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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무죄추정의 원칙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견해로는 신양균 형사소송법신판 화산미디어, , ( ), (2009);

차용석 형사소송법 세영사 송광섭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임동규 형사소송, , (1997); , , (2012); ,

법 제 판 법문사 정웅석 백승민 형사소송법전정 제 판 대명출판사( 13 ), (2018); , ( 4 ), (2011).ㆍ

실체진실의 발견은 형사소송의 최고의 목표이고 가장 중요한 지도이념이라는 견해로는 이재,

상 조균석 형사소송법제 판 박영사, ( 10 ), (2015), 22-25.ㆍ

한편 실체적 진실주의는 입법목적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니 변종필 형사소송의 목적과, , “

실체적 진실 원칙 안암법학 제 호 김혜경 실체적 진실발견은 형사소송법의‘ ’ ”, 4 (1996. 8.); , “' '

목적인가 형사법연구 제 권 제 호?”, 26 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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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별압수 매체압수 실태ㆍ

제 장1 용어 정의

2) 본고가 말하는 현장은 당초 영장 집행 장소 즉 정보저장매체의 소재지를 가리킨다‘ ’ , .

3) 정대희 이상미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절차에서의 관련성의 문제 형사정책연구, “ ‘ ’ ”, 26.2ㆍ

은 일괄압수 제한적 긍정설을 취하면서 일본국 최고재판소 판례를 원용하였(2015. 6.), 121

으나 일본은 압수의 대상을 정보라고 보지 않고 매체라고 보기 때문에 그처럼 원용하더라도,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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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전자증거 압수에 관한 검찰의 실태

제 절1 검찰의 전자증거 압수 분석 기본 현황ㆍ

4) 저장매체의 반출은 압수가 아니라고 타당하게 지적한 박성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 “

정보검색의 성격과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의 의미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 권 제 호”, 28 2

(2016), 206-210

그런데 수사기관 실무상 그 반출시에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듯하다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고.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5) 요즘에는 하드카피 방식이 거의 쓰이지 않는다(clone) .

6) 대검찰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대상 각종 평가결과 및 통계자료 등의“ > > >

정보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분석 등 지원 현황> , ” (http://www.spo.go.kr/spo/info/inform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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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 자료가 연도별로 공개되어on/public/data_public01_sub.jsp?info_id=400&seq_id=53)

있다 방문시 건의 게시물로 의 개년도를 공개하였고 년(2018. 10. 11. 7 2006~2017 11 2008

자료는 게시되어 있지 아니함 매년 검찰연감에 공표되는 연도별 건수와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최근의 목차로는 검찰연감 제 장 제 절 제 항 해당 검찰연감의( 2 12 3 ),

인용은 생략한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의 것과 검찰연감 둘 다 선별압수 매체압수를 구분하여. , ㆍ

밝히지는 아니한 자료이다 와 모바일을 구분하지도 아니하였다. PC .

7) 참고로 대검찰청 차장검사 직속의 사이버범죄수사단이 창단되었고, 2011. 11. 1. , 2015. 2.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출범과 함께 사이버범죄수사단은 과학수사부 산하 사이버수사과로11.

정식직제화되었다검찰연감 면 및 대통령령 제 호 검찰청 사무( 2017, 606 2015. 2. 11. 26099

기구에 관한 규정 참조).

8) 검찰연감 면2017,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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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자증거 압수 수색분석 등 지원 현황 출처 대검찰청 홈페이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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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2 선별압수와 매체압수를 비교한 검찰 현황

1. 의 경우 선별압수가 초과PC : 80%

그림 2 대검찰청 에 등록된 증거의 개수 의 경우. D-NET : PC

9) 이기리 디지털증거의 압수 수색 개선방안 법원도서관 재판자료 제 집 형사법 실무연, “ ”, 133ㆍ

구 주 는 이러한 비율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었다II (2016), 422 ( 55) .

