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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연구배경

수사는 범죄혐의에 관하여 범인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수

집하는 국가의 활동이다. 따라서 증거를 수집하는 일은 수사에서 가

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압수수색 역시 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수집

한 증거는 최종적으로 재판에 현출되어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데 사

용되는데, 재판에 현출되기 위해서는 증거능력이 있어야 한다. 증거

능력은 증거로서의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 자격이 없는 증거는 재판

에 현출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능력 유무는 범죄의 증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 보관, 분석하는 일련

의 절차가 적법하여야 하고, 재판에 이르러서는 전문증거에 대한 진

정성립의 인정 등 증거법칙에 따라 증거능력 즉, 재판에 현출될 증

거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근래의 수사에 있어서는 압수수색

을 통해 확보하는 증거의 대부분이 디지털 형태의 자료이다. 통상 

압수수색에서 확보하는 디지털 자료의 양은 종이문서로 된 자료의 

양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뿐 아니라 증거로서의 가치

도 현저히 높다. 따라서 디지털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

고,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확보하여 재판에 현출하는 일이 매우 중

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종래의 형사소송법 등 형사법체계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법원의 해석에 의존해야만 했

고, 과학적․기술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 작성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여타의 증명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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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되어 증거로 제출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중요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에 의할 경우 명확하게 입증되는 

범죄혐의가 그 디지털 증거 작성자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법정진

술 하나만으로 증거능력을 잃어 결국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2016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고, 이제는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기술적 방법으로 진정성립을 증명함으로

써 작성자의 부인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길

이 열리게 되었다. 종래에는 디지털 파일의 사용자를 특정하는 기술

적 방법이 수사 및 재판에서 별다른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나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디지털 파일의 사용자를 특정하는 기술적 

방법이 매우 중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종이문서 등 물건 형태의 압수물에 비해 비교할 수 없

을 정도로 중요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을 과학적․기술적 방법

으로 증명하여 증거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수사 및 재판에

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나.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는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인 압수수색을 영장에 의하

도록 한 법이념 및 그 근거, 압수수색의 절차 및 압수한 증거를 재

판에 현출시키기 위한 증거능력과 관련된 증거법칙을 개관하고, 특

히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확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사항을 검토

한 후 실제로 증거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진정성립 증명방법을 제

시하고자 한다.

디지털 증거가 저장되어 있는 시스템이 다양하고, 디지털 증거 자

체의 종류도 역시 다양하여 모든 시스템과 파일을 아우르는 특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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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모두 고안하여 소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실무상 대부분을 

차지하는 윈도우 시스템을 중심으로 디지털 파일의 사용자를 특정

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고안하여 여타의 시스템에서도 응용이 가능

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헌법상 영장주의

가. 적법절차의 원칙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는 1215년 영국의 대헌장에서 유래

한 것으로, 대헌장 제39조는 ‘자유인은 합법적 재판이나 국가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감금, 압수, 법외방치 또는 추방되거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침해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적법절차

의 원칙은 법률의 내용 및 그 집행이 절차적인 면과 실체적인 면에 

있어서 모두 적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현대 형사사법에 있어

서도 중요한 지도이념으로 작용한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다는 것은 단순히 절차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도 합리성과 정

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모든 국가작용을 지

배하는 일반원리로 해석되는 중요한 원칙으로서 일반적인 법치국가

원리 또는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리로 정립되었다. 우리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3항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

하고 있고1), 헌법재판소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위헌여부에 관한 심

1) 헌법 제12조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

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

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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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준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특히 입법작용 전반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

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

용되는 것으로, 헌법조항에 규정된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

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제한과 관련되든 

관련되지 않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

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형사소송절차와 관련시켜 적용

함에 있어서는 형벌권의 실행절차인 형사소송의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원리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다.’라고 판시2)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법치국

가의 일반원리로서, 특히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압수수색

에 있어서는 더욱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나. 압수수색의 영장주의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의 자유를 확인하는 조항

에서도 역시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3). 그러나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대상을 신체와 주거에 한정

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대상을 예시한 것에 불

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4), 통신의 자유5), 표현의 자유6), 기

2) 헌법재판소 1992. 12. 24. 자 92헌가8 결정

3)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5)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6) 헌법 제21조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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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 제한의 법률유보7) 등의 기본권 조항들도 영장주의에 대한 근

거로 이해되고, 실제로 우리 법률은 주거 이외의 사무실 등 일체의 

압수수색이나 통신사실의 확인을 위해서도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는 일정한 요건

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영장을 허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장소에서,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

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때 체포된 자가 소

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

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법률상 압수수색

가. 수사과정에서의 압수수색

수사(搜査)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8). 압수수색은 법원 또는 수사기

관이 범죄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 및 몰수대상인 물건을 수

집․보전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점유를 취득하거나 점유를 계속하

는 대물적 강제처분이다.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

출하는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나9) 이

러한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환부 또는 가환부

7) 헌법 제37조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8) 이재상, 조균석, 형사소송법 제10판, 박영사, 187.

9) 형사소송법(이하 ‘형사소송법’은 법명 생략) 제108조(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소유자, 소

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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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점유를 계속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강제처분인 압수수색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압수물을 찾기 위한 수색은 압수와는 별개의 행위지만 실무상 

하나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와 수색이 이루어진다.

형사소송법은 제1편 제10장에서 법원의 압수수색을 규정하고, 제

219조에서 이를 수사과정에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

으나, 실무상 법원의 압수수색은 극히 드물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

는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고10), 역시 필요한 때에는 사건과 관련성이 있

는 증거물 또는 몰수 대상물을 압수할 수 있다11). 다만,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대한 수색은 압수할 물

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법원은 압수

할 물건을 지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압

수와 차이가 있다12).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범죄혐의와의 관련성 이외에 범죄혐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13). 법은 혐의가 있다고 

10) 제109조(수색)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11)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2) 제106조(압수) 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

을 명할 수 있다.

13)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

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

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

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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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할 만한 정황과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을 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강제처

분을 해야 한다는 규정14)을 근거로 위 조문에 규정된 요건 이외에 

비례성 요건이 요구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나.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요건

1)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요하는 구속의 요건과 달리 압수수색은 의심할 만한 ‘정황’을 요건

으로 한다.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범죄를 범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소명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압

수수색은 신체를 직접 구속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에 비하여 인권침

해의 정도가 비교적 덜하고,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인 압수수색에 고도의 소명을 요구한다면 증거를 찾기 위

한 활동에 증거를 요구한다는 모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관련성

종래 형사소송법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판사가 발부한 영

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였으나 2011년 개정

에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과 함께 ‘해당 사건과 관계

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라는 요건이 명시적으로  

추가되었다.

관련성 요건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압수물에서 다른 사건의 증거

가 발견된 이른바 육안발견(plain view)의 경우에 주로 문제되는데 

14)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

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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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압수물 중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증거를 발견한 경우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

시15)하였다.

