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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2012. 1. 1.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조문의 개정을 통하여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관련성’을 명문화하였다(법 제106조 제1항, 제

215조 제1항, 제2항).

이에 더하여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방법에 관한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에 관한 새로운 실무 운영 지

침(2015. 8. 1. 시행)’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새 지침에 따

르면, 전자정보만을 압수 대상으로 하고 컴퓨터나 외장하드 등 저장

매체 자체의 압수를 금지하면서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상세히

작성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한편, 위 목록에 없는 전자

정보는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써 삭제·폐기하도록 영장에

명시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미징 복제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

이미지 파일에서 무관한 정보를 삭제하는 식의 조치를 하게 되면

해쉬값이 달라져서 그 파일이 최초에 압수되었던 상태 그대로임을

입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향후의 증거사용을 위해서는 최초에

해쉬값이 부여된 이미징 파일이 수사기관의 수중에 있어야 하는 것

이다.

그렇다면, 디지털 수집 증거 중 일부 데이터를 삭제하였을 경우

에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디지털 증거의 특성 및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무관정보의 삭제․폐기가 일반 증거물처럼 당사자에게 환부하여 주

거나 물리적으로 폐기하는 절차에 의할 수도 없고 일반인이 개인

PC에서 Delete 키를 누르거나, 파일을 휴지통에 넣는 것처럼 단순



한 일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증거는 그 특성상 취약성

을 가지기 때문에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될 때까지 보존되어야 하고,

무결성이 다투어질 경우 해쉬값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원본의 해

쉬값과 대조하여 무결성을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 해결방법 중 하나로 이중해쉬를 이용하는 방법

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중해쉬를 활용하여 일부 데이터 블록을 삭

제한 후 그 해쉬값만을 남겨둔 뒤에 나머지 데이터들의 해쉬값과의

해싱 및 전체 해쉬값과의 비교를 통하여 무결성 입증이 가능한 것

이다.

다만,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은 무관정보의 데이터는

삭제하되 그 해쉬값은 보존하였다가 추후 무결성 입증시 이를 활용

하는 방법인데, 해쉬값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보관을 할 것인

지 여부에 대하여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는 압수․수색시

해쉬값을 계산한 후 참여권자의 확인 및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는

데, 본건과 관련하여서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할 참여권의 확인 및

서명을 모두 필요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추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중해쉬를 이용한 무결성 입증방안에 대하여는 계속적

인 연구와 각 기관 및 학계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이와 같은 제안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수사의 필요성과 개

인의 사생활보호라는 양 법익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합리적인 방법

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디지털증거, 무결성, 이중해쉬, 관련성, 무관정보 삭제

학 번 : 2014-2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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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2012. 1. 1.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조문의 개정을 통하여 법원

의 압수에 있어서는 요건은 ‘필요한 때’로, 대상물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

는 물건’(법 제106조 제1항)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에 있어서는 요건은 ‘범

죄수사에 필요한 때’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로, 대상물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

하여’(법 제215조 제1항, 제2항) 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종전에도 ‘수사에 필요한 때’라고 하는 필요성의 내용을 이미 관련성과

비례성으로 해석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관련성 문구가 추가된 것은 저

장매체의 제한을 받지 않고 대량 저장이 가능한 디지털증거의 발달로 인

하여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시 과잉압수를 제한하자는 취지에서 구체화

된 것으로 평가된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성의 개념이나 그 인정범위 등은 여전히 해결되

지 않은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형사사법체계가 정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수사기관이 지고 있는 상황이다.2)

그런데, 이에 더하여 최근 대법원은 이른바 ‘종근당’ 사건(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저장매체 자체를

1) 이완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성 개념의 해석”, 법조 통권 제686호(2013. 11.), 7.
2) 정대희·이상미,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절차에서의 관련성의 문제”,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2호

(2015. 8.),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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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

징 등 형태(복제본)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

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

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

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였다.3)

위와 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로부

터 불과 열흘 정도가 지난 후인 2015. 7. 28. 보도자료를 통하여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방법에 관한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에 관한 새로운 실

무 운영 지침(2015. 8. 1. 시행)’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위와 같

은 새 지침에 따르면, 전자정보만을 압수 대상으로 하고 컴퓨터나 외장하

드 등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를 금지하면서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상

세히 작성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한편, 위 목록에 없는 전자

정보는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써 삭제·폐기하도록 영장에 명시

한다고 한다.4)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새 지침은 범죄 혐의와 관련성 없는 증거

즉,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의 삭제·폐기의 정도나 방법

이 어떠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디지털 포렌식의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

려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다.

3) 이에 앞서, 대법원은 이른바 ‘전교조’ 사건(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을 통하여,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방법을 제한하는 일선 법원의 실무를 긍정하면서, 2012. 

1. 1. 시행 형사소송법 개정에 영향을 미친 바 있는데, 위 결정은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압수

수색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관련성의 요건, 출력 또는 파일 복사의 원칙, 저장매체에 대

한 예외적 압수,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등 적법 요건과 한계를 선언한 점에 대하여 중요한 의

의가 있다. 위 대법원 2009모1190 결정에 대한 평석으로는 전승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법조 통권 제670호(2012. 7.) 

참조. 
4) 조선일보 2015. 7. 28.자(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28/2015072802466.html; 

2015. 11. 8. 최종검색), 동아일보 2015. 7. 29.자(http://news.donga.com/3/all/20150729/72758496/1; 

2015. 11. 8. 최종검색)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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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집 증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결성의 확보이고 그 때문

에 실무에서는 이미징 복제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이미지

파일에서 무관한 정보를 삭제하는 식의 조치를 하게 되면 해쉬값이 달라

져서 그 파일이 최초에 압수되었던 상태 그대로임을 입증할 수 없게 된

다. 따라서 향후의 증거사용을 위해서는 최초에 해쉬값이 부여된 이미징

파일이 수사기관의 수중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5)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무관정보를

계속 보유할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어떠한 다른 목적으

로 무관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필요성 못지않게 국민의 사생활 정보 역

시 소중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무관정보의 삭제 필요성이 요구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디지털 수집 증거 중 일부 데이터를 삭제하였을 경우에 무결

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2. 연구목적 및 방법

미국 버클리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의 한 연구에 의하

면 세계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약 90% 이상이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6)

이는 디지털 정보가 해킹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컴퓨터 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도 중요하게 사용되고 법적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

라7), 증거가치가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정보 등 방대한 정

5)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건 증거 압수 방

법”,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2015. 9.), 117.
6) Peter Lyman & Hal R. Varian, U.C. Berkely, "How Much Storage is Enough?", ACM 

Queue vol.1, no.4 Jun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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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디지털화 되면서 혼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디지털

정보는 현대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 존재하고,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디지털 흔적(Digital Footprint)이 남기도 한다.8)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

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정보의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것

이 아니라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체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의 형태(복제본)로 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복제본

형태로 압수하는 것도 저장매체 그 자체를 압수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하

게 취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이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체를 이미징의

형태로 압수하였을 경우에, 관련성 없는 증거에 해당하는 정보를 삭제하

더라도 디지털포렌식의 관점에서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디지털증거의 증거의 특징 및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서 무

결성에 대하여 논한 후 일부 디지털증거 삭제시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하

여 이중해쉬의 방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해보고자 한

다. 그리고 실제로 위와 같이 디지털증거의 일부를 삭제하는 경우 무결성

입증이 가능한지를 간단한 이중해쉬 실험을 통하여 증명하여 보고, 그 한

계 또한 논의하고자 한다.

7) 탁희성·이상진,「디지털 증거분석도구에 의한 증거수집절차 및 증거능력 확보 방안」, 형사정책연

구원(2006), 27.
8) Evidence From the Warrant to the Courtroom, Elsevier (20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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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디지털 증거의 특징 및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건

1. 문제의 제기

우리는 현재,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네트워크를 통해 기

존의 시공간을 뛰어 넘는 새로운 공간 속에서, 무한한 정보의 유통이 이

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모든 생활영역을 지배하게 되어, 이제는 디지털 기기의 도

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9)

최근 디지털 증거는 다양하고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반면, 정작 그

의미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논의된 디지털

증거의 개념을 정리하여 보면, 미국 과학실무그룹(Scientific Working

Group on Digital Evidence)의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

거가치 있는 정보”라는 정의가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10)

디지털증거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대법원은 디지털증거의 고

유한 특성을 토대로 증거의 수집, 보존 및 증거능력 등에 있어서 일반 증

거와 차별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디지털증거의 특징과 그 특징

에서 나오는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디지털 증거의 특징

가. 디지털 증거의 성격

디지털 증거의 성격으로 매체독립성, 비가시성·비가독성, 취약성, 대량

성, 네트워크 관련성 등이 논해지고 있다.

9) 김재봉,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요건으로서의 동일성과 그 확보방법”, 법학논총, 제31집 제1호

(2014.3), 171.
10) 김정한, “형사소송에서 디지털증거의 조사방법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와 

비교하여-”, 비교형사법연구 제14권 제2호(2012. 12), 49; 이상진/탁희성, 앞의 책, 31; 이윤제,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23호(2009. 12),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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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각 성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하에서는

위 특성 중 디지털 증거의 취약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나. 디지털 정보의 취약성(Vulnerability)

디지털 정보는 수정․삭제․변경․조작이 용이하다. 이 특징은 디지털 정보

를 쉽게 가공할 수 있는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증거 측면에서는 위․
변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으로 작용한다. 일반 물리적 증거

의 경우 쉽게 특성이 변하는 화학물질이나 사라지기 쉬운 미세물질인 경

우를 제외하고는 증거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증거를 조

작하면 조작흔적 또는 남게 되므로 조작 여부를 비교적 쉽게 판별할 수

있다.

그러나 “1”이라는 정보가 담긴 디지털 증거를 조작할 목적으로 “0”으로

바꿨을 때 추후 해당 증거가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조작이 이루어졌다면

언제․어디에서․누구에 의해 조작이 되었는지를 판별할 수 없는 취약성이

존재하게 된다.11)

단 하나의 명령만으로도 수많은 디지털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시킬 수

있고 자료의 일부만 용이하게 변경시킬 수도 있다. 또한, 증거수집･보존･
분석과정에서 각종 소프트웨어나 장비들이 사용되는데, 이 경우 인위적인

조작이 수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스템 작

동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시스템내의 많은 파일들에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도 있을 수 있다.12) 예컨대 특정인이 사용한 데스크톱 컴퓨터를 압수하여

분석하기 위해 수사관이 별도의 조치 없이 그 시스템을 부팅시켜 로그인

하는 경우 시스템 내부적으로는 시스템 작동과 관련된 많은 파일들이 프

로그램된 절차에 따라 자동적으로 생성 혹은 변경되며 따라서 압수된 디

11) 탁희성·이상진, 앞의 책, 36.
12)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20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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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증거의 가치는 재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아가 특정 데이터의

경우에도 일정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생성, 작동시키

는 고유한 프로그램이 없이 자료가 저장된 매체의 물리적 위치를 찾아 추

가 데이터의 생성이 없더라도 이진수 형식으로 된 자료의 일부를 간단하

게 수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13)

일반적인 물리적 증거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증거가치가 부여되기 때문

에 대부분 최초 수집된 증거 상태 그대로 법정에 제출되지만, 디지털 증

거는 취급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외부적․내부적 환경의 변화만으로도 용이

하게 변경 내지 훼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만으로 증거가

되기보다는 그 내용을 분석하여 나온 결과에 의해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에 제출되기 전에 반드시 조사․
분석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14)

따라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할 때는 최초에 수집된 증거가 저장된 매체

에서 법정에 제출되기까지 변경이나 훼손이 없었다는 입증, 즉 무결성을

확보하는 절차와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3.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건

가. 일반론

일반적으로 디지털 증거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집 절차의 적법

성이 확보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무결성, 진정성, 신뢰성, 원본성 등의 문

제가 해결되어야 한다.15)

13) 정교일, “디지털증거의 압수와 공판정에서의 제출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25호(2010. 

4), 114.
14) 탁희성·이성진, 앞의 책, 139. 
15) 김영기,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 부인과 증거능력 부여방안”, 형사판례연구 제19호(2011. 6.),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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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증거와 관련된 증거법의 원칙들은 주로 유체물인 증거, 사람에 의

한 진술증거 등을 상정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증거는 전술한 바와 같

은 고유한 특성 때문에 다른 증거들과 달리 형사소송상 의미 있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

지 않으면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16)

디지털 증거는 유체물인 증거물과는 다른 매체독립성, 취약성, 전문성

등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증거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무결성, 진

정성, 신뢰성, 원본성 등의 문제가 증거능력 인정의 선결요건으로 대두된

다.17)

이하에서는 위 증거능력 인정의 선결요건 중 동일성 내지 무결성(진정

성)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나. 동일성 내지 무결성(진정성)

디지털 증거는 다른 증거와는 달리 앞서 본 변형의 용이성 내지 취약성

으로 말미암아 최초 증거가 저장된 매체에서 법정에 제출되기까지 변경이

나 훼손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수집·분

석·보관·처리·법정제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행위가 개입되는데 이 경

우 각 행위 시마다 원본 데이터의 무결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절차

적 보증이 필요한 것이다.

위 용어는 미국 연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 제901조의 증

거능력 인정 요건인 ‘Authenticating or Identifying’ 에서 비롯된 용어로

생각된다. 또는 디지털 포렌식 문헌에서 사용하는 ‘Integrity(of Evidence)’

를 위와 같이 번역하기도 하는 듯하다. 그런데 위 Authentication 또는

Authenticity를 ‘진정성’으로 번역하거나18), ‘진정 성립’으로 번역하는 경

16) 장상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법학실무연구회(2009. 5.), 227
17) 손지영·김주석,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5.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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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9)가 있는 등으로 용어 사용에 혼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른바 ‘일심회 사건’(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과 ‘왕재산 사건’(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에서는 동일

성, 무결성을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듯 보인다.20)

이 논문에서는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위 변조가 용이하고 의도하지 않

게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수집한 증거가 위 변조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무결성의 원칙이라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는 수학적 해쉬 함수를 이용하여 원본과 분석된

결과본이 동일함을 증명한다. 즉 수집 당시 하드디스크의 해쉬값과 법정

제출 당시 하드디스크의 해쉬값이 같다면 해쉬 함수의 특성에 따라 무결

성이 입증된다.21)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목차에서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

다.

4. 동일성 내지 무결성의 요구에 관한 판례의 입장

디지털 증거에 특유한 증거능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대표적 판례들

은 ‘일심회 사건’(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왕재산 사

건’(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이다. 그 판시 내용에 나타

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 중 동일성 내지 무결성

의 요구에 관한 태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일명 ‘일심회 사건’)의 이

유에서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18) 노명선, “전자적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몇 가지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16호

(2008. 12), 91.
19) 이규호, “미국에 있어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민사소송: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제11권 제2호 

(2007. 11), 157.
20) 손지영·김주석, 앞의 책, 34.
21) 정교일, 앞의 글,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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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된 이후 문건 출력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

야 하고,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이미징’한 매체로부터 문건이 출력된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

체 원본과 ‘하드카피’·‘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

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으로 꼽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일명 ‘왕재산 사건’)

에서도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

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동일성’을 담보하기 위한 요건으로 ‘무결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양자는 사실상 표리(表裏)의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22)

5. 무결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 증거 관리 메커니즘

가. 무결성 확보를 위한 실무상 절차

검찰에서는 정보저장매체 등으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 또는 현

출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대검 예규 805호 2015. 7. 16. 개정>’으로 정하면

서, 제4조(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에서 디지털 증거는 압수․수색․검증

한 때로부터 법정에 제출하는 때까지 훼손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22) 손지영·김주석, 앞의 책,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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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현재 실무상으로는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디지털 저

장매체를 압수하는 경우 피의자의 서명을 받아 봉인, 서명․봉인 과정을 비

디오카메라로 녹화하고, 피의자가 입회한 가운데 봉인을 풀고 디지털 포

렌식 도구인 Encase 등을 이용하여, 압수한 저장매체에 대한 이미지 파일

을 생성한 다음, 별도의 저장장치에 이미징 파일을 저장한다. 그리고 그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복구 등의 분석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쓰기방지

장치를 압수한 저장매체에 연결한 상태에서, 이미지 파일 생성작업을 실

시하는 한편, 그러한 작업을 통해 나온 해쉬값이 기재된 서면에 피의자의

서명․날인을 받고 있다. 이후 피의자가 공판과정에서 무결성을 부인하는

경우, 압수한 저장매체의 해쉬값과 이미지 파일의 해쉬값을 비교할 수 있

도록 법원에 검증을 요구하는 방식을 통해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입증

하고 있다.23)24)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는 추후 공판과정에서 무결성에 대한 다툼이 있

23) 장상귀, 앞의 글, 234-235; 한성훈,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2015. 8), 

346-347.
24)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증거 수집 및 분석규정<대검 예규 제805호 2015. 7. 16.> 

제15조(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검증)

③ 제1항 본문의 압수․수색을 행하는 경우에는 책임자등을 참여시키고, 압수·수색한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해시값(Hash Value)을 생성하여, 책임자등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책임자등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확인서는 사

용된 디지털포렌식 도구에 의해 자동 생성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 확인서 작성일시 및 장소

  2. 정보저장매체 등의 종류 및 사용자

  3. 해시값

  4. 확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자와 피압수자와의 관계

  5. 기타 진정성·무결성·신뢰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단서의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을 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압수물 확인

지를 작성한 다음, 압수대상 정보저장매체 등에 부착하여 책임자등의 확인·서명을 받고, 별지 제

2호 서식의 압수물 봉인지를 이용하여 봉인한 후, 위 책임자등으로부터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

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형식으로 봉인한 후 확인·서명을 받을 수 

있다.

