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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초 록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대인은

개인 문서, 사무용 문서, 사진 등 디지털 자료를 클라우드 스

토리지에 저장하여 언제, 어디서든 접근함으로써 활용성을 증

대시키고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이러한 편리함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

색은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한다. 국내·외에 산재되어 있는 데

이터 센터에 있는 디지털 자료를 수색하고 압수하기 위해서

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기존의 물리적 접근에 의한 압수·수색 방식으로는 가상화

기술이 적용되고 동시-다중 접속에 의한 실시간 동기화가 이

루어지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네트워

크를 통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접근해야 한다.

네트워크를 통해 압수·수색 대상 디지털 증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계정 정보를 획

득해야 한다. 계정 정보 획득을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트렌드가 되

면서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로는 계정 정보를 획득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피압수자의 인적사항이 아닌 피압수자

가 사용하는 NIC(Network Interface Card)의 GUID인 MAC

Address를 통해 압수·수색 대상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아본다. 수사기관은 계정 정

보를 확인한 후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피압수자의 디지

털 자료를 대상으로 직접 수색을 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 서

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얻어 수색을 할 수도 있다.



수색을 누가 실행하든 압수할 디지털 증거를 네트워크를

통해 로컬 컴퓨터에 download 하고 다시 기존의 압수․수색

방식에 따라 이미징을 하여 해쉬값을 생성하는 것은 디지털

증거의 오염 가능성을 더욱 크게 한다.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협력에 의한 디지털

압수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압수 대상 클라우드 스토리

지에서 디지털 압수물 센터로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는 시스

템을 제안한다. 다운로드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 네트워크

안정성, 디지털 압수물 센터의 안전성을 보장함으로써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원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관련 디지털 증거를 압수·

수색함에 있어서 관련성 없는 증거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기

존의 압수․수색을 즉시 중단하고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성 없는 별도의 사

건에 관한 증거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의무와 수

사의 역동성이라는 관점에서, 관련성 없는 별도의 사건에 관

한 디지털 증거를 압수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긴급

압수제도를 조속히 실행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가 불법적으로 취

득하였거나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디지털 자료를 발견한

경우, 피압수자에 의한 후속 범죄의 실행 및 제2의 범죄를 예

방하기 위해 해당 디지털 자료를 압수·수색 현장에서 완전 삭

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불법 디지털 자료에 대한 수

사기관의 삭제권 입법을 제안한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는 Public Cloud 환경에서의 압수․수

색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

주요어 : MAC Address-Log-Forensic, 클라우드

스토리지, 디지털 증거, 관련성, 삭제권

학 번 : 2014-2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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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설

ICT 산업의 발전은 공공부문에서부터 개인생활에 이르기까지 많

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ICT 산업이 발전하기 위

해서는 초고속 네트워크의 구축, 각종 보안의 강화, 개인정보 보호

의 확립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는 기업

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다. 이를 위한 핵심 수단이 암호화

기술이다. 암호화 기술이 발전할수록 디지털 포렌식 분야는 큰 도전

에 직면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암호화 기술은 발전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적법하고 무결한

압수․수색은 형사절차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이다. 클라우드

디지털 포렌식은 현대의 형사절차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며 극복

과제이다. 실제 수사기관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압수․수색에

실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사기관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범죄자들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범죄 자료의 안전한 피난처로 인

식하고 범죄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효율적이고 적법한

압수․수색을 위해 기술적, 법률적, 절차적 수단을 검토하고 불법적

인 디지털 데이터의 재사용으로 인한 범죄예방을 위해 디지털 데이

터의 완전삭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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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디지털 데이터 저장 방식의 변화

1. 전통적 저장매체

구 분 종 류

자기

저장매체

자기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Zip

디스크, Jaz 디스크 등

광학

저장매체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BDA(Blue-Ray Disk)

반도체

저장매체

ROM, BIOS, RAM, 플래시 메모리, SSD(Solid

State Drive), USB 메모리

[표 1 전통적 저장매체의 종류]

전통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의 조사 대상은 서버, PC, 노트북, 스마

트폰, 디지털 카메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때로는 디지털 캠

코더, 복사기, 팩스, 스캐너, 복합기, CCTV,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등이 조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

IoT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기기가

등장하고 디지털 포렌식의 대상은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디

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세심한 관

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2. 새로운 저장방식의 확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일반화되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 3 -

클라우드 스토리지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

라우드 컴퓨팅의 여러 모델 중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모델을 대상으로 한다. PaaS, SaaS는 모두 IaaS 기반 위에서 제공

되기 때문에 IaaS에 대한 연구는 나머지 모델에 대한 기초를 제공

하기 때문이다.1)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도 중요한 문서나 사진 파일은 이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나 USB 메모리뿐만 아니라 네이버 클라우드,

U+ box, 구글 드라이브, Drop Box와 같은 국·내외 클라우드 스토리

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장된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서비스 제공

자가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는 이상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고, 데이터를 분실할 염려도 없고 접근성, 보

안성 등 사용자 편리성이 크게 향상된 매체이다. 네이버가 제공하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경우 하루에 저장되는 사진이 6,000만 개 이상

으로 데이터 양으로 따졌을 때 1PB 이상에 달한다.

3.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특성

전통적 저장매체와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그 차이점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디지털 증

거의 증거능력 유무를 결정지을 만큼 결정적이다. 그래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획득한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 Josiah Dykstra, Alan T. Sherman, Acquiring forensic evidence from 
infrastructure-as-a-service cloud computing : Exploring and evaluating 
tools, trust, and techniques, Digital Investigation, Elsevier, 2012, S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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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리적․논리적 구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 센터는 자연 재해나 외부 침입

등에 대비하고 중복성과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물리적으로 여러 곳

에 분산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도 물

리적으로 분산 저장될 가능성이 높다. 비록 가상화 기술을 적용하여

디지털 데이터가 사용자의 단말기 내에 존재하는 것처럼 논리적으

로 시각화된다 하더라도, 클라우드 스토리지 박스가 원거리에 분산

되어 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물리적으로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

음을 의미한다.

데이터 센터의 스토리지 하드웨어 시스템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론상 가능할 수 있으나 시․공간의 제약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

이 있다. 하드디스크 배열은 태생적으로 여러 물리적 드라이버 사이

에 데이터를 나누고 복제하며 여분의 디스크를 포함하여 성능과 중

복성을 향상시킨다. 이 기술은 때로 전형적으로 하드디스크 배열 컨

트롤러를 통해 실현되는 RAID(Redundant Arrays of Independent

Disks) 스키마를 사용하여 구현된다.2)

또한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용량의 탄력성 또는 유연성으로 인해

논리적으로 확장이 자유로운 저장매체다. 이러한 특성은 원격지에

존재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데이터의 압수․수색 시 무결성, 안전

성, 신속성 확보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2) 토마스 얼, 자이엄 마흐무드, 리카르도 푸티니, 클라우드 컴퓨팅 : 개념에서 설계, 
아키텍처까지(옮긴이:강송희, 강서연, 김인정), 에이콘 출판사, 2014년,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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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산 파일시스템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서비스 업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분산 파

일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점차 자리를 잡

아가면서 서비스 제공자마다 효율적인 저장방법으로서 Network

File System,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Common Internet

File System, Google File System, Amazon EFS 등 나름의 독자적

인 파일시스템을 적용한다. 다양한 파일시스템만큼 메타데이터와 실

제 데이터에 대한 저장방식과 분석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데이터 센터 내의 저장매체들은 RAID 기술을 채택함으로써 가용

성과 보안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분산 파일시스템으로 인해 분산된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물리적 이미징 작업은 쉽지 않다. 시간적․공

간적인 조건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디지

털 포렌식 관점에서 압수․수색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커다란 장애

요소 중 하나이다.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분석을 위해서도 분산파일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파일시스템은 Meta Area와 Data Area의 구조로 이루

어져 있다. FAT 파일시스템은 볼륨의 첫 섹터인 Boot Record,

FAT 영역과 데이터 영역을 분석함으로써 은닉 파일, 삭제 파일, 조

각난 파일 등을 복구할 수 있고, NTFS 또한 MFT엔트리와 데이터

영역을 분석함으로써 안티 포렌식에 대응하여 디지털 증거를 확보

할 수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분산 파일시스템에 대한 분석 방법

은 드라이브, 볼륨의 분석 가능성이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연구되

지 않았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사용되는 분산 파일시스템

은 제공자에 따라 그 형태가 다양하다. 따라서 분산파일시스템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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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기 위해서는 각 서비스 제공자의 파일시스템에 대한 많은 연구

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 2013년 11월 11부터 15일까지 미국 산타페에서 데이터 관리

서비스 위원회 메타데이터 표준화 실무반(ISO/IEC

JTC1/SC32/WG2)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메타데이터 교환

표준으로 대한민국에서 개발하였던 ‘ISO/IEC 20943-5 메타데이터

매핑 절차’와 20943-6 온톨로지 생성 프레임워크가 국제표준(TR,

Technical Report)으로 제정되고 최종 출판3)되었으며, 아울러 빅데

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기술환경에서의 메타데이터 표준

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최근 ISO/IEC JTC1/SC32 데이터 관리서비스 위원회를 통해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소셜 네트워크 분석, 차세대 분석 기법, 인

터넷 사물 통신 등 신규 기술 분야에서 데이터 상호 운용성 증대를

위한 표준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빅데이터 분야

의 참조모델을 지속적으로 제안하여 빅데이터 표준화를 선제적으로

주도하려고 하고 있으며, 아울러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서비

스간 메타데이터 교환모델을 신규 과제로 제안하면서 ISO/IEC

JTC1/SC32 데이터 관리서비스 국제표준화 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신규 기술 분야에 대한 선제적 표준화 대

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의 강화

클라우드 보안은 크게 전용 데이터 센터에 대한 물리보안, 네트

3) http://www.kodb.or.kr/,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3, 12. 11.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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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보안, 계정 인증과 접근권한 통제, 호스트·애플리케이션·데이터

에 대한 보안 등으로 분류된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영역은 피압수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 의해 공유된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안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수

사기관은 피압수자의 데이터라 하더라도 범죄와의 관련성 없는 데

이터는 압수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과 법원의 요구에 따라 선별압수

의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동일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3의 이용자에 대

한 관계에 있어서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하는 각 사용자는 중복된 신뢰경

계를 공유한다. 피압수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제3자의 데이터 영역에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의 입장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바라는 가장 큰 요구사항은 보안의 강화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자의 보안정책은 클라우드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기

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는 보안 강화를 위해 많은 연

구와 투자를 하게 된다. 이는 곧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는 커다란 장

애물이다.

4) 데이터의 자동 복제에 의한 중복 저장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폴더, 파일, 링크 등의 데이터는 여

러 가용 영역에 중복 저장된다. 이러한 기능은 사용자의 데이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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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도움이 된다. 한 곳에 저장된 데이터의 손실이 있더라도 다른

곳에 중복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재난에 대비할 수 있

다.

자동 복제 기능에 의해 중복 저장된 데이터의 본문 내용은 동일

하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에 저장된 데

이터의 MAC Time과 같은 메타데이터가 같을 지는 의문이다. 이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 연계

보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5) 삭제된 자료의 복구 가능성이 낮음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웹 브라우저 혹은 스토리지 애플리

케이션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원격지에서 삭제된 데이터

를 복구하기 위해 물리적 디스크를 분석할 수가 없다. 설령 데이터

센터에 있는 스토리지 박스에 접근하였다 하더라도 클라우드 스토

리지의 특성상 계속되는 파일의 생성․삭제 등으로 덮어써질 가능

성이 높고, 수많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버를 차

단할 수도 없다.

삭제된 데이터의 복구 가능성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구체

적인 기술 구현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박

스의 배열 방식, 분산파일시스템 등의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전통적인 저장매체에서의 복구 방법보다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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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비밀 보장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압수․수색의 처분을

받는 기업의 자유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방식, 보안정책, 네트워크 현황,

내부 구조, 암호화 방식 등 기업의 영업 비밀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

하여야 한다.

7) 형사소송의 이념 갈등 강화

실체 진실의 발견이라는 이념의 실현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은 최

대한 광범위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실체 진실의 발견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피압수자 등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커진다. 반대로 피압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서는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에 한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수

색하고 압수하여야 한다. 그 결과 수사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실체진실의 발견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갈등 관계가 보다 넓게 형

성된다.

8) 글로벌 기업의 법적 제도에 따른 접근의 제약

글로벌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업체의 데이터 센터는 세계 곳

곳에 산재해 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 대상 디지털 증거에 대해

우리나라의 수사권이나 재판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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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수 있다. 해외에 존재하는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은 관련 국가 또는 서비스 제공자

의 협력 없이는 어렵다. 또한 각국의 형사절차 관련법, 개인정보보

호 관련법의 충돌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어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4)

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9) 가상화 기술을 이용한 IT 자원의 관리

피압수자의 사무실이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만으로는 가상

화 기술이 적용된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실제 데이터가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다. 사용자에게는 데이터가 로컬 컴

퓨터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로 인해 압수․수색은

software적인 접근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hardware적인 접근방

법으로는 쉽지 않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다양한 가상화 기술

적용방식에 따라 압수․수색의 방법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10) 데이터의 대용량화

국내외 대다수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는 기본적으로

수십 GB의 무료 저장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중국의 웨이윤은 최대

10TB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사용자는 비용을 지불하면 얼마든지 저

장용량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4)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의해 공조조약이 체결된 경우 외국의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관련 공조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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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Amazon Web Serivce의 클라우드 스

토리지에 있는 30G의 자료를 이미징할 때 EnCase, FTK를 사용한

경우 12시간,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을 이용한 경우는 120

시간5)이 소요되었다. 기존의 포렌식 도구와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형사절차상 신속한 압수․수

색을 위한 시간적 제한사항을 한층 깊이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을 의미한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한 효율적

인 포렌식 도구의 개발이 절실하다.

11) hash 함수에 의한 무결성 입증의 한계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기존의 무결성

입증 방식인 hash value에 의한 데이터 원본과 이미지와의 동일성

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박스에 저장된 원

본 디지털 자료의 hash value를 획득하지 않는 한 네트워크를 통해

압수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hash value와의 동일성을 확인할 방법

이 없다. 하드웨어(혹은 드라이버)와 네트워크 환경설정의 차이로

인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원본 데이터와 클라우드 이미지와

의 동일성을 암호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6) 또한 네트워

크를 통한 다운로드 시 MAC Time 등 Metadata의 변경도 불가피

하다.

5) Josiah Dykstra, Alan T. Sherman, 앞의 논문, S95쪽
6) Josiah Dykstra, Alan T. Sherman, 앞의 논문, S97쪽
    다만, 작성자의 실험에 의하면, 원본 샘플 파일과 샘플 파일을 네이버 드라이브

와 구글 드라이브에 각각 저장한 후 Wi-Fi를 통해 스마트폰에, 유선 LAN을 통해 
PC에 각각 다운로드하여 MD5와 SHA1 해쉬값을 계산한 결과  MD5와 SHA1 각
각의 해쉬값이 동일함을 확인하였다.(사용한 프로그램은 “md5hash” 무료프로그
램, 사용한 해쉬 알고리즘은 MD5와 SHA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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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다양한 기술 수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제공자마다 차별적이고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한다. 대용량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는 업체, 보안기술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업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우선시 하는 업체, 데

이터의 업로드․다운로드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업체 등 업체별로

추구하는 서비스의 품질이 다양하다.

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자사의 서비스 형태에 따라 다양한

구조적, 기술적 특성을 적용하여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업계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수사기관이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대상

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서비스 제공자의 환경에

맞는 구체적인 압수․수색 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수사

기관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 수준과 디지털 환경에 맞는

맞춤형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고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Ⅲ. 클라우드 산업의 현황

1. 클라우드 전달 모델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전달 모델에 따라 IaaS,

PaaS, SaaS로 구분된다.7) 최근에는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7) 토마스 얼, 자이엄 마흐무드, 리카르도 푸티니, 앞의 책,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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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분류되기도 한다. ①소프트웨어 제공방식(SaaS, Software as

a Service) ②데이터 센터 제공방식(Data-center as a Service) ③플

랫폼 제공방식(PaaS, Platform as a Service) ④인프라 제공방식

(Infrastructure as a Service) ⑤음성통신 제공방식(Communications

as a Service) ⑥비즈니스 기능 제공방식(Business as a Service) ⑦

아키텍처 구성 기술 제공방식(Architecture as a Service)8) 등이 있

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발전과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2. 클라우드 배포 모델

클라우드 배포 모델은 기본적으로 Public 클라우드, Private 클라

우드, Hybrid 클라우드의 3가지로 분류된다.9) 배포 모델이 좀더 발

전되어 Public 클라우드(덜 민감한 정보), Community 클라우드,

Private 클라우드(민감한 정보), Hybrid 클라우드로 분류되기도 한

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압수․수색의 방법,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은 Public 클라우드 서비스 분

야가 Private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보다 활성화 되었다. 하지만 점

차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증가하고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신뢰성

과 경제성이 보장되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8) 이병엽, 박준호, 유재수,고가용성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을 위한 그리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2권 제2호(2012년) 22쪽, 

9) 토마스 얼, 자이엄 마흐무드, 리카르도 푸티니, 앞의 책,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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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라우드 서비스 현황

1) 국내외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현황

국내의 모바일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네이버와 다음(2015

년 12월 31일 서비스 종료 예정) 등 포털사와 SKT, KT, LGU+ 등

통신사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각각의 사업자는 적게는 15GB에

서 많게는 50GB까지 무료 저장용량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비용

을 지불하면 얼마든지 용량을 추가할 수 있다.

세계의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은 아마존, 구글, IBM, HP 등 미국

의 메이저 IT 기업들이 독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자주 이용

하는 주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로는 Drop Box, 애플의 iCloud,

구글 드라이브,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아마존의 AWS 등이 있다.

2) 모바일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분야 국내외 시

장 규모10)

국내의 모바일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통신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40% 이상 급성장하고 있고, 초고속 무선통신 서

비스 인프라 확충으로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도 2010년

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25% 이상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10) 김홍근, 김형종, 나연묵, 민홍, 이호웅, 모바일 클라우드 보안, 책밥, 2015년, 1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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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클라우드 스토리지 압수․수색의 장애 요인

1. 원격 수집도구의 부재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디지털 자료를 검색하고 선별한 후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당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물용 저장매

체에 직접 저장할 수 있는 도구나 방법이 없다. 현재로서는 클라우

드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거쳐 로컬 PC에 저장한

후 기존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와 수사기관의 압수물용 저장매

체에 저장된 데이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 현재로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드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

성과 무결성을 담보하기 위해 피압수자의 절차적 동의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수

사기관의 압수물용 저장매체에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는 신뢰성 높

은 표준 도구와 기술의 개발이 절실하다.

2. 디지털 데이터의 암호화 저장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ID와 패

스워드를 알아낸 후 로그인하여야 한다. 최근 일부 클라우드 스토리

지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클라우

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파일 각각에 대한 자체 암호화 기능을 제공

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의 계정 정보를 압수하여 해당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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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근하였다 하더라도 암호화된 파일에 대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한다면 파일의 내용을 알아낼 수 없음은 물론 로컬 PC

로의 다운로드 자체도 허용되지 않는다.

3. 삭제된 자료에 대한 복구의 어려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저장매체에 대한 삭제 파

일 복구 기법을 적용할 수 없다.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서

는 물리적 디스크를 분석하거나 디스크 전체에 대한 이미징 파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클라우드 스토리지 박스 자체에 대한 물리적 분석이나 이

미징 작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삭제된 디지털 증거의 복구

를 위해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박스의 전체

를 압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수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대용량 저장매체에 대한 이미징 작업을 할 수도 없다. 클라우드 스

토리지에서 삭제된 데이터의 복구 가능성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자의 기술 수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전통적인 저장매체에서의 표

준적인 복구 방법으로는 복구가 불가능하다.

4. 국외 스토리지에 대한 압수․수색 시 당사국간

법률적 마찰

디지털 증거가 저장된 클라우드 시스템의 물리적 위치가 여러 국

가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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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의한 제약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구글 드라이브나 아마존 웹

서비스 등 일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데이

터에 대한 보안성 향상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가 자신의

디지털 자료가 저장될 데이터 센터의 국가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한다.

형사절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외국의 데이터 센터에 저장된 디

지털 데이터의 압수․수색을 요청할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는 외국에 있는 국민의 Privacy 보호를 이유로 User data의 해외

전송을 거절할 수도 있다.

지난 2015년 10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유럽연합과 미국간의 ‘Safe Harbour

Agreement’에 대해 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불충분하다는 이유

로 유럽연합 시민들의 사용자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유

효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사이버 세계는 각국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일부 콘텐츠를 제한하

는 등 약간의 제약이 있기는 하나, 이미 세계화가 이루어졌다. 그러

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의 세계화는 아직까

지 요원하다. 이는 현실 세계의 세계화가 이루어진 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적 협력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과 유사한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다만, 디지털 포렌식의 세계화는

현실 세계의 세계화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5. 대용량의 문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업계에서 경쟁 우위의 확보를 위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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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의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사용자가 보다 안전하

고 대용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클라우

드 서비스 사업자는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황에 따라

선두전략, 지연전략, 사상전략을 채택하면서 IT자원을 수평적 혹은

수직적으로 확장해 나간다. 사용자의 요구와 서비스 사업자의 이해

관계가 일치되는 수준에서 스토리지 서비스는 대용량화 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있어서 압수․수색의 범위가 점차 대용

량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6. 무결성 보장을 위한 새로운 방안의 필요

혐의자 등의 은행거래내역에 관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나 통화내역, 기지국

정보,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의 획득을 위해 통신사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의 목적은 모두 범죄사실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를 획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무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의 집행 시에는 피의자 등의 참여권과 무결성 보장

원칙은 철저히 준수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은행 거래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

장의 집행 결과로 획득하는 압수물은 디지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나 해쉬값 등에 의한 무결성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무결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이유는 명

확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당사자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

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상대 당사자의 증거제출에 명시적 또



- 19 -

는 묵시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것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예외 적용의 기준은 무엇인가. 첫

째로는, 금융기관, 카드사, 통신사 등에 대한 신뢰를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금융기관, 카드사, 통신사 등을 신뢰할 수 있는 협

조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획득된 디지털 자료가 혐의

자에 자유의사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아닌 혐의자의 행동의 결과에

따라 기계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된 것이기 때문일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획득되는 디지털 증거에도 위와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신뢰할 수 있는

협조기관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가 사건의 관련 당사자가 될 경우에는 보다 신중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혐의자의 자유의사가 아닌 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된 자료

(로그 파일 등)에 대한 무결성 입증 방식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

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는 일반 디지털

저장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포렌식 절차와는 근본적인 차이

가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입증을

위해 기술적 방법과 절차적 방법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하여야 한

다.

우선 기존의 해쉬값에 의한 암호학적 방법으로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암호학적 방법에 의한 무결성 입증 방법이 불

가능할 경우에는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하는 압수․수색 관계자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된 경우에는 해쉬값이 다

르더라 하더라도 무결성을 인정해야 한다. 즉, 수사기관이 주체가

되어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클라우드 시스템 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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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를 얻어 안전한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의 침입 없이 디지털 증

거가 수집된다면 무결성을 인정하여도 좋을 것이다.

7. 네트워크 관련성 강화로 인한 신뢰성 문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를 다운로드하는 과정

중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 공격으로부터 감염 또는 위협이 존재할

수 있다. 또는 관련자가 수사방해 목적으로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경

우도 있을 수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디지털 증거를 네트

워크를 통해 수집할 때는 네트워크의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8.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존성 강화

공권력으로서의 수사권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협력 의지나

기술적 능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자의 협조가 없이는 압수․수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질서 유지를 위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의 정도가 사인(私人)

의 의사나 능력에 좌우된다는 것은 강제처분을 받는 국민의 입장에

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나아가 이렇게 일률적이지 못

한 수사권 행사는 공권력의 정당성에도 의문을 갖게 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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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시-다중 접속의 문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하나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여러 명에 의한 동시-다중 접속이 가능하다. 네이버의 WorksMobile

서비스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파일에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

하여 삭제․변경․수정함으로써 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 중 하나가 동시-다중 접속을 통한 공동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는 압

수․수색 대상자들이 안티포렌식의 수단으로 악의적으로 활용할 가

능성도 포함하고 있다. 피압수자와 사건 관련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사건 관련 증거를 원

격으로 삭제․변경․이동할 수 있다.

동시-다중 접속을 통한 공동 작업은 형사소송적 측면에서 피의자

의 특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디지털

자료의 내용과 혐의자와의 관련성, 클라우드에 접속한 디지털 기기

의 소유자, 로그 기록 등을 분석하고 일반 수사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클라우드 사용 모니터11)

에 의해 기록되는 로그 자료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의 행위를

분석함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

해서는 동시-다중 접속 차단12)이 중요하다. 압수․수색 대상 클라우

11) 토마스 얼, 자이엄 마흐무드, 앞의 책, 198쪽,  클라우드 사용 모니터는 IT 자원 
사용 데이터를 모으고 처리하는 책임있는 경량화 되고 자율적인 소프트웨어 프로
그램으로, 네트워크 트랙픽과 메시지 측량, 측정기간 길이 등을 측정하여 로그 데
이터베이스에 사용 데이터를 저장한다.

