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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른바 ‘디지털 증거법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및 분석 건수는 1만 1,575건

에 이른다. 2008년 약 1,000건에 미치지 못했던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 및 분석 건수에 비하면 약 11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11년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의하면 디지털증거 확보를 위

한 압수의 목적물을 ‘컴퓨터용 디스크 또는 그밖에 이와 비슷한 정

보저장매체’ 로 명시 하였고, 그 범위를 ‘출력, 복제의 방식으로 선별

압수 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 하였다. 또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되는 판례가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존의 디지털증거와 관련된 학계의 연구들은 대부분 압수절차에

편중되어 있었다. 법원은 종래에 수사기관이 유체물을 압수하는 단

계에서 행해졌던 위법한 수사를 단절하고자 디지털증거의 압수 단

계에서 엄격한 기준을 두고 증거능력을 인정해 왔다. 압수단계에서

획득한 디지털증거와 재판에 현출된 디지털증거의 무결성 및 동일

성의 입증이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최고의 요건이 되면서, 원본 데

이터와 이를 복사한 데이터 양자의 해시값(Hash Value) 일치 여부

가 중요한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되었다. 그러므로 디지털증거와 관

련된 연구들은 압수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어왔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디지털증거를 압수 및 분석 단계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위·변조 방지 노력을 다하였다고 하여 디지털증거

의 해시값이 그대로 변화 없이 재판에 제출 되는 것일까. 디지털증



- 4 -

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강조되어왔던 무결성 및

동일성의 바탕에는 그동안 간과 되어왔던 ‘관리연속성(Chain of

Custody)’이라는 개념이 전제 되어있다.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이

란, 증거물이 수집단계에서부터 법원에 현출되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증거물의 성상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압수단계 뿐

아니라 압수 이후의 절차에서도 디지털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상

존하기 때문에 관리연속성은 증거능력 인정 요건으로서 매우 중요

한 개념이다.

한편, ‘디지털 증거법 시대’에 걸맞게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증거

의 압수·수리·영치 및 처분 등의 모든 절차에 관한 규정과 지침이

잘 마련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수사기관은 압수이후의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전제가 되는 헌법상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까.

이 논문에서는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을 찾고자 디지털증거의

수리·영치·처분 단계에서 실무자로서 직접 체득한 현실적인 문제를

의식화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언하려한다. 또한 압수 이후의 단계까

지 적법절차의 원리를 확장하고 구현해봄으로써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압수절차 이후 수리·영치·처분단계에서 관리연속성을 확보하여 수

사기관이 공들여 수집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이 한순간 무효화

되지 않기 위하여, 또한 적법절차를 준수한 업무처리로 피고인의 인

권을 보장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이 연구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 디지털증거, 관리연속성, 보관연속성

학번 : 2017-2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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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디지털기기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은 날

로 강조되고 있다.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통해 이른바 ‘디지

털증거법 시대’가 열렸음을 명시적으로 확인 하게 되었다.1) 압수의

목적물을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로

보는 디지털증거의 개념이 등장하였으며,2)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인 성립의 진

정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통해서 입

증할 수 있게 되었다.3) 또한 검찰은 디지털 증거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4)을 제정하여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유지 하고자 한다. 최

근 판례와 학계에서도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

건의 실무적, 이론적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형사절

차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과거의 유체물인 증거

물 중심에서 디지털증거 중심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및 분석 건수는 1만

1,575건에 이른다.5) 2008년 약 1,000건에 미치지 못했던 디지털 증거

1) 김영철, “디지털 전문증거 진정성립을 위한 디지털 본래증거 수집방안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58호, 대검찰청, 2018.

2)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3)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4) 대검예규 410호 2006.11.21.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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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및 분석 건수에 비하면 약 11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는

형사절차에서 디지털증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형법 제106조 제3항의 디지털 증거의 압수절차에 관한 규정이

신설 되면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적법절차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디지털증거에 관한 판례 중

대부분이 압수절차에서 적법절차를 강조하고 있고, 학계 또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압수절차를 중심으로 연구 되고

있다.

그러나 압수된 전자정보가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압수시

작 단계에서부터 공판정에서 증거로 현출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6)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Chain of Custody)'이란 디지털증거가

수집, 보관, 분석되어 법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 증거의 존재와 상

태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는가가 법정에서 증명되어야하는 원칙이다.7)

디지털증거의 입증가치를 수집단계에서부터 처분단계에 이르기까지

신뢰성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절차적 법적 요소들이

필요하다.8) 이렇듯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

5)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4376, “디

지털증거 추적‘ 연1만건’ 디지털 시대 맞는 증거법 도입 절실”

6)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805 판결

7) 이성기, “증거물 보관연속성원칙과 증거법적 함의” 「경찰학연구 동향」, 경

찰대학교, 2011.

8) 탁희성. 이원상. “디지털포렌식 통합모델구축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

구원 연구총서」16-AA-0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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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원칙임에도 그동안 압수 절차의 중요성만

강조되어온 결과 압수 이후의 절차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압수된 디지털증거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수리과정 및 영치과정

에서 각 담당자가 관리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다. 최근 판례9)에서 증거로 제출된 CD에 담겨진 4,508개의 파일 중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20여개의 파일의 해시값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여 유죄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윈판결을 파기한 판례가

등장 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더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

문에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에 관한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가 있다.

판례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 인정함에 요구되는 무결성, 동일

성 등의 요건들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현실에서 적법절차를 모두 준

수하여 어렵게 수집한 디지털 증거가 경미한 절차상의 하자로 유명

무실화 되는 현실은 너무 안타깝다.

이 연구는 실무적 접근을 통해 적법절차를 준순하여 어렵게 압수

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고, 헌법상 적법절차원리를 준수

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그동안 연구 되지 않았던 디지털 압수물의 압수 이후 절

차에 대해 실무상 · 규정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적·절차적 개선 방

9) 대법원 2018.2.8. 선고 2017도132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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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기존에 활발하게 논의 되어왔던 디지털 증거 압수절차

에서의 적법절차의 원리를 관리 및 처분 절차에서도 확대하여 디지

털 증거의 증거 능력을 확보하고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며, 적법절

차의 원리를 준수하여 형사절차 모든 과정에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기초 개념에 대해 살펴본 후 이 논문

에서 다룰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과 관련된 디지털증거의 특성을

정리해 보겠다. 또한 검찰에서 디지털 증거가 어떻게 수리·영치·처

분 되는지를 실무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현실

적 해결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

(Chain of Custody)의 개념에 대해 정의해 보고 개념에 대한 인식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디지털증거 관련 선행연구에서

주로 쟁점이 되었던 압수단계에서의 관리연속성은 연구범위에서 제

외한다.

제3장에서는 적법절차의 원리의 개념과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적용 범위를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과 공판중심주의의 내용인 증거개시제도와 전문법칙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증거와 적법절차의 원리와 관련성을 확인

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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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기존의 압수수색 단계에서 강조 되었던 적법절차의

원리를 압수 이후 단계까지 확대하여 관리연속성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찾아보고, 관련 판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 문제를 적법절차의 원리와

연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철저히 함으로써 동일

성과 무결성이 감쇄되어 어렵게 수집하고 관리한 증거들이 법정에

서 무효화 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디지털 증거 고유의 특성상 수리, 영치, 처분 단계에서 기존의 유

체 압수물에 적용 되어왔던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압수 및 압수물처

리지침’, 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디지털 증거 관련 유일

하게 존재하는 규정인 ‘디지털증거수집 및 분석규정’ 에 있어서도

압수단계에서의 절차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2016년 신

설된 ‘제6장 디지털 증거의 관리’부분에서 디지털증거의 보관, 폐기

에 대해 제25조 내지 제27조에 간략히 규정 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로 발생하는 실무상 문제를 수리에서부터 처분단계에서

조사·분석해본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이 연구는 디지털증거의 확보에서부터

처분에 이르기까지 실무상·제도상의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책을 제

시하여 힘들게 압수한 증거가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

은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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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Chain of Custody)

제1절 디지털증거의 개념과 특성

1. 디지털증거의 개념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규정’10)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

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

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디지털 형태란 0과 1로 이루어진 이

진수 체계를 이용하여 저장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말하고, 전

송되는 증거가치 있는 정보 또는 법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11) 압수대상인 디지털증거는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 휴

대폰, PDA, CD 등 다양한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오디오 파

일, 비디오 레코딩, 디지털 이미지 파일 등의 전자정보 자체를 말한

다.12)

2011년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13)의 신설을 통해 디지털증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서 디지털증거가 매체인가 정보인가 하는 기

존의 논란은 종식 되었다. 대법원은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서 “압

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

해서는 디지털저장매체의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

10) 2016. 12. 26.개정 대검예규 제876호 

11) https://www.nij.gov/topics/forensics/evidence/digital/Pages/welcome.aspx
12) https://www.nist.gov/oles/digital-evidence
13)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

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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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디지털증거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이를 ‘디지털 저장 매체’ 와 전자정보인

‘디지털증거’는 구별되는 개념임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

2. 디지털증거의 특성

디지털증거의 특성들은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선행 요건인 무결성·동일성·진정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갖는다.

가. 매체 독립성

디지털 증거는 저장되거나 전송중인 정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

로 매체와 독립되어 있다. 디지털 카메라에 하나의 이미지파일이 담

겨져 있다고 가정 할 때, 디지털 카메라는 매체이고 이미지 파일은

전자정보로써 디지털증거가 된다. 이때 이미지파일은 디지털 카메라

로부터 독립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로 쉽게 복제 될 수 있다. 이는

원본 전자정보와 이로부터 복제된 전자정보가 같다는 의미의 디지

털증거 인정 요건인 “동일성”과 관련이 있다.

나. 변조 용이성

디지털증거는 컴퓨터를 통해 쉽게 위조·변조 및 삭제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전자정보는 간단한 명령만으로도 정보를 삭제하거

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 시스템 작동과정에서 특별한 조작이

없더라도 파일에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

해 디지털 증거의 확보 및 보관 과정에서 수집되어 증거로 사용되

기까지 전 과정에서 인위적인 개작이 없었는지를 다투는 “무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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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지을 수 있다.

다. 비가시성, 비가독성

디지털증거인 전자정보는 그 자체로 사람의 육안으로 바로 인식

할 수 없고, 컴퓨터에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만 가시성과 가독성을 갖는다. 모니터 화면으로 내용을 인지하거나

출력 등 방법에 의해서만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와

이로부터 추출한 데이터와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 된다.

라. 전문성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 전자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 관리자는 관련

전문 지식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디지털증거를 다루는 압수·

분석· 보관· 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

다. 전문성은 디지털증거의 신뢰성과 관련 된다.

제2절 디지털증거 관리 실태와 문제점

1. 디지털 증거의 관리 실태

형사절차상 강제수사의 방법 중 하나인 압수 절차에 따라 획득된

압수물은 당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기 전까지 수리 및 영치단계를

거치고, 재판 확정 이후 처분 단계를 통해 종국에 이른다.14)

14) 모든 압수물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
수물의 환부, 가환부)에 의하면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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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 압수물의 처리절차>

디지털증거 또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취약성·변조용이성

등 디지털 증거만의 고유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일반압

수물로 분류되어 취급되어왔다. 기존의 규정은 유체물인 압수물 중

심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전자정보인 디지털증거를 동일하게 적용

함에 무리가 있었다.