⑤ 정보저장매체의 책임자등에게 디지털 증거의 출력, 복제, 정보저장매체의 작동,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정보저장매체의 접속,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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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해쉬값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검증하여 무결성을 입증하여야 하므

로, 적어도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증거인 이미지 파일의 해쉬값

을 보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나. 해쉬 알고리즘

1) 해쉬(Hash) 함수 또는 해쉬(Hash) 알고리즘

해쉬(Hash) 알고리즘은 데이터 무결성 및 메시지 인증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로써 임의의 길이 bit 열을 고정된 길이의 출력값인 해쉬 코

드로 압축시키는 함수이다.25) 해쉬함수의 결과를 해쉬값, 메시지 다이제스

트, 메시지 지문 등으로 칭하는데 위와 같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임의

의 길이의 메시지를 대신 대표할 수 있는 고정된 길이의 값을 계산하여

주는 함수를 말한다.

컴퓨터가 인간생활의 여러 국면에 더욱 폭넓고 깊게 관여하게 됨에 따

라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의 송수신 및 저장을 안전하고 완벽하게 통제해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사항은 그런 공격을 찾아내는 일일 것이다. 해쉬

함수의 사용이 시작된 것은 인가 받은 자 또는 인가 받지 않은 자로부터,

또는 여하한 형태의 공격으로부터 야기된 데이터 상의 변화를 찾아야 하는

필요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따라서 해쉬함수는 MDC(manipulation

detection code), finger print 등으로 일컫는 경우도 있다.26)

해쉬 함수는 데이터상의 변화를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한 편리한 방

법이고, 디지털 서명이나 인증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25) 탁희성·이상진, 앞의 책, 143
26) 황석근·조한혁, “디지탈 서명과 해쉬 함수”, 정보보호학회지 제2권 제1호(199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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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ash Function27)

<그림 2> 해쉬함수의 입-출력 원리28)29)

27) Wade Trappe & Lawrence C. Washington, Introduction to Cryptography with Coding 

Theory, Pearson(2013), 219. Figure 8.1. 
28) 크리스토프 파르 · 얀 펠즐(원동호·이영숙·김지연 공역), 「암호기술의 이해」, 도서출판 그린

(2013), 397, 그림 11.3.
29) 해쉬함수의 입-출력 특성은 임의의 크기의 메시지 x에 해쉬 함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함수 h

는 계산적으로 효율적이고, 그 출력은 고정된 길이로서 입력 길이에 독립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계산된 값(message digest)은 입력 비트에 민감해서 입력 x를 약간 변경하더라도 출력은 완전

히 다르다. 위 <그림 1-1>은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준다(크리스토프 파르 ․ 얀 펠즐, 앞의 책,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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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쉬 함수의 요건

암호학적 응용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해쉬 함수는 강한 충돌30) 회피성을

지닐 것이 요구된다.

해쉬 알고리즘은 크게 DES와 같은 불록 암호 알고리즘에 기초한 해쉬

알고리즘과 전용 해쉬 알고리즘으로 나눌 수 있으며, 불록 암호 알고리즘

에 비해 전용 해쉬 알고리즘의 속도가 빠르므로 대부분의 응용에서는 전

용 해쉬 알고리즘이 이용된다. 해쉬 함수는 일방향 함수와 압축 함수의

성질을 만족해야 한다.

일방향 함수(one-way function)란 함수 f(X)=Y의 경우 X로부터 Y의 계

산은 쉬우나 Y로부터 X의 계산은 어려운 함수를 말한다. 해쉬 함수는 일

방향 함수로 데이터로부터 해쉬값을 계산하기는 쉽지만, 해쉬값으로부터

데이터를 알아낼 수 없어야 한다.

압축 함수란 다양한 길이의 입력을 고정된 짧은 길이의 출력으로 변환

하는 함수를 말한다. 일반적인 압축 함수는 임의의 메시지를 현재 크기보

다 작은 크기로 축소해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원래의 크기로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쉬 함수는 일방

향 함수이므로 데이터로부터 해쉬값을 계산하는 것과는 달리 해쉬값으로

부터 데이터를 알아낼 수 없을 것을 요구한다.

f(X) = Y에서 X는 가변 길이의 메시지이고, Y는 함수 f(X)를 통하여 생

성되는 고정 길이의 압축값(Compression Code)이다. 해쉬 함수를 거쳐

나온 값 Y를 해쉬 코드(Hash Code), 또는 해쉬값이라고 정의한다.

결국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해쉬 함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게

된다.

① 효율성: 다양한 가변 길이의 입력에 고정된 길이의 출력을 만들고, 그

30) 충돌이란 서로 다른 두 개의 다른 bit열이 같은 해쉬값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충돌 회피

성이란 이러한 충돌이 쉽게 발견되지 않아야 함을 뜻한다.



- 15 -

것은 쉽게 계산되어야 한다.

② 일방향성: 주어진 입력 값을 해쉬하는 것은 쉽지만 해쉬값으로 입력

값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 해야 한다.

③ 충돌회피성: 동일한 해쉬값을 가지는 서로 다른 메시지 쌍이 없거나

이를 찾아내기 어려워야 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해쉬값은 특정 데이터의 지문과 같은 역할을 수행

하게 된다. 만약 두 개의 메시지가 단지 1bit만 틀려도 두개의 해쉬값은

전혀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해쉬 함수는, 1992년에 Ron Rivest에 의

해 개발된 MD5, 1993년에 미국 NIST에 의해 개발되었고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는 SHA(Secure Hash Algorithm) 등이 있다.31)

3) 해쉬 함수의 활용

일반적으로 해쉬 함수는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첫째, 전자서명

에서 사용된다. 전자서명 암호 알고리즘은 보통 공개키 암호알고리즘을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매우 큰 길이의 메시지 전체를 개인키로 암호화하

여 전자서명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전체 메시지 대신

에 그 메시지를 대표하는 짧은 길이의 해쉬값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

원 메시지 대신에 메시지의 해쉬값을 서명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서는 기존 전자서명 요구사항이 여전히 충족되어야 한다. 이 때 강한 충

돌회피성이 보장되지 않는 해쉬함수를 사용하면 기존 서명 블록을 다른

메시지의 서명 블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메시지의 무결성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셋째, 패스워드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

된다.

해쉬함수는 보통 비밀키를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메시지와 그것의

31) 탁희성·이상진, 앞의 책,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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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쉬값을 함께 전송하거나 저장할 경우 그것의 무결성을 안전하게 보장하

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고의적인 공격자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해쉬값도

함께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안전하게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쉬값을 생성할 때 비밀키를 사용하여 해당 비밀키를 모르는 경우

에는 올바른 해쉬값을 계산할 수 없도록 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이처럼

비밀키를 사용하여 계산되는 해쉬값을 메시지 인증 코드(MAC, Message

Authentication Code)라 하고, 비밀키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해쉬값을 조

작 탐지 코드(MDC, Modification/Manipulation Detection Code)라 한

다.32)

4) 해쉬 함수의 안전성

가) 해쉬 함수의 안전성 문제의 중요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쉬함수에 관련된 주된 문제는 안전한 해쉬함

수의 구성 문제로서, 일방향성과 충돌회피성을 만족시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하여는 아직 완전한 답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해쉬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서로 다른 두 개의 메

시지가 동일한 값으로 해쉬되지 않아야 함은 필수적이다. 즉, 동일한 해쉬

값 A=h(x1)=h(x2)=B를 갖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메시지 x1≠x2를 생성하

는 것이 계산적으로 실현 불가능해야 한다.33)

디지털 포렌식의 관점에서는, 해쉬 함수의 안전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

결성 입증방법을 해쉬값 비교에 의하여 하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정보가

담긴 디지털증거 A와 B의 해쉬값이 같을 가능성이 있다면, 무결성 입증

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32) <http://infosec.kut.ac.kr/sangjin/class/cryptoalgo0801/chap07.pdf>; 2015. 11. 15. 최종검색.
33) 크리스토프 파르 ․ 얀 펠즐, 앞의 책,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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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약한 충돌 방지와 강한 충돌 방지

이상적으로는 취약한 충돌이 없는 해쉬 함수가 존재하도록 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것은 비둘기집 원리(pigeonhole principle) 혹은

Dirichlet의 서랍 원리(Dirichlet's drawer principle)로 인하여 불가능하다.

비둘기집 원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계표 인수(counting argument)

를 이용한다.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비둘기를 소유했지만 비둘기 고리에

는 99개의 집만이 있다면 최소한 하나의 비둘기집에서는 2마리의 비둘기

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해쉬 함수의 결과는 고정된 비트 길이 n비트이므로

‘단지’ 2n개의 결과값만이 가능하다. 동시에 해쉬 함수에 대한 입력의 수

는 무제한이므로 여러 입력이 반드시 동일한 결과값으로 해쉬되어야 한

다. 실제로 각 결과값은 임의의 입력에 대해 동일한 확률을 갖는다. 그러

므로 모든 결과값에 대해 약한 충돌이 존재한다.34)

이론적으로 약한 충돌이 존재하기 때문에 차선책은 이러한 약한 충돌을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x1과 h(x1)에 대

해 h(x1)=h(x2)인 x2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강력한 해쉬 함수를

설계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입력 x1≠x2를 찾는 것이 계산적으로

실현 불가능할 때 해쉬 함수가 충돌 방지 또는 강력한 충돌 방지라는 특

성을 갖는다. 이 경우 공격자가 자유롭게 두 개의 메시지를 선택할 수 있

으므로 약한 충돌 방지보다 실현하기가 더 어렵다. 즉 비슷한 해쉬값을

갖도록 두 메시지를 변경할 수 있다.35)

예를 들어, ‘건설업자 A가 공무원 甲에게 1,000만원을 입금하였다’는 메

시지가 있고, ‘건설업자 A가 공무원 甲에게 1,000원을 입금하였다’는 메시

지가 있다고 하자. 두 메시지 각각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위치’, 즉 스페이스를 탭으로 대체하거나 스페이스를 추가하거나 메

34) 크리스토프 파르 ․ 얀 펠즐, 앞의 책, 400.
35) 크리스토프 파르 ․ 얀 펠즐, 앞의 책,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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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 끝에 리턴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쉬값을 변경시켜 양 메시지

의 해쉬값이 같은 값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앞서 비둘기집 원리에 의해 충돌은 항상 존재한다. 문제는 충돌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이다. 해쉬 함수의 결과 길이가 80bit 라면 그 확인

을 위해 원칙적으로는 약 2
80
개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 해쉬

함수에 대한 공격으로 인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항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다) 해쉬 함수에 대한 공격

해쉬 함수에 대한 일반적인 몇 가지의 공격법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Yuval의 공격과 Meet-in-the-middle 공격이 있는데 이들은 이른바

유명한 ‘Birthday paradox’의 변형이다.

Birthday paradox에 대하여 살펴보면, 한 학급의 학생 수를 r이라고 하

고, 이 학급의 학생 중 적어도 2명의 생일이 같을 확률을 p(r)이라 하자.

p(r)≥1/2이기 위한 최소의 자연수 r은 무엇인가? 이 문제의 답은 23으로

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추측하는 답보다 훨씬 작은 수이다.

 








  

만약, 30명의 학생이 있다고 하면, 그 확률은 70%, 40명인 경우 89%에

육박하게 된다.36)

보다 일반적으로 전체 N개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한다면, r명의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이 그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면 그 중 몇

명의 사람이 하나의 같은 경우의 수에 해당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37)

36) Wade Trappe & Lawrence C. Washington(주 27), 229. 
37) Wade Trappe & Lawrence C. Washington(주 27),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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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   

이를 대강의 값으로 계산하면  ln 이고, 이를 다시 계산하면

≈  이라고 할 것이다.

Birthday attack의 경우 해쉬함수의 output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해쉬

값의 충돌쌍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해쉬 함수 h()에 대한 충돌 탐색은 그룹에서의 생일 충돌을 찾는 것과

정확하게 동일한 문제이다. 다만 해쉬 함수에 대해서는 365가 아닌 2
n
즉,

n의 h()의 결과 크기이다. 실제로 n은 해쉬 함수에 대한 중요한 보안 파

라미터라고 밝혀졌다.38)

t개의 해쉬값 중 충돌이 없을 확률은 다음과 같다.

충돌이 없을 확률 




⋯ 





 

 





≈
  

  







≈



⋯ 

≈


․
  

위와 같은 계산을 하는 것은, 충돌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위 식에서 최소 하나의 충돌이 있을 확

률을 λ = 1 - P(충돌이 없을 확률)이라 표시하고 그 계산을 표현하여 보

면, 다음과 같다.

38) 크리스토프 파르 ․ 얀 펠즐, 앞의 책,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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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쉬(결과)값 길이

λ 128� bit 160� bit 256� bit 384� bit 512� bit

0.5 265 281 2129 2193 2257

0.9 267 282 2130 2194 2258

                         ≈  





  

ln≈



≈ln




≈ 
ln




위와 같은 결과는 해쉬 결과값 길이 n, 충돌에 필요한 해쉬된 메시지 t

의 수, 충돌 확률 λ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생일 공격의 중요한 결과는

충돌을 찾기 위해 해쉬하는데 필요한 메시지의 수는 가능한 결과 값 수의

제곱근 즉, 2n/2와 대략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x비트의 보안 수준

에 대해 해쉬 함수는 결과 비트가 2x 비트이어야 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80비트의 경우 성공확률인 경우 입력값 t의 값을 위 계산식

에 대입하여 보면 약 240개의 해쉬를 계산하고 충돌을 확인하면 되는 것

으로 현재 컴퓨터에서는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39)

해쉬값 길이에 따라, 필요한 충돌 공격 수(충돌에 필요한 해쉬값의 수)

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 표40)와 같다.

결국 재차 정리하자면, 해쉬함수가 n비트의 해쉬값을 출력한다고 가정

하고, 현재의 계산능력을 2k의 연산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해쉬함수의

일방향성을 유지하고 전수조사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n의 값이 k보다 커

39) 크리스토프 파르 ․ 얀 펠즐, 앞의 책, 405.
40) 크리스토프 파르 ․ 얀 펠즐, 앞의 책, 406, 표 1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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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충돌저항성을 유지하고 생일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n이 2k보

다 커야 한다.41)

라) 해쉬 알고리즘의 안전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쉬 함수는 임의의 길이의 메시지에 대하여 고

정된 길이의 결과를 생성한다. 위와 같은 해쉬 함수로 동작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알고리즘을 전용 해쉬 함수라고 하는데, 지난 2~30년간 수많은 전

용 해쉬 함수가 제안되어 왔다. 가장 많이 사용된 해쉬 함수가 MD4 계열

이다.

