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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컴퓨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발달에 따라 그 기기에 연

결된 정보저장매체에는 기기 사용자들이 스스로 저장하거나 컴

퓨터에 의해 생성되는 대량의 전자정보가 기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정보는 그 사용자의 행적이나 생각을 추적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서, 수사과정에서는 수사대상자가 사용한 정

보저장매체를 확보하여 디지털 증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

이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수사기법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은,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와 관련이 있는 전

자정보에 한하여 압수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현장

에서 저장매체 내에서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만을 선별한 후

이들에 대하여만 출력‧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되, 예외적으로

만 매체 자체나 매체 내 정보 전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기준으로 선별되어 압수된 디지털

증거는 키워드 검색 위주로 확인된 파일 단위의 단편적인 정보

에 불과하여 이러한 디지털 증거만으로는 안티포렌식 기법 사

용에 대응하여 의미있는 증거를 확보하는데 무력할 뿐더러, 장

기간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 변화에 따른 추

가적인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형암호 기술을 이용한 압

수‧수색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동형암호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지 않은 채로 컴퓨터로 수행 가능한 모든 연산이 가능

한 암호기법으로서, 암호화된 데이터로 연산을 수행하더라도 평

문을 알 필요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유용한 기술이다. 압

수의 대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디지털 증거의 범위를 매체 단



위로 파악하여 매체 내 전자정보 전체를 압수‧수색시 확보하되, 

동형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호화하면 수사기관의 임의 접

근을 배제하여 피압수자의 기본권 보호에 효과적일 수 있다. 또

한 암호화 상태로 봉인된 파일에 대하여 검색 연산을 통하여 추

가로 찾고자 하는 데이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복호화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복호화를 제한할 수 있다.

  덧붙여 피압수자의 의견을 들어 매체 내에서 관련성이 상대

적으로 낮은 전자정보들만 추출하는 경우, 이때 추출되는 전자

정보는 피압수자가 생성한 개별 파일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이를 암호화하더라도 동형암호 연산에 따른 대용량의

저장 장치나 고성능의 컴퓨팅 장비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어

현실적인 구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실

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될 것이다. 

  통상의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와 달리, 디지털 증거

에 대한 압수‧수색은 피압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

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

‧수색 과정에 동형암호 기술을 활용할 경우 수사 초기에 풍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과잉 압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함과 동시에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기본권 보장과 같

은 헌법적 가치도 함께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디지털 증거, 선별 압수‧수색, 관련성, 참여권, 매체

압수, 동형암호, 암호화 상태의 검색,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보호

학 번 : 2017 - 2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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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현대인에게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는 필수품이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의 많은 시간을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거나 몸에 지닌 채 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사용자 스스로

에 의해 또는 사용자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기 자체

에 의해 생성되어 저장되고 있다. 범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물론인데다

범행에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동기나 고의 유무, 

범행일시의 행적이나 전후 언동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범죄자가

평소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 

  그러나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상 이른바 선별 압수‧수색의 원칙, 증거 탐색 및 선별 과정에

서의 당사자 참여권 보장 원칙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재량을

축소시키는 경향의 해석이 빚어낸 현실적인 제약들로 인하여 범

죄혐의 유무 판단이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디지털 증거들을 수사

초기에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종종 부딪히게 된다. 형사

소송법이 추구하는 주요 이념인 실체적 진실 규명과 적법절차의

원칙 중에서 적법절차만을 강조한 나머지 범죄의 중요한 증거를

놓쳐 실체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이루

어지고 있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모습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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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증거를 신속하고 충분히 확보

하면서도 피압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등을 보호

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피압수자의 기본권

을 보호하여 압수‧수색절차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추구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관철시키면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먼저 현재 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는 어떠한지, 이에 따라 어떤 이유로 증거확보 과정에서 현

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동안의 연구 결과는 어떠한 것

이 있는지를 살펴본 뒤 동형암호기술에 착안하여 해결방법을 찾

아보려고 한다. 

  이후 본고에서는 수사 초기에 가능하면 많은 디지털 증거의 확

보를 허용하되, 이로 인한 피압수자의 권익 침해 및 수사기관의

과잉 압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압수 과정에서 동형암호를 활용한

디지털 증거의 암호화 보관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구현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동형암호를 적용하여 별도

로 봉인해둘 디지털 증거를 최소화하여 추출할 수 있는 방안, 해

당 증거를 동형암호로 봉인한 후 추후 별도의 증거 탐색이 필요

한 경우 동형암호의 성질을 이용하여 찾고자 하는 데이터의 존재

를 확인하여 복호화하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아울러 이와

같은 모델의 새로운 압수‧수색방안을 기술적으로 구현하여 현실

에서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가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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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 및 문제점

1. 현행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 관련 규정

  현재 형사소송절차에서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아래

와 같은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된다.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

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

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④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야 한다. 

제109조(수색)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

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

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

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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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영장의 방식) ①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

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년월일, 유효기

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

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

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

야 한다. 

제116조(주의사항)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

밀을 보지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

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

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

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

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

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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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은 공판 중의 압수‧수색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이를

수사과정에서도 준용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도 필요한 때에는 해당 사건 즉, 피의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

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고, 

당사자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전 형사소송법(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5조에서는 ‘필요한 때에는’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행 형사소송법 제215조

는 종래의 ‘필요성’ 요건 외에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관련성’요건이 법률에 추

가적으로 명시되었다. 

  또 위와 같은 개정 과정에서,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하는 경

우 그 방법에 대한 규정(제106조 제3항)도 신설하여 컴퓨터용 디

스크와 같은 정보저장매체가 압수의 목적물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예

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등 유체물인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압수‧수색의 대상을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한

정해야 한다는 견해는 법 개정 전에도 판례1)에 의하여 인정되어

1)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

제114조, 제115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

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 제2항, 제

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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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던 것으로서, 관련성 요건이 명문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디지

털 증거에 관한 기존의 압수‧수색 실무가 크게 달라졌다고 평가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제106조 제3항으로 정보저장매체에 대

한 압수 방법이 신설됨으로써 위 조항의 문언상으로는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체에서 ‘기억된 정보’를 출력‧복제하는 방식이 원칙적인 압

수의 방법이며 유체물인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것은 예외적인

방법임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시 그 대상은 유체물인 정보저장매체가 아니라 무체물인 ‘정

보’로 봐야 한다는 견해2)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2.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에 대한 법원의 태도

  대법원은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이른바 ‘전교조 사건’3)에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

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

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

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 판시하
여 압수의 대상은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관련
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2) 이숙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본권, 그리고 영장주의에 대하여-대법원 
2009모1190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2012, 21-22면

3)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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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

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처럼 저

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

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의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

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

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

러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와

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

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

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된다.』라고 판시하여, 정보

저장매체가 아니라 그 매체 내에 기록된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

보4)만을 선별하여 압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고, 예외적으로 저

장매체를 집행현장에서 반출하더라도 해당 매체 내의 관련성 있

는 전자정보만을 출력·복제하여야 하며 이 부분까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일환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

분을 할 수 있지만 그와 아울러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19

조, 제120조, 제131조 등),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는 저장매

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영장이 명시적으

4) ‘전자정보’와 ‘디지털 정보’는 엄밀히 따지면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대법원은 디지털 정보를 전자정보로 일컫는 것으로 보여 일단 본고에서는 위 용어
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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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한 위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그 전자정보가 담긴 저

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

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

자나 그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의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그 집행절차가 적법

한 것으로 될 것이다.』라고도 판시하여, 최종적으로 관련성 있

는 전자정보를 추출하여 출력·복제할 때까지인 압수·수색 집행

전체 과정에서 당사자 측의 참여권 보장 등의 조치도 함께 이루

어져야 함을 명시하였다. 

3. 관련 규정과 판례의 의미

  하나의 작은 저장매체라 할지라도 그 매체에 기록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같은 크기의 유체물인 종이 서류나 그림이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컴퓨터 등 특정한

디지털 기기나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 매체 내의 정보를 읽어낼

수 있을 뿐 제3자가 저장매체의 외관을 살펴보는 것으로는 그 정

보를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보니 나날이 발전하는 디지털 환

경과 더불어 개인들은 여러 종류의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며 이와

연결된 저장매체에 자신이 다루고 있는 정보를 비교적 안전하고

도 손쉽게 대량으로 저장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관리해 오고 있

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저장매체는 그 사용자의 행

적이나 생각을 추적하여 범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

는 일종의 보고(寶庫)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매체 자체를

확보하여 그곳에 기록된 대량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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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밝혀내고자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장매체 사용자나

관리자는 수사기관의 분석이 끝나는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저장

매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개인생활이나 직업활동

에 중대한 지장을 받게 될 수 있으며, 그 저장매체에 함께 기록

된 범죄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개인적인 정보들까지 한꺼번

에 수사기관에 노출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유체물에

대한 일반적인 압수‧수색의 경우보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
색시 피압수자의 기본권 침해가 중대할 수 있다. 