12) 김흥원, 클라우드 스토리지 압수․수색 시 문제점과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학교, 2015, 석사학위 논문,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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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스토리지 서비스 계정에 수사기관이 단독으로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여 동시-다중 접속의 차단을 요

구한 경우에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다중 접속 차단의 경우 피압수자가 범죄와 관련성 없는 데

이터의 사용을 요구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보장, 기업의 자유 보장 등 기본권 보장과의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 필요하다. 압수․수색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

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압수․수색의 종료가 요구된다.

10. 멀티 디바이스를 이용한 실시간 자동 동기화의

문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사용자가 로컬 단말기의 저장매체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동기화한 경우 해당 파일은 실시간으로 변경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 수준에 따라 파일의 내용뿐

만 아니라 MetaData도 변경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요구에 의해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데이터와 단말기

내 저장 장치에 있는 데이터 간의 실시간 자동 동기화 기능을 제도

적,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압

수․수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원격지 접

속을 차단함으로써 실시간 동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원격지 접속

차단을 요구받은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응하도록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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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강화

국가 기능으로서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서 범죄수사를 위한 수사

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능과 피의자 등의 기본권 보장은 반비례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법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법은 불법에

양보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열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을 벌해서는 안 된다’

고 할 수도 있다. 수사권의 발동은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

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사권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발동된다 하더라도 고객

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센터의 기밀성을 최우선 정책으로 강조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를 상대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데이터의 보안성 문제

를 고려하여 자사의 해외 데이터 센터 설치 시 IT 인프라가 우월한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홍콩, 대만 등을 선택하였다.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으로 고객의 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 때문

이었다. 보안과 기밀성을 강조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수사기

관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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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여권의 보장의 문제

1) 참여권의 법적 성격

판례에 의하면, ‘피압수자(당사자)의 참여권 보장’은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남겨지게 되면 피압수자의 다른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한층 커지게 되므로 그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

한 핵심절차13)라고 하여 실체적 권리보다는 절차적 권리로서의 성

격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권은 절차적 권리인 동시에 실체적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참여권자로서의 피압수자14)는 수사기관이 사건과 관련한 어떤

자료를 압수하는지 압수 목록을 교부받을 권리가 있고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의 ‘다른 법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수사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참여권의 주체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인 참여권자로서 ‘검사,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규정하고 있다.15) 압수․수색의 당사자로서 수사기관의

13) 대법원, 2011모1839, 2015. 7. 16. 결정, 준항고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또한 
본 판례에서 ‘피압수자’는 범죄 실행자로서의 ‘피의자’를 지칭하고 있다.

14) 형사소송법 제118조의 영장의 처분을 받는 자, 제121조의 당사자인 참여권자, 
제129조의 압수목록을 교부 받을 자의 관계와 범위를 명확히 밝힐 필요성이 있
다.

15)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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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 보장은 큰 문제가 없다.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권 보장이 중요하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데이터의 압수․수색 시 피압수자, 즉 압수의

처분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피압수자로는, 첫째, 피의자로서는 범

죄의 실행자(Criminal)가 될 것이고, 둘째, 디지털 데이터의 소유자

로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User)가 될 것이고, 셋째, 데이터의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Provider)가 될

것이다.

3) 참여권 보장의 방법

(1)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얻어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의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을 미리 확보한 경

우에는 통상 압수․수색영장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

고 필요한 디지털 증거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하게 된다.

수사기관이 원격지에서 팩스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영장을 제시

하는 경우, 수사기관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하게 된다. 참여권자는 한편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담당직원이 피압수자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

고, 다른 한편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수사기관에게 제공

할 때 수사기관의 활동을 관찰함으로써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보면 참여권은 어떤 방식으로든 보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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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위법한 압수․수색으로써 증

거능력이 배제될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원격으로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할

경우에는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기가 쉽지 않다. 클라우드 서비

스 제공자가 피압수자(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로서의 User)의 디지

털 자료 중 어느 것이 피의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지 판단할 기대가능성이 낮고, 담당직원이 압수의 목적물로서 기억

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서비

스 제공자의 협조를 얻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에는 사건

을 직접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의한 범죄 관련성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와 관련한 적절한 증거가 수집되었는지 선별압수의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수사기관이 직접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

수사기관이 직접 피압수자의 계정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접속

하거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얻어 현장을 감

독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 참여권자는 수사기관의 압

수․수색 현장에 함께 함으로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

다.

당사자의 참여권 침해는 위법행위로써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직접 압수․수색을

시행하게 되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원격으로 협조를 요청

하여 시행하는 때보다 선별압수의 원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할 수

있고 당사자의 참여권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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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의 태도

은행거래내역에 대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을 위한 금융기관

에 대한 영장의 집행이나 통화내역, 기지국 정보, 인터넷 접속 기록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관한 디지털 증거 획득을 위한 통신사에

대한 영장 집행 시, 피의자․소유자․소지자의 참여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이 수사실무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모든

증거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법원이 참여권 미보장을 이유로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판단하

는 기준은 무엇일까? 법원은 금융거래내역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에 대한 디지털 증거 획득을 위한 영장의 집행과 일반적인 디지털

증거 획득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있는

가? 만약 그렇다면 그 차이점은 무엇이며 피의자 등의 참여권은 어

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양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첫째, 압수․수색 대상 자료의 소유권

귀속의 문제일 수 있다. 금융거래내역이나 통신사실 자료의 경우 해

당 자료가 혐의자 등의 소유가 아닌 객관적인 제3자(금융기관 혹은

통신사)의 소유이고 일반적인 디지털 증거의 경우 혐의자 등의 개인

의 소유인 경우16)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대상 자료의 소유권 귀속에 따라 피의자 등의

참여권 보장 유무가 달라져야 할 근거는 없고 그에 따라 참여권 보

장이 달라져서도 안 된다. 참여권자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실무상에서 금융거래내역이나 통신사실 자료에 대한 영

16) 물론, 일반적인 디지털 증거도 객관적인 제3자의 소유인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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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집행에 있어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수사가 관행이 되어버

린 것이다. 앞으로의 수사절차에서는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금융거래내역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영장의 집행과 일반

적인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두 번째

차이점은, 압수대상 자료를 객관적인 제3자를 경유하여 획득하느냐

아니면 수사기관이 직접 획득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점으

로 인해 참여권 보장에 차이를 두어야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즉,

객관적인 제3자를 경유하여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기 때문에 참여권

을 제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제3자를 경유하여 디지털 증

거를 획득할 때 참여권은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제3자를

경유하여 디지털 증거를 획득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직접 획득하

는 것보다 증거가 오염될 가능성과 피압수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

능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디지털 증거의 소

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물건성을 인정하고 그 소유권과 제어권은 서

비스 사용자(User)에게 있고 사용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

공자(Provider)에게 보관을 위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제3자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증거를 획득할 수도 있고 수사기관이 직접 수색하여 획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하더라도 피의자 등의 참여

권 보장에 차이를 두어야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피의자 등의 참

여권은 예외사유가 없는 한 언제든지 보장되어야 하며 참여권 보장

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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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권 보장을 위한 사전 통지의 예외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미

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클

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압수․수색 시 압수 대상 계정에 대한 접

속 차단조치 없이 참여권자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피의자 등은 자기

에게 불리한 자료를 어떻게든 수정․삭제․은닉․이동하려고 할 것

이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여러 가지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서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사전 통

지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압수․수색

의 경우에도 이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사전 통지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우선

압수․수색 대상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외부에서의 접

속 차단 조치를 취한 후에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수정․삭제․은닉․이동하는 것을 예방하고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

다.

13. 여러 개의 계정 사용에 의한 안티포렌식

혐의자가 여러 개의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을 보유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정에서는 직장의 일반적

인 업무 관련 컴퓨터 작업을 하고 ⓑ계정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관

련 컴퓨터 작업을 하고 ⓒ계정에서는 직장에서의 분식 회계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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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포렌식 수사관은 혐의자가 사용하는 단말기에서 클라우드 스토리

지 접속 흔적을 발견하고서 혐의자를 설득하여 클라우드 스토리지

에 대한 ⓐ와 ⓑ계정을 확보하였다. 수사관이 ⓐ와 ⓑ계정에 접속하

여 모든 파일을 수색하였지만 사건과 관련된 아무런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14.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압수․수색을 위한 관련

법령의 미비

1) 형사소송법

우리 형사소송법은 1954년 9월 23일 제정 후 사회 발전에 따른

변화의 수용, 국민의 기본권 보장, 형사소송절차의 합리화, 법규범과

현실과의 괴리 해소를 위해 18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하지만 ITC

환경의 발전과 함께 커다란 변화를 맞고 있는 디지털 증거법 분야

에 대해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변화된 데이터 저장방식에 따른 압수․수색 방법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 절차,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건에

대해서는 판례의 해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엄

격한 절차와 방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침묵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판례를 통해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불문법을 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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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가 형성하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와 방식, 증거

능력 인정요건 등에 관한 근거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없다. 디지털

증거는 오직 법원의 해석에 의해 그 증거능력 유무가 달라지고 있

다. 형사소송법의 제1편 제10장의 ‘압수와 수색’에 관한 규정이나 제

2편 제3장 제2절 ‘증거’에 관한 규정을 디지털 증거에 대한 법 적용

의 근거로 삼기에는 그 규정이 지엽적이고, 법치국가의 원리에도 어

긋나 위헌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2)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률

2015년 3월 27일, 법률 제13243호로 제정된『클라우드 컴퓨팅 발

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및 이

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동법 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제1항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

비스 제공자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

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의 압

수․수색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협력의무나 절차적, 기

술적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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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

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9조의3(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1항은 검사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

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

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

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의 압

수․수색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협력의무나 절차적, 기

술적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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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게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83조

(통신비밀의 보호)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

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

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 이용자

의 주민등록번호, 이용자의 주소, 이용자의 전화번호, 이용자의 아이

디,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이다.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자료제공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

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

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전

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해 어떤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5) 기타

대검찰청예규 제805호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증거 수집 및 분

석 규정”제15조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검증) 제2항에는 클



- 34 -

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염두에 둔 규정이 있다.

제15조 제2항에서는 ‘압수·수색의 대상인 정보저장매체와 정보통

신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증거를 저

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 압수·수색 대

상인 정보저장매체를 통하여 접속한 후 수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수색·검증 대상 정보저장매체가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있고,

압수·수색 대상자가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하여 기억된 정보를 임의로

삭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연결 케이블을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5항에서는 정보저장매체의 책임자 등에게 디지털 증거의

출력, 복제, 정보저장매체의 작동,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

른 정보저장매체의 접속,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대검찰청 예규에 의하면, 압수․수색 대상인 정보저장매체를 통

하여서만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접속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압수․수색 대상 저장매체가 아닌 다른 디지털 기기, 클라우드 서비

스 제공자의 기기를 통한 접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케이블이 아닌 무선통신망을 통해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

저장장치에 연결된 경우에 대한 적용 가능성도 없고 클라우드 스토

리지 서비스에 대한 외부에서의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도 없다.

경찰청훈령 제766호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에는 제10조에 영장집행의 준비, 제11조에 영장집행의 방법, 제12조

에 압수절차를 규정하여 전통적인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수색을 규정하고 있으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대상으로 한 압수․

수색을 위한 별도의 절차와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35 -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193호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운영지침”에는 제7조에 디스크 등 저장매체로부터의 증거의 수집,

제8조에 정보처리시스템으로부터의 증거 수집, 제9조에 디지털 증거

의 수집 시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대상

으로 한 압수․수색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6)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의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유럽회의의 사이버범죄 방지협약 제19조는 회원국들에게 클라우

드 스토리지와 같은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원격지의 압수․수색이라 하더라도 자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

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그 데이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17)는 한계점

17) Article 19 – Search and seizure of stored computer data
1. Each Party shall adopt such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mpower its competent authorities to search or similarly 
access:

   a. a computer system or part of it and computer data stored therein; 
and

   b. a computer-data storage medium in which computer data may be 
stored

   in its territory.
2 Each Party shall adopt such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nsure that where its authorities search or similarly 
access a specific computer system or part of it, pursuant to paragraph 
1.a, and hav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data sought is stored in 
another computer system or part of it in its territory, and such data is 
lawfully accessible from or available to the initial system, the authorities 
shall be able to expeditiously extend the search or similar accessing to 
the oth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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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자국의 영토를 벗어난 지역에 존재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에 대한 압수․수색 근거 규정의 입법은 보류하였다.

7) 소결

디지털 산업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

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와 방법도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여야 할 디지털 증거 관련

법규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 증거법이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함에 따라 디지털

자료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를 압수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현실의 디지털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법률해석이 적용됨으로써

법정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디지

털 증거의 압수․수색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규의 제정이

시급하다.

원격지에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의 접속에 의한 압수․수색의 가

능성,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의 협력의무, 원격지 데이터

의 다운로드 방식, 동일성․무결성의 보장을 위한 방법, 국외 데이

터 센터에 존재하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압수 가능성 등을 세부적

으로 규정하여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압수․수색의 법적 정당

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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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압수․수색을 위한 방법

1. 클라우드 스토리지 압수․수색의 현실

1) 클라우드 스토리지 압수․수색의 일반적인 경우

수사기관은 팩스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관계 직원은 영장을 확

인한 후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관련 파일들을 수사기관의 이메

일로 회신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영장집행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첫째, 영장집행은 원본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 하지만

수사실무에서는 금융기관, 통신사 또는 포털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

한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 이메일 등을 압수하기 위해 처분을 받

는 자에게 영장 원본의 제시가 아닌 영장을 팩스로 발송하는 방식

으로 영장을 집행한다. 그러면 해당 기업에서는 담당직원이 범죄사

실과 관련된 해당 디지털 증거를 추출하여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사

기관의 KICS 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수사관 개인의 이메일로 전송

하고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둘째,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팩스 전송에 의해 영장을 제시하고

피압수자는 수사관 개인의 이메일을 통해 디지털 증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른 영장집행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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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경우라면 수긍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전

통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참여권은 반

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등의 압수목록을 교

부받을 권리 또한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인 제3자에 대한 신뢰성 문제이다.

만일 제3자가 혐의자와 이해관계가 있어서 혹은 편의주의에 따라

범죄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를 제외하고 선별하여 범죄와 무관한 정

보만을 제공할 경우 수사기관은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Provider)인 제3자에게 영장의 집행

을 의뢰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직접 압수․수색하는 것보다 엄격

한 절차적 투명성과 안전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반대의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다.

팩스 전송에 의한 실무상의 영장집행 방법의 적법성에 의문을 갖

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이 담보

될 수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제출된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받

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2) 대기업 뇌물공여 사건의 압수․수색 사례18)

실제 모 대기업의 압수·수색 사례에서 대상 기업은 Private

Cloud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포렌식 수사관

은 해당 클라우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가 없었다. 사용자의 아

이디와 패스워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디지털 증거를 압수

18) 이희범, 암호화된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해독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2015,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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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관련 직원들의 협조를 얻어 아이디와 패

스워드를 제공받는 것이었다.

압수․수색 절차는 관련 직원들의 협조 하에 직원 개인 PC에서

기업 전산시스템에 접속(기업 정보보안팀의 승인 필요) → Private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의 접속(직원의 아이디, 패스워드 제공 필요)

→ 각 담당 직원이 작성한 사건 관련 파일을 개인 PC에 다운로드

(네트워크 환경 유지 필요) → 본사의 반출 승인 → 다운로드한 파

일을 압수(일반적인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와 동일) 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기업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만약 대상 기업과 직원의 협조가 없으면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은 쉽지 않다.

2. 클라우드 스토리지 계정 정보 획득 방법

1) 가입자 정보 확인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대상자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 접속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의 가입자

정보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가입

을 위한 정보로서 이메일 주소,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인증을 요

구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정

보의 수집은 제한되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 번호에 의한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접속 권한을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19) 헌법재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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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

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밝혀20) 앞으로는 주민

등록번호의 변경도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2) 가입자 정보를 통한 접속 권한 획득

수사기관이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수색하여 압수하고자 할 경우에

는 해당 계정 정보를 먼저 확보하여야 한다. 계정 정보를 얻기 위해

먼저 계정 정보 획득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가입자별 가

19)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

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

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
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
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20)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3헌바6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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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요건을 알아야 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피압수자의 기본 정보

를 미리 파악해야만 한다.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강화되면서 개인의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

록번호 등의 수집은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고유식별정보에

의한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

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계정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은 각 클라

우드 서비스별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기본 정보를 알아야

하고, 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가입자 정보를 처리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가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입

하기 위하여 어떤 가입자 정보를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많

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며 정확성도 떨어진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는 내부 보안정책에 따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암호

화하여 보관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수사기관은 해당 정보를 확보하

지 못할 수도 있다.

3)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Forensic–as–a-

service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피압수자에 대한 디지털 증거를 수사

기관에 제공한다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은 고

려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21) 수사기관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

이 될 수 있겠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

21) Josiah Dykstra, Alan T. Sherman, 앞의 논문, S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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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회사의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Forensic-as-a-service를 제공하

지 않으려 할 것이다.

4) 보호된 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제도22)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피압수자로 하여금 ID와 패스워드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영국의 Regulation

of Investigation of Powers Act 2000, 프랑스의 Law 2001-1062, 호

주의 Cybercrime Act, No. 161, 2001 등 일부 국가의 법령에서는 수

사기관 또는 법원에게 보호된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명령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만약 수명자가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보호된 정보에 대한 공개명령은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해서는 적용

될 여지가 있으나, 피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

죄거부권,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

5) 자동접속 기능 활용

피압수자가 사용한 PC, 노트북, 노트패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

기에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자동접속이 설정된 경우가 있

다. 만약 해당 기기에 자동접속이 설정되어 있다면 현장에서 디지

털 자료를 수색한 후 필요한 자료를 압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22) 이희범, 앞의 논문, 2015년, 22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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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모바일 기기 중심의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자동 접속이

설정된 모바일 기기를 압수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에 바로 접속할 수

도 있다. 대상자의 계정 정보를 획득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압수․수

색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단말기를

압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직접 디지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제도

와 절차적 가능성을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3. ID만을 확보한 경우, Password 찾기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흔적 분석23) 또는 클라우드 시그니처 분석

등을 통하여 피압수자가 사용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ID만을 확보하

고 패스워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패스워드를 초기화하는 방

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패스워드를 초기화한 후 부여받은 새로운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해당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 이 때 새로운 패스워드를 부여받는 방

법은 서비스 제공자의 내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가입자 본

인의 협력이 필요하다. 대부분 가입자의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본

인 인증을 한 후 패스워드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비밀번호가 암

호화된 해쉬파일을 압수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암호화된

해쉬파일을 압수한 후 Brute force Attack이나 Dictionary Attack으

로 해당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비밀번호가 길게 설정된 경우 현재의 암호공격 기술로

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23) 김흥원, 앞의 논문, 25쪽,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사용흔적 확인 프로그램의 
보완 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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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C Address-Log–Forensic

MAC Address는 이더넷의 물리적인 주소이다.24) 이더넷 카드의

ROM에 기록된 것으로서 주소 크기는 6byte인데, 미국전기전자학회

(IEEE)가 전반부 3byte(24bit)를 벤더에 할당하면, 벤더 측은 후반부

3byte(24bit)에 대해 세부 할당을 한다. 통신망 운용 상태를 감시하

기 위한 모니터 초기 화면에는 각 기계의 이름이 미리 망 관리 인

터페이스 카드(NIC : Network Interface Card)에 할당되어 MAC 주

소(MACA)로 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48bit 길이이며, 통상 개인

용 컴퓨터(PC)나 구내 정보 통신망(LAN) 기기의 LAN 접속구상의

ROM에 기입해 두고, MAC층 데이터 프레임의 앞쪽(머리부)에는 송

신처의 주소를 지정해서 사용한다. 제품에 들어있는 MAC 주소는

세계에서 유일한 ID라고 생각할 수 있고 구성은 다음과 같다.

1byte 1byte 1byte 1byte 1byte 1byte

00 30 F9 00 00 01

Company ID Serial Number

[표 2. MAC Address의 구성]

1) 개념 정의

MAC Address-Log–Forensic은 이더넷 카드의 고유번호인

MAC Address를 추적하여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2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62689&cid=42346&categoryId= 
42346, [네이버 지식백과] MAC 주소 [MAC address, -住所] (IT용어사전,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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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클라우드 계정 정보를 확인하고 그 계정으로부터 범죄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디지털 포렌식 방법이다.

특정 Client가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한 경우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특정 Client의 접속 로그를 기록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자의 로그 서버에 기록되는 로그 중에는 특정 Client의 MAC

Address도 포함된다.

수사기관은 피압수자의 Client에서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흔적을 찾아내고 접속한 디지털 기기의 MAC Address를 확보해야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피압수자가 사용한 단말기의

MAC Address를 제공하고 로그 서버로부터 그 MAC Address에서

접속한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하나의 단말기에서

여러 개의 계정을 사용하여 안티포렌식을 수행하는 범죄자의 회피

공격에도 대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혐의자에게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을 요구

하고 혐의자가 순수히 계정 정보를 알려주었다고 하자. 수사기관이

해당 계정 정보로 접속 후 수색을 하였으나 사건과 관련된 증거 파

일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알고 보니 혐의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계

정을 여러 개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계정

만을 수사기관에게 제공하고 사건과 관련한 중요한 증거가 저장되

어 있는 계정 정보는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 클라우드 서비

스 제공자를 상대로 MAC Address-Log–Forensic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디지털 기기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했던 모든 계정 정

보를 알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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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N 상에서의 MAC Address의 전송 절차25)

라우팅 테이블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낼 상대의 IP 주소가 정해

지면 상대 네트워크 카드의 MAC 주소를 포함하고 있는 MAC 헤더

를 추가한다.

[그림 1 MAC Header 추가]

LAN 상에서의 실제 데이터 전송은 MAC Address에 의해 이루

어진다. MAC 주소를 포함하는 MAC 헤더는 14바이트 크기로 다음

과 같은 정보들을 포함한다.

25)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70480&cid=51173&categoryId 
=51173, [네이버 지식백과] MAC 주소 등을 추가하는 IP (컴퓨터 개론, 2013. 3. 
10., 한빛아카데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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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크기(비트) 설 명

송신측의

MAC 주소
48

데이터를 보내는 네트워크 카드의

MAC 주소

수신측의

MAC 주소
48

라우팅 테이블에 의해 정해진 상대

네트워크 카드의 MAC 주소

이더넷 타입 16 프로토콜 종류(IP: 0800, ARP: 0806)

[표 3 MAC Header의 구조]

송신측의 MAC 주소는 자신의 네트워크 카드에 내장된 ROM에

서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수신측의 MAC 주소는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에 의해 구할 수 있는데, 동작 원리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수신 측의 MAC 주소 구하기]

ARP는 LAN 상의 모든 호스트에게 ‘IP가 111.111.111.1인 장치

야! MAC 주소 알려줘!’라는 메시지를 Broadcast 한다. 그러면 IP

주소가 111.111.111.1인 장치(여기서는 라우터1)가 ‘난데, 나의 MAC

주소는 00-00-0c-07-ac-cb야.’라고 응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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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통신할 때마다 MAC 주소를 구해야 한다면 이는 비효율

적이므로 한 번 조회한 MAC 주소 정보는 ARP 캐시에 저정하고,

다음 통신부터는 ARP 캐시를 보고 MAC 주소를 얻게 된다. 그러나

네트워크 카드를 교체해서 MAC 주소가 바뀌거나 IP 주소를 새롭게

설정하면 문제가 생기므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ARP 캐시에 저장

된 값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고 갱신된다.

MAC 주소는 OSI 7 레이어 모델 중 2계층인 DataLink Layer에

서 사용되는 주소이다. 따라서 3계층인 Network Layer로 넘어가면

IP 주소가 사용된다. 따라서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LAN을 넘어

WAN으로 가게 되면 MAC 주소를 대체하는 IP 주소가 사용된다.

3)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MAC Address 수집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하는 범죄 혐의자의 네트워크 단말기 MAC 주소가 클

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전송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MAC Address-Log–Forensic이 가능한 이유는 대부분의 클라우

드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와의 사용계약(개인정보 취급 방침 등)에

의해 MAC Address를 수집26)하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26) 1. “네이버 클라우드” 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관련 내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서비스 이용 과정에 이용자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IP주소, 쿠키, 방문일시•불량 이용 기록 등의 서비스 

이용 기록, 기기정보가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2. “구글 클라우드”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 중 개인정보 수집 관련 내용
※ Information we col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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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과금정책을 위해 또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 등

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자의 MAC 주소를 수집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용자의 보안 관리를 용이하게 하

기 위해 로그 관련 정보를 서비스로 제공하기도 한다. 구글은

Google Cloud Logging Service, 아마존 웹 서비스는 CloudWatch,

마이크로소프트는 Azure Diagnostics라는 이름으로 로그 정보를 제

공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로그 서버에 기록된 MAC Address

로그는 위․변조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수사기관이 수집한 MAC

주소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MAC 주소의 일치,

가입자의 스마트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획

득된 계정 정보와 사용자를 특정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

4) MAC Address-Log–Forensic 수행 절차

MAC Address-Log-Forensic의 수행은 2단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으로써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Device information 
   We collect device-specific information (such as your hardware model, 

operating system version, unique device identifiers, and mobile network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 Google may associate your device 
identifiers or phone number with your Google Account. 