MD4는 Ronald Rivest가 개발한 메시지 다이제스트 알고리즘으로

MD5, SHA 계열 모두 동일한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MD4는 32비트 변수를 사용하는데, 보다 강력해진 버전인 MD5를 1991

년 Rivest가 제안했다. 두 해쉬 함수는 128비트를 계산하므로 충돌 방지

확률이 약 264이다. MD5는 인터넷 보안 프로토콜에서 파일의 체크섬을

계산하거나 패스워드 해쉬값을 계산하는데 저장하는데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초기부터 잠재적인 취약점42)이 제시되어 결국 US NIST는 1993년

새로운 메시지 다이제스트 표준 SHA(Secure Hash Algorithm)를 발표하

였다. 당시에는 160비트 길이로서 충돌 방지 확률은 약 280이다. 그 뒤로

2001년경 NIST는 메시지 다이제스트 길이가 각각 256, 384, 512비트인 3

개의 SHA-2의 변형 알고리즘 SHA-256, SHA-384, SHA-512를 도입하였

다. 2004년 Xiaoyun Wang은 MD5와 SHA-0에 대한 충돌 찾기 공격을 발

표하였고 1년 후 그 공격이 SHA-1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

다.43)

41) 한국정보보호학회, 「현대 암호학 및 응용」, 한국정보보호진흥원(2002), 236.
42) MD4는 같은 해쉬값을 갖는 서로 다른 메시지를 찾는데 264번이 필요하고, 주어진 해쉬값을 생

성하는 메시지를 찾는데 2128번의 연산이 필요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그보다 훨씬 작

은 연산으로도 충돌쌍을 찾을 수 있음이 증명되어 실패하였다(한국정보보호학회, 앞의 책, 241). 
43) 크리스토프 파르 ․ 얀 펠즐, 앞의 책, 408~409; <https://ko.wikipedia.org/wiki/SH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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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결과

[비트]

입력

[비트]

일방향성 공격수

(공격 확률)

※보안 문제

충돌 공격수

(공격 확률)

※무결성 문제

충돌탐색여부

MD5 128 512
2
128

(2-128)

2
64

(2-64)
O

SHA-1 160 512
2160

(2
-160
)

280

(2
-80
)

X

(단,�공격법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음)

SHA-

2

SHA-

224
224 512

2
224

(2-224)

2
112

(2-112)
X

SHA-

256
256 512

2
256

(2-256)

2
128

(2-128)
X

SHA-

384
384 1024

2
384

(2-384)

2
192

(2-192)
X

SHA-

512
512 1024

2
512

(2-512)

2
256

(2-256)
X

아래에는 각 알고리즘 특성을 요약하여 보았는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해쉬 알고리즘 중 MD5를 사용하는 경우, 현실적인 충돌 탐색이 가능

한 경우로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아니하지만, SHA-1 이상을 사용하는 경

우 충돌 탐색을 방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MD4� 계열 해쉬 함수의 비교>

1. 12. 최종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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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부 디지털 증거 삭제시 무결성 입증을 위한 제안

1. 문제의 제기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원본과 사본의 해쉬값을 비교하여 보는 방법으로

무결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디지털 증거 전체 중

일부를 삭제하는 경우 해쉬값은 그 중 1bit라도 달라지면 그 값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 전체의 해쉬값이 변형되고, 해쉬값 비교에

의한 무결성 입증은 어려워지게 된다. 디지털 증거의 일부를 삭제하더라

도 해쉬값 비교에 무결성 입증이 가능한 방법은 없을지 이중 해쉬(double

hash)를 활용하여 그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이중 해쉬(double hash)를 이용한 무결성 입증 방법

가. 종래의 ‘이중 해쉬’ 개념

본래 이중 해쉬(double hash) 또는 이중 해싱(double hashing)은 해쉬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활용되어 왔다.

서로 다른 두 값들이 같은 해쉬 키를 갖게 되면 해쉬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충돌이 일어난 항목들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해쉬 테이블의 다른

주소 공간에 배열한다면 어디에 이것을 배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이중 해쉬법은 다른 해쉬 함수로 값을 해쉬하여 그 값만큼을 현

재 주소에 더하여 새 주소를 얻는다. 이렇게 되면 충돌 시 건너뛰는 너비

가 값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한 해쉬 값에 뭉치는 경우가 줄어든다.44)

44)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C%A4%91_%ED%95%B4%EC%8B%9C>; 2015. 

11. 14. 최종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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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해쉬를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해쉬체인이 있는데, 동전을 체인

형식으로 구성하고 체인의 루트값 하나에만 서명을 받음으로써 생성된 동

전마다 서명을 받지 않도록 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킨 Payword 전자화폐

에서 사용된 기술이 있다.45)

나. 새로운 ‘이중 해쉬’ 개념의 설정

본래 ‘이중 해쉬’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쉬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

여 한번 해쉬된 값을 재차 해쉬하는 방법이었으나, 이 논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의 관점에서 새로운 개념으로서 ‘이중 해쉬’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로 한다.

<그림3> 이중 해쉬의 개념

두 번 해쉬를 하는 방법은 종전의 ‘이중 해쉬’ 개념과는 같으나, 같은

메시지에 대하여 해쉬를 한 이후에 재차 해쉬를 하는 방식이 아니다. 전

45) 정윤수·김용태, “이중 해쉬 체인 기반의 플로딩 패킷 인증 및 무결성 보장 메커니즘”, 한국정보

기술학회(2011.1.),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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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데이터를 A, B라는 두 가지(혹은 그보다 많은 수의) 부분집합으로 나

눈 이후에 각 부분집합의 해쉬값을 구하여 원데이터가 아닌 각 해쉬값끼

리의 해쉬를 통하여 해쉬값을 구하는 것을 ‘이중 해쉬’라는 개념으로 정

의하고자 한다.

다. 디지털 포렌식에서의 ‘이중 해쉬’의 활용가능성

위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메시지 또는 데이터가 존재한다

고 할 때, 해당 데이터를 해쉬한 해쉬값을 h(U)라고 하자. 그리고, 같은

데이터를 UA라는 부분과 UB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각을 해쉬한 해쉬

값 h(UA), h(UB)를 구한다. 그리고 부분집합의 해쉬값을 보존하고 있기만

하다면 해당 원데이터가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 부분집

합의 해쉬값끼리 해쉬를 하여 얻은 해쉬값 h(AB)는 원데이터를 해쉬한

h(U)가 동일하게 된다.

디지털 포렌식의 관점에서는 압수한 디지털 증거 중 일부가 삭제되거나

손상되더라도 해당 부분의 해쉬값을 보존하고 있다면, 나머지 부분의 해

쉬값과 이중 해쉬를 하여 나온 해쉬값이 원데이터의 해쉬값과 일치하는지

비교함으로써 무결성의 입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 활용가능성

이 크다고 하겠다.

이미징 복제라는 방식을 사용하여 전체 해쉬값을 계산하는 경우에, 무

관정보를 삭제하더라도 무관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의 해쉬값을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다면, 무관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 정보의 해쉬값과의 이

중 해쉬를 통하여 본래의 압수된 증거 전체의 해쉬값과의 비교를 하는 방

법으로 그 파일이 최초에 압수되었던 상태 그대로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된

다.

다만, 부분집합의 해쉬값끼리의 이중해쉬값이 원데이터의 해쉬값과 일

치한다는 점에 대한 부분은 해쉬 트리를 발명한 랄프 머클(Ralph Merk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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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증명이 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별도의 항으로 소개

하도록 하겠다.

라. ‘이중 해쉬’ 활용시의 안전성 문제

해쉬 함수의 일방향성에 대하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쉬값 자

체를 알더라도 원데이터를 알아내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삭제를 하여야 할 무관정보에 대한 해쉬값만으로 보관하고 있고 원데이터

를 삭제한다면, 해쉬값만으로는 원데이터를 알아낼 수 없다.

또한, 해쉬 함수의 안전성에 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충돌회피성

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해쉬 알고리즘 중 SHA-1 이상을

사용한다면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중해쉬를 활용한 경우의 안전성은 일반 해쉬와 비교하여

볼 때 어떠하다고 볼 수 있을지 문제된다.

이중 해쉬를 활용할 경우는 같은 차원의 해싱을 반복하게 됨으로써 해

쉬값을 생성하게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안전성은 기본적으로 해쉬함수의

안전성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기본 해쉬함수의 안전성 즉, SHA-1 이상으로 함

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3. 이중 해쉬 방법으로서 해쉬 트리(Merkle-Tree)의 소개

가. 해쉬 트리(Merkle-Tree)의 개념46)

46) <https://ko.wikipedia.org/wiki/%ED%95%B4%EC%8B%9C_%ED%8A%B8%EB%A6%AC>; 2015. 

11. 14. 최종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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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과학과 암호학에서 해쉬 트리는 모든 비-리프(non-leaf) 노드의

이름이 자식 노드들 이름의 해쉬로 구성된 트리 구조를 가리킨다. 발명자

랄프 머클의 이름을 따 머클 트리(1979년 발명)라고도 불린다.

머클 트리는 트리 구조의 일종으로, 잎 노드는 파일 등의 데이터를 가

리킨다. 상위 노드는 각각 자식 노드들의 해쉬 값이 된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에서 해쉬 0은 해쉬 0-0과 해쉬 0-1을 연결한 문자열을 다시 해쉬 함

수로 계산한 것이다. 해쉬 함수는 위 그림처럼 이진 트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임의의 차수를 가진 트리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해쉬 함수는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 있지만, 보통 SHA-1, Tiger,

Whirlpool 등의 암호화 해쉬 함수가 사용된다. 그러나 해쉬 트리를 사용

하는 목적이 악의적인 공격자의 데이터 변조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단

순히 오류를 찾기 위한 경우, CRC 등의 안전하지 않은 함수를 사용할 수

도 있다.

<그림4> 머클 트리의 구조47)

47) (주 46) 검색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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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검증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루트 노드의 해쉬값(루트 해쉬 또

는 마스터 해쉬라고 부른다)만 알면 데이터가 옳은 데이터인지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전체가 아닌 일부만 검증하고자 할 때에도 자식 노드 가운

데 하나의 해쉬 값을 알면 그 노드의 모든 자식 노드에 대해 데이터를 검

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만약 일부 데이터가 손상될

경우 어떤 데이터가 손상되었는지를 쉽게 찾아내어 손상된 데이터를 다시

전송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위 그림에서 데이터 블록 L2가

손상되었다면, Hash 0-1과 Hash 0, 그리고 루트 해쉬(Top Hash)가 달라

지고 다른 값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량의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도 손상된 데이터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

나. 해쉬 트리의 활용

해쉬 트리는 여러 블록으로 나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데이터가 변조되

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특히 P2P 망에서 전송받은 데이

터에 오류가 있거나 악의적인 데이터 변조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또한, 썬 마이크로시스템즈(Sun Microsystems)에서 개발한 ZFS

파일 시스템, 구글 웨이브 프로토콜, 깃 버전 관리 시스템, 비트코인 암호

통화 시스템, 비트토렌트 프로토콜 등에서도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해쉬 트리를 발명한 랄프 머클은 여러 개의 램포트 서명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해쉬 트리를 개발했다. 램포트 서명은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

되어도 안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이지만, 한 개의 메

시지마다 새로운 키를 생성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여러 개의 램포트 키

를 해쉬 트리로 묶으면 보다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다. 이런 방식을 머클

서명이라고 부른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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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부 디지털 증거 삭제시 해쉬 트리를 활용한 무결성 입증49)

대용량 데이터의 일부가 바뀌었을 때 그 일부만 해쉬하는 방법 또는 대

용량 데이터를 해쉬하여 저장하였는데 이중 일부 정보를 지워야 할 경우

인증방법으로 해쉬 트리를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데이터 블록들의 무결성을 확인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대용량 데이터의 각 데이터 블록들을 해쉬하여 해쉬 트리를 생성

한다. 이때 각 노드들은 자식 노드의 해쉬값을 가지고 있게 된다. 이때 생

성된 루트값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검증하면 되는 것이다.

결국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특정 데이터의 무결성이 확

인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앞선 <그림2>에서 데이터 블록 중 L3의 무결성을 확인하고

싶을 때에는 모든 데이터와 각 데이터의 해쉬값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

이 'Hash 0'와 ‘Hash 1-1'의 값만 필요한 것이다.

이중 해쉬를 이용하여 무결성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위 해쉬 트리를

이용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압수된 증거의 데이터를 해

쉬 트리의 구조로 형성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8) Ralph C. Merkle, "A Digital Signature Based on a Conventional Encryption Function", 

Crypto(1987), 369-378.
49) 천정희, 안티포렌식특강 강의안(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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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관련성 없는 디지털 증거 삭제시 무결성 입증을 위한

제안

1. 문제의 제기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경우 관련성이 있는 디지털 정보만을 선별

압수를 한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가 많지 않겠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이미징한 경우 그 중 관련성 있는 정보를 제

외한 나머지 정보의 경우에 이를 삭제50)하고도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됨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상에서는 이중해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무결성을 입증하는 방법을 제안한 바가 있다. 즉, 삭제할 대상이

되는 무관정보에 대하여는 해쉬값만을 남겨놓은 채 해당 정보를 삭제하

고, 해당 해쉬값과 나머지 정보의 해쉬값 사이의 반복 해싱을 통하여 전

체 디지털 정보의 해쉬값과의 동일성을 비교함으로써 무결성을 입증하는

방법이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무결성 입증 방법이 실제로 실현되는지 아주 간

단한 실험을 통하여 확인해보고자 한다.

2. 무결성 입증 실험51)

가. 전제

50) 관련성 없는 증거에 대한 삭제 필요성에 대하여도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
51) 무결성 입증 실험과 코드생성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원용기 수사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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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결성 입증 실험을 위해서는 일단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디지털 증거

의 정보를 관련성 있는 정보 및 관련성 없는 정보 즉, 무관정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일단 디지털 정보의

대량화로 인하여 압수․수색의 대상의 용량이 크다면 전체 정보 중 무관정

보를 추출해 내는 일 역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다.52)

이번 연구에서는 이중 해쉬를 이용한 무결성 입증이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그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일단 적은 개수의 파일만으

로 구성된 매우 단순한 형태의 구조로 된 디지털 증거를 대상으로 간단한

실험을 하고자 한다.

나. 실험 내용

1) 실험 대상의 확인

먼저 실험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정보를 확인한다. 디지털 포렌식 도구

로는 FTK를 사용하였다. 왼쪽에 Evidence Tree를 구성하고, 그 하위에

normal1.xls, normal2.xls, prev_delete.xlsx, will_delete.xlsx의 4가지 파일

이 확인되고, prev_delete.xlsx는 삭제되었다가 복구된 파일,

will_delete.xlsx는 무관정보로 향후 삭제할 예정인 파일이다.

52) 앞에서, 이중 해쉬를 이용한 무결성 입증 방법 중 보다 효율적인 응용방법으로서 해쉬 트리로

구조화하여 무결성 입증하는 방법을 소개하기는 하였지만 해쉬 트리로 구조화하는 문제 역시 쉬

운 문제는 아니다. 트리 형태로 구조화할 때의 형태는 디지털 증거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것인

데, 파일 단위로 할 것이지, 폴더 단위로 할 것인지, 볼륨 단위로 할 것인지 등을 사안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할 것이고, 트리로 구성을 한 이후에 트리 구조 내에서 관련성이 없는 부분 즉, 삭

제를 해야 할 부분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파일시스템에 따라 파일의 메타정보 등의 위치가 각

기 다르기 때문에 트리 구조는 파일시스템별로 각기 다르고 복잡해질 것이다. 향후에는 이를 유

형화시키는 방법으로 트리 구조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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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실험 대상의 확인

2) 이미징 및 삭제 전 해쉬값 확인

실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증거 전체에 대하여 이미징을 하고, 전체 이

미지에 대한 해쉬값을 계산하였다. 다음 그림의 화면 왼쪽은 이미징이 실

행되었음을 보여주는 화면이고, 오른쪽은 각각 MD5, SHA1의 해쉬값을

계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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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이미징 및 삭제 전 해쉬값 확인

3) 삭제할 파일의 확인

삭제 예정인 파일을 삭제 전에 확인한다.

삭제할 파일명은 will_delete.xlsx 이고, 위 파일의 블록 정보를 미리 확

인하였다.

위 파일의 참조정보는 inode, 해쉬, 블록정보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각각

“37L”,“168fe06168a5aa9883e265f3134f2d47”,“82685L,82686L,82687L,82688L,8

2689L,82690L,82691L,82692L,82693L,82694L,82695L,82696L,82697L,82698L,82

699L,82700L”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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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내용은 아래 <그림5> 와 같다.