  결국은 이와 같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대상이나

집행 방법에 대한 논의는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압

수자의 기본권 보호라는 두 이념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

한 문제로 귀결되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과 대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규

정과 대법원의 위와 같은 태도로 인하여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증

거 수집의 모습은 압수·수색의 현장에서 피의 사건과 관련된 전

자정보만을 탐색하여 복제하는 형태의 이른바 ‘현장 선별압수‧
수색’이 원칙적인 것이 되었고,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 되었다.    

 

4. 디지털 증거 선별 압수·수색의 구체적 모습

  여기에서는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현재 디지털 증거에 대한

선별 압수‧수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디지털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음을 소명

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압수‧수색할 대상을 특정하고 압수‧수색
이라는 강제처분이 필요함을 소명하여 법원에 압수‧수색‧검증영장
을 청구하게 된다. 이 때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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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별지’를 붙여 압수·수색의 집행 방법을 제한한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첨부되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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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영장 별지에서 원칙적으로 저장매체가 현존하고 있

는 압수·수색의 현장에서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복제·출력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매체 자체를 현장에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의 형태로 반출하는 경우를 구

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참여권 보장 및 압수·수색 집행 이

후의 상세목록 교부 등의 조치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집행방법과 달리, 현장 밖으로 반출된 저장

매체나 그 복제본에서 관련성에 대한 구분없이 임의로 전자정보

를 출력·복제하거나,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영장

주의의 원칙이나 적법절차 준수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

수색에 해당5)하고 이때 획득한 디지털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척6)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도 이 영장 별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

로 범죄혐의와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가능하면 현장에서 피압

수자 등의 참여 하에 선별하는 형태로 압수·수색·검증하고 있

다7). 

  보다 구체적으로 나눠서 살펴보자. 우선 대상 저장매체나 그

매체가 탑재된 디지털 기기가 범행 도구로 사용되고 매체 내의

정보 또한 범행의 수단이거나 범죄로 생성된 결과물에 해당하는

등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유체

물인 그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8)9)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

5)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6)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

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7)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대검예규 제876호 2016. 12. 26.> 제1조

(목적), 제12조(과잉금지원칙 준수), 제15조(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검증), 제19조
(정보저장매체 등의 이미지 등록 및 피압수자 등의 참여) 등

8) 그러나 유체물인 디지털 기기나 저장매체가 재산범죄의 피해품에 해당하여 압수하
는 경우는, 몰수가 아닌 환부의 대상인데다 내부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별도의 재
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 정보를 피해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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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집행방법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타인의 나체를 허락없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저장한 경

우나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설치한 컴퓨터를 갖추고 게임장을 개

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악성 프로그

램을 제작‧유포하거나 다수의 좀비 피씨를 생성한 뒤 디도스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공격을 시도하는 형태와 같

은 ‘사이버 범죄10)’의 경우에는 저장매체가 장착된 컴퓨터 등

유체물 자체가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되므로

압수·수색 현장에서 저장매체를 직접 반출하는 형태로 압수할

수 있고 이로써 압수‧수색 집행이 종료되므로 현장에서 별도로

매체 내부의 정보를 탐색하여 선별하는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

다.11) 

  결국 위와 같은 선별 압수·수색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대상

디지털 기기나 저장매체가 유체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고, 

매체 내에 저장된 정보의 존재 여부나 내용이 증거로서의 가치를

갖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선별 압수·수색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매체라고 하

더라도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경우에는 제조사마다, 제

품명이나 제조시기에 따라 운영체제(OS)가 다르고, 풀디스크 암

전자정보까지 압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9) 최윤정,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적용되는 영장주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법적 검

토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2016, 153면 : 
‘절도범이 휴대폰을 훔친 때와 같이 휴대폰 자체가 증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 
…… 휴대폰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휴대폰 등 자체와는 별개의 대상성을 가지므
로, 휴대폰 등 기기 자체에 대한 임의제출물 압수의 효력은 전자정보에 대해서까
지 미치지 않는다.’

10) 강석구‧이원상,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정비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
연구원 연구총서, 2014, 33면 : ‘사이버범죄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으나 …… 『해
킹, 바이러스 유포 및 사이버 공간을 근원으로 하거나 매개 수단 또는 대상으로 
하여 현실적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행위』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한다.’

11) 이러한 경우에 수사기관이 디지털 기기나 그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겠다는 
취지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위와 같은 별지를 붙이지 않
고 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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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Full Disk Encryption)와 같은 보안기능의 향상, 모바일 기기

에서의 저장매체 분리 곤란, 네트워크 차단의 어려움 등으로 현

장에서 필요한 정보만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12) 따라서 현장

에서 전자정보를 선별하기보다는 모바일 기기 자체를 반출하는

경우가 많은데13), 수사기관의 분석실에서도 사용자가 직접 생성

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제외한 통화기록, 메시지 등 중요 데이

터 대부분은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되어 일부만을 분리하여

파일화하는 것이 어려워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만을 선별하여 압

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모바일 기기가 아닌 데스크탑 컴퓨터나 노

트북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저장매체나 외부 저장매체 중 유체

물 그 자체로는 압수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한정14)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현재 검찰15)은 이와 같은 저장매체의 경우 대부분 압수·수색

현장에서 관련성 있는 정보만을 선별하여 이를 논리 이미징의 형

식으로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선별이 불

가능하거나 선별하는 것이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압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매체를

직접 압수하거나 매체에 기억된 정보 전체를 물리 이미징의 형식

12) 구선미, “효과적인 압수수색 현장 대응을 위한 모바일 포렌식 방안 연구”, 서울
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49면

13) 부산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노667 판결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휴대전
화 자체를 현장에서 반출하는 형태로 압수하여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온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4) 사용자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생성되는 디지털 정보가 기록되는 물리적 
공간인 ‘매체’도 기기의 종류나 사용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데, 본고에서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정보저장매체’, 즉, 유체물의 형태를 갖고 있는 정보저장매체를 기준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15) 경찰도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845호, 2017. 
8. 28.>과 같은 규정에 따라 선별 압수수색 원칙에 의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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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복제하고 있다16). 그리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의

참여를 보장하며 해당 사건 주임검사 주도하에 관련성 있는 정보

를 선별17)하여 선별한 증거파일18)이나 선별 이미지 파일19)을 만

들게 된다20). 그 후 이와 같은 선별 증거파일 또는 선별 이미지

파일은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21)22)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실제 압수‧수색 현장에 나가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은 우선 현장용 컴퓨터 포렌식 도구를 이용하여 대

상 매체의 시스템 상황과 폴더와 파일들의 상세 구조, 삭제된 정

보 현황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피의사실과 연

관이 있는 키워드나 시간 정보(MAC time)23), 확장자 등을 이용24)

하여 관련성 있는 폴더와 파일을 탐색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파

일을 열어보고 관련성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그 후 이와 같은

탐색을 거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출된 파일들만을

모아 논리적 이미지(logical image) 파일을 작성하게 된다. 하나의

물리적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첫 번째 바이트부터 마지

막 바이트까지 연속하여 모든 물리적 섹터를 비트스트림 방식으

로 복제하는 물리적 이미지 파일(통상 이를 ‘디스크 이미지25)’

16) 위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5조 제1항
17) 위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5조 제3항, 제19조 제3항
18) 위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조 제7호 “증거파일”이란 법률적으

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파일 
또는 디렉터리 단위로 복사한 파일을 말한다. 

19) 위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조 제6호 “이미지 파일”이란 법률
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 

20) 위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9조 제1항, 제2항
21) 위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8조   
22) 탁희성, <디지털 포렌식 통합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77-90면
23) 수정시각, 접근시각, 생성시각
24) 따라서 이와 같은 실질적 내용에 대한 키워드 검색이 불가능한 사진이나 그림 파

일,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일일이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으
로 선별해야 한다. 

25) 이상진, <디지털 포렌식 개론>, 이룬, 2011, 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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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다.)과 달리, 논리적 이미지 파일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

되어 있는 일정 범위의 디지털 데이터를 가독화·가시화한 후 이

미징한 파일로서 이러한 논리적 이미지 파일로는 삭제된 데이터

를 복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26).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은 키워드 탐색에 의한 결과물은 대부분

파일 단위로만 추출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선별된 파일들로 만

들어진 논리적 이미지 파일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탐색이나 분석

으로 의미있는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한계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

도록 하겠다.    

