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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컴퓨터, 외장형 디스크 등 각종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디지털정보 저장이 일상
화되고 있다. 또한 부패범죄·기업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수사에 있어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각 기업 및 개인들은 디지털 저장매체를 통한
정보의 저장 및 보관에 대해 분산 보관, 최첨단 보안프로그램 설치, 정보 삭제·변경의
용이성과 회사기밀 및 저작권 관련 보호를 위하여 자체 보안 및 암호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안 솔루션 및 암호기술들은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손쉽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암호기술은 국가보안기관에서만 사용하는
특수기술이 아닌 생활 속에서 보편적인 기술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문서작성 프로그램에서 자체적으로 제공되는 암호화 기능이 사용되어 암호화된 파일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발견될 뿐만 아니라 파일들에 대해 암호화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도
점점 진화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파일에 대한 암호만이 아닌 시스템 암호화
(EFS:Encrypting File System), CMOS 암호화, 암호화에 TPM칩의 사용 등으로 인
하여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집행은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대의 사회에서 모바일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일상적인 업무 및 문서작성도 스마트 폰으로
가능한 게 현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애플’사의 ‘I-Phone’에 대한 보안해제 방법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자료도 공개된 자료가 거의 없다.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디지털 매체의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집행은 일반적인 압수수
색집행에 비해 시간적·방법상의 제약과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고, 현재 암호화된 파일
및 저장매체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 조치로서 사용하는 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암호방식
의 복잡화·다양화·기밀성으로 말미암아 복호화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실무자의 입장에서, 본 논문을 통해 파일 및 저장매체 등에 대한
암호화 방식을 조사해보고 이러한 암호화 방식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의 입법례 및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대응방안들에 대해 살펴 봄 으로써 우리나라 수사 환경에서
정보저장매체 및 파일들에 대한 암호화된 디지털 정보에 대해 압수수색 시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토대가 되고자 한다.
<주요어 : 디지털 포렌식, 패스워드, 암호화, 복호화,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

<abstract>

Recently, most people are storing the digital information by using the information
storage medias through computer, portable moving disk.
Also, the search and seizure is often executed about criminal cases including
corruption crime, company crime, and a company and person is storing and
distributed archiving the digital information through the digital information storage
medias, installing high-tech security program, using the encryption technology
and self-security system to protect the secret and copyright of the company.
Encryption technology is universal technology, not special technology used by
only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in the modern society because a person as well as
a company buy or use easily this security solution and the encryption technology.
Also, it is not found only the encrypted file through the encryption function
offered itself by a program(software) that can write a document now, but also
The software performing the encryption of a file more and more is developing.
furthermore, The execution of the search and seizure about the digital
information is more complex and difficult than before because of EFS(Encrypting
File System) and the encryption of CMOS, the use of TPM chip etc.
especially, most people are using smart-phone under the rapid spread of mobile
phone in the modern society and because of this, it is possible for people to
work daily their duties and write a document by smart-phone nowadays.
However, the security removal ways of I-phone manufactured by apple company is
not still found clearly, and there is almost not the released materials related with I-phone.
The execution of the search and seizure about the digital information by
investigative agency is more constraints of time/way and technical difficulty
than the execution of the search and seizure of general criminal cases because
of the above facts, and also now there is a limit in deciphering the encryption
by using only the technical way used as the confrontational action of
investigative agency about the encrypted file because of the complexity and
diversity and secrecy of encryption way.
Therefore, As a investigator in the investigative agency, after searching and

studying the encryption methods of files, storage medias in this thesis, I will
search and study about the confrontational actions of foreign investigative
agency about the encrypted file and foreign legislation cases, and then the
confrontational actions available in the domestic
finally, this thesis serves as a foundation in establishing the applicable actions
about the digital information encrypted in files and information storage medias
in the investigation circumstances of korea when we execute search and seizure
about the encrypted digital information,
<Keywords : digital forensics, password, encryption, decryption, digital
information, search and seiz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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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컴퓨터, 외장형 디스크 등 각종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정보 저장이 일상화되고
있다. 또한 부패범죄·기업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수사에 있어 디지털 정보의 압수·
수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각 기업 및 개인들은 디지털 저장매체를 통한 정보의
저장 및 보관에 대해 분산 보관, 최첨단 보안프로그램 설치, 정보 삭제·변경의 용이성과
회사기밀 및 저작권 관련 보호를 위하여 자체 보안 및 암호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회사 및 개인들은 중요 파일 및 범죄 증거를 은닉하기 위한 방법으로 파일에 대한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 사용을 통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고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암호 및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안 솔루션 및 암호기술들은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손쉽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암호기술은 국가보안기관에서만 사용하는 특
수기술이 아닌 생활 속에서 보편적인 기술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문서작성 프로그램에서 자체적으로 제공되는 암호화 기능이 사용되어 암호화된
파일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발견될 뿐만 아니라 파일들에 대해 암호화를 수행하는 소프트
웨어도 점점 진화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파일에 대한 암호만이 아닌 시스템 암호
화(EFS:Encrypting File System), CMOS 암호화, 암호화에 TPM칩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집행은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대의 사회에서 모바일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일상적인 업무 및 문서작성도 스마트 폰으로
가능한 게 현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애플’사의 ‘I-Phone’에 대한 보안해제 방법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자료도 공개된 자료가 거의 없다. 애플사의 아
이폰은 2007년에 출시 된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보안을 위해 인가된 사
용자만이 아이폰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하는 패스코드 정책 및 보안정책
등을 포함한 설정 프로파일을 제공하는 장치설정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폰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AES를 활용 하며, 원격으로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하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
장치는 패스코드 입력에 실패 할 경우 로컬 내용을 삭제 하는 등 로컬삭제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저장을 암호화 하는데 활용 할 수 있는 공통
크립토 구조를 제공하며, 런타임 보호, 의무적인 코드서명, AES, RC4 또는 3DES,
SHA-1 등을 지원하는 공통 암호구조를 제공한다. 그러다 보니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규명을 위하여 관련자가 아이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협조 없이는 해당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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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에 대한 보안 해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디지털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집행은 일반적인 압수수색
집행에 비해 시간적·방법상의 제약과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고, 현재 암호화된 파일 및
저장매체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 조치로서 사용하는 기술적인 방법인 전수조사 공격 또는
사전파일 공격만으로는 암호방식의 복잡화·다양화·기밀성으로 말미암아 암호 파일
및 암호화된 저장매체에 대한 복호화에 한계가 있으며, 암호화 프로그램의 사용,
다양한 암화 수단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기술적인 대응책만으로는 이러한 파일
및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암호화에 대응 하는데 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대응책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압수수색 집행 시
피압수자로부터 압수대상 정보가 당해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보관되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 등은 당해 정보저장매체에 접속 기타 필요한
암호의 복호화를 위해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전자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
어서 외국입법 및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규정 할
방안 및 기술적인 대응책들을 모색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더욱 보편화 되어 가면서
암호사용과 관련한 각종 범죄 및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례를 분석하고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앞으로의 디지털 수사 환경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파일 등 디지털 정보 등에 대한 암호화의 현 사용 방식을
조사해보고 이러한 암호화 방식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의 입법례 및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대응방안들에 대해 살펴 봄 으로써 우리나라 수사 환경에서 정보저장매체 및
파일들에 대한 암호화된 디지털 정보에 대해 압수수색 시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실무자 입장에서 수사적인 관점에서 추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하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 2 -

Ⅱ. 데이터 암호화 방식(파일별 암호화 방식) 조사

데이터 암호화는 데이터 내부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암호를 설정해
두는 것을 말하며, 문서 편집기, 압축 등 널리 사용되는 대다수의 응용프로그램에서
암호화 기능을 지원하며,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패스워드 복구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패스워드 검증과정이나 알고리즘을 파악
하는 것이 최우선 선결조건이지만,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들의 제조사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암호화 방식, 즉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서 및 압축 관련 응용프로그램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암호화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 해 봄으로써 수사기관 입장에서 압수수색 시
암호화 된 파일을 발견 한 경우 대응 하는데 있어서 도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절
에서는 응용프로그램에서 암호화 기능을 지원하는 각 문서 파일 프로그램들의 암호화
방식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Microsoft Office(word, excel, ppt) 파일의 암호화

마이크로 오피스 패스워드 보안은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MS문서 사용자에게 마이크로
오피스(word, excel, ppt) 문서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특징이 있다. Word 와 Excel
95버전에서는 32비트 보안 알고리즘을 사용했고, 후에 Excel 97버전에서 40비트까지
강화되었다. 그 후 Office 2007버전에서 AES-128 보안 알고리즘으로 강화되었다.
Word 와 Excel 95 버전과 그 이전 버전에서 보안 알고리즘은 패스워드를 16비트 키로
바꾸는데 사용되는데, 현재 해킹 소프트웨어가 16비트 키를 찾는데 사용되고 있고
바로 패스워드가 설정된 문서는 복호화 될 수 있다. Word 와 Excel 97버전과 2000
버전에서 그 키 길이는 40bit까지 증가되었지만 이 보안 알고리즘 역시 약하고 해킹
소프트웨어로 복호화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따라서 현재 Office 95~2003버전에서
사용된 40bit 보안 알고리즘은 패스워드 해킹 소프트웨어로 우회될 수 있다.
하지만, 최신 버전인 2007 ∼ 2010 Office에서 사용된 AES-128 보안 알고리즘은 현재까지
깨지지 않고 있으며, Office 2007버전(MS word, excel, ppt)에서 보안이 상당히 강화되었다.
Office 2007버전(MS word, excel, ppt)은 모두 미국 국립 표준기술연구소(NIST)가 발표한
표준 블록 암호 알고리즘인 "AES-128"을 사용했고 SHA-1 해쉬함수를 사용했다.
이는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128bit의 키값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하며, AES-128로
이뤄진 비밀번호를 풀어내기 위해 일일이 문자와 숫자 조합을 대입하는 방식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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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수 만년 이상 걸릴 것이다1).
또한, SHA-1 해쉬함수의 사용으로 한개 패스워드를 문서를 열 기전 128bit 키가
50000번 변환되고, 그렇기 때문에 패스워드 복구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게 되었다.
Office 2010버전(MS word, excel, ppt)에서도 여전히 블록 암호 알고리즘인
"AES-128"을 사용하지만, SHA-1 해쉬함수의 전환 수치는 패스워드 복구 속도를
더욱더 감소시키면서 100,000번으로 두 배가 되었다.
즉, Excel 과 Word 2010에서도 여전히 블록 암호 알고리즘인 "AES-128"을 사용하지만,
패스워드를 복구키로 전환하기 위한 해쉬함수 SHA-1의 사용을 2007버전에 비해 2배
증가된 100,000번으로 brute-force attack의 공격 속도를 감소시켜 2007버전에서 초당
수백 개의 패스워드를 공격하도록 하던 것을 2배 증가 시키게 되었다.
Microsoft Office(word, excel, ppt)에 내장된 자체보안기능에는 문서파일 자체를
암호화하는 기능이 있다. 특히, Excel의 보안은 몇 가지 형태의 패스워드들을 제공
한다. ; 문서를 열기위한 암호, 문서를 수정하기 위한 암호, 시트의 보호해제를 위한
암호, 통합문서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 공유 통합문서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가 있다.
문서를 열기위한 암호를 제외한 모든 암호는 문서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Excel 버전과
상관없이 바로 제거 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암호들은 어떤 문서에서 공유된 부분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그런 암호로 보호된 문서들은 암호화 되지 않고, 일련의 암호로
부터 정보 자원이 문서의 헤더부분에 저장된다. 누군가 어떤 문서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의 암호는 문서를 열기위해 설정한 암호이다.
MS Office(word, excel, ppt)에서 작성한 파일에 대한 암호화 방법은 패스워드를 설정
하면 되는데, 패스워드 길이는 1자 이상이며 최대 255자까지 입력 가능하고, 한글입력이 안
된다. 암호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설정 방법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 1. Excel 2007 파일 암호 설정방법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문서(doc, ppt, xls)에서 사용한 파일 포맷은 복합
1) microsoft office password protection,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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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진 형식(Compound File Binary Format)2)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파일 포맷으로 데이터가 저장된 문서를 복합문서(Compound Documents)라 하며,
복합파일문서의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마이크로오피스 2007이상에서는 office open
XML 기반의 압축 형식으로 파일 포맷(docx, pptx, xlsx)이 구성되어져 있으나, 암호
문서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복합파일(Compound File) 구조로 변환되며, 그림 3.과 같다.

그림 2. 복합파일 문서 구조

그림 3. Excel 2007 파일의 암호문서

2) 복합 파일이진 형식(Compound File Binary Format, CFBF)은 여러 파일과 디렉터리를 하나의 파일에 저장하는 마이
크로소프트의 파일 형식이다. 그 구조는 복합 파일은 하나의 헤더와 다수의 섹터로 구성되어 있다. 섹터는 파일 할당
테이블, 디렉터리 배열, 사용자 스트림 등의 저장 단위이다. 복합 파일을 여는 과정은 헤더로 파일할당표와 디렉터리
배열을 만들고 이것들을 이용해 사용자 스트림을 조립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용자 스트림은 스토리지와 함께 복합 파일을 이루는 사용 단위이다. 복합 파일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사용자 스트림에 자신의 자료를 저장한다. 스트림은 스토리지에 소속되어 분류되고 스토리지는 또 다른 스
토리지에 속한다. 따라서 복합 파일의 스트림과 스토리지는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의 파일과 디렉터리에 각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스트림과 스토리지는 루트 엔트리라는 최상위 스토리지에 포함된다. 루트
엔트리는 스토리지인 동시에 64바이트 크기의 섹터들을 저장하는 스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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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집파일의 암호화

알집(ALZip)은 이스트소프트에서 개발하는 압축 소프트웨어로 .zip, .rar, .ace, .alz,
egg 등을 비롯해 40종류의 압축 파일형식을 지원하며,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압축 소프트웨어이다. 알집에서 제공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은 zip
2.0 호환, AES-128bit, AES-256bit이다.3)
ZIP 2.0 호환 알고리즘은 ZIP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기본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수학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해독이 쉽지 않으며, 가장 경량의 암호화 알고리즘
이라고 하며, 자세한 암호화 방식에 대한 것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또한 AES-128bit는 현존하는 알고리즘 중 가장 널리 쓰이는 표준화된 알고리즘이며,
128bit 크기의 블록 암호화를 사용한 대칭형 알고리즘이고, AES-256bit는 256bit 크기의
블록 암호화를 사용한 대칭형 알고리즘이다. 알집에서의 암호설정은 영어 대소문자를
구별하며 숫자, 특수문자로 지정할 수 있고(한글입력 안됨), 최소 1자이상이며, 최대 32자
까지 입력가능하며, 암호설정 방법은 아래 그림 4. 와 같다.

그림 4. 알집파일 암호 설정방법

3. 글 파일의 암호화

은 국내용 SW인 만큼 한국 사용자들을 위한 암호화 기능을 따로 제공하고 있다.
한컴 오피스 한글파일은 암호문서로 설정 시에 보안 수준 보통 옵션과 보안 수준 높음의
두 가지 옵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안 수준 보통은 DES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보안 수준 높음은 AES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으나 아래아 한글은 AES-128
방식을 사용하는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컴 오피스 한글은 hwp 3.0(버전
2002 이전)과 hwp 5.0(버전 2002 이후)로 구분되어 지며 한글 문서 파일 형식 5.0
문서 )에 따르면 한글 파일의 복합파일 구조는 표 1.과 같이 크게 storage와 stream
데이터로 이루어진다.
글

4

3) http://cdn.estsoft.com/altools/help/alzip/90/help.html 참조
4) 한글문서파일구조 5.0, http://www.hancom.com, 한글과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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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Stream

설명
파일 인식 정보
문서 정보

본문

문서 요약

바이너리 데이터

구별 이름

길 이 (바 이 트 )

레코드 구조

압 축 /암 호 화

FileH ea d er

고정

D o cIn fo

고정

√

√

가변

√

√

B o dyT ext
S ection 0
S ection 1
...
\005H w pS u m m aryIn form a tion
B in D ata
B in aryD a ta0
B in aryD a ta1
...

비고

고정

가변

미리보기 텍스트

P rvText

고정

미리보기 이미지

P rvIm ag e

가변

√

문서 옵션

D o cO ptio ns
_L ink D o c
D rm Licen se
...

가변

한 글 2004이 후

스크립트

S cripts
D efa ultJS cript
JS criptVersion
...

가변

한 글 2004이 후

XM L 템 플 릿

X M LT em pla te
S chem a
In sta n ce
...

가변

문서 이력 관리

D o cH isto ry
Version L og 0
Version L og 1
...

