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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일상에서 항상 사용하는 스마트폰, 신용카드, 업무용 PC 등에는

개인의 행적, 관심사, 생성문건 등 많은 디지털 정보가 쌓인다. 디지

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수사기관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

대한 많은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고 싶으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생

활 노출 등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

현행 법규정과 형사실무는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는 개인의 기본

권 보호를 위해 적법절차원리를 우위에 두며, 디지털 정보 수집절차

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획득하지 못한 디지털 정보는 훼손 용이성, 복구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더 이상 확보할 방법이 없게 된다.

디지털 정보의 대량성으로 수집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등 기

본권 침해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는 대량

성 외에도 매체독립성, 비가독성이라는 다른 특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현행 디지털 증

거 수집 절차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

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정보의 변경, 삭제 전에 이를 확보할 수 있

는 방안으로 보전명령의 제도화를 연구하면서, 보전방법, 확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디지털 정보 수집 과정에서 압수와 수색

절차를 분리하여 진행하는 방안, 디지털 정보에 대한 검증의 적극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4세대 암호체계 기술인 동형암

호를 이용한 디지털 정보의 분석, 수색방안을 논하였다. 이러한 방

안들은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하면서도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확보 가능성은 넓혀 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들은 향후 디지털 정보 수집에 관한 새

로운 입법, 제도 정립 과정에서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의

조화점을 찾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주요어 :　디지털 증거, 적법절차, 기본권보호, 보전명령, 사이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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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일인 일 스마트폰 시대이다. 단순히 핸드폰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

고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 계좌이체 등 금융 업무를 보고, 관

심사안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하며, 중요한 계약서를 사

진으로 찍어두기도 하고, 직장 상사에게 보고서의 초안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기도 하며, 일정이나 일기를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재한다.

발신기지를 포함한 통화내역은 통신사를 통해 저장되고, 현금 인

출 시 이용한 현금인출기의 위치, 인출할 당시 영상, 계좌이체 등에

이용된 모바일 번호 등은 금융기관을 통해 저장되며, 신용카드에 탑

재된 교통카드 기능은 개인의 동선을 기록하고, 무심히 작동시킨 네

비게이션, 차량에 탑재된 하이패스 카드 또는 블랙박스, 폐쇄회로영

상(CCTV)은 개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무수히 많은 정보를 저

장한다.

수사기관에게 있어,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증거들의 보고이다. 하나의 퍼즐 조각만으로는 의미가 없더라

도 여러 퍼즐조각이 모이면 전체 그림을 예상할 수 있는 퍼즐처럼,

정보들은 모이고 쌓일수록 사실관계를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며 그

각각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최대한 많은 디지

털 정보를 모아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그림을 그려 정의를 실

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방대한 디지털 정보는 당연히 사건과 무관한 정보,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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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사생활, 기업의 영업비밀 등 보호받아 마땅한 정보를 포함하

고 있어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은 상호 상충하는

관계로 보인다.

최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관련 판례의 동향을 보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하여 획득”하고,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별도 범죄혐의 관련 증거

가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압수·수색 영

장을 발부받아 집행”해야 하며1), “영장 기재 범죄사실의 효력이 미

치지 않는 무관한 정보를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2)며, 압수·수

색 현장에서 관련성 유무를 판단하는 현장 선별 획득을 원칙으로

하는 등 집행방법의 제한을 통해 개인의 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유동적이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정보

가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판단 시점에 따라 달

라지기 마련이다. 방대한 정보로 단서를 제공하며 사건의 재구성을

용이하게 하는 디지털 증거는 유체물과 달리 변경 및 훼손이 용이

하고, 복구의 기술적 한계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획득하지 못할 경우

에는 이를 확보할 방법이 없게 된다. 현행 영장주의 및 실무 하에서

는 디지털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은 유의미한 디지털

정보를 적기에 획득하지 못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통한 정의 실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 등 기본권이 무시되어야 한다는 것

은 아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등 기본권의 반대 측면에는 피해자

1)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결정

2)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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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권, 공익 등 보호받아 마땅한 영역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디지

털 증거 수집을 단순히 기본권 침해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본권의

충돌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사생활 등을 보호하면서

도 디지털 증거가 삭제되거나 훼손되기 전에 수집할 수 있도록 디

지털 증거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도입 및 수집 절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디지털정보화 시대에, 방대한 정보량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를 적

극적으로 최대한 수집하고자 하고, 정보의 주체들은 범죄의 단서이

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사유로 노출을 적극 방어하고자 하

며, 현행 실무는 개인의 사생활 등 인권을 최소 침해하기 위해 절차

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비록 수사영역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디지털 증거 수집의 어려움만을 말하며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원활히 디지

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검

토하고, 현행 법률하에서 영장에 의한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 및 한

계점을 시사한 후 디지털 증거의 특성 중 매체독립성, 비가독성을

이용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디지털 정보 수집을 원활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정보 또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

로 보전명령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요건, 유체물과 다른 디지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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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압수·수색 절차 개선안, 디지털 정보에 대한 검증의 적극적

활용방안, 동형암호를 이용한 디지털 정보에 대한 분석 또는 수색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기존에 사이버범죄방지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가입 여

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협약의 내용 중 일부

인 보전명령의 도입 필요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 데이터를 보

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제3자 및 피혐의자에 대한 확대 적용 가능

성, 이들에게 보전명령을 적용할 경우 구체적인 보전방법에 대한 의

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 실무는 압수·수색 대상이 유체물임을 전제로 단일한 영

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절차를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유체물이 아닌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절차 개선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도 논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산업적 활용을 앞두고 있는 동형암호기술

을 이용하여 암호화된 상태의 디지털 정보를 분석 또는 수색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2장 현행 디지털 증거 수집의 한계 및 문제점

제1절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한 영장주의

수사기관의 수사는 헌법상 법치주의 이념하에 적법절차를 준수하

고, 강제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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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치주의

법치주의란 국가권력을 법에 기속시켜 자유와 평등의 기본가치를

실현하는 국가 구성원리로, 국가를 법에 기속시키고자 한다. 법치주

의의 내용으로 거론되는 권력분립, 법률유보, 국가책임, 비례원칙 등

은 모두 국가를 법에 기속시키고자 하는 수단들이다.3) 국가권력을

법에 기속시키려는 목적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의 보호와

평등을 실현코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작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

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본권주체가 자유나 권리를 과도하게 행사

할 경우 다른 기본권 주체의 사익 또는 공익과 충돌하므로 이에 대

한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4) 그러므로 국가는 개인의 기본

권 보호영역 내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기본권 제한이 가능

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

적 내용은 침해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및

기본권제한의 한계에 대하여 설시하고 있다.

2. 적법절차 원리

국가권력이 법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하에서, 모든 국가작

용은 정당한 법률과 정당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구받게 되는데 이

3) 김학성(2018), 헌법학원론, 234-235면

4) 김학성, 앞의 책, 3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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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헌법상 적법절차원리라 한다. 적법절차는 공권력의 자의적 행사

를 방지하고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5)

적법절차원리에 대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

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

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절차의 기본이념은 적법절차원리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실

무에서 이들은 상호 충돌관계에 있기에, 헌법은 위와 같이 적법절차

원리를 직접 규정하여 이를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 우위에 두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판례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실체적 진실발견보다

는 적법절차 준수를 통한 기본권 보호를 더 중시하고 있다.6)

3. 영장주의

자유권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에 대하여, 헌법 제12조 제3항7)에

서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영장주의란 수사기관이 인신에 대한 강제조치를 취할 경우 법관

5) 김학성, 앞의 책, 462면

6)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판결

7)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

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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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원리를 말한다.8) 영장주의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신청자를 검사에 한정하고, 발부 여부

를 법관의 권한으로, 그리고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부

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여 인신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9)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의 대인적 강제수사 뿐만 아니라 대물적 강

제수사에도 적용된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규정에 따라 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

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

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 역시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

는 검증을 할 수 있다.

2011년 7월 18일 일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기존의 압수

수색 요건인 ‘필요성’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하여 압수수색

의 요건을 엄격히 하였다.10) 압수할 물건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

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는 “정보저장매체등”이

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

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11)고 규정하여, 디지털

증거수집 절차에서 개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저장

매체 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였다.

8) 김학성, 앞의 책, 465면

9) 김학성, 앞의 책, 466면

10)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107조, 제109조, 제215조

11)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



- 8 -

결국 법치주의 및 적법절차 원리 하에서, 수사기관은 국가안전보

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따라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 검증12)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

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고13), 영장에 의

한 압수, 수색, 검증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주거

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 비밀 등 개인의 기본권을 필

요 최소한의 범위로 침해하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

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뿐만 아니라 다

음에서 살펴볼 현행 영장주의하에서의 압수·수색 관련 실무, 판례

동향 역시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포함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

를 수집하는 절차에서 철저히 사생활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최소

침해하겠다는 원칙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절 영장에 의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절차

형사절차와 형사소송법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로

요약할 수 있다. 실체적 진실발견은 소송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관계의 객관적인 진실을 알아내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고, 적법

절차는 법체계에 의해 승인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형사절차가 진

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수사기관은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적법절차

원칙하에서 법률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검

증된 증거들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정의실

현을 구현하고자 한다. 실무는 디지털 증거수집 절차에서, 디지털

증거는 대량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

12) 헌법은 검증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형사소송법은 같은 취지로 보아 영장주의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다.

13) 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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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크다며 그 수집에 있어 더 엄격한 절차를 요하고 있다.

1. 디지털 증거 관련 영장재판 실무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

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

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

야 하며,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14) 검사가 청구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 청

구서에는 압수할 물건,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나 물건을 특정

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압수·수색 검증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15)

이러한 요건이 특정되지 않은 일반영장 또는 포괄영장은 금지된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정보가 갖는 특성상 장소

와 대상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장소의 특정과 관련하여,

디지털 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관할지역은 물론 국경을 넘나들

면서 전송 및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체물을 기준으로 하는 장

소적인 의미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 또한 디지털 정보의 비가

독성 등으로 인해 대상을 미리 특정하기도 곤란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디지털 정보의 대량성이란 특성으로 사생활 침

해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이 규정되기 이

전부터, 아래와 같이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

시 검사가 청구한 영장 말미에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압수·수색방법을 제한하는

14)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본문

15) 형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제3,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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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1. 문서에 대한 압수

가. 해당 문서가 몰수 대상물인 경우, 그 원본을 압수함

나. 해당 문서가 증거물인 경우, 피압수자 또는 참여인1)(이하 ‘피압수

자 등’이라 한다)의 확인 아래 사본하는 방법으로 압수함(다만,

사본 작성이 불가능하거나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문서

의 형상, 재질 등에 증거가치가 있어 원본의 압수가 필요한 경우

에는 원본을 압수할 수 있음)

다. 원본을 압수하였더라도 원본의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부전지)압수·수색방법 제한 내용

○ 압수할 물건 중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휴대전화, 태블리PC 등

저장매체 부분은 저장된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로 압수대상을 제

한함

○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의 경우 압수·수색의 전체과정(저장매체 또는

그 복사본의 탐색·출력·복제 포함)에 걸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

장할 것

○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완료 후 지체없이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

목록을 교부할 것

내용의 부전지’를 추가하여 영장을 발부하고 있고, ‘압수 대상 및 방

법의 제한’이라는 별지를 첨부하여 그 집행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출력 또는 다른 저

장매체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고, 하드카피 등 형태로 반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상세히 설시하여, 선별 압수라는 방법으로

