로 시스템

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원본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압수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저장매체만을 따로 분리하여 압수할 수 있다.

혹은 저작권법에 위반하여 복사된 불법 소프트웨어, 범죄의 목적

으로 입수한 정부 및 기업전산망에 대한 접속번호와 패스워드, 아동

포르노그래피 파일, 개인금융정보관련 파일, 전산망의 패스워드나

타인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한 프로그램, 컴퓨터 크래

커들이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을 파괴하는데 사용하는 해킹 프로

41) 강 수산나, 앞의 발표자료. 
42) 대검찰청, 앞의 책자. 177.
43) 개인이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

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소지하게 되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가 모두 암호화 될 수 있고, 이를 복호화 하지 못하면 범인을 기

소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암호 소프트웨어 같은 것

이다. E.Casey, 앞의 책,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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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등의 경우도 몰수를 위한 대상이다44).

또한, 혐의사실과 관련된 디지털 데이터가 인멸·은닉되었거나 삭

제·폐기된 정황이 발견되었으나 현장에서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45).

(2) 디지털증거가 증거물인 경우

증거에 공할 압수물인 경우는 증거의 멸실에 대비하여 형사절차의

진행을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백업 파일로 복사함으로써 증거의 멸

실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원래의 데이터와 동일한 복사본

을 작성·제출함으로써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자료로서의 역할을 충분

히 달성할 수 있다46). 예를 들면, 기계어로 생성된 메타데이터 같은

추출물은 정황증거로 사용되는데 의미가 있다.

(3) 디지털증거 중 일부 몰수 예상되는 경우

44) 탁희성, “형사절차상 digital evidence에 관한 연구-압수,수색을 중심

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55-56.
45) ① 하드디스크가 손괴된 정황이 확인되어 저장매체를 수리하여 데이

터를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컴퓨터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삭제

하는 프로그램을 발견하였거나 구동한 흔적이 발견되는 등 의도적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삭제한 정황이 확인되어 디지털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③ 압수·수색 이전에 하

드디스크 포맷, OS 재설치, 드라이브 삭제 등을 이유로 혐의사실과 관

련된 기간에 생성되었던 디지털 데이터가 삭제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현장에서 현장용 포렌식 도구로는 삭제된 파일을 복원할 수 없는 경우

④ 의도적으로 컴퓨터에 대용량 파일을 다운받아 디지털 데이터를 삭

제한 정황 등이 발견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한 경우 ⑤ 하드디스크 또

는 USB 등에 암호가 걸려 있어 현장 포렌식 도구로는 저장매체의 내

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그 예이다.
46) 탁희성, 앞의 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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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경우인데, 몰수될 부분과 그렇지 않은 정보가 혼잡하게

저장된 디지털 증거의 경우이다. 예를 들어 휴대폰 등 기타 디지털

기기를 압수·수색할 때 휴대폰에 저장된 범죄와 연관성 전혀 없는

정보를 휴대폰 압수로 인해 장시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정보

가 담긴 자료나 영업일지처럼 계속 기록이 필요한 디지털 증거 같

은 것이다.

대상물이 회사의 회계장부라면, 일부 몰수가 예상되어 분리하기

어려운 회계장부 전체가 압수되면서 회사에는 영업적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회사의 영업적인 이익은 기본권 추구의 측면이 있고,

확정된 판결에 의해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상황

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압수와 기본권 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마. 저장매체의 특성에 의한 원본 압수 여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서버 시스템 등의 압수·수색을 진행한

다고 생각하자. 예를 들어 회계데이터의 압수, 사내 메일 압수, 전자

결재 데이터 압수, 혹은 CCTV의 압수·수색 같은 경우 사본압수 외

에는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된다.

바. 원본 정보저장 매체의 예외적 압수47)

(1) 예외인정절차

47) 오기두, 앞의 책, 26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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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유관정보를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지를 결정하거나

압수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지 하는 점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이므로, 우선은 처음 발부하는 영장에서는 일단 관련정보만 압

수하게 한다. 또는 수색·검증만을 허용하는 영장을 발부한다. 일단,

그 영장을 집행해 보고 난 후 위 두 여건에 해당함을 주장·소명케

한다. 이때는 봉인 등으로 첫 번째 영장집행시의 원본이 보존되도록

조치한다. 그 다음에야 해당 전자정보가 들어 있는 매체 전부를 압

수할 수 있게 한다48).

(2) 반환확보

부득이하게 정보저장매체 전체를 압수하였더라도 그것을 피처분자

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 반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

도들을 이용할 수 있다. 우선 판사는 압수된 정보저장매체를 피압수

자에게 반환할 기간을 영장에 정할 수 있다49). 피압수자는 법 제218

48) 인용한 서적이 저자는 현직 판사로써 그 뒤에 “처음부터 저장매체 전

부를 통째 압수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 원칙과 예외가 바뀌어 법을

운용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매체 전부를

압수하겠다는 청구가 있으면 적극 제지한다. 우선 엄격한 소명을 요구

해야 하고 가급적 그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위와 같은 방법은 개별

영장 담당 판사들이 실무운용상 시행하면 될 것이다.”와 같은 추가 주

장을 하고 있다. 
49) 2009년도에 개정된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e)의 해석상으로

도, 이 규정이 부판사로 하여금 당해 정보저장장치를 원소유자에게 반

환하는 기간을 설정하거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정보에 접근하는

시간적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부판사는ᅟ수사

기관의 그러한 사후적 수사활동에 대해 정보저장매체의 반환기간을 설

정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여 이를 통제할 수

도 있다. 또한, 피처분자도 위 규칙 제41조(g)에 의해 그 정보저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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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2에 의해 그 반환을 수사기관에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전

자와 후자는 별개의 독립된 제도이다. 후자의 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전자를 부정하면 안 된다. 관련 없는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였다면

이를 반환하고 삭제·폐기해야 한다50).

