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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의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기술을 수단으로 하여 발생하는 성범죄이며,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및 불법 성범죄 기록물을 보관한 HDD, USB 등의 정보저장

매체를 압수·몰수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촬영행위의 결과물

또는 유포행위의 목적물인 불법촬영물이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를

내용으로 하고, 유포되는 경우 완벽하게 삭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정보저장매체가 압수의 목적물인 경우 원칙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피고사건과 관련 있는 정보만 출력·복제 방법으로

압수하여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매체를 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법촬영물은 사진·동영상 파일의 전자정보

형태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데, 불법촬영물을 출력·복제

방법으로 압수하면 ➀ 피의자·피고인의 정보저장매체에 계속하여

불법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으므로 법익 침해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유포·재유포로 인한 추가적인 법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➁
압수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몰수형의 집행 대상이 수사기관의 정보

저장매체에 저장된 불법촬영물인지 피의자·피고인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불법촬영물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으며 ➂ 압수
시점과 몰수형의 집행 시점의 시간적 차이에 따라 집행의 실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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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할 수 없다. 또한 카메라 및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경우 ➀ 
피고사건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가 압수되어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침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➁ 타인 소유의 매체에 대해서는 몰수할 수가 없고, ➂ 
정보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며,

➃ 정보에 대한 몰수 선고를 하더라도 선고 시까지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를 압수하고 있어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상

저장 공간에 불법촬영물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압수·몰수의 대상과 범위, 방법과 시기에 대해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내·외의 사례 및 입법 추진 중인 관련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압수 시점에서 출력·복제 압수 후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써 현재

전자정보의 압수 과정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절차의 관점에서 ‘정의실현’과 ‘인권보호’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어 :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출력·복제 압수의 한계, 디지털

포렌식 활용, 파일의 삭제·복구 원리, 영구삭제

학 번 : 2017-2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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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는 글

1.1. 연구배경 및 목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구성요건인 ‘불법촬영물’에 대한 압수 몰수의 대상과 범위,

방법과 시기와 관련하여 현행 법체계 내에서의 정보에 대한 압수·몰수

규정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그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현재

전자정보의 압수 과정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절차의 관점에서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진·동영상 파일과 같은 전자정보의 형태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불법촬영물은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유포되면 완벽하게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그로 인한

법익 침해를 해소하기 어려우며 재유포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1) ➀ 명칭계층의 ‘불법촬영물’ 또는 ➁ 물리계층의 ‘저장매체,

기기 등’2)에 대한 압수·몰수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만큼3) 그 대상과 범위,

1) 김현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7, 113 - 120면

2) 원용기, ‘디지털증거에 대한 계층적 접근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이학석사학위논문,
2016, 16-20면, [디지털 증거를 물리계층(정보저장매체), 상자계층(볼륨·파일시스템),
명칭계층(파일), 자료계층(데이터베이스 파일 내의 특정 테이블이나 레코드 등), 출력계층
(문서파일의 인쇄물, 모니터에 출력된 전자결재 문서 등)으로 구분하는데, 이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은 명칭계층, 정보저장매체는 물리계층에 해당됨]

3) 2017. 9. 26.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이 수립되었고, ➀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단계, ➁ 불법촬영물
유포·신고 단계, ➂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단계, ➃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단계, 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계, ➅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세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위 ➃항과 관련하여 ‘불법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및
불법 성범죄 기록물을 보관한 하드디스크, USB 등 저장매체를 압수·몰수’하는 방안이 있다.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344 (2018. 11. 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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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시기와 관련하여 현행 법체계 내에서의 한계가 없는지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 제안 및 활용 가능한

기술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2. 관련 연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해당 범죄 처벌 강화의 필요성과

법원이 구성요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에 대한 비판 및 구성요건과

관련한 입법 공백 해소의 필요성,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하여 주로 연구하였고, 불법촬영물 또는 촬영 기기의 압수·

몰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4)5) 그 대상과 범위, 방법과 시기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한편 몰수 대상 전자정보와

관련한 현행 법체계 내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 디지털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및 몰수 등에 대한 연구6), 개인정보와

아동 음란물을 ‘사이버 금제품’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사이버 금제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제안한 연구7), 현행 형사소송법과 디지털 증거 수사 실무

사이에서 발생 가능한 몰수 대상 정보의 압수 방법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8),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는 몰수 대상 정보에 대한 압수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연구9), 경찰 전문수사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4) 김현아, 앞의 논문
5) 전윤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개선방안’,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19(3), 2016

6) 신동현·백승조, ‘디지털압수물의환부·가환부와몰수방안에관한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8(1), 2014.
7) 김정훈, ‘수사기관의 사이버 금제품 관리 방안’, 고려대학교 공학석사학위논문, 2015.
8) 전현욱외, ‘사이버범죄의수사효율성강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5, 117-128면
9) 김기범외, ‘전기통신사업자보관몰수대상정보의압수실태및개선방안’, 경찰학연구 16(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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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몰수 대상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10)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토대로 시의성 있는 범죄 현상에 있어서

압수·몰수와 관련하여 그 대상과 범위, 방법과 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현상인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압수·몰수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범죄현상에서 현행 법체계 내

에서의 정보에 대한 압수·몰수 규정의 한계점을 살펴봄으로써 그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앞서 제안되었던 기술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정의실현과 인권보호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1.3. 연구범위

디지털 성범죄의 구성요건 중 핵심적인 행위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행위’와 인터넷 등을 통한 ‘유포행위’ 이다11)12).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으며13), 그 외 단순 이용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는 다시 보관자로서 불법촬영물을 유포할 수 있다. 아래

[그림 1-1]은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면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14).

10) 강민기, ‘몰수대상디지털증거압수·수색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연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8.
11) 이주원, 제3판 특별형법, 홍문사, 2014, 465면
12) 김현아, 앞의 논문, 113면
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법률 제15452호, 이하 생략) 제
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4) 김현아, 앞의 논문, 113 - 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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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불법촬영물 유포·재유포 피해의 심각성

<유포자> <유포수단> <이용자>

촬영자
or

보관자

‘유포’

업로드
전기통신

사업자

(웹하드 등)

다운로드 보관자
불법촬영물 불법촬영물

한편, 유포의 수단이 되는 웹하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

사업자는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차단해야할 의무15)가 있는데, 최근 ‘업로더

-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장의사’의 유착인 ‘웹하드 카르텔’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 확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부분은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앞선 정부대책 발표 이후 관련 공공·

민간 기관·단체가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촬영·보관자의 촬영·유포행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4. 구성

제1장에서는 연구배경 및 목표, 관련 연구, 연구 범위를 기술하였다.

계속하여 제2장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및 주요 구성

요건으로서의 불법촬영물의 성격을 살펴보고 사례를 들어 현행 압수

15)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4576호, 이하 생략) 제22의 3 제1항 제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881호, 이항 생략) 제3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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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규정의 한계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전자정보에 대한 현행 압수

규정이 급격히 변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 국내·해외의 사례와 비교법 연구를 통해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고

제4장에서는 현재 전자정보 압수 과정에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 및 절차와 불법촬영물에 대한 수색과 압수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방법을 살펴봄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불법촬영물의 압수·

몰수와 관련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촬영물

2.1. 디지털 성범죄

2.1.1. 의의 및 보호법익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의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수단으로 하여 발생하는 성범죄이며16),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17)’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의 결과물 또는 목적물인 불법촬영물은 민감한 사생활의 영역을

내용으로 하며, 다른 정보들과 결합해서 정보주체를 쉽게 알 수 있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또는 ‘잊혀 질 권리’와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16) https://www.stop.or.kr/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8. 11. 7. 검색)
17) 대법원 2014. 7. 24. 2014도6309, 헌법재판소 2014. 7. 24. 2014헌마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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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실행행위

디지털 성범죄는 크게 ‘촬영행위’와 ‘유포행위’로 나눌 수 있고 현행 법

체계 내에서는 ➀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카메라등이용촬영)18),
➁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19), ➂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
(음란물제작·배포 등)20) 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불법촬영물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2. 불법촬영물