압수 대상과 영장의 집행 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압수·수색영장 부전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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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사본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함

2.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검증

가. 전자정보의 수색·검증

수색·검증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압수 없이

수색·검증만 함

나. 전자정보의 압수

(1) 원칙 :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수색·검증 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범위를 정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

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음

(2)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 형태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

(가) 저장매체 소재지에서 하드카피·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

이라 함)로 반출하는 경우

-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위 (1)항 기재의 원칙적 압수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2)에 한하여, 저장매체에 들

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이미징하여 그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할 수 있음

(나) 저장매체의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

1) 위 (가)항에 따라 집행현장에서 저장매체의 복제본 획득이 불

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3)에 한하여, 피압수자 등의 참여

하에 저장매체 원본을 봉인하여 저장매체의 소재지 이외의 장

소로 반출할 수 있음

2) 위 1)항에 따라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한 때에는 피압수자 등

의 참여권을 보장한 가운데 원본을 개봉하여 복제본을 획득

할 수 있고, 그 경우 원본은 지체없이 반환하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원본 반출일로부터 10일을 도과하여서는 아니됨

(다) 위 (가), (나)항에 의한 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에 대하여

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출력 또는 복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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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전자정보의 복구나 분석을 하는 경우 신뢰성과 전문성

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

(3) 전자정보 압수 시 주의사항

(가) 위 (1), (2)항에 따라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복

제·출력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없이 피압수자등에게 ① 압수대

상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하고, ②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

하여야 함[위 상세목록에 삭제·폐기하였다는 취지를 명시함으

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

(나) 봉인 및 개봉은 물리적인 방법 또는 수사기관과 피압수자 등

쌍방이 암호를 설정하는 방법 등에 의할 수 있고, 복제본을

획득하거나 개별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함수값의 확

인이나 압수·수색과정의 촬영 등 원본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여야 함

(다)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복제본의 획득,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

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 포함)에 걸쳐 피압수자 등의 참

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이 이루

어져야 함

1) 피압수자 - 피의자나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참여인 -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

2) ① 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② 혐의

사실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폐기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③ 출력·복제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

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

3) ① 집행현장에서의 하드카피·이미징이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

히 곤란한 경우, ② 하드카피·이미징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

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

[압수·수색영장 별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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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현장에서 선별하여 압수

할 경우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이름과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암

호화되어 있다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삭제된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부분을 압수하여 복구할

것인지 알 수 없으며, 향후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메타데이터 등을 압수할 수 없게 된다.

2. 최근 판례 동향

판례는 디스켓에서 출력된 문건에 대해 작성자의 진정성립이 없

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배척했던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16) 이래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면에서도 디지털 증

거의 압수·수색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일관하고 있다.

증거능력 면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출력문건에 대해 작성자가 진

정성립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배척한다.17) 절차적인 면에서는 원칙

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있는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고, 예외적으

로 저장매체 등 자체를 압수하더라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를 출력·복제할 때까지 영장 집행의 일환으로 보아 피압수자 등의

참여, 압수목록 교부 등 엄격한 압수절차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18)

즉, 영장 기재 범죄사실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무관한 정보를 압

수한 것은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으로 증

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19)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

16)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2318 판결

17) 99도2317 판결(영남위원회 사건), 2007도7257 판결(일심회 사건), 2012

도16001 판결(국회의원 선거사무장 사건), 2013도2511 판결(왕재산 사

건) 등

18) 2009모1190 결정(전교조 사건), 2011모1839 결정(종근당 사건), 2013모

1969 결정(통진당 부정경선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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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재복제·출력한 경우 압수처분 전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결정하

면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 발견 시 추가 탐색을 중

단하고 별도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20)

이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방지하기 위

해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개인의 사생활 등 기본권을 보호하

고자 함이다.

그러나 현장 선별 압수의 경우, 향후 작성자를 특정하여 진정성립

을 통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 로그기록, 다른 전자정보

와의 비교, 작성자만이 알 수 있거나 작성자만이 사용했음이 인정되

는 세부사항 등 작성자가 직접 디지털 증거를 생성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탐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

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하여 별도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소명

자료를 확보하는 동안 삭제가 용이한 디지털 정보는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3. 디지털 증거 관련 압수·수색영장 집행 실무

영장재판 실무나 대법원 결정이 타당한 것인지 등에 대한 논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실무

영역에서 위와 같은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디지털 증거 관련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아

래의 표와 같이 진행하면서, 현장 선별 압수를 원칙으로 하고, 관

련성 있는 ‘파일’ 단위로 압수를 진행하며,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

19)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20) 대법원 2015. 7. 16.자 201모183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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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무관 정보를 적극적으로 배제하여 개인의 사생활 등을 보호

하고자 한다.

[그림 1]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흐름도(압수·수색 현장)21)

21) 법무연수원(2018), 디지털·사이버수사 실습과정,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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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흐름도(현장 압수·수색 후 절차)22)

대검 및 전국 12개 거점청 디지털포렌식팀이 전국의 압수·수색 현

장에 지원을 받아 나가게 되나, 수사 보안상 이유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압수·수색 당일 정도에 이르러서야 혐의사실에 대한 개략

적 설명, 구체적인 압수·수색 장소, 검색 키워드 등에 대한 설명을

22) 법무연수원, 앞의 책,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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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게 된다. 직접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세세한 내용을 모르는 포렌

식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빠른 시간 내에 키워드 검색 방

식으로 관련성 있는 디지털 증거만을 선별하여 압수할 경우 중요한

증거의 누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큰 부담을 느끼며, 현장에서 피

대상자들과 관련성 유무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영장 집행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현장에서 전수 검색 선별방식으로 관련 디지털 증거를 선별

할 경우, 디지털 증거의 대량성으로 인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수

일이 소요되어, 집행을 일시 중지하고 그 장소를 폐쇄하는 등 필요

한 처분23)을 한 후 다음 날 집행을 계속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다. 그 과정에서 원본 디지털 증거의 훼손 가능성, 개인의 영업권,

재산권 침해 우려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사생활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기본권 보호 취지에 부합하

고자 하는 수사기관의 실무가 자칫 소극적인 수사로 나아가 실체

진실 발견 및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도외시하게 될 우려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제3절 현행 디지털 증거 수집의 한계 및 문제점

1. 디지털 증거의 특징

디지털 증거는 각종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거나 네트워

크를 통하여 전송 중인 정보 그 자체를 말한다. 즉, 디지털 증거는

매체와 독립된 정보인 내용이 증거로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매체

23) 형사소송법 제127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

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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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또한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증거 그 자체는 사

람의 지각으로 바로 인식할 수 없고, 반드시 일정한 변화절차를 거

쳐 모니터 화면으로 출력되거나 프린터를 통하여 인쇄된 형태로 출

력되었을 때 비로소 가시성과 가독성을 가지게 된다(비가시성, 비가

독성). 디지털 증거는 삭제·변경 등이 용이하여 하나의 명령만으로

하드디스크 전체를 포맷하거나 특정 파일을 삭제할 수 있고, 특정

워드 파일을 열어보는 것만으로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파일 속성

이 변경될 수 있다(변경·삭제의 용이성). 현재 저장기술의 비약적 발

전으로 인하여 방대한 분량의 정보를 하나의 저장매체에 모두 저장

할 수 있게 되었고, 회사의 업무처리에 필수적인 컴퓨터에는 모든

자료가 저장된다(대용량성). 디지털 방식으로 자료를 저장하고 이를

출력하는데 많은 컴퓨터 기술과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디지털 증거

수집과 분석에도 전문적인 기술이 사용되므로 전자적 증거의 압수·

분석 등에 있어 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전문성). 마지

막으로 현재의 디지털 환경은 각각의 컴퓨터가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네트워크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

어 공간의 벽을 넘어 전송되고 있다(네트워크 관련성).24)

이러한 디지털 정보의 특성으로 인하여, 하나의 디지털 저장매체

에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고(대

용량성), 디지털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것과 매체를 압수하지 않고

매체내 디지털 정보 전체를 이미징(하드카피, 물리이미징)하는 것이

차이가 없게 되며(매체독립성), 유체물과 달리 매체 압수 및 이미징

자체만으로는 사람의 지각으로 바로 인식할 수 없어 사생활 등 기

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적고(비가시성, 비가독성), 피의사실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 선별, 디지털 증거 삭제 정황 발견, 삭제파일의 복구,

디지털 증거에 대한 원본성, 무결성, 신뢰성 확보 등에 전문 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전문성), 적기에 디지털 정보를 획득하지

24) 노명선, 백명훈(2018), 디지털포렌식, 42-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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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할 경우 훼손 등으로 향후 이를 확보할 가능성이 없게 되고(변경·

삭제의 용이성), 압수·수색 장소가 아닌 관할 이외의 지역에 있는

서버에 보관된 디지털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는(네트워크 관련

성) 것이다.

이렇듯 디지털 정보에는 다양한 특성이 존재함에도 판례 등 실무

는 다른 특성은 간과한 채 디지털 정보의 대량성만 문제삼아 기본

권 보호를 위해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 디지털 증거 수집의 한계 및 문제점

가. 디지털 정보의 변경·삭제 용이성 및 복구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문제점

디지털 정보는 하나의 명령으로 손쉽게 전체 삭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저장매체의 계속적 사용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더라도 데이

터들이 삭제 또는 변경되며,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기관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업무규정에 따른 보

관 기간 도과로 삭제되기도 한다.

디지털포렌식 기술 발전 속도보다 데이터 삭제나 데이터 암호화,

조작, 은닉 등의 방법으로 포렌식 도구, 수사 및 수사관의 분석을

방해하는 안티 포렌식 기술 발전 속도가 더 빠르다. 저장장치와 앱

데이터가 다양한 방법으로 암호화되는 등 보안 기술의 발전, 복원

기술의 한계 등으로 데이터가 삭제된 이후에는 이를 복구하기가 용

이하지 않다. 따라서 무엇보다 디지털 정보가 삭제되기 전에 미리

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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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장 디지털 증거 선별압수로 인한 한계 및 문제점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은 ①현장에서 전수 검색 방식으로 이루

어지는 경우, ②현장에서 조건 검색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③

현장 외에서 전수 검색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④현장 외에서

조건 검색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현행법, 영장재판 실무, 판례 동향 등에 따라 수사기관은 원칙

적으로 현장에서 선별하여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압수하며, 현장에

서 신속히 압수·수색을 종료하기 위해 조건 검색 방식을 이용하

고 있다.

전수 검색으로 선별할 경우 중요 파일이 누락될 우려가 적지만

디지털 증거의 대량성으로 인해 영장 집행에 수일이 소요될 수 있

어, 현장에서는 단시간에 집행을 종료하기 위해 검색 프로그램을 사

용한 조건 검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건 검색으로는 피압

수자가 은어나 약어를 사용하거나 파일생성 일시를 변경할 경우 검

색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진파일의 경우는 제목에 키워드가 포함되

지 않는 이상 검색이 불가능하며, 다른 정보와 결합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엑셀 등으로 정리된 자료는 발견하기가 어렵다.

현장에서 전수 검색 방법으로 선별을 하더라도, 실무에서 전문성

이 있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관과 실제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이 분

리되어 있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수사의 기밀성 등으로 영장 집

행 당일 정도에야 사건 요지, 핵심 키워드 등을 겨우 알게 되므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전수 검색 방식으로도 중요 파일을 누락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전수 검색 방법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어 영장

집행의 일시 중지, 현장 폐쇄 등의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훼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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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피압수자의 재산권, 영업권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커지게 된다.