3. 외국의 예

가. 미국에서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

미국은 최량증거의 법칙(Original Writing Rule 혹은 Best

Evidence Rule)이 적용되는데, 최량증거의 법칙이란 서류, 녹음, 또

는 사진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연방증거법의 다른 규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연방증거법 제1002조51)). 또한, 연방증거법 제1001조

(3)은, 서류 또는 녹음의 원본이란 원본 또는 녹음 그 자체이거나 또

는 원본과 동일한 효과를 내도록 의도된 것이고, 사진의 원본은 네

거티브본 또는 원본으로부터 출력된 것을 포함하며, 데이터가 컴퓨

치나 전자정보의 반환을 명하는 결정을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USCA, FRCrP, Rule 41의 2009 Amendments.) 
50) 전자정보의 무한복제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피압수자등의 참여하에 수

사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삭제, 폐기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

요하다는 견해도 있다.(이숙연판사)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폐기조

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전자정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라고 해야 한다.
51)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해외법령 중 "Federal Rules of Evidence"를 “미

연방증거규칙”으로 해석하지만 여기에서는 “연방증거법”으로 기재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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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에 저장된 경우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그

출력물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한 원본

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컴퓨터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와

관련하여 원본과 사본의 구별은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52) .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e)(2)(B)는, ‘전자적 저장정보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의 압수·수색에 있어 “전자적 저

장정보가 있는 전자적 저장매체(electronic storage media)를 압수”하

거나 “전자적 저장정보를 압수”하거나 “전자적 저장정보의 복제본

(copying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적 저장정보의 압수방법을 세분하고 있지만 우리 개정 형

사소송법과 같이 각 압수방법 간에 “원칙과 예외의 메커니즘”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53).

그리고,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 2010

년 United States v. Comprehensive Drug Testing, Inc., 판결이후

주로 현장 조사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추세이다. 그 과정에서 일

부 과도한 집행이 있더라도 압수물의 환부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악

의적인 위법이 아닌 한 선의(good faith)의 항변을 받아 들여 증거능

력까지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54).

그리고, 압수물의 처분 중 몰수에 대하여, 영국 보통법의 사권박탈

52) 최지석, “미국 증거법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해외연구성과물, 
(2010) 283.

53) 노명선,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판례 동향과 비교법적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제43호(2014.6.), 148.

54) 노명선, 위의 글,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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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한 몰수(escheat upon attainder), 속죄물 몰수(deodand), 그리

고 법률규정에 의한 몰수(statutory)가 역사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미

국에 몰수물(forfeiture)이라는 개념을 확립시켰다55).

나. 영국에서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56)

(1) 압수수색과 영장

디지털증거도,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이를 압수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다만 압수하고

자 하는 물건의 성격에 따라 영장의 발부 절차가 다르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영장 없이도 피체포자가

지배하고 있던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PACE 제18조).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이 다음 항에서 살펴볼 ‘특수한 물건’이 아

닌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

로부터 영장(warrant)을 발부받아야 한다(PACE 제8조).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이 ‘배제자료(excluded material)57)'이거나 ’

55) 이상원, 앞의 글, 47-62.
56) 오원근, “영국의 전자증거 및 컴퓨터 포렌식”, 해외연구성과물, (2007)
57) 먼저 ‘배제자료’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 ①개인이 어떤 거래나 업무(영

리든 비영리든 상관없음) 수행의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만든 ‘신상기록

(身上記錄, personal records)’으로 그가 비밀로 갖고 있는 것, ②진단

이나 치료의 목적으로 채취한 사람의 신체 조직이나 그 수액(水液)으
로서 그 소지인이 비밀로 갖고 있는 것, ③개인이 비밀로 갖고 있는

‘언론자료(journalistic material)’ 등이 그것이다(PACE 제11조 제1항). 
여기서 ‘비밀로 갖고 있다’는 의미는 그 소지인이 자료와 관련된 사람

으로부터 비밀을 유지하여 달라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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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차자료(special procedure material)58)‘인 경우에는 그 압수․

수색 영장 등의 발부에 치안판사가 아닌 순회판사(circuit judge)가

관여한다. 대상 자료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압수하고자 하는 자료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경

우, 수사기관은 위에서 살펴본 판사의 영장이나 명령에 근거하여(체

포현장에서는 이런 영장이나 명령이 필요없음), 그 소지인에게 즉석

에서 그 자료를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형태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

거나, 경찰서로 가져가 보고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제출할 것

을 요구할 수 있다(PACE 제9조 별표 1 제5호, 제19조 제4항 제20

조). 이런 방법에 의하여 디지털증거의 은닉, 분실, 위조, 손상에 대

비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지인으로부터 받은 출력물 등이

그 원본이 파괴 또는 변조될 수 있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임을 분명

히 하기 위하여, 컴퓨터 자체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

이다.59)