 5. 선별 압수 ‧수색에 따른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장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매체

자체나 매체 내 모든 정보의 복제가 허용될 뿐이며, 이마저도 수

사기관의 분석실에서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 보장 하에 다시 선별

이 이루어진 후에야 압수‧수색을 종료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

이 선별되어 압수된 디지털 증거인 논리적 이미지 파일만으로 수

사를 진행하기에는 아래와 같은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가. 안티포렌식에 무력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부 수사 사건과 관련하여 ‘디가우징’

으로 주요 디지털 증거를 삭제한 행위가 큰 이슈27)로 떠오르기도

하였듯이 이제는 일반인도 쉽게 안티포렌식 기술을 접할 수 있게

26) 특히 검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렌식 도구인 CFT(Computer Forensic Tool)가 
생성하는 논리적 이미지 파일은 비트스트림 방식의 이미징이 아닌 단순한 디스크 
복사에 해당되어 압수‧수색 절차 종료 이후에는 이미 획득된 논리적 이미지 파일
만으로는 추가적인 데이터 복구가 어렵다.

27) 박민주, “대법원 증거인멸 논란 … ‘디가우징’ 이렇게 지운다”, 2018. 6. 27.,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670083_226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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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안티포렌식(Anti Forensics)’은 포렌식 기술에 대응하

여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증거물을 차단하려

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8). 안티포렌식 기술로는 데이터 위·변

조, 삭제, 암호화, 은닉 등이 대표적이다. 

  단순히 파일명이나 확장자를 범죄혐의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게

변경하여 선별 단계에서 키워드 검색으로는 발견하기 어렵게 하

는 단순한 형태의 정보 은닉행위29)에서부터 다른 형태의 데이터

에 특정 데이터를 내재시켜 드러나지 않게 하는 스테가노그래피

(Steganography) 기법30)31), 슬랙(Slack)32) 공간과 같이 저장매체의

물리적인 구조와 논리적인 구조의 차이로 발생하는 낭비 공간에

데이터를 은닉하는 기법, 원래 파일에 접근하여 내용을 파악할

수 없게 하는 암호화 기법, 디가우징과 파일와이핑33) 같은 데이

28) 이상진의 위 책, 172면
29) 양일혁, “‘건강검진.hwp’ 알고보니 전교조 불법화 소송 문건”, 2018. 10. 25.,  

https://www.ytn.co.kr/_ln/0103_201810251809110652 : 하지만 이처럼 단순
히 문서 파일의 이름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본문에 포함된 키워드를 
통해서 선별이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파일명이나 
시간 정보 외에는 일일이 파일을 열어보고 육안으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멀티미디어 파일이 대량으로 발견된 경우에는 주요 자료를 제목만 변경하는 것
으로도 선별 과정에서 누락될 여지가 커질 수 있다.  

30) 이석희 외 3인, “안티 포렌식 기술과 대응 방향”, 정보보호학회지, 제18권 제1
호, 2008, 14면

31) 이규안‧박대우‧신용태, “안티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대응 기술 연구”, 한국컴퓨터
정보학회 2008 제38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제16권 제1호, 2008, 185면 : ‘원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림파일 등의 일정한 빈 공간에 자신의 정보를 심어
놓고 보통 사용할 경우에는 표시가 되지 않다가 필요할 경우 추출하는 기법이다. 
이미지의 픽셀과 픽셀 사이에 일정한 데이터를 분산하여 저장하거나, 검은색의 
화면에 일정한 정보를 암호화한 후 픽셀 속에 감추기도 하고 음성의 경우 침묵
하는 시간 동안 발생한 정보의 흐름이 중단되거나 소량의 데이터가 전송되는 간
격 속에 정보를 심는 방법으로서 보통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때는 아무런 이
상 징후를 발견할 수 없게 된다.’ 

32) 파일은 클러스터와 섹터 단위로 정보를 저장하게 되는데, 파일의 크기에 따라 마
지막 클러스터와 마지막 섹터에 남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램 슬랙, 파일
(드라이브) 슬랙으로 부르고 있으며, 클러스터의 크기로 인하여 남게 되는 파일시
스템 슬랙, 볼륨과 파티션의 크기 차이로 남게 되는 볼륨 슬랙이 있다. 

33) 디렉토리 엔트리 정보를 가지고 있는 영역과 해당 클러스터의 해당 디스크 영역
에 난수나 0으로 중복 덮어쓰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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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삭제 기법,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간정보(MAC time)

나 파일의 헤더 정보 등을 조작하는 기법들이 주요 안티포렌식

기술로 알려져 있다. 

  모든 안티포렌식 기법에 대한 충분한 대응 기술이 개발이 된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안티포렌식 기법이 사용된 것이 포착되

는 경우에는 비할당영역이나 슬랙 공간에서의 파일 탐색, 시그니

쳐 카빙을 통한 파일 복구, 피압수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이용

한 암호화 키 발견 등을 통해 삭제되거나 위·변조, 은닉된 정보

를 찾아내거나 복구할 수 있게 된다34).    

  그러나 안티포렌식 기법을 탐지하거나 이에 대응하여 데이터

복구하기 위해서는 파일시스템 및 메타데이터35), 각종 로그기

록36), 윈도우의 경우 레지스트리(Registry)37) 등 시스템 및 매체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 분석할 필요가 있고, 비할당영역까지

대상 매체의 데이터 전체가 확보되어야 삭제·은닉된 데이터까지

복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만일 피의자나 피압수자 등에 의하여 매체 내 기억된 정보에

대한 안티포렌식 기법을 사용한 정황이 발견되었다면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38)’된다

고 할 것이므로 매체 자체나 매체 내 데이터 전체를 물리적 이미

징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압

34) 이석희 외 3인의 위 논문, 16-18면
35) NTFS 파일시스템의 경우 MFT(Master File Table) 영역
36) 김영철, “디지털 본래증거 수집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18, 20-23면 : 전역 로그(시스템 로그, 응용 프로그램 로그, 보안
로그, 설치 로그, 원격 수집 로그),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로그(관리 로그, 작
업 로그, 분석 로그, 디버그 로그)

37) 이상진의 위 책, 260면 : ‘MS Window의 환경 설정에 관한 일종의 데이터베이
스로서, 운영체제 및 응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관리하며, 부팅 
과정에서 사용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로그인, 서비스 실행, 응용 프로그램 실행, 
사용자 실행에 이르기까지 윈도우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많은 활동에 관여한다.’ 

38) 위 대법원 2009모119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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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색의 현장에서 짧은 시간 안에 안티포렌식 기법 사용 여부

를 탐지해 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고도의 안티포렌식 기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삭제·은닉할 경우, 키워드 검색의 방법으로

파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선별 과정에서는 중요한 데

이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만다. 설사 선별하여 압수

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안티포렌식 기법이 동원된 데이

터 훼손을 확인하더라도 선별된 파일로 작성한 논리적 이미지 파

일은 단순히 대상 파일들을 복사해 온 정도에 그치므로 이제는

그 논리적 이미지 파일만으로는 원래의 데이터를 거의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 

  결과적으로 고도의 기술적 방법으로 디지털 증거를 은닉‧인멸
한 피의자의 경우, 현재의 디지털 증거 선별 압수수색의 원칙 하

에서는 수사기관이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얼마든지

법망을 피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나. 쟁점변화에 따른 디지털 증거 추가 확보 불가능

  압수·수색·검증영장은 범죄혐의에 대하여 소명이 이루어지는

수사 초기에 청구되어 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

결과물을 분석하고,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며 수사가 진

행되면 그 상황에 따라 피의자가 다투는 주요 쟁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긴다. 심지어 수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기소된 뒤 공

판단계에서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기도 한다. 

  압수‧수색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내용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도 있으며, 범죄혐의 중 부인하는 취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수사 초기에 피의자가 순순히 자백하여 그와 같은 자백을 보강할

수 있을 정도의 소량의 증거만을 확보하였으나, 이후 피의자가

기소된 후 자백을 번복하게 되면 그의 새로운 변명을 탄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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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진술서의 작성자로 보이는 자가 공판과정에

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성립의 진정을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39)를 찾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와 같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인하여 다

시 이에 대한 디지털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는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선별 압수된 논리적 이미지 파일만

으로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이

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대상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을 다시 발부받아 집행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의 경과로 이 단계

에서는 의미있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도 역시 불가능에 가깝

다. 

  수사초기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이 종료되면 피압수자는 대상

매체나 선별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되돌려받고, 수사기관도 선별

되지 않은 나머지 전자정보를 삭제하게 된다. 따라서 피압수자는

반환받은 매체 내 남아있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매체 자체를 폐기

할 수 있다. 설사 피압수자가 일부러 매체나 정보를 폐기·삭제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매체를 일상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

만으로도 메타데이터나 로그기록, 레지스트리는 변경되며, 기존

파일의 삭제나 새로운 파일의 생성으로 인하여 데이터 영역에 덮

어쓰기가 수시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재차 압수·수색을 집행할 당시에 해당 매체나 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남아있는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39)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
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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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 족할 정도로 충분히 확보

되거나 복구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다.   