2.2.1. 법적 성격

가. 범죄의 구성요건·증거방법·몰수의 대상으로서의 성격

디지털 성범죄 행위 중 촬영 행위의 결과물, 유포 행위의 목적물로서

불법촬영물은 구성요건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방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범죄에 사용된 피 묻은 칼,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 밀수품 등과 같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하여 수집·

보전하는 증거방법으로서 사실인정의 자료21)22)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불법한 촬영이라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성된 결과물 또는 불법하게

유포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물수의 대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법률 제15792호, 이하 생략) 제13조·
제14조

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법률 제14938호,
이하 생략)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20)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그 외의 11조
21) 배종대 외, 형사소송법, 홍문사, 2015, 548면
22) 정웅석·최창호,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17,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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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보관자의
정보저장매체

➂ 동시에 존재 수사기관의
정보저장매체

…… 무관정보……
➀ 출력 또는
복제 ➁ 불법촬영물

불법촬영물

…… 무관정보 ……

copy

나. 불법한 전자정보로서의 성격

불법촬영물은 사진·동영상 등의 파일 형태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이다. 현행 형사소송법과 압수수색 영장 별지의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23)’에 따르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전자정보는 출력 또는

복제의 방법으로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자정보는 복제가 용이하고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더라도 증거로서 동일한 가치를 유지하므로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경우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마저 압수하게

되고 이로 인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만일

불법촬영물을 출력 또는 복제 방법으로 압수하게 되면 피의자 피고인이

계속하여 불법촬영물을 소유 소지 보관하므로24) 법익 침해의 사실이

해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포 재유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출력 또는

복제 방법으로 압수한 후 적정한 조치가 필요한 불법한 전자정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아래 [그림 2-1]은 불법촬영물을 출력 또는 복제 방법으로

압수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표현하였다.

[그림 2-1] 출력 복제 방법 압수의 문제점

23) 안성수, 제5판 주석 형사소송법(Ⅰ),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564-566면
24) 신동현·백승조, 앞의 논문,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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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 ◯ 갑동

행위 1.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신체부위 촬영

행위 2. 평소 알고 지내던 ▵을순(女)의 동의하에 샤워 중 ▵을순 촬영

(▵을순 유포 동의 X)

행위 3. 자신의 스마트폰은 자신의 집에 설치한 NAS와 연동

행위 4. NAS 스토리지는 P2P 사이트에 연결되어 있음

행위 5. 불법촬영물을 저장한 외장하드를 사무실 서랍에 보관

다. 민감한 개인정보로서의 성격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25)’와 ‘정보주체26)’와

관련하여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민감정보27)’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불법촬영물에 담긴 영상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2.2.2. 사례 연구

가. 사례

25)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4839호, 이하 생략) 제2조 제1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6)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3호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27)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➀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상,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간정보의 범위 -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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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6. 회사 PC에 불법촬영물을 저장하여 두고 포털 이메일에 파일을

첨부하여 보내는 방식으로 ▵을순 사진을 포함한 다수의

사진을 친구 □병서에게 메일 발신함 (메일계정)

나. 검토 - 현행 법체계의 한계

(1) 수색 대상 및 범위 확대 필요성28)

위 가. 항의 사례에서 물리적인 수색 장소는 피의자의 신체, 주거지,

사무실 등이며 논리적 수색 장소29)는 피의자의 스마트폰, NAS, 회사

PC, 메일 계정, 사무실에 보관 중인 외장하드 등이다. 전자정보인 불법

촬영물은 복제용이성 및 원본과 사본을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유포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수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확보하여

압수할 필요가 있고, 사진·동영상 파일은 연결 프로그램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모든 수색 대상을 알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불법촬영물이 복사된 다른 정보저장매체 유무 및 가상 저장 공간30)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수색하여야 한다. 또한

28) 조주은·최진응,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
정책보고서(7), 2018, 40면 [… 불법촬영물 등의 압수·수색의 경우 컴퓨터, 스마트폰,
USB 등 매체뿐만 아니라 각종 온라인 계정을 통해서도 촬영물을 소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압수·수색의 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

29) Orin S. Kerr, 'SEARCHES AND SEIZURES IN A DIGITAL WORLD', 119
Havard Law Review 531, 2005, 543-547면

30) 본 연구에서 정하는 가상 저장 공간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계정 권한을 부여 받아 인터넷을 통해 연결하여 사용 가능한 가상저장 공간 및 파일
서버, VDI 상의 가상 저장 공간, 메일 계정 등 로컬 PC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정보
저장매체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로컬 PC 내에 가상 머신 또는 가상 하드 디스크 등의
설정을 통해 사용 가능한 모든 논리적인 저장 공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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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후 압수’라는 시간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장소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현실 등을 반영하여 인권침해를 최소로

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긴급압수 또는 접근제한 조치31) 등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32).

[그림 2-2] 불법촬영물과 관련한 논리적 수색 장소

몰수 불가 매체

동기화 계정

‘불법촬영물’
촬영 스마트폰

카메라 등저장

저장

촬

영 저장

내장저장장치
(분리X)

‘불법촬영물’

외장저장장치
(분리O)

‘불법촬영물’

복사 복사 복사

행위자 소유

정보저장매체

‘불법촬영물’

타인 소유

정보저장매체

‘불법촬영물’

가상 저장 공간

- 온라인 계정

‘불법촬영물’

31)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현장에서 우연히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촬영물이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를 발견한 경우,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을 시간동안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말한다. 불법성을 갖는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익 침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필요최소한의 조치를 의미한다.

32)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성 개념의 해석’, 법조 제686권, 2013, 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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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수 대상 및 방법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압수 대상 및 방법을 정하는 것은 이후 압수물

처리 또는 몰수형의 집행 방법으로써 폐기(삭제)33)의 대상 및 방법을

정하는 것과 연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명칭계층의 불법촬영물을 출력·복제

방법으로 압수하면 ➀ 피의자·피고인의 정보저장매체에 계속하여 불법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으므로 법익 침해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재)유포로

인한 추가적인 법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➁ 출력·복제한 압수물에

대한 몰수 선고 시 그 집행 대상이 수사기관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불법촬영물인지 피의자·피고인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불법촬영물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고, ➂ 압수 시점과 몰수형의 집행 시점의 시간적

차이에 따라 몰수 선고 후 피의자 피고인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몰수형의 집행에 있어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물리계층의 카메라34) 및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경우 ➀ 피고
사건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마저 압수되어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➁ 
타인 소유의 매체에 대해서는 몰수할 수가 없어 몰수형의 집행 시 그

대상과 범위를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➂ 정보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며, ➃ 불법촬영물에 대한 몰수 선고를

하더라도 선고 시까지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를 압수하고 있어 피의자·

33) 오기두, 전자증거법, 박영사(2015), 43-44면, “형법 제48조 제3항이 전자기록물의 일부가
몰수 대상이면 이를 폐기할 수 있게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폐기 보다는 삭제가
적절한 표현이라는 의견이 있다.” [형법 §48 ➂ 제48조 제3항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신설)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형법)]

34)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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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게 되고, 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상 저장 공간에 불법촬영물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 정보저장

매체를 압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이 있다. [표 2-1]은

현행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방법을 따를 경우 압수 대상(범위)에 따른

방법 및 정보저장매체의 소유관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몰수의 대상과

관련한 문제점을 보여준다.