(2) 압수수색의 방법

법령에 디지털증거의 압수, 수색에 대하여 따로 특별히 규정하고

고 주장하거나, 법령에 의해 자신에게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같은 조 제2, 3항).
58) ‘특수절차자료’는 ①개인이 어떤 거래나 업무(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

음) 수행의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만들어 비밀로 갖고 있는 것으로서

위 ‘신상기록’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②위에서 본 비밀성이 없는 언론자

료를 말한다. 
59) Michael Zander Q.C.,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5th Edition), Sweet & Maxwell(2005),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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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는 않다. 그러나 영국의 ACPO(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60)에서는 ‘디지털증거 관련 실무지침’을 만들어 압수수색의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실무지침’은 디지털증거와 관

련하여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원칙을 4가지61)로 정리하여 다음과

60) Http://www.7safe.com/research-and-insight/acpo-guidelines(2016.
    1.11.확인)
61) 1997년 6월 G8 정상들은 미국 덴버(Denver)에서 회담을 갖고, 국제

적인 전산망의 성장에 따라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고기술범죄

(high-tech crime)에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집중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IOCE는 전자증거의 교환과 복구를 위한 국제

적인 표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세계 각 지역별로 연구모임이

결성되었다. IOCE는 1999년 런던에서 열린 ‘국제고기술범죄 및 과학

수사 회의(International Hi-Tech Crime and Forensics Conference)’
를 갖고, 영국이 제출한 Practice Guide와 미국에 근거를 둔 ‘전자증거

에 관한 과학적 연구 모임(SWGDE)’이 제출한 초안을 각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

은 당시 영국이 제출하였던 Practice Guide다).
     - 디지털증거를 다룰 때에는 일반적인 과학수사 원칙들을 다 준수하

여야 한다. 
     - 디지털증거를 압수할 때, 증거에 변경을 가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
     - 원본 디지털증거에 접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접촉하는 사람은

그 목적을 위해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
     - 디지털증거에 접근하거나 이를 압수, 저장, 전송하는 것에 관련된

모든 행위는 다 기록되고 보존되어 나중에 재조사를 위해 사용될 수

있어야만 한다.
     - 개인은 디지털증거가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동안 그 증거에 대하여

이루어진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디지털증거에 접근하거나 이를 압수, 저장, 전송하는 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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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1원칙 : 수사기관 또는 그 대리인은 컴퓨터 등 매체에 저장된

자료로서 나중에 법원에서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변경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원칙 : 예외적으로, 컴퓨터 등 매체에 저장된 원본자료에 접

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접촉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될 만한 자격

이 있고 또 자신의 행위가 원본자료에 대하여 갖는 의미에 대하여

증거로서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제3원칙 : 디지털증거를 조사하기 위하여 그에 대하여 가하여진

처리과정의 경로(audit trail)62)나 다른 기록을 반드시 만들어 보존하

여야 한다. 그리고 독립된 제3자가 같은 처리과정을 거쳤을 때에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제4원칙 : 수사책임자는 수사에 있어서 법과 위 원칙들이 준수되

었음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3) 영국에서 몰수에 관한 일반법으로 형사법원의 권한에 관

한 법률(Criminal Justice Act)이 있고, 여기에서는 범행의 목적 또는

범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사용하려고 한 재산 내지

소유물을 몰수의 대상으로 한다63).

책임이 있는 자는 위 원칙들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62) audit trail은 “누가 컴퓨터 시스텀에 접속하여 무엇을 하였는지를 보

여주는 기록”을 의미한다. 
63) 박미숙·김성규, 「추징금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

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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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일에서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64)

(1) 독일법상 증거(Beweismittel)의 개념은 형사소송법으로

인정되는 증인(Der Zeuge, 형사소송법 제48조 이하), 감정인(Der Sa

chverständige), 오감의 지각 결과(Augenschein), 서류(Urkundebewe

is) 등으로 한정되고,65)66) 디지털 증거가 증거로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현재 독일에서는 컴퓨터 출력물, 디지털 증거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매체(디스켓, CD-ROM, DVD, 하드디스크 등)이 증거능력

이 있으며 압수의 객체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 및 판례이

다.67)

(2) 독일 형사소송법상의 디지털 데이터 압수(Beschlagnahme)

에 관한 규정에는 ‘증거보전의 형태’라고 하여, 각각의 객체에 대한

확보 또는 휴대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밖의 방법으로서 보전된 자료

64) 천관영, “독일의 디지털증거 증거능력 입증절차에 관한 연구”, 해외연

수성과물, (2009)
65) Klaus Volk, "Grundkurs StPO", (6. auflage), C.H.Beck, (2008)
66) 독일 형사소송법 제94조 [압수의 대상]
    (1) 증거방법으로서 심리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목적물은 유치하거

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확보해 두어야 한다.
    (2) 그 목적물을 개인이 소지하고 있고 이를 자발적으로 인도하지 않

는 때에는 압수를 필요로 한다.
67) Lutz Meyer-Großner, Strafprozessordnung(51. auflage), C.H.Beck, 

