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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12년 1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의 요

건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압수자 등 관계인의 참여하에 사건과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하여 압수하

도록 하고, 원본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압수하도록 입법화하였다.

그러나 살인사건이 발생한 현장처럼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도 디지털 범

죄현장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발견된 사체와 그 주변을 통제하듯 디지털

증거도 원칙적으로 원본을 압수하여야 할 경우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제에서는 이와 같은 디지털 증거의

범행 현장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당해사건과 관련된 전자

정보에 대한 선별적인 압수만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압수수색 대상 증거가 범행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

었거나 범행의 필요적 도구로써 사용되었거나, 기타 정황상 범행과 불가

분의 관계에 있음이 명백한 경우, 해당 디지털 증거는 ‘범행현장성’이 있

는 증거로 간주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압수할 것을 제

안한다. 또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3가지

결정 요소, 이를테면 ‘범행현장성’, ‘선별압수 가능성’, ‘개괄적 선별조치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디지털 포렌식 절차 모델을 4가지 유형

으로 분류하였으며, 아울러 최근에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피

압수자 등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범위도 함께 검토하였다.

이 논문을 계기로, 디지털 증거의 범행현장성에 기초한 보다 합리적인

형사사법의 체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

- 주요어 : 범행현장성,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참여권

- 학 번 : 2015-2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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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오늘날 범죄수사에 있어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과 증거분석은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정도로 매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검

찰청에서 운영․관리하는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1)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포렌식 수사지원 건수가 2012년에 6,303건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11,297건에 이를 정도로 불과 3년 만에 약 2배의 규모로 그

수요가 증가하였다2).

2012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원의 압수수색에 ‘관

련성’ 규정을 추가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의 요건을 종전보다 더욱 구

체화시켰으며, 특히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피압수자 등

관계인의 참여하에 사건과 관련된 정보만을 압수하도록 하고, 원본에 대

한 압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입법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피압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과잉압수’를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디지털 증거의 특

수성3)과 이를 취급하는 전문가의 수행과정인 디지털 포렌식4)에 대한 이

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현장 외 검색, 참여권 보장 등에 관한 실무상의

1) 대검찰청에서 구축하여 운영 중인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과 분석, 증거관리 등

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시스템을 말한다.
2) 압수수색 및 증거분석 수량으로는 2012년에 12,055개를 처리하였던 것이 2015년에

는 32,171개로 증가하였다.
3) 일반적으로 디지털 데이터의 특수성이라 함은 비가시성, 위변조 가능성, 복제 용이성, 

대량성, 휘발성, 초국경성을 말한다. (이상진, 디지털 포렌식 개론, 2010. 66~67면)
4)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 또는 보관하거나 현

출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를 말한다. (대검찰청 예규 805호 제3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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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과 공백을 초래하였다.

본 논문은 피압수자의 기본권 보장과 ‘과잉압수’의 차단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범행현장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디지털 포렌식 절차 모델을

제안하고, 나아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첨단

디지털 시대에 상응하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Ⅰ. 연구의 범위

본 논문은 디지털 포렌식 수행 절차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과 절차

모델링, 참여권의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총 6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을 기술하고, 개괄적인 연구범

위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현행 법제 하에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법과 참

여권 보장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검토하고, 특히 현장 외에서의 탐색․복제․

출력 과정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란과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현행 디지털 증

거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와 참여권 행사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방법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범행현장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안하고, 이러한 새로운 기준이 디지

털 포렌식 수행 절차에 어떤 모습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여 총

4가지 유형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제시한 ‘범행현장성’에 대한 판단 기준과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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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절차 모델을 실습용 데이터에 적용하여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과 증거분석 및 참여권 보장 등의 상황을 가상으로 실습하고, 그 결과

를 현행 법제도 하에서의 디지털 포렌식 수행절차와 비교하였다.

제5장에서는 피압수자의 기본권 보장과 형사사법의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보완 사항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위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추가적인 연구 사

항을 살펴보았다.

Ⅱ.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관련성에 대한 판단과 압

수수색의 방법에 대한 제한 사항 및 참여권 보장 등에 관한 법규, 대법원

판례, 국내외의 연구논문과 저서들을 중심으로 현재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으로서의 경험칙에 따라 실무적 관점

에서의 새로운 디지털 포렌식 절차 모델을 제시한 후, 이를 공개용 실습

데이터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검토하였다.

제2장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현 실태와 문제

점

제1절 압수수색의 방법 제한과 참여권 보장

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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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증

거분석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의 법제

도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영장의 발부

단계에서부터 미리 제한하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전체 압수수색 과정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

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법규와 판례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선별(選別)5)적으로 압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 종전과 같이 물리적인 일반 압수를 허용하고 있으며, 참여권의 경

우에도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물론이고 장소의 이동을 통한 현장 외 압수

수색의 경우에도 일관되게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6) 그러나

실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범죄사실과 관련된 데이터만을 선별하여 압수

할 경우, 오히려 압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상황7)이 존재할 수

도 있으며, 기술적인 이유라든지 시간․장소적인 이유로 인해 선별 자체

가 불가능한 경우8)도 매우 빈번하다. 또한 참여권 보장의 경우에도 어느

범위까지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는지, 참여의 내용은 어떠한지 등에 관

한 규정이 미흡하여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과 증거분석 실무에 있

어서 다양한 해석론상의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디

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대상과 방법의 제한과 참여권의 보장과 관련

5) ‘선별(選別)’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원래 ‘가려서 따로 나누다’라는 의미로 사용되

지만, 여기서는 압수수색의 대상을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자료에 한정하여 구별한 

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3항, 대법원 2009모1190 결정,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7) 예를 들면, 전자문서의 위조 사건의 경우, 문서파일만을 압수한다면 위조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위조된 문서를 저장하고 있는 저

장매체 또는 해당 컴퓨터시스템의 전부를 압수해야만 압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8) 기술적인 이유로 선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는 결국 장소적인 측면에서도 압수

수색 현장보다는 전문장비와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언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전문가들이 상주하는 현장 외의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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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우리의 법제가 어떤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문제

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Ⅱ. 현행 법규와 판례 검토

1. 형사소송법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106조에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범죄사

실과 관련된 정보만 선별적으로 압수하되, 일정한 요건을 두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원본에 대한 물리적인 압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현행법규로 본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방법9)

우선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을 살펴보면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

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

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압수수색

9) <표1>에서 ‘완전 선별압수’ 라는 용어는 압수의 대상을 한정함에 있어,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압수의 필요성, 참여권 보장 등의 제반 요건을 충족한 가운데 압수의 대상을 

명백히 한 경우를 의미하고, ‘원본 및 원본등가물 압수’는 일정한 사정에 의하여 정보

저장매체 원본과 이와 동일한 내용의 복제본을 압수의 대상으로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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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건인 ‘필요성’에 ‘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의 요건을 더욱 강화시켰다.

또한 위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법 제106조 제3항에서는 본문

에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원칙적

인 방법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단서

조항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10)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

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

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여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압수방법

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검찰청의 디지털 포렌식 실무에 있어서도 위 규정에 따라 정

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데이터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사하여 ‘피

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데이터를 선별한

후,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압수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기억

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압수하는 것이 기술적 또는 시간․장소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그러한 경우 오히려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원본 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살피건대, 우리 형사소송법이 물리적 증거물이든 디지털 증거이든 불

문하고 피고사건과 관련된 것만 압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피압수자의

10) 실무상으로는 ‘복제’와 이미징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아 ‘복

제’는 압수의 대상인 원본 하드디스크와 동일한 크기의 사본 하드디스크를 준비하여 

비트 스트림(Bit Stream) 단위로 원본과 동일하게 복제할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

고, 이미징은 압수의 대상인 원본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논리적인 하나의 파

일로 만들어 압수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복제’의 경우에는 봉인과 봉인해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이미징의 경우에는 해시값 생성과 검증을 필요로 한다. 법원의 영

장실무에서도 각각 ‘하드카피’와 이미징이라는 용어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하드카

피’란 위에서 언급한 ‘복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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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과잉압수’를 막자는 측면에서 당연한 조

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

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등 압수의 방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문

화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디지털 증거의 경우 일반적인 증거물과는 달

리 물리적인 매체로부터 선별된 정보만을 분리하여 압수하는 것이 기술

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출력 또는 복제’의

형식을 취한 것은 분리된 정보를 가시화하고 운반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

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대법원 판례

최근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대상과 방법의 제한, 참여권 보장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은 대법원 판례는 2011. 5. 26.자 2009모1190 결

정(소위 ‘전교조 본부 압수수색 사건’)과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

합의체 결정(소위 ‘종근당 사건’)이다.

(1) 2009모1190호 결정

2012년 시행된 개정형사소송법에 대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11)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에 선고된 2009모1190 결정은 현장에서

11) 2007년 형사소송법이 대폭 개정된 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2010년 2월부

터 2011년 6월까지 약 1년 4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그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중이다. 사개특위의 

개정취지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책임감을 

높이고,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며, 수사현실과 법률규정이 부합’하도록 

형사소송법을 일부 정비하였다고 한다. (이흔재,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쟁점

별 해석과 통제방안 : 개정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7권 제3호,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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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자체를 압수하고 그 중 파일 8,000여개를 DVD 및 CD에 복사한

것이 압수수색 영장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 피고사건과 관련성 있는 증거에 대한 적법한 압수수색이었는

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와 쟁점 및 결정의 주된 내

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실 관계12)

2009모1190 결정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

원의 시국선언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검사의 지휘 하에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집행하게 된 사안으

로서,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주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압수수색 시각 : 2009. 7. 3. 05:00～07:00

- 압수수색 장소 : 전교조 사무실

- 압수수색 상황(현장) :

① 컴퓨터 50대중 대부분의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제거됨

② 컴퓨터에 전원공급이 차단된 상태

③ 여러 명의 직원들이 영장집행을 적대시하는 분위기

④ 다른 직원들이나 조합원들이 몰려올 가능성

⑤ 수사관들은 하드디스크 복제기 2개만 준비하여 간 상황

- 압수수색 결과(현장) : 컴퓨터 3대, 서버 10대 압수

- 압수수색 상황(현장 외) :

① 영등포 경찰서로 이동

② 봉인해제 과정 참여

③ 쓰기방지 과정13) 참여

12) 대법원 2009모1190 결정문, 서울중앙지법 2009보5 결정문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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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파일 8,000개 복사 과정 참여

⑤ DVD/CD 제작 과정 참여

- 압수수색 결과(현장 외) : DVD 및 CD

이상의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과 대법원의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도

표로 정리하였다.

<표2> 2009모1190 결정 사건의 사실관계 및 결정내용

2) 쟁점과 결정 내용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컴퓨터와 서버를 원본 그대로 압수한 수사관의 행위가 당시 압수수색영

장에서 요구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적합한 것인가 하는 것과 장소를 이전

하여 현장 외에서 탐색, 복제하여 DVD 또는 CD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13)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저장매체 원본은 ‘쓰기방지장치(Write Blocker)’를 경유하여 분

석용 워크스테이션에 연결한 후 분석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쓰기방지 과정’

이라고 하며, 이는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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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대상을 피고사건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

지 여부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첫째, 압수수색 방법의 적법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출력이나 복사에 의한 압수를 원칙으로 하

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

정이 있는 경우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14)나 이미징15) 등

의 형태로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음을 판시하면

서, 본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

긴 것은 영장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에 따른 것이

고, 당사자 측의 참여권 보장 등 압수수색 대상 물건의 훼손이나 임의적

열람 등을 막기 위해 법령상 요구되는 상당한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16)

둘째, 압수수색 대상과 영장 집행의 적법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수사

기관 사무실에서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를 파일 복사함에 있어서 당사자

측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관련 파일의 검색 등 적절한 작

업을 통해 그 대상을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부분에 한정하고 나머지는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영장의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수사

기관이 임의로 정한 시점 이후의 접근 파일 일체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8,000여 개나 되는 파일을 복사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일시로부터 소급하여 일정 시점

14) 원래 ‘하드카피(Hard Copy)'라는 용어는 프린터로 종이에 인쇄하여 출력한 데이터를 

일컫는 용어였으나, 여기서는 하드디스크 복제본을 의미한다.
15) ‘이미징(Imaging)’은 ‘포렌식 이미징(Forensic Imaging)’을 줄인 말로서, 정보저장매

체 원본에 대한 정확한 복사본을 만드는 기술 또는 절차를 의미한다. 여기서 ‘정확한 

복사본’이라 함은 원본 저장매체에 대한 섹터 단위 또는 바이트 단위의 복사본을 뜻

한다. (고원봉 역, 오픈소스툴을 이용한 디지털 포렌식, BJ퍼블릭, 2012년, 95면)
16) 한성훈,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15, 홍익법학 제16

권 제3호, 3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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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파일들만 복사한 것은 나름대로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부분으로

대상을 제한하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측도 그 조치의 적

합성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영장

의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였다.17)

생각건대, 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이

전 시점에 선고된 것으로, 이미 대법원은 아래의 <표3>에서 보는 것처

럼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단계에서부터 이른바 ‘선별압수’의 원칙과 예외적

인 ‘원본압수’를 요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표3> 2009모1190 결정 사건의 압수수색 방법의 제한사항

(2)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2011년에는 앞에서 검토한 2009모1190 결정 이외에도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 주목해야 할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른바 ‘종근당

사건’으로 불리는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이다. 이 사건은 2015. 7.

17) 한성훈, 앞의 논문, 360면~3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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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에서야 비로소 선고가 이루어졌을 정도로 그 쟁점과 결정 사항은 디

지털 포렌식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그 이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실무와 대검찰청의 디지털 포렌식 관련 예규에도 반영이 되었다.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와 쟁점 및 결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실 관계18)

2011모1839 결정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원본 저장매체를 압

수한 후 현장 외의 장소로 옮겨 피압수자의 참여 없이 탐색․복제․출력

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약사법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문건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집행을 하게 된 사안으로서,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주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압수수색 시각 : 2011. 4. 25. 14:10～19:00

- 압수수색 장소 : 종근당 본사 사무실

- 압수수색 상황(현장) :

① 저장매체에 혐의사실과 관련되지 않은 전자정보 혼재

② 전자정보의 용량이 200GB를 초과하는 상황

- 압수수색 결과(현장) : 저장매체 원본압수

- 압수수색 상황(현장 외) :

① 4. 26.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로 이동

② 4. 27. 봉인해제 및 쓰기방지 과정 참여

③ 5. 1. 참여 없이 증거이미지19)와 추출파일20)을 등록

18)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문, 수원지법 2011보2 결정문을 참고하여 재구

성한 것이다.
19) ‘증거이미지(Evidence Image)’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모든 비트 스트림(Bit Stream)을 논리적인 하나의 파일로 만

들게 되는데, 이때 생성된 파일을 ‘증거이미지’라고 부른다. (이상진, 디지털 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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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5. 2. 저장매체 원본을 피압수자에게 반환

⑤ 5. 3.～6. 수사팀에서 추출파일을 수사팀 PC로 다운로드

⑥ 5. 9.～20. 수사팀에서 별건 범죄에 해당하는 문건 검색, 출력

⑦ 5. 26. 압수수색영장을 추가로 받아 수사팀의 HDD 압수, 출력

- 압수수색 결과(현장 외) : HDD 및 출력문건

이상의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과 대법원의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이 도

표로 정리하였다.

<표4>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사건의 사실관계 및 결정내용

2) 쟁점과 결정내용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개론, 이룬출판, 2010, 138면)
20) ‘추출파일(Exported Files)’이라 함은 증거이미지를 디지털 포렌식 전용 분석 프로그

램으로 열람한 후, 이를 다시 윈도우즈 환경으로 내보내기 하였을 경우, 그 결과로 

복사되어진 파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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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한 후, 이를 현장 외의 장소인 디지털포렌식센터21)

로 이동하여 이미징 처리를 하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22)이 해당

증거이미지 파일과 추출된 개별 파일들을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

에 등록을 한 다음 수사팀의 담당수사관이 위 시스템에 접근하여 개별

파일들을 열람 또는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혐의와

관련 없는 문건까지 출력하여 이를 기반으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별건 범죄를 인지하는 것이 적법한가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첫째, 제1영장에 의거하여 저장매체를 외부로 반

출하여 이미징 처리를 한 후 이를 추출된 개별 파일들과 함께 디지털수

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수

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 또는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저

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복제․

출력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여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복제를 방지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데, 배임죄와 관련하여 저장매체 전체를 이미징 하여 D-NET망에 복제

하는 처분(제1 처분)에 대해서는 정보저장매체의 외부 반출은 예외적으

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조속히 반환하기 위

한 목적으로 당사자의 묵시적 동의와 복제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하였으므

로 적법하다“라고 판시하였다.

