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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행 디지털 포렌식 실무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무

관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참여권 보장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방안을 찾기 위해 기술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

았다.

디지털 포렌식 도구로 이미지 파일을 암호화 하는 방식은 패스워드를

설정한 수사관에 의한 임의적인 접근을 막을 수 없고, 패스워드를 수사

기관이 보유한 점에서 외부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수사기

관의 임의적인 접근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전의 연구로서 강상현이 제안

한 압수한 복제 이미지에 대한 수사기관과 피압수자 쌍방이 암호화 하여

제3기관에 보관하는 방식은 피압수자가 참여를 거부할 경우 수사가 지연

되는 문제가 있고, 제3기관에 의한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으며, 제3기관

설치를 위한 입법, 예산 문제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행 실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암호화 방안을 제안해본다.

법원, 수사기관, 피압수자가 암호화에 참여하여 암호화에 사용된 비밀

키를 3개의 조각으로 나누고 이중 2개의 비밀키 조각만 있으면 암호를

풀 수 있도록 하는 Shamir의 임계 암호 방식을 이용한 방안이다. 제안

방안은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기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또

한 이러한 기술적 조치를 통해 형사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적인 안

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안 방식 역시 암호해제

된 상태의 임시파일을 처리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갖춰야 하는 등 한계

점은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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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피압수자

의 참여권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디지털 분야는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여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의 참여권 문제도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

다. 앞으로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관련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제도적인 연구와 함께 기술적인 부분도 꾸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주요어 : 전자정보, 참여권, 기술적 조치, 암호화, 임계 암호기술

학 번 : 2015-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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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최근 사회 전반에서 전자증거의 활용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그 가치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IT기술이 급격하게 발전

하면서 과거 종이서류로 보관하던 자료들은 대부분 디지털 자료화되어

저장매체에 보존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화는 수사방식에도 많은 변화

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범죄의 흔적을

찾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절차가 일반화되고 있고, 또 많은 사건에

서 전자증거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전자증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점

차 높아지고 있다.

전자증거와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참여권 보장 범위에 대

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하여 압수수색

전체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실무적인 절차에서 참여권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실무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전자정보 압수는 다음 4가지 방법을 사용

하고 있다.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압수하는 방법, 압수수색 대

상인 저장매체를 복제하는 방법,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하는 방법, 혐의사

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지정하여 선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

법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증거물의 종류와 그 취급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증거물이 압수수색 → 증거물 운반

→ 보관과정 → 선별과정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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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보장의 의미가 되는 사생활 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무관정

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접근이 차단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

가 있겠다.

조사 결과 현행 디지털 포렌식 실무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무관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것은 참여권 보장 측면에서 많은 문제

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포렌식 도구에서 제공하는 암호화 기능과 수사기관과 피압수

자 쌍방이 암호를 설정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보고 이러한 방식들의 문제

점을 개선한 암호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제안 방안은 피압수자의 참

여권을 기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기술적 조치를 통해

형사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적인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안 방안 역시 암호 해제된 상태의 임시파일을 처리하

기 위해 다른 수단을 갖추어야 하는 등 한계점은 존재하였다.

본 논문은 모두 7개 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저장매체 사본 등

에 대한 암호화 방안,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방안

등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참여권 보장의 취지

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규정, 참여권 보장의 의미, 압수

수색 집행의 종료 시기 등에 관한 견해,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본다. 제4

장에서는 현행 실무를 중심으로 전자정보 압수방법으로 수사기관이 확보

하는 증거물의 종류와 각 단계별 취급 실태를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본다. 제5장에서는

실무적인 절차에서의 참여권 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

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증거물을 봉인하는 방법 등을 살펴본다.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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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참여권 보장과 관련된 실무적인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PKI방식을 이용한 전자정보 암호화 방안, Shamir의 임계

암호 방식을 이용한 이미지 파일 암호화 방안을 각 제안해본다. 제7장은

결론으로 본 논문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였다.

디지털 분야는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참여권과 같은

문제도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관련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연구와 더불어 기술적인 부분도 꾸준한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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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관련 연구 검토

제1절 저장매체 사본 암호화 관련 연구

디지털 증거물중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 관리방안으로 증거자료

들을 소유주와 수사기관이 중립기관을 통하여 봉인하는 방안을 제안한

논문이 있다.1) 디지털 증거물에 대하여 소유주와 수사기관이 각자 키로

암호화하고 제3 기관에 보관토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열람이 필요한 경

우에는 소유주와 수사기관이 각자의 키를 내어놓고 2개의 키가 모두 맞

으면 암호를 해독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만약 어느 한쪽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열람을 청구하고 법원의 승인을

얻어 제3 기관에 강제개봉을 하도록 한다.

상기 논문은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로 디지털 증거물을 암호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의 주제인 참여권 보장을 위한 기술적 조치에 가장 근접한

방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활용적인 면에서는 몇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 제3기관이 법률

의 근거도 없이 증거를 보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입법 문제가 우선 해

결되어야 할 것이고, 제3기관을 설치․운영하는데 많은 예산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의 강제개봉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

3기관이 비밀키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제3기관에 의한

정보유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사자가 열람을 거부할

1) 강상현, 사생활 정보를 고려한 디지털 증거처리 모델, 2015,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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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수사가 지연될 수 있는 문제도 생길 수도 있다. 법원이 제3기관에게

강제개봉 명령을 하더라도 제3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비밀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는 암호를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른 연구로는 디지털 증거물 수집 단계에서 피압수자의 접근을 제한

하기 위하여 디지털 증거 원본 파일을 암호화하거나 DRM을 활용한 디

지털워터마킹을 설치하거나 또는 제3기관(가칭 형사디지털증거보관소)으

로 디지털 증거 원본을 이전하는 방법을 제안한 논문이 있다.2)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방식은 몰수 처분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피

압수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원본 파일을 암호화 등으로 보전하는 방

법에 관한 것이다. 혐의사실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를 보호하거나 피압수

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다만, 디지털

증거 원본을 제3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잘 활용한다면 일정 부분 참

여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제3기관 설치와 관련된 비현실

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 논문은 암호화의 목적과 대상,

방식 면에서 차이가 있어 본 논문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2절 참여권 보장 방안 관련 연구

법조계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의 의미, 압수수

색 종료 시기, 참여권 보장의 범위 등을 다룬 논문이 많이 발견된다.3)

2) 박소연, 디지털증거물의 수집 및 보관과정에서 접근제한 확보방안, 2016,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3) 박성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 정보검색의 성격과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의
의미 -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389 전원합의체 결정-, 2015, 제174회 영남
형사판례연구회 발표 논문, 이숙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본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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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문들은 대부분 압수의 대상과 참여권 보장의 범위 등에 대한

대법원 판례4)에 동조하거나 혹은 비판하는 취지의 논문이다. 주로 전자

정보와 관련하여 압수 대상이 무엇인지, 압수수색 집행 종료 시점은 언

제가 되는지, 참여권 보장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한 법률적인

해석과 견해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참여권을 어떤 방법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참여권 보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참여권 보장의 범위 등을 파악하는데 참고하였다.