또한 판례는 일관되게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문건 또는 그로

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

에 관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압수된

피고인의 이메일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된 문건들 등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작성자가 불

분명하므로 위 문건들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25)26) 문서파일과 같이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였으나,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기일에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

는 경우에는 파일의 작성자를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

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해야 한

다.27) 현장 선별 압수 방식에 따라 압수 대상 파일이 관련성 있는

특정 형식의 파일로 한정되어 압수될 경우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하

기 위한 파일 시간정보, 사진파일 장소정보 등 파일의 메타데이터,

시스템 로그 기록, 레지스트리 기록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된다.

3. 현행 디지털 정보 수집 과정에서 인권침해 정도

개정 법령, 법원의 판결, 영장재판 실무는 실체적 진실발견은 다

소 후퇴하더라도 사생활 등 기본권 보호를 위해 디지털 증거의 압

수·수색 절차를 엄격히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수사기관

의 디지털 정보 확보는 어렵더라도 기본권 보호는 제대로 되고 있

25)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도3440 판결

26)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27)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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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살펴본다면,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대상자는 인

권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느끼고 있어 사실상 기본권 보호도 제대로

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수사기관, 피조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

수집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수사관들은 “현행 수사절차가 피

조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78.2%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나, 피조사자는 94.4%가 “아니다”

라고 응답하였다.28) 피조사자들은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 수

집 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많이 침해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현행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는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는다는 의견(94.4.%)이 절대적으로 많았고, 영장집행

과정에서도 피수사자는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29)

이렇듯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대상자들이 느끼는 인권 침해의 정도는 크며, 영장의

발부 및 집행방법을 더욱 엄격히 하는 것만으로는 인권 보호에 한

계가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는 보호해야 할 피해

자 및 공익 등이 존재하는 경우로, 수사기관은 정의실현,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수사를 개시하고 증거를 수집한다. 즉 수사의

목적은 개인의 인권침해가 아니라 다른 인권, 기본권의 수호 있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방대한 디지털 정보는 수사기관

에게 있어 매력적인 증거들이고, 최대한 많이 수집할수록 실체적 진

실 발견에 근접하게 된다. 그럼에도 현행 법규정 및 실무는 실체적

28)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인권위원회연구용역 보고서(2012), 사이버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83면

29)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앞의 보고서,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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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 확보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기본권 보호에

도 미흡하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의 대량성이란 특성에서 벗어나,

디지털 정보 수집 과정에서 매체독립성, 비가독성 등 디지털 정보의

다른 특성을 적극 고려한다면 사생활 등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사

건을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

4. 현행 디지털 증거 수집 보완 방법의 필요성

디지털사회화가 되면서, 범죄의 증거도 주로 디지털화되어 존재하

게 되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의 성패도 디지털 증거를 어떻

게 확보하고 인정받느냐에 달려 있으나, 디지털 정보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수성이 있음에도 디지털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법과 실무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채 아날로그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디지털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탐색적 압수·수색 등이 과잉압수로 인한 문제점이 있고, 정보저장

매체 등에 타인의 정보, 범죄와 무관한 정보가 대량으로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없이 지켜져야 할 불가침 영역이

아니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목적은 타인의 기본권 침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있으며, 형사

사법의 기본원칙이 적법절차 외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있음을 간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현행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 및 문제

점을 보완하여, 관련 정보가 훼손되기 전에 이를 수집하여 실체관계

를 밝힐 수 있으면서도 개인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

는 방법이 필요하다. 기존의 유체물을 전제로 한 압수·수색 절차에

특성이 다른 디지털 정보 수집 과정을 맞출 것이 아니라, 유체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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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디지털 정보가 가지는 특성, 즉 삭제 및 훼손이 용이한 반면

일정한 변환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압수 자체만으로 이를 인지할

수 없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적은 특성(비가독성) 등을 이용하여,

디지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다음장에서 구체적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 디지털 증거 수집을 위한 보완방법

제1절 보전명령

1. 보전명령제도 도입의 필요성

디지털 증거의 휘발성, 변조 용이성, 복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

여, 수사기관에서는 보다 신속하게 이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강력한 사용자 정보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카카오톡 사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내

용 저장 기간을 2-3일로 대폭 축소키로 했으며, 서버에서 삭제된 대

화내용은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3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압수·수색 영장은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경

찰관의 신청, 영장전담 검사의 청구, 영장전담 판사의 영장 발부 과

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오후 늦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은 야간 집

행의 제한 및 통신사의 업무 시간에 따른 제약이 따른다. 야간에 접

30) 다음 포털, https://news.v.daum.net/v/201410021625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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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된 사법경찰관 신청 영장은 영장전담 검사 및 영장전담 판사의

부재 등으로 다음날 검토가 이루어져, 영장 집행에 이르기까지 통상

2-3일 이상 소요된다. 결국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더

라도 영장집행으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공받기는 사실상 불가능

한 상황이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2-3일 보관되고, 대화방 참여자의 전화번호

정보 및 로그기록은 3개월 보관되므로, 범행 즉시 범행 당일의 카카

오톡 대화내용을 확보하고자 하여도 통상적인 영장에 의한 압수·수

색 절차로는 이를 확보하기 어렵고, 범행 발생 후 시일이 지나 수사

가 개시된 경우에는 카카오톡 로그기록 등을 며칠 사이로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성매매업소에서 사장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직원의 영업

용 휴대전화가 아닌 개인용 휴대전화는 사건과의 관련성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 영역 내에 있는 디지털 정보로 이

를 압수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만약 개인용 휴대전화라고 하

더라도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중 “사장님 때문에 눈치보여

서 빨리 나가기가 어렵다”는 내용이 있거나, 모친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 “사장님이 아직 월급을 안 줘서 며칠 뒤 입금해 드릴께요”

라는 대화내용이 있다면 이는 분명 공범여부, 범죄 가담 정도를 알

수 있는 중요 증거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용 휴대전화라는 이유

로 이를 바로 압수하지 못하고 사건과의 관련성을 소명하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정보는 당연히 삭제되고 말 것

이다. 사건과의 관련성은 압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압수 종

료 이후에 사실상 중요 디지털 증거라는 것이 밝혀질 경우 이를 다

시 확보할 방안이 없게 되는 것이다.

판례는 적법하게 압수된 디지털 증거의 저장매체 자체 등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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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수색하던 중 해당 사건과 무관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 추가 탐

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

장을 발부받아 압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31) 현장 선별 과정

에서 무관 증거가 발견될 경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득한 무관 증거 자체 외에도 이를 근거로 한

조사, 자료 확보 등 소명자료가 필요하여 시일이 지체되기 마련인

바 그 사이 관련 증거는 변조, 삭제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으로 실제 집행을 하였으나, 이미 데

이터는 고의로 훼손되었거나, 부주의로 훼손되었거나, 통상적인 업

무상 보관기간의 경과로 영구삭제 되어 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하듯 디지털정보화시대에 사건 해결의 실마리에 대한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이를 신속하게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영원히 필요한 증

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적어도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위한 소명자료 마련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디

지털 정보가 삭제되거나 수정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정보화시대에 디지털 정보의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휘발성,

훼손의 용이성 때문에 신속하게 디지털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

게 대두되었고, 이미 선진 각국에서는 첨단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사법적 제도를 연구하고, 그러한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노력의 일환이 2011년 체결된 사이버범죄

방지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이다.

우리나라는 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여부에 대하여 찬반 논란이

있고, 아직 미가입국이지만, 협약 내용 중 휘발성이 높은 디지털 증

거에 대한 신속한 보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명령 부분은 눈여겨

31)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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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필요가 있다.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은 사생활 등 인권을 보장하면

서도 진실을 규명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였기에, 가입여부를 떠나 협약 내용 중 필요한 제도

를 연구하고 도입한다면 사생활 등 기본권 보호를 함과 동시에 실

체적 진실 발견이 가능할 것이다.

2. 사이버범죄방지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유렵평의회 사이버범죄방지협약(The Convention on Cybercrime

of the Council of Europe; CETS NO.185)은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문제현상인 초국가적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효율적 대처를 목적으로 2001년 11월 8일 채택되고 2004년 7월 1일

발효된 국제규범이다. 이 협약은 현재까지 유럽평의회 가입국 46개

국, 미가입국 14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은 사

이버범죄에 대한 국가간 형사사법 공조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각

국가마다 서로 다소간 차이가 있었던 주요 사이버범죄의 표준 구성

요건을 제시하는 실체법적 부분과 디지털 증거에 대한 수사방법 및

강제수사의 국제공조에 관한 절차법적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32)

협약의 제2장 제2절은 절차법과 관련된 것이다. 여기에는 저장된

데이터의 신속한 보존, 트래픽데이터의 신속한 보존 및 공개, 가입

자 정보에 대한 제출명령, 컴퓨터 데이터의(온라인) 압수 및 수색,

트래픽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콘텐츠 데이터의 감청 등이 포함된

다.33) 협약의 제16조, 제17조가 보전명령제도와 관련된 규정이며, 구

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32) 전현욱, 이자영, 사이버범죄협약과 형사절차상 적법절차원칙 : 저장된

데이터의 보존 및 일부 공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2호*

통권 제98호, 2014년 여름(76면)

33) 전현욱, 이자영, 앞의 논문, 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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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방지협약 제16조(저장된 컴퓨터데이터의 신속한 보전)

1. 컴퓨터시스템에 의해서 저장되어 있는 트래픽데이터를 포함한 특정

한 컴퓨터데이터가 특히 손실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

거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국은 이러한 데이터의 신속한 보전을 자국

의 권한 있는 기관이 명령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 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가입국은 어떤 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특정한 저장된 컴퓨

터데이터를 보전하게 하는 명령을 통하여 제1항을 실행한다면 필요

한 만큼의 기간 동안, 최장 90일 동안 그 자가 이러한 컴퓨터데이터

의 무결성을 보전하고 유지하여 이를 권한 있는 기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 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입

국은 그러한 명령이 연속하여 연장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3. 각 가입국은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기간 동안 이러한 절차의 수행을

비밀리에 할 수 있도록 보관자 또는 컴퓨터데이터를 확보해야 할 자

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이 조에 의한 권한과 절차는 제14조와 제15조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사이버범죄방지협약 제17조(트래픽데이터의 신속한 보전과 일부 제출)

1. 각 가입국은 제16조에 의하여 보전될 트래픽데이터와 관련하여 a)하

나 또는 그 이상의 서비스제공자가 이 통신의 중개에 참여하고 있는

지에 관계없이 트래픽데이터의 신속한 보전이 가능하고, b)가입국이

서비스 제공자 및 통신의 전송경로를 확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량의

트래픽데이터가 가입국의 관할기관이나 이 기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에게 즉시 제출(공개)되도록 필요한 입법적 조치와 그 밖의 조치

를 취해야 한다.

2. 이 조에 의한 권한과 절차는 제14조와 제15조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사이버범죄방지협약 보전명령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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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제16조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특히 손실되거나 변조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데

이터의 신속한 보존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도입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고, 제17조에서는 트래픽데이터의 신속한 보전과 일부 제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휘발성이 높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신

속한 보존을 확보함으로써 이어질 제출명령(제18조) 및 압수수색(제

19조)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34)

3. 외국의 입법례

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국은 직·간접적으로 보전명령에 대한 규

정을 두어 일정기간 동안 디지털 정보가 삭제, 수정되는 것을 방지

하고 있다.