그동안 형사소송법령과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디

지털증거를 다루는 방법을 규정하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주로 압수

단계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대검찰청은 검퓨터용 디스크, 그밖

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증거를 수집·분석·현출

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
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분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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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신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2006년 ‘디

지털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마련하였다. 최초 위 규정은 주

로 디지털증거의 수집·분석에 대해 다루었으며, 2016년 개정을 통해

‘제6장 디지털증거의 보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디지털증거와 관련된 이슈가 ‘압수 단계’에 집중되어 있음은 판례

와 기존 연구들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인 무결성·동일성 등의 개념이 강조 되면서 디지

털 증거의 지문이라 할 수 있는 원본데이터와 사본데이터 간의 해

시값(Hash value)의 일치문제는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데 있어 최고의 요건으로 여겨졌다. 이는 위법한 압수절차를 통해서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과 인권보호라는 법률적 쟁점과 함께 학계의 연구 또한 압수

단계에 집중 되어왔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의 관리 연속성은 무결성과 원본성의 전제 조

건이며, 관리 연속성이 깨질 경우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리단계에서부터 처분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관

리 연속성이 유지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압수 이

후의 디지털증거가 어떻게 취급 되는지를 ‘관리연속성’과 관련하여

압수물을 다루는 각 단계별 관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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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리 단계

1) 수리 절차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 압수된 디지털증거는 압수자에 의해 그대로

재판정에 제출되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 내 압수계를 거쳐 ‘수리단

계’를 밟는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의하면 검사로부터 압수물의

송부 또는 인계가 있을 때에는 압수담당자는 압수물과 사건 기록의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 조서 등을 대조 확인하고 이를 수리 한다.

압수담당자는 사건 송치부 또는 압수물 송부부에 압수물을 수리하

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송부 또는 인계한 자에게 반환 하여야 하며,

압수물의 품명 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압

수표와 압수원표 총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

게 제출하여 압수물의 수리 명령 및 확인을 받는다. 현재 위 일련의

과정은 검찰압수물관리시스템(KICS)를 통해 전산화 되어있어 수리

단계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15)

전자 정보 및 이와 관련된 유체물인 압수물16) 또한 위와 같은 일

련의 절차를 밟아 수리 된다. 디지털 증거는 그 고유에 특성에도 불

구하고 일반 압수물로 분류되어 취급된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상 압

수물은 일반 압수물과 특수 압수물로 나누어지는데17) 특수 압수물

15)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조(압수물의 수리)
16)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매체로 CD, USB, HDD등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17)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호(정의)4. "특수압수물"이란 압수물 중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 다만, 원형보존이 불필요한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귀금속류 및 귀금속제품
   다. 총포류 및 화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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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규칙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증

거를 일반 압수물을 다루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에는 무리가 있어

특수 압수물 또는 디지털증거를 별도로 규정하는 등 추후 입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2) 송치 주체에 따른 분류

수리 단계에서 압수물을 송치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압수를 직접

행한 검사로부터 압수물을 수리하는 직수수리와 사법경찰관외 수사

기관(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증거물을 제출받아 수리하는 송치

수리로 나눌 수 있다.

직수수리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적법절차

에 따라 압수한 전자정보가 디지털수사시스템(Digital Investigation

System,이하 D-NET)18)에 보관되어 수리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문

제의 소지가 적다.

직수수리의 절차를 살펴보면, ‘디지털증거의 수집 · 분석 및 관리

규정’에 의하면 검찰이 디지털 증거를 다루는 모든 절차에서 적법절

차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였다. 모든 디지털 증거가 D-NET에 등록

   라. 독약 및 극약
   마. 마약류
   바. 문화재 및 고가예술품
   사.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물건
   아. 그 밖에 검사 또는 법원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4의2. "일반압수물"이라 함은 특수압수물 외의 압수물을 말한다.
 
18) 디지털증거의 분석, 보관 및 처분을 위하여 검찰내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이 논문 제5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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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되어 관리 되는 것은 아니지만, D-NET에 등록되어있는 디지털

증거는 신뢰성을 어느 정도 담보 할 수 있다.

검찰에서는 무결성 및 관리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D-NET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증거의 압수· 분석 ·보관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검사실에서 압수한 디지털증거에 대해 수사지원

요청 할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이하 KICS)를 통해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대검찰청 디지털 수사과에서는 압수물로 수리 되지 않은 디지털증

거를 지원 요청 부서에 통보 후 폐기한다.19) 압수된 디지털 증거 중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디지털 증거는 압수물로 수리하지 않고,

검사실에서 DFISⅡ20)를 이용하여 직접 폐기 요청하고 “디지털증거

폐기 확인서”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증거로 사용할 디지털

증거를 압수물로 수리하기 위해 검사실에서 디지털증거 보관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을 출력·작성하여 영치담당자에게 인계하여

수리 절차를 밟는다.

D-NET보관 디지털증거물의 경우, 압수담당자는 압수물의 존재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하고 수리 시 압수물관리시스템 상 목

록을 확인하는 정도이고 실질적으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21)에 의해

19) 대검예규 제876호. 디지털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제27조(디지털증거의 폐
기) ③제9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사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하여 사건번호
가 입력된 지원요청의 디지털증거 중 주임검사 처분시까지 압수물로 수리되지 않
은 디지털 증거는 지원요청 부서에 통보 후 폐기한다.

20) 디지털수사 통합업무관리시스템,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사용하는 내부 시스템
과 검찰청 수사팀이 사용하는 외부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는 기능
을 담당한다.

21) 디지털증거의 수집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제3조 제5항에 의하면 “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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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이 관리된다.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에 의한 디지털증거의 관리

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압수물 수리의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송치 수리이

다.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에서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을 통해 획

득된 디지털 증거물을 송치하는 방법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구

매하고, 여기에 이미지 데이터, 추출파일 등을 저장하여 이 매체를

압수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다.22) 매체를 그대로 송치하는 경우

디지털증거의 압수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따르지 않은 위법한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디지털증거

를 압수할 경우, 선별압수의 원칙에 의하여 매체 자체의 압수를 지

양하고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선별·축출하여 압수할 것을 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매체 자체가 그대로 송치되는 경우가 빈번하

다.

특히, 압수한 매체와 이로부터 축출된 데이터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는 선별압수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형사

소송법 제133조에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해서 돌려 줄 수

있다는 임의수사의 원칙에도 반한다.

수사관”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현출 업무나 디지털포렌식 관련 연구를 전문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거나, 필요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수사관 
중에 과학수사부장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22) 정현희, “디지털증거의 생명주기를 고려한 관리 방안” 10면, 「디지털포렌식연구」
제10원 제1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디지털포렌식센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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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도 추출한 이미징 파일을 저장해야하는 저장매체를 검찰

에 그대로 제출하여 매체를 구매하는데 드는 예산 낭비가 심각함을

스스로 지적하기도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3년

까지 디지털증거의 보관 및 저장매체를 구입하는데 드는 소요 예산

이 약 1,823,100,000원이었고,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이라고 예

상하고 있다.23)

<그림2 - 검찰실무상 디지털 증거의 처리절차>24)

23) 정현희, “디지털증거의 생명주기를 고려한 관리 방안” 10면,「디지털포렌식연구」
제10원 제1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디지털포렌식센터, 2016.

24)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디지털증거 압수물 등록 및 폐기 추진배경 및 사용절
차” 교육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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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무상 송치 담당자는 당해 사건과는 무관하며 단지 송치

업무자체만을 수행한다. 즉 압수 현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제3자에

의해 디지털증거는 유체물인 압수물과 구별 없이 송치 된다. 이 경

우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의 입증문제와 훼손 가능성 문제가 상

존한다.

그밖에 디지털증거에 봉인, 서명날인 등을 해야 함에도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송치되는 경우 관리연속성을 입증의 문제가 있다.

나. 영치 단계

압수물은 수리 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기 전까지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서 보관하는데 이를 ‘영치’라고 한다. 각 검찰청 영치담당자

는 환가대금을 제외한 압수물의 출납과 보관을 책임지고, 압수담당

자로부터 인수 받은 압수물을 압수표와 대조 확인한 후 이를 인수

하여 창고 또는 이에 갈음 되는 장소에 보관 한다.25)

D-NET보관 디지털증거물의 경우, ‘검찰청 외 보관 압수물’로 분

류되어 실질적 관리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하고 있다. 압수물의

존재를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하여 압수담당자는 시

스템 상 목록을 확인하는 정도이고 실질적으론 디지털포렌식 수사

관들에 의해 관리된다. 전문성을 갖춘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에 의해

디지털증거가 관리 될 경우 증거능력 입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

다.

25)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3장 압수물의 영치. 제15조 내지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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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르면, 디지털수사과장

은 디지털 수사 통합업무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 증거의 진

정성· 무결성이 훼손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디지털 수사과장은 디지털 증거의 보

존 관리 폐기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디지털증거관리 책임자를 지

정할 수 있고, D-NET에 디지털 증거가 보관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

해 해당 사건 주임검사에게 ‘디지털증거보관확인서’를 교부 할 수

있다. 여기서 디지털증거관리책임자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을 말한

다. 디지털증거관리책임자 등은 해당사건 주임검사가 D-NET에 등

록된 디지털증거의 압수조서 등 서류의 작성 및 입증서류의 구비가

용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디지털증거관리책임자는 압

수물로 수리된 디지털증거에 대해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72조 제1

항에 준하여 반기 1회 이상 그 보관상황을 확인하여 디지털수사과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D-NET에 보관되지 않은 디지털증거물의 경우, 각 검찰청 영치

담당자는 D-NET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제외한 모든 디지털 압수물

을 일반 압수물의 영치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한다. 검찰압수물사무

규칙에 따르면 전자정보는 특수 압수물이 아닌 일반 압수물에 해당

한다. 하드디스크, USB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압수물의 경우 압수

의 대상이 전자 정보일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의 유체물인 압수물처

럼 취급·관리 된다.

또한 디지털증거를 저장하고 있는 매체의 특성상 온도 및 습도 등

이 적절하게 유지 되어야하기 때문에 기존의 유체물인 압수물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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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방법과 기간을 달리 해야 한다. 그러나 보관자의 인식 부재,

준수해야할 규정 부재 등으로 선별 보관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

다.

디지털증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지 않은 영치 담당자가 다

른 일반 압수물과 디지털 증거물을 함께 관리하는 현실에서 디지털

증거의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가 되지 않아 훼손가능성이 상존

한다.

<그림 3 - 디지털증거 보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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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치단계에서 디지털증거는 당해 사건 재판이 끝날 때 까지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반출되기도 한다. 디지털 증거

는 물은 열람·등사, 대출, 이송 등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반출된다. 디지털증거의 특성상 외부에 반출되는 순간, 위·변조의 위

험이 발생되는데 이에 따른 적절한 규정과 인식의 부재는 관리 연

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압수물은 형사소송법 제35조 기록의 열람·등사 규정26)에 준하여

소송관계인 등의 신청에 의해 열람이 가능하고,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5조에 의해 검사의 요청 시 대출 할 수 있다. 위 두 경우 모두

영치 장소에 그대로 보관되어있던 디지털증거는 반출되며, 훼손가능

성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E-discovery27)라 불리는 전자증거의 열람·등사는 우리나라

형사절차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고, 디지털 증거의 특성이 반영

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상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디

지털 증거를 열람·등사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저장매

체에 저장된 방대한 디지털 자료 중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증거

개시의 범위를 설정하고, 디지털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유지하면

26)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7) 전자증거개시(E-Discovery)란 기존에 증거개시의 대상을 종이문서로 제한했던 
것을 확대하여 소송당사자간에 전자적 자료(ESI)를 개시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
로, 전자적 자료의 특징에 근거하여 증거개시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규율하
는 절차이다. 탁희성, 전자증거개시(E-Discovery)에 관한 연구. 12면,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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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28)

대출29)의 경우, 검사실에서는 전자정보가 들어있는 원본 매체 자

체가 인계되기 때문에 이동과정 및 열람 과정에서 훼손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기간 관 이송30)의 문제가 있다. 형사사건에서의 관할

이송은 해당사건의 기록 이송뿐 아니라 압수물의 이송도 필연적으

로 수반된다. 압수물 이송과정에서 관리자의 디지털증거에 대한 이

해의 부족은 관리 수준을 저하시키고, 이는 디지털압수물의 훼손으

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 처분 단계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압수 및 보관 과정에서의

관리 연속성이 강조되어야 하지만,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처분단계

에서도 관리연속성은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 처분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관리연속성과 관련성을 갖기 때문이다.