가변

표

√

√

1. 한글 파일 복합파일 구조

된 문서 파일의 경우 문서 파일을 읽는 쪽에서는 파일의 암호 설정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좌측
상단의 ‘암호설정’ 탭을 클릭해서 암호 설정을 할 수 있으며, 설정방법은 아래 그림 5.와 같다.
압축

그림 5. 2007 한글 파일 암호 설정방법

파일에서 암호설정은 최소 5글자, 최대 44자까지 입력 가능하며, 한글이나 영문
글자수가 아닌 글자판을 누르는 타수를 말하며, 문서암호는 현재 글자판의 종류에
상관없이 눌리는 글자판을 기억한다.
따라서 글자판에 있는 영문자, 숫자, <space bar>, 특수문자 등을 모두 섞어 쓸 수 있다.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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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에서 암호 설정 시에는 FileHeader의 오프셋(offset) 36 ~ 39의 4바이트의 오른쪽에
서 두 번째 Bit값을 기준으로 한글 문서가 암호문서인지 판별할 수 있으며,
FileHeader 정보는 아래 표 2.과 같다.
자료형
BY TE array[32]

길 이 (바 이 트 )
32

DWORD

4

DWORD

4

B YTE array[216]
전체길이

216
256

표

설명
signatu re. 문 서 파 일 은 "H W P D ocum en t File"
파 일 버 전 . 0xM M nn PP rr의 형 태 (예 5.0.3.0)
§ MM: 문서 형식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나타냄. 숫자가
다르면 구 버전과 호환 불가능.
§ n n: 큰 구 조 는 동 일 하 나 , 큰 변 화 가 있 는 것 을 나 타 냄 . 숫 자 가
다르면 구 버전과 호환 불가능.
§ P P : 구 조 는 동 일 , R ecord가 추 가 되 었 거 나 , 하 위 버 전 에 서 호 환
되지 않는 정보가 추가된 것을 나타냄. 숫자가 달라도 구 버전
과 호환 가능.
§ rr: R eco rd에 정 보 들 이 추 가 된 것 을 나 타 냄 . 숫 자 가 달 라 도 구
버전과 호환 가능.
속성
범위
설명
bit 0
압축 여부
bit 1
암호 설정 여부
bit 2
배포용 문서 여부
bit 3
스크립트 저장 여부
bit 4
DRM 보 안 문 서 여 부
bit 5
XM LTem plate 스 토 리 지 존 재 여 부
bit 6
문서 이력 관리 존재 여부
bit 7
전자 서명 정보 존재 여부
bit 8
공인 인증서 암호화 여부
bit 9
전자 서명 예비 저장 여부
bit 10
공인 인증서 DRM 보안 문서 여부
bit 11
CCL 문 서 여 부
bit 12～ 31
예약
예약

2. HWP 5.0 FileHeader 정보

. PDF 파일 암호화

4

PDF(Portable Document Format, 이동 가능한 문서 형식)는 어도비 시스템즈에서
개발한 전자 문서 형식으로, 일반 문서 및 문자, 도형, 그림, 글꼴을 포함할 수 있다.
PDF는 컴퓨터 환경에 관계없이 같은 표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장치
독립성 및 해상도 독립성을 가진다. `어도비 아크로뱃'은 어떤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문서든지 ＰＤＦ파일로 변환할 수 있다.
변환된 ＰＤＦ파일은 어도비의 포스트스크립트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개발돼 높은
해상도를 보이고 자체 압축 기능이 포함돼 있어 파일크기가 작은 게 장점이다.
글꼴과 버전에 관계없이 ＰＤＦ파일을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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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는 데 편리하다. 어도비 아크로뱃과 함께 선보인 `아크로뱃 리더'는 ＰＤＦ파일을
작성할 수는 없지만 컴퓨터에서 ＰＤＦ파일을 열어보고 인쇄할 수 있다.
ＰＤＦ파일은 또 읽기만 가능하고 저장이나 출력이 불가능하도록 옵션을 걸 수 있는
보안기능이 있으며, 삼성전자, 한국전력 등 대기업체 등에서 내부 문서 보안을 위해
아크로뱃 사용이 높아지고 있다.
PDF파일의 보안관련 암호설정 방법은 Acrobat Pro를 예를 들면 아크로뱃 상단 메뉴
중에서 <고급> 탭을 선택하면, 하위 메뉴 중 <보안> ☞ <암호로 암호화> 메뉴가
보이며, 설정 방법은 아래 그림 6.과 같다.

그림 6. PDF파일 암호 보안 설정

또한, Acrobat 문서보안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 Acrobat 6.0 이상(PDF 1.5)은 128비트 RC4를 사용하여 문서를 암호화한다.
· Acrobat 7.0 이상(PDF 1.6)은 128비트 키 크기의 AES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
하여 문서를 암호화한다.
· Acrobat X 이상(PDF 1.7)은 256비트 AES를 사용하여 문서를 암호화한다. 256비트
AES 암호화를 Acrobat 8 및 9에서 만든 문서에 적용하려면 Acrobat X 이상을 선
택하여야 한다. )
또한, PDF에 암호 보호를 적용할 때 [호환성] 설정에 따라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는
값이 달라진다. PDF/X 표준이나 사전 설정에는 보안 옵션을 사용할 수 없으며, 설정
이름은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다.
· 암호로 보호된 문서를 열 때 사용할 암호화 유형을 설정한다. [Acrobat 4(PDF
1.3)] 옵션을 선택하면 낮은 암호화 보안 레벨(40비트 RC4)이 사용된다.
· [Acrobat 5(PDF 1.4)] 또는 [Acrobat 6(PDF 1.5)]를 선택하면 높은 암호화 레벨
(128‑비트 RC4)이 사용된다.
5

5) PDF,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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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robat 8/9(PDF 1.7)]을 선택하면 문서가 AES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256비트 키 크기로 암호화된다.
· 이전 버전의 Acrobat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환성이 더 높은 버전으로 설정된
PDF 문서를 열 수 없다. 예를 들어, [Acrobat 8] 옵션을 선택한 경우 Acrobat 7 또는
이전 버전에서 문서를 열 수 없다.
Acrobat Pro에서 암호설정관련해서 그림 7.과 같이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하여 암호설정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암호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문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암호를 설정
할 수 있으며, 두 번째, <보안>탭에서 제한을 하여 편집과 인쇄, 복사 등을 제한하여
이 옵션을 해제하기 전에는 편집과 인쇄가 불가능 하도록 하여 유출을 방지 할 수 있다.
또한 권한 암호(마스터 암호라고도 함)가 설정된 경우에는 권한암호를 입력한 사람만
보안 설정을 변경 할 수 있다. PDF 문서에 권한암호와 문서 열기 암호가 모두 설정 된
경우에는 둘 중 하나의 암호만으로 문서를 열 수 있지만, 제한된 기능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권한 암호만 사용해야 한다.
PDF 문서에 권한 암호만 설정되었거나 문서 열기 암호로 문서를 연 상태에서 보안
설정을 변경하려고 하면 그림 8.과 같이 권한 암호 확인 메시지가 표시된다.
Acrobat Pro에서 패스워드는 최소1자, 최대 32자의 영숫자로 된 암호를 입력하는 것
이 가능하며, 영문글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하며 특수문자입력이 가능하다.

그림 7. PDF파일 암호 보안 설정 옵션

그림 8. PDF파일 권한 암호 확인 창

- 10 -

. 파일별 패스워드 설정에 대한 비교

5

대/소문자 특수문자사용
파일 유형 패스워드
길이제한
구분여부 가능 여부

마이크로
오피스

0

0

0

알집

0

0

0

한글

0

0

0

PDF

0

0

0

확장자

doc, ppt, xls
docx, pptx, xlsx

CFT )
암호문서파일
검색 지원여부

zip
hwp
pdf

0

6

0
0
0
0

. 파일별 암호에 따른 알고리즘 분류 및 정리

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대부분 표. 3.과 같이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해쉬함수는 임의길이의 정보를 입력으로 받아, 고정된 길이의 암호문(해쉬값)을 출력하는
암호기술로 암호화된 정보는 복호화가 불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쉬
함수를 이용하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암호문(해쉬값)을 생성해 낼 수는 있지만, 암
호문(해쉬값)을 가지고 원래의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는 없다. 즉, SHA-1의 암호문
(해쉬값) 길이(비트)는 160비트 이며, SHA-512의 경우는 512비트의 길이를 갖는다.
160비트, 512비트의 보안강도는 각각 2의 160승 번, 2의 512승 번의 계산을 해야 비밀키
또는 암호 알고리즘의 취약성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칭키 알고리즘
(블록 암호 알고리즘)은 일정한 블록 크기로 나누어, 각 블록을 송·수신자간에 공유한
비밀키를 사용하여 암호화 하는 방식으로 비밀키의 길이에 따라 각기 다른 보안강도를
제공한다.
분류

암호 알고리즘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AES128, AES256
SHA-1

해쉬함수

SHA-224/256
SHA-384/512
표 3. 파일별 암호 알고리즘 분류7)

6) CFT(Criminal Forensic Tool)은 대검찰청에서 국가보안연구소와 자체개발하여 압수수색 현장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Tool이
며, 자체적으로 암호화 된 파일이 탐지되는 것이 아닌 파일들에 대해 선별작업시 암호화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을 뿐임.
7)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길이 이용 안내서,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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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MS Office Excel 2010/2013 프로그램의 암호화 및 패스워드
검증과정

문서암호화는 범죄인의 관련 증거은닉을 위한 수사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범죄수사시 압수수색과정에서 암호화된 파일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암호화에 사용된
패스워드를 확보할 수 있는 수사기법이나 암호화된 파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패스
워드를 발견해 낼 수 있는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직·간접적으로 패스워드를 발견해 낼 수 있는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의 상용 툴들은 해당 문서 작성 프로그램들이 사용자가 암호화된 파일을
열람하기 위해 입력한 패스워드의 검증과정을 분석하여 이를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암호화된 파일의 복호화를 위해 입력된 키, 즉 패스워
드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이 경우 암호키로 입력된 키의 검증절차가 암호화 알고
리즘의 복호화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면 암호화된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서 복호화에 대한 노력보다는 검증절차에 대한 공격을 시도해 봄으로써 키를 획
득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암호공격기술인 전수공격
(Bruteforce Attack)을 예로 들면, 어떤 키를 가지고 특정 암호화 데이터를 복호화
하여 판독 가능한 데이터가 검출되는지를 테스트 하는데 10초가 걸리는 반면, 어떤
키가 올바른지를 검증하는 절차는 1초가 걸린다고 한다면 동일한 키 후보군을 모두
검사하는데 이론적으로 10배의 시간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패스워드 복구를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패스워드 검증과정이나 알고리즘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선결조건이지만, 프로그램의 제조사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도 한다. 다행히 ‘MS'사의 경우 자사의 Office 제품군에 적용된 패스
워드 변환 및 검증과정을 문서로 공개하고 있다. )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MS" Office 2010/2013 버전에 대한 패스워드 변환 및 검증
절차에 대해 기술 하도록 한다.
8

8) MS-OFFICE, “[MS-OFFCRYPTO]:Office Document Cryptography Structure Specification”, available from
http://msdn.microsoft.com/en-us/library/cc31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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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파일의 암호화 절차 및 패스워드 검증과정

☞ 사용자가 선택한 패스워드(=입력한 평문 패스워드)는 프로그램 제조사별 또는
버전별로 다른 알고리즘에 의해 변환 과정을 거쳐 일련의 랜덤 값(=난수)형태로 변환
되어, 실제파일의 암호화 키(=암호 알고리즘)로 사용되며, 검증과정은 그림 9.과 같다.

그림 9. 암호화된 파일의 패스워드 검증을 위한 흐름 과정

2. MS Office 프로그램의 암호화 알고리즘 분류

다른 상용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Office 제품에서도 파일 암호화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패스워드를 직접 암호화의 키로 사용하지 않고, RSA사에서 공개한 공개키
암호표준(Public-key Cryptography Standard, PKCS)프로토콜 5번째인 비밀번호 기
반 암호화표준 (PKCS#5)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변환한다.
이때 패스워드 변환을 위해 사용되는 암호 알고리즘은 아래 표 4. 과 같다.
9

프로그램

암호 알고리즘

MS Office 2007/2010

SHA1, AES128

MS Office 2013

SHA512, AES256

.

표 4 버전별

암호 알고리즘 비교

9) PKCS#5 프로토콜은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암/복호에 필요한 키를 보호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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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S Office 파일의 암호화 여부에 따른 저장 방식 차이

암호 비설정 오피스 파일은 Office Open XML 형식1 )으로 저장 되며, 암호 설정 오피스 파일은
Compound Document File Format형식11)으로 저장되고 아래 그림 10. 과 11. 에서 보는바와 같다.
0

그림 10. Office Open XML 파일 헤더(암호 비설정 파일)

그림 11. Compound Document File Format 파일 헤더(암호 설정 파일)

. Office 2007 패스워드 변환 및 암호화 절차

4

아래 ⓵ ~ ⓼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 해쉬값을 AES 알고리즘의 키로 사용하여 사용자가
요청한 파일을 암호화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Office 프로그램은 Salt와는 별도로
또 하나의 16바이트의 랜덤 데이터 열(Verifier)과 이에 대한 SHA1 해쉬값
10) 이 새로운 파일형식 컨터이너는 단순한 파트 기반의 압축 zip 파일 형식 사양에 기반 한다. 새로운 office
XML형식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XML 레퍼런스 스키마와 zip 컨테이너이며, 각 파일이 임의의 수의 파트로
구성되어 이러한 파트 전체에서 문서가 정의된다.
11) 복합파일이진형식(Compound File Binary Format)이라 부르기도 하며, 복합 파일이진 형식(Compound File
Binary Format, CFBF)은 여러 파일과 디렉터리를 하나의 파일에 저장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일 형식이다.
그 구조는 복합 파일은 하나의 헤더와 다수의 섹터로 구성되어 있다. 섹터는 파일 할당 테이블, 디렉터리 배열, 사용자
스트림 등의 저장 단위이다. 복합 파일을 여는 과정은 헤더로 파일할당표와 디렉터리 배열을 만들고 이것들을 이용해
사용자 스트림을 조립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용자 스트림은 스토리지와 함께 복합 파일을 이루는 사용 단위이다. 복합 파일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사용자 스트림에 자신의 자료를 저장한다. 스트림은 스토리지에 소속되어 분류되고 스토리지는 또 다른
스토리지에 속한다. 따라서 복합 파일의 스트림과 스토리지는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의 파일과 디렉터리에
각 각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스트림과 스토리지는 루트 엔트리라는 최상위 스토리지에 포함된다.
루트 엔트리는 스토리지인 동시에 64바이트 크기의 섹터들을 저장하는 스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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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erHash)을 계산한다. Verifier와 VerifierHash는 모두 앞에의 암호화키를 이용
하여 암호화 되어 각각 EncryptedVerifier와, EncryptedVerifierHash라는 메타데이
터로 Salt값과 함께 암호화된 파일의 필드 내에 저장된다.
· EncryptedVerifier=E(EncryptionKey, Verifier)
· EncryptedVerifierHash=E(H(Verifier))
⓵ 암호화 요청시 16바이트의 랜덤데이터(Salt)를 생성
⓶ 입력된 패스워드(PW)를 유니코드형태로 로딩
⓷ Salt와 PW를 연접한 데이터 체인에 대해 SHA1 해쉬값 계산
계산식 : H0=H(Salt + password) ※ H는 SHA1 해쉬를 의미
⓸ 값이 0인 4바이트 데이터열(cnt)과 ⓷의 계산 결과를 연접한 데이터 체인에 대해
SHA1 해쉬값 계산
⓹ cnt를 49,999까지 1씩 증가 시키며 매회 앞서 계산된 해쉬값과 연접하여 SHA1
해쉬값 계산, 계산식 : Hn=H(cnt+Hn-1)
⓺ cnt가 49,999일 때 계산된 SHA1 해쉬값과 값이 0인 4바이트 데이터 열을 연접
하여 SHA1 해쉬값 계산
⓻ 이렇게 계산된 해쉬값과 모든 바이트의 값이 0x36으로 채워진 64바이트 데이터
열을 XOR처리
⓼ ⓻의 결과에 대한 SHA1 해쉬값을 계산, EncryptionKey=H(DataBlock)

. 1. Office 2007 패스워드 검증절차

4

패스워드 복호화를 위해 Salt, EncryptedVerifier와, EncryptedVerifierHash의 값을
추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호화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와 암호화된 파일 내에서 추출한 Salt를
이용하여 위의 4장에서의 Office 2007 패스워드 변환 및 암호화 절차의 암호화 요청
시 16바이트의 랜덤데이터(Salt)를 생성한 이후 과정부터 반복한다. 그 결과 생성된
키 (EncryptionKey)를 이용하여 EncryptedVerifier를 복호화 한 후 이에 대한 SHA1
해쉬값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EncryptedVerifierHash값을 복호화 하여 앞서의 해쉬값
과 일치하는지 비교하여 일치 할 경우 정확한 패스워드로 간주되고, 전체파일에 대한
복호화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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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ice 2010 VS 2013 패스워드 변환 및 암호화 절차