2009, 305면, Karlsruher Kommentar, Strafprozessordnung(6. 
Auflage), Verlag. C.H.Beck, 2009, 360면, Grundatzentscheidung 
BVerGE 11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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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복사로서의 소위 “이미지 보전”, 더 이상의 변화 없이 보전

관청의 휴대자료저장장치에 복사된 것을 들 수가 있다. 제94조의 증

거방법은 복사된 자료가 들어있는 자료저장장치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전 복사본은 언제나 검토 가능한데 그것으로 언제나 보전

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가 문제되므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원천자료저장장치의 보전과 당사자에게 복사본을 교부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압수금지(Beschlagnahmeverbot)’규정도 있는데, 하나의

저장장치에 압수 가능하고 압수예외의 자료들이 공존하고 있는 경

우, 예를 들면 오직 한 명의 변호사, 조세상담사에 대한 수사절차에

있어서 중앙서버에 대한 변호사 연합의 자료에 대한 수색 및 압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자료의 접근은 여기서

는 적절성의 근본법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68).

라. 일본에서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

일본 형사소송법 제110조의 2에서 ‘압수해야 할 물건의 전자적 기

록에 관련된 기록매체인 때에는 압수장의 집행을 하는 자는 압수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

면서 구체적으로 ‘1. 압수해야 할 기록매체에 기록된 전자적 기록을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 인쇄 또는 이전한 후 당해 타 기록매체를 압

수한다. 2. 압수를 받는 자에게 압수해야할 기록매체에 기록된 전자

68) Dr. Wolfgang Bär, "Handbuch zur EDV-Beweissicherung im 
Strafverfahren", (2007),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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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록을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 인쇄 또는 이전하도록 한 후 당해

타 기록매체를 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69).

이는 ‘기록매체 압수’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관련 부분을

복사(복제)하는 등의 압수를 규정하고 있다.

4. 소결

이상으로 디지털 증거의 수집 후 보관이나 폐기까지 생애주기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실제 업무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 과정을 통한 수집과 주의사항을 더불어 보았다.

특히, 디지털 증거의 수집 과정에서의 주의사항이 실제 기재된 서

울중앙지방법원을 압수·수색영장 별지까지 살펴보았으며, 원본 저장

매체의 압수가 예외조항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별압수, 복제본 압수의 원칙’이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

비교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예를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최량증거의 법칙이 우선 적용되

고, 영국이나 독일, 일본은 각국은 원칙에 따라 전체 압수를 진행하

는 경우와 복제나 이전을 통한 사본을 압수하는 방식 중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은 원칙적 선별압수, 예외적 매체압

수의 법리를 정립70)하였는데, 이러한 ‘원칙과 예외’는 미국의 2010년

69) 양근원, 앞의 글, (2006) 118.
70)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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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v. Comprehensive Drug Testing, Inc., 판결 중 종전

2009년 판결(579 F.3d 989)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9년 동 판결71)은 2010년 본 판결에 의해 파기72)되었으므로 우리

나라의 대법원도 재차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73).

그리고 미국의 몰수물과 영국의 몰수에 관한 법, 독일형법 제74

조74) 몰수(Einziehung) 규정75)이나, 일본의 몰수물(沒收物)에 대한

부분을 보아도 아직 주요 각국도 피압수자 점유의 원본에 대한 처

분(특히 몰수 등)에 대해서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71) 일괄압수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1. 디지털 증거에 있어서 plain view의

불인정, 2. 디지털 데이터의 분류와 편집은 전문가 또는 독립적인 제3
자가 할 것, 3. 수사기관의 수색 프로토콜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만을 드러내도록 설계, 4. 수사기관은 필요 없는 정보를 환부·파기하고

치안판사에 이를 보고 등 기준을 제시하였다. 
72) 본 판결에서는 앞선 판결의 일괄 압수 기준을 ‘실무에 반한다는 법무

부의 이의를 받아들여 그 기준을 폐기하면서 일응 영장심사기준으로만

삼음’으로 변경하였다. 
73) 노명선, 앞의 글, 142, 163.
74) 독일 형법 제74조
    (2) 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1. 판결선고 당시 대상물의 소유권이나 권리가 정범이나 공범에게

귀속하는 경우

       2. 대상물이 그 성질과 상황에 비추어 일반공중의 위험을 초래하거

나 위법행위의 실행에 제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75) 이상원, 앞의 글, 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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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접근제한 방안

Ⅲ.에서 본 것처럼 원본 압수 가능한 경우(2.-라-(1))와 사본의 압수

로 갈음해도 되는 경우((2.-라-(2),2.-라-(4))가 혼재한다. 특히 2.-라-(3)

의 경우 피압수자의 점유유지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2.-라-(3)의 경우를 중점으로 해결하되, 위의 네 가지 경우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합리적인 수집(압수) 및 보관이 될 수 있도록 피압수

자의 접근을 제한할 해결책을 살펴본다.

1. 암호화

먼저 원본파일의 암호화(제3의 인증기관에서 발부한 PKI같은 것)

를 생각해보았다. 암호화는 데이터를 암호문이라는 형태로 변환하여

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쉽게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암호화는 먼저 평문(원본 텍스트로 암호화되지 않은 것)을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하여 추후 키(key)로 복호화 한다76).