[표 2-1] 압수 대상(범위)에 따른 방법 및 필요한 조치

압수 대상(범위) [방법] 필요한 조치

불법촬영물

(명칭계층)
출력

· 압수의 목적물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적정한 조치 필요
복제

정보저장매체

(물리계충)

범인

소유

· 불법촬영물 증거화 조치

· 몰수 대상 특정 필요

- 명칭계층 또는 물리계층

※ 무관정보 환부 필요 (비례성)

매

체

압

수

타인

소유

· 불법촬영물 증거화 조치

· 몰수할 수 없으므로 매체 환부 시

불법촬영물에 대한 적정한 조치 필요

가상

저장

공간

· 매체 압수 불가함(제3자 소유)

· 출력 또는 복제 후 불법 촬영물에 대한

적정한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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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압수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몰수형의 집행에 있어 그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법촬영물은 전자

정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전에 수색 대상을 모두 특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몰수 대상 물건의 압수 여부 등은 형법상

몰수의 요건이 아니고35) 몰수가 불가능할 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지만36),

이는 유체물을 대상으로 한 몰수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으나 불법한 전자

정보인 불법촬영물에 있어서 압수 시점에서는 출력 복제 방법에 의하고

몰수형의 집행을 위해 다시 그 범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압수 시점에서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몰수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피해가 심각하고 불법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및 불법 성범죄 기록물을 보관한 HDD, USB 등 저장매체를

압수·몰수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➀ 수색 및 압수 시점에서 그 대상과
범위를 정하여야 하며 ➁ 다른 조사 대상 매체로 복사된 사실 등이 있으면

현재 수색의 근거가 되는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라도 접근 제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➂ 불법촬영물에 대하여 출력 또는 복제

하여 압수한 후 피의자 피고인의 정보저장매체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등 적정한 조치를 허용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5) 대법원 2003. 5. 30. 2003도705
36) 형법(법률 제15793호, 이하 생략) 제48조 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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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법 연구를 통한 입법 제안

3.1. 국내 사례

국내법 중 군사기밀보호법은 이 법률 위반 사건에 있어서 군사기밀에

대해 출력 또는 복제 압수 후 수사기관이 군사기밀의 불법한 점유자에게

해당 군사 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37), 만일 점유자가 즉시 삭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소추하지 않는

경우에도 삭제·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38).

3.2. 해외 사례

해외 사례에서 일본의 형사소송법은 ‘이전’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형사소송법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전자정보에 대하여 사본

압수 후 검사의 지시에 따라 삭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서는 전자정보의 수색 및 압수와

관련하여 조사 대상 시스템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해 접근제한 및

이전(remove)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37) 군사기밀보호법(법률 제13503호, 이하 생략) 제16조 제3항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그 점유자가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
기밀의 삭제 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삭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 9. 1.) [개정이유. 출력 또는 복제 방법으로 압수하는
경우 군사기밀이 계속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게 되는 문제가 있어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38) 군사기밀보호법 제20조의2 제2항 ‘검사 또는 군검찰관은 이 법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 중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의 삭제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7.) [개정이유. 군사기밀 관련
범죄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 압수물 중 유출된 군사기밀에 대한 사후조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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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문 주요내용

해

외

사

례

일본39)40)

형사소송법

§110의241) · 전자정보 압수 방법

→ ‘이전’의 방법 규정

프랑스42)

형사소송법
§56 ➄·➅

· 매체 압수 또는 출력의 방법 중

선택하여 압수할 수 있으며

· …피해를 줄 염려가 있거나 그

전자정보의 유지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사본만 출력한 다음

검사의 지시에 따라 본체에서 삭제

할 수 있음

유럽평의회43)

사이버범죄

방지조약

19(3) d
· 조사대상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혐의와 관련 있는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 차단과 이전 권한 규정

[표 3-1] 전자정보 압수와 관련한 비교법 연구

39) 우지이에 히토시, 일본의 전자적 증거 압수에 관한 2011년 개정법 소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015, 413-414면

40) 위 39)에서 계속. 일본 형사소송법. 제110조의 2 압수할 물건이 전자적 기록과 관련된
기록매체인 경우, 압수영장을 집행하는 자는, 그 압수를 갈음하여 다음에 열거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공판정에서 압수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압수할 기록매체에 기록된 전자적 기록을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인쇄 또는 이전한 후,
당해 다른 기록매체를 압수하는 것

2. 압수를 당하는 자에게 압수할 기록매체에 기록된 전자적 기록을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
인쇄하게 하거나 이전하게 한 후, 당해 다른 기록매체를 압수하는 것

41) 위 40)에서 계속. ‘이전’이란 ➀ 몰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적 기록, ➁ 위험물의 제조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적 기록, ➂ 증거 인멸 등 수사방해를 용이하게 하는 전자적
기록의 경우 ‘이전’의 방식으로 압수할 것으로 상정된다.

42) 법무부 형사법제과, 프랑스 형사소송법, 법무부(2011), 48면, 제56조 ➄ 범죄수사에 필요한
전자정보를 압수함에는 전자정보가 담긴 물건을 압수하거나 참여자의 입회하에 사본
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➅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염려가 있거나
그 전자정보의 유지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본만 출력한 다음에 원본은 검사의
지시에 따라 본체에서 삭제할 수 있다.

43) Convention on Cybercrime(European Treaty Series - No. 185, Budapest,
23Nov2001) Article 19(3) "d. render inaccessible or remove those computer data
in the accessed compu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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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내용

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신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죄에 관련된 카메라

등(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의

소유에 한한다)은 몰수한다.

➁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4항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

조에 따른 촬영물인 압수물로서 압수를 계속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압수물은 피고사

건의 종결 전에도 폐기할 수 있으며,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피고사건의 종결 직후 폐기할

수 있다.

3.3. 입법 추진 중인 개정안 검토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법안들을 살펴보면 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불법촬영물의 촬영 및

유포와 관한 범죄에 관련된 카메라 등을 몰수한다(죄를 범한 사람의 소유에

한하여)는 필요적 몰수를 내용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44),

➁ ‘형사소송법’ 제130조에 불법촬영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개정안45), ➂ ‘형법’ 제48조에 전자정보의 몰수 방법을 삭제 또는 암호화

방식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46) 등이 있다.

[표 3-2] 입법 추진 중인 개정안

44) 의안번호 2004943, 2017. 1. 2. 김삼화 의원 대표 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소관위 접수, 2018. 11. 11. 검색)

45) 의안번호 2014083, 2018. 6. 28. 신용현 의원 대표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소관위 접수, 2018. 11. 11. 검색)

46) 의안번호 2015583, 2018. 9. 17. 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소관위 접수, 2018. 11. 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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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형법 제48조

제1항 제4호 신설

제4항 신설

➀ 몰수 대상 신설

추가범행의 위험,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자정보

➃ 전자정보의 몰수 방법 신설

… 전자정보의 몰수는 삭제 또는 암호화 방식 …

개정안 ➀의 경우 타인 소유의 정보저장매체 및 가상 저장 공간에 저장된
불법촬영물에 대한 입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 ➁의 경우
불법한 정보의 압수 방법에 대한 입법 보완으로 폐기 대상 불법촬영물이

수사기관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것인지, 피의자 피고인의 정보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것인지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개정안 ➂의 경우 전자정보를 몰수 대상으로 규정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으나 형법총칙상의 임의적 몰수 규정인 점과 불법한 전자정보의 압수

방법에 대한 입법이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4. 개정안 제안

3.4.1. 성폭력처벌법 개정 제안

현행 형사소송법의 정보에 대한 압수 방법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압수에 있어서의 한계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국내의 군사기밀보호법과

같이 ➀ 불법촬영물에 대한 출력·복제 방법 이후 삭제 등 적정한 조치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➁ 압수 대상의 정보가 불법촬영물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추하지 않는 경우에도 삭제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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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이 법률 제13조 제14조 위반 사건과 관련한 불법촬영물에

대하여 압수 후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➁ 불법촬영물임이 명백하거나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본안

사건 소추 여부 및 경중에 대한 판단과 분리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➂ 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에 준용 규정 신설

➀ 불법성을 갖는 전자정보에 대한 출력 복제 방법 압수 후 추가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➁ 몰수 대상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규정 신설

[표 3-3] 성폭력처벌법 등에 근거 규정 신설 방안

3.4.2. 형사소송법 개정 제안

현행 형사소송법의 정보에 대한 압수 방법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그 성격이 불법한 정보에 대한 압수 방법을 법률로써 규정함으로써 정의

실현과 인권보호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여 불법성을 갖는

전자정보의 출력·복제 방법 압수 후 적정한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 대상의 성격을 갖는 전자정보의 압수 방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표 3-4] 형사소송법에 근거 규정 신설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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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소결

국내법에서의 군사기밀보호법, 일본·프랑스의 형사소송법,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서는 전자정보를 출력 또는 복제의 방법으로 압수

