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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우리 대법원은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전문법칙

적용으로 디지털 증거인 전자 문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2016. 5. 29.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55년 만에 개정·시행됨

으로써 디지털 증거에 대한 피고인 등 작성자의 진정 성립 부인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증거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

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 성립 증명을 위한 객관적 방법에 대한

연구는 물론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와 법정

증언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 또한 더욱 더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분석결과와 법정증언에 대한

신뢰성 문제 제기에 대한 국내외 판례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써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 대한 국내외 수사기관과 대학 등의 교육

과정과 교육과정에 대한 인정제도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수사기관과 연구소 등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포렌식 교육과정 및 인정․인증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어 :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증거, 교육․훈련, 인정․인증제

학번 : 2015-2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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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인 전자 문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1999. 9.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에서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1)고 판시하였다.

이후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대부분 사건에서 위 판시 사항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적법절차에 따라 압수하여 동일성과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작성, 법정에 제출된 분석결과보고서와 담당 포렌식 수사관의

법정증언 등에 의하여 전자 문서의 작성자가 특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2)을 적용하여 단지 피고인 또는

문서 작성자가 특정된 사람들이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하거나 또는 진술을 거부하여 해당 전자 문서에 대한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전자 문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

하였다.

1)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2)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

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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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검찰청 그리고 학계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정 성립에 대하여 작성자의 진술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법정 증언 또는 다른 객관적 방법에 의하여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2016. 5. 29. 형사소송법이 개정․시행되기 전인 2015 7. 16.

대법원은 소위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서를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1954. 9. 23. 제정되고 1961. 9. 1.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규정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그에 걸맞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서에 관하여는

저장매체의 사용자 및 소유자, 로그기록 등 저장매체에 남은 흔적,

초안 문서의 존재, 작성자만의 암호 사용 여부, 전자서명의 유무 등

여러 사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진정성을

탄핵할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그 작성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상관없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는바, 그 나름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몰라도 해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실

정법의 명문조항을 달리 확장 적용할 수는 없다.”3)고 판시하면서 전자

문서의 증거능력 문제에 대하여 입법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인식 변화의 결과로 2016. 5. 29. 형사소송법 제313

조가 55년 만에 개정·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증거에 대한 피고인 등

작성자의 진정 성립 부인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은 물론

3)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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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등에 대한 진정 성립 증명에 대한 피고인 측과 검찰의 치열한

법정 싸움이 예상된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진정 성립 증명을 위한 객관적 방법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각종 형사사건에서 디지털증거 압수수색과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와 법정증언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가 더욱 더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분석결과와 법정

증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디지털 증거의 특성과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 원칙,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법정 증언

사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국내외 수사기관과 대학의 디지털 포렌식 교육과정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관련 수사기관과 연구소 등에 대한 인정제도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사기관과 연구소 등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포렌식 교육과정과 인정․인증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법정증언 등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내외 다양한 이론과 관련 판례 연구가

선행되지 못하였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의 적용 사례와

이에 대한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등의 전문성과

신뢰성 판단에 관한 기존 국내와 미국의 판례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 대한 교육․훈련과정 또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특히

검찰의 교육 체계와 수사관 인증제도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됨

으로써 다른 여러 유관기관과 연구기관 등에 적용 가능한 보다

포괄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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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디지털 증거와 디지털 포렌식

1. 디지털 증거

1.1. 디지털 증거의 의의

일반적으로 디지털 증거는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가치 있는 정보4) 또는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며 법정

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5)를 말한다.

1.2. 디지털 증거의 특성

디지털 증거는 문서나 물건과 같은 물리적 증거와 달리 매체독립성,

비가시성․비가독성, 취약성, 대량성, 전문성, 네트워크 관련성 등의

특징6)을 가진다.

1.2.1. 매체독립성

디지털 증거는 ‘유체물’이 아닌 각종 디지털 매체에 저장되거나

전송중인 ‘정보’ 자체를 말한다.7) 따라서 디지털 증거는 디지털 저장

매체와 독립하여 어느 매체에 저장되어 있든지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같으면 동일한 증거 가치를 가진다.8)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보가

4) 1998년 미국 법무부 마약수사청, 연방수사국, 국세청 범죄수사단, 관세청, 항공

우주국 등 연방기관의 증거분석연구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디지털 증거에 관한

과학실무그룹(Scientific Working Group on Digital Evidence : SWGDE)에서 정의한

내용. 대검찰청, 과학수사 실무매뉴얼(2014), 150쪽.

5) 1995년 세계 수사관들이 컴퓨터 포렌식 및 컴퓨터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구성한 국제 포럼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Computer Evidence :

IOCE)에서 정의한 내용. 대검찰청, 과학수사실무매뉴얼(2014), 150쪽.

6)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22-26쪽; 전승수,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2-16쪽.

7) 원혜욱, “컴퓨터 관련 증거의 증거조사와 증거능력”, 수사연구(2000. 6.),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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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본 매체를 그대로 보존하여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외에도 원본 매체 자체 또는 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복제하여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9) 그러나 이러한 경우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본

매체가 압수된 이후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하고, 원본과

복제본에 저장된 정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10)

1.2.2. 비가시성․비가독성

전자적 기록매체에 기록․보존된 디지털 증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0과 1의 조합인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 및 상태를

사람의 지각으로 바로 인식할 수 없고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디지털

데이터는 저장 매체인 하드디스크 등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증거가

되는 내용을 인지하거나 식별할 수 없고, 관련 소프트웨어와 모니터

프린터 등의 연결 장치를 통한 화면보기 또는 인쇄 출력의 방법에

의하여만 비로소 가시성과 가독성이 주어진다.11) 따라서 디지털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12)

1.2.3. 취약성․변조용이성

디지털 증거는 위․변조 및 삭제가 매우 용이하여 간단한 명령어

입력으로도 정보를 쉽게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13).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분석, 법정제출 등 모든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유지와 무결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기술이 필요하다.14)

8) 양근원, 앞의 논문, 22쪽.

9) 전승수, 앞의 논문, 13쪽.

10)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도7257, 일심회 판결.

11) 전승수, 앞의 논문, 12-16쪽.

12)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도7257, 일심회 판결.

13) 양근원, 앞의 논문, 24쪽.

14) 탁희성, 이상진, “디지털 증거분석 도구에 의한 증거수집절차 및 증거능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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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대량성

최근 저장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기업이나 회사에서 사용하는 서버에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서버의 경우에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저장 또는 전송되고 있으므로 증거수집의 범위와

관련된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은 물론 저장매체를 분석하고 정보를 검색, 추출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와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15)

1.2.5. 전문성

디지털 증거를 다양한 저장매체에 저장하고 그 정보를 가시화하여

보여주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술과 프로그램들이 사용된다. 따라서

저장된 정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저장되었는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으면 정보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접근하여

수집된 정보라 할지라도 이를 가시화하고 그 내용을 해석하는 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없이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16)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분석, 법정증언 등 모든 과정에서

수집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유지와 무결성 확보 그리고 분석과

검증, 법정증언 등에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필요하다.

1.2.6. 네트워크 관련성

디지털 증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 국경의 벽을 넘어서

저장․전송․처리되고, 따라서 증거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료를 수집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시스템 자원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도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36쪽.

15) 전승수, 앞의 논문, 14쪽

16) 전승수, 앞의 논문,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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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게 된다. 이 경우 현행 형사절차법이 관할권의 근간을 토지관할을

바탕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관할을 넘어서는 법집행을 어느 정도

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아울러 국가의 주권문제까지도

결부될 수 있다.17)

1.3. 디지털 증거의 종류

디지털 증거의 종류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따라 1) 전문증거로서의

디지털 정보, 2) 비진술증거로서의 디지털 정보18), 생성과정에 따라

1)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 2) 컴퓨터에 의해 자동 생성된 기록19),

디지털 증거를 정보의 생성과정이 사람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컴퓨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1) 컴퓨터에 저장된

증거(Computer-Stored Evidence), 2) 컴퓨터로 생성된 증거

(Computer-Generated Evidence)20)로 나누어진다. 디지털 증거의 구별

실익은 디지털 증거의 생성과정에 따라 생성, 수집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전문법칙 적용 여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3.1 컴퓨터에 저장된 증거(Computer-Stored Evidence)

사람이 작성한 기록을 컴퓨터에 저장한 것으로 문서 파일, 이메일

본문 내용, 인터넷, 채팅 메시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컴퓨터가 아닌

사람의 지적 작용에 의하여 생성되어 단순히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디지털 형태로 컴퓨터 등에 저장된 증거는 그 증거의 입증취지에

따라 그 증거 내용의 진실성이 입증 취지로 제출된 경우 전문증거에

해당되어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증거의 존재 자체를 입증취지로 할

경우에는 비전문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21)

17) 전승수, 앞의 논문,15쪽

18) 전승수, 앞의 논문,16-19쪽.

19) 대검찰청, 과학수사 실무매뉴얼, 2014, 151-152쪽.

20) 최지석, “미국 증거법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2011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26집), 252쪽.

21) 박현준, “이메일 헤더 분석을 통한 전자문서의 작성자 특정과 형사소송법 제

315조 전문법칙 예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2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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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컴퓨터로 생성된 증거(Computer-Generated Evidence)

사람의 인식작용과 관계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받는

컴퓨터 접속 로그기록, 웹 히스토리, 이메일 헤더, 통신업체로부터

제공받는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입출금

내역, 윈도우 레지스트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증거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비인격적 주체가 생성하는 증거로서 그 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을 요증 사실로 법원에 제출된 증거라 하여도 전문증거의

개념상 당연히 전문증거배제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와 미국 연방증거규칙(FRE)의 입장이다.22)

2. 디지털 포렌식

2.1.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은 디지털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에

관한 일련의 절차, 기술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컴퓨터 등 각종

디지털 소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보존(Preservation), 수집

(Collection), 증명(Validation), 식별(Identification), 분석(Analysis),

해석(Interpretation), 기록(Documentation), 제출(Presentation)하기

위하여 과학적으로 이끌어내고 증명하는 방법’을 말한다.23)

22) 박현준, 앞의 논문, 23쪽.

23) 양근원, 앞의 논문, 37-38쪽. 포렌식(Forensics)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법정의’

또는 ‘법과학의’라는 뜻을 가진 용어이다. 이는 증거를 수집, 보존,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정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과학적, 기술적인 기법을 사용하되 증거

가치 상실이 없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1991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국제컴퓨터전문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uter Specialists : IACIS)에서 처음 등장한 ‘컴퓨터 포렌식(Computer

Forensics)’은 컴퓨터 보안 분야와 법학 분야에서 큰 관심을 끌며 법률을 과학에

적용하는 법과학의 한 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이후 초기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던

컴퓨터 포렌식은 1998년부터 디지털 증거 자체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컴퓨터

증거에 관한 국제조직(International Organization on Computer Evidence :

IOCE)’은 이때부터 디지털 증거라는 용어를 정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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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 원칙24)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갖기 위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25)이다.

이러한 원칙은 디지털 포렌식의 전 과정에 적용되어야 하고,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반영하여 원본에 대한 훼손이 없어야 하고, 그 증거의

신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26)

과학 분야에서도 컴퓨터 포렌식 대신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

하였으며, 특히 2001년 8월 대학교 연구진들과 컴퓨터 포렌식 전문가들이 뉴욕주

유티카에서 ‘디지털 포렌식 연구 워크숍(Digital Forensic Research Workshop :

DFRWS 2001)’을 개최하면서 정식으로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4) 대검찰청, 과학수사 실무매뉴얼, 2014, 153쪽. 영국의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ACPO)에서는 컴퓨터 기반의 전자적 증거의 취급(The

Principles of Computer-based electronic evidence)에 있어 다음의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 법정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나 수사관의 작업으로 인해 컴퓨

터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변경 되어서는 안 된다. (데이터

의 무결성 강조)

2. 컴퓨터나 디지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원 데이터에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관은 반드시 그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후 수행된 각 행위가 디지털 증거를 확

보하는데 있어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였고, 그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

었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한다. (수사관의 전문성 강조)

3. 컴퓨터 기반의 전자적 증거에 수행된 모든 과정은 추적 가능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보존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하여 재현될 경우 동일

한 결과 값이 산출되어야 한다. (수행 과정의 기록 및 결과의 재현가능성 강

조)

4. 해당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은 적법절차에 의해 전 과정이 수

행되었음을 입증할 포괄적인 책임을 진다.(적법절차 준수의 책임 강조)

25) 전승수, 앞의 논문, 21-23쪽은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 원칙으로 ①적법절차의 준

수, ②증거의 무결성 유지, ③재현의 원칙, ④디지털 포렌식 절차의 문서화; 정

교일, “디지털 증거의 압수와 공판정에서의 제출방안”,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

동향 통권 제25호(2010. 4.), 125-126쪽은 ①정당성의 원칙, ②재현의 원칙, ③

신속성의 원칙, ④절차 연속성(Chain of Custody)의 원칙, ⑤무결성의 원칙; 대

검찰청, 과학수사 실무매뉴얼, 2014, 제153-154쪽은 ①적법절차 준수, ②동일성,

무결성 유지, ③신뢰성 확보를 각각 제시하였다..

26) 전승수, 앞의 논문,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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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적법절차 준수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하는 과정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의 위법

수집증거배제법칙과 적법절차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의

전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고, 표준 절차와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증거의 수집 및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27)

종전 비진술증거와 관련하여 이른바 ‘형상불변론’을 채택하였던

판례28)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적

배제론’29)으로 변경되었다.

2.2.2. 동일성·무결성 유지

디지털 데이터를 출력·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는 경우에는 원본과

복제본 사이에 데이터의 동일성이 증명되어야 하고, 데이터를 수집

하여 보관·분석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에 의한 조작, 변경, 손상이

없도록 무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데이터의

동일성 확보와 무결성 검증을 위한 방법으로는 이미징 기술과 해시값을

이용한다.30)

27) 전승수, 앞의 논문, 21쪽.

28) 대법원 1968.9.17. 선고 68도932 판결은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이라 해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그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29)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3061 전합 판결(제주도지사사건)은 “헌법과 형사

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30)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은.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된 이후 문건 출력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하고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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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신뢰성 확보

디지털 증거를 수집, 보존, 분석, 제출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사용한

컴퓨터와 프로그램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각

단계에서 이를 담당했던 수사관의 기술능력과 정확성도 담보되어야

한다.31) 담당 수사관은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고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숙련된 전문가이어야 한다.32)

III.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1. 개요

우리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33) 그러나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형사소송

위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

드카피’․‘이미징’한 매체로부터 문건이 출력된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

과 ‘하드카피’․‘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각

디지털 저장매체가 봉인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봉인을 풀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미징 작업을 하였는데, 디지털 저

장매체 원본의 해쉬(Hash) 값과 이미징 작업을 통해 생성된 파일의 해쉬 값이

동일한 사실, 제1심 법원은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검

증을 실시하여 이미징 작업을 통해 생성된 파일의 내용과 출력된 문건에 기재

된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출력된 문건은 압

수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되었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

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31)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은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

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

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

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라고 판시

하였다.

32) 전승수, 앞의 논문, 22쪽.

33) 대검찰청 내무 규정인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대검찰청

예규 제805호, 2015. 7. 16.)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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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전문법칙34) 그리고 디지털 증거에

대한 진정성, 무결성·동일성, 신뢰성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와 학자들의 입장이다.

2016. 5. 29. 우리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개정·시행되면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에 대한 전문법칙으로 적용으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경우에만 증거

능력이 있었으나35)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 디지털 증거는 압수·수색·검증한 때로부터

법정에 제출하는 때까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유지)디지털 증거는 그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이용된 도구와 방법의 신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3조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 의한 압수․수색․검증)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검증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또는 대검찰청에서 실시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실무교육을 받은 수사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수사관이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디지털수사과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개정

2015.7.16.>

제20조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 등을 위한 조치)정보저장매체 등의 봉인

해제, 이미지 파일로 복제,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은

사진을 촬영하는 등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무결성,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61.9.1.]

35)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영남위원회 판결에서 “다만, 컴퓨터 디스켓

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

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면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적표현물을 컴퓨터 디스켓에 저장,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러한 문건의 존재 그 자체가 직접 증거로 되는 경우이므로 적법한 검

증 절차를 거친 이상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에 관하여는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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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하더라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게 되었다.36)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국내외 법령과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위법수집배제법칙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도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압수

수색장소와 물건, 압수목록의 교부 등과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된 디지털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1. 미국 입법 및 판례

미국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Exclusionary rule)은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수집되거나 분석된 증거들을 형사절차에서 배제하여

능력이 인정된다.”

36)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

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

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

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

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

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개정 2016.5.29.>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신설

2016.5.29.>



- 14 -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불합리한 압수수색으로부터 자유

로울 권리 및 영장주의에 관한 연방 수정헌법 제4조37), 진술거부권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5조3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한 수정헌법 제6조)39)와의 관련 하에서 논의되어

37) 제4조 수색 및 체포영장(Search and arrest warrants)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물건의 안전을 보장받는 사람의

권리는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

가 있어 특별히 수색할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할 물건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영장은 발부될 수 없다.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38) 제5조 형사사건에서의 권리(Rights in criminal cases)

누구라도 대배심의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중한 범죄에 대하여 심문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육군이나 해군에서 또는 전시나

사변시 복무 중에 있는 민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해서는 예외로 한다.