다른 연구로는 참여권 보장을 위한 사후통제 장치로 저장매체 사본과

그 사본에서 추출된 파일 단위의 정보를 열람 및 복제하거나 출력할 때

사용 이력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한 논문이 있다.5) 이 논문에서는 저장

매체 복제본에서 추출된 파일 단위의 전자정보에 대한 열람·복사·출력의

이력 관리를 위해 DRM 기술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분석자의 PC에 저장되는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다면 비정상적인 전자정

보의 열람 및 복사나 출력을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압수수색 집행현장에서 확보된 증거물 자체에 암호를 걸어

보호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후적 통제 방법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접근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게 된다. 다만, DRM 기술을 활용하여 이력

을 관리하는 방안은 참여권 보장을 위한 기술적인 조치의 보충적인 수단

으로 의미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장주의에 관하여 – 대법원 2009모1190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 2012, 헌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상 피압수자 참
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건 증거 압수 방법, 2015,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박혁수,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의 실무상 쟁점, 2014, 형사법의 신동향 통
권 제44호 등

4) 2009모1190 결정, 2011모1389호 결정 등
5) 김광호,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전자정보 압수수색 집행 방안에 관한 연구, 2016, 서
울대 석사학위 논문



- 7 -

제3장 참여권 보장의 의미와 범위

디지털 증거와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압수

수색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문제이다.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하고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즉 참여권의 보장 범위에 관한 문제로 보인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사건관계인

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러한 참여권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참여권 보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절차까지 참여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명

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규정, 참여권의 보장의 의미, 압수수

색 집행 종료 시점 등에 관한 견해,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본다.

제1절 관련 법률 규정

압수수색 절차에서의 참여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21조6)와 제

219조7)에 규정되어 있다. 제121조는 사건관계인의 지위에서 법원의 압수

6)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7)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
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
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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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피압수자 지

위에서의 참여는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절차와 관련된 조문들을 종합할 경우 피압수자의 참여가 인정된다.8)

따라서 압수수색집행에서의 참여는 사건관계인 지위에서의 참여와 피압

수자 지위에서의 참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사건관계인의 지위

에서의 참여는 방어 준비를 위한 성격이 강한 반면, 피압수자의 지위에

서의 참여는 재산권 보호와 사생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사건관계인이 소유자인 경우는 피압수자의 지위에서

참여가 인정될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에서 사건관계인의 지

위에서의 참여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9) 따라서 여기서는 피압

수자 지위에서의 참여만 고려하기로 한다.

제2절 참여권 보장의 의미

피압수자의 지위에서의 참여는 집행을 받는 당사자를 보호하고 영장

집행절차의 적정성을 담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10) 따라서 수사절차

의 적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장집행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피압수자는 압수절차에서 어떤 물건이 압수되는

지 현장에서 확인함으로써 재산권 보호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11) 정보저

장매체에 유관정보와 무관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참여권 보장의 취

2011.7.18.>
8) 이완규, 앞의 논문, 105쪽
9) 이완규, 앞의 논문, 105-106쪽
10) 백형구 등, 주석 형사소송법(Ⅰ),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533쪽
11) 이완규, 앞의 논문, 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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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영장에서 허용된 범위를 넘어 무관정보를 임의로 복제 또는 출력하

는지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유관정보에 한하여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규정의 규범력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다.12) 전자정보의

무결성 보장을 통해 피압수자의 법익침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려는 것에 참여권 보장의 취지가 있다.13) 현행 수

사실무 상 수사기관은 이미징 작업을 통한 증거사본을 작성하기 전 저장

매체 원본의 봉인을 푸는 과정에 피의자, 변호인 또는 그 관계인을 참여

하게 하는 것은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에 대한 향후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14)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하면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서의 참여는 절차

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피압수자의 재산권 보호의 수단이

되며, 무관정보를 임의로 복제 또는 출력하는지 감시를 하기 위한 것이

고, 전자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내지 조치로 이해할 수 있

다. 그러나 여기서 절차의 적정성 확보와 전자정보의 무결성 보장은 수

사기관을 위한 조치이지 피압수자를 위한 수단이라고 보긴 어렵다. 따라

서 참여권 보장의 의미는 피압수자의 재산권 보호와 무관정보에 대한 수

사기관의 임의적인 접근을 감시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하여

야 할 것이다.

한편, 수사기관이 유체물인 저장매체를 확보한 경우는 몰수대상이 아

니면 원본을 반환하고 있고, 이 외에는 사본을 압수하는 형태로 이루어

지므로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이 재산권 보호의 수단

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

서의 참여권 보장의 의미는 무관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접근

12)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중 김창석, 박상욱의 반대의견
13) 박성민, 앞의 논문, 213쪽
14) 박혁수, 앞의 논문,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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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시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

자정보 압수와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사생활 정보와 개인정보는 무

관정보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1] 참여권 보장의 의미

제3절 참여권 보장 범위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그동안 수사기관의 내부 분석행위로 보고

있던 절차까지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을 받아들이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실제 현실에서는 피압수자의 참여가 대법원이 기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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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과잉 압수를 제한하는 데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참여의 시기와 정도 등에 관하여 실무상 매우 복잡하고 혼란

스러운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어 부적절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15) 이러

한 이유로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 어떤 절차까지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다. 여기서는 참여권 보장 범

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압수수색 집행 종료 시기와 참여권 보장

범위 등에 관한 견해들과 판례의 해석을 살펴본다.

1. 압수수색 집행 종료 시기와 참여권 보장 범위

가. 제1설

압수의 대상이 저장매체라고 한다면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를 예외적

인 집행방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과 조화되지 않고, 전자정보의

매체독립성을 인정하는 추세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전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 따라서 압수의 대상은 전자정보가 되어야 하고 저장매

체 자체가 증거물이 되거나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

적으로 저장매체가 압수대상이 된다.16)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저장매체를 수

사기관의 분석실로 옮기는 행위는 압수의 대상인 전자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과정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분석실에서 범죄와 관련

된 전자정보의 선별이 끝났을 때 압수수색의 집행이 종료되는 것이고,

15) 이완규, 앞의 논문, 104쪽
16) 이숙연, 앞의 논문, 2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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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까지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제2설

압수수색의 대상이 전자정보 자체가 아니라 저장매체 등 유체물이므

로 수사관이 저장매체를 발견한 후 피압수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수사기

관의 점유 하에 두었을 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종료된 것이고, 이후

저장매체 원본에 대하여 이미징 작업을 통해 증거사본을 작성하는 행위

는 증거분석을 위한 임의수사의 일종이자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적인 원형 보존조치이다.17)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압수수색 현장에서 저장매체나 저장매체 사본

을 제출받은 때 압수수색 집행이 종료된 것이다. 따라서 압수수색 현장

에서만 참여권이 보장되면 되고, 이후 저장매체 사본 등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참여권을 보장할 필

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범위는 압수수색 현장

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견해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17) 전승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대법원 2011. 5. 25.자 2009모
1190 결정에 대한 판례 평석), 법조 통권 670호, 2012, 254쪽, 2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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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설 제2설

압수 대상 전자정보 저장매체

압수수색

종료 시기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의 

선별이 완전히 끝났을 때

압수수색 현장에서 

저장매체나 저장매체 

사본을 확보한 때

참여권 보장 

범위
전자정보 선별과정까지 압수․수색 현장까지

선별과정에 

대한 입장
압수·수색 집행의 연장선 수사기관 내부 분석과정

견해 주장 주로 법원 주로 수사기관

[표1] 압수수색 집행 종료 시기와 참여권 보장 범위

2.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

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집행절차가 적법하게 된다고 결정하였다.18)

18)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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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및 수사기

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

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라고 해석하고, 전자

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

제·탐색·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

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

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역시 위법하다고 하였

다.19)