하는 방법 외에도 이전 및 삭제 등의 적정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력 복제 방법으로 압수하는 경우

압수 이후에도 피의자·피고인이 해당 정보를 소유·소지·보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하거나 그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증거방법 확보 방안과 함께 그 불법한 전자정보에 대한

소유·소지·보관을 차단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신설된 제106조 제3항의 개정 이유47)는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한 것이라고 한다.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불법성이 없는

경우에는 적정한 방법이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압수·몰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및

해외 사례에서 그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마련된 법적 절차 등을 우리

법체계에도 반영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출력·복제의 방법으로 불법

촬영물을 압수한 후 삭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압수 대상성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여 몰수 대상 정보에

대한 압수 방법을 규정한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7) 형사소송법[시행 2012. 1. 1.][법률 제10864호, 2011. 7. 18. 일부개정] 개정이유 (출처 :

법제처 법령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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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촬영물에 대한 적정한 압수 방법

4.1. 개요

현행 형사소송법은 압수의 대상은 증거물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로 필요성 비례성 관련성48)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를 압수의 목적물로 하는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복제 방법으로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매체를 압수하는 경우에도 실무상 그 집행 장소에서 반출을 허용하되

마찬가지로 출력 또는 복제 방법으로 관련 있는 정보만 압수하고 관련이

없는 정보는 폐기할 것과 반출한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피고인에게

반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정보저장매체에 파일이 저장·삭제되는 원리 및 현행

출력·복제 압수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출력·복제 후 취할 수 있는 적정한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제안하였던 방법들과 관련

하여 개념적 모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정의실현과 인권보호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보저장

매체에 파일이 저장·삭제되는 원리를 살펴보고, 출력 복제 압수 과정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본다.

또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적정한 압수 방법과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의

영구적인 삭제와 관련한 기준을 확인한다.

48) 형사소송법(법률 제13720호, 이하 생략) 제215조, 제219조,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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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설명

물리적

단위

➀ bit(binary digit)
➁ nibble
➂ byte

- 0 또는 1 (이진수)

- 4bit (1자리 16진수)

- 8bit (2자리 16진수)

논리적

단위

➃ sector50)
➄ cluster51)

- 512 bytes

- 4,096 bytes (sectors per cluster : 8)

4.2. 파일의 저장 삭제 원리

4.2.1. 디지털 데이터의 단위

정보저장매체에는 대량·대용량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 데이터는

파일49)을 구성한다.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는 디지털 데이터는 0또는 1로

표현되며 디지털 데이터의 최소 단위는 비트이다. [표 4-1]은 디지털

데이터의 단위를 정리한 것이다.

[표 4-1] 디지털 데이터의 단위

위 [표 4-1]의 ➀항 내지 ➂항은 디지털 데이터의 물리적 단위이며,

➃항 내지 ➄항은 데이터 관리를 위해 정의된 논리적 단위이다. 윈도우의

49) 파일은 데이터의 모임으로서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된 것을 말한다. 즉 문서, 소리, 그림,

동화상 등의 자료를 모아 놓은 것인데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저장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파일(두산백과), 2018. 12. 5. 검색)
50) 컴퓨터가 주소지정을 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저장 공간으로 정보저장매체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읽고 쓰게 하기 위해 만든 구조…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섹터(두산백과),

2018. 12. 5. 검색)
51) 정준석 외, ‘임베디드 개발자를 위한 파일시스템의 원리와 실습’ 한빛미디어, 2006, 22면

[클러스터는 운영체제가 저장장치에 데이터를 읽고 쓰는 논리적인(defined) 기본 단위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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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
0 0 0 0 0 0 0 0 0 1 1 0 1 1 0 1
nibble

0x0 0x0 0x6 0xD
byte

0x00 0x6d
UNICODE (2bytes) 0x006d → m

bit
0 0 0 0 0 0 0 0 0 1 1 0 0 0 0 1
nibble

0x0 0x0 0x6 0x1
byte

0x00 0x61
UNICODE (2bytes) 0x0061 → a

bit
0 0 0 0 0 0 0 0 0 1 1 1 0 1 0 0
nibble

0x0 0x0 0x7 0x4
byte

0x00 0x74
UNICODE (2bytes) 0x0074 → t

bit
0 0 0 0 0 0 0 0 0 1 1 0 1 0 0 0
nibble

0x0 0x0 0x6 0xD
byte

0x00 0x68
UNICODE (2bytes) 0x0068 → h

메모장에 ‘math'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파일을 저장(UNICODE)하는 경우

정보저장매체에는 아래 [그림 4-1]과 같은 형태로 저장된다.

[그림 4-1] 디지털 데이터의 물리적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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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hex editor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 정보저장매체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식 (010 Editor)

위 [그림 4-1]과 [그림 4-2]는 디지털 데이터의 물리적 단위와 사람과

컴퓨터가 인식하는 데이터 표현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며 알파벳을 표현

하는 UNICODE(4자리 16진수, 2bytes)는 리틀 엔디언52)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보저장매체 내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기

위해 미리 정해진 약속을 파일시스템53)이라고 하며 보편적인 운영체제인

윈도우54)에서는 ‘FAT32’, ‘NTFS’ 등이 사용된다. 통상 포맷할 때 해당 매체에

사용할 파일시스템 및 클러스터 크기를 정하며 그 정보는 부트 레코드55)에

52) *endian - 컴퓨터의 메모리와 같은 1차원의 공간에 여러 개의 연속된 대상을 배열하는

방법(byte order)으로 큰 단위가 앞에 나오는 Big-Endian과 작은 단위가 앞에 나오는

Little Endian이 있다. 출처 : 위키백과 - 엔디언)
53) 정준석 외, 앞의 책, 13면, ‘파일시스템은 저장장치 내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기 위해

미리 정해진 약속이다.’
54) 운영체제(Operating System)의 시장점유율과 관련한 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모든 플랫폼에서 윈도우가 36.71%(안드로이드 32.87%, iOS 13.57%, OS X 6.37%),

데스크톱 플랫폼에서는 윈도우가 70.22%(OS x 12.25%)로 나타나 윈도우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출처 : http://gs.statcounter.com/os-market-share )
55) 해당 볼륨의 첫 번째 섹터이며 OS가 볼륨을 인식하는 시작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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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다. 아래 [그림 4-3]은 본 연구과정에서 활용하는 USB 메모리의

부트 레코드 정보이다.

[그림 4-3] 부트 레코드 정보 확인

EB 58 90 4D 53 44 4F 53 35 2E 30 00 02 08 5E 04
➀ ➁

중 략
46 41 54 33 32

➂ FAT32
➀ bytes per sector 0x 02 00 = 512
➁ sector per cluster 0x 08 = 8 → CL size = 4,096 bytes

➂ 파일시스템 - FAT32

한편 정보저장매체에 파일이 저장될 때 그 파일을 구성하는 데이터를

기록하는 데에 필요한 만큼의 클러스터를 할당받는데 아래 [그림 4-4]를

통해 파일의 실제 크기와 해당 파일에 할당된 클러스터 크기를 알 수 있다.

[그림 4-4] 샘플파일 속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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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샘플 파일의 할당 정보를 디지털 포렌식 도구를 통해 살펴보면

17개의 클러스터가 할당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5] 샘플파일 클러스터 할당 정보 (EnCase 7.12.01)

다시 말해 해당 정보저장매체 내에 정의된 클러스터 단위의 크기에

따라 파일을 읽고 쓰게 되며 파일의 실제 크기가 할당 받은 클러스터보다

작은 경우 그 영역을 파일 슬랙(RAM Slack, Disk Slack)이라고 하는데

파일이 저장되고 삭제되는 과정에서 이전에 저장된 데이터가 남아 있게

되므로 이 영역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의 대상이 된다.

