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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형사절차에서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배제되며, 예외적으로 작성자가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을 부여받는다.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는 컴퓨
터를 매개로 한다는 이유로 전문증거로 취급되어왔다. ‘전자문서’라
고 불리는 디지털 전문증거들은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할 경
우, 그 증명력과 관계없이 무조건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온 것이다.
2015년 소위 종근당 사건의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선별 압수가
강조되면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선별 압수를 강조하는 법원의 태도는 압수·수색시
혐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 ‘파일’에 한정하여 압수할 것을 수사기관
에게 강요하였고, 이는 수사기관의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실무에서
증거물 압수의 단위를 ‘파일’로 획일화하여 접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16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디지털 전문증거인 경
우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디지털포렌식 등의
객관적 방법으로 진정성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전
문증거와 관련된 현행 수사 및 공판 실무를 살펴보면, 개정된 형사
소송법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보인다.
디지털 전문증거의 진정성립은 해당 디지털 전문증거와 관련이
있는 디지털 본래증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압수·수색 실무에서는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디지털 본
래증거는 압수의 대상으로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
디지털 본래증거의 수집을 고려하여 디지털증거 수집 방안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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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히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지 1년 6개
월이 넘은 지금까지 현행 수사 및 공판 실무 절차에 맞춘 개선된
디지털증거 수집 및 처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개선된 디지털증거 수집 및 처리 방안 마
련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전문증
거의 진정성립에 필요한 디지털 본래증거를 정의하고, 디지털 본래
증거를 현행 실무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본 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전문
증거 수집 모델’을 개략적으로 제안하였다.
제안된 ‘디지털 전문증거 수집 모델’은 ‘비대칭형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수사단계에서의 디지털 본래증거 수집’을 통해, 현행 수사
및 공판 절차 아래 디지털 전문증거 진정성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혐의 사실 관련성의 문제’, ‘본래증거 훼손·멸실 가능성 문제’, ‘관련
범위 특정의 문제’의 해결하였다.
다만,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디지털 전문증거 수집 모델’은
절차의 개선만으로도 디지털 전문증거의 진정성립이 가능하다고 입
증하기 위한 단순한 논리적 모델에 불과하다. 따라서 효율성을 고려
한 최적화된 ‘디지털 전문증거 수집 모델’을 구현을 위해서 계속적
인 연구와 각 기관 및 학계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안이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에 도
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형사소송법제313조, 선별압수, 디지털증거, 디지털전문
증거, 진정성립, 디지털본래증거, 수집모델
학 번 : 2016-2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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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증거는 형사절차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구체적인 국가
의 형벌권을 발동하는데 있어 사건의 진위를 명백히 하기 위한 사실
인정의 근거자료이다. 따라서 사법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수집·분석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이러한 증거의 형
태는 범죄의 태양에 따라 다르나, 전통적으로 증거방법은 유체물1)로
제한되어 왔다. 이후 전기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컴퓨터 등 각종 정
보저장매체를 이용한 정보저장이 일상화됨에 따라, 무체물인 디지털
정보도 증거로서 사법기관의 수집·분석의 대상이 된지 오래지만, 형
사소송법에서 명시적으로 디지털증거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
이었다.
2016. 5. 23.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관점
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제313조 제1항에 ‘컴퓨터 등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디지털증
거2)’가, 제2항에 ‘디지털포렌식’이 최초로 형사소송법에 명기된 것이
다. 이른 바 ‘디지털 증거법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번 개정 형사소
송법에서 디지털포렌식 관점에서 가장 큰 의의는 의의를 가지는 것
은, 일부3) 전문증거hearsay evidence4)의 경우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1)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유형적 존재를 가지는 물건
2) ‘디지털증거’와 ‘전자증거’는 그 범주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 보통 혼용되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전자증거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뜻
하고, 디지털증거는 ‘디지털’ 형태로 기록된 정보를 뜻한다. 디지털이 아닌 아날
로그 형태의 정보도 전자적 형태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둘은 구분하는 것이
마땅하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형태로 기록된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증거’를 사용하여 전개하고자 한다.
3)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전문증거는 진정성립의 대
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부 전문증거’라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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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의 객관적인 방법으로도 전문증거의 진정을 성립할 수 있
다5)는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전문증거와 관련된 현행 수사 및 공판 실무를 살펴
보면,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디지털포렌식으로 디지털 전문증거의 성립을 진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사 및 공판 실무 절차에 맞추어, 개선된 디지털증거 수집 및 처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방
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행 수사 및 공판 실무 절차에서 디
지털포렌식을 이용한 디지털 전문증거의 진정성립은 사실상 불가능하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포렌식으로 디지털 전문증거의 성립을
진정하기 위해 수집되어야 할 필수적 디지털증거인 디지털 본래증
거 그리고 디지털 본래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행
실무의 논리적·절차적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디지털 본래증거 수집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먼저 1장에서는 디지털 전문증거의 개념을 정립한 뒤, 이를 통해
디지털 본래증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디지털 본래증거의 수집 필요
4) 전해 들은 증거, 범죄사실에 관련된 사실을 체험한 사람의 진술이 서면이나 타
인의 진술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법원에 전달되는 경우를 지칭
5)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
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
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
문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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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인한다. 2장에서는 정보저장매체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디지
털 본래증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각 디지털 본래증거별 특징을 알아
본다. 3장에서는 현행 실무 절차 아래에서 디지털 본래증거를 수집
하였을 때 발생하는 논리적·절차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고찰
하고, 4장에서 이를 토대로 개략적인 디지털 본래증거 수집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디지털 본래증거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증거는 ‘증거능력
admissibility of evidence’과 ‘증명력probative value of evidence’을 지녀야 한
다. 증거능력은 말 그대로 범죄사실의 증명에 사용되는 것이 허용되
는 법률상 자격을 뜻한다. 그리고 증명력은 증거 중에서도 믿을만한
실질적 가치 또는 신빙성의 정도를 의미한다.6) 따라서 증거의 가치
를 판단할 때는 우선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그 이후 증
명력의 정도를 살핀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증명력이 아무리 크
더라도 유효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증거의 증거능력이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하
나는 자백의 임의성이 없거나 임의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자백
배제법칙’이 적용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대상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어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7)이 적용되는 경우이고, 마지막
은 대상 증거가 전문증거에 해당되어 ‘전문법칙8)’이 적용되는 경우
6) 김해마루, 누워서 읽는 법학(형사법 I), 로스타트(2015), 72면
7)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안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8) 전문증거배제원칙,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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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중 자백배제법칙은 자백에 대한 부분이므로 논외로 하고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과 전문법칙에 대해서만 논하겠다. 위법수집
증거배제의 원칙이야 절차의 적법성에 유의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전문증거는 이야기가 다르다. 대상 증거가 전문증거에
해당될 경우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전문증거는
예외인 경우에 해당될 때에 한하여 전문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증거
능력을 부여받는다. 때문에 전문증거의 개념 정립을 통해 대상 증거
가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문증
거의 개념과 그에 상대되는 개념인 본래증거(원본증거)에 대해서 알
아보고, 디지털증거를 대상으로 그 개념을 적용해보고자 한다.

1.1 전문증거와 본래증거
증거는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진술증거와 비진
술증거로 구분한다. 진술증거란 사람의 진술이 증거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진술증거는 사람의 지각에 남아 있는 범죄 흔적의 내용을 외
부적으로 표현하여 법관에게 전달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에 반해
단순한 증거물이나 신체의 성질 또는 상태 등 진술증거에 해당하지
않은 증거를 비진술증거라고 한다. 진술증거는 다시 ‘전문증거인 진술
증거’와 ‘전문증거가 아닌 진술증거’로 구분한다.
만약 대상 증거물이 전문증거에 해당될 경우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
거능력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예외적으로 작성자에 의해 진정 성립
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
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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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갖는다. 그리고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비진술증거’와 ‘전문증거가 아닌 진술증거’가 당연히
증거능력을 갖는 본래증거가 된다.