10) 대검찰청이 년 말부터 전국 디지털수사망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년 완료2009 (D-NET) 2012

한 사실검찰연감 면을 감안하면 그 완료 전의 집계수치는 수집방식의 차이기존( 2017, 589 ) , (

자료는 수작업으로 에 이관해 넣은 것 등으로 인하여 신빙성이 다를 수 있다D-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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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의 경우 매체압수가 절대 다수:

11)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 대검예규 제 호 제 조 제‘ ’( 876 2016. 12. 26.) 18 , 19ㆍ

조 참조 위 규정들에서는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고 정하였는데 디지털. , ‘

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 은(DFIS II,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System)’ 디지털증거관‘

리시스템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 ‘ (IDEAS, Integrated Digital Evidences Analysis

통합 협업 디지털증거 분석환경 디지털 수사망 인프라시스템과 다함께 합쳐져System)’, ‘ / ’, ‘ ’

서 전국 디지털수사망 을 이룬다 검찰연감 참조‘ (D-NET)’ . ( 2017, 589 )

12) 나중에 논하듯이 라이브 획득을 논리적 획득 내지 선별수집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MFA ‘ ’

기는 하지만 그 결과를 수사관이 에 등록하면서는 물리이미지라고 분류 하, D-NET ‘ ’ (tagging)

였다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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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세는 모바일

그림 3 대검찰청 에 등록된 증거의 개수 모바일의 경우. D-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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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전자증거 압수에 관한 경찰의 실태

제 절1 경찰의 전자증거 압수 분석 기본 현황ㆍ

13) 경찰백서 면2018, 23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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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2 경찰의 선별압수 매체압수 현황ㆍ

14) 이 단락은 이인수 디지털증거 확보체계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지 제 권 제 호, " ", 26 5

의 것이다(2016. 10.), 41 .

15) 송봉규 장석헌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 ”, Vol.12(2) (2013),ㆍ

133

그림 4 경찰 포렌식 전담인력 및 증거분석 현황 출처 경찰백서. (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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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도 있으나 최근 것이 아니어서 내용소개는 생략한다 곽병선 외:

인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3 , , (2012. 12.)

17)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한국형 디지털증거 표준관리 모델에 관한 연구, (2015), 75.「 」

18) 이준형 수사자료 관계분석을 통한 디지털 증거 현장 선별압수 수행 방안에 대한 연구 석, “ ”,

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2016), 98

19) 권양섭 효율적인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조직체계 구축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경찰청, “ ” [ ],

사이버안전국 (2017. 12.), 49

20) 이영필 디지털증거 복제본 처리실태 조사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 " ",

문 연세대학교, (2017), 73

이영필이 원본압수사본압수라는 용어를 매체압수선별압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했다고 해/ /

석할 수도 있지만 둘 다 매체압수라고 볼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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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최은영 핸드폰 압수 수색에 있어 사생활보호에 관한 연구 디지털포렌식 관점에서 석, “ - ”,ㆍ

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20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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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선별압수의 원칙

제 장1 선별압수 입법

22) 부칙 법률 제 호< 10864 , 2011. 7. 18.>

제 조시행일 이 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 ( ) 2012 1 1 .①

제 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4 ( )

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 ,

지 아니한다.



- 16 -

제 장2 선별압수 원칙에 관한 영장 변천사

제 절1 적정한 압수 절차 모색의 시작

23) 검사 청구 영장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심사하고 발부 기각한다 법원이 아니라 판사이다. .ㆍ

24) 법원행정처 영장실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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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2 압수의 방법을 제한하는 영장의 등장‘ ’

25) 법원행정처 압수수색등영장재판실무편람 재판실무편람 제 호, ( 15 ) (2002), 19

26) 압수 수색영장실무 집필위원회 압수 수색영장실무, (2007. 12.)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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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대법원 자 모 결정의 원심 재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자2011. 5. 26. 2009 1190 2009. 9. 11.

보 결정 면 참조 그리고 이 영장의 범위에 관한 판단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09 5 7 . 2011.