5

MS"사의 Office 프로그램의 패스워드 변환과정을 통해 얻어진 해쉬값을 AES 알고리즘의 키로
사용하여 사용자가 요청한 파일을 암호화 하게 되며, 그 절차는 Office 2010 버전과
2013버전에 있어서 동일하지만 해쉬함수 사용에 있어서 2010버전에서는 SHA1 해쉬
함수를 사용한 반면, 2013버전에서는 검증과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SHA512를 사용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⓵ 암호화 요청시 16바이트의 랜덤데이터(Salt)와 VHI(Verifier Hash Input)라 불리는
64바이트 랜덤데이터(VHI는 Office 2013 버전에서 사용됨)를 생성
⓶ 입력된 패스워드(PW)를 유니코드형태로 로딩
⓷ Salt와 PW를 연접한 데이터 체인에 대해 SHA1(또는 SHA512) 해쉬값 계산
계산식 : H0=H(Salt + password) ※ H는 SHA1 해쉬를 의미
⓸ 값이 0인 4바이트 데이터열(cnt)과 ⓷의 계산 결과를 연접한 데이터 체인에 대해
SHA1 해쉬값 계산
⓹ cnt를 99,999까지 1씩 증가 시키며 매회 앞서 계산된 해쉬값과 연접하여 SHA1
(또는 SHA512) 해쉬값 계산, 계산식 : Hn=H(cnt+Hn-1)
10만 번의 반복적 해쉬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패스워드 검증과정의 안정성을 확
보하는 핵심 요소이다.
⓺ 그 결과 얻어진 해쉬값과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고정 바이트 값을 가
지는 데이터 열과 각각 연접한 데이터 체인들에 대해 각각 SHA1(또는 SHA512)
해쉬값을 계산하게 되고, BHI와 BHV에 해당하는 상수바이트열의 값들은 아래와
같이 고정되어 있다.
⦁BHI와 BHV 상수바이트열의 값 :
· BHI : 0xFE, 0xA7, 0xD2, 0x76, 0x3B, 0x4B, 0x9E, 0x79
· BHV : 0xD7, 0xAA, 0x0F, 0x6D, 0x30, 0x61, 0x34, 0x4E
⦁H(H99,999 |B LOCK_KEY_HashInPut)
⦁H(H99,999 |B LOCK_KEY_HashValue)
⓻ 위 식의 첫 번째 결과를 키로 Salt 값을 초기벡터(IV)로 사용하여 Verifier(16바이트의
랜덤데이터)의 값에 대한 AES CBC 모드로 암호화 하고, Verifier에 대한 SHA1 해쉬
결과 값에 대해 위 식의 두 번째 결과를 키로 사용하여 AES CBC 모드로 암호화 한다.
⓼ 이렇게 계산된 해쉬값들은 각각 AES CBC 모드 암호화의 키로 사용되며, 이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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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된 Salt 값들이 각각의 암호화에 IV로 사용된다. BHI를 사용하여 유도된
해쉬값의 초기 32바이트를 키로 사용한 경우 입력 평문은 VHI이며, 이로부터 암호문이
eVHI가 얻어진다.
두 번째 암호문은 BHV로부터 유도된 해쉬값의 초기 32바이트를 키로 사용하되 입력
평문으로는 VHI가 아닌 VHI에 대한 SHA1(또는 SHA512) 해쉬값을 사용하여 암호
문인 eVHV(encrypted Verifier Hash Value)를 얻는다.
⓽ 암호화된 Office 2010(또는 2013) 버전 파일의 메타데이터 내부에는 salt값과
eVHI, eVHV 세 개의 값이 기록된다.
앞

그림 12. Office 2010버전의 암호키 저장 위치

그림 13. Office 2010버전의 Data Salt 저장 위치

그림 14. Office 2013버전의 암호키 저장 위치

그림 15. Office 2013버전의 Data Salt 저장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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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ffice 2010 VS 2013 패스워드 검증절차

5

암호화된 Office 2010과 2013버전 파일로부터 salt값과 eVHI, eVHV 값들을 획득한 후
검증할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아래 그림 16. 과 같은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
다만, 검증 시에는 AES CBC 모드 복호화를 수행한다. 즉, VHI 대신 eVHI를 복호화
하여 VHI를 얻어내고 eVHV를 복호화 하여 VHV를 얻는다. 마지막으로 VHI 에
대한 SHA1(또는 SHA512) 해쉬계산을 수행하여 얻어진 결과와 VHV가 동일한 경우
해당 패스워드는 암호화에 사용한 패스워드와 동일한 것으로 판정한다.

그림 16. Office 2010과 2013버전에서 패스워드로부터 암호화키 유도 및 검증용 데이터 생성과정

. MS Office Excel 패스워드 설정 및 비설정 파일 구조비교

6

MS Office Excel 2007에서 암호 비설정 파일에 있어서 Start offset 1부터 Length 8을 비교해 보면
8바이트 값이 (50 4B 03 04 14 00 06 00)으로 확인되며, 또한 Start offset 1153부터
Length 31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으로 이러한 오프셋을ASCII코드로확인하면 (.. . . . . . . . . .)로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

Excel 2007 파일 암호 비설정파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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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MS Office Excel 2007에서 암호를 설정한 파일의 경우는 (D0 CF 11 E0 A1 B1
1A E1)로 바뀌고, Start offset 1153부터 Length 31을 비교해 보면 암호 비설정 파일의
경우(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에서 암호를 설정한 경우 (45 00 6E 00 63 00 72 00 79 00
70 00 74 00 65 00 64 00 50 00 61 00 63 00 6B 00 61 00 67 00 65)로 바뀌게 되면서
이러한 오프셋 값을 확인하면 그림 18.에서 보는바와 같이 (E.n.c.r.y.p.t.e.d.P.a.c.k.a.g.e)
로 바뀌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8.

Excel 2007 파일 암호 설정파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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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패스워드 자릿수에 따른 해독 소요시간 분석
T

P 를 이용하면 SHA-1 해시 알고리즘은 초당 약 5억4천2백만 번(=2의
29승 해시/초) 계산할 수 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SHA-1 해시 알고리즘에
대한 패스워드 자릿수별 전수조사 결과 값이다.
이 결과로 볼 때, 패스워드를 8자리 이상의 키보드 문자열로 조합 한다면 실제로
'MS'사의 Office제품군들은 2007버전에서는 SHA-1 해시 알고리즘의 50,000만 번의
계산과 2010버전에서는 2007버전의 2배인 100,000만 번 계산 후 다시 AES의 CBC모드로
암호화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해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추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G X485 G U

길이

표 5

패스워드 조합
문자열

1시간 검색에

1대당 소요시간

필요한 장비 수

9자리

키보드 문자열

33.52년

27,4622대

8자리

키보드 문자열

0.36년

2922대

7자리

키보드 문자열

1.38일

32대

6자리

키보드 문자열

0.35시간

1대

5자리

키보드 문자열

0.23분

1대

4자리

키보드 문자열

0.14초

1대

. nVidia社 GTX485 GPU 이용 시 SHA-1 알고리즘에 대한 패스워드 자릿수별 전수조사 속도12)

이처럼 ‘MS'사의 경우 자사의 Office 제품군에 적용된 패스워드 검증과정을 공개한
문서를 기반으로 패스워드 해독 소요시간을 추정해 보면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거의
10만 번에 해당하는 해쉬 계산이 현실적으로 전수조사를 어렵게 만드는 보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MS Office 2010/2013 버전 프로그램들은 (PKCS#5)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에 대한 검증기반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 MS Office 2010/2013 프로그램의 패스워드 변환 알고리즘의 근간을 이루는
PKCS#5에 대한 취약점이 아직까지 밝혀지고 있지 않으며, 여기서 사용되는 AES
12) 장기식 “비밀번호의 안전성에 대한 고찰”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8호, 201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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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SHA1, SHA512 알고리즘도 취약성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암호화된 파일에 대한 패스워드 복구를 위해서는 해당 파일의 프로그램에
대한 패스워드 검증과정이나 알고리즘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선결조건이지만,
“MS"사의 Office군의 제품 외에 다른 프로그램의 제조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공개
하지 않고 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술적인 수단만으로는 암호화된
파일들을 복호화 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디지털정보, 즉 암호화된 파일에 대한
복호화 작업은 시간적·방법상의 제약과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고, 현재 암호화된 파일
및 저장매체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 조치로서 사용하는 기술적인 방법인 전 수조사
공 격 또는 사 전 파일 공 격 만으로는 암호방식의 복잡화·다양화·기밀성으로 말미
암아 암호 파일 및 암호화된 저장매체에 대한 복호화에 한계가 있으며, 암호화
프로그램의 사용, 다양한 암화 수단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기술적인 대응책만
으로는 이러한 파일 및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암호화에 대응 하는데 는 한계가 있
기 때문에 기술적인 대응책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
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발견된 이러한 암호화된 파일에 대한 복호
화를 위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수사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외국의 입법례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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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외국의 입법례 및 대응방안

먼저, 암호화된 파일에 대한 대응방안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방안과 기술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각각의 제도적인 방안 및 기술적인 방안이 적용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전 단계, 압수수색 집행 단계, 압수수색 종료 후 분석단계에
따라 대응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암호화된 파일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시기 및
대안에 따라 표 6. 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 절에서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수사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외국의 입법례 및 현실적인 대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시기

대안

압수수색집행 전 단계
압수수색집행 단계
압수수색 후 분석단계

기술적 대안

제도적 대안

· 직접 해독장치 마련
(암호파일 탐지장비 개발) ·
·
· Cold boot attack
·
· 사전파일 구축
·

영국의 RIPA제도
미국의 Key Logger System제도
클라우딩 환경에서의 압수수색
과학수사기법과의 융합 분석

· 해독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

. 암호화 된 파일에 대한 단계별 대응 방안

표 6

1. 외국의 입법례 및 대응방안
1. 1. 영국의 RIPA제도

파일에 대한 암호화는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안티 포렌식 기술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현재 암호기술 및 관련 프로
그램들은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인터넷의 보급화로 인하여 쉽게 암호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반면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암호화된 파일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법적증거로 확보하기 위한 문제로서 수사기관의 수사력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암호화된 파일에 대한 디지털 증거의 확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암호에 대한
통제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법 집행력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거나 채택을 고려하고 있는 암호화된 파일에 대한 복호화를
명령할 수 있는 RIPA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등으로 현재 공식적으로 자국 내 어떠한 암호이용
통제도 하고 있지 않지만, 영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법집행기관에 RIPA법을
포함한 복호화 명령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정원 및 몇몇 기관에서
1999년 민간암호사용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학계에서 이러한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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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관련 법률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프라이버시 및 인권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현재는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암호화 된
파일 및 저장매체 등 암호화 된 디지털 정보에 대한 복호화 명령인 영국의 RIPA(Regulation
of Investigation of Powers Act)와 같은 어떠한 입법안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복호화 명령은 가장 쉽게 암호화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암호화된
정보를 평문과 같이 이해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 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정보에 대해
강제적으로 복호화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사기관 및 법집행기관에 부여 하는 것 이지만,
이 복호화 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 된다.

1. 1. 1.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론적·실정법적 근거는 일반적으로 헌법상의 사생활의 자유 및
자기정보통제권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
하고 있으며,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규정으로부터 대법원은 “ 이들 헌법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판
시13)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1 )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자기정보통제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는 일반적으로
헌법적인 권리로서 보장된다. 암호는 통신내용 및 개인정보를 숨길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 및 정보적 자기 결정권의 실현 도구이기도 하면서, 암호화과정에서 사용된 키는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프라이버시권과
연결된다. 즉, 자신이 작성한 파일의 암호화(패스워드 설정으로 접근제한 조치)에 대한
복구정보(패스워드, 복호화키)를 자기 스스로 지배·관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보적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정보를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수집하는 것을 방어
4

13) 대판 1998.7.24, 96 다 42789.
14) 정보 자기결정권 혹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에 대해 정보처리의 전 과정(수집,
저장, 사용)에서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지배·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흔히 혼자있을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서의 소극적 의미의 프라이버시권과 비롯하여 적극적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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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이므로, 암호파일의 복호화에 사용되는 비밀정보인 복호화 키와
패스워드 등은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로서 사용자는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패스워드와 복호화 키 등은 일단 공개되면 자신이 암호화 했던 사적인 내용이
공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로서 적극적 의미의
프라이버시인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대상이므로, 패스워드의 수집, 저장, 사용 등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허락하거나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과 관련
되지 않는 한 수집되거나 무단 사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때문에 암호화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에 해당 하므로 암호화의 결과인 암호문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1 )가 존재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법익에 따라 보호
되어야 할 대상이 되며, 암호파일의 복호화에 사용되는 비밀정보인 복호화 키와 패스
워드 등은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로 사용자는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게 된다는 견해가 있다.1 )
따라서 법 집행기관에서 압수수색 시 암호화 된 파일에 대해 직접 복호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복호화는 압수된 암호화된 파일 등에 대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 압수물에 대한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단 적법한 절차에 의해 압수된 암호 파일에 대해서는 법 집행기관에서 직접 복호화
하는 것에 대해선 별도의 복호화를 강제 할 수 있는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장에서 암호파일에 대한 복호화가 힘든 실정이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 은닉기술로서 암호화가 많이 사용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압수자에게 암호파일의 복호화를 요구하는데 있어서 암호문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복호화를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영장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정보적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정보를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수집하는 것을 방어 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한하여야 한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화를 통해서 해결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입법은 결국에는 형사소송이 추구하는
5

6

15)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는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건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것이라고 기
대하고 있어야 하며, 그 기대가 합리적일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와 같은 공공도로에서 자신이
감시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16) 박민성, ‘정보적 자기결정권과 암호’, 한국정보보호센터,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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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두 이념이 적절히 형량화 되어 타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열어 볼 수 있지만 암호화되어 파일의 내용
을 확인 할 수 없게 된다면 형사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저장매체 및 파일을 확보하고도
증거를 찾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는 범죄자를 소추하는 기능을 저해하게 되므로
형사소추에 관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
하는 것이 허용 되지만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필요할 뿐만 아니라 침해되는 법
익의 정도, 증거의 중요성, 범죄의 경중, 침해정도가 적은 다른 방법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엄격한 통제 및 적법절차에 따라 법 원으로부터 발부받 은 압수수색영
장의 집행단계에서 피압수자의 협조를 얻거나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 시에 복호
화를 하도록 하는 명령(Decryption Order)을 받아 낸다면,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논란은 다소 줄어들 것이며, 적법절차에 의한 압수수색집행 및 복호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1. 1. 2. 진술거부권 문제

복호화 명령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헌법상에서 보호
하고 있는 진술거부권 침해여부와 관련된다는 것이다.
진술거부권이란 헌법 12조 2항에서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
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상의 보장된 권리이다. 즉, 형사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본인에게만 존재하며, 법인이나 제3자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암호와 관련하여서는 피의자 본인이 패스워드나 복호화 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영국판례에서는 RIPA법에 근거한 복호화명령에 대해 증언으로
인정하지 않아 진술거부권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암호화된 파일에 대해 암호키를 피고가 아닌 사건 관련인이 생성한 경우에는
그 암호키가 변경 또는 삭제되기 전까지는 암호키를 생성한 사람의 기억에만 존재 할뿐
사람의 의지와는 독립적인 데이터로 존재하게 될 뿐이므로, 복호화 명령에 의해 암호키를
알고 있는 사건 관련인이 암호키를 제출하는 것은 피고의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피고가 암호를 생성하여 사용한 경우가 문제 될 것인데 과연
이러한 피고의 진술이 피고를 형사상 소추를 받게 하기 위한 불리한 진술을 강요 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 이유는 ① 수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암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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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호화 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또 다른 불법증거라는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피의자가 직접 본인이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소명자료 또는 입증자료로 제출 하는 것 이라고 본다면 반드시 그러한 것이 증언
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②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증거능
력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 증거능력을 배제 할 수도 있다.
또한, ③ 대부분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암호화 된 파일은 피의자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
(사건 관련인)로부터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대기업의 경우 오너의 파일을 직접 압수
하는 상황이라면 위의 진술거부권이 문제가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관련 직원(제3자)이
작성한 파일을 압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④ 진술거부권에 대한 고지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발적으로 관련인이
패스워드 또는 복호화 키를 제출 할 때에는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적용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1. 1. 3. 복호화명령의 회피 및 복호화가 불가능한 경우의 문제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된 이러한 복호화 명령의 경우에도 범죄자들이 복호화
명령을 회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므로 법 집행력 확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스테가노그라피처럼 암호화 되었는지 여부 자체를 숨길 수 있는 암호화방식을 이용
하여 컴퓨터 안에 암호화된 파일이 있는지 자체를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복호화 명령을
원천적으로 회피 할 수 있다. 이밖에 숨기려고 하는 평문을 암호화해서 나온 암호문에
대한 복호명령에 대해 진짜 키가 아니라 다른 평문으로 복호화 할 수 있는 또 다른 키를
사용하여 복호화 한 다른 평문을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duress code가 있으며,
VAMP-Ware를 이용하면 두 가지 우회 공격 혹은 오용 공격이 가능하다.
먼저 첫 번째의 경우 악의를 가진 자가 선량한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 그 사람의 시
스템에 키나 패스워드를 성공적으로 바꾸고 스스로 소멸되는 악성코드를 심어놓은 후
그 후에 수사기관에 그 선량한 사람을 밀고하는 경우, 모함을 받은 사람은 복호화
요청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잘못된 패스워드나 키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올바로 복호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혐의 사실을 반박 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형사 처분을 받아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가 주장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Virus Ate My Password(VAMP)"라는 항변일 뿐이다. 이러한 공격을 수행하는 맬
웨어를 VAMP-Ware라고 하며, RIPA의 복호화 요청은 이러한 공격에 취약하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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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또 하나의 가능한 시나리오는 피의자가 복호화 명령에 대한 거부를 위한 변명
거리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시스템에 VAMP-Ware를 스스로 심어놓은 후 패스워드를
다 바꾸게 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팀은 피의자의 시스템에서 VAMP-Ware를
발견하게 되고 피의자는 이를 근거로 복호화 불가에 대한 항변을 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RIPA 복호화 명령의 법집행을 무력화 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deniable encryption,
패스워드를 잊었다고 우기는 방법, 랜덤 데이터로 우기는 방법1 )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패스워드를 잊어 버렸거나 복호화 키를 잃어 버렸을 경우에는 실제로 복호화가 불가능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모두 의도적으로 복호화 명령을 준수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이
러한 사실을 피의자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직접 피의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문제가 있다.
7

