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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스

마트폰을 지닌 상태로 생활한다. 스마트은 과거 피처폰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스마트폰 내 저장된 대량의 정보는 수

사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가 된다. 대량의 전자정보 내에는 혐의사실

과 관련 없는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고, 유관정보만을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관

련성을 규정하고, 법원 역시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유관정보만을 선

별하여 압수하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법원은 전교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사건의 항소심에

서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모바일 기기 자체 압수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2노667 판결). 이는 디지털 증거 선별

압수의 원칙에 상반되는 입장으로, 해당 판례는 ‘휴대전화가 공통된

운영체제가 없고 제조사·제품별 복제 방법이 상이한 점, 압수수색현

장에 적합한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구비하기 어려운 점, 삭제된 전

자정보 복원 및 선별 압수에 대한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

는 점’을 고려하여, 모바일 기기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선별하는 것

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모

바일 기기 자체를 압수하여, 디지털 증거 분석실에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해당 기기를 분석한다. 물론 기기 분석 과정에서 유관정보

를 선별하고,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한다.

본 논문은 모바일 기기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출력 또는 복제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모바일

기기는 컴퓨터에 비해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와 달리 취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모바일 운영체체, 모바일 포렌식 도구,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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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및 선별 기술, 무결성 및 진정성을 각 검토한바, 모바일 포렌식

기술은 과거에 비해 발전하였으나, 모바일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더디고 여전히 현장 선별 압수를 위한 기술은 미비하다고 판단된다.

모바일 운영체제의 잦은 업데이트로 인하여 데이터 획득과 복원이

더 어려워지고, 모든 모바일 기기의 모든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모바일 포렌식 도구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징 단계에서 선별

하여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완전한 선별 압수는 불

가능하고, 전체 데이터를 획득한 후에 선별하여 추출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기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신속

한 증거 획득, 절차의 간소화, 경제적 이익 등 모바일 선별 압수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현 기술 내에서의 모바일 포렌식 절차를 제안하

였다.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모바일 기기를 압수한 경우, 현장 선별

압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장 선별 압수 여부를 판단한

다. 이 때, 수사팀 수사관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충분히 논의하

여 판단하는데, 긴급성, 모바일 기기 유형, 데이터 종류, 도구/인력

등을 고려한다. 먼저 현장 이미징 여부를 검토하고, 이미징 가능한

경우 이미징 후 현장 선별 여부를 판단한다. 현장 선별 압수가 불가

한 경우에는 각 사정에 따라 이미지 파일을 압수하거나 모바일 기

기 자체를 압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바일 기기의 압수 유형

별 절차는 현장 선별 압수, 이미지 파일 압수, 모바일 기기 압수 등

3가지로 구분된다.

현장 선별 압수를 위해서는 이에 적정한 방법으로 무결성 및 진

정성을 보장하고,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그

리고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교

육을 통해 모바일 포렌식에 대한 수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본 논문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다양한 압수수색 현

장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압수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도 지속적으로 모바일 선별 압수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절

차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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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모바일 포렌식, 선별 압수, 압수수색, 모바일 기기, 절차

모델,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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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가. 디지털 증거 선별 압수의 원칙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 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

련성 있는 증거만을 선별하여 압수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제215조 제1항은 압수·수색 요건으로 정황성

및 관계성을 요구하고, 동법 제106조 제3항은 디지털 증거의 출력

또는 복제의 원칙화를 규정한다. 압수물이 저장매체인 경우 원칙적

으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해야 하고, 출력 또는 복

제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저장매체 압수가 가능하

다는 것이다.

디지털 증거와 관련하여 법원은 형사소송법의 개정 이전부터 전

교조 시국선언 관련 준항고 사건(대법원 2011. 5. 26.자 선고 2009모

1190 결정)에서 디지털 증거에 대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

성 있는 증거만을 선별하여 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해당 사건

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압수현장에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만을 출력 또는 복제해야 하지만, 원칙적인 압수방법이 불

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

로 저장매체 반출이 가능하다(전체 이미징 포함).’고 판시하였다. 이

후 전교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사건(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종근당 사건(대법원 2015. 7. 16. 2011모1839 전원

합의체 결정) 등에서 법원은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법원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반면 모바일 압수와 관련하여, 법원은 전교조 압수·수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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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항고 사건의 항소심에서 모바일 기기 자체 압수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노667 판결). 해당 판

례에서 법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휴대전화의 내용을 확인하고 범

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선별적으로 복제하는 것이 기술적으

로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일부 법

원에서 모바일 기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선별 압수를

요구하면서 모바일 기기 자체에 대한 압수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컴퓨터 포렌식은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선별 압수를 하고 모바일

포렌식은 모바일 기기 자체를 압수하는바,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대해 상반되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문제이다. 모

바일 기기는 컴퓨터와 더불어 범죄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모바일 기기로 통화하고 문자만 주고받았지만, 현재

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일정 관리, 인터넷, 메신저, 이메일, 카메라,

녹음 등 단순 전화기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다. 모바일 기기가 컴퓨

터화 되어 가고 컴퓨터보다 범죄 혐의 입증에 큰 역할을 하는 데,

법원은 모바일 기기 자체에 대한 압수를 인정하였고, 일부 법원에서

는 이와 상반되게 모바일 기기에 대한 압수영장을 기각하여 일관되

지 않은 입장을 취하면서 선별 압수를 요구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 등 사생활 침해 가능성

모바일 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은 개인정보 등 사생활 침해가능성

이 크다. 모바일 저장장치 기술의 발전으로 모바일 기기에는 GPS

정보, 접속 URL 패턴, 검색어, 관심사 등 대량의 정보가 혼재되어

있고, 컴퓨터에 비해 개인정보가 많기 때문에, 피압수자 입장에서는

더욱 민감할 수 있다. 모바일 기기가 컴퓨터, 태블릿, 클라우드와 연

동될 경우 수사기관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지만, 동시에 피

압수자의 개인정보보호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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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압수·수색 현장의 모바일 포렌식 절차

긴급성, 중요성 등에 의해 압수·수색 현장에서 모바일 기기의 선

별 압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대부분의 경우 현장에서 수사팀 수사관이 모바일 기기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디지털증거 분석실에서 압수된

모바일 기기를 분석한다. 현장에서 즉시 모바일 기기의 내용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포렌식적으로 건전하게 확인할 수 없다.

수사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바, 모바일 기

기도 현장에서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수색하여 선별적

으로 압수해야 한다. 하지만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현장 수사관에게

현장 압수 여부를 전적으로 판단하도록 부담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는 현장 선별 압수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대

한 절차를 규정한 지침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형화된 지침이 마련되

면 현장의 수사관이 다양한 압수수색 상황에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모바일 기기 자체를 압수하는 것은 사생

활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2013년 부산고등법원의 판

결 이후로 모바일 기기 압수에 관한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기

관은 위 판례에 기대어 계속 모바일 기기 자체를 압수하고 있다. 법

원은 디지털 증거의 선별 압수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수사 영역

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바, 법원은 언제

든지 기술의 발달 혹은 사회 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모바일 기기 압

수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여 선별 압수를 요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판례의 변경에 앞서 모바일 선별 압수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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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 한계가 해결되었는지 검토해보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대비를 해야 한다. 4년 전 기술의 한계를 이유로 모바

일 기기의 압수가 인정되었으나, 그 한계가 현재까지 유효한지에 대

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성가 있다. 더불어 모바일 기기 압수영장에

대한 일부 법원의 기각 처분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는 선별 압수 기술에 대한 검토에 그치고 기술적으로 구

체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 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나,

국내 모바일 포렌식의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압수·수

색에서부터 분석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압수할 수

있게 함이다.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바일 포렌식의 기술 등에 대한

현 주소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절차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의의

가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를 통하여 압수·수색현장에서의 모바일 선별 압수에 대한

기술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수사팀 수사관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게 모바일 압수에 대한 종합적인 절차 모델과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모바일 포렌식의 고유한 특성에 따른 다

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컴퓨터 포렌식 및 데이터베이스 포렌식과의 비교를 통하여 모바

일 포렌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압수·수색현장에서의 모바일 포렌식

기술적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본다. 판례에서 기술적인 한계를 이유

로 모바일 기기에 대한 압수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기술적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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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모바일 포렌식

1. 모바일 포렌식 일반

가. 모바일 포렌식

모바일 포렌식은 휴대전화(피처폰, 스마트폰), PDA, 태블릿, 기어,

디지털 카메라 등 모바일 기기에서 증거를 수집하여 보존하고 분석

하는 디지털 포렌식의 한 분야이다. 여러 종류의 모바일 기기 중 휴

대전화가 모바일 포렌식의 주요 대상이다. 그래서 보통 모바일 포렌

식이라고 하면 휴대전화 포렌식을 떠올린다. 그 중에서도 2009년 말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 열풍과 함께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격하게 증

가하면서, 주로 스마트폰이 모바일 포렌식의 대상이 된다.1) 하지만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까지도 압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처폰도 여전히 중요하다.

모바일 기기는 컴퓨터와 더불어 범죄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

을 한다. 컴퓨터는 없더라도 모바일 기기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휴대성 측면에서 컴퓨터보다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 컴퓨터를 대체하고 있는데, 일례로 데스크톱

과 태블릿에서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비율이 급감하는 반면, 스마트

폰으로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비율이 급증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2)

과거 단순 통화 기능으로 사용하던 피처폰에 비해 스마트폰에는

다양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스마트폰의 데이터는 크게 ① 문자

메시지, 통화내역, 전화번호부 등과 같은 통화 관련 기본 데이터, ②

1) 본 논문은 각 내용에 따라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 휴대전화 등의 용어를 혼용하
는바, 주로 ‘스마트폰’을 위주로 기술하고자 한다.

2) http://www.itworld.co.kr/t/37/모바일/106431#csidx9e8f47750933dfabfe4b7eabb25bed5,
201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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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영상, 음성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 ③ 이메일, 일정,

메모, 인터넷 기록, 앱 데이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메시지의 경

우 공범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이외

에도 음성, 사진, 동영상, 통화내역 등 모바일 기기에서 중요한 증거

를 획득하는 경우가 많다. 모바일 포렌식의 중요성으로 인해 [그림

1]3)과 같이 매년 모바일 포렌식 지원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나. 모바일 기기의 특징

아래와 같은 모바일 기기의 특징으로 인하여 모바일 포렌식은 컴

퓨터 포렌식과 구별되어야 한다.

1) 휴대성

모바일 기기는 휴대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크기가 작고 배터리

로 작동하며 가볍다. 기기를 작게 만들기 위해 컴퓨터와 구별되는

3) 김현수 (2017). "모바일 포렌식도구를 이용한 증거분석 동향." 국내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그림 1] 모바일 증거물 분석 증가 추이(한컴지엠디 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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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인터페이스, 저장매체 및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모바일 기기의

휴대성으로 인하여 모든 곳에 모바일 기기를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

고, 그 동안 기기에는 사용자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저장되어 증

거로서의 가치가 높다. 이러한 이유로 피압수자가 증거를 은닉하기

위하여 압수수색 현장에서 모바일 기기를 숨기거나 버리기 쉽다.

2) 급진성

모바일 기술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고, 현재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최신 모바일 기기의 메모리는 64GB까지의 상당한 내부 메모

리 용량을 갖추고, MicroSD 슬롯은 최대 256GB의 저장 용량을 갖

춘 외장 메모리를 지원할 수 있고, 위치기술(GPS, Glonass, Beidou.

Galileo), Wi-Fi, 블루투스와 같은 연결 기술 등이 내장되어 있다.

또한 모바일 기기는 기술 변화에 능동적이기 때문에 머신러닝,

AI, IoT,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이 쉽게 융합되어 발전한다. 그래

서 모바일 포렌식은 IoT, 웨어러블 등의 스마트기기 진화에도 대응

해야 한다. 빠른 모바일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새로운 모바일 기기

가 출시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신기술의 접목에 대한 관심이 높

고, 컴퓨터에 비해 제품 교체 주기가 짧은 편이다. 그리고 모바일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모바일 포렌식에는

데이터베이스 포렌식의 삭제된 DB 스키마 레코드 복원(할당, 비할

당) 기술과 컴퓨터 포렌식의 파일 카빙, 삭제 파일 복구기술이 혼합

되어 있다.

3) 다양성

모바일 기기마다 기술적, 물리적 특성(크기, 무게, 프로세서 속도,

메모리 용량 등)이 다르고, 다른 유형의 확장 기능을 사용하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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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은 일반적으로 앱 스토어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마트폰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용자에 맞게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은 각자의 암호

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는 모바일 포렌식 분야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4) 보안성

최근 모바일 기기의 최대 관심사는 보안으로, 데이터 암호화에 대

한 기능을 강화화는 방안으로 발전 중이다. 애플의 아이폰은 개인정

보 보호를 위한 보안을 강조하며 홍보하고, 삼성의 갤럭시 역시 개

인정보 보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기의 보안성을 강화한다. 다

른 디지털 기기에 비해 모바일 기기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을 수

있고,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로 금융 업무, 사무도 처리하기 때문에

특히 보안에 민감하다. 그래서 FDE(Full Disk Encryption), 앱DB

데이터 암호화, 숨김 앱, KNOX, LOCK 기능, 안티포렌식 앱(완전

삭제 앱, 암호화 앱, 원격제어 앱, 데이터 은닉 앱 등), 보안폴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패스워드, 핀 코드를 강

화하고, 지문, 홍채 등 생체 인식을 이용한 기술도 발전 중이다.