선고 고합 판결 면 각주 참조같은 날 선고된 고합 판결 면1. 26. 2010 483 96 27 ( 2010 537 54

각주 와 고합 판결 면 각주 도 같은 내용이다25 2010 750 5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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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본문에 인용한 것은 간략형이다 기본형 기재례는 괄호 부분이 다만 해당 컴퓨터 저장장. “( ,

치가 몰수 대상물이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또는 문서의 출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컴퓨터 저․

장장치 자체를 압수할 수 있음 이다 압수 수색영장실무 집필위원회 압수 수색영장실무)” . ,ㆍ ㆍ

개정판 참조( ) (2010. 3.), 95

29) 압수 수색영장실무 집필위원회 압수 수색영장실무 개정판, ( ) (2010. 3.), 92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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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3 관련성 요건을 명시한 영장 별지의 등장

30) 압수 수색영장실무 집필위원회 압수 수색영장실무 개정판, ( ) (2010. 3.), 81-82ㆍ ㆍ

31) 영장실무연구회 압수 수색영장 처리실무 면 사법연수원 영장, (2011. 3.), 20 (2011. 3. 7.ㆍ

실무법관연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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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노 판결 면에 언급된 자 영장2016. 7. 14. 2015 2544 33 2011. 7. 5.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고합 판결에 언급된 자 영장2014. 7. 31. 2012 1828 2011. 7. 5.

그림 5 일부 수정된 새로운 별지 압수의 방법. 2011.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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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4 단계 선별압수 영장의 본격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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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부터 쓰인 별지 압수 방법의 제한. 2011. 8. ‘ ’



- 24 -

제 절5 현행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

33) 영장실무법관연수 자료집 면(2013. 2. 28.), 57

34) 부산지방법원 영장재판실무 개정판 면은 아직 새로운 별지를 소개하, ( ) (2012. 2.), 104-106

지 않고 기존 별지 기재례를 나열하여 의문을 남겼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 제 조 제. , 215 ,

조 제 항과 전교조 재항고 사건 대법원 자 모 결정을 자세히 소개106 3 2011. 5. 26. 2009 1190

하였다.

35) 예컨대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고합 판결에 언급된 자2015. 1. 23. 2013 170 2012. 1. 17.

압수수색검증영장

36)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에 언급된 자 압수수2014. 2. 6. 2012 53715 2012. 5. 21.

색영장

37) 예컨대 부산고등법원 선고 노 판결 면에 언급된 부산지방법원 판사2017. 6. 14. 2017 85 24 ,

가 발부한 영장에 관한 사실관계 참조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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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법정책연구원연구책임 손지영 김주석 압수 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ㆍ ㆍ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보도자료(2016), 211

39) 그 차이를 자세히 정리한 사법정책연구원연구책임 손지영 김주석 위의 책 를( : ), , 211-219ㆍ

참조하되 마치 처음 새롭게 도입한 것처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

40) 압수 수색영장 실무 집필위원회 압수 수색영장 실무 개정 판, ( 2 ) (2016. 6.), 84-85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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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부터 사용된 현행 별지.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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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선별압수 원칙화에 대응한 선행 연구들

제 절1 모바일 선별압수 선행연구 미흡

제 절2 수집도구 개선 연구

41) 임한희 이상진 박태형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적합한 현장 디지털 증거 추출도구 필요요, “ㆍ ㆍ

건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호”, 9 (2012. 12.), 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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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3 안전한 증거관리 방식의 연구

42) 바이트 오프셋 값 번호(physical location) PO, Physical sector PS (=PO÷512), Sector

바이트값 바이트값 클러스터 번호 등의 값들이 물리적 위치offset SO, File offset FO, CL

정보에 해당한다 위 논문 저자도 이러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이해된다. .

한편 로 파일카빙한 결과는 라는 파, EnCase “<sn>_<fn>_FO-<fo>_PS-<ps>+<po>.<ext>”

일명을 갖는데 여기서의 는 위 바이트 오프셋 값 가 아니라 위 바이, <po> PO Sector offset

트값 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SO .

43) 등을 가리킨다 위 논문Ram slack(Sector slack), File slack(Drive slack), Volume slack .