◦Log information 
  When you use our services or view content provided by Google, we 

automatically collect and store certain information in server l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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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수사기관은 혐의자의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를

대상으로 1단계 압수․수색을 실시한다. 1단계 압수․수색을 통해서

피압수자의 디지털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증거를 수집한다. 사건 관

련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압수․수색을 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흔적을 수집한다.

하지만 혐의자가 압수․수색을 예상하고 사용자 컴퓨터 등 디지

털 기기를 이미 포맷하였거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관련 흔적을

삭제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수사기관은 피압수자의 디지털 기기에

서 사건과 관련한 아무런 증거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

고 압수․수색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용자의 인터넷 접

속 클라우드 디바이스와 그 디바이스의 MAC Address를 수집한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접근 가능한 디바이스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

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스크탑, 노트북, 넷북, 태블릿

PC, 스마트폰에서부터 미디어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서피스컴퓨터,

웨어러블 인터페이서, 앰비언트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수사

기관은 디바이스의 환경 설정에서 간단한 조작으로 MAC Address

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혐의자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2단계 압수․수색을

예상하지 못하도록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클라우드 컴퓨

팅 환경의 특수성에 따른 수사보안과 당사자의 참여권 및 피압수자

에 대한 압수목록 교부 사이의 충돌문제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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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데이터는 일반 물건보다 삭제․변경․은닉이 용이하다.

눈치 빠른 피압수자는 MAC Address 수집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안티 포렌식 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영장집행의 사

전 통지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수사 보안을 유지하여 외부에서 압

수․수색 대상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접속하여 디지털 증거

를 수정․삭제․이동하는 안티포렌식 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2) 2단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1단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사용자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MAC Address를 이용하여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

로 2단계 압수․수색을 실시한다. 수사기관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자에게 압수․수색영장과 함께 해당 MAC Address를 제공한다. 클

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로그 서버를 분석하

여 수사기관이 제공한 MAC Address로부터 접속된 계정의 ID를 확

인한다. 그리고 확인된 ID를 통해 저장된 사건 관련 디지털 증거를

추출하여 수사기관에게 제공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구할 수 없을 경우27)에는 수사기관이 직접 스토리지 서버에 있는

혐의자 관련 로그 기록을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확인된 ID로부

터 저장된 디지털 자료를 수색하고 압수하기 위해서는 Password를

알아내야 한다.

27)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되어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생각해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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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ssword 확인

피압수자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ID에 대한 Password를 확

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자의 보안 정책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 첫째, 수사기관은 법적 권한에 의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피압수자의 계정에 대한 Password를 제공할 것을 강제

할 수 있다. 만약 Password가 해쉬함수에 의해 암호화된 경우라면

암호화된 해쉬파일을 요구할 수도 있다. Password에 대한 해쉬파일

을 압수한 경우에는 이를 해독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도 있다. 따라서 해쉬파일 해독을 위한 기간 동안 클라우드 스토리

지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의 수정․변경․삭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압수자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계정에 대한 외부에서의 접

속 차단 상태를 유지하거나 원본 데이터에 대한 보존 조치가 필요

하다.

둘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우드 시스템에 Backdoor를

설치해 놓았다면 쉽게 압수 대상 계정으로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

다. Backdoor는 시스템 설계자나 관리자에 의해 고의로 남겨진 시

스템의 보안 허점으로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에 삽입된 프로그

램 코드다. 이는 클라우드 시스템 접근에 대한 사용자 인증 등 정상

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

램이다.

셋째, 만약 압수․수색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Forensic-As-A-Service를 제공한다면 수사기관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필요한 Password를 획득하고 압수할 디지털 증거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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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압수 대상 계정에 대한 압수의 필요성과 압

수할 자료를 특정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하면, 클라

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계정으로 저장된 데이터 중에서 수사기

관이 요청한 자료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에게 제공하게

된다.

넷째,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새롭게 부여된 Password

를 가로채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밀번호를 새롭게 발급받

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ID를 입력한 후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나 이

메일 주소로 인증을 하여야 한다. 이 때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는

등록된 가입자의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인증번호를 발송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인증번호를 압수하여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나 이메일로 제공받고 인증절차를 진행한 후 새로운 비밀번호를 부

여받을 수 있다.

(4) 2단계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문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압수·수색을 위

해서는 수사보안을 유지하면서 1단계, 2단계 압수·수색을 신속히 진

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하나의 영장으로 1․2단계 압수․수색을 진

행하게 되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2단계 압수․수색의 보안을

유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하나의 영장에 1·2단계 압수․수색에 대

한 모든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1단계 압수·수색에서 압수할 MAC

Address 정보와 2단계 압수․수색에서 압수할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을 포함한 관한 모든 정보가 기재된 영장을 피

압수자에게 제시하기 때문이다. 1단계 압수․수색이 종료되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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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관련한 직접적인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MAC Address가 포함된 압수목록을 교부받을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전에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계정에 대한 ID를 확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클라우드 스토리지 압수․수색 사실에 관한 수사

보안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

그렇다면 수사보안을 유지하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계정

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단계 압

수․수색과 2단계 압수․수색이 별도의 영장에 의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특수성을 소명하고 압

수․수색의 효율성을 위해 1단계 압수․수색영장과 2단계 압수․수

색영장을 동시에 청구하고, 동시에 발부되어야 하는 사유를 법원에

소명할 필요가 있다.

1단계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전통적 저장매체를 비

롯하여 범죄사실 관련 정보를 기재하고, 추가로 2단계 클라우드 스

토리지의 압수․수색을 위한 준비 자료로써 MAC Address의 수집

을 위해 디지털 기기 정보를 기재한다. 2단계 압수․수색영장의 ‘압

수할 물건’에는 새로운 Password를 부여받기 위한 인증번호, 새로운

Password,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범죄사실 관련 정보 등을

기재하면 된다.

만약 1단계 압수․수색에서 충분한 디지털 증거가 수집이 되었다

면 피압수자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고 압수․수색을 종료하면 된다.

그러나 1단계 압수․수색에서 충분한 증거의 수집이 이루어지지 못

한 경우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2단계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한다. 이때 1단계 압수·수색 과정에서 작성

된 MAC Address가 포함된 압수목록을 2단계 압수․수색영장에 첨

부하여 압수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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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시작

피압수자의 디지털 기기 압수․수색 진행

디지털 증거 수집이 충분한가?

피압수자의 클라우드 디바이스 
압수, MAC Address 수집

압수․수색 종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MAC Address를 통해 ID 확인이 가능한가?

∙ID 기반
1. 강제 PW 요청
2. Back door 실행
3. Forensic-As-A-Service
4. 새 비밀번호 찾기 활용

증거 File 수집

YES

NO

NO

YES

[그림 3 MAC Address-Log-Forensic 수행 절차도]

비록 1단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디지털

기기 정보가 수집되었음이 노출되었지만, 별도의 영장이 발부된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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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2단계 압수․수색 계획은 피압수자에게 직

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다. 1단계 압수․수색 종료 후 클라우드 스

토리지에 대한 신속한 2단계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우선적으로 외

부의 접속을 차단한 후 다음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5)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원격 압수․수색의 경우 당사자의 참여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

가가 문제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소재한 곳에서 참여하도록 할 수

도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소재한 곳에서 참여하도록 할

수도 있다. 참여권자의 선택에 맡기되,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이 압수

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참여권의 실질적 내용이라면 수사기관이

소재한 곳에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참여권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영

장 집행 종료 즉시 참여권자와 소유자 등에게 압수목록 혹은 압수

한 디지털 증거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5) MAC Address-Log-Forensic과 IP 추적의 차이점

MAC Address-Log-Forensic은 1단계 영장의 집행을 통해 압

수․수색 대상 단말기의 MAC Address를 확보한다. 2단계 영장의

집행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MAC Address 로그 서

버를 분석하여 대상 단말기에서 접속된 ID와 Password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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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정으로 저장된 디지털 자료를 압수한다.

IP 추적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첫째, 수사기관은 혐의자

의 가입자 정보에 기반하여 혐의자가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계정으로 접속된 IP에 대한

추적을 협조 요청한다. 둘째, 혐의자는 본인의 계정으로 특정 인터

넷 서비스 업체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사용한다. 셋째, 인터넷 서비

스 업체는 혐의자의 계정이 접속된 IP 로그를 기록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한다. 넷째, 수사기관은 제공받은 IP 주소를 분석하여 해당 계정

의 사용자가 서비스에 접속한 지점을 찾아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

된다.

결론적으로 MAC Address-Log-Forensic은 궁극적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계정을 확인하여 해당 계정으로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자료를 압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IP 추적은 해당 계정으로 인

터넷 서비스에 접속한 자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한계

혐의자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 후 압수․수색에 대

비하여 대상 디지털 기기의 NIC(Network Interface Card) 또는 단

말기 전체를 교체할 수도 있다. 그러면 MAC Address도 바뀌게 되

는데, 사용자가 새로 바뀐 디지털 기기로 접속한 후가 아니라면 새

로운 디지털 기기의 MAC Address에 의한 압수·수색은 무용지물이

다.

MAC Address는 Randomization을 통해 임의로 변경이 가능하다.

혐의자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접속할 때마다 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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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ofing을 하였다면 MAC Address-Log-Forensic을 통한 혐의자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아이디의 추적은 어려울 수도 있다. 최근

애플에서 출시된 iPhone6의 경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Wi-Fi 접속

시 MAC Address 추적을 회피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MAC

Spoofing 기능을 탑재하여 출시되기도 하였다.

5.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압수․수색을 위한 Josiah

Dykstra, Alan T. Sherman의 방법28) 소개

1) Rooting trust with TPMs(Trusted Platform

Modules)

TPMs의 설치는 클라우드 컴퓨팅 하드웨어에 대한 신뢰성을 지

원해준다. 몇몇의 연구자들이 이미 TPMs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

다(Krautheim, 2010; Krautheim et al., 2010;Santos et al.,

2009;Sato et al., 2010). TPMs는 다음 기능들 중 하나 이상의 기능

을 제공한다 : machine authentication(기기 인증), hardware

encryption(하드웨어 암호화), signing(서명), secure key storage

and attestation(안전한 키 저장과 인증).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TPMs에 관한 이전의 해법들은 호스트 플랫폼의 증명보다는 신뢰

성 있는 게스트 가상머신을 프러비저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만약 TPMs가 클라우드 서버에 설치되면, 하드웨어와 관련 소프트

웨어가 가상머신에 무슨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28) Josiah Dykstra, Alan T. Sherman, 앞의 논문, S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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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머신의 건전성 상태를 입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점과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TPMs는 한계점이 있고 완벽하게 안전하지는

않다. 예를 들면, 아직까지는 TPMs에 탐지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프로세스의 수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이 미래에는 적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클라우드

제조사들이 필요에 따라 TPM을 갖추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상업

적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장애요소가 된다. 미래의 하드

웨어가 TPMs를 포함할지는 몰라도,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는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에 TPM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장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혹은 미래의 고객은 클라우드 제

공자로 하여금 신뢰성 있는 하드웨어의 도입을 요구하게 될 것이

다.

2) Collection from the management plane

클라우드 컴퓨팅은 신뢰성 있는 포렌식을 지원하는 강력한 특성

이 있다. 소비자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와 통신하는 대역외 채

널, 즉 management plane를 통해 가상 자산을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다.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이 시스템을 AWS Management

Consol이라 부른다. 이 웹 지향 시스템은 제공자의 기초 파일시스

템과 하이퍼바이저와 통신을 하고, 방화벽과 자원을 조작하고 가상

머신을 시작하고 종료하는데 사용된다.

management plane은 사용자 주도형이기 때문에 특히 매력적이

다. 제공자, 사용자, 법집행기관은 필요에 따라 로그 파일, 디스크

이미지, 패킷 캡쳐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게다가 하이퍼바이저 아



- 60 -

래 계층에서 발생하는 포렌식 수집에 있어서 가상머신과 다른 데이

터를 획득하기 위해 단지 계층3 이하 계층29)의 신뢰성만 요구될

뿐이다.

이 방안은 매력적인 반면에, 비가상화·물리적 컴퓨터에는 존재하

지 않는 잠재적 취약성인 management plane에 대한 신뢰성을 요

구한다. 웹 지향 인터페이스로서 management plane은 제공자에 의

해 보호되어야할 새로운 공격 측면에 노출되어 있다. management

plane에의 접근은 기록으로 유지되고 신원 확인과 접근관리시스템

에 의해 엄격히 진행되어야 한다. 사용자와 management plane 종

단 간의 통신도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9) IaaS 클라우드 환경의 6계층과 각 계층에서의 가능한 포렌식 획득 기술

Layer Cloud layer Acquisition method Trust required

6 Guest
application/data Depends on data

Guest OS, hypervisor, 
host OS, hareware, 
network

5 Guest OS Remote forensic 
software

Guest OS, hypervisor, 
host OS, hareware, 
network

4 Virtualization Introspection Hypervisor, host OS, 
hareware, network

3 Host OS Access virtual disk Host OS, hareware, 
network

2 P h y s i c a l 
hardware Access physical disk Hareware, network

1 Network Packet captur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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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orensic support as a service

포렌식 수집을 위한 제공자의 지원은 임의적 선택이다. 제공자

는 가상 머신으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인프라스트럭처 로그 장치,

패킷 캡처, 요금청구 기록으로부터도 인프라스트럭처를 제어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관리하고 수집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 제공자

와 인프라스트럭처가 신뢰성 있고 제공자가 수사기관에 데이터를

직접 제공하기를 기꺼이 원하고 제공할 수 있다면 원격 수집을 위

한 기술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 제공자는 그들의 선택에 따라 고객

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러

한 자발적인 실천은 보안성에 대한 우려를 증명하는 것이고 보안을

염려하는 고객에게 조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려준

다.

신뢰성을 담보하고 제공자가 지원하는 다음의 증거 수집 절차를

생각해보자. 수사기관은 IP 사용자에 대한 클라이언트 기록과 콘텐

츠를 서비스하는 가상 머신을 포함한 특정 IP 주소와 관련된 데이

터를 위한 수색영장을 제공자에게 제시한다. 독립된 제3의 기관에

의해 포렌식 조사관 자격이 부여된 제공자 측의 전문가는

back-end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 연결된 오프라인 포렌식 워

크스테이션에 앉는다. 제공자는 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필요한 데이

터를 수집하고, 암호화함으로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필요한

데이터는 가상 머신, 관리콘솔로부터의 접근 로그, 데이터 출처 로

그, 요구된 IP에 대한 netflow record, 방화벽 로그 등이 있다. 데이

터는 수사기관의 매체에 복사된다. 이 절차는 호스트 OS, 하드웨

어,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성이 요구되는 계층3에서 이루어지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전문가에 대한 신뢰성도 요구된다. 비록 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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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여전히 하드웨어에 대한 신뢰성(TPM의 사용으로 완화될

수 있음)이 요구되지만, OS, 네트워크, 전문가의 신뢰성에 대한 기

본적 보장이 있다.

4) Legal solutions

수사기관은 법률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수사 지원

을 요구할 수 있다. forensic-as-a-service와는 반대로, 클라우드 서

비스 제공자의 수사지원 의무는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고 혐의자의

행위에 대한 감시를 위해 수사기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를 취

할 수 있다.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도 수사기관에게 포렌식 수집이 제

공될 수 있다는 선택사항을 공개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다. 그것이

통신사가 수사기관의 감청을 지원하는 방법을 성문화한 연방 법률

인 ‘법 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CALEA, Communication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인지 혹은 클라우드 컴퓨팅

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 집행을 위한 통

신지원법(CALEA)’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측에게 포렌식 수집

이 가능하도록 특정한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요구한다. 법원이 ‘법

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CALEA)’ 혹은 비슷한 법률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된다고 결정하면 그러한 기능이 필요하다.

감청이 데이터 수집을 위한 충분한 수단일지라도, 기술적 충족이

데이터 수집을 쉽게 함에는 틀림없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데이터의 압수․수색을 위해 현

재의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제기되는 특별한 법적 문제를 분석하였

다. 이러한 문제들은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기술적 능력으로 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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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있고, 어느 법률이 클라우드 데이터에 적용되어야 하는가부터 누

가 영장을 합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를 포함한다. 이 글은 법률

전문가에게 클라우드 범죄가 전통적인 컴퓨터 범죄와 어떻게 관련

되는지 이해를 돕게 하고 그러한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클라우드 증거에 대한 표본 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요구하도록 하는 출

발점이 될 것이다.

6. 접근 권한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이 혐의자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종류를 확인하

였다 하더라도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 압수․수색은 실시될 수 없다. 혐의자가 사용한 클라우드 서

비스 제공자의 스토리지 박스 자체를 수색할 경우, 수색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혐의자의 데이터가 대용량 스토리지의 어느 부분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7. Public Cloud 환경과 Private Cloud 환경의 압

수․수색의 차이점

클라우드 컴퓨팅의 궁긍적인 목표는 Public Cloud에 있다고 볼

수 있다.30) 그렇다고 기업 소유의 Private Cloud의 환경에서의 디지

30) 김경섭, 최완, 고대식, 클라우드 컴퓨팅 설계 및 구현, 홍릉과학출판사, 2012년,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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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증거 수집에 소홀할 수는 없다. 사회적 해악이 크고 조직적인 범

죄는 기업 내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압수․수색을 위한 기술 수준과 법률 제도 아래에서는

Private Cloud 컴퓨팅 환경에서의 성공적인 압수·수색은 당사자의

협력 없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업의 Private

Cloud는 Public Cloud의 특수성에 추가하여 보안정책이 강화될 것이

고 내부 직원에 의한 동시-다중 접속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

의 위조․변조․삭제․이동 등에 의한 안티 포렌식이 가능하기 때

문이다. Private Cloud 환경에서의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많은 연

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8.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영장 집행절차

1) 영장의 기재사항으로서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특수성에 따른 영장 기재 방식과 집행

방식이 인정되어야 한다. 압수할 물건의 기재 방법으로 1단계 영장

에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디지털 디바이스(PC, 노트북, 스마트폰, 넷

북 등)와 그 디바이스 정보(MAC Address), 디바이스에 저장된 범

죄사실 관련 디지털 정보 등’, 2단계 영장에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가 저장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ID, 비밀번호, 새 비밀

번호를 찾기 위한 인증번호, 피압수자의 계정으로 접속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범죄 관련 디지털 정보’ 등으로 기재하면 충분하

다. 만약 디지털 디바이스가 범죄 실행을 위한 주요한 도구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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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이를 증거물로서 뿐만 아니라 몰수물로서 압수하는 것도 적극

적으로 검토해야 한다.31)

수색할 장소(대상)의 기재 방법에 대해서는 정보의 탐색을 수색

의 개념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정

보의 탐색을 수색에 포함한다면 수색의 대상은 ‘장소’적 개념보다

확장된 의미를 갖게 된다. ‘수색할 장소’ 대신 ‘수색할 대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수색할 대상의 기재는 1단계 영장에

는 ‘피압수자의 사무실 주소, 주거지 주소, 피압수자의 디지털 저장

매체’ 등, 2단계 영장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네이버,

LGU+Box, 구글, 아마존웹서비스 등)의 (대한민국) 본사 주소지, 클

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의 (대한민국) 데이터 센터 주소지,

피압수의 ID와 Password를 입력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라고 기재하면 된다.

반면에, 수색의 개념이 장소적 개념만을 의미하고 정보의 탐색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수색할 장소의 기재는, 1단계 영장에는 ‘피압수

자의 사무실 주소, 주거지 주소’ 등, 2단계 영장에는 ‘클라우드 스토

리지 서비스 제공자의 (대한민국) 본사 주소지 또는 클라우드 스토

리지 서비스 제공자의 (대한민국) 데이터 센터 주소지’라고 기재하

면 충분하고 정보의 탐색은 형사소송법 제120조에 의한 필요한 처

분으로써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31)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
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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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형사소송법 제115조) 하지만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상황

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또는 피압수자(클라우드 서비스 사

용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수색의 주체로서 수사기관은 획득된 피압수자의 아이디와 패스워

드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접속하여 필요한 디지

털 증거를 수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의

계정 정보를 입력하여 원거리 디지털 데이터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2)

네트워크로 연결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국경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의 ID와 Password를 이용하여 계

정에 접속한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저장된 데이터가 어느 국가의

데이터 센터에 위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은 수색 대상의 범위, 수색 방법의 결정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디지털 자료에 대한 수색의 재량권을 지

나치게 좁게 인정하면 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나아가 압

수의 목적 또한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109조

의 ‘수색에 있어서의 관련성’의 개념은 효율적인 재량권의 행사를

위해 동법 제106조의 ‘압수에 있어서의 관련성’의 개념보다 넓다고

보아야 한다.33)

32)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지만,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의 사이버범
죄 방지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을 참고할 만하다.

33) 제106조(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
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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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은 여러 가지 검색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각

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마다 조금씩 다른 검색 조건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데이터의 검색 조건에는 파일명, 확

장자, 키워드, MAC(Modified, Accessed, Created) Time, 삭제 파일

여부, 소유구분, 공유대상 등이 있다.

세부적인 검색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조건 검색만으로

범죄사실과 관련한 모든 디지털 증거를 추출할 수는 없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검색의 결과로 추출된 해당 파일을 응용프로그램을 통

해 재현함으로써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동영상 파일, CAD 파

일 등은 조건 검색만으로는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응

용프로그램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여야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성 없는 자료를 취득하기 위

한 의도적인 목적으로 다른 자료를 수색할 경우에는 위법한 수색이

된다. 참여권자인 당사자는 위법한 수색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

고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의 처분을 받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자에게 압수․수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는 중요하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용량, 수색에 소요되는 시간, 수색 대상 클라우드 시스

템의 종류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압수․수색에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의 협조 내지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

는 것이고 수색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제109조(수색)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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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수자(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면 가

장 손쉬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피압수자가 스스로 범죄와 관련

된 자료를 수색․선별하여 수사기관에게 제공한다면 수사기관은 많

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

나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의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맡기게 되면

그의 협력 의지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불성실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피압수자가 수사에 협조한다 하더라도 수사기

관은 데이터의 삭제, 변경, 추가 여부 등 그 과정에 대한 철저한 통

제가 필요하다.

3) 집행 장소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클라우드 서

비스 제공자의 (대한민국) 본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대한민

국) 데이터 센터, 원격지의 수사기관, 독립된 제3의 장소34), 피압수

자의 현재지 등에서 진행될 수 있다.

4) 영장의 제시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는 ‘사본’이 아닌 ‘원본’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지참하고 처분을 받는 자에게 찾아가야 한다. 현재의 제도 하

에서 팩스나 스캔 파일을 통한 영장의 제시는 위법한 강제처분이 된다.

34) Josiah Dykstra, Alan T. Sherman, 앞의 논문, S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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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증거의 획득

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

의 집행은 대부분 팩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원본에 의한 영장의 제시만을 적법하다고 하면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뿐만 아니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의 집행에 있어서도 커다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디

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처분을 받는 자에는 금융기관,

통신사,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등이 있다. 전국의 모든 수사기관이

해당 업체에 영장 원본을 들고 찾아간다면 압수․수색영장의 처분

을 받는 해당 업체에서도 번잡할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 시간이 몇

시간 내지 며칠이 걸리지도 모른다. 거기에 당사자의 참여권까지 보

장하려면 해당 업체는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되

‘원본’뿐만 아니라 ‘팩스 또는 스캔파일‘에 의한 제시를 허용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대한 신뢰성과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송신자와 수

신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면 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

한하는 강제처분 문서로서의 영장을 신중하게 다루어야할 필요성은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과 압수․수색영장의 처분을 받는 자의 편리성을 위해 ’팩스

또는 스캔파일‘에 의한 영장 제시를 무조건 위법이라고 판단할 이유

는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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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압수․수색에 사용할 네트워크와 디지털 기기의

신뢰성

수사기관이 네트워크를 통해 피압수자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접

속하여 디지털 데이터를 수색하고 압수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네

트워크와 디지털 기기에 대한 신뢰성 보장이 필요하다. 네트워크는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전원 차단, 네트워크 차단 등의 방해

없이 계속적인 접속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 소유의 디지털 기기를 통해 피압수자의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후 직접 압수․수색을 진행하든 피압수자의 디지털

기기를 통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든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접근하는

디지털 기기의 신뢰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기기에 대한 신뢰성의 보

장이 없다면 필요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을 보장하면서 적

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탐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없기 때문이

다.