1. 1. 4. 입증책임의 전환 문제

복호화명령의 회피 및 복호화가 불가능한 경우의 문제에서 언급한 것처럼 피의자가
복호화 명령을 준수 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직접 증명하여야 하는 것과 같은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닌 피의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의 피의자의 범죄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RIPA(Regulation of Investigation of Powers Act)에서 피의자에게 복호화 키를
제출 하거나 평문으로 제출하게 하는 것이 일종의 입증책임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입증책임에 따르면, 검사가 암호화된 파일을 복호화 한 후 증거화해서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반해, 복호화 명령제도에서는 피의자가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
및 법집행기관이 복호화를 요청하는 암호문을 복호화 해서 원하는 문서가 기소된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전환문제는 헌
법에서 보장한 진술거부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암호해독 불가로 인한 해당 증거데이터의 입증 불명의 부담은 “의심스
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증책임은 검사가 져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① 피압수자가 암호화된 데이터와 이해관계가 무관한 제3자인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가 범죄의 입증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달리 그 데이터를 대체할만한
17) 마지막 두 가지는 말 그대로 패스워드를 잊었다고 우기거나 암호문이 아니라 랜덤 데이터라고 우기는 것인데,
이 경우 그러한 사실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지만, 충분히 가능한 변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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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피압수자에게 불합리한 손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암호해독을 거부하는 피압수자에게 강제할 별도의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는 점과 ② 현대사회에서 암호기술이 점점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암호화 된
파일에 대한 패스워드 또는 암호화를 한 피혐의자(피의자)가 그러한 암호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된 복호화 명령에 대해 패스워드 또는 복호화
키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명문의 규정을 둔다면 입증
책임의 전환과 같은 문제는 해결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 입증책임의 전환문제가 가장 문제되는 것은 형법의 동시범 특례 규정(형법
제263조)1 )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규정에서 입증책임 전환을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요건은 ➊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고 ➋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근거가 인정
되는 때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때 입증책임이 전환된다고 해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률에 명문의 규정을 신설 한다면 입증책임의
전환과 같은 문제는 해결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또한 ③ 압수수색하려는 데이터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다거나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해당시스템 사용자 등에게 입증책임을 지도록 인정 할 합리적
근거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고, ④ 해당시스템 사용자 등 에게 해당 자료가 수사 중
인 형사사건과 무관함을 증명토록 함으로써 사법방해를 목적으로 범죄증거를 은닉 또
는 은폐하기 위한 암호기술의 악용에 대응하여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증

8

1. 1. 5. 소결론

이상에서 복호화 명령제도에 대한 개요 및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영국의 복호화 명령
제도는 영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제정된 것이고, 특히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및
진술거부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의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복호화 명령을 우회 또는
회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입법례 및 사례들을 통한 운영과정에서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학계 및 전문가, 일반인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입법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소송이 추구하는
정의는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두 이념이 조화롭게 추구됨으로써
18) 형법 제263조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
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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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될 수 있다. 이 두 이념의 이해관계도 적절히 형량화 되어 타협될 수밖에 없을 것
인데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열어 볼 수 있지만 암호화되어 파일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게 된다면 형사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저장매체 및 파일을 확보하고도 증거를 찾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는 범죄자를 소추하는 기능을 저해하게 되므로 형사소추에
관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허용 되지만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필요할 뿐만 아니라 침해되는 법익의 정도,
증거의 중요성, 범죄의 경중, 침해정도가 적은 다른 방법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입법화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범죄행위를 은닉, 은폐하기 위한 암호화의 악의
적인 이용에 대한 행위 책임을 강하게 물도록 가중 처벌하는 방안과 함께 복호화의
불가능 및 회피가능성에 대한 해결책으로 암호를 사용한 범죄 은닉행위가 고의적인지
비고의적인지를 구분하여 가중처벌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1. 2. Key Logger System제도

현재 컴퓨터의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공안사건 및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사건 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에서의 피의자들은 자신의 범죄증거를 숨기기 위해 암호화 방법을
점점 많이 사용하고 있고, 수사기관은 이러한 암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수사 환경에서 이러한 암호화 방법에 대해 완벽하게 대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해외 사례들을 통해 해외 각국은 이러한 암호를 사용한 파일들을 은닉하는
행위나 암호화 된 파일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수사기관
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색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먼저, 암호기술에 대해 최신 기술인 키로거시스템(KLS:Key Logger System)을 활용한
수사를 다루고 있는 미국의 scarfo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수사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1. 2. 1. Key Logger System 개관

1. 2. 1. 1. Key Logger System 개념 및 종류

로거는 컴퓨터를 켬과 동시에 실행되어 모든 키보드 자판을 기억하여, 일정 위치에
저장시키는 프로그램(시스템)이다. 이 프로그램을 정보를 캐내야 하는 컴퓨터에
에이전트처럼 심었다가, 키로그 된 기록을 빼냄으로써 필요한 각종 비밀번호와 중요한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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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들을 획득 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 중의 하나는 시스템의 실행여부가
task bar에 보이지 않아 눈에 쉽게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KLS는 크게 software에 기반을 둔 KLS와 hardware에 기반을 둔 KLS로 나뉘고,
사용 O/S에 따라 MS Windows계열과 그 밖의 O/S계열로 나뉜다.
Software에 기반을 둔 KLS는 공개적으로 소개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중 가장 기능과 성능이 검증된 것으로 Winwhatwhere, IKS, 백 오피스 등이 있다.
Hardware에 기반을 둔 KLS는 컴퓨터 본체와 키보드 사이에 끼워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설치 할 수 있다. 하드웨어에 설치하므로, O/S를 가리지 않고 모든
시스템(Windows, Linux, DOS 등)에서 동작하고 백신에서도 점검이 불가능 하다.

1. 2. 1. 2. KLS 설치 및 정보 수집 방식

정보수집 대상이 선정이 되면, 직접 정보수집 대상 컴퓨터에 KLS를 설치하거나 원격
으로 접속하여 대상 컴퓨터에 KLS를 설치하는 방법, 대상 컴퓨터에 plug-in 형태로
접근하여 KLS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필요정보를 수집확인 하는 방법으로 정보수집 대상 컴퓨터에서 직접 하거나
지정된 메일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수사에 증거
로써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각 설치 방법 및 필요정보 수집(확인) 방법을 정리해
보면 표 7. 와 같다.
방법1

정보수집 대상 시스템에 접근하여
설치

동작

직접 설치
(디스켓 및 저장매체)
시스템의 특정폴더에 키 정보가 파일
형태로 저장

확인

정보수집대상시스템에서직접확인가능

비고

직접 접근하여 설치

방법2

정보수집 대상 시스템에 웹을 통하여
접근하여 설치(E-mail)

방법3

정보수집 대상 시스템에 plug-in의
형태로 접근하여 설치(인터넷 뱅킹
보안 모듈 다운로드식

방법1과 같이 동작함

방법1과 같이 동작하고, 전송 기능 포함됨

정보수집 대상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

정보수집 대상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 가

가능 혹은 메일로의 전송도 가능함
직접 접근하여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능하며, 지정된 메일로의 전송이 가능함
직접 접근하여 설치가 불가능 할 경우

사용함. 단, 사용자가 눈치 챌 수 있음
표 7
L

. K S를 설치하는 방법

사용, 바이러스의 전파방법과 유사함.

1. 2. 1. 3. 키 로거 시스템 실행여부의 확인 방법

로거 시스템의 설치 전과 설치 후에 컴퓨터에 변화된 내용은 그림 19.와 같이
Windows 작업관리자의 화면1 )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부터 내가 알지 못
키

9

19) Windows 작업관리자는 현재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프로세스 정보 및 CPU, RAM 등 사용량 등을 보여주는 윈도우 메
뉴로 <Ctrl>+<Alt>+<Del>을 누르면 작업관리자가 나오고 확인 가능하다. (단, 윈도우 NT버전 이상에서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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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프로그램이 PC자원을 과도하게 사용 할 경우 키로거 시스템임을 의심해
수 있다.

볼

그림 19. KLS설치 확인 방법

1. 2. 2. 미국의 scarfo 사건2 )
0

1. 2. 2. 1. 사건 내용

1999년 1월 15일 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FBI가 불법도박 및 고리대금업의 혐의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Essex County에 있는 피고인 Nicodemo S. Scarfo와
Frank Paolerico의 사무실(Merchant Services)을 수색했다. FBI가 Merchant
Services 사무실을 수색하는 동안 개인용 컴퓨터를 발견하고 컴퓨터 속에 있는 다양한
파일들에 접근을 시도했다. 그 와중에 “Factors."라는 암호화된 파일을 발견 했으나
이 파일 내용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수사 도중에 접근하지 못했던 “Factors."라는 파일 속에 불법도박 및 고리대금에 관한
증거가 포함 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철수한 FBI는 다시 영장을 발부 받았다.
새로이 발부 받은 영장에는 KLS(Key Logger System)라고 알려진 시스템을 컴퓨터나
키보드에 설치해 암호화된 파일의 비밀번호(passphrase)를 알아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암호화된 파일에 접근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KLS는 개인용 컴퓨터의 키보드를 통해 개인이 치는 모든 keystroke을 기록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 정부가 scarfo의 컴퓨터에 설치한 KLS는 컴퓨터의 모든 모뎀통신을 점검해,
컴퓨터가 모뎀통신을 하고 있을 때에는 keystroke을 기록하지 않고, 모뎀통신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keystroke을 기록하도록 고안된 시스템이다. 미 정부는 KLS를
통해 scarfo가 그의 개인용 컴퓨터의 키보드를 통해 암호를 치는 순간 그 passphrase를
알아내고자 했다. FBI는 암호화 된 “Factors."라는 파일의 passphrase를 획득하고 이를
통해 유죄 증거라고 추정되는 자료들을 찾아냈으며21), 2000년 6월 21일, 연방 대배
20) http://www.epic.org/crpto/scarfo.html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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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피고인들(Scarfo, Paolerico)을 도박과 고리대금업의 혐의로 기소했다.
Scarfo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증거의 개시 및 중지신청을 했다. 2001년 7월 30일
열린 구두심문 후, 법원은 당사자들의 브리핑이 더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2001년 8월
7일, Letter Opinion and Order에서 법원은 정부가 KLS를 Scarfo의 컴퓨터에 사용
하는데 있어 감청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심각히 고려하기 시작했다. 특히, 법원은
Scarfo(혹은 그의 컴퓨터를 사용한 다른 사용자)가 전화선을 통한 모뎀을 이용해
통신을 하고 있는 동안 KLS가 작동되었다면 이는 불법적으로 통신에 대한 도청행위를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2001년 8월 7일 법원은 미 정부에 KLS가 어떻게 운용되며
그 기술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고, 특히 컴퓨터 모뎀을
통한 인터넷 통신이나 이메일 사용을 포함한 모든 컴퓨터의 사용 시 KLS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미 정부는 KLS 기술에 대한 설명이
공개되었을 때 유발될 수 있는 국가안보 위협을 표명했고, 이에 법원은 미 정부에
KLS에 대한 자료의 공개가 현재 혹은 미래의 미국 내 형사범죄의 수사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에 관한 설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미 정부는 법원이 2001년 8월 7일 발표한 Letter Opinion and Order의 내용을 수정하여
CIPA(Classified Information Procedure Act)를 요구했다.
Scarfo의 반대에 따라 미 정부는 FBI의 부국장인 Neil J. Gallagher의 선서진술서
(affidavit22))를 2001년 9월 6일에 제출했다. 제출된 선서진술서에서 MR. Gallagher는
KLS의 특징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은 1997년에 이미 비밀로 분류되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2001년 9월 7일 2차 구두변론을 갖고 정부가 KLS를 비밀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 CIPA의 적용가능성을 논의 했다. 비록 피고인 측은 KLS가 CIPA에 의해 비밀로
분류되는 것은 인정했지만, 법원은 그 결정을 유보한 채, 미 정부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미 정부는 제출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서 ex parte23)와 in
심

21) 이는 FBI가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술서에 따르면, FBI가 scarfo의 컴퓨터에 설치한 KLS는 설
치되어 있음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없게끔 숨겨져 있으며, 디폴트로 전자통신을 하는 동안에는 기록되지 않도록
각 개별 keystroke을 식별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창을 여러 개 띄운 채로, 개별적인 작업을 하는 중에 비밀
번호를 친다 할지라도 이미 통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keystroke을 기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전송중의 데이터나 파일을 조사하거나 찾는 등의 행위도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다.
http://www.epic.org/crpto/scarfo.html 참고
22) 법정 외에서 자발적으로 진술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로서 그 진술자가 선서를 시키는 권한을 가진
직원 앞에서 선서 또는 확약을 하고 그 내용이 진실한 것임을 확인 한 것을 말한다.
23) 사법절차, 재판, 유지명령 등이 일방당사자만의 신청에 의하여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통고함이 없
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ex parte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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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a2 )를 요청했다.
2001년 9월 26일 법원은 미 검찰청과 FBI의 고위 관리와 함께 ex parte와 in
camera로 심리를 진행했다. 왜냐하면 제시된 문제가 워낙에 민감한 내용이므로
CIPA에 규정된 모든 조문들을 따라야 했고, 이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자들만이 심리에
참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CIPA 규정에 따라, 미 정부는 법원에 KLS에 대한
세부사항 및 비밀사항을 제출하고, 특히 모뎀과 연결되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설명했다. 정부 측은 또한 KLS가 어떤 방식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제출된 문건들을 자세히 검토 한 결과, 법원은 미 정부가 상기의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판단, 2001년 10월 2일에 Protective Order2 )를 냈다. Protective
Order는 또한 피고인에게 KLS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아닌 요약본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Scarfo에게는 전체내용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요약본의 내용만 알려주
도록 했다. 또한 법원은 CIPA 조항에 따라 ex parte와 in camera로 열린 심리 및
이때 제출된 정부의 선서진술서(affidavit) 또한 공개를 금지했다. 정부는 2001년 10월
5일, 법원에 요약본을 제출했으며, 이 내용이 Scarfo측에 전달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법원은 피고인인 Scarfo측이 주장한 증거의 개시 및 중지 신청에 대해 개시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인정, 부분적으로 기각하고, 중지신청은 기각했다.
4

5

1. 2. 2. 2. 관련문제

고인 측은 증거의 개시 및 중지신청을 위해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대한 공방
및 결정이 전체 사건의 판결방향을 결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피

가. 영장주의
컴퓨터 파일에 관한 압수·수색 시에는 영장주의가 기본원칙이다. 미국의 경우 수정
헌법 제4조2 )에 의해 법집행기관은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를 제시하고 수색할
6

24) 법관의 개인 사무실에서 또는 모든 방청자를 퇴실시키고 법정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것으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허용된다.
25) 소송의 반대 당사자 또는 제3의 증인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거나 괴롭게 하는 행위(특히, 증거나 사실을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제시 하는 것과 같은 법적인 절차)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는 법원의 명령이다.
26)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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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와 체포될 사람, 압수할 물품 등을 기재한 영장에 의해서만 압수·수색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술의 진보는 재래적인 방법과는 다른 수사방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컴퓨터 파일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고, 암호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사관은 영장청구 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기 곤란하고, 조사대상 파일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 등에
직명하게 된다.
본 사건의 경우, Scarfo측은 정부가 암호화된 파일에 대해서만 그 passphrase와 관련된
keystrokes를 기록해야 하는데, 전체적인 데이터에 대해 불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압수했으므로 정부가 발부하고 집행한 일반영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증거의 사용중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행위가
수정헌법 제4조가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 경우여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우선 Scarfo의 사무실을 수색하도록 했던 수색영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Scarfo의
사무실)를 언제(1999년 5월 8일) 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Scarfo가 명확하게 불법도박 및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
(probable cause)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색을 하는 동안 암호화 되어 있는 파일을 발견했고, 이는 현대 수사기관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그 내용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영장
에서 Scarfo의 컴퓨터에 적당한 소프트웨어나 펌웨어를 남겨 Scarfo가 타이핑하는
내용을 획득해, FBI가 관련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2 ) 또한, 그 Order는 FBI가 수색 할 수 있는 모든 서류 및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어 Scarfo의 불법도박과 고리대금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따라서 피고 측의 영장에 대한 이의는 기각 되었다.
7