28) 권양섭,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개시(E-discovery)제도에 관한 고찰” 6면「법

학연구」, 한국법학회, 2016.
29)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5조(대출) ①검사가 압수물(환가대금을 제외한다)을 대출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압수물건대출표를 작성하여 영치사무
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17.>

30)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7조(다른 검찰청에의 이송) ①검사는 사건을 다른 검찰청
의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에 압수물이 운반에 불편하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당하
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소속검찰청 또는 그 외의 장소에 보관한 상태로 송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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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의 처분은 압수이후31) 또는 재판 확정 후32) 폐기, 대가보관,

보관, 환부, 가환부, 몰수 등의 처분을 하는데, 디지털압수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환부, 폐기, 보관 처분된다. 위 처분을 함에 있어 일선청

담당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2017.7. 대검 디지털수사과에서는

‘압수대상으로서의 디지털증거 관리 매뉴얼’을 배포하였으나 위 매

뉴얼은 D-NET보관 압수물과 관련된 규정으로 실무상 대부분을 차

지하는 디지털 압수물에 적용시키기 어렵고, 실무상·규정상 문제시

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31) 형사소송법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제133조(압수물 대가보관), 제134조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가환부)

32) 동법 제332조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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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디지털증거 폐기 확인서 및 디지털증거 폐기(촉탁)회보서>

D-NET 보관 디지털증거물은 검사의 압수물처분결정 또는 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 할 때 ‘처분촉탁’33)의 방법으로 처분한다. 디지털

증거관리책임자 등은 D-NET에 등록된 디지털 증거에 대해 해당

사건 주임검사 또는 압수전담검사의 폐기 촉탁이 있으면 해당 디지

털 증거를 폐기해야 한다. 폐기 절차를 마친 디지털증거관리책임자

등은 ‘디지털증거 폐기 확인서’ 또는 ‘디지털증거 폐기(촉탁)회보서’

를 요청 검사 또는 청외 압수물 담당자에게 교부한다.

2. 문제점

가. 관리 주체의 문제점

디지털증거의 관리 연속성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문제는 관리 주체

에서 비롯된다. 디지털증거의 압수단계에서 처분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관리의 주체는 수없이 변경 될 수 있다. 수사단계에

서 디지털 증거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수사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

여 압수 및 분석을 거쳤다 할지라도, 이를 송치·수리·영치 하는 과

정에서 관리의 주체가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관리연속성은 확보되

지 않을 위험이 상존한다.

사법경찰관(특별사법경찰관 포함) 송치수리의 경우, 직접 압수에

참여한 경찰관이 디지털증거를 송치하는 것이 아니라 각 경찰서 송

33)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장 검찰청 이외 보관 증거물. 제69조 내지 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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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담당자가 일반 압수물과 함께 검찰로 송치한다. 디지털증거의 비

가시성으로 인해 매체 자체가 유체물인 증거물로 여겨질 수 있어

송치 담당자의 의식 부재로 인하여 증거가 변질·훼손될 가능성이 높

다. 그러므로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고려한 송치 방법의 개선 또는

전송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

한편, 수리 및 영치과정에서 검찰청의 압수 및 영치 담당자가 디

지털 증거에 대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디지털 증거만이 특별히 관리 될 여지는 없다. 중앙지방검

찰청의 경우, 전자창고를 두어 전자정보매체를 일반 압수물과 별도

로 보관하고 있지만 전자정보라는 특성이 분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전자창고에 보존 되는 전자정보매체는 부피가 커 일반압수

물 보관 창고에 보관하기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분류하여 보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피가 작은 노트북, USB, HDD 등은 일반압수

물창고에 유체물인 일반압수물과 같은 방법으로 보관·관리 되고 있

다.

최근 기본권으로서 재산권의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며 각 검찰청

압수 담당자는 수리 및 처분에 관한 교육34)을 필수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교육과정에 디지털 증거에 관한 내용은 거의 포함 되어

있지 않다. 압수 담당 수사관이라도 디지털 증거에 대한 기초 교육

을 시행하여 의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매일 수리해야 할 디지털

증거는 늘어나고 있어 현실에 맞는 교육 시행이 시급하다.

34) 압수 담당이 된 수사관을 대상으로 법무연수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이다. 이는 대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 수사관을 양성하는 교육과는 구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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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과는 직접 관련성은 적지만 이 논문 제5

장에서 다룰 개선 방안과 관련된 문제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어 처

분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처분 단계에서의 관리 주체의

문제점은 디지털증거의 폐기와 관련 된다. 실무상 디지털증거를 담

고 있는 전자전보매체의 처분 또한 일반 압수물과 같이 물리적으로

폐기한다. 디지털증거를 폐기 처분을 할 경우35) 기존 유체물인 압수

물의 물리적 폐기와는 달리 전자정보매체를 조작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실제로 매체에 저장되어있는 어떠한 데이터를 삭제한다고 하

여 해당 데이터가 완전 삭제되는 것이 아니며 메타데이터에 변경된

데이터의 상태로 남아있고 복원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전문성을 갖

춘 관리 주체에 의하여 완전 삭제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프라이버시권이 강조되는 현실을 비추어 전문성을 갖춘

주체에 의한 처분이 필요하다.

나. 관리 규정의 문제점

현존하는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과 관련된 규정36)은 ‘검찰압수

물사무규칙’, ‘디지털증거물 압수·처리 및 보관에 관한 규정’, ‘대검찰

청 지침’ 등이 있다. 그러나 위 규정들을 있는 그대로 실무상 적용

하기에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전자정보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전자정

35) 압수물의 폐기는 사건종결 전 검사의 압수물건처분서에 의하거나 법원의 몰수 판
결이 확정 되었을 때 해당 압수물이 무가물인 경우에 행한다. 

36) 김기범/김일권, “형사사법기관의 디지털증거 전송체계 도입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4호, 2017. (2017.7.26. 시행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을 디지털증거 
관련 규정으로 이해하여 이 법을 개정하여 디지털증거의 전송체계를 전자화 하여
야 한다는 견해 - 형사 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성이 더 크므로 이 논
문에서는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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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부터 축출된 정보의 출력물이 디지털 증거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현실에서 디지털증거는 위 규정들 중 어떠한 규정도 실질

적 적용이 어렵다. 다루어야 할 압수물은 디지털증거 고유의 특성을

가진 전자정보이지만 외관상 유체물인 압수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디지털 증거물은 ‘검찰압수물사무규칙’상 특

수 압수물이 아닌 일반 압수물로 분류되면서 문제가 시작된다. 디지

털 증거를 일반 압수물로 분류됨은 전자정보인 디지털 증거가 유체

물인 증거물과 같은 것이라는 담당자의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을 간과한 업무수행으로 이어진다.

‘디지털증거물 압수·처리 및 보관에 관한 규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디지털 증거물의 관리 부분을 신설하였는데, KICS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심의 개정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치

하는 송치 수리된 디지털 증거를 취급하는데 이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

처분에 있어서, 대검 지침37)상 몰수선고 나지 않은 D-NET보관

디지털증거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복제된 전자정보이며 피 압수자

등에게 “수사 또는 재판 목적 소멸 시 전자정보 폐기예정”임을 사전

고지하므로 보관목적이 없어진 디지털 압수물을 폐기하도록 되어있

다. 사본인 디지털 압수물을 폐기하는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

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폐기 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 재산적 가치가 있는 매체 자체를 누구에게 환부 할 것인가에

37) 대검찰청. 디지털 수사과, 압수대상으로서의 디지털증거 관리 매뉴얼. 2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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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처분 규정의 부재는 적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문제 될 수 있다. 개인의

정보와 사생활이 대부분 정보화 되어있고, 그 정보들은 대부분 디지

털화 되어있는 현실에서 피환부자의 특정문제와 디지털데이터의 폐

기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검찰에서 디지털증거를 다루는 시스템으로 형사사법통합시스템

(KICS), 디지털수사시스템(D-NET)이 마련되어있고,　디지털증거데

이터패키지를 활용하여 수사 기관 간 송치단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스템 구현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활용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KICS는 법무부, 검찰 법원,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이 공통으로 사

용 하도록 마련된 시스템이지만 전자전보의 전송 등 디지털증거와

관련하여 업무적상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경찰청 사

건관리시스템인 경찰 KICS를 통해 디지털증거의 분석 메타정보, 사

건 메타정보 등을 구성하여 검찰 KICS로 송치하도록 시스템이 구

축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검찰청 압수계에서는 압수물 목록 정도

가 전송 되고 있다. 송치기관으로부터 전송된 압수물 목록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압수물이 전자정보인지에 여부에 대한 식

별이 어려워 관리 및 처분 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검찰은 디지털증거의 관리를 위해 디지털수사지원 시스템

(D-NET)을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D-NET을 통해 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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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압수지원, 분석 및 관리가 가능하고, 책임자를 지정과 관리 및

처분을 특별히 관리 하고 있으므로 관리연속성이 매우 잘 유지될

수 있다.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다.

2014년 검찰에서는 디지털 증거 송치 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디지털증거데이터 패키지’38) 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디지털증거데이터 패키지는 디지털증거가 확보된 이후 기관

간 유통 시 디지털증거와 해당증거에 가해진 행위를 모두 기록 관

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디지털 증거 관리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절

차를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이다.39) 위 시스템을 이용하면 송치 및

영치 단계에서 디지털증거의 무결성과 관리 연속성을 확인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처분 단계에서도 모든 이력정보가 기록되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다. 위 시스템은 RDX40)라는 매체를 사용함

으로써 안정성과 재활용성에 있어 효과적임에도 사용방법에 대한

인식 부재와 예산 부족으로 활발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다.

38) KS 표준고시(표준번호 :KS X 1220. 고시번호 : 2014-0782)
39) 이인수, 디지털증거 확보 체계, 4면. 2016.10. 
40) RDX는 이동식 디스크 드라이브를 보유하는 도킹 스테이션으로 구성된다. 도킹 

스테이션은 외부 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디스크 드라이브는 테이프 드라이브의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백업 및 복원 장치이다. 
“https://www.ibm.com/support/knowledgecenter/search/R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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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관리연속성의 개념과 필요성

1.관리연속성의 개념

관리연속성이란 수사기관이 증거를 획득할 때부터 그 증거가 법원

에 현출되기까지 모든 관리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 없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41) 관리연속성은 미국 증거법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

루어지는데, 증거의 확보, 보관, 이송 등 의 절차에서 이를 다루는

모든 사람, 이동 시간·장소 등을 철저히 기록하여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관리된 증거

임을 증명하여 증거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의미를 갖는다.42)

번역 방식에 따라 관리연속성, 보관연속성, 보관연계성이라는 용어

로 혼용되고 있으나, 디지털증거의 단순한 보관이나 절차의 의미를

넘어서 압수단계에서부터 법원에 제출되기까지의 관리 개념을 더

강조하고자 ‘관리연속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관리연속성은 법률적 맥락에서 디지털 증거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

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진정성·무결성·동일성을 입증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무체물인 증거물은 사람의 오감을 통해 증거물의 오염과 변

41) 김석순, 증거법상 보관연속성에 대한 검토 인용. 이완규. 미국증거법 재인용, 미 
연방 증거법에서는 미 연방증거규칙 제 901조에 규정된 증거의 진정성
(Authentication)을 입증하는 방법의 하나로 Chain Of Custody가 언급되고 있
다. 