이와 같은 모바일 보안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모바일 포렌식

기법이 무력화되어 가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은 물론 최근 출시된

삼성, LG의 스마트폰 역시 기기의 패스워드를 알아야 기기의 데이

터를 획득할 수 있다. 기기의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모르거나 알려주

지 않을 경우에는 데이터 획득이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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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기기 압수·수색 절차

가. 국내

국내에는 모바일 포렌식에 관한 고유하고 통일된 절차가 없다. 현

재 검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청, 식약처 등 여러 국가기관

에서 각 기관의 목적을 위하여 모바일 포렌식을 수행하고 있는데,

각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모바일 포렌식 절차를 마련하였다.

검찰은 현재 기술과 장비로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선별하거나 저

장장치만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영장에 의해 모바일

기기 자체를 압수한다.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내부 규정으로는 디지

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2016. 12. 26. 개정), 디지털 포렌

식 압수지원 절차에 관한 지침(2015. 7. 16. 제정), 전국 디지털수사

망 운영지침(2015. 7. 16. 개정), 과학수사 실무 매뉴얼(2014. 12. 발

간) 등이 있다. 이하 내부지침에 의한 검찰의 모바일 기기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이다.

1) 모바일 기기 압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모바일 기기 자체를 압수한다. 그리고 분석

장비와 환경이 갖추어진 디지털 증거 분석실에서 디지털 포렌식 수

사관이 해당 기기를 분석한다. 이는 모바일 기기를 임의 제출 받아

압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대상 기기의 수신 차단

데이터의 덮어쓰기 가능성 및 원격 삭제 등으로 인하여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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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는 압수 즉시 전원을 종료한다. 이 때 전원 버튼을 누르는 방식

으로 정상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로부터 배터리를 분리해야 한

다. 정상 종료 시에는 모바일에서 ‘Garbage Collection’ 기능을 실행

하여 일부 삭제 데이터들을 덮어쓰기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출시된 배터리 일체형 스마트폰은 USIM 분리 또는 비행기 모

드로 전환하여 기기의 데이터 수신을 차단한다.

3) 봉인 및 운반

모바일 기기를 정전기 방지용 봉투(정보저장매체 등을 훼손 또는

변경의 우려가 없는 봉투)에 넣는다. 그리고 압수물 확인(봉인)지를

작성하여 피압수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위 봉투에 부착하여 봉인한

다. 이 때 피압수자에게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참관여부 확인서’를

함께 작성하게 하고, 위 확인서의 사본과 모바일 기기를 안전하게

운반하여 디지털 포렌식팀에 분석을 의뢰한다.

4) 분석

검찰은 압수와 분석 절차가 이분화되어 있어, 모바일 기기 압수부

터 봉인 및 운반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는 수사팀 수사관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수행하고, 이후 분석 절차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디지

털증거 분석실에서 수행한다.

모바일 포렌식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디지털 포렌식 수사

관이 모바일 기기 내 데이터를 이미징하여 증거 이미지 파일을 생

성한다. 이는 모바일 기기의 정보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

정이다. ② 획득한 이미지 파일을 등록하여 파일시스템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추출 및 복구한다. 이 단계에서 파일 종류, 파일 구조, 파

일 내용, 시간관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③ 기간, 파일 확장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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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색인, 필터링 등으로 데이터를 선별하여 증거파일을 추출하고,

분석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추출된 증거파일과 분석보고서를 디

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일선 수사팀은 통합디지털

증거분석시스템(IDEAS)에서 위 증거파일을 연관 분석 후 증거로

사용한다.

4) 차이점

압수·수색에 있어서 모바일 포렌식과 컴퓨터 포렌식, 데이터베이

스 포렌식의 절차상 가장 큰 차이점은 현장 선별 압수 여부이다. 앞

서 기술한 바와 같이 모바일 포렌식은 현장에서 모바일 기기 자체

를 봉인하고, 피압수자에게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참관 여부

를 확인하여 디지털증거 분석실로 운반하여 분석한다.

컴퓨터 포렌식은 CFT(검찰에서 자체 개발한 현장용 컴퓨터 포렌

식 도구)를 사용하여 압수·수색 현장에서 대상 컴퓨터, 외부저장장

치(USB, 외장HDD, 메모리카드 등)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

로 선별하여 논리 이미지를 획득한다. 현장에서 선별 압수가 불가능

하거나 기타 사유 시에는 저장매체를 분리한 후 쓰기방지장치에 연

결하여 전체 이미지를 획득하거나 저장매체만 정전기 방지용 봉투

에 넣고 봉인하여 디지털증거 분석실에서 분석한다.

데이터베이스 포렌식도 컴퓨터 포렌식과 같이 현장 선별 압수를

원칙으로 한다. 영장 기재 범위 내에서 서버(회계서버, 메일서버, 전

재결재서버, 파일서버 등)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파일 단위로

저장한 후 CFT로 위 파일들을 재이미징 한다. 현장에서 선별이 불

가능하거나 기타 사유 시에는 현장에서 전체 이미지를 획득(풀 백

업)하고 디지털증거 분석실에서 증거 이미지 파일을 분석하는데, 이

때 분석을 위한 환경을 재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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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행 절차에 대한 검토

현행 절차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바일 기기를 압수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휴대전화 내 데이터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아닌 수사팀 수사관이 통화내역, 메시지 등을 직접 모바일

기기를 통해 보면서 데이터를 확인한다. 현장에서 휴대전화의 실제

사용자를 확인하거나 급히 혐의 사실 관련 증거를 확인해야 할 경

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구속사건 등 신속하게 증거를 찾아야 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포렌식 분석 결과를 받기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압수·수

색 영장 집행이나 사건 관련자를 조사하면서 동시에 모바일 내 증

거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모바일 포렌식 요청 급증으로 인해 분

석 의뢰 후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지체되어 도구 없이 모바일 기

기를 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장에서 모바일 포렌식 도구 없이 그냥 모바일 기기 자체를 통

해 수색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으며 실수로 유용한 증거를 변경하거

나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 문서화되고 일관된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사팀 수사관이 모바일 기기를 구동하는

것 자체가 증거물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증거물

의 무결성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은 현장에서의 압수·수

색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

한편 위와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확인하던 중 기기 내에서 증

거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모바일 기기를 압수하여 디지털

증거 분석실에서 데이터를 선별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메시지 내용을 출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메시지는 파일 단위로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는 파일 형태로 변경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해당 메시지 부분만 캡처해서 출력한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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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최대 10~15줄 정도의 대화 내용만 캡처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

상의 대화 내용은 출력하기가 곤란하다. 과거 문자메시지와는 달리

메신저 앱을 쓰면서 보통 한 번에 주고받는 대화내용은 짧아지고

주고받는 횟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몇 번의 캡처로는 증거를 획득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나. 국외

디지털 포렌식의 전반적인 절차 이외에 모바일 기기의 현장 대응

을 구체적으로 다룬 국외 절차에 대해 살펴본다. 아래 미국과 네덜

란드의 모바일 포렌식 절차 관련 문서를 보면, 긴급성, 도구/인원 등

현장 선별 압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여 현장 압수 여

부를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 미국(NIST)

미국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Guidelines on Mobile Device Forensics(SP 800-101 Revision1)”이

있다. 해당 문서의 내용 중 [그림 2]4)는 현장 의사 결정 순서도의

예를 보여준다.

해당 문서에 의한 일반적인 현장 의사 결정 순서도의 구체적인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5)

■ 잠금 해제 / 손상 - 기기가 잠금 해제 상태이고 수동 또는 논

리적 데이터 추출이 기능적으로 가능한가?

■ 긴급 - 현장에서 데이터 추출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가?

4) Rick Ayers/Sam Brothers/Wayne Jansen, NIST Special Publication 800-101
Revision 1, "Guidelines on Mobile Device Forensics," (2014), 36면.

5) Rick Ayers/Sam Brothers/Wayne Jansen, 앞의 논문,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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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미만의 디지털증거 분석실 - 휴대 기기를 2시간 이내에

디지털증거분석실로 이송할 수 있는가?

■ 도구 / 교육 - 도구를 지원하고 수사관이 적절한 교육을 받았

는가?

■ 전문가에게 연락 - 현장 수사관은 추가 지원 및 안내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연락해야 한다.

■ 배터리 50% 이상 - 장치에 배터리 잔량이 50% 이상이라고 표

시되어 있는가?

■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 - 추출에 성공하여 디지털 포렌식 수

사관이 결과를 검토한 후에 추가 정보나 분석이 필요한가?

[그림 2] NIST 현장 의사결정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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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덜란드(NFI)

네덜란드 NFI(Netherlands Forensic Institute)의 모바일 포렌식

순서도는 [그림 3]6)과 같다. 이하 NFI 모바일 포렌식 순서도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수사관이 휴대폰을 발견하면 현장을 보존하고 조사 가능 여

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일 조사가 불가능하면 상위 수준의 전문가에

게 요청을 하는데, 이를 위해 포렌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사

가 가능한 경우에는 휴대폰의 전원이 켜져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렇

지 않다면 SIM 카드 유무를 확인하고, SIM 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A절차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C절차를 진행한다. 휴대

폰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휴대폰 제원을 검색하고, 매뉴얼을

다운받는다. 그리고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포렌식 도구를 이용하여

조사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조사가 가능하다면 조사를 수행하고,

수동으로 조사 결과를 확인한다. 조사가 가능하지 않는다면 추출되

지 않은 모든 데이터를 수작업을 통해 추출한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끄고 B절차를 진행한다. … (중략) … 현장보존의 절차는 우선 휴대

폰 및 발견 장소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고, 휴대폰 조사에 위험이 있

는지를 판단해서 있다면 전문가에게 연락을 하고, 없다면 지문이나

DNA와 같은 다른 포렌식 분석방법이 필요한지를 판단한다. 있다면

해당 전문가에게 연락을 하고, 없다면 전자파에 대한 휴대폰 보호가

필요한지를 판단한다. 그렇다면 해당 전문가에게 연락하고, 그렇지

않다면 A절차를 진행한다.”7) 이하 A절차, B절차, C절차, D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해당 절차를 살펴보면 현장 조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가능성 여부

6) 경찰청, 스마트폰 포렌식 기술 연구, 국외훈련보고서 2012. 이원상/탁희성.
(2016). "디지털 포렌식 통합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8
면에서 재인용

7) 이원상/탁희성. (2016). "디지털 포렌식 통합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
책연구원. 227-228, 230-2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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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각 절차를 진행하는 점을 알 수 있다. 현장의 수사관은 해

당 순서도에 따라 기계적으로 수행할 뿐이다.

[그림 3] NFI 모바일 포렌식 순서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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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선별 압수의 필요성

가.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아니라면 모바일 기기에는 혐의사실과 전혀 관련 없는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바일 기기를 증거로 다

루는 경우 혐의사실과 무관한 개인정보에 대해 압수의 제한이 필요

할 수 있다. 압수·수색현장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선별하여

압수하면, 사건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색과정에서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압

수하지 않아 위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폐기 등에 대한 우려가 감소

하여 결과적으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모바일 기기의 압수 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문제점

으로 인해 피압수자는 불편함을 호소하는바, 현장에서 압수를 종료

하고 기기를 반환한다면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

다. 압수 이후부터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를 전혀 알 수 없

고, 연락처 이외에도 중요한 자료를 휴대전화에 저장해놓는 경우가

있다. 일반 압수물과 달리 디지털 증거는 복제가 용이함에도 불구하

고, 피압수자는 모바일 데이터를 백업 받을 기회도 없다. 실무상 피

압수자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어가게 하는 등 간단한 조치

만 가능할 뿐이다. 이와 같은 불편함으로 인해 영장에 기재되지 않

은 참고인은 임의제출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현장 선별 압수는

참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는 것도 용이해질 것이다.

나. 신속한 증거 확보

현장에서의 선별 압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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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모바일 기기를 처리하기

위해 디지털증거 분석실로 가져온다. 어떤 경우에는 디지털증거 분

석실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특정 조사는 즉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증거 처리 지연은 시간에 민감한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할 가능성이 있고, 필연적으로 형사 사법 시스

템을 느리게 만든다. 검찰 내부 규정에 의하면 디지털 포렌식 수사

관이 정보저장매체를 수령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지원

요청자에게 통보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

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에 비해 모바일 지원이 폭증하는 요즘은 신

속한 증거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구속사건의 경우 모바일 포렌식

을 요청하고, 포렌식팀에서 분석하여, 담당 검사실에서 검토하기까

지 시간이 촉박하다.