대법원 판례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저장매체 자체나 저장

매체 사본을 수사기관의 분석실로 옮긴 후 분석실에서 범죄와 관련된 전

자정보를 선별하거나 분석하는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집행 과정

으로 해석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

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압수수색 종료시기와 참여권 보장범위에 대하여

제1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실무적인 참여권 보장 범위

대검 NDFC의 경우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저장매체를 복제하거나 저

장매체 원본을 압수할 경우 봉인 해제과정이나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

정보 선별과정에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참여를 표시한 경우 이를 보장하

고 있다. 일선 수사팀에서도 휴대폰, USB 등의 이동식 저장매체를 직접

압수하거나 임의제출 형태로 제출받는 경우까지 당사자의 참여 하에 증

19)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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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 봉인절차를 취하고 있고 분석과정에 참여 여부를 확인받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실무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절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

의 의미는 수사절차의 적정성과 전자정보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

사기관의 조치인 동시에 재산권을 보호하고 무관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접근을 감시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피압수자의 수단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참여권 보장을 피압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무관정

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접근을 감시하거나 차단하는 것에 의미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참여권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수

사기관의 사무실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까지

도 전체적인 압수수색 과정의 일환이라고 해석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

관 실무에서도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선별과정까지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범위는 압수수색 현장부터 전자

정보 선별과정까지로 이해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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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무적인 절차에서의 참여권 문제

수사기관 실무적인 절차에서 참여권 보장의 의미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압수수색 관련 법률 규

정,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서 제시하는 압수방법,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서 각 단계별 참여권 보장 실태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참여권 보

장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본다.

제1절 전자정보 압수수색 관련 법률 규정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106에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

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

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

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

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압수

수색 방법이나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

수수색 방법과 절차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과 수사기관의 실무를 중심으

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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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법원에서 제시하는 전자정보 압수방법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

다.20) 법원은 최근 대법원 결정과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시 압수방법의 제한을 두고 있

다.21)

원칙적으로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수색․검증 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하

는 방법으로 압수하도록 하고 있다. 출력·복사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

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22)에 한하여 저장매

체 전부를 복제하는 저장매체 하드카피·이미징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집행현장에서의 저장매체의 복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23)에

한하여, 피압수자 등의 참여 하에 저장매체 원본을 봉인하여 저장매체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20)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
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
증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
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
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다.

21) 이숙연, 앞의 논문, 32쪽
22)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
할 수 없는 경우, 2. 혐의사실과 관련된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 폐기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3. 출력·복사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 4.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23)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집행현장에서의 하드카피·이미징이 물리적, 기
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2. 하드카피·이미징에 의한 집행이 피
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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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매체를 복제하거나 원본을 반출한 경우에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출력 또는 복사하여야 하고, 전자정보의 복구나 분석을 하

는 경우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증거물 수집이 완료되고 복제한 저장매체를 보전

할 필요성이 소멸된 후에는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폐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전자정보 압수 시 주의사항으로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한 전자정

보의 목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복사 또는 복제할 때에는 해쉬함수

값의 확인이나 압수·수색과정의 촬영 등 원본과의 동일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

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절 실무적인 절차와 문제점

1. 디지털 포렌식 절차

일반적으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다음과 같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따르고 있다. ①압수수색준비, ②압수수색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

수색, ③정보저장매체에서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데이터 조사, ④사건파

일 관련 복제 및 목록 작성 교부, ⑤디지털 압수물 업로드 및 분석, ⑥일

선 수사부서에서의 검색 및 출력, ⑦사건 종료 후 디지털 압수물의 처리

등 단계로 이루어진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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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서는 집행현장에서 확보되는 증거물을 중심으로 집행현장,

압수물 운반과정, 보존과정, 선별과정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집행현장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선별하여 압수한 경우는

이후 선별과정이 필요 없게 된다. 따라서 참여권 보장 문제도 제기될 여

지가 없다. 그러나 집행현장에서 완전한 선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이후 수사기관의 분석실에서 선별과정이 있게 되는데 집행현장에서부터

선별과정까지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에 문제가 없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집행현장에서부터 각 단계별로 증거물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살

펴보고 참여권 보장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2]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의 참여권 보장 범위

2. 전자정보 압수방법과 증거물

현행 디지털 포렌식 실무는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다음 4가지 방법을

24) 김지홍, 디지털 포렌식 절차 모델에 대한 새로운 접근, 2015,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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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다. ①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압수하는 방법, ②압

수수색 대상인 저장매체를 복제하는 방법, ③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하는

방법, ④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선별하는 방법이

다.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비교적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이 단계에

서 참여권 보장 문제는 제기되지는 않는 것 같다. 여기서는 각각의 방법

으로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증거물25)은 어떤 것이 있고 이러한 증거물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압수하는 경우

이 경우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증거물은 전자정보가 된다.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선별하여 압수한 경우는 이후 선별과정이 필요없기

때문에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

보만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압수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

어 있을 수 있고, 참여권의 본질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이러한 사생활

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는 있다고 보인다. 그러

나 현행 수사실무에서는 이러한 보호 조치를 별도로 취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집행현장에서 전자정보만을 선별하여 압수한 경우는 참여권 보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참여권 보장 문제를 떠나 전자

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사생활 정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만 살펴본다.

25) 압수수색 현장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것을 모두 증거물이라고 표현하기는 부적
절한 면이 있으나,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아직까지 용어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마땅한 용어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편의상 증거물이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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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장매체를 복제하는 경우

출력․복사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저장매체 전부를 복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사기

관이 확보하는 증거물은 저장매체를 복제한 이미지 파일이 된다. 이미지

파일에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무관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

이므로 선별과정이 있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실무에서는 집행현장에서 확보된 이미지 파일에 대하여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고, 이 문제는 운반 및 보관과정에서 수사기관

의 임의적인 접근을 허용하게 되는 문제로 연결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이러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측면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다.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하는 경우

압수수색 집행현장에서 저장매체의 복제가 물리적, 기술적으로 불가능

하거나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 등을 현저히 침해할 경우 저장매체 자체

를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증거물은 저장매체 그

자체가 된다. 저장매체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무관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선별과정이 있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의 임의적

인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행 실무에서는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한 경우 물리적인 봉인절차를

취하고 있고, 이후 분석실에서 이루어지는 봉인해제 과정에 피압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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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접근

이 일어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할 경우는 봉인해

제 과정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

라. 범위를 정하여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경우

압수수색 집행현장에서 시간적, 기술적 한계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

자정보만을 선별하는 것이 곤란할 때 실무적으로 검색어를 사용하여 범

위를 정하거나, 파일의 생성․수정일자로 범위를 정하거나, 파일의 종류

를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정보들의 범위를 좁혀 1

차적으로 확보하고, 2차적으로 수사기관의 분석실에서 피압수자의 참여

하에 선별과정을 거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압수하는 경우가

있다. 집행현장에서 범위를 좁힌 정보들을 모아 디지털 포렌식 도구로

논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확보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에 의해 수사

기관이 확보하는 증거물은 논리 이미지 파일이 된다.

논리 이미지 파일은 저장매체 전체를 복제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미지

파일과는 정보의 양에서 차이가 있으나 여전히 유관정보와 무관정보가

혼재된 상태에 있으므로 참여권 보장 측면에서는 이미지 파일과 같은 수

준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집행현장에서 확보된

이미지 파일에 대하여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고, 이 문제

는 운반과정 등에서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접근을 허용하게 되는 문제로

연결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이러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피

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측면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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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물 운반과정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집행현장에서 확보하는 증거물은 크게 3가지 종

류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①전자정보, ②이미지 파일26), ③저장매체 원

본이다. 전자정보는 집행현장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선별

하여 압수한 것이므로 참여권 보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사생활 정보 보호 측면에서만 살펴보고, 나머지 증거물에 대해서는 참여

권 보장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림3] 집행현장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증거물

가. 전자정보 및 이미지 파일의 운반

수사기관에서는 저장매체를 압수한 경우 물리적인 봉인 조치를 하도

록 하고 있다.27)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전자정보나 이미지 파일을 확보

한 경우까지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사관이 휴대한

26) 이미지 파일과 논리 이미지 파일은 참여권 보장 측면에서 동일한 보호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위 2가지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이미지 파일로 통칭
한다.