42) Chain-of-Custody Considerations By:  SSA William A. Zinnikas, 
FBI/NYO/JTTF. 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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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여부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보관연속성에 의한 입증이 뒷

받침 되어야만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

나 법원은 무체물인 증거물과는 달리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

정하기 위한 기본요건으로 무결성·동일성이 담보될 것을 요한다.

보관 연속성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결여 되면 그 증거가 부적절하

게 처리되었거나 변경 되었다는 이유로 그 증거의 신뢰성과 입증가

치에 이의가 제기 될 수 있고, 따라서 힘들게 압수한 디지털증거의

증거증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보관연속성의 용어는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2012노804 판결에서 처

음 등장하였으며, 무결성과 같은 개념으로 여겨진다.43) 보관연속성

이 무결성의 전제가 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데 무리가 없으나, 무결성은 디지털증거를 수집 분석하는 절차에 무

게를 두고 있고, 관리연속성은 디지털증거가 수리된 후 관리 절차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산지방법원 2017. 2. 10. 선

고 2016고합12 판결44)에서 ‘관리의 연계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

43) 2013. 2. 8. 서울고법에서 선고된 2012노805 판결에 따르면, “무결성(보관의 연
속성) 은 디지털증거의 압수에서 법정에 제출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주목하는 
개념으로서,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증거로 현출되기까지 일련의 절차
에서 그 증거가 변개, 훼손 등 인위적 개작이 없는 것을 의미 한다”고하여 무결성
과 보관연속성 개념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44) 이 판결에 따르면,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가 사본인 경우 원본과의 동일성 
및 위 증거가 압수되어 법원에 현출될 때까지의 무결성(보관연계성)이 인정될 때
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 사건 채증 사진 파일 및 채증 동영상
의 경우 원본이 이미 삭제되었고 원본의 해쉬값 등도 남아있지 않으며 위 각 사
본들이 이 법정에 현출될 때까지 보관연계성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법정에 제출된 
각 사본 사진 및 동영상들이 원본 사진 또는 원본 동영상과 동일한 것인지를 확
인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하여 무결성과 보관연계성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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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은 아직 명확히 정의된 용어가 있

는 것은 아니다.

2. 디지털증거 관리연속성의 필요성

판례상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과 무결성·동일성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디지털증거의 중요성과 생명주기를 고려하면 양자

는 구별 되어야하는 개념이다. 대검찰청 “디지털증거 수집·이송·분

석철차 강의자료45)”에 따르면, 무결성·동일성은 디지털증거의 수집

절차에서 관리연속성은 그 이후의 절차에서 강조 할 수 있으므로

양 개념 간 구별이 가능하다. 관리연속성은 적어도 디지털 증거의

수집 과정에서 강조되어야 할 개념으로 정의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관리연속성은 무결성·동일성·진정성 입증의 전제 조건이기

도 하다. 여기서 무결성은 디지털증거의 변조용이성과 관련하여 디

지털증거 확보과정에서부터 증거자료로 제출되기 까지 변경이나 개

작이 없었음을 의미하고, 동일성은 증거로 제출된 자료와 원본이 일

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성은 증거가 저장 수집 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없으며, 특정한 사람의 행위의 결과가 정확히 표현되었고 그

로인해 생성된 자료인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46) 압수한

전자정보가 증거 능력 있는 증거자료로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물리

적·논리적 취약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무결

성·동일성·진정성 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증거 인정

45)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디지털증거 송치/디지털증거팩” 유관기관회의자
료, 2014.

46) 양근원, “디지털포렌식과 법적 문제 고찰” 「형사정책연구」제17권 제2호,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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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들은 관리연속성과 연관성을 갖는다.

<그림5 - 디지털증거 수집·이송·분석철차>47)

47)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디지털증거 송치/디지털증거팩” 유관기관회의자
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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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적법절차의 원리

제1절 헌법상 개념

영미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적법절차의 원리는 1215년 제정

된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에 실정법적 기원을 찾는 것이 일

반적이다. 대헌장은 당시 봉건제 하에서 귀족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 ‘대헌장’이라고 이름 붙여진 문서에 국왕의 서명이 있을 뿐 적법

절차의 원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었다.48) 적법절차의 원리는

1791년 미국 수정헌법에서 명시된 이래로 판례법을 통해서 형성되

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원리는 국가가 행하는 모든 권

력 행사의 실체적 내용이 정의에 도달 될 것을 요구하며, 그 행사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법 원리로 정의되었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

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고 적법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다. 다수의 학자들은 적법절차원리의 근거규정으로 헌법 제12조 제1

항 2문과 제3항을 들고 있다. 또한 적법절차의 원리가 처벌 ·보안처

분· 강제노역과 영장발부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

다는 입장이 대다수 견해이다.49)

48) 류기철, 수사절차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관한 연구, 13면,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12

49) 허영, 「한국헌법론」 전정13판 371면, 박영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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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학자들은 적법절차의 원리를 정의함에 있어 다양한 시각

으로 접근하고 있다. 적법절차의 원리는 수백 년간 점진적으로 형성

· 확대 되어 왔으므로 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추

상적인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의 기본원리로 이해하는 견해50), 입법

· 행정 · 사법 · 헌법재판 등 모든 국가 작용은 절차상 적법성을 갖

추어야 할 뿐 아니라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실체적 내

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하는 헌법의 일반원리로 이해하는

견해51),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 · 자유 · 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로 이해하는 견해52) 등으로 나타난다.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는 공권력의 행사가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인데,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헌법의 규정체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리는 입법, 사

법. 행정, 헌법재판 등 모든 국가작용은 헌법과 정당한 법률을 근거

로 하고 법규범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밟아 행사되어야한다는 헌법

원리를 말한다. 적법절차에서 말하는 ‘적법’이라함은 실정법만이 아

니라 넓은 의미에서의 법규범의 원리나 이면에 적합하여야하고, 절

차가 정당하고 적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50)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16. 427면
51) 성낙인, 「헌법학」제15판 1075면, 법문사, 2015.
52) 허영, 「한국헌법론」 전정13판374면, 박영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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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형사절차상 적법절차의 원리

형사소송법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적법절차의 원리는 상

호 충돌하기도 하고 상호 보완되기도 하며 발전해왔다. 형사사건에

있어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불가피

한 반면, 적법절차에 따른 국가 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이 정해

놓은 범위내로 보호해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 형사소송법은 적법절

차의 원칙과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53)를 바탕으로 인권을 보호하

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 수사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원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형사절차에 있어서 국가의 형벌권이 발

동되기 위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 못지않게 정해진 적법한 절차를 통한 진실만이

사회 구성원들을 납득시킬 수 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54)

형사절차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의 양대 이념의 관

계에 대해서 적법절차의 원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인정, 즉

진실의 인식이 오로지 합리적인 형사절차 속에서만 가능 할 수 있

53)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무죄추정의 원리를 강조하며, 영미법
계 당사자 주의에서 기초가 되는 개념이다.

54) 신양균, 형사소송법, 24면 법문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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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근본원칙이 되어야 하며, 진실은 적법절차 원리 속에서만 가능

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가 병렬적이며 상

호 갈등적이거나 목적 수단　관계에 있지 않다.55)

제3절 적법절차원리의 적용범위

1.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의해 획득한 증거와 그

증거를 원인으로 얻은 부수적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법

칙을 말한다.

종전 판례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대해 이른바 ‘성상불변론’을

원용하여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압수물은 그 물건자체의

성질이나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그 성상에 관한

증거가치에 변함이 없으므로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다.56)

그러나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57)을 통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이 명시되었다.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

주측정이 이루어진 후 피의자의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음주사실이 확인 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58) 를 통해 위법한 절차에 의해 획득된 1

55) 배종대/이상돈 외2, 「형사소송법」 제2판 12면, 홍문사, 2016.
56) 대법원 2005.10.28.선고 2004도4731 판결
57)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2007.6.1.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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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 증거와 마찬가지로 2차적 증거 또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

았다.

최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에 의하면 증거수집과정에서의

적법절차의 위반에 대해서 59)은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압수수색

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에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구체적 기준

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며,

그러므로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여, 위법수집

증거의 원칙적 배제를 판시하고 있다.

2. 공판중심주의

공판중심주의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공개된

법정에서 조사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법관의 심증에 따라

공판 심리에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60) 즉, 법관이 당사자(검사와

피고인)가 진술한 내용이나 제출한 증거 등을 가지고 법정에서 그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재판의 투명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시민이 감시 할 수 있도록 구두로 변론 하며, 당사자

가 직접 법정에 나오고, 법원도 시민이 감시하는 가운데 심증을 형

성하여 판결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형사소송구조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로 변화 되면서 공판중심주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58)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미란다 원칙에 위반하여 수집한 2
차 증거인 채혈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사건

59) 대법원 2017.11.15. 선고, 2007도3061 판결 
60) 법원행정처, 2008 새로운 형사재판의 이해, 13면,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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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는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전제로 한다.61)

구두변론주의는 서면심리주의와 반대 개념으로 당사자의 구두에 의

한 변론을 통해 심리와 판결을 한다는 개념이고, 직접심리주의는 법

정에서 법관이 직접 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와 판결을 한다는

개념이다. 구두변론주의는 우리 형사소송법62)에 규정되어있고, 직접

심리주의는 공판절차갱신제도63)와 증거조사절차에서 서류와 물건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요지를 고지하는 제도64)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공판중심주의의 제도의 주체적 실현은 후단에 증거개시제도 규정

의 신설과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개정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가. 증거개시제도

증거개시제도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과 관

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변론 전 절차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에 서

로의 요청에 의해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법제도이다.65)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서류 등을

61) 하일수, “공판중심주의의 올바른 이해와 정착을 위한 연구” 32면, 2016.12.
62)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
63) 형사소송법 제301조
64) 형사소송법 제292조 제292조의2
65) 탁희성,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y)에 관한 연구, 23면, 2011.12. 



- 37 -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개시해야할 필요성으로 인해 2007년 개정형

사소송법에서 증거개시제도가 도입 되었다. 형사소송법 제226조의 3

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다만,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

위를 제한 할 수 있으며(동조2항) 검사는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

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조3항).