[그림 4-6] 파일 슬랙56)

56) Stephen P.Larson, 'Concerning File Slack', Annual ADFSL Conference on Digital Forensics,

Security and Law, 2009, 106면 https://commons.erau.edu/cgi/viewcontent.cgi?article=1090&context=adfsl

(2018. 12.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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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파일의 저장·삭제 원리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는 파일은 클러스터 단위로 읽고 쓴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한편 하나의 파일과 관련하여 데이터가 저장된 클러스터의

주소를 관리하는 영역이 있는데 FAT32 파일시스템에서는 클러스터의

할당 여부를 관리하는 ‘File Allocation Table(FAT)’와 해당 파일의

첫 번째 클러스터 주소를 기록하고 있는 Directory Entry, NTFS에서는

MFT Entry가 있다. 여기서는 FAT32 파일시스템에서 샘플 파일을

대상으로 ➀ 클러스터 할당 정보가 저장된 FAT57), ➁ 해당 파일의

메타데이터가 저장된 Directory Entry58), ➂ 실제 파일에 할당된 클러스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살펴보고, 파일을 삭제한 후 상태 변화를 확인한다.

[그림 4-7] FAT32 파일시스템의 구조59)

Boot Record Root Directory

FAT #1

➀
FAT #2

➀
데이터 영역

➁, ➂

57) 정준석 외, 앞의 책, 97 - 98면 [FAT 영역은 클러스터들을 관리하는 테이블이 모여 있는

공간이다.], 126 - 133 → FAT 영역의 주된 목적은 파일 또는 디렉토리의 할당을 관리하는

것으로 FAT32에서 4바이트(32bit) 단위로 해당 순서의 클러스터 할당 여부를 표시한다.

클러스터 크기보다 작은 파일은 하나의 클러스터만 할당받아도 충분하나 2개 이상의

클러스터가 할당된 경우 해당 FAT에는 해당 파일에 할당된 다음 클러스터의 위치를

가리키는 값이 저장되어 있다.
58) 정준석 외, 앞의 책, 134 - 141면 → 위 [그림4-7]의 데이터 영역에는 Directory Entry와

파일이 저장되는데 Directory Entry는 32bytes * n의 길이를 가지며 해당 디렉토리 내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이름, 할당된 첫 번째 클러스터 위치, 시간정보 등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파일 이름의 길이가 하나의 Directory Entry에 저장하기에 긴 경우

Long File Names를 이용해 저장한다.
59) 정준석외, 앞의책,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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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데이터 저장 형태

➀ FAT
․ 4바이트 단위로 n번째 클러스터의 할당여부 표시

․ n개의 클러스터가 할당 → 다음 클러스터 주소

․ 사례에서 44,191번째 클러스터는 할당되었고 이후 16개

클러스터가 연이어 해당 파일에 할당되어 있음

아래 [표 4-2]은 샘플파일([그림 4-8)]에 대한 위의 각 정보를 보여주며,

계속하여 [표 4-3]는 샘플파일 삭제 시 ➀ 내지 ➂의 상태 변경을 설명한다.

[그림 4-8] ‘243879_20111202_8.jpg’ 파일 정보 (EnCase 7.12.01)

[표 4-2] 샘플파일 저장 상태 확인 (EnCase 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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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데이터 저장 형태

➁ Directory
Entry

Long File Name60) 영역 '02_8.jpg' ← '243879_201112'

32 34 33 38 37 39 7E 32

Short File Name

4A 50 47 20 00 84 A9 8A

243879~2.JPG
속성

-파일
생 략

Create

Time
86 4D 86 4D 00 00 0C 80

Create Date
Last Acc

Date
➀ - high Write Time

A2 46 9F AC 7D 04 01 00

Write Date ➀ - low FILE SIZE 0x 1047D

= 66,685

➀ 할당된 첫 번째 클러스터 정보 → 0x AC9F = 44,191

9F AC 00 00 →
L.E.

00 00 AC 9F
byte order reading order

➂ 실제 파일
· 파일 크기 66,685 bytes (클러스터 크기 4,096bytes)

→ 17개 클러스터 할당 (Cl No. 44,191 ~ Cl No. 44,207)

(4,096*17-66,685 = 2,94761))

60) 정준석 외, 앞의 책, 142 - 149면 → 파일 이름의 길이가 길어 32bytes 크기의

Directory Entry에 파일 이름을 넣을 수 없는 경우 해당 Long File Names를 통해

긴 파일 이름(8.3보다 긴 파일 이름)을 저장한다.
61) 2,947(File Slack) = 387(Ram Slack) + 2,560 (Drive S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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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데이터 저장 형태

➀ FAT
․17개 클러스터 할당 → 비할당 상태로 변경됨

➁ Directory
Entry

․파일 이름 영역의 첫 번째 1byte 값만 0xE5로 변경

➂ 실제 파일

․ 클러스터 44,191 ~ 44,207은 비할당 상태로 변경됨

․ 하지만 파일의 내용은 그대로 저장되어 있음

[표 4-3] 삭제 후 샘플파일 저장 상태 변화 (EnCase 7.12.01)

저장된 파일을 삭제한 경우 FAT의 해당 클러스터 할당 정보가 비할당

상태로 변경되었고 Directory Entry에는 파일 이름영역의 첫 번째 1

byte 값만 변경 (→ 0x E5)되었으며, 파일의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FAT이

가리키던 클러스터는 비할당 상태(사용 가능한 공간)로 인식되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 있다. 즉 사용자가 시스템 상에서 파일을 삭제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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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파일에 할당되어 있던 클러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단지 그 공간을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하며 다른 데이터에 할당되기 전까지 그 영역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고 이러한 저장·삭제 원리에 기초하여 조사 대상 저장매체에 저장

되어 있는 정상적인 파일에 할당되어 있는 클러스터 및 삭제된 파일에

할당되었던 클러스터 등을 조사62)하여 피고 사건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그 정해진 범위의 데이터를 비트 단위 복제의 형태로

확보(획득)하게 된다.

4.3. 현행 출력·복제 압수 방법

4.3.1. 조사 대상 정보저장매체 특정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는 정보는 그 생성 과정에 따라 ➀ 사람이 작성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문서, 사진 등과 같은 파일)와 ➁ 컴퓨터에 의해

자동 생성된 정보(레지스트리, 이벤트로그, pagefile 등)로 나눌 수 있다63).

이 때 [표 4-4]에서 서술하는 정보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 생성된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 저장되는

정보인데 이는 사용자의 행위 기반 분석의 자료로 활용된다. 아래 [표 4-4]는

본 연구 과정에 사용한 개인용 컴퓨터에서 컴퓨터에 의해 자동 생성된

정보를 확인한 결과이며 이러한 조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조사해야할 정보

저장매체의 유무를 알 수 있다.

62) 할당 클러스터 - 사용 중인 공간, 비할당 클러스터 - 사용 가능한 공간
63) 대검찰청, 과학수사 실무 매뉴얼 151 - 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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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➀ 외장저장장치
연결 이력

[출처] 레지스트리

HKLM\SYSTEM\ControlSet00#\Enum\USB

HKLM\SYSTEM\ControlSet00#\Enum\USBSTOR

HKLM\SYSTEM\MountedDevices

→ 외장저장장치 확보 필요

[표 4-4] 추가 정보저장매체 존재 여부 확인 방법

구분 내용

(추가)정보저장매체 존재

여부 확인

➀ 외장저장장치 연결 이력

- 윈도우 레지스트리 분석을 통해 시스템에

연결된 USB등 외장저장장치의 제조사명,

제품번호, 버전, 시리얼 넘버 등을 확인할

수 있음64)

➁ 링크파일 (.lnk)

- 윈도우에서 응용프로그램, 폴더, 파일,

문서뿐만 아니라 관리 콘솔 등 특정 객체를

참조하기 위해 생성하는 파일65)로 링크파일

참조 경로 확인

➂ 시스템에 설치된 프로그램 확인

-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 프로그램이 설치

되어 있는 경우 가상 저장 공간 사용 여부

확인의 기초자료로 활용

[표 4-5] 컴퓨터에 의해 자동 생성된 정보 (EnCase 7.12.01)

64) 박영식, ‘디지털 파일 사용자 분석을 통한 증거능력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이학석사학위논문, 2018, 45면

65) 출처 http://forensic-proof.com/archives/607 (2018. 12. 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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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불법촬영물

저장 여부 확인

➀ 확장자 검색

- 사진파일(.jpg), 동영상파일(.mp4)의 확장자

검색으로 불법촬영물을 탐색

- 확장자가 변경된 경우 *파일 헤더 분석(file

signature66) analysis) 수행

* 파일헤더

구분 내용

➁ 링크파일
\\Users\Administrator\AppData\Roaming\Microsoft\Windows\

Recent\불법촬영물2018.jpg.lnk

→ 외장저장장치(P:\)의 불법촬영물2018.jpg 파일이 실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해당 외장저장장치 확보 필요

➂ 프로그램 설치
이력 확인 \\Program Files (x86)\Dropbox - Dropbox 설치

→ Dropbox 사용 여부 확인 필요

4.3.2. 불법촬영물 탐색

정보저장매체에 사진·동영상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불법촬영물을

탐색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방법은 아래 [표 4-6]와 같다.