<그림7> 삭제 예정 파일 확인

4) 삭제 예정 파일의 삭제

삭제 예정인 파일 will_delete.xlsx 를 삭제한다. 이때 삭제방법은 해당

파일 부분의 블록을 0으로 채우는 형태의 와이핑(wiping) 방법에 의한 삭

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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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파일 삭제

5) 이중 해쉬의 해쉬값 계산

현재 디지털포렌식 도구 자체에서는 이중 해쉬 즉, 각 해쉬값 끼리를

해싱하여 해쉬값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쉬값을 이중 해싱하는 코드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음은 이중 해싱에 필요한 해쉬값을 생성하는 코드를 만들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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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해쉬 연산 코드 예시

import� sys,� hashlib

from� datetime� import� datetime

import� pytsk3

def� read_erased_info(filename):

#� read� and� put� basket

erased_inode� =� list()

hash_basket� =� list()

erased_block� =� list()

if� filename� ==� '':

return� erased_inode,� hash_basket,� erased_block

try:

ef� =� open(filename,� 'r')

rlines� =� ef.readlines()

for� line� in� rlines:

rcol� =� line.split("\t")

if� len(rcol)!=3: #0-inode,� 1-hash,� 2-blocklist

print� "Error� Erased� information� :� ",� line

continue

erased_inode.append(long(rcol[0].strip()))

hash_basket.append(rcol[1].strip())

erased_block.append(rcol[2].strip().replace("\n",''))

except:

print� "Error� read� file� in� erased� list"

return� erased_inode,� hash_basket,� erased_block

ef.close()

return� erased_inode,� hash_basket,� erased_block

def� read_file(file_metaobj):

offset� =� 0

size� =� file_metaobj.info.meta.size

buf_size� =� 4096

content� =� ''

while� offset� <� size:

readable� =� min(buf_size,� size-offset)

data� =� file_metaobj.read_random(offset,� readable)

if� not� data:� break

offset� +=� len(data)

content� +=� data

return� content

def� range_hashing(file_handle,� startpos,�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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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_handle.seek(startpos,� 0)

sig� =� hashlib.md5()

for� i� in� range(0,� length,� 4096):

sig.update(file_handle.read(4096))

return� sig.hexdigest()

def� second_hashing(hash_basket):

hash_basket.sort()

#print� "hash� count:� ",� len(hash_basket)

sig� =� hashlib.md5()

for� i� in� range(0,� len(hash_basket)):

sig.update(hash_basket[i])

return� sig.hexdigest()

def� dir_hashing_by_block(dirobj,� file_handle,� fs_handle,� hash_basket,� skip_inode,�

block_list,� vol_start_byte,� blk_size):

total_byte� =� 0

file_handle.seek(0,2)

filesize� =� file_handle.tell()

for� fileobj� in� dirobj:

fileinforsum� =� list()

fileinforsum.append(fileobj.info.name.meta_addr)

fileinforsum.append(fileobj.info.name.name)

file_metaobj� =�

fs_handle.open_meta(fileobj.info.name.meta_addr)

if(fileobj.info.name.name=="."� or� fileobj.info.name.name==".."):�

continue

#� if� directory� then� recursive� loop

if(fileobj.info.name.type==pytsk3.TSK_FS_NAME_TYPE_DIR):

dir_byte,� block_list� =�

dir_hashing_by_block(fs_handle.open_dir(inode=fileobj.info.name.meta_addr),�

file_handle,� fs_handle,� hash_basket,� skip_inode,� block_list,� vol_start_byte,� blk_size)

total_byte� +=� dir_byte

#� get� file� hash� by� block

sig� =� hashlib.md5()

file_blocksize� =� 0

for� file_attribute� in� file_metaobj:

for� attribute_run� in� file_attribute:

#� if� resident� file� then� what?,� skip� at� now

file_handle.seek(attribute_run.addr*blk_size+vol_start_byte,� 0)

readable� =� blk_size

for� i� in� range(0,� attribute_run.len):

#if� attribute_run.addr+i� in� block_list:

# total_byte� +=� readable

#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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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nforsum.append(attribute_run.addr+i)

#� if� last� block,� adjust� read� size

if� fs_handle.info.last_block� <=�

attribute_run.addr+i:

print� "volstart:",�

vol_start_byte

readable� =� blk_size� -�

((attribute_run.addr+i)*blk_size� +� vol_start_byte� -� filesize)

if� (attribute_run.addr+i)� not� in�

block_list:

block_list.append(attribute_run.addr+i)

sig.update(file_handle.read(readable))

file_blocksize� +=� readable

file_block_hash� =� sig.hexdigest()

#print� "summary:� ",� fileinforsum

#� if� it� included� skip� inode� then� skip� it

#if� fileobj.info.name.meta_addr� not� in� skip_inode:

#print� file_block_count

total_byte� +=� file_blocksize

if� fileobj.info.name.meta_addr� in� skip_inode:

continue

#� skip� null� hash

if� file_block_hash.strip()� ==�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continue

hash_basket.append(file_block_hash)

skip_inode.append(fileobj.info.name.meta_addr)

#print� "check:� ",� fileobj.info.name.meta_addr,�

fileobj.info.name.name,� file_block_hash

#� print� fileobj.info.name.name,":� ",� file_block_hash

return� total_byte,� block_list

def� doubled_step(imagefile,� erased_inode,� hash_basket,� erased_block):

file_handle� =� open(imagefile,� 'r')

file_handle.seek(0,2)

filesize� =� file_handle.tell()

#� get� imagefile� handle

img_handle� =� pytsk3.Img_Info(imagefile)

#� get� volume� handle

vol_handle� =� pytsk3.Volume_Info(img_handle)

total_byte� =� 0

#� Loop� for� volume

for� volume� in� vol_handle:

if� volume.flags� ==� pytsk3.TSK_VS_PART_FLAG_AL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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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p_inode� =� erased_inode

block_list� =� list()

#� get� filesystem� handle

fs_handle� =� pytsk3.FS_Info(img_handle,�

offset=(volume.start*vol_handle.info.block_size))

dirobj� =�

fs_handle.open_dir(inode=fs_handle.info.root_inum)

#� exploring� and� hashing� by� inode� link� from� start� root�

inode

fs_byte,� block_list� =� dir_hashing_by_block(dirobj,�

file_handle,� fs_handle,� hash_basket,� skip_inode,� block_list,�

volume.start*fs_handle.info.dev_bsize,� fs_handle.info.block_size)

#print� len(block_list),� fs_byte

#print� "alloc� size:� ",� fs_byte

#� append� erased� block� info

if(erased_block!=''):

for� blocks� in� erased_block:

for� block� in� blocks.split(","):

block_list.append(long(block.strip()))

#� get� unallocated� block� hash

sig� =� hashlib.md5()

block_list.sort()

blkcount� =� 0

for� ablock� in� range(fs_handle.info.first_block,�

fs_handle.info.last_block-fs_handle.info.first_block+2):

if� ablock� in� block_list:� continue

readable� =� fs_handle.info.block_size

file_handle.seek(ablock*fs_handle.info.block_size+volume.start*fs_handle.info.dev_bs

ize,� 0)

filecurr� =� file_handle.tell()

#� if� last� block� of� file,� adjust� read� size

if� fs_handle.info.last_block� <� ablock:

readable� =� filesize� -� filecurr

readable� =� min(readable,�

fs_handle.info.block_size)

sig.update(file_handle.read(readable))

fs_byte� +=� readable

blkcount� +=� 1

unallocated_hash� =� sig.hexdigest()

print� "unallocated� :� ",� unallocated_hash

total_byte� +=� fs_byte

#print� "filesystem� size(alloc+unalloc):� ",� fs_byte,�

blkcount

#� skip� null� hash

if� unallocated_ha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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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hash_basket.append(unallocated_hash)

else:

if� volume.len� <=� 1:� continue #� skip� meta�

volume

volume_hash� =�

range_hashing(file_handle,volume.start*vol_handle.info.block_size,volume.len*vol_ha

ndle.info.block_size)

total_byte� +=� volume.len*vol_handle.info.block_size

hash_basket.append(volume_hash)

print� "volume� :� ",� volume_hash

#print� "volsize:� ",� volume.len*vol_handle.info.block_size

final_hash� =� second_hashing(hash_basket)

file_handle.close()

return� final_hash,� total_byte

#� main� call

argval� =� str(sys.argv).strip('[]\'').replace('\',� \'',� '� ').strip()

argcol� =� argval.split('� ')

if� (len(argcol)!=3� and� len(argcol)!=2)� or� argcol[0].strip()=='':

print� "Please� input� 1~2� argument"

print� "\tdoubled_hash_poc.py� imagefile� [erased� list]"

sys.exit(1)

imagefile� =� argcol[1].strip()

erased_list_filename� =� ''

if� len(argcol)==3:

erased_list_filename� =� argcol[2].strip()

print� "------------Target� file:� ",� imagefile,� erased_list_filename

start_time� =� datetime.now()

erased_inode,� hash_basket,� erased_block� � =� read_erased_info(erased_list_filename)

doubled_hash,� total_byte� =� doubled_step(imagefile,� erased_inode,� hash_basket,�

erased_block)

end_time� =� datetime.now()

print� "� � Working� time(sec,� ms):� ",� (end_time-start_time).seconds,�

(end_time-start_time).microseconds

print� "Doubled� Hash� value(md5):� ",� doubled_hash

print� "� � � � � � Total� Read� Bytes� :� ",� total_byte

pr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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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쉬값 검증

앞선 코드를 통하여 계산한 해쉬값을 서로 비교해 보았다. 총 4개의 값

을 구하였다. 첫 번째 박스는 삭제 전 실험대상 자체의 해쉬값 및 그 크

기를 계산한 것이다.

두 번째 박스는 해당 파일을 삭제한 후 해당 해쉬값만을 남겨둔 채 해

쉬값끼리 해싱을 한 해쉬값 및 그 크기를 계산한 것이다.

세 번째 박스는 해당 파일을 삭제한 후 삭제한 상태의 해쉬값을 계산한

것이다.

첫 번째 결과값과 두 번째 결과값이 같으나, 세 번째 결과값은 다르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쉬 트리가 실제에서도 실효성이 있음을 보여준 것

이다.

그리고 네 번째 박스는 해당 파일을 삭제한 수정된 파일과 삭제된 해당 파일

의 해쉬값끼리 해싱한 것인데, 삭제 전 실행대상의 해쉬값과 같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9> 해쉬값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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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한계 및 시사점(결론에 갈음하여)

1. 논의의 한계

앞서 이중 해쉬의 방법을 활용하여 일부 데이터 블록을 삭제한 후 그

해쉬값만을 남겨둔 뒤에 나머지 데이터들의 해쉬값과의 해싱을 통하여 전

체 해쉬값과의 비교를 하는 형태로 무결성 입증이 가능함을 논의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무결성 입증 방법은 대상 디지털 증거 데이터 중 무관

정보를 비교적 용이하게 추출하여 관련성 있는 나머지 정보와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디지털 정보의 대량화로 인하여 압수․수색

의 대상 디지털 증거의 용량이 크다면 그 중 무관정보를 추출해내는 일

역시 쉬운 일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중 해쉬를 이용하되, 보다 효율적인 해쉬값 계산이 가능한 해

쉬 트리 구성의 문제는 디지털 증거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어떤

기준으로 트리화할 것인지, 효율적인 트리 구조는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

인지, FAT, NTFS 등 파일시스템에 따라 트리 구조 형성은 어떤 방법을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향후에는 이를 비롯하

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중 해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추가 연

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해쉬값은 1bit 만 변경되어도 결과값이 쉽

게 달라지는 취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해쉬값끼리 해싱하여 원 데이터의 해쉬값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

한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은 무관정보의 데이터는 삭제하

되 그 해쉬값은 보존하였다가 추후 무결성 입증 시 이를 활용하는 방법인

데, 해쉬값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보관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는 압수·수색시 해쉬값을 계산한 후 참여권

자의 확인 및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본건과 관련하여서도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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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따라 할 참여권의 확인 및 서명을 모두 필요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이중 해쉬라는 단순한 개념을 활용한 것이지만, 그동안

위 개념이 디지털 증거 무결성 입증과 관련하여서는 종전에 논의된 적이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증거 중 일부 증거 즉, 무관정보의 삭제 시

무결성 입증과 관련하여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미처 발견 또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 파생되는 논점에 대하여

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2. 시사점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

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의 형태(복제본)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

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

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이라고 하면서, 추후 관련성이

없는 증거의 경우에는 이를 삭제·폐기토록 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고

보여지며,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새로운 영장 실무 지침을 통하

여 영장에 별지로 무관정보의 삭제·폐기 의무를 수사기관에 부과하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특성 및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건에 대

한 검토를 통하여 무관정보의 삭제·폐기가 일반 증거물처럼 당사자에게

환부하여 주거나 물리적으로 폐기하는 절차에 의할 수도 없고 일반인이

개인 PC에서 Delete 키를 누르거나, 파일을 휴지통에 넣는 것처럼 단순한

일이 아님을 살펴보았다. 디지털 증거는 그 특성상 취약성을 가지기 때문

에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될 때까지 보존되어야 하고, 무결성이 다투어질

경우 해쉬값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원본의 해쉬값과 대조하여 무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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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쉬값은 대용량의 다양한 크기의 데이터를 일정한 고정값으로 변환시

키고 일방향성과 충돌회피성을 만족시키는 해쉬 함수에 의하여 계산되어

지는 결과값으로 무결성 입증에 활용되고 있다.

해쉬함수의 특성으로 이중 해쉬라는 개념를 이용하면, 디지털 증거를

일단 무관정보와 이를 제외한 관련성 있는 나머지 정보로 구별한 이후에

디지털 증거의 각각의 부분 집합에 대한 해쉬값을 계산한 다음 해쉬값은

일단 보존을 시킨 다음 일부 무관정보는 삭제(이때 삭제의 방법에 대하여

도 어떤 방법에 의할 것인지 논의가 있지만, 쉽게 복원하기 어려운

wiping 방법에 의한다)한다. 이때 해쉬값은 일방향성을 지니기 때문에 일

부 데이터를 삭제하고 해쉬값을 남겨둔다고 하여 해쉬값만을 이용하여 원

데이터를 알아낼 수는 없다. 그리고 추후 무결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부분집합의 해쉬값을 이용하여 해싱을 한 후 원데이터 전체의 해쉬값과

비교를 하여 무결성을 입증하면 된다.

최근 대법원 판례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새 지침은 관련성이 있는 정

보만을 압수하고, 무관정보의 경우 압수하여서는 안 되므로 불가피한 경

우 이를 압수하였더라도 삭제·폐기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성 개념은 아직

까지도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관련성’의 개념을 지나치게 제한한 후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해당사건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다만, 사후적으로 관련성이 없음이 밝혀져 해당 디지털증거를 압수수색

의 계기가 된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압수

수색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는 것

이고, 다만 환부 내지 폐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다. 종래에는 무결성

입증과 관련하여, 해쉬값 변경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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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이중 해쉬를 이용하여 해쉬값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사

생활 보호 등에 대한 우려를 관련성 개념에 의한 제한으로 통제할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의 관련성 문제는 압수대상의 범위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고,

압수·수색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따른 수사의 공백이 없

도록 탄력적으로 넓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디지털증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디지털 증거에서의 관련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프라

이버시 보호에는 조금 더 충실하게 될지 모르지만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

한 수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결국 국민 개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이중 해쉬를 이용한 무결성 입증방안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연

구와 각 기관 및 학계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안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수사의 필요성과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양 법익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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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at took effect on January 1st,

2012 through its amendment of the search and seizure clause

stipulated 'relevancy' in respect of search and seizures(Art. 106

par. 1, Art. 215 par. 1, 2).

Moreover,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has recently

announced its plans on implementing the 'new practical

operational guidelines on the search and seizure warrant of

digital data(effective August 1st, 2015)' in respect of search and

seizures of digital evidence. According to the new guidelines

only digital data, not means of storage such as computers or

external hard drive, can be subject to seizure. A detailed list of

digital data must be composed and presented to the seized.

Also, any digital data missing from the list is seen as being

irrelevant and its deletion and discard must be explicitly

provided for in the warrant.

However, in practice a method called 'imaging' is being used.

Since the hash value is altered by deleting the irrelevant data

from the image file, one will not be able to prove that the file is

in the initial state when it was seized. Therefore in order to use

as evidence the imaging file with its initial hash value must

remain with the investigation agency.

Does this mean that if data is partially deleted from the

collected digital evidence there is no way to preserve data

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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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conditions of recognition of the attributes and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digital evidence, one can understand

that unlike ordinary evidence deleted and discarded irrelevant

data cannot be returned or physically discarded, nor can an

ordinary person simply press the delete key on the computer or

throw it in the recycle bin. Digital evidence is by its nature

vulnerable and therefore must be preserved before being

presented as evidence in court. Also if data integrity is being

challenged the hash value must be stored in order to compare it

with the hash value of the original data so as to prove its

integrity.

As one possible solution the present thesis suggests using

double hash. It is possible to prove data integrity by means of

utilizing double hash by keeping only the hash value and

partially deleting the data block after which the hash value of

the remaining data can be compared to the total hash value.

However, the present thesis limits its research to the use of

the preserved hash value while deleting irrelevant data in order

to prove data integrity later on. The matter of how and where

the hash value should be stored is a separate question that

merits further research.

Methods of proving integrity through the means of double

hash merit further research and should be the subject of active

discussion by the academia and relevant agencies. Such a

proposal should hopefully be implemented in a rational manner

in order to find the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wo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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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s, the necessity of investigation that aims to discover the

substantive truth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of individuals.

Keyword : Digital evidence, integrity, double hash, relevancy,

deletion of irrelevant data.