누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아니하며, 어느

형사사건에서도 자신의 증인이 될 것을 강요받아서는 아니되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

상없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수용되어서는 아니된다.

No person shall be held to answer for any capital, or otherwise infamous crime,

unless on a presentment or indictment of a Grand Jury, except in cases arising

in the land or naval forces, or in the Militia, when in actual service in time of

War or public danger; nor shall any person be subject for the same offence to

be twice put in jeopardy of life or limb; nor shall be compelled in any criminal

case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 nor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39) 제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Rights to a fair trial)

모든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 및 법률이 미리 정하는 지역의

공정한 배심원단에 의한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공소제기 사실과 이

유를 통보받을 권리,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대면할 권리,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

을 얻기 위하여 강제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방어를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a speedy and

public trial, by an impartial jury of the State and district wherein the crime

shall have been committed, which district shall have been previously ascertained

by law, and to be informed of the nature and cause of the accusation; to be

confronted with the witnesses against him;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es in his favor, and to have the Assistance of Counsel for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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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40) 미국은 판례를 통해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도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물건에 대한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14년 Weeks vs. U.S.41)를

시작으로 1920년 Silverthorne Lumber vs. U.S. 사건42)에서 독수과

실론(毒樹果實論)의 기본골격을 세웠고, 1961년 Mapp vs. Ohio 사건

에서 주의 형사사건에도 위 법리가 적용된다는 판례가 나오면서 위법

수집증거배제법칙이 확립되기에 이르렀다.43)

2.2. 국내 입법 및 판례

우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법하게 수

집된 모든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도 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위

형사소송법이 개정, 시행되기 전44)까지 대법원은 비진술 증거에 대

해서는 ‘형상불변론’에 입각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45) 그러나

대법원은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제주도지사

사건)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defense.

40) 대법원,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5, 80-81쪽

41) 연방대법원은 영장 없이 개인 주거지에 들어가서 물건을 압수하는 것은 수정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42) 연방대법원은 불법적으로 압수한 물건에 기록된 자료를 복사하여 증거로 사용

하는 것은 수정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로 위법하게 압수한

증거(독과)로부터 나온 2차 증거(독과실)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독수과실론(fruit

of the poisonous tree doctrine) 원칙이 마련되었으며 후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으로 확대되었다.

43) 이숙연, “형사소송에서의 디지털증거의 취급과 증거능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99-100쪽

44) 2007. 6. 1. 개정되어 2008. 1. 1. 시행

45)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도932 판결에서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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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절차

조항에 따르지 않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종전 ‘형상불변론’에서 ‘위법수집

증거배제법칙’을 기본원칙으로 변경하였다.

2.2.1. 전교조 재항고 사건46)

전교조 측의 “압수·수색영장이 압수의 대상과 방법을 제한하고 있

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어긴 채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고 시국선

언과 관련 없는 다수의 파일을 복사하였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대

법원은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

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

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

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2)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

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

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3) 나아가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

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

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문

서출력 또는 파일복사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

되어야 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러므로 수사기

46) 대법원 2011. 5. 26. 2009모119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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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4)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긴 것은 영장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당사자 측의 참여권

보장 등 압수·수색 대상 물건의 훼손이나 임의적 열람 등을 막기 위

해 법령상 요구되는 상당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

로 이 점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다만 영장의

명시적 근거 없이 수사기관이 임의로 정한 시점 이후의 접근 파일

일체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8,000여 개나 되는 파일을 복사한 영장집

행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위 압수·수색 전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일시로부터 소급하여 일정

시점 이후의 파일들만 복사한 것은 나름대로 대상을 제한하려고 노

력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측도 그 적합성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2.2.2. 왕재산 사건47)

피고인 측은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수색은 원칙적으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그 자리에서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

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모든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하여 그 자체를 압수하거나 혹은

복제 이미징 등의 형태로 외부에 반출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집행

이고, 위 매체 자체 또는 복제 이미징된 것을 외부로 반출한 이후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된 파일들을 압수 수색한

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3. 선고 2011고합11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805;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 18 -

것은 영장이 허용하지 않는 위법한 집행이다.”라는 주장에 하였다. 1심

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가) 압수 수색 검증 영장은 압수 수색 검

증할 물건을「각 압수 수색 검증할 장소 및 신체에 장소 관리 보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PC), 카메라, 캠코더, 녹음기, 차량 네비게이

션, 디지털 정보저장매체(USB, CD, HDD, MP3, PDA, 전자수첩, 디

지털테이프, 프린트기, 기타 각종 메모리 등) 및 同기기 매체에 수록

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나) 각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

사실이 많고, 각 압수․수색 장소에서 디지털 저장매체가 많게는 60

여 개에 이를 정도로 다수 압수되었으므로 현장에서 범죄 사실의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만을 구분해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법원에 압수된 각 디지털 저장매

체에 저장되어 있던 600여 개에 이르는 문건이 증거로 제출되었던

점, 다) 일부 보안 USB에는 암호가 설정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 내

용을 지득할 수 없었으며, 삭제 파일의 복구 등 추가적 분석이 필요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반출한

것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디지털 저장매

체의 원본이나 하드카피나 이미징 형태가 압수된 경우 수사기관에

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

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것이 영

장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압수․수색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였고 상급심에서도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2.2.3. 이석기 사건48)

피고인 측은 “가) 수사관들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나 복제본을

사무실로 옮긴 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수집하거나 확보

48) 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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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고 암호화된 파일을 복호화하는

과정도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과정의 일환에 포함되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

하여 이로써 취득한 전자정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 통신제

한조치허가에 의하여 획득한 녹음파일에 관해서도 이는 통신비밀보

호법상 통신제한조치의 일종인 대화의 녹음·청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 법은 대화의 녹음·청취에 관하여 집행위탁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3자에게 집행을 위탁하여 행한 것은 위법하여 이

또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위 가) 주장에

관하여 “전자정보의 복호화 과정 등도 전체적으로 압수·수색과정에

포함되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의 일시,

장소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 본문, 제

121조에 위배된다.”고 하면서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가능

성을 인정한 위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지를 인용하여 “피고인들이 압수·수색과정에 일부 직접 참

여하거나 관련된 자들이 참여하였던 점, 사전통지 누락이 증거수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의 판단을 수긍하였고, 나) 주장에 관하여도 “통신

비밀보호법 관련 규정이 ‘대화의 녹음·청취’를 제3자에 대해 집행위탁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규정의

종합적인 해석에 의하여 집행주체(수사기관)가 제3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대화의 녹음·청취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그에

대한 집행 위탁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따라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49)

2.2.4. 종근당 사건50)

49) 대법원,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5, 108-109쪽

50) 대법원 2015. 7. 26.자 2011모183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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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강력부 검사는 1) 2011. 4. 25. 종근당에 대한 배임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제1영장)으로 저장매체를 봉인, 압수하여 다음날

(4. 26.) 대검 포렌식팀에 인계, 2) 대검 포렌식팀은 종근당측 관계자

참여 하에 봉인 해제 저장된 전자정보파일 전부를 이미징 한 후 원격

디지털공조시스템에 등록(제1처분) 후 저장매체 반환(종근당측은 복제

과정을 참관하다 임의로 퇴거), 3) 강력부 검사는 2011. 5. 3. ~ 5. 6.

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정보를 별도의 외장하드디스크에 재복제(제2처분),

같은 달 9.부터 20.까지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배임 혐의와 무관한 리베이트 관련 자료들을 출력(제3처분), 특수부에

통보(제2, 3처분 당시 종근당 측 참여기회 미보장), 4) 특수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영장(제2영장)을 발부받아 강력부 검사실에

보관된 외장하드디스크를 압수한 후 필요한 자료 출력하였다.(압수

집행 당시 종근당 측 참여기회 미보장),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

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

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

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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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정보에 대한 압

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이미징․

탐색․복제 및 출력행위 등 수사기관의 처분은 하나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일련의 행위가 모

두 진행되어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에는 특정 단계의 처분만을

취소하더라도 그 이후의 압수․수색을 저지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압수․수색의 결과물을 보유하도록 할

것인지가 문제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준항고인이 전체 압

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

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준항고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

라 당해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

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전체적으로 그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

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제1처분은 제1영장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부득이한 사유

에 의한 것이고, 저장매체 원본을 가능한 조속히 반환하기 위한 목

적에서 이루어진 조치로서 당사자의 묵시적 동의와 복제 과정에 참

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적법하나, 제2, 3처분은 피압수자에

게 계속적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제1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정보까

지 재복제․출력한 것으로서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고, 제2,

3처분은 증거물을 획득하는 행위로서 압수수색의 목적에 해당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제1처분의 적법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제1영

장에 기한 압수수색은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하였고, 제2영장 기재

압수할 물건은 임의로 재복제한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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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로서 그 자체가 위법한 압수물이어서 영장청구 요건을 충족하

지 못했고, 영장 집행 당시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제2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은 전체적으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하였

다.51)

3.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디지털증거는 매체독립성, 취약성 및 비가시성, 전문성 등 특성으로

인해서 디지털 증거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결성, 동일성,

진정성, 신뢰성, 전문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3.1. 무결성과 동일성

디지털 증거는 특성상 변경, 훼손이 용이하므로 최초 증거가 저장

된 매체에서 법정에 제출되기까지 변경이나 훼손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즉 디지털 증거에 대한 수집, 분석, 보관, 처리, 법

정제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각 행위 시마다 원본 데이터의 무결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절차적 보증이 필요하다.52) 무결성은 디지

털증거의 압수에서 법정 제출까지 일련의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라면

동일성은 원본과 복사본, 출력물 사이의 비교에 주목하는 개념으로

무결성이 증명되면 동일성이 추정되고 반대로 동일성이 입증되면

무결성이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53)54)

51) 대검찰청, 2015 알기쉬운 과학수사 주요 판례 분석, 2015, 42-44쪽

52) 양근원, 앞의 논문, 217쪽.

53) 이숙연, 앞의 논문, 130쪽

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에서 “동일성에 대한 입

증은 기본적으로 원본과 사본의 해쉬값 비교를 통하여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

을 확인한 후 사본과 출력물 등의 동일성을 검증하는 방법 등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나, 한편 위 동일성과 표리(表裏)의 관계에 있는 무결성(보관의 연속성)

이 담보되는 한, 반드시 동일성 입증을 위하여 해쉬값을 비교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된다고 할 수 없고, 법정에 제출된 원본과 사본의 출력․재생한 결과물 등

을 직접 비교한 검증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그 동일성 여부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되고”, “이러한 무결성

및 동일성은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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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일심회’55) 사건에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

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

된 정보와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면

서 이를 위해서는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동일성을 인정하

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된 이후 문건 출력에 이

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하고 특히 디지털 저장매

체 원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저장매체 원

본을 대신하여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이미징’

한 매체로부터 문건이 출력된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하

드카피’,‘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법원 감정을 통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 혹은 ‘하드카피’,‘이

미징’한 매체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

정에서 이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

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

보되어야 한다.”라고 그 요건을 설시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위 ‘일심회’ 사건에서 “국가정보원에서 피고인들

혹은 가족, 직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원심 판시 각 디지털 저장매체

를 압수한 다음 입회자의 서명을 받아 봉인하였고, 국가정보원에서

각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조사할 때 피고인들 입회하에

피고인들의 서명무인을 받아 봉인 상태 확인, 봉인 해제, 재봉인하

였으며, 이러한 전 과정을 모두 녹화한 사실, 각 디지털 저장매체가

봉인된 상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된 후 피고인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봉인을 풀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미징 작업을 하였는데,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의 해쉬(Hash) 값과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

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라고

설시하였다,

55)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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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징 작업을 통해 생성된 파일의 해쉬 값이 동일한 사실, 제1심법

원은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검증을 실시

하여 이미징 작업을 통해 생성된 파일의 내용과 출력된 문건에 기

재된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출력

된 문건은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되었던 내용과 동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함으로

써 출력물과 디지털 정보의 동일성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왕재산’ 사건56)에서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

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일심회 사건과 유사하게 동일성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도 동일성과 함께 무결성이라는 표현을 추가로 적시하였다. 또한 이

러한 동일성·무결성의 증명방법에 관하여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

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

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

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

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

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

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

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

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

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

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

56)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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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압수·수

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

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그 증명이 반드시 일심회 사건에서

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였다.57)

대법원은 ‘이석기’ 사건58)에서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

자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

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

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

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

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

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녹음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쉬(Hash) 값과의 비교,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

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이

에 관한 증거능력 요건의 증명방법이 다양할 수 있음을 설시하였고,

녹음파일 생성, 전달, 보관 및 해쉬 값 산출 과정에서의 관여자들의

증언 내용, 해쉬 값의 감정 결과 등을 기초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였다.59)

3.2. 신뢰성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57) 대법원,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5, 29-130쪽

58)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59) 대법원,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5, 131-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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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등에 사용된 디지털 포렌식 도구와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이러

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이행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3.2.1. 디지털 포렌식 도구의 신뢰성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디지털 증거에 대한 무결성과

동일성 입증 과정에서 사용된 디지털 포렌식 도구와 프로그램에 대

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의 재판과정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 사례는 없지만 매년 다양한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프로그램이 새로 나오거나 기존 프로그램들

이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신뢰성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

법정에서도 그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사법연구원은 포렌식에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국가기

관에 의해 적절하게 인증 받은 것을 사용할 것을 권고60)하고 있고,

미국 ‘국가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 NIST)’에서는 미국 사법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컴퓨

터 포렌식 도구 시험 프로그램(Computer Forensics Tool Test

Program : CFTT)’을 운영하면서 포렌식 도구들을 검증 및 평가61)

하고 있다.62)

우리나라 대부분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 증거 분석프로그램으로

‘Encase'63)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Encase' 프로

그램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

60) NIJ, "Forensic Examination of Digital Evidence : A Guide for Law

Enforcement", NIJ, 2004. 4. p.3.

61) http://www.cftt.nist.gov/

62) 양근원, 앞의 논문, 229쪽.; 이숙연, 앞의 논문, 137-138쪽

63) 미국 Guidance Software社에서 제작한 디지털 증거 분석 통합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증거사본 생성과 분석, 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증거조사의 모든 과

정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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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1) 이론 혹은 기술이 검증될 수 있거나 검증되었는지 여

부, (2) 그 이론 혹은 기술이 검토와 공표를 거쳤는지 여부, (3) 알

려진 혹은 잠재적인 에러율이 높은지 여부, (4) 그 이론이나 기술이

관련된 과학자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과학적 수사방법의 신뢰성 여부를 판단하였고, 위 사건을

통하여 ‘Encase’는 신뢰성 있는 포렌식 프로그램으로서 공시되었

다.64)

우리 대법원에서는 일심회 사건65)에서 “법원 감정을 통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 혹은 ‘하드카피’,‘이미징’한 매체에 저장된 내용과 출

력된 문건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각 디지털 저장

매체가 봉인된 상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된 후 피고인들

이 입회한 상태에서 봉인을 풀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미징 작업을 하였는데,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의 해쉬

(Hash) 값과 이미징 작업을 통해 생성된 파일의 해쉬 값이 동일한

사실, 제1심 법원은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이 모두 참여한 가운

데 검증을 실시하여 이미징 작업을 통해 생성된 파일의 내용과 출

력된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출력된 문건은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되었

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미징 작업과 해쉬값 작성과 동일성 검증에 사용된

'Encase'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3.2.2.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신뢰성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가 증거능력을 갖기

64) 장상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발표

자료집 (Ⅰ), 대검찰청, 2009, 235쪽.

65)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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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 대한 전문성과 분석과정에 대한

신뢰성이 요구된다.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702조는 이에 대해서 ‘과학적인, 기술적인

혹은 특수한 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전문지식, 기술, 경험

을 소유하고 교육을 받은 자질 있는 전문가가 증언해야 한다.’66)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United States v. Scott-Emuakpor 사건67)에서

피고는 컴퓨터 포렌식을 수행한 분석관인 재무성 특별수사국

(USSS) 수사관의 전문성을 문제 삼았고, 법원은 수사관이 자기들의

입증 사실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자격 있는

전문가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68)

우리 형사소송법 제169조는 감정에 관하여 ‘법원은 학식, 경험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9조는 감정증인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

에는 본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제출된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부동의할 경우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관여한 감정인 또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은

66) 제702조 전문가증인의 증언

지식, 기술, 경험, 훈련, 교육 등으로 인하여 전문가 자격을 얻게 된 전문가증인은

(a) 전문가로서의 과학적, 기술적, 기타 전문적 지식이 사실인정권자가 쟁점사실에

관한 증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b) 그 증언이 충분한 사실 또는 자료로 뒷받침되며

(c) 그 증언이 믿을 만한 이론과 방법론의 산물이고

(d) 증인이 그 이론과 방법론을 쟁점 사실에 정확하게 반영한 것일 때에는 증인 자

신의 의견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Rule 702 – Testimony by Expert Witnesses

A witness who is qualified as an expert by knowledge, skill, experience,

training, or education may testify in the form of an opinion or otherwise if:

(a) the expert’s scientific, technical, or other specialized knowledge will help the

trier of fact to understand the evidence or to determine a fact in issue;

(b) the testimony is based on sufficient facts or data;

(c) the testimony is the product of reliable principles and methods; and

(d) the expert has reliably applied the principles and methods to the facts of the

case.