다. 소결

  결론적으로 현장에서, 혹은 매체나 매체 내 전체 정보를 반출

하여 수사기관의 분석실에서 이루어지는 파일 단위의 선별의 과

정으로 획득하게 되는 디지털 증거만으로는 선별 당시 확인한 내

용 외에 집행 종료 후 증거물에 대한 분석 및 해석의 과정을 통

해 추가적인 중요한 의미를 찾아내기란 어려우며, 이는 결국 실

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형사소송의 큰 이념을 구현하는데 장애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수사 초기에 가능하면 풍부한 디지털 증거 확보를 허

용하되, 수사기관의 과잉 압수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피압수자

등에 대한 새로운 법익침해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III. 문제 해결을 위한 착안

1. 기존의 연구 동향

  앞서 언급한 디지털 증거 선별 압수·수색 원칙으로 인한 문제

점에 대하여는 많은 이들, 특히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헌법과 법률상 보장되는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피압수자의 사생활 보호라는 요청을 만족하면

서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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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로 먼저, 증거물 확보가 끝난 후에 수사기관과 소유주

가 해당 증거물을 Secret Sharing System을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봉인한 뒤 제3의 중립기관에서 봉인된 자료를 보관하다 다시 증

거물을 확인할 필요가 생겼을 때 법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열람 허

가를 받자는 견해40), 두 번째는 컴퓨터가 생성한 증거이자 비전

문증거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을 갖는 이른바 ‘본래증거’를 정의

하면서 디지털 전문증거의 진정성립과 관련이 있는 디지털 본래

증거를 현행 선별 압수·수색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우니 이 부분

도 함께 압수하되, 암호화하여 수사기관에서 보관41)하다 필요시

법원의 공개키로 복호화하자는 견해42)가 제안되었다.  

  첫 번째 견해는, 얼핏 혐의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여 압수하

지 않았으나 추후 그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뒤늦

게 이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므로, 무관정보43)가 포함된

증거물 전체를 계속 보존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 방안은 암호화에 의한 봉인 및 제3의

중립기관에 위탁하는 시점이 수사과정 중 언제인지에 대하여 명

확히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 시점까지는 무관정보까지 수사기관이

계속 보유하는 상태가 되는데, 이는 무관정보를 압수하여 보유하

는 것은 중대한 위법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법원의 입장44)과 어떻

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암호화되어 봉인된

증거물을 보존하는 제3의 중립기관을 새로이 설치, 도입해야 한

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고, 압수된 증거물 전체를 암호화하여 상

40) 강상형, “사생활 정보를 고려한 디지털 증거 처리 모델”, 디지털포렌식연구 제10
권 제1호, 2016, 31-35면

41) 본래증거를 피압수자(또는 참여자)가 일회용 대칭키를 생성하여 압수한 뒤 그 대
칭키를 법원의 공개키로 암호화한 뒤 암호화된 디지털 본래증거와 함께 수사기관
이 보관하자는 취지이다. 

42) 김영철의 위 논문, 37-48면 
43) 위 대법원 2011모1839 결정에서는 범죄혐의와 관련성 없는 전자정보를 ‘무관정

보’로,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를 ‘유관정보’로 칭하였다.
44) 위 대법원 2011모183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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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기간동안 저장·보관하는 것에 대한 저장공간 마련 및 관련

비용 등 현실적인 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 

  두 번째 견해는, 디지털 본래증거는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없으

나 향후를 대비하여 압수를 허용하되 다만, 수사기관의 임의 접

근을 막기 위하여 암호화하고, 복호화키는 법원이 보유하는 방안

이다. 선별 압수‧수색시 누락되기 쉬운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데

이터를 압수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

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컴퓨터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새로이 창작되어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 외에, 응용프로그

램이나 파일시스템에 의해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컴퓨터에서

자동 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굳이 ‘디지털 본래증거’라는

독자적 개념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각종 메타데이

터, 로그기록, 윈도우 레지스트리와 같은 이러한 종류의 데이터에

대하여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없는45) 데이터로 취급할 것은 아니

며46) 이러한 데이터도 그 자체로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있는 데이

터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데이터는 전문증거와

관련하여 그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

는데, 이와 같이 비록 요증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직접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기초사실과 같은

소송법적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도 요증사실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47). 위 견해는 디지털 본래증거가 압수된

이후에 특정 파일의 작성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면 그때서야 관

45) 김영철의 위 논문, 32면 : 본래증거는 컴퓨터에서 자동 생성된 것으로서 디지털 
전문증거의 진정성립과 관련이 있을 뿐 범죄혐의와는 무관하다고 보았다. 

46) 압수‧수색 단계에서는 파일의 작성자로 보이는 자가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지 
부인할지 여부도 알 수 없을뿐더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
법 제31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성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
다가 그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관련성이 생긴다고 보는 것
도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47) 정대희‧이상미,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절차에서의 ‘관련성’의 문제”,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2호, 2015, 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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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으로서 그때까지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임에도 암호화된 상태로 압수를 유지한다는 방안이다. 이는

비교적 폭넓은 디지털 증거 확보를 가능하게 하되 암호화하여 보

관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임의로 접근하여 위법하게 사용할 가능성

을 차단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보를 수사기관이 압수한다는 구조여서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

항 명문 규정에 반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위 견해가 정의하고 있는 ‘본래증거’는 수사기관이

압수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적고 데이터 양

이 많지 않아 보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는 이와 같은 ‘본래증거’ 외에도 사

용자가 생성한 파일까지도 확보할 필요성도 크다고 할 것인데 본

래증거 확보 방안에만 그친 점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덧붙여 두 견해 모두 암호화된 부분에서 추가 증거를 찾기 위

하여 복호화를 하였음에도 복호화된 데이터에서조차 증거가치가

충분한 데이터를 찾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암호화해 둔 데

이터인 관련성 없는 데이터까지 모두 복호화된 상태로 수사기관

에 제공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암호화

된 데이터까지 확인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의 복호화 요청을 적절

히 제한할 수단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국 관련성 있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까지도 현행 규정

에 따라 압수할 수 있는 방안, 암호화된 부분을 복호화하는 과정

에서도 피압수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

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2. 동형암호 기술을 이용한 해결책 모색

가. 착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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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살펴본 견해들은 압수‧수색 당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

는 디지털 정보도 압수하여 수사기관 내지 제3의 기관이 보관하

되 암호화 해두자는 것이다.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가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수사 초기에 풍부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자는 위

견해들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관련성 있는 정보만을 압수할 수

있고 관련성 없는 정보에 대한 압수는 위법하다는 현행 형사소송

법 규정 및 판례와의 조화로운 해석이 가능하고, 복호화 과정에

서도 피압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상대적으로 폭넓게 압수의 대상으로 포섭된

디지털 증거들을 수사기관이 보유하게 되더라도 피압수자의 기본

권이 침해될 위험에 대하여 요즘 개인정보보호에 탁월하다는 평

가를 받고 있는 ‘동형암호’기술을 활용하여 확보된 디지털 증

거를 암호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보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

고자 한다.  

나. 동형암호의 의미

  최근 여러 가지 형태의 디지털 기기가 일반화되면서 기기 사용

자의 다양한 정보가 인터넷상의 서버에 저장되는 클라우드 컴퓨

팅 환경이 확산되고 있다. 사용자는 어디에서든 다양한 기기로

인터넷 서버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여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서버에 저장된 사용자들의 정보

는 제3자나 서버 관리자에게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암호

화하여 저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양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암

호화 알고리즘으로 공개키 암호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공개키

암호 기술은 암호화키를 공개하여 누구나 암호화를 할 수 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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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호화키는 비밀로 하여 복호화키를 소유하는 사람만이 보유하도

록 하는 알고리즘으로 두 당사자 간에 비밀키를 공유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술48)이다.

  그러나 암호화된 데이터를 대상으로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

를 검색하거나 통계적으로 처리·가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

라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는 먼저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 중인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복호화

한 뒤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비밀키나 복호화된 자료

가 서버 관리자에 의해 임의로 저장되거나 해커에 의해 유출될

수 있다49). 이에 따라 암호화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이를 복호화

하지 않은 상태로도 사용자가 검색을 하거나 통계 처리와 같은

연산을 할 수 있게 하는 암호체계인 완전동형암호(Fully Homo- 

morphic Encryption)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동형(homomorphic)이라는 용어는 수학에서 다루는 동형성(ho- 

momorphism)에서 온 것으로 이는 연산이 정의된 두 개의 집합

사이의 연산을 보존하는 맵핑을 의미한다. 즉 동형암호는 평문

공간과 암호문 공간이라는 두 개의 집합에서 대표적인 연산인 덧

셈, 곱셈을 보존하는 암호체계이다50). 