모바일 포렌식의 역동적이고 급속하게 변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즉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 기기

가 전력을 잃거나 다른 위치로 이동할 때 특정 데이터가 손실되거

나 데이터를 덮어쓸 수 있다. 또한 증거 획득의 지연은 보안 잠금

장치를 활성화하거나 원격 삭제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모

바일 기기가 원격 삭제를 지원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명령을 보내면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지울 수 있다. 현장에서의 실시간

증거 수집으로 손실될 수 있는 증거를 보존하고, 현장 상황을 신속

하게 판단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장 선별 압수 과정에서 대량의 기기를 적시에 처리하여,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정보를 가진 기기를 찾는 데 유용하다. 피압수

자가 과거에 사용했던 기기를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 적

어도 사용기간을 확인하여 선별하는 것만으로도 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혐의사실과 전혀 관련 없는 기간에 사용한 것이 확실

한 기기라면,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밀

하게 조사해야 하는 대상을 현장에서 결정하여 압수물을 합리적으

로 선택함으로써, 디지털증거분석실에서 정밀 분석해야 하는 압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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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소된다. 이로 인해 분석실의 작업 부하가 감소되어, 특히 정밀

하게 분석해야 할 압수물에 집중할 수 있고 분석 효율성도 증가할

것이다.

다. 절차의 간소화

복잡한 절차를 압수·수색 현장에서 한 번에 처리하면 압수 절차가

다소 간단해진다. 현재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현장에서 모바일 기

기를 압수하고 봉인하여 디지털증거 분석실로 운반한 후, 디지털 포

렌식 수사관이 디지털증거 분석실에서 분석(이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선별)하고, 종료 후 모바일 기기를 반환한다. 이를

현장에서 선별 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현장에서 압수와 분석이 동시에 진행되고, 정밀 분석의 필요성이 없

는 경우에는 압수가 종료되면 그 자리에서 즉시 피압수자에게 기기

를 반환할 수 있다. 그리하여 피압수자가 기기의 환부를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없고, 압수물 환부를 위해 피압수자에게 연락하고 피압수

자가 수사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절차가 생략된다.

또한 피압수자의 참여권 행사가 편리해진다. 현장 선별 압수는 피

압수자가 현장에서 선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참여권이 보장되고,

그 자리에서 압수가 종료된다. 피압수자가 참여권을 행사하기 위해

디지털증거 분석실에 방문할 필요가 없다. 현재는 디지털증거 분석

실에서 선별을 진행하기까지 압수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위

선별 과정에도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피압수자가

참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증거 분석실에 방문해야 하는데,

상호 간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참관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 장소, 인원, 도구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압수된 모바일 기기

가 많다면 참관이 하루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피압수자에

게 참여권 행사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피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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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선별 시 참여권을 행사한다고 하였을 때 일정 조정 등의 어려

움이 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뿐만 아니라, 수사팀 수사관도 함

께 선별 과정에 참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 경제적 이익

현재의 모바일 포렌식 도구는 제조업체, 독점 운영 체제 및 각 모

바일 기기와 관련된 저장소 형식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컴퓨터 포렌

식 도구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무료부터 비싼 가격

에 이르기까지 각 제품에는 모바일 기기 범위가 다양하고 각 기기

간에 추출할 수 있는 내용이 자체 정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디지털증거 분석실은 제한된 증거만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 모바일 포렌식 도구는 바탕 화면

으로 사용되는 기본 전화 식별 정보, 연락처 및 이미지를 검색하는

데 매우 성공적일 수 있지만, 다른 도구는 데이터 검색,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 오디오, 비디오 파일 추출에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디지털증거 분석실에서 두 가지 도구를 모두 구입해야 한다는 경제

적 문제가 발생한다.

여러 가지 모바일 포렌식 도구가 여러 유형의 증거를 제공하는데,

기기의 특정 데이터만 필요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부분의 경

우에 연락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이 필요하다. 당

연히 전체 데이터 획득보다는 해당 데이터만 획득하는 것이 빠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디지털증거 분석실은 모든 데

이터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획득

된 데이터가 너무 많은 경우가 있다.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선별 압

수를 통해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도구를

소유해야 하는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증거 분

석실에 제출된 기기의 수를 크게 줄임으로써 디지털증거 분석실의

한정된 도구, 인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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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 및 업데

이트 비용이 상당할 수 있는데,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도구는 정밀

분석 도구에 비해 사용하기가 쉬워, 교육비용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은 모든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모바일 기기에서 전화 식별 정보, 연락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멀티미디어 메시지, 메일, 이미지, 비디오 및 벨소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특정 포렌식 방법론의 개발을 방해한다.8)

4. 소결

모바일 기기의 휴대성, 급진성, 다양성, 보안성 등 고유의 특성으

로 인해 모바일 포렌식은 컴퓨터 포렌식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컴퓨

터 포렌식, 데이터베이스 포렌식은 현장 선별 압수를 원칙으로 함에

반하여, 모바일 포렌식은 기술적 문제로 인해 기기 자체 압수가 인

정된다. 그리하여 모바일 포렌식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모바일 기기

압수, 대상 기기의 수신 차단, 봉인 및 운반을 하고, 디지털증거 분

석실에서 분석을 수행한다.

현행 절차는 압수·수색 시 모바일 기기 자체를 압수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모바일 기기 내 증거를 포렌식적으로 건전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단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직접 데이터를 확인하

는 방법만 가능할 뿐인데, 이는 증거의 무결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리하여 현장에서도 모바일 기기 내 데이터의 무결성을 담보하면

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그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다.

피압수자 측면에서 압수물 환부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과 개인

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수사기관 측면에서 신속하게 증거

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선별 압수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특히, 현장에서 간단하게 선별하여 압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8) Richard P.Mislan/Eoghan Casey/Gary C.Kesller, (2010). "The growing need
for on-scene triage of mobile devices." Digital Investigation 6(3-4):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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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증거 처리 측면에서 피압수자와 수사기관 모두 현장 선별이

유리할 것이다. 운반, 반환 등의 절차가 생략되고, 현장에서 피압수

자의 참여권을 행사하게 하면서 데이터를 획득하고 추출함으로써

압수 절차를 종료하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이점도 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현장에서 추출하는 경

우 한정된 도구, 인력을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현장용 포렌식 도구

는 일반적으로 정밀 분석 도구 및 기법보다 적은 교육을 요구하도

록 설계되어 교육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점으로 인해 현장 선별 압수에 대한 필요성

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충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NIST와 네덜란드 NFI의 모바일 포

렌식 절차를 살펴보면, 현장 선별 압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현장 선

별 압수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만 현

장 선별 압수를 수행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모바일 기기의 현장 선별 압수에 대한 기술적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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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장 선별 압수의 기술적 한계

1. 개요

모바일 기기 자체 압수에 대해 적법성을 인정한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의 장소에서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것이 적법한 압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피고

인의 휴대전화 자체가 이 사건 영장의 압수대상물로 기재되어 있으

므로 이 사건 영장에 기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 자

체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가 보이지 아니하고, 앞서 본 증거들을 종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휴대전화는 공통된 운영체

제(OS)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각 제조사마다 메모리를 복제하는 방

법이 다르고, 같은 제조사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제품명에 따라 메

모리를 복제하는 방법이 다른 경우도 많은 점, 이에 피압수자가 어

떠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지 알 수 없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압수 〮수
색 현장에서 압수하게 될 휴대전화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구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또한 휴대전화 메모리를 복제하

는 경우, 삭제된 전자정보를 복원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를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

이 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이 2013. 5. 22.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기재한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루팅(rooting)이나 탈옥(jailbreak)을

하여 전자정보를 복제하는 방법’은 비할당 영역의 일부 데이터가 손

상되어 삭제파일을 복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보편화된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자정보의 경우 간단한 조작에 의하여도

쉽게 변경되고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를 분

리하여 추출함에 있어 원본과의 동일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무결성

과 진정성이 확보될 것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압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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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현장에서 휴대전화의 내용을 확인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복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므로,

일단 피고인의 휴대전화 자체를 압수하여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

온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9)

해당 판례는 모바일 운영체제, 모바일 포렌식 도구, 복원 및 선별

기술, 무결성과 진정성 등 모바일 선별 압수의 기술적 한계를 이유

로 모바일 기기는 정보저장매체 자체의 압수 및 전체 이미징이 불

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위 내용들을 각 검

토하여 현장 선별 압수의 기술적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2. 모바일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휴대전화는 공통된 운영체제(OS)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각 제조

사마다 메모리를 복제하는 방법이 다르고, 같은 제조사의 제품이라

고 하더라도 제품명에 따라 메모리를 복제하는 방법이 다른 경우도

많다.’는 것인데, 모바일 운영체제의 다양성에 따른 상이한 복제(데

이터 획득) 방법에 대한 검토이다.

가. 개념

운영체제(Operating System)란 스마트폰을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

어 부품인 메모리, LCD, CPU 등의 기계적인 부품들(리소스)을 효율

적으로 관리 및 구동하게 하며, 사용자와의 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구동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다. PC에서 Microsoft의 Windows OS처럼 스마트폰 즉 모바일

기기에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다양한 OS들이 각 단말 제조사들

9) 부산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노6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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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채택되어 사용하고 있다.10)

나. 종류

휴대전화 운영체제는 대표적으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애플의 iOS,

Microsoft의 Windows mobile 등이 있다.

1) 안드로이드(Android)

■ 운영체제 개발사 : 구글

■ 스마트폰 제조사 : 삼성전자, LG전자, 구글, 소니 등

■ 적용사례 : 갤럭시 시리즈(삼성), G시리즈(LG), 넥서스 시리즈

(구글), 엑스페리아(소니) 등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애플의 iOS와 달리 삼성전자, LG

전자, 소니 등 전 세계의 다양한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이 사용하는

개방형 스마트폰(모바일) 운영체제다. iOS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뿐

만 아니라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PC에도 탑재되며, 최근에는 스마

트 시계용 ‘안드로이드 웨어’도 선보였다. 안드로이드의 재미있는 점

은 구글이 업데이트를 발표할 때마다 알파벳 A부터 시작하는 코드

네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각 코드네임은 디저트 음식에서 따고 있

다. iOS와 마찬가지로 맨 앞자리의 숫자가 올라가면 대규모 업데이

트로, 그 뒤의 숫자가 올라가면 소규모 업데이트로 적용한다. 업데

이트 시기는 6개월부터 1년 단위로 다소 유동적이다. 다만, 구글은

안드로이드 2.3버전인 진저브래드 발표 이후 구글 I/O를 통해 1년에

1번씩 업데이트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11) 최초 배포판 이후 꾸준히

10) 제갈병직, "스마트폰시장과모바일os동향," Semiconductor Insight (2010). 11-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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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되었고, 업데이트 시 일반적으로 버그 수정과 새로운 기능

이 추가된다.

2) iOS

■ 운영체제 개발사 : 애플

■ 스마트폰 제조사 : 애플

■ 적용사례 : 애플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등

‘iOS’는 스마트폰의 시대적 아이콘, 아이폰에 탑재되는 애플 모바

일 전용 운영체제다. 처음 발표된 2007년에는 아이폰에만 사용되었

지만, 현재에 이르러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팟, 아이패드 등에도

11) [네이버 지식백과] 스마트폰 운영체제-스마트폰 구별의 기준 (용어로 보는 IT)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0731&cid=59088&categoryId=59096
2017. 11. 14.

버전 발표일
Apple pie (1.0) 2008. 9. 23.
Banana bread (1.1) 2008. 11. 4.
Cupcake (1.5) 2009. 4. 30.
Donut (1.6) 2009. 9. 15.
Eclair (2.0/2.1) 2009. 10. 26.
Froyo (2.2) 2010. 5. 20.
Ginger bread (2.3) 2010. 12. 6.
Honeycom (3.0~3.2) 2011. 2. 24.
Ice cream sandwich (4.0) 2011. 10. 19.
Jellybean (4.1~4.3) 2012. 6. 28.
Kitkat (4.4) 2013. 10. 31.
Lollipop (5.0~5.1.1) 2014. 10. 16.
Marshmallow (6.0) 2015. 5. 28.
Nougat (7.0) 2016. 8. 22.
Oreo (8.0) 2017. 8. 21.

[표 1]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버전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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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재된다. 애플이 처음 발표한 iOS는 2007년으로, 당시에는 애플 이

외의 개발사 또는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개발할 수 없

었다. 이후 2008년 6월, 애플이 개발자 도구(SDK)를 공개했으며, 2.0

버전부터 누구나 앱을 개발하고 앱스토어를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애플은 1년에 한번씩 iOS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하며,

주로 애플의 공식 개발자 회의인 ‘WWDC’에서 공개한다. 1년에 한

번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할 때마다 iOS 뒤의 숫자를 하나씩 올린

다.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에는 iOS9.1, iOS9.2와 같은 ‘소규모’ 업데

이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소규모 업데이트는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 발견되는 버그 또는 문제 등을 해결해 안정화하는 작업이다.

흔히 대규모 업데이트를 ‘메이저(major)’ 업데이트, 소규모 업데이트

를 ‘마이너(minor)’ 업데이트라고도 부른다.12)

3) 윈도우(Windows)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모바일 운영체제로 윈도우 모바일의 후

12) [네이버 지식백과] 스마트폰 운영체제-스마트폰 구별의 기준 (용어로 보는 IT),
앞의 인터넷 사이트, 2017. 11. 14.