구체적으로 암호화를 적용하며, 증거 수집과정에서 ① 디지털 증

거 수집단계에서 원본파일을 암호화해두고, 복제본을 가지고 철수한

다. ② 피압수자가 암호화 처리된 원본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하려면

암호를 풀어야하므로 환부처분 시 암호키를 제공하고, 몰수처분(판

결) 시 암호키를 제공하지 않으면 된다. ③ 또한 악의로 암호화된

파일이나 폴더를 임의 폐기하여 점유관계를 청산한 이후 ‘환부’처분

76) 존 새몬스(김선국 번역), 「이제 시작이야! 디지털 포렌식 : THE 
BASICS」, 비제이퍼블릭, (2012),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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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디지털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다.

[그림-3] 원본증거에 암호화 하는 경우

또는 ①’ 피압수자의 원본디지털 증거가 저장되어 있는 매체에 유

효시간을 설정한 암호를 걸어두는 것이다. ②’ 이때에 시간은 원자

시계를 기초로 한 국제시간표준인 UTC시간77)으로 하고, 추후 원본

디지털 증거를 유효시간 경과 후 자동 폐기 하면 피압수자 점유의

원본에 몰수가 실제 실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암호화는 사람의 경우 복호화 필요성이 있지만, 컴

퓨터가 이 일을 한다면 데이터에 암호가 걸린 상태에서 업무를 진

행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을 완전 동형 암호기술78)이라고 한다79). 그

77) 닐스 퍼거슨외 2 지음, 「보안 실무자를 위한 정보 보호와 암호화 구

현 실용암호학」, 에이콘, (2011)
78)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79) 이광근, 「컴퓨터과학이 여는 세계」, 인사이트, (2015) 26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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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유효시간을 설정해 둔 후 자동 폐기되는 방식은 영장유효기간

과 별도의 유효시간 설정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원본 파일

의 암호화는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

2. DRM기법과 디지털 워터마킹, 핑거프린팅

두 번째로 파일이나 폴더 등에 핑거 프린팅 혹은 DRM80)81)응용

한디지털 워터마킹을 활용하여 아래 [그림-4]와 같이 암호화를 실행

하는 방법이다. DRM기술에서는 암호화로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

사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활용하고, 저작권 소유자를 명시하기 위해

서 위터마킹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82).

이를 응용하여 원본 디지털 증거에 수사기관이 핑거프린팅(지문대

조기법)이나 디지털 워터마킹83)을 활용하면, 압수 당시의 신뢰성과

80) DRM이란 디지털로 된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을 말하

며, 음악 등 콘텐츠가 디지털 형태로 바뀌면서 불법복사가 쉬워짐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황성

운, 「디지털저작권 관리(DRM)-소유에서 사용 권리로의 이동-」,진
한M&B, (2007), 16.

81) DRM은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허가된 사용자가 일정 범위 안에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도

입되었다. 위키백과(익명), 
https://ko.wikipedia.org/wiki/%EB%94%94%

   EC%A7%80%ED%84%B8_%EA%B6%8C%EB%A6%AC_%EA%B4%80%EB%A6
   %AC. (2016.1.4.확인)
82) 황성운, 위의 책, 31.
83) 디지털 워터마킹이란 이미지, 영상, 음악 등의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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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결성을 확보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식이다.

디지털증거

↘

↗

watermark

insertion
→

메타데이터
→ Encryption →

메타데이터

디지털증거 디지털증거

메타데이터
↙

디지털증거 ← 피압수자 ←
메타데이터

← Decryption
디지털증거

↓

메타데이터 ←
watermark

extraction

[그림-4] 암호화를 적용한 워터마킹84)

그러나, 추후 몰수처분을 실행하는 방식이 보완되지 않아85)서 이

대로는 현행과 차별점이 없으므로 다른 방식을 검토한다.

을 보호하거나 위·변조를 감별하고 추적하기 위해서 특수한 형태의 워

터마크를 삽입하고(Embedding), 추후 검출(Detecting)하는 기술적 방

법을 뜻한다. 저작물 데이터의 전부를 바꾸는 암호화와는 달리 워터마

크 삽입 후에도 원본 신호를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김진영, 
“디지털 워터마킹 이미지, 영상, 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

술로 떠올라”, Digital Contents (2002) 기술연재기사.  
84) Bill Rosenblatt, 「Digital Rights Management; Business and 

Technology」, M&TBOOKS, (2002) 102. 인용 변형

85) 물론 이미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침해나 피해사고 발생 시에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근간이 되는 제반 기술을 중심으로, 저작물의 수집·보
관·생성·매핑·권리보호를 위하여 능동적 에이전트 기반 기술과 관련한

이월영, 황철교수의 “컴퓨터 포렌식을 위한 디지털 저작권 보호시스템

개발”,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10권 제3호, (2007.3.), 365-372.의
글을 참조하면 첫 번째 방식(암호화)를 두 번째 방식(디지털 워터마

킹)에 추가하여 시스템 개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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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받는 제3의 기관에 업로드

세 번째는 사본을 압수하도록 하는 기존의 원칙에서 한발 물러나

원본에 포함된 범죄와 관련없는 정보를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

면서 압수를 유지하여 피압수자의 점유관계를 단절시키는 방법으로

“신뢰받는 제3기관”에 원본을 업로드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가. 필요성

민사전자소송이 실행되어 오늘날 전자소송이 대중화 되어가고 있

는 것처럼, 2014년부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등

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전자약식사건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디지털 증거의 양이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형사사법절차환경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보관 과정에서 기

술적인 동일성, 무결성, 신뢰성 등이 유지되어야 한다.