  평문 과 의 암호문을 각각    ,    라고

하고, 를 암호화 함수라고 정의할 때, 일반적인 공개키 암호 시

스템에서는 비밀키가 없다면 암호문인  , 만으로는 평문에 대

한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평문에 연산을 한 뒤

암호화한 값이나 평문을 암호화를 한 암호문을 연산한 값이 같게

되는 동형암호 체계에서는 비밀키가 없어도 아래와 같이 암호문

48) 천정희‧어윤희‧김재윤,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동형암호기반 금융데이터분석”, 금
융정보연구 제7권 제1호, 2018, 37면

49) 정명인, 완전동형암호 기술의 연구 동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콘텐츠학
회논문지 13권 8호, 2013, 37면 

50) 정명인의 위 논문,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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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도 평문에 대한 연산 결과를 암호화한 값을 얻을 수 있게

된다. 

               

     ×    ×    ×

  여기서 나아가 상수곱, XOR, AND 등의 모든 논리 연산을 횟

수 제한 없이 보존하는 암호체계를 완전동형암호51)라고 한다. 

  컴퓨터가 하는 모든 연산은 AND, OR, NOT과 같은 논리연산의

합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위 논리연산만 암호화된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으면 이를 반복하여 임의의 연산을 암호화한 상태에

서 수행할 수 있게 되므로52), 완전동형암호 기술은 암호화된 데

이터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가능한 모든 연산을 수행53)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평문에 특정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암호화된 상태의 암호문으로도 찾는 것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암호화된 데이터로 다양한 연산을 하거나 이를 바

탕으로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더라도 굳이 평문을 알 필요가 없으

므로 평문이 유출될 위험이 없다. 이것이 동형암호 기술이 개인

정보 보호에 유용한 이유이다.  

다. 디지털 증거 확보시 완전동형암호 기술 적용 방안

  완전동형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평문인 정보를 암호화하여

서버에 보낸 뒤 암호화된 상태로 연산을 처리하는 과정은 기본적

으로 사용자와 서버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사용자(정보 제공자)는

복호화에 사용될 비밀키와 암호화에 사용될 공개키를 생성하고, 

공개키를 이용하여 암호문을 만든 뒤 암호문과 공개키를 서버에

51) 정명인의 위 논문, 38면
52) 천정희 외, 위 논문, 39면
53) 천정희 외, 위 논문, 39면 : 알고리즘에 포함된 노이즈(noise)의 증가로 인하여 

제한된 횟수의 연산만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동형암호(Somewhat 
Homomorphic Encryption)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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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를 하면, 서버는 비밀키 없이도 암호문만으로 연산을 하여

결과값을 도출54)할 수 있는 구조이다.   

  형사소송절차에서는 평문인 원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던 사용

자는 피압수자이다. 그리고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 수사기관이 압

수한 데이터를 보유하게 되니, 수사기관이 서버인 셈이다. 수사기

관은 보호가 필요한 데이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직접 알 수 없도

록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보관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암호문

상태에서 검색 연산을 통하여 찾고자 하는 데이터의 존재가 확인

된 후에 비밀키로 복호화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압수자

가 비밀키를 보유하게 되면 복호화 과정에 협조하지 않을 여지가

있으므로, 최초 암호화 단계에서 법원 등 관리자55)가 공개키와

비밀키를 생성하여 비밀키를 보유하게 하고, 추후 수사기관이 암

호화된 부분에서 증거가치가 있는 데이터의 존재를 소명56)한 후

비밀키 관리자로부터 비밀키를 받아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

여 온전하게 취득하는 구조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IV. 동형암호 기술을 이용한 초기 증거확보방안 제안

1. 저장매체 내 정보 전체 보전 필요성

가.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의 대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키워드 검색을 통한 파일 단위의 선

54) 김세환‧윤현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완전동형암호 
적용 방안 고찰”,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4권 5호, 2014, 946면

55) 법원이나 제3의 기관 같은 단독 관리 주체가 될 수도 있고, 피압수자 등 당사자
가 참여하는 방식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Ⅳ의 4 나.항에
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56) 이는 완전동형암호의 검색 연산 결과물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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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압수‧수색으로 획득한 논리적 이미지 파일만으로는 변화하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에 충분하다고 하

기 어렵다. 뒤늦게 대상 매체에 대한 추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다고 하더라도 이미 관련 증거는 멸실·훼손되어 의미있는 증거

를 새로이 확보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매체 자체나 그 매체에

기록된 정보 전체를 범행일시와 가장 가까운 수사 초기에 확보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지털 증거 확보와 관련하여, 압수의 대상이 정보저장매체인

지, 전자정보인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먼저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이 ‘압수의 목적물이 ……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

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

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압수의 목적물이 매체 자체인지, 정보인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매체 자체가 압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57)에 따르면, 피의사실과 관련된 정보가 기록된 매체 자체가

압수의 대상물이므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당시에 매체 내 정보

전체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압수 후 매체 내 정보를 검색, 분류

하여 관련성이 있는 증거들만 증거로 사용하고, 관련성 없는 부

분은 신속히 환부 또는 삭제, 폐기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과

잉 압수‧수색 문제를 해결58)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압수의 대상은 매체라는 유체물이 아니라 전자정보라고

보는 견해59)에 따르면 매체 내 기록된 전자정보 중 피의사실 중

57) 이완규, ‘디지털증거 압수수색과 관련성 개념의 해석’, 법조 62권 11호, 2013, 
149면

58) 이완규의 위 논문, 150-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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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이 인정되는 전자정보들에 한하여 압수할 수 있다. 즉 매

체 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전자정보들까지 압수하게 되면

위법한 압수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다. 현재 법원은 이와

같은 입장에서 압수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판단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도 매체 내 정보 전체에

대한 압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관련성’의 의미와 인정 범위

  법원은 수사과정에서 저장매체 내에 기억된 전자정보 중 혐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 즉, ‘유관정보’만을 문서로 출력

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해야 하며 ‘무관정보’까

지 복제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60)라고 보고 있다. 결국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전자

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따라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압수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여기서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의 의미에 대하여, 미국

연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 제401조61)는 “‘관련

성 있는 증거’란 소송상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에 대한 개

연성을 높이거나, 반대로 낮추게 하는 경향을 갖는 증거를 말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그 의

미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련성의 의미와 그 인정

범위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증거물로서의 의미

59) 각주 2) 참조
60) 위 대법원 2011모1839 결정 등  
61) Rule 401. Test for Relevant Evidence 
    ‘Evidence is relevant if:
    (a) it has any tendency to make a fact more or less probable than if 

would be without the evidence; and 
    (b) the fact is of consequence in determining th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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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개연성’이라는 견해62), ‘해당 사

건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라는 견해63), ‘사실의 증

명과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이

있음’을 뜻한다는 견해64) 등이 있다. 

  현실적으로는 관련성의 의미보다는 관련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범위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데, 개별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할 당시에는 전자정보별로 관련성 유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증거물로서 의미를 가질 것인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사실

의 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등은 결국 수사와 재판이라는

연속된 긴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성의 범위와 관련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 ‘증거’의 범

위에는 직접증거 외에도 간접증거65)도 포함되며,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증

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66)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까지 모두 포함된

다67)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문증거의 진정성립 인정에 필요한

증거,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영향력이 있는 보조증거, 양형자료와

관련된 증거까지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62) 이완규, “압수물의 범죄사실과의 관련성과 적법한 압수물의 증거사용 범위”, 형
사판례연구 23, 박영사, 2015, 542면

63) 정대희 외, 위 논문, 101-102면
64)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2, 358면
65) 요증사실과의 관계에 따라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로 나눌 수 있는데, 요증사실을 

직접 증명하는데 이용되는 증거가 직접증거이며, 요증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인할 
수 있는 사실, 즉 간접사실을 증명하여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를 간접
증거 혹은 정황증거라고 한다.

66) 구성요건해당사실, 위법성과 책임 조각사유의 부존재(피고인이 범죄성립을 조각
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활동을 통해 법관이 범죄성립조각사유가 있지 않은가
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된 경우), 처벌조건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어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로 증명하여야 하나 정상관계사실,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기초사실과 같은 소송법적 사실,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사실인 
보조사실 등은 자유로운 증명으로도 족하여,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는 증거능
력이 있을 필요가 없다.  

67) 정대희 외 위 논문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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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관련성의 범위와 관련하여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개연성’은 피의자 등 사건당사자에게 유리

하거나 불리하거나를 묻지 않고, 또한 사건의 전모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증거로서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성은 있는 것68)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관련성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당 사건69)’의 범위는 영

장 기재 범죄사실은 물론 그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도 이에 대하여,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

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

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

종, 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70).』고 보고 있다. 

다. 관련성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한 매체 내 정보 전체 확보

  그러나 위와 같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압수된 디지털 증거가 피

의사실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판단 시점이나 추가로 확인

된 사실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압수‧수색 당시를

기준으로 관련성을 판단하더라도 대상 매체 내 혼재된 전자정보

들이 유관정보인지, 무관정보인지 명확히 구별하기는 어렵다. 