[그림 1] 전문증거와 본래증거

다시 말하면 진술증거는 본래증거와 전문증거로 나누어볼 수 있는
데, 범죄사실에 관련된 사실을 체험한 사람의 진술이 서면이나 타인
의 진술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법원에 전달되는 경우를 전문증거,
전문증거를 제외한 증거를 본래증거라고 한다.9) 전문증거는 본래증
거와 달리 전문법칙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2 디지털 전문증거와 디지털 본래증거
‘디지털 전문증거’는 디지털증거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증거를 말
9)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09, 766면, 이에 대하여 이러한 정의는 직접주
의와 구별이 어렵다고 하면서 전문증거란 사람의 진술 중에서 공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여진 진술로서, 경험사실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그 경험사실의
진위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되는 증거라고 정의하는 견해(노명선/이완
규, 형사소송법,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447면 참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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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디지털증거 중 사람이 직접 작성한 증거들은 작성자가 컴퓨터
라는 매개를 통해 정보저장매체10)에 기록하기 때문에 디지털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보저장매체에는 사람이 직접 작성한 정
보만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는 시스템 자원 관리 등의 목적
으로 컴퓨터에서 어떤 행위11)가 있어날 때, 그 행위와 관련된 부가
정보를 상시 기록한다. 작성자가 컴퓨터를 통해 정보저장매체에 정
보를 기록할 때에도 예외는 아니다. 이때 기록되는 부가정보는 사람
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하는 행위에 반응하여 컴퓨터가 프로그램
에 내장된 알고리즘에 의해 스스로 기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가정
보는 디지털증거 중 본래증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디
지털 전문증거와 대응하여 ‘디지털 본래증거’라 부르겠다.
디지털 전문증거와 디지털 본래증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컴퓨터가
해당 정보의 생산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른다. 보통 디지털증거
는 ‘컴퓨터가 생성한 증거Computer Generated Evidence, CGE’‘와 ‘컴퓨터
에 저장된 증거Computer Stored Evidence, CSE’로 나뉜다.12) ‘컴퓨터가
생성한 증거’는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자체적으로 내
장되어 있는 알고리즘에 의하여 자동으로 생성되는 정보를 지칭하
는 것이다. 반면 ‘컴퓨터에 저장된 증거’란 사람이 작성한 기록을 컴
퓨터에 저장한 것을 지칭한다.
10) ‘정보가 저장된 물리매체’는 형사소송법에 제106조 제3항에 기재된 ‘정보저장매
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용어 혼용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자 하였다. 본 논문
에서지칭하는 정보저장매체는 하드디스크와 같이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자유롭
게 읽고 쓸 수 있는 매체를 의미하며, CD와 쓰기가 불가능한 정보저장매체는
제외하였다.
11) 컴퓨터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때,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기록한다. 해당 행위
가 사용자 등에 의한 외부 입력에 의한 것인지 또는 예약이나 특정 이벤트 등
에 따른 내부 제어에 의한 것인지는 구분하지 않는다.
12) Steven W Teppler, “Digital data as hearsay”, Digital Evidence and Electronic
Signature Law Review Vol. 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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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생성한 증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비인격적 주체가
생성하는 증거로서 그 정보의 내용이 진실성을 요증사실로 법원에 제
출된 증거라 하여도 전문증거의 개념상 당연히 전문증거배제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물론 미국 연방
규칙의 입장이다. 반면 ‘컴퓨터에 저장된 증거’는 사람의 지적 작용에
의하여 생성되었으나 단순히 컴퓨터 등의 도움을 받아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저장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의 진실성이 입증 취지로
제출된 경우13) 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작성자가 법정에서 작성사실
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14) 따라서 ‘컴퓨터가 생성
한 증거’는 ‘디지털 본래증거’, ‘컴퓨터에 저장된 증거’는 ‘디지털 전
문증거’로 취급한다.
물론 컴퓨터에 저장된 증거가 모두 ‘디지털 전문증거’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가 생성한 증거 중에서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 디지털 전문증거’15)는
당사자의 진정성립과 무관하게 증거능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런 디
지털 전문증거는 디지털 본래증거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3 뒷받침 증거
13)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 정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010도 3504 판결
14) 박현준, “이메일 헤더 분석을 통한 전자문서의 작성자 특정과 형사소송법 제
315조 전문법칙 예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23
15)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나, ‘업무상 필요
로 작성한 통상문서’, ‘기타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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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디지털 전문증거의 성립을 진정
하기 위해서는, 성립의 진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이하 뒷받침 증
거)가 필요하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르면,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증거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
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따라서 뒷받침 증거는 증명 방법에 따라
디지털포렌식에 근거한 디지털증거와 감정16)에 근거한 일반증거17)
로 구분할 수 있다.
뒷받침 증거 중 일반증거는 일반 전문증거의 진정 성립에 사용되
며, 디지털증거는 디지털 전문증거의 진정 성립에 사용하는 것이 일
반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일반증거로 디지털 전문증거의 성립을 진
정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필로 작성한 전산실 출입통제
기록, 해당 장소를 촬영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 영상18)이나 키보드에 남아있는 지문 또는 DNA 등은 필적 감
식, 영상 분석, 지문 또는 DNA의 감식 등 과학수사forensics 기법을
통해 작성자가 해당 디지털 전문증거를 작성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뒷받침 증거는 일반적으로 대상 디지털 전문증거가 위치한 정보저
16) 감정은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재판에 관련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의견과 지식을 보고하는 일을 말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전문증거의 성립의 진정에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객관적 방법을 요구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감정은 지문 감식, DNA 분석,
영상 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으로의 감정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였다.
17) 디지털증거를 제외한 증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18) 최근의 CCTV는 대체로 DVR(Digital Video Recorder)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CCTV 영상 분석을 영상 파일 분석로 취급하여 디지털포렌식으로 분
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필름 또는 재생된 화면을 대상으로 행하여지
는 영상의 분석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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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매체에 존재한다. 아니면 대상자 소유이거나 관련된 다른 정보저장
매체에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뒷받침 증거 중 일반증거는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성상
정보저장매체 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제3자 소유의 정보저장매
체에 저장된 디지털증거로 진정성립을 해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
다. 제3자 소유의 정보저장매체에 존재하는 뒷받침 증거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가 가지고 있는 IP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 IP address 할당 기록, 웹 서비스 제공자가 가지고 있
는 접속 로그 access log 등이 포함된다. 만약 성립이 진정되었다면,
디지털 전문증거도 뒷받침 증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뒷받침 증거의 분류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뒷받침 증거의 분류