캐나다의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형법개정안에는 새로운 수사수단

으로 보전요구와 보전명령이 제안되었다.

디지털 정보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정보의 보전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은 보전요구를 할 수 있고, 판사는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보전명령을 발할 수 있다. 보전요구와 보전명령은 범

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발부될 수 있으며 피의자에게 발부될 수 없다. 보전요구와

보전명령은 임시적 조치로서 일반적으로 법집행기관이 수색영장이

나 제출명령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기간 동안만 효력이 있다. 보전

요구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0 달러의 벌금, 보전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50,000 달러의 벌금형이나 6개월 이하의 구금형(병과형

가능)에 처해질 수 있다.35)

34) 전현욱, 이자영, 앞의 논문, 83면

35) 이윤제(2012).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논문, 323면(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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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2004년 4월 21일에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을 비준하고,

2011. 6. 17. 조약가입에 따른 입법조치를 완료하였고, 형사소송법에

디지털 증거의 수집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에서는 ‘기록삭제금지명령(보전요청제도)’를 신설하여36) 보전명

령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은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설비를 타인의 통신용도

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자기의 업무를 위하여 불특

정 혹은 다수자의 통신을 매개할 수 있는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설

비를 설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상 기록하거나 기록해야

할 전기통신의 송신처, 수신처, 통신일시 기타의 통신이력에 관한

전자기록 등의 내용 중 필요할 것을 특정하고 30일을 넘지 않는 기

간을 정하여 이를 삭제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37)

독일의 경우는 보전명령과 유사한 조치로 형사소송법상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비롯한 모든 명령을 내릴 권

한이 있음을 규정하고38), 통신 데이터에 대한 조사권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보전조치는 형사소송법 압수규정 등

을 통해 수행된다.39)

미국의 경우는 ISP40)에게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최대 90일의

범위 내에서 영장 청구 등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데이터를 보

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41)하고

있다.42) 범죄 혐의자가 아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 제3자가 디지

36) 이용(2016), “디지털 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50면 참조

37) 이용, 앞의 논문, 57면

38) 독일 형사소송법 제94조

39) 이용, 앞의 논문, 187-188면 참조

40) Internet Service Provider, 개인이나 기업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웹

사이트 구축 등을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41) 18 U.S.C §2703(F)

42) 전현욱, 이자영, 앞의 논문,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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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8조의2(정보의 보존요청 등)

① 법원은 정보를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30일의 범위 내에서 당해 정보가 삭제·변경되지

않도록 보존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정보를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존 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털 증거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 등 제3자는 단순히 범죄회피

의무를 넘어 적극적으로 범죄 증거 수집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부

담한다.43)

4. 개정법률안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의 가입여부를 떠나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입

법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44)에는 법원은 정보를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자에게 30일 범위 내에서 당해 정보가 삭제·변경되지 않도

록 보존요청을 할 수 있다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다. 개정안은 법

원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정보 보존요청을 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증거가치 있는 정보의 상실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43) 이용, 앞의 논문, 189면 참조

44) 2016. 8. 2.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제20대(2016-2020) 제344회, 의안번호

20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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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

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
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45)

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이 보존요청의 요건으로 ‘압수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압수영장을 발부·집행하면 족하고 별도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에게 보존요청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전기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존요청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보존요청 제도를 도입

한다고 하더라도, 보존요청 제도의 취지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

기 전에 해당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데 있으므로 보존기간은 1주일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하고, 수사기관

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므로,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와 같

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대한변

호사협회는 법원의 정보 보존요청은 영세한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업무상 부담이 있으므로, 정보보존요청제도의 적용범위를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

시하고 있다.46)

45)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 중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H6J0I8Y0H2I1I1

M0Z0Q2N9D7O1R5

46) 의안정보시스템,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중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H6J0I8Y0H2I1I1

M0Z0Q2N9D7O1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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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보존요청의 주체를 법원으로 규정하며, 그 대상자를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한정하고 있고, 요건으로 정보를 압수할 필요

가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전명령은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증거가치가

있는 정보의 상실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긴급히 이를 보전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일반 압수·수색영장과 같이 그 주체를 법원으로

한정할 경우 신속하고 긴급히 이를 보전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

지 않는다. 또한 압수할 필요가 이미 소명된 경우라면 압수·수색 절

차를 진행하면 되는 바, 보전명령은 후속 조치인 제출명령 또는 압

수수색 전에 긴급조치 성격을 지니므로 그 요건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장비, 기술 등의 문제로 영세한 기업들에게 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비스제공자 외에 개인 등에게 보전명령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술적, 제도적으로 보전방법을 보완할

수 있고, 보전만으로 수사기관이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피대상자의

데이터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 요소가 적

어 이를 피의자 등에게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법원의 정보 보존요청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원의 보존요청을 거부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될 우려가 있

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여 주는 등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보전명령의 제도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디지털 증거가 삭제, 변조되기 전에 이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보전명령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미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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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들이 보전명령을 제도화하였고, 우리나라도 정보 보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다른 나라 보전

명령 규정이나 개정법률안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보전명령의 의미, 요건과 주체, 보전방법, 보전명령의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보전명령 규정(안)을 제안

해 보고자 한다.

가. 보전명령의 규범적 의미

보전명령은 서비스 제공자 등 디지털 정보를 보관하거나 소유하

고 있는 자에게 데이터를 보전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사이버범죄방지협약상 ‘보전’이란, 이미 존재하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저장 시점에서 상태를 변경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모든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수정, 손상, 삭제되지 못하도록 보호

하는 것을 말한다.47) 이와 달리 데이터의 ‘보관’이란 저장된 데이터

의 내용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으

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하며,48)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인 보관과

이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보전은 구별되는 개념

이다. 즉 보전명령만으로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데이터의 보관의무

를 지우게 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의무

부과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다.

보전명령은 디지털 증거의 취약성에 직접적으로 기초한 긴급처분

의 성격을 갖는다. 영장이 발부되기 전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피처분

자로 하여금 대상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임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

이다.49) 따라서 보전명령의 피처분자는 통상의 방법으로 데이터에

47) 이용, 앞의 논문, 190면

48) 노명선, “사이버범죄 대처를 위한 EU사이버범죄협약 가입 필요성과 가

입에 따른 협약이행 방안”, 연구용역보고서, 대검찰청(2011), 103면



- 35 -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이를 제출받거나 수집하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로 제출명령 또는 압수수색이 필요하게 된다. 보

전명령 자체만으로 수사기관은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없어 사생활,

영업비밀 등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나. 보전명령의 요건과 주체

(1) 보전명령의 요건

사이버범죄방지협약 제16조에 의하면, ①특별한 범죄수사나 형사

절차의 목적이 있고, ②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저장되어 있는 통신

데이터를 포함한 특정한 컴퓨터 데이터가 특히 손실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

다.50) 이러한 요건을 고려하면서도 국내에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서는 비례성의 원칙 등 국내 헌법 및 형사절차상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안은 ‘정보를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존요청을 할 수 있

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보전명령은 압수·수색·검증의 선행단계로

영장 등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데이터가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을 압수의 경우와 동일하게

하거나 엄격히 할 경우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보전명령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로 피의자가 죄를 범

하였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고, 정보가 손실 또는 변경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49) 이윤제, 앞의 논문, 305면(6면)

50) 이용, 앞의 논문, 2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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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전명령의 주체

보전명령은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데이터가 삭제

되기 전에 신속하고 긴급하게 이를 보전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만

큼 보전명령 주체는 검사 등 수사기관이어야 한다. 만약 법원이 주

체가 되면,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단계와 같이 사법경찰관, 검사

를 거치는 과정에서 신속, 긴급 보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만약 수사

기관의 남용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사후적으로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나 발부 단계에서 이를 통제하거나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방법으로 통제가 가능하므로 목적 및 취지에

맞게 검사 등 수사기관을 보전명령의 주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보전명령의 대상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 의하면 보전명령 수범자는 ‘데이터를 보유

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는 보전

조치 조항(제16조 및 제17조)과 절차규정의 적용범위(제14조) 조항

에서 수범자가 서비스 제공자에 한정된 것인지, 보전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개인을 비롯한 모든 단체나 기

관을 포함한 것인지 그 수범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51)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가 삭제·변경

되지 않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전조치

또는 보전명령의 대상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보전대상, 보전방법 등을 고려할 때 보전명령의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다. 다만, 압수·수색영장의 피처분권자

51) 이용, 앞의 논문, 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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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피혐의자·피의자·피고인, 이들이 아니면서 그 대상이 되는 정

보를 소유, 소지, 관리하는 제3자가 있고, 보전명령은 향후 압수·수

색영장 청구 등 적법절차를 밟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확보하는 동안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 등이 삭제 또는 변경되지 않

도록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전명령의 대상

역시 압수·수색영장의 피처분권자 범위와 동일하여야 할 것이다.

보전명령은 그 자체만으로 제3자에게 보관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

니며, 데이터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삭제 보류 요청에 그치는 것이므로 인권침해 정

도가 중하지 않다. 따라서 인권보호 및 침해정도와 수사를 통해 실

현하고자 하는 진실발견, 정의실현 사이의 비례성 원칙을 고려해 본

다면, 보전명령의 대상자는 서비스제공자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

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과 단체, 피혐의자 등에까지 넓게 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개인이나 영세업체의 경우 설비 등의 미비

로 보전방법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보전방법을 다양화함

으로써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라. 보전방법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는 컴퓨터 데이터의 보전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보전명령이 실효성을 가지려

면 보전할 데이터가 사실상 존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통화일시, 발신기지국 위치 등을 1년 동안, 인터넷 로

그기록 및 인터넷 접속기록을 3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통신사실확인

자료 보관기간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52)하고 있고, 전자금

52)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제2항, 시행령 제4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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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등 전자금융거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오류 발생시 확인,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5년 동

안 보관하도록 전자금융거래기록 보관기간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법에 규정53)하고 있으며,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 등을 10년간 보관하도록 금융

투자업 영위 관련 자료 보관기간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규정54)해 두고 있어, 일부 보전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 보전에 관한 규정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다.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은 데이터 보전방법에 대하여 조약 가입국에

게 일임하며 구제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있지는 않다.

가능한 보전방법을 검토해 본다면, 제3자의 접근을 배제하는 원본

데이터의 확보 내지는 동일한 내용을 가진 복제본을 확보하는 방법

을 사용할 수 있다. 개인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보전을 명령하고 이

와 함께 적극적인 협력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

용할 수도 있다.55) 다만 디지털 정보에 대한 보전명령은 수사기관이

보전명령만으로는 그 내용에 접근할 수 없음을 전제로 그 요건 등

을 압수·수색과 달리 취급할 수 있으므로 피처분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보전방법은 달리할 수 있다.