27) 대검 예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 제15조 제④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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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매체에 이러한 정보를 담고 봉인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러나 실무적으로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를 봉인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서만 볼 수 있고 대부분은 이동식 저장매체나 노트북에

전자정보 등을 담아 분석실로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지금처

럼 압수수색 집행현장에서 전자정보나 이미지 파일에 대한 열람제한이나

접근차단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운반과정에서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접근하여 정보를 검색하거

나 복사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접근이 있었는지 확

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증거물 운반과정은 피압수자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이므로 수사

기관이 단독으로 무관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

면 참여권 보장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권이 배제된 상

태에서 수사기관이 이미지 파일에 접근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필요한 파

일을 복사할 수 있다면 이후 선별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은 형식에 거치

게 되어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압수수색 집행단계에서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 저장매체 원본 운반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한 경우 집행현장에서 정전기 차단, 충격방지 등

의 조치를 취하고, 또 무결성 유지를 위해 물리적인 봉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물리적인 봉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분석실에서 봉인 해제를

할 때까지 중간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접근이 일어날 여지가 없

게 된다. 따라서 저장매체 원본을 물리적으로 봉인하고 있는 현행 실무

에서는 운반과정에서 참여권 보장과 관련된 문제는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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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거물 보관과정

가. 이미징 작업

압수수색 집행현장에서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의 분

석실에서 이미징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미징 작업을 통해 저장매체인

증거물이 이미지 파일로 바뀌게 되고, 이미지 파일은 수사기관의 서버에

보관하게 된다. 피압수자의 참여 하에 봉인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

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참여권 보장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될 만한

것은 없는 것 같다.

다만, 피압수자가 이미징 작업에 참여를 거부한 경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현행 실무에서는 무결성 확보를 위해 봉인 상태와 봉인을 해

제하는 전체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고 있고, 법원도 이러한 과정을 특

별히 문제 삼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참여권 보장 문제로 다툴 여지

는 없어 보인다.

나. 이미지 파일 업로드 및 보관

현행 실무는 집행현장에서 확보한 이미지 파일을 서버에 보관하고 있

다가 피압수자의 참관을 요구하고 피압수자가 참관한 경우 선별작업이

진행된다. 따라서 피압수자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미지 파일을 수

사기관이 보관하고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검 NDFC의 경우 보관

과정에서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접근을 내부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디지

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증거물을 등록한 후 증거보관시스템에 업로

드 하도록 하고 있다. 증거보관시스템에 등록된 이미지 파일은 누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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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접근하였는지를 로그로 남기고 있고,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보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1) 내부 통제의 한계 문제

대검 NDFC와 같이 수사기관의 내부통제 방식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접근기록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워 피

압수자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완전한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압수수색 집행단계에서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봉인과 같은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현 상태로

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압수수색용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증거물 처리 문제

다른 문제로는 압수수색 현장에 동원된 포렌식 수사관의 저장매체에

남아 있게 되는 증거물 처리 문제이다. 집행현장에서 저장매체를 복제하

는 경우 이미지 파일을 수사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담아서 가져온 다음

이미지 파일을 서버에 올리고 있으나, 수사관의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단순 삭제를

하는 경우는 쉽게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복원된 증거물을 통하여 수사

기관의 임의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

임의접근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파일이 저

장되었던 수사관의 저장매체를 완전 삭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삭제 과정은 피압수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압수자에게 삭제 과

정을 모두 확인시켜 주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저장매체와 노트북을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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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장비로 사용하고 있는 실무에서 매번 압수수색 때마다 완전 삭제하

고 운영체제를 새로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압수수

색용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증거물의 재활용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전자정보 선별과정

집행현장에서 확보된 이미지 파일과, 저장매체 원본을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대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이 있게

된다. 선별과정은 수사관의 분석용 PC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에 접

속한 후 이미지 파일을 내려 받아 그 속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

보를 검색하게 된다. 이러한 선별과정은 피압수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

어 참여권 보장 문제는 크게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 피압수자

가 선별과정에 참여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에도 참여권 보장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별과정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참여권이 배제

되는 시간적 틈이 발생되는데, 이때 분석용 PC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이나 추출된 정보에 임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제4절 소결

실무적으로 이용되는 4가지 압수방법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증거물은 크게 전자정보, 이미지 파일, 저장매체로 분류될 수 있었다. 그

러나 이러한 증거물들은 압수수색 집행과정에서 저장매체에 대한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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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봉인을 제외하면 사생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거나 무관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마련되어 있

지 않는 상태이다. 또한 절차적인 단계에서 참여권이 배제되는 영역도

존재하였다.

[그림4] 수사기관의 임의접근 등 가능 영역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의 서버에 최종 보관되

기 전까지 중간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사생활 정보 등이 유출될 여지가

있었고, 또한 이미지 파일과 저장매체를 확보한 경우 역시 운반과정과

보관과정에서 무관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임의접근이 가능하였다. 따라

서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운반과정에서 사생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고, 이미지 파일과 저장매체에 대해서는

운반과정과 보존과정에서 각각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접근을 차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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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절차적인 미비점을 보완하지 않으

면 피압수자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무관정보에 대한 임의접근이나

사생활 정보 유출 등에 대한 피압수자의 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 피압수자가 참여권 침해 문제 등을 주장할 경우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려 전자증거의 증거가치가 훼손되거나 증거능력을 잃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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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참여권 보장의 기술적인 접근

제1절 필요성

대법원 판례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전체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실무적인

절차에서는 압수수색 집행단계에서 확보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사생활 정

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없고, 또한 유관정보와 무관정보가 혼재된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조

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참여권 보장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점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정보의 세계는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자

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문제도 결국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집행단계에서 확보되는 이미지 파

일 등에 대하여 암호화로 완전하게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적으로

보완하여도 여전히 빈틈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보되는 증거물을 디지털 기술로 봉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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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술적 조치의 대상

참여권 보장의 의미인 사생활 정보를 보호하고 무관정보에 대한 수사

기관의 임의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증

거물 자체에 물리적인 봉인과 같은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기술

적 조치의 대상은 집행현장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물로 볼 수 있겠

다. 그러나 압수방법에 따라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증거물이 있고

또 참여권이 보장될 필요가 없는 증거물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압수물

종류별로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전자정보

수사기관이 집행현장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압수한 경

우에는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전자정보를 운반하거나 보

관하는 과정에서서 피압수자의 사생활 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

록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만 갖추면 될 것으로 보인다.

2. 이미지 파일

이미지 파일은 유관정보와 무관정보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선별과

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압수수색 집행현

장에서부터 선별과정 과정까지 수사기관이 단독으로 이미지 파일에 접근

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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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장매체

저장매체 원본은 압수수색 집행현장에서 물리적인 봉인 조치를 취하

고 있어 보관을 위한 이미징 작업 과정까지는 별도의 기술적 조치가 필

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미징 작업 후에 이미지 파일로 서버에 보관되는

과정에서는 압수수색 집행 현장에서 확보된 이미지 파일과 같은 수준으

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징 작업 후에는 압수수색 집행현

장에서 확보하는 것과 동일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다.