27) 이에 관해 Judge Haneke 의 1999년 5월 8일 Order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because the
encrypted file could not be accessed via traditional investigation means, Judge Haneke's Order
permitted law enforcement officers to "install and leave behind software, firmware, and/or hardware
equipment which will monitor the inputted data entered on Nicodemo S. Scarfo's computer in the
target location so that the FBI can capture the password necessary to decrypt computer files by
recording the key related information as they are entered." Judge Haneke, May 8, 1999 Order, p4.
http://www.epic.org/crpto/scarfo.html의 opinion lette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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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밀로 분류된 정보의 공개 요구
두 번째 논점에 관해 Scarfo측은 Jencks vs. United states2 )를 인용하고 있다.
Jencks Argument라고 알려진 이 경우는 당사자들 중 한쪽이 진술한 내용을 상대방이
모르는 경우, 심리에서 대질심문 등을 위해 그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Scarfo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고 측인 미 정부가 내 놓은 선서진술서의 경우(ex. ex parte 및 in
camera로 진행된 심리)는 사건 그 자체에 관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KLS의 기술적인 면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 한 것이기 때문에 Scarfo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또한 피고 측이 간과한 점이 있다면 KLS와 관련된 부분은 CIPA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심리 진행 중의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의 예외조항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에서 KLS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적용한 CIPA는 1980년 10월 15일에 이미
적용되기 시작했다. 동법은 국가안보상 중요한 기술들에 대해 형사소송 상의 사전
심리, 심리에 있어서 비밀로 인가된 내용을 취급할 때는 민감한 내용의 공개를 금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ex parte 및 in camera로 심리를 진행 했으며, 그 결과에
대해 원고 측에 요약된 내용을 피고 측에 전달하도록 했다. 이는 CIPA가 인정한
정보공개의 예외사항에 KLS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비공개
대상인 KLS에 대한 심리 및 의문점 해결을 비공개로 진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측이
주장하는 KLS에 대한 내용의 공개는 기각 되었다.
8

1. 2. 3.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의 활용

위에서 언급한 Key Logger System의 경우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감청 시에 사
용하고 있는 인터넷 감청과 유사하다.
미국의 경우 법 집행기관의 전통적인 전화도청이나 현대적인 전자적 수단을 토대로
전자적 감시를 합법화 하는 근거로는 Pen/Trap Statute, 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Act, Wiretap Act(TitleⅢ)와 같은 입법례가 있으며, 이와 유사한 우리나라
입법례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의 감청
방법으로는 전화 통화나 우편물의 내용 등을 감청한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되어지는 전자우편의 경우에도 송수신이 완료되고 나서
압수수색절차를 통하여 가져가는 형태 였으나, 수사기관이 실시간으로 인터넷 사이트
28) Judge Haneke, May 8, 1999 Order, p4~5. http://www.epic.org/crpto/scarfo.html의 opinion lette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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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여부 및 메신저 대화 내용 등에 대해 감청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시민단체 등에 의해 문제가 제기2 )된 이후 였다.
따라서 위 scarfo사건에 언급하고 있는 KLS와 관련된 감청과 유사한 우리나라 통신비밀
보호법상의 감청 활용예로 인터넷 감청, 패킷감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수사 환경에서
암호화 된 파일의 패스워드 및 복호화키 획득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접

9

1. 2. 3. 1. 인터넷 감청의 유형

인터넷을 통해 전송중인 데이터의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되어 통신비밀
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해서만 증거수집이 가능하다. 따라서 증거수집의
적법성 여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요건과 절차를 구비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감청행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를 대상3 )으로 그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의
통신제한조치를 받아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비법 제5조 및 제7조)
다만, 긴박한 상황에 있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으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법원에 허가청구를 해야 하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중지해야 한다.
인터넷 감청은 기술적으로 백도어(back door)방식과 포워딩(forwarding)방식, 패킷
감청 3가지 방식이 있는데, 백도어 방식은 감청대상자의 PC에 감청 프로그램을 심어서
원격지에서 대상자가 pc를 작동하는 모습을 감청하는 것이며 위에서 언급한 Scarfo
사건도 이와 같은 백도어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현행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설비에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포워딩 방식은 포털이나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정보수사기관에 대상자의
복제계정을 제공하거나 실시간 데이터 전달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보통 이메일이나 메신저의 통신내용을 감청할 때 많이 사용되고, 집행 장소는
사업자의 사업체가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포워딩 방식은 실무상 포털사의 협조를
0

29) 2008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책위원을 대상으로 발부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중 “ 대상 인터넷 회선을 회선 제공 사업자 교환기에서 전용회선으로 구성, 기계장치 사용하여 지득·
채득”하겠다고 한 부분이 패킷 감청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으로 2009년 국정감사에서 다뤄지는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30) 통신비밀보호법상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이 허가되는 대상범죄에 대해서는 제5조 1항 1호~11호까지 구체적
으로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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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이 곤란 하다. 반면에 패킷감청은 pc나 사업자를 통하
지 않고 인터넷 망을 직접 감청하는 방식으로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암호화되지 않은
모든 통신내용을 감청 할 수 있다. 블로그, 메신저, 게시물 읽기쓰기 등 모든 인터넷
활동이 감청대상이 되고, 집행 장소는 인터넷 회선사업체가 된다.

1. 2. 3. 2. 패킷감청의 개관

가. 의의
패킷감청이란 인터넷 회선을 통해 전기신호 형태로 흐르는 패킷을 제3자가 중간에
가로챔으로써 당사자 모르게 같은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한다.
패킷은 헤더와 데이터 영역으로 구분되고 헤더부분은 기본적인 프로토콜 정보인 출발지와
목적지의 네크워크 주소 등이 기록되며, 통신의 내용은 패킷의 데이터부분에 기록된다.
패킷을 분석하는 기술에는 SPI(Shallow Packet Inspection)와 DPI(Deep Packet
Inspection)이 있다. SPI기술은 통신의 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전형적인 네트워크
기술로서 주로 네트워크 방화벽(Firewall) 시스템 등 컴퓨터의 정보 보안을 위해 사용
되는 기술이며, DPI 기술은 데이터 영역, 즉 통신내용까지 살펴보는 검사를 말한다.
따라서 SPI 기술은 헤더(Header)부분만을 검사하기 때문에 감청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결국 통신의 내용까지 엿볼 수 있는 DPI 기술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나. 패킷감청의 문제점
수사기관이 패킷감청을 하는 방식에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식과 수사기관이
직접 감청하는 방식이 있다. 위탁감청의 경우는 인터넷 사업자가 해당 회선에서 직접
패킷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방식이며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경우 감청영장
집행 후 인터넷 사업체로부터 영장의 범위에 해당되는 자료만을 사후 제출받는 방식을
활용하여 위와 같이 위탁감청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직접 패킷감청을 하는 방법은 감시대상과 같은 교환기(한 네트워크를 외부와 연결하는
장치)에 따로 회선을 설치해 직접 접속하는 것이다.31)
패킷 감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감청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정에서는 한 대의 컴퓨터를 가족 전체가
31) 이와 같은 방법은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회선이라면 쉽게 감청을 할 수 있다. 같은 네크워크안에 있는 다른 컴퓨
터로 들어가는 내용을 복제해 보여주는 미러링 포트(mirroring port)를 이용하면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감시 대상자뿐만 아니라 해당 교환기에 연결된 다른 사람의 인터넷을 도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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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으며, 직장에서는 공유기 등을 통해 다수인이 해당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이
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패킷감청은 감청대상자가 아닌 제3자의 인터넷 통신 내용을
감청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 감청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전송되는 패킷이 감청 대상자의 행위에 의해 송수신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32)
둘째, 감청의 범위를 특정 할 수 없다. 패킷 감청을 하면 감청대상자가 인터넷을 통해
접속한 사이트 주소, 대상자가 입력한 검색어, 전송하거나 수신한 이메일 등을 모두
볼 수 있다. 또 대상자가 인터넷 전화(VoIP)나 IPTV 등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 또한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패킷상태로 전달되므로 감청이 가능하다. 즉, 인터넷 회선을
통해 지나가는 모든 통신의 내용이 감청이 될 수 있으며, 범죄와 관련된 통신내용
만을 담고 있는 패킷만을 추출 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패킷 수집만으로는 해당 내용을 알 수 없고 이를 재조합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그 내용을 열람 할 수 있기 때문에 패킷의 재조합절차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1. 2. 3. 3. 통신수단별 감청의 실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패킷감청은 수사기관이 문제의 패킷감청을 시도한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아 그 존재여부에 대한 논란만 있었고, 본격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 진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33)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하는 통신자료제공 현황인
아래 표 8. 통신수단별 감청현황을 살펴보면,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에 대한 감청협조
의뢰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에 대한 감청협조 의뢰건수는 2005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2010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는 2009년 국정감사
에서의 패킷감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다소 수사기관이 인터넷 감청 협조 의뢰에
대해 위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되며, 2009년 국감자료에 의하면 인터넷 감청의
대부분이 패킷 감청으로 확인 되었다.3 ) 인터넷 감청의 증가추세는 앞으로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계들이 인터넷과 상호 연결됨으로써 계속되어질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4

32) 장여경 “패킷감청과 통신의 비밀”, 패킷감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주최:국회의원 우윤근, 박
영선,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2010. 2. 1.
33) 2008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책위원을 대상으로 발부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중 “ 대상 인터넷 회선을 회선 제공 사업자 교환기에서 전용회선으로 구성, 기계장치 사용하여 지득·
채득”하겠다고 한 부분이 패킷 감청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으로 2009년 국정감사에서 다뤄지는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34)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09년 상반기 인터넷 감청협조 자료’에 의하면 패킷감청을 포함한 인터넷 서비
스에 있어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들여다 본 건수는 지난 2007년 1149건, 2008년 1152건, 2009년 상반기에만
79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인터넷 감청협조 내역을 패킷감청과 이메일 감청으로 구분할 경우 단
순 이메일 감청은 한 두건에 불과하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감청은 패킷감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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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감청(패킷감청 포함)은 수사방법의 하나로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범죄수사에
있어서 이러한 감청의 필요성을 부정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상반기

유선전화
503
506
574
358
261
182
191
124

이동전화
0
0
0
0
0
0
0
0

표 8

. 통신수단별 감청현황3 )

인터넷
646
646
942
723
446
265
401
254

합계
1,149
1,152
1,516
1,081
707
447
592
378

5

1. 2. 3. 4. 패킷감청에 대한 허용가능성

패킷감청은 앞서 지적한 문제에 따른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패킷감청은 헌법
제37조2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즉, 패킷감청은 감청대상자와 무관하게 제3자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감청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까지 무제한적으로
감청함으로써 헌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일반허가이며, 동시에 헌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포괄허가라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와 관련된 통신내용만을 그 내용 자체를 들여다
보지 않고 구체적으로 선별하여 감청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하지 않는 한 패킷감청은
헌법상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3 )
하지만 감청행위 자체는 헌법상 위헌이 아니며, 전화감청과 패킷감청은 “범위와 정도”
에서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전화감청도 회선을 통과
하는 모든 통신내용을 감청 할 수 있으며, 집이나 직장전화의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의 대화내용도 감청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화도 가능하여 프라이버시 법익과 관련하여서도 인터넷 못지않게 보호받아야
하는 통신매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감청은 허용되고, 패킷감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통신환경의 변화와 수사의 효율성(실체적 진실발견)을 고려 할 때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무한정 패킷감청을 허용해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무조건 금지할 수도 없는 일이다. 두 가지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6

35)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36) 오동석 “패킷감청의 헌법적 문제점”, 패킷감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주최:국회의원 우윤근,
박영선,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2010. 2. 1. 이 논문에서 저자는 이밖에도 패킷감청은 헌법의 기본원칙
으로서 권력분립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연좌제 등에 위배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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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절차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이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패킷감청을
허용하고, 허용하더라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강구한다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패킷감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범행과 관련된 내용만을 선별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기술로는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막대한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
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나 인터넷 사업체가 이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 확보
가 필수적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기관, 사업체 모두 이를 확보하지 못한다. 만약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회선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패킷을 수사기관이 제한
없이 감청할 수 있다면 이는 포괄영장으로써 영장주의 위반이 될 것 이다.
따라서 특정성의 요건을 다소 완화하되 영장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패킷감청을 허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다음 장에선
영장주의 범위 안에서 패킷감청이 허용될 수 있는 전제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2. 3. 5. 패킷감청에 대한 허용 전제조건

통신비밀보호법은 보충성의 원칙과 헌법 37조 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
정하고 있다.(통비법 3조 2항3 )) 따라서 수사기관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가능한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수단으로 안 될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감청을 행하여야 할뿐 아니라, 감청을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5조 1항은 감청허용대상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범죄발생의 개연성과 보충성 두 가지를 감청
허용요건으로 하고 있다. 반면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감청허가요건을 통
신비밀보호법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패킷감청의 경우에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감청대상자 이외의 통화내용이 감청
되어 범죄와 무관한 제 3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감청허용
요건에 미국의 입법례와 같이 “해당범죄관련 정보취득의 개연성”과 “피의자만이 피
7

37) 통비법 제3조 2항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 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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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관련성”에 대한 소명을 추가하여, 제3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함으로써 논란을 불식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감청

분류

내용

미국

우리나라

⓵범죄발생의 개연성
영장발부요건

⓵범죄발생의 개연성

⓷보충성

⓶보충성

⓸피감청기기와 피의자와의 관련성

통신제한조
치

⓶해당범죄관련 정보취득의 개연성

감청기간

필요기간 최대 30일
기각된 경우 영장신청 후 90일 또

통보의무

는 감청기간 종료 후 90일
(통보자 : 판사)
⓵즉각적인 사망 또는 중상의 위험

긴급통신제

허용조건

⓶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
⓷조직범죄의 계획

한조치
사후영장 신청

48시간 이내

필요기간 최대 2개월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 이후
30일(통보자: 영장신청기관)
⓵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
⓶사망·중상해를 야기하는 범죄 또
는 조직범죄의 계획 및 실행 등의
긴박한 상황
36시간 이내

. 미국의 ECPA와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의 비교3 )

표 9

8

1. 2. 3. 6. KLS의 사용과 미국의 감청 관련법

위 Scarfo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Scarfo의 컴퓨터에 설치된 KLS에 의해
일반적인 통신내용이 도청되었는지의 여부이다. Scarfo의 컴퓨터는 모뎀을 통해 통신을
하고 있었고 이 경우 일어난 모든 전자통신은 미국의 감청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어
적법절차에 따른 영장이 없이는 도청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법 집행기관의 전통적인 전화도청이나 현대적인 전자적 수단을 토대로
전자적 감시를 합법화 하는 근거로는 Pen/Trap Statute, 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Act, Wiretap Act(TitleⅢ) 등이 있다. 예를 들어, United states vs.
Maxwell사건에서는 e-mail 사용자들은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된 e-mail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영장에 의거
하지 않고 통신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e-mail에 대해서는 개인의 ID와 비밀번호 등이 다른 사람의 접근 위험을
감소시키므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는 것은 타당하다는 논리이다.
미국의 경우는 정보의 종류를 기본가입자 정보(basic information), 고객이나 가입자에
속하는 기록이나 다른 정보(records), 그리고 실내용(contents)로 구분해 이에 따른
38) 박경신, "미국의 통신비밀보호법 (ECPA) 및 범죄수사 통신지원법 (CALEA) 과 우리나라의 통신 비밀보호
법 및 18 대 국회 개정안의 비교검토." 안암법학 29.단일호 (2009): 11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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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원칙을 개별적으로 설립해 놓고 있다.
ECPA는 ISP 사업자와 같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저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국가기관이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규제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고객이나
가입자를 위하여 법령상의 프라이버시권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저장하고 있는 e-mail, 계정기록, 또는 가입자 정보를 취득하고자 할 때 마다
동 ECPA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Wiretap Statute(TitleⅢ)는 국가기관이 전송중인 유선 및 전자(wire and electronic)통신의
내용을 수집하는 것을 규제하고자 한다. 이와는 다르게 Pen/Trap Statute는 통신에
관련된 주소정보와 기타 내용이 아닌 정보에 실시간으로 접근하는 것을 규제한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논의되는 도청과 관련해서는 우선 Pen/Trap Statute에 근거해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TitleⅢ는 법에서 명시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제3자가 전자적 혹은 기타 장치에 의한
대화자 상호간의 통신내용을 도청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동법은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청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어 특정사항이나 장소를 규제하는
기타 프라이버시 법률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TitleⅢ에서 허용하는 감청은 법원명령에 의해 허용되는 감청, 통신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감청,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감청, 컴퓨터 불법침입자에
대한 감청, 구내전화의 감청, 우연히 취득한 범죄 증거의 경우 허용되는 감청, 공공에게
접근 가능한 경우 허용되는 감청 등으로 명백히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본 사건의 경우 감청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실질적으로 passphrase를 알아내는
KLS가 작동하는 동안에 컴퓨터 통신에 대한 도청행위가 일어났는지 아닌지가 논란이
되었으나, 법원이 ex parte와 in camera로 진행된 심리에서 자세히 검토한 결과,
KLS가 암호화된 파일의 passphrase를 찾는 동안에는 통신에 대한 어떠한 도청행위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KLS는 모뎀을 통해 통신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작동하기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Scarfo의 컴퓨터에 설치된 KLS가 모든 통신 port를 검색 할 수 있어,
어떤 통신 port라도 사용되고 있는 순간에는(모뎀을 이용한 통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때
행해지는 keystroke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다만 모든 통신 port를 점검해 봤을 때, 어느
port도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확신하면(즉, 모뎀통신을 하고 있지 않음을 확신하면)
keystroke을 기록하도록 고안해, 원하는 passpharse를 획득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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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KLS가 scarfo의 개인 전자통신을 도청함으로써 도청법을 위반했다는 피고 측의
주장은 기각 되었다.