버전 발표일
iPhone OS 1.0 2007. 6. 29.
iPhone OS 2.0 2008. 7. 11.
iPhone OS 3.0 2009. 6. 17.
iPhone OS 4.0 2010. 6. 1.
iPhone OS 5.0 2011. 10. 12.
iPhone OS 6.0 2012. 9. 20.
iPhone OS 7.0 2013. 6. 12.
iPhone OS 8.0 2014. 9. 17.
iPhone OS 9.0 2015. 6. 9.
iPhone OS 10.0 2016. 6. 14.
iPhone OS 11.0 2017. 6. 5.

[표 2] iOS 운영체제 버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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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운영체제이다. 주로 기업이나 비즈니스용이었던 윈도우 모바일과

대조적으로 개발 초기부터 일반 소비자를 위해 개발되었으며, 윈도

우 모바일과의 호환성은 없다. 따라서 윈도우 모바일, 포켓 PC, 윈

도우 CE용으로 만들어진 응용 프로그램은 윈도우 폰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없다. 13)

그런데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바일 버전의 윈도우를 포기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부문 임원이 ‘새로운 하드웨어와 모바일

OS 없다.’고 전하였다.14) 윈도우 모바일의 점유율이 0.1%에 불과하

며, 윈도우가 모바일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3위라고 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없다.

4) 그 밖의 운영체제

애플의 iOS, 구글의 안드로이드, MS의 윈도폰 이외에도 국내외에

는 다양한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있다. 블랙베리의 ‘블랙베리 OS’, 삼

성전자의 ‘타이젠(TIZEN)’, 모질라 재단의 ‘파이어폭스(firefox) OS’,

캐노니컬(Canonical)의 ‘우분투 터치(Ubuntu Touch)’ 등이다. 하지

만, 2017년 1분기를 기준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iOS, 안드

로이드, 윈도우폰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체제의 점유율은 0.1%에 불

과하다.

다. 특징

1) OS 종류 관점

13) [네이버 지식백과] 스마트폰 운영체제-스마트폰 구별의 기준 (용어로 보는 IT),
앞의 인터넷 사이트, 2017. 11. 14.

14) http://www.itworld.co.kr/news/106650#csidxa1da9489325007bad4b9c54a34d30ab,
201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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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처폰은 일반적으로 공개된 문서가 없는 닫힌 운영체제를 사용

한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 중 다수가 모바일 기기 제조

업체에게 실시간 운영 체제 솔루션을 제공한다. 반면 스마트폰은 일

반적으로 독점 또는 오픈 소스 운영 체제를 사용한다.15) 2017년 1분

기 기준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OS 시장 점유율은 [그림 4]16)와 같

이 안드로이드와 iOS로 양분화 되었다.

[그림 4] 스마트폰 OS 시장 점유율(2017년 1분기)

15) Rick Ayers/Sam Brothers/Wayne Jansen, 앞의 논문, 5면.
16) http://www.idc.com/promo/smartphone-market-share/os, 201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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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S 업데이트 관점

OS의 주기적인 업데이트로 인해, OS 종류(안드로이드, iOS 등)

내 버전이 다양하다. [그림 5]17)와 같이 다양한 안드로이드의 버전

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컴퓨터에 비해 모바일은 각 OS 버전별로 업데이트 속도가 빠르고

변화 폭이 크다. 짧은 업데이트 주기는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시기

적절하게 개발, 테스트 및 출시하고 새로운 OS를 다루는 업데이트

를 어렵게 한다. 또한 OS의 업데이트로 인해 점점 보안 기능이 강

화되어 모바일 기기의 데이터 획득은 점점 어려워지고, 사용하던 도

구가 OS 업데이트 이후에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림 5] 다양한 안드로이드 버전의 시장 점유율 (2017년 1월)

17) http://www.itworld.co.kr/t/37/모바일/105985?page=0, 201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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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S 적용 관점

일부 스마트폰에는 카메라, 위성 위치 확인 장치(GPS) 및 소형 하

드 디스크와 같은 보조 장치 및 모듈이 포함될 수 있다. OS는 사용

자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고 하드웨어 장치에 맞게 사용자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하드웨어 장치는 두 장치가 서로 상당히

유사하더라도 서로 다른 OS 버전과 사양을 가질 수 있다. 동일한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두 가지 다른 하드웨어 장치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양한 휴대전화 제공업체가 장치의 ROM에 있는 일부 옵션

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다른 공급자로부터 구입한

두 개의 동일한 휴대전화 간에 변형이 발생한다. 독점 하드웨어는

모바일 포렌식의 또 다른 관심사이다. 모바일 포렌식 도구는 이러한

장치에 대한 지원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여러 스마트폰에는

컴퓨터를 통해 액세스 할 수 없는 인터페이스가 있다. 이 경우 장치

의 포렌식 분석이 더 어려워진다.18) 즉, 제조사, 제품명에 따라 OS

를 기기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모바일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은 더

욱 다양해진다.

라. 검토

최근 스마트폰 OS 종류는 대부분 안드로이드 또는 iOS로 양분화

되어, 각자 고유의 시스템을 사용하던 피처폰에 비해 상당 부분 통

일되었다. 그러나 각 OS 업데이트와 OS 적용 관점에서 모바일 데

이터 획득은 더욱 어려워졌다. 모바일 기기는 업데이트 속도가 빠르

고 각 업데이트로 인한 변화가 크다. 또한 기기를 바꾸지 않더라도

18) Archit Goel/Anurag Tyagi/Ankit Agarwal, (2012). "Smartphone Forensic
Investigation Process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Security (IJCSS) 6(5). 3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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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만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하드웨어 장치에 OS를 적용할 때 사

용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도 있다. 이러한 OS 버전의 다양성

은 현장에서 모바일 포렌식을 어렵게 만든다. 여전히 메모리의 복제

방법은 다양하고, 잦은 모바일 OS의 업데이트에 맞춰 모바일 포렌

식 도구를 함께 개발하고 업데이트해야 하기 때문이다.

3. 모바일 포렌식 도구

‘피압수자가 어떠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지 알 수 없는 수사기관

으로서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압수할 휴대전화에 적법한 소프트웨어

나 장비 구비가 어렵다.’는 것인데,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

는 모바일 포렌식 도구에 대한 검토이다.

가. 기존 모바일 포렌식 도구

1) 종류

모바일 포렌식 도구는 모바일 포렌식을 수행하는 하드웨어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현재 주로 사용되는 모바일 포렌식

도구는 한컴 GMD의 Mobile Forensics(MD-RED, MD-SMART),

Final Data의 FINAL Mobile Forensics, Cellebrite의 Mobile

Forensics 등이 있고, 이외에 검찰청에서 자체 개발한 모바일 포렌

식 도구인 MFA가 있다.

2) 한계

기존의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랩톱에 연결하여 압수·수색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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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바일 포렌식을 수행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한계가 있다.

가) 시간 제약

모바일 기기는 내장되어 있는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

는데, 단순히 파일 단위로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체제에서 사

용하거나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레코드 단위로도

저장되어 있다. 이로 인해 내부 데이터를 모두 분석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기기에 내장되어 있는 플래시메모리의 데이터를 모두 복제

(덤프)한 이후에 분석 도구를 통해서 분석해야 한다. 이 때, 플래시

메모리의 모든 데이터를 이미징하는 과정만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19)

게다가 모바일 기기의 내장플래시 메모리 용량이 커지면서 기기

에는 대량의 데이터가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항상 휴대하면서 사

용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데이터를 생성하여 저장하고, 1대 이상의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 실제로

압수·수색 시 한 사람이 여러 대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용 휴대전화를 따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도 수사에 필요하다면 압수·수

색해야 한다. 압수·수색 시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 뿐 아니라 혐의

사실에 해당되는 기간에 사용한 휴대전화의 데이터까지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랩톱에 연결된 모바일 포렌식 도구는 데스크톱에 연결될 때

에 비해 획득 및 분석 과정이 느릴 수밖에 없다. 디지털증거 분석실

에서는 고사양의 데스크톱에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연결하여 데이

터를 획득하고, 데이터를 획득하는 동안 다른 기기의 분석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제한된 시간이 주어진 현장에서 랩톱에

19)  어수웅/조우연/이석준/손태식, "모바일 포렌식 증거능력 확보 방안 연구," 정보
보호학회논문지 26, no. 1 (2016), 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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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도구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증거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나) 네트워크 차단

일반적으로 데이터 변경 및 원격 삭제를 방지하기 위해 증거 모

바일 기기는 네트워크에서 격리되어야 한다. 모바일 기기는 기본적

으로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이 켜져 있다면

데이터가 끊임없이 변경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네트워크 차단은 필

수적인데, 압수·수색 현장에서 네트워크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로 데

이터를 추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디지털증거 분석실에는 네

트워크 차단을 위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나,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네트워크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모바일 장치를 무선 통신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이러한 문제를 방

지하기 위한 세 가지 기본 방법은 기기를 비행기 모드로 두거나 기

기를 끄거나 마지막으로 기기를 전자파 차단 봉투에 넣는 것이다.

각 방법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다.20)

n 비행기 모드를 사용하려면 키패드를 사용하여 모바일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수사관이 해당 기기에 익숙하고 취한 조치를

(종이 또는 비디오에) 기록 할 경우에는 위험 부담이 적다. 단,

비행기 모드는 모든 경우 시스템이 GPS와 같은 다른 서비스

에 연결되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다.

n 모바일 기기를 끄면 잠금 장치가 활성화되어 기기에 접근하여

획득하는 것이 복잡해지고 분석이 지연될 수 있다.21)

n 모바일 기기를 켜고 기기를 전자파 차단 봉투에 넣어 무선 통

신을 차단하면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는 기기가 신호 강도를

최대로 높이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늘어 배터리 수명이 단축된

20) Rick Ayers/Sam Brothers/Wayne Jansen, 앞의 논문, 29면
21) 네트워크를 차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원을 껐다 켜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일부

데이터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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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네트워크 연결 실패로 인해 특정 모바

일 기기가 네트워크 데이터를 재설정하거나 지울 수 있다. 전

자파 차단 봉투는 무선 신호를 약화시킬 수 있지만 완전히 제

거 할 수는 없으므로 인접한 경우 셀 타워와 통신할 수 있다.

전자파 차단 봉투를 부적절하게 밀봉할 위험과 무의식적으로

셀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할 위험이 있다.

다) 분석 범위

모든 모바일 기기의 모든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바일 포렌식 도구가 없다. 각 모바일 포렌식 도구에 따라 분석 방

법과 분석 범위가 조금씩 상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팀

에서 여러 가지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구비하고, 각 기기에 맞는 모

바일 포렌식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MFA의 경우 안드

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만 지원하기 때문에, iOS 기반의 스마트폰은

다른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모바일 기기의 종류뿐만 아니라 앱이 다양화되었는데, 모바

일 포렌식 도구에서 분석되지 않은 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도구에

해당 앱에 대한 분석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앱도 지속적으로 업데

이트를 하기 때문에, 해당 앱에 대한 분석 기능을 추가했다고 하더

라도 앱 업데이트 이후 다시 도구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가 발

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모든 종류의 도구를 구비하고, 즉

시 새로운 앱에 대한 기능을 추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나.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도구

현재 검찰에서는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나,

모바일 포렌식 도구 공급업체에서 판매하는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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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가 있다. 20~100개의 케이블, 전원 충전기 및 기타 액세서리가

포함된 강화 케이스에 여러 버전의 랩톱이 설치되어 있다. 이 랩톱

키트 형태의 도구에는 모바일 포렌식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었다.

1) 종류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도구에는 한컴 GMD의 MD-Portable,

Cellebrite의 UFED Infield, MSAB의 MSAB Field 등이 있다.

■ MD-Portable

한컴 GMD의 MD-Portable은 스마트폰 자동 감지를 지원하는 단

순화된 제품이다. MD-LIVE를 사용하여 처리 중에 데이터를 더 빠

르고 선택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 MD-LIVE는 사용하기 쉬운 사용

자 인터페이스와 논리적 추출 및 빠른 데이터 분석 기능을 갖춘 모

바일 라이브 데이터 포렌식 제품이다. 또한 자동 스마트폰 탐지, 스

마트폰 디스플레이 미러링 및 카메라로 증거 이미지를 캡처하거나

현장에서 비디오를 녹화할 수 있다.22)

■ Cellebrite-Infield (Ruggedized Laptop)

Ruggedized Laptop에는 UFED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Panasonic

Toughbook과 사용자가 어디서나 데이터 추출, 디코딩 및 분석을 수

22) http://www.hancomgmd.com, 2017. 11. 14.