미국의 경우 대량으로 압수된 서류의 선별과정에서 ‘간단히 정독

(brief perusal)'하는 정도로 발견된 증거는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

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시한 

사례16)가 있고 전자정보에도 유사한 법리를 적용한다. 이 경우 육안

발견(plain view) 증거는 다른 범죄와 관련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증거를 압수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3) 필요성

형사소송법 제106조 및 제109조(법원의 압수수색), 제215조(수사기

관의 압수수색)에서 ‘필요한 때’에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

하여 필요성 요건을 요구한다. 법원은 필요성 요건에 수사상 필요사

유 이외에 비례성의 원칙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17). 법원은 

통상 ①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로서 수사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②기본권 침해의 정도와 비교하여 그 대상과 범위가 

제한되어 허용되어야 하며, ③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도 혐의의 중대성에 비추어 기본권의 침해 정도가 

15)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16) U.S. v. Heldt, 668 F.2d 1238 (D.C.Cir. 1982)

17) 대법원 2004. 3. 23. 자 2003모126 결정, 형사소송법 제215조 에 의하면 검사나 사법

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에 의하여 압수를 할 수 있으나, 여기서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라 함은 단지 수사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으로서 압수

를 행하지 않으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압수물이 증거물 내지 몰수하여야 할 물

건으로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형태나 경중, 압수물의 증거가치 및 중요성, 증

거인멸의 우려 유무, 압수로 인하여 피압수자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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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경우에는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 압수수색의 절차

1) 형사소송법의 절차규정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와 집행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

고 있다. 법원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

을 발부해야 하고(제113조), 검사는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

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215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제215조 제2항). 대법원은 영장의 발부나 기

각에 대한 항고나 준항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18), 영장의 발부요

건에 대한 명확한 해석 및 기준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중요 쟁점에 

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영장에 대한 항고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발부연월일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경

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

명날인하여야 한다(제114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

하여야 한다(제118조). 그러나 대법원은 위 규정은 영장제시가 현실

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

에 없는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

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19)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도 고지가 위험하거나 무용하고, 증거 인멸 기회제공

18) 대법원 1997. 9. 29.자 97모66 결정

19)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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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사의 효율성을 해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

는 압수수색의 착수를 고지하지 않는  ‘no-knock entry'가 허용20)된

다고 보고 있다.

압수수색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배하는 

경우 퇴거하게 하거나 간수자를 붙일 수 있으며(제119조), 건정을 열

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120조). 건조물 등에 대

한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책임자, 주거주, 간수자 등을 참여시켜야 

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123조). 집행 도중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제127조).

수색을 하였으나 증거물 또는 몰취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가 

기재된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제128조), 압수를 한 경우에는 압

수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29조).

수사과정에서 일단 압수된 물건은 검사의 결정으로 환부 또는 가

환부21)하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의 점유 상태가 유지된다. 사법경찰관

은 환부 또는 가환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환부 또

는 가환부에 관한 검사의 거부 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218조의2).

2) 비교법적 고찰

가) 미국의 경우

20) Richards v. Wisconsin, 520 U.S. 385, 394-395 (1997)

21)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

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

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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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4조 ‘불합리한 수색, 압수, 체포에 대하여 

신체, 주거, 서류 물건의 안전을 보장받을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영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고, 선서나 확언에 의하여 뒷받침되

고, 특히 수색될 장소, 체포될 사람,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

고는 이를 발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피의자의 유죄혐의를 ‘상당한 정도(more

likely than not)’로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단순한 가능성을 넘은 정

도(more than a possibility)’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미국 판

례상 압수수색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fair

probability)을 요건으로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은 

‘합리적인 사생활 비밀 보호의 기대(reasonable or legitimate

expectation of privacy)’가 인정되는 영역에서만 필요하다고 해석한

다. 그와 같은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헌법 제4조가 적

용되는 ‘수색’이 아니므로 영장도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3자인 은행에 제공된 개인정보는 수정헌법 제

4조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22)하거나 전화회사로부터 얻은 발

신 전화번호는 합리적인 사생활 비밀 보호의 기대가 인정되지 않는

다고 판시23)하는 등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된 정보나 물건은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미국도 판례상 적법한 체포에 동반된 수색, 자동차 수색, 긴급한 

상황에서의 압수수색, 육안 발견(plain view) 등 일정한 합리성

(reasonableness)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장주의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 형사법 체계상 압수물의 임의제출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22) U.S. v. Miller, 425 U.S. 435, 441-444 (1976)

23) Smith v. Maryland, 442 U.S. 735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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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색이 허용되는지 다툼이 있으나 미국은 판례24)상 권한 있는 

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의수색을 인정한다.

나) 독일의 경우

독일 형사소송법은 최초혐의 요건을 갖출 경우에 대상물이 증거

방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압수가 

가능하다고 본다. 최초혐의는 수사절차의 개시를 정당화할 정도의 

혐의를 말하는 것으로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요하지는 

않으나 범죄가 범하여졌을 가능성을 인정할 사실적인 근거는 필요

하다고 해석된다. 독일 헌법은 제13조에서 주거의 불가침을 규정하

고 있어 주거에 대한 수색은 가중적인 법률유보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주거의 수색은 법관유보로서 법관에 의해서만 

실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거에 대한 수색이 지체되면 위험한 사정

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의하여 법

률에 규정된 형식에 의한 수색이 허용한다.

다) 일본의 경우

일본의 압수수색 관련 법규정은 일단 법원의 압수수색에 관해 규

정하고, 수사과정에서는 이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우리와 많은 공통

점을 갖고 있다.

일본 헌법 제35조 제1항, 제33조는 체포 당시 압수수색을 제외하

고는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

218조 제1항은 검찰관,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원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재판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압수할 물건은 범죄사실 관련된 것에 한정하지만 

24) Schnechloth v. Bustamonte, 412 U.S. 218, 219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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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나 상습성, 영리성, 동기, 배경 등의 정

상에 관한 증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일본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2008년 98.3%, 2009년 98.3%,

2010년 98.4%, 2011년 98.0%, 2012년 97.7%25)에 달하여 90%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발부율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도 제110조에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제

111조에서 필요한 경우 봉함을 열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가능하

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형사소송법과 유사하다. 다만, 일본 형사

소송법은 제113조에서 법원의 압수수색에는 검찰, 불구속 피고인,

변호인의 입회 가능하다고 규정할 뿐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에는 

참여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

4. 증거법칙에 따른 증거능력

가. 증거능력과 증명력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어야 한다. 증거능력은 엄격한 증명의 자료

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

만이 재판에 현출되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증명력은 어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실질

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의 증거가 어떠한 사실을 어느 정

도로 충실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지를 뜻하는 것이다. 즉, 증거능

력이 있는 증거 중 증명력이 높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재판상 확정되는 것이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재판에서 현출조차 할 수 없다. 일단 현

출되어 법관이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심증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25) 법조회, 법조시보 6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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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를 선언26)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말한다. 다만, 일단 증거능력이 

부여된 증거 중 어느 증거에 더 큰 증명력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다27). 그러나 자유심증주의에 있어서의 자유

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으

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증거선택이나 사실인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증거능력이 있는 여러 개의 상반된 증거가 있는 경우라도 

법관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기초한 자유심증에 의해 객관적, 합리적

으로 증명력이 높은 증거를 선택하여 사실인정의 기반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제308조의2), 자백배제법칙(제

309조), 전문법칙(제310조의2 내지 316조) 등의 증거법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이 있는 위법수

집증거배제법칙 및 전문법칙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

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말한다. 적법절차의 보장과 위법수사

의 억제를 근거로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법치주의라는 민

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념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증거

의 수집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2) 기존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종래 압수물과 같은 비진술증거의 경우에는 위법수집증

26)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7)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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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상불변론’의 입장을 취하였다.