통신업체 등 서비스제공자들은 통신자료를 백업(Backup)하는 방

법으로 쉽게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개인 등의 경우에는 소규모

로 운영되거나 장비, 기술 등 보전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하

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보전방법으로 원본 데이터를 물리이미

징(하드카피)한 복제본을 암호화한 후 복호화키는 보전명령 대상자

53)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시행령 제12조

5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0조, 시행령 제62조

55) 이용, 앞의 논문, 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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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명령 규정(안)

형사소송법 제108조의2(정보의 보전명령)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저장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보관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이때 비밀

분산 기법(Shamir의 Secret Sharing)56)을 이용하면서, 분할된 비밀

키의 일부만으로도 복호화가 가능한 (k, n) threshold 방식57)을 활용

하면 비밀키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사기관 이

외의 믿을 수 있는 제3기관에 원본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고, 보전명령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설정해 두고 기간이

도과하면 자동 폐기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다면

보전명령의 대상이 개인이라도 보전명령을 이행할 수 있고, 피혐의

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마. 보전명령의 규정(안)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서는 개략적인 보전명령에 대하여 정의하면

서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가입국에 일임하고 있고, 현재 계

류중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보존요청에 대한 신설규정은

주체와 요건 등이 보전명령의 목적 및 취지에 맞지 않다. 따라서 앞

서 살펴 본 보전명령의 의의 및 취지, 요건 등을 고려하여 보전명령

에 대한 규정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56) 비밀키를 여러 개의 비밀 조각으로 분할하여 다수에게 공유시킴으로써

비밀키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57) 분할된 비밀키 조각을 shadow라고 하고, n개의 shadow가 있을 때 k

개의 shadow만 모으면 비밀 정보가 복구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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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통신데이터를 포함한 특정한 컴퓨터 데이터가 특히 손실

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데이터를 보

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에게 30일의 범위 내에서 당해 정

보가 삭제·변경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

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요청을 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보전 요청을

한 경우 즉시 보전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보전요청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보전요청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보전요청한 정보를 압수·수색·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

방법원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

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압수·

수색·검증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장은 보전요청 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보전요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경우 당해 정보를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보전 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정보제공자가 정보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전하여 주어야

한다.

[보전명령제도 관련 규정(안)]

6. 소결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절차 등 현행법하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디

지털 정보를 확보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반면, 디지털 정보

는 변경, 삭제가 용이하고, 일정기간의 도과로 자동 삭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고 휘발성 높은 디지털 정보를 신속

하게 보전할 수 있는 보전명령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효율적

인 수단이다. 뿐만 아니라 보전명령 자체로는 수사기관이 그 내용에



- 41 -

접근할 수가 없어 개인의 기본권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고, 특히

체포를 전제로 하지 않는 긴급압수·수색 근거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

에서는 그 실효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적극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제2절 디지털 정보 수집 관련 압수·수색·검증 구별

수색이 압수할 물건을 찾기 위한 선제적 행위라는 이유로 실무상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및 발부는 단일한 영장으로 이루어진다. 유

체물을 전제로 한 압수의 경우는 이러한 단일 영장이 실무상 효용성

이 높았으나, 엄밀히 형사소송법상 압수, 수색, 검증은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다른 개념이고, 디지털 정보의 경우는 그 수집 과정이

유체물과 상이하므로 이를 구별하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1. 압수·수색·검증의 의의

수사기관의 압수(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는 증거방법으로

의미가 있는 물건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

제처분이다. 압류, 영치 및 제출명령의 세 종류가 있고, 압류(형사소

송법 제106조, 제219조)는 강제력을 사용하여 유체물의 점유를 점유

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이전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영치(형사소송법 제108조, 제219조)는 소유자 등

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나 유류한 물건을 계속하여 점유하는 것이

다. 제출명령은 일정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또한 수색(형사소송법 제109조, 제219조)은 특정인이나 압수할 물

건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뒤져 찾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수색은 주로 압수와 함께 행해지므로 실무상으로는 압수·수

색영장이라는 단일한 영장을 사용하고 있다. 압수·수색 관련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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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우리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 대상을 기본적으로 물건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증은 사실 확인을 위하여 장소, 물건 또는 사람의 인체에 관하여

그의 존재, 형상, 작용을 오감을 통하여 감지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수사기관의 검증은 증거를 수집, 보전하기 위한 강제수사로 검증영장

을 요건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215조). 검증의 대상은 유체물에 국

한되지 않고, 무체물이나 흔적, 정보, 인체, 장소 등 어떤 것이라도

검증대상이 될 수 있다. 검증을 할 때에는 검증결과를 기재하는 검증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9조 제1항). 검증조서에는 검증

목적물의 상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

고(형사소송법 제49조 제2항),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며,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

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0조). 검증조서는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갖추는 한에서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

2.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가. 정보의 압수·수색 대상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의 대상을 물건

으로 보고 있고, 디지털 증거는 종래 우리 형사소송법제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방법이다. 비록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방법이 규정되었지만, 여전히 정보저장매체가

아닌 디지털 정보 자체가 압수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정보 자체가 압수대상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긍정설은 압수대상물

인 물건에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자연력이 포함(민법 제98조)됨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부정설은 형사소송법이 압수대상을 증거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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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

219조, 제10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3항이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

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역시 물건임을 그 근거로 한다.58)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4항 규정을 두고도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

문에 압수의 대상은 디지털 자료라고 보는 견해, 동조 제4항에서 정

보를 제공받은 경우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수의 대상

은 전자정보라고 보는 견해, 위 규정의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유체

물인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가 압수물

이라는 견해가 있다.59)

판례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

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

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

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

이다. 나아가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

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60)고 판시하

여, 디지털 자료가 압수의 대상인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58) 이상원(2018), 디지털 증거법 수업자료 [2]의 18-19면 참조

59) 신교임(2015), 디지털 증거와 범죄사실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29-30면

참조

60)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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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디지털 증거가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판례로 해석하여 오

다가 컴퓨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로 인해 형사절차상 새로운 문

제들이 야기되자 연방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압수·수색 대상인

물건에 정보를 포함시켜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61) 또한 독일 역시

형사소송법 제94조에서 ‘물건은 증거로서 관련성이 있거나 몰수의

대상인 경우에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연방헌법재판소

가 제94조 법문의 의미는 무체의 대상도 침해의 대상으로 이해되는

것을 허용한다고 판시한 이후 그 압수 대상성이 인정되고 있다.62)

종래 우리 형사소송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

이 점점 커지는 반면 형사소송법의 일부 개정만으로는 디지털 증거

에 대한 규정들이 제대로 정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이 의

미있는 증거로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디지털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매체가 아니라, 매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디

지털 정보이며, 피압수자 역시 디지털 정보 관련 압수·수색 절차에

서 민감한 이유는 매체 자체의 압수가 아니라 매체에 저장되어 있

는 사생활 등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정보

가 대형 컴퓨터나 인터넷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디지털 정보

의 네트워크 관련성을 감안한다면 디지털 정보 자체가 압수·수색 대

상이 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제1항의 증거물 또는 물건에는 컴퓨

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도 포함된다”라는 입법 개정안63)이 발

의되어, 정보가 압수의 대상이 됨을 명문화하려는 움직임 역시 같은

취지라 할 것이다.

61) 이용, 앞의 논문 16면 참조

62) 이용, 앞의 논문, 40면

63) 2016. 8. 2.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제20대(2016-2020) 제344회, 의안번호

20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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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보 자체가 압수·수색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체물을

전제로 하여 규정되어 있는 현행 압수·수색 절차 및 실무를 디지털

정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디지털 정보의 특성

을 고려하여 이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특수성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은 통상 증거방법으로 의

미가 있는 물건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

로 일정한 공간을 뒤지고(수색), 그러한 물건이 발견되면 점유자 또

는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점유를 수사기관 등으로 이전(압수)한

다. 따라서 실무는 압수·수색영장이라는 단일한 영장을 사용하게 되

는 것이다. 압수로 인해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주로 소유권, 사용권

등 재산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

이에 반해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을 보면,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를 찾는 과정(유체물 수색), 소유자 등의 관

리를 배제시키거나 예외적으로 매체 자체를 수사기관으로 가져오는

과정(유체물 압수), 현장 또는 수사기관에서 데이터를 이미징(물리이

미징 또는 하드카피)하는 과정(정보의 압수), 사건과 관계가 있는 정

보를 선별하여(정보의 수색) 이미징(논리 이미징)하는 과정(정보의

압수), 이미징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정보의 분석)으로 좀 더 세

분화 된다.64) 디지털 정보의 경우 굳이 저장 매체물을 압수하지 않

더라도 물리이미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정보 획득 면

에서는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피압수처분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보다는 오히려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많은 정보 속에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찾는 과정, 또는 사건과 관련된 정보 외 무관

64) 안성수(2011), 디지털 정보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 3-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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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사생활 등 침해 문제가

더 심각하며, 이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것이 수사기관이 디지털 정

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3.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의 구별

가. 필요성

디지털 정보의 변경·삭제의 용이성 및 복구의 기술적 한계, 정보

의 저장기간 도과로 인한 삭제, 선별압수를 원칙으로 법 규정 등으

로 인해 수사기관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 디지털 증

거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

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에 관한 부분이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결정하면서,65) 엄격한 영장주의 원칙하에 개연성뿐만 아니라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한정해야 하므로, 적

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원리인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실무는 종전에는 체포영장 집행

만으로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하였던 것과 달리, 체포영

장에 의한 체포 시 원칙적으로 피의자 소재지가 사전에 파악된 경

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주거 등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영

장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형사절차의 기본이념 중 실체적 진실발견보다

65) 헌법재판소 2018. 3. 20.자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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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법절차원리가 더 중시되는 시대적 흐름을 보여주며, 앞으로 수

사기관의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서 개인의 사생활, 주거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며, 엄격한 영장주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보여준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대법원은 “교도관이 보관 중인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

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등 특별한 사

정이 없는 이상 재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교도소측이 임의제출한

증거자료 ‘비망록’의 압수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고,66)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의 실

현을 위하여 이 사건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

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

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

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으며,67)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

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

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68)고 판시하고 있다.

즉, 적법절차 원리가 중요하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 역시 포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개인의 사생활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의 침

해가 있는지, 개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등

66)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67)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584 판결

68)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2013. 11. 28. 선고 2010도

1224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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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형사절차

가 진행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할 것이다.

디지털 정보는 방대한 정보량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하나의 저장

매체 안에 사건 관련성이 없는 사생활, 영업비밀 등 데이터를 포함

하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는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증거 그 자체는 사람의 지각으로 바로

인식할 수 없는 비가시성, 비가독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실무상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생활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게 되고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어 공익과

기본권 보호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나. 구체적 방법

(1) 매체물 압수와 디지털 정보 압수의 구별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대상성을 인정하게 되면, 디지털 증거 수

집을 위한 압수·수색이 정보저장매체 자체가 아니라 그 곳에 저장되

어 있는 정보라는 견해가 우세하게 되어 매체 내에 있는 정보를 압

수·수색하기 위해서는 매체에 대한 영장 외에 별도로 영장을 필요하

게 된다.69) 실무는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매체를 압수하거나 물리이

미징(하드카피)하거나 수색 과정을 거쳐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

에 한하여 논리이미징을 하는 방법으로 압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

차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저장매체의 압수로 매체물에 대한 압수

69) 이원상(2017), 디지털포렌식 연구 11(3), 현행 디지털 증거 수집 관련

법률의 한계, 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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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사실상 종료되었음에도 관련 전자정보를 복제·출력 시까지는

압수수색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70)과 같이 매체와 매체내

정보를 혼동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정보의 압수·수색 대상성을

인정하게 되면, 매체물에 대한 압수와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의

구별은 필연적이며, 오히려 이러한 구별이 절차 집행 과정에서의 혼

선을 줄여 줄 수 있다.