  관련성의 의미 자체가 증거물로 사용될 ‘가능성이나 개연성’

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개별 전자정보, 특히 파일 단위로 파악할

때 피의사실과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68) 이완규, “압수물의 범죄사실과의 관련성과 증거사용범위”, 형사판례연구회 발표
문, 2014, 6면

69)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70)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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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뿐, 법원의 입장과 같이 관련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이분법적으로 단정하여 나누기는 어렵

다. 얼핏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파일이라도 추후 조사과정에 따

라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

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압수된 특정한 파일이 기소된

피고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1심과 항소심이 달리 판

단하여 증거능력 유무를 달리 판단한 사례71)도 있다. 

  이와 같이 특정한 하나의 파일에 대하여도 관련성 유무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72)가 있는데다, 언뜻 피의사실과 무관해

보이는 파일이라고 할지라도 관련성을 인정하여 압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떠한 기업범죄와

관련되어 범행일시 무렵에 작성된 결재문서 파일 A와 위 범죄와

무관하게 다른 시기에 작성된 같은 양식의 결재문서 파일 B가

있을 경우, 파일 B에 대하여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바로 압

수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범죄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파일 A와 그 내용이나 형식, 작성과정, 결재절차 등의 비

교를 위하여 파일 B를 확인해 볼 의미가 있으므로 파일 A뿐만

아니라 파일 B 또한 관련성 있는 증거로 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하나의 파일 안에서도 그 내용이 관련성이 있는 것과 없

는 것이 혼재되어 있다면 일응 전체로서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로

보아 압수할 수 있고, 범죄와 관련된 하나의 파일이 생성, 수정, 

71) 청주지방법원 2014고합244(1심), 대전고등법원 2015노155(항소심) : 피고인의 저
서 기부행위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시 확
보된 추석 인사장 파일, 추석편지보내기 폴더 등에 대하여, 1심은 압수‧수색 당시 
피의사실인 위 혐의와 관련성이 없다며 증거능력을 배척하였으나, 항소심은 위 
전자정보는 피고인이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지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중요 증거자료들이어서 위 혐의와 관련성이 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
하였다. 

72) 비교적 수사 초기에 해당하는 압수‧수색 당시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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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될 경우 함께 기록되는 메타데이터 부분이나 로그기록 등 컴

퓨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가적인 정보들도 그 파일과 일체화된

관련있는 정보로서 역시 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직접 만든 개별 문서나 멀티미디어 파일이 아

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기록이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파일은 짧은 집행과정에서 관련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분

리하여 압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실적이지 않다. 더구나 MF

T73)와 같은 메타데이터, 로그기록, 윈도우 레지스트리도 해당 파

일의 내용이 기록되는 데이터와는 별도의 공간에 기록되며, 특정

파일이나 특정 시기의 것만으로 한정하여 별도의 파일로 분리해

내어 따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안티포렌식 기법으로 파

일을 삭제‧은닉하였을 경우에는 컴퓨터 운영체제가 인식하지 못

하는 슬랙 공간이나 비할당영역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하므

로 이 부분도 해당 파일과 관련성이 인정되나 이 역시 집행 현장

에서 단시간 내에 추출해내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매체 내 전자정보들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는 압수‧수색 집행과정에서 파일 단위로 관련성 유무를 일

도양단식으로 구별하여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바람직하

지도 않다는 점, 하나의 파일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디스크 내 곳

곳에 산재하고 있거나 다수의 파일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혼재되

어 있기도 하는 등 관련성이 있는 정보들만을 분리하여 추출해내

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사실과의 관련성 인정 여

부는 개별 매체 단위74)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73) NTFS 파일시스템에서 각 파일이나 디렉토리별 위치, 시간정보, 크기, 이름 등이 
기록된 MFT entry를 모아놓은 하나의 파일로서, 하나의 디스크 내에서 파일의 
실질적인 내용이 기록되는 데이터 영역과는 구별되는 위치인 별도의 섹터에 기록
된다. 

74) 이는 반드시 압수의 대상을 정보저장매체라는 유체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
니며, 전자정보를 압수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관련성은 개별 전자정보별로 유무
를 따질 것이 아니라 매체 단위로 판단하면 족하다는 의미이다. 



- 34 -

  결국 증거로서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는 디지털 증거가 단 하나

만 있다고 하더라도, 일응 해당 매체 전체에 기록된 전자정보 전

체에 대하여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기장이

나 장부와 같은 유체물의 형태인 증거물도 범행일시 무렵의 해당

페이지만 물리적으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분리하여 압수하지 않고

그 책자 전체를 압수75)하고 있는 것이 실무이며, 이와 같은 압수

의 방법을 관련성 없는 증거까지 압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

다고 다투는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 전자정보라고 하여 유체물

과 비교할 때 관련성 인정여부나 압수 방법상 특별히 더 엄격하

거나 더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해당 매체 내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매체 전체를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있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매체 내

모든 전자정보를 하드카피 또는 물리적 이미지 파일을 작성하는

방법76)으로 압수하여야 한다. 

2. 동형암호기술을 이용한 암호화

  위와 같이 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체를 기준으로 매체 내 모든

전자정보를 압수한다고 하였을 때 관련성이 인정되는 파일 단위

로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현재 실무에 비하여 피압수자의 권익

보호에 더 취약할 수 있다. 매체 내에 포함된 관련성이 상대적으

로 낮은 전자정보까지 수사기관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는 아무래도 이로 인하여 피압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

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지며, 수

75) 피압수자가 해당 자료를 영업을 위하여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사본
하고 원본을 가환부할 수 있다. 

76) 물론 현장에서 하드카피나 물리적 이미징이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매체를 반출하
여 수사기관의 분석실에서 위 작업을 수행한 후 매체는 반환하는 것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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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관도 이를 다른 범죄의 수사 단서나 증거로 활용할 유인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려워 이로 인한 새로운 법익 침해를 초래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압수하는 매체 내 정보 전체에 대한 이미지 파일에 대

하여 암호화하고 이를 복호화하는 비밀키를 관리자가 공정한 방

법으로 생성‧관리하도록 설계하면 이와 같은 위험을 배제할 수

있다. 여기서 비밀키를 생성‧관리하는 주체는 수사기관77)이 될 수

도 있고, 법원과 같은 중립적 기관이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

할 수도 있으며, 수사기관이나 피압수자, 법원이 함께 참여하는

임계암호방식78)을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완전동형암호를 이용한

다는 것이다.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연산이 보존되는 완전동형암

호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복호화를 손쉽게 허용하지 않고 암호

화된 이미지 파일을 대상으로 검색 연산을 통해 해당 데이터의

존재를 확인한 후에 복호화가 가능하므로, 비동형암호 알고리즘

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수준으로 피압수자의 기본

권 보호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아이디어로서 매체 내 정보

전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암호화하여 확보한 뒤 보관하고 관리

하기 위하여 많은 용량의 저장장치를 필요로 한다는 점, 게다가

77) 다만, 수사기관이 비밀키까지 생성하여 관리하게 되면 비밀키 부당 유출을 방지
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78) 강석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기술적 조치 연구 – 임계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 ”,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50-53면 : 위 논문에서는 디지털 증거를 현장에서 확보한 후, 선별 전 피압수자
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의 운반 및 보관 과정에서 사생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지털 증거의 이미지 파일을 암호화한 후 Shamir의 
임계암호방식을 이용한 비밀키분산 방안(수사기관, 피압수자, 법원 3자가 나눠 
갖고 있는 키조각 중 2개의 키조각만으로 암호화된 이미지 파일을 복호화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는데, 이를 증거 운반 및 보관 과정에 한하지 않고 
암호화한 이미지 파일에 대한 압수의 효력이 유지되는 전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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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의 이미지 파일에 대한 완전동형암호 알고리즘 연산에 상

당한 시간과 컴퓨팅 비용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필

요가 있다.