둘째,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추출파일은 해당 수사

팀의 수사관이 열람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다운로드 또는 출력할 수 있

21) 2008년 대검찰청 산하에 설치되었으며,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연구, 교육 등을 

주된 업무로 한다. 
22)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현출 업무나 디지털포렌식 관련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거나, 필요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수사관을 말한

다. (대검찰청 예규 805호 제3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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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러한 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참여 없이 이미징한 복

제본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재복제(제2 처분)하였으며, 을 측의 참여 없이

하드디스크에서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갑 회사의 별건 범죄혐의

와 관련된 전자정보 등 무관정보도 함께 출력(제3 처분)한 사안에서, 제1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제2․3처분의 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 전체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셋째, 제2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관의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고 제2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된 문건을 출력한 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대법원

은 “제2 영장 청구 당시 압수할 물건으로 삼은 정보는 그 자체가 위법한

압수물이어서 별건 정보에 대한 영장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제

2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당시 을 측에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

장하지 않았으므로, 제2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은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그 동안 실무상으로 광범

위하게 수행되던 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이미징 행위와 증거이미지 파일

또는 추출된 파일에 대한 등록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그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대법원이 아래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모1190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선별압

수’의 원칙과 ‘원본압수’의 예외성을 재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접근하여 등록된 파일을 열람

하거나 다운로드, 출력하는 행위까지도 모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의 일

환으로 보아,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만약 그

러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판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

러 가지 학설의 대립과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2절

에서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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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사건의 압수수색 방법의 제한사항

3. 법원영장실무

(1) 법원영장실무의 개선사항

대법원의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은 법원의 영장실

무에도 영향을 주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단서의 요건을 좀 더 구

체적으로 반영한 실무 례가 형성되었다.23) 개선된 영장실무의 내용을 살

펴보면 첫째, 압수 목적물에 대하여 종래에는 “컴퓨터, 노트북, 외장 하

드디스크, USB 등 저장매체”로 기재하던 것을 개선된 실무에서는 “저장

매체에 저장된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로 압수대상을 제한함” 이라는 형

식으로 영장의 본문 아래 부분에 추가하도록 하였다.

둘째, 전자정보 압수목록의 교부와 혐의무관 정보의 폐기와 관련하여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015. 7. 28경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새로운 실

무 운영”이라는 제목(형사공보관 맹준영 판사)으로 보도 자료를 낸 바 있다. 본고에

서의 법원영장실무에 관한 사항은 위 보도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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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에는 별지에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의 교부와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전자정보의 삭제 및 폐기를 기재하였던 것을 개선된 실무에서는 영장의

본문에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완료 후 지체 없이 압수대상 전자

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고,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를 폐기할 것”이

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별지에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 교부”,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

하여야 함”이라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셋째, 참여권의 보장에 대하여 종래에는 별지에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

을 통하여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기재하였던 것에 반해,

개선된 실무에서는 영장의 본문에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저장매체 또는

그 복제본의 탐색․복제․출력 포함)에 걸쳐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

될 것”이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별지에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복제본의

획득,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 포함)에 걸

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 보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개선하였다.

살피건대, 이러한 법원영장 실무의 변화는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

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고,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

색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단서의 요건을 충

족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집행의 범위와 방법, 참여권 보장의

범위를 더욱 구체화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법원영장실무에서의 압수수색 방법과 제한

최근 법원영장 실무에서의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살펴보면, 전

자정보에 대한 압수의 경우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수색․검증 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범위를 정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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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반출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다.

첫째, 법원은 위 원칙적 압수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

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① 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

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24), ② 혐의사실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

정보가 삭제․폐기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25), ③ 출력․복제에 의한 집

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26), ④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에는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

부를 하드카피․이미징 하여 그 복제본(이하 ‘원본등가물’이라 칭함)을

외부로 반출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둘째, 법원은 위와 같이 집행현장에서 ‘원본등가물’의 형태로 정보저장

매체에 대한 복제본의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①

집행현장에서의 하드카피․이미징이 물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

나 극히 곤란한 경우27), ② 하드카피․이미징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24) 2009모1190 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의 경우, 당시 여러 명의 직원들이 영장집행을 

적대시하는 분위기였고, 다른 직원 또는 조합원들이 몰려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의미한다.
25) 실무상으로는 윈도우 운영체제가 압수수색 직전에 설치되었다든지, 피압수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완전삭제 전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거나 일부 파티션이 삭제되어 있는 경우, 

다량의 삭제된 파일이 발견되는 경우 등을 삭제 또는 폐기된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26) 은행처럼 영업 창구에서 고객서비스를 하는 곳이거나 매월 말 회계처리를 하는 부서 

등의 경우, 압수수색 현장에서 압수할 데이터에 대하여 선별작업(예를 들면, 키워드 

검색, 파일 이름 검색 등)을 하게 되면,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또한 주

거지의 경우에도 노약자가 주거지 내에 있을 경우, 사생활의 평온을 방해하지 아니하

는 등의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의 장시간의 선별작업은 인권

침해의 소지도 안고 있다.
27) 이것은 ‘하드카피(=복제)’ 또는 이미징조차도 불가능할 정도로 기술적인 문제에 부닥

친 상황을 의미한다. ‘복제’이든 이미징이든 현장에서 데이터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복

제 장치나 이미징 도구가 제대로 작동하여야 하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술적인 이

유로 작동 불능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일체형 컴퓨터’처럼 저장매체를 본체

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 19 -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압수자 등의 참여 하에 저장매체

원본을 봉인하여 저장매체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음을 명

시하고, 아울러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할 때에는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한 가운데 원본을 개봉하여 복제본을 획득하도록 하고, 그러한 경우

원본은 지체 없이 반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반출일로부터

10일을 도과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였다.

생각건대, 현행 법원의 영장실무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과 2009

모1190 결정,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이른바 원칙적 ‘선별압

수’와 예외적 ‘원본압수’를 더욱 구체화하여 3단계 형식의 압수수색의 방

법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아래의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

칙적으로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만을 선별하여 압수

하는 것으로 하되, 압수수색집행에 있어서의 기술적․시간적․장소적인

어려움, 수사방해적인 요소의 존재 여부, 피압수자의 권익 보호 등 일정

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 그 정도가 미약한

경우에는 ‘원본 등가물’의 형식으로 복제한 후 이를 외부로 반출하여 압

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이거나 기술적으로 ‘원본 등

가물’의 형식으로 획득할 수 없는 경우에만 원본 자체의 외부 반출을 허

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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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법원영장실무에서의 압수수색 방법의 제한사항

4. 대검찰청예규

대검찰청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6년

10월경에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그 동

안 3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의 증거수집 및

분석규정’으로 그 명칭과 내용이 변경되었다. 현행 대검찰청 예규 제805호

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 106조 제3항과 2009모1190 결정, 2011모1839 전원

합의체 결정에서의 원칙적 ‘선별압수’와 예외적 ‘원본압수’의 취지를 실무

적인 관점에서 구체화시킨 것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검증의 방법에 대하여 제15조 제1항

에서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 등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

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압수수색 대상자 또는

책임자 등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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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명시하고 있다. 위 조항의 본문과 관련하여서는 제15조 제3항에서

“제1항 본문의 압수수색을 행하는 경우에는 책임자 등을 참여시키고, 압

수수색한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해시값28)을 생성하여 책임자 등의 확

인․서명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참여권의 보장과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할 것을 재차 강조하고, 또한 위 조항의 단서와 관련하여

서는 제15조 제4항에서 “제1항 단서의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을 행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압수물 확인지를 작성한 다음, 압수대

상 정보저장매체 등에 부착하여 책임자 등의 확인․서명을 받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압수물 봉인지를 이용하여 봉인한 후, 위 책임자 등으로부

터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원본을 압수하

는 경우의 참여권 보장과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확인절차를

더욱 구체화 하고 있다.

둘째, 압수수색 현장에서 외부로 반출한 증거이미지 또는 저장매체 원

본의 처리와 관련하여, 증거이미지인 경우에는 제18조의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를 증거이미지 파일로 복제한 경우에는 이를 디지털수

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 하도록 규정하였고, 원본 저장매체를 압

수한 경우에는 제19조 제1항에서 “제15조 제1항 단서의 압수수색의 경우

및 제9조 제2항의 분석 의뢰를 받은 경우29)에는 대상 정보저장매체 등

의 봉인을 해제한 후 이에 기억된 정보에 대하여 증거이미지 파일로 복

제하여, 이를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대상 정보저장

28) 암호학적 해시 함수의 출력 값으로 디지털 데이터의 지문 역할을 하며,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이상진, 디지털 포렌식 개론, 이룬출판, 2010. 4면)
29) 대검찰청의 실무에서 이와 같이 증거분석을 의뢰 받는 대표적인 상황은 주로 경찰에

서 압수물로 송치된 컴퓨터 시스템 등에 관하여 분석이 필요한 경우이다. 또한 일선

청 검사실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를 원본 그대로 압수하고, 이를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에게 분석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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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등은 재봉인하여 지원요청자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면서, 아울러

“책임자 등 참여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책임

자 등이 이미징 과정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토록 한다.”라고 명시하여 증거이미지를 획득한 경우와는

달리, 현장 외에서도 참여권의 계속적 보장과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살피건대, 대검찰청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

수색의 대상과 방법의 제한 사항과 그 내용은 개정형사소송법과 최근의

대법원 판례 및 법원의 영장실무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대검찰청의 예규에서도 ‘선별압수’의 원칙과 예외적 ‘원본압

수’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원본압수’의 경우 좀 더 그 절차나 방법을 실무

적인 관점에서 명확히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참여권의 보장과 관련

하여서는 대부분 개정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아래의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압수할 데이터를 선별하고 이를 외부로 반출하여 대검찰청의 디지털수사

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사

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에 대한 현장 실무자의 입장이 잘 드러난 것으로서, 이미 압수수색 현장

에서 선별된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의 절차가 현장에서 종료

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이후의 외부 반출과 대검찰청의 전용시스템30)에

등록하는 행위는 절차상 별개의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가 현장 외 탐색․복제․출력 과정을 일관되게 압수수색의

집행의 일환으로 보는 것과 배치되는 논리로써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30) 여기서의 ‘전용 시스템’이라 함은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을 말하며, 디지털 

증거를 취급하는 조직이라면 일반적으로 디지털 증거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하

여 접근이 통제된 전용 스토리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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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표7> 대검예규805호의 압수수색 방법의 제한사항

Ⅲ. 소결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은 개정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래로 최

근에 이르기까지 대법원 판례와 법원의 영장실무 및 대검찰청 예규를 통

해 범죄사실과 관련된 데이터만을 선별적으로 압수함을 원칙으로 삼고,

그 외의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원본 자체의 압수를 예외적으로 허용

하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것은 피압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과잉압수’를 압수

수색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한 조치

라고 할 수 있겠으나, 세부적으로는 범죄의 유형과 현장의 상황에 따라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을 고려한 과학적인 기법을 통해 디지털 증거에 대

한 압수수색 절차의 유효성을 담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참

여권 보장의 유무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에만 한정하여 전체 압수수색절

차의 적법성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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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장에서 압수의 목적물을 현장 외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하

는 경우에도 우리 형사소송법이나 대법원의 판례는 제한적으로나마 외부

로 반출하여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는 있으나, 외부로 반출하여 수

사기관의 전용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난 그 이후의 절차, 예를 들면 등록

된 데이터에 대한 열람이나 다운로드, 출력 등에 관하여는 그 과정에서

의 법적인 성격과 참여권 보장의 범위에 대해서 아직도 실무상의 공백과

해석론상의 논란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2절에서는 현장 외에서의 탐색․복제․출력하는 행위를 실무

적으로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

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2절 현장 외에서의 탐색․복제․출력 과정의 법적 성질

Ⅰ. 의의

현재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현장 외에서의 탐색․복제․출력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

가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제1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선 우리나라

의 법제는 일정한 사정이 있는 한 압수수색 현장에서 외부로 반출하여

압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반출한 이후에 취해지는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실

무상으로는 대법원 판례를 비롯하여 해석론과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에 의

존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31) 본 절에서는 반출한 이

31) 대검찰청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 실무는 전체적으로 대검찰청 예규 제805호 ‘디지털포

렌식 수사관의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을 기본으로 하되, 위 예규에 포함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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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관련 행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는 어떠한지 살펴본다.

Ⅱ. 현장 외에서의 디지털 포렌식 수행 절차

대검찰청의 경우, 압수수색 현장에서 외부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정보

저장매체 등을 압수하는 경우 해당 디지털 증거는 디지털포렌식센터로

운반한 후 ① 증거이미지 등록 ② 증거이미지 다운로드 ③ 선별 또는 분

석 ④ 추출파일 또는 분석보고서 등록의 순으로 처리된다. <표8>은 현

장 외에서의 디지털 포렌식 수행에 관한 절차로서, 크게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에 의한 디지털 포렌식 행위와 그 이후에 수반되는 수사부서

담당검사 또는 담당수사관의 내부행위32)로 구분된다.

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에서 발간한 ‘디지털 포렌식 매뉴얼

(2008년)’, ‘과학수사실무 매뉴얼(150쪽~201쪽, 2014년)을 참고하여 수행된다. 본고에

서 논하는 디지털 포렌식 실무는 위 예규와 매뉴얼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32) 여기서 ‘내부행위’라 함은 담당 검사나 수사관에 의한 자료 열람, 탐색, 검토, 복사, 

출력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에 의한 포렌식 행위, 즉 

이미징, 복제, 선별, 데이터의 처리, 시각화 작업, 자료 복원, 포렌식 분석 보고서 작성 

등의 일련의 행위와는 구분된다.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포렌식 행위를 통해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적 증거로서의 법제도적인 정당성을 갖

추게 되므로, 그 이후의 수사팀에 의한 내부적 검토행위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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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현장 외에서의 디지털 포렌식 수행절차

1. 증거이미지 등록

압수수색 현장에서 ‘선별압수’를 하든, ‘원본압수’를 하든 관계없이, 실무상

으로는 모든 압수의 목적물에 대하여 이미징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원본

자체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이미징이라는 절차를 거쳐 원본과 동일한 논리적

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이유는 원본 저장매체를 그대로 보관할 경우에 따르

는 관리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의 일반적인 원칙상 원본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위와 같이 이미징 처리를 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유형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미 ‘선별압

수’를 하고 그 결과로 생성된 논리적 증거이미지 파일33)을 획득하는 경

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증거이미지 파일의 해시값을 재계산하고

이것을 압수수색 현장에서 계산한 해시값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검사

한다. 두 번째 유형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일정한 사유에 의해 ‘원본압수’

를 한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저장매체 원본의 봉인상태를 해

제하고, 쓰기방지 장치에 연결한 후 이미징 처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절차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CCTV 등 녹화장치가 설비된 전

용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 촬영을 하기도 하며,

특히 피압수자 등이 원할 경우 참관을 허용하기도 한다.

이미징 처리가 완료되면 대부분의 시스템은 자동으로 해시값을 재계산

하여 그 일치 여부를 알려 준다. 이렇게 작성된 증거이미지 파일은 외부

33) ‘논리적 증거이미지 파일(Logical Image File)’이란 물리적 디스크 또는 저장매체의 

전체영역을 포함하는 ‘물리적 증거이미지 파일(Physical Image File)'과 구분되는 개

념으로, 주로 선별된 파일만을 대상으로 작성된 증거이미지 포맷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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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단절된 디지털 증거 전용저장소에 등록을 하게 되고, 이러한 전용저

장소에는 엄격한 보안 정책이 적용되어 있어, 담당 분석관을 제외한 어

느 누구도 해당 증거이미지 파일에 접근을 할 수 없게 된다.

2. 증거이미지 다운로드

디지털 포렌식에 있어 오랫동안 지켜져 온 원칙 중 하나는 ‘사본에 의

한 분석’ 이라는 원칙이다. 과거에는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러한 경우 원본 저장매체와 동일한 형태의 저장매체를

구입하여 복제하는 방법으로 증거사본을 만들었는데, 시중에서 동일한

저장매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복제된 사본을 보관하고 관

리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랐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디지털 증거가 증거이미지 파일 형태로 작

성되어 디지털 포렌식 전용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구현되어 있으므로 ‘사

본에 의한 분석’의 원칙도 해당 증거이미지 파일을 각 분석관의 전용 워

크스테이션으로 내려 받아 분석을 수행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물론 이

때에도 내려 받은 증거이미지 파일에 대하여 해시값을 재계산하는 등 디

지털 증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

3. 선별 또는 분석

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 압수의 요건으로 ‘관련성’을 새롭게 추가하였고,

제106조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범죄

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하여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규정에 따라 내려 받은 사본 증거이미지 파일은 보통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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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때 실무상으로는 해당 증거이미지 파일

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에 따라 데이터의 ‘선별’ 행위만으로도 처리가 완

료되기도 하지만, 피압수자의 컴퓨터 사용 행위를 입증한다거나, 각각의

데이터 간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석관의 지식과 경험에서

비롯된 일정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일종의 ‘감정(鑑定)’의 성격을 포함하

는 경우에는 데이터에 대한 ‘선별’ 작업이 생략되기도 한다.