67) United States v. Scott-Emuakpor, supra, 2000 WL 288443.

68) 양근원, 앞의 논문, 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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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 또는 감정증인의 형태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된다.

그 결과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관여한 감정인 또는 디지털 포렌

식 수사관의 신뢰성(전문성)이 문제될 수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일심회’ 사건69)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사건 담당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전문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에서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들의 증거능력이

쟁점으로 제기되었는데,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저장매체의 데이

터가 본래 존재하였던 상태와 전혀 다름이 없이 수집,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위 디지털 증거의 분석처리 과정에 대한 신뢰성에 대하여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법원의 검증절차에 참여하여 이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증인 정○○의 디지털 증거 분석능력과 그 증언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위 문건들은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검증과정에 이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처리, 출력 각 단계에서의

컴퓨터 처리과정의 정확성, 조작자의 전문적 기술능력 등이 갖추어

질 때, 컴퓨터기록은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법원의 검증절차를 통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살피건데, 이 법원의 검증조서, 증인 정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70)의 증언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처리, 출력의 각 단계에서의 컴퓨터 처리과정의 정확성, 조작

자의 전문적 기술능력 등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보이고…“ 라고 판

시하였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증인 정○○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정보원에서 1차로 진행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식 복구

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6. 선고 2006고합1365 1363, 1364, 1366, 1367(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7노929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

고 2007도7257 판결.

70)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정○○는 2003. 1.~2003. 6.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과정과 Encse와 FTK 등 디지털 포렌식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컴퓨터

수사와 디지털 증거분석 등 관련 업무를 약 4년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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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 디지털 원본 매체의 변경 가능성이 존재하고, …검찰

에서 2차로 진행된 포렌식 복구 수사로써 독립적으로 디지털 원본

매체의 무결성을 절차적으로 기술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검찰 수사관인 증인 정○○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거의 혼자서

이 사건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정

○○ 혼자서 검찰 수사기간 내에 이 사건 디지털 증거를 분석․처

리한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디지털 증거 처리의 결과를 신뢰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 포렌식 복구 과정에 대한 전문가가 별로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검찰 이미징 작업은 정○○의 개인 차원에서 이

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신뢰성을 배척해야 마

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압수물인 원본 디지털 저장매

체로부터 출력된 문건 내용이 원래의 데이터 내용과 다름없이 수집,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문건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

하였으나 2심 법원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

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모든 디지털 저장매체들은 봉인된 상태

에서 검찰에 송치되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해당 피고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봉인된 디지털 저장매체를 풀고 이미징 작업을 마

친 후 이를 다시 봉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디지털 저장매

체를 압수, 봉인, 봉인 해제 및 복제를 할 때 항상 해당 피고인 측

에서 입회하여 그 과정을 확인한 이상, 위 디지털 저장매체를 복제

할 때 해쉬값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디지털 저장매체에

담긴 파일의 내용이 국가정보원의 수사과정에서 변경되었을 가능성

은 거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

되어 증거로 제출된 문건의 내용과 위 디지털 저장매체에 담겨 있

던 원래의 자료 내용의 동일성에 대하여, 원심은 위 디지털 저장매

체에 대한 적법한 검증절차를 거친 다음 원심 판결문 제267쪽부터

269쪽까지 설시한 바와 같은 근거를 들어 위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

을 이미징한 파일에 수록된 컴퓨터 파일의 내용이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수사기관이 출력하여 제출한 문건들에 기재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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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

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라고 판시하였고 이러한 논지는 대법원에서

도 그대로 유지되었다.71) 위 판결을 통해서 디지털 증거 분석과 검

증, 법정증언을 담당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 대한 전문적 기술능

력과 신뢰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서는 녹음파일의 편집·조작 위험을

고려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제기되었는데, 피고인 측은

“... 녹음파일들은 원본이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원본이 있는 경우에

도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따라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으므로, 디지털

증거로서 확보되어야 할 무결성, 동일성이 증명될 수 없는 것이고,

음성파일 제출 후 디지털 포렌식 절차 전에 임의로 들어보거나 이

후의 사본 보관 과정에서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등 보관

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 가) 대화내용

을 녹음한 테이프 등의 전자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

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

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

대, 증인 한○○, 김○○의 각 법정진술, 위 녹음파일에 대한 각 압

수조서, 각 음성감정결과통보와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국가정보원의 디지털 포렌식

담당직원 한○○72)은 2012. 8.경부터 자신이 이를 전담하면서, 2012.

71) 최성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국외훈련검사 연구

논문집 26 (2011).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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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 녹음된 증거목록 Ⅰ-844번부터의 녹음파일에 관하여는, 녹음

기 자체에 직접 쓰기방지 기능을 설정하고 해당 녹음파일의 해쉬값

을 산출하였고, 다만 마지막 녹음파일인 증거목록 Ⅰ-874번 녹음파

일은 동료를 보내 해쉬값을 산출하도록 하면서 전화를 통해 그 과

정을 감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9) 음성합성에 관하여 연

구하고 있다는 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 교수 유○○은 음성파일의

특성상 이를 편집하는 경우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주파수의 배

경잡음까지도 불연속점이 생기게 되므로 편집의 흔적 없이 음성파

일의 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은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진술

하고, 위 녹음파일들의 편집 여부에 관한 감정을 직접 시행한 감정

관인 김○○73)도 녹음파일을 편집하는 경우 신호의 불연속점을 자

연스럽게 처리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상 불가능하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분석방법에 의해 이를 식별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문서파일과는 달리 녹음파일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내용을 편

집하는 경우 감정에 의해 이를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이

에 어긋나는 증인 김○○74)의 법정진술은 디지털 포렌식과 음성파

일의 특성에 관한 그의 학력과 경험, 지식수준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원본의 무결성에 관하여는 녹음파

일의 편집 여부에 대한 감정이 보다 의미있는 절차라고 할 것인

점”, “…④ 위 각 녹음파일의 사본에 대한 감정결과 편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위 녹음파일 사본의 파일정보와 녹음 주파수 대역

이 해당 디지털 녹음기로 생성한 파일의 그것들과 같다는 결과가

나온 점, ⑤ 위 각 감정물의 해쉬값이 이○○이 확인한 각 해쉬값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이 피고인 홍○○ 등과의 대화를

72) 국정원 디지털 포렌식팀 팀장, 고려대학교 석사

73)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음성감정관으로 14년 근무, 서울대 석사, 박사

74) 법원은 국정원 포렌식팀장, 검찰 음성감정관, 서울시립대 교수 등의 법정진술과

감정결과에 반하는 피고인 측 증인 김○○의 주장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식과

음성파일의 특성에 관한 그의 학력과 경험, 지식수준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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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한 후 해당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다음 해쉬값을 산출

하고 이를 확인할 때까지 해당 녹음파일에는 어떠한 편집이나 개작

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으며, 이러한 논지는 항

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유지되었다.75)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에서 출

력된 추출파일(복사본 일기장.xls) 문건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피고인

측 변호인은 “…원심이 증거로 거시한 ‘추출파일(일기장.xls)‘은 조작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사후적

으로 그 내용이 조작되었거나 임의로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

빙성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

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

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

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

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

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

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사법경찰리 안○

○는 조○○으로부터 복사본 일기장.xls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

터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뒤 이를 조○○의 차량 뒷자석에 싣고

함께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와서 조○○이 보는 가운데 위

컴퓨터를 내려 사무실로 들어간 후 바로 디지털 증거 분석실에 일

기장 파일을 추출해 달라고 분석을 의뢰한 사실, 이에 디지털 증거

75) 수원지방법원 2014. 2. 17. 2012013고합620, 624(병합), 699(병합), 851(병합)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2014노762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

109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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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관 한○○은 위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하드디스크

의 정보 및 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쓰기방지장치인 ‘Tableau'에 연

결한 후 신뢰성을 인정받는 프로그램인 Encase V6.15.0.82를 이용하

여 디스크의 이미지를 생성하였고, 그 디스크 이미지로 분석 작업을

수행한 후 파일의 내용도 읽어 보지 않은 채 옆에 여백이 남은 부

분만 편집하여 그대로 출력한 사실, 한○○은 국제정보통신감사사

CISA자격증과 정보처리기사 1급을 소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증거분

석 관련해서 4년 정도 근무하여 전문적 기술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

실, 제1심 법원은 한○○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위와 같은 이미징 파

일의 생성 및 출력과정, 그에 사용된 프로그램의 정확성, 한○○의

전문성 등을 신문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원본 파일과 이미징

파일 및 출력된 추출파일(복사본 일기장.xls) 문건 사이의 동일성에

관하여 확인한 사실, 위 한○○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이 위 파일을 삭제한 2007. 10. 19. 이후로는 위 파일의 내용

이 변한 적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출력된 추출파일

(복사본 일기장.xls) 문건은 압수된 컴퓨터에 저장되었던 내용과 동

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위 파일의 작성자인 이○○이 제1심

법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으므로, 위 출력된 추출파일(복

사본 일기장.xls) 문건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취지의 원심

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4.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4.1. 형사소송법과 전문증거

디지털 증거가 적법절차에 의해 수집되고, 무결성, 동일성, 신뢰성,

전문성 등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고 디지털 증거가 전

문증거인 경우에는 바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는 “제

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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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타인의 진

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6. 5. 29.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 시행으로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

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 디스

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이 포함되었

다.76)

그러나, 디지털 증거가 진술증거로 사용된다고 해서 모두 전문증

거는 아니다.77) 전문법칙은 진술증거 중에서도 진술이 담고 있는 내

76) 제313조(진술서등)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

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

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

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

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개정

2016.5.29.>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신설 2016.5.29.>

77) 장상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법학교수․ 검찰 실무연구회발

표자료집 (Ⅰ), 대검찰청, 2009, 238쪽. “디지털증거는 직접적으로 사람의 지각

기억 표현 서술이라는 진술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것이 기계적으로 처리되어 작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작성한 프로그램에 의하여 그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의 자료를 입력하여 처리 생성된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과의 관계에서 증거능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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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진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제출

된 증거가 진술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려는 것이거나 요증사실의 내

용이 아닌 특정 정황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경우라면 전문법칙

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는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78) 즉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도 그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과의 관계에서 증거능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79)

우리 대법원도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80)에서 “다만, 컴퓨터 디스

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의 매체가 다

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소

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

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적표현물을 컴퓨터 디스켓에 저장, 보관하는 방

법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

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러한 문건의 존재 그 자체가 직접 증

거로 되는 경우이므로 적법한 검증 절차를 거친 이상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에 관하여는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

시하였다.

대법원은 소위 ‘일심회 사건’81)에서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

터 출력된 문건이 진술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의 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78) 김윤섭․박상용, “형사증거법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2호, 2015, 178쪽.

79) 탁희성․이상진, 「디지털 증거분석 도구에 의한 증거수집절차 및 증거능력 확보

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06, 26쪽.; 최성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26, 2011. 95쪽

80)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81)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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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에 관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

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검사가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

하여 증거로 제출한 문건 중에서 판시 53개의 문건은 그 작성자가

제1심에서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문건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

되지 않았거나 작성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문건의 내용을 증

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소위 ‘왕재산 사건’82)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

람이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실질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

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

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

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

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거로 되

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떤 진술을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그 진술이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과 문건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통신을 한 경우, 반국가단체로부터 지

82)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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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

령한 지령 및 탐지․수집하여 취득한 국가 기밀이 문건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나 편의 제공의 목적물이 문건인 경우 등에는, 문건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문건이 존재

하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

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

였다.”, “문건의 상당수는 작성자가 불분명하며, 작성자를 일응 인정

할 수 있는 경우라도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으므로 문건의 기재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원세훈 사건‘83)에서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

력한 문서를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

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

조). 이에 관하여는 1954. 9. 23. 제정되고 1961. 9. 1. 개정된 형사소

송법 제313조 제1항의 규정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그에

걸맞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서에

관하여는 저장매체의 사용자 및 소유자, 로그기록 등 저장매체에 남

은 흔적, 초안 문서의 존재, 작성자만의 암호 사용 여부, 전자서명의

유무 등 여러 사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진정성을 탄핵할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그 작성자의 공판준비나 공

판기일에서의 진술과 상관없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는바, 그 나름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

는 것은 사실이나,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몰라도 해석을 통

83)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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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위와 같은 실정법의 명문조항을 달리 확장 적용할 수는 없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위 두 파일은 그

작성자로 추정되는 공소외 4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두 파일

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

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

당하고, 거기에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검

사가 위 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문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

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

다.…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

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

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와 같이,

그 문자정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 경험자의 진술에 갈

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84)고 판시하였다.

4.2.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적용

4.2.1.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과 제2항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전2조85)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84)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전승수, 앞의 논문, 217쪽.

85)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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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

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

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

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

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

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13조 제1항의 ‘진술서’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제3자(참고인)가

스스로 자기의 의사, 사상, 관념이나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문서(문

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로서, 수사 이전에 작성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되지 아니한 진술서나, 공판절차 중 작성된 진술

서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86)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증거능력에 관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앞의 여러 판례87)에서

본바와 같이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진술증거로 사

용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전문법칙이 적용

되고,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86) 이숙연, 앞의 논문, 142쪽

87)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 41 -

최근 신설된 제313조 제2항에서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

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

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

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의 기재내용에 대한

진실성에 대한 전문법칙 적용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거부

또는 부인88) 등으로 인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던 디지털 증거

88) 대법원 2012.05.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

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 “형사

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

된 때에 한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원진술자 등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

명되지 아니하는 전문증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사

유로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를 들고 있다. 위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사유로 1995. 12. 29. 법률 제

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

여 진술할 수 없는 때’,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형사소송

법 제314조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각 규정한 것에 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 예외사유의 범위를 더욱 엄격하

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요소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친족 등이 형사

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제148조), 또한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

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사람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

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

정하여( 제149조 본문), 증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문언과 개정

취지, 증언거부권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

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

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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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고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

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2.2. 객관적 방법에 의한 성립의 진정 증명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서 진정성립의 요건으로 규정한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

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 대한 그 내용과 적용 범위

는 실무와 판례를 통해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의 관련 논문과 미국의 진정성(authenticity)' 요

건과 입증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4.2.2.1. 진정 성립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진정 성립은 형식적 진정 성립과

실질적 진정 성립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조서와 달리 작성자와 진술

자가 일치하는 진술서의 경우 해당 진술서에 있는 자필, 서명, 날인

등이 작성자의 그것임이 증명되면, 즉, 형식적 진정 성립이 증명되면

실질적 진정성립은 사실상 추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의 출력물은 작성자의 자필과 서명 또는 날인

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대법원도 ‘일심회 사건’89)에서 “압수된 디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의견서는 압수

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

31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

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

자인 위 변호사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한 위 변호사가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진정성립 등에 관

하여 진술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4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

고 있다.

89)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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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고 판시함으로써 디지털 증거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 출력문서에 작성자의 서명․날인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서 제시한 ‘객관적 방법에 의한

진정 성립’은 디지털 매체의 소유 관계, 출력물의 내용,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 의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90)

4.2.2.2. 객관적 방법91)

진술서 진정 성립의 증명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증거

능력에 관한 증명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아닌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

하다.92)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진술서 작성자가 진정성립을 부

인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도 진술서의 진정 성립을 증명하면 그 진

술서를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떤 증명방법이 객관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으나 진정성립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실무상 드물 것으로, 통상 진정 성립을 인정

할 수 있는 간접사실들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하는 방식을 통해

진술서의 진정 성립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93)

90) 전승수, 앞의 논문, 272-273쪽.

91) 대검찰청,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른 진정성립 증명방법 자료집”, 2016,

14쪽 이하 참조

92) 대법원 2001. 09. 04. 선고 2000도1743 판결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에는 서류의 작성자가 동시에 진술자이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

되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단서에 의하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고, 이러한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

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

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93) 오기두,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과 전자문서의 진정성립”, 사법 24호(2013. 6.), 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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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 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 해당

전자문서 원본이나 출력문서에 문서작성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거나,

그림이미지에 의한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사실, ② 법령으로 인정

되고 있거나, 공․사단체의 전산시스템으로 인정되는 전자 서명이

있는 사실, ③ ID, Password, IP 정보, 메타데이터 등에 의해 전속적

으로 피고인만이 이용하는 컴퓨터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 ④ 피

고인만이 사용하는 Email 계좌로 첨부파일 형태로 전송된 문서이거

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 폰 등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으로

전송한 문자메시지인 사실, ⑤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한 ISP 업체

가 운영하거나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사단체가 운영하는 전자게시

판, 블로그, 인터넷 카페,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미투데

이, 요즘 등)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게시하거나 전송한 전자

문서인 사실, ⑥ 그 밖에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획득된 파일작성

자의 특정자료들, 예컨대 레지스터(register)와 캐시(cash)의 내용,

메모리 내용, 네트워크 연결 상태, 실행중인 프로그램상태, 스왑 파

일 시스템의 내용, 기타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과 디

렉토리에 대한 시간속성 정보 등과 같은 휘발성 데이터, 하드디스

크, 플로피디스크, CD, DVD, USB 메모리 등 비휘발성 장치로부터

획득된 테이터 분석자료, 전송중인 패킷의 헤더부분이나 통신내용

등과 같은 네트워크 증거분석 자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나 프로그

램 작동방식, 결과 등을 분석해 내는 프로그램 소스분석 자료, 각종

디지털 전자기기에 대한 인식장치나 분석도구 등을 이용한 분석자

료 등, ⑦ 디지털 증거 수색․검증, 압수 과정에서 확보한 피고인의

입력 장치에 있는 지문, 필적 메모, 꼬리표, 암호화된 데이터에 접근

할 수 있는 손으로 쓴 암호, 그 밖의 모니터, 모뎀, 프린터, 키보드,

스캐너, 팩시밀리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다.