Student Number : 2014-2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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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2012. 1. 1.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조문의 개정을 통하여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관련성’을 명문화하였다(법 제106조 제1항, 제

215조 제1항, 제2항).

이에 더하여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방법에 관한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에 관한 새로운 실무 운영 지

침(2015. 8. 1. 시행)’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새 지침에 따

르면, 전자정보만을 압수 대상으로 하고 컴퓨터나 외장하드 등 저장

매체 자체의 압수를 금지하면서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상세히

작성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한편, 위 목록에 없는 전자

정보는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써 삭제·폐기하도록 영장에

명시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미징 복제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

이미지 파일에서 무관한 정보를 삭제하는 식의 조치를 하게 되면

해쉬값이 달라져서 그 파일이 최초에 압수되었던 상태 그대로임을

입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향후의 증거사용을 위해서는 최초에

해쉬값이 부여된 이미징 파일이 수사기관의 수중에 있어야 하는 것

이다.

그렇다면, 디지털 수집 증거 중 일부 데이터를 삭제하였을 경우

에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디지털 증거의 특성 및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무관정보의 삭제․폐기가 일반 증거물처럼 당사자에게 환부하여 주

거나 물리적으로 폐기하는 절차에 의할 수도 없고 일반인이 개인

PC에서 Delete 키를 누르거나, 파일을 휴지통에 넣는 것처럼 단순



한 일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증거는 그 특성상 취약성

을 가지기 때문에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될 때까지 보존되어야 하고,

무결성이 다투어질 경우 해쉬값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원본의 해

쉬값과 대조하여 무결성을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 해결방법 중 하나로 이중해쉬를 이용하는 방법

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중해쉬를 활용하여 일부 데이터 블록을 삭

제한 후 그 해쉬값만을 남겨둔 뒤에 나머지 데이터들의 해쉬값과의

해싱 및 전체 해쉬값과의 비교를 통하여 무결성 입증이 가능한 것

이다.

다만,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은 무관정보의 데이터는

삭제하되 그 해쉬값은 보존하였다가 추후 무결성 입증시 이를 활용

하는 방법인데, 해쉬값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보관을 할 것인

지 여부에 대하여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는 압수․수색시

해쉬값을 계산한 후 참여권자의 확인 및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는

데, 본건과 관련하여서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할 참여권의 확인 및

서명을 모두 필요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추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중해쉬를 이용한 무결성 입증방안에 대하여는 계속적

인 연구와 각 기관 및 학계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이와 같은 제안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수사의 필요성과 개

인의 사생활보호라는 양 법익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합리적인 방법

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디지털증거, 무결성, 이중해쉬, 관련성, 무관정보 삭제

학 번 : 2014-2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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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2012. 1. 1.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조문의 개정을 통하여 법원

의 압수에 있어서는 요건은 ‘필요한 때’로, 대상물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

는 물건’(법 제106조 제1항)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에 있어서는 요건은 ‘범

죄수사에 필요한 때’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로, 대상물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

하여’(법 제215조 제1항, 제2항) 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종전에도 ‘수사에 필요한 때’라고 하는 필요성의 내용을 이미 관련성과

비례성으로 해석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관련성 문구가 추가된 것은 저

장매체의 제한을 받지 않고 대량 저장이 가능한 디지털증거의 발달로 인

하여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시 과잉압수를 제한하자는 취지에서 구체화

된 것으로 평가된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성의 개념이나 그 인정범위 등은 여전히 해결되

지 않은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형사사법체계가 정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수사기관이 지고 있는 상황이다.2)

그런데, 이에 더하여 최근 대법원은 이른바 ‘종근당’ 사건(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저장매체 자체를

1) 이완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성 개념의 해석”, 법조 통권 제686호(2013. 11.), 7.
2) 정대희·이상미,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절차에서의 관련성의 문제”,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2호

(2015. 8.),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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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

징 등 형태(복제본)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

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

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

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였다.3)

위와 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로부

터 불과 열흘 정도가 지난 후인 2015. 7. 28. 보도자료를 통하여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방법에 관한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에 관한 새로운 실

무 운영 지침(2015. 8. 1. 시행)’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위와 같

은 새 지침에 따르면, 전자정보만을 압수 대상으로 하고 컴퓨터나 외장하

드 등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를 금지하면서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상

세히 작성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한편, 위 목록에 없는 전자

정보는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써 삭제·폐기하도록 영장에 명시

한다고 한다.4)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새 지침은 범죄 혐의와 관련성 없는 증거

즉,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의 삭제·폐기의 정도나 방법

이 어떠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디지털 포렌식의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

려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다.

3) 이에 앞서, 대법원은 이른바 ‘전교조’ 사건(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을 통하여,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방법을 제한하는 일선 법원의 실무를 긍정하면서, 2012. 

1. 1. 시행 형사소송법 개정에 영향을 미친 바 있는데, 위 결정은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압수

수색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관련성의 요건, 출력 또는 파일 복사의 원칙, 저장매체에 대

한 예외적 압수,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등 적법 요건과 한계를 선언한 점에 대하여 중요한 의

의가 있다. 위 대법원 2009모1190 결정에 대한 평석으로는 전승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법조 통권 제670호(2012. 7.) 

참조. 
4) 조선일보 2015. 7. 28.자(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28/2015072802466.html; 

2015. 11. 8. 최종검색), 동아일보 2015. 7. 29.자(http://news.donga.com/3/all/20150729/72758496/1; 

2015. 11. 8. 최종검색)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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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집 증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결성의 확보이고 그 때문

에 실무에서는 이미징 복제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이미지

파일에서 무관한 정보를 삭제하는 식의 조치를 하게 되면 해쉬값이 달라

져서 그 파일이 최초에 압수되었던 상태 그대로임을 입증할 수 없게 된

다. 따라서 향후의 증거사용을 위해서는 최초에 해쉬값이 부여된 이미징

파일이 수사기관의 수중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5)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무관정보를

계속 보유할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어떠한 다른 목적으

로 무관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필요성 못지않게 국민의 사생활 정보 역

시 소중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무관정보의 삭제 필요성이 요구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디지털 수집 증거 중 일부 데이터를 삭제하였을 경우에 무결

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2. 연구목적 및 방법

미국 버클리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의 한 연구에 의하

면 세계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약 90% 이상이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6)

이는 디지털 정보가 해킹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컴퓨터 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도 중요하게 사용되고 법적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

라7), 증거가치가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정보 등 방대한 정

5)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건 증거 압수 방

법”,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2015. 9.), 117.
6) Peter Lyman & Hal R. Varian, U.C. Berkely, "How Much Storage is Enough?", ACM 

Queue vol.1, no.4 Jun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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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디지털화 되면서 혼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디지털

정보는 현대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 존재하고,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디지털 흔적(Digital Footprint)이 남기도 한다.8)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

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정보의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것

이 아니라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체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의 형태(복제본)로 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복제본

형태로 압수하는 것도 저장매체 그 자체를 압수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하

게 취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이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체를 이미징의

형태로 압수하였을 경우에, 관련성 없는 증거에 해당하는 정보를 삭제하

더라도 디지털포렌식의 관점에서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디지털증거의 증거의 특징 및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서 무

결성에 대하여 논한 후 일부 디지털증거 삭제시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하

여 이중해쉬의 방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해보고자 한

다. 그리고 실제로 위와 같이 디지털증거의 일부를 삭제하는 경우 무결성

입증이 가능한지를 간단한 이중해쉬 실험을 통하여 증명하여 보고, 그 한

계 또한 논의하고자 한다.

7) 탁희성·이상진,「디지털 증거분석도구에 의한 증거수집절차 및 증거능력 확보 방안」, 형사정책연

구원(2006), 27.
8) Evidence From the Warrant to the Courtroom, Elsevier (20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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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디지털 증거의 특징 및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건

1. 문제의 제기

우리는 현재,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네트워크를 통해 기

존의 시공간을 뛰어 넘는 새로운 공간 속에서, 무한한 정보의 유통이 이

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모든 생활영역을 지배하게 되어, 이제는 디지털 기기의 도

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9)

최근 디지털 증거는 다양하고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반면, 정작 그

의미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논의된 디지털

증거의 개념을 정리하여 보면, 미국 과학실무그룹(Scientific Working

Group on Digital Evidence)의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

거가치 있는 정보”라는 정의가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10)

디지털증거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대법원은 디지털증거의 고

유한 특성을 토대로 증거의 수집, 보존 및 증거능력 등에 있어서 일반 증

거와 차별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디지털증거의 특징과 그 특징

에서 나오는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디지털 증거의 특징

가. 디지털 증거의 성격

디지털 증거의 성격으로 매체독립성, 비가시성·비가독성, 취약성, 대량

성, 네트워크 관련성 등이 논해지고 있다.

9) 김재봉,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요건으로서의 동일성과 그 확보방법”, 법학논총, 제31집 제1호

(2014.3), 171.
10) 김정한, “형사소송에서 디지털증거의 조사방법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와 

비교하여-”, 비교형사법연구 제14권 제2호(2012. 12), 49; 이상진/탁희성, 앞의 책, 31; 이윤제,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23호(2009. 12),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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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각 성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하에서는

위 특성 중 디지털 증거의 취약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나. 디지털 정보의 취약성(Vulnerability)

디지털 정보는 수정․삭제․변경․조작이 용이하다. 이 특징은 디지털 정보

를 쉽게 가공할 수 있는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증거 측면에서는 위․
변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으로 작용한다. 일반 물리적 증거

의 경우 쉽게 특성이 변하는 화학물질이나 사라지기 쉬운 미세물질인 경

우를 제외하고는 증거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증거를 조

작하면 조작흔적 또는 남게 되므로 조작 여부를 비교적 쉽게 판별할 수

있다.

그러나 “1”이라는 정보가 담긴 디지털 증거를 조작할 목적으로 “0”으로

바꿨을 때 추후 해당 증거가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조작이 이루어졌다면

언제․어디에서․누구에 의해 조작이 되었는지를 판별할 수 없는 취약성이

존재하게 된다.11)

단 하나의 명령만으로도 수많은 디지털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시킬 수

있고 자료의 일부만 용이하게 변경시킬 수도 있다. 또한, 증거수집･보존･
분석과정에서 각종 소프트웨어나 장비들이 사용되는데, 이 경우 인위적인

조작이 수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스템 작

동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시스템내의 많은 파일들에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도 있을 수 있다.12) 예컨대 특정인이 사용한 데스크톱 컴퓨터를 압수하여

분석하기 위해 수사관이 별도의 조치 없이 그 시스템을 부팅시켜 로그인

하는 경우 시스템 내부적으로는 시스템 작동과 관련된 많은 파일들이 프

로그램된 절차에 따라 자동적으로 생성 혹은 변경되며 따라서 압수된 디

11) 탁희성·이상진, 앞의 책, 36.
12)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20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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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증거의 가치는 재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아가 특정 데이터의

경우에도 일정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생성, 작동시키

는 고유한 프로그램이 없이 자료가 저장된 매체의 물리적 위치를 찾아 추

가 데이터의 생성이 없더라도 이진수 형식으로 된 자료의 일부를 간단하

게 수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13)

일반적인 물리적 증거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증거가치가 부여되기 때문

에 대부분 최초 수집된 증거 상태 그대로 법정에 제출되지만, 디지털 증

거는 취급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외부적․내부적 환경의 변화만으로도 용이

하게 변경 내지 훼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만으로 증거가

되기보다는 그 내용을 분석하여 나온 결과에 의해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에 제출되기 전에 반드시 조사․
분석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14)

따라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할 때는 최초에 수집된 증거가 저장된 매체

에서 법정에 제출되기까지 변경이나 훼손이 없었다는 입증, 즉 무결성을

확보하는 절차와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3.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건

가. 일반론

일반적으로 디지털 증거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집 절차의 적법

성이 확보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무결성, 진정성, 신뢰성, 원본성 등의 문

제가 해결되어야 한다.15)

13) 정교일, “디지털증거의 압수와 공판정에서의 제출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25호(2010. 

4), 114.
14) 탁희성·이성진, 앞의 책, 139. 
15) 김영기,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 부인과 증거능력 부여방안”, 형사판례연구 제19호(2011. 6.),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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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증거와 관련된 증거법의 원칙들은 주로 유체물인 증거, 사람에 의

한 진술증거 등을 상정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증거는 전술한 바와 같

은 고유한 특성 때문에 다른 증거들과 달리 형사소송상 의미 있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

지 않으면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16)

디지털 증거는 유체물인 증거물과는 다른 매체독립성, 취약성, 전문성

등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증거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무결성, 진

정성, 신뢰성, 원본성 등의 문제가 증거능력 인정의 선결요건으로 대두된

다.17)

이하에서는 위 증거능력 인정의 선결요건 중 동일성 내지 무결성(진정

성)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나. 동일성 내지 무결성(진정성)

디지털 증거는 다른 증거와는 달리 앞서 본 변형의 용이성 내지 취약성

으로 말미암아 최초 증거가 저장된 매체에서 법정에 제출되기까지 변경이

나 훼손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수집·분

석·보관·처리·법정제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행위가 개입되는데 이 경

우 각 행위 시마다 원본 데이터의 무결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절차

적 보증이 필요한 것이다.

위 용어는 미국 연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 제901조의 증

거능력 인정 요건인 ‘Authenticating or Identifying’ 에서 비롯된 용어로

생각된다. 또는 디지털 포렌식 문헌에서 사용하는 ‘Integrity(of Evidence)’

를 위와 같이 번역하기도 하는 듯하다. 그런데 위 Authentication 또는

Authenticity를 ‘진정성’으로 번역하거나18), ‘진정 성립’으로 번역하는 경

16) 장상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법학실무연구회(2009. 5.), 227
17) 손지영·김주석,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5.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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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9)가 있는 등으로 용어 사용에 혼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른바 ‘일심회 사건’(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과 ‘왕재산 사건’(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에서는 동일

성, 무결성을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듯 보인다.20)

이 논문에서는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위 변조가 용이하고 의도하지 않

게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수집한 증거가 위 변조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무결성의 원칙이라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는 수학적 해쉬 함수를 이용하여 원본과 분석된

결과본이 동일함을 증명한다. 즉 수집 당시 하드디스크의 해쉬값과 법정

제출 당시 하드디스크의 해쉬값이 같다면 해쉬 함수의 특성에 따라 무결

성이 입증된다.21)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목차에서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

다.

4. 동일성 내지 무결성의 요구에 관한 판례의 입장

디지털 증거에 특유한 증거능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대표적 판례들

은 ‘일심회 사건’(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왕재산 사

건’(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이다. 그 판시 내용에 나타

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 중 동일성 내지 무결성

의 요구에 관한 태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일명 ‘일심회 사건’)의 이

유에서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18) 노명선, “전자적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몇 가지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16호

(2008. 12), 91.
19) 이규호, “미국에 있어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민사소송: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제11권 제2호 

(2007. 11), 157.
20) 손지영·김주석, 앞의 책, 34.
21) 정교일, 앞의 글,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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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된 이후 문건 출력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

야 하고,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이미징’한 매체로부터 문건이 출력된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

체 원본과 ‘하드카피’·‘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

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으로 꼽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일명 ‘왕재산 사건’)

에서도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

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동일성’을 담보하기 위한 요건으로 ‘무결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양자는 사실상 표리(表裏)의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22)

5. 무결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 증거 관리 메커니즘

가. 무결성 확보를 위한 실무상 절차

검찰에서는 정보저장매체 등으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 또는 현

출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대검 예규 805호 2015. 7. 16. 개정>’으로 정하면

서, 제4조(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에서 디지털 증거는 압수․수색․검증

한 때로부터 법정에 제출하는 때까지 훼손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22) 손지영·김주석, 앞의 책,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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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현재 실무상으로는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디지털 저

장매체를 압수하는 경우 피의자의 서명을 받아 봉인, 서명․봉인 과정을 비

디오카메라로 녹화하고, 피의자가 입회한 가운데 봉인을 풀고 디지털 포

렌식 도구인 Encase 등을 이용하여, 압수한 저장매체에 대한 이미지 파일

을 생성한 다음, 별도의 저장장치에 이미징 파일을 저장한다. 그리고 그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복구 등의 분석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쓰기방지

장치를 압수한 저장매체에 연결한 상태에서, 이미지 파일 생성작업을 실

시하는 한편, 그러한 작업을 통해 나온 해쉬값이 기재된 서면에 피의자의

서명․날인을 받고 있다. 이후 피의자가 공판과정에서 무결성을 부인하는

경우, 압수한 저장매체의 해쉬값과 이미지 파일의 해쉬값을 비교할 수 있

도록 법원에 검증을 요구하는 방식을 통해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입증

하고 있다.23)24)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는 추후 공판과정에서 무결성에 대한 다툼이 있

23) 장상귀, 앞의 글, 234-235; 한성훈,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2015. 8), 

346-347.
24)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증거 수집 및 분석규정<대검 예규 제805호 2015. 7. 16.> 

제15조(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검증)

③ 제1항 본문의 압수․수색을 행하는 경우에는 책임자등을 참여시키고, 압수·수색한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해시값(Hash Value)을 생성하여, 책임자등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책임자등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확인서는 사

용된 디지털포렌식 도구에 의해 자동 생성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 확인서 작성일시 및 장소

  2. 정보저장매체 등의 종류 및 사용자

  3. 해시값

  4. 확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자와 피압수자와의 관계

  5. 기타 진정성·무결성·신뢰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단서의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을 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압수물 확인

지를 작성한 다음, 압수대상 정보저장매체 등에 부착하여 책임자등의 확인·서명을 받고, 별지 제

2호 서식의 압수물 봉인지를 이용하여 봉인한 후, 위 책임자등으로부터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

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형식으로 봉인한 후 확인·서명을 받을 수 

있다.