저자도 이러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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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김양섭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법, “ ”,

발전재단 사법 제 호19 (2012), 266

45) 조광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의 범위와 한계 법조 호, “ ”, 711 (2015), 329

46) 강석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기술적 조치 연구 임계 암호기술, “ -

을 이용하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2016)

47) Adi Shamir, "How to share a secret",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22(11)

(1979), 612 613–

48) 미국 수학자로서 정보이론을 창안한 이 년 도입한 개념이다 를 기Claude Shannon 1949 . IFP

반문제로 하는 라든가 를 기반문제로 하는 처럼 계산의 어려움에 의존하RSA CDHP ElGamal

는 암호화 와 달리 정보이론에 의존한 암호화로서 공격자가 훨씬 높(computational secrecy) , ,

은 연산능력을 갖고 있다 해도 깨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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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강석한 은 암호가 해제된 임시파일의 처리 문제만 지적하였을 뿐인데 의 존재에 따, 57 , TA

른 취약점을 무시할 수 없다.

50) 강상형 사생활 정보를 고려한 디지털 증거처리 모델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 “ ”,

연구 제 권 제 호10 1 (2016. 6.)

51) 년 등이 제안한 기반 암호는 이메일주소나 를 기초로 공개키를 생성2001 Dan Boneh ID ID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개념을 확장하여 년 등은 속성기반 암호 개념을 처, 2004 Amit Sahai

음 제안하였다 기반 암호는 와 사용자를 대 관계로 보았지만 속성기반 암호는 그. ID ID 1 1 ,

속성 소속이나 직무 등 을 기초로 하는 것이어서 대 관계일 필요가 없다( ) 1 1 .

52) Craig Gentry, "A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Scheme" (Ph.D. thesis) Stanford

University,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2009

http://homomorphicencryption.org/ 참조

53) 임성훈 압수한 디지털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 방식 제안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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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4 암호화하여 제 의 기관에 위탁하자는 연구3

54) 임경수 이창훈 이상진 디지털 증거 선별 조사의 효율성을 위한, “ Digital Evidenceㆍ ㆍ

설계 및 구현 전자공학회논문지 제 권 편 제 호Container ”, 49 CI 4 (2012. 7.)

55) 디지털포렌식 유관기관협의체 https://www.kdnet.go.kr/

56) 이인수 앞의 글, , 41

57) 정현희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디지털포렌식센터 소속 디지털 증거의 생명주기를 고려한 관( ), "

리 방안 디지털포렌식연구 제 권 제 호", 10 1 (2016. 6.)

58) 오현석 형사전자소송에서의 증거기록과 증거조사 사법연수원 년도 법관연수 어드밴, “ ”, 2016

스 과정 연구논문집 형사법 신종증거론(Advance)

59) 박민우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서의 적법절차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 ”, , (2016),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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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5 무관증거 폐기 방법에 관한 연구

60) 김영철 디지털 본래증거 수집 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 , (2017)

박소연 디지털증거물의 수집 및 보관과정에서 접근제한 확보방안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 “ ”, ,

학교 는 암호화 디지털 워터마킹 형사디지털증거보관소를 제안했었는데 김영철의 제(2016) , , ,

안은 이보다 발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61) 독고지은 디지털증거 압수 수색에 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규제와 집행에 관한 연구 영, “ , -

장 집행 시 제기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법조 호”, 680 (2013. 5.), 288

62) US patent 4309569, Ralf Merkle, "Method of providing digital signatures", published

Jan. 5, 1982, assigned to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63) 이상미 관련성 없는 디지털증거 삭제시 이중해쉬를 이용한 무결성 입증 방안 석사학위, “ ”,

논문 서울대학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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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6 원본압수와 선별압수에 관한 연구

64) 이승무 범행현장성에 따른 디지털 포렌식 절차 모델 개발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 ,

(2016), 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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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매체압수 관련성,

확대 필요성

제 장1 디지털 포렌식의 위기

65) 김지홍은 년 년을 디지털포렌식의 황금기라고 하고 그 이후는 디지털포렌식의 위1999 ~2007

기라고 흔히 말한다면서 스토리지 용량과 개수의 급격한 증가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종류와, ,

임베디드 저장장치의 증가 운영체제와 파일포맷의 다양화 암호화 클라우드 확산 등의 기술, , ,

적 이유와 법적 규제를 꼽았다 김지홍 디지털 포렌식 절차 모델에 대한 새로운 접근 석. , “ ”,

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2015),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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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선별압수의 실패 요인들

제 절1 관련성 요건에 대한 판단의 한계

1. 본질적 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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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오기두 관련성 없는 핸드폰 녹음 파일 압수와 위법수집 증거 자 법률신문, “ ”, 2013. 3. 4.