데이터에 대한 선별 기준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법이 활용되

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기법은 키워드 검색, 파일 이름 검색, 파

일 확장자 검색, 파일의 시간정보 검색이다. 키워드 검색은 데이터 선별

에 있어서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검색기법이긴 하나, 대용량의 데이터를 대

상으로 할 경우에는 그 처리속도가 매우 느린 단점이 있다.34) 따라서 압

수수색 현장에서 보다는 현장 외의 장소로 반출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더

욱 유용하다. 파일 이름 검색은 파일시스템 규칙에 따라 관리되는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File System Metadata)’35)에 관한 정보만을 대상으로

검색하는 것이므로 처리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어서 압수수색의 현장에서

자주 활용되기도 하나,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다.36) 파일

34)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색인 검색(Index Search)’ 기법을 활용하기도 하나, 

색인을 하는 데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여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35) 파일시스템은 저장매체에서 파일을 읽고, 쓰고, 삭제하는 등 파일을 관리하는 일종의 

규약이다. 일반적으로 윈도우즈 시스템에서는 보통 NTFS(New Technology File 

System)를, USB 메모리와 같은 이동식 저장매체에서는 FAT32(File Allocation 

Table) 파일시스템을 사용한다. 파일시스템에서는 파일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종의 

‘목록’을 만들어 두기 마련인데, NTFS에서는 $MFT, FAT32에서는 Directory 

Entries에서 각각 ‘목록’에 해당하는 ‘파일시스템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이들 

각각의 ‘파일시스템 메타데이터’에는 파일 및 폴더의 이름, 생성․수정․접근 시간 정보, 

데이터의 크기, 데이터의 위치 등에 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36) 예를 들면, 파일 이름만을 대상으로 선별하는 경우 ‘계획서’, ‘업무’, ‘List’와 같이 파

일의 이름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모호하다면 파일의 이름만으로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데이터인지 여부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경우 해당 문건을 직접 열어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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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 검색은 파일의 확장자를 기반으로 파일을 종류별로 분류한 후 범

죄의 유형에 맞추어 빠르게 선별하는 기법이다.37) 파일의 시간정보 검색

은 파일시스템 규칙에 따라 관리되는 ‘MAC 타임 정보38)’를 참조하여 압

수수색 대상으로 선별하는 기법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방법이 데이터의

‘선별’과정에 활용되는데, 이러한 각 기법들은 제각각 독립적으로 활용되

는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과 현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기적

으로 활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한편, 데이터에 대한 ‘선별’ 과정은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핵

심적인 단계이므로 반드시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하

고, 이러한 참여권 보장에 관한 사항은 모두 문서화하여 추후에 있을 법한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에 대한

‘선별’이 필요 없는 상황, 즉 ‘감정(鑑定)’의 성격을 포함한 분석의 경우라든

지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미 데이터에 대한 ‘선별’이 완료된 경우에 이르기

까지 모두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4. 추출파일 또는 분석보고서 등록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이 압수의 목적물인 데이터에 대한 선별작업

을 완료한 경우에는 이를 자신의 워크스테이션 환경으로 추출해야 하는

데, 이렇게 추출된 파일들은 해시값이 포함된 상세 목록과 함께 디지털

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감정(鑑定)’의

37) 확장자 기반 검색의 경우, 범죄의 유형과 사건의 성격에 따라 신속하게 파일의 종류

를 분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처리속도를 높여주는 장점이 있으나, 혐의자가 고의로 

확장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탐색하는데 있어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
38) 'MAC Time'이란 파일이 생성되거나(Created) 수정되거나(Modified) 마지막으로 접근

한(Accessed)한 시간 정보를 의미한다.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기재 범죄사실에서 

압수 대상의 기간을 확인한 후, MAC Time을 기준으로 선별하여 집행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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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포함된 분석보고서39)를 작성하여야 할 사안이라면 당연히 해당

분석보고서를 소정의 결재절차를 거쳐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게 된다. 이때 등록을 마친 후 담당 분석관의 워크스테이션에 남

겨진 사본 증거이미지와 추출파일은 모두 삭제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등록된 추출파일이나 분석보고서는 증거이미지가 등록되는

전용 저장소가 아닌 별도의 열람용 시스템40)에 등록하게 되는데, 여기에

는 담당 수사팀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이 설정되어 있다. 즉 담당수사

팀에서는 열람용 시스템에서 자신의 사건과 관련하여 ‘선별압수’된 결과

물만을 대상으로 열람, 다운로드 또는 출력의 방법으로 검토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법원의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보듯, 법

원은 이미 피압수자 등의 참관 하에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선별’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된 수사팀의 내부적인 열람 행위,

다운로드 행위, 출력 행위마저도 모두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의 일환으로

보고,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많은 논란을

야기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 절의 Ⅲ. 현행법상의 해석론과 판례에

서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Ⅲ. 현행법상의 해석론과 판례

현장 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을 계속하는 경우,

디지털 포렌식 실무에서는 증거이미지의 등록, 증거이미지 다운로드, 선

39) 대검찰청 예규 805호 제23조(분석보고서 작성)는 분석보고서의 서식과 통보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40) 여기서 ‘별도의 열람용 시스템’이라 하면 추출 및 복원 결과물에 대한 검토용 시스템

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검찰청의 경우 IDEAS(Integrated Digital Evidence Analysis 

System)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대검찰청의 경우 분석보고서에 대한 결재문서는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되도록 구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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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또는 분석, 추출파일 또는 분석보고서의 등록의 순으로 이어지고, 그

러한 결과물에 대하여는 담당 수사팀의 열람, 다운로드, 출력 행위가 이

어진다. 이와 같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외부로 반출하여 수사기관의 일정

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하게 될 경우, 그 법적인 성격과

참여권 보장의 범위에 대하여는 판례와 해석론 상의 대립이 있었는데,

현장 외에서의 탐색․복제․출력 행위를 압수수색 영장집행의 일환으로

보고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와 압수 종료

후의 별개의 절차로 보는 견해가 대표적이다.

1. 압수수색 절차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

현장 외 제3의 장소로 이동하여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을 계속하는

경우, 이에 수반되는 탐색․복제․출력 행위를 압수수색 영장집행의 일

환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주로 무체물인 정보를 압수의 대

상으로 보는 입장으로서,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은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9> 압수수색 절차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41)

이것은 대법원의 판례와도 일치하는 견해로서, 2009모1190 결정을 보

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

41) 붉은 점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은 압수수색영장이 집행 중인 것으로 보는 영역을 의미

하며, 이러한 영역에서는 피압수자의 참여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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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혐의 관련 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

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되

어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참여권의 보장에 관하여도 피압수자 등의

계속적인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2011모

183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도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

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참여권의 보장에 대해서도 2009모

1190 결정과 같은 입장임을 밝히고 있다.

2. 압수수색 절차와는 별개의 행위로 보는 견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수사기관

이 집행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취득한 때 종료된다는 입장

으로 그 이후의 절차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절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

에 현장 외에서의 탐색․복제․출력 행위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은 인정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42) 이러한 견해는 유체물인 정보저장매체만

압수의 대상으로 보는 견해로써, 수사기관이 일단 압수수색 집행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의 점유를 취득하여 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 제3의 장소로

이전하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그 이후의 행위는

압수수색의 집행과는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확인행위, 임의적

인 조사행위, 포렌식 증거분석 과정43) 또는 전문가의 분석이나 검증의 일

42) 서태경,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검토, 법학

논총 제39권 제3호 2015년, 181면
43) 서태경,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검토, 법학논

총 제39권 제3호 2015년, 172면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확인행위’ : 이완규, 디지털 증

거의 압수수색 개념 및 증거능력 요건,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7권 2014, 332면, ‘임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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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44)으로 보는 입장이다.

<표10> 압수수색 절차와는 별개의 행위로 보는 견해

이와 같은 견해는 일부 하급심 결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2009모

1190 결정 사건의 1심 결정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9모5 결정을 보면

“이 사건 영장을 가지고 저장매체가 포함된 데스크톱 컴퓨터 3대 및 서

버 컴퓨터 10대를 압수하는 내용으로 집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그 이후

에 위 컴퓨터들의 저장매체 저장된 파일들 중 일부만을 카피하고 위 컴

퓨터들은 가환부 한 것은 압수집행 후의 사정이다)”라고 명시하여, 정보

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이후의 절차를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과는 별

개의 것, 즉 ‘압수집행 후의 사정’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소결

본 장에서는 현장 외 제3의 장소로 이동하여 디지털 증거를 탐색․복

제․출력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

다. 대법원의 입장은 일관되게 위 행위를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으로

보아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인 반면,

인 조사행위’ : 박혁수,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의 실무상 쟁점, 형사법의 신 동향 통권 

제44호 2014, 92면, ‘포렌식 증거분석 과정’ : 독고지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개정형사소송법의 규제와 집행에 관한 연구, 법조 통권 680호 2013, 242~243면)
44) 노명선,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판례 동향과 비교법적 고찰, 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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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하급심에서는 압수수색영장 집행후의 사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

다. 물론 해석론에 있어서도 위 판례가 나올 때 마다 뚜렷한 견해의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와 학계의 해석론을 보면 정보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의견이 대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다시 말하면, 정보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현장 외

의 장소로 이동하여 탐색․복제․출력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정

보저장매체에 대한 점유권을 취득하는 때에 바로 압수수색이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다.

생각건대, 사실상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 자체가 압수

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정보는 그 속성상 물리적인 매체로부터 독립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

체만으로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대법원의 영장

집행 실무에서도 이미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을 따른 것 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정보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도 압수수색의 종료 시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 압수수색의 요건으로 ‘관련성’이 추가되었고, 압수수색 대상

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압수하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정보를 압수해야 할 경우에도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압수하라는 취지인 셈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압

수수색의 종료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선별적’인 행위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선별

적’ 행위가 완전하다는 것은 피압수자 등의 참여하에 범죄사실과의 관련



- 35 -

성 등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증거의 경우 압수수색 현장이든, 현장 외의 수사기관 사무실이든

불문하고, 정보가 완전하게 선별되었다면 바로 그 시점을 압수수색의 종

료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여기서 ‘선별’ 되기 이전의 일련의 행위, 즉 압수수색 현장에서

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점유권을 확보한다든지, 이메일 박스45)와 같은 대

용량 아카이브 파일 자체를 그대로 획득하는 행위, 장소의 이전을 통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봉인을 해제하거나 해시값을 검증하는 행위, 원본

저장매체를 쓰기방지장치에 연결하여 이미징 처리를 한 후 해당 증거이

미지 파일을 증거 저장용 전용 스토리지에 업로드 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여야 할 것 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자

물쇠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것과 함께 압수

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압수수색 현장에서 일정한 사정에 의하여 완전하게 선별하는 것이 불가

능하여 부득이하게 저장매체 원본을 봉인하여 점유권을 확보하거나 개괄

적으로 데이터를 선별한 후 이미징 처리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는 경우에

는 그러한 행위 하나하나가 압수수색의 요건인 ‘관련성’을 평가하고, 디

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처분의 일종을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제3장에서 더욱 자세하게 논하고자 한다.

45) 일반적으로 이메일 박스는 개별 이메일을 관리하는 대용량 아카이브(Archive)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아웃룩의 경우 PST, 아웃룩 익스프레스의 경우 DBX 형식의 

파일로 존재한다. 이러한 이메일 박스는 많게는 수천, 수만 개의 이메일 메시지를 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를 모두 추출하여 선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실무에서는 피압수자 등에게 이메일 박스 자체를 압수한 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개별 메시지를 선별하겠다는 취지로 고지하고, 피압수자의 동의를 받아 집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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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디지털증거의압수수색과참여권보장에관한새로운기준

제1절 범행현장성

Ⅰ. 의의

우리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 대검찰청을 비롯한 우리나라 수사기

관의 실무 례46)에서는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선별압수’의 원칙과 예외적

상황에서의 ‘원본압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피압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포괄적 압수수색을 지양하기 위하여 현장

외에서의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압수수색 현장에서 ‘선별압수’를 하기 위해서는 실무상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우선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압수 대상 저장매체로

부터 기술적으로 추출 또는 복원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해야 하고, 나아

가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도 현장에서의 선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선별을 함으로 인하여 피압수자의 사생활이나 영업활동을 침해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법원의 영장실무에서도 위와 같은 전제조건에 대하여 ‘원칙적 압수 방

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예시

46) 여기서 ‘실무 례’라고 함은, 대검찰청의 경우, 대검찰청예규 제805호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 경찰청의 경우, 경찰청훈령 제766호 ‘디지털 증

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과 과학수사실무 매뉴얼(대검찰청, 2014년), 디지털

포렌식 매뉴얼(대검찰청, 2008년), 디지털포렌식 Q&A 자료집(대검찰청, 2015년)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형성된 실무적인 통례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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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그러한 예외적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장매체 원본이나 복제본의

압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 보면, 선별적인 압수를 하기 위

해서는 필연적으로 대상 저장매체에 대하여 ‘미리보기(Preview)’47)를 수행

하여야 하고, 이러한 ‘미리보기’ 과정을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선별’ 여부

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수사관은 ‘미리보기’ 과정을 통해 압

수대상 디지털 증거의 외관, 위치, 모니터에 띄워진 화면, 발견 경위, 범죄

사실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앞에서 기술한 전제조건하에

서 선별압수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원본 그대

로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별압수’를 시도하게 된다

면 그 과정에서 잠재적 증거의 누락과 훼손을 초래할 수도 있다.

살인사건의 경우,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나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

피해자의 혈흔 등에 대한 현장보존의 여부가 피해자의 신원확인과 용의

자의 추적, 범죄발생 상황 등에 관한 수사의 방향과 성패를 좌우하듯이,

해킹사건에서 공격자의 시스템이나 피해시스템에 대한 원본의 무결한 보

존여부는 피해의 정도와 공격자의 추적 등에 대한 전체 수사과정에서의

결정적인 증거를 얻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해킹사건과 같이 컴퓨터 등 디지털 증거 자체가 직접적인 범행의

대상이 되었거나 범행의 필요적 도구로써 사용되어진 경우에는 사건의

재구성을 위하여 반드시 디지털 증거 자체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만약 이러한 경우마저도 기존의 ‘선별압수’의 원칙과 예

외적인 ‘원본압수’의 기준만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압수수색을 집행하기도

전에 잠재적인 증거를 놓칠 기회를 스스로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더욱 어렵게 하는 모순을 보이기도 한다. 본 장에서는 위와

47) 여기서 ‘미리보기(Preview)'라 함은 모니터 화면에 띄워진 창을 조사하고, 정보시스

템이나 저장매체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위치나 량을 확인하는 등 향후 선별의 가부와 

그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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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디지털 증거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거나 범행의 필요

적 도구로써 사용되었거나, 기타 정황상 범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이

명백한 경우, 해당 디지털 증거에는 범죄가 발생한 현장으로서의 성질(범

행현장성)을 새롭게 부여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압수수색의 방법과

참여권의 범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범행현장성에 관한 판단의 기준

물리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 일반사건에서의 범행 현장과는

다르게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 자체가 범죄의 현장이 될

수 있다. 또한 일반사건에서의 범행현장이 증거물의 외형과 그것이 발견

된 장소 등 물리적인 존재형식이 사건의 재구성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비해, 디지털 증거는 디지털 증거 자체가 사건의 재구성에 있

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범행현장성은 압

수수색 대상 디지털 증거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거나 범행

의 필요적 도구로써 사용되었거나, 기타 정황상 범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이 명백한 경우, 해당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범행현장성’이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디지털 증거가 범행 현장으로서 취급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48)

1. 범행의 직접적인 대상으로서의 성질

48) 이러한 구별에 대해서 미국의 "Searching and Seizing Computers and obtaining 

electronic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s, page 70~71" 가이드라인에서는  컴퓨

터 하드웨어가 금제품(예: 아동 포르노그래피가 포함된 컴퓨터), 범죄로 인한 결과물, 범

죄의 수단(예: 해킹공격에 이용된 컴퓨터)에 해당하는 경우, 하드웨어 자체를 먼저 압수

한 후 컴퓨터 포렌식 분석실로 이동하여 관련 정보를 수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본고