즉,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

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그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

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

시28)하여 압수물의 경우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능

력을 인정하였다.

3) 형사소송법의 개정 및 판례의 변경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화29)하

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도 기존의 태도를 변경하였다. 즉, 대법원은 

이른바 ‘제주도지사 사건’에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

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

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

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

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

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

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

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고 판시30)하

여 압수물에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및 독수독과이론이 적용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수사기관

28)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도932 판결

29)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

로 할 수 없다.

30)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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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

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

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

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

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

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위법의 정도와 사법정의 실현을 

비교형량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위 

사안의 경우 범죄혐의를 명백히 증명하는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

할 만한 위법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다. 전문법칙

1) 전문법칙의 의의

전문증거(傳聞證據)는 어떤 사실을 경험한 사람의 직접 진술이 아

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다른 사람이 그 들은 내용을 기재

해 놓은 서면, 경험자로부터 진술을 들은 사람이 그 내용을 다시 진

술하는 전언(傳言), 또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 스스로 작성한 서면 등 

제3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면전에서 경험자가 직접 말을 하는 방

법 이외에 다른 방식을 통해 전달되는 일체의 증거를 말한다. 이와 

같은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 

전문법칙이다.

수사과정에서 검사나 수사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

고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

이 스스로 작성하는 진술서 등 경험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작성되어 

법원에 제출되는 서면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법관의 입장에서는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을 진술한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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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진술이 조서 등 서면을 통해 

전달되므로 전문증거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언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

을 들었다는 전언에 해당할 때는 역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반대신문권의 

보장에 있다. 경험자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조서나 다른 사

람을 통해 전해들은 내용에는 오류가 개입될 수 있으므로 법정에서

의 반대신문에 의해 그와 같은 오류의 가능성이 제거되지 않는 한 

전문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정에서

의 진술이 반드시 진실하다고 보장할 수 없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대방에게 충분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우 상반되는 두 

진술에 모두 증거능력을 부여한 후 어느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

지 증거가치를 따져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실체진실의 발견이

라는 이념에 더 부합하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전문증거도 증거능

력이 인정된다.

2) 전문법칙 관련 법규정

전문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31). 그러나 형사

소송법은 전문증거에도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

고 있다.

먼저 법원 또는 법관이 공판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에는 특별한 요

건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다32).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조

31)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

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

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32)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

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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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공판조서열람권을 침해하여 열람 또는 등

사나 낭독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

거로 사용할 수 없다33). 나아가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피

고인이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한 진술을 내용으로 할 때에는 피고

인의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

되어야만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

로 할 때에는 원래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

졌음에 더하여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 된다34).

검사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된 

피의자가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된

다35). 다만 피고인이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조서의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동

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두 경우 

33)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③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

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34)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

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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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35)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

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

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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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서가 작성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

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다.

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된 피의자가 내용을 인정할 경우 증거능력이 있다36). 피고

인이 진정성립, 즉 자신이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서를 작성할 당시 진술했

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

하는 것이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를 갖는 검사가 조사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정성립의 인

정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지만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진정성립만이 아니라 진술자가 법정에서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증

거능력을 인정하는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는 검사가 

작성한 경우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경우에 차이가 없이 진정성립

의 인정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여 된다37). 이 경우에도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스스로 작성한다는 점에서 형식이 

36)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

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

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37)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

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

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

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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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기는 하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조서와 동일한 

요건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한다.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것이 아닌 진술서 또는 진술을 기재한 조서

는 진술자가 작성자가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증거능

력이 있다. 그 이외에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증명서나 상업장부와 

같이 일상적․기계적으로 작성한 문서는 특별한 요건 없이 증거능

력이 부여 된다38).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작성주체를 법관, 검사, 검사 이외의 수

사기관으로 나누고, 그 대상을 다시 피고인과 피고인 이외의 참고인

으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법관이 작성한 서류에는 무제한적인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검

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정성립의 인정으로 증거능력을 부

여하며, 그 이외에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자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진술이 외부의 압박 없이 스스로 행

하여졌다는 임의성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39).

3) 진정성립의 인정

이와 같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은 진술의 임의성, 적법절차에 따

38)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39)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①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②전항의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

면 증거로 할 수 없다.

    ③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때에는 그 부

분에 한하여 전2항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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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작성,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등을 요건으로 하고는 있으나 

결국 진정성립의 인정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조서의 

진정성립은 조서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

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조서 자체의 신용성을 더해 주기도 하지만 

결국 그와 같은 진술을 한 사람을 법정에 출석시켜 피고인에게 반

대신문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 진술의 경우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 또는 영상녹

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할 뿐 아

니라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부여되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에 대한 반대신문이 당연히 가능할 것이나 영상녹화물 등 다른 

방법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져

야 한다는 것으로 전문증거의 경우 진정성립을 증거능력 인정의 요

건으로 하는 이유가 반대신문권의 보장에 있음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증거인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은 진술자의 기존 진술이 법정

에서 번복되었을 때 실익이 있다. 피고인이 된 피의자는 물론이고,

단순한 참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

여 법정에서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는 경우는 실무상 빈번하기 때문

이다.

조서의 진정성립은 조서에 기재된 진술자의 서명, 날인, 간인이 

진술자의 것임을 인정하는 형식적 진정성립과 조서의 내용이 진술

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실질적 진정성립으로 구분된다. 대

법원은 종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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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경우, 즉 진술자가 법정에서 조서에 기재된 서명, 날인, 간

인이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

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는 입장이었다40). 그러나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태도를 바꾸어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

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

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41)하였다. 다만, 진술자가 조서 중 일부

에 관해서만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어느 부분이 원진술

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

지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

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42).

증거능력은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여 판사가 이를 검토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그 증거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데 큰 가

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증명력과는 다르다. 여러 가지 상반된 증거 

중 어느 증거에 더 큰 증명력을 인정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할 것인

지는 전적으로 법관의 선택에 달려 있다43). 즉, 증거능력을 부정하

는 경우 법원에 제출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다고 하더라도 법관이 무조

건 그 내용에 증명력을 부여하여 그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부인하더라도 영

40)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980 판결

41)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42)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849 판결

43)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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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녹화물이나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

되는 경우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영상녹화 등 과학

적․기계적인 방법 이외에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의 증언은 위와 같

은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44)이다.

라. 증거동의 문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나 물건

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45). 그 증거가 진정한 것임을 

전제로 함은 물론이다. 다수설은 위 규정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규정한 제310조의2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전문증거만을 증거동의

의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서류뿐만 아니라 ‘물건’을 동

의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법문상 전문증거만을 대상으로 볼 것

은 아니다.