1.4 디지털 본래증거 수집의 필요성
디지털 전문증거의 진정성립을 방법은 뒷받침 증거로 디지털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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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디지털 전문증거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따라서 디지털 전문증거의 진정성립을 위해서는 디지털
본래증거와 전문증거를 모두 수집해야만 한다. 하지만 디지털 전문증
거로 진정성립을 할 경우에는 재차 해당 증거의 성립을 진정해야한다
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만약 디지털 전문증거(가)의 진정 성립을 다른 디지털 전문증거(나)
로 할 경우, 진정성립에 쓰인 디지털 전문증거(나)에 대한 진정 성립
이 재차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진정성립에 쓰인 디지털 전
문증거(나)의 진정 성립을 또 다른 디지털 전문증거(다)로 하는 식으
로 연쇄적으로 진정성립을 하더라도, 결국 최종단계에서 진정 성립
에 사용되는 디지털증거는 당연히 증거능력을 가지는 증거여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디지털 전문증거의 성립을 진정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디지털 본래증거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
달한다.
또한 이미 디지털 전문증거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 정보저장매체
의 소유자(또는 사용자)가 동일한 정보저장매체에 있는 다른 디지털
전문증거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할 것이다. 때
문에 디지털 전문증거를 이용한 디지털 전문증거의 진정성립은 사실
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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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본래증거의 종류
정보저장매체에 존재하는 디지털 본래증거는 크게 ‘파일file과 관련
된 디지털 본래증거’(이하 파일 관련 본래증거), ‘행위event와 관련된
디지털 본래증거’(이하 행위 관련 본래증거), ‘설정config과 관련된 디
지털 본래증거’(이하 설정 관련 본래증거)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본
래증거에서는 파일에 대한 접근 및 취급, 사용자의 행위, 시스템의 환
경 설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디지털 전문
증거의 성립을 진정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세 가지 디지털 본래증
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아티팩트artifact19)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해당 디지털 본래증거의 입증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운영
체제 설치 여부나 설치된 운영체제의 종류에 따라서 정보저장매체
에 남는 디지털 본래증거는 크게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을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윈도우Windows 7이 설치된 정보저장매체
로 한정하여 내용을 전개하겠다.

2.1 파일 관련 본래증거
파일 관련 본래증거는 컴퓨터 내에서 파일이 생성될 때 생성되는
아티팩트를 말한다. 파일은 정보저장매체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기본
적인 논리적 저장단위로, 컴퓨터로 하여금 하나의 정보 집합을 다른
정보 집합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저장 단위를 말한다. 컴
퓨터는 파일을 생성할 때마다 필수적 또는 선택적으로 파일과 관련
19) 인위적인 생성물, 인공물을 뜻한다. 컴퓨터에서 아티팩트는 컴퓨터의 작동에 따
사 생성되는 부수적인 데이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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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정보를 저장한다. 이런 정보를 메타데이터meta data20)라고 한다. 메
타데이터는 정보저장매체에 존재하는 가장 대표적인 파일 관련 본래
증거다. 파일 생성에 관여하는 주체별로 각각 메타데이터를 기록하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를 이해하려면 우선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OS와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의 관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2.1.1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의 관계
일반적으로 우리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무엇인가를 할 때, ‘컴퓨터를
한다’고 표현한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 서핑web surfing을 하거나,
문서 작업을 할 때 심지어 컴퓨터 게임을 할 때에도 우리는 ‘컴퓨터
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할 때 컴퓨터 자체를
직접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 컴퓨터 하드웨어
hardware, HW, H/W를 구동시키는 운영체제 위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
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곤 한다. 운영체제는 컴퓨터의 하드웨
어 자원resource를 관리하며, 해당 자원을 활용하여 각종 응용 프로그
램을 구동한다.
[그림 3]은 사용자 입장에서의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과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처럼 하드웨어와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 운영체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체제는 하
드웨어를 직접 제어할 수 있지만, 응용 프로그램은 운영체제를 거치
지 않고서는 하드웨어에 접근할 수 없다.
20) 대량의 정보 가운데에서 찾고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내서 이용하기 위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콘텐츠에 대하여 부여되는 데이터이다. 일반적으로 콘텐츠
의 위치와 내용, 작성자 정보, 권리 조건, 이용 조건, 이용 내역 등이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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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하드웨어, 운영체제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의 관계

정보저장매체도 하드웨어의 일종이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은 운
영체제를 거치지 않고 정보저장매체에 파일을 생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1.2 메타데이터의 종류
운영체제는 내부에 있는 파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파
일21)이 생성 또는 수정될 때마다 파일과 관련된 정보를 마스터 파
일 테이블master file table, MFT(이하 MFT)과 같은 메타 데이터 파일
meta data file22)에 기록한다. 반면 응용 프로그램은 사용자 편의를 제
공하고, 효율적으로 파일을 이용하기 위하여 파일의 부가정보를 작
업 중인 파일 내부에 기록한다. 부가정보를 기록하는 작업은 응용
프로그램이 파일을 생성하거나 수정할 때 발생할 수 있으나, 필수적
인 것은 아니다. 운영체제가 생성하는 정보나 응용 프로그램이 생성
21) NTFS 파일 시스템에서는 디렉토리(폴더)도 파일의 하나로 취급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의미에서 파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2) 메타데이터만을 모아 저장해 놓은 파일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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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가정보는 사람의 개입 없이 운영체제나 응용 프로그램의 알
고리즘에 의하여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컴퓨터가 생성한 증거’,
즉 ‘디지털 본래증거’에 해당한다.
운영체제가 기록한 정보나 응용 프로그램이 기록한 부가정보와 같
은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부른다. 메타데이터는 다른 말로 ‘속성
정보attribute data/informa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메타데이터는 대량
의 정보 가운데서 대상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일정한 규
칙에 따라 콘텐츠에 대응하여 부여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런 정보
중에는 파일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도 있지만, 파일 자체의
할당, 변경, 접근, 권한 등 파일 자체에 대한 정보들도 있다. 파일 자
체에 대한 정보들은 디지털 전문증거의 진정 성립에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운영체제가 기록하는 메타데이터는 별도의 메타데이터
만을 모아 놓은 파일 형태로 시스템에 존재한다. 이를 다른 말로 ‘메
타데이터 파일’이라고 한다. 반면 응용 프로그램이 기록하는 메타데이
터는 응용 프로그램이 생성하는 파일 내부에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
는 전자를 ‘외부 메타데이터’, 후자를 ‘내부 메타데이터’라 하겠다. 외
부 메타데이터는 단독으로 생성될 수 있지만, 내부 메타데이터는 단
독으로 생성될 수 없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
는 반드시 운영체제를 통하여 파일시스템file system에 접근해야만 한
다. 따라서 내부 메타데이터는 생성될 때 필수적으로 외부 메타데이
터의 생성을 동반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안전모드safe mode23) 중 하나인 명령 프롬프트
23) 운영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팅에 필요한 최소한의 파일과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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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command prompt mode로 부팅booting한 후, ‘copy con24)’ 명령어를
이용하여 정보저장매체에 임의의 파일을 하나 생성했다고 가정해보
자. 폴더가 생성되는 순간 운영체제에서는 해당 파일을 관리하기 위
한 외부 메타데이터만을 생성할 것이다.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
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메타데이터’는 생성되지 않는다. 반면 응용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워드프로세서word processor를 구동해서 문서를
정보저장매체에 임의의 파일을 생성한 경우에는, 파일 생성에 따른
외부 메타데이터와 내부 메타데이터가 둘 다 생성된다. 새로운 파일
이 생성되었으므로 운영체제에서는 해당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외
부 메타데이터를 생성할 것이고, 응용 프로그램 역시 해당 파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내부 메타데이터를 생성할 것이다.