그리고 피고인 측의 열람 등사 신청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검사

의 열람 등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수단을 마련하였다. 피고인 또

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

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제266조4 제1항), 법원은 이 신청이 있

는 때에는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

해의 유형 저오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

요성 및 해당서류 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 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

였다.(동조2항) 그리고 검사가 서류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

에 관한 법원의 경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는 때에는 해당 증

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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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들은 공소제기 후의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 등사 청구권

을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신속 공정한 재판

을 받을 권리와 직결되어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확인한 1997년

헌법재한소의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형사절차에 있어 당사자인 피

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6조의 증거개시의 대상은 서류 또는 물건으로 명

시 되어있기 때문에, 디지털증거 또한 증거개시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미국 소송법상 발전된 E-Discovery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나

라에서도 적용 할 수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증거 개시의 대상의

범위를 특정함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

로 나아가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5헌마632 결정은 이에 연장선으로

보인다66)

나. 전문법칙

전문법칙은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 될 수 없다

는 원칙이다. 전문증거란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서류 또는

진술을 말하는데, “사실 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66) 헌법재판소 2017.12.28. 선고 2015헌마632 (피청구인은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
등사 허용 결정 이후 해당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은 허용하고 등사만을 거부하였는
데, 변호인이 수사서류를 열람은 하였지만 등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변호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청구인들에게 유리한 수사서류의 내용을 법원에 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 청구인들을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수사서류에 대한 등사만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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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직접 구두로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간접 보고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67)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하며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

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

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디지털증거와 관련하여, 법 제312조 제2항(검사작성의 피의자 신

문조서) 및 제4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서 조서)의 진정 성립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

의 객관적인 방법”이 규정되어있고, 법 제318조의 2 제2항에서 “피

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 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원진술자가 진술할 때 기억이 명백하

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는 때에 한하여 원진술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수설에 따르면 원진술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대신하는 전문증

거로 판단된다면 그 진술이 담긴 매체가 디지털 매체 일지라도 이

는 진술의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고, 그 기록된 전자정보는 전문 진술에 해당하므로, 전

문법칙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67) 이재상/조균석, 「형사소송법」제11판, 박영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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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증거와 적법절차의 원리

형사절차상 압수는 강제수사이며 피압수자의 기본권 침해를 전제

로 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따를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 특히,

디지털증거를 압수하는데 적법절차를 준수 하지 않으면 당해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 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기본

권이 침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판례에서 위법하게 수

집한 증거 뿐 아니라 이에 비롯된 2차 증거 또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판시하고 있어 적법절차는 디지털증거를 다루는데 필수적으

로 지켜져야 한다.

선행 연구들은 디지털증거와 적법절차의 원리에 대해 주로 압수수

색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는지가 증거 능력을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강조해왔다.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

하기 위한 요건인 무결성 및 동일성이 입증되면 적법절차에 따라

압수한 증거물로 조작 변개가 없다고 여겨졌다. 우리 형사소송법에

서 압수대상으로 전자정보를 명문화 하면서 압수단계에서의 적법절

차는 더욱 강조되어왔다.

그러나 포렌식 도구 및 분석 결과, 해시값 동일성 확보, 압수단계

에서의 적법절차를 다루는 것은 디지털 포렌식 초기에 주목 되었던

쟁점이다. 이제 관리 연속성을 통한 무결성 입증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68)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수행함에 적법절차를 잘 준수

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소

유·소지하는 물건의 성상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길 바랄 것이

68) 탁희성/이원상. “디지털포렌식 통합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4면, 2016.12. 



- 41 -

다. 특히 디지털압수물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

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 가능성 때문에 더욱 민감도는 커진다. 그러

므로 적법절차의 원리를 디지털증거의 압수 단계뿐 아니라 보관 및

처분 단계에도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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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과 적법절차 원리의 적용

제1절 필요성

전자정보가 증거능력 있는 디지털증거로서의 사용되기 위해서는

압수절차에서의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단계인 수리 및 보관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

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의하여 압수절차에

서의 적법절차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전자정보의 수리 영치 처분 과

정에서의 관리연속성을 확보함에 있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증거물과 관련하여 제정되어있는 법규는 형사소송

법, 압수물 사무규칙, 디지털증거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이 있다. 다

만 현재는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 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와 관련 있다고 보이는 절차로는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의

원리,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증거개시제도와 동법 제130조 압수물

의 보관과 폐기에 관한 규정, 검찰압수물사무규칙, 그밖에 대검 예

규 제876조 디지털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규정에서 해시값 도출,

봉인 및 재봉인 참여여부확인 등이 있다.

기존의 법규정들을 통해 디지털증거의 관리 연속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적법절차의 원리에 관리연속성을 적용 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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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현행법으로부터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의 법적 근거

1.헌법

적법절차의 원리는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 법적

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 기본적 원칙으로, 형사절차와 관련

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의 원리, 제12조 제1항 제2문 및

제13조 제1항 전단의 죄형법정주의,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의 영장

주의, 제13조 제1항 후단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 통해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69)

특히,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리는

형사절차에서 의미가 있다. 동조에서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함에

있어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판례70)를 통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

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인정 할 수 없다.”고 하여 형사 절차에

있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배제됨을 확인 할 수 있

다.

그렇다면 이러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로부터 디지털증거의 관

리연속성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 및 행정 작용의 근거를 도출 할 수

있을까. 헌법상 명시적 규정은 존재 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근거

69) 류기철, “수사절차상 적법절차 원칙에 관한 연구” 23면, 2012.
70)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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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리연속성확보를 위한 근거의 도출이 가능해 보인다.

먼저,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적

법절차의 원리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헌

법상 적법절차의 원리의 적용 범위에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작

용으로써의 모든 절차 즉, 입법 · 행정 절차 등이 포함된다. 체포·구

속·압수·수색을 함에 있어 기본권의 주체에게 불이익이 되는 제재가

따르며, 불이익이 되는 행정절차를 적법절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다면 기본권 보호의 이념에 반하기 때문이다. 논란의 가능성71)을 배

제 할 수 없지만, 행정절차에서도 헌법 제12조가 적용 된다고 볼 수

있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절차상 보장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수설인 예시설72)에 따라 행정작용이자

형사소송법적 절차인 수리·영치·처분의 과정에 적용 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이미 시

작된 압수절차는 재판 종결 시 까지 단절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

로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압수’절차로부터 기본권

침해 또한 계속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국가 작용들이 계속된

다. 디지털증거의 경우,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 있으므로 압수 시점에서 기본권 침해는 더욱 확대 될

71) 한정적 열거설 : 헌법 제12조 제1항의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은 적법절차의 
적용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72) 예시설(다수설) : 헌법재판소 1992.12.24. 92헌가8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불이익이 되는 일체의 제재(질서벌·징계벌 
등)를 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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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존재 한다.

이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을 통해 디지털증거

의 관리연속성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 및 행정절차의 법적근거를 찾

을 수 있다.

2. 형사소송법령

가. 내용

형사소송법에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

으나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압수)을 통해 압수대상인 전자정보

의 의미를 확인 할 수 있고, 동법 제307조 제1항(증거재판주의)에서

사실인정의 근거로 관리연속성 확보의 전제 요소가 되는 동일성과

관련성을 생각 할 수 있고, 동법 제131조(주의사항)로부터 관리연속

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규정을 확인 할 수 있고, 동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서 관리연속성의 의미를 도출 할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773)(컴퓨터용 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

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에서 컴퓨터 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를 증거로 하는 경우 컴퓨터 디스크 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

7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7(컴퓨터용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
조사) ①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
에서 이 모두를 "컴퓨터디스크 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
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다.

   ② 컴퓨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컴퓨터디스크 등에 입력한 사
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③ 컴퓨터디스크 등에 기억된 정보가 도면ㆍ사진 등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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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한다고 규정하여 디지털증

거의 관리연속성을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1)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압수대상을 전자정보저장매체인 무체물자체가 아니라 전자정보임

을 명시한 조항이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

체의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범위를 정하여 복

제하여 제출 받아야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당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를 압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 조항을 통해 관리연속성 적용 대상은 정보저장 매체가 아닌

전자정보임을 알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131조

형사소송법 제131조에 의하면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여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규정은 관리연속성의 근거 일 뿐 아니라 디지털증거의 증거

능력 인정요건인 무결성의 근거가 된다고 해석된다.

(3)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 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

다.”는 증거 재판주의를 규정 하고 있다.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당해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하고, 동일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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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74) 다만 관리연속성은 증거능력

판단과 법관의 재량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증명력의 판단이

교차하는 영역이 으나,75)궁극적으로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이 입

증되기 위한 관련성과 동일성 등 형식적 요건을 묻는 증거능력 판

단 요소로서 의미가 있다.

(4)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형사소송법 제 308조 제2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 개정소송법

이 반영된 판례76)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며,

“절차조항에 따르지 않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

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

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시 하였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

될 수 없고, 이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압수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 할 것은 요구하는 것

이다.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해 획득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보관연속

74)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의 증거재판주의가 엄격한 증명의 법리를 입법화 한 
것이라는 견해에 의하면 동 규정이 관련성의 원칙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
야 한다. 신동운, “신형사소송법”863면, 법문사, 2014.

75) 이성기, “증거물의 보관연속성원칙과 증거법적 함의”, 73면, 경찰학연구 제11권 
제3호, 2011.

76) 대법원 2007. 11. 15, 2007도 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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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확보를 위한 요건들을 갖춘 증거라 할지라도 증거 능력이 매제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적법절차의 원리와 관련하여 위법수집증거 배

제법칙으로부터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을 간접적으로 도출 할 수

있다.

(5)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7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을 입증하는 전제요소로서의 무결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 디지털증거가 누구에 의해 어떠한 경로로 관리 되었

는지가 중요하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 7 제1항에서 “컴퓨터디스

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 출력물의 형태

로 제출 될 것”을 요하며, 동조 제2항에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

자는 컴퓨터디스크 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으로 무결성 및 관리연속성과 관련 있는 규정으

로 해석 할 수 있다. 컴퓨터디스크 등에 입·출력한 사람과 일시를

밝혀야만 관리연속성을 확보 할 수 있고,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

다. 관리연속성이 인정되기 위해 디지털증거의 로그 기록을 명확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검찰사무규칙

압수된 전자정보와 관련하여 ‘검찰압수물사무규칙’과 ‘검찰보존사

무규칙’에서 구체화 되고 있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은 압수물을 수

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검찰보

존사무규칙’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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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압수절차에서 수집된 증거물 자체에 대해 다루는 기본

적 규정이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이나 전자정보는 출력, 분석결과 보

고서의 형식으로 발현되어 ‘검찰 보존사무규칙’을 배제하고 취급 될

수 없다. 이는 디지털증거는 압수물로서의 특성과 사건기록으로서의

특성을 함께 가지기 때문이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조(정의)를 통해 디지털증거는 일반압수물

로 분류됨을 확인 할 수 있고, 동 규칙 제3조(주의사항) 제1항, 제2

항을 통해 ‘모든 압수물 관리의 주체는 압수물을 다루는 직원 및 압

수물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이고, 압수물이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관리함으로써 압수물의

원상보존에 노력해야한다.’고 명시하여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의

근거 규정이 됨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조(정의)는 “사건기록이란 수사· 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밖에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 사

진 등의 전자기록등의 특수매체)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

찰보존사무규칙상 전자정보인 디지털증거는 동 규칙의 적용대상으

로서 가능성이 적다. 여기서 말하는 사건기록은 공소장, 피의자 신

문조서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디

지털증거분석보고서를 보존대상에 포함 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지만77) 출력한 디지털증거는 검찰압수물사무규

77) “디지털분석결과보고서 최종적으로는 출력되어 사건기록에 첨부되어지더라도 보
고서 작성 원본은 파일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특수매체기록으로 분류되어 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압수물인 디지털 증거와 그 증거를 포렌식도
구에 의해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분리하여 보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록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탁희성, “디지털증거의 보존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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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이 적용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과

관련하여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의하여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고 생각 된다.