[그림 6] MD-Po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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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는 무료 디지털 포렌식 액세서리가 있다. 이 키트는 어디

에서나 원활하게 작업 흐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휴대 가

능하고, 특수 제작된 케이스에 담겨 있다.23)

■ MSAB-Field

MSAB Field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이러한 모든

기능을 통합하여 오늘날 사용 가능한 대다수 모바일 기기에 대한

완전하고 신속한 분석을 수행한다. 단일 구성 요소 솔루션으로 모든

구성 요소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문제 및 지원 문제를 최소화하는

솔루션으로 작업할 수 있다.24)

2) 한계

위와 같은 랩톱 키트는 우선, 무겁고 비싸다. 둘째, 이 소프트웨어

는 현장에서의 선별을 염두에 두고 특별히 설계되지 않았으며 데이

터 수집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느리다. 셋째, 획득 속도가 증가하

지 않아 많은 조사가 필수적이다.25) 증거수집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

영하거나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하는 등 부가적인 기능을 추가하였

23) https://www.cellebrite.com, 2017. 11. 14.
24) http://www.msab.com, 2017. 11. 14.
25) Richard P.Mislan/Eoghan Casey/Gary C.Kessler, 앞의 논문, 115면.

[그림 7] Cellebrite-Infield [그림 8] MSAB-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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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 이외에는 기존의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랩톱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과의 중요한 차이를 알 수 없다. 파티션 전체를 획득한

이후에 선별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획득 과정에서의 완전한 선별을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못 하였고, 모바일 기기의 현장 선별이 가능하

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다. 검토

압수수색 현장에서 기존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랩톱에 연결하거

나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키트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랩톱에 도구를 연결하면 디지털증거 분석실의 데스크톱에 연결했을

때보다 증거 획득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현장용 포렌식 도구 역

시 압수·수색 현장에서 편리하게 데이터를 선별할 수 있도록 포맷되

었을 뿐이고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식에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

존 도구에 비해 획득 속도가 크게 개선된 것은 아니다. 모바일 저장

장치가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 모바일 포렌식 도구가 데이터를 획득

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고 볼 수도 없다.

모바일 포렌식 도구도 모바일 기기와 함께 발전하였지만, 여전히

모든 모바일 기기에 대해 완벽히 수행할 수는 없다. 또한 압수수색

현장에서 네트워크를 차단에 대한 완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 획득 과정에서 데이터가 변경될 우려가 있다.

4. 복원 및 선별 기술

‘삭제된 전자정보를 복원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

하여 압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다

고 보이는 점’에 대한 검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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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원 기술

데이터 삭제나 데이터 암호화, 조작, 은닉과 같이 ‘포렌식 도구, 수

사 및 수사관의 분석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인 안티 포렌식 행위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 내의 비할당 영역을 포

함한 전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26)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데이터를 획득하여 분석해야 한다. 일부

데이터로는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다. 현장에서 획득한 논리

적 데이터로는 데이터 복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장 선별의 경우

현장에서 압수가 종료되어 혐의사실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모바일 기기의 데이터 획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FDE(풀 디스크 암호화), 앱DB데이터 암호화, 보안기능 화면 잠금,

보안폴더, 안티 포렌식 앱, 암호화된 파일 등의 다양한 형태로 모바

일 기기의 데이터가 암호화되고 있다. 최신 스마트폰의 삭제 데이터

는 거의 복원되지 않고, 라이브데이터를 추출하는 데에 그친다.

FDE(Full Disk Encryption)로 인해 안드로이드는 6버전 이하는 디

코딩 가능하나 7버전 이후부터는 디코딩이 불가능하고, iOS는 아이

폰3S부터 암호화되었고 아이폰4S부터 디코딩이 불가능하다. 특히

아이폰은 애플의 폐쇄적인 정책으로 인해 내부 데이터의 획득이 제

한적이다. Chip-off 이미징 결과 역시 암호화 되었다. 이와 같은 저

장장치와 앱 데이터가 다양한 방법으로 암호화되기 때문에 삭제 데

이터에 대한 접근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리하여 최근 출시된 스마트폰은 현장 선별 압수와 디지털증거

분석실에서 정밀 분석을 하는 것과의 결과에 차이가 거의 없다. 정

밀 분석을 통하여 삭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신 스마트폰의 복원은 현장 선별 압수에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26) 어수웅/조우연/이석준/손태식, 앞의 논문, 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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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별 기술

압수·수색에 있어서 모바일 기기는 디지털 기기와 저장매체의 분

리 여부, 저장매체의 인터페이스 표준화 여부, 선별 이미징의 기술

적 한계 등에서 컴퓨터와 차이가 있다.27)

첫째, 모바일 기기는 저장매체와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모바

일 기기에 사용되는 저장매체는 플래시 메모리인데, 이는 모바일 기

기의 메인보드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이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Chip-off를 해야 한다. Chip-off는 기기로부터 플래시메모리는 분리

한 후 플래시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는 모바일 포렌식 기법

이다. Chip-off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Chip-off 기기가 필요하여 현장

에서는 할 수 없고, 분석 후 휴대전화를 다시 사용할 수 없고 분리

과정 중 데이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수행한

다. 한편, 컴퓨터는 메인보드와 별개로 구성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저장매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분리 가능하여, 현장에서

선별 압수를 할 수 없는 경우 저장매체를 분리하여 쓰기방지장치

연결 후 이미징을 하거나 저장매체만을 압수할 수 있다.

둘째, 모바일 기기는 저장매체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비표준화 되

어 있어 현장에서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연결하여 확

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한편, 컴퓨터는 하드디스크를 컴퓨터

에 연결할 때 주로 ‘IDE’ 또는 ‘SATA’ 케이블로 표준화되어 있어

현장에서 압수 대상 디스크를 직접 연결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된 전자정보를 이미징 할 수 있다.

셋째, 현재 기술로는 모바일 기기에서 관련된 데이터만을 선별하

여 이미징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모바일 저장매체의 전부를 이미징

하거나, 기술적으로 이미징이 가능한 영역에서 선별 없이 이미징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바일 포렌식은 데이터의 획득 과정에서부터

27)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2014). "과학수사 실무 매뉴얼." 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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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선별이 어렵다. 한편 컴퓨터는 이미징 단계 전에 현장용 컴

퓨터 포렌식 도구로 파일 구조, 내용 등을 파악하고 관련 파일만을

선별하고, 선별된 파일만을 이미징 한다. 전체 영역(혹은 기술적으로

이미징이 가능한 영역)을 이미징하고, 그 이미지 파일을 등록하여

선별하는 모바일 포렌식과는 절차적으로 다르다.

컴퓨터 포렌식과 다르게 모바일 포렌식이 이미징 단계부터 선별

하지 못하는 것은 모바일 기기의 일부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형태

로 저장되어 파일 단위로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진,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컴퓨터와 같이 파일 단위로 저장되어 사용

자가 기기를 USB로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에도 파일 단위로 볼 수

있고 분리도 가능하다. 하지만 통화내역, 메시지 등은 데이터베이스

파일 안에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데이터 일부가 필

요하더라도 전체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회

득해야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사용자가 있을 수 있는 파일

(엑셀, PDF) 형태로 변환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데이터 저장 형태의 차이점으로 인해 모바일 포렌식은

압수목록 교부가 제한적이다.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레코드 단위로

저장되어 파일로 목록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피압수자에게 파

일 단위로 상세한 압수 목록을 교부할 수 없다. 현재는 모바일 기기

자체를 압수하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를 압수물로 작성하여 압수목

록을 교부한다. 한편, 컴퓨터 포렌식은 압수목록교부서에 해당 이미

징 파일을 압수물로 작성하고, 이미징 파일 내 파일 단위의 상세 목

록까지 피압수자에게 제공한다. 파일 개수가 많기 때문에 피압수자

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압수한 파일 목록을 파일(HTLM) 형태로 저

장하여, 피압수자가 상세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다. 검토

삭제된 데이터의 복원 관점에서 현장 외 선별의 실익이 점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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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고 있다. 모바일 보안 기능의 강화로 인해 디지털증거 분석실에

서도 복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신 스마트폰은 디지털증거분석

실로 가져가서 작업하더라도 활성화된 데이터만 획득할 수 있다. 이

런 경우에는 오히려 현장에서 선별하여 압수 후 그 자리에서 압수

절차를 종료하는 것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편리할 수 있다. 단, 삭

제된 데이터의 복원이 가능한 휴대전화는 전체 데이터를 획득하여

복원해야 하는데,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복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

기 자체를 압수해야 할 것이다.

한편, 모바일 기기의 현장 선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기

와 저장매체의 분리 여부, 저장매체의 인터페이스 표준화 여부, 선

별 이미징의 기술적 한계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차

이로 인해 압수·수색에 있어서 모바일 기기를 컴퓨터와 달리 취급하

는 것인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개인정보 침해, 압수수색의 남용에

대한 우려 등만을 내세우면서 무조건 모바일 기기도 현장에서 선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모바일 기기는 저장매

체 분리와 선별 이미징이 불가하다는 데에서 모바일 포렌식의 한계

가 있다. 모바일 기기는 먼저 전체 데이터를 획득하고, 획득한 이미

징 파일을 통해 선별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모든 데이터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사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면서 선별하는 것도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다.

5. 무결성과 진정성

‘전자정보의 경우 간단한 조작에 의하여도 쉽게 변경되고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를 분리하여 추출함에 있어

원본과의 동일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무결성과 진정성이 확보될 것

이 요구된다.’는 점에 대한 검토이다.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압수·수

색·검증한 때로부터 법정에 제출할 때까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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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그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이용된 도구와 방법의 신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

다.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물건의 동

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

수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압수

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

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 기일에서의 그 작성

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한

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28)

해당 판례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위한 동일성(진정성),

무결성, 전문법칙을 요구한다. 이하에서는 모바일 기기로부터 획득

한 증거의 무결성과 진정성에 대해 검토한다.

가. 개념

1) 무결성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이라 함은, 디지털 증거가 다른 증거와 달리

변경, 훼손이 아주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최초 저장된 매체에

서 법정에 제출되기까지 변경이나 훼손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진정성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항이다. 다

만 진정성의 문제는 특정인의 행위의 결과가 정확히 표현되도록 만

들어졌는지, 즉, 최초 생성(성립) 과정의 순수성을 주로 다루고, 그

이후 자료의 저장 수집 보존 제출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오류가 발

28)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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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지는 않았는지를 다루는 문제임에 반해 무결성의 문제는 증거

처리의 전반적 과정의 순수성을 다루는 것으로서 주로 증거 또는

증거가 될 디지털 정보의 처리나 관리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디

지털 증거의 진정성은 결과적인 측면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다.29)

2) 진정성

디지털 증거 역시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진정성의 요건을 충족

해야 함은 물론이다. 즉, 디지털 증거도 진술증거 여부의 문제를 떠

나 특히 사후에 제출된 증거가 저장 수집 과정에서 오류(변경, 훼

손)가 없으며, 특정인의 행위의 결과가 정확히 표현되었고 그로 인

해 생성된 자료인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디지털 증거의 원

본 자체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고 그 사본이 제출된 경우 또는 그

출력물이나 촬영물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출력물, 촬영물 등

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

의 진정성 요건에다가 원본과의 동일성이라는 요건이 추가되는 것

이다. 그러므로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으로 요구되는 동일성의

요건은 진정성의 한 측면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다.30)

나. 한계

모바일 기기에서 진정성과 무결성을 입증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29) 김한균 등 (2017).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증거와 디지털 포렌식 발전방안 연
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7면.

30) 김한균 등 (2017). 앞의 논문, 83-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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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기는 컴퓨터와 달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끊임없이 활

동하며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무결성과 진정

성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 모바일 기기에서 끊임없이 메모리 내용

이 변경되기 때문에, 해시값을 획득할 때마다 그 값이 변경된다. 따

라서 획득한 이미지 파일에서 유관정보를 선별한다고 하더라도, 법

정에 제출된 증거가 획득 당시 증거와 동일한가의 문제가 제기되었

을 때 재현성 증명이 곤란하다.

그렇다고 저장매체 자체를 원본 데이터로 보기에는 저장매체 분

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모바일

기기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컴퓨터와 같이 저장매체의 분리가

쉽지 않고, 저장매체인 플래시메모리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Chip-off

를 수행할 수 있는 기기, 공간, 인원이 필요하다. Chip-off는 데이터

의 영구 손실 위험성과 Chip-off의 이후 모바일 기기의 정상 작동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다. 검토

모바일 기기의 네트워크 연결성으로 인하여 모바일 포렌식은 기

존 디지털 포렌식과 같은 방법으로 무결성 및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무결성 및 진정성 담보를 위한 일반적인 조치는 이미징 기술

과 해시값 비교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모바일 데이터는 끊임없이 데

이터가 변경되기 때문에, 단순 해시값 비교는 불가능하다(이는 현장

선별 압수에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해시값 계

산 이외에 모바일 기기를 압수하여 반환할 때까지 봉인함으로써 절

차적으로 무결성과 진정성을 보장한다. 압수 시 현장에서 압수물을

봉인하고 이에 대해 피압수자로부터 서명을 받는다. 그리고 디지털

증거 분석실에서 봉인 해제 시 동영상을 촬영하고, 분석 종료 후 재

봉인 시 다시 동영상을 촬영한다. 해당 기기를 피압수자에게 환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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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피압수자 참여 하에 봉인을 해제하고 피압수자로부터 서명을 받

는다. 피압수자가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미징과 선별 과정에 참

여권을 보장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현장 선별 압수의 경우 전체 데이터를 이미징하고 유관정

보를 선별하여 파일 형태로 추출한다면, 선별된 파일에 대한 무결성

과 진정성 담보가 더 어려워진다. 현장에서 해시값을 계산할 수는

있지만, 추출된 파일을 개별적으로 해시값 비교하기에는 파일 개수

가 너무 많을 수 있다. 또한 분석 전 과정에 대한 촬영이 쉽지 않다

는 것인데, 디지털증거 분석실과 달리 현장에서의 촬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압수 현장을 전체적으로 촬영할 수는 있겠지만, 다수

의 사람이 있고 급박하게 진행되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분석 전 과

정을 촬영한다는 것은 촬영 장비, 인원 공급 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

려울 수 있다.