대상
참여권 보장

필요 유무

기술적

조치 유무
필요한 보호 조치

전자정보 × × 사생활 정보 보호

이미지 파일 ○ × 무관정보 접근 차단

저장매체 ○ 물리적 봉인
 봉인 해제 이후

무관정보 접근 차단

[표2] 기술적 조치의 대상 및 필요한 조치

제3절 기술적인 접근 방법

1. 물리적으로 봉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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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파일에 대한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

적인 조치로 현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 물리적인 봉인방

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보된 이미지 파일

을 수사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담고, 그 저장매체를 물리적으로 봉인하

여 가져오는 방법이다. 압수수색 집행현장에서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하

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 것이다. 봉인 및 봉인해제 과정에 피압

수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임의접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그림 5] 이미지 파일을 물리적 봉인하는 방법

이와 같이 집행현장에서 이미지 파일을 물리적으로 봉인할 경우 최소

한 운반과정까지는 수사기관의 임의접근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도 이미지 파일을 서버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임의접

근이 가능한 문제를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미지

파일을 물리적으로 봉인하더라도 보관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임의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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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호 기술로 봉인하는 방법

물리적 봉인 방법으로는 보관과정에서의 임의접근 가능성 문제를 해

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관

과정까지 봉인이 풀리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자정보나 이미지 파일이 디지털임을 고려할 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

여 이러한 증거물 자체에 암호를 걸어 봉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즉, 전자정보나 이미지 파일에 암호를 걸어두고 암호해독에

필요한 키(KEY)를 통제함으로써 전체 과정에서 봉인과 같은 기능을 수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 수사기관, 피압수자 쌍방이 암호화하는 방식

참여권 보장 문제의 당사자인 수사기관과 피압수자가 각자의 키로 이

미지 파일을 암호화하여 봉인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수사기관, 피압수자 쌍방이 암호화하는 방식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암호화 할 경우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

에서 수사기관이 단독으로 이미지 파일을 열어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전에서 살펴본 참여권이 배제되는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의 임의접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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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게 되어 참여권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피압수자가 참여를 거부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

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참여권 문제의 양 당사자만 참여하는 암호방식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암호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피압수자의

키를 다른 곳에 위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암호 기술로 해

결하는 방법이 아니므로 본장에서는 논하지 않기로 한다.

나. 수사기관, 피압수자, 제3자가 암호화에 참여하는 방식

앞서 살펴본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피압수자의 비밀 키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비밀 키를 가진 제3자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을 것

이다. 수사기관과 피압수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암호화에 참

여하게 하는 것이다. 즉, 수사기관, 피압수자, 제3자가 비밀에 참가하여

각자의 비밀 키로 암호화하고, 이들 중 2개의 비밀 키만 있으면 암호를

풀 수 있도록 하는 Shamir의 임계 암호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림 7] Shamir의 임계 암호 방식(3,2)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경우 수사기관 단독으로 이미지 파일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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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차단하면서 동시에 피압수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방식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방식의 경우도 제3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제4절 암호화 기술의 활용

실무적인 절차에서 수사기관의 임의접근 가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증거물을 봉인하는 방법을 검

토하였다. 여기서는 이러한 정보호호 기술의 대표적인 암호화 기술을 간

단히 알아본다.

1. 암호화 기술

암호화는 코드 및 암호를 통해 정보를 보호하는 기술이다. 코드는 정

보 변경 방법을 모르는 상태로 읽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정보를 체계적

으로 변경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정보를 코드로 변경하는 프로세스를

암호화(Encryption)라고 하고 코드를 다시 되돌리는 프로세스를 복호화

(Decryption)라고 한다. 원본 메시지를 평문(Plaintext)이라고 하고 암호

화된 메시지를 암호문(Ciphertext)이라고 한다. 평문을 암호문으로 변경

하는데 사용된 정보를 키(Key)라고 한다.28)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

다.

28) 공개 키 암호화 이해
(https://technet.microsoft.com/ko-kr/library/aa998077(v=exchg.65).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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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메시지 암호화 및 복호화 과정

Alice는 Bob에게 보낼 평문을 암호화 키(Encryption key)를 사용하여

암호화한다. 그리고 암호문을 Bob에게 보낸다. Bob은 복호화 키

(Decryption key)를 사용하여 암호문을 복호화하고 Alice가 보낸 평문의

내용을 읽게 된다. 중간에 Eve가 암호문을 가로챈다고 하더라도 Eve는

복호화 키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Alice가 보낸 평문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암호 기술은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활용

된다.

2. Shamir의 임계 암호 방식

가. 비밀 분산

정수로 표현된 메시지 M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이것을

엘리스(A)와 밥(B)에게 나누어 주되, 혼자서는 절대 메시지 내용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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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이러 경우는 다음과 같이 방법을 사용

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무작위로 임의의 정수 r을 뽑아서 엘리스(A)에게 주고, 밥(B)에게는

M-r 값을 준다. 엘리스(A)와 밥(B)은 자신들이 가진 비밀 조각만으로는

메시지 M을 알 수 없게 되고, 엘리스(A)와 밥(B)이 가진 비밀조각을 더

하여야만 메시지 M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메시지 M값이 345이고 무작위로 뽑은 정수 r값이 48이라

고 한다면, 엘리스(A)에게는 48을 주고, 밥(B)에게는 345-48, 즉 297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엘리스(A)와 밥(B)은 자신들이 가진 숫자만으로는

메시지 M값을 알아낼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엘리스(A)와 밥(B)이 가진

수를 더하면 간단하게 메시지 M값은 복원된다.

좀 더 일반화하여 위에서 메시지 M을 m명에게 나누는 방식을 생각

해보면, m-1개의 임의의 정수 즉 r1,.....,rm-1개를 무작위로 뽑아서 m-1명

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1명에게는  
  

  

값을 주면 되는 것이다.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법 연산(modulo operation)29)을 해야 하나 여기서

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비밀을 여러 조각으로 나

누고 여러 명에게 분산하여 보관하게 하는 방식을 비밀 분산(Secret

Sharing)이라고 한다.30)

나. Shamir의 임계 암호 방식

29) 법 연산(modulo operation)은 0부터 n-1까지의 제한된 정수 n개만을 사용하는
연산으로 나머지 연산이라고도 한다.(정보통신기술용어해설,
http://www.ktword.co.kr/abbr_view.php?nav=1&opt=&m_temp1=3675&id=964)

30) Wade Trappe 등, Introduction to Cryptography with Coding Theory(2nd
Edition), 2005, CHAPTER 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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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분산 방식은 비밀 참가자가 모두 모여야만 비밀을 확인할 수 있

게 되므로 그만큼 비밀 보호에는 강하지만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

다. 핵무기 공격을 가정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살펴본다.

핵무기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발사시스템에 키 3개를 꽂고 동시에 돌

려야 하는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또 핵무기 사용을 신중

히 결정하도록 발사에 필요한 키를 국가의 중요 인물 3명에게 나누어 놓

았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핵무기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3명이 모두 있어

야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여 핵무기를 발사하려는

중요한 순간에 이들 중 1명이 외교적인 문제로 다른 나라에 가있는 경우

는 발사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이들 중 1명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발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발사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러시아에서는 핵무기 통제 시스템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필요한

중요 인물 3명 중에서 2명만 있으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매커니즘

을 채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비밀을 여러 참가자에게 나

누고, 정해진 수에 해당하는 참가자가 모이면 비밀을 열어볼 수 있게 하

는 방식을 임계 암호기술이라고 한다.