4.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에 대한 적법절차의 원리 적용의 한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적법절차의 원리는 디지털증거를 다루는

법적근거로 적용 될 수 있지만, 법적·절차적 한계와 디지털증거의

특성으로 인한 기술적인 한계를 갖는다.

먼저, 기본권은 제한하는 모든 국가권력 즉 디지털증거의 관리연

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사소송 및 행정작용에서 준수해야 할 적법

절차의 원리는 헌법 제 12조 제1항으로 부터 도출 될 수 있지만, 현

행법상 적용 가능한 구체적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

무리 사소해 보이는 절차적 규정 일 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하는 작용이라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므로 이로써 법

적·절차적 한계를 갖는다.

위에서 살펴본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와 형사소송법상 압수물에

관한 규정은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을 확인하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확보를 위해 ‘검찰압수물

사무규칙’에 디지털증거의 특성이 반영된 디지털증거 취급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현행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은

과거의 유체물인 압수물을 다루는 데에 적용 되는 규정이지 디지털

증거를 관리하는데 적합한 규정은 아니다. 구체적 규정의 미비는 곧

에 관한 법제도 개선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5면.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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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연속성의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증거자료로 입증가치를 상실하

게 된다.

또한,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과 관련하여 명시적 규정이 마련되

어 있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다 할지라도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적 한계를 갖는다. 디지털증거는 변조용이

성과 취약성을 특성으로 하는데, 보관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

리자가 적법절차에 따라 관리의무를 다하였다 할지라도 전자정보는

관리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쉽게 변조 될 수 있고, 변조의 원인을 쉽

게 찾을 수도 없다. 디지털증거는 기존의 유체물인 증거와 달리 흔

적 없이 수정·변경 등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고, 사소한 취급상의

부주의만으로 데이터가 훼손되거나 멸실될 수 있는 취약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루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보존 및 관리

과정에서도 특별한 주의와 기술,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78)

달리 생각해 보면, 현대 사회에서 개인 정보는 정보화 되어 관리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압수 및 관리된 전자정

보라 할지라도 피압수자의 개인정보가 변조·삭제·훼손되어 다른 기

본권을 침해 할 수 있다. 즉, 적법절차를 준수한 디지털증거의 관리

연속성 확보 과정에서 새로운 기본권 침해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는 디지털증거의 특성에 따른 기술적 한계를 갖는다.

78) 탁희성, “디지털증거의 보존 및 처리에 관한 법제도 개선 방안”,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40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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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등 하위법령을 새롭게 제정하거나

기존 규정들에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마련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보관

연속성을 확보된 증거가 디지털증거가 다른 기본권의 침해를 방지

하기 위한 디지털증거의 특성에 따른 기술적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절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에 관한 판례

현행법에서는 관리연속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판례에서 관련된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다. 관리연속성이 최초로 명

시된 2012노805 판결79)이래로 무결성과 관리연속성을 같은 의미로

여겨지고 있다. 디지털증거의 무결성·동일성과 구별되는 관리 연속

성의 의미를 확인하는데 의의를 두고 아래의 판례를 살펴보겠다.

가.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1)사실관계

검찰은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전자저장매

체로부터 ‘일심회’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경 등에서 북한 공작

원과 접선하여 지령을 수수하고, 국가기밀을 탐지하여 북한에 전달

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 하였다. 이에 피

79) 서울고등법원 2013.2.8.선고 2012노805, 무결성과 보관연속성(관리연속성)을 같
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무결성(보관의 연속성)의 개념 : 디지털증거의 압수에서 
법정에 제출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주목하는 개념으로서,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증거로 현출되기까지 일련의 절차에서 그 증거가 변개, 훼손 등 
인위적 개작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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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측은 위 저장매체 출력물에 대해 진정성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검증에 참여한 포렌식 수사관의 증언을 신뢰 할 수 없다고 하여 증

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1심 법원80)은 “이법원의 검증조서, 포렌식 수사관의 증

언 및 기타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디지털저

장매체 원본의 해시값과 이미징 작업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 파일의

해시값은 동일한 점이 인정된다.”고하면서 이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측은 항소심에서 “최초 이미징 작업 시 해시값을 작

성하지 않았고, 포렌식 복구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원본 매체의 변경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항소

심81)판결에서는 “위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 봉인 해제 및 복제 할

때 항상 해당 피고인 측에서 입회하여 그 과정을 확인한 이상, 위

디지털저장매체를 복제할 때 해시값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디지털저장매체에 담긴 파일의 내용이 수사과정에서 변경 되었

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면서 1심 판단 그대로 수용하였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및 쟁점

이 사건 1심 판결에서 “압수물인 각 원본 디지털 저장매체는 압

수·수색영장을 통해 압수 된 후 그 자리에서 봉인되었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위 압수물에 대하여 카피작업을 하거나 이미징 작업

을 하기 위해 봉인을 해제하는 과정과 작업을 한 후 재봉인하는 과

80) 서울중앙지법 2007.4.16. 선고 2006고합1365 판결.
81) 서울고등법원 2007.8.16. 선고 2007노9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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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참여한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압수물의 봉인 및 봉인해제,

재봉인시에 항상 피고인들의 서명무인을 받았으며, 봉인 및 본인해

제, 재봉인의 전 과정을 녹화한 사실,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 원

본에 쓰기 방지장치를 사용하고 이미징 장비를 통해 이미징 하였고,

봉인 된 상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된 후 피고인의 입회

한 상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Encas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이 작성되었는데,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의 해

시값과 이미징 작업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 파일의 해시값은 동일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 하였다.

즉,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피고인들의 주거지 또는 사무실 등에서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들은 피고인의 참여 하에 이미징 작업

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봉인되어 있었으므로 압수된 이후

법원에서의 검증절차에 이르기까지 (!)보관과정의 신뢰성이 인정된

다.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

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2)해시

값이 동일하다는 점도 인정된다. 또한 (3)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

인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이법원의 전자법정시설 및 Encase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법원의 검증절차가 이루어졌는바, 검증당시 규격에

적합한 컴퓨터와 Encase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검증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정확

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4)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

과 신뢰성 등의 요건이 구비 되었다. 위와 같은 검증절차를 거처 디

지털저장매체 원본을 이미징한 파일에 수록된 컴퓨터 파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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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압수물인 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 수사기관이 제출한 문건들에 기

재된 것과 (5)동일하다는 점이 확인 되었으므로 제시된 증거의 증

거능력이 적법하게 부여 되었다고 판시 하였다.82)

이로써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 ‘증거가 압수절차에

서부터 법원에 제출되기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보관과정의 신뢰성,

원본과 사본의 해시값의 일치,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포렌식 수사

관의 전문성, 원본과 이로부터 추출된 파일의 동일성’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항소심에서는 정자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서의 증거능력

에 관해 “위 인정 사실과 같이 국가정보원에서 피고인들 혹은 가족

이 입회한 상태에서 원심 판시 각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한 후 입

회자의 서명을 받아 봉인 한 이상, 국가정보원에서 위 디지털증거를

복사 할 때 해시값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디지털저장

매체에 담긴 파일의 내용이 국가정보원의 수사과정에서 변경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해시값이 생성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

된 상태 하에서는 디지털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 할 수 있다고 하

였다.

이어 대법원은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확인한 원심판

결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82) 김윤섭/박상용 “형사증거법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증거능력 선결요건 및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중심으로” 175면, 형사정책연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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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이른바 ‘일심회 사건’ 이라 불리는 대상 판결은 디지털증거의 증거

능력과 관련하여 기념비적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증거의 증

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①증거가 압수절차에서부터 법원에 제출

되기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보관과정의 신뢰성 ②원본과 사본의

해시값의 일치 ③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④포렌식 수사관의 전문성

⑤원본과 이로부터 추출된 파일의 동일성의 요건을 명시 하였다.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논함에 있어 ‘(1)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

성과 무결성은 구별되는 개념인가, (2)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이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 되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증거능력 인정의 첫 번째 요건인 ‘증거가 압

수절차에서부터 법원에 제출되기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보관과정

의 신뢰성’을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의 개념으로, 두 번째 요건인

‘원본과 사본의 해시값의 일치’를 무결성의 개념으로 해석 하고자

한다. 관리연속성은 무결성은 의미상 구별이 모호 할 수 있지만, 양

자는 구별 가능한 개념이다. ‘보관과정의 신뢰성’을 위해 증거가 압

수시부터 공판정에 제출될 때까지 전 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아야 하

며 이는 ‘원본과 사본의 해시값 일치’의 전제가 된다. 즉, 보관연속성

은 무결성의 전제 요건이 된다. 또한 양자의 구별이 가능하다면, 디

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은 증거 능력의 인정 요건이 된다.

위 판결을 통해 압수한 전자정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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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시값 일치(무결성), 동일성, 참여권 보장, 조작자의 전문성을

명시적 으로 제시하였고, 명시적으로 기술하진 않았지만 디지털증거

의 ‘보관과정의 신뢰성’을 언급함으로써 ‘관리 연속성’을 디지털증거

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그리고 무결성과 구별

되는 개념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나. 대법원 2018. 2. 8.선고 2017도13263 판결

1)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경부터 2014.경 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

면서 유흥주점의 각 사업자 등록명의를 위조하여 실제 업주를 숨기

고, 일일매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장부를 파기하였다. 또한 유흥주점

의 영업부장들은 유흥업소 이용객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없이

받은 현금매출액과 계좌로 송금 받은 외상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으

면서 세무조가에 대비하여 허위매출장을 작성하였다. 그 매출장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매출액을 축소 허위 신고하여 총 86억 6,06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 하였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USB를 이미징한

형태의 사본 및 그 출력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모두 증

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검찰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에서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였고,

복제본도 적법하게 압수하였고 해시값의 동일성도 확인되었다고 판

단하였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현장에서 USB에 대해 범죄혐

의와 관련이 있는 정보가 발견되어 특정파일에 대하여 논리적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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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하여 그 이미징 파일을 압수하였고 그 복사본에 범죄혐의와

무관한 일부 파일들이 복제 되었으나 피압수자는 자신의 개인 신상

과 관련 된 파일은 없다는 진술과 그 파일들은 다름 범죄혐의와 관

련된 전자정보가 아닌 점을 종합하여 이 사건 복사본 중 범죄혐의

와 무관한 몇몇 다른 파일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압수절차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출력한 출력물에 대한 증거는 엄격

한 증명을 요하지 않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며 법정에서 피압수

자가 검사가 질문한 디지털증거의 동일성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과

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부분에서 변조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을 종합하더라도 출력물에 대해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 증

거능력을 인정할 수있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상소심에서는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판단이유를 면밀히 대조해보면, 이사건 복제본과 그 출력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USB이미지

감정 결과만으로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달리 이사건 복제본과

그 출력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검찰이 압수한

USB를 이미징한 형태의 복사본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이

사건 복사본과 그 출력물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대상판결의 요지 및 쟁점

대법원은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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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 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

임이 증명 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

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 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

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 ·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의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파일 생성 직후 해시값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 할 수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압수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출력된 문건 등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USB에 저장되어있던 원본파일과 이로부터 추출된 파일들

이 저장되어 있는 증거로 제출한 CD에 담겨진 파일들과 동일성을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

“이 사건 CD에는 이 사건 판매심사 파일을 포함하여 공소외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4,458개의 파일(이하 ‘이 사건 개별 파일들’이

라고 한다)과 DirList[20160407-213826].html 파일(이하 ‘이 사건 목

록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 원심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개별

파일들은 포렌식 이미징 작업을 거친 이미지 파일이 아니어서 이

사건 USB 이미지 파일과 동일한 형태의 파일이 아닌데, 이 사건

USB 이미지 파일이 어떠한 형태의 변환 및 복제 등 과정을 거쳐

이 사건 CD에 일반 파일 형태로 저장된 것인지를 확인할 자료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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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제출된 바 없다. 더욱이 이 사건 목록 파일에는 이 사건 개별 파

일들 숫자보다 많은 4,508개의 파일 관련 이름, 생성·수정·접근 시

각, 파일 크기, MD5 해시값, 경로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원심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개별 파일들의 해시값과 이 사건 목록 파일

상 해당 파일별 해시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20개 파일의 해시값이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목록 파일이 생성·저장된 경위에 대

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목록 파일 자체

의 파일명 및 그 파일 속성을 통해 알 수 있는 수정 일자 등에 비

추어 이 사건 목록 파일이 이 사건 압수 집행 당시가 아닌 그 이

후에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 함에 따라 이

사건 판매 심사 파일이나 그 출력물들이 이사건 USB내 원본파일과

동일하다는 내용을 증명한다고 볼 수 없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

결을 모두 파기 하였다.