위법수집증거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

인지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은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압수물은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증거동의가 있었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46),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을 한 결과는 음주운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47)하여 위

법수집증거에는 증거동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

법원은 이 경우에도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진실 규명이라는 이념

을 조화롭게 해석하여 절차위반이 중하지 아니하고 증거능력을 부

인함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실체진실의 발견이라

44)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45)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

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46)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47)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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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념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5.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분석

가. 디지털 증거의 개념

디지털 증거와 유사한 개념으로 전자증거, 전자문서, 컴퓨터기록 

등이 있으나 디지털 증거는 정보의 내용을 0과 1의 조합으로 구성

하여 저장한다는 점에서 카세트테이프 등 아날로그 정보를 포함하

는 전자증거와 다르고, 문자적 정보로 구성되는 문서 이외에 도화,

음향 등 일체의 정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전자문서와 다르며, 좁은 

의미의 컴퓨터 즉 PC(personal computer) 이외에 휴대전화 등 기타 

전자기기에 저장된 자료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컴퓨터기록과 차이점

이 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는 노트북을 포함한 범용컴퓨터, 휴대전화, 태

블릿PC, 네비게이션 등 모든 형태의 전자기기에 의해 이진수의 형

태로 저장 또는 전송되는 디지털 정보 중 사실관계를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자료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나. 디지털 증거의 특성

디지털 자료는 매체독립성, 비가시성, 변조가능성, 복제용이성, 대

규모성 등 여러 가지 특유한 성질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통상의 

자료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유체물이 아닌 전자기적 신호로서의 디지털 자료는 어느 매체에 

의해 저장 또는 전송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독립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내용확인을 위한 정보로서의 가치는 그 자료가 

원본인지 사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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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원본과 사본의 가치동일성은 변개가 용이하다는 특성이 더해

져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특유의 

속성을 만들어낸다. 나아가 생성 및 보관 등에 물리적 제약이 적다

는 점에서 기존의 문서자료보다 대규모의 자료가 생성 및 보관된다

는 특성이 있고, 이러한 자료는 언제든지 쉽게 비가역적인 삭제가 

가능하며 또한 쉽게 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디지털 자료의 압

수수색은 특별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106조 제3항48)은 이와 같

은 대규모성 등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반영하였으나, 당시 개정법도 

디지털 자료의 증거능력 등 디지털 증거 관련사항을 전면적으로 규

정하지는 않았다.

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

디지털 포렌식은 증거가치를 보존하는 과학적․기술적 방법을 통

해 디지털 자료를 압수하여 분석하는 일련의 절차 내지 과정을 말

한다. 실무상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은 컴퓨터 포렌식과 데이터베이

스(DB) 포렌식으로 구분되며, 압수수색 집행현장에도 목적에 따라 

컴퓨터 포렌식 요원과 데이터베이스 포렌식 요원을 적절한 인원으

로 구분하여 배치한다. 컴퓨터 포렌식은 범용컴퓨터, 휴대전화 등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증거를 담당하며, 데이터베인스 포렌

식은 회계자료, 이메일 등 주로 서버에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되

어 있는 디지털 증거를 담당한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기

48)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

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

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

을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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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경우 회계자료 등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된 자료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요원의 압수수색 집행시간이 오래 걸리고, 압

수물의 양도 많은 것이 통상적이다.

실무상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은 집행현장에서의 증거수집, 포렌

식 연구실에서의 후처리, 수사검사실에서의 증거 분석의 과정을 거

친다. 대법원은 디지털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거나 그 전체를 복제

한 경우에는 그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범죄혐

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까지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집행에 포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121

조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

한다는 입장이다49).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압수수색의 집행종

료 시기를 위와 같이 확장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6.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가. 개요

2016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

정하기 요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대법원의 해석에 의존하였

는데, 주로 변조가능성, 복제용이성, 대규모성 등 디지털 증거의 특

성에 따른 증거의 신뢰성 인정여부 및 진술증거와 동일하게 전문법

칙을 적용하여 디지털 자료의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아래에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개관하고, 2016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 및 취지를 검토함으로써 현행 법체계 하에서 디지

털 증거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의 정도에 관

49)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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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디지털 자료의 증거능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을 당시 대법원

은 자료의 무결성(내지 동일성), 수집 도구 및 방법의 적정성을 디지

털 증거의 특성상 추가적인 입증이 있을 때에만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학설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원본성을 

디지털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요건으로 해석하지는 않는 입

장이었는데, 디지털 증거의 원본 및 사본의 내용상 가치동일성을 감

안하면 타당한 해석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전제에서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50)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

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

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

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ㆍ처리ㆍ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

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판시51)하면서 압수

수색 당시 입회자의 서명을 받아 봉인하고, 자료의 조사당시 관련자

50) ‘무결성’ 용어를 사용한 판례로는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이 사

안에서 대법원은 파일의 무결성은 참여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 또는 법원의 자료

대조 등을 통해 인정될 수 있고,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에 의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51)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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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회한 상태에서 봉인상태 확인, 봉인 해제, 재봉인 등을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를 모두 녹화한 사실, 파일의 해쉬값이 동일한 

사실, 파일의 내용과 출력물의 내용이 동일한 사실 등을 들어 제출

된 해당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앞서 살펴 본 형사소송법의 개정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변

경에 의해 압수물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된다는 점은 분명

하므로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당연히 적

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도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당

연히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다만 이 경우에도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

체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지도이념을 조화롭게 해석해야 하

므로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위법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인함으로써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52)하고 있다.

라. 전문법칙의 적용

개정 전 형사소송법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규율하는 명문

의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디지털 파일을 전문증거로 보아 증

거능력의 인정에 진정성립이 필요한지에 관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디지털 파일의 경우 그 특성상 과학적․기술적 방법으로 작성자의 

특정이 가능함에도 작성자가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52) 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영장의 명시적 근거 없이 임의로 정한 시

점 이후의 접근 파일 일체를 복사하는 영장집행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일시로

부터 소급하여 일정 시점 이후의 파일들만 복사한 것은 나름대로 대상을 제한하려고 노

력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측도 그 적합성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영장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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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진술 하나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

해 의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메일에 첨부되거나 컴퓨터에 저장된 문

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작성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문서들의 증

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등 디지털 파일도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53).

최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선거관여 게시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이른바 ‘댓글사건’에서 원심54)은 압수된 디지털 파일 

중 심리전단이 활동할 주제와 그에 관한 설명을 담고 있는 ‘425지

논’ 파일과 심리전단 직원별 인터넷 계정정보를 담고 있는 ‘시큐리

티’ 파일이 심리전단 직원으로부터 압수한 것이고, 제반사정을 종합

하여 그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수사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전

혀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작성하여 업

무수행의 기초로 삼은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업무

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 2개의 파일은 그 

내용을 잘못 기재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

서 다른 내용을 굳이 기재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대부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들만 단편적으로 기재한 것이어서 작성자의 

주관적 의사가 개입될 여지도 없어 보이므로 같은 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도 해당하므로 작성

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증거능력

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53)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도3440 판결, 대법원 2007.12.13.선고 2007도7257판

결, 대법원 2013.6.13.선고 2012도16001판결 등

54)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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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425지논’ 및 ‘시큐리티’ 2개의 파일이 기계적으

로 반복하여 작성된 것인지 알 수 없고, 심리전단 활동을 위하여 관

행적 또는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

를 위한 목적으로만 작성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 기재내용이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용성의 정

황적 보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파일의 작성자로 지목된 심

리전단 직원이 법정에서 파일의 작성이나 내용에 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여 진정성립을 부인하였으므로 위 파일들은 증거능