면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성 개념의 해석 법조 통권 호13 ; , “ ”, 686 (2013. 11.),

성익경 압수영장의 효력 범위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부산판례연구회 판례연152-157; , “ ”,

구 집 정대희 이상미 앞의 글 전승수 압수 수색상 관련성의 실26 (2015), 623; , , 95-130; , “ㆍ ･

무상 문제점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 호 조광훈 압수수색절차에서”, 49 (2015. 12.), 45-55; , “ ․

관련성의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동종성유사성에 관한 검토 영산법률논총 제”, 12․ ․

권 제 호 김재중 이승준 압수 수색 범위와 범죄사실과의 관련2 (2015. 12.), 111-144; , “ㆍ ㆍ

성 형사정책연구”, 27(2) (2016), 71

67) 밑줄은 필자 이 리딩케이스를 원용한 대법원 판결로는 대법원 선고 도. 2017. 12. 5. 2017

판결 선고 도 판결이 있다 대법원 선고13458 , 2018. 6. 19. 2018 3436 . 2018. 10. 12.

도 판결은 위 리딩케이스와 기존의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18 6252 , 2009. 7. 23. 2009 2649

을 둘 다 원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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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오기두 관련성 없는 핸드폰 녹음 파일 압수와 위법수집 증거 자 법률신문, “ ”, 2013. 3. 4.

면 오기두 전자증거법 박영사13 ; , , (2015), 246-270

69) 오기두 주관적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만의 수색 검증 압수 사법 호, “ , ”, 28 (2014. 6.), 220ㆍ

같은 논문의 면은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법원실무제요 의 기준이 주관적 관련성 원251 , (2008)

칙을 거의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의 느슨한 기준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70) 대법원 선고 도 판결도 일응 범행의 객관적 내용만 볼 때에는 이2014. 1. 16. 2013 7101 “

사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종 유사･ 의 범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라고 썼는.”

데 그러면서도 피의자가 그 범행에 가담 내지 관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 “

다 는 이유로 영장주의 위반을 인정하였고 그 위법이 중대하다고 보아서 증거능력도 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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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현장의 상황적 한계로 인한 판단 제약

였다.

71) 예컨대 신교임 디지털 증거와 범죄사실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 “ ”, ,

교 박민우 수사기관의 압수에 있어 관련성 요건의 해석과 쟁점에 대한 검토(2015), 97; , “ ”,

경찰학연구 제 권 제 호통권 제 호 등이 그러하다16 1 ( 45 ) (2016. 3.), 9 .

반면에 전승수 압수 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 호, “ ”, 49 (2015.･

주 는 위 도 판결을 확대해석하면 안된다는 적절한 지적을 하였다12.), 64( 38) 2015 9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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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분 단위의 불분명

72) 이완규의 지정토론문 과학수사 국제학술대회주제 형사절차상 디지털 포렌- 2016. 12. 2. ( :

식의 발전방향 자료집 참고로 수사관이 함부로 문서를 열어보면 열어본 시각이라는 메) , 43. ,

타데이터가 바뀌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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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티팩트의 관련성 유무 판단 곤란

5. 안티포렌식 행위 유무에 따른 관련성 범위 변동

제 절2 키워드 검색의 한계에 따른 선별 실패

1. 키워드 검색의 한계En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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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ompound Document File

나. 압축파일

73) 이하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박상준 디지털포렌식 실습 강의자료집 서울대학교, (2018. 6.),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강의내용으로서 실습을 통해서 확인한 바와, 214-221 ,

필자가 추가로 발견한 바를 종합한 것이다.