⑤ 정보저장매체의 책임자등에게 디지털 증거의 출력, 복제, 정보저장매체의 작동,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정보저장매체의 접속,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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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해쉬값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검증하여 무결성을 입증하여야 하므

로, 적어도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증거인 이미지 파일의 해쉬값

을 보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나. 해쉬 알고리즘

1) 해쉬(Hash) 함수 또는 해쉬(Hash) 알고리즘

해쉬(Hash) 알고리즘은 데이터 무결성 및 메시지 인증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로써 임의의 길이 bit 열을 고정된 길이의 출력값인 해쉬 코

드로 압축시키는 함수이다.25) 해쉬함수의 결과를 해쉬값, 메시지 다이제스

트, 메시지 지문 등으로 칭하는데 위와 같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임의

의 길이의 메시지를 대신 대표할 수 있는 고정된 길이의 값을 계산하여

주는 함수를 말한다.

컴퓨터가 인간생활의 여러 국면에 더욱 폭넓고 깊게 관여하게 됨에 따

라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의 송수신 및 저장을 안전하고 완벽하게 통제해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사항은 그런 공격을 찾아내는 일일 것이다. 해쉬

함수의 사용이 시작된 것은 인가 받은 자 또는 인가 받지 않은 자로부터,

또는 여하한 형태의 공격으로부터 야기된 데이터 상의 변화를 찾아야 하는

필요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따라서 해쉬함수는 MDC(manipulation

detection code), finger print 등으로 일컫는 경우도 있다.26)

해쉬 함수는 데이터상의 변화를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한 편리한 방

법이고, 디지털 서명이나 인증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25) 탁희성·이상진, 앞의 책, 143
26) 황석근·조한혁, “디지탈 서명과 해쉬 함수”, 정보보호학회지 제2권 제1호(199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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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ash Function27)

<그림 2> 해쉬함수의 입-출력 원리28)29)

27) Wade Trappe & Lawrence C. Washington, Introduction to Cryptography with Coding 

Theory, Pearson(2013), 219. Figure 8.1. 
28) 크리스토프 파르 · 얀 펠즐(원동호·이영숙·김지연 공역), 「암호기술의 이해」, 도서출판 그린

(2013), 397, 그림 11.3.
29) 해쉬함수의 입-출력 특성은 임의의 크기의 메시지 x에 해쉬 함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함수 h

는 계산적으로 효율적이고, 그 출력은 고정된 길이로서 입력 길이에 독립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계산된 값(message digest)은 입력 비트에 민감해서 입력 x를 약간 변경하더라도 출력은 완전

히 다르다. 위 <그림 1-1>은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준다(크리스토프 파르 ․ 얀 펠즐, 앞의 책,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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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쉬 함수의 요건

암호학적 응용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해쉬 함수는 강한 충돌30) 회피성을

지닐 것이 요구된다.

해쉬 알고리즘은 크게 DES와 같은 불록 암호 알고리즘에 기초한 해쉬

알고리즘과 전용 해쉬 알고리즘으로 나눌 수 있으며, 불록 암호 알고리즘

에 비해 전용 해쉬 알고리즘의 속도가 빠르므로 대부분의 응용에서는 전

용 해쉬 알고리즘이 이용된다. 해쉬 함수는 일방향 함수와 압축 함수의

성질을 만족해야 한다.

일방향 함수(one-way function)란 함수 f(X)=Y의 경우 X로부터 Y의 계

산은 쉬우나 Y로부터 X의 계산은 어려운 함수를 말한다. 해쉬 함수는 일

방향 함수로 데이터로부터 해쉬값을 계산하기는 쉽지만, 해쉬값으로부터

데이터를 알아낼 수 없어야 한다.

압축 함수란 다양한 길이의 입력을 고정된 짧은 길이의 출력으로 변환

하는 함수를 말한다. 일반적인 압축 함수는 임의의 메시지를 현재 크기보

다 작은 크기로 축소해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원래의 크기로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쉬 함수는 일방

향 함수이므로 데이터로부터 해쉬값을 계산하는 것과는 달리 해쉬값으로

부터 데이터를 알아낼 수 없을 것을 요구한다.

f(X) = Y에서 X는 가변 길이의 메시지이고, Y는 함수 f(X)를 통하여 생

성되는 고정 길이의 압축값(Compression Code)이다. 해쉬 함수를 거쳐

나온 값 Y를 해쉬 코드(Hash Code), 또는 해쉬값이라고 정의한다.

결국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해쉬 함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게

된다.

① 효율성: 다양한 가변 길이의 입력에 고정된 길이의 출력을 만들고, 그

30) 충돌이란 서로 다른 두 개의 다른 bit열이 같은 해쉬값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충돌 회피

성이란 이러한 충돌이 쉽게 발견되지 않아야 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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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쉽게 계산되어야 한다.

② 일방향성: 주어진 입력 값을 해쉬하는 것은 쉽지만 해쉬값으로 입력

값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 해야 한다.

③ 충돌회피성: 동일한 해쉬값을 가지는 서로 다른 메시지 쌍이 없거나

이를 찾아내기 어려워야 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해쉬값은 특정 데이터의 지문과 같은 역할을 수행

하게 된다. 만약 두 개의 메시지가 단지 1bit만 틀려도 두개의 해쉬값은

전혀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해쉬 함수는, 1992년에 Ron Rivest에 의

해 개발된 MD5, 1993년에 미국 NIST에 의해 개발되었고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는 SHA(Secure Hash Algorithm) 등이 있다.31)

3) 해쉬 함수의 활용

일반적으로 해쉬 함수는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첫째, 전자서명

에서 사용된다. 전자서명 암호 알고리즘은 보통 공개키 암호알고리즘을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매우 큰 길이의 메시지 전체를 개인키로 암호화하

여 전자서명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전체 메시지 대신

에 그 메시지를 대표하는 짧은 길이의 해쉬값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

원 메시지 대신에 메시지의 해쉬값을 서명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서는 기존 전자서명 요구사항이 여전히 충족되어야 한다. 이 때 강한 충

돌회피성이 보장되지 않는 해쉬함수를 사용하면 기존 서명 블록을 다른

메시지의 서명 블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메시지의 무결성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셋째, 패스워드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

된다.

해쉬함수는 보통 비밀키를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메시지와 그것의

31) 탁희성·이상진, 앞의 책,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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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쉬값을 함께 전송하거나 저장할 경우 그것의 무결성을 안전하게 보장하

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고의적인 공격자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해쉬값도

함께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안전하게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쉬값을 생성할 때 비밀키를 사용하여 해당 비밀키를 모르는 경우

에는 올바른 해쉬값을 계산할 수 없도록 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이처럼

비밀키를 사용하여 계산되는 해쉬값을 메시지 인증 코드(MAC, Message

Authentication Code)라 하고, 비밀키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해쉬값을 조

작 탐지 코드(MDC, Modification/Manipulation Detection Code)라 한

다.32)

4) 해쉬 함수의 안전성

가) 해쉬 함수의 안전성 문제의 중요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쉬함수에 관련된 주된 문제는 안전한 해쉬함

수의 구성 문제로서, 일방향성과 충돌회피성을 만족시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하여는 아직 완전한 답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해쉬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서로 다른 두 개의 메

시지가 동일한 값으로 해쉬되지 않아야 함은 필수적이다. 즉, 동일한 해쉬

값 A=h(x1)=h(x2)=B를 갖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메시지 x1≠x2를 생성하

는 것이 계산적으로 실현 불가능해야 한다.33)

디지털 포렌식의 관점에서는, 해쉬 함수의 안전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

결성 입증방법을 해쉬값 비교에 의하여 하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정보가

담긴 디지털증거 A와 B의 해쉬값이 같을 가능성이 있다면, 무결성 입증

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32) <http://infosec.kut.ac.kr/sangjin/class/cryptoalgo0801/chap07.pdf>; 2015. 11. 15. 최종검색.
33) 크리스토프 파르 ․ 얀 펠즐, 앞의 책,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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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약한 충돌 방지와 강한 충돌 방지

이상적으로는 취약한 충돌이 없는 해쉬 함수가 존재하도록 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것은 비둘기집 원리(pigeonhole principle) 혹은

Dirichlet의 서랍 원리(Dirichlet's drawer principle)로 인하여 불가능하다.

비둘기집 원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계표 인수(counting argument)

를 이용한다.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비둘기를 소유했지만 비둘기 고리에

는 99개의 집만이 있다면 최소한 하나의 비둘기집에서는 2마리의 비둘기

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해쉬 함수의 결과는 고정된 비트 길이 n비트이므로

‘단지’ 2n개의 결과값만이 가능하다. 동시에 해쉬 함수에 대한 입력의 수

는 무제한이므로 여러 입력이 반드시 동일한 결과값으로 해쉬되어야 한

다. 실제로 각 결과값은 임의의 입력에 대해 동일한 확률을 갖는다. 그러

므로 모든 결과값에 대해 약한 충돌이 존재한다.34)

이론적으로 약한 충돌이 존재하기 때문에 차선책은 이러한 약한 충돌을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x1과 h(x1)에 대

해 h(x1)=h(x2)인 x2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강력한 해쉬 함수를

설계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입력 x1≠x2를 찾는 것이 계산적으로

실현 불가능할 때 해쉬 함수가 충돌 방지 또는 강력한 충돌 방지라는 특

성을 갖는다. 이 경우 공격자가 자유롭게 두 개의 메시지를 선택할 수 있

으므로 약한 충돌 방지보다 실현하기가 더 어렵다. 즉 비슷한 해쉬값을

갖도록 두 메시지를 변경할 수 있다.35)

예를 들어, ‘건설업자 A가 공무원 甲에게 1,000만원을 입금하였다’는 메

시지가 있고, ‘건설업자 A가 공무원 甲에게 1,000원을 입금하였다’는 메시

지가 있다고 하자. 두 메시지 각각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위치’, 즉 스페이스를 탭으로 대체하거나 스페이스를 추가하거나 메

34) 크리스토프 파르 ․ 얀 펠즐, 앞의 책, 400.
35) 크리스토프 파르 ․ 얀 펠즐, 앞의 책,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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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 끝에 리턴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쉬값을 변경시켜 양 메시지

의 해쉬값이 같은 값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앞서 비둘기집 원리에 의해 충돌은 항상 존재한다. 문제는 충돌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이다. 해쉬 함수의 결과 길이가 80bit 라면 그 확인

을 위해 원칙적으로는 약 2
80
개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 해쉬

함수에 대한 공격으로 인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항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다) 해쉬 함수에 대한 공격

해쉬 함수에 대한 일반적인 몇 가지의 공격법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Yuval의 공격과 Meet-in-the-middle 공격이 있는데 이들은 이른바

유명한 ‘Birthday paradox’의 변형이다.

Birthday paradox에 대하여 살펴보면, 한 학급의 학생 수를 r이라고 하

고, 이 학급의 학생 중 적어도 2명의 생일이 같을 확률을 p(r)이라 하자.

p(r)≥1/2이기 위한 최소의 자연수 r은 무엇인가? 이 문제의 답은 23으로

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추측하는 답보다 훨씬 작은 수이다.

 








  

만약, 30명의 학생이 있다고 하면, 그 확률은 70%, 40명인 경우 89%에

육박하게 된다.36)

보다 일반적으로 전체 N개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한다면, r명의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이 그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면 그 중 몇

명의 사람이 하나의 같은 경우의 수에 해당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37)

36) Wade Trappe & Lawrence C. Washington(주 27), 229. 
37) Wade Trappe & Lawrence C. Washington(주 27),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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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   

이를 대강의 값으로 계산하면  ln 이고, 이를 다시 계산하면

≈  이라고 할 것이다.

Birthday attack의 경우 해쉬함수의 output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해쉬

값의 충돌쌍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해쉬 함수 h()에 대한 충돌 탐색은 그룹에서의 생일 충돌을 찾는 것과

정확하게 동일한 문제이다. 다만 해쉬 함수에 대해서는 365가 아닌 2
n
즉,

n의 h()의 결과 크기이다. 실제로 n은 해쉬 함수에 대한 중요한 보안 파

라미터라고 밝혀졌다.38)

t개의 해쉬값 중 충돌이 없을 확률은 다음과 같다.

충돌이 없을 확률 




⋯ 





 

 





≈
  

  







≈



⋯ 

≈


․
  

위와 같은 계산을 하는 것은, 충돌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위 식에서 최소 하나의 충돌이 있을 확

률을 λ = 1 - P(충돌이 없을 확률)이라 표시하고 그 계산을 표현하여 보

면, 다음과 같다.

38) 크리스토프 파르 ․ 얀 펠즐, 앞의 책,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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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쉬(결과)값 길이

λ 128� bit 160� bit 256� bit 384� bit 512� bit

0.5 265 281 2129 2193 2257

0.9 267 282 2130 2194 2258

                         ≈  





  

ln≈



≈ln




≈ 
ln




위와 같은 결과는 해쉬 결과값 길이 n, 충돌에 필요한 해쉬된 메시지 t

의 수, 충돌 확률 λ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생일 공격의 중요한 결과는

충돌을 찾기 위해 해쉬하는데 필요한 메시지의 수는 가능한 결과 값 수의

제곱근 즉, 2n/2와 대략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x비트의 보안 수준

에 대해 해쉬 함수는 결과 비트가 2x 비트이어야 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80비트의 경우 성공확률인 경우 입력값 t의 값을 위 계산식

에 대입하여 보면 약 240개의 해쉬를 계산하고 충돌을 확인하면 되는 것

으로 현재 컴퓨터에서는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39)

해쉬값 길이에 따라, 필요한 충돌 공격 수(충돌에 필요한 해쉬값의 수)

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 표40)와 같다.

결국 재차 정리하자면, 해쉬함수가 n비트의 해쉬값을 출력한다고 가정

하고, 현재의 계산능력을 2k의 연산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해쉬함수의

일방향성을 유지하고 전수조사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n의 값이 k보다 커

39) 크리스토프 파르 ․ 얀 펠즐, 앞의 책, 405.
40) 크리스토프 파르 ․ 얀 펠즐, 앞의 책, 406, 표 1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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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충돌저항성을 유지하고 생일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n이 2k보

다 커야 한다.41)

라) 해쉬 알고리즘의 안전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쉬 함수는 임의의 길이의 메시지에 대하여 고

정된 길이의 결과를 생성한다. 위와 같은 해쉬 함수로 동작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알고리즘을 전용 해쉬 함수라고 하는데, 지난 2~30년간 수많은 전

용 해쉬 함수가 제안되어 왔다. 가장 많이 사용된 해쉬 함수가 MD4 계열

이다.

MD4는 Ronald Rivest가 개발한 메시지 다이제스트 알고리즘으로

MD5, SHA 계열 모두 동일한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MD4는 32비트 변수를 사용하는데, 보다 강력해진 버전인 MD5를 1991

년 Rivest가 제안했다. 두 해쉬 함수는 128비트를 계산하므로 충돌 방지

확률이 약 264이다. MD5는 인터넷 보안 프로토콜에서 파일의 체크섬을

계산하거나 패스워드 해쉬값을 계산하는데 저장하는데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초기부터 잠재적인 취약점42)이 제시되어 결국 US NIST는 1993년

새로운 메시지 다이제스트 표준 SHA(Secure Hash Algorithm)를 발표하

였다. 당시에는 160비트 길이로서 충돌 방지 확률은 약 280이다. 그 뒤로

2001년경 NIST는 메시지 다이제스트 길이가 각각 256, 384, 512비트인 3

개의 SHA-2의 변형 알고리즘 SHA-256, SHA-384, SHA-512를 도입하였

다. 2004년 Xiaoyun Wang은 MD5와 SHA-0에 대한 충돌 찾기 공격을 발

표하였고 1년 후 그 공격이 SHA-1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

다.43)

41) 한국정보보호학회, 「현대 암호학 및 응용」, 한국정보보호진흥원(2002), 236.
42) MD4는 같은 해쉬값을 갖는 서로 다른 메시지를 찾는데 264번이 필요하고, 주어진 해쉬값을 생

성하는 메시지를 찾는데 2128번의 연산이 필요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그보다 훨씬 작

은 연산으로도 충돌쌍을 찾을 수 있음이 증명되어 실패하였다(한국정보보호학회, 앞의 책, 241). 
43) 크리스토프 파르 ․ 얀 펠즐, 앞의 책, 408~409; <https://ko.wikipedia.org/wiki/SHA>; 2016. 