6) 클라우드 데이터 수집 도구(tool)의 신뢰성

미국의 연방최고정보위원회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사건대응과

컴퓨터 포렌식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도구, 기술, 훈련이 필

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미국의 법원은 EnCase Enterprise,

AccesData Forensic ToolKit을 일반적인 포렌식 도구로써 그 신뢰

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Remote EnCase agent와 서버

사이의 진정성에 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었고, 미국의 국가표준기술위

원회(NIST,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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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도구를 원격지 데이터 수집 기능을 갖춘 포렌식 도구로써는

그 신뢰성을 검증하거나 증명하지 않았다.35)

우리나라 대검찰청의 포렌식 수집 도구인 CFT는 클라우드 스토

리지에 있는 디지털 데이터 수집을 위한 원격 수집 기능이 탑재되

어 있지 않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원격으로 수집하

기 위한 도구를 신속히 개발하고 표준화함으로써 디지털 증거에 대

한 무결성과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7) 디지털 압수물의 저장

(1) 다운로드 단위 - 파일, 폴더, 볼륨, 드라이브 단위

가상화 기술이 적용된 Virtual Storage에 있는 디지털 증거를 어

떻게 압수할 것인가. 선별압수를 위해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는 것이 원칙이다. 압수 대상 데이터의

용량이 많지 않다면 출력에 의한 압수가 가장 효과적이고 절차도

간소하다.

하지만 수사실무에서 출력물에 의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는 거의

없다. 대부분은 디스크 복제 또는 이미징 방식을 취한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압수할 디지털 증거의 다운로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방식에 따라 파일 단위, 폴더 단위, 볼륨 단위, 드

라이브 단위가 될 수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라이브 포렌식의 경우 Virtual

35) Josiah Dykstra, Alan T. Sherman, 앞의 논문, S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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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Snapshots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

행 중인 상태의 스냅 샷을 찍은 후 오프라인에서 이를 복원하여 라

이브 포렌식을 수행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다만,

Virtual Machine Snapshots 기능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

우에 제한된다.

아마존 EC2(Elastic Compute Cloud)는 조사 대상 볼륨 전체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공한다.36) 아마존 웹 서비스는 S3(Simple

Storage Service) 내에 EBS(Elastic Block Storage)라고 하는 가상

하드 드라이브를 저장하는데, 사용자에게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은 제공하지는 않는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다운로드

가 가능하다.

①조사 대상 드라이브의 스냅 샷 찍기 → 스냅 샷으로부터 볼륨

생성 → EC2에 있는 신뢰성 있는 Linux instance에 새 볼륨을 읽기

전용으로 저장하기 → 다운로드 가능한 볼륨과 동일한 ISO 디스크

이미지 생성 → 다운로드

②조사 대상 호스트로부터 대상 볼륨을 분리 → EC2에 있는 신

뢰성 있는 Linux instance에 새 볼륨을 저장하기 → low-level

copying 도구(예, the Unix data duplication tool dd)를 이용해 S3에

저장될 수 있는 block copy 생성 → 다운로드

(2) 디지털 압수물 데이터 센터의 구축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압수할 디지털 증거를 수사기관의 물리적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할 경우 기존의 방법으로 무결성을 보장하는

36) Josiah Dykstra, Alan T. Sherman, 앞의 논문, S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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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쉽지 않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일부

디지털 기기의 경우, 업로드 및 검색, 편집만 가능하고 다운로드를

위한 기능이나 저장 공간이 없는 경우도 있다. Private Cloud를 사

용하는 기업의 경우 보안 강화를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의 접속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의 디지털 기기를 통해 피압수자의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후 직접 수색, 압수하여 피압수자의 저장매체에 다운

로드 후 다시 수사기관의 저장매체에 복사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서 네트워크 침입, MAC Time 등 메타데이터의 변경에 의해 디지

털 증거에 대한 오염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물리적 저장매체에

저장할 경우 용량의 한계, 봉인의 문제, 이동의 문제, 개봉 후 분석

까지 디지털 증거의 연계 보관성 보장을 위한 절차도 번거롭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를 단말기로 다운로드

후 Hash 값을 생성하여 수사기관의 압수물용 저장매체에 다시 옮기

는 것은 데이터의 동일성과 무결성 보장, 작업의 효율성 등 절차적

측면에서 복잡하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 신

뢰성의 문제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이를 통제․감시하는 법

원의 협력에 의해 디지털 압수물 보관을 위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디지

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디지털 증거의 오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증거능력에 관한 시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

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등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대상 계정으로 접속한 후, 압수할 디지털 자료를 선별하

여 형사절차를 위한 디지털 압수물 데이터 센터로 전송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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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디지털 압수물 데이터 센터의 구축]

디지털 압수물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면, 수사기관 또는 법원

은 피압수자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디지털 증거를 선별하여 로

컬 PC에 다운로드하여 해쉬값을 계산할 필요 없이 직접 압수물 데

이터 센터로 전송함으로써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

디지털 압수물 데이터 센터의 구축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간 서로

격리되고 호환되지 않는 데이터 섬(silo)을 제거하는 등 클라우드 관

련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다양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

비스가 존재하지만 데이터 섬(silo)이 혼재되어 있어 클라우드 간 데

이터 이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네이버 드라이브, AWS,

윈도우 애저, 구글 드라이브 등 클라우드 간 끊김 없는 데이터 이동

은 사실상 쉽지 않다. 이러한 데이터 이동의 어려움은 클라우드 산

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해결해야할 문제다.

디지털 압수물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대상으로 한층 효율적인 압수․수색이 가능할

것이다. 참여권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네트워크의 안정성이 담보되

고 디지털 압수물 데이터 센터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클라우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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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지에서 선별 압수된 관련성 있는 증거에 대해서는 동일성과 무

결성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해도 좋을 것이다.

수사 혹은 재판 과정에서 디지털 압수물 데이터 센터에 있는 디

지털 증거는 언제, 어디서든지 접속되어 사실 유무 확인 및 검증이

가능하다. 또한 피압수자의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디지털 압수물 데이터 센터에 접속하여

열람․등사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8) 압수 목록 또는 압수물 사본의 교부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

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여기서 ‘목록’이란 무엇인가.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경

우, 파일, 폴더, 볼륨 혹은 압수한 데이터가 저장된 저장매체 등을

의미할 수 있다. 디지털 증거의 압수 시 압수목록을 교부함에 있어

서는 압수된 디지털 증거의 파일 제목이 기재된 서면 목록의 교부

뿐만 아니라,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복사본을 교부하는 방법을 고

려해 볼 수 있다.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제도에 있어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복사본을 교부함으로써 압수 목록 교부에 갈음하고 당사자 등의 참

여권을 보장하고 범죄사건과 관련 없는 데이터에 대한 피압수자의

삭제 신청권을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인권보장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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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분석

포렌식 조사관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수집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클라우드 서비스의 환경과 관련 기술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제공자마다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 센터의 구조, Log 파일의 생성, MAC

Time 등 Metadata의 갱신, 파일시스템 등 서로 다른 기술을 적용하

기 때문에 분석에 있어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또한 서비스 구조(format, 전통적 파일 혹은 cloud blobs), 데이터

볼륨, 데이터 종류type(netflow logs, billing records, drive images

등)에 따라 다른 분석 도구를 선택할 수도 있다. 37)

Ⅵ. 관련성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1. 관련성의 개념과 클라우드 스토리지

관련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범죄사실을

증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성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디지털 증거

로서 압수․수색의 대상은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하에서는 ‘범죄사실 관련성’이라고 말한다)에 한정된다.

형사소송법상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만 인정되면 그

증거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피의자, 피해자, 증인, 참고인

37) Josiah Dykstra, Alan T. Sherman, 앞의 논문, S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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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사건 관련자이든 제3자이든(이하에서는 ‘인적 관련성’이라고 말

한다) 제한 없이 압수가 가능하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이

가운데에서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료를

압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인적 관련성 없는 제3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압수․수색할 대상을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클라우

드 스토리지의 가상 저장공간’이라고 기재하여 클라우드 스토리지

전체를 무차별적으로 수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클라우

드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적인

침해의 유무를 확인한다는 미명 아래 침해자와 피해자의 데이터에

대한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제3자의 데이터까지 압수․수색하여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선량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가능

성이 크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압수․수색 대상을 선택함에 있어서 범죄사

실 관련성만으로는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경우, 인적 관련성

을 고려한 합리적 제한이 요구된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혐의자, 피해자, 증인, 참고인 등 사건 관련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건과의 인적 관련성이 없는 자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데이터에 대

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인적 관련성이 없

는 자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데이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할 경

우에는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처분이 아닌 당사자의 동의 등 다른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권의 남용으로서 위

법행위가 될 수 있다.

디지털 기기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존재한다. 특히 클라우드 스토

리지는 기존의 어느 저장매체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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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저장하고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죄사실 관련성, 인적 관련성이 있는 피

압수자의 계정 관련 디지털 자료의 범위에 제한되어야 한다.

2.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판례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

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

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38)

하지만 판례는 관련성의 개념에 관하여 지나치게 형식논리에 입

각하여 확대해석함으로써 수사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대상으로 “A 범죄”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B 범죄”에 대한 디지털 증거를 우

연히 발견한 경우, “B 범죄”에 대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A 범죄”와는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비록,

“B 범죄”에 대한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가 되며 그 과정

에서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위조․변조․삭제

될 가능성이 크다.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B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피압수자 등은 “B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

되어 집행될 때까지 해당 증거를 계속해서 보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압수자는 “B 범죄”에 대

38) 대법원, 2015. 7. 16. 결정, 2011모1839 준항고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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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거를 현재의 상태 그대로 보관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A 범죄”에 대한 영장을 근거로 피압수자로

하여금 “B 범죄”에 대한 증거를 삭제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도 없다. 수사기관이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하기 전에 해당 디지털 데이터는 얼마든지 수정․변경․

삭제 또는 이동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피압수자가 “B 범죄”에 대한 디지털 증거를 삭제하지 않는

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A 범죄”에 대한 추가 탐색을 중단하게 되

는데 그럴 경우 “A 범죄” 자체에 대한 증거 수집도 불가능하다. 판

례의 입장에 따르면, “A 범죄”와 “B 범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 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은 포기할 수밖에 없

는 결과를 초래한다.

3. 관련성과 수사기관의 수사개시권

법원은 “A 범죄”와의 관련성 없는 “B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

함에 있어서, “B 범죄”는 “A 범죄”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새로

운 범죄라는 시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즉,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

죄사실에 대한 단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할 수 있

도록 보장하여야 한다.39) 이를 위해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Plain

View40)” 이론 또는 영장주의에 대한 합리적 예외로써 ‘독립적 긴급

압수제도’41)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9)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
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40) H. Marshall Jarrett et al., Searching and Seizing computer and 
Obtaining electronic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Legal Education Executive Office for United States 
Attorney, 2009,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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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lain View 이론

“Plain View” 이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수사기관은 ①증거가 명백히 보이는 장소에 적법하게 입장할

수 있고 ②증거물에 접근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③그 증거

물의 범죄 관련성이 일견 명백할 경우 영장 없이 그 증거를 수색하

고 압수할 수 있다는 미국 판례상의 이론이다.

수사기관이 Plain View 이론에 따라 증거물을 압수하기 위해서

는 그 증거물이 어떤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

유(Probable Cause)’가 있어야 하고,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당해

물건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

Arizona v. Hicks, 480 U.S. 321 (1987)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총

격사건을 수사하는 도중에 ‘상당한 이유’ 없이 강도 사건의 증거물

인 스테레오의 일련번호 확인을 위해 스테레오 장비를 움직였다. 연

방대법원은 스테레오는 ‘상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기관의 불법행위

에 의한 수색으로 획득한 증거라고 하여 증거에서 배제하였다. 이후

Plain View 이론은 Plain Feel, Plain Smell, Plain Hearing을 포함하

는 이론으로 발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Horton v. California 496 U.S. 128 (1990) 사

건에서 Plain View 이론에 따라 증거물을 발견하기 위한 요건으로

서 우연성을 제외하였다. 우연성이라는 개념의 정의에 어려움이 있

기 때문이었다.42)

41) 노명선, 디지털증거에 관한 입법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NDFC 개소 5주년 기
념 「선진 포렌식 심포지엄」, 2013. 12. 11. 발표자료, 33쪽

42) https://en.wikipedia.org/wiki/Plain_view_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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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적 긴급 압수제도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의 명백성, 압수의 필요성, 긴급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긴급

압수를 인정하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43)

긴급 압수 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피압수자의 다

른 법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긴급 압수 종료 후 신속

히 영장을 발부받음으로써 법원의 통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절차

적 적법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사전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으로

는 사전 영장 없이는 범죄증거를 압수당하지 않을 범인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진실의 발견은

어려워질 수 있다.

강제수사의 대표적인 경우로서 인신의 체포와 관련하여 비교해보

면 사전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제도의 불합리한 점이 더욱 두드러

진다.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범인

과 준현행범인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혐의자를

체포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에 의한 긴

43) 다만, “헌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
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
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긴급 압수․수색의  
경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영장에 의한 구속, 현행범 
체포의 경우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규정한 위 헌법 제12조에 반하여 위헌 여지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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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

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독립적 긴급 압수제도의 남용에 따른 별건 수사로 인한 수사권

남용의 문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등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사전에 새로운 범죄에 대한 수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역할을 볼 때 수사개시권을 무력화하는 모순적 역

할을 기대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판례의 논리에 따르면, 혐의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이외의 증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강제처분도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고, 불법에 있

어서의 사생활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

래한다.

4. 증거능력 인정 요건의 완화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한 포렌식 조사에 있어서 무결성 입증을

해쉬함수에 의한 입증뿐만 아니라 “절차적 무결성 입증”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 클라우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는 과정에 ①피혐의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등 피

압수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②다운로드 과정 중에 네트워크에 대한

외부의 침입이 존재하지 않았음과 ③디지털 기기의 신뢰성 및 ④디

지털 압수물 데이터 센터의 안전성을 입증함으로써 무결성을 인정

해도 좋을 것이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효율적 압수․수색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디지털 증거는 법정에서 사라지게 될지

도 모른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였듯이 법원의 지나치게 형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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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치 판단논리에 의해 범죄의 중요한 입증자료를 배척하고 있

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Ⅶ. 불법 디지털 데이터의 삭제

1. 불법 디지털 데이터 삭제권 신설 검토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도록 해서는 안 될 불법적인 디지털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

압수․수색의 방법으로써 압수 대상 디지털 데이터를 출력 또는 복

제한 후 원본 데이터를 피압수자의 저장매체에 그대로 남겨두는 것

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제2의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

강제처분으로서의 삭제권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불법적인 데이터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이

권한 없이 피압수자 개인의 정보를 임의로 삭제할 수는 없다. 범죄

혐의자든 기타 관계인이든 피압수자의 불법적인 디지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사기관 등에게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1) 삭제권의 의의

불법 디지털 데이터의 삭제권이란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불법적인 디지털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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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방법으로 복구 불가능하게 완전 삭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디지털 압수물의 몰수44)로서의 삭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2) 삭제권의 필요성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디지털 데이터의 전파는 시간과 공간

을 초월한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불법적인 데이터는 클라

우드 스토리지의 접속 권한만 공유하면,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세계 어느 곳에서, 언제든지 접속하여 로컬 저장장치에 저장되거나

인터넷에 공유되거나 제3자에게 전송될 수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저장된 디지털 데이터는 국내 범죄뿐

만 아니라 국제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다. 테러 정보, 국가 기밀, 국

가 산업기술 등은 국가의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한다. 이

러한 디지털 자료를 압수만 하고 원본을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 저

장매체에 그대로 남겨두게 되면 후속적인 범죄의 실행과 제2의 범

죄를 예방할 수가 없다.

2) 삭제의 대상

첫째, 피압수자가 위법하게 취득한 데이터는 삭제 대상이 된다.

디지털 데이터의 내용의 위법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타인의 영업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군사 기밀, 대량 유출된 금융정

보 혹은 개인정보 등은 내용이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위법하게 취득

44) 신동현, 백승조, 디지털 압수물의 환부•가환부와 몰수 방안에 관한 연구, Journal 
of Digital Forensics 2014 June,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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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한 법익을 침해하였

기에 삭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 법령에서 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내용의 데이터는 삭제

되어야 한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복제물, 「청소년 보호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음란

정보 또는 불법 유출된 고객 정보 등이 삭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범죄의 계획과 실행에 관련된 정보는 삭제의 대상이 되어

야 한다. 국내에서 계획된 범죄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계획된 범죄에

대해서도 그 예방을 위해서 삭제되어야 한다.

넷째, 삭제 대상 데이터가 반드시 범죄 혐의자의 소유, 소지, 보

관 하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불법 디지털 데이터가 삭제 대

상이라면 혐의자의 것이든 기타 관련자의 것이든 소유, 소지, 보관

관계는 불문한다.

3) 삭제할 데이터의 불법성 판단의 주체

정당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이 삭제할 데이터의 불법

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삭제권은 긴급권으로서의 성격

을 갖기 때문에 압수․수색 현장에서 신속하고 명철한 판단 후 적

절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4) 삭제의 시점

삭제권자가 혐의사실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때

혹은 그 과정에서 우연히 불법 디지털 데이터를 발견한 때 현장에



- 86 -

서 즉시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데이터는 복제의 용이성,

네트워크 관련성 등으로 인한 삭제를 회피할 수단이 다양하기 때문

이다. 압수․수색이 종료된 후에 삭제권을 행사한다면 삭제는 아무

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불법 디지털 데이터의 삭제

불법 디지털 데이터의 발견

압수․수색의 시작

삭제 대상인지?
(수사기관의 판단)

전체 삭제 or 일부 삭제 검토

삭제 대상 데이터의 복사본 제작

불법 데이터의 삭제

압수․수색의 종결

불법적인 데이터인지?
(법원의 심사)

데이터의 복사본 폐기 데이터의 원상회복

종 료

YES

NO

NOYES

[그림 5 불법 디지털 데이터의 삭제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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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의 방법

불법 디지털 데이터는 피압수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복구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삭제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압수 대상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OS, 파일 시스템, 파일의 종류,

스토리지에 적용된 기술 등을 고려하여 ISO/IEC27001의 정보보호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데이터의 완전삭제를 위해 암

호화 기반 복구 방지 기법, 덮어쓰기, Garbage Collection 등의 방법

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삭제는 파일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삭제 대상과 삭제 대상이 아닌 부분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만일 대상 파일을 분리하거나 편집이 가능하다면 삭제 대

상 파일만을 삭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 파일을 삭제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불법 디지털 데이터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하기 위

해서는 별도의 디지털 데이터 삭제 솔루션을 구비하거나 디지털 포

렌식 도구에 데이터 삭제 기능을 탑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기본권 침해의 문제

1) 소유권 침해의 여부

피압수자의 디지털 자료는 원칙적으로 피압수자의 자유로운 사

용, 처분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불법 디지털 데이터의 삭제는 피압

수자의 자기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을 침해할 가능성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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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관이 데이터 삭제권을 행사할 때는 피압수자인 처분권자의 적

법한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한 후 행사되어야 한

다.

2)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법률로써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업성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이다. 이들 권리는 국가기관에 의해 함부로 침해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북한과 관련한 학문적 연구자료, 성(性)과

관련한 문학작품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디지털 데이터 삭제권의 남용 방지

디지털 데이터 삭제권은 강제처분으로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발동의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

다. 위에서 언급한 주체, 대상, 불법성, 방법 등을 규정하고 해당 요

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함부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삭제된 데이터의 불법성 여부를 법원에 의해 판단을 받을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성에 관한 심사청구권을 당사자에게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삭제권자는 불법 디지털 데이터의 원본

자료를 삭제하기 전 복사본을 제작하여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

그리하여 불법성 여부의 심사 자료로 활용하고 심사 종결 후에는

그 결과에 따라 복사본을 폐기하거나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을 해주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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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결 론

디지털 데이터의 저장은 기존의 저장매체에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로 신속하게 이전되고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압수․수색

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관련 기

술의 복잡성․다양성과 클라우드 산업발전의 현재진행형으로 인해

압수․수색은 쉽지 않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금까지의 압수․수색

방식에 더하여 새로운 접근방식을 요구한다. 원격지에 존재하는 디

지털 증거의 수집을 위한 도구의 부재,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접근의 제약성,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존성의 강

화, 동시-다중접속에 의한 수사방해의 가능성, 관련 법규정의 미비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무엇보다도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 쉽지 않

다. 기존에는 피압수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인터넷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 공공서비스 대부분에 대하여 그 사용여부와 계정 정보

의 확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강화되면서 개인

의 고유식별정보에 의한 인터넷 등 서비스의 계정 정보 확인이 불

가능해졌다.

개인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대안으로 디지털 기기의 고유식별정

보에 의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계정 정

보를 확인하는 MAC Address-Log-Forensic 방법을 알아보았다.

MAC Address는 GUID로써 LAN 환경에서 데이터 전송을 위한

송․수신자의 식별자 역할을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

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고객의 MAC Address 정보를 수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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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피압수자의 디지털 기기에

있는 MAC Address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계

정 정보를 획득하여 필요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확인하여 클

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디지털 증거에 접근하였다 하더라도 네트

워크를 통한 다운로드라는 기술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 클라우드 서

비스 기술 수준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은 효과적인 압수․수색을 위해 다양

한 클라우드 관련 환경과 기술을 습득하여야만 한다.

법원은 압수․수색 시 범죄사실 관련성 있는 정보만을 선별하여

압수․수색하도록 수사기관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의 수사개시권과 수사의 역동성에 비추어볼 때 법원의 지나친

통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디지털

세계에서의 불법을 신속히 제거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성의 개념에 대한 인식 변화와 미국의 Plain View 이론 또는 긴급

압수수색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당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 디지털 데이터를 삭제

하여 제2의 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범죄와 관련 없는 디지털

데이터라 하더라도 복제성, 대량성, 네트워크 관련성이라는 특성이

있는 디지털 세계에서 불법을 즉시 제거하기 위해서는 불법 디지털

데이터 삭제권의 신설은 필수적이다.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전통적인 포렌식

절차에서처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과 클라우드 포렌식 데이터

수집 문제의 해결은 불충분하다45)는 회의적 시각이 있다. 클라우드

45) Josiah Dykstra, Alan T. Sherman, 앞의 논문, S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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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과 정책

에 따라 다양하다. 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의 대응 또한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피압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효율적인 압수․수색을 실행할 수 있는 법률적, 기술적, 절차적 표

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새롭고 개혁적인 디지털 증거법을 하루 속히

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의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

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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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hod for effective search and seizure for cloud
storage

- Mac Address-Log-Forensic -

Park Rar Ok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is rapidly spreading.

Modern people store personal documents, office documents,

photos etc in cloud storage and increase the utilization by

access to it anytime, anywhere. The convenience of cloud

storage poses new challenges to a digital forensic

investigator.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in the target cloud

storage requires a new approach. A thorough preparation is

required in order to search and seize digital data in data

centers scattered at home and abroad.

By the existing physical access, Search and Seizure for

digital evidence stored in the cloud storage is not possible.

Because virtualization technology is applied to and real-time

synchronization takes place by simultaneous-multiple access

in it. Law enforcement agency must access to the cloud

storage service systems with knowledge and technology for

networks and cloud storage services.

In order to approach the target digital evidence for

search and seizure over the network, law enforcement

agency must first obtain the account information of the

target cloud storage service. The method for obtaining

account information may be different, but today privacy is

a major trend so the law enforcement agency can’t obtain

the account imformation by using subscriber's social

security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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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find out that we can check the account

information of the target cloud storage service for search

and seizure by MAC Address, the GUID of the NIC

(Network Interface Card), not by personal information. Law

enforcement agencies can search the digital materials in the

target cloud storage directly or in cooperation with the

cloud service provider.

No matter who performs a search and seizure, it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contamination of digital evidence

that law enforcement downloads digital evidence from the

target cloud storage to a local computer over the network,

generates the hash value of the forensic image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method.

I suggest a system as a new plan for resolving the

identity, integrity issues of digital evidence that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courts develop a digital data

center for seized data cooperatively and download digital

evidence directly from the target cloud storage to the

digital data center. By ensuring transparency of procedures

during the download process, network stability and safety

of the digital data center, the courts may recogniz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The court says, if law enforcement agency finds evidence,

by chance, irrelevant to the crime described in the warrant,

law enforcement agency must stop existing search

immediately. And only if law enforcement agency receives

a new search and seizure warrant for the other crime,

lawful search and seizure is possible.

However, there is a need to seize digital evidence

irrelevant to the crime described in the warrant in the

point of view of obligation of commencement of an

investigation. For this, emergency seizur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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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law enforcement agency finds unlawful digital

materials in the process of search and seizure, it should be

able to wipe the data completely at the scene in order to

prevent a subsequent and second crime. For this, I propose

that law enforcement agency should be empowered the

right to remove illegal digital materials.

Note that this paper deals with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in Public Cloud environment. Hybrid Cloud and

Private Cloud are not within the scope.