력이 없다고 판단55)하였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들로

서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중요증거임에도 이메일 사

용자가 그 파일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증

거능력을 부정하고, 결국 관련 범죄사실에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사

법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비판이 있었고, 당시 대법원도 입법론

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즉,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경우 과학적․기술적 방

법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여타의 전문증거와는 다른 

취급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경청할 만하다고 인정하였는데, 대법원

이 자신의 판단과 다른 견해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면서 

입법론적 해결까지 언급한 것이 이례적인 일이다. 또한 그 판시에서 

작성자의 진술 이외에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대

법원의 기준은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적용이 가능할 것

55)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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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은 ‘1954. 9. 23.제정되고 1961. 9. 1.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규정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그에 걸맞

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서에 관하

여는 ①저장매체의 사용자 및 소유자, ②로그기록 등 저장매체에 남

은 흔적, ③초안 문서의 존재, ④작성자만의 암호 사용 여부, ⑤전자

서명의 유무 등 여러 사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진정성을 탄핵할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그 작성자의 공판준

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상관없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는바, 그 나름 경청할 만한 가

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몰라도 해

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실정법의 명문조항을 달리 확장 적용할 수

는 없다.’고 판시56)하였다. 대법원의 입장에서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개정된다면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할 경우 진정성립을 인

정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 참여권의 문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21조(제219조에서 수사절차에 준용)에서 

규정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거

나 그 전체를 복제한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의 사무실로 옮겨 복

제․탐색․출력하는 과정에까지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

회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그 논거로는 수사기관이 디지털 정보를 탐

색하여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는 대상은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

에 한정되므로 수사기관이 압수한 저장매체를 탐색하는 과정에도 

56)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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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하여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의 출력, 복제

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57).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집

행종료 시기를 수사기관의 관련 증거 복제․탐색․출력 과정에까지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해석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것이 문제되는 이유

는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다른 사건의 증

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

보를 출력 또는 복사한 후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건에서 해당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을 배

제하므로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증거로 사

용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현장에서 수색과 압수를 마친 후 증명서 또

는 압수목록을 교부하면서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에서도 집행의 종료 시기를 확대하는 해석이 옳은지 의문이다. 대법

원은 위 판례에서 특정한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거나 그 전체를 복제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

우에만 허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저장매

체 자체를 압수하거나 그 전체를 복제하였다면 이미 적법하게 압수

수색을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압수수색이 이미 종료

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자료를 탐색, 분석하는 수사과정에까지 피의

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법적 근거도 더 이상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7)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33 -

바. 외국의 사례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401조58)는 증거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해

서는 그 증거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개연성

을 더 또는 덜 인정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03조59)는 일정한 경우 관련성을 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 규정은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 이외

에 제901조는 무결성(내지 동일성)에 관하여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와 동일한 증거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미국 연방

증거규칙 제901조는 관련자 및 전문가의 증언이나 확실한 특징에 

의해 법관이나 배심원의 판단에 의해서도 증거의 무결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제출된 증거가 생성된 절차나 시스템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무결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은 무결성 증명을 위한 전문가의 증언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해 미국 법원은 증언하려는 전문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지식

을 갖추고 있고, 그 지식을 법원(내지 배심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

다면 증언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60)하고 있다. 물론 전문가의 증언

을 허용할 것인지(즉, 전문가 증언에 증거능력이 있는지)와 전문가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58) Evidence is relevant if :

    (a) it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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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The court may exclude relevant evidence if its probative value is substantially 

outweighed by a danger of on or more of the following : unfair prejudice, 

confusing the issues, misleading the jury, undue delay, wasting time, or 

needlessly presenting cumulative evidence

60) Krause v. State, 243 S.W.3d 95 (Tex. App. Houston 1st Dist. 2007.) : 증인이 컴

퓨터 포렌식 전문가로서 FBI에 근무하고,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200시간의 컴퓨터 포렌

식 특별훈련을 이수하였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잠재오류율에 관하여도 증언할 수 있다

면 해당 소프트웨어의 신용성에 관한 증언을 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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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미국의 경우 디지털 증거를 증거로 사용하도록 허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일단 증거능력을 부

여하여 법정에 현출한 후 법관 내지 배심원이 이를 검토한 다음 그 

증거가치를 판단하도록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7. 개정 형사소송법에서의 진정성립 증명의 중요성

가. 형사소송법 개정

디지털 증거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성상 증거능력

을 작성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유력

하게 제기되었고, 대법원도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2016

년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을 과학적․기술적으로 방법으로 증명하

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이제는 

작성자가 법정에서 디지털 파일의 출처를 모른다고 하거나 나아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더라도 과학적․기술적 방법에 

의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6. 5. 29. 개정 및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재․개정 이유에서   

‘최근 전기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컴퓨터 등 각종 정보저

장매체를 이용한 정보저장이 일상화되었고, 범죄행위에 사용된 증거

들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디지털화되어 있는 현

실을 고려하여, 진술서 및 그에 준하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

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 반대

신문권이 보장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혀 디지털 증

거를 다르게 취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 중 "그 서명 또는 날인

이 있는 것"을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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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

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개정하여 디지

털 증거가 진술서와 마찬가지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문

으로 규정하였고, 제2항을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

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

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

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고 개정하여 작성자가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더라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텉 포

렌식 자료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하도록 규정함으

로써 작성자의 법정 진술 이외의 방법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정에서 작성자를 신문해야 한다

고 규정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였다.

이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전과 포렌식 과정 및 결과의 신뢰

성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진정성립에 대한 과학적 증명방법의 중요성

1) 종전의 사례

가)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앞서 언급한 이른바 ‘댓글사건’에서는 선거관여 게시글의 개수 등 

범행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증거로서 ‘425지논’ 및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되었다. 심리전단 직원 중 1명이 위 2개의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송신하였는데, 이 파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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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 압수되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것이다.

위 사건 1심 재판부는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의 내용

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

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일부 기재 내용은 이메일을 사용하던 심

리전단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내역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등 위 

각 파일이 위 직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위 각 파일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졌다고 

볼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

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위 각 파일의 작성자로 지목된 사람이 법정

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파일을 작성한 기억이 전혀 없고 그 

내용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위 각 파일

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

로 결국 위 각 파일은 모두 진술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

시61)하면서, 기소된 약 78만여 건의 게시글 중 약 11만여 건의 게시

글만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한 진정성립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62)하면서 다만 증명된 여러 정황에 의할 때 

심리전단 직원의 트위터 활동 업무는 통상적 업무이고 ‘425지논’ 파

일의 내용은 위 업무와 관련하여 매일 시달된 이슈와 논지 그리고 

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1060 판결

62)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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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관련된 자료를 수시로 참고하며 필요한 내용을 계속 추가 보

충한 것이고, ‘시큐리티’ 파일의 내용은 통상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시로 참고하며 필요한 내용을 계속 추가 보충하고 활동 내역과 

실적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재해온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

2호에서 정한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 평가함이 타당하

고, 나아가 같은 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

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도 해당하여 위 2개 파일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쟁점이 된 디지털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

으나 진정성립의 인정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과학적 방법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또 나름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입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명문의 조항을 

확장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425지논’ 및 ‘시큐리티’ 파일

은 증거능력이 없고, 2심의 판단과는 달리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

해서도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위 2개의 파일은 증거능력이 부정되었고, 재판에서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지 못한 것이다.