  

3. 참여권 보장을 통한 암호화 대상 전자정보 분리

가. 일부 전자정보 분리 필요성

  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체를 기준으로 모든 전자정보를 압수한다

고 하였을 때 해당 매체 내에는 개별적으로 분리 가능한 상대적

으로 관련성이 낮은 전자정보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을 쉽사리 ‘무관정보’로 치부하여 이들까지 압수한 것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들을 포함하는 암호화된 이미지 파일을 보관‧관리 비용의 부담

등을 이유로 압수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낮은

전자정보들만을 따로 분리하여 수사기관이 임의로 열람하며 남용

할 수 없도록 암호화를 하여 보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압

수‧수색 집행 당시에 해당 매체가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인정된다

면 매체 내 모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를 허용해야 하며, 그 매

체 내에서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다소 낮은 전자정보들을 따로 분

리해 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때 이러한 부분의 전자정보만을 암

호화하여 압수하고, 나머지 전자정보들은 평문 그대로 분리하여

압수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관련성은 인정되나 그 정도가 상대

적으로 낮은 수준의 전자정보들을 최소한으로 추출하여 이들만

암호화하여 봉인할 경우, 수사기관이 이러한 전자정보들을 남용

할 위험도 막을 수 있고, 암호화에 따른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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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그러면 따로 분리해 낼 수 있는 관련성이 낮은 전자정보들은

어떻게 추출하여 분리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때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암호화 대

상 전자정보를 분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디지털 정보 압수시 참여권 보장의 의의

  현재 실무상으로는 압수‧수색 현장이나 수사기관의 분석실에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일일이 매체 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유관정보’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지난한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에게

전자정보 탐색, 복제, 출력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희

망하는 경우 그의 참여 하에 선별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통지를 받고도 실제로 위 과정에 참여하는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

하며, 참여를 하더라도 ‘참관’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법원79)은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

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

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

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당사자(이하 ‘피

압수자’라 한다)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

79) 위 대법원 2011모183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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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

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

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여 포괄적 압수‧수색이나 ‘무관정

보’에 대한 임의적 복제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선별을 마치고

압수수색을 종료할 시점까지의 참여권 보장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원의 입장에 대하여 참여권에 대한 사전 통지 원

칙 또는 참여권 남용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들어 비판하는 견

해80)도 있으나, 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체 내 모든 전자정보에 대

한 압수가 필요하며, 다만 그 전자정보 중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낮은 것을 개별적으로 분리 가능하다면, 이를 분리하여 암호화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분리 절차에 위와 같은 법원의 태도

를 반영하여 피압수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 참여권 보장을 통한 전자정보 분리

  매체 내의 전자정보의 양은 경우에 따라 굉장히 많을 수도 있

는데, 제3자인 디지털포렌식 수사관보다는 피압수자가 그 많은

양의 데이터에 대하여 훨씬 더 쉽게 내용을 파악하거나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이 우려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의해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이 침해될 위

험이 있는 전자정보는 대개 사용자인 피압수자가 직접 생성한 파

80) 조광훈,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저스티스 통권 제151호, 
2015, 282-2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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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들이다. 메타데이터 정보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전자정보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정정보만을 분리, 현출하여 이용

하기도 쉽지 않으며, 슬랙 공간이나 비할당영역 부분은 파일시스

템을 통한 일상적인 매체 사용시에는 사용자가 접근하기도 어려

운 부분이다. 오히려 이 공간에 어떠한 전자정보가 존재한다면

안티 포렌식 기법을 사용한 고의적인 중요 데이터 삭제나 은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암호화하지 않은 채로 확보

해야 할 부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피압수자에게 매체 내 자신이 작성하고 보유한 전자정

보 중 관련성이 낮고 파일 단위로 분리해 낼 수 있는 전자정보를

추출81)하게 하고, 수사기관은 이와 같이 추출된 전자정보 중에서

압수수색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성 높은 전자정보가 포함되었

는지를 검토한 후 관련성이 낮은 전자정보만을 분리하여 이미징

파일로 작성한 뒤 암호화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수사기관의 임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전자정보를 추출할

때 피압수자의 의견을 듣는다는 측면에서 현재 실무보다 피압수

자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될 것이며, 암호화

대상 전자정보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압수‧수색 절차

종료시까지 시간을 단축하거나 보관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물론,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 보장은 압수수색 절차의 전 과정

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참여의 기회를 보

장82)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피압수자 등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참여권 행사를 빌미로 절차

81) 피압수자에게 직접 컴퓨터나 포렌식 도구를 이용하여 추출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
니라 피압수자의 의견을 듣고 전자정보 분리대상과 분리여부를 확정한다는 의미
이다. 

82) 위 대법원 2011모183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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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참여권 행사의 포기로 보거나 ‘급

속을 요하는 때’83)에 준하여 수사기관의 임의 판단으로 암호화

대상 파일의 분리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

다.     

4. 분리된 전자정보에 대한 동형암호를 이용한 암호화

및 복호화 과정

가. 기본적 구상

  피압수자 등에 의한 참여권 보장을 통해 암호화 대상 전자정보

를 분리하게 되는 경우 이를 공개키로 암호화한 후 수사기관이

평문으로 압수한 나머지 전자정보와 함께 이 부분도 수사기관에

서 보관하게 된다. 수사기관이 이를 보유하더라도 복호화할 수

있는 비밀키 접근이 제한되는 이상 임의적인 접근이 배제된다.   

  그리고 이후 수사 및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평문의 형태로 압

수한 전자정보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최초에 관련

성이 낮은 전자정보로 분류하여 암호화해 둔 전자정보를 다시 한

번 탐색할 필요성이 생겼을 때는, 동형암호의 성질을 이용하여

복호화 전 키워드 검색으로 암호화된 전자정보에 해당 자료가 있

을 개연성을 먼저 확인한 후에 복호화한 후 그 전자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실시하면 된다.  

나. 비밀키 생성‧보관 주체와 복호화 절차

  여기서 공개키와 비밀키 생성, 비밀키 보관 주체에 대하여 ① 

수사기관, ② 법원 등 중립기관, ③ 피압수자 등 다자 참여 방식

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각 경우마다 복호화 절차에 다소 차이가

83)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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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다. 

  먼저, 수사기관이 키를 생성하여 보관하는 경우84)는 온라인상

에서 키를 생성하여 공개키는 수사담당자가 내려받아 압수한 디

지털 정보를 암호화하고 비밀키는 수사기관의 별도 서버에 저장

해 둔 뒤, 이후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속권한이 부여된

수사담당자만이 인증 후 비밀키 보관 서버에 접속하여 비밀키를

내려받아 복호화하는 방안이다. 피압수자 등 사건관계인이나 다

른 기관과의 협력 없이 수사기관이 스스로 프로그램과 내부 규정

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압수물의 집행 및 보관, 복호화 과정을

관리할 수 있어 비교적 간편하게 실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비밀키에 임의로 접근하여 복호화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

여 암호화된 보관 파일 대상으로 탐색이 필요한 데이터 유무를

확인한 검색 연산결과 및 비밀키에 접근한 서버 이용자의 접속기

록을 따로 저장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수사기

관이 단독으로 모든 전자정보를 관리한다는 점을 들어 남용 위험

성을 지적하는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로 법원과 같은 중립적 기관이 키를 생성‧보관하는 경

우는, 법원이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시에 공개키와 비밀키를 생

성하고, 수사기관이 공개키로 전자정보를 암호화하여 보관하게

하되, 비밀키는 법원이 별도 서버에서 관리하는 방안이다. 수사기

관에서 복호화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암호화된 정보에 범죄혐

의사실과 관련된 정보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검색 연산결

과를 제시하는 등으로 소명한 뒤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복호화하는

것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는 수색영장85)이나

84) 강석한의 위 논문, 47-49면
85) 전자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서의 ‘수색’은 정보가 기록된 

매체를 찾기 위한 일정한 장소에서의 수색을 의미하나, 이때의 수색은 암호화되
어 보관 중인 이미지 파일 내에서 의미있는 디지털 증거의 탐색을 위한 것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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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영장86)을 발부하는 형태로 구현 가능하다. 이러한 방안은 이

미 압수된 디지털 증거 관리 및 복호화 과정에서 중립성이나 신

뢰도를 손쉽게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미 디지

털 증거 확보당시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의 효력으로 압수된 뒤 그

집행이 종료되어 수사기관이 보관 중인 증거임에도 다시 법원으

로부터 수색영장이나 검증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강제처분을 거쳐

야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이 디지털 증거의

키 생성‧보관, 복호화 절차를 관리하기 위한 물적 장비와 관련 규

정을 새로이 마련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의 경우는 수사기관과 피압수자 쌍방이 키를 나눠 갖고

양자의 협력하에서 복호화하거나, 법원까지 포함하여 3자가 키를

나눠갖고 그 중 두 당사자의 키조각만으로 복호화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수사기관 단독 키보관 방안에 비하여 신뢰도가

제고되면서도, 양자의 협력으로도 복호화할 수 있으므로 복호화

과정에서 반드시 법원을 통한 강제처분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압수자의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87)이어서 결국 두 번째 방안과 같이 법원을 통하여 추

가적인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는 형태가 일반적일 것인 모습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안에 비하여 굳이 비밀키를 분산

보관하는 추가적인 연산비용이나 피압수자의 비밀키 조각까지 유

출 등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관, 관리해야 하는 추가적인 비용

까지 들이는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위에서 검토한 세 가지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으나, 암호화된

86) 수색은 증거를 찾기 위한 일정한 물리적 장소 내에서의 탐색을 전제로 하고 있으
므로 암호화된 이미지 파일 내에서 일정한 정보를 탐색하는 경우는 수색보다 검
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87) 설사 협력한다 할지라도 피압수자가 피의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수
사 중인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따라 협력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와 같은 협력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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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도 이미 압수절차가 종료되어 수사기관이 증거로 보관하고

있는 이상 위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은 수사기관의 증거분석

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법원 등과 같은 다른 기관이나

피압수자가 키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 이를 위한 별도의 장비나

규정 마련 없이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구현 가능한 점, 이미

기존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압수된 정보임에도 그 정보의 추가

적인 탐색이나 데이터 추출을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영장

을 다시 발부받는 것은 논리적으로 쉽게 귀결되기 어려운 점, 수

사기관이 비밀키를 생성‧관리하더라도 비밀키를 수사담당자나 제

3자가 임의로 별도 저장할 수 없도록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찾고

자하는 데이터의 존재에 대한 검색 연산 결과 및 비밀키를 확인

하고 내려받는 접속 기록을 기록해두는 추가 조치88)를 병행한다

면 수사기관의 암호화된 증거에 대한 임의 접근을 배제하여 피압

수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낮추고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비밀키를 생성하여 보관하도록 하

더라도 무방하다고 본다.      