에서는 이러한 구별을 함에 있어 ‘범행현장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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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가 범행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경우 ‘범행현장성’이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살인사건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는 범행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해킹사건에서 공격을 당한 피해시스템, 악성프로

그램에 의해 감염된 컴퓨터, DDOS 공격49)으로 마비된 서버, 사이버 비밀

침해50)․사이버 업무방해51)․사이버 자료훼손52)에 있어서의 피해시스템

등 해킹 또는 비해킹적인 방법53)으로 침해를 받은 디지털 증거는 범행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으므로, 이 경우 해당 디지털 증거는 범행 현장으로

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

2. 범행의 필요적 도구로서의 성질

디지털 증거가 범행의 필요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진 경우에도 범행현장

성이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살인사건에서 용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피 묻은 칼은 범행에 사용되었을 강력한 개연성이 있기에, 칼과 그것이

발견된 장소는 사체가 발견된 현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49)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공격은 해커가 사전에 악성프로그램

을 유포하여 이른바 좀비 PC를 만든 다음,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좀비 PC를 일제

히 동작하게 하여 특정한 사이트나 시스템을 공격하여 마비시키는 행위이다.
50) 사이버 공간에서 법률상 보호되는 비밀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권양섭, 

사이버 범죄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법학연구 제53호 2014, 182면)
51) 전통적인 업무방해가 정보통신망을 수단으로 하여 발생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권양

섭, 앞의 논문, 183면)
52) 정보통신망을 수단으로 하여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훼손하거나, 나아가 

저장된 기록뿐만 아니라 처리 중이거나 전송 중인 정보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권양섭, 앞의 논문, 184면)
53) 여기서, ‘해킹 또는 비해킹적인 방법’이라 함은 해킹기술을 통해 범행이 구현되는 경

우와 해킹기술과 무관한 경우로 구분한 개념이다. 해킹기술을 통해 범행이 실현되는 

경우로는 사이버 스파이, 사이버테러, 인터넷 뱅킹 사기, 홈페이지 훼손 등이 있고, 

해킹과 무관한 경우로는 인터넷을 통한 불량정보유통, 판매 사기, 저작권 침해, 도박 

사이트 운영, 매매춘 알선, 명예훼손, 스토킹, 성희롱, 음란사이트 운영, 마약밀매 등

이 있다. (김계원 외 1, 사이버범죄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3, 

2009,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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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해킹사건에서 공격자의 시스템이나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데 사용한 컴퓨터, DDOS 공격에 이용된 용의자의 서버나 좀비PC 등 해

킹 또는 비해킹적인 방법으로 공격을 행하는데 사용한 디지털 증거는 범

행의 필요적 도구로 사용된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해당 디지털 증거는

범행 현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다만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혐의

와 관련된 기안문서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참고인의 컴퓨터, 살인사

건에서 살인의 정황과 관련된 인터넷 검색기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의 컴퓨터 등은 사건 관련 디지털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일종의

저장소 역할을 할 뿐, 범행 현장으로서의 성질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기타 정황적 불가분의 성질

디지털 증거가 범행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거나 범행의 필요적 도구로

써 사용된 경우는 물론이고, 정황상 범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이 명백

한 경우에도 해당 디지털 증거에는 ‘범행현장성’이 있다고 정의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메시지를 한글 워드프로그램으

로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사건에서, 해당 글에 대한 게

시자의 회원정보와 접속지의 IP주소를 토대로 추적 수사하여 압수수색을

한 결과, 혐의자의 주거지에서 위 접속지 IP주소를 갖는 컴퓨터가 발견된

경우, 해당 컴퓨터는 사건의 정황상 범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이 명백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범행현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범행현장성’을 갖는 디지털 증거에서는 산재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건을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위 사례의 경우에도 한글 워드 파일과 같이 혐의자가 임의로 생

성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인터넷 접속흔적과 같이 운영체제나 응용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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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이 자동으로 생성하는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혐의자의 컴퓨

터 등 사용행적을 전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혐

의자가 이미 증거가치가 있을 만한 데이터를 삭제하였을 개연성도 있는

데, 이렇게 과거에는 존재하였으나 현재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자

료들은 파일의 슬랙영역(Slack Space)54)이나 비할당영역(Unallocated

Space)55)에 남아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영역과

연계하여 분석을 하여야만 범행당일의 혐의자의 컴퓨터 사용에 관한 정

확한 행적을 시간 순으로 밝혀 낼 수 있게 된다.

Ⅲ. 디지털 포렌식에서의 적용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디지털 증거가 단순히 여러 증거물 중의 하

나가 아닌 ‘범죄가 발생한 현장’으로 취급되어질 때, 해당 디지털 증거에

는 ‘범행현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에 임하는 수사

관은 압수의 목적물인 디지털 증거가 해당 범죄사건과 관련된 것인지 여

부를 확인한 후, 압수대상 디지털 증거에 범행 현장으로서의 성질이 있

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즉, 범행 현장으로서 취급되어

야 할 디지털 증거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압수하는 방법으로 현장에 대한

보존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체가 발견되어 ‘경찰 통제선

(Police Line)'이 설치된 것과 비슷한 형식으로 피압수자 등 관련인 에

대한 참여권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54) 슬랙영역(Slack Space)은 물리적인 구조와 논리적인 구조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낭비 공간이다. 다시 말해 파일이 물리적으로 할당된 공간이지만 논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을 의미한다.(이상진, 디지털 포렌식 개론, 2010. 183면) 이러한 슬랙영

역에는 과거에 생성된 잔존 데이터가 남아 있기도 한다.
55) 비할당영역(Unallocated Space)은 운영체제에서 사용자에게 할당하지 않은 영역을 

말한다. 이러한 영역에서도 과거에 삭제된 데이터가 발견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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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범행현장성’은 그 속성의 존재 여부에 따라 압수수색의

대상이나 압수의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기준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개념

디지털 증거가 범행 현장으로서 취급되는 경우는 압수수색 대상 디지털

증거가 범행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거나 범행의 필요적 도구로써 사용되

었거나, 기타 정황상 범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이 명백한 경우이다. 일

반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되는 사이버

테러형 범죄의 경우, 범행 현장으로서 취급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이에

반하여, 디지털 증거가 범행 현장으로서의 성질을 갖지 않을 때에는 압수

대상 디지털 증거는 단지 데이터 저장을 위한 물리적 매체로서의 기능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범죄와 관련된 정보만이 실질적인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주로 사기, 횡령 등 일반범죄에 있어서 압

수수색 장소에서 발견되는 혐의자의 디지털 증거가 그 대상이 되겠다.

2. 압수수색의 대상과 방법

‘범행현장성’이 있는 디지털 증거는 해당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매체 자

체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 현행 법규와 판례는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선별압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범행현장성’이 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원본압수’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전통적인 범

죄인 살인사건에 있어서의 현장보존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조치가 ‘범행현

장성’이 있는 디지털 증거에도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살인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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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모든 증거로부터 범인

의 추적을 위한 단서를 확보하며, 종국적으로는 사건을 재구성하여 범행

의 전모를 밝히는데 있어 발견된 사체 뿐 만 아니라, 혈흔이나 족적 등

현장의 모든 것에 대한 압수와 분석이 통합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것

처럼 해킹사건에서의 공격시스템이나 피해시스템 또는 경유지의 컴퓨터

처럼 해당 범행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이 명백한 디지털 증거도 그 안

에 포함된 모든 정보가 압수와 분석의 대상이 된다. 이에 반해, 디지털

증거가 범행 현장으로서의 성질을 갖지 않을 때에는 당해 범죄사실과 관

련된 디지털 자료의 존재유무를 먼저 살펴보고, 그 존재가 확인될 경우에

만 일정한 범위 내의 데이터로 한정하여 선별적으로 압수하여야 한다.

3. 증거능력의 확보 방법

모든 디지털 증거는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압수된 시

점으로부터 법정에 증거로 제시될 때까지 ‘진정성’56)과 ‘무결성57)’을 유지

하여야 한다. 그런데 ‘범행현장성’을 갖는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는 현장

보존 절차와 그 이후의 인수인계 절차, 분석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존의 ‘진정성’과 ‘무결성’이외에도 ‘연계보관성’58)과 ‘재현가능성59)’을 충

56) 증거의 ‘진정성(Authenticity)’증명이란 법정에 제출할 증거가 요증사실을 설명하기 위

한 바로 그 증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는 주장하려

는 바대로 해당 증거가 특정한 사람이 특정 시점에 생성하고 특정한 시점에 특정인에게 

전송된 증거가 맞는가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상진, 디지털 포렌식 개론, 2010. 73면)
57)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Integrity)’이란 디지털 증거가 원본으로부터 수집되어 보관․분

석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수정, 변경, 손상이 없도록 유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수정, 

변경,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진, 

앞의 단행본, 75면)
58) ‘연계보관성(Chain of Custody)’은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디지털 증거가 수집된 이후부터 법정까지 진행된 증거 처리에 관한 내용

을 기록한 문서를 통해 입증한다. (이상진, 앞의 단행본, 4면)
59) ‘재현가능성’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의 목적으로서, 사건의 잔재(Artifact 또는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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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시킬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범행 현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디지

털 증거는 그 출처를 분명히 하여 원본 그대로 압수하여야 하며, 그것에

대한 인수인계의 과정 전반에 대하여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여야 하고, 해당 증거물에 대한 분석 및 감정(鑑定)

의 결과는 법정에서 반드시 재현 가능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디지털 증

거가 범행 현장으로서의 성질을 갖지 않을 때에는 물리적 매체 전부에

대한 압수는 피압수자의 기본권 침해와 ‘과잉압수’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압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압수된 데이터에 대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의 평가

여부가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선결요건이 된다.

4. 현행법상의 규제방식과 참여권 보장의 문제

현행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는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선별압수’를 하도록 제한하고, 현장 외의 제3의 장소로 반출하거나 현장

외에서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 까지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의 일환

으로 보아 피압수자 등 관계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0)

즉, 현행 법규와 판례는 ‘범행현장성’이 있든 없든 구분하지 않고, 모든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반드시 보장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참여’의 의미는 압수수색 현장에 단순히 입회

를 하여 압수과정을 관찰하는 것과 함께 압수할 데이터를 선별하는 과정

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괄한다.61)

를 찾아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원봉 역, 오픈소스툴을 이

용한 디지털 포렌식, BJ퍼블릭, 2012년, 21면)
60)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2009모1190호 결정, 2011모1839호 전원합의체 결정
61) 실무상으로는 ‘참관’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참관’이라는 말의 사전

적 의미는 ‘어떤 자리에 직접 나아가서 본다.’라는 의미이고, ‘참여’는 ‘어떤 일에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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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참여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범행현장성’이

있는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는 살인사건의 현장에서 ‘경찰통제선’을 설치

하듯이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일

반적이고, 따라서 저장매체 안에 존재하는 자료에 대한 선별보다는 원본

그대로의 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러한 경우 참여권도 제한적으로

보장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증거에 범행 현장으

로서의 성질이 있다면 참여권의 무조건적인 보장을 통해서만 증거능력의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경우 디지털 증거의 본연의 특

수성에 기인한 과학적인 수단, 예를 들면 연계보관서류나 로그기록, 녹화

영상, 접근통제장치 등에 의하여 그 절차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하겠다.

‘범행현장성’이 없는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의 입회와 관련성 여부 판단에 있

어서의 적극적인 의사표명의 방식으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최초 압수수색 현장에서 현장 외의 제3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과정과 참여권 행사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관련 법규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여러 가지 해석론상의 논란

을 야기하고 있지만, 현장 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참여

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성 여부 판단에 대한 피압

수자 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거나 참여권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였

어들어 관계를 한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피압수자나 관계인이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아가 선별과정에서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피압수자로서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참관’

이라는 용어 보다는 ‘참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다만 ‘범

행현장성’이 있는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는 원본에 대한 압수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외의 분석실에서의 분석과 감정(鑑定)과정은 수사기관의 고유의 내부행위에 불과하므

로 이때 에는 ‘참관’ 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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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 이후의 선별된 결과물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등의 행위는 수

사기관의 내부행위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5. 증거분석에 있어서의 특징

디지털 증거가 ‘범행현장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하는 데이터, 예를 들면 윈도우 이벤트로그62) 또는 파일 헤더에 존재

하는 메타데이터63)와 같은 시스템 관련 데이터가 주된 분석의 대상이 된

다. 이러한 데이터는 어떤 사실의 존부나 진위(眞僞)에 대한 직접적인 판

단을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주로 사용되는 분석기술로

는 이미징 기술, 복원 기술, 분석 및 감정(鑑定)기술이 있으며, 포렌식 분

석관은 정보처리장치 또는 저장매체에 산재되어 있는 각각의 정보들에

대한 속성을 분석하고, 서로 다른 정보들 간의 연관성을 통합적으로 검토

하여 범죄와 관련된 어떠한 사실을 규명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행

하게 된다. 이는 마치 고고학적 발굴조사와 유사한 방식이어서, 유적 발

굴 현장의 엄격한 접근통제와 현장보존을 통해 각각의 유물간의 연관성

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대인의 생활상과 문화를 역으로 추정하여

재구성하는 것처럼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도 원본에 대한 보존과 통합적

분석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그 혐의를 입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범행현장성’이 포함되지 아니한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는

62) 윈도우즈 이벤트 로그(Windows Event Logs)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발생하는 매일 

매일의 이벤트 변화를 기록해둔 데이터이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은 윈도우 이벤트 

로그를 분석하여 컴퓨터가 켜지거나 꺼진 시각, 로그온 한 사용자명, 각종 보안감사 

기록, 응용프로그램 사용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상민 외 1 역, 인사이드 윈도

우즈 포렌식, BJ퍼블릭, 2009. 242면)
63) 메타데이터(Metadata)는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로서, 예를 들면 글 파일의 파일 이

름, 파일의 생성 등의 시간 정보, 파일의 크기와 같은 정보는 해당 파일의 헤더 부분

에 기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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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생성된 데이터, 예를 들면 글 파일에서의

파일내용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주된 분석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적용되

는 분석기술로는 색인, 검색, 분류, 추출 등의 기술이 있으며, 포렌식 분석

관은 범죄와 관련된 어떤 사실의 존부나 진위(眞僞)를 보강할 수 있는 정

황적 자료의 수집과 추출을 주목적으로 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

와 분석은 담당 수사팀의 몫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포렌식 분석관은 디지털 데이터의 처리의 자동화와 처리 속도의 개선, 데

이터의 분류와 선별에 집중하게 된다. 이는 마치 금광석을 채굴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어서, 대량의 잡석사이에 섞여 있는 소량의 금광석을 자동적

으로 선별하고 분리해내어 금세공 기술자로 하여금 이를 가공할 수 있도

록 연결하는 역할과 비슷한 맥락이다.