우리 대법원은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서를 진

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

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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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

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

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는

1954. 9. 23. 제정되고 1961. 9. 1.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의 규정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그에 걸맞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서에 관하여는 저장매체의

사용자 및 소유자, 로그기록 등 저장매체에 남은 흔적, 초안 문서의

존재, 작성자만의 암호 사용 여부, 전자서명의 유무 등 여러 사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진정성을 탄핵할 다

른 증거가 없는 한 그 작성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상관없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

되고 있는바, 그 나름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입

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몰라도 해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실정

법의 명문조항을 달리 확장 적용할 수는 없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

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

하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위 두 파일은 그 작성자로 추정되는 김

ㅇㅇ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

함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

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디지털 저

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이 없다.” 고 판시하였다.

4.3. 미국 연방증거규칙의 진정성 개념과 증명 방법94)

4.3.1. 진정성의 개념

우리 형사소송법의 ‘진정성립’과 비교되는 개념이 미국 연방증거

94) 대검찰청,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른 진정성립 증명방법 자료집”, 2016,

18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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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진정성’ 개념으로, ‘진정성(authentication)'이란 ’증거를 제출

하는 사람이 그 제출증거가 바로 제출자가 주장하는 그것인 것‘을

의미한다.[미국 연방증거규칙 제901조 (a)] 진정성 요건은 미국 증거

법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전문증거를 불문하고 유체

물 형태의 모든 증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증거요건으로, 진정성이

입증되더라도 전문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95)

4.3.2. 진정성의 증명 방법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진술서의 진정성립 증명방법을 작성자 본인

의 인정 진술 또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는 반

면, 미국 연방증거규칙은 진정성 증명 방법을 매우 유연하게 규정하

고 있다. 미국 연방증거규칙상 진정성 입증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우리 법처럼 객관적인 방법에 국한되지 아니하므로 미국 연방증거

규칙 제901조에서 예시해 놓은 진정성 입증 방법들은 예시에 불과

하며, 진정성의 입증 정도는 소위 ‘일응의 증명’96) 정도로 족하다는

95) 이복현, “개정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의 해석-제313조 및 제315조를 중심으로

-”,(2016. 9. 26. 강원 법조 세미나 발표 자료), 2016, 제14-15쪽에서 “미국 연방

법 등 관련 입법례에서도 ’전문법칙‘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

법에서도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전자증거의 무결점성, 동일성 등 판시과정에서

나타난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속칭 ‘왕재산’ 사

건)을 보면, 별도의 개념으로 삼아 다루고 있음이 명백해 보입니다. 미국 증거

법에서는 해당 이메일 작성자가 ‘甲’이 맞는지의 문제를 소명함에 있어서는 전

문가의 감정, 비전문가의 지식, 목격자의 진술 등 여하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증명의 방법을 해당 작성자가 내가 작성한 것이 맞

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역시 전자증거의 동

일성, 무결점성 문제를 다툼에 있어 수사기관이 획득한 전자증거가 압수당시

피압수자로부터 압수된 물건과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전자증거의

전문진술 여부 판단 이전에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해쉬값 등 기술

적 방법은 물론이고, 그 외 다른 방법으로도 입증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제시하였다.

96) 오병두, “형사증거법상 진정성 입증의 체계적 의미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15

권 4호(2014), 491쪽 "그 기준은 합리적인 배심원단이라면 진정성이 있다고 판

단할 만한 정도의 증거가 제출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즉, 제출된 외부적 증거

(지지증거)가 합리적인 배심원단으로 하여금 입증대상 증거를 진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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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증거규칙 제901조 진정성, 동일성]98)

(a) 증거능력을 부여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진정성 입증 또

는 동일성 확인의 요건은 다투어지고 있는 자료가 그것을 제

출하는 자가 주장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뒷

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충족된다.

(b) 예시. 다음은 이 법에 의한 진정성과 동일성 인정을 위한 예

시로서, 이 방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의 증언 : 법정에서 당사자가 주장

하며 제출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증언

(2) 필적에 대한 비전문가의 의견 : 소송을 목적으로 하여 알

게 된 것이 아닌, 익히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 필적의

진정성에 대한 비전문가의 의견.

(3) 사실인정자(Trier of fact)나 전문가 증인에 의한 비교 : 진

정성이 입증된 동종 자료를 가지고, 사실인정자나 전문가

증인이 한 비교

(4) 독특한 특성과 이에 유사한 것 :　정황과 함께 채택된 외

관, 내용, 실질, 내부적 패턴이나 다른 독특한 특성

(5) 음성의 동일성 ：시기를 불문하고, 화자라고 주장되는 사람

의 음성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직접 청취하거나, 기계적

혹은 전자적 전달이나, 녹음에 의한 것을 들은 경우, 그 음

성을 청취한 자의 음성의 동일성에 대한 의견.

(6) 전화 대화 : 전화 대화에 있어서 (A) 개인의 경우, 예를 들

면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경우와 같

이 그 정황이 전화에 응답한 사람이 전화를 건 사람이 전

화 통화를 원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때, (B) 기

업의 경우에는 전화가 영업장소로 발신되었고, 사업과 관련

된 대화가 전화로 합리적으로 진행된 때에, 그 시점에서,

전화회사에 의해 부여된 특정한 사람이나 기업에 대한 전

화번호로 전화를 하였다는 증거

점에서97) ‘진정성립’ 입증과 구별된다.

판단할 수 있게 해줄 수준이라고 법원이 볼 정도면 족한 것이다."

97) 오병두, 앞의 논문, 4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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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적 기록이나 리포트 : 법에서 기록이나 기록보존을 하도

록 규정되고,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기록하거나 보존한 서

면이라는 증거, 또는 문제되는 공적 기록, 리포트, 진술, 자

료 모음이 그 형태를 불문하고, 그와 같은 종류의 자료들

을 보존하는 공공기관에서 나왔다는 증거

(8) 고대 서류나 자료 모음 : 서류나 자료 모음 등 그 형태를

불문한 것이, (A) 진정성에 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

태에 있고, (B) 진정한 것이라면 있어야 할 곳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발견되었으며, (C) 제출된 일시로부터 20년 이상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

(9) 절차(Process)나 시스템 : 결과물을 산출하는데 이용하는

절차나 시스템을 기술하는 증거와 그 절차나 시스템이 정

확한 결과를 산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10) 법규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방법 : 의회의 법률이나, 법

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하에 제정된 다른 규칙에 의한 진

정성이나 동일성 인정 방법

98) Rule 901. Authenticating or Identifying Evidence

(a) In General. To satisfy the requirement of authenticating or identifying an

item of evidence, the proponent must produce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a finding that the item is what the proponent claims it is.

(b) Examples. The following are examples only — not a complete list — of

evidence that satisfies the requirement:

(1) Testimony of a Witness with Knowledge. Testimony that an item is what

it is claimed to be.

(2) Nonexpert Opinion About Handwriting. A nonexpert’s opinion that

handwriting is genuine, based on a familiarity with it that was not

acquired for the current litigation.

(3) Comparison by an Expert Witness or the Trier of Fact. A comparison

with an authenticated specimen by an expert witness or the trier of fact.

(4)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d the Like. The appearance, contents,

substance, internal patterns, or other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item,

taken together with all the circumstances.

(5) Opinion About a Voice. An opinion identifying a person’s voice —

whether heard firsthand or through mechanical or electronic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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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법정 증언과 신뢰성

1.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 대하여 대검찰청 예규에서는 “디지털 증

거의 수집, 분석 및 현출 업무나 디지털 포렌식 관련 연구를 전문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거나, 필요한 교육 또는 훈련

을 받은 수사관 중에 과학수사부장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이 임명한

자”99), 그리고 경찰청 훈령에서는 “디지털 증거수집 및 처리와 관련

or recording — based on hearing the voice at any time under

circumstances that connect it with the alleged speaker.

(6) Evidence About a Telephone Conversation. For a telephone conversation,

evidence that a call was made to the number assigned at the time to:

(A) a particular person, if circumstances, including self- identification,

show that the person answering was the one called; or

(B) a particular business, if the call was made to a business and the call

related to business reasonably transacted over the telephone.

(7) Evidence About Public Records. Evidence that:

(A) a document was recorded or filed in a public office as authorized by

law; or

(B) a purported public record or statement is from the office where items

of this kind are kept.

(8) Evidence About Ancient Documents or Data Compilations. For a document

or data compilation, evidence that it:

(A) is in a condition that creates no suspicion about its authenticity;

(B) was in a place where, if authentic, it would likely be; and

(C) is at least 20 years old when offered.

(9) Evidence About a Process or System. Evidence describing a process or

system and showing that it produces an accurate result.

(10) Methods Provided by a Statute or Rule. Any method of authentication or

identification allowed by a federal statute or a rule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99)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대검찰청 예규 제805

호, 2015. 7. 16.) 제3조 제5호. 제6조 제1항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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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100)로 규정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디지털 포

렌식 수사관은 각종 형사사건에서 디지털 증거를 수집, 분석 및 분

석결과보고서 작성, 법정증언, 디지털 포렌식 관련 연구 수행 등을

담당하는 수사관이라고 할 수 있다.

2.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증언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심회 사건’101)에서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5.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현출 업무

나 디지털 포렌식 관련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

거나, 필요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수사관 중에 과학수사부장의 제청

으로 검찰총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7.16.>

제6조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임명)

①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은 다음 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고 제3호의 자격

을 갖춘 수사관 중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7.16.>

1.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에서 실시하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양성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개정 2015.7.16.>

2. 국내·외 컴퓨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디지털 포렌식 관련지식

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3. 3개월 이상 디지털 포렌식 수사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00) 경찰청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훈령 제766호, 2015. 5. 22)

제2조 제6호, 제5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디지털 증거분석관(이하 “증거분석관”이라 한다)”이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자로서 디지털 증거수집 및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증거분석관의 자격 및 선발) 증거분석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경찰 교육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관련 전문교육을 수료한 자

2.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디지털 포렌식,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보호공학 등 관련 분야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4. 디지털 포렌식,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보호공학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 전문교육 과정을 수료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 
101)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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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들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담당한 대검찰청 소속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 대하여 “…디

지털 증거의 분석처리과정에 대하여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

고, 이 법원의 검증절차에 참여하여 이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증인

정○○의 디지털 증거 분석능력과 그 증언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위 문건들은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으나, 1

심 법원은 “…검증과정에 이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

의 신뢰성, 입력, 처리, 출력 각 단계에서의 컴퓨터 처리과정의 정확

성, 조작자의 전문적 기술능력 등이 갖추어질 때, 컴퓨터기록은 디

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법원의 검증절차를 통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살피건데, 이 법원의 검증조서, 증인 정○○의 증언 및 기

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컴퓨터의 기계

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처리, 출력의 각 단계에서의 컴

퓨터 처리과정의 정확성, 조작자의 전문적 기술능력 등의 요건이 구

비되었다고 보이고…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이미징한 파일에 수록

된 컴퓨터 파일의 내용이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수사기

관이 출력하여 제출한 문건들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

되었으므로…” 라고 판시하면서 출력된 문건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

정하였으며, 이러한 논지는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유지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법원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디지털 증거 수

집과 분석 등 포렌식 절차에 대한 법정 증언과 검증을 인정하고 있

다. 최근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의 신설로 진술서의 작성자가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

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

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서는 전

문법칙에 의하여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작성한 분석결과보고서와

법증 증언에도 불구하고 작성자가 진정 성립 부인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진

정 성립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52 -

그러나 신설된 법조항으로 인해서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담당하

고 있는 수사관과 그가 작성한 분석결과보고서에 대한 전문성, 객관

성 문제 제기는 더욱 더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비록 형사소송법에

는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에 의한 판단이나 의견을 보고하도록 하는 감정제도102)와 조사

자 증언제도103)가 있으나 각종 사건에 있어서 수사 초기 압수수색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분석, 분석결과보고서 작성 그

리고 공판정에서 법정증언까지 디지털 포렌식 전 과정에서 수사관

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 대한 전문성

과 객관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디

지털 포렌식 수사관에 대한 증언적격과 전문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1.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증언 능력

2.1.1.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법정 증언

우리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조사자 증언과 달리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과 같이 진술서 작성자가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에 그 진술서의 진정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명 방법으로

사건 담당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을 법정 증인으로서 신문할 수 있

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포렌식 수사관이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사용한 과학기계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Software Program), 분석

102) 

    제169조(감정) 법원은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제179조(감정증인)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

에는 본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장의 규정에 의한다.
103)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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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감정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수사에 응용한 과학적 기술과 원리

등에 관해 증언하게 할 수 있는가. 먼저 1) 일정한 분야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전문가)으로서 과연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

술적인 능력을 가져야 하는가의 문제와 2)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전

문수사관)이 직접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물인 분석결과보고서(증언내

용)에 대하여 수사기록과 다른 독립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

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전자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전문가) 증

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이고, 후자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수사

관여자) 진술의 증명력의 문제이다.104). 한편, 우리 대법원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

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 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 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하고, 그 외에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

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105)라고 판시

104) 노명선, “전문수사관 제도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23호(2009. 12.), 122쪽

105) 대법원 2016. 0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예시되어 있는 영상녹화물의

경우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의하여 영상녹화의 과정, 방식 및 절차 등

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의2 제3항, 제4항, 제5항 등) 피의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의 신문 방식 및

피의자의 답변 태도 등 조사의 전 과정이 모두 담겨 있어 피고인이 된 피의자

의 진술 내용 및 취지를 과학적·기계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으므로 조서의 내

용과 검사 앞에서의 진술 내용을 대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객관성이 보장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조사에 참여하였

던 자들의 증언은 오로지 증언자의 주관적 기억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

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형사소송법 및 형사

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

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하고, 그 외에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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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조사자 증언과 제313조

제2항의 진정 성립 증명의 객관적 방법으로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

관의 분석 또는 감정결과에 대한 법증 증언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법정증언은 분석․감정 결과에 대한 무결

성, 동일성, 전문성, 신뢰성 등 확보 여부와 디지털 포렌식 기본 절

차를 따른 분석결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감정증인으로서의 법정

증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1.2.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702조106)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702조에서는 ‘지식, 기술, 경험, 훈련, 교육’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증인으로 하여 (a) 전문가로서의 과학

적, 기술적, 기타 전문적 지식이 사실인정권자가 쟁점사실에 관한

증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b) 그 증언이 충분한 사실 또는

자료로 뒷받침되며, (c) 그 증언이 믿을 만한 이론과 방법론의 산물

이고, (d) 증인이 그 이론과 방법론을 쟁점 사실에 정확하게 반영한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106) 연방증거규칙 제702조, “지식, 기술, 경험, 훈련, 교육 등으로 인하여 전문가

자격을 얻게 된 전문가증인은

(a) 전문가로서의 과학적, 기술적, 기타 전문적 지식이 사실인정권자가 쟁점사

실에 관한 증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b) 그 증언이 충분한 사실 또는 자료로 뒷받침되며

(c) 그 증언이 믿을 만한 이론과 방법론의 산물이고

(d) 증인이 그 이론과 방법론을 쟁점 사실에 정확하게 반영한 것일 때에는 증

인 자신의 의견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Rule 702. Testimony by Expert Witnesses

A witness who is qualified as an expert by knowledge, skill, experience,

training, or education may testify in the form of an opinion or otherwise if:

(a) the expert’s scientific, technical, or other specialized knowledge will

help the trier of fact to understand the evidence or to determine a fact

in issue;

(b) the testimony is based on sufficient facts or data;

(c) the testimony is the product of reliable principles and methods; and

(d) the expert has reliably applied the principles and methods to the facts

of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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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일 때에는 증인 자신의 의견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 규정의 요건을 갖춘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전문수사관)

이 전문가로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 많은 주에서는 연방증거

규칙 901(b)(9)107) 규정이나 이에 상응하는 주(州) 법령에 의해 검증

되거나 조사과정에서 더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조사결과물을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전문수사관)이 증인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증언에 대신하여 이러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전문수사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케 하고 있다.108)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증언과 관련한 미국의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109)

United States v. Scott-Emuakpor110) 사건에서 디지털(컴퓨터)

107) 연방증거규칙 제 901조,

(a) 증거능력을 부여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진정성 입증 또는 동일성 확

인의 요건은 다투어지고 있는 자료가 그것을 제출하는 자가 주장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충족된다.