6. 소결

지금까지 압수·수색현장에서의 모바일 기기의 선별 압수에 대한

기술적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모바일 포렌식 기술은 과거에 비해 상

당 부분 발전하였으나, 여전히 모바일 기기의 선별 압수에 대한 기

술은 미비하다고 판단된다. 휴대전화의 OS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계속 변화하고, 업데이트 시 특히 보안 기능이 강화된다. 최신

스마트폰은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데이터 획득 자

체가 어려워지고 있고, 선별된 일부 데이터만으로는 삭제된 데이터

를 복원할 수 없다. 특히 선별 이미징할 수 있는 모바일 포렌식 기

술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별 이미징 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모바일 기기가 끊임없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모바일 데이터의 무결성과 진정성 확보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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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장 대응을 위한 압수·수색 방안

1. 모바일 포렌식 절차 정비

제Ⅲ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모바일 운영체제는 지속적인 대·소

규모 업데이트로 인해 여전히 다양하고, 모바일 기술의 급속한 발전

으로 인하여 모바일 포렌식 기술은 사실상 퇴보하여 데이터의 획득

조차 어려워졌다. 과거에 비해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선별 압수를

위한 기술적 발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인하여 현장 선별 압수에 대한 요구의 목

소리가 커지고 있는바,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효과적인 수사 간 균

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요구가 크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일률적인 현장 선별

압수는 압수의 목적과 현실에 맞지 않다. 미국 NIST와 네덜란드

NFI의 표준도 현장 선별 압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여, 현장

에서 조사 가능한 경우에만 현장 모바일 포렌식을 수행한다. 우리나

라도 현장 선별 압수의 필요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한 현장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모바일 기기를 압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압수수색 현장의 수사관이 선별 압수를 효과적으로 수

행하기 위한 객관적인 표준이 필요하다. 이에 압수수색 현장에서 선

별 압수를 고려한 모바일 포렌식 절차 모델을 제안한다. 단, 전체

단계보다는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수집 및 보존’ 단계에 집중할 것

이다.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모바일 포렌식 절차는 [그림9]와 같다.

모바일 기기를 압수하면 현장 이미징 여부를 검토하고, 현장에서 이

미징이 불가한 경우에는 모바일 기기를 압수하여 디지털증거 분석

실에서 이미징 및 선별을 한다. 현장 이미징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

장에서의 선별 여부를 검토하여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선별까

지 하고, 불가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미징까지만 하고 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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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실에서 선별 절차를 수행한다. 현장 선별 후에는 정밀 분석 여

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바일 기

기 압수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림 9]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모바일 포렌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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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판단 기준

압수·수색 현장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현장에서의 이미징

및 선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사건 담당 검사의 주도 하에 디지

털 포렌식 수사관과 수사팀 수사관이 충분히 논의하여 현장 선별

압수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의 지원 인력으로서 수

사팀 수사관에게 현장 선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현장 선별 압수의 목적은 특정 정보를 신속하

게 수집하여 수사팀 수사관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그것이 수사와 관

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돕는 것이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은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도 잠재적인 증거로 모바일

기기에 대한 즉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결정에는 어떤

기기가 탐색할 정보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현장에서의

선별 압수가 유익한지 여부, 모바일 기기를 분석실로 가져와 처리해

야 하는지 여부가 포함된다.31)

1) 긴급성

현장 선별 압수는 긴급하게 압수해야 필요성이 있는 모바일 기기

에 특히 유용하다. 암호를 알 수 없는 모바일 기기가 암호가 해제된

상태로 활성화(잠금 해제 상태)되어 있다면, 위 기기가 암호화되기

전에 신속하게 증거를 획득해야 할 것이다. 기기의 화면이 잠기면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더 이상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을 수도 있

기 때문이다.

사건의 긴급성으로 인해 현장 선별 압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실

31) Richard P.Mislan/Eoghan Casey/Gary C.Kessler, 앞의 논문, 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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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사건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분석을 위해 모바일 기기를 디지

털증거 분석실에 운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신속하게

압수해야 하는 경우라면, 추후에 정밀한 분석을 재요청한다고 하더

라도 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데이터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와 반

대로 원하는 데이터가 기기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도 있다.

2) 사건 관련성

모바일 기기의 저장용량이 증가하였고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사

용하는 등 확인해야 할 데이터가 많은 경우 압수수색 현장에서 모

든 데이터를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압수 우선순위를 설정

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선별해야 한다. 각 사안에 따라 사건 관련

성 여부를 판단하여 압수 순서를 정하는데, 증거가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모바일 기기를 먼저 선별 압수 한다. 이에는 피의자나 중

요 참고인이 압수 또는 범죄 당시 사용한 모바일 기기가 해당할 것

이다. 압수 과정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증거를 신속하게 획득하기

위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잠재적인 디지털 증거를 신속하게 검토해

야 한다. 더불어 연락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의 세

부 정보를 검토하여 압수 대상을 결정한다.

3) 모바일 기기 유형

특정 모바일 기기의 잠재적 중요성을 평가하고 처리하는 가장 효

과적인 방법을 고려할 때, 기기를 해당 기능 및 속성을 기반으로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유용하다.32)

■ 유형1 : 기본 전화 - 데이터 감소, 변동성 증대

32) Richard P.Mislan/Eoghan Casey/Gary C.Kessler, 앞의 논문, 115-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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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통화 기록, SMS 메시지)

■ 유형2 : 카메라폰 - 보통 데이터, 중간 정도의 변동성

(예 : 사진, 동영상)

■ 유형3 : 스마트폰 - 데이터가 증대, 변동성 감소

(예 : 이메일, 문서, 웹 탐색 기록)

보통 휴대전화는 스마트폰, 피처폰으로 나누는데, 피처폰을 카메

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와 카메라 기능이 없는 휴대전화로 나누었

다. 스마트폰과 피처폰 모두 휘발성 데이터가 포함되나, 유형1 기기

의 데이터가 휘발성이 가장 강하므로 현장에서 선별하여 즉시 정보

를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형2 및 유형3 기기는 더 많은 데이

터를 장기간 저장할 수 있지만 일부 경우 현장에서 즉시 일부 정보

를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에는 최근 출시된 삼성 및

LG 스마트폰(안드로이드 7.0 버전 이후)과 아이폰이 해당한다. 해당

스마트폰들은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기 어렵고, 활성화된 데이터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유형1 기기는 이미지 및 기타 멀티미디어를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사진, 동영상 등과 관련된 멀티미디어 파일을 찾는 경우에는

압수해야 할 증거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 유형1 기기가 사진

을 찍을 수는 없지만 사진이 포함된 MMS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

음을 명심해야 한다.

4) 데이터 종류

압수할 데이터의 종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압수할 데이터

가 파일 단위로 저장되어 있다면, 현장에서 선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레코드 단위로

저장(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되거나 파일 단위(사진, 동영상,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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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로 저장된다. 파일단위로 저장되는 데이터는 파일 단위로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 선별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압수해야 할 데이

터가 사진, 동영상, 음성 등 개별 파일의 형태로 추출 가능한 경우

에는 컴퓨터 포렌식과 같이 파일 단위로 선별을 하고 이미징을 하

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고, 압수 대상 파일의 상세목록을 제공할 여

지가 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되는 데이터는 파일 단

위의 현장 선별과 압수목록 제공이 어려울 것이다.

5) 도구/인력

압수·수색 현장에서 선별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모바일 포렌

식 도구와 위 도구를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필요

하다. 모든 모바일 포렌식 도구가 모든 모바일 기기에 대해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모바일 포렌식 도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

라면, 모바일 기기 자체를 압수해야 할 것이다.

나. 모바일 기기의 압수 유형별 절차

1) 모바일 기기 압수

현장에서 모바일 데이터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압

수·수색이 가능하더라도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모바일 기기 자체를 압수한다.

컴퓨터 등 기존 디지털 포렌식에서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로는 몰수 대상물이 있는 경우, 인멸·은닉·삭제·폐

기된 정황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피압수자

의 이익을 위한 경우, 기타 압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

다.33) 모바일 기기의 경우에도 기존 디지털 포렌식과 크게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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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이다.

■ 몰수 대상물인 경우

모바일 기기가 금제품이거나 기기나 정보저장매체 등 물건 자체

가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몰수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모

바일 기기를 압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모바일

기기를 몰수할 수 있다.34) 단, 모바일 기기는 현장에서 정보저장매

체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장매체만을 따로 분리하여 압수할

수는 없고, 기기 자체를 압수해야 할 것이다.

■ 인멸·은닉·삭제·폐기된 정황이 있는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된 디지털 데이터가 인멸 은닉되었거나 삭제 폐

기된 정황이 발견되었으나 현장에서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모

바일 기기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 ① 저장매체가 손괴된 정황이 확

인되어 저장매체를 수리하여 데이터를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모바일 기기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발견하였거

나 구동한 흔적이 발견되는 등 의도적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삭제한

정황이 확인되어 디지털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③ 압수·수색 이전에 모바일 기기 포맷,

원격 삭제, 공장 초기화 등을 이유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기간에 생

성되었던 디지털 데이터가 삭제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현장에서 모

바일 포렌식 도구로는 삭제된 파일을 복원할 수 없는 경우, ④ 의도

적으로 모바일 기기에 대용량 파일을 다운받아 디지털 데이터를 삭

제한 정황 등이 발견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한 경우, ⑤ 모바일 기기

33)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앞의 매뉴얼, 177면.
34) 최근 대법원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

행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난 휴대전화의 몰수를 선고’하였고, 성매매 피해
학생을 성폭행한 경찰관에 대하여 ’성매수 당시 이를 촬영했던 피고인의 휴대
전화를 몰수한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다.



61

에 암호가 걸려 있어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도구로는 저장매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그 예이다.

■ 당사자가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피압수자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

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기기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대부분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

호(PIN, 비밀번호, 아이폰의 경우 아이튠즈 백업 비밀번호 포함)를

설정하는 등 보안 조치가 되어 있어 피압수자의 협조를 얻어 보안

조치를 해제한 후 압수·수색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압수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기기 자

체를 압수할 수 있다. ② 현장에서 피압수자 등이 압수·수색할 수

없을 정도의 소란을 일으켜 사실상 관련 디지털 데이터 선별 등의

방식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모바일 기기 자체를 압수할 수 있

다.

■ 피압수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현장에서 관련된 디지털 데이터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이 피

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 모바일

기기 자체의 압수를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압수자 등의 동의를

받아 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압수·수색할 모바일 기기가 지

나치게 많거나, 확인해야 할 혐의사실이 많고 현장에서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디지털 데이터를 선별하는 것이 장시간이 소요되어 피

압수자 등의 영업 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② 압수·수색 현장에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환자, 어린이, 노인 등이

있어 다수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현장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파일을 선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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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압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에서 관련된 데이터를 선별 압수하는 것으로 압수목적을 달

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기기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 모바

일 데이터를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도구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앞에서 제시한 모바일 기기를 압수해야 할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모바일 기기 자체를 압수해야 한다. 해당 절차는 기존의 압수·

수색 절차대로 집행하고, 모바일 기기 압수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

다.

■ 전원 차단

먼저 모바일 기기의 전원을 차단한다. 이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종

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기기의 배터리를 분리한다. 일체형

스마트폰의 경우는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후 전원 버튼을 눌러 종

료한다.

■ 봉인 및 운반

압수한 모바일 기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해당 기기를 정전기 방지

용 봉투에 넣고 압수물 확인(봉인)지를 붙여 봉인한다. ‘정보저장매

체 제출 확인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압수자로

부터 서명을 받는다. 그리고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디지털증거 분석

실로 운반한다.

■ 데이터 획득 및 분석

해당 절차부터는 디지털증거 분석실에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해당 기기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고 분석한다. 분석 과정에서 사건

관련성이 있는 데이터만을 선별하여 추출한다. 앞서 작성한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를 확인하고, 피압수자가 이미징 등 증거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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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대한 참관을 원할 시 참관하게 한다.