나. 업로드(Upload)방식

여기서 업로드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제3의 기관에 연결

하는 형태가 아닌 ‘잘라내기(Cut)'의 방식으로 압수하는 수사기관에

서 지참한 제3의 기관이 제공한 디지털기기에 의해 업로드하는 방

식을 말한다. 앞에서 말하였듯이 디지털 증거의 삭제는 완전 삭제가

아니라면 일부분 기술적으로 복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

를 잘라낸다는 의미는 복구가 불가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려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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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포되어있다.

만약 ’잘라내기‘방법이 복제가 안 되도록 완전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도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잘라낸 후에 시스

템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는지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잘라낸 파일이 DB파일이거나 레지스트리 파일이라면 시

스템에 영향을 끼치므로 깨끗한 잘라내기는 실패하는 것이 된다. 실

상 여기에서 예로든 파일들은 증거물의 성질이 강하지만, 여타 파일

중에 몰수물의 성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잘라내기‘를 실현하는 과

정에 좀 더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 디지털 서명(Digital Signature)

이 제안 내용 전체에 디지털 서명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하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1) 디지털 서명의 개념

'서명'의 개념은 누구나 알고 있다. 문서에 서명을 한다는 것은 그

문서를 서명자가 작성했고 승인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명이 있

으면 해당 문서가 올바른 개체로부터 왔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고객

이 당좌수표에 서명을 하면 은행은 그 당좌수표가 다른 사람이 아

니고 바로 그 고객이 발행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문서에 서명을 한 것이 검증되면 그것은 인증을 의미한다. 즉, 그

문서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화가가 자신의 작품에 서명을 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작품에 서명이 일단 확인이 된다면 그 작품이 진품이라

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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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는 것은 많이 다를까. 대답은 그렇

지 않다. 일반문서에 하는 서명처럼 간단하게 실행되어야 하고, 위

의 ‘서명’처럼 누구의 서명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전자

서명에는 ‘문서와 분리되는 서명’과 ‘본인인증’의 역할 두 가지가 필

요하다86).

구체적으로 디지털서명을 설명하면, 앨리스(Alice-송신자를 의미하

는 암호학적인 대표 명칭이고, 이후 ‘송신자’로 표현함)가 밥(Bob-수

신자를 의미하는 암호학적인 대표 명칭이고, 이후 ‘수신자’로 표현

함)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수신자는 송신자에 대한 확실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즉, 수신자는 그 메시지가 정말로 앨리스로부터 온 것

인지 아니면 이브(Eve-도청자)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지

는 것이다. 수신자는 송신자에게 메시지에 전자적으로 서명을 해달

라고 요청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서명은 메시지의 송신자

가 앨리스라는 확실성을 증명해줄 수 있다.

[그림-5] 디지털 서명 요약 도해

그 과정에 서명자(송신자, Alice)는 자신의 개인키로 서명을 하고,

86) Wade Trappe·Lawrence C.Washington, 「Introduction to 
Cryptography with Coding Theory」, Person, (2005) 2nd,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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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디지털증거팩의 전자 서명 정보이다. 

목적 디지털증거팩을 보증하기 위한 요소이다. 

근거  

적용범위 디지털증거팩에 적용한다.

적용조건 디지털증거팩을 생성한 후 필요에 의해 생성한다. 

필수/선택 선택

반복수 0..*

하위요소

요소명 요소설명 선택성 반복

서명일시 서명을 한 날짜와 시간 선택 0..1 

서명 서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서명 자체 선택 0..1

인증서 서명에 사용한 인증서 선택 0..1

인증서발급자 인증서를 발급한 주체 선택 0..1

인증서일련번호 인증서의 고유한 식별 번호 선택 0..1

인증서유효기간 인증서의 유효 기간 선택 0..1

서명자ID 서명자 구분을 위한 구분자 선택 0..1

서명자명 서명 주체의 이름 선택 0..1

검증자(수신자,Bob)은 서명자의 공개키로 서명을 검증하는 공개키시

스템이 필요하다87).

디지털 서명에 대한 대검찰청의 한국산업표준상 개념은 다음과 같

이 디지털 서명 정보의 상세항목을 설명한다.

디지털서명정보(DigitalEvidencePack.DigitalSignature)88)
   디지털증거팩을 구성하는 디지털 증거와 보고서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는 정보로 하나의 디지털증거팩 내에

여러 개의 서명 정보가 관리될 수 있다. 구성요소는 서명일시, 
서명, 인증서, 인증서발급자, 인증서일련번호, 인증서유효기간, 
서명자ID, 서명자명, 서명항목, 부가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87) 김명환·천정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수리

암호학 수업 내용 중 발췌. (2014)
88) 대검찰청, 디지털증거데이터팩 표준안. (201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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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항목 서명 항목의 이름 

(서명의 범위 표시)

선택 0..*

부가정보 부가 정보 선택 0..*

비고
- 서명항목: 서명의 대상이 되는 XML 내부 경로

- 부가정보: 오프라인 서명의 스캔본 첨부 등에 활용

[표-1] 디지털 증거, 전자서명 데이터 팩89)

디지털 증거의 보관과정에 활용하는 디지털 서명의 응용방법 중

“타임스탬프를 이용한 서명”을 도입하면 더 확고한 동일성을 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타임스탬프를 이용한 디지털 서명구조란, 예를 들어, 만약에 송신

자가 자신의 은행을 수신자로 하여 요청서에 서명을 한다고 해보자.