2.1.3 외부 메타데이터
대표적인 외부 메타데이터로는 MFT가 있다. MFT는 NTFS25) 파
일 시스템의 핵심적인 구조체structure로 정보저장매체에 존재하는 모
든 파일 및 폴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파일이 생성
될 거나 수정, 삭제될 때마다 해당 정보를 재구성한다. MFT에 존재
하는 주요 엔트리 정보는 [표 1]과 같다. NTFS 파일 시스템의 특성
상 MFT도 파일로 취급되기 때문에 각 엔트리별 별도의 파일로 존
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구조체로 이루어져 있다.
로 구동되는 모드
24) 콘솔에서 입력되는 내용으로 지정된 파일명으로 파일을 생성하는 MS-DOS 명
령어로 ‘copy con 파일이름’의 형태로 사용한다.
25) New Technology File System의 약어로 윈도우 NT 이후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이용하는 파일 시스템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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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MFT에 존재하는 주요 엔트리 정보26)

[표 2] $MFT 엔트리 주요 속성 정보27)

MFT에 존재하는 각 엔트리는 별도의 속성정보를 가지고 있다.
26) http://forensic-proof.com/archives/470
27) http://forensic-proof.com/archives/590
- 16 -

대표적으로 $MFT 엔트리의 주요 속성정보를 살펴보면 [표 2]와 같
다. 파일 탐색기 등에서 속성 메뉴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는 파일
속성 정보28)에 비해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9)
MFT에 남겨진 메타데이터를 조합하면, 파일명, 파일의 크기 및 디
스크 상 할당된 위치, 파일이 생성된 시간, 파일이 수정된 시간, 파일
이 최근 사용된 시간, 소유자 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
다. 각각의 메타데이터의 저장 항목은 생성 주체의 목적에 따라 달라
진다. MFT는 운영체제의 파일 관리를 위한 구조체이기 때문에, MFT
의 저장 항목은 주로 파일의 내용contents이 아닌 파일의 관리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다.

2.1.4 내부 메타데이터
내부 메타데이터는 관련 응용 프로그램이 파일 내에 생성하는 정보
이다. 주로 파일의 내용과 관련된 데이터가 저장되지만, 응용 프로그
램이 해당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장되는 항목들도 일부 있다. 내
부 메타데이터는 운영체제에서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외부 메타데이터
와 달리 응용 프로그램들마다 독자적으로 생성 및 관리한다.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기록하는 정보 항목들이 각기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사용자가 어떤
28) 파일 탐색기에의 속성 메뉴에서 보여주는 속성 정보는, 필요에 의해 일부 외부
메타데이터와 내부 메타데이터를 조합한 것이다.
29) 파일 탐색기 등의 확인 할 수 있는 속성 정보도 MFT 엔트리 및 MFT 엔트리
속성 정보를 부분적으로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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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고 어떤 파일 형식으로 저장했는지에 따라
저장되는 내부 메타데이터가 달라진다.

[표 3] 한글2010에서 생성한 *.hwp 파일의 내부 메타데이터

한글과컴퓨터의 ‘한글2010’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hwp’ 파일
을 생성할 경우 [표 3]과 같은 메타데이터가 생성된 파일 내에 남는
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Word 2016’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doc’ 파일을 생성할 경우 [표 4]와 같은 메타데이터가 생성된 파일
내에 남는다. [표 3]과 [표 4]를 비교해보면, 문서 작성이라는 같은 목
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작성된 파일을 생성하더라도 파일 생성에 사용
한 응용 프로그램에 파일의 형식에 따라 남는 메타데이터가 다른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응용 프로그램들이 남기는 메타데이터는 각
프로그램 개발자가 미리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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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Word 2016에서 생성한 *.doc 파일의 내부 메타데이터

외부 메타데이터와 내부 메타데이터의 사용 주체는 각각 운영체제
와 응용 프로그램이다.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은 각기 자신이 필
요한 정보를 메타데이터로 기록하기 때문에, 외부 메타데이터와 내부
메타데이터는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진다. 물론 필요에 따라 같은 정보
가 외부 메타데이터와 내부 메타데이터에 중복으로 기록될 수도 있
다. [표 2]와 [표 3] 그리고 [표 4]를 비교해보면 생성한 시간(날짜)와
마지막으로 수정한 시간(날짜) 등을 공통적으로 남기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2.2 행위 관련 본래증거30)
행위 관련 본래증거는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특정 행위가 발생될
때마다 저장되는 아티팩트를 말한다. 보통 로그log, 로그 파일log file이
30) ‘https://technet.microsoft.com/en-us/library/cc722404(v=ws.11).aspx‘의 내용을
이 절 전반에 걸쳐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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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는 것들이 이에 속한다. 메타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운영체제가
기록할 수도 있고, 응용 프로그램이 기록할 수도 있다. 다만 메타데
이터와 달리, 기록된 로그들이 별도의 파일로 존재하는 것이 일반
적31)이다. 대표적인 행위 관련 본래증거로는 이벤트 로그event log를
꼽을 수 있다.

2.2.1 이벤트 로그
이벤트 로그 또는 윈도우 이벤트 로그windows event log는 운영체제
의 성능 개선을 위해 도입된 운영체제 구성요소이다. 운영체제 또는
응용 프로그램의 구동32) 중에 사전에 지정된 특정 이벤트들이 발생
하면, ‘%SystemRoot%\System32\winevt\Logs’ 경로에 ‘*.evtx’33) 파
일 형태로 누적하여 기록한다. 이를 토대로 동작의 성공이나 오작
동, 오류에 대한 기록을 분석하고 이를 운영체제의 성능 개선에 활
용하는 것이 이벤트 로그의 원래 목적이다. 하지만 컴퓨터의 작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감사systems audit나 보안 감
사security audit의 용도로도 많이 사용된다.
이벤트 로그는 크게 ‘전역 로그global log’와 ‘응용 프로그램 및 서
비스 로그applications and services log’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
다. 전역 로그에는 시스템 로그system log와 응용 프로그램 로그
31) 응용 프로그램에서 기록한 로그는 필요에 의해 프로그램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다른 파일 내부에 기록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32) 응용 프로그램이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응용 프로그램의 행위를 기록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응용 프로그램이 남기는 로그와는 구별된다.
33) Windows Vista 이전에는 ‘%SystemRoot%\System32\Config’ 위치에 ‘*.evt’ 형
태로 저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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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log, 보안 로그security log, 설치 로그setup log 그리고 원격 수
집 로그ForwardedEvents log가 포함되며,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로
그에는 관리 로그admin log, 작업 로그operational log, 분석 로그analytic
log, 디버그 로그debug log가 포함된다. 표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이벤트 로그의 구분

2.2.2 전역 로그
전역 로그에 포함되는 하위 로그들과 각 하위 로그별 저장되는 이
벤트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스템 로그에는 윈도우 시스템 구성 요
소에서 기록한 이벤트들이 저장된다. 시스템 로그에 저장되는 이벤트
유형들은 운영체제에서 미리 결정되어 있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로그에는 응용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에서 기록하는 이벤트들이 저장
된다. 응용 프로그램 로그에 저장되는 이벤트 유형들은 프로그램 개
발자가 결정한다. 보안 로그에는 시스템 자원 사용과 관련된 이벤트
들과 로그온logon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저장된다. 보안 로그에 저장
되는 이벤트 유형들은 시스템 관리자가 결정하며, 오직 ‘로컬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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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서브시스템 서비스(lsass.exe)’에 의해서만 직접 기록이 가능하
다. 마지막으로 설치 로그에는 응용 프로그램 설치와 관련된 이벤트
들이 저장되며, 원격 수집 로그에는 원격 컴퓨터에서 수집한 이벤트
들이 저장된다. 전역로그에 저장되는 이벤트 로그를 표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전역로그의 하위 로그 정보

2.2.3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로그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로그는 전역 로그와 달리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기록되지 않는다. 단순히 단일 응용 프
로그램이나 구성요소의 이벤트가 저장된다. 관리·작업·분석·디버그
debug 로그에는 각각 관리·작업·분석·디버그 이벤트가 저장된다. 관리
이벤트는 특정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이벤
트가 발생할 때 기록되며, 작업 로그는 시스템 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기록된다. 작업 로그는 주로 문제나 사건의 분
석 및 진단에 사용된다. 분석 로그에는 문제의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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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벤트가 저장되며, 목적 상 대개 대용량의 이벤트가 기록된다는
특징이 있다. 디버그 로그는 개발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디버그해서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사용된다.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로그에 저장되는 이벤트 로그를 표로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로그의 하위 로그 정보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로그는 시스템 전체에 대한 이벤트 로그
가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인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사건과 증거가 특정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이 되었고, 운영체
제에서 해당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로그를
저장하고 있다면, 전역 로그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는 특징이 있다. 물론 윈도우 이벤트 로그 외에 해당 응용 프로그램
이 자체적으로 남기는 별도 로그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여 더욱
더 구체적으로 당시 사용자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다.