………………………………………

keywords : MAC Address-Log-Forensic, Cloud

storage, digital evidence, relevance,

Right to wipe digital data

Student Number : 2014-24856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효율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방안

- MAC Address - Log - Forensic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디지털포렌식학

박 래 옥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효율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방안

- MAC Address - Log - Forensic

지도교수 이 중 식

이 논문을 이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1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박 래 옥

박래옥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1월

위 원 장 천 정 희 (인)

부 위 원 장 이 중 식 (인)

위 원 이 효 원 (인)



논 문 초 록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대인은

개인 문서, 사무용 문서, 사진 등 디지털 자료를 클라우드 스

토리지에 저장하여 언제, 어디서든 접근함으로써 활용성을 증

대시키고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이러한 편리함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

색은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한다. 국내·외에 산재되어 있는 데

이터 센터에 있는 디지털 자료를 수색하고 압수하기 위해서

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기존의 물리적 접근에 의한 압수·수색 방식으로는 가상화

기술이 적용되고 동시-다중 접속에 의한 실시간 동기화가 이

루어지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네트워

크를 통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접근해야 한다.

네트워크를 통해 압수·수색 대상 디지털 증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계정 정보를 획

득해야 한다. 계정 정보 획득을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트렌드가 되

면서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로는 계정 정보를 획득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피압수자의 인적사항이 아닌 피압수자

가 사용하는 NIC(Network Interface Card)의 GUID인 MAC

Address를 통해 압수·수색 대상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아본다. 수사기관은 계정 정

보를 확인한 후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피압수자의 디지

털 자료를 대상으로 직접 수색을 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 서

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얻어 수색을 할 수도 있다.



수색을 누가 실행하든 압수할 디지털 증거를 네트워크를

통해 로컬 컴퓨터에 download 하고 다시 기존의 압수․수색

방식에 따라 이미징을 하여 해쉬값을 생성하는 것은 디지털

증거의 오염 가능성을 더욱 크게 한다.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협력에 의한 디지털

압수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압수 대상 클라우드 스토리

지에서 디지털 압수물 센터로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는 시스

템을 제안한다. 다운로드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 네트워크

안정성, 디지털 압수물 센터의 안전성을 보장함으로써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원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관련 디지털 증거를 압수·

수색함에 있어서 관련성 없는 증거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기

존의 압수․수색을 즉시 중단하고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성 없는 별도의 사

건에 관한 증거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의무와 수

사의 역동성이라는 관점에서, 관련성 없는 별도의 사건에 관

한 디지털 증거를 압수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긴급

압수제도를 조속히 실행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가 불법적으로 취

득하였거나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디지털 자료를 발견한

경우, 피압수자에 의한 후속 범죄의 실행 및 제2의 범죄를 예

방하기 위해 해당 디지털 자료를 압수·수색 현장에서 완전 삭

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불법 디지털 자료에 대한 수

사기관의 삭제권 입법을 제안한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는 Public Cloud 환경에서의 압수․수

색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

주요어 : MAC Address-Log-Forensic, 클라우드

스토리지, 디지털 증거, 관련성, 삭제권

학 번 : 2014-2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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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설

ICT 산업의 발전은 공공부문에서부터 개인생활에 이르기까지 많

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ICT 산업이 발전하기 위

해서는 초고속 네트워크의 구축, 각종 보안의 강화, 개인정보 보호

의 확립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는 기업

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다. 이를 위한 핵심 수단이 암호화

기술이다. 암호화 기술이 발전할수록 디지털 포렌식 분야는 큰 도전

에 직면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암호화 기술은 발전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적법하고 무결한

압수․수색은 형사절차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이다. 클라우드

디지털 포렌식은 현대의 형사절차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며 극복

과제이다. 실제 수사기관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압수․수색에

실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사기관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범죄자들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범죄 자료의 안전한 피난처로 인

식하고 범죄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효율적이고 적법한

압수․수색을 위해 기술적, 법률적, 절차적 수단을 검토하고 불법적

인 디지털 데이터의 재사용으로 인한 범죄예방을 위해 디지털 데이

터의 완전삭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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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디지털 데이터 저장 방식의 변화

1. 전통적 저장매체

구 분 종 류

자기

저장매체

자기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Zip

디스크, Jaz 디스크 등

광학

저장매체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BDA(Blue-Ray Disk)

반도체

저장매체

ROM, BIOS, RAM, 플래시 메모리, SSD(Solid

State Drive), USB 메모리

[표 1 전통적 저장매체의 종류]

전통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의 조사 대상은 서버, PC, 노트북, 스마

트폰, 디지털 카메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때로는 디지털 캠

코더, 복사기, 팩스, 스캐너, 복합기, CCTV,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등이 조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

IoT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기기가

등장하고 디지털 포렌식의 대상은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디

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세심한 관

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2. 새로운 저장방식의 확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일반화되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 3 -

클라우드 스토리지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

라우드 컴퓨팅의 여러 모델 중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모델을 대상으로 한다. PaaS, SaaS는 모두 IaaS 기반 위에서 제공

되기 때문에 IaaS에 대한 연구는 나머지 모델에 대한 기초를 제공

하기 때문이다.1)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도 중요한 문서나 사진 파일은 이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나 USB 메모리뿐만 아니라 네이버 클라우드,

U+ box, 구글 드라이브, Drop Box와 같은 국·내외 클라우드 스토리

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장된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서비스 제공

자가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는 이상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고, 데이터를 분실할 염려도 없고 접근성, 보

안성 등 사용자 편리성이 크게 향상된 매체이다. 네이버가 제공하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경우 하루에 저장되는 사진이 6,000만 개 이상

으로 데이터 양으로 따졌을 때 1PB 이상에 달한다.

3.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특성

전통적 저장매체와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그 차이점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디지털 증

거의 증거능력 유무를 결정지을 만큼 결정적이다. 그래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획득한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 Josiah Dykstra, Alan T. Sherman, Acquiring forensic evidence from 
infrastructure-as-a-service cloud computing : Exploring and evaluating 
tools, trust, and techniques, Digital Investigation, Elsevier, 2012, S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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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리적․논리적 구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 센터는 자연 재해나 외부 침입

등에 대비하고 중복성과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물리적으로 여러 곳

에 분산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도 물

리적으로 분산 저장될 가능성이 높다. 비록 가상화 기술을 적용하여

디지털 데이터가 사용자의 단말기 내에 존재하는 것처럼 논리적으

로 시각화된다 하더라도, 클라우드 스토리지 박스가 원거리에 분산

되어 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물리적으로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

음을 의미한다.

데이터 센터의 스토리지 하드웨어 시스템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론상 가능할 수 있으나 시․공간의 제약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

이 있다. 하드디스크 배열은 태생적으로 여러 물리적 드라이버 사이

에 데이터를 나누고 복제하며 여분의 디스크를 포함하여 성능과 중

복성을 향상시킨다. 이 기술은 때로 전형적으로 하드디스크 배열 컨

트롤러를 통해 실현되는 RAID(Redundant Arrays of Independent

Disks) 스키마를 사용하여 구현된다.2)

또한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용량의 탄력성 또는 유연성으로 인해

논리적으로 확장이 자유로운 저장매체다. 이러한 특성은 원격지에

존재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데이터의 압수․수색 시 무결성, 안전

성, 신속성 확보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2) 토마스 얼, 자이엄 마흐무드, 리카르도 푸티니, 클라우드 컴퓨팅 : 개념에서 설계, 
아키텍처까지(옮긴이:강송희, 강서연, 김인정), 에이콘 출판사, 2014년,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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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산 파일시스템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서비스 업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분산 파

일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점차 자리를 잡

아가면서 서비스 제공자마다 효율적인 저장방법으로서 Network

File System,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Common Internet

File System, Google File System, Amazon EFS 등 나름의 독자적

인 파일시스템을 적용한다. 다양한 파일시스템만큼 메타데이터와 실

제 데이터에 대한 저장방식과 분석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데이터 센터 내의 저장매체들은 RAID 기술을 채택함으로써 가용

성과 보안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분산 파일시스템으로 인해 분산된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물리적 이미징 작업은 쉽지 않다. 시간적․공

간적인 조건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디지

털 포렌식 관점에서 압수․수색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커다란 장애

요소 중 하나이다.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분석을 위해서도 분산파일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파일시스템은 Meta Area와 Data Area의 구조로 이루

어져 있다. FAT 파일시스템은 볼륨의 첫 섹터인 Boot Record,

FAT 영역과 데이터 영역을 분석함으로써 은닉 파일, 삭제 파일, 조

각난 파일 등을 복구할 수 있고, NTFS 또한 MFT엔트리와 데이터

영역을 분석함으로써 안티 포렌식에 대응하여 디지털 증거를 확보

할 수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분산 파일시스템에 대한 분석 방법

은 드라이브, 볼륨의 분석 가능성이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연구되

지 않았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사용되는 분산 파일시스템

은 제공자에 따라 그 형태가 다양하다. 따라서 분산파일시스템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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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기 위해서는 각 서비스 제공자의 파일시스템에 대한 많은 연구

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 2013년 11월 11부터 15일까지 미국 산타페에서 데이터 관리

서비스 위원회 메타데이터 표준화 실무반(ISO/IEC

JTC1/SC32/WG2)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메타데이터 교환

표준으로 대한민국에서 개발하였던 ‘ISO/IEC 20943-5 메타데이터

매핑 절차’와 20943-6 온톨로지 생성 프레임워크가 국제표준(TR,

Technical Report)으로 제정되고 최종 출판3)되었으며, 아울러 빅데

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기술환경에서의 메타데이터 표준

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최근 ISO/IEC JTC1/SC32 데이터 관리서비스 위원회를 통해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소셜 네트워크 분석, 차세대 분석 기법, 인

터넷 사물 통신 등 신규 기술 분야에서 데이터 상호 운용성 증대를

위한 표준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빅데이터 분야

의 참조모델을 지속적으로 제안하여 빅데이터 표준화를 선제적으로

주도하려고 하고 있으며, 아울러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서비

스간 메타데이터 교환모델을 신규 과제로 제안하면서 ISO/IEC

JTC1/SC32 데이터 관리서비스 국제표준화 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신규 기술 분야에 대한 선제적 표준화 대

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의 강화

클라우드 보안은 크게 전용 데이터 센터에 대한 물리보안, 네트

3) http://www.kodb.or.kr/,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3, 12. 11.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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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보안, 계정 인증과 접근권한 통제, 호스트·애플리케이션·데이터

에 대한 보안 등으로 분류된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영역은 피압수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 의해 공유된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안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수

사기관은 피압수자의 데이터라 하더라도 범죄와의 관련성 없는 데

이터는 압수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과 법원의 요구에 따라 선별압수

의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동일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3의 이용자에 대

한 관계에 있어서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하는 각 사용자는 중복된 신뢰경

계를 공유한다. 피압수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제3자의 데이터 영역에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의 입장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바라는 가장 큰 요구사항은 보안의 강화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자의 보안정책은 클라우드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기

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는 보안 강화를 위해 많은 연

구와 투자를 하게 된다. 이는 곧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는 커다란 장

애물이다.

4) 데이터의 자동 복제에 의한 중복 저장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폴더, 파일, 링크 등의 데이터는 여

러 가용 영역에 중복 저장된다. 이러한 기능은 사용자의 데이터 보



- 8 -

호에 도움이 된다. 한 곳에 저장된 데이터의 손실이 있더라도 다른

곳에 중복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재난에 대비할 수 있

다.

자동 복제 기능에 의해 중복 저장된 데이터의 본문 내용은 동일

하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에 저장된 데

이터의 MAC Time과 같은 메타데이터가 같을 지는 의문이다. 이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 연계

보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5) 삭제된 자료의 복구 가능성이 낮음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웹 브라우저 혹은 스토리지 애플리

케이션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원격지에서 삭제된 데이터

를 복구하기 위해 물리적 디스크를 분석할 수가 없다. 설령 데이터

센터에 있는 스토리지 박스에 접근하였다 하더라도 클라우드 스토

리지의 특성상 계속되는 파일의 생성․삭제 등으로 덮어써질 가능

성이 높고, 수많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버를 차

단할 수도 없다.

삭제된 데이터의 복구 가능성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구체

적인 기술 구현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박

스의 배열 방식, 분산파일시스템 등의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전통적인 저장매체에서의 복구 방법보다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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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비밀 보장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압수․수색의 처분을

받는 기업의 자유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방식, 보안정책, 네트워크 현황,

내부 구조, 암호화 방식 등 기업의 영업 비밀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

하여야 한다.

7) 형사소송의 이념 갈등 강화

실체 진실의 발견이라는 이념의 실현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은 최

대한 광범위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실체 진실의 발견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피압수자 등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커진다. 반대로 피압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서는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에 한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수

색하고 압수하여야 한다. 그 결과 수사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실체진실의 발견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갈등 관계가 보다 넓게 형

성된다.

8) 글로벌 기업의 법적 제도에 따른 접근의 제약

글로벌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업체의 데이터 센터는 세계 곳

곳에 산재해 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 대상 디지털 증거에 대해

우리나라의 수사권이나 재판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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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수 있다. 해외에 존재하는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은 관련 국가 또는 서비스 제공자

의 협력 없이는 어렵다. 또한 각국의 형사절차 관련법, 개인정보보

호 관련법의 충돌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어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4)

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9) 가상화 기술을 이용한 IT 자원의 관리

피압수자의 사무실이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만으로는 가상

화 기술이 적용된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실제 데이터가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다. 사용자에게는 데이터가 로컬 컴

퓨터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로 인해 압수․수색은

software적인 접근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hardware적인 접근방

법으로는 쉽지 않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다양한 가상화 기술

적용방식에 따라 압수․수색의 방법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10) 데이터의 대용량화

국내외 대다수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는 기본적으로

수십 GB의 무료 저장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중국의 웨이윤은 최대

10TB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사용자는 비용을 지불하면 얼마든지 저

장용량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4)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의해 공조조약이 체결된 경우 외국의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관련 공조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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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Amazon Web Serivce의 클라우드 스

토리지에 있는 30G의 자료를 이미징할 때 EnCase, FTK를 사용한

경우 12시간,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을 이용한 경우는 120

시간5)이 소요되었다. 기존의 포렌식 도구와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형사절차상 신속한 압수․수

색을 위한 시간적 제한사항을 한층 깊이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을 의미한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한 효율적

인 포렌식 도구의 개발이 절실하다.

11) hash 함수에 의한 무결성 입증의 한계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기존의 무결성

입증 방식인 hash value에 의한 데이터 원본과 이미지와의 동일성

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박스에 저장된 원

본 디지털 자료의 hash value를 획득하지 않는 한 네트워크를 통해

압수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hash value와의 동일성을 확인할 방법

이 없다. 하드웨어(혹은 드라이버)와 네트워크 환경설정의 차이로

인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원본 데이터와 클라우드 이미지와

의 동일성을 암호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6) 또한 네트워

크를 통한 다운로드 시 MAC Time 등 Metadata의 변경도 불가피

하다.

5) Josiah Dykstra, Alan T. Sherman, 앞의 논문, S95쪽
6) Josiah Dykstra, Alan T. Sherman, 앞의 논문, S97쪽
    다만, 작성자의 실험에 의하면, 원본 샘플 파일과 샘플 파일을 네이버 드라이브

와 구글 드라이브에 각각 저장한 후 Wi-Fi를 통해 스마트폰에, 유선 LAN을 통해 
PC에 각각 다운로드하여 MD5와 SHA1 해쉬값을 계산한 결과  MD5와 SHA1 각
각의 해쉬값이 동일함을 확인하였다.(사용한 프로그램은 “md5hash” 무료프로그
램, 사용한 해쉬 알고리즘은 MD5와 SHA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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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다양한 기술 수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제공자마다 차별적이고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한다. 대용량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는 업체, 보안기술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업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우선시 하는 업체, 데

이터의 업로드․다운로드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업체 등 업체별로

추구하는 서비스의 품질이 다양하다.

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자사의 서비스 형태에 따라 다양한

구조적, 기술적 특성을 적용하여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업계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수사기관이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대상

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서비스 제공자의 환경에

맞는 구체적인 압수․수색 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수사

기관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 수준과 디지털 환경에 맞는

맞춤형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고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Ⅲ. 클라우드 산업의 현황

1. 클라우드 전달 모델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전달 모델에 따라 IaaS,

PaaS, SaaS로 구분된다.7) 최근에는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7) 토마스 얼, 자이엄 마흐무드, 리카르도 푸티니, 앞의 책,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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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분류되기도 한다. ①소프트웨어 제공방식(SaaS, Software as

a Service) ②데이터 센터 제공방식(Data-center as a Service) ③플

랫폼 제공방식(PaaS, Platform as a Service) ④인프라 제공방식

(Infrastructure as a Service) ⑤음성통신 제공방식(Communications

as a Service) ⑥비즈니스 기능 제공방식(Business as a Service) ⑦

아키텍처 구성 기술 제공방식(Architecture as a Service)8) 등이 있

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발전과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2. 클라우드 배포 모델

클라우드 배포 모델은 기본적으로 Public 클라우드, Private 클라

우드, Hybrid 클라우드의 3가지로 분류된다.9) 배포 모델이 좀더 발

전되어 Public 클라우드(덜 민감한 정보), Community 클라우드,

Private 클라우드(민감한 정보), Hybrid 클라우드로 분류되기도 한

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압수․수색의 방법,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은 Public 클라우드 서비스 분

야가 Private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보다 활성화 되었다. 하지만 점

차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증가하고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신뢰성

과 경제성이 보장되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8) 이병엽, 박준호, 유재수,고가용성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을 위한 그리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2권 제2호(2012년) 22쪽, 

9) 토마스 얼, 자이엄 마흐무드, 리카르도 푸티니, 앞의 책,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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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라우드 서비스 현황

1) 국내외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현황

국내의 모바일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네이버와 다음(2015

년 12월 31일 서비스 종료 예정) 등 포털사와 SKT, KT, LGU+ 등

통신사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각각의 사업자는 적게는 15GB에

서 많게는 50GB까지 무료 저장용량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비용

을 지불하면 얼마든지 용량을 추가할 수 있다.

세계의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은 아마존, 구글, IBM, HP 등 미국

의 메이저 IT 기업들이 독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자주 이용

하는 주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로는 Drop Box, 애플의 iCloud,

구글 드라이브,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아마존의 AWS 등이 있다.

2) 모바일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분야 국내외 시

장 규모10)

국내의 모바일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통신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40% 이상 급성장하고 있고, 초고속 무선통신 서

비스 인프라 확충으로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도 2010년

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25% 이상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10) 김홍근, 김형종, 나연묵, 민홍, 이호웅, 모바일 클라우드 보안, 책밥, 2015년, 1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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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클라우드 스토리지 압수․수색의 장애 요인

1. 원격 수집도구의 부재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디지털 자료를 검색하고 선별한 후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당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물용 저장매

체에 직접 저장할 수 있는 도구나 방법이 없다. 현재로서는 클라우

드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거쳐 로컬 PC에 저장한

후 기존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와 수사기관의 압수물용 저장매

체에 저장된 데이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 현재로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드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

성과 무결성을 담보하기 위해 피압수자의 절차적 동의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수

사기관의 압수물용 저장매체에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는 신뢰성 높

은 표준 도구와 기술의 개발이 절실하다.

2. 디지털 데이터의 암호화 저장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ID와 패

스워드를 알아낸 후 로그인하여야 한다. 최근 일부 클라우드 스토리

지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클라우

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파일 각각에 대한 자체 암호화 기능을 제공

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의 계정 정보를 압수하여 해당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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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근하였다 하더라도 암호화된 파일에 대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한다면 파일의 내용을 알아낼 수 없음은 물론 로컬 PC

로의 다운로드 자체도 허용되지 않는다.

3. 삭제된 자료에 대한 복구의 어려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저장매체에 대한 삭제 파

일 복구 기법을 적용할 수 없다.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서

는 물리적 디스크를 분석하거나 디스크 전체에 대한 이미징 파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클라우드 스토리지 박스 자체에 대한 물리적 분석이나 이

미징 작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삭제된 디지털 증거의 복구

를 위해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박스의 전체

를 압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수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대용량 저장매체에 대한 이미징 작업을 할 수도 없다. 클라우드 스

토리지에서 삭제된 데이터의 복구 가능성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자의 기술 수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전통적인 저장매체에서의 표

준적인 복구 방법으로는 복구가 불가능하다.

4. 국외 스토리지에 대한 압수․수색 시 당사국간

법률적 마찰

디지털 증거가 저장된 클라우드 시스템의 물리적 위치가 여러 국

가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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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의한 제약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구글 드라이브나 아마존 웹

서비스 등 일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데이

터에 대한 보안성 향상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가 자신의

디지털 자료가 저장될 데이터 센터의 국가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한다.

형사절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외국의 데이터 센터에 저장된 디

지털 데이터의 압수․수색을 요청할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는 외국에 있는 국민의 Privacy 보호를 이유로 User data의 해외

전송을 거절할 수도 있다.

지난 2015년 10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유럽연합과 미국간의 ‘Safe Harbour

Agreement’에 대해 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불충분하다는 이유

로 유럽연합 시민들의 사용자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유

효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사이버 세계는 각국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일부 콘텐츠를 제한하

는 등 약간의 제약이 있기는 하나, 이미 세계화가 이루어졌다. 그러

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의 세계화는 아직까

지 요원하다. 이는 현실 세계의 세계화가 이루어진 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적 협력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과 유사한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다만, 디지털 포렌식의 세계화는

현실 세계의 세계화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5. 대용량의 문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업계에서 경쟁 우위의 확보를 위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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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의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사용자가 보다 안전하

고 대용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클라우

드 서비스 사업자는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황에 따라

선두전략, 지연전략, 사상전략을 채택하면서 IT자원을 수평적 혹은

수직적으로 확장해 나간다. 사용자의 요구와 서비스 사업자의 이해

관계가 일치되는 수준에서 스토리지 서비스는 대용량화 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있어서 압수․수색의 범위가 점차 대용

량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6. 무결성 보장을 위한 새로운 방안의 필요

혐의자 등의 은행거래내역에 관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나 통화내역, 기지국

정보,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의 획득을 위해 통신사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의 목적은 모두 범죄사실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를 획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무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의 집행 시에는 피의자 등의 참여권과 무결성 보장

원칙은 철저히 준수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은행 거래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

장의 집행 결과로 획득하는 압수물은 디지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나 해쉬값 등에 의한 무결성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무결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이유는 명

확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당사자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

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상대 당사자의 증거제출에 명시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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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묵시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것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예외 적용의 기준은 무엇인가. 첫

째로는, 금융기관, 카드사, 통신사 등에 대한 신뢰를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금융기관, 카드사, 통신사 등을 신뢰할 수 있는 협

조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획득된 디지털 자료가 혐의

자에 자유의사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아닌 혐의자의 행동의 결과에

따라 기계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된 것이기 때문일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획득되는 디지털 증거에도 위와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신뢰할 수 있는

협조기관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가 사건의 관련 당사자가 될 경우에는 보다 신중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혐의자의 자유의사가 아닌 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된 자료

(로그 파일 등)에 대한 무결성 입증 방식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

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는 일반 디지털

저장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포렌식 절차와는 근본적인 차이

가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입증을

위해 기술적 방법과 절차적 방법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하여야 한

다.

우선 기존의 해쉬값에 의한 암호학적 방법으로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암호학적 방법에 의한 무결성 입증 방법이 불

가능할 경우에는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하는 압수․수색 관계자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된 경우에는 해쉬값이 다

르더라 하더라도 무결성을 인정해야 한다. 즉, 수사기관이 주체가

되어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클라우드 시스템 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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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를 얻어 안전한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의 침입 없이 디지털 증

거가 수집된다면 무결성을 인정하여도 좋을 것이다.

7. 네트워크 관련성 강화로 인한 신뢰성 문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를 다운로드하는 과정

중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 공격으로부터 감염 또는 위협이 존재할

수 있다. 또는 관련자가 수사방해 목적으로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경

우도 있을 수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디지털 증거를 네트

워크를 통해 수집할 때는 네트워크의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8.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존성 강화

공권력으로서의 수사권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협력 의지나

기술적 능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자의 협조가 없이는 압수․수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질서 유지를 위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의 정도가 사인(私人)

의 의사나 능력에 좌우된다는 것은 강제처분을 받는 국민의 입장에

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나아가 이렇게 일률적이지 못

한 수사권 행사는 공권력의 정당성에도 의문을 갖게 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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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시-다중 접속의 문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하나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여러 명에 의한 동시-다중 접속이 가능하다. 네이버의 WorksMobile

서비스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파일에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

하여 삭제․변경․수정함으로써 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 중 하나가 동시-다중 접속을 통한 공동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는 압

수․수색 대상자들이 안티포렌식의 수단으로 악의적으로 활용할 가

능성도 포함하고 있다. 피압수자와 사건 관련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사건 관련 증거를 원

격으로 삭제․변경․이동할 수 있다.

동시-다중 접속을 통한 공동 작업은 형사소송적 측면에서 피의자

의 특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디지털

자료의 내용과 혐의자와의 관련성, 클라우드에 접속한 디지털 기기

의 소유자, 로그 기록 등을 분석하고 일반 수사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클라우드 사용 모니터11)

에 의해 기록되는 로그 자료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의 행위를

분석함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

해서는 동시-다중 접속 차단12)이 중요하다. 압수․수색 대상 클라우

11) 토마스 얼, 자이엄 마흐무드, 앞의 책, 198쪽,  클라우드 사용 모니터는 IT 자원 
사용 데이터를 모으고 처리하는 책임있는 경량화 되고 자율적인 소프트웨어 프로
그램으로, 네트워크 트랙픽과 메시지 측량, 측정기간 길이 등을 측정하여 로그 데
이터베이스에 사용 데이터를 저장한다.