디지털 정보의 경우 현장에서 선별압수를 원칙으로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의 사생활 등 기본권 보호에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건 관련성에 대한 다툼으로 압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

지 못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시간적, 장소적 한계로 인하여 중요한

정보 획득을 누락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성매매업소를 단속할 경우 직원이 특정 휴대폰이 개인

폰으로 영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할 경우 사건 관련성을 즉석에서 결

정하기 곤란할 수도 있으며, 관련성을 확인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정

보를 선별하기 위해 개인 휴대폰을 수색한다면 그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피압수자의 주장을 무조

건 받아들여 아무 확인 절차 없이 이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이후 매

체물의 훼손, 디지털 정보의 삭제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은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길이 막히게 된다. 또한 도박 사이트 등에 사용된 컴

퓨터는 매체물 자체가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이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어 이를 압수하여야 함에도 저장매체와 저장매체에 기억

된 정보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압수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혼선

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정보가 아닌 매체 자체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휴대폰 자체를 압수하여 압수물을 봉인할 수 있다. 이때

70)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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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알지도 못하는 매체 내의 특정 디지털 정보가 사건

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보다 매체 자체가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더 수월하며, 매체 자체 압수

는 사생활 등 침해가 없으므로 사건과의 관련성 인정을 덜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매체물에 대한 압수영장만으

로 매체 내에 있는 디지털 정보를 수색하거나 분석하지는 못하더라

도, 향후 수사의 진행에 따라 다른 증거에 의해 해당 휴대폰이 사실

은 개인폰이 아니라 영업폰이었다는 사실 또는 개인폰이지만 영업

관련하여 공범과의 연락 수단, 광고비 이체 등 금융거래에 이용되었

다는 사실 등이 추가로 확인된다면, 그 때 다시 매체 내에 있는 디

지털 정보에 대한 수색영장을 받아 관련성 있는 디지털 증거만을

논리이미징의 방법으로 선별하여 증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2) 디지털 정보 압수와 디지털 정보 수색의 구별

(가) 필요성

현행 법규정과 형사 실무는 하나의 정보저장매체 내에 다양한 디

지털 정보가 있으므로 현장에서 그 중 사건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

을 선별하여(검색 또는 수색) 압수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장 선별 압수의 경우 압수 대상 파일이 특정 형식의

파일로 한정되어 중요 파일이 누락될 우려가 있고, 압수한 파일이

전문증거에 해당할 경우 선별 압수만으로는 그 성립의 진정성을 확

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유체물이 대부분 즉시 사건과의 관련성이 명확히 판단되는 것과

달리, 디지털 정보는 정보의 방대함과 비가독성 등으로 인해 그 판

단에 시간이 걸리며, 때로는 관련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자들을 조사하여 진술을 듣고, 추가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련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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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또는 추가 자료 등에 기초하여 새로운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현행 법규정과 형사 실무가 디지털 정보의 특성을

무시한 채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그대로 디지털 정보

수집절차에 적용하여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각으로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접근이 필

요하다.

(나) 디지털 정보 압수

유체물을 압수하기 위해서 유체물을 찾는 수색이 선행되기에 실

무는 통상 압수·수색 영장이란 하나의 양식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집

행하고 있으나, 디지털 정보의 경우 굳이 압수·수색 영장을 동시에

발부받아 집행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를 구분하여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영장, 디지털 정보에 대한 수색영장을 별도로 청구하여 집

행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이나 피압수자의 기본권 보

호에 적합하다 할 것이다.

즉,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경우 디지

털정보저장 매체에 대한 물리이미징(하드카피)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집행하게 되면, 데이터를 특정 시점의 상태로 고정하여, 삭제파일, 빈

공간까지 비트 단위로 복제해 하나의 파일 형태로 저장하고 이후 데

이터 변경 방지를 위하여 해쉬값(Hash Value)71)을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문서 파일, 이메일, 인터넷 채팅 메시지 등 매체 사용자

가 작성한 기록을 컴퓨터에 저장한 것, 즉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Computer Stored Information)’ 뿐만 아니라 컴퓨터 로그 기록, 웹

히스토리 기록, 통화기록, GPS 위치정보 등 매체 사용자의 작용이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되는 ‘컴퓨터로 생성된

71) 32자(128bit)의 16진법 숫자 조합으로 이미징 파일에 대한 고유번호 생

성, 1bit라도 훼손되면 해쉬값이 변경되어 디지털 증거의 지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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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Computer Generated Information)까지 함께 확보할 수 있다. 매

체를 물리이미징 할 경우 피압수자는 매체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

어 피압수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은 디

지털 정보를 물리이미징의 방법으로 압수하더라도 디지털 정보의 비

가독성으로 인해 일정한 변환절차를 거쳐 모니터 화면으로 출력하거

나 프린터를 통하여 인쇄된 형태로 출력하지 않는 이상 그 내용을

알 수 없어 사생활 침해 등 기본권 침해가 없다할 것이다.

이렇듯 디지털 정보의 압수만으로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

으므로,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는 디지털 정보와 무관한 디지털 정보

가 혼재되어 있는 전체 디지털 정보 속에서 무리하게 단시간 내 관

련성 있는 디지털 정보만을 수색하고 압수하여, 수사기관은 중요정

보를 누락하고 피압수자는 그 과정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것이 아니

라, 전체 디지털 정보 중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는 디지털 정보가 존

재한다는 소명 정도로 전체 디지털 정보를 압수만 우선적으로 한다

면 수사기관은 디지털 정보가 삭제, 변경되기 전에 이를 확보할 수

있고, 피압수자는 재산권, 사생활 등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수색을 전제로 하지 않는 디지털 정보 압수만을 할 경우 수사기

관의 임의적 수색이 염려될 수 있을 것이나, 물리이미징 파일이 저

장된 매체를 봉인하여 피압수자 또는 관계인의 서명을 받고 보관하

고, 이후 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당사자의 참여하에 이를 개봉하는

방법, 이미징 파일을 암호화하여 수색시 복호화 키로 평문화하는 방

법,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는 압수

물의 위탁보관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1항을 활용하여 믿을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위탁 보관하는 방법, 사후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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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지털 정보 수색

일단 사건 관계인들에 의해 디지털 정보가 훼손될 수 없는 상태

로 디지털 정보가 확보되면, 그 이후 디지털 증거를 찾는 과정은 좀

더 엄격한 절차에 의해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정보 압수와 별도로 디지털 증거 수색영장을

받아 이를 집행하여야 하지만, 이미 훼손될 수 없는 상태의 디지털

정보가 확보되었으므로 시간, 장소적 제한을 받지 않아 조건 검색이

아닌 전수 검색의 방법으로 디지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이때 당사

자의 적극적 참여권을 인정하여, 단순한 참관이 아닌 사건 관련성에

대한 주장 및 항변을 할 수 있게 한다면 당사자의 사생활 역시 보

호받을 수 있게 된다.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무관성에 대한 주장 및

항변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면 해당 부

분에 대해서는 수색을 멈추고, 해당 부분에 대한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진술, 추가 자료를 확보하거나 추가 수사진행에 따라

자연스럽게 관련성이 확인된다면 그때 2차 수색 영장을 받아 재수

색을 하는 방법으로 증거 확보 및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다. 공판

과정에서 파일이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진정성립이 문제될 경우 법

원은 형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라 디지털 정보에 대한 수색을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또한 압수된 디지털 정보에서 정보를 수색할 경우 다음에서 살펴

볼 동형암호를 이용하여 암호화 된 상태에서 다른 증거들과 연산을

통해 관련성 있는 증거만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전수 검

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사생활 관련 부분

역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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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개정(안)

제115조의2(정보의 압수·수색)

①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의 증거물 또는 물건에는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

다) 또는 이에 기억된 정보도 포함된다.

②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한 경우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에 대

한 압수·수색은 별도의 절차에 의한다.

③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에 대한 압수는 하드카피 또는 물리

이미징하는 방법,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

여 제출받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에 대한 압수를 하드카피 또는 물리

이미징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 정보가 저장된 새로운 매체에 대하여

즉시 이를 봉인하고 수색은 별도의 절차에 의한다.

⑤ 압수된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에 대한 수색을 할 경우 당

사자의 적극적 참여권을 보장한다. 수색과정에서 당사자가 관련성에

대하여 합리적 주장을 하거나, 해당 사건과 무관한 별도의 범죄 관

련 증거가 발견될 경우 해당 부분 수색을 중단한다. 수사 또는 재판

종결시까지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를 확보하여 영장 등에 의한 재수

(라)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개정(안)

현행 형사소송법상 압수, 수색 관련 규정에 의하더라도 앞서 설명

한 바와 같이 실무상 지침 등을 만들어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와

수색을 구별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행 형사소

송법 제106조 등은 디지털 정보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

기에 아래와 같이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의 개선을 위

한 개정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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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을 할 수 있다.

⑥ 압수된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 중 민감한 정보가 혼용되어

있는 경우 동형암호 등 과학적 방법에 의한 수색을 할 수 있다.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 절차 개선 관련 제안]

(3) 디지털 정보에 대한 검증의 적극적 활용

(가) 필요성

범죄수법이 날로 지능화, 고도화됨에 따라 과학수사에 대한 수요

도 폭증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디지털 저장매체를 확보한 경우 이

를 분석하는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압수·수색 지원 요청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10년 전인

지난 2008년에 307건에 머물던 디지털 압수·수색 지원은 2010년에

669건으로 증가한 뒤 2012년에는 1,223건으로 처음으로 1000건대를

돌파했다.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 2016년에는 2,151건의

디지털 압수·수색 지원이 이뤄졌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디지

털 증거에 대한 분석 지원 요청도 늘고 있다. 2008년에 327건에 불

과하던 증거분석 지원 요청은 2010년에는 1,746건으로 증가한 뒤

2012년에는 4,599건으로 급증했다. 2016년에는 9,737건의 증거분석

지원이 이뤄졌다.72)

디지털 압수·수색 지원 및 증거분석 지원이 위와 같이 점차 늘고

있으나, 전문인력 확충 등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72)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2

336, [법의날 특집] ‘개원 10년’ 대검 국가 디지털포렌식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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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는 파일이 암호화되어 있어 암호해독을 해야 하는 경우,

파일 확정자 또는 파일 시간이 변경된 경우, 파일이 텍스트형식 이

외의 파일명이거나 무의미하게 부여되어 사건과의 관계를 바로 추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분석 또는 수색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

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건의 중요도, 디지털 정보의 증거가치

정도를 고려하여, 압수된 디지털 정보를 정밀 분석 또는 수색을 해

야 하는 사례와 검증이라는 보다 단순한 절차를 통해 증거확보가

가능한 사례를 구분하여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압수·

수색으로 나아가지 않고 검증에서 절차가 종료되면 개인의 재산권,

사생활 등도 보다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 구체적 적용례

수사의 초동단계에서 사법경찰관 역시 디지털 증거 수집이 늘고

있고, 압수영장에 의한 압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 동영상이나 사

진 재촬영, 보관자로부터 확인만 하고 확인서를 받는 방법 등 다양

한 방법으로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고 있으며, 형사 및 교통 분야에

서는 영장이 아닌 임의제출 등 기타 방법으로 디지털 증거를 확보

하는 비중이 각 66.3%, 53.57%에 이르고,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방법 역시 전문 분석팀에 의뢰하거나 이미징하여 파일을 열어보지

않고 원본을 직접 확인하는 등 기타 방법으로 증거 분석을 하는 비

중이 각 25%, 33.93%에 이르러,73) 원본이 훼손될 가능성, 공판절차

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 역시 사법경찰관이 CCTV 영상을 USB 복사, 휴대폰 카메라

촬영, 이메일 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획득하여 컴퓨터에 각각 복

사하여 영상들을 하나로 모아 CD로 제작하여 증거 제출한 사안에

73) 윤원대(2015), 디지털포렌식연구 제9권 제2호, 디지털 증거 수집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30, 3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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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 CCTV 영상과의 관계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

이라고 볼 수 없어 디지털 증거에서 문제되는 원 CCTV 영상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이 증거능력의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재촬영

된 원본 자체는 CCTV 영상의 재생 상태와 촬영 상황이 그대로 녹

화된 것으로서 테이프나 영상파일의 내용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

지지 않은 것이 전제된다면 다른 위법 사유가 없는 한 그 증거능력

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원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재활영본 원

본 파일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것으로 원 CCTV 영상 원본과

재활영본 원본 사이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와 별개로 재활영본 원본

과 재활영본 사본 사이에 무결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바 있다.74)

정보화 사회의 발달로 디지털 증거는 산재해 있고, 다양하고 새로

운 디지털 증거가 계속 등장하여, 현장 실무에서 디지털 증거를 쉽

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디지털 증거의 수집절차에 엄격함

을 요구하는 반면,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 인력 지원을 기다리

기엔 시간을 다투거나 교육 및 매뉴얼 숙지에 미숙하여 디지털 증

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수사단계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저장장치로는 컴퓨터본체 등 하

드디스크, USB·외장하드 디스크 등 이동식 저장장치, 스마트폰,

CCTV,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블랙박스 등 영상저장물, 포털 사이트

등 제3자 보관 데이터가 있지만, 모든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이미징

을 하고 해시값을 부여한 후 전문가에게 분석 의뢰를 한다면 이는

비효율적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현장 수사관들 모두에게 포

렌식 수사관과 같은 전문성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도 없다.