제2절 범행현장성 여부에 따른 디지털 포렌식 절차 모델

Ⅰ. 의의

디지털 포렌식 수행 과정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절차에 있어서의 신뢰성과 그 대상이 되는 디지털 증거

자체에 대한 진정성 및 무결성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시된다. 2000년

대 초반에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이후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러 법집행기관, 학계, 산업계에서 디지털 포렌식 절차의 표준화와 신뢰

성 확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64) 다만 종래의 디지털

64)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2016. 5. 29.자로 형사

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313조 제2항에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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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절차 모델이 사전 준비 → 증거 수집 → 증거의 포장 및 이송 →

조사 분석 → 정밀 검토 → 보고서 작성의 순으로 구성함이 일반적이었는

데, 이러한 절차 모델에는 ‘선별압수’와 ‘참여권 보장’과 같은 최근에 이슈

화 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고려사항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범행현장성’을 중심으로 디지털 증거가 범행 현장

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로 이원화하고, 이러

한 이원적 구조 안에서 법제도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유형별 디지털 포렌식 절차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Ⅱ. 디지털 포렌식 절차 모델의 설계

1. 개요

디지털 포렌식 절차의 모델링(Modeling)은 절차의 표준화를 통해 디지

털 증거의 획득에서부터 법정에 제시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 신뢰

성을 확보하고 종국적으로는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압수대상 디지털 증거

가 범행 현장으로서의 성질을 포함하고 있는지 또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선별압수’가 가능한지 여부는 디지털 포렌식 절차의 모델을 설계함에 있

어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디지털 증거의 ‘범행현장성’

과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선별압수 가능성’, ‘개괄적 선별조치 가능성’을 기

준으로 본 디지털 포렌식 절차의 개요도이다.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鑑定)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중략)”라

고 규정하여,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법조문에 명시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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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디지털 포렌식 절차 개요도

위 <그림1>을 살펴보면, 압수수색 현장에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의 범

위와 방법에 관한 판단은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즉 압수수색 현장에

임하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은 압수의 목적물인 디지털 증거에 대

하여 ‘범행현장성’ → ‘선별압수 가능성’ → ‘개괄적 선별조치 가능성’의

존재 여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디지털 증거의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발견된 디지털 증

거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토대로 해당 디지털 증거가 범행 현장으로

서의 성질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65) 이것은 압수대상

65) 실무적으로는 검사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

유와 압수수색의 대상에 ‘범행현장성’ 있는 디지털 증거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범행현

장성’이 있다고 볼 근거를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범행현장성’은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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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자체가 살인사건이 발생한 현장과 동일한 수준의 격리와 보

호조치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범행 현장으로서의 성질을 포함하

는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정보시스템이나 저장매체 원본 또는 그에 상

응하는 복제본(‘원본등가물’이라고 칭함)을 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압수대상 디지털 증거가 범행 현장으로서의 성질을 갖지 아니한다면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따라 해당 증거로부터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등을 평

가하여 압수현장에서 완전하게 선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둘째,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은 범행 현장으로서의 성질을 포함하

지 않는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조사 대상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미리보기’를 수행한 후, 바로 그 현장에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순차적으로 평

가하게 된다. 시간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압수수색 현장에서 완전하게

선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압수자 또는 관계인의 참여하에 현장에서

선별적으로 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메일박스와 같이 대용량

아카이브 파일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선별적으로 압수하는 것이

실무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아카이브 파일 자체에 대

한 개괄적인 선별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셋째,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압수대상 디지

털 증거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압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파일의 타입(Types), 파일의 시간정보(MAC Time) 등을 기준

으로 개괄적으로 선별한 후, 이를 현장 외의 장소로 반출하여 피압수자

또는 관계인의 참여하에 완전하게 선별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개괄적으로 선별하는 것 마저 시간적으로 또는 기술적

색 현장이 아니라 영장 청구 이전의 수사결과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고, 디지털 포렌

식 수사관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범행현장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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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정보시스템이나 저장매체 원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복제본을 현장에서 직접 압수할 수밖에 없다.

2. 유형별 디지털 포렌식 절차 모델

‘범행현장성’을 기준으로 한 이원적 구조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 모델은

① 현장에서의 원본압수(이하 ‘제1유형’) ② 현장에서의 완전 선별압수

(이하 ‘제2유형’) ③ 현장에서의 개괄적 선별 조치 후 현장 외에서의 완

전 선별압수(이하 ‘제3유형’) ④ 현장에서의 원본 보존 조치 후 현장 외

에서의 완전 선별압수(이하 ‘제4유형’) 방식으로 보다 세분화 할 수 있다.

(1) 제1유형 : 현장에서의 원본압수

압수수색 현장에서 발견된 디지털 증거에 범행 현장으로서의 성질을 포

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매체 원본 또는 이에 상응

하는 복제본을 압수하여야 한다. 이때 현장에서의 압수 방법과 절차는 종

래의 일반적인 압수수색의 절차에 준하여 집행을 한다. 압수한 원본 디지

털 증거는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장 외의 장소로 이전하게 되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은 디지털 증거의 봉인을 해제하여 이미징을 한

후 관련된 소정의 사항과 함께 증거이미지 파일을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

리시스템66)에 등록을 하게 된다. 분석은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66) 대검찰청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를 위한 전용시스템을 2010년부터 구축하여 사

용하고 있다. 검찰에서 사용하는 전용시스템은 크게 디지털수사지원에 관한 지원요청, 

접수, 증거이미지 등록, 추출파일 등록, 보고서 등록 및 관리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Digital Forensics Investigation System, 

DFIS로 약칭함)'과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에 대한 결과물, 예를 들면 분석보고서, 추출

된 파일 등의 등록과 수사팀의 검토행위와 관계자에 대한 접근 통제 등을 관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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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증거이미지 파일을 내려 받은 후 수행되어지며, 그 결과는 담당 수사팀

만이 볼 수 있는 전용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수사팀의 검사나 수사관은

이러한 전용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신된 분석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

요한 경우 복사 및 출력 등을 거쳐 수사기록에 첨부하기도 한다.

<표11> 제1유형 : 현장에서의 원본압수

‘제1유형’의 경우, 압수수색 절차는 압수수색의 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종료되며,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참여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장소를 이전하여 수사기관의 사무실 등으로 운반

한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참여권의 보장이라는 규범적인 수단에만 의

존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 증거의 본연의 특수성에 따른 진정성, 무결성,

연계보관성 또는 재현가능성에 대한 입증의 가부에 따라 증거능력의 유

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ntegrated Digital Evidence Analysis System, IDEAS로 

약칭함)'으로 나뉘어져 있다. 본고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관련 솔루션으로 대검찰청의 

사례를 인용하여 설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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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유형 : 현장에서의 완전 선별압수

압수수색 현장에서 발견된 디지털 증거에 범행 현장으로서의 성질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은 해당 증거에 대한 ‘미

리보기’ 등을 통해 대상 증거로부터 범죄사실과 관련된 데이터만을 현장

에서 완전하게 선별적으로 추출 또는 복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야 한다. 여기서 ‘완전하게’라는 말의 의미는 기술적으로는 파일의 내용에

대한 키워드 기반 선별, 파일의 이름 및 시간정보나 파일의 타입 등 고유

의 속성정보를 참조하는 메타데이터 기반 선별, 피압수자의 진술 등을 토

대로 직접 디렉터리 구조를 탐색하는 디렉터리 기반 선별과 같이 압수수

색 현장에서 범죄사실과의 관련된 데이터만을 분류해내는 기술적인 조치

가 실제로 존재하였어야 하고, 또한 절차적으로는 그러한 분류 과정에서

피압수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참여권의 보장과 적용된 기술 및 그 결과

물에 대한 피압수자의 방어권 보장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시간

적 또는 기술적으로 압수수색 현장에서 피압수자나 관계인 등이 참여하

는 가운데 완전하게 선별적으로 압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맞게 선별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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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제2유형 : 현장에서의 완전 선별압수

<표12>의 ‘제2유형’에 관한 절차 개요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장에

서 압수수색 대상 디지털 증거로부터 당해 범죄와 관련된 데이터를 완전

하게 선별하여 획득하게 되면, 그 순간 압수수색의 집행은 종료하게 된

다. 실무에서는 선별된 데이터에 대하여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미징 처리

를 하여 이를 수사관의 외장 하드드라이브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압수하

고, 피압수자나 관계인으로부터 압수한 데이터에 대한 일종의 ‘선별 확인

서’67)를 받은 후 압수물 교부 목록에 ‘홍길동의 데스크톱에서 추출한 증

거이미지 1개’ 라고 표기한 후 피압수자에게 교부하게 된다.

이렇게 압수수색 현장에서 완전하게 선별하여 압수한 증거이미지 파일

은 현장 외의 장소로 운반된 후, 수사팀의 검사나 수사관이 열람 및 검토

할 수 있도록 <표12>와 같이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DFIS)에 소

정의 사항과 함께 해당 증거이미지 파일을 등록하고, 선별된 파일은 모두

추출하여 수사팀을 위한 별도의 전용 열람시스템인 통합디지털증거분석

67) 실무적으로는 ‘현장조사보고서’, ‘사실 확인서’, ‘참관확인서’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문

서로 갈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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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IDEAS)에 업로드하게 된다.68) 이때 DFIS와 IDEAS는 서로 별개

의 네트워크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설령 증거이미지 안에 범죄사실과 무

관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수사팀의 검사나 수사관이

해당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그 이후의 수

사팀의 열람 → 검토 → 복사 → 출력 → 수사보고 → 기록첨부의 과정

은 수사기관의 내부행위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에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완전하게

선별하는 방식으로 압수를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압수자나 변

호인들이 현장 외의 장소인 디지털 포렌식 분석실에서 위 시스템에 해당

증거이미지와 추출된 파일을 등록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수사팀에서 열

람을 위한 전용시스템(IDEAS)에 접근하여 등록된 파일들을 열람하거나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까지도 모두 참여권의 보장과 무관정보의 포

함여부에 대한 피압수자의 확인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대법원

의 일부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도 증거이미지 파일과 추출파일에 대한 등

록과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수사팀이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

장하지 아니하고 위 열람용 시스템에 접근하여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

를 탐색․복제․출력한 행위에 대하여는 참여권이 보장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전체과정을 모두 위법한 것으

로 판시한 사례도 있었다.69)

살피건대, ‘제2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피압수자

나 관계인 등의 참여하에 선별된 데이터를 분류하고 이를 논리적인 디지

68) 대검찰청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만이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수사통합업무

관리시스템(DFIS)’와 수사팀의 검사나 수사관만이 접근할 수 있는 ‘통합디지털증거분

석시스템(IDEAS)'을 운영하고 있다. 증거이미지는 DFIS에 등록되어 안전하게 보호되

고, 복원되거나 선별된 개별 파일들은 IDEAS에 일정기간 동안 등록이 되어 수사팀의 

검토를 받는다.
69) 2011모1839호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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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포렌식 증거이미지70)로 만든 후 해시값을 이용하여 해당 데이터를

특정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당사자로부터 징구하고, 압수물 교부 목록에

소정의 사항을 표기하여 교부하였다면 압수수색의 집행이 종료되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 그 이후의 수사기관의 탐색․복제․출력 등의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내부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이는 매출 전표 철과 같

은 일반압수물을 수사기관의 사무실로 옮겨와 이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

우 복사하여 기록에 첨부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러한 경우에도 참여권의 보장 유무만을 강조하는 규범적인 시각으로만

그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에 기인

한 진정성, 무결성, 연계보관성 또는 재현가능성에 대한 입증의 가부에

따라 증거능력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3) 제3유형 : 현장에서의 개괄적 선별 조치 후 현장 외에서의 완전 선별압수

‘범행현장성’을 결여한 디지털 증거인 경우, 압수수색 현장에서 완전하

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문제는 일정한 상황에서는

현장에서 완전하게 선별하는 것이 시간적 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

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압수의 대상인 디지털 증거에 아웃룩 PST 파일과 같은 대용

량 이메일 박스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MDF 파일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파

일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는 다른 일반적인 파일처럼 관련 응용프로

그램으로 그 내용을 육안(肉眼)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즉,

관련된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최초에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의 눈에 보

70) 논리적 디지털 포렌식 증거이미지 포맷(또는 논리적 증거이미지)으로는 EnCase의 

L01 포맷과 Lx01 포맷, XWF의 CTR 포맷, FTK의 AD1 포맷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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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은 ‘Outlook.pst','MsSqlServer.mdf'와 같은 파일명과 확장자명일 뿐

이다. 이러한 유형의 파일을 실무상으로는 ‘컨테이너 파일(Container Files)’

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컨테이너 파일은 각각 독자적인 데이터 구조를 유

지하면서 대량의 하위 개체(이메일 메시지,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를 포함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71) 그런데 이러한 컨테이너 파일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범죄와의 관련성을 따져 완전하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

렵다. 왜냐하면 컨테이너 파일의 용량에 비례하여 그 구조체 내부에는 수

천, 수만 개 이상의 상당량의 메시지나 레코드가 포함될 수도 있는데, 압수

수색 현장에서 이를 합리적인 시간 안에 분석하여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또한 기술적으로도 컨테이너 파일 안에 포함된 데이터를

선별하여 추출함에 있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전용 프로그램이나 장비, 전문

가의 조언 등을 현장에서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발견된 컨테이너 파일 자체를 파일 단위

의 개괄적인 방법으로 획득하고, 이를 안전하게 디지털 포렌식 분석실과

같은 제3의 장소로 운반한 후 전용도구나 장비를 사용하여 분석대상 컨

테이너 파일로부터 범죄와 관련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

적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개괄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완전하게 선별하는 것이 시간적․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지만

그러한 선별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컨테이너

파일 자체를 미리 확보하여 두는 방식을 의미한다.

71) 아카이브(Archive) 파일처럼 파일이나 메시지, DB 구조, 암호화 등을 지원하는 하위 

개체를 포함하도록 설계된 파일을 일명 ‘컨테이너(Container) 파일’이라고 부른다. 

(고원봉 역, 오픈소스툴을 이용한 디지털 포렌식, BJ퍼블릭, 2012년, 2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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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제3유형 : 현장에서의 개괄적 선별 조치 후 현장 외에서의 완전 선별압수

<표13>의 ‘제3유형’에 관한 절차 개요도를 살펴보면, 압수수색 현장에

서 파일 단위로 개괄적으로 선별하는 경우에도 ‘제2유형’의 경우처럼 획

득하는 데이터에 대하여 진정성 및 무결성 등의 보장을 위한 기술적인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실무상으로는 ‘제3유형’의 대상이 되는 컨테이

너 파일들은 이미 완전하게 선별을 마친 일반 파일들과 함께 통합하여

이미징 하는 방법으로 획득을 하되, 개별 파일을 추출하거나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컨테이너 파일을 제외시키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컨테이너 파일이 포함된 증거이미지(1차 증거이미지)가 디지털포렌식

분석실과 같은 현장 외의 장소로 운반되면, 해당 증거이미지(1차 증거이미

지)에 대하여 해시값을 다시 계산한 후 이를 압수수색 현장에서 계산한

해시값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할 경우 컨테이너 파일이 포함

된 증거이미지는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DFIS)에 임시로 등록을

하고, 지정된 분석담당자는 이를 다시 자신의 워크스테이션으로 내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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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수자 또는 관계인의 참여하에 해당 컨테이너 파일을 추출한 후, 이를

디지털 포렌식 분석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검색, 정렬, 분류 등의 방법으로

선별하고, 그 결과물은 논리적 증거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작성(2차 증거이

미지)하여 피압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서명․확인을 받게 된다.

즉, ‘제3유형’의 경우 압수수색 현장이 아니라 현장 외의 장소에서 피압

수자 또는 관계인의 참여하에 완전한 선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완전하게 선별된 데이터는 반드시 그 과정에 대한 ‘선별 확인서’와 함께

논리적 증거이미지(2차 증거이미지)형식으로 재작성 되어 디지털수사통합

업무관리시스템(DFIS)에 재등록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3유형’에 해당하

는 압수수색의 경우,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DFIS)에는 현장에서

임시로 확보한 ‘1차 증거이미지’와 함께 현장 외의 장소인 디지털 포렌식

분석실에서 완전하게 선별하여 작성한 ‘2차 증거이미지’가 모두 등록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디지털 증거의 연계보관성(Chain of Custody) 확보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72)

그러나 증거이미지 데이터와는 다르게 이미 선별과정을 거친 개별 추

출파일들은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DFIS)이 아닌 별개의 네트워

크로 분리된 열람용 전용 시스템(IDEAS)에 등록을 하게 되고, 접근권한

을 부여받은 수사팀의 검사나 수사관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위 시스템

에 접속하여 열람을 하게 된다. 그 이후의 수사팀에 의한 탐색․복제․

출력 등의 내부행위는 ‘제2유형’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72) 이렇게 ‘2차 증거이미지’를 추가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1차 증거이미지’와 함께 2

개의 증거이미지가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선별압수’ 원칙의 취지를 고려하면 무관정보가 섞여 있는 1차 증거이

미지는 삭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선별된 데이터가 원본 그대로가 아닌 

다른 형식의 포맷으로 변환되는 등 데이터의 추출과정 자체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1차 증거이미지’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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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유형 : 현장에서의 원본 보존 조치 후 현장 외에서의 완전 선별압수

‘범행현장성’을 결여한 디지털 증거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현장에서 ‘제

2유형’과 ‘제3유형’의 방식을 적용하는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유형’의 압수방식을 준용하여 현장에서 일반압수에 준하여 정보시스

템 또는 저장매체 원본이나 이에 상응하는 복제본을 임시로 획득하여 보

존 조치하고, 이를 현장 외의 장소로 옮겨 와 ‘제3유형’의 방식에 따라

범죄사실과 관련된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압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압수수색 현장에서 피압수자의 스마트폰을 확보

한 경우이거나 일부 CCTV와 같이 하드웨어 의존성이 강한 특수한 용도

의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73)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에는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SNS 데이터, 전자우편, 디지털 사진, 인터넷

접속 내역 등 범죄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

하고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를 완전하게 또는 개괄적으로 선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데이터의 경우 대부분의 데이터가 데이터

베이스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형식의 데이터는 암호

화되어 저장되는 경우가 많고, 버전의 업데이트 주기도 일반적인 컴퓨터

에 비하여 상당히 짧은 관계로, 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에 대한 구

조 분석과 관련 분석 프로그램의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전제되어야 하며,

또한, 물리적인 하드웨어 자체에 대한 의존성마저 매우 높아 저장매체만

을 해당 디지털 증거에서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압

73) 하드웨어 의존성이 강한 제품의 경우, 그 내부에 저장된 데이터만을 분리하여 압수

할 때 분석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물리

적으로 원본 그대로 압수하되, 피압수자가 참관하는 가운데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방

식으로 데이터의 내용을 확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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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색 현장에서 범죄와 관련된 정보만을 완전하게 선별하거나 개괄적으

로 컨테이너 파일 자체만을 추출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스마트폰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분석 전용장비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현재까지 압수수색 현장에

서 최신 모바일 제품군을 대상으로 범용으로 지원 가능한 모바일 전용

분석 장비는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그러한 장비가 존재한다고 하

더라도 이미징이나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 오히려 분석시

간의 지연으로 인해, 피압수자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마저도 있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 실무에서는 스마트폰과 같이 하드웨어에 대한

의존성뿐만 아니라 암호화 비율이 높거나 신제품 출시 및 버전 업데이트

의 주기가 짧으며, 저장 공간이 일반적인 컴퓨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아 과거에 삭제한 데이터가 덮어씌워질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의 현장에서 선별을 행하는데 있어 시간적․기술적인

어려움이 상당하기 때문에 <표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유형’에 상응

하는 방식으로 물리적인 원본 자체를 획득하여 보존 조치한 후, 현장 외

의 장소인 디지털 포렌식 분석실로 옮겨 와, ‘제3유형’의 방식을 적용하

여 압수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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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제4유형 : 현장에서의 원본 보존 조치 후 현장 외에서의 완전 선별압수

제4장 실습 데이터를 통한 사례 분석

제1절 의의

본 논문에서는 ‘범행현장성’ 이라는 속성을 기준으로 디지털 포렌식 수

행절차를 이원화하고, 세부적으로는 현장에서의 ‘완전 선별 가능성’과 ‘개

괄적 선별 가능성’이라는 기준을 포함하여 모두 4개의 유형별 절차 모델

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모델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와 전국 10

개 거점청 디지털포렌식팀74)에 의해 축적된 복잡․다양한 실무 례를 기

반으로 하여 설계된 것이다.