12) 김흥원, 클라우드 스토리지 압수․수색 시 문제점과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학교, 2015, 석사학위 논문, 14쪽



- 22 -

드 스토리지 서비스 계정에 수사기관이 단독으로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여 동시-다중 접속의 차단을 요

구한 경우에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다중 접속 차단의 경우 피압수자가 범죄와 관련성 없는 데

이터의 사용을 요구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보장, 기업의 자유 보장 등 기본권 보장과의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 필요하다. 압수․수색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

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압수․수색의 종료가 요구된다.

10. 멀티 디바이스를 이용한 실시간 자동 동기화의

문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사용자가 로컬 단말기의 저장매체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동기화한 경우 해당 파일은 실시간으로 변경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 수준에 따라 파일의 내용뿐

만 아니라 MetaData도 변경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요구에 의해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데이터와 단말기

내 저장 장치에 있는 데이터 간의 실시간 자동 동기화 기능을 제도

적,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압

수․수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원격지 접

속을 차단함으로써 실시간 동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원격지 접속

차단을 요구받은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응하도록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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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강화

국가 기능으로서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서 범죄수사를 위한 수사

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능과 피의자 등의 기본권 보장은 반비례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법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법은 불법에

양보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열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을 벌해서는 안 된다’

고 할 수도 있다. 수사권의 발동은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

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사권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발동된다 하더라도 고객

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센터의 기밀성을 최우선 정책으로 강조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를 상대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데이터의 보안성 문제

를 고려하여 자사의 해외 데이터 센터 설치 시 IT 인프라가 우월한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홍콩, 대만 등을 선택하였다.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으로 고객의 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 때문

이었다. 보안과 기밀성을 강조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수사기

관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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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여권의 보장의 문제

1) 참여권의 법적 성격

판례에 의하면, ‘피압수자(당사자)의 참여권 보장’은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남겨지게 되면 피압수자의 다른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한층 커지게 되므로 그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

한 핵심절차13)라고 하여 실체적 권리보다는 절차적 권리로서의 성

격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권은 절차적 권리인 동시에 실체적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참여권자로서의 피압수자14)는 수사기관이 사건과 관련한 어떤

자료를 압수하는지 압수 목록을 교부받을 권리가 있고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의 ‘다른 법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수사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참여권의 주체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인 참여권자로서 ‘검사,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규정하고 있다.15) 압수․수색의 당사자로서 수사기관의

13) 대법원, 2011모1839, 2015. 7. 16. 결정, 준항고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또한 
본 판례에서 ‘피압수자’는 범죄 실행자로서의 ‘피의자’를 지칭하고 있다.

14) 형사소송법 제118조의 영장의 처분을 받는 자, 제121조의 당사자인 참여권자, 
제129조의 압수목록을 교부 받을 자의 관계와 범위를 명확히 밝힐 필요성이 있
다.

15)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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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 보장은 큰 문제가 없다.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권 보장이 중요하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데이터의 압수․수색 시 피압수자, 즉 압수의

처분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피압수자로는, 첫째, 피의자로서는 범

죄의 실행자(Criminal)가 될 것이고, 둘째, 디지털 데이터의 소유자

로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User)가 될 것이고, 셋째, 데이터의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Provider)가 될

것이다.

3) 참여권 보장의 방법

(1)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얻어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의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을 미리 확보한 경

우에는 통상 압수․수색영장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

고 필요한 디지털 증거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하게 된다.

수사기관이 원격지에서 팩스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영장을 제시

하는 경우, 수사기관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하게 된다. 참여권자는 한편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담당직원이 피압수자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

고, 다른 한편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수사기관에게 제공

할 때 수사기관의 활동을 관찰함으로써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보면 참여권은 어떤 방식으로든 보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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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위법한 압수․수색으로써 증

거능력이 배제될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원격으로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할

경우에는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기가 쉽지 않다. 클라우드 서비

스 제공자가 피압수자(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로서의 User)의 디지

털 자료 중 어느 것이 피의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지 판단할 기대가능성이 낮고, 담당직원이 압수의 목적물로서 기억

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서비

스 제공자의 협조를 얻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에는 사건

을 직접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의한 범죄 관련성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와 관련한 적절한 증거가 수집되었는지 선별압수의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수사기관이 직접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

수사기관이 직접 피압수자의 계정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접속

하거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얻어 현장을 감

독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 참여권자는 수사기관의 압

수․수색 현장에 함께 함으로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

다.

당사자의 참여권 침해는 위법행위로써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직접 압수․수색을

시행하게 되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원격으로 협조를 요청

하여 시행하는 때보다 선별압수의 원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할 수

있고 당사자의 참여권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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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의 태도

은행거래내역에 대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을 위한 금융기관

에 대한 영장의 집행이나 통화내역, 기지국 정보, 인터넷 접속 기록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관한 디지털 증거 획득을 위한 통신사에

대한 영장 집행 시, 피의자․소유자․소지자의 참여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이 수사실무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모든

증거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법원이 참여권 미보장을 이유로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판단하

는 기준은 무엇일까? 법원은 금융거래내역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에 대한 디지털 증거 획득을 위한 영장의 집행과 일반적인 디지털

증거 획득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있는

가? 만약 그렇다면 그 차이점은 무엇이며 피의자 등의 참여권은 어

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양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첫째, 압수․수색 대상 자료의 소유권

귀속의 문제일 수 있다. 금융거래내역이나 통신사실 자료의 경우 해

당 자료가 혐의자 등의 소유가 아닌 객관적인 제3자(금융기관 혹은

통신사)의 소유이고 일반적인 디지털 증거의 경우 혐의자 등의 개인

의 소유인 경우16)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대상 자료의 소유권 귀속에 따라 피의자 등의

참여권 보장 유무가 달라져야 할 근거는 없고 그에 따라 참여권 보

장이 달라져서도 안 된다. 참여권자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실무상에서 금융거래내역이나 통신사실 자료에 대한 영

16) 물론, 일반적인 디지털 증거도 객관적인 제3자의 소유인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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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집행에 있어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수사가 관행이 되어버

린 것이다. 앞으로의 수사절차에서는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금융거래내역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영장의 집행과 일반

적인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두 번째

차이점은, 압수대상 자료를 객관적인 제3자를 경유하여 획득하느냐

아니면 수사기관이 직접 획득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점으

로 인해 참여권 보장에 차이를 두어야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즉,

객관적인 제3자를 경유하여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기 때문에 참여권

을 제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제3자를 경유하여 디지털 증

거를 획득할 때 참여권은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제3자를

경유하여 디지털 증거를 획득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직접 획득하

는 것보다 증거가 오염될 가능성과 피압수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

능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디지털 증거의 소

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물건성을 인정하고 그 소유권과 제어권은 서

비스 사용자(User)에게 있고 사용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

공자(Provider)에게 보관을 위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제3자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증거를 획득할 수도 있고 수사기관이 직접 수색하여 획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하더라도 피의자 등의 참여

권 보장에 차이를 두어야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피의자 등의 참

여권은 예외사유가 없는 한 언제든지 보장되어야 하며 참여권 보장

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가 된다.



- 29 -

(4) 참여권 보장을 위한 사전 통지의 예외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미

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클

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압수․수색 시 압수 대상 계정에 대한 접

속 차단조치 없이 참여권자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피의자 등은 자기

에게 불리한 자료를 어떻게든 수정․삭제․은닉․이동하려고 할 것

이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여러 가지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서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사전 통

지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압수․수색

의 경우에도 이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사전 통지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우선

압수․수색 대상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외부에서의 접

속 차단 조치를 취한 후에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수정․삭제․은닉․이동하는 것을 예방하고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

다.

13. 여러 개의 계정 사용에 의한 안티포렌식

혐의자가 여러 개의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을 보유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정에서는 직장의 일반적

인 업무 관련 컴퓨터 작업을 하고 ⓑ계정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관

련 컴퓨터 작업을 하고 ⓒ계정에서는 직장에서의 분식 회계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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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포렌식 수사관은 혐의자가 사용하는 단말기에서 클라우드 스토리

지 접속 흔적을 발견하고서 혐의자를 설득하여 클라우드 스토리지

에 대한 ⓐ와 ⓑ계정을 확보하였다. 수사관이 ⓐ와 ⓑ계정에 접속하

여 모든 파일을 수색하였지만 사건과 관련된 아무런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14.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압수․수색을 위한 관련

법령의 미비

1) 형사소송법

우리 형사소송법은 1954년 9월 23일 제정 후 사회 발전에 따른

변화의 수용, 국민의 기본권 보장, 형사소송절차의 합리화, 법규범과

현실과의 괴리 해소를 위해 18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하지만 ITC

환경의 발전과 함께 커다란 변화를 맞고 있는 디지털 증거법 분야

에 대해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변화된 데이터 저장방식에 따른 압수․수색 방법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 절차,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건에

대해서는 판례의 해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엄

격한 절차와 방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침묵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판례를 통해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불문법을 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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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가 형성하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와 방식, 증거

능력 인정요건 등에 관한 근거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없다. 디지털

증거는 오직 법원의 해석에 의해 그 증거능력 유무가 달라지고 있

다. 형사소송법의 제1편 제10장의 ‘압수와 수색’에 관한 규정이나 제

2편 제3장 제2절 ‘증거’에 관한 규정을 디지털 증거에 대한 법 적용

의 근거로 삼기에는 그 규정이 지엽적이고, 법치국가의 원리에도 어

긋나 위헌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2)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률

2015년 3월 27일, 법률 제13243호로 제정된『클라우드 컴퓨팅 발

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및 이

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동법 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제1항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

비스 제공자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

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의 압

수․수색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협력의무나 절차적, 기

술적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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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

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9조의3(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1항은 검사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

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

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

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의 압

수․수색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협력의무나 절차적, 기

술적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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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게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83조

(통신비밀의 보호)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

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

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 이용자

의 주민등록번호, 이용자의 주소, 이용자의 전화번호, 이용자의 아이

디,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이다.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자료제공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

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

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전

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해 어떤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5) 기타

대검찰청예규 제805호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증거 수집 및 분

석 규정”제15조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검증) 제2항에는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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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염두에 둔 규정이 있다.

제15조 제2항에서는 ‘압수·수색의 대상인 정보저장매체와 정보통

신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증거를 저

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 압수·수색 대

상인 정보저장매체를 통하여 접속한 후 수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수색·검증 대상 정보저장매체가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있고,

압수·수색 대상자가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하여 기억된 정보를 임의로

삭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연결 케이블을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5항에서는 정보저장매체의 책임자 등에게 디지털 증거의

출력, 복제, 정보저장매체의 작동,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

른 정보저장매체의 접속,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대검찰청 예규에 의하면, 압수․수색 대상인 정보저장매체를 통

하여서만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접속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압수․수색 대상 저장매체가 아닌 다른 디지털 기기, 클라우드 서비

스 제공자의 기기를 통한 접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케이블이 아닌 무선통신망을 통해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

저장장치에 연결된 경우에 대한 적용 가능성도 없고 클라우드 스토

리지 서비스에 대한 외부에서의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도 없다.

경찰청훈령 제766호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에는 제10조에 영장집행의 준비, 제11조에 영장집행의 방법, 제12조

에 압수절차를 규정하여 전통적인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수색을 규정하고 있으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대상으로 한 압수․

수색을 위한 별도의 절차와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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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193호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운영지침”에는 제7조에 디스크 등 저장매체로부터의 증거의 수집,

제8조에 정보처리시스템으로부터의 증거 수집, 제9조에 디지털 증거

의 수집 시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대상

으로 한 압수․수색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6)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의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유럽회의의 사이버범죄 방지협약 제19조는 회원국들에게 클라우

드 스토리지와 같은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원격지의 압수․수색이라 하더라도 자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

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그 데이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17)는 한계점

17) Article 19 – Search and seizure of stored computer data
1. Each Party shall adopt such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mpower its competent authorities to search or similarly 
access:

   a. a computer system or part of it and computer data stored therein; 
and

   b. a computer-data storage medium in which computer data may be 
stored

   in its territory.
2 Each Party shall adopt such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nsure that where its authorities search or similarly 
access a specific computer system or part of it, pursuant to paragraph 
1.a, and hav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data sought is stored in 
another computer system or part of it in its territory, and such data is 
lawfully accessible from or available to the initial system, the authorities 
shall be able to expeditiously extend the search or similar accessing to 
the oth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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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자국의 영토를 벗어난 지역에 존재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에 대한 압수․수색 근거 규정의 입법은 보류하였다.

7) 소결

디지털 산업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

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와 방법도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여야 할 디지털 증거 관련

법규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 증거법이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함에 따라 디지털

자료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를 압수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현실의 디지털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법률해석이 적용됨으로써

법정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디지

털 증거의 압수․수색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규의 제정이

시급하다.

원격지에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의 접속에 의한 압수․수색의 가

능성,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의 협력의무, 원격지 데이터

의 다운로드 방식, 동일성․무결성의 보장을 위한 방법, 국외 데이

터 센터에 존재하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압수 가능성 등을 세부적

으로 규정하여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압수․수색의 법적 정당

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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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압수․수색을 위한 방법

1. 클라우드 스토리지 압수․수색의 현실

1) 클라우드 스토리지 압수․수색의 일반적인 경우

수사기관은 팩스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관계 직원은 영장을 확

인한 후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관련 파일들을 수사기관의 이메

일로 회신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영장집행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첫째, 영장집행은 원본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 하지만

수사실무에서는 금융기관, 통신사 또는 포털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

한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 이메일 등을 압수하기 위해 처분을 받

는 자에게 영장 원본의 제시가 아닌 영장을 팩스로 발송하는 방식

으로 영장을 집행한다. 그러면 해당 기업에서는 담당직원이 범죄사

실과 관련된 해당 디지털 증거를 추출하여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사

기관의 KICS 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수사관 개인의 이메일로 전송

하고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둘째,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팩스 전송에 의해 영장을 제시하고

피압수자는 수사관 개인의 이메일을 통해 디지털 증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른 영장집행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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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경우라면 수긍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전

통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참여권은 반

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등의 압수목록을 교

부받을 권리 또한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인 제3자에 대한 신뢰성 문제이다.

만일 제3자가 혐의자와 이해관계가 있어서 혹은 편의주의에 따라

범죄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를 제외하고 선별하여 범죄와 무관한 정

보만을 제공할 경우 수사기관은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Provider)인 제3자에게 영장의 집행

을 의뢰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직접 압수․수색하는 것보다 엄격

한 절차적 투명성과 안전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반대의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다.

팩스 전송에 의한 실무상의 영장집행 방법의 적법성에 의문을 갖

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이 담보

될 수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제출된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받

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2) 대기업 뇌물공여 사건의 압수․수색 사례18)

실제 모 대기업의 압수·수색 사례에서 대상 기업은 Private

Cloud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포렌식 수사관

은 해당 클라우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가 없었다. 사용자의 아

이디와 패스워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디지털 증거를 압수

18) 이희범, 암호화된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해독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2015,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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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관련 직원들의 협조를 얻어 아이디와 패

스워드를 제공받는 것이었다.

압수․수색 절차는 관련 직원들의 협조 하에 직원 개인 PC에서

기업 전산시스템에 접속(기업 정보보안팀의 승인 필요) → Private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의 접속(직원의 아이디, 패스워드 제공 필요)

→ 각 담당 직원이 작성한 사건 관련 파일을 개인 PC에 다운로드

(네트워크 환경 유지 필요) → 본사의 반출 승인 → 다운로드한 파

일을 압수(일반적인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와 동일) 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기업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만약 대상 기업과 직원의 협조가 없으면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은 쉽지 않다.

2. 클라우드 스토리지 계정 정보 획득 방법

1) 가입자 정보 확인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대상자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 접속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의 가입자

정보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가입

을 위한 정보로서 이메일 주소,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인증을 요

구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정

보의 수집은 제한되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 번호에 의한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접속 권한을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19) 헌법재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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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

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밝혀20) 앞으로는 주민

등록번호의 변경도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2) 가입자 정보를 통한 접속 권한 획득

수사기관이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수색하여 압수하고자 할 경우에

는 해당 계정 정보를 먼저 확보하여야 한다. 계정 정보를 얻기 위해

먼저 계정 정보 획득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가입자별 가

19)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

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

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
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
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20)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3헌바6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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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요건을 알아야 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피압수자의 기본 정보

를 미리 파악해야만 한다.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강화되면서 개인의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

록번호 등의 수집은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고유식별정보에

의한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

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계정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은 각 클라

우드 서비스별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기본 정보를 알아야

하고, 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가입자 정보를 처리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가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입

하기 위하여 어떤 가입자 정보를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많

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며 정확성도 떨어진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는 내부 보안정책에 따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암호

화하여 보관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수사기관은 해당 정보를 확보하

지 못할 수도 있다.

3)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Forensic–as–a-

service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피압수자에 대한 디지털 증거를 수사

기관에 제공한다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은 고

려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21) 수사기관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

이 될 수 있겠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

21) Josiah Dykstra, Alan T. Sherman, 앞의 논문, S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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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회사의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Forensic-as-a-service를 제공하

지 않으려 할 것이다.

4) 보호된 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제도22)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피압수자로 하여금 ID와 패스워드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영국의 Regulation

of Investigation of Powers Act 2000, 프랑스의 Law 2001-1062, 호

주의 Cybercrime Act, No. 161, 2001 등 일부 국가의 법령에서는 수

사기관 또는 법원에게 보호된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명령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만약 수명자가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보호된 정보에 대한 공개명령은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해서는 적용

될 여지가 있으나, 피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

죄거부권,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

5) 자동접속 기능 활용

피압수자가 사용한 PC, 노트북, 노트패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

기에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자동접속이 설정된 경우가 있

다. 만약 해당 기기에 자동접속이 설정되어 있다면 현장에서 디지

털 자료를 수색한 후 필요한 자료를 압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22) 이희범, 앞의 논문, 2015년, 22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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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모바일 기기 중심의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자동 접속이

설정된 모바일 기기를 압수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에 바로 접속할 수

도 있다. 대상자의 계정 정보를 획득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압수․수

색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단말기를

압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직접 디지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제도

와 절차적 가능성을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3. ID만을 확보한 경우, Password 찾기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흔적 분석23) 또는 클라우드 시그니처 분석

등을 통하여 피압수자가 사용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ID만을 확보하

고 패스워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패스워드를 초기화하는 방

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패스워드를 초기화한 후 부여받은 새로운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해당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 이 때 새로운 패스워드를 부여받는 방

법은 서비스 제공자의 내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가입자 본

인의 협력이 필요하다. 대부분 가입자의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본

인 인증을 한 후 패스워드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비밀번호가 암

호화된 해쉬파일을 압수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암호화된

해쉬파일을 압수한 후 Brute force Attack이나 Dictionary Attack으

로 해당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비밀번호가 길게 설정된 경우 현재의 암호공격 기술로

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23) 김흥원, 앞의 논문, 25쪽,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사용흔적 확인 프로그램의 
보완 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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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C Address-Log–Forensic

MAC Address는 이더넷의 물리적인 주소이다.24) 이더넷 카드의

ROM에 기록된 것으로서 주소 크기는 6byte인데, 미국전기전자학회

(IEEE)가 전반부 3byte(24bit)를 벤더에 할당하면, 벤더 측은 후반부

3byte(24bit)에 대해 세부 할당을 한다. 통신망 운용 상태를 감시하

기 위한 모니터 초기 화면에는 각 기계의 이름이 미리 망 관리 인

터페이스 카드(NIC : Network Interface Card)에 할당되어 MAC 주

소(MACA)로 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48bit 길이이며, 통상 개인

용 컴퓨터(PC)나 구내 정보 통신망(LAN) 기기의 LAN 접속구상의

ROM에 기입해 두고, MAC층 데이터 프레임의 앞쪽(머리부)에는 송

신처의 주소를 지정해서 사용한다. 제품에 들어있는 MAC 주소는

세계에서 유일한 ID라고 생각할 수 있고 구성은 다음과 같다.

1byte 1byte 1byte 1byte 1byte 1byte

00 30 F9 00 00 01

Company ID Serial Number

[표 2. MAC Address의 구성]

1) 개념 정의

MAC Address-Log–Forensic은 이더넷 카드의 고유번호인

MAC Address를 추적하여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2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62689&cid=42346&categoryId= 
42346, [네이버 지식백과] MAC 주소 [MAC address, -住所] (IT용어사전,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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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클라우드 계정 정보를 확인하고 그 계정으로부터 범죄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디지털 포렌식 방법이다.

특정 Client가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한 경우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특정 Client의 접속 로그를 기록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자의 로그 서버에 기록되는 로그 중에는 특정 Client의 MAC

Address도 포함된다.

수사기관은 피압수자의 Client에서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흔적을 찾아내고 접속한 디지털 기기의 MAC Address를 확보해야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피압수자가 사용한 단말기의

MAC Address를 제공하고 로그 서버로부터 그 MAC Address에서

접속한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하나의 단말기에서

여러 개의 계정을 사용하여 안티포렌식을 수행하는 범죄자의 회피

공격에도 대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혐의자에게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을 요구

하고 혐의자가 순수히 계정 정보를 알려주었다고 하자. 수사기관이

해당 계정 정보로 접속 후 수색을 하였으나 사건과 관련된 증거 파

일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알고 보니 혐의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계

정을 여러 개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계정

만을 수사기관에게 제공하고 사건과 관련한 중요한 증거가 저장되

어 있는 계정 정보는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 클라우드 서비

스 제공자를 상대로 MAC Address-Log–Forensic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디지털 기기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했던 모든 계정 정

보를 알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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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N 상에서의 MAC Address의 전송 절차25)

라우팅 테이블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낼 상대의 IP 주소가 정해

지면 상대 네트워크 카드의 MAC 주소를 포함하고 있는 MAC 헤더

를 추가한다.

[그림 1 MAC Header 추가]

LAN 상에서의 실제 데이터 전송은 MAC Address에 의해 이루

어진다. MAC 주소를 포함하는 MAC 헤더는 14바이트 크기로 다음

과 같은 정보들을 포함한다.

25)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70480&cid=51173&categoryId 
=51173, [네이버 지식백과] MAC 주소 등을 추가하는 IP (컴퓨터 개론, 2013. 3. 
10., 한빛아카데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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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크기(비트) 설 명

송신측의

MAC 주소
48

데이터를 보내는 네트워크 카드의

MAC 주소

수신측의

MAC 주소
48

라우팅 테이블에 의해 정해진 상대

네트워크 카드의 MAC 주소

이더넷 타입 16 프로토콜 종류(IP: 0800, ARP: 0806)

[표 3 MAC Header의 구조]

송신측의 MAC 주소는 자신의 네트워크 카드에 내장된 ROM에

서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수신측의 MAC 주소는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에 의해 구할 수 있는데, 동작 원리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수신 측의 MAC 주소 구하기]

ARP는 LAN 상의 모든 호스트에게 ‘IP가 111.111.111.1인 장치

야! MAC 주소 알려줘!’라는 메시지를 Broadcast 한다. 그러면 IP

주소가 111.111.111.1인 장치(여기서는 라우터1)가 ‘난데, 나의 MAC

주소는 00-00-0c-07-ac-cb야.’라고 응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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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통신할 때마다 MAC 주소를 구해야 한다면 이는 비효율

적이므로 한 번 조회한 MAC 주소 정보는 ARP 캐시에 저정하고,

다음 통신부터는 ARP 캐시를 보고 MAC 주소를 얻게 된다. 그러나

네트워크 카드를 교체해서 MAC 주소가 바뀌거나 IP 주소를 새롭게

설정하면 문제가 생기므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ARP 캐시에 저장

된 값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고 갱신된다.

MAC 주소는 OSI 7 레이어 모델 중 2계층인 DataLink Layer에

서 사용되는 주소이다. 따라서 3계층인 Network Layer로 넘어가면

IP 주소가 사용된다. 따라서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LAN을 넘어

WAN으로 가게 되면 MAC 주소를 대체하는 IP 주소가 사용된다.

3)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MAC Address 수집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하는 범죄 혐의자의 네트워크 단말기 MAC 주소가 클

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전송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MAC Address-Log–Forensic이 가능한 이유는 대부분의 클라우

드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와의 사용계약(개인정보 취급 방침 등)에

의해 MAC Address를 수집26)하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26) 1. “네이버 클라우드” 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관련 내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서비스 이용 과정에 이용자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IP주소, 쿠키, 방문일시•불량 이용 기록 등의 서비스 

이용 기록, 기기정보가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2. “구글 클라우드”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 중 개인정보 수집 관련 내용
※ Information we col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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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과금정책을 위해 또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 등

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자의 MAC 주소를 수집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용자의 보안 관리를 용이하게 하

기 위해 로그 관련 정보를 서비스로 제공하기도 한다. 구글은

Google Cloud Logging Service, 아마존 웹 서비스는 CloudWatch,

마이크로소프트는 Azure Diagnostics라는 이름으로 로그 정보를 제

공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로그 서버에 기록된 MAC Address

로그는 위․변조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수사기관이 수집한 MAC

주소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MAC 주소의 일치,

가입자의 스마트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획

득된 계정 정보와 사용자를 특정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

4) MAC Address-Log–Forensic 수행 절차

MAC Address-Log-Forensic의 수행은 2단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으로써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Device information 
   We collect device-specific information (such as your hardware model, 

operating system version, unique device identifiers, and mobile network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 Google may associate your device 
identifiers or phone number with your Google Account. 