이 요청의 내용은 돈을 이브(Eve-여기서는 최초에 송금액을 수령하

는 자이지만 두 번째 거래부터 공격자가 될 수 있는 가정하에 설명

하므로, 공격자로 표현한다.)에게 송금해달라는 것이라고 한다. 만약

이 문서에 타임스탬프가 없다면 공격자는 이 메시지를 가로채어 저

장해 놓았다가 나중에 재전송할 수 있을 것이다. 시계가 동기화되지

않았다거나 유니버설 시각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 때 실제 일자와

시간을 문서에 포함시킨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90). 그래서 요청서

와는 별도로 시간을 인증해줄 장치가 필요하고, 이것이 “타임스탬프

를 이용한 디지털서명(Time stamp-디지털서명)”으로 가능하다.

89) 대검찰청, 위 자료. 13.
90) Abraham Silberschatz(김형주 역), 「암호학과 네트워크 보안」, 

McGraw-Hill Korea (2010. 12) 4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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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타임스탬프-디지털서명 요약 도해

일반압수물에 RFID태그를 부착하여 추적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

직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형사기록물에 도입되었듯이 추후 도입이

된다면, 디지털 증거에서 이와 같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타임

스탬프-디지털 서명(”Time stamp-디지털서명“은 ”T-디지털서명“으로

표기)”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2) 디지털서명을 활용하는 디지털증거 보관

추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 활용방식을 제안한다. ① 디지털 증거

수집과정에서 사용할 매체를 수사기관에서 만들 때 타임스탬프를

이용한 서명 가능한 구조를 Plug&Play방식의 USB에 적용하는 것이

다. ② 해당 USB를 가지고 디지털증거 원본에 접근할 때, 일차적인

서명(T-디지털서명)을 진행한다. ③ 이후 수사기관은 신뢰받는 제3의

기관에 해당 디지털 증거를 업로드 한다. ④ 제3의 기관에 보관된

원본 증거는 피압수자도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디지털증거를 열람하

여 활용할 수 있게 허가한다. ⑤ 열람을 한 경우 원본증거가 훼손되

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해당 디지털 증거물에 다시 서명(본인인증 -

압수물대출 후 반환 시 봉인하는 것과 같은 절차)한다91). 그리고, 환

91) 디지털 서명의 경우, 최초 서명으로 기술적인 면에서는 무결성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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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결정이 되면 피압수자에게 원본증거를 다운로드해주고, 몰수 결

정이 나면 자체 폐기한다.

[그림-7] 디지털 서명을 활용하는 부분 구체적인 구상

라. 디지털 증거의 처분에 활용

세 번째 제안으로 되돌아와 살펴보면, 업로드 방식의 경우 압수물

이 “환부” 처분되면 원본을 피압수자에게 다운로드해주고, “몰수”

처분되면 업로드된 원본을 폐기하면 될 것이다. 이 방법은 더욱이

압수물의 보관단계에서 피압수자의 점유가 단절된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또한 앞서 문제 제기된 회사의 회계장부를 압수한다면 회사 이익

추구라는 기본권이 침해당하게 되지만, ‘신뢰받는 제3의 기관’에 업

로드한 후 계속사용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가환부’절차를 통해 회계

장부를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함도 있다.

될 것이나, 여기에서는 최초의 서명이 ‘시간’을 인증하고, 두 번째 서명

은 ‘본인’임을 인증하고, 세 번째 서명은 ‘수사기관’임을 인증한다는 의

미로 [그림-5]와 같이 여러 차례 서명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

는 것은 앞서 보았던 일반압수물의 ‘봉인’을 디지털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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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칭)형사디지털증거보관소 구상도

이와 같이 전개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고, 번호순

서는 디지털증거의 압수, 보관, 처분과정을 따라서 ①부터 ⑧까지

진행된다.

[그림-8] 신뢰받는 제3의 기관을 활용하는 구상도

바. 법률적 적용

이러한 형태를 법령으로 도입함에는 근거가 필요하다.

압수물은 압수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청사로 운반하여 직접 보

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자청보관의 원칙이라 한다.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보관함에 있어서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형소법 제131조, 제219

조).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보관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

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92).



- 53 -

그리고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

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형

소법제130조 1항, 제219조). 이를 압수물의 위탁보관이라고 한다. 이

런 압수물의 보관 중 위탁보관의 개념을 적용하면 된다.