74) 대검찰청 산하 서울고검, 부산고검, 대구고검, 광주고검, 대전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

남부지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창원지검에 디지털 포렌식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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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이러한 실제 디지털 포렌식 현장에서의 복잡․다양한 실

무 례를 반영할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와 예제용 증거이미지 데이터를

소개하고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범행현장성’에 따른 디지털 포렌식 절차

모델을 실습하여 그 결과를 논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가상의 시나리오와 예제용 증거이미지 데이터는 <표15>와 같다.75)

<표15> 가상 시나리오와 예제 데이터 출처

제2절 사례 분석

Ⅰ. 해킹사건(Hacking Case)

1. 개요

75) 해킹사건용 실습데이터(Hacking Case)는 미국의 NIST(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The 

CFReDS Project에서 제공하는 공개용 실습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디지털 

포렌식 실습을 위하여 임의로 작성된 데이터이다.(참조 URL : www.cfreds.nist.gov). 

영업기밀유출사건용 실습데이터(M57-Jean Scenario)는 미국의 NPS Corpus에서 제공

하는 공개용 실습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위 기관에서는 컴퓨터 포렌식 도구를 테스트하기 위

해 디스크 증거이미지를 임의로 생성하여 제공하고 있다.(참조 URL : www.digitalcorpora.org) 

회계부정사건용 실습데이터(Enron Case)는 미국에서 실제로 발생하였던 Enron사 회계부정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로 사용되었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위 증거데이터는 연구개발과 학술적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모두 제거한 채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참조 URL : www.enrondata.org). 뇌물사

건용 실습데이터는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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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해킹사건에서 공격에 이용되거나 피해를 당한 정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범행현장성'이 매우 강한 경향이 있다. '범행현장성'

이 있는 정보시스템이나 디지털 증거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본 또는 그에 상

응하는 복제물을 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킹사건(Hacking Case)은 압

수수색 현장에서 원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복제본을 압수하는 경우에 관한

예제 데이터로서, 그 가상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2004. 9. 20.경 해킹 혐의자인 Grep Schardt(별명: Mr. Evil)의 자동차 안에서 혐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노트북 1대가 압수되었다. 수사기관은 혐의자의 직장 동료로부터 혐의자가 무선 

AP가 설치된 지역의 인근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주차시킨 다음, 인터넷 트래픽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번호나 계정명 또는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둔 상태이다.

2. 현장에서의 유형별 디지털 포렌식 절차 모델의 적용

피의자의 차량 안에서 발견된 노트북 컴퓨터는 해킹 행위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당해 사건에 있어서 '범죄현장'으로서의 기능을 한다.76)

따라서 현장에 임하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은 <사진1>와 같이 차량

의 내부와 노트북 컴퓨터의 동작여부, 그 증거가 위치하고 있는 상태 등에

대하여 사진 촬영을 하고, 피의자로부터 해당 컴퓨터의 사용 여부와 용도

등 필요한 소정의 사항을 청취한 후 기록하여 둔다. 이때 만약 컴퓨터가 켜

져 있는 상태라면 현재 동작중인 프로세스를 확인한 후 화면 캡쳐 또는 사

진 촬영을 하여 두거나, 필요한 경우 메모리 덤프77)를 하여야 한다.

76) 물론 이러한 ‘범행현장성’에 관한 사항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충분히 소명되어

야 할 것이다. 
77) 여기서 ‘메모리 덤프(Memory Dump)’란 물리적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휘발성 정

보를 하드디스크와 같은 보조기억매체로 저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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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 자동차 안에서 트래픽 가로채기78)

이 사건의 경우에서도 그렙 차드(Grep Schardt)의 동료의 진술이 미리

확보된 상태이고, 피의자의 자동차 안에서 발견된 노트북 컴퓨터도 동료

의 진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해킹 공격에 이용된 컴퓨터는 피의자

의 범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범행 현장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하

기 때문에, 해당 노트북은 원본 그대로 압수하여야 하며, 압수된 원본은

봉인하고, 그 과정은 모두 사진 촬영하거나 기록을 한 후, 피압수자로부

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만약 해킹에 이용된 정보시스템이 불특정 다수

인에게 합법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버인 경우에는 제3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본을 압수하기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복제본을 압수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위와 같이 현장에서 압수한 노트북 컴퓨터는 전통적인 압수수색의 절

차와 방법에 따라 피압수자 또는 관계인의 참여하에 집행을 하게 되며,

압수물 교부 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78) 사진 출처 : http://www.netstumbler.org/stumbling-setups/show-your-

wardriving-kit-t12698-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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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외에서의 유형별 디지털 포렌식 절차 모델의 적용

현장에서 압수한 노트북 컴퓨터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실로 안전하게

운반한 후,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하

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노트북에서 분리하여 분석용 워크스테이션에 연결

한다. 이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분석용 워크스테이션 사이에는 쓰기

방지장치를 두어 원본 하드디스크의 무결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이러한

전체 과정은 CCTV 등으로 녹화하여 둔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은 위 원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된

데이터를 E01이나 DD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이미지 파일의 형식

으로 작성하고 전체 증거이미지에 대한 해시값을 계산하여 두어야 한다.

<그림2>는 EnCase V6 라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증거이미지에 대한 디바이스 정보와 해시값을 보여준다.

<그림2> 증거이미지의 디바이스 정보 (도구: EnCase V679))

이 사건의 분석요구사항은 첫째, 압수된 노트북이 혐의자의 것인지 여

부, 둘째, 압수된 노트북이 해킹 공격에 이용되었는지 여부, 셋째, 해킹으

79) Guidance Software 사에서 제작하여 판매하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 솔루션이다.



- 67 -

로 인하여 획득된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디지

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은 관련 증거이미지를 디지털 포렌식 분석 프로그

램에 추가하여 파일시스템(File System)과 윈도우 아티팩츠(Artifacts)80)

를 확인한 다음, 분석요구사항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각각의 항목에 대한

관련 데이터의 존부를 살펴보고, 데이터가 발견되었거나 복원되었을 경

우, 해당 데이터가 생성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사건의 전반

적인 내용을 재구성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도 자동차 안에서 발견된 노

트북의 주된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압수된 노트북을 이용하여 해킹

행위를 하였음을 추정할 만한 프로그램이나 관련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만약 이러한 데이터가 발

견되거나 복원된다면 이는 노트북 사용자가 해킹을 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다.

<그림3>에서보듯압수된노트북사용자의이름(Grep Schardt)은윈도우레지스트리정

보(C\WINDOWS\system32\config\software\NTRegistry\$$$PROTO.HIV\Microsoft\Windows

NT\CurrentVersion\RegisteredOwner)에서확인되었고, <그림4>에서는윈도우시스템에로

그온한계정의이름이Mr. Evil(Grep Schardt의별명임)인것으로추가적으로확인되었다.

80) 윈도우 아티팩츠(Window Artifacts)란 윈도우 운영체제가 설치되고 동작하면서 생

성되는 디렉터리와 파일의 흔적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써, 윈도우 포렌식에서는 반드시 

분석해야 할 필수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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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컴퓨터 사용자 이름 (도구: EnCase V6)

<그림4> 사용자 계정명 (도구: EnCase V6)

압수된 노트북이 해킹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노트북에 어떠한 프로그

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다. <그림5>와

같이 프로그램 파일(Program files)폴더 아래에서 ‘이더리얼(Ethereal)’ 외

5개의 해킹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설치파일이 발견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실행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실행한 날짜

를 프리페치(Prefetch)81)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었는데, <그림6>

에서 처럼 네트워크상의 패킷을 가로채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 Ethereal

의 경우에는, 2004. 8. 28. 12:34경에 마지막으로 실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81) 프리페치 파일(Prefetch)은 윈도우 운영체제가 시스템의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팅에 

이용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동작하는데 필요한 코드를 특정한 위치(C:\Windows\Prefetch)

에 저장해 둔 것을 말한다. (고원봉 역, 윈도우 포렌식 분석 툴킷, BJ퍼블릭, 2012.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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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프로그램 설치폴더 분석 결과 (도구: EnCase V6)

<그림6> Prefetch 분석 결과 (도구: EnCase V6)

또한 위 노트북 관련 증거이미지에서는 사용자 프로파일 폴더 아래에

확장자를 부여하지 않은 의문의 데이터(파일명 : interception)가 발견되

었는데, 이를 네트워크 패킷 분석 전문 프로그램인 WireShark82)로 분석

한 결과, 아래의 <그림7>과 같이 192.168.254.2(Windows CE Pocket

PC)에서 207.68.147.248.(http://mobile.msn.com)로 접속하는 타인의 통신

내역을 가로챈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82) 네트워크 분석 도구이다. www.wireshark.org/download.html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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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네트워크 패킷 분석 화면 (도구: Wireshark)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은 위 분석결과를 근거로 하여 '분석보고서'

를 작성하고 소정의 결재를 득한 후,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고, 수사팀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위 시스템에 접근하

여 열람을 하게 된다.

4. 소결

이 사건의 경우, 혐의자의 자동차 안에서 발견된 노트북 컴퓨터는 범

죄의 유형과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해당 디지털 증거에

범행 현장으로서 속성을 부여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해당 디지털 증거는 당연히 원본 그대로 압수되어야 하고, 압수수색 현

장에서 피압수자에게 '압수물 목록 교부서'를 교부하고 위 물건을 획득

함으로써, 압수수색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압수된 노트북은 안전하

게 봉인된 채로 디지털 포렌식 분석실로 운반되어야 하고, 분석을 위하

여 봉인을 해제하는 등 기술적인 모든 조치사항은 기록되어야 하며, 인

수인계되는 모든 과정은 연속적이어야 한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은 디지

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의 지식과 기술 및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가설과



- 71 -

실습 및 검증이 연속되는 과학적 지식활동의 총합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압수자의 참여권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Ⅱ. 영업기밀유출사건(M57-Jean Case)

1. 개요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일반범죄에서 디지

털 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은 범죄와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일종의 '저

장공간'으로서의 기능에 한정되기 마련이다. 해킹사건에서의 피해시스템과

공격시스템처럼 범행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거나 범행의 필요적 도구로

써 사용되었거나, 기타 정황상 범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이 명백한 경

우에는 당연히 원본 그대로 압수하여야 하나, 비밀장부를 넣어둔 금고처럼

디지털 증거가 단순히 일종의 자료의 '보관함'에 불과한 경우에는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선별하여 획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소개하고

자 하는 M57-Jean Case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범죄와 관련된 데이터만을

선별적으로 추출하여 이를 압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그 가상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2008. 7. 22.경 M57.Biz사의 기밀문서(핵심 인력의 신상명세와 급여 관련 문서)가 유출되었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회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었다. 혐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가운데 위 회사 사무실내의 인사 및 재무관련 부서의 모든 컴퓨터가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고, 

인사부 직원인 Jean의 업무용 노트북 1대도 압수수색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2. 현장에서의 유형별 디지털 포렌식 절차 모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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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7.biz사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Jean의 노트북 컴퓨터는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가 존재하고 있을 개연성은 있지만, 압수수색 당시에 드러난 범죄

사실 만으로는 해당 노트북에 ‘범행현장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

다. 왜냐하면 Jean의 노트북은 범행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거나 범행의 필요

적 도구가 아니었으며, 기타 정황상 명백하게 범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고 할 근거도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Jean의 노트북에는 개인의 사

생활에 관한 정보나 소속된 회사의 또 다른 영업 기밀에 관한 정보가 존

재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압수수색영장은 유출된 기밀문서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포함하여 혐의자가 해당 기밀문서를 경쟁회사로 임의

로 유출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발부되어진 상태이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은 이와 같이 특정된 전자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혐의자의 디지털 증거로부터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고, 이렇게

선별된 데이터만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게 된다.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선별할 때에는 우선 해당 컴퓨터의 사용자를

특정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띄워져 있던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실행

화면을 사진 촬영하거나 기록하며, 시스템의 시각과 현재 실생활에서의

시각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다음, 비로소 구체적인

선별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아래의 <그림8>은 윈도우의 시스템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컴퓨터의 사용자와 윈도우 운영체제의 설치시각 등을 확

인하는 과정으로서, 이러한 기록은 문서파일의 작성자 특정을 위한 기초

자료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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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System 정보 분석 화면 (도구: CFT Lab83))

선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도구에 의한 자

동 선별, 파일이름 기반 선별, 파일의 MAC 타임 기반 선별, 파일의 타입

(Types) 기반 선별, 키워드 선별, 인덱스 선별 등 다양한 유형의 선별 기

법을 압수수색 현장의 상황에 맞게 순차적으로 또는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아래의 <그림9>는 문서파일과 압축파일을 대상으로 파일 이름에

'M57'을 포함하고 있는 것만을 선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9> 파일 이름 기반 선별 (도구: CFT Lab)

83) 대검찰청 등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다수의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포렌식 도구로 사용하

고 있는 국가용 디지털 포렌식 통합솔루션이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개발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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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에는 '문서파일'을 대상으로 우선 선별을 한 결과, 360개의

문서파일이 발견되었고, 파일이름 기반 선별을 통해 유출된 문건으로 보이는

'm57biz.xls' 파일이 발견되었다. 또한 파일타입 기반 선별을 활용하여 이메

일 박스 2개를 추가로 발견하고, 각각의 메일박스를 수색한 결과, <그림10>

과 같이 Jean계정 아래에 위치하는 이메일 박스84)에 269개의 이메일 메시지

가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2008. 7. 20.경 Jean이 회사동료에게

'm57biz.xls'파일을 첨부하여 보낸 이메일 메시지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디지

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은 위 이메일과 연관된 다른 이메일 메시지를 함께 추

출하고, 이를 위 엑셀파일과 함께 논리적으로 이미징 하여 획득하게 된다.

<그림10> 이메일 선별

현장에서 선별이 완전하게 종료되면, 이를 신뢰할 수 있는 논리적 증

거이미지 포맷으로 압축하고, 증거의 무결성을 담보하기 위해 해시값을

계산한 다음, 이러한 전체 획득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현장조사 보고

서'에 그 내역을 현출시켜 참여한 피압수자나 관계인으로부터 서명․확

인을 받는다. '현장조사 보고서'에는 일반적으로 조사자에 관한 사항, 피

조사자에 관한 사항,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 조사 대상 시스템이나 저장

84) 아웃룩 이메일박스 위치 : C:\Documents and Settings\Jean\Local Settings\Application

Data\Microsoft\Outlook\outlook.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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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관한 사항, 운영체제의 설치나 프로그램 설치에 관한 사항, 실행

중인 프로세스 정보에 관한 사항, 데이터 선별에 관한 사항, 획득된 결과

에 관한 사항, 해시값과 데이터 선별에 관한 설명문, 참여한 피압수자 또

는 관계인의 자필 서명 등을 포함한다.