5. 실무 적용 가능성 검토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표현된 문언상으로는 압수의 대상

이 매체 자체인지 그 안에 기억된 전자정보인지는 명확하지 않고

관련성의 범위에 대하여도 분명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압수의 대상을 매체 자체로 보는 의견은 당연히 매체 내 모든 전

자정보를 압수하는 방안에 큰 이견이 없겠으나, 법원은 압수의

대상을 ‘전자정보’로 보고 그러한 전자정보 중 관련성이 있는

88) 현재도 수사기관은 수사담당자들이 특정인의 범죄경력이나 형사사건 접수‧처리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자
료에 접근한 사용자의 접속기록과 조회사유를 별도로 저장하여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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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 선별하여 압수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현재로서는 필자와

같은 견해가 쉽게 인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수

사기관에 의해 피압수자에 대한 별도의 법익 침해를 경계하고자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사명을 다소 포기하게 되더라도 헌법상

영장주의나 적법절차 원칙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이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서, 기술의 발달로 폭넓은 압수를 허용하더라도 피압수자

의 법익 침해를 최소화하거나 나아가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진다면 이와 같은 방안을 도입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은 공개키나 비밀키의 생

성 및 관리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 규범을 마련하는 것 외에 압

수‧수색의 범위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변경할 필요 없이 해석만

으로도 용인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살펴본 ‘영장 별지’에서도 현장에서 반출하게 되는

전자정보의 봉인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피압수자 등 쌍방이 암

호를 설정하는 방법’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를 매체 내 정보 전

체를 압수하면서 수사기관의 임의 접근을 제한해 둘 필요가 있는

일부 전자정보에 대한 봉인 과정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동형암호의 기술도 최근 몇 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왔

고, 연산시간도 많이 빨라졌다89). 이에 따라 금융데이터나 의료

정보 등에서도 동형암호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분석이나 연산

처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제시한 대로 피압수자가 직접 참여하여 특정 매체에 저장

된 전자정보 중 범죄와 관련성이 미미한 개인적인 정보들만을 먼

저 추출하도록 한 뒤 이 부분90)을 분리하여 암호화하게 되는 경

89) 천정희 외, 위 논문, 40면 : 동형암호 연산 중 가장 비효율적인 재부팅
(bootstrapping)시간이 2011년도에는 30분, 2013년에는 0.32초, 2015년에는 
0.02초까지 개선되었다.  

90) 피압수자가 먼저 골라낸 전자정보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검토를 거친 후 최종적으
로 분리하여 암호화할 전자정보의 범위가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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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이 때 추출‧분리되어 암호화된 전자정보는 사용자인 피압수자

가 생성한 개별 파일 정도에 그칠 뿐이어서 대개는 크기가 크지

않을 것91)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형암호를 이용하여 암호화하

더라도 보관 공간이나 비용, 연산과정에서의 컴퓨팅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부담도 앞으로 점점 줄어들 여지

가 충분하다. 

  

V. 결론

  최근 모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채용비리로 유죄판결92)을 선고받

았다.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결정적 계기는 채용 담당자가 청탁받

은 지원자들을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 심사점수를 관리해온 정황

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위 금융기관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정보저

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전 이미 중요한 파일이 삭제되었을 가

능성이 농후하였고, 실제로 확인하였을 때도 이미 중요 파일들이

다수 삭제된 상태였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는 담당자가 사용하던

컴퓨터 자체를 확보하여 그 저장매체 내 모든 정보를 압수할 수

있었기에 압수된 디지털 증거를 이용하여 메타데이터 분석, 비할

당영역에서의 파일 시그니쳐 카빙, 파티션 복구, 링크파일 분석

등을 통해 몇몇 청탁받은 지원자들에 대한 점수를 관리해 오다

이미 삭제해버린 다수의 엑셀 파일을 복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장 및 그와 인접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파일 단위의 선별 압

수수색만으로는 이와 같은 중요한 디지털 증거의 확보가 요원하

다. 

91) 여러 종류의 파일들 중, txt 파일과 같이 비교적 크기가 작은 문서파일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동형암호를 적용해 볼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9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11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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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압수 대상이 되는 관련성이 인정되는 대상을 매체를 기

준으로 판단하여 매체 내 전자정보 전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

되, 다만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떨어지는 전자정보가 존재하고 이

를 따로 분리해 낼 수 있다면, 피압수자 등의 참여하에 이를 분

리해 낸 뒤, 개인정보 데이터 보호에 탁월한 기술인 완전동형암

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보관하다 이에 대한 추가 탐

색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제로도 암호화 상태의 연산, 검색과정을

통하여 관련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탐지되는 경우에는 별도

로 관리되는 비밀키를 이용하여 복호화하는 방법의 새로운 압수‧
수색 절차93)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실무는 가능하면 많은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고 하는 수사기관의 입장과 피압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재산권, 직업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 보호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와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을 발췌해서 그 부분만을 보유하며 분석

하게 하는 방안이다. 수사기관의 압수 범위를 보다 넓힌다면 피

압수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압수

범위를 넓히더라도 피압수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마련된다면 그 도입을 주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동형암호기술이 바로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를 관련성이 상

대적으로 낮은 디지털 증거의 암호화 및 복호화 과정에 적용함으

로써 수사기관이 이들 증거를 남용하여 피압수자의 기본권을 침

해할 수 있는 상황을 억제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증거를 초기에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으

93) 물론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현재와 같이 일부 파일들만을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
도 여전히 가능하므로 모든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마다 이와 같은 모델로 집행
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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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이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가릴 수 있다면 검

찰의 공소제기 권한은 보다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는

결국 사건관계인의 권익 보호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된

다는 결론에도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이 충분히 검증된 과학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압수‧수색
모델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기여하면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수사과정에서의 기본권 보호,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을 관철시

킬 수도 있는 묘안이 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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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Technical Method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Selectiv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 Using Homomorphic Encryption - 

Mikyong Oh

Master of Science in Digital Forensics

Department of Mathematical Information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Digital data storage medium connected to digital devices 

record large amount of digital information that users store 

themselves or generated by computer. Digital information is 

useful for tracking the user’s behavior or thought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obtain the storage medium used by the suspects 

and analyze digital evidence in depth during the investigation.

  But the Supreme Court clarified that investigative agencies, in 

principle, could seize only electronic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facts of suspicion. Storage medium is exceptionally subject to 

search and seizure in the event that the above execution is 

impossible. The relevant electronic information selected 

according to these principles is fragmentary, so it is difficul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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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meaningful evidence on its own. The selected evidence is 

powerless against anti-forensic. In addition, it is almost 

impossible to find additional evidence of changes in issues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and criminal trial. 

  To solve these problems, I am going to propose a procedure 

for search and seizure using the ‘Homomorphic Encryption’. 

Homomorphic Encryption enables any operation on computers 

with encrypted data without decryption. As a result, it is 

effective in preserving private information when digital 

information is processed using Homomorphic Encryption. 

  First, the range of relevant digital evidence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storage medium and all digital 

information in the storage medium should be confiscated for 

in-depth analysis. Next, the acquired digital information is 

encrypted using Homomorphic Encryption algorithm. Investigators 

will then have no random access to encrypted digital evidence. 

They are given the secret key to decrypt the evidence after 

identifying the existence of additional data they want to find in 

the encrypted evidence through the search operation. 

  In addition, the size of the encrypted evidence can be reduced 

by extracting and encrypting relatively less relevant digital 

information within the storage midium, referring to the opinion of 

the owner or manager of the seized evidence when the right to 

participate is guaranteed. This will reduce the cost of storing 

and computing encrypted evidence, thereby, this would increase 

the possibility of actual implementation of this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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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conclusion, using Homomorphic Encryption in procedure for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may contribute to 

protection of individual’s rights by minimizing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 addition to the discovering the actual truth 

due to abundant evidence.

 

Key Word : Digital evidence, Selective Search and Seizure, Relevance, 

Right to participate, Seizure of the storage medium, 

Homomorphic Encryption, Research operation with 

encrypted data, Preserving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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