2.4 설정 관련 본래증거
디지털 전문증거의 성립을 진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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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하나는 ‘작성자가 해당 디지털 전문증거를 작성하였음을 입
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작성자 외에 다른 사람이 해당 파일을
작성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파일 관련 본래
증거나 행위 관련 본래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대상이 되는 파일로는 입증이 불가능하다. 작성자가 이용한 컴퓨터
시스템의 제반 환경을 조사하여, 다른 사람이 해당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이런 경우 사용되는 것이 바로
설정 관련 본래증거이다.
피의자가 특정 날짜에 자신이 해당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
유로, 해당 문서가 자기가 작성한 것이라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가정
해보자. 이런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한 윈도우 계정을 확인하고,
해당 계정의 시스템 로그온 시간, 로그온 암호 설정 여부 및 암호의
종류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당 시간에 해당 계
정으로 시스템에 접속하였으며, 피의자 외에는 해당 계정에 로그온
할 수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와 같은 환경 설정 정보는 레지스
트리에 남는다. 레지스트리는 윈도우 운영체제의 대표적인 설정 관련
본래증거로 이러한 정황을 입증하는 데에 사용된다.

2.4.1 레지스트리
윈도우 레지스트리는 윈도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 정보를 저장한 계층형 데이터
베이스34)이다. 레지스트리는 부팅 과정부터, 로그인, 서비스 실행,

34) Database Hierarchical, 가계 족보와 유사한 개념인 트리 구조 형태로 데이터들
이 다함께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로서 관련성을 계층구조를 따라 추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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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프로그램 실행, 사용자 행위 등 모든 활동에 관여한다. 시스템
또는 사용자가 설정한 설정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이 설정 정보들
을 통해 작성자 컴퓨터의 제반환경을 재구성해 낼 수 있으며, 그를
토대로 작성자가 해당 디지털 전문증거를 작성했음을 입증할 수 있
다.
윈도우 7에서 레지스트리는 단일 파일로 존재하지 않는다. ‘SAM’,
‘SECURITY’, ‘SYSTEM’, ‘SOFTWARE’ 등의 물리적인 파일의 형태
로 ‘%SystemRoot%\windows\system32\config’ 폴더 아래에 위치한
다. 이 파일들을 ‘하이브hive’파일이라고 부른다. 활성 시스템의 레지
스트리는 이런 하이브 파일들이 모여서 재구성된다. 이런 하이브 파
일의 목록을 ‘하이브 셋hive set’이라고 한다. 활성 시스템에서는 레지
스트리 관리 응용 프로그램인 레지스트리 편집기(regedit.exe)를 통
해서 레지스트리를 확보할 수 있다. 비활성 시스템에서는 하이브 셋
을 확보한 후 재구성하면 활성 시스템에서와 같은 전체 레지스트리
를 구성할 수 있다.35)
레지스트리는 ‘HKEY_CLASSES_ROOT’를 비롯한 6개의 ‘루트키
root key’를 기점으로 계층적으로 ‘키’를 가진다. 각각의 ‘하위 키sub
key’들은 ‘값value’과 ‘데이터 타입data type’, ‘데이터data’를 가지고 있
다. 각각의 루트키는 성격에 따라 유사한 하위키에 다양한 설정 정보
를 가지고 있다.
다. 관계 데이터와는 달리, 정보 추출을 위해 데이터 구조를 알아야 하고 데이
터 파일은 서로 종속적이다.
35) ‘HARDWARE’ 등의 휘발성 하이브(volitile hive)도 있다. 휘발성 하이브는 윈
도우 부팅 시에 생성되고, 윈도우가 종료되면 삭제되는 휘발성 하이브이다. 휘
발성 하이브는 비활성 상태의 시스템에서 확보하여 재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 휘발성 하이브를 포함한 전체 레지스트리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활성 시스
템에서 하이브를 확보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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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레지스트리의 구성 요소36)

현재 사용자의 프로파일과 관련된 ‘HKEY_CURRENT_USER’를 예
로 들면, 하위에 ‘ControlPanel’, ‘Identities’, ‘Network’, ‘Printers’,
‘Software’ 등의 하위키를 가진다. ‘ControlPanel’은 데스크탑 테마,
키보드/마우스 세팅 등의 환경 설정 정보를 가지며, ‘Identities’는 윈
도우 메일 계정 정보를 가진다. ‘Network’는 네트워크 드라이브 매핑
정보 및 환경 설정 값을 가지며, ‘Printers’는 프린트 연결 설정,
‘Software’는 로그온한 사용자 소프트웨어 목록 정보를 가진다. 윈도
우 7 레지스트리에 존재하는 루트키 및 각각의 루트키가 담고 있는
정보는 [표 8]과 같다.

36) https://github.com/proneer/Slides/blob/master/Windows/(FP)레지스트리 포렌
식과 보안 (Registry Forensic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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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윈도우 7 레지스트리의 루트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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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본래증거 수집의 문제점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개정된 지 1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공판 실무에서는 아직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절차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현행 수사 및 공판 실무에서 디지털
본래증거를 이용한 디지털 전문증거에 대한 진정성립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현행 실무 절
차 아래에서 디지털 본래증거를 수집 및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3.1 현행 압수·수색 실무
2011. 7. 18.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제3항37)에 따르면,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수색을 통해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특정하고, 정보저장매
체에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의 선
별 압수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의 압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압수·수색 별지38)를 통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 선별을 강제하고 정보저장매체 자체의 압수를 사실상
37)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
(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
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7.18.>
38) 최성필,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한국형사소송법학회·대검찰청 독일형사법연
구회 공동학술대회(2015. 9. 11. 발표), 8.
- 28 -