1. 2. 4. 소결론

일반적으로 인터넷 감청에서 논란의 핵심은 감청대상자를 특정 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
의 통신내용까지 감청이 될 수 있으며 감청의 범위를 특정 할 수 없고 또한 패킷의 수
집만으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것인데, scarfo사건의 경우에서 FBI가 scarfo의
컴퓨터에 설치한 KLS는 디폴트로 전자통신을 하는 동안에는 기록되지 않도록 각 개별
keystroke을 식별하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창을 여러 개 띄운 채로, 개별적인
작업을 하는 중에 비밀번호를 친다 할지라도 이미 통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keystroke을 기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또한 전송중의 데이터나 파일을 조사
하거나 찾는 등의 행위도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감청과는 다른 점이다.
이와 같은 scarfo사건의 경우처럼, 일면으로 가장 사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기법을 사용했으나, 적법한 영장의 발부 하에 수사의 기밀성을 위해 피압수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내용을 직접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아도 수사기관의 노력으로 그
passphrase를 알아내게 되었으므로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scarfo사건에서 사용된 KLS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인터넷 감청을 한다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란은 불식 시킬 수 있을 것이며, 수사기관 및 법집행 기관의 입
장에서 보자면 본 판례는 범법자의 암호사용으로 인한 수사기관의 법 집행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본권의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수사기관 및 법집행기관이 KLS와 같은 신기술을 사용
하는데 있어 극도로 신중하게 하여 국가의 법 집행력과 프라이버시권이라는 두 가지
근본 가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암호가 이중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성격은 사용자의 의도와 성격에 따라 칼자루가
될 수 있고, 방패가 될 수도 있다. 이는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판이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렇 다 면 ,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범죄행위를
은닉하기 위한 방패로 암호가 사용된 경우 이러한 방패를 뚫기 위해 미국과 같은
KLS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기술을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 Scarfo사건에서 사용된 미국의 KLS와 같은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해결 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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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 국정원, 더 나아가 해외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기술개발이 있은 다음에 위 대응방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의 요건을 미국에서 요건과 마찬가지로 “특정성”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입법을 해야 한다.
즉, 감청 허용요건에 있어서 현재 ⓵ 범죄발생의 개연성 및 ⓶ 보충성외에 ⓷ 해당범죄
관련 취득의 개연성과 ⓸ 피감청기기와 피의자의 관련성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다소 “특정성”을 완화시킴으로써 법원의 영장발부시 판단사유가 넓어질
것이다.
이러한 입법적인 해결, 미국의 KLS와 같은 독자적인 기술의 확보와 함께 감청영장
발부시 법원의 엄격한 통제 하에 적법절차를 통한 KLS을 사용한다면 사생활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대응방안을 토대로 우리나라 수사 환경에 적절한 암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초석으로 삼아 공공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좀 더 심도 있고 폭
넓은 의견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1. 3. 해외 기타 입법례3 )
9

본장에서는 위 1. 2.장에서 본바 와 같 이 영 국의 RIPA와 같 은 입법례에 대한
프라이 버 시 또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 논 란에도 불 구하고 암호 복호화 명령에
관한 법률이 이미 제정되어 시행중이고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는 해외법률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3. 1. 영국
가. 관련법률

· Regulation of Investigation of Powers Act 2000

나. 주요내용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복호화 명령 권한이 주어진다.
· 정보기관, 경찰, 세무당국 등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적법하게 획득한 경우
· 암호해독이 국가안보, 범죄예방, 수사, 또는 영국의 경제적 이익에 필요한 경우
39) http://www.cryptolaw.org/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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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정한 권한 또는 의무의 효과적인 행사 또는 적정한 성능을 위해 필요한 경우
· 해독요구가 유일한 방법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용의자가 복호화 키를 소유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
·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 적용하는 특별한 경우
· 복호화 하는데 여러 키가 사용되는 경우
· 복호화를 요청받은 사람이 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키를 복구하는데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전자 서명키로만 사용되는 키는 제외

다. 처벌

40

)

· 최대 2년 징역형 또는 벌금형, 둘 다 부과 가능

1. 3. 2. 프랑스
가. 관련법률

· Law 2001-1062

나. 주요내용

· 수사과정에 암호화 된 데이터가 있으면 자격 있는 사람(과학적이거나 기술적인 수
사를 위해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복호화 또는 복호화 키를 제공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 처벌조항이 최소 2년의 징역형인 범죄 조사과정에 필요하다면, 경찰은 암호화된 데이
터에 대한 복호화를 기술 지원센터(Technical Assistance Center)에 요청 할 수 있다.
· 2002년 8월 7일 제정된 Decree 2002-1073에 근거하여 내무부에 기술 지원센터
(Technical Assistance Center)가 설립됨.

다. 처벌

· 최대 징역3년과 최대 45,000유로(한화로 약 5,400만원) 벌금형
· 암호해독이 범죄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나 암
호해독 명령에 응하지 않아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 5년 징역형과 75,000유로
(한화로 약 9,000만원)벌금형
40) 복호화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은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벌칙에 대한 입증부담 및 증거에
대한 조항은 특히 복잡하다. 검찰에서 피의자가 과거 어느 시점에 복호화 키를 가지고 있었다고 증명하고 그
피의자가 더 이상 복호화 키를 가지고 있다고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피의자가 복호화 키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 피의자는 본인이 직접 이의 신청을 하여 본인의 복호능력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한다면 이러한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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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3. 호주
가. 관련법률

· The Cybercrime Act, No. 161, 2001

나. 주요내용

· 치안판사의 명령에 따라 암호키 제출 또는 암호화된 데이터의 복호화를 요구 할 수 있다.
·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거나 컴퓨터로 접근 가능한 증거 자료라고 의심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고 명시된 사람이 암호와 관련된 지식을 가진 용의자이거나 컴퓨터
소유자 또는 임차인일 때 복호화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 처벌

· 최대 징역 2년

1. 3. 4. 네덜란드
가. 관련법률

· Dutch Code of Criminal Procedure(DCCP)
· Wiretapping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Decree

나. 주요내용

· 압수 수색시 컴퓨터에서 암호화된 정보가 발견 되면, 경찰은 암호 방법을 알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 정보를 복호화 하도록 명령 할 수 있다.
· 자료 제출 명령에 의하여 경찰에 제출된 데이터에서 암호화된 정보가 발견 되면,
경찰은 암호 방법을 알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 정보를 복호화 하도록 명령 할 수 있다.
· 만약 암호화 된 통신이 감청을 통해 탐지되면, 경찰은 암호 방법을 알 것으로 판단
되는 사람에게 정보를 복호화 하도록 명령 할 수 있다.
· 적법한 감청의 경우 통신 제공자는 아래 법(the Wiretapping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Decree )에 의해 그들이 적용한 암호를
해제하도록 요청 받는다. 이 경우 암호 해제의 요청에 따르지 못하는 것이 고의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다. 처벌

· 최대 징역 3개월
· the Wiretapping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Decree
적용 하에서 비고의적일 경우 최대 징역 6월, 고의적일 경우 최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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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5. 아일랜드
가. 관련법률

· The Electronic Commerce Act 2000

나. 주요내용

· 만약 범죄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판사는 수색영장을 발부 할 수 있다.
· 영장을 통해 수사관은 압수한 자료에 쉽게 접근 할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형태의
정보 또는 전자통신 정보를 포함되어 있으면, 정보 또는 전자통신 정보를 이해 할 수
있는 형태로 요청하는 권한을 갖는다.
· 수사관은 사용자에게 복호화만 요청 할 수 있고, 알고리즘, 암호 키 또는 패스워드,
개인 암호키를 넘기도록 요청 할 수 없다. 그리고 압수수색과정에서 압수한 자료와
관련한 것에 대해서만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다. 처벌

· 구약식사건 : 1,500유로(한화 약 180만원) 또는 최대 징역 1년 또는 둘 다 부과 가능
· 구공판사건 : 500,000유로(한화 약 6억원) 또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둘 다 부과 가능

1. 3. 6. 싱가포르
가. 관련법률

· The Computer Miuse Act, 1999

나. 주요내용

· 검사의 동의를 얻은 경찰은 범죄 조사 목적으로 언제든지 해독 정보, 코드, 기술에
접근 할 수 있다.
· 경찰은 범죄와 연관된 가능성이 있는 컴퓨터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사용자에게
타당한 기술적 지원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권한이 있다.
· 해독 정보를 소유한 사람에게 범죄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데이터를 복호화 하기 위해
필요한 해독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 할 수 있다.

다. 처벌 1)
4

· 최대 S$ 10,000 벌금(한화 약 800만원) 또는 3년의 징역형
41) 하지만, 암호화된 데이터가 특정 중대범죄의 실행, 준비, 계획과 관련된 증거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 피의자는 그 범죄에 적용되는 같은 형벌로 처벌 될 수 있다. 즉, 최대 S$ 50,000 벌금(한화 약 4000만원)
또는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중대범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 납치,
신체 또는 생명에 해를 끼치는 범죄(최소 징역5년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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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7. 말레이시아
가. 관련법률

· Computer Crime Act 1997
· Digital Signature Act 1997
· Communication and Multimedia Act

나. 주요내용

· Computer Crime Act 1997 적용 하에 압수수색과정 중에 컴퓨터 운영 또는 자료와
관계가 있는 사용자 와 사람에게 위법 행위 와 관련되어 사용되었 다는 상당한
의심이 되는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 또는 자료에 접근하도록 하거나 가독성 있는
상태로 가지고 갈수 있는 형태로 출력 가능한 지역에서 접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출력 가능하도록 충분한 도움을 제공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 Digital Signature Act 1997 적용 하에 압수수색과정 중에 컴퓨터 또는 다른 것에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데이터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명령한다. 이 접근에는 컴
퓨터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데 요구되는 필요한 패스워드, 암호코드, 해독 코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 Communication and Multimedia Act 적용 하에서도 Digital Signature Act 1997과
내용은 같다. 그러나 이 법률에는 진술거부권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규정은
암호해독명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처벌

· Computer Crime Act 1997 적용 하에 25링깃(Ringgik) 벌금(한화 약 7,600원) 또는
3년의 징역형
· Digital Signature Act 1997 적용 하에 200링깃(Ringgik) 벌금(한화 약 60,000원) 또는
4년의 징역형
· Communication and Multimedia Act 적용 하에 100링깃(Ringgik) 벌금(한화 약
30,000원) 또는 2년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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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향후 대응방안

1. 법적·제도적 대응방안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보통신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은 더욱 복잡해지고
전문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개개의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을 바꾸어 운용되기 때문에 제3자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대상
시스템에 관하여 정확하게 구조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전자정보가 종래에는 주로 개인용 PC에 저장되다가 인터넷이 보편화 되면서 활용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이동·저장되는 변화가 일어나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압수수색 시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부분이며, 이제는 기업 범죄 등 에 있어서
개인용 PC에서 중요한 정보가 발견될 가능성보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발견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따라서 범죄 증거 확보와 증거분석을 위하여서는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어서는 안 되는 과정이 되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범죄관련 정보가 피압수자가 사용하는 개인
PC에 저장될 수 있지만, 피의자 개인 컴퓨터 시스템이나 또는 전혀 무관한 제3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자의
증가로 인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 업체의 서버에 존재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사법 관할지에 존재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혐의자의 압수수색 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은 과연 그 피혐의자가 클라
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최초 압수·수색집행 시 클
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사용유무를 파악 하여야 한다.
클라우드 상에 중요한 전자적 증거 데이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혐의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더 나아가 어떤 상용 서비스를 이용했는지를 파악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은데 이런 난점의 해결책은 클라우드 시그니처(Cloud Signature) 2)이다.
표 10. 는 여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별로 클라우드 시그니처를 정리한 목록이다.
4

42) 클라우드 시그니처(Cloud Signature)란, 각각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별로 특정 아이덴티티(Identity)를
지정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 중 조사대상 클라이언트에서 해당 시그니처를 발견 했다면 사용자가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했는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 분석과정에서
최초 클라우드 시그니처 확인을 통해 용의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유무와 사용한 서비스 종류를
파악 할 수 있다.

- 49 -

종류

서비스

시그니처
웹브라우저 흔적
원격데스크톱주소

aws
amazonaws
S3Fox, JungleDisk,

관련 소프트웨어

Transmit, Mac, Backup

웹브라우저 흔적
원격데스크톱주소
웹브라우저 흔적
파일
웹브라우저 흔적
웹브라우저 흔적

Manager, S3Backup
rackspacecloud.rackcdn
50.56.x.x
ucloud
scl.log
Tcloudbiz
cloudpowersolutions
Windows Azure

AWS
Iaas
Rackspacae
Ucloud
Tcloud
Paas

Saas

Azure

관련 소프트웨어

ThinkFree
MS Office
MS Live Online
Google Docs
Glice OS
Photoshop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

흔적
흔적
흔적
흔적
흔적

웹브라우저 흔적

Express Online

표

AppFabric SDK
thinkfree
zoho
office.microsoft
docs.google
slidedigital
photoshop.com/tools

10. 클라우드 시그니처 3)
4

의자가 사용한 개인용 컴퓨터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흔적을 발견 한 후 그
URL 등이 확보 될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
번호만 있으면 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접속하여 파일 검색 등을 통하여 전자적 증거를
확보 할 수 있으므로 비밀번호 등의 확보는 매우 효율적인 수사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개인용 컴퓨터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저장장치를
압수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보관된 파일이 암호화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데이터의 암호화는 보안기술의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며, 이를 위하여 가상화 보안기술과 함께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암호화 사용과 확장성을 지원하는 키 관리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
이와 같이 파일이 암호화 된 경우 포렌식 수사관이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해독이 아예
불가능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복호화 작업은 매우 어렵고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파일이 아주 중요한 증거로 판명된 경우에는 가사 그
복호화 작업에 막대한 시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그 파일을 복호화 하겠지만, 구체적
피

44

43) 정일훈, 오정훈, 박정흠, 이상진. “IaaS유형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정보보호
학회지, 2011. 12.
44) 김환국, 정현철, and 원유재. "특집명: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클라우드 보안 이슈 및 대응기술 요
구사항." 정보처리학회지 18.5 (2011): 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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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 파일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인 상태에서 암호화된 파일을 모두
복호화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접근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 범죄 혐의자 등에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게 하고 나아가 암호화 파일을 복호화 할 수 있는 암호화
키를 제공토록 하는 조치와 관련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 압수수색하려는 데이터에 암호
가 설정되어 있다거나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해당시스템 관리자 등에게 기술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러한 협력의무를 강제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며, 이러한 협력의무 및 RIPA와 같은 복호화 명령 등 강제적인
수단을 피의자 또는 사건 관련인 에게 암호화와 관련된 복호화 조치에 있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결국에는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암호의 복호화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암호의
기밀성·다양성·복잡화로 인하여 수사기관 자체적으로 복호화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미국의 Key Logger System 제도를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
해봐야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영장주의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1.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협력의무 부과

형사소송법 제120조에서는 압수수색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수사기관이 취하는 처분으로 자발적 의사가 없는 피처분자에게 협조를
강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처리시스템은 그 구성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암호화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통신업체의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라우딩(Clouding)'은 자신의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통신업체 등 제3자의
서버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통신업체 등 제3자의 협력
없이는 압수수색집행이 진행될 수 없다. 특히 외국서버(예: 구글, 야후 등)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압수자
내지 정보가 저장된 서버관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 협력의무를 강제할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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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데이터 보전 및 제출명령의 입법화

데이터 보전명령은 해당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또는 기업이 범죄와 무관한
진실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현존 상태 그대로 보존하라는 명령에 의해서
데이터의 완전성과 무결성을 보다 빠르게 확보 할 수 있는 증거확보 방식이다.
그로 인하여 증거가치 있는 데이터에 대한 멸실 우려를 없앨 수 있고, 데이터를 저장
내지 기록하고 있는 컴퓨터나 네트워크 서버와 같은 재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영업활동과 기업의 명성에 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으며, 이를 기존의 압수․수색
과 함께 전자증거의 확보방안의 하나로 입법화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암호화된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데이터 보전명령과 함께 보다 덜
침해적인 수사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데이터 제출명령이다.
데이터 제출명령은 침해적이고 부담스런 강제수사절차 대신에 적용 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수사의 한 방법을 제공한다. 이는 특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같이 범죄와 무관한
제2의 데이터 보관자에게 유익한 수사방법이다. 즉 이에 의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해당 데이터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제공의 제한 내지 중지라는 엄청난 영업상의 손실을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입자 정보나 가입자의 사적인 데이터에 대한 공개금지라는 제약 상의 책
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
적인 세계에서의 데이터 보전명령과 더불어 제출명령은 압수․수색 또는 감청과 같은
강제적인 수사방법에 선행하는 예비적인 수사방법으로 고려 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암호화 수단에 의해 파일 등 전자정보를 암호화 한 정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1. 3.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 허용요건의 추가

위에서 살펴본 Scarfo사건의 경우처럼, 일면으로 가장 사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 것을 보호
하기 위해 암호기법을 사용했으나, 적법한 영장의 발부 하에 수사의 기밀성을 위해
피압수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내용을 직접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아도 수사기관의 노력
으로 그 passphrase를 알아내게 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영국의 RIPA나 다른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실효성이 있는 대응방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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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 허용요건에 있어서 미국은 우리나라 보다 다소 “특정성“이 완화
되어 있고 허용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특정성“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입법을 해야 한다. 즉, 감청 허용요건에 있어서 현재 ⓵ 범죄발생의
개연성 및 ⓶ 보충성외에 ⓷ 해당범죄관련 취득 의 개연성과 ⓸ 피감청기기와 피의자의
관련성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특정성”이 다소 완화됨으로서 법원의 영장
발부시 판단사유가 넓어질 것이며, Key Logger System제도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영장
주의 위반에 대한 문제도 이러한 입법적인 해결을 통해 적법절차에 따라 발부된 영장에
의한 감청을 실시한다면 해소 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한다.