3) 소결

위 판례를 통해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이라는 개념은 명시적으

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압수 이후의 절차에서의 분석 및 그 이후의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으로 관리연속성의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 판례를 통해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논함에 있어 ‘디지털증

거의 관리연속성과 동일성 구별되는 개념인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위 판결은 압수한 디지털증거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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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당해 사건 압수 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키워

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

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

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 받아 압수 하였고, 압수 목록을 작성하여 피

의자 등에게 교부하였고, 피의자등의 참여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

는 등 절차적 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제출된 CD에 담겨

진 4,508개의 파일 중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20여개의 파일

의 해시값이 동일하지 않고, 이 사건 목록 파일이 이 사건 압수 집

행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여 윈판결을 파기 하였다.

대상 판결의 원판결 파기 이유로 ‘동일성이 일치 하지 않음’과 관

리연속성과 관련하여 해석 할 수 있는 ‘압수 집행 당시 이후의 파일

의 생성’을 판시 하였다. 동일성은 전자정보의 원본과 사본의 완전

한 동일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관리연속성과 구별된다. 동일성은

원본과 사본의 내용 ·형식에 있어서 구분되지 않는 완전한 동일함을

의미하고, 관리연속성은 압수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전자정보가 훼손

및 변경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관리연속성은 동일성의 전제 되는

개념이다.83)

판단컨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20여개의 파일이 본건 범죄사

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해시값이 일치하지 않는 20여개의 파일이 생성되었는지 여부를 통

83) 조광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관련성·동일성·참여권” 17면, 법제논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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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증거 능력을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위 판례를 통해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됨을 확인 하였다. 대법원 2013.7.26.선고 2013도2511 판

결에서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 원본과 이를 하드

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할 뿐 아니

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컴퓨터의 기게적 정확성, 프로

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

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압

수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별로도 나열하고 있다. 또

한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805 판결에서 ①출력문건과

원본디지털 저장매체를 현출한 것이 다르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과 관련된 디지털저장매체는 원심의 검증과정에서 산출한 해쉬값

과 압수수색 당시 쓰기방지장치를 부착하여 이미징 작업을 하면서

산출한 해쉬값과 대조하여 그 해쉬값이 동일함이 확인 되어야하고

②법정에 현출된 저장매체의 봉인 봉투에 있던 서명이 본인의 서명

과 일치함이 확인 되어야하고 ③봉인 봉투 안에 서명한 것으로 보

이는 이전의 봉인해체 봉투가 존재사는 사실이 확인 되어야하고 ④

저장매체를 실행한 문서파일 중 편집용지가 B5형태로 지정되어있었

으나 A4용지에 맞추어 출력된 경우 등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원심

검증절차에서 해당 문건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함을 확인하여 디지

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나열하고 있다.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고, 현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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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로 전자정보의 동일성·무결성 및 관리연속성을 입증하는데 해시값

일치함이 최선의 기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없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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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1절 관련법령의 개정

1. 형사소송법

2011년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신설을 통해 압수대상으로서의

디지털증거에 대해 규정84)하였고, 2016년 동법 제313조 및 제314조

의 개정을 통해 전문증거인 진술서 및 이에 준하는 디지털증거의

성립의 진정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도 인정 할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 반대 신문권이 보장됨을 규정 하였다.85)

84) 형사소송법 제106조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
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
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8.>

85)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 본문 중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을 "그 서명 또
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
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
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
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
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
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제314조 본문 
중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
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형
사소송법 개정문, 법제처,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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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사소송법에서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 확보를 위한 구

체적인 행정절차까지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검찰사무규칙과

대검예규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2. 검찰사무규칙 등

가.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의한 보완 방안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 확보를 위한 기본 원칙으로 증적보존과

증거보존이 지켜져야 한다. 증적 보존을 위해 증거를 다루는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야 하며 이는 제3자에 의해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증거 보존을 위해 디지털증거가 항온 항습 및 무정전 시스템이 설

치된 장소에 보관 되어야 하며 폐기 기록 또한 관리 되어야 한다.86)

이같은 기본원칙을 반영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의 개정은 디지털증

거의 관리연속성을 확보하는데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검찰압수물 사무규칙은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

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압수물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

으로 하는 규정이다.87) 현행 압수물사무규칙에서 압수물은 압수된

물건과 환가대금 및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으로 정의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유체물 중심의 압수물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자정보를 압수대상으로 하는 경우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

이 있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조 제1호는 “압수물 이라 함은 압수된 물

86) 정보통신단체표준, 디지털증거 수집보존 가이드라인
87)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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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과 환가금 및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동 규칙 제2조 제4호는 특수 압수물을 규정하고 있

다. 검찰압수물 사무규칙에 따르면 유체물인 컴퓨터 등 전자저장매

체는 일반 압수물의 범위에 속한다. 유체물인 컴퓨터 등 전자저장매

체대해서는 디지털 데이터 혹은 전자정보라는 개념은 다루고 있지

않아 특수 압수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88) 이에 따라 디지털증

거의 등록 또는 처분 시 적용 할 수 있는 규정의 부재로 관리에 어

려움이 있다. 동 규칙에 전자정보저장매체와 전자정보에 대한 정의

와 범의가 구체화 되어야 한다.

한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조 제2항에서는 “압수물담당직원은

압수물과 사건기록의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 등을 대조 확인하

여 이를 수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체물인 전자

정보는 자체로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며, 특정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

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압수하거나 임의 제출한 디지털

기기의 데이터들을 논리이미지 형태로 가져오기 때문에 데이터의

무결성을 증명하는데 쓰이는 해시값이 변경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안전한 곳에서 보관하여야하고, 사건 담당자가 아닌자의 열람·수정·

복제·삭제를 금지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디지털포렌

식 지식을 가진 관리 주체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 되어야 한다.

또한 압수한 디지털 데이터를 사건 처분 후에도 계속 보관 결정

할 경우, 그 보관기간을 정해야 하는데 위 규칙에는 이에 대한 부분

88)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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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압수의 궁극적인 목적은 증

거물 또는 몰수대상물을 수집 보전하여 장차 공판절차에서 증거물

로 이용하거나 이를 몰수하고자하는데 있으므로, 압수물은 재판의

확정시까지 압수 당시 성질 상태 형상을 그대로 보전 유지하여 보

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압수물의 보존이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검사의 입증편의만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는 피고

인에게도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신청권이 있

고, 압수물은 공소사실의 입증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유리한 자

료로 사용 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압수물의 증거

조사를 통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입증하고자 하여도 압수물

이 폐기 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증거 신청권을 포함하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라고 판시하여

일반적으로 압수물은 해당사건이 종결 될 때까지 보존함이 원칙이

라고 본다.89) 그러므로 디지털증거 특성에 따른 보존기간을 설정하

여 관리연속성이 유지되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나. 대검 예규(디지털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의 보완방법

디지털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조에 의하면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증

거를 수집·분석·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

호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

다. 이 규정 제2조에 의하면 “디지털증거의 수집·분석·현출 및 관리

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

89) 헌법재판소 2012.12.27. 선고 2011헌마35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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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다.”고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주로 디지

털증거의 압수·수색절차와 압수 후 D-NET에서 분석·보관된 디지털

증거에 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디지털증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송치된 디지털증거의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송치된 디지

털증거가 저장된 매체가 송치되는 경우에도 통합적용이 가능한 규

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규정 제4조에 의하면 “디지털증거는 압수·수색·검증 한

때로부터 법정에 제출하는 때까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디지털증거의 무결성 유지를 제5조는 “디지털증거는 그 수

집 및 분석 과정에서 이용된 도구와 방법의 신뢰성이 유지되어야한

다.”는 디지털증거의 신뢰성 유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들처럼

“디지털증거의 보존·관리 과정에서 무결성·진정성이 훼손 되지 않도

록 전문성을 가진 관리 주체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규정하여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절 시스템 강화

1.관리 책임제 도입

현재 대검찰청은 ‘디지털증거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D-NET에

보관되어있는 디지털증거물을 따로 관리 하고 있다. ‘디지털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에 의하면 대검찰청 디지털 수사과장은 디

지털증거의 보존 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디지털증거

관리책임자를 지정 할 수 있다. 디지털증거관리책임자는 D-NE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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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디지털 증거의 압수조서 등 서류의 작성 및 입증구비서류가

용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반기 1회 이상 그 보관 상황을

확인하여 디지털수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90)

‘디지털증거관리책임자’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관련시스템에 저장된 디지털증거를 관리하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이다.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D-NET에 저장되어있는 전자정보를

관리하는 반면, 매일 수리되는 많은 양의 전자정보저장매체를 취급

하는 것은 압수 담당자이다. 디지털증거의 증가 추세를 고려 해 볼

때, 압수 담당에게 새로운 디지털증거의 취급과 관련된 단위 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증거 수리 및 영치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단위 업무로써

디지털증거 관리책임을 부여하면 디지털증거의 수리 업무에서부터

관리·보존업무까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디지털포

렌식 전문가 양성과정91)을 이수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만큼 디지털

수사에서의 전문성 갖추지 않았다하더라도 관련 규정의 숙지와 교

육으로 디지털증거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한다.

미국 FBI에서는 디지털증거 관리담당 수사관 배정하여 '증거물

관리인(evidence custodian)제도92)'를 운용하고 있다. 증거물 관리인

90) 대검 예규. 디지털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5조 내지 27조
91)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컴퓨터 기반의 디지털포렌식 이론 및 실무교육과 현장 실습위
주로 편성된 대검찰청이 주관하는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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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정에서 제출할 증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하는 역할

을 한다. 증거물 관리인이 별도로 존재하게 되면 디지털 증거를 다

루는 모든 단계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

다.

이처럼 우리 검찰에서도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전문지식과 압수물

처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모두 갖춘 인력을 배치하거나, 하나의 단

위 업무로 디지털증거관리 업무를 신설 한다면 디지털증거의 관리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법이 되리라 생각된다.

2. 관련교육 강화

현재 대검찰청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의 이론 및 실무 교육을 통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을 양성 하고 있다.93)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은

약 6개월 간의 교육 기간 이후 거점청에 배치되어 디지털증거를

다루는 모든 단계에서 전문성을 발휘 한다.