피의자를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등을 하는 경우, 범행 중 또는 범

7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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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을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지하철이나 성수기 해변가에서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람을 현행

범 체포한 경우, 범행직후 현장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

한 경우, 교통사고 발생 현장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경우 등

에는 이러한 검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검증의 대상은 유체물에 국한되지 않고, 무체물이나 흔적, 정보,

인체, 장소 등 어떤 것이라도 검증대상이 될 수 있고, CCTV나 블랙

박스의 경우 저장 장치의 용량 초과로 인하여 자동 삭제되어 소멸

될 가능성이 크며, 피의자가 소지한 스마트폰은 그 데이터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므로, 긴급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검증

조서에 검증목적물의 형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9조 제2항), 스마트폰에서 확인

된 영상이나 사진 등을 검증조서에 첨부할 수도 있다. 또한 검사 또

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

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으

므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방법도 디

지털 증거와 비교했을 때 수월하다 할 것이다. 현장에서 디지털저장

매체를 검증하여 검증조서를 작성할 경우 디지털저장매체의 소유자

등은 바로 매체를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재산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도 발생할 여지가 적게 된다.

대법원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서는 사고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이므로 이는 검증에 해당하나 사

후영장을 받은 흔적이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75)

75)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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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에 대한 검증 절차에 대한 지침(안)

1. 검증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검증에 의한다.

2. 피의자를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등을 하는 경우,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휴대전화, 블랙박스, CCTV 영상 등 디지털

정보가 중요증거로 삭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검증을 한 후

지체없이 검증영장을 받는다.

3. 검증을 할 경우 검증조서를 작성하고, 검증조서에 검증목적물의 형상

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 영상을 첨부한다.

4. 원본 조작 주장 등 향후 절차적 위반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

우 검증 과정을 촬영한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가 범죄현장에서 급속을 요한다는 이

유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행하여졌고 그 후 법원의 사후영장을 받은

흔적이 없으므로 이러한 검증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76) 사후 검증영장(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후

문)을 받는 과정이 누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검증 과정에서

원본 조작 등 절차적 위반이 없음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검

증을 위한 간단한 촬영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다) 디지털 정보에 대한 검증 절차에 대한 지침(안)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실무에서 디지털 정보에 대한 검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본권을 덜 침해하면서도 수사기관이 증거를

용이하게 확보하고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침안을 제안

해 보면 아래와 같다.

[디지털 정보에 대한 검증 활용 관련 제안]

76)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도12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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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현행 제도와 실무에서도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디지털 정보를 압

수하고 있으나, 유체물을 전제로 한 현행 압수·수색 절차만으로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에 한계가 있고, 디지털 증거 수집에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에 디지털 정보의 비가독성이라는 특징을 이용

한 사생활 등 침해가 없는 디지털 정보의 압수, 엄격한 절차 하에

디지털 증거 수색, 사안에 따른 디지털 증거에 대한 검증의 적극적

활용이 재산권, 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수사기관

의 원활한 디지털 증거 확보를 도모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제3절 동형암호를 이용한 분석 및 수색

1. 필요성

현행 실무상 비록 관련성이 없어 압수되지 않는 디지털 정보라도

현장 선별압수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영업비밀 등이 노출되기 마

련이다. 수사기관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으나, 당사자

의 입장에서는 의무부과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미 수사기관에게는

숨기고 싶은 사생활이 노출된 것이며, 외부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항시 존재한다. 사건 당사자들은 결정적 대화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

전화 등을 증거로 임의제출하고 싶어도 내연관계, 동성애자성 등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인 보호받고 싶은 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혼용되어 있다면 이를 제출하기 꺼려진다. 일부 정보를 삭제하고 제

출한다고 하더라도 무결성에 대한 의심, 삭제파일의 복구 등으로 사

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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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빅데이터의 등장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고 싶으나,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인해 양자를 조화할 수 있는 방안

을 오랫동안 연구하여 왔다. 최근에 데이터가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분석, 검색, 결과도출이 가능한 동형암호를 이용한 데이터분석이 각

분야에서 실용화를 앞두고 있다.

동형암호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기법은 아직 초기 단계로 바로 수

사에 접목시키기는 시기상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

의 수집, 분석과 개인정보보호라는 같은 고민에서 출발하여 최근에

빠른 속도로 연구가 진행되어 실용화를 앞두고 있는 동형암호와 이

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미리 고민해 보고,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수사기관은 개인의 기본

권 침해는 최소화하면서 방대한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여 수사의 증

거 등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본다.

2. 동형암호(Homomorphic Encryption)

가. 동형암호의 의의

동형암호란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할 때 고객의 다양한 정보를 식

별할 수 없게 암호화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4세대 암호체

계 기술을 일컫는다. 보통 민감한 정보의 유출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암호화를 하고 이를 다시 푸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동

형암호를 활용하면 정보 유출 위험을 낮출 수 있다.77)

77)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568600&cid=43667&categoryI

d=43667,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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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보급으로 서버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프

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데이터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달라지게 되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는 추가적인 안전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처리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완전동형암호가 대체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고려되고 있다.78) 또한

네트워크 연결성의 증대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해지

면서,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상충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평문을 암호화한 상태에서도 복호화 없이 컴퓨터가 수행하

는 모든 계산이 가능한 암호기술인 동형암호를 이용한 동형기계학

습 기술 등이 실용화를 앞두고 있다.79)

일반적인 공개키 암호(public key encryption)에서는 평문 , 

의 암호문 , 가 주어졌을 때 비밀키 없이는 평문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다. 암호문 , 을 변형하여 초기의 평문 , 

이외의 다른 평문에 대한 암호문을 만들어 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동형암호로 암호화하면 복호화키 없이도 , 로부터 두 평

문의 덧셈   와 두 평문의 곱셈  × 의 암호문을 만들

수 있다. 즉, 가 평문을 암호문으로 보내주는 암호화함수 일 때,

동형암호에서는  에 특정한 연산을 통하여 

  ,  × 등 연산 결과에 대한 암호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연산을 반복하면 임의의 이변수다항식 에 대한 

 의 암호문을 계산할 수 있고, 다변수인 경우도 성립하므로

일반적으로 계산 가능한 함수 와 평문   ⋯ 의 암호문

이 주어졌을 때   ⋯ 을 계산할 수 있다.80)

78) 서경진, 김평, 이윤호(2017), 완전동형암호로 암호화된 데이터에 적합한

산술 가산기의 구현 및 성능향상에 관한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7(3), 414면 참조

79) 천정희, 어윤희, 김재윤(2018),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동형암호기반 금융

데이터분석, 3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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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래 표와 같이 ‘8+10=18’과 같은 덧셈 연산을 동형암

호 기술로 암호화한 상태에서 계산할 수 있다. ‘4로 나눈 나머지 값’,

‘7로 나눈 나머지 값’이라는 문장을 입력하고, 암호화하는 간단한 동

형암호 방식을 적용한다. 숫자 8과 10을 암호화한 값인 [0, 1]와 [2,

3]을 각각 더해 암호화된 [2, 4]를 산출할 수 있는데, 이를 역으로 4

로 나눈 나머지가 2이면서 7로 나머지가 4인 수를 찾으면 18인 것

을 알 수가 있다.

[암호화 된 상태에서 연산]81)

암호에 대한 비밀키를 가지고 있으면 암호문을 복호화하여 평문

을 얻고 이를 더한 후 다시 암호화하여 평문 덧셈의 암호문을 계산

할 수 있다. 동형암호에서는 이 과정을 비밀키 없이 수행할 수 있으

며, 덧셈뿐 아니라 곱셈도 수행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컴퓨터가 하는

모든 연산을 복호화 없이 수행할 수 있다. 완전동형암호는 암호화된

상태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연산을 원하

80) 천정희 외 2명, 앞의 논문, 35면

81) 산업일보, http://www.kidd.co.kr/news/19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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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검색이나 통계적인 분석뿐 아니라 기

계학습이나 영상처리 등 매우 복잡한 연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개

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계학습의 경우 암호화된 데이터 상에서 분

석을 수행하고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에서만 복호화하여

개인정보 열람을 최소화할 수 있다.82)

나. 동형암호 이용 분야

동형암호를 이용하여, 의료, 납세, 교육 등의 분야에서 정보유출

의 위험없이 병원기록을 활용하거나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고, 강

력한 보안을 요구하는 군사 분야에서의 사이버 보안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DNA정보를 암호화한 상태로 분석하여 개인 DNA

정보 유출없이 질병의 발생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빅테이터 분석도 가능하다.83) 특히 데이터 노출 및 프

라이버시에 대한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안전한 데이터

융합이 가능하다.

2018. 5. 개최된 사업수학 ‘Math to Industry’에서는 서울대학교

산업수학센터가 개발한 금융 데이터를 동형암호화해 개인정보를 안

전하게 보호하면서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과 신용정보사 KCB와 공

동으로 가상의 금융정보 2만 건을 이용해 신용도를 예측·평가한 기

술이 소개되었는 바, 아래 표와 같이 동형 암호화된 상태의 데이터

를 결합하여 분석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금융 의료

생체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형암호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보

여주었다.84)

82) 천정희 외 2명, 앞의 논문, 39면 참조

83) 네이버 포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914201&memb

erNo=10728965&vType=VERTICAL

84) 보안뉴스,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69471&kin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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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암호로 데이터가 보호되는 머신 러닝 기술]85)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은 명시적인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도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연구 분야이다. 동형암호

기술을 적용하면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분석에서도 개

인정보 유출이나 데이터손실 없이 기계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암호

화된 데이터상에서 복호화 없이 기계학습을 수행하는 동형기계학습

(homomorphic machine learning) 기술 개발, 암호화된 상태에서 실

수 연산까지 지원하는 근사계산 동형암호 개발 등으로 음성, 영상,

신용, 의료 데이터 등을 동형 암호화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동형기

계학습이 적용될 수 있게 된 것이다.86)

동형기계학습의 알고리즘은, 1단계 동형암호 공개키/비밀키 설정,

2단계 암호화, 3단계 데이터베이스 병합, 4단계 예측/분류 모형 도

출, 5단계 암호화된 모델 복호화, 6단계 암호화된 데이터 사의 예측

으로, 1단계에서 비밀키를 믿을 수 있는 인증기관에 맡기거나, 법원

8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msit.go.kr/web/main/main.do

86) 천정희 외 2명, 앞의 논문, 5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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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rusted third party)가 키생성 및 비

밀키 보유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데이터 제공자들이 비밀키를

분산하여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다자간암호화기술(multiparty

computation)이나 영지식증명(zero knowledge proof)을 이용하여 두

기관이 비밀키를 분산하여 가지고, 복호화가 필요할 경우 데이터제

공자들이 협력하여 결과값의 복호화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5단계

에서 특별한 기능을 가지는 암호화기술로서 복호화키가 주어졌을

때 암호문의 일부 정보만 복호화하는 함수암호(functionalencryption)

를 이용할 수도 있다.87)

3.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

검찰은 디지털 증거 압수절차와 분석절차가 이분화되어 있다. 디

지털수사팀의 지원을 받거나 수사팀 수사관이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수행하고, 이후 포렌식 수사관이 분석실에서 분석 절차를 진행한다.