74) 오피스 버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포맷이다 압축된 기MS 2007 Office Open XML . , XML

반 파일 포맷이다 참조. https://en.wikipedia.org/wiki/Office_Open_X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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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파일pdf

라. 언어 설정Code Page

75) 다수 파일들에 대하여 한꺼번에 하려는데 각 내부의 압축된 파일들을 일괄선택하는zip RKS

방법이 에서는 없다EnCase .

76) 이메일의 첨부파일이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호의 맥락에서 중요할 수 있다 김희균 이메315 2 . , “

일 계정 속 첨부파일의 증거능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 권 제 호”, 7 2

(2015), 11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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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이하의 세 단락도 박상준 디지털포렌식 실습 강의자료집 서울대학교 융합과학, (2018. 6.),

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강의내용으로서 실습을 통해서 확인한 바와 필자가 추, 214-221 ,

가로 발견한 바를 종합한 것이다.

78) 박상준 디지털포렌식 실습 강의자료집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 (2018. 6.),

보과학과 에서 슬라이드 과 을 대조하고 와 를 대조해볼 것, 205-207 30 33 , 32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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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키워드 검색의 특징과 한계CFT

3. 파일 특성 안티포렌식으로 인한 검색 실패 등,

79) 디지털포렌식 도구 운용관리지침을 제정하였다2010. 2. 4. CFT .

8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사이버본부 실장책임연구원 김기범 박사의 설명이다/ .

81) 이 문제를 로는 대응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dtSearch .



- 45 -

82) 신원 안티포렌식 기법 분석을 통한 안티포렌식 대응 방안 보안공학연구논문지, “ ”, Vol.11(6)

이석희 박보라 이상진 홍석희 안티 포렌식 기술과 대응 방향 정보(2014), 605-614; , " ",ㆍ ㆍ ㆍ

보호학회지 이규안 박대우 신용태 안티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Vol.18(1) (2008), 11-19; , “ㆍ ㆍ

대응 기술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제 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08 38 , 183-188

83) 왕재산 사건의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고합 판결서1 2012. 2. 23. 2011 1131 144

쪽 각주 참조27 .

84) 필자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주요 문건 파,

일의 제목을 건강검진 안내문이라고 붙여서 위장한 사례가 발견되었다2018. 10. .

85) 허철회 선별압수 시 난수성 검정을 통한 안티포렌식 파일 압수 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 “ ”,

문 서울대학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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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3 논리이미징의 원리상 포렌식에 부적합

1. 논리이미징의 기술적 동작 원리

86) 검색시작 이후 키워드를 추가하면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 사법연2 , 2016. 11. 28.

수원 년도 법관연수 어드밴스 과정 형사법 신종증거론 세미나에서의 신영식2016 (Advance)

당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디지털수사과장의 발표 자료 의 슬라이드 참조( ) ppt 33

87) 종래의 의 제조사 는 년 사에 인수되었다EnCase Guidance Software 2017 Open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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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에서 물리이미지는 확장자 인 반면에 논리이EnCase EnCase Evidence file( : E01 or Ex01) ,

미지는 확장자 이다Logical Evidence file( : L01 or Lx01) .

89) 로써 물리이미징한 결과 포맷은 또는 이고 와 둘 다 선택하는 것도CFT DD EWF (DD EWF

가능 논리이미징한 결과 포맷은 이다 실무상 물리이미지 확장자로 포맷인), DD . CFT EnCase

가 많이 쓰이는 편이다 거꾸로 말하면 결과 이미지파일 확장자가 라면 논리이.ewf . , CFT .dd

미지인 경우가 많으며 간혹 물리이미지일 수도 있다 한편 라는 용어 자체는 물리이미징이. , dd

든 논리이미징이든 라는 기법 자체를 가리키며 명령어 에서raw data block dump UNIX dd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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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의 필터링 기능. C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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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의 키워드 검색 기능. CFT



- 50 -

그림 10 의 논리이미징 옵션 화면 버전. CFT (CFT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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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리이미징의 원리상 디지털포렌식에 부적합한 측면