1. 4. 소결론

최근 범죄의 국제화, 지능화로 인해 대부분의 중요한 증거들은 디지털로 처리하여
서버에 저장하고 있으며, 그것도 외부노출을 피하기 위해 해외서버에 저장해 두고
관리하고 있다. 나아가 별도 해외서버 없이도 중요한 의사소통을 국내의 법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 구글, 야후 등과 같은 해외서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컴퓨터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국내에서 기업용 ‘클라우드 컴퓨팅(Clouding Computing)'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더 가속화되고 있다. 기존에 기업 범죄 수사과정에서의
압수수색 집행은 기업정보가 모여지는 기업 내부의 컴퓨터 서버 또는 직원용 PC를
압수 하던 방식으로는 기업 범죄에 대처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구글, 애플, 아마존과
같은 외국기업부터 삼성, LG, SK, KT 등 국내 대기업들이 소속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확산으로 인해 점점 압수수색 집행에 있어서 어려움 처해 있다. 이 절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하에서의 압수수색 집행시 암호화에 한정하여 제안 한 협력의무, 데이터
보전 명령 및 제출명령은 피압수자의 측면에서는 덜 침해적인 방법이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덜 비판적이되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 허용요건의 “특정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법원의 영장 발부시 판단사유가 넓어질 것이며, Key Logger System제도에
있어서 논란 있는 감청시 제기되는 영장주의 위반 및 적법절차에 따른 영장에 의한
감청으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문제도 해소 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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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호키 해독을 위한 사전파일 구축방안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MS Office 2010/2013 버전 프로그램들은 (PKCS#5)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에 대한 검증기반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 MS Office 2010/2013 프로그램의 패스워드 변환 알고리즘의 근간을 이루는
PKCS#5에 대한 취약점이 아직까지 밝혀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여기서 사용되는
AES 및 SHA1, SHA512 알고리즘도 취약성이 발견되지 않고 있고 특히,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거의 10만 번에 해당하는 해쉬 계산이 현실적으로 전수조사를 어렵게 만드는
보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패스워드 검증을 위해 변환과정에서의 취약점을 찾는 것이 이상적인 경우
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에서의 피 압수자로부터의 패스워드를 확보하는데 실패하고 다른 방안
을 찾을 수 없을 경우 패스워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암호화된 파일에
대한 공격시도로 복호화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
과를 얻을 수 있는 사전파일 구축 방안을 제시 해 본다.
먼저, 암호를 해독하는데 있어서 테스트 할 단어의 수를 줄일 수 있다면, 검증 소요
시간이 줄어 들것이다. 즉, 많은 키가 시스템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는 전수조사공격
(brute force attack)과 달리 사전공격(dictionary attack)은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단어들의 목록에서 추출된 단어들로 공격을 시도함으로써 전수조사 공격보다는 성공
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그들의 패스워드로 영어와 숫자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어들로 검증한다면 패스워드를 발견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목록을 만들시 에도 사건관련 키워드, 피의자관련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을 참고하여
사전목록을 만들면 암호파일 공격 시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즉, 많은 사람들이
패스워드를 설정 할 시 패스워드를 7~8자리 이하로 설정하고 영어 및 숫자로 결합 된
단어, 특히 본인의 이름이나 성 뒤에 생년월일, 기념일, 전화번호 등으로 결합된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본인이 기억하기 쉽거나 쉽게 예측 가능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로 사전을 구축 한 후 공격하면 패스워드를 발견 할
가능성이 전수조사 공격보다 높아 질 것이다.
사전공격의 성공가능성은 공격에 사용되는 사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공격을 위한 사전 파일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목표화 될 필요는 없으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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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위해 피의자 또는 사건 관련된 정보로부터 얻은 단어들로 사전을 구축하는 것도
사전공격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사전공격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패스워드 검증을 위한 단어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수사기관간의 사건 및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요구된다. 한 범죄 사건에서 사용했던 사전목록들이 다른 사건들을
위한 사전목록을 만드는데 유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자신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파일들에 대해 손쉽게
암호화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 사의
“한글”프로그램 및 MS사의 Office 프로그램(Excel, ppt, word) 등 많은 프로그램들이
문서파일의 암호화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즉, 피의자들은 문서 편집 응용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문서 파일의 암호화 방식과
파일 압축 응용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파일의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파일들에 대해
암호를 설정함으로써 범죄행위에 대해 증거를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의자가 주요 증거파일에 패스워드 설정을 사용하였을 경우,
수사관은 패스워드 복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증거파일 획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
다수의 패스워드 복구 프로그램은 단순한 전수조사 공격 방법(Brute force Attack)을
지원하거나 공개된 사전파일을 적용하여 복구를 시도하고 있다. 전수조사 공격방법
(Brute force Attack)은 사용가능한 패스워드의 모든 경우의 수를 대입하는 방법으로
패스워드의 길이가 길어지면 복구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으로써 패스워드 검색의
효율성과 패스워드 복구 성공률이 떨어진다. 또한 공개된 사전파일을 사용한 공격
방법은 사건의 특성이나 범죄와 관련된 사람의 패턴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패스워드 복구에 실패 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개인적인 신상정보를 활용하여 최적화된
사전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1. 암호설정 방법

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암호설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피의자가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에서 패스워드 기반의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 문서 보안
기능을 이용하여 열람 등 파일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글과 컴
퓨터사의 ‘한글‘ 프로그램에 있는 ’문서암호’라는 기능을 통해 그림 20.처럼 문서자체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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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를 사용하여 작성 문서에 대한 열람 등 파일에 대한 접근을 제어 할 수 있으며,

그림 20. 2007 한글 파일 암호 설정방법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문서 암호화를 사용하여 그림 21.
처럼 사용자가 작성한 각 문서에 대해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암호화 기능을 적용 할 수 있다.

그림 21. Excel 2007 파일 암호 설정방법

또한 Adobe System사의 ’Acrobat PDF Pro' 제품군 )에도 암호보안 기능을 사용하여
그림 22.처럼 사용자의 파일에 대한 열람 등 파일에 대한 접근을 제어 할 수 있다.
45

그림 22. PDF파일 암호 설정방법

위와 같이 피의자가 사용하는 문서 편집 응용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패스워드 기반 암호화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파일에 대한 열람 등 파일에 대한 접근 제한을 하면, 수사관은
패스워드 복구 프로그램 또는 자체 암호해독 기술을 이용하여 패스워드를 복구하게 된다.
패스워드 기반의 보안 기능을 이용한 문서파일에 대한 암호화를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피의자의 파일을 압축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파일 압축 프로그램도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암호화가 가능하므로 피의자는 여러 가지 압축 프로그램을 사용
할 수 있으며, 그림 23.처럼 ‘알집(ALZip)’ 등 많은 압축 프로그램이 패스워드 기반
암호기능을 이용하여 암호화를 한다.
45) ’Acrobat PDF' 제품군에서 ’Acrobat PDF Pro' 제품은 그림과 같은 암호보안 설정외 다른 암호보안기능도 제공하며,
마찬가지로 다른 버전의 제품군에서도 패스워드 설정방식외에 보안 기능으로 인증서 방식 및 디지털 서명방식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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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알집파일 암호 설정방법

2. 2. 패스워드 복구방법

의자는 위에서 언급한 문서작성 관련 응용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패스워드 설정
기능 및 기타 다른 암호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은닉하고 있는 실
정이다. 특히, 공안사건에 있어서 디지털 정보, 또는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사건에 있
어서 제공한 자금내역, 회사에서의 공금횡령사건에 있어서 횡령금액 등 자신의 범죄행
위를 숨기기 위해 피혐의자가 작성한 파일들에 대해 패스워드 및 암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암호화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관은 피혐의자의 사용 PC에 대한 압수수색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정
보저장매체(USB, 이동형 저장디스크 등)에서 범죄관련 증거파일들을 추출하고 추출된
파일 중 암호화된 파일들에 대해 피의자의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파일들에 대해 패스워드 복구를 시도하게 된다.
이렇게 패스워드를 복구 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패스워드 복구프로
그램은 ‘Elcomsoft사’의 프로그램들 )이다. Elcomsoft사 복구프로그램들은 ’전수조사
공격(Brute force Attack)‘과 ’사전 공격(Dictionary Attack)‘을 이용하여 패스워드를
복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다른 패스워드 복구 프로그램들도 전수조사
공격과 사전공격을 이용하여 패스워드를 복구한다. 그러나 전수조사 공격을 이용한
패스워드 복구는 복구 성공률이 좋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으며,
일정한 자릿수 이상이 되면 성공률도 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가장 효
율적인 대응방안으로 사전파일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사용되는 사전파일에
따라 패스워드 복구시간과 패스워드 복구 성공여부가 가변적이다.
따라서 패스워드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의 조합 및 사건특성, 사건관련인에 대한
정보를 종합한 사전파일을 이용하여 패스워드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 시키면 패스워드
복구시간을 단축시키고 복구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피

46

46) http://www.elcomsoft.com/, Elcom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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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패스워드 사전파일 방안 연구

패스워드는 일반적으로 키보드를 통해 입력 가능하기 때문에 문자, 숫자, 특수문자에
한해 분류한 후, 문자열의 길이, 숫자 길이, 이름을 영타로 친 경우, 숫자의 반복 사용
유무, 숫자의 연속성 생년월일 사용유무, 영어와 숫자의 혼합 유무, 특수문자의 사용
유무 및 빈도수로 분류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키보드 입력에 따른 분류

빈도수에 따른 분류

패스워드 길이

6~8자가 전체길이의 91%

문자 조합 타입

영어+숫자 > 숫자 > 영어 > 숫자+특수문자

영어와 숫자의 순서

영어가 먼저 사용됨

한글이름의 영타 표기

이름 포함 > 성 포함 > 이름 동일 > 성명 포함, 성명동일

영타의 한글 변환

사랑해, 사랑, LOVE 등

생년월일 사용 빈도

MMDD > YYMMDD > YYYYMMDD

숫자의 연속성

조사대상의 11%가 숫자를 연속으로 사용

자주 사용하는 특수문자

특수문자 사용자의 93% 1~2자리 사용
표

11. 패스워드 생성 패턴 분석 결과

)

47

패스워드의 길이는 조사자의 90%이상이 6~8자를 사용하여 패스워드를 생성한다고 했다.
따라서 사전파일 생성에 6자 이상을 생성하는 것이 패스워드 복구에 시간을 단축시
킬 수 있다. 또한 5글자 이하의 패스워드는 사전공격을 종료한 후 전수조사 공격을
시행하는 것이 패스워드 복구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4. 소결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본인의 범죄를 은닉 또는 불리한 자료가 포함되는 있는
파일들을 패스워드를 활용해 파일의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주로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들은 다양하게 존재 하며, 이에 대해 수사관은 패스워드 복구 프로그램들을
통해 패스워드를 복구한다. 이러한 패스워드 복구 프로그램은 전수조사 공격방식과
사전 공격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사전파일을
이용한 패스워드 공격방식은 사건 특성이나 피의자 관련한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사전파일에 너무 의존적이므로 전수조사 공격방법 보다 복구 성공률이 떨어
47 ) 임종민, 권혁돈, 최재민, &이상진. (2008).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패스워드 복구를 위한 사전 파일 구축
방안 연구. 한국방송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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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패스워드 사전파일이 존재하지 않아서 더욱
복구 성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사관이 효율적으로 패스워드를 복구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따라서 위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패스워드를 생성할 때 자주 사용하는
일반화된 패턴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결과물들을 토대로 패스워드가
설정 된 증거파일들에 대해 패스워드 복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실행 될 수 있는
사전파일을 만들어 활용하면 복구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향후 심층적인 패스워드 패턴 분석과 함께 개인별 신상정보를 이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패스워드를 복구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한다면 수사에
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질

3. 암호파일 탐지 장비 개발

현재 대검찰청 및 대검찰청 산하 포렌식팀에서 근무하는 포렌식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집행 시 사용하고 있는 CFT(Criminal Forensics Tool) )는 현장형 압수수색 Tool이다.
즉 직접적인 분석을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압수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 압수자가 사용한
PC 및 이동형 저장매체 등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혐의와
관련된 파일들을 압수수색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압수수색 현장에서
CFT를 구동하여 피압수자가 사용한 PC 및 외장형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에 대해
파싱한다고 해도 암호설정 파일들을 자동 탐지하여 암호파일 여부의 존재를 알려주는 기능은
없으며, 포렌식 수사관이 압수할 파일들에 대한 선별과정에서 그림 24.와 같이 일일이 확
인하는 방법으로 파일의 암호화 여부에 대해 확인 할 수밖에 없다.
48

그림 24. CFT에 의한 암호설정 파일확인
48) CFT(Criminal Forensic Tool)은 대검찰청에서 국가보안연구소와 자체개발하여 현장형 압수수색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Tool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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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압수수색 현장에서 수사관이 압수수색시 피의자 범죄관련 선별한 파일들에
대해서 이미징을 한 후 압수한 파일들에 대해 검찰내부망인 D-NET을 통해 업로드 하게
되면 수사팀에서 별도로 D-NET망에 접속하여 해당 압수 파일들을 다운받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암호 설정 파일들은 검찰 포렌식 내부망인 D-NET 시스템에서
자동 선별되어 대검 암호분석팀에서 암호를 해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대검에서 암화파일의 해독을 위한 공격방법은 주로 시스템에 의한 전수조사공격
(brute force attack) 또는 사전공격(dictionary attack)으로 하게 되어 있어, 아무리
컴퓨터의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라 할지라도 모든 암호파일을 해독하는 것은 불가능
하며, 해독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
또한, 압수수색 현장에서 파일들에 대해 선별하여 압수한다고 하여도 대량의 데이터가
압수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별 파일들에 대해 일일이 암호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압수수색 현장에서 별도의 패스워드 확인 등 관련 조치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수사관이 암호설정 파일들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대검 암호분석팀에서 분석되기까지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수사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수사기간이 지연되게 되어 자칫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위험도 있고 더군다나 정작 암호설정 파일이 사건의
핵심 파일이라면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현장에서 포렌식 수사관이 사용할 수 있는 암호설정 파일을 탐지 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즉

3. 1. Cold boot attack

Cold boot attack은 컴퓨터에 저장된 암호 키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공격 방법으로
컴퓨터에서 주기억장치인 RAM(Random Access Memory)은 전원이 차단되면 데이터가
날아가는 휘발성 메모리 이지만, 실제로는 컴퓨터의 전원이 차단 되도 데이터는
일정시간(몇 초~몇 분)은 살아 있다. 이러한 램을 급속히 냉각 시키면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고 좀 더 데이터를 지속 시킬 수 있다. 따라서 Cold boot attack은 이러한
사실에 기반을 둔 공격 기법으로 컴퓨터 전원을 차단하고 장착 메모리를 저온 상태로
유지 한 뒤 해당 메모리를 다른 플랫폼에 장착하여 아직 지워지지 않은 암호키 정보를
분석하는 공격기법이다. 이러한 공격기법은 자신이 패스워드를 설정한 파일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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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던 중(대부분 기업이나 관련자들의 업무 중에 압수수색이 집행되는 점을 고려
할 때)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할 때 피압수자는 범죄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갑자기 컴퓨터 전원을 꺼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 때 램 부분을 액화질소
스프레이 등으로 얼린 후에 다른 컴퓨터로 램을 읽어 들여 램상에 올려진 내용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면 하드디스크 및 파일들에 대한 암호화를
풀 수 있는 암호키 등을 획득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사 환경에서 현실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드디스크 및 외장형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에 대해 의존해 압수수색을 진행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피 혐의자는 사용하던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
중이거나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접근제한을 하고 있으며, 압수수색 집행시 본인이
작성중이거나 암호화 한 파일에 대한 패스워드를 해제 하였을 경우 갑자기 전원을
차단하여 휘발되도록 함으로써 암호화된 파일 등을 닫아버림으로써 수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Cold boot attack 기법을 이용하면 수사
대상자가 수사 방해목적으로 컴퓨터 전원을 강제로 꺼버려도 신속하게 램을 냉각시켜
데이터를 최대한 복원 시킬 수 있으므로 압수수색집행을 하면서 실제 피 혐의자가
사용 중이거나 작성 중이던 프로그램 및 문서를 볼 수 있으며, 램에 올려져 있던 문
서나 암호키의 복원을 통해 암호화된 파일들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법을 압수수색 집행시 증거 인멸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
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및 연구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과학수사기법과의 융합방안