2) 이미지 파일 압수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전체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

이 있거나 현장에서 유관정보만을 선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현장에서 전체 데이터를 이미징하고, 디지털증거 분석실에서

유관정보만을 선별한다. 현장에서 이미징을 완료하고 모바일 기기를

압수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피압수자에게 모바일 기

기를 즉시 반환하고, 현장에서 획득한 이미지 파일로 디지털증거 분

석실에서 분석을 한다. 이로써 피압수자가 기기의 반환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은 현장에서 데이터를 획득만

할 것인가 나아가 분석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즉,

디지털증거 분석실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정밀한 분석 기법을 기기에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삭제된 데이

터가 필요할 때 특수한 도구 및 방법이 필요할 수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기기의 전체 메모리 덤프를 획득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를 디지털증거 분석실로 가져와야 할 수 있다.

이 때 반드시 선별 작업에 대한 참관 여부를 확인 하여,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현장에서 모바일 데이터를 이미징하고, 이미지 파일을 압수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암호 해제

해당 기기가 암호화 되어 있는 경우 피압수자에게 비밀번호(잠금

패턴)를 입력하게 한다. 가능하다면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기기에

다시 액세스하기 위하여 기기의 모든 잠금 장치를 완전히 해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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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좋다. 일부 기기는 일정 시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잠기기 때문에, 나중에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기기의 데이터에 액

세스하지 못할 수 있다. 잠금/보안 기능의 사용을 중지하여 일정 시

간 이후 기기가 스스로 잠금 장치를 활성화 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 네트워크 차단

모바일 기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기기에서 중요한

증거를 변경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수 있다. 또한 원격으

로 기기의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와의 통신을 방지하기 위해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고, WiFi,

Bluetooth 등을 비활성화하여 네트워크를 차단한다.

■ 데이터 획득

현장에서 모바일 포렌식 수사관이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이용하

여 모바일 데이터를 자동으로 획득한다. 모바일 데이터에는 대개

IMEI와 같은 장치 정보와 연락처, 통화기록, 여러 형태의 메시지

(SMS/MMS, 메신저 앱), 사진, 동영상과 같은 사용자 생성 데이터

가 포함된다.

■ 이미지 파일 압수

기기로부터 추출된 데이터는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저장되고, 해당

이미지 파일에 대한 해시값을 계산한다. 이미지 파일에 대한 해시값

이 포함된 디지털 포렌식 현장조사보고서를 피압수자에게 교부하여

위 해시값에 대해 확인 받는다. 그리고 ‘정보저장매체 제출 확인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압수자로부터 서명을 받

는다.

■ 데이터 분석

해당 절차부터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디지털증거 분석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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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이미지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때, 사건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증거파일 또는 선별 이미지 파

일로 만들어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35) 선별 작

업이 끝날 때까지는 압수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선

별 작업에서도 피압수자의 참여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3) 현장 선별 압수

사건과 관련된 데이터가 발견되었고, 기록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

여 추출할 수 있는 경우로써, 속성정보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이 있

는 경우 현장에서 선별 압수를 한다. 앞서 제시한 모바일 기기를 압

수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현장 선별에 적정한 도구와 인력

이 있다면 현장에서 전체 데이터를 획득한 후 사건 관련 데이터만

을 선별하여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미한 사건의 경우 현장

선별을 적극 검토하여 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 현장 선별 절차는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모바일 기기 이외

에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의 임의 제출물에 대해 적극 활용 가능하

다. 현장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유관정보만을 획득하여 즉시 기기

를 반환할 수 있다면, 참고인으로부터 증거물 확보가 용이해질 수

있다.

현장에서 유관정보만을 선별하여 압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암호 해제, 네트워크 차단, 데이터 획득

암호 해제부터 데이터 획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위 ‘이미지 파

일 압수’의 절차와 같다.

특히 안드로이드 7.0 버전 이후 스마트폰과 아이폰은 현장 선별

35)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규정 제19조 제3항



66

압수를 적극 검토한다. 최근 출시된 안드로이드 기반의 휴대전화는

아이폰과 같이 물리이미지를 획득할 수 없고, 라이브데이터만 획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드로이드 라이브데이터와 아이폰 라이브데

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은 상이하지만36), 안드로이드의 아이폰화로 인

하여 비할당 영역을 획득할 수 없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디

지털증거 분석실까지 기기를 가져와서 정밀 분석을 할 필요가 없고,

현장에서 획득 가능한 데이터만을 획득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

한편 파일 단위로 저장된 데이터(사진, 동영상, 음성 등)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만 획득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

된 데이터에 대한 선별 이미징은 불가하지만, 파일 단위로 저장되는

데이터는 컴퓨터 포렌식과 같이 파일 단위로 선별하여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 데이터 분석

사건과 관련 있는 항목이나 기간에 집중하기 위해 데이터를 선별

하는 작업을 한다. 모바일 기기는 다양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

며 일부 데이터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디코딩해야 한다.

모바일 포렌식 도구는 이러한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을 자동으로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

어, SIM 카드 및 많은 모바일 기기의 문자 메시지 및 날짜-시간 스

탬프가 인코딩 된다. 다양한 식별자와 데이터 형식이 결합된 모바일

기기의 구성 요소는 모바일 기기의 포렌식을 복잡한 프로세스로 만

든다. 따라서 현장 압수를 수행하는 모바일 포렌식 수사관이 모바일

기기의 데이터를 이해하도록 교육받는 것이 중요하다.37)

36) 최근 출시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은 ADB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획득한다. 현장에서의 획득은 Knox 우회가 필요할 때 진행하는 Image Dump
방식이다. 한편, 아이폰은 iOS Backu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획득한
다. 기기에서 추출하거나 Backup File에서 추출하는 2가지 방법을 지원하는데,
iTunes BackupPassword를 알아야 Backup File에 접근할 수 있다.

37) Richard P.Mislan/Eoghan Casey/Gary C.Kessler, 앞의 논문, 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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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한 데이터 중 유관정보를 선별하는데,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파일 형태로 저장된 데이터(사진, 문서, 동영상 등)는 파일 단위로

선별할 수 있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된 데이터(통화내

역, 메시지 등)가 문제되는데, 이와 같은 데이터는 파일 단위로 선별

할 수 없으므로 데이터를 가독할 수 있도록 변환되어 추출된 파일

(excel, pdf)을 압수해야 한다.

한편, 압수파일에 대한 상세목록은 컴퓨터 포렌식과 같이 피압수

자에게 파일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모바일 기기 내

에 파일 단위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파일 단위로 목록이 제공

될 수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되어 개별 파일로 분리할

수 없는 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파일(EXCEL, PDF)

에 대한 목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되는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은 모바일 포렌식 도구로 EXCEL과 PDF

파일로 변환해서 보아야 한다. 데이터의 양에 따라 1개 또는 그 이

상의 파일로 제공되는데, 위 파일에서 일부 내용만을 추출하기는 곤

란하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파일 압수와 같이 압수가 종료된 후 이미지

파일에 대한 해시값이 포함된 ‘디지털 포렌식 현장조사보고서’를 피

압수자에게 교부하여 위 해시값에 대해 서명·확인 받는다.

다. 사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사건 관련성을 확인함에 있어서 기존 디지

털 포렌식에 활용하는 파일명 검색, 파일 시간별 검색, 파일 종류별

검색(확장자 검색), 파일내용 검색, 파일 시그니처 검색 등과 같은

기술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38) 위 기술적 방법들에 대한 모바일

포렌식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38)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앞의 매뉴얼, 170-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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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 검색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검색어’로 파일 이름을 검색하여 사건 관련

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기기는 파일 저장 시 파일명이

날짜 등으로 임의 저장되어 파일명 검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러

한 경우에는 이하 파일 시간별 검색, 파일 종류별 검색, 파일 내용

검색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다른 사람과 파일을 주고받

거나 파일을 다운 받는 경우 등에는 파일을 생성한 사람이 정한 유

의미한 파일명이 있을 수도 있다. 사용자는 보통 파일을 그대로 다

운 받고, 파일명을 변경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혐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어로 충분히 검색하여 가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

■ 파일 시간별 검색

혐의사실과 관련된 기간에 생성, 수정, 또는 접근된 파일을 검색

하여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모바일 기기는

컴퓨터에 비해 삭제 주기가 짧다는 한계가 있다. 모바일 기기가 대

용량화 되어가고는 있지만, 컴퓨터에 비해 용량이 작고 사용속도 등

문제로 기기를 포맷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혐의사실

과 관련된 기간의 데이터가 삭제된 정황이 확인되면, 데이터를 복원

하는 등 정밀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 파일 종류별 검색(확장자 검색)

혐의사실과 관련 가능성이 있는 파일의 종류(동영상(avi, wmv,

mp4), 사진(jpg, bmp), 압축파일(zip, alz))를 검색하여 사건과의 관

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

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진 파일, 동영상 파일 위주로 검색하여

신속하게 선별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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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내용 검색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검색어’로 문서파일의 내용을 검색하여 사

건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파일을 열어보지

않고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한 문서 파일을 확보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문서 파일에 한정되고, 모

바일 기기로 주고받는 메시지는 일반 문서에 비해 오타가 많고, 줄

임말을 사용한다는 등의 점에서 한계가 있다. 검색어를 입력하여 파

일의 내용을 검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검색 방법 이외에 관련

시간 검색, 파일 종류 검색 등의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파일 시그너처 검색

혐의자가 의도적으로 파일의 확장자를 변경하여 파일을 은닉하였

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파일의 시그너처를 분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모바일 기기의 경우 사용자가 파일 저장소로 사용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과 파일을 주고받거나 다운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장되는

파일이기 때문에, 굳이 확장자를 변경하면서까지 은닉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해당 방법은 활용 가능성이 적다.

이와 같이 모바일 기기에 대해서도 기존 컴퓨터 포렌식에서 사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모바일 포

렌식은 특히 파일 시간별 검색, 파일 확장자 검색 방법이 유용할 것

이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검색 방법을 사용하는데, 통화기

록, 메시지 같은 경우는 파일 시간별 검색 또는 송수신자의 이름(전

화번호)으로 검색한다. 파일 시간별로 검색하였을 때, 찾고자 하는

기간의 전자정보가 삭제되어 복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디지털

증거 분석실에 의뢰하여 전자정보를 복원해야 한다. 사진, 동영상

등의 미디어파일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일 확장자 검색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미 이러한 검색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

나, 이외에도 현장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사건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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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2. 무결성 및 진정성 보장

무결성과 진정성의 보장에 있어서도 모바일 포렌식은 기존 디지

털 포렌식과는 달리 보고, 모바일 포렌식을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

가 필요하다.

가. 속성정보 압수

모바일 데이터를 단순 복사하지 않고, 이미징하여 속성정보까지

압수해야 한다. 모바일은 컴퓨터에 비해 사용자가 OS 설정 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가능성은 낮지만,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데이

터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에 대한 속성정보 파일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혐의자가 모바일 기기 사용이나 파일

작성 사실을 부인했을 경우 위 속성정보를 통해 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일련의 증거처리 과정에서 어떠한 변경도 없었다는 사실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해시값 비교

현장에서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획득한 데이터를 원본으로 보

고, 위 이미지 파일에 대한 해시값을 계산한다. 피압수자로부터 계

산된 해시값에 대한 서명을 받아 위 파일이 피압수자의 모바일 기

기에서 획득한 디지털 증거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모바일 데이

터는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추후 해당 데이터가 모바일 기기에서

추출한 데이터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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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결성 검증은 최초 획득한 이미지 파일 단위로 수행한다. 법정에

서 증거를 재현해야 할 경우 최초 획득한 이미지 파일을 활용한다.

해당 이미지 파일이 현장에서 모바일 기기로부터 정당하게 획득한

이미지 파일이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피압수자로부터 확인 받았기

때문에, 무결성과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해당 이미지 파일로부터 추출한 파일과 동일하고 추

출 과정에서 변경이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위 이미지 파일

로부터 추출 과정에 대한 재현을 통해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기록화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것은 법원에 제출되는 증거의 무결성을 주

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진정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증

거 획득 시부터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기록해

야 한다. 압수기기, 압수일시, 압수장소, 압수자 등에 대한 기록은 필

수이고, 가능한 경우 압수시점과 장소에서 기기의 상태를 촬영한다.

모바일 기기 압수를 한 후에는 압수된 모든 기기를 봉인하여 훼손

을 방지하고, 이와 같은 봉인 조치도 기록하여 문서화한다.

현장 선별의 경우 현장에서 모바일 포렌식 전 과정에 대한 촬영

이 사실상 곤란하므로, 사진 또는 동영상보다는 분석 과정의 당사자

참여 사실을 상세히 문서로 기록하고 피압수자로부터 확인 받는다.

단, 추후 압수 과정에 대한 시비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압수 과정을 촬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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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도구 개발

가. MFA 적극 활용

압수수색 현장에서 MF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MFA(Mobile

Forensic Analyze)는 수사기관에서 검찰청으로 사건 송치 시 수사서

류와 함께 압수된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스마트폰에 있는 디지털증

거물을 수집 및 분석하는 도구이다. MFA의 사용 주체는 수사팀 수

사관 및 디지털 수사관이며, 직접적으로는 디지털 수사관의 업무 중

‘이미징 추출’, ‘분석’ 업무에 사용된다.39) MFA는 노트북에 탑재되어

각 검찰청에 배포되었는데, 실상 수사팀에서는 해당 도구에 대해 잘

모르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증거 분석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디지털 포렌식팀에 모바일 포렌식을 의뢰하는

편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MFA의 기능적 한계 등으로 인

하여 디지털 포렌식팀에서도 MFA보다는 모바일 포렌식 도구 개발

업체에서 개발한 도구를 주로 활용하는 편이다.