(b) 예시. 다음은 이 법에 의한 진정성과 동일성 인정을 위한 예시로서, 이 방

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9) 절차(Process)나 시스템: 결과물을 산출하는데 이용하는 절차나 시스템을

기술하는 증거와 그 절차나 시스템이 정확한 결과를 산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Rule 901. Authenticating or Identifying Evidence

(a) In General. To satisfy the requirement of authenticating or identifying

an item of evidence, the proponent must produce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a finding that the item is what the proponent claims it is.

(b) Examples. The following are examples only — not a complete list — of

evidence that satisfies the requirement:

(9) Evidence About a Process or System. Evidence describing a process

or system and showing that it produces an accurate result.

108) 노명선, 앞의 논문, 122쪽

109) 노명선, 앞의 논문, 124-128쪽; 노명선, “국제기준에 적합한 디지털 포렌식 기

술교육의 표준모델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2012, 31-35쪽. 인용

110) 2000 WL 288443 (W.D.Mich. 2000). “[T]here is no reason why either

witness may not testifyabout what they did in examining the computer

equipment and the results of their examinations. The question before the

Court at this time is not whether these witnesses have the expertise, for



- 56 -

포렌식 수사를 수행한 미국 재무부 비밀검찰국 직원(U.S. Secret

Service agents)이 발견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당해

수사관이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필요한 능력이 있는 전문가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거론되었다. 피고인 측은 특히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전문가가 아님을 자인하고 있는 재무부 비밀검찰국

직원은 컴퓨터 조사 결과들에 대한 증언을 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

하면서 예비적으로 재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어느 쪽 증인이라도 컴퓨터 장비를 조사하거나

그 조사의 결과들을 증언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문제는 증인

들이, 예를 들어, 정교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그들이 하드

드라이브나 zip드라이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기

술이 있는지 문제이다. 분명히, 그들은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내용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기술이 있었을 것이다. 영문학 전문가가

아니어도 글을 읽을 수 있듯이… USSS 요원이 디지털 포렌직 분야

전문가가 아님을 자인하였다는 사실은 법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고 있다.

Galaxy Computer Services, Inc. v. Baker111) 사건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다. 피고 측이 Paul Taylor에 대한 전문가의

증언을 막으려고 예비적으로 재정신청을 하였다. 컴퓨터 포렌직 분

야에서 5년 동안 일해 온 테일러는 아홉 개의 하드 드라이브를 분

석하였으며 피고가 삭제한 특정파일을 복구하여 동 파일에 기록된

내용을 전문가 보고서에 상세히 기재하였다. 원고는 복구된 문서를

example, to develop sophisticated software programs. The question is

whether they have the skill to find out what is on a hard drive or a zip

drive. Apparently, they have this skill because they determined what was

on the drives. By analogy, a person need not be an expert on English

literature in order to know how to read. . . .The fact that (the USSS

agent) admitted that he is not an expert in the area of computer science is

not binding on the Court.”

111) Galaxy Computer Services, Inc. v. Baker, 325 B.R.544 (E.D.Va.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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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서 인정하고, 증거문서의 불법 파기에 관한 고의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배심원 설시(jury instruction)에 포함시킬 수 있

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테일러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112)

한편, 피고 측은 “테일러 조사관은, 컴퓨터 전문가로서 증언할 자

격이 없다. 왜냐하면, (1) 그는 컴퓨터과학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

다. (2) 그는 다른 컴퓨터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한다. (3) 그

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니다. (4) 그는 컴퓨터과학 증명서를 가

지고 있지 않았다. (5) 그는 마이크로소프트 증명서를 받기 위한 특

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하였다.” 등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사관의 지식, 기술, 경험, 훈련, 그리고 교육

을 근거로 그는 전문가 증인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결하였다.

결론적으로 컴퓨터 포렌직 분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또는 코

드를 읽고 쓰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위 테일러와

같이 일정한 기간 즉, 컴퓨터 포렌직 분야에서 5년 동안 일해 왔고,

그 기간 동안 그의 조사결과물을 근거로 전문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언한 것이라면 전문가 증인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United States v. Hilton113) 사건은 컴퓨터 전문수사관에 의한 ‘전문

가적 증언’에 의해 사실인정을 한 아주 좋은 표본이다.

검찰 측 증인인 막스는, 본건 범죄사실인 아동포르노 사진의 소지

와 인터넷을 통한 유통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로서,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증언하였다.

먼저, 본건 아동 포르노 파일은 ‘MIRC’ 디렉토리(subdirectory)에

서 발견되었으며, 이 디렉토리에는 인터넷 채팅방(IRC: Internet

Relay Chat)에 참여하여 대화를 가능케 하는 소프트웨어(mIRC)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막스 요원은 법정에서 자신

의 전문적 견해에 의하면 “아동 포르노 파일은 인터넷을 통해 다운

받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는 증언을 하였다.

112) Id. at 562.

113) 257F.3d 50 (1stCi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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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각 아동포르노파일의 날짜와 시간 정보(time stamp)는

당해 파일이 모뎀을 통하여 전송되었음을 나타낸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모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실이

고, 이를 증거로 이용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당사

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고, 따라서 연방증거법 201조에 의해 1) 해당

사실이 일반적으로 알려졌거나, 또는 반박할 수 없는 근거에 의하여

간단히 증명될 수 있고, 2) 사실 인정을 전후하여 각 당사자들이 그

사실 인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본 건 모뎀과 관련된 사실인정은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또한, 막스의 ‘추상적인 증언(speculative testimony)’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초월하는 증언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찰은 모뎀 전송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

할 필요는 없고, 막스 전문수사관의 법정 증언은 그 파일들이 인터넷

또는 전화망을 통하여 전송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지 않다.”114)고

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포르노그래피를 주고받은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State of Washington v. Leavell115) 압수한 컴퓨터를 Encase로 조사

하던 중 발견된 아동 포르노 사진으로부터 획득된 Encase 결과에

대하여 증거의 채택여부가 핵심쟁점이었던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수사관의 교육수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수사관이 전문가

증언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컴퓨터 포렌식

전문가의 평가 기준은 증거 수집 및 분석에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능력만으로 판단되어야 할 뿐 컴퓨터 과학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으므로,

114) But the government was not required to provide “direct” evidence of

interstate transmission, Blasini-Lluberas, 169 F.3d at 62, and we cannot

say that Marx's unchallenged expert testimony was insufficient for a

finding that the images were transmitted over the Internet or telephone

lines. United States v. Czubinski, 106 F.3d 1069, 1074 n. 5 (1st Cir.1997).

115) Washington Superior Court, State of Washington v. Leavell, Cause No.

00-1-0026-8, 1-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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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서 충분히 훈련 받은 해당 수사관은 전문가로서 법정에서

EnCase를 이용한 수집 프로세스에 대해 증언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116)

이상의 미국 사례를 종합해 보면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특별한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훈련을

받았거나 일정기간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자신이 사용한 도구와 그

결과물에 대하여 전문가로서의 증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법원117)도 ‘일심회 사건’에서 “법원의 검증절차에 참여하여

이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증인 정○○의 전자적 정보 분석능력과 그

증언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위 문건들은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 “이 법원의 검증조서, 증인

정○○의 증언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이 법원의 전자

법정시설 및 EnCas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원의 검증절차가 이루

어졌는바, 검증 당시 규격에 적합한 컴퓨터와 EnCas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검증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처리, 출력의 각 단계에서의

컴퓨터 처리과정의 정확성, 조작자의 전문적 기술능력 등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보이고, 달리 그 요건의 흠결을 의심하거나 신뢰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며, 위와 같은 검증절차를 거쳐,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이미징한 파일에 수록된 컴퓨터파일의 내

용이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수사기관이 출력하여 제출한

문건들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앞서 본

‘증거의 요지’ 란에 거시된 문건들은 증거능력이 적법하게 부여되었

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다.

이는 검증조서 등 서면의 증거에 대하여 독립적인 증거로서의 가치는

물론 사건 담당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사용도구와 엔케이스 프로

116)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2009, 53쪽

1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6. 선고 2006고합13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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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등에 관한 전문적인 증언능력과 증언에 대한 독립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동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118) 또한, “… 각 디지털 저장매체가

봉인된 상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된 후 피고인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봉인을 풀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미징 작업을 하였는데,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의 해쉬(Hash) 값과

이미징 작업을 통해 생성된 파일의 해쉬값이 동일한 사실, 제1심법

원은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검증을 실시

하여 이미징 작업을 통해 생성된 파일의 내용과 출력된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출력된 문건은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되었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이에 관한 전문 수사관의 증언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나머지 서류 등에 대해서는 전문

법칙의 예외규정인 당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소정을 요건을 갖

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인함으로써 위 전문수사관의

증언에 대한 독립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이 신설되기 이전 판결이므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증언이 진정 성립 증명의 객관적 방법으로서 독립적

증거로서의 가치 판단은 향후 판례 등을 통해서 재평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증언과 신뢰성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은 각종 형사사건에서 검찰수사관으로서의

지위와 디지털 증거를 수집, 분석, 분석결과보고서 작성, 법정증언

등을 담당하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히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직접 압수하거나 또는 임의제출 받은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분석을 의뢰 받은 경우나 법원으로부터

118) 대법원 2007.12.13. 선고2007도7257[공2008상,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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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의뢰 받는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 분석관이나 법원 감정인

으로서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작성한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보고서와 법정증언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

중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2.1. 분석결과보고서와 증언의 신뢰성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작성한 분석결과보고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정증언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사용한 분석 기술이나 도구, 프로그램, 분석결과 등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과 신뢰성이 먼저 확보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이라 함은 동일한 상황에 대해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였을 경우 동일한 결과를 창출하는 정도, 즉,

얼마나 정확하게 오차 없이 측정하고 있느냐를 의미한다.119)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은 일반적으로 첫째, 배경 원리의 타당성

(the validity of the underlying theory), 둘째, 배경 원리가 구체화된

적용기술의 타당성(the validity of the technical applying theory),

셋째, 구체적 사례에 적용된 기술의 적절성(the proper application

of the technique on a particular occasion)에 의존하는데, 세 번째

판단 요소와 관련하여 ① 당해 기술이 적용된 기기의 상태

(condition of instrumentation used in technique), ② 적절한 분석

및 실험절차의 준수 여부(adherence to proper procedures), ③ 실험

절차 등을 진행하거나 결과를 해석하는 자의 적격성(qualification of

the person conducting the procedure or interpreting results)등을

그 세부 판단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120)

119) 전승수, 앞의 논문, 233쪽.

120) 전승수, 앞의 논문, 233쪽; 권창국, “자연과학적 증거에 의한 개인 식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0-11쪽.; 심희기, “과학적 증거의 허용

성(증거능력)과 신빙성(증명력)에 관한 판례의 동향”, 고시계(1999. 12.),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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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미국의 신뢰성 판단 기준121)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판단 요소인 과학적 이론과 기술의 타당성,

구체적 사례에 적용된 기술의 적절성 등은 사법적 승인, 법령에

의한 인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 전문가 증언 등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아직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과학

기술을 응용한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는 경우에 전문가 증언에 의하여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때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또는 전문가 증

언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입증이 필요한지가 문제된다. 미국 판례의

입장은 크게 일반적 승인의 기준(Frye test), 다우버트 심사기준

(Daubert test), 관련성 접근방법(Relevancy approach)등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2.2.2.1. 일반적 승인의 기준(Frye test)

일반적 승인의 기준은 새로운 과학기술과 그 기술 적용의 결과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그 과학기술이 ‘과학 공동체 안에서 일반적으로

승인(수용)’되었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그것이 입증되지 못하면 증거로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Frye v. United States122)사건에서 연방항소법원은 “과학적 원리

나 발견이 언제 실험적인 단계에서 확증의 단계로 넘어가는지를 정

의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그 단계들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그 원

리의 증명력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법원은 잘 알려진 과학적

원리 내지 발견으로부터 연역된 전문가 증언을 허용함에 있어 그

연역의 근거가 되는 사항은 그것이 속하는 특정 분야에서 일반적인

승인을 얻었음이 충분하게 입증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거짓말 탐지

기 검사의 초기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심장수축혈압의 검사결과가

121) 전승수, 앞의 논문, 233쪽 이하.

122) Frye v. United States, 293 F. 1013 (D.C. Cir.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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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학 또는 심리학 권위자들 사이에서 과학적 인정을 얻지 못하였

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과학 기술은 단일 학문분야의 성과라고 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기술이 속하는 특정분야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관련 분야의 선택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준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123), 과연 어느 정도 승인이 되면

충분한가 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미국 판례에서는

“광범위하게 인정되면 족하고 보편적일 것까지는 없다.”124)고 하거나

“다소의 견해의 차이는 어쩔 수 없다.”125)고 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 승인의 기준에 대하여는 이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이

되는 과학적 증거와 그 이외의 증거를 구별하는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서 이 기준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고,126) 충분한 일

반적 승인을 받기 위한 시간적인 지체로 신뢰할만한 증거가 상당수

배제되며,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을 과학계에 전가시키도록

한다는 비판이 있다.127)

2.2.2.2. 다우버트 심사기준(Daubert test)

미국 연방대법원은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128) 사건에서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서 연방증거

규칙에 의하여 일반적 승인의 기준이 폐기되었다고 판단하면서 법

관의 독자적인 신뢰성 판단과 함께 관련성 판단을 요구함과 동시에

과학적 증거의 타당성과 당면 문제의 관련성을 추정하는 완화된 기

123) United States v. Williams, 443 F. Supp. 269, 273 (S.D. N.Y. 1977);

Commonwealth v. Devlin, 310 N.E. 2d 353, 356 (Mass. 1974).

124) United States v. Zeiger, 350 F. Supp. 685, 688 (D.C. 1972).

125) Commonwealth v. Lykus, 327 N.E. 2d 671, 678 (Mass. 1975).

126) States v. Hall, 297 N.W.2d 80, 85 (Iowa. 1980).

127) 심희기, 앞의 논문, 9-12쪽; 권창국, 앞의 논문, 20-24쪽.

128)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 509 U.S. 579 (1993). 이 사건

에서 Daubert는 임신 중 복용한 Merrell Dow사의 anti-nausea 약물인

Bendectin에 의하여 자신의 아이에게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Merrell

Dow사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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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제시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과학적 증거는 관

련성뿐만 아니라 신뢰성도 확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판단 기준은 첫째, 과학

이론이나 기술이 가설정립과 오류의 반복적 검증이라는 과학적 방

법론에 따라 검증될 수 있고, 검증되었는지 여부, 둘째, 그 기초 이

론이나 기술이 간행되어 관련 학계 등에서 심사되었는지(peer

review or publication), 셋째, 해당 이론이나 기술에 대한 오류율

내지 잠재적인 오류율, 그 기술의 적용 과정을 규율하는 기준 및 그

기준의 관리 정도, 넷째, 이론이나 기법이 ‘관련 과학계 (Relevant

Scientific Community)’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받았는지 등이다.

다우버트 심사기준(Daubert test)는 현재 미국에 있어서 과학적 증

거의 허용성 여부와 관련 하여 보편적인 신뢰성 판단기준으로 확고

히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다우버트 심사기준(Daubert test)가 판사

로 하여금 아마츄어 과학자가 되도록 했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즉

많은 법관들은 과학적 증거의 문지기로서 그들의 역할을 효과적으

로 수행하기 위한 과학적인 능력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그들에게 과

학적 증거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부담 지움으로써 그 기

준의 유효성을 의문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129)

State of Nebraska v. Nhouthakith130) 사건은 아동 학대행위의 증

거를 복원하기 위해 사용된 2001년 EnCase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관

한 것으로서 전자적 정보와 관련하여 Daubert 기준이 적용되었다.

이 사건은 EnCas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아동 포르노를 포함한

컴퓨터 영상 파일을 발견한 네브래스카 주 순찰관의 컴퓨터 포렌식

과 관련하여 Daubert 심사기준에 따라 EnCase 소프트웨어로 복구

한 증거를 승인할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법원은

“EnCase 포렌식 도구에 특별히 사용된 컴퓨터 자료의 획득, 확인,

129) 탁희성, 이상진, 앞의 논문, 192쪽; Gatowski SI et al, "Asking the

gatekeepers: A National Survey of Judges on Judging Expert Evidence in

a Post-Daubert world", Law and Human Behavior, vol.25(5), 2001, p.433.