4

대부분의 안티 포렌식 기술은 일반적으로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를 개발 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파일 암호화는 일반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를 위한 상용 응용
프로그램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암호화 기능의 탑재가 필수
기능으로 포함되어 있어 일반 사용자들도 손쉽게 범죄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를 암
호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서파일, 압축파일 등은 프로그램 자체에서 암호화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 손쉽게 파일을 암호화 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용프로그램의 개발 업체에서는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더욱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개인이 입력한 패스워드를 파일의 암호화키로 전환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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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워드로 사용하는 문자열의 길이를 보안 권고 등에 따라 길게 사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패스워드 발견에 요구되는 컴퓨팅의 파워 크기는 더욱 더 커져가고 있다.
암호화된 파일은 공안사건, 뇌물수수등 부정부패 사건, 회계부정, 횡령 등과 같은
지능범죄 뿐만 아니라 성폭행 등과 같은 강력범죄에서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수사 환경에서 수사관이 압수수색현장에서 피의자가 소유한
디지털매체로부터 암호화된 파일을 압수한 뒤, 한정된 시간 내에 복호화 된 원문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암호화된 파일에 대응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순히 암호화된 파일의 해독을 위한 연구만이 아니라 새로운 과학적 수사기법과
융합하여 각 분야 별 장점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수사기법 제시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기존의 과학적 수사기법의 활용과 관련한 논의는 대부분 법의학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법 과학의 영역에 있어서 사회과학적 분석기법의 활용에 대해서는 아직 증거로
인정하는 데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범죄수사 영역에서
심리생리검사(거짓말 탐지기) 등의 활용에 심리학, 사회학 및 행동과학 등에 근거한
다양한 분석기법이 활용되면서 성공사례들이 축적되고 있다. 대검찰청에서 발표 )한
최근 4년간(2009. ~ 2012.) 전국 검찰청 심리분석실에서 실시한 심리생리검사 6,273건
(9510명)의 검사결과와 검찰 처분 및 법원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법원에서는
여전히 심리생리검사 결과에 대해 여전히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하급심 판결
에서 보강증거 등으로 채택된 사례가 있으며 4년 동안 검찰에서 실시한 심리생리검사
결과가 유죄의 증거로 인용된 사례는 총 23건이라고 한다. 유죄의 증거로 인용된 사례는
살인, 강도 등 다양한 범죄에서 인용되었으며, 이러한 하급심 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용되고 있는 이유는 심리생리검사 기법과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되고 그 법적지위가
제고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심리생리검사의 정확도는
96%로, 기소처분 일치도 89.2%, 유죄판결 일치도 91%이며, 실무상 심리생리검사의
69%는 혐의 입증 및 기소처분에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범죄수사영역에서 심리생리검사는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적 증거
로서의 활용가치를 단순히 무시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더욱이 검찰청 심리생리검사실에
서는 통합심리분석이라 하여 일명 거짓말탐지기검사 외에 뇌파분석 등 실효성이 이미 입증된
해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새로운 방식의 거짓말 탐지기법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49

49) 대검찰청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의 오해와 진술”,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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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장에서는 이러한 심리생리검사 및 뇌지문 기법을 활용하여 피압수자의 암호화된
파일에 대한 복호화에 있어서 효과적인 질문지 작성 및 심리생리검사 및 뇌지문 기법을
활용할 수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 1. 심리생리검사 및 뇌지문 검사 기법

4

일반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polygraphtest) )란 피의자 등 피검사자에게 피의사실과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질문을 하고 그 반응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피검사자의 호흡파,
심맥파, 피부전기반사 등 일련의 생리적 변화를 기기를 통해 측정하여 기록하고 이를
관찰·분석하여, 피의사실에 관한 피검사자 답변의 진위 내지는 피의사실에 관한 인식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법을 지칭한다. 또한 거짓말탐지기는 심장박동, 호흡, 피부
전도 그리고 혈압의 변화를 측정하여 그것으로부터 거짓말이나 죄 지식의 유무를 추론해
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자 뇌 전위
(brain potential)를 이용한 죄 지식의 존재여부를 알아내려는 방법이 제안 되었다.
두피에 부착한 전극을 통해 뇌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 뇌파를 주파수(frequency)와 진폭(amplitude)에 따라 구분하고 각 파행의 의미를
알아내고자 하는 연구가 계속되어 왔다.
맥박과 혈압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짓말탐지기에 비해 뇌지문 탐지기는 뇌파 반응이나
변화를 세밀히 분석해 내기 때문에 정확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에서는
뇌지문 분석결과가 법원에서 증거능력으로 인정되는 추세이다.
50

. 2. 심리생리검사 및 뇌지문 검사 기법에서 질문지 활용

4

폴리그래프, 뇌 지문 기법 등을 활용하면 암호화된 파일의 패스워드군의 범위를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기법들이 사용되어 법정증거로 채택되진
않지만 패스워드 검색의 경우 기법의 오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범죄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된 파일을 열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의자를 심문하여 패스워드의 가능 조합수를 줄이는 것이다. 이는 효과적인 질문지의
구성을 통해 용의자가 키보드자판에서 사용하지 않는 문자들을 추려내는 것이다.
50) 실험을 통해 심장수축의 압력은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주로 ㄱ)
특정 범죄사건에 관한 진술증거의 진실성을 판단 할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ㄴ) 신원조사용으로 활용되
는 경우도 있다. 한국 및 일본에서는 주로 ㄱ)의 경우에 국한하여 활용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연방 및 각
주정부의 형사사법기관이나 군 또는 정보기관 등에서는 ㄴ)의 용도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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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현실적으로 계산 가능한 패스워드군을 확보함으로써 패스워드 전수공격 및
사전파일 구축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사실에서 간접적으로
판단컨대 효과적인 질문지를 이용하여 피검사자의 동의하에 패스워드군을 확보 할 수
있다면 RIPA제도 등을 보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질문법을 가상의 내용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당신은 암호를 사용한 적 있습니까?
· 당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암호화 한 파일이 있나여?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암호화 하였나여? 왜 암호를 사용 하셨나여?
· 당신은 현재 000회사에서 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ooo파일을 작성한 사실 있나여?
· 당신은 ooo파일에 설정한 패스워드를 기억하나여?
· 무슨 종류의 암호를 사용 하셨습니까?
· 암호화하기 위해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셨나여?
· 당신은 ooo파일에 설정한 패스워드가 있나여?
· ooo파일에 설정한 패스워드의 자릿수가 5자리 이상인가여?
· ooo파일에 설정한 패스워드의 자릿수가 ( )자리 이상인가여?
· ooo파일에 설정한 패스워드는 특수문자를 포함하고 있나여?
· ooo파일에 설정한 패스워드는 대문자를 포함하고 있나여?
· ooo파일에 설정한 패스워드는 대소문자를 구별하고 있나여?
· 당신은 패스워드 생성시 성 또는 이름, 성과 이름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나여?

. 3. 소결론

4

아직까지 국내에서 심리생리검사, 뇌지문 검사를 통해 얻은 진술들이 법적인 증거자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하급심 판결에서 보강증거 등으로 채택되어 유죄의 증거로 인용된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하급심 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용되고 있는 이유는 심리생리검사
기법과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되고 그 법적지위가 제고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된 파일에 대한 패스워드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하여 패스워드 전수조사 군을 줄
일 수 있다면 암호화 된 파일을 복호화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검사과정을 통한 결과를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규명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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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련된 파일을 열람하고 복호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RIPA 등 에서 제기
된 문제점인 회피 또는 우회하는 방법들의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검사결과의 오탐
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 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법의 도입을 모든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시간상·비용 상의 문제도 있으므로, 기밀유출·보안사건 등과 같은 국가적·사회적으로
중대한 경우와 증거가 불충분 하고 사건 해결에 있어서 암호화 된 파일의 복호키를 획득
하는 게 중요할 때 최종수단으로서 사용 할 수 방안으로 강구해 볼 수 있으며, 이렇게
암호화된 파일을 해독하는 데 있어서 인접과학 분야와의 융합으로 패수워드 전수 조사
시 데이터 셋(set)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 인접과학 분야별 장점들을 접목 시킬 수 있
는 새로운 수사기법 및 심문기법들을 연구 개발해야 할 것이다.

. 라우드 환경 압수수색에 있어서 적용사례

5 클

컴퓨터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국내에서 기업용 ‘클라우드 컴퓨팅(Clouding
Computing)'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더 가속화되고 있다. 기존에 기업 범죄
수사과정에서의 압수수색 집행은 기업정보가 모여지는 기업 내부의 컴퓨터 서버 또는
직원용 PC를 압수 하던 방식으로는 기업 범죄에 대처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구글,
애플, 아마존과 같은 외국기업부터 삼성, LG, SK, KT 등 국내 대기업들이 소속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확산으로 인해 점점 압수수색 집행에 있어서 어려움 처해 있다.
실례로 지난 모 대기업 뇌물공여 사건 관련하여 관련 직원들의 PC를 압수수색 하는
절차에서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개인의 클라우드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알아낼 수 없는 상황이기에 각 직원들의 협조
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직원들의 협조 하에서의 압수수색절차도 일반
PC압수수색 절차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다.
일반 PC압수수색의 경우 CFT 구동 후 현장에서 즉각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파일선별
(키워드, 기간별, 중요도 등 개인의 사생활적인 파일 및 최소한의 침해를 고려) 후
이미징 작업 후 압수를 하게 되지만, 위와 같은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의 압수수색은
몇 번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즉, 개인용 PC로그인 【->본사 정보보안팀에서 승인
->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접속(개인 아이디 및 패스워드로) 후 본인이 작성, 수정 등을
한 파일들을 클라우드에 업로드 했던 파일들에 대해 개인 PC에 다운로드 받은 후 본사의
반출 승인)】후 다시 CFT로 구동하여 일반 PC압수수색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관련인의 협조 하에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었지만, 현재로서 관련인이 협조를
- 65 -

안 해줄 경우에는 이런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며, 설령 압수수색을
통한 압수된 파일들에 암호설정 등 보안조치가 되어 있다면 압수한 파일에 대한 복호화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수사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및 복호화의 가능성도 확실하지 않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사건의 경우 클라우드 접속 시 사용되는 개인의 아이디 및 비번을
모르거나 대기업 자체의 보안 솔루션으로 인하여 이동형 저장매체에 대해 접속하는 것을
불승인 할 경우 PC에 접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압수자체가 불가능 할 경우가 생긴다.
더욱이 대기업 자체의 보안솔루션으로 인해 해당 PC에서 사용자 파일을 압수를 해온다
하더라도 파일을 전혀 읽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자체 DRM이라는 보안으로 인해 파
일을 온전한 파일 형태로 읽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호화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하에서의 압수수색 집행시 암호화에 한정하여 제안 한 협력
의무, 데이터 보전 명령 및 제출명령은 피압수자의 측면에서는 덜 침해적인 방법이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덜 비판적이되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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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결론

암호의 사용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기업의 산업기술 보호, 더 나아가 국가
기밀 보호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암호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반면에
범죄에 악용되어 증거를 은닉하기 위한 기술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암호화된 파일에 대한 복호화에 있어서 시간적·방법상의 제약 및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암호화의 다양화·기밀성·복잡화로 인하여 암호키를 찾는
것이 어려우며, 또한 암호화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암호수단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이제는 기술적인 수단만으로 암호화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암호를 악용함으로서적법한수사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해외 제도
및 사례 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수사 환경에 적용 가능한 방안에 대해 앞서 살펴보
았으며, 이러한 대응방안들에 있어서 압수수색 시기에 따른 활용가능성, 입법론적·제도
적·기술적인 부분의 해결 문제로 각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 25와 같다.
구분
대응방안

압수수색

압수수색

압수수색

법률적·

전

중

후

제도적인

활용가능

활용가능

활용가능

해결문제

○

○

○

○

○

RIPA

KLS
협력의무
강제
데이터보전
및 제출명령

○
○

○

○

○

○

○

○

○

기술적인

장·단점

해결문제

현재 입법안 없으며, 불가능
또는 회피의 문제가 있음

○

독자적 기술개발이 필요
현재 입법안 없으며, 불가능
또는 회피의 문제가 있음
현재 입법안 없음

암호파일

대검찰청에서 자체개발하여

○

탐지

○

장비개발

사용 중인 CFT에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해결 가능

사전파일

○

구축방안
Cold boot

○

○

attack

○

○

과학수사기법

○

과의

○

융합방안

표

○

사전파일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들과의 협력 및 장기간 소요
압수수색 시 짧은 시간 안
에 처리해야 함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강제
할 방안 없음

12. 각 대응방안 별 압수수색 시기에 따른 활용 가능성 및 해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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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리나라 수사 환경에서의 피의자(또는 사건관련인)의 범죄혐
의관련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시 범죄 증거의 은닉, 은폐를 위해 사용되거나 수사기관
의 압수수색 방해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암호에 대한 대응방안들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수사 환경을 고려할 때, 즉 ➊ 압수수색시 발견된 암호화된 파일 및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복호화는 압수수색 후 분석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➋ 압수수색과 관련된
피의자(또는 사건관련인)의 협력을 의무화 하거나 RIPA와 같은 법률에 의해 암호의
사용자(또는 관련인)에게 암호의 복호화를 강제 할 수단이 현재로선 전혀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➌ 이러한 협력 의무 및 RIPA와 같은 암호의 복호화를 강제 할 수단의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를 예상하여 최우선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먼저, 현재 우리의 수사 환경에서 압수수색시 암호화된 파일 및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복
호화는 압수수색 후 분석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암호의 기밀성·복잡화·다양성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압수를 한 후 분석단계에서 암호파일을 복호화 한다면 반드시 복호화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또한, 복호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수사가 장기화로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호화 방법은 현장에서
피압수자(또는 해당파일 작성자)로 하여금 협조를 통한 복호화를 시도하거나 피압수자
(또는 해당파일 작성자)의 인터뷰(심문)를 통한 복호화를 시도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복호화 시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암호파일 탐지장비를 개발하는 것, 즉 현재
검찰청 포렌식 수사관이 사용하는 현장형 압수수색 Tool인 CFT에 자체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추가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 이다. 이러한 기능을 CFT에 자체적
으로 탑재를 하게 되면 포렌식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하는 동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에서 압수수색 집행시 파일선별을 하는 과정에서 암호설정 파일들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대로 피압수자(또는 해당파일 작성자)협조를 통한
복호화를 시도하거나 인터뷰(심문)를 통한 암호설정 파일의 복호화를 시도하여 파일의
내용 확인 후 사건과 관련 없는 파일들을 선별하여 압수수색을 하게 됨으로써 암호
파일의 복호화와 관련된 강제적인 수단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진술거부권 침해 등 관련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생기지 않을 것 이라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방안으로 Key Logger System제도의
도입이다. 그 이 유 는 언 급한 협력의무 및 RIPA와 같은 복호화 명령 등 강제적인
수단을 피의자(또는 사건관련인)에게 암호화와 관련된 복호화 조치에 있어서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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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 결국에는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암호의 복호화를 시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Scarfo사건의 경우처럼, 일면으로 가장 사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기법을 사용했으나, 적법한 영장의 발부 하에 수사의 기밀성을 위해 피의자
(피압수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내용을 직접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아도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의 노력으로 그 passphrase를 알아내게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이 KLS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기술을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 Scarfo사건에서 사용된 미국의 KLS와 같은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해결 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다고 해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Scarfo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KLS에 대한
특징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은 이미 비밀로 분류가 되어있고 이러한 기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 사건내용을 토대로 알 수 있는 것은 KLS는 개인용 컴퓨터의 키보드를 통해
개인이 치는 모든 keystroke을 기록하며, KLS가 설치된 컴퓨터의 모든 모뎀통신을 점검해
컴퓨터가 모뎀통신을 하고 있을 때는 keystroke을 기록하지 않고, 모뎀통신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keystroke을 기록하도록 고안된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기존의 KLS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 및 기술을 확인한 후 미국과 같은 KLS의 시
스템상의 특징을 구현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을 연구·개발을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 국정원, 더 나아가 해외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미국의 KLS와 같은 독자적인 기술의 확보와 함께 감청영장 발부시 법원의
엄격한 통제 하에 적법절차를 통한 KLS을 사용한다면 사생활 및 프라이버시 침해,
영장주의 위반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위 대응방안 중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영국의 RIPA나 현행법상 규정이
없는 협력의무 강제, 데이터 보전 및 제출명령에 대한 부분은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되어
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입법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⓵ 범죄행위를 은닉, 은폐하기 위한 암호화의 악의적인 이용에 대한 행위 책임 및 암호화된
파일의 복호화에 대한 불가능 및 회피가능성이 고의적인지 비고의적인지를 구분하여 가중
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 ⓶ 이러한 암호화된 파일등의 복호화에 대한 불가능 및 회피가
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압수수색하려는
데이터가 암호가 설정되어 있다거나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해당시스템 관리자나 암호 사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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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가 수사 중인 형사사건과 무관함을 증명토록 함으로써 압수수색 방해 등
사법방해를 목적으로 암호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범죄증거를 은닉 또는 은폐할 목적
으로 암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토록 할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된다 할 것
이다. 이러한 대응방안들의 적용에 있어서 수사절차상 드러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좀 더 많은 학계 및 전문가, 관련기관들과의 자연스러운 논의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
영하여야 할 것이며, 키로거 시스템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 져
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있어서 암호화 파일에 대한 해독 및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 우리 수사 환경에서 효율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실무자입장에서의 고찰이 주가 되었다. 그리고 암호화방식을 확인하고 그러한 암호화
방식에 대한 대응방안들을 제시함으로서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 해결 하는데 있어서 실질
적인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고 현직 실무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하여 작성하였다. 덧붙여, 이 글이 암호화된 디지털 정보 및 매체에 대한 디지털증거 압수수
색을 수행함에 있어 참고 할 만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논문을 기초로 디지털 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암호화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
화되어 디지털 수사 환경에 있어서 혼란을 최소화 하고,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안티 포렌
식의 한 방법인 암호화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디지털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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