나) USB 메모리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국회의원 선거운동 중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교부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

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

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

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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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할 것인바, 위 법리에 의할 때 전문법칙이 적용되어 공판기

일에서의 작성자 등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증명된 경우에

만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각 문건의 작성자로 지목된 사

람이 법정에서 위 각 문건의 진정성립을 묻는 질문에 대해 모두 진

술거부권을 행사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으므로, 위 

증거들은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63)하였고, 2심64)과 3

심65)도 모두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판결은 확정되었다.

디지털 파일의 작성자가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해야만 디지털 

파일 또는 그 출력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데, 작성자가 증

언을 거부한 경우에도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결국 증

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진정성립의 과학적 증명을 통한 범죄의 실체진실 규명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디지털 파일의 작성자가 법정

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하거나 혹은 증언을 거부한 경우라

면 일체의 다른 증명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파일의 증거능력은 부정

되었다.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해 범죄사실을 명백

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더라도 관련자가 법정에서 ‘작성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거나 심지어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결국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의 권리보호뿐 아니라 실체진실의 발견 

역시 형사사법의 중요한 이념이라고 할 것인데, 과학적인 증명에도 

6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8. 10. 선고 2012고합191,231,241,242,309 판결

64)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노2667 판결

65)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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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진술에만 의존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대법원도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하여 압수ㆍ수색에 관한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

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

수ㆍ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

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

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

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

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

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

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

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

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66)하고 있다.

66)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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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속이나 체포 등으로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인 신체의 자유

를 제한할 수도 있는 형사사법에서는 법치주의에 따른 절차가 반드

시 지켜져야 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에만 치중하여 형사사법의 

주요한 이념 중 하나인 실체진실의 발견을 경시한다면 이 역시 헌

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범죄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결국 신체의 자유, 재산권, 행복추구권

과 같이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적 전제

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형사사법 관련 법령의 규정 및 해석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함으로써 실체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는 태도 역시 타당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 진정성

립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는 반대신문권의 보장에 있다. 타인의 진술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경우 피고인이 그 타인을 반대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겠다는 것

이다. 다시 말해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경우라면 그 이외의 방법으

로 작성자를 특정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진정성립의 인정을 

반드시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도록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객

관적 방법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반대신

문권을 보장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 취지는 타

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란 끝에 결국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과학적․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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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방법으로도 디지털 파일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열

리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

로 어느 정도의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

두되었다.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과학적․기술적으로 진정성립을 

증명하더라도 증거로 쓰일 수 없었으나 지금은 다르기 때문이다.

다. 과학적 증명을 통한 진정성립의 인정방법 필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까지 이를 적

용한 사례가 많지 않고, 따라서 법원의 해석 기준도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과학적․기술적 증명이 있어야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법 개정 전의 판결이기는 하나 입법론의 필요성을 인정하

면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예시로 나열했던 대법원 

판례67)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①저장매체의 사용자 및 소유자, ②로그기

록 등 저장매체에 남은 흔적, ③초안 문서의 존재, ④작성자만의 암

호 사용 여부, ⑤전자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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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름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①~⑤와 같은 사항들을 

통해 디지털 파일의 작성자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현재의 법원 판단에도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위 다섯 가지 사항들을 통해 디지

67)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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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파일의 작성자가 증명된다면 그 파일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었다

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대법원이 제시한 예시는 법원의 중

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제시한 예를 기초

로 디지털 파일의 진정성립 증명을 위해 분석해야 하는 대상을 유

형화하고, 각각의 유형에서 취득해야 하는 정보를 검토한다.

8. 디지털 파일 사용자 분석

가. 분석대상의 유형화

디지털 파일의 진정성립 증명을 위한 미시적인 분석과 종합적인 

해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확

보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분석대상의 유형화가 필요하다.

유형화된 각각의 분석대상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정보를 검토하고 그 

정보 중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종합하여 파일의 작성자를 특

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진정성립의 증명은 파일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과정이다. 디지털 파일에 전자서명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것만으

로도 작성자를 비교적 쉽게 특정할 수 있을 것이나 통상의 경우 전

자서명이 되어 있는 파일은 많지 않으므로 여타의 정보를 종합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진정성립을 

인정시키려는 증명의 대상이 되는 파일 자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대상파일 자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만으로는 작성자를 특

정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근래 통상의 사무실에서는 사

무용 PC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예가 드물다는 감안하면 오히려 PC

의 사용자를 증명하는 것이 대상파일의 작성자를 특정하는데 큰 도

움이 될 수 있다. 대상파일이 작성된 PC를 그 무렵 사용한 사람이 

대상파일의 작성자로 특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무렵 PC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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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용도나 목적, 같은 시기에 생성된 파일이나 외부와 주고받은 파

일 및 통신내역 등도 진정성립 증명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분석대상을 유형화해 보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시스템에 관한 정보, Ⓑ대상파일 자체에 관한 정보, Ⓒ대상파일과 

동일한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주변파일에 관한 정보, Ⓓ네트워크 접

속 및 이용 정보로 나눌 수 있다. 대법원이 예를 들어 판시한 ①저

장매체의 사용자 및 소유자, ②로그기록 등 저장매체에 남은 흔적은 

Ⓐ시스템 분석에 해당하고, ④작성자만의 암호 사용 여부, ⑤전자서

명의 유무는 Ⓑ대상파일 분석에 해당하며, ③초안 문서의 존재는 Ⓒ

주변파일 분석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4가지 유형의 분석대상에서 추출한 정보 및 휴대전화

의 사용기지국 위치 등 기타 정보를 종합하여 파일의 작성자를 특

정할 수 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시스템은 윈도우즈 이외에도 

안드로이드, iOS, Linux 등 다양하게 존재할 것이나 실무상 대부분

을 차지하는 MS사 윈도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나. 시스템 분석

윈도우 시스템은 사용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 및 관리하는 정보가 있는데 이를 아티팩트(artifact)라고 한다.

아티팩트는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동적, 기계적으로 

생성․관리되므로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에 관해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며, 사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용이 저장된다는 점에서 증명

력 역시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스템 레지스트리는 환경설정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각종의 정보를 담고 있어 시스템의 사용자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1) SAM 하이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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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LM∖System∖CurrentControlSet∖Enum∖USBStor

HKLM∖System∖CurrentControlSet∖Enum∖USB

<레지스트리 키>

SAM 하이브 파일은 시스템 관리자도 접근이 불가능한 파일로서 

시스템 사용자의 아이디, 패스워드 등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SAM∖SAM∖Domains∖Builtin∖Aliases

SAM∖SAM∖Domains∖Account∖Users

<관련 레지스트리 위치>

User키의 데이터 'F'에는 마지막 로그온, 계정 만료, 로그온 실패

가 있었던 시간 정보가 담겨 있고, 데이터 ‘V'에는 사용자 계정이름

(아이디), 계정에 대한 설명 등이 담겨 있다. 이 레지스트리를 분석

함으로써 아이디, 마지막 로그온 시간 등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다. 시스템의 아이디가 특정인의 이름이거나 특정인이 주로 

사용하는 다른 시스템의 아이디와 동일한 경우에는 그 특정인을 시

스템의 사용자로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스템에 로그온한 

시간에 특정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그 시스템이 있는 위치와 

일치한다면 역시 그 특정인을 사용자로 볼 수 있다.