위와 같이 획득된 논리적 증거이미지 파일은 현장 외로 이동하여 디지

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종료하는 경우, 압수물 목록에는 'Jean의 노

트북에서 추출한 증거이미지 1개'라고 기재한 후, 이를 피압수자나 관계

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아울러 위 증거이미지 파일에 포함된 전자정보

에 대한 상세목록도 제공하여야 한다.

3. 현장 외에서의 유형별 디지털 포렌식 절차 모델의 적용

현장에서 선별하여 압수한 논리적 증거이미지 파일은 <그림11>과 같

이 해시값을 재계산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한 다음, 디지털수사통

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된다. 한편 현장에서 선별하여 추출한

'm57biz.xls'엑셀파일과 이메일 파일은 수사팀에서만 열람 가능하도록

별도의 네트워크에 구축된 전용 시스템에 업로드 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장 외의 제3의 장소로 옮겨진 이후의 수사팀에 의한 열람과 복사, 출

력 등의 행위는 수사기관의 내부행위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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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해시값 검증 과정 (도구: CFT Field85))

4. 소결

압수수색 시점에 드러난 범죄사실 만으로는 범행과 Jean의 노트북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압수수색 대상 전자정보만

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유출된 문건과 관련된 이메

일 메시지가 사실상 압수수색의 주된 목적이 되었다. 또한 Jean의 노트북

컴퓨터는 회사의 자산이었고, 해당 디지털 증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건은 물론 회사의 다른 영업 기밀에 관한 전자정보도 존재할

개연성이 있었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된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선별하여 압수할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이미 현장에서

선별적으로 추출하여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하여 현장 외의 디지털 포렌

식 분석실로 운반하는 행위, 수사팀의 열람을 위한 전용시스템에 업로드

하는 행위, 그 이후의 수사팀의 열람 등의 행위는 수사기관의 내부행위로

85) 대검찰청 등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다수의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전용 디지털 포

렌식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용 디지털 포렌식 현장수사도구이다. 국가보안기술연

구소에서 개발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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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참여권 보장에 관한 문제도 그러한 연장선에서 합

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Ⅲ. 회계부정사건(Enron Case)

1. 개요

비자금 조성이나 회계부정 등 기업범죄의 경우, 압수수색 대상자나 압

수수색의 목적물이 일반 주거지나 소규모의 사무실에 비하여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규모가 매우 방대하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에 있어

서도 기업범죄의 경우에는,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선별 문제 등 압수수

색의 기술적인 측면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전

산자료는 인사, 재무, 회계 등 기업의 모든 자원을 대상으로 중앙에서 데

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형태로 관리되기 마련인데, 보통 전자우편과 전자

결재, 회계 및 재무와 관련된 ERP 시스템86)이 주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 2000년대 초반에 미국과 세계경제에 큰 파급을 주었던 Enron사87)

의 회계부정 사건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회계조작과 관련된

주요 문서를 고의적으로 파기하는 등의 증거인멸 정황까지 확인되었는

데, 그 단서는 바로 다수 직원들로부터 압수한 이메일 자료에 있었다. 본

시나리오에 사용된 이메일은 과학기술적인 차원에서 연구용으로 공개된

86)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이란 기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기업 

내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출처 : 두산백과)
87) 1985년 휴스턴내추럴가스(Houston Natural Gas)와 인터노스(InterNorth Corporation)

의 합병으로 탄생하였다. 설립 15년 만에 미국과 유럽 거래 에너지의 20%를 담당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2001년 말에 회사가 수년간 차입에 의존한 무리한 신

규 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이를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해 왔음이 드러

났다.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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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88)로서, 개인정보는 모두 제거된 상태이다.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2001년 말 엔론(Enron)은 1,010억 달러의 매출액을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엔론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아더 앤더슨(Arthur Andersen)이 엔론의 회계부정을 

감추기 위하여 2001년 10월경부터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관련 문서를 파기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잡고, 위 회사의 메일서버에 저장된 다수 직원들의 이메일 박스를 압수하였다.

2. 현장에서의 유형별 디지털 포렌식 절차 모델의 적용

이 사건 시나리오에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은 회계조작과 증거인

멸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130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사용한

이메일 박스 190개(전체용량 : 약 50GB)를 수색하고 범죄와 관련된 자료

를 압수하게 된다. Enron사는 사내 이메일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내 이메일 시스템은 범행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거나

범행의 필요적 도구가 아니며, 기타 정황상 명백하게 범행과 불가분의 관계

에 있다고 할 근거도 미흡하였으므로 ‘범행현장성’이 없는 디지털 증거로

분류할 수 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은 압수수색 대상으로 구분된 이메일 박스

190개에 대한 '미리보기'를 수행하여, 각각의 이메일 박스에 포함된 개별

이메일 메시지의 개수가 127만 여개에 이를 정도로 방대함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인덱스 검색, 키워드 검색 등의 방법으로 선별을 하기 보다는

이메일 박스 자체를 개괄적으로 먼저 획득한 후, 전문적인 장비와 시설

이 갖추어진 디지털 포렌식 분석실로 안전하게 운반하여 소정의 등록절

88) 실습용 이메일 박스는 https://enrondata.readthedocs.io/en/latest/에서 다운로드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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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거친 다음, 피압수자나 관계인의 참여하에 선별을 계속하기로 한다.

아울러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은 190개에 이르는 이메일 박스를 대상

으로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포렌식 이미징 처리(1차 증거이미지)를

하고, 데이터의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해시값을 미리 계산하여 둔다.

이때 피압수자나 관계인에게 디지털 포렌식 분석실에서의 선별 과정과

참여권 행사에 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필요하다면 문서화된 '확인서'

를 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12> 포렌식 이미징 준비 (도구: FTK Imager89))

3. 현장 외에서의 유형별 디지털 포렌식 절차 모델의 적용

디지털 포렌식 분석실로 운반된 증거이미지 파일은 디지털수사통합업

무관리시스템에 소정의 사항을 등록하고, 해당 증거이미지 파일에 대해

서는 해시값을 재계산하여 데이터의 무결성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이때

만약 피압수자나 관계인이 참관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해시값의 일치 여

부를 직접 확인시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사건 시나리오에서의

이메일 데이터는 전체 용량이 약 50 GB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였다. Nuix

89) FTK Imager는 AccessData 사의 디지털 증거 획득 전문도구이다. AccessData 사

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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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90)을 이용하여 8시간 39분에 걸쳐 색인 작업을 수행한 결과, 전

체 이메일 메시지의 개수는 약 75만 여개, 첨부파일 등을 포함할 경우 총

127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약 이와 같은 방대한 분량의 데

이터를 압수수색 현장에서 처리하여 선별을 시도하였다면 압수수색이 장

시간 지연됨은 물론이고 피압수자 측의 사생활과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

을 초래하였을 것임이 틀림이 없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은 아래의 <그림13>과 같이 색인된 결과물에

대하여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여, Enron이 SEC91)로부터 회계부정에 관하

여 조사를 받고 있던 와중에서도, 직원들에게 조사와 관련된 기밀 문건이

나 컴퓨터 파일을 파기하라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된 이메일 메시지는 선별적으로 추출된 후, 이를 신뢰할 수 있는

논리적 증거이미지 파일 포맷(2차 증거이미지)으로 작성하고, 해당 논리적

증거이미지 파일에 대하여 해시값을 계산한 다음, 참관한 피압수자나 관계

인으로부터 서명․확인을 받는다.

<그림13> 인덱싱 결과에 대한 키워드 검색 (도구: Nuix)

90) 호주의 Nuix사에서 개발하여 판매하는 소프트웨어로서,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색인과 

시각적인 분석모듈을 제공한다. 특히 대용량의 이메일 박스를 분석할 때 유용하다.
91)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미국의 증시를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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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차 증거이미지 파일과 각각의 선별된 이메일 메시지는 디지털 포

렌식 전문수사관에 의해 디지털통합업무관리시스템과 수사팀을 위한 열

람용 시스템에 각각 등록되어 지는데, 이러한 열람용 시스템에는 오직

수사팀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사팀에서의 열람용 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등록된 파일에 대한 열람, 복사, 출력 등의 행위는 압수수색

이 종료된 이후의 수사팀의 내부행위에 불과하다.

4. 소결

‘범행현장성’의 측면에서 볼 때, Enron사의 이메일 시스템은 범행의 직

접적인 대상이 되거나 범행의 필요적 도구가 아니며, 기타 정황상 명백하게

범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근거도 부족하였으므로 ‘범행현장성’이

없어 선별압수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완전하게 선별

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메일 박스나 데이터베이스

파일과 같이 대용량 아카이브(Archive) 데이터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현

장에서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완전하게 선별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또

는 시간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글 워드문서, MS 오피스

문서와 같이 일반적인 파일의 경우 '파일이름'만으로도 해당 문서의 내

용을 경험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반면, 이메일 박스나 데이터베이스 파일

은 그 방대한 내용과 복잡한 데이터 구조로 인하여 '파일이름'만으로는

현장에서 범죄와의 연관성을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오

늘날 실무적으로는 해당 아카이브 파일 자체를 개괄적인 방식으로 획득

하고, 이를 수사기관의 분석실 등으로 운반한 다음 전문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그 내용을 열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향후 대용량 아카이브 데이터에 대한 압수현장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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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장에 임하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

은 이러한 시간적, 기술적인 어려움과 개괄적 획득에 대한 피압수자의

이해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으며, 현장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최종적으

로 선별을 거쳐 압수수색을 종료할 때 까지 피압수자의 참여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Ⅳ. 뇌물사건(Smart Phone Case)

1. 개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증거의 경우, 하드웨어 의존성이 매우 강하기 때

문에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거를 직접 동

작시켜서 압수수색 대상인 전자정보를 열람하거나 아니면 그 증거를 지원

하는 별도의 특수한 하드웨어 장치나 전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보다 과

학적인 방법으로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컴퓨터나 서

버와는 대조되는 것으로, 개인용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컴퓨터 또는 서버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해당 증거가 동작중인 상태에서 또는 저장매

체만을 분리하여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개괄적으로 혹은 완전하게 선

별하여 해당 전자정보만을 압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반면, 스마트

폰과 같은 모바일 증거는 저장매체를 분리하는 것이 증거손상의 위험을 초

래하고, 선별 및 분석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용 하드웨어장치나 소프트웨어

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당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이미징 처

리를 한 후, 그 결과물로 생성된 증거이미지 파일을 대상으로 선별작업을

하는 것이 현재의 실무 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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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시나리오에 사용된 스마트 폰은 가상의 뇌물사건의 용의자가 과

거에 한두 번 사용한 적 있는 것으로서, 현재는 그의 가족이 사용 중인 것

을 압수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년 5월경 00시청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인 홍길동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주)가나건설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받고 인허가를 용이하게 해 준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주거지 

압수수색과정에서 스마트폰 1개가 혐의자의 침실에서 꺼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피압수자는 

해당 스마트폰에 대하여 "피압수자의 아들이 사용하고 있던 스마트폰인데, 자신도 과거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라고 진술하였다. 

2. 현장에서의 유형별 디지털 포렌식 절차 모델의 적용

우선 피압수자의 주거지내 침실에서 발견된 스마트폰은 피압수자가 자

신의 아들이 사용하던 것이라고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압수자가 사용

하였을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위 스마트폰은 뇌물죄에 있어

서 범행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거나 범행의 필요적 도구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며, 기타 정황상 명백하게 범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이유도 없

으므로 선별압수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경우 현장

에서 완전히 선별하거나 개괄적인 방식으로 컨테이너 파일을 확보하는 것이

시간적․기술적으로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원본 그대

로 보존조치한 후 현장에서 외부로 반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은 스마트폰이 발견된 위치를 사진촬

영하고, 스마트폰의 외관과 모델명, 시리얼 넘버, 제조일자 등을 확인한 후

이를 사진촬영하거나 기록하여 둔다. 또한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해당 스마트폰이 자신의 아들이 사용하던 것이었으나 자신도 일부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바로 사용 경위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할 필요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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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은 꺼진 상태 그대로 안전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압수물 확

인지'와 '압수물 봉인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피압수자로 하여금

서명․확인하게 한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은 봉인된 스마

트폰을 현장 외의 장소인 수사기관의 분석실로 운반한 후 이미징 절차와

분석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수사팀이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열

람할 수 있도록 처리될 예정임을 피압수자에게 설명하게 되는데, 이때

피압수자의 참관의사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피압수자가 디지털 포렌식 분석실에서의 이미징 및 분석절차에 참

여할 의사를 피력하였다면,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은 참관예정일시와

장소를 고지하고, 이에 관한 '참관여부 확인서'도 징구하여야 한다.

3. 현장 외에서의 유형별 디지털 포렌식 절차 모델의 적용

압수수색 현장에서 획득한 스마트폰이 디지털 포렌식 분석실로 인계되

면 봉인을 해제하고, 모델명과 시리얼번호 등을 '압수물 확인지'와 '참관

여부 확인서'의 기재사항과 비교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이 건의

경우 제조사는 LG전자이고 모델명은 F410S이며, 해당 디지털 증거는

<그림14>와 같이 MD-Extractor를 이용하여 전체 이미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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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스마트폰에 대한 이미징 (도구: MD-Extractor92))

이미징이 완료된 후,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은 해당 증거이미지 파

일을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고, 그 사본을 자신의 분

석용 워크스테이션으로 내려 받은 다음, 탐색하고자 하는 전자정보의 유

형을 결정하고, 관련 정보를 선택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이때 이미징을

수행하는 전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하거나 사진을 촬영하고, 필요한 정보

는 기록하여 두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에 대한 분석은 일반적으로 자동

화된 분석모듈을 사용하여 전체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색인한 후 이를 자

동화된 보고서의 형태로 작성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그림15>는 위

시나리오에서 확보된 스마트폰의 증거이미지를 대상으로 기본정보와 문

자메시지 및 SN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15> 스마트폰에 대한 분석결과 (도구: Final Mobile Forensics93))

92) ‘한컴지엠디’사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증거이미지 획득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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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정에 참여한 피압수자가 만약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전자정보를

자동화된 분석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도록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

를 직접 제외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팀의 관계자와 협의하

여 제외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의 경우, 범죄와 관

련된 전자정보에 관한 선별은 특정한 정보를 자동화된 분석보고서에 포함

시킬 것인지, 포함시키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분석이 완료되면,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은 피압수자나 관계인으로부

터 '참관확인서'를 징구하고, 보고서와 첨부파일은 수사팀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전용시스템에 등록한다. 이러한 경우 압수수색의 집행은 '참관확인서'를

징구하는 때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후의 수사팀에 의한 열람,

복사, 출력 등의 일체의 행위는 수사기관의 내부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4. 소결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증거의 경우, 범죄와 관련된 다량의 전자정보

가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범죄수사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압수수색과 분석의 대상이 된다. ‘범행현장성’의 측면에서 살

펴보면, 위 사건의 압수대상인 스마트폰의 경우, 뇌물죄와 같은 일반범죄

에서 범행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거나 범행의 필요적 도구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부족했고, 기타 정황상 명백하게 범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지

도 않았기 때문에 선별압수의 대상이 되었다.94)

93) FMF(Final Mobile Forensics)는 국내의 ‘파이널데이터’사에서 개발하여 판매하는 

스마트폰 분석 전용 소프트웨어이다.
94) 만약 영장청구전의 수사 과정에서 가령 ‘혐의자가 특정한 스마트폰으로 뇌물 공여를 

약속한 문자를 발송하였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영장에 그러한 내용이 포

함되어 있다면 ‘정황상 명백하게 범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보아 해당 디지

털증거에 대하여는 ‘범행현장성’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 87 -

실생활에 있어서의 스마트폰의 다양한 용도를 고려하면 위 스마트폰에

저장된 다량의 전자정보 가운데 대부분의 정보는 사실상 범죄사실과 무

관한 정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스마트폰이 실생활에 있어서 차

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 현장에서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

보만을 스마트폰으로부터 신속하게 분리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

다. 다만 현재의 기술적 수준으로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선별적 압수수색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실무에서는 USIM

칩을 제외한 스마트폰을 원본 그대로 압수하고, 현장 외의 장소인 디지

털 포렌식 분석실로 신속히 운반한 후 지체 없이 이미징 처리를 하여 관

련된 전자정보만을 선별해내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에는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스마트폰에 대한 선별적 압수수색 기법에 대