◦Log information 
  When you use our services or view content provided by Google, we 

automatically collect and store certain information in server l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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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수사기관은 혐의자의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를

대상으로 1단계 압수․수색을 실시한다. 1단계 압수․수색을 통해서

피압수자의 디지털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증거를 수집한다. 사건 관

련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압수․수색을 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흔적을 수집한다.

하지만 혐의자가 압수․수색을 예상하고 사용자 컴퓨터 등 디지

털 기기를 이미 포맷하였거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관련 흔적을

삭제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수사기관은 피압수자의 디지털 기기에

서 사건과 관련한 아무런 증거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

고 압수․수색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용자의 인터넷 접

속 클라우드 디바이스와 그 디바이스의 MAC Address를 수집한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접근 가능한 디바이스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

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스크탑, 노트북, 넷북, 태블릿

PC, 스마트폰에서부터 미디어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서피스컴퓨터,

웨어러블 인터페이서, 앰비언트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수사

기관은 디바이스의 환경 설정에서 간단한 조작으로 MAC Address

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혐의자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2단계 압수․수색을

예상하지 못하도록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클라우드 컴퓨

팅 환경의 특수성에 따른 수사보안과 당사자의 참여권 및 피압수자

에 대한 압수목록 교부 사이의 충돌문제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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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데이터는 일반 물건보다 삭제․변경․은닉이 용이하다.

눈치 빠른 피압수자는 MAC Address 수집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안티 포렌식 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영장집행의 사

전 통지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수사 보안을 유지하여 외부에서 압

수․수색 대상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접속하여 디지털 증거

를 수정․삭제․이동하는 안티포렌식 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2) 2단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1단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사용자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MAC Address를 이용하여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

로 2단계 압수․수색을 실시한다. 수사기관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자에게 압수․수색영장과 함께 해당 MAC Address를 제공한다. 클

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로그 서버를 분석하

여 수사기관이 제공한 MAC Address로부터 접속된 계정의 ID를 확

인한다. 그리고 확인된 ID를 통해 저장된 사건 관련 디지털 증거를

추출하여 수사기관에게 제공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구할 수 없을 경우27)에는 수사기관이 직접 스토리지 서버에 있는

혐의자 관련 로그 기록을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확인된 ID로부

터 저장된 디지털 자료를 수색하고 압수하기 위해서는 Password를

알아내야 한다.

27)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되어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생각해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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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ssword 확인

피압수자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ID에 대한 Password를 확

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자의 보안 정책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 첫째, 수사기관은 법적 권한에 의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피압수자의 계정에 대한 Password를 제공할 것을 강제

할 수 있다. 만약 Password가 해쉬함수에 의해 암호화된 경우라면

암호화된 해쉬파일을 요구할 수도 있다. Password에 대한 해쉬파일

을 압수한 경우에는 이를 해독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도 있다. 따라서 해쉬파일 해독을 위한 기간 동안 클라우드 스토리

지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의 수정․변경․삭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압수자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계정에 대한 외부에서의 접

속 차단 상태를 유지하거나 원본 데이터에 대한 보존 조치가 필요

하다.

둘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우드 시스템에 Backdoor를

설치해 놓았다면 쉽게 압수 대상 계정으로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

다. Backdoor는 시스템 설계자나 관리자에 의해 고의로 남겨진 시

스템의 보안 허점으로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에 삽입된 프로그

램 코드다. 이는 클라우드 시스템 접근에 대한 사용자 인증 등 정상

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

램이다.

셋째, 만약 압수․수색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Forensic-As-A-Service를 제공한다면 수사기관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필요한 Password를 획득하고 압수할 디지털 증거를 수집



- 53 -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압수 대상 계정에 대한 압수의 필요성과 압

수할 자료를 특정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하면, 클라

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계정으로 저장된 데이터 중에서 수사기

관이 요청한 자료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에게 제공하게

된다.

넷째,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새롭게 부여된 Password

를 가로채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밀번호를 새롭게 발급받

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ID를 입력한 후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나 이

메일 주소로 인증을 하여야 한다. 이 때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는

등록된 가입자의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인증번호를 발송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인증번호를 압수하여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나 이메일로 제공받고 인증절차를 진행한 후 새로운 비밀번호를 부

여받을 수 있다.

(4) 2단계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문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압수·수색을 위

해서는 수사보안을 유지하면서 1단계, 2단계 압수·수색을 신속히 진

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하나의 영장으로 1․2단계 압수․수색을 진

행하게 되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2단계 압수․수색의 보안을

유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하나의 영장에 1·2단계 압수․수색에 대

한 모든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1단계 압수·수색에서 압수할 MAC

Address 정보와 2단계 압수․수색에서 압수할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을 포함한 관한 모든 정보가 기재된 영장을 피

압수자에게 제시하기 때문이다. 1단계 압수․수색이 종료되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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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관련한 직접적인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MAC Address가 포함된 압수목록을 교부받을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전에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계정에 대한 ID를 확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클라우드 스토리지 압수․수색 사실에 관한 수사

보안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

그렇다면 수사보안을 유지하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계정

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단계 압

수․수색과 2단계 압수․수색이 별도의 영장에 의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특수성을 소명하고 압

수․수색의 효율성을 위해 1단계 압수․수색영장과 2단계 압수․수

색영장을 동시에 청구하고, 동시에 발부되어야 하는 사유를 법원에

소명할 필요가 있다.

1단계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전통적 저장매체를 비

롯하여 범죄사실 관련 정보를 기재하고, 추가로 2단계 클라우드 스

토리지의 압수․수색을 위한 준비 자료로써 MAC Address의 수집

을 위해 디지털 기기 정보를 기재한다. 2단계 압수․수색영장의 ‘압

수할 물건’에는 새로운 Password를 부여받기 위한 인증번호, 새로운

Password,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범죄사실 관련 정보 등을

기재하면 된다.

만약 1단계 압수․수색에서 충분한 디지털 증거가 수집이 되었다

면 피압수자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고 압수․수색을 종료하면 된다.

그러나 1단계 압수․수색에서 충분한 증거의 수집이 이루어지지 못

한 경우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2단계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한다. 이때 1단계 압수·수색 과정에서 작성

된 MAC Address가 포함된 압수목록을 2단계 압수․수색영장에 첨

부하여 압수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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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시작

피압수자의 디지털 기기 압수․수색 진행

디지털 증거 수집이 충분한가?

피압수자의 클라우드 디바이스 
압수, MAC Address 수집

압수․수색 종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MAC Address를 통해 ID 확인이 가능한가?

∙ID 기반
1. 강제 PW 요청
2. Back door 실행
3. Forensic-As-A-Service
4. 새 비밀번호 찾기 활용

증거 File 수집

YES

NO

NO

YES

[그림 3 MAC Address-Log-Forensic 수행 절차도]

비록 1단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디지털

기기 정보가 수집되었음이 노출되었지만, 별도의 영장이 발부된 클



- 56 -

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2단계 압수․수색 계획은 피압수자에게 직

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다. 1단계 압수․수색 종료 후 클라우드 스

토리지에 대한 신속한 2단계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우선적으로 외

부의 접속을 차단한 후 다음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5)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원격 압수․수색의 경우 당사자의 참여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

가가 문제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소재한 곳에서 참여하도록 할 수

도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소재한 곳에서 참여하도록 할

수도 있다. 참여권자의 선택에 맡기되,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이 압수

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참여권의 실질적 내용이라면 수사기관이

소재한 곳에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참여권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영

장 집행 종료 즉시 참여권자와 소유자 등에게 압수목록 혹은 압수

한 디지털 증거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5) MAC Address-Log-Forensic과 IP 추적의 차이점

MAC Address-Log-Forensic은 1단계 영장의 집행을 통해 압

수․수색 대상 단말기의 MAC Address를 확보한다. 2단계 영장의

집행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MAC Address 로그 서

버를 분석하여 대상 단말기에서 접속된 ID와 Password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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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정으로 저장된 디지털 자료를 압수한다.

IP 추적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첫째, 수사기관은 혐의자

의 가입자 정보에 기반하여 혐의자가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계정으로 접속된 IP에 대한

추적을 협조 요청한다. 둘째, 혐의자는 본인의 계정으로 특정 인터

넷 서비스 업체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사용한다. 셋째, 인터넷 서비

스 업체는 혐의자의 계정이 접속된 IP 로그를 기록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한다. 넷째, 수사기관은 제공받은 IP 주소를 분석하여 해당 계정

의 사용자가 서비스에 접속한 지점을 찾아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

된다.

결론적으로 MAC Address-Log-Forensic은 궁극적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계정을 확인하여 해당 계정으로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자료를 압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IP 추적은 해당 계정으로 인

터넷 서비스에 접속한 자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한계

혐의자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 후 압수․수색에 대

비하여 대상 디지털 기기의 NIC(Network Interface Card) 또는 단

말기 전체를 교체할 수도 있다. 그러면 MAC Address도 바뀌게 되

는데, 사용자가 새로 바뀐 디지털 기기로 접속한 후가 아니라면 새

로운 디지털 기기의 MAC Address에 의한 압수·수색은 무용지물이

다.

MAC Address는 Randomization을 통해 임의로 변경이 가능하다.

혐의자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접속할 때마다 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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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ofing을 하였다면 MAC Address-Log-Forensic을 통한 혐의자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아이디의 추적은 어려울 수도 있다. 최근

애플에서 출시된 iPhone6의 경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Wi-Fi 접속

시 MAC Address 추적을 회피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MAC

Spoofing 기능을 탑재하여 출시되기도 하였다.

5.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압수․수색을 위한 Josiah

Dykstra, Alan T. Sherman의 방법28) 소개

1) Rooting trust with TPMs(Trusted Platform

Modules)

TPMs의 설치는 클라우드 컴퓨팅 하드웨어에 대한 신뢰성을 지

원해준다. 몇몇의 연구자들이 이미 TPMs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

다(Krautheim, 2010; Krautheim et al., 2010;Santos et al.,

2009;Sato et al., 2010). TPMs는 다음 기능들 중 하나 이상의 기능

을 제공한다 : machine authentication(기기 인증), hardware

encryption(하드웨어 암호화), signing(서명), secure key storage

and attestation(안전한 키 저장과 인증).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TPMs에 관한 이전의 해법들은 호스트 플랫폼의 증명보다는 신뢰

성 있는 게스트 가상머신을 프러비저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만약 TPMs가 클라우드 서버에 설치되면, 하드웨어와 관련 소프트

웨어가 가상머신에 무슨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28) Josiah Dykstra, Alan T. Sherman, 앞의 논문, S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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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머신의 건전성 상태를 입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점과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TPMs는 한계점이 있고 완벽하게 안전하지는

않다. 예를 들면, 아직까지는 TPMs에 탐지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프로세스의 수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이 미래에는 적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클라우드

제조사들이 필요에 따라 TPM을 갖추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상업

적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장애요소가 된다. 미래의 하드

웨어가 TPMs를 포함할지는 몰라도,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는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에 TPM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장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혹은 미래의 고객은 클라우드 제

공자로 하여금 신뢰성 있는 하드웨어의 도입을 요구하게 될 것이

다.

2) Collection from the management plane

클라우드 컴퓨팅은 신뢰성 있는 포렌식을 지원하는 강력한 특성

이 있다. 소비자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와 통신하는 대역외 채

널, 즉 management plane를 통해 가상 자산을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다.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이 시스템을 AWS Management

Consol이라 부른다. 이 웹 지향 시스템은 제공자의 기초 파일시스

템과 하이퍼바이저와 통신을 하고, 방화벽과 자원을 조작하고 가상

머신을 시작하고 종료하는데 사용된다.

management plane은 사용자 주도형이기 때문에 특히 매력적이

다. 제공자, 사용자, 법집행기관은 필요에 따라 로그 파일, 디스크

이미지, 패킷 캡쳐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게다가 하이퍼바이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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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계층에서 발생하는 포렌식 수집에 있어서 가상머신과 다른 데이

터를 획득하기 위해 단지 계층3 이하 계층29)의 신뢰성만 요구될

뿐이다.

이 방안은 매력적인 반면에, 비가상화·물리적 컴퓨터에는 존재하

지 않는 잠재적 취약성인 management plane에 대한 신뢰성을 요

구한다. 웹 지향 인터페이스로서 management plane은 제공자에 의

해 보호되어야할 새로운 공격 측면에 노출되어 있다. management

plane에의 접근은 기록으로 유지되고 신원 확인과 접근관리시스템

에 의해 엄격히 진행되어야 한다. 사용자와 management plane 종

단 간의 통신도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9) IaaS 클라우드 환경의 6계층과 각 계층에서의 가능한 포렌식 획득 기술

Layer Cloud layer Acquisition method Trust required

6 Guest
application/data Depends on data

Guest OS, hypervisor, 
host OS, hareware, 
network

5 Guest OS Remote forensic 
software

Guest OS, hypervisor, 
host OS, hareware, 
network

4 Virtualization Introspection Hypervisor, host OS, 
hareware, network

3 Host OS Access virtual disk Host OS, hareware, 
network

2 P h y s i c a l 
hardware Access physical disk Hareware, network

1 Network Packet captur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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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orensic support as a service

포렌식 수집을 위한 제공자의 지원은 임의적 선택이다. 제공자

는 가상 머신으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인프라스트럭처 로그 장치,

패킷 캡처, 요금청구 기록으로부터도 인프라스트럭처를 제어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관리하고 수집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 제공자

와 인프라스트럭처가 신뢰성 있고 제공자가 수사기관에 데이터를

직접 제공하기를 기꺼이 원하고 제공할 수 있다면 원격 수집을 위

한 기술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 제공자는 그들의 선택에 따라 고객

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러

한 자발적인 실천은 보안성에 대한 우려를 증명하는 것이고 보안을

염려하는 고객에게 조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려준

다.

신뢰성을 담보하고 제공자가 지원하는 다음의 증거 수집 절차를

생각해보자. 수사기관은 IP 사용자에 대한 클라이언트 기록과 콘텐

츠를 서비스하는 가상 머신을 포함한 특정 IP 주소와 관련된 데이

터를 위한 수색영장을 제공자에게 제시한다. 독립된 제3의 기관에

의해 포렌식 조사관 자격이 부여된 제공자 측의 전문가는

back-end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 연결된 오프라인 포렌식 워

크스테이션에 앉는다. 제공자는 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필요한 데이

터를 수집하고, 암호화함으로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필요한

데이터는 가상 머신, 관리콘솔로부터의 접근 로그, 데이터 출처 로

그, 요구된 IP에 대한 netflow record, 방화벽 로그 등이 있다. 데이

터는 수사기관의 매체에 복사된다. 이 절차는 호스트 OS, 하드웨

어,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성이 요구되는 계층3에서 이루어지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전문가에 대한 신뢰성도 요구된다. 비록 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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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여전히 하드웨어에 대한 신뢰성(TPM의 사용으로 완화될

수 있음)이 요구되지만, OS, 네트워크, 전문가의 신뢰성에 대한 기

본적 보장이 있다.

4) Legal solutions

수사기관은 법률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수사 지원

을 요구할 수 있다. forensic-as-a-service와는 반대로, 클라우드 서

비스 제공자의 수사지원 의무는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고 혐의자의

행위에 대한 감시를 위해 수사기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를 취

할 수 있다.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도 수사기관에게 포렌식 수집이 제

공될 수 있다는 선택사항을 공개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다. 그것이

통신사가 수사기관의 감청을 지원하는 방법을 성문화한 연방 법률

인 ‘법 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CALEA, Communication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인지 혹은 클라우드 컴퓨팅

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 집행을 위한 통

신지원법(CALEA)’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측에게 포렌식 수집

이 가능하도록 특정한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요구한다. 법원이 ‘법

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CALEA)’ 혹은 비슷한 법률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된다고 결정하면 그러한 기능이 필요하다.

감청이 데이터 수집을 위한 충분한 수단일지라도, 기술적 충족이

데이터 수집을 쉽게 함에는 틀림없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데이터의 압수․수색을 위해 현

재의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제기되는 특별한 법적 문제를 분석하였

다. 이러한 문제들은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기술적 능력으로 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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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있고, 어느 법률이 클라우드 데이터에 적용되어야 하는가부터 누

가 영장을 합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를 포함한다. 이 글은 법률

전문가에게 클라우드 범죄가 전통적인 컴퓨터 범죄와 어떻게 관련

되는지 이해를 돕게 하고 그러한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클라우드 증거에 대한 표본 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요구하도록 하는 출

발점이 될 것이다.

6. 접근 권한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이 혐의자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종류를 확인하

였다 하더라도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 압수․수색은 실시될 수 없다. 혐의자가 사용한 클라우드 서

비스 제공자의 스토리지 박스 자체를 수색할 경우, 수색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혐의자의 데이터가 대용량 스토리지의 어느 부분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7. Public Cloud 환경과 Private Cloud 환경의 압

수․수색의 차이점

클라우드 컴퓨팅의 궁긍적인 목표는 Public Cloud에 있다고 볼

수 있다.30) 그렇다고 기업 소유의 Private Cloud의 환경에서의 디지

30) 김경섭, 최완, 고대식, 클라우드 컴퓨팅 설계 및 구현, 홍릉과학출판사, 2012년,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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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증거 수집에 소홀할 수는 없다. 사회적 해악이 크고 조직적인 범

죄는 기업 내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압수․수색을 위한 기술 수준과 법률 제도 아래에서는

Private Cloud 컴퓨팅 환경에서의 성공적인 압수·수색은 당사자의

협력 없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업의 Private

Cloud는 Public Cloud의 특수성에 추가하여 보안정책이 강화될 것이

고 내부 직원에 의한 동시-다중 접속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

의 위조․변조․삭제․이동 등에 의한 안티 포렌식이 가능하기 때

문이다. Private Cloud 환경에서의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많은 연

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8.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영장 집행절차

1) 영장의 기재사항으로서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특수성에 따른 영장 기재 방식과 집행

방식이 인정되어야 한다. 압수할 물건의 기재 방법으로 1단계 영장

에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디지털 디바이스(PC, 노트북, 스마트폰, 넷

북 등)와 그 디바이스 정보(MAC Address), 디바이스에 저장된 범

죄사실 관련 디지털 정보 등’, 2단계 영장에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가 저장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ID, 비밀번호, 새 비밀

번호를 찾기 위한 인증번호, 피압수자의 계정으로 접속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범죄 관련 디지털 정보’ 등으로 기재하면 충분하

다. 만약 디지털 디바이스가 범죄 실행을 위한 주요한 도구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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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이를 증거물로서 뿐만 아니라 몰수물로서 압수하는 것도 적극

적으로 검토해야 한다.31)

수색할 장소(대상)의 기재 방법에 대해서는 정보의 탐색을 수색

의 개념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정

보의 탐색을 수색에 포함한다면 수색의 대상은 ‘장소’적 개념보다

확장된 의미를 갖게 된다. ‘수색할 장소’ 대신 ‘수색할 대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수색할 대상의 기재는 1단계 영장에

는 ‘피압수자의 사무실 주소, 주거지 주소, 피압수자의 디지털 저장

매체’ 등, 2단계 영장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네이버,

LGU+Box, 구글, 아마존웹서비스 등)의 (대한민국) 본사 주소지, 클

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의 (대한민국) 데이터 센터 주소지,

피압수의 ID와 Password를 입력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라고 기재하면 된다.

반면에, 수색의 개념이 장소적 개념만을 의미하고 정보의 탐색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수색할 장소의 기재는, 1단계 영장에는 ‘피압수

자의 사무실 주소, 주거지 주소’ 등, 2단계 영장에는 ‘클라우드 스토

리지 서비스 제공자의 (대한민국) 본사 주소지 또는 클라우드 스토

리지 서비스 제공자의 (대한민국) 데이터 센터 주소지’라고 기재하

면 충분하고 정보의 탐색은 형사소송법 제120조에 의한 필요한 처

분으로써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31)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
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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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형사소송법 제115조) 하지만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상황

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또는 피압수자(클라우드 서비스 사

용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수색의 주체로서 수사기관은 획득된 피압수자의 아이디와 패스워

드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접속하여 필요한 디지

털 증거를 수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의

계정 정보를 입력하여 원거리 디지털 데이터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2)

네트워크로 연결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국경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의 ID와 Password를 이용하여 계

정에 접속한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저장된 데이터가 어느 국가의

데이터 센터에 위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은 수색 대상의 범위, 수색 방법의 결정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디지털 자료에 대한 수색의 재량권을 지

나치게 좁게 인정하면 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나아가 압

수의 목적 또한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109조

의 ‘수색에 있어서의 관련성’의 개념은 효율적인 재량권의 행사를

위해 동법 제106조의 ‘압수에 있어서의 관련성’의 개념보다 넓다고

보아야 한다.33)

32)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지만,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의 사이버범
죄 방지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을 참고할 만하다.

33) 제106조(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
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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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은 여러 가지 검색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각

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마다 조금씩 다른 검색 조건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데이터의 검색 조건에는 파일명, 확

장자, 키워드, MAC(Modified, Accessed, Created) Time, 삭제 파일

여부, 소유구분, 공유대상 등이 있다.

세부적인 검색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조건 검색만으로

범죄사실과 관련한 모든 디지털 증거를 추출할 수는 없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검색의 결과로 추출된 해당 파일을 응용프로그램을 통

해 재현함으로써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동영상 파일, CAD 파

일 등은 조건 검색만으로는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응

용프로그램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여야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성 없는 자료를 취득하기 위

한 의도적인 목적으로 다른 자료를 수색할 경우에는 위법한 수색이

된다. 참여권자인 당사자는 위법한 수색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

고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의 처분을 받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자에게 압수․수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는 중요하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용량, 수색에 소요되는 시간, 수색 대상 클라우드 시스

템의 종류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압수․수색에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의 협조 내지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

는 것이고 수색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제109조(수색)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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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수자(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면 가

장 손쉬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피압수자가 스스로 범죄와 관련

된 자료를 수색․선별하여 수사기관에게 제공한다면 수사기관은 많

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

나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의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맡기게 되면

그의 협력 의지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불성실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피압수자가 수사에 협조한다 하더라도 수사기

관은 데이터의 삭제, 변경, 추가 여부 등 그 과정에 대한 철저한 통

제가 필요하다.

3) 집행 장소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클라우드 서

비스 제공자의 (대한민국) 본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대한민

국) 데이터 센터, 원격지의 수사기관, 독립된 제3의 장소34), 피압수

자의 현재지 등에서 진행될 수 있다.

4) 영장의 제시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는 ‘사본’이 아닌 ‘원본’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지참하고 처분을 받는 자에게 찾아가야 한다. 현재의 제도 하

에서 팩스나 스캔 파일을 통한 영장의 제시는 위법한 강제처분이 된다.

34) Josiah Dykstra, Alan T. Sherman, 앞의 논문, S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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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증거의 획득

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

의 집행은 대부분 팩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원본에 의한 영장의 제시만을 적법하다고 하면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뿐만 아니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의 집행에 있어서도 커다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디

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처분을 받는 자에는 금융기관,

통신사,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등이 있다. 전국의 모든 수사기관이

해당 업체에 영장 원본을 들고 찾아간다면 압수․수색영장의 처분

을 받는 해당 업체에서도 번잡할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 시간이 몇

시간 내지 며칠이 걸리지도 모른다. 거기에 당사자의 참여권까지 보

장하려면 해당 업체는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되

‘원본’뿐만 아니라 ‘팩스 또는 스캔파일‘에 의한 제시를 허용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대한 신뢰성과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송신자와 수

신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면 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

한하는 강제처분 문서로서의 영장을 신중하게 다루어야할 필요성은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과 압수․수색영장의 처분을 받는 자의 편리성을 위해 ’팩스

또는 스캔파일‘에 의한 영장 제시를 무조건 위법이라고 판단할 이유

는 없겠다.



- 70 -

5) 압수․수색에 사용할 네트워크와 디지털 기기의

신뢰성

수사기관이 네트워크를 통해 피압수자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접

속하여 디지털 데이터를 수색하고 압수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네

트워크와 디지털 기기에 대한 신뢰성 보장이 필요하다. 네트워크는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전원 차단, 네트워크 차단 등의 방해

없이 계속적인 접속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 소유의 디지털 기기를 통해 피압수자의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후 직접 압수․수색을 진행하든 피압수자의 디지털

기기를 통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든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접근하는

디지털 기기의 신뢰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기기에 대한 신뢰성의 보

장이 없다면 필요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을 보장하면서 적

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탐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없기 때문이

다.