[표 4-6] 불법촬영물 탐색에 활용 가능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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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유형 파일 헤더

JPEG/JFIF
FF D8 FF E0 xx

xx 4A 46 49 46

JPEG/EXIF
FF D8 FF E1 xx

xx 45 78 69 66
MPEG-4 ....\x66\x74\x79\x70\x6D\x70

➁ 가상 하드 디스크(.vhd) 확인

-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가상 하드 디스크 기능은

파일 형태로 존재하면서(.vhd) 마치 외장저장

장치처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음

➂ 가상 머신 확인

- 윈도우가 제공하는 Hyper-v, VMWare의

workstation 등을 통해 시스템 내에 가상

머신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가상

머신 안에 불법촬영물이 저장 여부 확인 필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는 전자정보는 일정한 규칙 또는 포맷을 가지게

되는데 위 ➀항과 같이 해당 파일을 Hex Editor로 열람하게 되면 파일

시작의 제일 첫 부분에 고유의 값이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9] 사진 파일의 헤더 정보

<뷰어로 열람> <Hex 편집기 열람>

66) 출처 http://forensic-proof.com/archives/300 (2018. 12. 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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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영상 파일은 특정 확장자를 가지고 저장이 되기 때문에 조사 대상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불법촬영물을 탐색하기 위해서 데이터 뷰잉

(viewing)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67).

[그림 4-10] 데이터 뷰잉 기술 활용 (EnCase 7.12.01)

한편 고의로 파일의 확장자를 바꾸게 되면 데이터 뷰잉 기술만으로는

사진 파일을 탐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파일 확장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파일 헤더는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파일 헤더 분석을 통해 그러한

파일들이 있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 4-11]은 파일 헤더 분석을

통해 확장자가 변경된 사진 파일을 확인한 결과이다.

[그림 4-11] 파일 헤더 분석 결과 (EnCase 7.12.01)

67) 이상진, 디지털 포렌식 개론, 이룬, 2011, 154 - 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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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여 윈도우가 지원하는 가상 하드 디스크(VHD)는 뷰잉 기술로 살펴

보았을 때 그냥 파일의 형태로 보이지만 해당 파일을 연결하면 외장저장

장치처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 대상 정보저장매체에 가상 하드 디스크

파일(.VHD)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2] 가상 하드 디스크(VHD) 확인

또한 개인용 컴퓨터 내에 가상 머신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정보저장매체에

파일 형태로 존재하지만 이를 실행하면 컴퓨터 안의 컴퓨터를 사용하게 된다.

여기서는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하이퍼 바이저 기반의 가상화 시스템인

Hyper-V68)에 대하여 살펴본다. Hyper-V 관리자를 통해 위 가상 머신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상 머신 내에는 논리적인 저장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사진·동영상 파일을 저장해 놓을 수 있다.

68) 출처 : 위키백과 - 하이퍼-V (2018. 12.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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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가상 머신(Hyper-V) 파일 확인

아래 그림 [4-14]는 본 연구 과정에 사용한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가상 머신을 부팅한 후 그 안에 불법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음을 가정한 상황에

대한 캡처 화면이다.

[그림 4-14] 가상 머신(Hyper-V)의 불법촬영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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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불법촬영물 출력·복제

통상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조사 대상 매체 방법 특정 및 정보저장매체의

할당 비할당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불법촬영물 탐색 과정을 거친 후 정보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불법촬영물을 선별하게 되고 선별된 대상 파일에

대하여 비트 단위의 복제 방식으로 압수한다. 이때 전자정보의 변조용이성

등의 특성에 따라 제출 시점에서의 전자정보의 동일성·무결성 확보

수단으로 이미징 기술 및 해시값 계산 등의 방법이 활용된다.

4.3.4. 소결

이번 장에서는 디지털 데이터의 단위 및 정보저장매체의 논리적 구조,

파일의 저장·삭제 원리를 활용한 삭제 파일 복구의 기본적인 사항 및

현행 법체계 내에서의 전자정보에 대한 출력 또는 복제 과정에서 활용되는

기술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출력·복제 압수 방법은 ➀ 현행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관련성의 범위 내에서만 압수하고, ➁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사건과 무관한 정보까지 압수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➂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의자·피고인의 정보저장매체에 불법촬영물이 계속하여

할당된 채로 저장되어 있다는 점과 소유 관계에 따라 매체를 몰수 할

수 없을 때의 압수 방법과 함께 압수한 정보저장매체를 몰수 불가의

사유로 환부할 때 불법촬영물에 대한 적정한 조치와 관련한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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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영구적인 삭제 방법

4.4.1. 개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가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실제 해당

파일에 할당되었던 클러스터에는 파일의 내용을 그대로 저장하고 있으며

단지 시스템이 해당 클러스터를 비할당 영역으로 인식할 뿐 이후 다른

데이터가 기록되면서 해당 클러스터가 기록되는 다른 데이터에 할당되기

전까지는 삭제 전 파일의 내용이 저장되어 있어서 이러한 클러스터에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인터넷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으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 따라서 출력 복제 방법으로

불법촬영물을 압수한 후 피의자 피고인이 더 이상 소유 소지 보관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로서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된 해당 파일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복구하지 못 하도록 하는 정도의 삭제

방법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데이터를 복구하지 못 하도록 하는 삭제 방법은 ➀ 매체 자체를 소각
파쇄 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파괴하는 방법, ➁ 전용소자장비
(디가우저 등)를 이용하여 저장자료를 삭제하는 방법, ➂ 임의의 데이터를
덮어 쓰는 형태로 기존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다음 장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압수

이후 취할 수 있는 적정한 조치로서 영구삭제 방법의 개념적 모델과 관련

하여 국내 및 해외의 사례에서 정보저장매체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삭제 방법과 관련한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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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국내의 영구적인 삭제 기준

공개된 정부기관의 저장매체 자료별 삭제방법69)을 살펴보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공개자료는 완전포맷 1회 수행 방법으로 삭제하고, 민감자료

(개인정보 등)는 ➀ 매체에 대한 물리적인 완전파괴(소각 파쇄 용해), ➁ 전용
소자장비를(디가우저 등) 이용하여 저장자료를 삭제하는 방법70), ➂ 완전포맷
3회 수행71) 방법 중 택하여 삭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4.4.3. 해외의 영구적인 삭제 기준

가. 美 DoD 5220.22-M72)73)

미국의 DSS(Defense Security Service)가 데이터의 영구적인 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기준인 DoD 5220.22-M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가 산업 보안 프로그램(National Industrial Security Program, NISP)

하에서 데이터 삭제 도구의 기준이 되는데 데이터 이에 따르면 3회 덮어 쓰는

방식(U.S. DoD 5220-M(E) Standard)을 제안한다. 또한 군사기밀 등과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7회 덮어 쓰는 방식U.S. DoD 5220-M(ECE) Standard)을

제안하는데 이는 3회 덮어 쓰는 방식 수행 후 유사 랜덤 값을 1회 수행하고

(DoD 5220.22-M(C)) Standard), 다시 3회 덮어 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보안 기본지침 > (공고 제2015-328호) > 정보시스템 저장
매체 불용처리지침 (출처 : https://www.msit.go.kr/web/main/main.do)