130) Case No. CR01-13, District Court of Johnson Country, Nebras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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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복구 기술은 사실인정자가 증거를 이해하고 사실 인정을 하

도록 도와주는 것에 관련되어 있고, 또한 그러한 방법이 검증되며,

동료의 심사와 발표가 있었고, 관련된 과학계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

정받았기 때문에 확실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2.2.3. 관련성 접근방법(Relevancy approach)

관련성 접근방법은 일반적 승인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비판하

면서 등장한 판단기준으로서 과학적 증거를 다른 증거와 구별하지

않고, 일반적인 증거의 허용성과 같이 관련성만 있으면 족하다는 이

론이다. 1945년 C. McCormick은 “일반적 승인기준은 과학적 사실에

관하여 법원이 이를 현저한 사실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적

절하지만,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기준은 아니다. 엄격한 전문가의

증언에 의하여 확인된 관련성 있는 결론은 다른 배제이유가 없는

한 허용된다.”131)라고 주장하면서 과학적 증거의 사용이 급증하고

복잡화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 접근방법은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401조, 제402조, 제403조132)와

131) C. McCormick, "Evidence(Cleary rev. 1984)", p.608.

132)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401조 관련성 테스트

증거는 (a) 그것이 없는 때보다는 있는 경우에 어떤 사실의 판단에 더 혹은 덜

도움이 되고; (b) 그 사실이 소송의 진행과정 결정에 있어 의미를 가지는 사실

일 때,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  
Rule 401. Test for Relevant Evidence

Evidence is relevant if:

(a) it has any tendency to make a fact more or less probable than it would

be without the evidence; and

(b) the fact is of consequence in determining the action.

제402조 관련성 있는 증거의 증거능력

- 미연방헌법;

- 연방법률;

- 본 규칙; 혹은

- 대법원규칙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관련성 있는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고, 관련성 없는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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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 세 가지 분석을 요구한다. 첫째, 증거의 증거가치를 확인

하는 것, 둘째, 다른 반대되는 위험과 고려사항들을 확인하는 것, 셋

째, 이 양자를 비교 형량하는 것이다. 특정한 과학계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지가 유력한 정보가 되지만, 전문가의 자격 내지

지위, 새로운 기술의 이용방법, 오류의 잠재적 위험, 전문가 문헌의

존재, 새로운 기술의 참신성의 정도 등 모두가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되며, 당해 증거를 허용함에 따른 폐해도 함께 고려한다.

U.S. v. Downing판결133)에서 Jack Weinstein 판사는 과학적 증거

의 허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세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과학

적 증거나 검증기법은 그 증거나 검증결과를 산출한 연구방법 및

검증절차에 하자가 없고 신뢰할만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과학적

증거는 사실판단자 즉 판사와 배심원이 이해할 수 있고 그 사실판

단자를 혼동시키거나 오류를 범하게 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어야 한

다. 셋째, 과학적 증거는 재판사안과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다.

Rule 402. General Admissibility of Relevant Evidence

Relevant evidence is admissible unless any of the following provides

otherwise:

-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 a federal statute;

- these rules; or

- other rule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Irrelevant evidence is not admissible.

제403조 편견, 혼동, 지연 기타 사유로 관련성 있는 증거를 배제하는 경우

법원은 증거의 증명력보다 부당한 편견, 쟁점의 혼동, 배심원에 대한 호도, 불

필요한 지연이나 시간 낭비, 증거의 중복으로 인한 폐해가 훨씬 더 큰 경우에

는 관련성 있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Rule 403. Excluding Relevant Evidence for Prejudice, Confusion, Waste of

Time, or Other Reasons

The court may exclude relevant evidence if its probative value is

substantially outweighed by a danger of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unfair prejudice, confusing the issues, misleading the jury, undue delay,

wasting time, or needlessly presenting cumulative evidence.

133) U.S. v. Downing, 753 F.2d 1224(3d Cir.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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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과학적 증거나 검증결과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산출된

방법과 절차의 신뢰도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서 과학

적 해석과 판단에 대한 맹목적인 법적 신뢰로 인한 사법적 판단의

오류의 위험을 간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관련성 판단에 있어서의 비교형량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한사람의 전문가의 증언을 근거로 해서도 증거의

허용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134), 해당증거에 대한 당사자간의

충분한 공격과 방어를 위한 다양한 접근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함에

도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35)

2.2.3. 국내 신뢰성 판단 기준136)

우리 대법원은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방법은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인 것이 입증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

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법관이 사실인정을 하는 데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그 증거방법이 전

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진 감정인에 의하여 공인된 표준 검사기

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채취·

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

작·훼손·첨가가 없었다는 것이 담보되어야 한다.”137)고 판시하였다.

134) 1983년 Barefoot 판결에서 미연방대법원은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에 대한 정신

감정과 관련하여, 미 정신의학협회가 “장기적인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정신의

학적 예견은 적어도 세건 가운데 두건은 틀린다”라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폭

력적 성향을 부정하는 견해를 제시했으나 어느 한 정신의학자가 피고인의 폭

력적 성향에 대한 예견이 확실하다는 증언을 했다는 점을 들어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Barefoot v.Estelle, 463 U.S. 880(1983).

135) 탁희성, 이상진, 앞의 논문, 187-188쪽; 박광배, “과학적 증거의 법적 타당성”,

형사정책연구, 1997, 제89쪽.

136) 심희기, “과학적 증거방법에 대한 대법원판결의 최근 동향”, 비교형사법연구

제13권 제2호, 비교형사법학회, 2011, 282쪽 이하.

137) 대법원 2011.05.26. 선고 2011도19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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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증거방법에 관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2.2.3.1. 2007년 강도. 강간피고사건 판결(유전자검사결과)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

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 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

속력을 가진다. (중략) 그런데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

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

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 할 것이고, 특히

유전자형이 다르면 동일인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유전자감

정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전문지식’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

은 감정 결과는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에 해

당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2.2.3.2. 2009년 마약피고사건 판결(유전자검사결과)

과학적 증거방법이 당해 범죄에 관한 적극적 사실과 이에 반하는

소극적 사실 모두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방법에 의한 분석

결과에 발생할 수 있는오류가능성 및 그 정도, 그 증거 방법에 의하

여 증명되는 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유무

등을 판단하여야 하고,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반증의 여지가 있

는 소극적 사실에 관한 증거로써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

는 적극적 사실을 쉽사리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2.2.3.3. 2010년 수질환경보전법위반피고사건 판결(폐수 수질검사)

폐수 수질검사와 같은 과학적 증거방법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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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감정인이 시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분석기법

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행하고, 그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

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

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

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

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

기술·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

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

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772 판결]

2.2.3.4. 2011년 살인피고사건(과학적 증거방법의 결여 등)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

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라야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그 증거방법이 전문적인 지식·기

술·경험을 가진 감정인에 의하여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

가 없었다는 것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

19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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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신뢰성 확보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

을 갖기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동일성, 그리고 이를 확인

하는 과정에서 이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

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138)고 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여러 판례에

서와 같이 각종 형사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

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은 자신의 분석결과보고서와 법정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신뢰성과 전문성 그리고 객관성에 대하

여 항상 문제 제기를 당하고 있다.

최근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시행으로 인해서 위와 같은 문

제 제기는 더욱 더 거세질 것이며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역할 또

한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169조

(감정)과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702조는 학식․전문지식과 경험, 교

육을 받은 자질 있는 자로 하여금 감정 또는 전문가로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내외 판례들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 대하

여 관련 분야 학위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진술과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포렌식 교육과정 이수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경력 등을 들고

있다.

본 장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법정증언과 분석결과보고서

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써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 대한

국내외 교육․훈련과 인증제도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교육 강화

국내외 수사기관과 주요 대학의 디지털 포렌식 관련 교육과정과

138)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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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경찰청

(경찰수사연수원)

교육
기간

연 2회, 6개월(이론+실무)
연 1~3회, 3주~4주

심화 : 1주~2주

교육
대상

검찰수사관 6명 + 유관기관

수사관․분석관 2명
경정이하, 20~30여명

교육
내용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과정

(이론) 13개과정 36개과목

(실무) 포렌식팀별 1개월

순환근무

디지털 포렌식

전문과정(3주) +

실무과정(고급, 3주)

교육
방식

내부수사관, 외부전문교육기관 내부수사관, 외부 전문가(초빙)

단계 기간 과정명 (13개) 교육 과목 (36개)

교육내용을 살펴보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

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1.1. 국내 디지털 포렌식 교육 과정

국내 주요 수사기관과 대학의 디지털 포렌식 관련 교육과정과 교

육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1. 수사기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와 경찰청 경찰수사연수원을 중심

으로 소속 수사관과 국방부, 기무사령부 등 유관기관 수사관․조사

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1.1.1.1. 대검찰청 및 경찰청

[표 1.] 대검찰청과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교육과정

1.1.1.2. 교육과정 세부 사항

1.1.1.2.1. 대검찰청

1.1.1.2.1.1.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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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기간 과정명 (13개) 교육 과목 (36개)

1

5일
컴퓨터 구조 및

시스템 이해

컴퓨터 하드웨어 구조 이해 (2일)

컴퓨터 시스템 이해 (2일)

시스템 백업/복원 (1일)

5일 윈도우 및 MAC

Windows XP (1일)

Windows 7&8 (2일)

MAC OS (2일)

5일 리눅스 일반

리눅스 시스템의 구성 및 동작 원리 (2일)

리눅스 명령어 (2일)

리눅스 아티팩츠 (1일)

5일 데이터베이스 일반

My SQL/PHP (2일)

MS SQL (2일)

Oracle (1일)

5일 모바일 일반

모바일 포렌식 개론 및 기기별 특성 (2일)

iPhone 소개 (1일)

Android 소개 (1일)

모바일 앱 소개 및 분석 (1일)

2 2일
디지털 포렌식

입문

디지털 포렌식 개론 (1일)

이미징 기법 (1일)

3 5일
파일시스템 Ⅰ

디스크 구조 (1일)

FAT File System (2일)

파일시스템 Ⅱ NTFS (2일)

4 5일 디지털 포렌식도구
Encase 6 & 7 (4일)

CFT (1일)

5 3일 윈도우 포렌식

윈도우 아티팩트 Ⅰ (1일)

윈도우 아티팩트 Ⅱ (1일)

레지스트리 포렌식 (1일)

6 9일 특수 포렌식

MAC 포렌식 (1일)

DB 포렌식 (3일)

Mobile 포렌식 (3일)

D-NET망 소개(0.5일)

통화, 계좌분석 (0.5일)

저장매체 수리 이해 (0.5일)

MFA 소개 (0.5일)

7 4일 주제발표 주제발표 (4일)

8 3일 평가

1차 평가

2차 평가

주제발표 평가

9 52일 실무훈련

디지털 포렌식팀(컴퓨터, 모바일, 데이터베

이스)별 순환근무를 통해서 현장 압수수색

및 증거분석기법, 포렌식 도구와 분석 프로

그램 사용방법 등 습득

[표 2.]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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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항목
배점
(300점)

비고

이론

교육

1차

시험

컴퓨터

일반과목

컴퓨터/윈도우/MAC,

운영체제론, 리눅스,

데이터베이스 일반,

모바일기본과정 등

40 필기

디지털 포렌식 개론, 이미징 기법, 디스크 구조 10 필기

2차

시험

FAT, NTFS , EnCase V6, V7 30 필기

CFT, 윈도우 포렌식, 레지스트리 포렌식 20 필기

구분 평가 항목
비율

(100)
가점 부여 사항 비고

경력

사항

수사 경력 10
수사경력을 참조하여 기간이

길수록 가점 부여
신청서

조직기여도 10 포상 및 공적 사항 신청서

추천

사항
공식 추천 10 일선청 공식 추천자 가점 부여 공문

자격

사항

IT 전문 자격증 10

CISA, CISSP, CIA, OCP,

CCNA, MCSE,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소지자

가점 부여

신청서

증빙서류

정보화 관련

자격증
5

사무자동화기사, MOUS,

워드프로세스 등 오피스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점 부여

신청서

증빙서류

교육

훈련

IT관련 학과 5
컴퓨터 공학, 전산공학 등

IT관련 학과 졸업자 가점 부여

신청서

증비서류

포렌식 관련 단기

교육 이수
5

포렌식 관련 검찰 내/외부 단기

교육 수료자 가점 부여
신청서

복무

태도
근무 성실도 20

소속청의 평판 등을 간접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가점

부여

타과협조

신청

사항
자기소개서 20

신청서에 첨부된 자기소개서의

기재 내용의 평가에 따라 가점

부여

신청서

기타

사항

해당 기수별

특이사항
5

외국어 능통자

당해 연도 교육 수요 해당 여부

증빙서류

기타

1.1.1.2.1.2. 선발 기준

[표 3.]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양성과정 선발기준

1.1.1.2.1.3. 교육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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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디지털포렌식 전문과정 디지털포렌식 실무과정(고급)

소양 - 경찰청 지정교육 등 (5h) - 경찰청 지정교육 등 (5h)

직무

교육

- 디지털증거의 이해(2h)

- 현장수사 기법(3h)

- 현장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절차(3h)

- 법정증언요령(3h)

- 디지털증거분석 수사사례(4h)

- 메모리포렌식 기법(7h)

- EnCase6,7 이용 디지털

포렌식기법(26h)

- EnScript 활용기법(6h)

- 데이터베이스 포렌식 기법(3h)

- 네탄모바일 분석실습(4h)

- 네탄스마트 분석실습(4h)

- 안드로이드, IOS APP

분석기법(3h)

- 프로젝트, 실습 평가(9h)

- EnCase 이용 고급 증거분석

실습(7h)

- EnScript 이용 대용량 데이터

분석(7h)

- 고급 데이터복구(6h)

- CCTV, Blackbox

증거분석(6h)

- 모바일 포렌식(7h)

- 데이터베이스 분석 실습(7h)

- 데이터베이스 복구 실습(7h)

- SQLite분석(10h)

- 안드로이드, IOS APP

분석기법(6h)

- 종합 디지털증거 분석도구(3h)

- 네트워크 포렌식(11h)

- 프로젝트, 실습 평가(3h)

기타

- 과정안내(2h)

- 체육활동(8h)

- 학습자료수집(6h)

- 평가(2h)

- 설문수료(2h)

- 과정안내(2h)

- 체육활동(8h)

- 학습자료수집(6h)

- 평가(2h)

- 설문수료(2h)

실무

훈련

과제

제출

분석보고서 및 주제발표

(주제발표는 포렌식 관련 논문 제출 및 PT,

A4지 10장 내외)

각 50
보고서

논문

실무

수습

실무수습일지 70
실무

평가

실무수습태도 30
실무

평가

복무
교육

태도
출근점검부 및 법무연수원 평가관리 규정 벌점제

포렌식

자격증

EnCE(미국 Guidance Software 社 ) 취득

(1개 이상)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2급(한국포렌식학회)

[표 4.]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평가

1.1.1.2.2. 경찰청

[표 5.]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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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내용 및 특징 주요 교과목

서

울

대

학

교

- 사이버 범죄 대응 인력 및 차세대 리더

양성을 목표

-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디지털 포렌식 석사과정(2년) 개설

- 컴퓨터학

- 수리암호

- 디지털증거법

- 소프트웨어/시스템보안

- 디지털증거법

- 정보보호법

- 안티포렌식

- 디지털 포렌식 실습/특강

고

려

대

학

교

- 사이버 범죄에 대비한 정보보안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

- 정보보호대학원 디지털 포렌식학과 등

정보보호 관련 다양한 계약학과 개설

- 정보보호연구원 산하 디지털

포렌식연구센터 설립, 운영

- 정보보호이론

- 사이버범죄학

- 디지털증거법

- 디지털법과학

- 디지털 포렌식 기술

- 사이버법률

- 역공학 및 악성코드분석

동

국

대

학

교

-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포렌식전문가 양성 목표

- 국제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학과

사이버포렌식 전공

- 사이버포렌식 총론

- 포렌식과 증거법

- 파일시스템

- 포렌식 소송절차

- 포렌식 윤리

- 안티포렌식 기술

- 네트워크/시스템포렌식

- 저작권 /금융 /감사 /의료 /회

계/모바일포렌식

1.1.2. 주요 대학139)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등을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법원과 검찰 등 수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암호, 디지털증거법, 디지털

포렌식 실무 등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법률을 융합한 디지털 포렌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39) 박재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필요성과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16, 55-56쪽; 신준우, “디지털 포렌식 전문인력양성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18(4) (2014. 4.), 한국정보통신학회, 785

쪽.