제한39)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조문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이 소명된다면, 정보저장매체 자체
를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가급적
선별하여 압수하되,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는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선별 압수’
와 ‘정보저장매체 자체 압수’를 다른 압수의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 정보저장
매체 자체의 압수는 원칙 이행을 위한 중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것은,
현장에서 압수 대상 파일의 선별이 불가능한 경우에 수행할 수 있
는 대안에 불과하므로,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경우
에도, 압수 대상 파일을 선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이후 선
별을 수행하여 압수를 완료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원의 태도는 최근 소위 종근당 사건의 대법원 판
결40)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리고 위 판결 이후 이와 같은 소위
‘선별 압수 원칙’은 더욱 더 굳어지게 되었다. 종근당 사건 판례 이
후 생긴 압수·수색 실무 절차에 가장 큰 변화는 영장warrant에 명시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명시되어있는 ‘정
보저장매체 자체 압수’가 사실 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만약 압
39) 원용기, “디지털증거에 대한 계층적 접근 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
교(2016), 4.
40) 대법원 2015. 7. 16. 2011모183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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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색 현장에서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함을 이유
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거나 디스크 복제 또는 이미징
imaging41)을 통해 복제하였다하더라도, 실제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파일을 특정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할 때까지를 압수·수색의 연장으
로 간주42)하기 때문에 해당 파일을 선별한 후 복제·출력의 방법으로
압수해야한다. 해당 절차가 종료되면 압수의 대상이 대상으로 선별
되지 않은 파일들은 폐기해야만 하며 압수·수색 현장에서 교부하였
던 ‘압수목록교부서’를 갱신하여 재교부해야 한다.
이는 법원의 의도대로 가급적 현장에서 선별 압수를 하는 쪽으로
압수·수색의 방향을 이끌게 되었고, 이는 오히려 디지털증거 압수·
수색 실무에서 증거물 압수의 단위로 ‘파일’로 획일화하여 접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43) 따라서 디지털 본래증거의 압수가 필수적인
사이버·인터넷 범죄 사건을 제외44)한 대부분의 일반 사건에서는 혐
의 사실과 관련 있는 ‘파일’에 한정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41) 원본과 동일한 하드드라이브의 디지털 복제본을 만드는 작업을 통칭 하는 것으
로, 모든 파일과 slack space, 마스터 파일 테이블, 메타 데이터를 포함하여 원
본 드라이브상의 모든 bit와 byte를 원래의 순서와 위치까지 그대로 복제하는
것을 말함(이숙연, “형사소송에서의 디지털증거의 취급과 증거능력”, 고려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68.)
42) (주 41),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
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그러
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
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 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
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
이나 앞서 본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43) 원용기, (주 40), 4.
44) 사이버·인터넷 범죄 사건의 경우, 컴퓨터가 범죄 현장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영
장 청구 형태에 따라 시스템 또는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등 일반 사
건보다 넓은 범위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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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혐의 사실 관련성
2012년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45), 제109조 제1항46), 제215조47)
가 개정되면서 압수·수색의 대상에 대해 ‘해당사건과의 관련성’이 명
문화되었다. 종래에도 ‘관련성’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필요성’과 같
이 당연히 요구되는 것48)이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았다. 위 '관련성' 규정은 종전에 계속되어 왔던 사건과
관련 없는 물건에 대한 '과잉압수' 논란에 의하여 형사소송법에 새
로이 규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관련성' 개념이 명문화되기 전보
다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49)
압수·수색 실무에서 ‘파일’을 증거물 압수의 단위로 접근하는 것은
디지털 본래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윈도
우 운영체제에서는 원래 파일 내에 존재하는 내부 메타데이터는 물론
이고, 파일 관련 본래증거 중 외부 메타데이터인 ‘MFT’나 행위 관련
본래증거인 ‘이벤트 로그’ 그리고 설정 관련 증거인 ‘레지스트리’가
모두 파일의 형태로 존재하므로 어렵지 않게 압수할 수 있다.
45)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 할 수 있다.
46)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
를 수색할 수 있다.
47) 형사소송법 제215조,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
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48) 정대희, 이상미,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의 문제”, 형사정책연구 제
26권 제2호, 통권 제102호(2015. 6.), 99.
49) 정대희, 이상미, (주 48),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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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관련성 있는 파일’을 증거물 압수의 단위로 접근할 경우 이
야기가 달라진다. 디지털 본래증거와 혐의 사실 간에는 관련성이 존
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압수대상물의 관련성은 전제된 범죄혐의 사
건의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음50)을 말한다. 하지만 디지털 본래증거
는 디지털 전문증거의 진정성립과 관련이 있을 뿐, 전제된 범죄 혐
의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행 압수·수색 절
차에서는 혐의 사실과의 관련성을 엄격하게 따지고 있다. 따라서 현
행 압수·수색의 실무 절차로 확보할 수 있는 디지털 본래증거는 압
수 대상 파일의 내부에 존재하는 내부 메타데이터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특성 상 진정성립과 관련된 증거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압수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
을 수 있다. 하지만 엄격한 영장주의(令狀主義)51)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판사가 디지털 본래증거의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발부된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관련 디지털
본래증거가 기재되어 있다면, 디지털 본래증거를 압수하는 데에 절
차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50) 이완규, "압수물의 범죄사실과의 관련성과 증거사용범위", 형사판례연구회(2014.
10. 6.) 발표, 8.
51)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형사절차에서 강제처분을 함에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
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의를 영장주의라 한다. 수사 등의 절차를 행하는
강제처분은 사람의 신체 및 의사의 자유에, 또는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강제처분권을 남용하여 기본적인권(基本的人權)이 침
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강제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가의 여부를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먼저 법원이 판단
하여 그 결과를 영장에 기재하고 이 영장이 없으면 강제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이다, “영장주의“,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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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따르면, 진술서의 작
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에는 디지털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는 디지털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바꾸
어 말하면 작성자가 디지털 전문증거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지 않
는다면, 디지털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없다
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작성자가 디지털 전문증거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할
때 관련 디지털 본래증거와 관련성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전문증거의 작성자가 해당 전문증거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디지털 본래증거가 혐의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3.3 본래증거 훼손·멸실 가능성
사전에 디지털 본래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있어 혐의 사실 관련성
이 문제가 된다면, 이후 관련성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본래증거를
압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작성자가 디지털
전문증거의 진정성립을 부인할 때, 해당 전문증거의 진정성립에 사
용할 본래증거를 압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에도 다른 문제가
있다. 현행 압수·수색 절차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정보저장매체는
압수·수색 종료 이후에 피압수자가 점유하게 된다. 현장에서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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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경우에도
선별하여 재압수한 후 정보저장매체는 피압수자에게 환부 또는 가
환부하기 때문이다.
압수·수색 이후 압수물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피의
자·참고인 조사를 거쳐, 공소제기가 이루어진다. 때문에 압수·수색의
종료부터 실제 공소제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
안 피압수자는 압수 대상 정보저장매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압수자가 의도적으로 정보저장매체에 존재하는 정보를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증거 인멸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압수
자가 정보저장매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저장매체 내에
있는 정보를 변경 또는 삭제될 수도 있다.
피의자가 전문증거의 진정성립을 부인한다는 것은, 해당 증거가
피의자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라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피압수자
가 디지털 전문증거의 진정성립을 부인했을 때 압수하는 압수물은
이미 관련 디지털 본래증거가 의도적으로 훼손 또는 멸실되었을 가
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시점에 디지털 본래증거를 압수하는 것은
전혀 실효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의도하지 않은 디지털 본래증거의 변경도 문제가 된다. 진정성립
을 요하는 디지털 전문증거와 진정성립의 근거가 될 디지털 본래증
거는 동일 상태의 정보저장매체에 존재해야 한다. 같은 정보저장매
체에서 같은 파일을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대상이 되는 정보저장매
체 및 파일의 상태가 다르다면, 두 정보저장매체 그리고 두 파일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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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본래증거의 변경은 매우 쉽게 이루어진다. 윈도우 탐색기
에서 해당 파일을 선택53)하는 것만으로도 본래증거가 변경될 수 있
다. 진정성립을 요하는 디지털 전문증거를 ‘A’, 진정성립의 근거가
되는 디지털 본래증거를 ‘B’라고 했을 때, ‘A-B’ 관계일 때 진정성립
이 가능하다. 변경이 된 디지털 본래증거를 ‘B`’라고 할 때, ‘A-B`’
관계에서는 성립의 진정이 불가능해진다.