70) ‘소자’란 저장매체에 역자기장을 이용해 매체의 자화값을 “0”으로 만들어 저장자료의

복원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디가우징 같은 삭제 방법)
71) 이때 완전포맷은 저장매체 전체의 자료저장 위치에 새로운 자료 (“0” 또는 “1”)를 중복하여

저장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 외에 정보저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72) U.S. DoD 5220.22-M (ECE), 출처 : https://www.media-clone.net/v/vspfiles/downloads/DoDEandECE.pdf
73) 이환기,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파기 의무와 디지털 정보의 삭제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이학석사학위논문, 2015, 38-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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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U.S. DoD 5220-M(ECE) Standard

횟수 방법 구분

pass 1
Overwrite the data with a

defined fixed value

DoD 5220.22-M (E)

Standard
pass 2

Overwrite the data with the
complement value of the first run

pass 3
Overwirte the data with pseudo

random values

pass 4
Overwrite the data with pseudo

random values

DoD 5220.22-M (C)

Standard

pass 5-7 Overwrite the data with the
DoD 5220.22-M (E) Standard

-

나. 美 Guideline for Media Sanitization74)(NIST)

2014년 12월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저장매체의

종류에 따라 그 특성을 반영하여 ‘Clear', 'Purge', 'Destroy' 방법을 통한

데이터 삭제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마그네틱 저장매체에 대하여 ’Clear‘는

검증된 소프트웨어로 덮어 쓴 후 덮어 쓰기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검증

(verifying after wiping)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74) 출처 : http://dx.doi.org/10.6028/NIST.SP.800-88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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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불법촬영물에 대한 적정한 압수 방법

4.5.1. 개요

아래 [그림 4-15]는 클러스터의 수가 100개75)인 정보저장매체의 논리적

구조를 표현한 것이다.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위 a·b 영역에 대한 출력·

복제 방법의 압수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림 4-15] 조사 대상 정보저장매체의 논리적 구조

할당

d a

무관

정보

불법

촬영물

관련 無 관련 有

무_

정보

_법

촬영물

c b

비할당

출력 복제 압수 후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범위는 a·b영역의

클러스터이며 이는 압수의 대상과 범위와 일치한다. 다음에서는 선행연구

에서 제안된 적이 있는 삭제 또는 접근제한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75) 모든 클러스터는 사용 중이거나 사용된 적이 있다고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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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불법촬영물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

출력·복제 방법으로 압수 후 불법촬영물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 방법의

대상은 ➀ 명칭계층의 불법촬영물 또는 ➁ 물리계층의 정보저장매체이다.

[그림 4-16] 계층별 접근 제한 조치76)

불법촬영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몰수형의 집행을 위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는 있으나 ➀항의 경우 정보

저장매체 내에서 특정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구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소모적이며 접근 제한 조치 이후에도

대상 클러스터가 시스템의 영향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➁항의 접근 제한 조치는 무관 정보에 대하여도 접근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비례성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다.

76) a, b 영역에 대한 상태 변경은 없으며 'a·b 또는 a to d'에 대한 접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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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불법촬영물에 대한 영구삭제 조치

출력·복제 방법으로 압수 후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경우 단순 삭제의

방법으로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가 없으며 복구할 수 없는 형태로

삭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4.4장에서 살펴본 데이터에

대한 영구삭제 방법을 활용하되 그 대상과 범위는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된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클러스터라고 할 것이다.

[그림 4-17] 불법촬영물에 대한 영구삭제 조치

단순 삭제 時 영구 삭제 時

출력·복제 방법의 압수의 대상과 범위인 해당 클러스터에 대하여 압수

이후 적정한 조치로서 영구 삭제함으로써 피의자·피고인의 소유·소지·보관을

차단하고 법익 침해 상태 및 추가 법익 침해 발생 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정한 조치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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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좀 더 살펴보기 위해 보편적인 사진·동영상 파일의 구조를

확인해보면 아래 [그림 4-18], [그림 4-19]와 같다.

[그림 4-18] 사진 파일(.jpg) 포맷 구조77)78)

[그림 4-19] 동영상 파일(.mp4) 포맷 구조(.mp4)79)

77) 출처 : http://sunshowers.tistory.com/69 (2018. 12. 17. 검색)
78) 이미지, ‘다중 검증을 통한 스마트폰 사진파일 출처 확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이학석사학위논문, 2017, 12 - 16면
79) 출처 : https://unipro.tistory.com/104 (2018. 12.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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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기기를 통해 피사체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경우

사용자는 저장된 사진·동영상 파일을 재생 가능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지만 실제 정보저장매체에는 위 [그림 4-18]·[그림 4-19]의

정해진 파일 포맷 규칙에 따라 영상 정보가 이진수로 변환되어 저장되며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에 필요한 만큼의 클러스터를 할당받게 되는데

이때 정보저장매체의 비할당 영역(사용 가능한 공간)의 상태에 따라 연속

적으로 위치한 클러스터를 할당받기도 하고 여러 위치에 분산되어 있는

클러스터를 할당받기도 한다. 이러한 클러스터 할당은 파일시스템이 관리

하며, 특정 파일을 구성하는 데이터의 저장을 위해 할당받은 클러스터에

대하여 임의의 값으로 덮어 쓰는 방식으로 해당 정보저장매체에서 불법

촬영물을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원리이다. 한편 출력·

복제 방식의 압수 후 적정한 조치로서 대상 클러스터에 대한 영구 삭제

조치는 매체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국내·해외의 데이터 삭제 기준에서

제시하는 매체 파괴 등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데 국내에서의 완전포맷

방식을 해당 클러스터에 대하여만 실행하거나 또는 미국의 NIST에서

제안하는 Clear 수준의 삭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각 기준

들은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또는 삭제 목적 및 필요성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달리 제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불법촬영물인

사진·동영상 파일에 할당된 클러스터80)에 대하여 ➀ 암호화된 데이터를 1회
덮어쓴 후 ➁ 0 또는 1로 다시 덮어쓰는 개념적 모델을 제안한다.

80) 비할당 상태이지만 과거 불법촬영물인 사진·동영상 파일에 할당된 적이 있어 압수의

대상과 범위에 포함되는 클러스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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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먼저 암호의 수학적 모형을 살펴보면 아래 [표 4-8]과 같다.

[표 4-8] 암호의 수학적 모형81)

§ 정의 - 암호체계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세 집합 P, C, K와 '암호화

알고리듬' Enc와 '복호화 알고리듬 Dec'로 이루어진 순서쌍

(P, C, K, Enc, Dec)이다.

(1) 집합 P 는 유한개의 평문으로 이루어진 평문 집합이다.

(2) 집합 C 는 유한개의 암호문으로 이루어진 암호문 집합이다.

(3) 집합 K 는 유한개의 키로 이루어진 키 집합(키 공간)이다.

(4) 임의의 (암호화) 키 k ∈ K에 대하여, (복호화) 키 k' ∈ K가 존재하고,

k, k'에 대하여 Enck : P → C와 Deck' : C → P는 각각 함수로서

모든 x ∈ P에 대하여 Deck'(Enck(x)) = x를 만족한다.

⦁ 암호화 알고리듬 Enc, 임의의 키 k가 주어지면

- Enck : P → C ; Y=Enck(x) ∈ C ∀x ∈ P

⦁ 복호화 알고리듬 Dec, 임의의 키 k'가 주어지면
- Deck' : C → P ; x'=Deck'(Y') ∈ P ∀Y' ∈ C

☞ Deck'(Y) = Deck'(Enck(x)) = x

§ 비밀키 암호(대칭키)에서는 k = k'이고 신자와 수신이 사전에 이 비밀키를

공유해야 하며, 공개키 암호(비대칭키)에서는 k ≠ k'이고 암호화 키 k는

공개되어 있으며 복호화키 k'은 수신만 알고 있는 비밀이다.

비밀정보의 교환을 위해 탄생한 암호화·복호화 알고리듬의 구현 목적은

권한 없는 사람이 평문의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82).