이러한 MFA를 현장용 모바일포렌식 도구로 사용한다면,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모바일

포렌식 도구는 고가의 장비인데, MFA는 이미 개발하여 각 청마다

배포되었기 때문이다. MFA는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스마트폰에만

활용할 수 있다는 등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MFA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획득하고 선별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상황에서는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스마트폰 위주로 현

장 선별을 압수를 진행하고, 도구가 현장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기기를 디지털증거 분석실로 가져와야 할 것이다. 나

아가 안드로이드 OS와 어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에 따라 지속적으로

MFA를 업데이트함과 더불어 iOS 기반의 스마트폰 분석을 위한 도

39) 대검찰청, MFA3.0사용자매뉴얼(2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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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 연구 개발하여 압수수색 현장에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나. 도구 개발 방향

모바일 기기의 현장 선별 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기

편리한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모바일 기기

의 선별 압수에는 일반적으로 장치를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고 보안

기능을 해제하는 등 여러 가지 수동 작업이 필요하다. 일관성을 유

지하고 적시에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으려면 선별 압수를 수행

하는 자동화된 도구가 효율적이다.

1)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도구의 기본 조건

이하에서는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도구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한다.40)

가) 사용의 편리함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 사용할 수 있

도록 단순해야 한다. 가벼운 디자인과 터치스크린은 현장에서 작업

을 수행할 때 휴대 가능하고 관리하기 쉽게 하고, 현재 수집된 데이

터를 사용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한다.

도구는 전체 프로세스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대신 정보 수집을

용이하게 해야 하므로, 전체 증거 수집 과정에 따라 명확한 메시지

를 표시해야 한다. 먼저, 잠금 장치가 활성화 되는 등 조치를 취하

기 전에 경고를 표시해야 한다. 주어진 모바일 기기에서 어떤 정보

40) Richard P.Mislan/Eoghan Casey/Gary C.Kessler, 앞의 논문, 116-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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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을 수 있는지 또는 얻을 수 없는지에 대한 표시를 해야 한다.

특히, 데이터 추출 프로세스 중에는 특히 오류가 발생할 때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명확한 메시지가 중요하

다. 특정 모바일 기기에 액세스 할 수 없거나 장치에서 특정 데이터

를 가져올 수 없는 경우 의미 있는 오류 메시지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용의 단순성을 높이기 위해 포렌식 도구가 증거 기기와

통신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모바일 기기용 드라이버의 가용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기기 출시에 따라 모바일 포렌식 도구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새로운 모바일 기기가 출시되면,

새로운 드라이버 세트가 필요하다. 모든 모바일 포렌식 도구(하드웨

어 및 소프트웨어)는 작동하는 운영 체제에 관계없이 각 새 기기에

대한 드라이버를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나) 증거 수집 과정의 기록

모든 모바일 포렌식 도구는 증거 기기에서 수행되는 모든 작업

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증거 기기에서 가능한 적게 변경하

고 필요한 변경 사항을 문서화해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악의적으로

모바일 기기의 원본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고 선별 압수 도구가 수

집 데이터의 정확한 사본을 얻었음을 문서화하여 프로세스의 포렌

식적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기록에는 데이터가 획득된 방법, 데이터가 어떻게 변환되었

는지, 데이터가 완전하고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가 포

함되어야 한다. 또한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사용 가능한 형식으로 변

환하는 데 사용되는 비정상적인 단계를 정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획득한 데이터의 해시값을 계산하고 향후 비교를 위해 이 값을 기

록해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증거를 수집한 이후 변경하지 않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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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의 확인

정확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날짜와 내용을 그대로 나타내야 한

다.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도구로 수집된 데이터는 본래의 형식으로

올바르게 제시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

는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텍스트는 모바일 기기에 표시된

그대로 나타내야 한다. 날짜-시간 스탬프는 모바일 기기 표준의 고

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변환되어야 한다. 날짜/시간 스탬프,

영어, 숫자 또는 언어의 잘못된 번역은 법적 증거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도구는 언어 번역을 시도해서는 안 되

며 제공된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

2) 신속한 도구 업데이트

모바일 포렌식 수사관이 현장에서의 선별 압수를 효과적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구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디지털 포렌

식의 특성 상 선제적 대응은 어려우므로, 모바일 기술 발전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모바일 포렌식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

바일 기술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이므로, 모바일 OS의 지

속적인 업데이트에도 불구하고 대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각 운영체

제 개발사는 모바일 OS 업데이트 이전에 홈페이지 등에 업데이트

일정을 공지한다. 구체적인 업데이트 내용, 기술 등은 배포가 되어

야 분석 가능하겠지만, 위 업데이트 일정 등에 대비하고 배포 즉시

업데이트된 OS를 분석하여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신속하게 업데이

트해야 할 것이다. 업데이트 대상 기종이라면 기기를 바꾸거나 휴대

전화 매장에 가지 않아도 사용자가 직접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쉽고 빠르게 OS를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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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 차단

현장에서 모바일 포렌식을 수행하는 동안 네트워크를 완벽히 차

단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개발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디지털증거

분석실과 같이 차폐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비행기

모드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우선 현 상황에서는 비행기 모드

로 전환하여 최대한 모바일 기기의 네트워크를 차단해야 한다. 이

때, 비행기 모드로의 전환과 더불어 네트워크, Wi-Fi, GPS 등 무선

통신 연결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함께 취해야 할 것이다.

4) 삭제된 전자정보의 복원

삭제된 전자정보를 복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복원 기술 개발

에 힘써야 할 것이다. 모바일 포렌식은 삭제된 전자정보를 복원하여

증거를 찾는 데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활성화 되어 있는 데이

터를 수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바일 데이터는 컴퓨터에 비해 데

이터의 삭제 주기가 짧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삭제된 전자정보를 복

원할 수 있어야 한다.

5) 유관정보 선별

컴퓨터 포렌식과 같이 데이터 획득 과정에서 관련성 있는 데이터

만을 선별하여 이미징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는 데

이터 획득 시점부터 선별 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장매체 자체

를 전체 이미징 하지 않고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하여

압수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향후에는 사건 관련성을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기계적으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이 유관정보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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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앞서 제시한 기술적 방법은 중요한 증거

를 놓칠 수 있는 등 완전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단, 현 기술로

는 위와 같은 검색 방법이 최선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색하고 데

이터를 확인하는 등 유의미한 정보를 압수하고 무관한 개인정보는

압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전문 인력 확보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수행할 전문성을 갖춘 디지털 포렌식 수사

관이 확보되어야 한다.

가.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은 현장에서의 선별 압수 결과를 평가하고

심층적인 포렌식 분석을 위해 장치를 분석실에 가져와야 하는지 여

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디지털정보가 현장 또

는 디지털증거 분석실에서 추출되는지 여부가 모바일 포렌식 작업

을 수행하는 개인의 신뢰성과 역량에 근거하기 때문에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현장 선별 압수를 수행하는 모든 수사관은 적절하게 훈련

되어야 하며, 법정에서 일련의 포렌식 과정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한

다.

나. 현장 지원 인력 확충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전문성 확보와 더불어 디지털 포렌식 수

사관 인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선별 여부 등 판단을 지원한다는 전제 하에 모

바일 포렌식 절차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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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부족한 실정이다. 모바일 포렌식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고, 모바일 기기는 임의제출 형태로도 종종 제출 받기 때문에, 디지

털증거 분석실에서 증거를 분석할 인원 이외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향후에는 현장에서 수사팀 수사관이 모바일 포렌식을 수

행해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선별 압수를 할 수 없거나 정밀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만 디지털증거 분석실에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게

모바일 포렌식을 의뢰한다. 수사에 있어서 모바일 포렌식의 중요성

은 점점 증가하는데 반하여,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인원 확충은

예산, 인원 배치 등 문제로 인하여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모바일 분석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사관이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포렌식은 컴퓨터 포렌식,

데이터베이스 포렌식에 비해 분석이 비교적 간단하므로, 단기 교육

을 통하여 기본적인 모바일 포렌식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검

찰청에서 MFA에 대한 단기적 도구 교육을 시행하였는데, 해당 교

육과 같은 과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디지털 수사관이 아닌 수사

관도 디지털 증거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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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오늘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권은 보호되어야 할 중요

한 기본권이고, 위 기본권을 침해하는 무분별한 압수·수색은 지양해

야 한다. 하지만 대량의 전자정보 안에는 개인정보와 수사에 유의미

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개인정보에 접근함으

로써 발생되는 기본권 침해는 불가피하다. 단, 개인의 기본권 침해

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고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디지털 증거 선별 압수의 원칙은 수사와 기본권 보

호 간 적정한 균형을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디지털 증거 선별 압수의 원칙에 의해 일률

적으로 모바일 기기에 대한 현장 선별 압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

이다. 이는 모바일 포렌식에 대한 기술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

고, 개인정보 보호에만 집중한 판단이다. 모바일 기술과 더불어 모

바일 포렌식 기술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발전하였지만, 여전히 압수

수색 현장에서 선별을 위한 기술은 미비하다.

물론 수사기관도 현장에서 모바일 기기에서 유관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선별 압수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증거 분석실에서의 이미

징 등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 인정, 수사 등의 과정에서 취득

한 전자정보의 삭제·폐기에 대한 지침 수립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

련하였고, 나아가 해당 조치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본 논문 역시 현장 선별 압수를 위한 모바일 포렌식 기술을 검토

하는 데에 그치고,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 했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제안이 향후 통일된 모바일 포렌식 절

차와 모바일 포렌식 기술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더불어 피압수자

의 기본권 보호와 수사의 효율성 간 적절한 균형을 찾는 과정에 도

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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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obile Foren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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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the popularization of smartphones, many people spend

most of their time with smartphones. Smartphones store more

information than feature phones in the past, and the large amount

of information stored on smartphones is important evidence for

investigation. In a large amount of electronic information, there is

a mixture of information that is not relevant to the alleged fact,

and it is practically not easy to separate only related information.

Nevertheless,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relevance in

the search for seizure because of indiscriminate seizure search,

and the court also seeks to confiscate relevant information only

when executing the seizure search warrant.

On the other hand, the court recognized the legalit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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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zure of the mobile device on the grounds of technical

limitation in the appeal of the case of the opposition to the

seizure of the KPCU by the Busan High Court. This case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seizure of digital evidence. ‘The

mobile phone does not have a common operating system and the

duplication method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manufacturer or

product. The mobile forensic tool suitable for the confiscated

search site is not available. There is a controversy about the

technical possibility of electronic information restoration and

selective seizure.' That is why it was difficult to select mobile

devices in the seizure search site. Thus, the mobile device itself

is confiscated uniformly at the seized search site, and the digital

forensic investigator analyzes the device in the digital evidence

analysis room. During the analysis process, the related

information is selected and the right of participation of the

invaded person is ensured.

This suggestion examines whether or not mobile devices are

subject to the exception of 'when it is impossible or difficult to

output or duplicate when searching for confiscation'. Because

mobile devices are more likely to contain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than computers, they are treated differently than

computers.

Therefore, mobile forensic technology has developed compared

to the past, but it is slower than the development speed of

mobile technology and still there is not enough technology for

selective seizure. This is because frequent updates of the mobile

operating system make it more difficult to acquire and restore

data, including security enhancements, and there is no mobile

forensic tool available for all mobile devices. In particular, sinc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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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that can be selectively extracted at the imaging stage

has not been developed, it is impossible to selectively seize the

image in the full sense, and only the entire data can be selected

after acquisition.

Despite these technical limitations, mobile forensic procedures

in the current technology are proposed due to the necessity of

mobile selective screening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apid evidence, streamlining of procedures and

economic benefits.

When a mobile device is seized by a seized search warrant, it

is judged whether or not the field seizure is seized on the basis

of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on-site seizure. Site imaging is

first reviewed, and if imaging is possible, the entire data is

imaged and reviewed for screening. At this time, the on-scene

investigator and the digital forensic investigator will fully discuss

and consider the urgency, the type of mobile device, the type of

data to be seized, and the tools/personnel.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ny reason to confiscate image files or

to confiscate mobile devices, and if the on-site seizure is not

possible, the entire image or the mobile device itself must be

confiscated. Thus, the procedures for the type of seizure of

mobile devices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seizure on the spot,

seizure of image files, and seizure of mobile devices themselves.

For on-site triage, integrity and authenticity should be ensured

by appropriate methods, and mobile forensic tools should be

developed. In addition, we will expand the manpower to support

the field, and further strengthen the expertise of the whole

investigator through continuous education.

This suggestion aims to ensure the basic rights of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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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nfiscate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in response to

various seizure sites.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study

techniques and methods that can solve the technical limitations of

mobile screening seizure.

Key words: Mobile forensics, Triage, Seizure, Mobile

Device, Procedural model,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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