포렌식 수사관이 추출한 증거파일과 분석보고서를 디지털수사통합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일선 수사팀은 통합디지털증거분석

시스템(IDEAS)을 통해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등록한 디지털 증거

(파일, 메일, 결재, 회계, 모바일)와 일선수사관이 직접 등록한 자료

(발신기지국 등 통화내역, 계좌내역, 회계자료)를 각 단위별로 개별

분석하거나 연관분석, 통합분석을 하고 있다.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을 이용하면, 주요인물관리, 인

물중심관리, 시간중심관리, 위치중심관리, 상관분석 등을 통해 각각

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통신영장으로

확보한 발신기지국과 계좌영장으로 확보한 현금이 출금되는 ATM

기의 위치를 통합하여, 현금이 출금될 때마다 근처에서 휴대전화기

87) 천정희 외 2명, 앞의 논문, 48-4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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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한 자(인출자)를 특정할 수 있다. 또한 현금이 이체되거나

현금이 출금될 때마다 인출자가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낸 상대방

의 통화 빈도수 분석으로 실제 운영자를 특정할 수도 있다. 주요 인

물 3명 A, B, C와 통화한 이력이 있는 제3자의 인물을 찾아낼 수도

있는데, 제3자의 인물이 공범이거나 주요한 단서를 가진 사람일 경

우도 있어 이렇게 확인된 결과를 근거로 제3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할 수도 있다.

[IDEAS를 이용한 주요 인물과 통화 이력이 있는 제3의 인물 확인]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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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은 압수·수색 절차에 따라 정보저장매체에서 추출된

증거파일이나, 별도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한 디지털 증거를 아

날로그방식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 계산하여 분석하

는 방식이다. 즉, 각 수사관은 확보된 모든 자료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지도 위에 각각의 중요 데이터를 나열해 보는 방법으로 같

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시간과 노력을 줄여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분석에 사용되는 개개의 자료들은 정보저장매체등에서 개인의 사

생활,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선별압수를 통해 추출된 파일

들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별압수만으로는 사건과의 관련성

이 있는 파일인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들어가는 정보인지 바로

확정하기가 어렵다.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정보를 수사관이 폭넓

게 확보하여 분석할 수 있다면 실체적 진실발견에 이로울 것이나,

개인의 기본권 침해 우려는 커진다. 그러나 만약 수사기관이 정보저

장매체등에 저장된 정보를 일체 보지 않고 위와 같은 분석과정을

거쳐 유의미한 결과 값만 도출할 수 있다면 개인의 기본권 침해 우

려가 없어지므로 수사기관의 폭넓은 디지털 정보 확보 가능성이 커

질 수 있다. 동형암호를 이용하면 저장된 정보를 암호화한 상태로

연산이 가능하게 되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게 된다.

4. 동형암호 활용방안

현행 영장재판실무나 법규정이 디지털 정보 수집 절차를 엄격히

하는 이유는 하나의 정보저장매체 안에 많은 디지털 정보가 들어

있어,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 외에도 개인의 사생활, 영업비밀

등 보호받아야 하는 정보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

88)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 과학 2018년 10월호,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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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 중에서 개인의 사생활, 영업비

밀 등 무관정보는 제외한 채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을 선별

하여 압수할 것을 계속하여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

게 선별작업을 하여 중요 정보를 누락할 것이 아니라, 사건과의 관

련성 있는 디지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소명정도로 보관명령, 제

출명령으로 매체 내 디지털 정보를 물리이미징 또는 하드카피 방법

으로 확보하고, 암호화된 상태에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연산

을 원하는 대로 수행할 수 있는 완전동형암호의 장점을 이용하여

동형암호화한 후 IDEAS와 같은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고 관

련성 있는 증거를 이후에 압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압수·수색영장이 아닌 압수영장으로 디지털 정보를 확보한

경우 압수만으로는 디지털 정보의 비가독성으로 인해 내용을 인지

할 수 없고, 전수 검색이라는 수색과정에서 오히려 개인의 사생활

등이 노출되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디지털 정보를 동형암호화

한 상태에서 수색하면서 키워드 검색, IDEAS와 같은 분석 프로그램

을 통해 관련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함수암호를 이용하여 제한된

기능을 가지는 비밀키를 만들어 일부만 복호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정보는 정보 자체만으로 무의미해 보이나, 다른 정보와 결

합하였을 때 그 실체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단순한 새 그림에 불

과한 그림 파일이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면 ‘마약 출고’를 의미하는

당사자 사이의 암호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디지털 정보가 가지는 진

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이터와 병합이 필수적이며,

동형기계학습 기술에 의하면, 각 데이터 제공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병합하여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다량의

컴퓨팅 리소스 활용,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연산 속도를 개선해 나



- 70 -

가고는 있으나, 모든 데이터를 동형암호화하여 연산을 하면 데이터

연산 속도가 급격히 느려질 수 있으므로 제공자가 동의하거나 사생

활 침해 우려가 약한 정보들은 평문의 형태로 연산하면 그 효율성

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소결

다양한 빅데이터를 산업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와 개인정보

보호문제가 상충되는 양상은 마치 형사사법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디지털 정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와 개인의 기본권 보호문

제가 상충되는 양상과 흡사하다 할 것이다.

동형암호는 1978년 Rivest, Addleman and Dertouzous에 의해 제

안되었으나, 2009년에 이르러서야 Gentry에 의해 안전성이 확인되었

고, 비효율성으로 인해 많은 연구를 거쳐 최근 실용화를 앞두고 있

다. 빅데이터를 통해 기계학습이 가능해지면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으

로 동형암호가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비록 아직은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나, 이미 다른

기관에서 각각 제공한 데이터를 동형암호화 방법으로 수집, 기계학

습을 거쳐 예측모형을 도출하는 동형기계학습이 금융데이터 분석

분야에 실용화될 전망이고, 계속하여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므로 이

러한 기술을 형사사법 절차에서 디지털 정보 분석, 디지털 정보 수

색 등에 활용한다면 개인의 기본권은 보다 보호받을 수 있고, 수사

기관은 완화된 요건하에서 훼손, 변경이 용이한 디지털 정보를 삭제

되기 전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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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결론

지금까지 현행 법규정, 영장재판 실무, 판례 동향, 수사기관 실무

등에 따른 영장에 의한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 절차, 유체물을 전제

로 한 현행 압수·수색영장 규정을 디지털 정보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디지털 정보 확보의 한계점, 디지털 정보 수집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 및 삭제가 용이한 디지털 정보를 삭

제 전에 확보할 수 있는 보전명령제도, 디지털 정보의 비가독성을

이용한 압수와 수색의 구별, 과학수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이 용이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

법인 디지털 정보에 대한 검증의 활용, 디지털 정보의 수색 또는 분

석에 동형암호를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형사사법제도는 적법절차 원리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상충되

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 등이 혼재되어 있는

정보저장매체 안에 있는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있어

헌법 등 현행 법 규정, 판례 및 실무는 기본적으로 두 이념 중 적법

절차 원리에 비중을 더 두고 있으며, 정보화 사회에서 사회적 요구

도 적법절차를 통해 개인의 기본권이 더 보호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하여,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인해 기존의 법제도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방법인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커지고, 산재한

디지털 증거의 확보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게 됨에도 디지털 정보

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디지털 증거의 확보방법은 기존 제도

에 억지로 맞춰져 있고, 수사기관은 적기에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실체적 진실발견,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통한 정의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디지털 정보의 대량성이라는 특성에만 집중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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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인한 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 우려만을 걱정

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정보의 매체독립성, 비가독성이라는 특성

을 이용한다면, 매체와 독립하여 디지털 정보만을 압수할 경우 재산

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와 수색을

분리하여 수색 절차에서 당사자의 적극적 참여권을 확보하거나 동

형암호를 이용하게 되면 디지털 정보의 비가독성으로 인해 오히려

사생활 등 침해 우려가 적게 된다. 또한 사생활 등 개인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적게 된다면, 비례성 원칙에 따라 변경 및 삭제가 용이

한 디지털 정보를 변경 또는 삭제가 되기 전에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보전명령제도를 활용하기 용이하고, 물리이미징 방법으로 매

체 내 디지털 정보 확보가 가능하여 수사기관은 중요증거 누락없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보완방법이 일부는 현행법과 괴리가 발생하거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모든 정보저장매체나 사례에 적용될 수 없거나

기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개

선안들로 현행 제도를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방안

으로 활용해 보자는 것이며, 이러한 의견제시가 향후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는 새로운 입법이나 제도 정립 과정에서 있어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 사이에서 조화점을 찾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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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reservation Order and Improvement

of Current Procedures for

Digital Evidence Collection

Yeonju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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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martphones, credit cards, and business computers, used in our

daily lives, accumulatediverse digital information such as personal

activities and interests as well as documents that we create: The

Digital Age has arrived. Investigative agencies want to collect as

much digital data as possible to find substantive truth while each

individual concerns about infringement of the basic rights such

as exposure of privacy.

Current legal provisions and criminal practice place priority on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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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rights rather than finding substantive truth, requiring

rigorous conditions regarding digital information collection

procedures. Under these circumstances, digital information that

have not been immediately acquired by investigative agencies can

no longer be secured because they are easy to be damaged and

technically hard to be recovered.

It is true that there is a great concern about violation of the

basic rights including privacy during the process of date

collection due to the massiveness of digital information. However,

digital information has other characteristics as well such as

media-independence and un-readability.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s the systems and improvement measures to supplement

the current digital information collection process by utilizing these

characteristics.

This study examines institutionalization of preservation order

as a way of securing digital information prior to their change or

deletion, and reviews methods for preservation and possibility of

expanded application. In addition, it presents a method of

separating th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s in the course of

digit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a measure to actively utilize

digital information verification. Lastly, it discusses measures to

analyze and search digital information by utilizing homomorphic

encryption, the fourth-generation encryption technology. These

measures expand the chance of securing digital information by

investigative agencies while, at the same time, minimizing the

risk of infringement of individual’s basic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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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thods suggested in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balancing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and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new

legislations and systems forcollection of digital information.

keywords: digital evidence, due process,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 preservation order, convention

on cybercrime, seizure·search·verification procedures,

homomorphic encry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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