81) 김명환, 수리암호, 경문사, 2019
82) 김명환,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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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불법촬영물에 대한 영구삭제 목적으로 구현되는 암호화 알고리듬

에서는 복호화의 필요성이 없고, 단순히 0또는 1로 1회 덮어 쓰는 방식

보다는 강한 형태로 불법촬영물에 대한 복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복호화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암호화 알고

리듬에 의해 평문이 암호화하는 연산처리 과정에는 컴퓨팅 파워와 시간

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의실현과 인권

보호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표 4-9] 2회 덮어 쓰는 방법 모델 도식화

구분 제안 모델

X

……………………………………
…………… 불법촬영물 ……………………
………………………………………………
…………………………………………

암호문으로

1회 덮어쓰기

(k는 삭제조치)

……………………………………
…… Enck(불법촬영물)……
………………………………………………
…………………………………………

2회 덮어쓰기

(0 또는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여기서 제안하는 개념적 모델은 압수 대상 클러스터의 데이터 스트림을

X라고 할 때, 암호문(Enck(X))로 1회 덮어쓰고, 0또는 1로 다시 덮어 쓰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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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무관 정보만 교부하는 방법

피의자·피고인의 소유·소지·보관을 차단하고 법익 침해 상태 및 추가

법익 침해 발생 가능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➀ 정보저장매체를 대상으로
한 하드카피·이미징 작업 후 ➁ 해당 정보저장매체는 완전 포맷 등의

방법을 통해 초기화하고 d영역에 해당하는 무관정보만 초기화된 정보저장

매체에 저장하여 교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4-20] 무관 정보만 교부하는 방법

d a

무관

정보

불법

촬영물

무_

정보

_법

촬영물

c b

무관정보

교부

불법촬영물에 대하여 피의자·피고인의 소유·소지·보관을 차단하고 대량·

대용량의 데이터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를 대상으로 법익 침해 상태 및

추가 법익 침해 발생 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 불법촬영물을 찾아내는 과정과 위 그림과 같이

구분해 내는 과정은 다소 차이가 있으며 교부 대상 무관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피고인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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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가상 저장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불법촬영물

앞에서는 정보저장매체에 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하여 취할 수 있는 적정한 조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가상 저장 공간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 기술 방법으로 해당 저장 공간에 물리적으로 접근하기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가상 저장 공간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소유의 장치에 접근을 하여야 하는데 그 인프라의

규모와 특성, 운영 방식이 상이하고 피의자·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가상

저장 공간의 물리적 정보저장매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한편 이러한 가상 저장 공간의 경우 사용자가 UI(User

Interface)상의 삭제 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환경에서는 그 삭제 상태를 돌려 다시 정상상태로

복원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의 복구 프로세스를

적용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가상 저장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디지털 증거 확보 방안에 중요성을 두고 가상 저장 공간

환경 내에서 구현된 삭제 기능을 통해 압수 이후 해당 불법촬영물을 삭제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마다 제공되는 가상 저장 공간의 운용 방식이 상이하므로 그 운용 방식

및 특성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 50 -

4.5.6. 소결

이번 장에서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출력 복제 압수 방법 후 취할 수 있는

적정한 조치로서 ➀ 불법촬영물이 저장되어 있는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

명칭계층 또는 물리계층에서의 접근 제한 조치, ➁ 압수의 대상과 범위에

해당하는 클러스터를 2회 덮어 쓰는 방식으로 영구삭제 하는 조치, ➂ 조사
시점에서 할당된 영역의 사건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만 교부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개념적 모델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도식화하여 살펴봄으로써

불법촬영물에 대한 합리적인 압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시스템이 정보저장매체에 읽고 쓰는 논리적인 클러스터

단위에서 접근한 개념적 모델이며, 실제 정보저장매체에 데이터가 저장된

형태는 사용자에 의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파일 저장 삭제의 반복 및

빠른 포맷 등으로 인하여 파일이 연결된 클러스터에 할당되어 있는 경우보다

여러 클러스터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경우(파일의 단편화)가 보편적이다.

한편 덮어쓰기 방식으로 클러스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영구 삭제하는

것은 [그림 4-1]의 math83)라는 데이터를 복구하려는 시도와 고유 포맷을

가지고 있는 사진·동영상 파일을 구성하는 데이터를 복구하여 원래의

사진·동영상 파일을 복구하려는 시도는 그 복구가능성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국내·해외의 영구삭제 기준에 비추어 제안하는

방법의 한 예로 복구로부터의 안전성과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고려한

개념적 모델이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적정한 수준의 영구적인 삭제를

구현하는 신뢰성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3) 8byte 16자리 16진수 (UNI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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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는 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불법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및 불법 성범죄 기록물을

보관한 하드디스크, USB 등 저장매체를 압수·몰수의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현행 법체계 내에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방법이 불법촬영물에 대한 압수 몰수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보저장매체에 사진 동영상 파일 등의 전자정보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압수 몰수의 대상과 범위, 방법과 시기에 대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법익 침해 상황을 해소하고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압수 시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이후

불법촬영물에 대한 몰수형의 집행 시점에서 그 집행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매체를 압수하는 경우에도 정보저장매체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여

몰수할 수 없는 경우와 불법촬영물이 가상 저장 공간과 같이 물리적인 매체

압수가 불가능한 곳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84)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압수를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살펴보았고 이러한 현행

법체계 내에서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법촬영물의 압수

84) 가상 저장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범죄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 범죄행위를 한 피의자 피고인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상 저장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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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➀ 개별 법률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적정한 압수 방법을 신설
하고 압수 대상인 정보가 불법촬영물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추하지 않는 경우에도 삭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과 ➁ 형사소송법에 불법 몰수

대상 정보에 대한 압수 방법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압수 후 취할 수 있는 적정한

조치로서 정보저장매체에 물리적인 접근이 가능한 경우 ➀ 불법촬영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 ➁ 불법촬영물을 영구 삭제하는 방법, ➂ 정보
저장매체 압수하고 무관정보만 교부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물리적인 접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상 저장 공간 등의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정보저장매체에는 대량·대용량의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최근에는

개인당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85).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삶이 무한히 확장되고 있으며86)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여러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성 비례성 관련성을 충족하는

데이터만 구분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기술의 발달

속도를 현행 법체계가 포섭하지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여러 분야의 연구의 성과와 지식을 융합하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85) Oteng Tabona·Andrew Blyth, 'A Forensic Cloud Environment to address to Big

Data challenge in Digital Forensics', SAI Computing Confernce, 2016, 579면
86) 이광근, ‘컴퓨터 과학이 여는 세계’, 인사이트, 203-2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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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untermeasure for

digital sexual crime

Yang, Yang-han

Master of Science in Digital Foren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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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digital sexual crime has been recognized as a

serious problem in our society. Government countermeasures for this

problem include seizure and confiscation of storage media such as

cameras used for illegal shooting and data storage medium or such

stored sexual or intimate images. This is because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se images is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victim of the illegal footage should be seriously inj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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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article 106 (3) of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that 'Where the object to be seized is a computer disc or other data

storage medium similar thereto (hereafter referred to as "data storage

medium or such" in this paragraph), the court shall require it should

be submitted after the data therein are printed out or it is copied

within the specified scope of the data stored: Provided, That the data

storage medium or such may be seized, when it is deemed

substantially impossible to print out or copy the specified scope of

the data or deemed substantially impracticable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seizure'.

In case of seizure by printing out or copying method, sexual or

intimate images still remain on the data storage medium of suspects

and defendants, so it is not appropriate to seize illegal footage.

In relation to this, the domestic Military Secret Protection Act has

provision on the measures that can be taken after seizure of printing

out or copying method, plus the Criminal Procedure Law of Japan &

France and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of Council of Europe also

has provision on the measures that can render inaccessible or remove

(also de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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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context, this paper proposes an amendment proposal for the

proper seizure of illegal footage and the appropriate measures that

can be taken after printing out or copying method. Plus this paper

shows the three conceptual models for appropriate measures. They

are ➀ rendering access restriction on illegal footage(cluster-level or
device-level), ➁ overwriting encrypted data on the target clusters
before zero-filling, ③ giving only the irrelevant data only allocated

back by exporting the data on the wiping devices.

Keywords : digital sexual crime, illegal footage, digital forensic,

issue of seizure by printing out or copying, data sani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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