임계 암호기술은 1979년도에 Shamir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는데,

Shamir threshold scheme 또는 the Lagrange interpolation scheme으로

알려져 있다. Shamir가 제안한 임계 암호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비밀 메시지 M값을 참가자 w명에게 나누고 이들 중 t명의 참가

자가 있으면 M값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큰 소수

p를 하나 선택한다. 그리고 모든 계산은 mod p로 연산되도록 한다. 따라

서 메시지 M값은 mod p로 계산된 정수가 된다. t-1개의 임의의 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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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아 mod p 값을 구하고 각각 s1, s2,...st-1로 나타낸다. 그리고 χ에 대하

여 t-1차식의 다항식을 하나 만들고, s(χ) ≡ M + s1·χ + ... + st-1·χt-1

(mod p)에서 s(0) ≡ M (mod p) 값이 되도록 한다. 이제 w명의 참가자

에게 분배할 각각 다른 정수 w개를 뽑아 χ1, ... χw (mod p) 값을 구한

다. 여기서는 편의상 1, 2,..., w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각각의 참가자

에게 (χi, yi)를 나누어 준다. 여기서 yi ≡ s(χi) (mod p) 값이 된다. 즉

(1, s(1)),...,(w, s(w))을 참가자에게 순번대로 나누어 주게 된다. 그리고

s(χ)값을 참가자들이 알 수 없도록 다항식을 비밀로 유지한다.

비밀 메시지 M값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t명이 보유하고 있는 순

서쌍을 모두 모아야 한다. t명이 가지고 있는 순서쌍을 모두 모으면 (χ1,

y1), ..., (χt, yt)이 된다. 그리고 다음의 라그랑즈 보간법(Lagrange

interpolation polynomial)을 이용하면 s(χ) ≡ M + s1·χ + ... + st-1·χt-1

(mod p) 다항식을 복원할 수 있게 되고, s(0) ≡ M 값도 구할 수 있게

된다.31)

≡
  



 
  
≠ 



  

 
mod 

임계 암호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시도되고 있고, 암호 기술도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2) 임계 암호기술은 비밀보호 기능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참여권 보장을 위한 기술적인 조치로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31) Wade Trappe 등, Introduction to Cryptography with Coding Theory(2nd
Edition), 2005, CHAPTER 12 참고

32) 김미령, 김효승, 손영동, 이동훈, ID기반 암호시스템을 이용하여 ID기반 동적 임
계 암호시스템으로 변환하는 방법(정보보호학회논문집 제22권 제4호, 2012. 8),
박택진, 원동호, 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k-생성 비밀분산방식(정보처리학회
논문지C 11-C권 5호, 2004) 등 논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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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이미지 파일 등 암호화 방안 제안

제1절 패스워드 기반 이미지 파일 암호화

1. 포렌식 도구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파일 암호 설정 기능

현재 수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CFT나 Encase 등의 디지털 포렌

식 도구는 기본적으로 이미지 파일에 대한 보안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지 파일을 생성할 때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것이다. 패스워드를 설정

한 수사관 외에는 이미지 파일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보된 이미

지 파일에 대하여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 9] 이미지 파일을 패스워드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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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ase 프로그램에서 이미지 파일을 만들기 위해 Acquire를 선택하고

Evidence File format을 Legacy(E01)로 선택하면 Password 입력창이 활

성화 되는데, 여기에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이미지 파일에 패스워드

가 설정되어 보호된다.

[그림10] Encase 이미지 파일에 패스워드 설정 화면

Encase 프로그램으로 new case를 만들고 Add Evidence File을 선택

하여 패스워드가 설정된 이미지 파일을 불러올 경우 다음과 같이 패스워

드를 묻게 되는데, 패스워드를 모르면 이미지 파일을 불러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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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이미지 파일의 패스워드를 묻는 화면

2. 문제점

이와 같이 이미지 파일에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방식은 패스워드를 설

정한 수사관에 의한 임의접근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 따라서 운반과

정이나 보관과정에서 여전히 수사기관의 임의접근이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수사기관이 임의접근이 없었다고 주장하더

라도 패스워드를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로부터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방식은 수사기관 내부에서만 통하는

방식이지 참여권 보장과 관련하여 외부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참여권 보장을 위한 기술적인 조치로는 부족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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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사기관과 피압수자 쌍방 암호화 방안

1. 제안방식 개요

수사기관이 확보한 저장매체 복제본 등에서 사건과 무관한 개인 사생

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장매체 복제본을 암호화 기술

로 봉인하여 보관하는 방안이 2015년 강상현씨에 의해 제안되었다.33) 압

수수색영장 별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사기관과 피압수자 쌍방이 암호화

하는 방법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제안방식을 도식화 한다면 아래

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12] 강상현씨 제안 방식

33) 강상현, 사생활 정보를 고려한 디지털 증거처리 모델, 2015,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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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디지털 증거물에 대하여

소유주와 수사기관이 각자 키로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자료를 제3의 중립

기관에 보관토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암호화된 증거물에 대하여 추가

열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주와 수사기관이 동의하에 각자의 키를 내

어놓고 중립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검증하게 하여 2개의 키가 모두 맞으

면 암호를 풀어 이미지파일을 열람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2개의 키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열람을 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이다.

만약 어느 한쪽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열람을 청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법원에서 사건과 현격히 연관된 자료이면 열

람을 승인하여 봉인을 강제로 풀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상기 제안방식은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인 조치로 암호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

된다. 상기 방식이 본 논문에서 다루는 참여권 보장을 위한 기술적 조치

에 관한 주제에 가장 근접한 방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기 방식은 실용

적인 면에서 몇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

2. 제안 방식의 문제점

가. 제3기관 설치와 관련된 문제

증거나 수사 자료를 제3기관이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제3기관이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이

있어야 하므로 입법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제3기관 설치와 운영

에 필요한 예산 확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량의 증거물을 빠른 시간

안에 전송하기 위해서는 제3기관과 수사기관 사이 초고속 네트워크 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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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초고속 전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대신 사람이 직접 증거물을

운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오히려 대량의 증거물인 경우 이러한 방

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물리적인 거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 거점에 분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 증거물을 보관․관리하기 위해서는 서버와 대용량 스토리지를 설치하

여야 하는데 지방 분소까지 고려할 경우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나. 암호 키 공유방식의 문제

이 방식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비밀 당사자가 아닌 제3기관이 비밀

키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당사자가 열람을 거부할 때 법원의 강

제 개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3기관이 비밀 키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기관이 비밀 키를 모

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제3기관에 의해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존재한다.

제3기관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한다고

할 때에는 기존의 수사기관이 증거물을 보관하면서 내부통제를 하는 것

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제3기관에 보관할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보인

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법원이 제3기관에게 강제개봉 명령을 하더라도

제3기관이 이를 무시할 경우 암호를 해독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

제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피압수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

가 장시간 중단되는 문제가가 생길 수 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을 현행 수사실무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

로 보이고 이를 보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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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개선된 암호화 방안 제안

압수수색 현장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 압수한 경우와 무

관정보가 혼재된 상태의 이미지 파일을 확보한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상

황에 맞는 암호화 방안을 제안한다. 전자정보의 경우는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후 운반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사생활 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는 위한 방안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이미지 파일의 경우

는 무관정보와 유관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선별과정에서 참여

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미지 파일이 운반되거나 보관되

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1. PKI방식 이용 전자정보 암호화 방안

가. 제안 개요

현행 수사실무에서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만을 선별하여 압수하는 경우 압수된 전자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피압수

자의 사생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압수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사생활 정보가 유출

될 위험이 존재하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가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전자정보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수사기관이 압수한 것

이므로 참여권 보장과 상관없이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접근을 허용하면서 사생활 정보 유출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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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인 조치 방안을 제안해본다.