2) USB 메모리 접속 기록

위 레지스트리에는 시스템에 접속되었던 USB 메모리의 제조사명,

제품번호, 버전, 시리얼 넘버 등 관련 정보가 담겨 있다.

HKLM∖System∖CurrentControlSet∖Enum∖DeviceClasses

<레지스트리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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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레지스트리에는 USB 메모리가 마운트되는 디스크 드라이브 또

는 볼륨 정보가 담겨 있다.

특히 {5 3 f56 30 7 -b6b f-1 1d 0 -94 f2 -0 0a 0c9 1e fb 8b }의 하위 키 

중 ‘USBSTOR'를 포함하는 서브키의 LastWrite 시간은 해당 시스템

이 마지막으로 부팅한 후 USB 장치가 시스템에 최초로 연결된 시간

이 저장되어 있다.

{5 3 f56 30d -b 6b f-1 1d 0 -9 4 f2 -00 a0 c9 1d fb8b }의 LastWrite 시

간은 해당 시스템이 마지막으로 부팅한 후 USB 메모리의 볼륨이 시

스템에 최초로 연결된 시간이다.

HKLM∖System∖MountedDevices

<레지스트리 키>

위 레지스트리에는 NTFS 파일시스템에 마운트 된 장치와 볼륨 

정보가 담겨 있다. 이 레지스트리를 통해 드라이브에 마운트되었던 

볼륨의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보들을 통해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이 있는 USB 메모

리를 특정할 수 있고, 해당 시간에 해당 시리얼 넘버를 갖는 USB를 

사용 또는 소지한 사람을 시스템의 사용자로 특정할 수 있다.

3) 시스템 운영체제 설치시간

SOFTWARE∖Micosoft∖WindowsNT∖CurrentVersion∖InstallDate

<레지스트리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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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레지스트리에는 시스템에 운영체제를 설치한 시간이 저장되어 

있다. 시스템 운영체제 설치시간은 증거인멸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수사를 착수한 이후 압수수색에 임박하여 대부분의 컴

퓨터 운영체제가 다시 설치되었다면 그 자체로 증거를 인멸하였다

는 정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MRU List

윈도우 시스템은 특정 소프트웨어나 파일을 실행하는 등 사용자

의 행위를 MRU List에 저장한다. MRU List에는 최근에 열어 본 파

일, 실행상자에서 최근에 실행한 명령어, 윈도우 탐색기에서 최근에 

검색한 단어, 윈도우 탐색기를 통해 실행한 파일의 목록 등이 저장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 패턴을 확인할 수 있고 

실행한 소프트웨어나 피일이 무엇인지, 그 파일에 어떤 내용이 저장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사용자를 특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SOFTWARE∖Micosoft∖Windows∖CurrentVersion∖Explorer∖

RecentDoc

<레지스트리 키 : 가장 최근 열어본 파일>

SOFTWARE∖Micosoft∖Windows∖CurrentVersion∖Explorer∖

RunMRU

<레지스트리 키 : 실행상자에서 가장 최근에 실행한 명령어>

SOFTWARE∖Micosoft∖Windows∖CurrentVersion∖Explorer∖

WorldWheelQuery

<레지스트리 키 : 탐색기에서 가장 최근 검색한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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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Micosoft∖Windows∖<Version>∖<App>∖FileMRU

<레지스트리 키 : 가장 최근 열어본 MS Office 계열 문서파일>

SOFTWARE∖Micosoft∖Windows∖Shell∖Bags∖MUICache

<레지스트리 키 : 탐색기를 통하여 실행한 파일 리스트>

5) 레지스트리 복구

레지스트리 키를 삭제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정보

가 소실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메모리 부분을 비할당 상태로 변경

하는 것이므로 파이브 파일의 비할당 영역에서 복구가 가능하다.

다. 대상파일 분석

1) 파일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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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의 속성정보에는 파일을 만든 시간, 수정한 시간, 마지막으로 

접근한 시간이 담겨 있다. 또한 각종 파일의 메타데이터에는 파일의 

작성자, 최종 수정자, 파일의 생성시간을 포함한 시간정보 등이 저

장되어 있다. 사진의 경우에는 메타데이터에 촬영한 시간과 카메라

의 제조사 및 모델명 등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2) 글 파일

문서정보 중 문서요약 항목에서는 파일을 작성한 사람의 아이디,

문서를 만든 시간을 알 수 있고, 문서통계에서는 마지막으로 저장한 

사람의 아이디를 알 수 있다. 최근의 실제 사건에서도 압수된 문서

파일에서 파악한 아이디와 로그온 아이디가 일치하는 컴퓨터의 사

용자를 문서의 작성자로 특정하여 문서파일의 외부 유출경로를 추

적한 끝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입증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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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정보 중 문서요약 항목에서는 파일을 작성한 사람의 아이디,

문서를 만든 시간을 알 수 있고, 문서통계에서는 마지막으로 저장한 

사람의 아이디를 알 수 있다.

라. 주변파일 분석

증거로 사용할 대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시스템에 함께 저장되

어 있는 주변 파일의 내용, 작성자 등을 분석하여 대상파일의 사용

자를 확인할 수도 있다. 실제로 대상파일의 헤더정보에 저장되어 있

는 ‘작성자’ 및 ‘마지막 저장자’가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하는 

다른 주변파일의 ‘작성자’와 ‘마지막 저장자’가 일치함을 확인하여 

대상 파일의 작성자가 피고인임을 인정받은 사례68)가 있다. 위 사건

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의 상황을 보고했던 피고인이 압수된 

보고서 파일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은 주변 파일과 대상 파일의 ‘작성자’ 등이 동일하다

68)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노23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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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 비추어 압수된 보고서 파일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다만, 위 판결 당시에는 형사소송법 개정 전이었기 때

문에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부인으로 인해 증거능력이 부여되지는 

못했다.

또한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사용자를 특정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금융거래 등에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는 통상 

자신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에 저장해 놓게 되므로 공인인

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시스템은 그 공인인증서의 명의자가 사용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네트워크 분석

1) 네트워크 정보

SYSTEM∖ControlSet00x∖Services∖Tcpip∖Parameter∖interfaces

<레지스트리 키>

위 레지스트리에는 할당된 IP 주소, 게이트웨이, 도메인 정보,

DHCP 할당 및 할당 해제 정보가 담겨 있다.

SYSTEM∖CurrentControlSet∖Services∖Ianmanserver∖Sarares

<레지스트리 키>

위 레지스트리에는 하드디스크, 프린터 등의 공유와 관련된 정보

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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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LM∖SOFTWARE∖Microsoft∖WindowsNT∖CurrentVersioin∖

Networklist∖Profiles

HKLM∖SOFTWARE∖Microsoft∖WindowsNT∖CurrentVersioin∖

Networklist∖Signatures∖Unmanaged

HKLM∖SOFTWARE∖Microsoft∖WindowsNT∖CurrentVersioin∖

Networklist∖Nla∖Wireless

<레지스트리 키>

위 레지스트리에는 SSID와 WAP 정보가 담겨 있다.