6) 클라우드 데이터 수집 도구(tool)의 신뢰성

미국의 연방최고정보위원회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사건대응과

컴퓨터 포렌식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도구, 기술, 훈련이 필

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미국의 법원은 EnCase Enterprise,

AccesData Forensic ToolKit을 일반적인 포렌식 도구로써 그 신뢰

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Remote EnCase agent와 서버

사이의 진정성에 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었고, 미국의 국가표준기술위

원회(NIST,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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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도구를 원격지 데이터 수집 기능을 갖춘 포렌식 도구로써는

그 신뢰성을 검증하거나 증명하지 않았다.35)

우리나라 대검찰청의 포렌식 수집 도구인 CFT는 클라우드 스토

리지에 있는 디지털 데이터 수집을 위한 원격 수집 기능이 탑재되

어 있지 않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원격으로 수집하

기 위한 도구를 신속히 개발하고 표준화함으로써 디지털 증거에 대

한 무결성과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7) 디지털 압수물의 저장

(1) 다운로드 단위 - 파일, 폴더, 볼륨, 드라이브 단위

가상화 기술이 적용된 Virtual Storage에 있는 디지털 증거를 어

떻게 압수할 것인가. 선별압수를 위해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는 것이 원칙이다. 압수 대상 데이터의

용량이 많지 않다면 출력에 의한 압수가 가장 효과적이고 절차도

간소하다.

하지만 수사실무에서 출력물에 의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는 거의

없다. 대부분은 디스크 복제 또는 이미징 방식을 취한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압수할 디지털 증거의 다운로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방식에 따라 파일 단위, 폴더 단위, 볼륨 단위, 드

라이브 단위가 될 수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라이브 포렌식의 경우 Virtual

35) Josiah Dykstra, Alan T. Sherman, 앞의 논문, S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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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Snapshots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

행 중인 상태의 스냅 샷을 찍은 후 오프라인에서 이를 복원하여 라

이브 포렌식을 수행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다만,

Virtual Machine Snapshots 기능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

우에 제한된다.

아마존 EC2(Elastic Compute Cloud)는 조사 대상 볼륨 전체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공한다.36) 아마존 웹 서비스는 S3(Simple

Storage Service) 내에 EBS(Elastic Block Storage)라고 하는 가상

하드 드라이브를 저장하는데, 사용자에게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은 제공하지는 않는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다운로드

가 가능하다.

①조사 대상 드라이브의 스냅 샷 찍기 → 스냅 샷으로부터 볼륨

생성 → EC2에 있는 신뢰성 있는 Linux instance에 새 볼륨을 읽기

전용으로 저장하기 → 다운로드 가능한 볼륨과 동일한 ISO 디스크

이미지 생성 → 다운로드

②조사 대상 호스트로부터 대상 볼륨을 분리 → EC2에 있는 신

뢰성 있는 Linux instance에 새 볼륨을 저장하기 → low-level

copying 도구(예, the Unix data duplication tool dd)를 이용해 S3에

저장될 수 있는 block copy 생성 → 다운로드

(2) 디지털 압수물 데이터 센터의 구축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압수할 디지털 증거를 수사기관의 물리적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할 경우 기존의 방법으로 무결성을 보장하는

36) Josiah Dykstra, Alan T. Sherman, 앞의 논문, S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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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쉽지 않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일부

디지털 기기의 경우, 업로드 및 검색, 편집만 가능하고 다운로드를

위한 기능이나 저장 공간이 없는 경우도 있다. Private Cloud를 사

용하는 기업의 경우 보안 강화를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의 접속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의 디지털 기기를 통해 피압수자의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후 직접 수색, 압수하여 피압수자의 저장매체에 다운

로드 후 다시 수사기관의 저장매체에 복사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서 네트워크 침입, MAC Time 등 메타데이터의 변경에 의해 디지

털 증거에 대한 오염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물리적 저장매체에

저장할 경우 용량의 한계, 봉인의 문제, 이동의 문제, 개봉 후 분석

까지 디지털 증거의 연계 보관성 보장을 위한 절차도 번거롭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를 단말기로 다운로드

후 Hash 값을 생성하여 수사기관의 압수물용 저장매체에 다시 옮기

는 것은 데이터의 동일성과 무결성 보장, 작업의 효율성 등 절차적

측면에서 복잡하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 신

뢰성의 문제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이를 통제․감시하는 법

원의 협력에 의해 디지털 압수물 보관을 위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디지

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디지털 증거의 오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증거능력에 관한 시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

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등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대상 계정으로 접속한 후, 압수할 디지털 자료를 선별하

여 형사절차를 위한 디지털 압수물 데이터 센터로 전송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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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디지털 압수물 데이터 센터의 구축]

디지털 압수물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면, 수사기관 또는 법원

은 피압수자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디지털 증거를 선별하여 로

컬 PC에 다운로드하여 해쉬값을 계산할 필요 없이 직접 압수물 데

이터 센터로 전송함으로써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

디지털 압수물 데이터 센터의 구축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간 서로

격리되고 호환되지 않는 데이터 섬(silo)을 제거하는 등 클라우드 관

련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다양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

비스가 존재하지만 데이터 섬(silo)이 혼재되어 있어 클라우드 간 데

이터 이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네이버 드라이브, AWS,

윈도우 애저, 구글 드라이브 등 클라우드 간 끊김 없는 데이터 이동

은 사실상 쉽지 않다. 이러한 데이터 이동의 어려움은 클라우드 산

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해결해야할 문제다.

디지털 압수물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대상으로 한층 효율적인 압수․수색이 가능할

것이다. 참여권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네트워크의 안정성이 담보되

고 디지털 압수물 데이터 센터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클라우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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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지에서 선별 압수된 관련성 있는 증거에 대해서는 동일성과 무

결성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해도 좋을 것이다.

수사 혹은 재판 과정에서 디지털 압수물 데이터 센터에 있는 디

지털 증거는 언제, 어디서든지 접속되어 사실 유무 확인 및 검증이

가능하다. 또한 피압수자의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디지털 압수물 데이터 센터에 접속하여

열람․등사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8) 압수 목록 또는 압수물 사본의 교부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

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여기서 ‘목록’이란 무엇인가.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경

우, 파일, 폴더, 볼륨 혹은 압수한 데이터가 저장된 저장매체 등을

의미할 수 있다. 디지털 증거의 압수 시 압수목록을 교부함에 있어

서는 압수된 디지털 증거의 파일 제목이 기재된 서면 목록의 교부

뿐만 아니라,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복사본을 교부하는 방법을 고

려해 볼 수 있다.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제도에 있어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복사본을 교부함으로써 압수 목록 교부에 갈음하고 당사자 등의 참

여권을 보장하고 범죄사건과 관련 없는 데이터에 대한 피압수자의

삭제 신청권을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인권보장을 도모할 수 있다.



- 76 -

9.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분석

포렌식 조사관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수집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클라우드 서비스의 환경과 관련 기술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제공자마다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 센터의 구조, Log 파일의 생성, MAC

Time 등 Metadata의 갱신, 파일시스템 등 서로 다른 기술을 적용하

기 때문에 분석에 있어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또한 서비스 구조(format, 전통적 파일 혹은 cloud blobs), 데이터

볼륨, 데이터 종류type(netflow logs, billing records, drive images

등)에 따라 다른 분석 도구를 선택할 수도 있다. 37)

Ⅵ. 관련성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1. 관련성의 개념과 클라우드 스토리지

관련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범죄사실을

증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성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디지털 증거

로서 압수․수색의 대상은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하에서는 ‘범죄사실 관련성’이라고 말한다)에 한정된다.

형사소송법상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만 인정되면 그

증거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피의자, 피해자, 증인, 참고인

37) Josiah Dykstra, Alan T. Sherman, 앞의 논문, S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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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사건 관련자이든 제3자이든(이하에서는 ‘인적 관련성’이라고 말

한다) 제한 없이 압수가 가능하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이

가운데에서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료를

압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인적 관련성 없는 제3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압수․수색할 대상을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클라우

드 스토리지의 가상 저장공간’이라고 기재하여 클라우드 스토리지

전체를 무차별적으로 수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클라우

드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적인

침해의 유무를 확인한다는 미명 아래 침해자와 피해자의 데이터에

대한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제3자의 데이터까지 압수․수색하여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선량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가능

성이 크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압수․수색 대상을 선택함에 있어서 범죄사

실 관련성만으로는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경우, 인적 관련성

을 고려한 합리적 제한이 요구된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혐의자, 피해자, 증인, 참고인 등 사건 관련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건과의 인적 관련성이 없는 자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데이터에 대

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인적 관련성이 없

는 자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데이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할 경

우에는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처분이 아닌 당사자의 동의 등 다른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권의 남용으로서 위

법행위가 될 수 있다.

디지털 기기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존재한다. 특히 클라우드 스토

리지는 기존의 어느 저장매체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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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저장하고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죄사실 관련성, 인적 관련성이 있는 피

압수자의 계정 관련 디지털 자료의 범위에 제한되어야 한다.

2.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판례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

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

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38)

하지만 판례는 관련성의 개념에 관하여 지나치게 형식논리에 입

각하여 확대해석함으로써 수사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대상으로 “A 범죄”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B 범죄”에 대한 디지털 증거를 우

연히 발견한 경우, “B 범죄”에 대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A 범죄”와는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비록,

“B 범죄”에 대한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가 되며 그 과정

에서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위조․변조․삭제

될 가능성이 크다.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B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피압수자 등은 “B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

되어 집행될 때까지 해당 증거를 계속해서 보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압수자는 “B 범죄”에 대

38) 대법원, 2015. 7. 16. 결정, 2011모1839 준항고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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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거를 현재의 상태 그대로 보관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A 범죄”에 대한 영장을 근거로 피압수자로

하여금 “B 범죄”에 대한 증거를 삭제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도 없다. 수사기관이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하기 전에 해당 디지털 데이터는 얼마든지 수정․변경․

삭제 또는 이동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피압수자가 “B 범죄”에 대한 디지털 증거를 삭제하지 않는

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A 범죄”에 대한 추가 탐색을 중단하게 되

는데 그럴 경우 “A 범죄” 자체에 대한 증거 수집도 불가능하다. 판

례의 입장에 따르면, “A 범죄”와 “B 범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 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은 포기할 수밖에 없

는 결과를 초래한다.

3. 관련성과 수사기관의 수사개시권

법원은 “A 범죄”와의 관련성 없는 “B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

함에 있어서, “B 범죄”는 “A 범죄”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새로

운 범죄라는 시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즉,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

죄사실에 대한 단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할 수 있

도록 보장하여야 한다.39) 이를 위해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Plain

View40)” 이론 또는 영장주의에 대한 합리적 예외로써 ‘독립적 긴급

압수제도’41)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9)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
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40) H. Marshall Jarrett et al., Searching and Seizing computer and 
Obtaining electronic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Legal Education Executive Office for United States 
Attorney, 2009,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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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lain View 이론

“Plain View” 이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수사기관은 ①증거가 명백히 보이는 장소에 적법하게 입장할

수 있고 ②증거물에 접근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③그 증거

물의 범죄 관련성이 일견 명백할 경우 영장 없이 그 증거를 수색하

고 압수할 수 있다는 미국 판례상의 이론이다.

수사기관이 Plain View 이론에 따라 증거물을 압수하기 위해서

는 그 증거물이 어떤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

유(Probable Cause)’가 있어야 하고,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당해

물건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

Arizona v. Hicks, 480 U.S. 321 (1987)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총

격사건을 수사하는 도중에 ‘상당한 이유’ 없이 강도 사건의 증거물

인 스테레오의 일련번호 확인을 위해 스테레오 장비를 움직였다. 연

방대법원은 스테레오는 ‘상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기관의 불법행위

에 의한 수색으로 획득한 증거라고 하여 증거에서 배제하였다. 이후

Plain View 이론은 Plain Feel, Plain Smell, Plain Hearing을 포함하

는 이론으로 발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Horton v. California 496 U.S. 128 (1990) 사

건에서 Plain View 이론에 따라 증거물을 발견하기 위한 요건으로

서 우연성을 제외하였다. 우연성이라는 개념의 정의에 어려움이 있

기 때문이었다.42)

41) 노명선, 디지털증거에 관한 입법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NDFC 개소 5주년 기
념 「선진 포렌식 심포지엄」, 2013. 12. 11. 발표자료, 33쪽

42) https://en.wikipedia.org/wiki/Plain_view_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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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적 긴급 압수제도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의 명백성, 압수의 필요성, 긴급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긴급

압수를 인정하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43)

긴급 압수 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피압수자의 다

른 법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긴급 압수 종료 후 신속

히 영장을 발부받음으로써 법원의 통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절차

적 적법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사전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으로

는 사전 영장 없이는 범죄증거를 압수당하지 않을 범인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진실의 발견은

어려워질 수 있다.

강제수사의 대표적인 경우로서 인신의 체포와 관련하여 비교해보

면 사전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제도의 불합리한 점이 더욱 두드러

진다.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범인

과 준현행범인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혐의자를

체포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에 의한 긴

43) 다만, “헌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
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
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긴급 압수․수색의  
경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영장에 의한 구속, 현행범 
체포의 경우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규정한 위 헌법 제12조에 반하여 위헌 여지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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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

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독립적 긴급 압수제도의 남용에 따른 별건 수사로 인한 수사권

남용의 문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등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사전에 새로운 범죄에 대한 수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역할을 볼 때 수사개시권을 무력화하는 모순적 역

할을 기대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판례의 논리에 따르면, 혐의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이외의 증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강제처분도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고, 불법에 있

어서의 사생활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

래한다.

4. 증거능력 인정 요건의 완화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한 포렌식 조사에 있어서 무결성 입증을

해쉬함수에 의한 입증뿐만 아니라 “절차적 무결성 입증”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 클라우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는 과정에 ①피혐의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등 피

압수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②다운로드 과정 중에 네트워크에 대한

외부의 침입이 존재하지 않았음과 ③디지털 기기의 신뢰성 및 ④디

지털 압수물 데이터 센터의 안전성을 입증함으로써 무결성을 인정

해도 좋을 것이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효율적 압수․수색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디지털 증거는 법정에서 사라지게 될지

도 모른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였듯이 법원의 지나치게 형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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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치 판단논리에 의해 범죄의 중요한 입증자료를 배척하고 있

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Ⅶ. 불법 디지털 데이터의 삭제

1. 불법 디지털 데이터 삭제권 신설 검토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도록 해서는 안 될 불법적인 디지털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

압수․수색의 방법으로써 압수 대상 디지털 데이터를 출력 또는 복

제한 후 원본 데이터를 피압수자의 저장매체에 그대로 남겨두는 것

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제2의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

강제처분으로서의 삭제권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불법적인 데이터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이

권한 없이 피압수자 개인의 정보를 임의로 삭제할 수는 없다. 범죄

혐의자든 기타 관계인이든 피압수자의 불법적인 디지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사기관 등에게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1) 삭제권의 의의

불법 디지털 데이터의 삭제권이란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불법적인 디지털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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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방법으로 복구 불가능하게 완전 삭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디지털 압수물의 몰수44)로서의 삭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2) 삭제권의 필요성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디지털 데이터의 전파는 시간과 공간

을 초월한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불법적인 데이터는 클라

우드 스토리지의 접속 권한만 공유하면,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세계 어느 곳에서, 언제든지 접속하여 로컬 저장장치에 저장되거나

인터넷에 공유되거나 제3자에게 전송될 수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저장된 디지털 데이터는 국내 범죄뿐

만 아니라 국제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다. 테러 정보, 국가 기밀, 국

가 산업기술 등은 국가의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한다. 이

러한 디지털 자료를 압수만 하고 원본을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 저

장매체에 그대로 남겨두게 되면 후속적인 범죄의 실행과 제2의 범

죄를 예방할 수가 없다.

2) 삭제의 대상

첫째, 피압수자가 위법하게 취득한 데이터는 삭제 대상이 된다.

디지털 데이터의 내용의 위법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타인의 영업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군사 기밀, 대량 유출된 금융정

보 혹은 개인정보 등은 내용이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위법하게 취득

44) 신동현, 백승조, 디지털 압수물의 환부•가환부와 몰수 방안에 관한 연구, Journal 
of Digital Forensics 2014 June,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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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한 법익을 침해하였

기에 삭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 법령에서 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내용의 데이터는 삭제

되어야 한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복제물, 「청소년 보호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음란

정보 또는 불법 유출된 고객 정보 등이 삭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범죄의 계획과 실행에 관련된 정보는 삭제의 대상이 되어

야 한다. 국내에서 계획된 범죄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계획된 범죄에

대해서도 그 예방을 위해서 삭제되어야 한다.

넷째, 삭제 대상 데이터가 반드시 범죄 혐의자의 소유, 소지, 보

관 하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불법 디지털 데이터가 삭제 대

상이라면 혐의자의 것이든 기타 관련자의 것이든 소유, 소지, 보관

관계는 불문한다.

3) 삭제할 데이터의 불법성 판단의 주체

정당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이 삭제할 데이터의 불법

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삭제권은 긴급권으로서의 성격

을 갖기 때문에 압수․수색 현장에서 신속하고 명철한 판단 후 적

절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4) 삭제의 시점

삭제권자가 혐의사실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때

혹은 그 과정에서 우연히 불법 디지털 데이터를 발견한 때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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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즉시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데이터는 복제의 용이성,

네트워크 관련성 등으로 인한 삭제를 회피할 수단이 다양하기 때문

이다. 압수․수색이 종료된 후에 삭제권을 행사한다면 삭제는 아무

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불법 디지털 데이터의 삭제

불법 디지털 데이터의 발견

압수․수색의 시작

삭제 대상인지?
(수사기관의 판단)

전체 삭제 or 일부 삭제 검토

삭제 대상 데이터의 복사본 제작

불법 데이터의 삭제

압수․수색의 종결

불법적인 데이터인지?
(법원의 심사)

데이터의 복사본 폐기 데이터의 원상회복

종 료

YES

NO

NOYES

[그림 5 불법 디지털 데이터의 삭제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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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의 방법

불법 디지털 데이터는 피압수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복구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삭제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압수 대상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OS, 파일 시스템, 파일의 종류,

스토리지에 적용된 기술 등을 고려하여 ISO/IEC27001의 정보보호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데이터의 완전삭제를 위해 암

호화 기반 복구 방지 기법, 덮어쓰기, Garbage Collection 등의 방법

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삭제는 파일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삭제 대상과 삭제 대상이 아닌 부분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만일 대상 파일을 분리하거나 편집이 가능하다면 삭제 대

상 파일만을 삭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 파일을 삭제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불법 디지털 데이터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하기 위

해서는 별도의 디지털 데이터 삭제 솔루션을 구비하거나 디지털 포

렌식 도구에 데이터 삭제 기능을 탑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기본권 침해의 문제

1) 소유권 침해의 여부

피압수자의 디지털 자료는 원칙적으로 피압수자의 자유로운 사

용, 처분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불법 디지털 데이터의 삭제는 피압

수자의 자기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을 침해할 가능성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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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관이 데이터 삭제권을 행사할 때는 피압수자인 처분권자의 적

법한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한 후 행사되어야 한

다.

2)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법률로써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업성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이다. 이들 권리는 국가기관에 의해 함부로 침해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북한과 관련한 학문적 연구자료, 성(性)과

관련한 문학작품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디지털 데이터 삭제권의 남용 방지

디지털 데이터 삭제권은 강제처분으로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발동의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

다. 위에서 언급한 주체, 대상, 불법성, 방법 등을 규정하고 해당 요

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함부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삭제된 데이터의 불법성 여부를 법원에 의해 판단을 받을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성에 관한 심사청구권을 당사자에게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삭제권자는 불법 디지털 데이터의 원본

자료를 삭제하기 전 복사본을 제작하여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

그리하여 불법성 여부의 심사 자료로 활용하고 심사 종결 후에는

그 결과에 따라 복사본을 폐기하거나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을 해주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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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결 론

디지털 데이터의 저장은 기존의 저장매체에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로 신속하게 이전되고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압수․수색

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관련 기

술의 복잡성․다양성과 클라우드 산업발전의 현재진행형으로 인해

압수․수색은 쉽지 않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금까지의 압수․수색

방식에 더하여 새로운 접근방식을 요구한다. 원격지에 존재하는 디

지털 증거의 수집을 위한 도구의 부재,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접근의 제약성,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존성의 강

화, 동시-다중접속에 의한 수사방해의 가능성, 관련 법규정의 미비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무엇보다도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 쉽지 않

다. 기존에는 피압수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인터넷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 공공서비스 대부분에 대하여 그 사용여부와 계정 정보

의 확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강화되면서 개인

의 고유식별정보에 의한 인터넷 등 서비스의 계정 정보 확인이 불

가능해졌다.

개인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대안으로 디지털 기기의 고유식별정

보에 의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계정 정

보를 확인하는 MAC Address-Log-Forensic 방법을 알아보았다.

MAC Address는 GUID로써 LAN 환경에서 데이터 전송을 위한

송․수신자의 식별자 역할을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

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고객의 MAC Address 정보를 수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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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피압수자의 디지털 기기에

있는 MAC Address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계

정 정보를 획득하여 필요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확인하여 클

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디지털 증거에 접근하였다 하더라도 네트

워크를 통한 다운로드라는 기술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 클라우드 서

비스 기술 수준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은 효과적인 압수․수색을 위해 다양

한 클라우드 관련 환경과 기술을 습득하여야만 한다.

법원은 압수․수색 시 범죄사실 관련성 있는 정보만을 선별하여

압수․수색하도록 수사기관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의 수사개시권과 수사의 역동성에 비추어볼 때 법원의 지나친

통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디지털

세계에서의 불법을 신속히 제거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성의 개념에 대한 인식 변화와 미국의 Plain View 이론 또는 긴급

압수수색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당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 디지털 데이터를 삭제

하여 제2의 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범죄와 관련 없는 디지털

데이터라 하더라도 복제성, 대량성, 네트워크 관련성이라는 특성이

있는 디지털 세계에서 불법을 즉시 제거하기 위해서는 불법 디지털

데이터 삭제권의 신설은 필수적이다.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전통적인 포렌식

절차에서처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과 클라우드 포렌식 데이터

수집 문제의 해결은 불충분하다45)는 회의적 시각이 있다. 클라우드

45) Josiah Dykstra, Alan T. Sherman, 앞의 논문, S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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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과 정책

에 따라 다양하다. 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의 대응 또한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피압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효율적인 압수․수색을 실행할 수 있는 법률적, 기술적, 절차적 표

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새롭고 개혁적인 디지털 증거법을 하루 속히

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의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

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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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is rapidly spreading.

Modern people store personal documents, office documents,

photos etc in cloud storage and increase the utilization by

access to it anytime, anywhere. The convenience of cloud

storage poses new challenges to a digital forensic

investigator.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in the target cloud

storage requires a new approach. A thorough preparation is

required in order to search and seize digital data in data

centers scattered at home and abroad.

By the existing physical access, Search and Seizure for

digital evidence stored in the cloud storage is not possible.

Because virtualization technology is applied to and real-time

synchronization takes place by simultaneous-multiple access

in it. Law enforcement agency must access to the cloud

storage service systems with knowledge and technology for

networks and cloud storage services.

In order to approach the target digital evidence for

search and seizure over the network, law enforcement

agency must first obtain the account information of the

target cloud storage service. The method for obtaining

account information may be different, but today privacy is

a major trend so the law enforcement agency can’t obtain

the account imformation by using subscriber's social

security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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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find out that we can check the account

information of the target cloud storage service for search

and seizure by MAC Address, the GUID of the NIC

(Network Interface Card), not by personal information. Law

enforcement agencies can search the digital materials in the

target cloud storage directly or in cooperation with the

cloud service provider.

No matter who performs a search and seizure, it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contamination of digital evidence

that law enforcement downloads digital evidence from the

target cloud storage to a local computer over the network,

generates the hash value of the forensic image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method.

I suggest a system as a new plan for resolving the

identity, integrity issues of digital evidence that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courts develop a digital data

center for seized data cooperatively and download digital

evidence directly from the target cloud storage to the

digital data center. By ensuring transparency of procedures

during the download process, network stability and safety

of the digital data center, the courts may recogniz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The court says, if law enforcement agency finds evidence,

by chance, irrelevant to the crime described in the warrant,

law enforcement agency must stop existing search

immediately. And only if law enforcement agency receives

a new search and seizure warrant for the other crime,

lawful search and seizure is possible.

However, there is a need to seize digital evidence

irrelevant to the crime described in the warrant in the

point of view of obligation of commencement of an

investigation. For this, emergency seizur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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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law enforcement agency finds unlawful digital

materials in the process of search and seizure, it should be

able to wipe the data completely at the scene in order to

prevent a subsequent and second crime. For this, I propose

that law enforcement agency should be empowered the

right to remove illegal digital materials.

Note that this paper deals with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in Public Cloud environment. Hybrid Cloud and

Private Cloud are not within the scope.

………………………………………

keywords : MAC Address-Log-Forensic, Cloud

storage, digital evidence, relevance,

Right to wipe digital data

Student Number : 2014-2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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