나. 도식화 및 설명

[그림13] PKI방식 이용 전자정보 암호화 방안

디지털 포렌식 관련 부서에서 PKI 방식으로 증거물 관리용 공개키와

개인키 한 쌍을 만든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참여하는 수사관들에게 암

호화 프로그램과 공개키를 배포하고, 개인키는 증거물 관리 서버에 보관

한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선별하여 압

수한 경우 임의의 대칭키로 이를 암호화 한다. 그리고 공개키로 대칭키

를 암호화 하도록 한다. 암호화된 증거물을 운반하여 수사기관의 서버에

업로드 하여 보관한다. 이후 인증된 사용자만 서버에 접속하여 개인키로

암호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현할 경우 수사기관이 증거물 관리용 개인키만

철저히 통제한다면 압수한 전자정보에서 피압수자의 사생활 정보가 무단

으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실무와 관련하여 압수수색 집행현장에 참여한 수사관들의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증거물의 흔적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나 수단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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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어 있지 않다. 저장매체 전체를 완전삭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으나 매번 압수수색 때마다 완전삭제 처리하기에는 시간적 부담이 있

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도 제안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 제안방식의 장단점

제안 방식의 장점은 수사기관 내부적인 의사 결정만 있으면 바로 실

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점이다. 제안방식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의

협의나 협조가 필요 없고, 추가적인 비용이나 도구도 거의 필요하지 않

기 때문에 실무에서 바로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점으로는

전자정보의 양이 많을 경우 이를 암호화 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어 압

수수색 시간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다. 기대효과

전자정보 압수와 관련하여 피압수자의 사생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압수수색 집행현장에 참

여한 수사관의 저장매체에 남아 있게 되는 전자정보의 처리 문제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증거물이 유실되거나 분실되었을 때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안방식을 활용할 경

우, 사생활 정보 유출과 관련된 절차적인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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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계 암호기술 이용 이미지 파일 암호화 방안

가. 제안 개요

압수수색 집행현장에서 이미지 파일이나 저장매체를 확보한 경우 이

를 운반하는 과정과 보관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임

의접근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고, 이는 참여권 보장 측면에서 많은 문제

가 제기될 수 있다. 무관정보와 유관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증거물에 대

하여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임의로 접근 가

능하다는 것은 참여권 보장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피압수자가 참여권 침해를 주장할 경우 전자증거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증거능력을 상실하는 등의 위험이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수사기관의 임의접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이미지 파일에 단독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따

라서 수사기관의 임의접근 문제는 이미지 파일 자체를 암호로 보호함으

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암호키를 수사기관과 피압

수자 양쪽이 나누어 가지는 방식은 피압수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

우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된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하여 양쪽의 키를 제3기관에 위탁하는 문제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결국 수사기관과 피압수자가 참여권 문제로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양 당사자에게만 키를 분배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로 보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암호화 과정에 신뢰할 수 있는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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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법원)가 비밀 당사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즉, 집행현장

에서 이미지 파일을 암호화하고 암호키를 3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수사기

관, 피압수자, 법원에 각 분배하고, 이중 2개의 암호키 조각만 있으면 이

미지 파일에 설정된 암호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피압수자가 참여

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참여권이 보장된 상태이므로 법원이 개입할 필요

가 없게 되고, 피압수자가 참여를 거부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키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에 설정된 암호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게 된다. 따라서 현재 수사실무와 관련하여 이미지 파일을 암호로 봉

인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Shamir의 임계 암호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나. 제안 방식

1) 이미지 파일 암호화 및 복호화 과정

[그림14] 이미지 파일 암호화 및 복호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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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방식 도식화 및 설명

[그림15] 이미지 파일 암호화 방안 도식화

① 임의의 대칭키와 공개키 한 쌍을 만든다.

② 집행현장에서 확보된 이미지 파일을 대칭키로 암호화한다.

③ 대칭키를 다시 공개키로 암호화한다.

④ 개인키를 Shamir의 임계 암호방식에 따라 3개의 조각으로 나눈다.

⑤ 암호키 조각을 수사기관과 피압수자에게 분배하고, 법원의 키는 온

라인으로 전송한다.

⑥ 암호화된 상태의 이미지 파일은 분석실로 이동한다.

⑦ 수사기관은 피압수자의 참여를 요구한다.

⑧ 피압수자가 참여한 경우는 피압수자의 암호키를 받아 이미지 파일

의 암호를 풀고 선별작업을 진행한다.

⑨ 피압수자가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에 이러한 사실

을 소명하고 법원의 암호키를 요청한다.

⑩ 법원은 소명을 듣고 암호키를 수사기관에게 전송한다.

⑪ 수사기관은 법원의 암호키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의 암호를 풀고

단독으로 선별작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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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암호화 방식으로 대칭키와 PKI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DES나 AES와 같은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고 암호키를 Shamir의 임계 암호방식으로 분배하는 것도 가능

할 것이다. 실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

로 보인다.

또 상기 제안 방식을 운용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압수수색 집행현장에

서 수사기관과 피압수자가 키를 분배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약 압수수색

장소에 피압수자가 없거나 혹은 피압수자가 키를 거부할 경우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먼저 압수수색 현장에서 피압수자가 키를 거부하는 경우는 피압수자

의 키를 폐기 처리하고 이후 선별과정에서 법원의 키를 제공받아 이미지

파일의 암호를 풀고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키를 거부하는 행위를 참여 거부로 간주하고 암호화 없이

이미지 파일을 확보한 다음 기존 방식대로 무결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후 선별과정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방식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기존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집행현장에서

암호화하고 법원으로부터 비밀키를 제공받는 쪽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다음은 집행현장에 피압수자가 없는 경우의 문제이다. 피압수자의 부

재가 선별과정에서의 참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

문에 이 경우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는 형사소송

법 규정에 따라 관계인의 참여를 준용하여 관계인에게 키를 제공하고 향

후 선별과정에 관계인의 참여를 요구하거나 피압수자가 관계인으로부터

키를 받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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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 방식의 장점

1) 법원과 실무협의만 되면 바로 실행 가능(입법 문제가 없음)

2) 현행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유지하면서 실무에 적용 가능

3) 구조가 간단하여 설계가 용이함

4) 기존 형사사법망을 활용할 수 있어 추가적인 망구축 불필요

5) 법원용 키 관리서버 1대만 설치하면 운용하는데 문제가 없음

6) 추가적인 장비나 시설이 필요 없어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음

7) 암호화기술 사용으로 봉인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성 확보 가능

8)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기술적으로 보장할 수 있음

9) 임의접근 가능성을 차단하여 수사절차에 대한 신뢰성 제고

10) 피압수자가 비협조적인 경우도 수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음

11) 수사 지연, 방해 의도로 참여권을 남용하는 경우 적극 대처 가능

라. 기대효과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

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피압수자에게 비밀키의 일부를 분배함으로써

피압수자의 참여 없이는 수사기관이 단독으로 이미지 파일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적극적인 참

여를 유도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더불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 참여권 보장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참여권 보장 문

제에서 벗어나 전자증거에 대한 법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마. 법원의 참여 문제

수사기관과 피압수자 사이에 발생되는 참여권 문제와 관련하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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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적정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주체는 법원이 된다. 이러한

법원이 당사자로 직접 참여하여 절차적인 위법 여부를 미리 평가함으로

써 이후 발생될 수 있는 위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고, 그

렇게 함으로써 형사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절차적인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기 제안 방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법원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떠나 법원이 수사에 개입

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제안 방식에

서의 법원의 역할은 피압수자가 참여를 거부한 경우, 즉 현실적으로 다

툼이 있는 부분에 한정되어 수사기관의 단독열람을 허용할 것인지를 키

(KEY)로 결정하는 것이다. 영장에서 허용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였

는지를 사전에 평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다만, 법원이 키를 제공하

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이 이미지 파일을 열어볼 수 없게 되는 문제는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각도로 보면 법원이 키를 제공하지 않

는 것은 현재 수사기관의 행위에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를 보완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위법한 것이 되어 결국 나중에 가서 증거능력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는 것과 결과적으로는 같다고 볼 수 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보장의 이념 못지않게 실체적 진실발견도 중요하

므로 법원이 이유 없이 수사를 중단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

서 법원의 참여가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는 이유가 없어 보

인다.