- 22 -

알고리즘
결과

[비트]

입력

[비트]

일방향성 공격수

(공격 확률)

※보안 문제

충돌 공격수

(공격 확률)

※무결성 문제

충돌탐색여부

MD5 128 512
2
128

(2-128)

2
64

(2-64)
O

SHA-1 160 512
2160

(2
-160
)

280

(2
-80
)

X

(단,�공격법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음)

SHA-

2

SHA-

224
224 512

2
224

(2-224)

2
112

(2-112)
X

SHA-

256
256 512

2
256

(2-256)

2
128

(2-128)
X

SHA-

384
384 1024

2
384

(2-384)

2
192

(2-192)
X

SHA-

512
512 1024

2
512

(2-512)

2
256

(2-256)
X

아래에는 각 알고리즘 특성을 요약하여 보았는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해쉬 알고리즘 중 MD5를 사용하는 경우, 현실적인 충돌 탐색이 가능

한 경우로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아니하지만, SHA-1 이상을 사용하는 경

우 충돌 탐색을 방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MD4� 계열 해쉬 함수의 비교>

1. 12. 최종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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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부 디지털 증거 삭제시 무결성 입증을 위한 제안

1. 문제의 제기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원본과 사본의 해쉬값을 비교하여 보는 방법으로

무결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디지털 증거 전체 중

일부를 삭제하는 경우 해쉬값은 그 중 1bit라도 달라지면 그 값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 전체의 해쉬값이 변형되고, 해쉬값 비교에

의한 무결성 입증은 어려워지게 된다. 디지털 증거의 일부를 삭제하더라

도 해쉬값 비교에 무결성 입증이 가능한 방법은 없을지 이중 해쉬(double

hash)를 활용하여 그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이중 해쉬(double hash)를 이용한 무결성 입증 방법

가. 종래의 ‘이중 해쉬’ 개념

본래 이중 해쉬(double hash) 또는 이중 해싱(double hashing)은 해쉬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활용되어 왔다.

서로 다른 두 값들이 같은 해쉬 키를 갖게 되면 해쉬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충돌이 일어난 항목들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해쉬 테이블의 다른

주소 공간에 배열한다면 어디에 이것을 배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이중 해쉬법은 다른 해쉬 함수로 값을 해쉬하여 그 값만큼을 현

재 주소에 더하여 새 주소를 얻는다. 이렇게 되면 충돌 시 건너뛰는 너비

가 값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한 해쉬 값에 뭉치는 경우가 줄어든다.44)

44)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C%A4%91_%ED%95%B4%EC%8B%9C>; 2015. 

11. 14. 최종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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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해쉬를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해쉬체인이 있는데, 동전을 체인

형식으로 구성하고 체인의 루트값 하나에만 서명을 받음으로써 생성된 동

전마다 서명을 받지 않도록 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킨 Payword 전자화폐

에서 사용된 기술이 있다.45)

나. 새로운 ‘이중 해쉬’ 개념의 설정

본래 ‘이중 해쉬’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쉬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

여 한번 해쉬된 값을 재차 해쉬하는 방법이었으나, 이 논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의 관점에서 새로운 개념으로서 ‘이중 해쉬’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로 한다.

<그림3> 이중 해쉬의 개념

두 번 해쉬를 하는 방법은 종전의 ‘이중 해쉬’ 개념과는 같으나, 같은

메시지에 대하여 해쉬를 한 이후에 재차 해쉬를 하는 방식이 아니다. 전

45) 정윤수·김용태, “이중 해쉬 체인 기반의 플로딩 패킷 인증 및 무결성 보장 메커니즘”, 한국정보

기술학회(2011.1.),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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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데이터를 A, B라는 두 가지(혹은 그보다 많은 수의) 부분집합으로 나

눈 이후에 각 부분집합의 해쉬값을 구하여 원데이터가 아닌 각 해쉬값끼

리의 해쉬를 통하여 해쉬값을 구하는 것을 ‘이중 해쉬’라는 개념으로 정

의하고자 한다.

다. 디지털 포렌식에서의 ‘이중 해쉬’의 활용가능성

위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메시지 또는 데이터가 존재한다

고 할 때, 해당 데이터를 해쉬한 해쉬값을 h(U)라고 하자. 그리고, 같은

데이터를 UA라는 부분과 UB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각을 해쉬한 해쉬

값 h(UA), h(UB)를 구한다. 그리고 부분집합의 해쉬값을 보존하고 있기만

하다면 해당 원데이터가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 부분집

합의 해쉬값끼리 해쉬를 하여 얻은 해쉬값 h(AB)는 원데이터를 해쉬한

h(U)가 동일하게 된다.

디지털 포렌식의 관점에서는 압수한 디지털 증거 중 일부가 삭제되거나

손상되더라도 해당 부분의 해쉬값을 보존하고 있다면, 나머지 부분의 해

쉬값과 이중 해쉬를 하여 나온 해쉬값이 원데이터의 해쉬값과 일치하는지

비교함으로써 무결성의 입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 활용가능성

이 크다고 하겠다.

이미징 복제라는 방식을 사용하여 전체 해쉬값을 계산하는 경우에, 무

관정보를 삭제하더라도 무관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의 해쉬값을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다면, 무관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 정보의 해쉬값과의 이

중 해쉬를 통하여 본래의 압수된 증거 전체의 해쉬값과의 비교를 하는 방

법으로 그 파일이 최초에 압수되었던 상태 그대로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된

다.

다만, 부분집합의 해쉬값끼리의 이중해쉬값이 원데이터의 해쉬값과 일

치한다는 점에 대한 부분은 해쉬 트리를 발명한 랄프 머클(Ralph Merk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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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증명이 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별도의 항으로 소개

하도록 하겠다.

라. ‘이중 해쉬’ 활용시의 안전성 문제

해쉬 함수의 일방향성에 대하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쉬값 자

체를 알더라도 원데이터를 알아내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삭제를 하여야 할 무관정보에 대한 해쉬값만으로 보관하고 있고 원데이터

를 삭제한다면, 해쉬값만으로는 원데이터를 알아낼 수 없다.

또한, 해쉬 함수의 안전성에 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충돌회피성

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해쉬 알고리즘 중 SHA-1 이상을

사용한다면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중해쉬를 활용한 경우의 안전성은 일반 해쉬와 비교하여

볼 때 어떠하다고 볼 수 있을지 문제된다.

이중 해쉬를 활용할 경우는 같은 차원의 해싱을 반복하게 됨으로써 해

쉬값을 생성하게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안전성은 기본적으로 해쉬함수의

안전성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기본 해쉬함수의 안전성 즉, SHA-1 이상으로 함

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3. 이중 해쉬 방법으로서 해쉬 트리(Merkle-Tree)의 소개

가. 해쉬 트리(Merkle-Tree)의 개념46)

46) <https://ko.wikipedia.org/wiki/%ED%95%B4%EC%8B%9C_%ED%8A%B8%EB%A6%AC>; 2015. 

11. 14. 최종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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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과학과 암호학에서 해쉬 트리는 모든 비-리프(non-leaf) 노드의

이름이 자식 노드들 이름의 해쉬로 구성된 트리 구조를 가리킨다. 발명자

랄프 머클의 이름을 따 머클 트리(1979년 발명)라고도 불린다.

머클 트리는 트리 구조의 일종으로, 잎 노드는 파일 등의 데이터를 가

리킨다. 상위 노드는 각각 자식 노드들의 해쉬 값이 된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에서 해쉬 0은 해쉬 0-0과 해쉬 0-1을 연결한 문자열을 다시 해쉬 함

수로 계산한 것이다. 해쉬 함수는 위 그림처럼 이진 트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임의의 차수를 가진 트리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해쉬 함수는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 있지만, 보통 SHA-1, Tiger,

Whirlpool 등의 암호화 해쉬 함수가 사용된다. 그러나 해쉬 트리를 사용

하는 목적이 악의적인 공격자의 데이터 변조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단

순히 오류를 찾기 위한 경우, CRC 등의 안전하지 않은 함수를 사용할 수

도 있다.

<그림4> 머클 트리의 구조47)

47) (주 46) 검색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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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검증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루트 노드의 해쉬값(루트 해쉬 또

는 마스터 해쉬라고 부른다)만 알면 데이터가 옳은 데이터인지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전체가 아닌 일부만 검증하고자 할 때에도 자식 노드 가운

데 하나의 해쉬 값을 알면 그 노드의 모든 자식 노드에 대해 데이터를 검

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만약 일부 데이터가 손상될

경우 어떤 데이터가 손상되었는지를 쉽게 찾아내어 손상된 데이터를 다시

전송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위 그림에서 데이터 블록 L2가

손상되었다면, Hash 0-1과 Hash 0, 그리고 루트 해쉬(Top Hash)가 달라

지고 다른 값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량의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도 손상된 데이터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

나. 해쉬 트리의 활용

해쉬 트리는 여러 블록으로 나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데이터가 변조되

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특히 P2P 망에서 전송받은 데이

터에 오류가 있거나 악의적인 데이터 변조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또한, 썬 마이크로시스템즈(Sun Microsystems)에서 개발한 ZFS

파일 시스템, 구글 웨이브 프로토콜, 깃 버전 관리 시스템, 비트코인 암호

통화 시스템, 비트토렌트 프로토콜 등에서도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해쉬 트리를 발명한 랄프 머클은 여러 개의 램포트 서명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해쉬 트리를 개발했다. 램포트 서명은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

되어도 안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이지만, 한 개의 메

시지마다 새로운 키를 생성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여러 개의 램포트 키

를 해쉬 트리로 묶으면 보다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다. 이런 방식을 머클

서명이라고 부른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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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부 디지털 증거 삭제시 해쉬 트리를 활용한 무결성 입증49)

대용량 데이터의 일부가 바뀌었을 때 그 일부만 해쉬하는 방법 또는 대

용량 데이터를 해쉬하여 저장하였는데 이중 일부 정보를 지워야 할 경우

인증방법으로 해쉬 트리를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데이터 블록들의 무결성을 확인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대용량 데이터의 각 데이터 블록들을 해쉬하여 해쉬 트리를 생성

한다. 이때 각 노드들은 자식 노드의 해쉬값을 가지고 있게 된다. 이때 생

성된 루트값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검증하면 되는 것이다.

결국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특정 데이터의 무결성이 확

인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앞선 <그림2>에서 데이터 블록 중 L3의 무결성을 확인하고

싶을 때에는 모든 데이터와 각 데이터의 해쉬값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

이 'Hash 0'와 ‘Hash 1-1'의 값만 필요한 것이다.

이중 해쉬를 이용하여 무결성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위 해쉬 트리를

이용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압수된 증거의 데이터를 해

쉬 트리의 구조로 형성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8) Ralph C. Merkle, "A Digital Signature Based on a Conventional Encryption Function", 

Crypto(1987), 369-378.
49) 천정희, 안티포렌식특강 강의안(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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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관련성 없는 디지털 증거 삭제시 무결성 입증을 위한

제안

1. 문제의 제기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경우 관련성이 있는 디지털 정보만을 선별

압수를 한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가 많지 않겠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이미징한 경우 그 중 관련성 있는 정보를 제

외한 나머지 정보의 경우에 이를 삭제50)하고도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됨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상에서는 이중해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무결성을 입증하는 방법을 제안한 바가 있다. 즉, 삭제할 대상이

되는 무관정보에 대하여는 해쉬값만을 남겨놓은 채 해당 정보를 삭제하

고, 해당 해쉬값과 나머지 정보의 해쉬값 사이의 반복 해싱을 통하여 전

체 디지털 정보의 해쉬값과의 동일성을 비교함으로써 무결성을 입증하는

방법이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무결성 입증 방법이 실제로 실현되는지 아주 간

단한 실험을 통하여 확인해보고자 한다.

2. 무결성 입증 실험51)

가. 전제

50) 관련성 없는 증거에 대한 삭제 필요성에 대하여도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
51) 무결성 입증 실험과 코드생성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원용기 수사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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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결성 입증 실험을 위해서는 일단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디지털 증거

의 정보를 관련성 있는 정보 및 관련성 없는 정보 즉, 무관정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일단 디지털 정보의

대량화로 인하여 압수․수색의 대상의 용량이 크다면 전체 정보 중 무관정

보를 추출해 내는 일 역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다.52)

이번 연구에서는 이중 해쉬를 이용한 무결성 입증이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그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일단 적은 개수의 파일만으

로 구성된 매우 단순한 형태의 구조로 된 디지털 증거를 대상으로 간단한

실험을 하고자 한다.

나. 실험 내용

1) 실험 대상의 확인

먼저 실험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정보를 확인한다. 디지털 포렌식 도구

로는 FTK를 사용하였다. 왼쪽에 Evidence Tree를 구성하고, 그 하위에

normal1.xls, normal2.xls, prev_delete.xlsx, will_delete.xlsx의 4가지 파일

이 확인되고, prev_delete.xlsx는 삭제되었다가 복구된 파일,

will_delete.xlsx는 무관정보로 향후 삭제할 예정인 파일이다.

52) 앞에서, 이중 해쉬를 이용한 무결성 입증 방법 중 보다 효율적인 응용방법으로서 해쉬 트리로

구조화하여 무결성 입증하는 방법을 소개하기는 하였지만 해쉬 트리로 구조화하는 문제 역시 쉬

운 문제는 아니다. 트리 형태로 구조화할 때의 형태는 디지털 증거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것인

데, 파일 단위로 할 것이지, 폴더 단위로 할 것인지, 볼륨 단위로 할 것인지 등을 사안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할 것이고, 트리로 구성을 한 이후에 트리 구조 내에서 관련성이 없는 부분 즉, 삭

제를 해야 할 부분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파일시스템에 따라 파일의 메타정보 등의 위치가 각

기 다르기 때문에 트리 구조는 파일시스템별로 각기 다르고 복잡해질 것이다. 향후에는 이를 유

형화시키는 방법으로 트리 구조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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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실험 대상의 확인

2) 이미징 및 삭제 전 해쉬값 확인

실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증거 전체에 대하여 이미징을 하고, 전체 이

미지에 대한 해쉬값을 계산하였다. 다음 그림의 화면 왼쪽은 이미징이 실

행되었음을 보여주는 화면이고, 오른쪽은 각각 MD5, SHA1의 해쉬값을

계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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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이미징 및 삭제 전 해쉬값 확인

3) 삭제할 파일의 확인

삭제 예정인 파일을 삭제 전에 확인한다.

삭제할 파일명은 will_delete.xlsx 이고, 위 파일의 블록 정보를 미리 확

인하였다.

위 파일의 참조정보는 inode, 해쉬, 블록정보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각각

“37L”,“168fe06168a5aa9883e265f3134f2d47”,“82685L,82686L,82687L,82688L,8

2689L,82690L,82691L,82692L,82693L,82694L,82695L,82696L,82697L,82698L,82

699L,82700L”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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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내용은 아래 <그림5> 와 같다.