2) 인터넷 사용기록

SOFTWARE∖Microsoft∖InternetExplorer∖TypedURLs

<레지스트리 키>

위 레지스트리에는 윈도우 익스플로러의 주소창에 입력한 URL이 

저장되어 있다. 또한 ‘Temporary Internet Files'에는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 접속 시간, 사용했던 이메일의 주소 등이 저장된다.

주로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무엇인지, 접속한 이메일 주소가 누

구의 것인지를 확인하여 시스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고, 해당 인

터넷 사이트나 이메일에 접속했던 시간과 작성자로 추정되는 사람

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비교하여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다.

3) 메신저 사용기록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에는 시스템을 사용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상대방의 목록 등이 

저장되어 있다. 메시지의 대화내용에 사용자의 특이한 사항이 포함

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고, ‘친구’ 목

록과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등 기타 목록과 비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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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를 특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이메일 분석

이메일의 헤더에는 해당 이메일의 제목, 발송시간, 발신자의 이름

과 이메일주소, 수신자의 이메일주소, 이메일이 전달된 메일서버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발신자의 이름을 통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고, 송수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을 시스템의 사용자

로 특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9. 분석정보의 해석을 통한 사용자 특정

가. 개요

위와 같이 유형화된 분석대상에서 추출된 정보는 그 단독으로 파

일의 작성자를 증명할 수도 있으나, 전자서명이 통상적이지 않은 현

실에서는 오히려 각종의 정보를 종합하여 작성자를 특정하는 방법

이 효과적일 것이다. 실제 사례에서도 대상파일 뿐 아니라 함께 저

장되어 있는 주변파일이나 이메일 송수신 정보 및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사용자를 특정하는 사례가 다수이다.

나. 사례의 검토

1) 태블릿PC의 사용자 증명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문제된 사안69)에서 태블릿PC 사용자

의 특정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주요한 쟁점이 된 사례가 있다.

진정성립의 인정문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태블릿PC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파일을 이메일로 수신하여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한 전제로서 태블릿PC의 사용자 특정이 문제가 된 사안으

로 결국 디지털 파일의 사용자 특정을 통한 진정성립의 문제와 쟁

6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99473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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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같이 한다. 현재까지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판

결이 확정된 이후에 다루어야 할 것이나 재판 중 공개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유출된 파일의 작성자 아이디가 정부기관에 근무

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아이디와 같다거나 태블릿PC의 이동경로가 

사용자로 지목된 사람의 이동경로가 동일하다는 등 앞에서 유형화

한 4가지 분석대상에서 추출한 각종의 정보를 종합하여 태블릿PC의 

사용자를 특정하고 있다. 특히 주변파일 중 하나로 사진파일이 중요 

증거로 제시되었는데, 문제가 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촬영, 저장된 

것으로 확인된 사진파일 중 사용자로 지목된 사람 및 그 친척들이 

촬영된 사진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태블릿PC의 사용자를 증명하는

데 유력한 증거로 제출되었다.

2) 아이피 등 정보의 종합

또한 웹하드에 파일을 업로드할 당시의 IP주소가 피고인의 주거지 

광랜서비스 IP와 일치하고, 업로드한 시간과 동일한 시간의 피고인 

휴대전화 기지국 역시 위 주거지로 되어 있었던 사안에서 법원은 

아이피가 동일한 점 등을 들어 업로드한 파일의 작성자가 피고인임

을 인정하였다. 위 사안에서 1심은 ①피고인이 인터넷 웹하드에 가

입한 아이디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포털사이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인 점, ②위 웹하드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여러 

개의 유사한 이미지 파일이 업로드되었는데 그 중에서 암호화 프로

그램으로 위장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건이 발견된 

점, ③암호화된 이미지파일을 업로드할 당시 접속 아이피 주소는 피

고인의 주거지 지역의 광랜서비스 아이피와 일치하고, 피고인 명의

로 가입한 또 다른 아이디로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아이피 주소 또

한 피고인 주소지의 것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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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위치추적 결과 파일 업로드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④다른 암호화

된 이미지파일을 업로드할 당시 접속 아이피 주소는 당시 피고인이 

일을 하고 있었던 업체에 설치된 인터넷 아이피 주소이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와 위 업체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하여 게

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70)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2심과 3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다. 분석정보의 종합적 해석

아이피 등 정보를 토대로 문건의 작성자를 특정한 위 사례에서 

법원은 문제된 파일이 저장된 웹하드의 아이디가 평소 피고인이 사

용하던 아이디와 동일하다는 점(분석대상 유형 중 Ⓐ시스템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에 해당), 웹하드에 피고인이 평소 업로드한 유사한 

종류의 이미지파일이 여러 개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 중 문제된 파

일이 함께 저장되어 있었다는 점(분석대상 유형 중 Ⓒ주변파일 분석

에 해당), 문제된 파일을 업로드할 당시 사용된 아이피가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직장의 주소지에 가입된 아이피라는 점(분석대상 유형 

중 Ⓓ네트워크 분석에 해당), 문제된 파일에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

용이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있던 점(분석대상 유형 중 Ⓑ대상파일 분

석에 해당)에 위와 같은 업로드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기지국 

위치가 주거지와 일치하였다는 점(기타 정보에 해당)을 들어 문제된 

파일을 작성 및 게재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4가지 분석대상에서 추출한 정보 및 기타 정보를 종합

하여 디지털 파일의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이다.

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8. 선고 2014고합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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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결론

거의 모든 자료가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므로 디지털 자료의 양적, 질적 가치는 종이문서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을 뿐 아니라 실제 범죄혐의 증명에 있어

서도 디지털 증거의 효용은 여타의 증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2016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작성자의 부인 진술에도 불구

하고 과학적․기술적 방법에 의한 진정성립의 증명을 통해 증거능

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일 작성

자가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부인하거나 또는 모른다는 진술을 하였

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당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혐

의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개정 전과 같이 작성자의 법정진술 이외에 진정성립

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당시에는 디지털 파일의 사용자 

분석이나 작성자의 특정 방법이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제는 수사과정에서 사용자 분석을 위한 자료를 압수하여 분석하고,

재판에서 이를 증명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으므로 향후에

도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대상을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시스템 자

체의 정보, Ⓑ대상파일 자체에 관한 정보, Ⓒ대상파일과 동일한 기

기에 저장되어 있는 주변파일에 관한 정보, Ⓓ네트워크 접속 및 이

용 정보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경우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

을 제시하였다. 윈도우 시스템의 SAM 하이브 파일, 각종 레지스트

리에 저장된 정보의 분석을 통해 시스템 사용자를 특정하거나 대상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작성자 아이디, 작성시간 등 정보를 통해 그 

파일의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대상파일과 동일한 기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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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주변파일의 관련정보와 대상파일을 비교하고, 이메일 사

용내역, 송․수신된 이메일의 주소 등 네트워크 분석함으로써 디지

털 파일의 작성자를 특정할 수도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논리적 증명

방법은 윈도우 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형사사법의 목표는 인권보장과 실체진실의 발견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진술에 의존하지 않는 과학수사, 그 중에서도 디

지털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분석하는 일은 형사사법의 두 축

을 이루는 인권보장과 실체진실의 발견 모두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가 향후 관련분야에 더욱 활발

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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