3.4 관련 범위 특정의 문제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압수물 동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수사단계에서 디지털 본래증거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유일하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사단계에
서 디지털 본래증거의 압수·수색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해도, 수사단
계에서는 디지털 본래증거에 대해 혐의 사실과 관련된 범위를 특정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남는다.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
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
어져서는 안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
야한다54)는 것이 종래 법원의 입장이다. 내부 메타데이터를 제외한
52) 디지털포렌식에서는 해시 함수 등을 통해 정보저장매체나 파일의 무결성을 확
보하여 상태의 변화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53) 미리보기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 해당 파일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접
근시간(Access Time)이 변경된다.
54) 박지영,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
조사처 현안조사보고서 Vol. 278,(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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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본래증거들은 해당 정보처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보를 포
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디지털 본래증거를 포괄적
으로 압수하는 것은 피압수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높으며, 따라
서 디지털 본래증거들도 혐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전문증거의 진
정 성립을 위한 디지털 본래 증거들은 공판단계에서 혐의 사실과의
관련성이 생기고, 이에 따라 관련 (최소한의) 범위가 특정된다. 그러
므로 수사단계에서 디지털 본래증거를 압수함에 있어 법원의 종래
입장을 따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예상할 수 있는 디지털 본래증거들을 포괄
적으로 압수하고자 한다면, 공판단계에서 혐의 사실과의 관련성이
생길 때까지 해당 증거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열람 또는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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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본래증거 수집 모델 제안
이 장에서는 이전 장에서 언급한 현행 실무 절차 아래에서 디지
털 본래증거를 수집 및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 이를 토대로 개략적인 디지털 본래
증거 수집 모델model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현행 실무 절차 아래에
서, 디지털 본래증거를 수집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디지털 본래 증거 수집 모델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디지털 본래증거는 수사단계에서 포괄적으로 수집되
어야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디지털 본래증거의 포괄적 수집을
위해서, 작성자가 해당 디지털 전문증거의 진정성립을 부인할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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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해당 디지털 본래증거에 대한 수사기관의 열람 및 확인을 제한
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1 에스크로를 차용한 검증 유예
본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디지털 전문증거 진정성립의
실효를 위해 수사단계에서 디지털 본래증거를 압수할 필요성이 있
다’는 것이다. 사실 상 법원이 디지털 본래증거의 혐의 사실 관련성
과 이에 따른 압수 필요성을 인정해준다면, 현행 실무 절차 아래에
서도 관련 디지털 본래증거를 압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 및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아직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발생하지 않은 증거를 압수한다는 부담과 이로 인해 관련
범위를 특정하여 압수할 수 없으므로 포괄하여 압수해야한다는 부
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수사기관이 피압수자로부터 증거물을 압수하기 위해 법원으로부
터 발부받는 영장의 정식명칭은 ‘압수·수색·검증 영장’이다. 형사소
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1항55)에 따르면 검사(수사기관)는
는 판사(법원)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
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압수(押收)’란 증거물 등의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며, ‘수색(搜索)’이란 압수 대상 증거물을 발견
할 목적으로 주거·물건·신체·장소 등에 행하는 강제 집행을 말한다.
그리고 ‘검증(檢證)’이란 대상 증거물을 감각을 이용해 실험하는 증
55)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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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조사(證據調査)를 말한다. 디지털 증거의 경우, 압수물 분석analysis
과정이 검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수사단계에서 대상 증거물을 압수하되 공판단계까지 검증을
유예하고, 혐의사실 관련성이 발생하였을 때 범위를 정하여 검증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적인 상거래에서는 대금의 지급을 유예하기 위해 에스
크로escrow라는 제도를 이용한다. 이 절에서는 에스크로를 차용한 디
지털 본래증거 검증 유예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에스크로는 법률 용어로 ‘조건부 양도증서’를 의미한다. 특정물을
제3자에게 기탁deposit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 상대방에게 교
부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다. 이전에는 주로 부동산 거래에서 사용되
었으나, 인터넷 및 인터넷 상거래의 발전과 함께 전자상거래에 도입
되어 ‘안전거래’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에
는 ‘결제대금 예치’를 의미하며, 거래 대금을 제3자에게 맡긴 뒤 물
품 배송을 확인하고 제3자를 통해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제도로 사
용되고 있다. 구매자가 구매 대금을 공신력 있는 제3자에게 보관했
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제3자가 판매자에게 송금하는 것
이다. 전자상거래의 에스크로를 도식화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전자상거래의 에스크로 모델
- 39 -

디지털 본래증거 압수 절차에 에스크로를 적용하고자 하면, [표 9]
와 같이 피압수자는 구매자, 수사기관은 판매자 그리고 제3자는 법
원에 대응시킬 수 있다.

[표 9] 에스크로와 압수·수색 요소의 대응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피압수자로부터 디지털 본래증거
를 포괄적으로 압수하여 법원에 기탁하며, 관련 디지털 전문증거의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 디지털 본래증
거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검증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
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디지털 본래증거 수집의 에스크로 모델 차용

4.2 암호화를 통한 열람 및 확인 제한
에스크로를 이용한 검증 유예를 이용하면, 아직 혐의사실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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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발생하지 않은 증거를 압수한다는 부담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포괄 압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본래증거를 법
원에서 보관함으로써 작성자가 해당 디지털 전문증거의 진정성립을
부인할 때까지 수사기관의 열람 및 확인을 제한할 수도 있다. 하지
만 현행 수사 및 공판 절차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현행 수사절차에 따르면 압수물은 자청보관(自廳保管)의 원칙에
따라 압수·수색한 수사기관56)에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한 법원에서 디지털 본래증거를 보관
할 방법이 없다. 자청보관 원칙의 예외인 보관위탁의 형태를 빌려
법원에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보관위탁의 대상물
은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압수물로 한정되기 때문에 디지털 본
래증거를 보관위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법원을 보관위탁의
대상 공무소로 간주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아니하다.
게다가 자청에서 압수물을 보관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필요하다
면 언제든지 해당 디지털 본래증거를 열람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물론 절차를 마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디지털
본래증거를 열람 및 확인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있다. 하지만 피압
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노출된 상태로 보관된
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자청보관의 원칙에 따
라 디지털 본래증거를 수사기관에서 보관하되, 법원의 검증 요청이
있을 때까지 디지털 본래증거를 열람 또는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56) 법원에서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수색한 법원에 압수물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
지만, 본 논문에서의 압수·수색은 수사단계에서의 압수·수색을 의미하므로 법원
의 압수는 고려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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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강구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본래증거를 암호화encryption하여 수사기
관에 보관하였다가, 법원의 검증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수사기
관이 대상 디지털 본래증거를 복호화decryption하여 검증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4.3 암호화 방식의 선택
암호화의 키 방식에는 크게 대칭키symmetric key 암호화와 비대칭
키asymmetric key 암호화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대칭키 방식은 말
그대로 암호화와 복호화에 동일한 키를 사용하는 방식이며, 비대칭
키 방식은 암호화와 복호화에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대칭키는 비대칭키에 비해 암호화 속도가 빠르고, 키의 길이가 짧다
는 장점이 있으며, 비대칭키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다르기 때
문에 암호화에 사용된 키의 전달이 필요 없으며, 암호화와 복호화
권한을 나누어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암호화를 적용한 에스크로 차용 모델의 경우, 압수·수색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디지털 본래증거를 포괄적으로 확보하여 암호화를 진행
하고, 해당 암호화된 디지털 본래증거를 자청보관하게 된다. 대칭키
방식의 암호화를 이용할 경우, 암호화와 복호화에 사용되는 키가 동
일하기 때문에, 암호화에 사용된 키로 암호화된 디지털 본래증거를
복호화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암호화 과정에서 지득한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자청보관 중인 디지털 본래증거를 복호화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수사기관의 디지털 본래증거의 열람 및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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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암호화와 복호화 권한을 나누어 부여
할 수 있는 비대칭키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대칭키로 암호화 방식이 결정되었다면, 누구의 어떤 키로 암호
화를 해야하는 지를 결정해야한다. 암호화를 적용한 에스크로 차용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키는, 피압수자와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
각각의 개인키private key와 공캐키public key로 총 6개이다. 이 중 개
인키는 암호화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복호화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제
외한다. 따라서 피압수자와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의 공개키로 암호
화하는 방법만이 고려의 대상으로 남는다.
우선 피압수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할 경우를 살펴보자. 피압수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할 경우 피압수자의 개인키로 복호화를 진행해야한
다. 이 경우 피압수자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개인키를 고의적으
로 멸실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피압수자의 공개키를
암호화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다음은 수사기관의 공개
키로 암호화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수사기관은 디지털 본래증거 암
호화의 주체이다. 수사기관의 공개키로 암호화할 경우 수사기관의
개인키로 복호화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언제든 암호화된 디
지털 본래증거를 복호화할 수 있다. 따라서 암호화와 복호화 권한을
나누기 위해 비대칭키 방식을 채택한 의미가 없어지므로 수사기관
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암호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공개키로 암호화하는 방식이 남는다. 법원의
공개키로 수사기관이 암호화를 할 경우 암호화와 복호화 권한이 분
리된다. 또한 법원은 암호화를 적용한 에스크로 차용 모델에서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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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복호화 키의 멸실 우려도 없다.