한 연구와 관련 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5장 제도적 개선방안

제1절 형사소송법

Ⅰ. 의의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106조 제1항에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

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

으로 사료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디지털 증거에 대

해서는 제106조 제3항 본문에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

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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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선별에

의한 압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기술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제106조 제3

항 단서에 따라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

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

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원본에 의한

압수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실무에서도 범죄와의

관련성과 압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데이

터 선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 현장은 안정된 분석실과는 달리 매우 역동적이며 수많

은 변수와 돌발적 상황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규

제하고 있는 압수수색의 요건과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방법의 제한

사항 만으로는 복잡하고 다양한 실무 례를 모두 포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법과 실무 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디지털 시대에

상응하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증거분석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Ⅱ. 개정안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입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조항은 제106조 제3항

이라고 할 수 있다. 제106조 제3항의 본문은 선별압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106조 제3항 단서 조항은 원칙적 선별압수에 대한 예외 조항

으로서, 압수수색 현장에서 기술적 또는 시간적인 이유로 압수할 데이터

에 대한 선별이 불가능하거나 '범행현장성'이 있거나 수사방해의 흔적

등이 발견되는 것처럼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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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 적용 가능한 조항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이 단서 조항에서 언급된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예규

와 대법원 영장실무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 일관되게 예시하는 피압수

자의 비협조 또는 협조를 기대하기가 불가능한 사유, 삭제 또는 폐기된

정황, 피압수자의 영업활동 또는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사유 등과 구

분하여 새롭게 '범행현장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적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원본 또는 원본등가물을 압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해

킹사건에서의 공격 시스템이나 피해 시스템과 같은 '범행현장성'이 있는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도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

중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원본압수의 목적물로써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물리

적인 저장매체가 아니라 그것과 논리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는 디

지털 포렌식 증거이미지 자체도 압수의 목적물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의 본문과 단서에서 이러한 실무 례를

적극 반영하여 논리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복제본이라면 이를 압수의 목

적물로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개정안에서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의 방법과 관련하여, 본문에 현

행 법규와 동일하게 ‘(완전한) 선별적인 압수’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저장매체 또는 논리적으로 동일한 내용

의 복제본” 자체를 압수할 수 있거나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개괄

적으로 선별하여” 압수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이 예외

적인 상황 하에서는 장소의 이동을 통해 수사기관의 분석실 등 제3의 장

소에서 압수수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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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토대로 하여 <표16> 같이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16> 현행 법조문과 개정안 대조표

제2절 대검찰청 예규

Ⅰ. 의의

대검찰청 예규 805호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증거수집 및 분석 규

정’은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 및 법원의 영장집행실무를 포렌식 실무

에 반영하여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과 증거분석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대검찰청 예규에서도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선별

압수의 원칙과 예외적 상황에서의 원본압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현행규정 개정안

형사소송법 제106 [압수]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

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

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

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

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

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

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06 [압수]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

장매체 또는 논리적으로 동일한 내

용의 복제본(이하 이 항에서 "정보

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

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

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

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

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

수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

만을 개괄적으로 선별하여 압수할

수 있다.

신설 ⑤ 법원은 제3항 단서에 따른 경우,

장소를 이동하여 압수하거나 선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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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규정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들이 압수수색 현장과 증거

분석 등 일련의 디지털 포렌식 수행절차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더욱 구

체화시킨 일종의 실무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 제안하고

있는 ‘범행현장성’이 있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개괄적인

선별압수’에 대한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검찰청의 예규 제4조에는 “디지털 증거는 압수수색검증한 때로

부터 법정에 제출할 때까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20조에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무결성, 신뢰성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정보저장매체 등의 봉인해제, 증거이미지

파일로 복제, 디지털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은 사진으로 촬

영하는 등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무결성,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4조와 제20조는 디지

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조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고에서 제안하고 있는 유형별 압수수색을 모두 포괄

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Ⅱ. 개정안

현행 대검찰청 예규 805호에서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제

15조의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조항과 제19조의 디

지털 포렌식 분석실에서의 압수한 정보저장매체 등의 등록과 책임자 등

의 참여에 관한 조항이다. 또한 제4조의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에

관한 조항과 그것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제20조의 디지털 증거

의 무결성 유지 등을 위한 조치 규정도 개선의 대상이 된다.

우선 예규 제15조를 살펴보면, 이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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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실무에 적용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압수수색의 방법을 명시한 것

이다. 다만 위 규정은 ‘범행현장성’ 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원본압수를

비롯하여 본고에서 제안하고 있는 4가지 유형별 압수수색의 모델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법과 관련하여 제1항 본문에

제2유형(현장에서의 완전 선별압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단서 조항

에 제1유형(현장에서의 원본압수), 제3유형(현장에서의 개괄적 선별 조치

후 현장 외에서의 완전 선별압수), 제4유형(현장에서의 원본 보존 조치

후 현장 외에서의 완전 선별압수)에 해당하는 사유와 압수수색의 방법을

명문화하였다.

둘째, ‘범행현장성’이 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원본압수를 기반으

로 한 통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므로, 제7항에 현장 외의 장소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특히 현장 외의 분석과정에서는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셋째, 제6항을 신설하여 압수수색 현장에서 ‘개괄적 선별’을 한 후, 현

장 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완전 선별’하는 경우, 현장에서 획득한 개괄적

데이터에 대한 진정성 및 무결성 등에 대한 입증 방법을 제시하였다.

현행규정 개정안

대검찰청 예규 805호

제15조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

색․검증]

①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 등

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

여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

대검찰청 예규 805호

제15조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

색․검증]

①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 등

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

여야 한다.<제2유형> 다만, 정보저장매

체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제1유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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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 현행 법조문과 개정안 대조표

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압수․수

색 대상자 또는 책임자 등(이하 ‘책임

자등’이라고 한다)의 동의가 있는 때

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

4유형>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

보만을 개괄적으로 선별하여 압수

<제3유형>할 수 있다.

1. 범행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거나

범행의 필요적 도구로써 사용되었거

나, 기타 정황상 범행과 불가분의 관

계에 있음이 명백한 경우 <제1유형>

2.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

는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제3유형>

3.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

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4유형>

4. 압수수색 대상자 또는 책임자 등

의 동의가 있는 때

④ 제1항 단서의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을 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압수물 확인지를 작성

한 다음, 압수대상 정보저장매체 등에

부착하여 책임자등의 확인·서명을 받

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압수물 봉인지

를 이용하여 봉인한 후, 위 책임자등

으로부터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

우에는 다른 형식으로 봉인한 후 확

인·서명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의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을 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압수물 확인지를 작성

한 다음, 압수대상 정보저장매체 등에

부착하여 책임자등의 확인·서명을 받

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압수물 봉인지

를 이용하여 봉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책임

자등으로부터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

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형식으로 봉인한 후

확인·서명을 받을 수 있다.

신설 ⑥ 제1항 단서의 정보저장매체 등

을 개괄적으로 선별하여 압수․수

색을 행하는 경우에는 책임자등을

참여시키고, 개괄적으로 선별된 디

지털 증거에 대하여 해시값을 생성

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책임자등으로부터 확

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신설 ⑦ 제1항 단서의 경우, 장소를 이동

하여 선별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위 단서 제1호의 경우에는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현

장 외의 장소에서의 책임자등의 참

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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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예규 제15조 제4항과 제6항에서는 현장에서 원본 또는 그에 상

응하는 복제본을 압수하거나, 개괄적으로 데이터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는 경우 일정한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기존의 서식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사진2> 서식 제4호 개정양식

한편, 현행 대검찰청 예규 805호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제4호에서 ‘압수․수색․검증한 때로부터 법정에 제출하는 때까지’ 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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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제20조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정보저장매체

등의 봉인 해제, 증거이미지 파일로 복제,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

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무결성․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 실

무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기술적인 이유로 디지털 포렌식의 수행

과정에서 훼손이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연계보관성 또는 재연가능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제20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지털 증거의 진정

성․무결성․신뢰성 유지의 대상은 ‘개괄적으로 선별’하여 압수하는 경우

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

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 기록에 대한 열

람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도 신설됨이 바람직하다.

현행규정 개정안

대검찰청 예규 805호

제4조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

디지털 증거는 압수·수색·검증한 때

로부터 법정에 제출하는 때까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대검찰청 예규 805호

제4조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

디지털 증거는 압수·수색·검증한 때

로부터 법정에 제출하는 때까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유로 훼손 또는 변경

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전체과정

이 연계되어 있으며, 재연할 수 있

어야 한다.

제20조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

등을 위한 조치]

정보저장매체 등의 봉인 해제, 증거이

미지 파일로 복제, 디지털수사통합업

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은 사

진을 촬영하는 등 디지털 증거의 진

정성, 무결성,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

등을 위한 조치]

① 정보저장매체 등의 봉인 해제, 해

시값 검증, 파일 선별, 증거이미지

파일로 복제,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은 사진을 촬

영하는 등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무

결성,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② 디지털 증거를 취급하는 전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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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현행 법조문과 개정안 대조표

또한,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3유형의 압수수색의 경우, 압수수색

현장에서 ‘개괄적으로 선별’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를 현장

외의 장소로 옮겨 와서 피압수자 등의 참여하에 좀 더 상세하게 선별하

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필연적으로 압수수색 현장에서

가져온 ‘개괄적 증거이미지(1차 증거이미지)’ 이외에도 현장 외에서 완전

하게 선별을 거친 후의 ‘증거이미지(2차 증거이미지)’가 생성되기 마련이

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연계보관성과 재연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

서 제19조에 위 2차 증거이미지를 디지털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19> 현행 법조문과 개정안 대조표

정은 문서화하거나 전자적인 방식

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피압수자가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현행규정 개정안

대검찰청 예규 805호

제19조 [정보저장매체 등의 등록 및

책임자등의 참여]

① 제15조 제1항 단서의 압수·수색의

경우 및 제9조 제2항의 분석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 정보저장매체 등

의 봉인을 해제한 후 이에 기억된 정

보에 대하여 증거이미지 파일로 복제

하여, 이를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

스템에 등록하고, 대상 정보저장매체

등은 재봉인하여 지원요청자에게 인

계한다.

대검찰청 예규 805호

제19조 [정보저장매체 등의 등록 및

책임자등의 참여]

① 제15조 제1항 단서의 압수·수색의

경우 및 제9조 제2항의 분석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 정보저장매체 등

의 봉인을 해제한 후 이에 기억된 정

보에 대하여 증거이미지 파일로 복제

하여, 이를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

스템에 등록하고, 대상 정보저장매체

등은 재봉인하여 지원요청자에게 인

계한다. 다만 제15조 제6항의 경우

에는, 개괄적으로 선별된 디지털 증

거에 대하여 해시값을 검증한 후 이

를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

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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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현행 형사소송법 등 우리나라의 법제에서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

수색에 있어서 ‘선별압수’의 원칙과 예외적인 사정에서의 ‘원본압수’를 기

본으로 하여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범위와 방법을 제한하고 있

다. 이에 맞추어 검찰, 경찰 등 우리나라의 법집행기관에서도 그 취지에

맞도록 디지털 포렌식 수행절차를 개발하고 이를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

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은 피압수자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수사기관에 의

한 과잉압수의 위험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압수수색 과

정에서의 참여권 보장과 함께 디지털 포렌식 수행절차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원칙으로 받아들여졌고, 실무적으로도 압수수색의 방법과 절차를

법규에 맞게 개선하는 등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살인사건에서 발견된 변사체나 그 유류물처럼 디지털 포렌식

실무현장에서도 해킹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컴퓨터 시스템이나 공격에 이

용된 서버와 같이 원칙적으로 ‘원본’을 압수하여야 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참여권 보장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피압수자 등의 참

여 하에 선별을 거친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팀의 내부적인 검토과정마저

도 참여권을 계속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보다 실무적인 차

원에서의 논란이 계속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법원의 영장실무에서 압수수색 현장에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원본이나 원본에 상응하는 복제본을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는 별개로 영장청구전의 수사결과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단계에서부터 미리 ‘원본압수’를 해야 할 상황인지, 아니면 ‘선별압

수’를 해야 할 상황인지에 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취지하에 그러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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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기준으로 ‘범행현장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범행현장성’이란 압수수색 대상 증거가 범행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

거나 범행의 필요적 도구로써 사용되었거나, 기타 정황상 범행과 불가분

의 관계에 있음이 명백한 경우, 해당 디지털 증거에 ‘범행현장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의 원본을 원칙적으로 압

수하도록 하자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논지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범행현장성’에서 ‘선별압수 가능성’, ‘개괄적 선별조치

가능성’의 순서로 이루어진 단계별 압수수색의 방법에 관한 판단의 기준

과 그것을 기초로 한 4가지 유형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 모델을 제시하였

다. 여기서 ‘범행현장성’은 영장청구 단계에서부터 원본을 압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고, ‘선별압수 가능성’은 피압수자 등의 참여하에

현장에서 완전하게 선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며, ‘개괄적 선별

조치 가능성’은 현장 외로 반출할 때에만 완전한 선별이 가능한 상황에서

그 전체 데이터를 개괄적으로 선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이 각 단계별 판단기준을 조합하여 ‘현장에서의 원

본압수(제1유형)’, ‘현장에서의 완전 선별압수(제2유형)’, ‘현장에서의 개괄

적 선별 조치 후 현장 외에서의 완전 선별압수(제3유형)’, ‘현장에서의 원

본 보존 조치 후 현장 외에서의 완전 선별압수(제4유형)’ 방식으로 4가지

유형별 디지털 포렌식 절차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별 모델에

있어서의 참여권 보장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제1유형에서는 원본 또는

원본등가물을 현장에서 압수하는 시점까지, 기타 유형에서는 피압수자 등

의 참여하에 완전하게 선별이 이루어진 시점까지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그 이후의 수사팀 관계자에 의한 탐색․복제․출력 등 일

련의 검토행위는 수사팀 자체의 내부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위 유형별 디지털 포렌식 절차 모델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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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인터넷에 공개되었거나 자체 제작한 실습용 증거이미지를 대상으로 본

고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절차 모델을 가상으로 적용하여 실험을 하였고,

그 결과, 위와 같이 3단계에 걸친 판단기준과 4가지 유형별 디지털 포렌식

절차 모델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

함을 인식하고 현재의 수사여건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형사소송법과 대검찰청 예규의 개정안은 피압수자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수사기관에 의한 과잉압수의 우려를 최소화하

는 가운데,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디지털 시대의 도래

와 함께 다가온 수사의 어려움을 최대한 감안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범행현장성’이라는 판단기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판단요소를 제시하는데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고, 개정안 또한 기존의 절차모델의 범주 안에서

일부 조문의 수정을 통해서만 제안되었다는 아쉬움이 남아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부족함에 대한 보완과 함께 첨단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보다 합

리적인 법률안에 관한 심층적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6년 5월 29일자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

포되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종래 작성자가 법정에서 작성사실을 부인할

경우에 증거능력이 부정되었던 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도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객관적 방법을 통해 진정 성립을 증명하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범행현장성’과 이에 따른 유형별 디지털 포렌식 절차

모델이 향후 추가적인 개정의 방향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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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of the procedure model for digital
forensics based on the characteristic of crime scene

SungMu, Lee

Department of Mathematical Information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has been implemented on

February 2012, the requirement of search and seizure by law

enforcement agencies have been more reinforced than before. In the case

of digital evidence,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was designed in

the context that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were able to seize digital

evidence basically by filtering only information relative to the incident of

interest with the persons involved in the incident.

However, in cases involving digital evidence, there must be a Digital

Crime Scene, just as it is with the crime scene where a murder has

occurred, and a dead body found, and its spot is cordoned off, there

must exist the situation where the original devices should be seized in

the similar manner.

Nonetheless, Korea's legal system has emphasized only seizing by

filtering digital evidences related to a corresponding case, without

considering such characteristics of digital evidences as the crime scene.

Hence, If a digital evidence is a target of a criminal act directly or

used as a necessary tool of the criminal act or obvious to be an

inseparable connection with a criminal act under circumstances, the

digital evidence was considered as digital evidence with a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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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rime scene, thereby, acquired original devices basically.

In addition, this paper presents three of the deciding factors to select

the ways of search and seizure for digital evidences; the characteristic

of crime scene, the probability of seizure with filtering and the

probability of process with a broad brush filtering, and describes four

types of the procedure model of digital forensics. The scope of the

guarantee for the right to participate by criminal of interest is also

reviewed, even though it has generated a great deal of controversy

recently.

By leveraging this paper, I wish that a more reasonable legal system

is built based on the characteristic of digital evidence as a crime scene.

………………………………………

keywords : The characteristic of crime scene, Digital

Forensics, Digital Evidence, Search and

Seizure, The right to particip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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