그러나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양성을 위한 교육과 각 청 압수 및

영치 담당자에게 디지털 증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교육은 병행

시행 될 필요가 있다. 일반 압수물은 이미 존재하는 적벌한 절차에

따라 처분 할 수 있지만 디지털증거를 다루기 위한 명확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적절한 교육의 시행은 디지털증거를 관리

하는 과정에서 훼손 및 변조를 막고 신뢰성과 관리연속성을 확보

92) Jennifer Coleman. "Handbook of Forensic Services" 4Page. FBI. 2013
93) 앞의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 과정”을 의미하며, 교육내용으로 검퓨터 일반/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 DB, 모바일과정, 포렌식 등 이론과 실무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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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될 것이다.

제3절 기술적 활용

1. 형사사법포탈시스템(KICS)과 디지털수사시스템(D-NET) 활용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이하 KICS)은 법무부, 검찰, 법원, 경찰이 표준화된 정보

시스템에서 수사, 기소, 재판,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

생성된 정보와 문서를 공통으로 활용하는 전자적 업무 관리 체계이

다.94) 2010년 제정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에 따라 수사기관

은 형사사법의 효율화와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위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95)

KICS는 내/외부 시스템의 목적 및 방식이 각 다르게 운영된다.

내부적 KICS는 형사사법의 효율화를 위해 수사기관마다 필요한 전

자정보를 저장 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고, 외부적 KICS는 형사절차

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온라인을 통해 국민에게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96)이다.

94) 조정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관한 연구” 19면, 동국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15. 

95)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조(목적) 이법은 형사사법절차의전자화를 촉진하
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96) 형사사법기관의 형사사법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
스 포털. 형사사건 진행정보 조회, 온라인 민원 처리 및 안내, 벌과금 납부 조회 
등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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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KICS 구축 당시 디지털 증거의 전송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

문에 현실에서 디지털증거를 다루는데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KICS상 첨부파일 기능을 활용하여 디지털 증거를 등록 할 수 있으

나 수사서류 작성에 대한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고, 용량제한이 있어

활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97) 그러나 형사사법기관 전체를 통합

하는 프로그램으로 널리 사용 되고 있어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디

지털증거 관리를 위한 새로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보다 더

욱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한편, 대검찰청은 2010년 디지털수사시스템(Digital Investigation

Network,이하 D-NET)을 구축하여 전국 검찰청의 디지털증거를 중

앙 서버로 전송하여 관리하고 있다.98) D-NET은 검찰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시스템인데, 직수 수리한 전자정보의 경우, 관리 및 처분

의 신뢰성과 법적 절차적 명확성이 어느 정도 보장 되어있다. 디지

털증거의 압수·분석·관리·처분 전 단계에서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이력 추적이 가능하여 관리연속을 확보하고 있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형사사법기관 간 통합 시스템인 KICS에 D-NET과

같은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면 관리연속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2. 디지털증거팩의 활용

다.(http://www.kics.go.kr)
97)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제112호) 2017. 182면.
98) 탁희성/이원상 “디지털포렌식 통합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78면,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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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동안 형사사법기관 간 송치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16년 대검찰청은 디지털증거팩(Digital Evidence Pakage)을

구현하여, 형사사법기관 간 사용하는 시스템(KICS)과 검찰 내부에

서 사용하는 시스템(D-NET)을 보전하는 동시에 형사사법기관 간

전송 체계를 확보 하고자 하였다.

<그림6 - 디지털증거 데이터팩, 압수물확인(봉인)지>

대검찰청은 경찰과 디지털증거 전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

이 강한 정보 저장장치(RDX)와 디지털증거에 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표준 문서포맷 (XML)으로 구성된 디지털 증거팩(Digital

Evidence Package)을 제작하여 대전지방 경찰청 및 소속 6개 경찰

서에서 시범운영을 하였다. 디지털증거 송부를 위한 전용장치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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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고 문서포맷을 표준화하였다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지

만 정보저장매체를 전달해야 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대검찰

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과 특사경을 초고속국

가망으로 연결하여 디지털증거를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증거송치체

계의 구축을 추진하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99)

3. 로그기록의 명확화

미국 육군 수사기관은 ‘Evidence/Property Custody Document’를 작

성하여 증거물에 대한 상세 설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증거물의 이동

경로가 끊김 없이 기록되도록 하고 있다. 증거물의 종국처분에 관한

사항까지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을 확

보하는데 유용해 보인다.100)

<그림7 -미 육군 수사기관의 증거물의 관리 양식>101)

99) 대검찰청, "디지털증거 확보체계 4차년도 구축사업 제안요청서".2017.3.
100) 김석순, 증거법상 보관연속성에 대한 검토. 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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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근 문서들이 전자화 되는 현실에서 일일이 로그 기록을

수기로 작성한다는 것을 비효율적으로 생각된다. 이를 보완 할 기술

적 방안으로 “시점확인서비스(Time Stamp Authority,이하 TSA)”를

활용할 수 있다.

TSA는 전자문서의 데이터에 대해 인증기관이 표준시각정보를 포함

하여 전사서명한 타임스탬프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102) 전자문서의

위·변조 용이성 및 비가시성 등을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특정 시점

에 해당 전자문서의 존재 여부를 시점확인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

능하다. 이는 현재 금융결제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터넷

뱅킹, 전자상거래, 병원의료차트 등에 사용되고 있다.

TSA는 사용자가 전자문서의 해쉬값을 생성하여 전자문서에 대한

시점 확인을 요청하면 TSA서버는 타임스템프토큰을 생성하여 TSA

인증서의 비밀키로 전자서명하여 별도의 DB에 타임스탬프토큰을

저장한다. 생성 저장된 타임스탬프 토큰은 사용자에게 전송되어 무

결성이 입증되고, 그 과정에서 표준시각수신장치는 위성으로 시각을

수신 받아 TSA서버에 표준시각을 공급한다. 이로써 디지털증거

의 로그 기록을 명확화 하기 위한 기술적 활용 방안을 모색 할 수

있다.

TSA를 사용하여 로그기록의 해시값을 생성하여 전자서명과 함께

101)"http://armymilitarypolice.tpub.com/mp0100b/Figure-7-2-Evidence-Property-Cuctody-Document-Reverse-158.htm"
102)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센터 부가서비스 시점확인서비스(Time Stamping 

Authority) https://www.yessign.or.kr/additionalservice/subIndex/353.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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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면 디지털증거의 이동 경로 및 접근시간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어 관리 연속성을 확보하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림8 - TSA 흐름도>103)

103)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센터 부가서비스 시점확인서비스(Time Stamping 
Authority) https://www.yessign.or.kr/additionalservice/subIndex/353.do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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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최근 방송과 포털을 통해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용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기기를 매개체로 하여 전자 정보

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와 방법을 말

한다. 컴퓨터 포렌식 뿐 아니라 모바일 포렌식, IoT 포렌식, Car 포

렌식 등 적용범위의 확장과 분석 건수의 증가로 포렌식을 통한 디

지털증거 확보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 예상된다.

한편,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 및 판례의 변경을 통해 압수 대상

으로서 디지털증거의 의미를 확인 할 수 있었지만 아직 관련 법규

와 적절한 절차가 미비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압수단계에서 무결

성 입증이 디지털증거의 증거 능력 인정의 가장 중요한 요건임이

강조 되면서 적용 가능한 지침이 어느 정도 마련 되어있지만, 압수

이후의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 특히, 압수이

후 단계에 주목하여 현실적 방안을 찾고자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해

보았다.

첫 번째, 최근 판례가 주목하고 있는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 개

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법적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관리연속성

은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건임에

도 그동안 주목 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이 주로 압수 단계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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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을 통해 관리연속성의 법적 근거

를 의식화 하고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길 바란다.

두 번째, 적법절차의 원리를 디지털증거의 관리 단계까지 확대

하여 적용하고자 하였다. 적법절차의 원리를 국가의 모든 작용에 확

대 적용 할 수 있다는 다수학자의 견해를 믿고, 관련 법규 마련을

촉구 하고자 하였다. 판례상 요구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수사기

관이 공들여 수집한 디지털 증거가 사소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증거 능력이 배제 되는 결과를 초래 한다면 매우 허탈 할 것이다.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디지털증거를 관리하여 피고인의 헌법상 기

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이 어렵게 수집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

력이 쉽게 무효화됨을 방지하기 위한 시도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증거의 관리실태를 확인하여 관리연속성을 확보

하기 위한 시스템을 보완하고 적절한 기술적 방법의 도입을 강조하

고자 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 디지털증거의 관리 실태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디지털증거가 아직 유체물인 증거물을 다루던 방식을 고

수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실무에서 직접 디지털증거를 관리

하다 보면 규정의 미비로 인한 업무상 혼선이 심각하다. 이러한 현

실에서 디지털 증거의 관리연속성을 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증거능력의 무효화로 이어진다. 현실에 맞는 규정과 시스템 정비 마

련이 시급하다.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의 변화와 노

력은 상당하다. 그러나 디지털 분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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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스템의 정비, 압수·영치 담당 수

사관의 인식 변화, 수사기관과의 협업 등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

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다만, 앞으로 있을 현실 적용 가능한 규정마

련과 심도 깊은 연구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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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C(Chain of Custody)of Digital Evidence

and Due Process of Law

Lee Jeong In

The so-called ‘The era of digital evidence’ has begun.

According to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statistics, the

number of 'the collection, preservation, and forensic analysis of

evidence' in terms of digital evidence amounts to 11575 cases in

2017. It is about 11 times more than the cases in 2008, which

were less than 1000 cases. In regards to Article 106(3)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newly established in 2011, the object of

confiscating goods for securing digital evidence is specified as

‘computer disk or the other similar information storage medium’

and its principle is defined within the scope of ‘Seizure of

selection’. Additionally there has been many cases deciding guilt

or innocence in accordance with th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A precedent studies on digital evidence has been weighted

towards confiscating process. The court has had strict criterion

in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in order for cutting i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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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s off that were conducted in the past at the

confiscation procedures. It explains that the best requirement to

acknowledge admissibility is the proof of the digital evidence

gained from confiscation procedures and, the integrity and

identity of digital evidence summited to the court. For this

reason, it has become very crucial to match the hash values of

both the original data and the copied data,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issue of the studies related to digital evidence is

checking the compliance with due process at the confiscation

procedures.

However, questions are raised whether the hash value of

digital evidence is submitted to the court without change

although the investigating agency has followed the due process

at the seizure and has made efforts to prevent forgery and

tampering. The basis of integrity and identity, which has been

emphasized as a requirement for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is based on the concept of “Chain of Custody” that has been

overlooked so far. The “Chain of Custody” of digital evidence

means that the form of evidence is maintained at all procedures

from the confiscation stage to the appearance stage in the court.

The chain of custody is a critical concept as a requirement for

admissibility since there is a possible damage after the

confiscation procedures of digital evidence.

Moreover, regarding “the era of digital evidence”, it is quite

indispensible that the investigating agency has provis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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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 guidelines for all procedures of seizure, retention and

disposition in digital evidence. If not, where could the

investigating authority find the legal basis for after the

confiscation procedures?

For the questions arisen above, this research will try to

conscientize all potential problems in the procedures of receiving,

storing and disposing of digital evidence, and to suggest

solutions. In addition to this, the research will also suggest the

strategies by expanding and applying the principle of due

procedures after the confiscation.

I hop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by ensuring that digital evidence gathered by the

investigating agency is not invalidated as well as that they are

subject to due process.

Keyword : Digital Evidence, Chain of Custody

Student Number : 2017-2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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