[표 10] 각 암호화 키별 활용 가능성 비교

법원의 공개키로 암호화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암호화 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암호화를 위하여
별도의 키를 요청·발급받지 않아도 되므로 압수가 신속해지고 절차
가 간소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법원이 디지털 본래증거의 검
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직접 복호화하기 때문에, 수
사기관의 디지털 본래증거 열람 및 확인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
다는 장점도 있다.

4.4 대용량 디지털 본래증거의 처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대칭키 암호화의 경우, 대칭키 암호화
에 비해 암호화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본래증거에 속하는 내·외부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그리고 이벤트
로그는 용량이 적은 편이라 암호화 속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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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레이드RAID, redundant array of inexpensive disk와 같은 대용량
저장장치 구성의 경우 저장된 파일의 수에 비례하여 대용량의 파
일 관련 본래증거가 존재할 수 있으며, 서버server 등의 특수 목적
컴퓨터의 경우 설정에 따라 대용량의 행위 관련 또는 설정 관련
본래증거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대용량 본래증거에 대한 암호
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이브리드 암호화hybrid encryption를 이용하면, 비대칭키 방식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칭키 방식 수준의 암호화 속도를 보
장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 암호화는 대칭키 암호화와 비대칭키
암호화를 혼합한 응용 암호화 방식이다. 메시지message57)를 대칭키
로 암호화하고, 해당 대칭키를 다시 공개키로 암호화하는 방식이
다. 메시지의 암호화에는 대칭키를 사용하여 속도의 향상을 추구하
고, 암호화에 사용된 대칭키를 암호화할 때 비대칭키 방식을 이용
하여 키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두 가지 암호화 방식의 장점
만을 취한 암호화 방식이다. 암호화를 적용한 에스크로 차용 모델
의 경우, 디지털 본래증거를 대칭키로 암호화한 후 해당 대칭키를
법원의 공개키로 암호화하게 된다.
하이브리드 암호화를 이용할 경우, 디지털 본래증거를 암호화할
때 누구의 대칭키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대칭
키 방식은 비밀키secret key 또는 개인키private key 방식이라고도 부
른다. 암호화와 복호화에 동일한 키가 사용되기 때문에 키가 공개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호화를 적용한 에스크로
차용 모델의 경우, 암호화에 사용된 대칭키가 복호화 과정에서 법
57) 여기서는 암호화 대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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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수사기관에 필연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 중인
대칭키를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회용 대칭키를 생성하
여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일회용 대칭키를 누가 생성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
다. 만약 대칭키 생성 단계에서 대칭키를 복사해놓는다면, 법원의
공개키로 암호화된 대칭키를 복호화하지 않아도 디지털 본래증거
를 복호화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대칭키는 디지털 본
래증거에 접근할 수 없는 자가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일회용 대칭키 생성자에서 수사기관은 제외된다.
법원이 일회용 대칭키를 생성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수사단
계의 압수·수색 현장에는 수사기관과 피압수자만 참여하고, 법원은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에서 미리 대칭키를 생성하여 수사기
관에 제공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리 대칭키를 복사해놓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회용 대칭키는 암호화 직전에 생성해야한
다. 따라서 법원에서 일회용 대칭키를 생성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
지 않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대용량 디지털 본래증거 압수 시 피압수자
(또는 참여자)가 일회용 대칭키를 생성58)하고, 해당 대칭키로 디지
털 본래증거를 암호화하고, 이후 해당 대칭키를 법원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암호화된 디지털 본래증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보관하
는 모델을 제안한다.
58) 피압수자가 일회용 대칭키를 생성하는 절차가 번거롭다면, 암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난수를 이용한 일회용 비밀키를 생성하여 암호화하고 이를 법원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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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디지털 본래증거 수집 모델 제안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에스크로를 차용한 검증 유예’, ‘암호
화를 통한 열람 및 확인 제한’을 반영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수사단계에서 디지털 본래증거를 압수하되, 비대칭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영장을 발부한 법원59)의 공개키로 압수 즉시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디지털 본래증거는 수사기관에서 보관하는 모델이다.

[그림 7] 비대칭 키를 이용한 디지털 본래증거 수집 모델

이러한 모델은 수사단계에서 디지털 본래증거를 압수하는 방법을
통해 ‘본래증거 훼손·멸실 가능성 문제’에서, 비대칭키를 이용한 암
59) 재판 당사자 중 수사기관의 열람 및 확인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수사기
관의 공개키를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피압수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할 경우
해당 디지털 본래증거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개인키를 분실·훼손·멸실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법원의 공개키로 암호화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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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를 통해 ‘관련 범위 특정의 문제’와 ‘혐의사실 관련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해당 모델에 따른 압수 주요 절차는 [그림 7]와 같
이 도식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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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
형사절차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라는 개인적 법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양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 할 수 있다.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법익이 일부라도 제한되기
마련이며, 개인의 법익 보호에 치중하면 범죄 수사에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최근 사법부와 입법부는 개인적 법익과 공익에 대해 상이한 태도
를 취하고 있다. 사법부는 종근당 사건 판례를 통한 ‘선별 압수 원
칙 강조’을 통해 개인적 법익을 중시하고 있는 반면, 입법부는 형사
소송법 제313조 개정에 나타난 ‘디지털 전문증거의 진정성립’을 통
실체적 진실이라는 공익을 우선시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사법부와 입법부의 상이한 태도는, 관련 판례 내용이나 법령
을 실제 수사에 적용할 때 수사 절차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기존 수사 기법이나 절차에 변경을 요
구하는 판례나 관련 법 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상되는 절차적 문제와 실제적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수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문증거의 진정성립’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렇다 할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별 압수 원칙 강조’와 ‘디지털 전문증거의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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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이라는 상충관계에 있는 두 주제를 현행 수사 실무에 적용하였
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예상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략적인 ‘디지털 본래증거 수집 모델’을 제안해보았다. 이 모델은
절차의 개선만으로 디지털 전문증거의 진정성립이 가능하다고 입증
하기 위한 단순한 논리적 모델에 불과하다.
따라서 효율성을 고려한 최적화된 ‘디지털 전문증거 수집 모델’을
구현을 위해서 계속적인 연구와 각 기관 및 학계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안이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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