<그림7> 삭제 예정 파일 확인

4) 삭제 예정 파일의 삭제

삭제 예정인 파일 will_delete.xlsx 를 삭제한다. 이때 삭제방법은 해당

파일 부분의 블록을 0으로 채우는 형태의 와이핑(wiping) 방법에 의한 삭

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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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파일 삭제

5) 이중 해쉬의 해쉬값 계산

현재 디지털포렌식 도구 자체에서는 이중 해쉬 즉, 각 해쉬값 끼리를

해싱하여 해쉬값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쉬값을 이중 해싱하는 코드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음은 이중 해싱에 필요한 해쉬값을 생성하는 코드를 만들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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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해쉬 연산 코드 예시

import� sys,� hashlib

from� datetime� import� datetime

import� pytsk3

def� read_erased_info(filename):

#� read� and� put� basket

erased_inode� =� list()

hash_basket� =� list()

erased_block� =� list()

if� filename� ==� '':

return� erased_inode,� hash_basket,� erased_block

try:

ef� =� open(filename,� 'r')

rlines� =� ef.readlines()

for� line� in� rlines:

rcol� =� line.split("\t")

if� len(rcol)!=3: #0-inode,� 1-hash,� 2-blocklist

print� "Error� Erased� information� :� ",� line

continue

erased_inode.append(long(rcol[0].strip()))

hash_basket.append(rcol[1].strip())

erased_block.append(rcol[2].strip().replace("\n",''))

except:

print� "Error� read� file� in� erased� list"

return� erased_inode,� hash_basket,� erased_block

ef.close()

return� erased_inode,� hash_basket,� erased_block

def� read_file(file_metaobj):

offset� =� 0

size� =� file_metaobj.info.meta.size

buf_size� =� 4096

content� =� ''

while� offset� <� size:

readable� =� min(buf_size,� size-offset)

data� =� file_metaobj.read_random(offset,� readable)

if� not� data:� break

offset� +=� len(data)

content� +=� data

return� content

def� range_hashing(file_handle,� startpos,�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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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_handle.seek(startpos,� 0)

sig� =� hashlib.md5()

for� i� in� range(0,� length,� 4096):

sig.update(file_handle.read(4096))

return� sig.hexdigest()

def� second_hashing(hash_basket):

hash_basket.sort()

#print� "hash� count:� ",� len(hash_basket)

sig� =� hashlib.md5()

for� i� in� range(0,� len(hash_basket)):

sig.update(hash_basket[i])

return� sig.hexdigest()

def� dir_hashing_by_block(dirobj,� file_handle,� fs_handle,� hash_basket,� skip_inode,�

block_list,� vol_start_byte,� blk_size):

total_byte� =� 0

file_handle.seek(0,2)

filesize� =� file_handle.tell()

for� fileobj� in� dirobj:

fileinforsum� =� list()

fileinforsum.append(fileobj.info.name.meta_addr)

fileinforsum.append(fileobj.info.name.name)

file_metaobj� =�

fs_handle.open_meta(fileobj.info.name.meta_addr)

if(fileobj.info.name.name=="."� or� fileobj.info.name.name==".."):�

continue

#� if� directory� then� recursive� loop

if(fileobj.info.name.type==pytsk3.TSK_FS_NAME_TYPE_DIR):

dir_byte,� block_list� =�

dir_hashing_by_block(fs_handle.open_dir(inode=fileobj.info.name.meta_addr),�

file_handle,� fs_handle,� hash_basket,� skip_inode,� block_list,� vol_start_byte,� blk_size)

total_byte� +=� dir_byte

#� get� file� hash� by� block

sig� =� hashlib.md5()

file_blocksize� =� 0

for� file_attribute� in� file_metaobj:

for� attribute_run� in� file_attribute:

#� if� resident� file� then� what?,� skip� at� now

file_handle.seek(attribute_run.addr*blk_size+vol_start_byte,� 0)

readable� =� blk_size

for� i� in� range(0,� attribute_run.len):

#if� attribute_run.addr+i� in� block_list:

# total_byte� +=� readable

#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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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nforsum.append(attribute_run.addr+i)

#� if� last� block,� adjust� read� size

if� fs_handle.info.last_block� <=�

attribute_run.addr+i:

print� "volstart:",�

vol_start_byte

readable� =� blk_size� -�

((attribute_run.addr+i)*blk_size� +� vol_start_byte� -� filesize)

if� (attribute_run.addr+i)� not� in�

block_list:

block_list.append(attribute_run.addr+i)

sig.update(file_handle.read(readable))

file_blocksize� +=� readable

file_block_hash� =� sig.hexdigest()

#print� "summary:� ",� fileinforsum

#� if� it� included� skip� inode� then� skip� it

#if� fileobj.info.name.meta_addr� not� in� skip_inode:

#print� file_block_count

total_byte� +=� file_blocksize

if� fileobj.info.name.meta_addr� in� skip_inode:

continue

#� skip� null� hash

if� file_block_hash.strip()� ==�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continue

hash_basket.append(file_block_hash)

skip_inode.append(fileobj.info.name.meta_addr)

#print� "check:� ",� fileobj.info.name.meta_addr,�

fileobj.info.name.name,� file_block_hash

#� print� fileobj.info.name.name,":� ",� file_block_hash

return� total_byte,� block_list

def� doubled_step(imagefile,� erased_inode,� hash_basket,� erased_block):

file_handle� =� open(imagefile,� 'r')

file_handle.seek(0,2)

filesize� =� file_handle.tell()

#� get� imagefile� handle

img_handle� =� pytsk3.Img_Info(imagefile)

#� get� volume� handle

vol_handle� =� pytsk3.Volume_Info(img_handle)

total_byte� =� 0

#� Loop� for� volume

for� volume� in� vol_handle:

if� volume.flags� ==� pytsk3.TSK_VS_PART_FLAG_AL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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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p_inode� =� erased_inode

block_list� =� list()

#� get� filesystem� handle

fs_handle� =� pytsk3.FS_Info(img_handle,�

offset=(volume.start*vol_handle.info.block_size))

dirobj� =�

fs_handle.open_dir(inode=fs_handle.info.root_inum)

#� exploring� and� hashing� by� inode� link� from� start� root�

inode

fs_byte,� block_list� =� dir_hashing_by_block(dirobj,�

file_handle,� fs_handle,� hash_basket,� skip_inode,� block_list,�

volume.start*fs_handle.info.dev_bsize,� fs_handle.info.block_size)

#print� len(block_list),� fs_byte

#print� "alloc� size:� ",� fs_byte

#� append� erased� block� info

if(erased_block!=''):

for� blocks� in� erased_block:

for� block� in� blocks.split(","):

block_list.append(long(block.strip()))

#� get� unallocated� block� hash

sig� =� hashlib.md5()

block_list.sort()

blkcount� =� 0

for� ablock� in� range(fs_handle.info.first_block,�

fs_handle.info.last_block-fs_handle.info.first_block+2):

if� ablock� in� block_list:� continue

readable� =� fs_handle.info.block_size

file_handle.seek(ablock*fs_handle.info.block_size+volume.start*fs_handle.info.dev_bs

ize,� 0)

filecurr� =� file_handle.tell()

#� if� last� block� of� file,� adjust� read� size

if� fs_handle.info.last_block� <� ablock:

readable� =� filesize� -� filecurr

readable� =� min(readable,�

fs_handle.info.block_size)

sig.update(file_handle.read(readable))

fs_byte� +=� readable

blkcount� +=� 1

unallocated_hash� =� sig.hexdigest()

print� "unallocated� :� ",� unallocated_hash

total_byte� +=� fs_byte

#print� "filesystem� size(alloc+unalloc):� ",� fs_byte,�

blkcount

#� skip� null� hash

if� unallocated_ha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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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hash_basket.append(unallocated_hash)

else:

if� volume.len� <=� 1:� continue #� skip� meta�

volume

volume_hash� =�

range_hashing(file_handle,volume.start*vol_handle.info.block_size,volume.len*vol_ha

ndle.info.block_size)

total_byte� +=� volume.len*vol_handle.info.block_size

hash_basket.append(volume_hash)

print� "volume� :� ",� volume_hash

#print� "volsize:� ",� volume.len*vol_handle.info.block_size

final_hash� =� second_hashing(hash_basket)

file_handle.close()

return� final_hash,� total_byte

#� main� call

argval� =� str(sys.argv).strip('[]\'').replace('\',� \'',� '� ').strip()

argcol� =� argval.split('� ')

if� (len(argcol)!=3� and� len(argcol)!=2)� or� argcol[0].strip()=='':

print� "Please� input� 1~2� argument"

print� "\tdoubled_hash_poc.py� imagefile� [erased� list]"

sys.exit(1)

imagefile� =� argcol[1].strip()

erased_list_filename� =� ''

if� len(argcol)==3:

erased_list_filename� =� argcol[2].strip()

print� "------------Target� file:� ",� imagefile,� erased_list_filename

start_time� =� datetime.now()

erased_inode,� hash_basket,� erased_block� � =� read_erased_info(erased_list_filename)

doubled_hash,� total_byte� =� doubled_step(imagefile,� erased_inode,� hash_basket,�

erased_block)

end_time� =� datetime.now()

print� "� � Working� time(sec,� ms):� ",� (end_time-start_time).seconds,�

(end_time-start_time).microseconds

print� "Doubled� Hash� value(md5):� ",� doubled_hash

print� "� � � � � � Total� Read� Bytes� :� ",� total_byte

pr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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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쉬값 검증

앞선 코드를 통하여 계산한 해쉬값을 서로 비교해 보았다. 총 4개의 값

을 구하였다. 첫 번째 박스는 삭제 전 실험대상 자체의 해쉬값 및 그 크

기를 계산한 것이다.

두 번째 박스는 해당 파일을 삭제한 후 해당 해쉬값만을 남겨둔 채 해

쉬값끼리 해싱을 한 해쉬값 및 그 크기를 계산한 것이다.

세 번째 박스는 해당 파일을 삭제한 후 삭제한 상태의 해쉬값을 계산한

것이다.

첫 번째 결과값과 두 번째 결과값이 같으나, 세 번째 결과값은 다르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쉬 트리가 실제에서도 실효성이 있음을 보여준 것

이다.

그리고 네 번째 박스는 해당 파일을 삭제한 수정된 파일과 삭제된 해당 파일

의 해쉬값끼리 해싱한 것인데, 삭제 전 실행대상의 해쉬값과 같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9> 해쉬값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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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한계 및 시사점(결론에 갈음하여)

1. 논의의 한계

앞서 이중 해쉬의 방법을 활용하여 일부 데이터 블록을 삭제한 후 그

해쉬값만을 남겨둔 뒤에 나머지 데이터들의 해쉬값과의 해싱을 통하여 전

체 해쉬값과의 비교를 하는 형태로 무결성 입증이 가능함을 논의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무결성 입증 방법은 대상 디지털 증거 데이터 중 무관

정보를 비교적 용이하게 추출하여 관련성 있는 나머지 정보와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디지털 정보의 대량화로 인하여 압수․수색

의 대상 디지털 증거의 용량이 크다면 그 중 무관정보를 추출해내는 일

역시 쉬운 일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중 해쉬를 이용하되, 보다 효율적인 해쉬값 계산이 가능한 해

쉬 트리 구성의 문제는 디지털 증거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어떤

기준으로 트리화할 것인지, 효율적인 트리 구조는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

인지, FAT, NTFS 등 파일시스템에 따라 트리 구조 형성은 어떤 방법을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향후에는 이를 비롯하

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중 해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추가 연

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해쉬값은 1bit 만 변경되어도 결과값이 쉽

게 달라지는 취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해쉬값끼리 해싱하여 원 데이터의 해쉬값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

한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은 무관정보의 데이터는 삭제하

되 그 해쉬값은 보존하였다가 추후 무결성 입증 시 이를 활용하는 방법인

데, 해쉬값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보관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는 압수·수색시 해쉬값을 계산한 후 참여권

자의 확인 및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본건과 관련하여서도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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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따라 할 참여권의 확인 및 서명을 모두 필요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이중 해쉬라는 단순한 개념을 활용한 것이지만, 그동안

위 개념이 디지털 증거 무결성 입증과 관련하여서는 종전에 논의된 적이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증거 중 일부 증거 즉, 무관정보의 삭제 시

무결성 입증과 관련하여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미처 발견 또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 파생되는 논점에 대하여

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2. 시사점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

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의 형태(복제본)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

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

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이라고 하면서, 추후 관련성이

없는 증거의 경우에는 이를 삭제·폐기토록 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고

보여지며,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새로운 영장 실무 지침을 통하

여 영장에 별지로 무관정보의 삭제·폐기 의무를 수사기관에 부과하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특성 및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건에 대

한 검토를 통하여 무관정보의 삭제·폐기가 일반 증거물처럼 당사자에게

환부하여 주거나 물리적으로 폐기하는 절차에 의할 수도 없고 일반인이

개인 PC에서 Delete 키를 누르거나, 파일을 휴지통에 넣는 것처럼 단순한

일이 아님을 살펴보았다. 디지털 증거는 그 특성상 취약성을 가지기 때문

에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될 때까지 보존되어야 하고, 무결성이 다투어질

경우 해쉬값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원본의 해쉬값과 대조하여 무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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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쉬값은 대용량의 다양한 크기의 데이터를 일정한 고정값으로 변환시

키고 일방향성과 충돌회피성을 만족시키는 해쉬 함수에 의하여 계산되어

지는 결과값으로 무결성 입증에 활용되고 있다.

해쉬함수의 특성으로 이중 해쉬라는 개념를 이용하면, 디지털 증거를

일단 무관정보와 이를 제외한 관련성 있는 나머지 정보로 구별한 이후에

디지털 증거의 각각의 부분 집합에 대한 해쉬값을 계산한 다음 해쉬값은

일단 보존을 시킨 다음 일부 무관정보는 삭제(이때 삭제의 방법에 대하여

도 어떤 방법에 의할 것인지 논의가 있지만, 쉽게 복원하기 어려운

wiping 방법에 의한다)한다. 이때 해쉬값은 일방향성을 지니기 때문에 일

부 데이터를 삭제하고 해쉬값을 남겨둔다고 하여 해쉬값만을 이용하여 원

데이터를 알아낼 수는 없다. 그리고 추후 무결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부분집합의 해쉬값을 이용하여 해싱을 한 후 원데이터 전체의 해쉬값과

비교를 하여 무결성을 입증하면 된다.

최근 대법원 판례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새 지침은 관련성이 있는 정

보만을 압수하고, 무관정보의 경우 압수하여서는 안 되므로 불가피한 경

우 이를 압수하였더라도 삭제·폐기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성 개념은 아직

까지도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관련성’의 개념을 지나치게 제한한 후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해당사건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다만, 사후적으로 관련성이 없음이 밝혀져 해당 디지털증거를 압수수색

의 계기가 된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압수

수색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는 것

이고, 다만 환부 내지 폐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다. 종래에는 무결성

입증과 관련하여, 해쉬값 변경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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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이중 해쉬를 이용하여 해쉬값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사

생활 보호 등에 대한 우려를 관련성 개념에 의한 제한으로 통제할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의 관련성 문제는 압수대상의 범위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고,

압수·수색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따른 수사의 공백이 없

도록 탄력적으로 넓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디지털증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디지털 증거에서의 관련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프라

이버시 보호에는 조금 더 충실하게 될지 모르지만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

한 수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결국 국민 개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이중 해쉬를 이용한 무결성 입증방안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연

구와 각 기관 및 학계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안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수사의 필요성과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양 법익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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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at took effect on January 1st,

2012 through its amendment of the search and seizure clause

stipulated 'relevancy' in respect of search and seizures(Art. 106

par. 1, Art. 215 par. 1, 2).

Moreover,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has recently

announced its plans on implementing the 'new practical

operational guidelines on the search and seizure warrant of

digital data(effective August 1st, 2015)' in respect of search and

seizures of digital evidence. According to the new guidelines

only digital data, not means of storage such as computers or

external hard drive, can be subject to seizure. A detailed list of

digital data must be composed and presented to the seized.

Also, any digital data missing from the list is seen as being

irrelevant and its deletion and discard must be explicitly

provided for in the warrant.

However, in practice a method called 'imaging' is being used.

Since the hash value is altered by deleting the irrelevant data

from the image file, one will not be able to prove that the file is

in the initial state when it was seized. Therefore in order to use

as evidence the imaging file with its initial hash value must

remain with the investigation agency.

Does this mean that if data is partially deleted from the

collected digital evidence there is no way to preserve data

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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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conditions of recognition of the attributes and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digital evidence, one can understand

that unlike ordinary evidence deleted and discarded irrelevant

data cannot be returned or physically discarded, nor can an

ordinary person simply press the delete key on the computer or

throw it in the recycle bin. Digital evidence is by its nature

vulnerable and therefore must be preserved before being

presented as evidence in court. Also if data integrity is being

challenged the hash value must be stored in order to compare it

with the hash value of the original data so as to prove its

integrity.

As one possible solution the present thesis suggests using

double hash. It is possible to prove data integrity by means of

utilizing double hash by keeping only the hash value and

partially deleting the data block after which the hash value of

the remaining data can be compared to the total hash value.

However, the present thesis limits its research to the use of

the preserved hash value while deleting irrelevant data in order

to prove data integrity later on. The matter of how and where

the hash value should be stored is a separate question that

merits further research.

Methods of proving integrity through the means of double

hash merit further research and should be the subject of active

discussion by the academia and relevant agencies. Such a

proposal should hopefully be implemented in a rational manner

in order to find the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wo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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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s, the necessity of investigation that aims to discover the

substantive truth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of individuals.

Keyword : Digital evidence, integrity, double hash, relevancy,

deletion of irrelevant data.

Student Number : 2014-2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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