또한, 제안 방식이 과거의 방식과 다른 점은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기

술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압수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저장매

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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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

함으로써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있는 셈이

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의하여 참여권이 배제되는 상황은 더 이상 발생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압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

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방치하여 적법절차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까지 피

압수자의 참여권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법

원이 피압수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키를 수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참여권을 남용하여 수사를 지연시키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증거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정

에서의 참여권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통제자인 법원이

중재 혹은 통제 역할을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게 된다. 법원이 이러한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

의 이념을 조화롭게 해석한다면 현재의 참여권 문제를 합리적인 방향으

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4절 제안방식의 한계점과 시사점

1. 제안방식의 한계점

일반적으로 분석실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

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삭제된 파일을 복구할 경우는 더욱 많

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분석과정이 2~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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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면 중간에 분석을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이때 암호가 해제된

상태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일반

적으로 암호화된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암호가 해제된 상태의

임시파일이 저장매체 어딘가에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작업을 종료하면

다시 암호화된 상태로 돌아가면서 임시파일의 흔적을 완전히 삭제하게

된다. 그러나 간혹 프로그램에 따라 임시파일을 남기거나 비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종료하였을 때도 임시파일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고 남게 되

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삭제된 임시파일을 복원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

만 기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임시 파일을

완전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임시파일을 통해 임의적인 접근이 일어날 여

지가 있게 된다.

임시파일 문제를 깨끗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용 저장매체를 설

치해 두고 이미지 파일을 내려 받아 선별작업을 하도록 하고 작업이 끝

나면 해당 저장매체를 완전하게 삭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완전 삭제 방법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와이핑(Wiping) 방식

이나 물리적인 장치를 이용한 디가우징(Degaussing)34)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와이핑을 할 경우는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나 저장매

체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디가우징을 하게 될 경우 시간은 절

약할 수 있으나 저장매체를 못쓰게 되어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

2. 시사점

최근 세계적으로 전자증거와 관련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다.

34) 디가우징(Degaussing)은 하드디스크에 강력한 자기를 가해 물리적으로 파괴하
는 기술이다. 디가우징을 하게 되면 해당 하드디스크는 재사용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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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거가 압수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시작하여 압수방법,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전자증거는 기존의 물리적인 증거와 다른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성들로 인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취급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술적인 요소와 법률적인 요소가 혼합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무체물인

전자정보를 압수대상으로 본다거나 무결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등 기존의 증거법칙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개념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나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전자증거

들이 가세하게 될 경우 더욱 많은 변화와 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증거들을 모두 기존의 법질서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디지

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자증거와 관련된

제도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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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권 보장의 의미는 압수수색 집행절차

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조치이고, 동시에 피압수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무관정보에 대한 수사

기관의 임의접근을 감시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었

다. 그러나 피압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여권의 본질은 무관정보에 대

한 수사기과의 임의 접근을 감시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의 참여권 보장은 이러한 의미

가 잘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권 보장 범위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수사기관

의 사무실에서 선별하는 과정을 포함한 압수수색 전체 과정에서 참여권

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참여권이 배제되는 경우도 무

관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행 수사실무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집행현장에서 확보하는 증거물은 전자정보, 이미지 파일, 저장매체로 나

누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물이 운반과정 → 보관과정 →

선별과정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절차에서 피압수자의 사생활 정보를 보호

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참여권이 배제되는 경우

에 있어 수사기관의 임의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참여권 보장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가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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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디지털 포렌식 도구로 이미지 파일에 암호를 설정하는 방식은

암호를 설정한 수사관에 의한 임의적인 접근을 막을 수 없고 암호를 수

사기관이 보유한 점에서 외부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또

한 수사기관과 피압수자 쌍방 암호화 방안은 피압수자가 참여를 거부할

경우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제3기관에 의한 정보 침해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3기관 설치를 위한 입법, 예산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현행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도 쉽게 적

용할 수 있는 암호화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제안 방안은 법원, 수사기관, 피압수자가 암호화에 참여하여 이미지

파일 암호화에 사용된 비밀 키를 3개의 조각으로 나누고, 이중 2개의 비

밀키 조각만 있으면 암호를 풀 수 있도록 하는 Shamir의 임계 암호 방

식을 이용한 방안이다. 제안 방안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피압

수자의 참여권을 기술적으로 보장할 수 있었다. 또한 기술적 조치를 통

해 형사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적인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제안 방안 역시 암호 해제된 상태의 임시파일을 처리

하기 위해 다른 수단을 갖추어야 하는 등 한계점은 존재하였다.

본 논문은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피압수자

의 참여권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고, 수사현실도 반영한 합리적인 방

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디지털 분야는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여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의 참여권 문제도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해

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따라서 앞으로 전자정

보 압수수색과 관련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연구와 더불

어 기술적인 부분도 꾸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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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technical measures

to ensure participation in

electronic information seizure

and search

- Using Threshold

Cryptography -

Seokhan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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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urrent practice of digital forensics is not provided with a device

capable of blocking any access by an investigative agency to

irrelevant information with the participation rights of the seized

person excluded. This can pose a number of problems on the

assurance aspect of participation rights. Therefore, I tried a tech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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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 to find a way to complement this.

The method of encrypting an image file with a digital forensic tool

can not prevent an arbitrary approach by an investigator who sets a

password and because the password is held by an investigation

agency, it is difficult to obtain trust from the outside There is. In the

previous research trying to restrict arbitrary access by the

investigation agency, the method encrypted by both the investigating

agency and the seized person who seized the duplicated image

proposed by Sanghyun Kang and stored in the third institution, Has

refused to participate, there is a problem that the investigation is

delayed, there is a possibility of information leakage by the third

agency, there are problems of legislation and budget for installing the

third agency. Therefore, we will try to improve these problems and

propose an encryption scheme that can be easily applied by current

practice.

The court, the investigating authority, and the seized party use

Shamir's cryptographic scheme to divide the secret key used for

encryption into three fragments and to decrypt it if only two secret

key fragments are needed. The proposed scheme could technically

secure the right of participation of the seized party. These

technological measures will also improve the efficiency of criminal

proceedings and contribute to procedural stability. However, the

proposed method also had inflection points, such as having other

means for processing temporary files in a password released state.

In this paper, we tried to solve the problem of the right of

participation of the seized person who are controversial in rela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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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information seizure search. The digital field tends to be

dependent on technology, so we hope to find clues in solving the

problem of participation in electronic information seizure search by

technologically approaching i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electronic information seizure search,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technical part as well as institutional research.

keywords : Electronic information, Participation rights,

Technical measures, encryption, Threshold

Cryp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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