결론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성한다면, 신뢰받는 제3의 기관을 “(가

칭) 형사디지털증거보관소”라고 하고, 법령에 따라 설립 및 운영 규

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현재 대검찰청에 설립되어 있는 국

가디지털포렌식연구소(NDFC)도 포함되거나 병렬기관으로 두면 보

다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니면, 법무부 산하

에 (가칭) 형사디지털증거보관소와 국가디지털포렌식연구소를 두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4. 소결

이와 같이, 일부 몰수가 예상되는 디지털 증거의 경우, 재사용의

우려가 있는 암호화 보다는 ‘신뢰받는 제3기관’에 타임스탬프-디지털

서명을 한 후 업로드 하는 것이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보관과정에

서 피압수자의 점유관계를 단절 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보관과정에서 모두 동일성과 무결

성,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신뢰받는 제3의 기관:(가칭)형사디지털

증거보관소’를 설립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검토 되었다.

덧붙여 (가칭)형사디지털증거보관소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 내에서

92) 이재상, 앞의 책, (2009)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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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죄’의 정황증거를 발견하게 된다면, ‘몰수보전명령93)’제도의 확장

된 해석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만약 당해영

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증거를 발견하는 경

우에도 증거분석 과정에 피압수자를 참여시켜서 참여권 보장단계만

거치면 별도 영장 없이 진행해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93)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몰수보전명령)
    ➀ 법원은 마약류 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이 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그 밖의 법령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

사의 청구를 받아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함으로써 그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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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증거의 복제 압수 원칙으로

인해 몰수가 예상되는 디지털 증거물까지 복제되어 압수하고, 원본

은 피압수자에게 점유가 유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압수시

신뢰받는 제3의 기관에 원본 디지털 증거물을 업로드하여 수집 및

보관 이후 환부나 폐기까지 수행할 수 있게 하면 선별압수로 인한

피압수자와 수사기관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신뢰받는 제3의 기관((가칭)형사디지털증거보관소)를 설립하려는

이유는 기존 압수물을 보관, 제출, 처분하는 검찰청에 대한 국민적

인 신뢰가 약하고, 심지어 법원조차 검찰청에 대한 신뢰성을 약하게

지니고 있음을 잇따른 판례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삼권분립과 행정기관 설립의 복잡한 구상을 고려하여, 제3의 기

관은 공법인으로 설립하여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하되 법원과 수사

기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을 지닐 수 있도록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임명한 간부,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파견한 직원, 자체

선발된 직원을 함께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물론 제3의 기

관에 대한 법원과 수사기관의 정기적인 감독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한 제3의 기관에서는 디지털증거의 압수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무

결성, 신뢰성’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94)”를

만들어 내는 것도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향후 연구과제로 삼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제

94) 본인의 구상에 있는 디지털증거의 ‘잘라내기’이후 업로드를 실현할 소

프트웨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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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디지털증거보관소 설립·운영 규정(안)
대통령령

제1조(목적)이 영은 「형사소송법」(신설 조문)에 따른 형사디지털증거

보관소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임원, 직원 및 설비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①법무부장관은 형사디지털증거보관소 공법인을 설립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아래의 사항을 명시한 공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를 신설하여야야 한다.
1. 형사디지털증거보관소의 설립주체 및 설립목적

2. 형사디지털증거보관소의 업무범위

3. 재정운영계획

4. 감사등 감독관련 계획

제3조(임원의 임명)법무부장관이 임명한 소장 1명, 대법원장이 임명한

부소장 1명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조직)①보관소운영을 위한 행정직 담당 직원은 2명 이상 소장의

명으로 확보한다. 
②디지털증거를 수집, 보관, 폐기업무에 필요한 2년이상 전문교육을 수

료한 직원을 상시 10명 이상 둘 수 있다.
제5조(운영 경비의 부담)보관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특별예산회계

로 충당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한다. 그런 의미로 (가칭) 형사디지털증거보관소에 대한 규정(안)

을 제시하고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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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fter the general evidence seized(Seized articles) is 
determined mainly confiscation possibilities in the investigation 
phase has recognized the occupation of ownership country, the 
possession of the person who seized. It is helpful to charges 
and prosecution to maintain recognition of the occupied 
country, also found occasionally “yeojoe(other crimes)”.
  Whereas digital evidence has been admitted to occupy the 
country and confiscated copi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exceptional sources confiscated. Since the 
possession of the person who seized digital evidence is 
recognized, it may occur after replication, utilization, and 
disposal problems such as unauthorized by the original.

  So it's a restricted access measures be seized in digital evidence 
collection phase to prevent encryption, DRM, and suggested ways 
to upload to third parties. However, if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tirety of the thing that seized and   
digital evidence, And evidence expected confiscation, when the 
an article seized only for evidence, some confiscation expected 
succeeds or the evidence if the thing that seized was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approaches.
  And, after collecting digital evidence in the archive stage, 
"refund" or "analysis" above the variables for the evidence 
seized from a person who seized cases that occur, such as the 
possibility of raising the modulation proposed a digital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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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source block technique.
  The above-described encryption method is not possible to 
remove the re-usability, it was determined that the DRM system is 
rather a problem to produce a digital proof counterparts. And,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e digital signature is suspected it 
excluded the possibility was considered necessary certification.
  As a result, this paper looked to find a way to satisfy both 
parties restricted access confiscated and seized a chair in the 
digital evidence collection and storage phase, and eventually 
came to the conclusion that receive "a trusted other institutions" 
to implement them.

 Keyword : Digital Evidence, Forfeit, Seizin, Restricted Access 
Measure 

 Student Number : 2014-2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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