140)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일반대학원 과학수사학과 신설”, http://sls.skku.edu/sls

/menu_1/sub1_6.jsp?mode=view&article_no=308234(2016.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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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내용 및 특징 주요 교과목

군

산

대

학

교

- 학부과정

-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양성목적의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개설

- 민법총론, 형법총론, 민사소송법을 이수

교과목으로 지정

- 한국포렌식학회 주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자격증 취득 및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취득 목표

- 디지털 포렌식 개론

- 컴퓨터구조와 저장매체

- 디지털범죄

- 포렌식절차/증거법

- 파일시스템과 운영체제

- 응용프로그램과 네트워크

- 포렌식 DB 이해

- 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 네트워크 및 APP보안

- 시스템 포렌식

- 디지털 증거 분석

연

세

대

학

교

- 사이버 범죄 대응 인력 및 차세대 리더
양성을 목표

- 정보대학원 내 디지털 포렌식
석사과정(1년 6월) 개설

- 이론 및 사례 중심 융ㆍ복합

교육

- 팀 프로젝트를 통한 적극적

참여형 수업 진행

- 법/제도, 행정, 법의학, 공학,

IT 등을 포함하는 융ㆍ복합

교육

성

균

관

대

학

교

- 디지털 포렌식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융복합적인 사고와 연구를 통해

과학수사 분야의 글로벌 인재양성 목표

- 로스쿨 내 일반대학원 과정으로

과학수사학과 디지털 포렌식 석사

과정140) 신설

- 컴퓨터, 모바일 등

특수저장매체에 기록된

전자적 정보의 수집, 이동,

분석절차에 관한 이해와

감정기법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강의식 교육

- 관련 수사기법과 도구의

개발·검증 등 R&D 사업

참여

-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2급 자격시험의

국가공인 자격제도에 대한 공개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함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공동운영

- 국가기관의 공무원, 공공기관, 기업,

법무법인의 임직원은 물론 변호사,

로-스쿨생 등도 참여 가능

- 포렌식개론(기초법률)

- 파일시스템과 운영체제

- 개인정보보호, 컴퓨터구조와

디지털 저장 매체

- 데이터베이스

- 응용프로그램과 네트워크

이해

- 디지털 증거 분석실습

- 포렌식 개론(판례동향)

- 디지털 증거분석 실습

[표 6.] 국내 주요 대학 디지털 포렌식 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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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특징

개요 교육과정

National

Forensic

Science

Technology

Center(NFSTC)
142)

- 법의관, 경찰 등 실무요원

대상 과학수사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 투자기관

-수사관 등을 대상 최고

수준의 과학수사 능력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성

-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등 미국 전역에

걸친 다양한 국가기관,

연구소와 협력을 통하여

과학수사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의 역량과

의지를 증진

-교육 과정은 디지털 형태의 주요 증거물을

다루는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모의

법정을 통해 수강자를 지원, 1년에 약

1200명 정도의 인원에 대하여 교육프로

그램을 제공

-강의는 다음의 주제를 각 단계로 구성

∙재판 준비, 기획 및 세부계획

∙증인 및 증거품과 관련한 재판 준비

∙증거의 수용가능성

∙증거의 제시

∙재판단계에서의 팁

∙복습

1.2. 미국 디지털 포렌식 교육 과정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연방수사국(FBI) 등 수사기관과 각

대학을 중심으로 학부 또는 대학원 형태의 디지털 포렌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2.1. 수사기관141)

연방수사국의 컴퓨터포렌식연구소 RCFL(Regional Computer

Forensics Laboratory)와 국토안보부의 연방사법연수원

FLETC(Federal Law Enforcement Training Center) 등에서 91개

연방정부기관 소속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다.

141) 노명선, 앞의 논문, 110쪽 이하 자료 정리.

142) http://www.nfstc.org/

143) http://www.fletc.gov/

144) http://www.rcfl.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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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특징

교육 목표 및 비전 교육과정

수사기관
특징

개요 교육과정

Federal Law

Enforcement

Training

Center(FLETC)
143)

-연방정부기관( 9 1개 ) ,

주정부기관, 지역 사법

기관 수사관을 대상

-디지털 이미징을 통한

범죄의 예방, 감지, 조사,

기소를 비롯하여 디지털

증거의 압수에 관련된

훈련 프로그램을 디자인

및 개발하고 감독

- Technical Operations

Division(TOD)가 과학

수사와 관련한 업무 및

훈련을 담당

∙컴퓨터 네트워크 수사 훈련

∙은밀전자감시

∙은밀전자추적

∙디지털 증거 획득 전문가 훈련

∙디지털 포토그래피

∙디지털 증거에 대한 first responder

∙IP 카메라(네트워크상의 원격감시카메라)

∙매킨토시 포렌식

∙모바일 디바이스 수사

∙CCTV 비디오 레코딩 복원

∙압수 컴퓨터 증거복원 전문가

Regional

Computer

Forensics

Laboratory(RCF

L)144)

- FBI가 주관하여 운영하

는 포렌식 연구 및 훈련

지원기관으로 전국에 15

개소 운영

-테러, 아동포르노, 강력

범죄, 회사 기밀 유출,

화이트칼라 범죄, 금융

범죄, 인터넷 범죄 등과

같은 형사범죄의 조사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증거

의 조사와 관련한 연구

와 훈련을 지원

-범죄현장에서 디지털 증거를

수집 및 압수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컴퓨터 증거를

조사, 필요한 경우 직접

법정에서 증언

- RCFL과 FBI CART(컴퓨터분석대응팀)

요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RCFL/CART

Examiners 코스가 있고, 그 외 수사기관

요원들에게 제공되는 Law Enforcement

Personnel 코스가 있다.

<RCFL/CART Examiners>

∙Windows OS, Intel-based PC hardware

설치 및 유지보수

∙CompTIA A+ Certification Preparation

Course

∙Seizing and Handling of Digital

Evidence

∙Linux Media Forensics Advanced

∙Microsoft Advanced Forensics

∙NET+Certification Preparation Course

Law Enforcement Personnel

∙Case Agent Investigative Review

∙Internet Crimes and Tracing

∙Image Scan Training

[표 7.] 미국 주요 수사기관 디지털 포렌식 교육과정

1.2.2. 주요 대학145)

Rhode Island University 등 여러 대학에서 학부과정과 대학원과

정을 운영하고 있다.

145) 신준우, 앞의 논문, 783쪽 이하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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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특징

교육 목표 및 비전 교육과정

Rhode Island

University

디지털 포렌식

학사과정

-컴퓨터 시스템 기본요소

또는 독립 연구 중 하나를

수강해야 함

- 디지털 포렌식 1

- 디지털 포렌식 분석

- 범죄 또는 법에 인정되는 한 강좌(3학점)

- 디지털 포렌식 2

- 파일 시스템 분석

- 디지털 포렌식 실습과목

- 범죄와 법에 있어 추가적인 강좌

Westwood

College

컴퓨터 포렌식

학사과정

-컴퓨터 포렌식, 디지털

증거 취급, 정보보안, 악성

소프트웨어 관리 분야의

전문인력양성

1. 기반과정

- 기본 컴퓨터 포렌식, 멜웨어 분석

2. 심화과정

- 리눅스 보안, 디스크 기반 포렌식

- 모바일 포렌식, 디지털 증거 수사와 처리

Colorado State

University-Pueblo

컴퓨터 정보

시스템 학사과정

-소프트웨어 및 웹어플리

케이션 개발, 시스템 분석/

설계, 네트워크 설계/관리,

데이터베이스설계/개발,

IT 보안 분야에서 필수

적인 지식, 기술, 능력을

개발함

<컴퓨터 정보시스템 전공 과학학사과정>

1. 기반과정

- 워드 & 윈도우, 파워포인트 & 웹퍼블리싱

- 엑셀 스프레드시트, 기본 웹 개발

- MS 엑세스 DBMS, 컴퓨터 정보 시스템

- PC 설계, UNIX운영 체제

2. 심화과정

- 자바 프로그래밍, 심화 자바 프로그램

디자인

- 네트워크 개념, 데이터베이스

-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관리 원칙, 계획

관리, 응용과정, 전문 프로젝트, 세미나

Wilmington

University

컴퓨터시스템

학사과정

-컴퓨터/네트워크 보안

학사학위과정(CNS )은

학생들로 하여금 디지털

정보보안, 정보 보증, 디

지털 포렌식의 전문화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1. 기반과정

- 컴퓨터 하드웨어 & 운용, 기본 리눅스

- 네트워크와 텔레커뮤니케이션

- 운영체제와 컴퓨터 시스템 보안

- Python 사용법, 기본 컴퓨터 포렌식

- 형사사법, 정보보안의 규정과 실무

2. 심화과정

- 온라인 운영체제 보안 : 웹과 데이터 보안

- 데이터 무결성, 컴퓨터 포렌식, 재난 복구

- 네트워크 운영, 네트워크 보안 :

파이어월과 방어

- 온라인 윈도우 운영체제, 온라인 리눅스

- 온라인 암호학, 온라인 컴퓨터 실무가 윤리

- 온라인 사이버 법률, 온라인 범죄증거와 절차

Century College

컴퓨터 포렌식

응용과학

학사과정

-컴퓨터과학, 정보보증,

컴퓨터 침해사고, 수사,

사이버공간 윤리, 컴퓨터

관련 법률에 대하여

교육함

1. 기반과정

-윈도우 7,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2008 서버

- 리눅스 운영 체제, 컴퓨터 수사관련 법률

2. 심화과정

-컴퓨터 포렌식, 정보 보안 원칙

-오픈 소스 포렌식 방법,기본 네트워크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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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특징

교육 목표 및 비전 교육과정

Butler Country

Community

College

디지털 포렌식

학사과정

-공동체와 리더쉽을 갖추어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리더쉽이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중점을 둠

1. 기반과정

-컴퓨터 정보 시스템, 마이크로컴퓨팅

어플리케이션

- 체력 검정, 건강 과학, C++ 프로그래밍

- PC 관리 기술, 윈도우 서버 관리

2. 심화과정

-기술적 글쓰기,데이터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킹

-마이크로컴퓨터 운영 체제, 리눅스

-시스템 분석 & 디자인,컴퓨터와 인터넷 보안

-디지털 포렌식 I, Certification, 형법,

형사소송법

- AccessData Certified Examiner 응용과정

-네트워킹 보안, 컴퓨티 포렌식 & 보안

-디지털 포렌식 II

DeVry University

컴퓨터 정보

시스템 학사과정

-데브리 대학은 디지털

포렌식, 윤리, 정보 보안으로

디지털법적용과 절차 대처에

능숙한 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함

1. 기반과정

- 디지털 범죄, 디지털 포렌식, 컴퓨터

포렌식

- 기초 컴퓨터 포렌식, 기초 하이테크

범죄

- 정보 보안 관련 주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 마이크로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 네트워크 기술, 운영 체제,컴퓨터 포렌식

관련 법률

2. 심화과정

- 디지털 포렌식 II, 정보시스템 보안

기획과 감사

- 사고 대처, 컴퓨터 포렌식 도구와 기술

- 컴퓨터 포렌식 수사, 컴퓨터 포렌식

실무

- 파일 시스템 포렌식 분석, 회계 포렌식

- 윈도우 포렌식, 매킨토시 포렌식 분석

- 컴퓨터 포렌섹 시험, 윈도우 워크

스테이션 관리

- 컴퓨터 정보 보안, 정보 기술 프로젝트

관리

- 컴퓨터 윤리, 정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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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특징

교육 목표 및 비전 교육과정

Utica College

사이버 보안

학사과정

-최신 기술 및 데이터,

범죄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사사법, 경제범죄,

컴퓨터 포렌식을 통합하여

교육함

1. 기반과정

-통계, 컴퓨터 하드웨어와 주변기기, 분석 방법

-사이버크라임 수사와 포렌식 I, 범죄학

-직무 윤리, 형사사법

2. 심화과정

-사이버보안 세미나, 정보 보안

-사이버 크라임 수사와 포렌식 II, 형법의 분야

-사이버크라임 법률

3. 응용과정

-인턴쉽

- 사이버크라임 수사와 포렌식 III

4. 선택과정

-컴퓨터 조직도와 프로그래밍, 수사의

현대 기술

-네트워크, 보안 관리, 정보 보안 위협,

공격 방어

-범죄 증거물, 컴퓨터와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취약점 분석

[표 8.] 미국 주요 대학 디지털 포렌식 학위과정

1.3. 디지털 포렌식 교육과정 체계화

미국은 2007. 8.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TWGED(Technical Working Group for Education and Training in

Digital Forensics)146)를 통해서 대학의 디지털 포렌식 학위과정과

자격증 과정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실무가(Digital Forensic

Practioner)에 대한 훈련 및 보수교육과정에 대한 요구사항과 커리

146) West Virginia University Forensic Science Initiative, “Technical Working

Group for Education and Training in Digital Forensics”, 2007.(

https://www.ncjrs.gov/pdffiles1/nij/grants/219380.pdf)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대검

찰청, 2009, 80쪽. “국립사법연구소(NIJ)는 소속 포렌식 전문가, 수사관, 변호

사, 업체엔지니어, 학자 등 55명으로 구성된 ‘디지털증거분석 기술 실무팀

(Technical Working Group for Education and Training in Digital Forensics,

TWGED)’에서 발표한 ‘TWGED 보고서’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 요구 조건 및 전문대, 학사, 석사 학위과정 등에 대한 디지털 포

렌식 교육 커리큘럼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경력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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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요건 전문적 요건

•컴퓨터 하드웨어와 아키텍쳐(Computer

hardware and architecture)

•저장매체 (Storage media)

•운영체제(Operating systems)

•파일시스템(File systems)

•데이터베이스 시스템(Database systems)

•네트워크 기술과 정보통신기반(Network

technologies and infrastructures)

•프로그래밍과 스크립팅 (Programming

and scripting)

•컴퓨터 보안(Computer security)

•암호(Cryptography)

•소프트웨어 도구(Software tools)

•검증과 시험(Validation and testing)

•타분야에 대한 인식(Cross discipline

awareness)

•비판적사고(Critical thinking)

•과학방법론(Scientific methodology)

•정량적 추리와 문제해결(Quantitative

reasoning and problem solving)

•의사결정(Decision making)

•랩실무(Laboratory practices)

•랩안전(Laboratory safety)

•세부사항에 대한 주의(Attention to

detail)

•대인기술(Interpersonal skills)

•공적말하기(Public speaking)

•구두, 서면 커뮤니케이션(Oral and

written communication)

•시간관리(Time management)

•작업우선선위선정(Task prioritization)

•디지털 포렌식 절차의 응용

(Application of digital forensic

procedures)

•증거보존(Preservation of evidence)

•검사결과의 해석(Interpretation of

examination results)

•수사절차(Investigative process)

•법절차(Legal process)

학위 교과목 내용

준학사

(Associate

Degree)

법과학

-법과학 개론

: 범죄 수사 절차와 디지털 포렌식의 역할, 기초 법령,

과학적 방법과 보고서 작성 실무, 전문가 윤리, 범죄

현장조사 등

-디지털 증거에 관한 기본 법률 쟁점

: 디지털 포렌식과 디지털 증거의 관계와 법체계,

압수수색과 보관의 연속성, 제한 등에 관한 법령과

큘럼 등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표 9.]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실무가)의 기술적, 전문적 능력147)

147) West Virginia University Forensic Science Initiative, “Technical Working

Group for Education and Training in Digital Forensics”, 2007.(

https://www.ncjrs.gov/pdffiles1/nij/grants/219380.pdf),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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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교과목 내용

관련 쟁점사항, 수색영장의 시간적 제한의 의미,

수정헌법 4조의 예외, 전자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

연방,주법령, 법정증언, 디지털 포렌식과 전자증거

개시와 관련된 민법 쟁점,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판례 등

학사학위

법과학

-법과학 개론

-법과학 실습

: 법윤리, 증언, 증거의 무결성과 진정성, 연계 보관

성(chain of custody) 등

컴퓨터 포렌식 기초

-범죄현장에서 디지털 증거를 찾기 위한 압수수색

기술과 검증

-모의 재판에서 디지털 증거 제출

추가 필수 과정

-디지털 증거에 관한 기본 법률 쟁점

-수사기법,

-화술, 작문, Capstone Project

-디지털 포렌식 주요 논점

선택과목

-고급 디지털 포렌식 법률 쟁점

: 디지털 포렌식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쟁점사항 논의,

컴퓨터 압수수색과 증거법의 기준들을 디지털 증

거에 적용 여부 등

-민법 쟁점

: 민법의 증거개시제도의 적용, 개인정보보호, 프라이

버시와 관련한 현재 진행 중인 쟁점사항 논의 등

석사학위
민․형사

법률쟁점

- 법정 증언

- 법정에서의 증거 제출

- 고급 법률 논점

- 컴퓨터 압수/수색

- 모의 법정

- E- Discovery(전자적 증거 개시)

- 증거법

[표 10.] 학위별 디지털 포렌식 법 관련 커리큘럼148)

위 교육과정에서 컴퓨터와 정보과학에 관한 교과목과 함께 공통

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관련 법률과 규정, 절차, 법윤리, 법정증언, 쟁

148) West Virginia University Forensic Science Initiative, “Technical Working

Group for Education and Training in Digital Forensics”, 2007.(

https://www.ncjrs.gov/pdffiles1/nij/grants/219380.pdf), pp.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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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사항, 민법과 증거법 등과 같은 다양한 포렌식 실무 교과목을 학

위과정에 편성하고 있고, 각 학위과정에 대한 인정(Accreditation)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석사과정의 교육생에 대해서는 전문

성 제고를 위한 인턴쉽, 연구과제 수행, 강의 기회 제공과 디지털

포렌식 실무와 직접 관련된 교육적 배경지식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

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신뢰성 확보와 제고를 위하여 현

재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교

육과정을 디지털 수사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 대한 훈련과 보수교육과정 개선과 교육과

정 등에 대한 인정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1.3.1. 디지털 포렌식 교육과정 인정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수사기관과 대학의 디지털 포렌식 교육

과정에 대한 인정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미국 법과

학회(AAFS American Academy of Forensic Science)에서 포렌식

분야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의 발전과 인정(증), 그리고 TWGED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을 제시할 목적으로 2004년 법과학 교육프

로그램 인정(증) 위원회(FEPAC Forensic Education Programs

Accreditation Commission)를 설치하였고, 현재 FEPAC에 의하여

인정(증)된 포렌식 과정을 설치한 미국 내 대학은 40여 개에 이르고

있다.149)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등을

이수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수사관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 미국과 같은 디지털

포렌식 교육과정에 대한 외부 인정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디지털 포

렌식 교육과정에 대한 인정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기 전까지 수사

기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 수사 자

149) 박재범, 앞의 논문, 57쪽;

http://www.fepac-edu.org/accredited-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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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교육내용

직무수행기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 대한 윤리기준 교육

안전수칙
디지털 포렌식 절차 중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
적 위험성 교육

정책
디지털 포렌식 관리 정책, 포렌식 분석실의 표준절차, 품질보증,
인정, 보안 등에 대한 교육

법
전문가증언, 증거법칙,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증거
의 진정성에 대한 교육

문위원회 등을 통해서 현재 디지털 포렌식 교육 시스템과 교육과정

에 대한 전체적 평가 및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1.3.2. 디지털 포렌식 훈련․보수교육

미국의 TWGED 가이드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실무가)에

대한 훈련(Training)과 보수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150)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전문성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러한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평가, 교

육 대상자들의 직무수행 기록과 수료 상태 등을 문서화해서 관리하

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수사관의 전문성 유지는 물론 법정

증언을 함에 있어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리고

교육에서 필요한 교과목과 교육내용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150) 훈련이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특정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과학적 지식과 전문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 구조적

교육 프로세스(Training is the formal, structured process through which a

digital forensics practitioner reaches a level of scientific knowledge and

expertise required to conduct specific digital forensic analyses)를 말하고,

보수교육이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현 상태의 전문성과 특수성, 직무능력

(책임감)을 유지하거나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체계를 말한

다.(the mechanism through which a digital forensics practitioner remains

current or advances to a higher level of expertise, specialization, or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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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취급
증거의 인식, 수집, 보존(정전기 방지 장치), 관련 문제(여러 증
거에 대한 처리의 우선순위), 보관의 연속성(chain of custody)
등에 대한 교육

커뮤니케이션
서면, 구술, 비구술 등 대화 기술과 보고서 작성, 재판준비, 법정
프리젠테이션 등 교육

[표 11.]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필수 교과목

현재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수교육과정이 주로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도구에 대한 교육에 치중되어 있다면,

TWGED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은 디지털 포렌식 원칙과 절차 준수,

디지털 증거의 취급, 관련 법령과 판례, 법정증언 등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결부된 교육과정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디지털 포렌식 관련 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

대한 최소 보수교육 시간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의 FBI

CART(Computer Analysis Response Team)는 연간 64시간,

ASCLD/LAB(American Society of Crime Laboratory Directors

Laboratory Accreditation Board)은 연간 40시간,

IACI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uter Investigative

Specialists)는 연간 60시간의 보수 교육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매

3년 마다 적격성시험(competency examination)을 볼 것을 의무화하

고 있다.

현재 검찰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 대한 최소 보수교육

시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대검 예규 제805호)」제6조에 의하여 매년 전국 디지

털 포렌식 수사관에 대한 포렌식팀별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전문성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디

지털 포렌식 기술과 도구에 대한 교육과정과 함께 디지털 포렌식

절차와 원칙, 법령과 판례, 법정증언 등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이 추

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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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포렌식 인정 및 인증제도 도입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보고서와 법증증언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등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소속 기관과 수사관에 대한 인정(Accreditation) 및

인증(Certification)제도151) 도입이 필요하다.

2.1. 디지털 포렌식 기관 인정제

미국의 경우 SWGDE(Scientific Working Group on Digital

Evidence)152) 등의 노력에 힘입어 2003년 4월 디지털 포렌식 또한

ASCLD/LAB의 인정프로그램에 포함되었으므로, 오디오 분석, 컴퓨

터 포렌식, 디지털 이미징 분석, 비디오 분석 등 4개의 하위분야 중

어느 하나라도 취급하는 포렌식랩은 디지털 증거를 취급하는 기관

으로 인정(증)을 신청해야 한다. 디지털 포렌식이 ASCLD/LAB의

인정프로그램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디지털 포렌식이 법과학의 한

분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큰 의미가 있다.153)

151)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대검

찰청, 2009, 101-102쪽. “포렌식 영역에서의 인증 및 자격제도에는 크게

Certification(인증제도)과 Accreditation(인정제도)으로 구분할 수 있다.

Certification은 일반적으로 개인들의 능력 및 자격에 대한 인증을 의미하며,

Accreditation은 개인이 아닌 검사실에 대한 인정을 의미한다. 먼저 인정제도

에 대해 살펴보면, 이는 공인기관이 공식적으로 특정 기준을 만족함을 인정하

는 것으로, 시험소가 일정한 시험을 수행할 역량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

한다. 인정제도는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가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정도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뜻하는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의 방법으

로, ISO/IEC guide 2에 따르면 인정이란 특정한 작업의 절차를 수행할 능력을

가진 피 인증기관에 대한 상위 기관의 승인을 뜻한다. 또한 포렌식 랩의 인정

은 실험실이 품질 관리를 위한 문서화된 정책을 유지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반면 인증제도는 디지털 포렌식 랩이 아닌 디지털 수사관 개인의 지

식과 전문성에 대해 평가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152) 1998년 미국 법무부 마약수사청, 연방수사국, 국세청 범죄수사단, 관세청, 항공

우주국 등 연방기관의 증거분석연구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디지털 증거에 관한

과학실무그룹

153)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다지털 포렌식 수사관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대검

찰청, 2009, 101-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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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현재 미국에서는 32개의 연방, 186개의 주정부, 130

개의 지방, 18개의 국제 범죄 연구소와 27개의 사설 연구소 등 총

394개의 범죄연구소가 ASCLD/LAB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며154), 이

중 연방수사국(FBI)의 지역컴퓨터포렌식연구소(RCFL)도 2013년 10

월 기준 Chicago RCFL 등 13개의 RCFL이 ASCLD/LAB로부터 인

정을 받았다.155)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인정기구(KOLAS)156)에서 대검찰청,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수사기관과 연구기관 등에 대한 법과학 분야

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마약, DNA, 필적, 인영, 지문감정 등에 대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157)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감정 또는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KOLAS 또는 미국의 ASCLD/LAB 등

공인인정기구로부터 디지털 증거 분석과 보관, 법정제출 등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2.2.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인증제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보고서와 법정증언에

154) Accredited Laboratory Index, ASCLD/LAB (http://www.ascld-lab.org

/accredited-laboratory-index/, 2016.11.25.). “394 crime laboratories are

accredited by ASCLD/LAB as of November 10, 2016. The list of accredited

laboratories includes 186 state laboratories, 131 local agency laboratories, 32

federal laboratories, 18 international (outside the United States) laboratories

and 27 private.“

155) Accreditation Fact Sheet, RCFL(https://www.rcfl.gov/downloads/documents

/accreditation-fact-sheet/view, 2016. 11. 25.)

156)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산업표준화제도 운영, 교정기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운영, 표준

화관련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

장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조직, '국제표준기법' 및 ISO/IEC 17011의 규정에

따라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 메디칼시험기관, 숙련

도시험기관, 제품인정기관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57) 시험기관검색결과, “대검찰청”, 한국인정기구 (https://www.kolas.go.kr/usr/inf

/srh/InfoTestInsttSearchList.do, 2016.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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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담당 수사관에 대한 인증제도가

필요하다. 미국은 2000년 포렌식 전문성 인정위원회(FSAB,

Forensic Specialties Accreditation Board)를 설립하여 포렌식 분야

과학자와 전문가 개개인에 대한 인증․자격협회 또는 위원회에 대한

평가, 인정, 감시 등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다.158) 2017. 11. 현재

CFCE(Certified Forensic Computer Examiner)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컴퓨터수사전문가협회(IAC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uter Investigative Specialists) 등 17개 위원회 또는 협회가

위 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 대한 공인된 전문성

인증제도는 없다. 그러나 대검찰청과 경찰청에서는 자체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검찰의 경우 매년 감정관

및 분석관 등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보통, 전문, 선임, 수석,

책임 등 5단계로 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다.159) 그리고 (사)한국

포렌식학회에서 국가 공인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자격시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 보다 객관적인 전문성 판단을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외부 공인 인증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기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의 전문수사관제도와 외부 전문가

들로 구성된 디지털 포렌식 자문위원회를 통한 전문성 인증평가를

병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VI. 결론

2016. 5. 29.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개정·시행됨으로써 디지털 증거에

대한 피고인 등 작성자의 진정 성립 부인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158) Welcome to the Forensic Specialties Accreditation Board, FASB(http://

thefsab.org/index.htm , 2016. 11. 25.)

159) 대검찰청「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대검찰청 예규 제

805호, 2015. 7. 16.)」제12조[역량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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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수사관 등의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증거의 진정 성립 증명을 위한 디지텉 포렌식 수사관 등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동시에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분석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정증언의 신뢰성 문제 역시

어느 때 보다 첨예하게 다투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분석결과와 법정증언에 대한

신뢰성 문제 제기 관련 기존 국내외 판례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써 국내외 수사기관과 대학 등의 디지털 포렌식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과정에 대한 인정제도 그리고 국내외 수사기관과 연구소의

시스템과 프로세스 등에 대한 인정제도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

대한 인증제도 등을 살펴보았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분석결과와 법정증언 등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방안으로 먼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 대한 교육 강화를 제안

하였다. 국내외 수사기관과 주요 대학의 디지털 포렌식 교육과정에

대한 비교, 분석과 미국 TWGED 보고서에서 제시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게 필요한 기술적, 전문적 요건과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

과정에 대한 인정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수사기관 특히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양성과정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 대한 훈련과 보수

교육과정에 위 교육과정과 인정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외 수사기관과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 등에 대한 인정

(Accreditation)제도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 대한 인증

(Certification)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수사기관과 연구소,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 대한 인정․인증제도의 도입과 각 수사기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포렌식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 수사 자문위원회와

전문수사관제도, 외부 디지털 포렌식 학회 등을 활용한 인정․인증

제도 보완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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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수사기관과 수사관에 대한 인정․인증제도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인정기구(KOLAS)를 통한 디지털

포렌식 분야 인정제도 도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ASCLD/LAB과 FSAB와 같은 협회와 위원회를

통한 디지털․사이버 포렌식 분야 전반에 대한 인정․인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적용 사례와 관련 판례가

나오진 않았으나 본 연구 논문을 계기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 증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분석결과와

법정증언 등의 신뢰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 92 -

신준우, “디지털 포렌식 전문인력양성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18(4)(2014. 4.), 한국정보통신학회

심희기, “과학적 증거방법에 대한 대법원판결의 최근 동향”,

비교형사법연구 제13권 제2호, 비교형사법학회, 2011

______,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증거능력)과 신빙성(증명력)에

관한 판례의 동향”, 고시계, 1999. 12.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오기두,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과 전자문서의 진정성립", 사법

24호(2013. 6.)

오병두, "형사증거법상 진정성 입증의 체계적 의미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15권 4호(2014)

원혜욱, “컴퓨터 관련 증거의 증거조사와 증거능력”, 수사연구(2000. 6.)

이복현, “개정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의 해석-제313조 및 제315조를

중심으로-”,(2016. 9. 26. 강원 법조 세미나 발표 자료), 2016

이숙연, “형사소송에서의 디지털증거의 취급과 증거능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장상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법학교수․ 검찰

실무연구회발표자료집 (Ⅰ), 대검찰청, 2009

전승수,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최성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제26집), 2011

최지석, “미국 증거법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제26집), 2011

참고 문헌

[국내자료]



- 93 -

탁희성, 이상진, “디지털 증거분석 도구에 의한 증거수집절차 및

증거능력 확보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박광배, “과학적 증거의 법적 타당성”, 형사정책연구, 1997

박재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필요성과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박현준, “이메일 헤더 분석을 통한 전자문서의 작성자 특정과

형사소송법 제315조 전문법칙 예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대검찰청, 2009

권창국, “자연과학적 증거에 의한 개인 식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김윤섭․박상용, “형사증거법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2호(2015)

노명선, “국제기준에 적합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교육의 표준모델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2012

______, "전문수사관 제도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23호(2009. 12.)

대검찰청, 과학수사 실무매뉴얼, 2014

대검찰청,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른 진정성립 증명방법 자

료집, 2016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도932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합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대법원 2011. 5. 26. 2009모1190 결정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 94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판결

대법원 2015. 7. 26. 2011모1839 결정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7노9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8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6. 선고 2006고합1365 1363, 1364,

1366, 1367(병합)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6. 선고 2006고합13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3. 선고 2011고합113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2013고합620, 624(병합),

699(병합), 851(병합) 판결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일반대학원 과학수사학과 신설”,

http://sls.skku.edu/sls/menu_1/sub1_6.jsp?mode=view&article_no=

308234(2016. 11. 23. 확인)

시험기관검색결과, “대검찰청”, 한국인정기구

(https://www.kolas.go.kr/usr/inf /srh/InfoTestInsttSearchList.do,

2016. 11. 25. 확인)

NIJ, "Forensic Examination of Digital Evidence : A Guide for

Law Enforcement", NIJ, 2004. 4.

West Virginia University Forensic Science Initiative, “Technical

Working Group for Education and Training in Digital Forensics”,

2007.(https://www.ncjrs.gov/pdffiles1/nij/grants/219380.pdf, 2016.

11. 23. )

[국외자료]



- 95 -

Barefoot v.Estelle, 463 U.S. 880(1983)

C. McCormick, Evidence(Cleary rev. 1984)

Case No. CR01-13, District Court of Johnson Country, Nebraska

Commonwealth v. Lykus, 327 N.E. 2d 671, 678 (Mass. 1975)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 509 U.S. 579

(1993)

Frye v. United States, 293 F. 1013 (D.C. Cir. 1923)

Galaxy Computer Services, Inc. v. Baker, 325 B.R.544

(E.D.Va.2005)

Gatowski SI et al, "Asking the gatekeepers: A National Survey

of Judges on Judging Expert Evidence in a Post-Daubert

world", Law and Human Behavior, vol.25(5), 2001

States v. Hall, 297 N.W.2d 80, 85 (Iowa. 1980)

U.S. v. Downing, 753 F.2d 1224(3d Cir.1985)

United States v. Czubinski, 106 F.3d 1069, 1074 n. 5 (1st

Cir.1997)

United States v. Hilton, 257F.3d 50 (1stCir. 2001)

United States v. Scott-Emuakpor, 2000 WL 288443 (W.D.Mich.

2000)

United States v. Scott-Emuakpor, supra, 2000 WL 288443

United States v. Williams, 443 F. Supp. 269, 273 (S.D. N.Y.

1977); Commonwealth v. Devlin, 310 N.E. 2d 353, 356 (Mass.

1974)

United States v. Zeiger, 350 F. Supp. 685, 688 (D.C. 1972)

Washington Superior Court, State of Washington v. Leavell,

Cause No. 00-1-0026-8, 1-17, 2000

Welcome to the Forensic Specialties Accreditation Board,

FASB(http:// thefsab.org/index.htm , 2016. 11. 25.)

West Virginia University Forensic Science Initiative, “Technical



- 96 -

Working Group for Education and Training in Digital

Forensics”, 2007.(

https://www.ncjrs.gov/pdffiles1/nij/grants/219380.pdf)

Accreditation Fact Sheet,

RCFL(https://www.rcfl.gov/downloads/documents

/accreditation-fact-sheet/view, 2016. 11. 25. 확인)

Accredited Laboratory Index, ASCLD/LAB

(http://www.ascld-lab.org /accredited-laboratory-index/,

2016.11.25. 확인)

http://www.cftt.nist.gov/

http://www.fletc.gov/

http://www.nfstc.org/

http://www.rcfl.gov/



Abstract

Our Supreme Court, with the application of the special laws of

Article 313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established in 1954,

on the evidence capability of the digital evidence electronic

document, by its creator or statement of statement, the

establishment of Authenticity when it was proved that it was

able to use this as evidence.

However, in 2016 5 29. By revising and enforcing the article 313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despite the fact that the

creator of the defendants etc of digital evidence was indeed

rejected, the result of scientific analysis based on the basis of

digital forensic materials and analysis established by objective

methods Authenticity has been proved can be used as evidence.

In response to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enforcement,

the role of digital forensic investigators to prove the true success

of digital certification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herefore,

research on digital certification analysis of digital forensic

investigators as well as research on objective methods to prove

truly, and research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court testimony

became increasingly necessary.

As a method for ensuring domestic and foreign judgment and

reliability against raising the question of the reliability of the

digital forensic investigator and the reliability of the courtroom

testimony, a digital forensic investigator of domestic and foreign

investigative institutions and educational curriculum of

universities etc. And the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digital

forensic agent 's certification system, it is certified as a digital

forensic training course applicable to Korean investigation

agencies and research institutes. We will prepare an introduction

pla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Keyword: Digital forensics, digital certification, education and

training, accredit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Student ID number: 2015-2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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