90) 이 단락은 매뉴얼 참조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컴퓨터포렌식 도구 사용자설명서 버전CFT : ,

3.6 (2018. 3.), 52-57

91) 윤효진 파일을 이용한 사용자 행위 추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UsnJrnl ”,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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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장집행 현장에서의 상황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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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선별압수 결과에 대한 포렌식 분석의 실패

제 절1 아티팩트 분석에 의한 진상규명의 곤란

1. 아티팩츠

92) 최근에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사례가 있다2018.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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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윈도 이벤트 로그는 시스템 로그 보안 로그 응용프로그램 로그의 가지가 주요한 것이고, , 3 ,

그 밖에 등이%user_name%\NTUSER.DAT, %windir%\setupact.log, %windir%\Tasks

디지털포렌식에서 의미 있다.

강세림 김소람 박명서 김종성 윈도우 이벤트 로그 기반 기업 보안 감사 및 악성코드 행, "ㆍ ㆍ ㆍ

위 탐지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신용학 윈도우 이벤트 로그 파일", Vol.28(3) (2018. 6.); , "

삭제 및 위변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복구 기술 연구 석사학위 논문 국민대학교(EVTX) ", ,

아울러 참조(2017) .

94) 레지스트리는 윈도 포렌식의 보고라 할 수 있다 레지스트리 하이브 파일이란 윈도 레지스.

트리 정보를 모아서 담고 있는 다음과 같은 파일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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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시나리오

95) 한국포렌식학회 학술대회제목 안티포렌식에 대응한다 이병길의 지정토론문2014. 5. 27. ( : )

에 소개된 사례이다.

96) 신설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을 염두에 두고 어떤 문서를 사용자가 알았는지 또는 사용313 2

했는지 여부 등을 판정할 방법을 연구한 것에 강세림 김소람 조재형 김종성 통합적인, , “ㆍ ㆍ ㆍ

분석도구 개발 및 포렌식 활용방안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제Jump Lists ”,

호 윤일 디지털 파일의 사용자 추정 방법 연구 한국디지털포렌식학17 (2017. 6.), 1-15; , “ ”,

회 디지털포렌식연구 제 호 등 참조17 (2017. 6.), 73-93 .

97) 윤일 앞의 글,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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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2 삭제된 파일의 복구 곤란 내지 불가능

98) 다만 의 경우에는 다르다 원래의 클러스터를 헥사 에디터로 찾아가 보면 데이터가 바, SSD .

뀌어 있다 메모리 관리 특성 때문이다. SSD .

99) 한컴 글의 경우에는 클러스터 번호가 바뀌지 않는다 별도로 파일로 임시저장한다. asv .

그 위치는 윈도 에서 대개 사용자 이다7 C:\Users\{ }\AppData\Local\Temp\Hwp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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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3 볼륨 섀도우 카피를 활용한 파일복구 곤란

100) 이승용 를 이용한 파일시스템 재구성 년 사한국포렌식학, "Volume Shadow Copy ", 2012 ( )

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윤선미 이석희 이상진 포렌식 관점에서의 시스템, 75-86; , "ㆍ ㆍ

복원지점 활용 방안 한국방송공학회 년도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2008 , 55-58

101) 사법부 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보고서‘ ’ 2018. 5. 25.

쪽은 시점복원이라는 분석을 통하여 약 여개의 파일이 삭제된16~17 ‘ ’ , 24,500 2017. 2. 20.

사실을 밝혀냈다고 하였다 고려대학교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소장 이상진 소속 연구인력은. ( )

복원 분석을 한 것이다VS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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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4 완전삭제 도구 사용 흔적의 탐지 곤란

102) 박순근 의 삭제 영역으로부터 증거 확인 가능성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국, "SSD ", ,

대학교 황현호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명령의 선별적 복구(2017), 73-76; , " SSD TRIM ",

석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신한섭 활성화에 따른 의 논리적 데이터, (2015), 3; , “TRIM SSD

복구 가능성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임윤빈 신명섭 박”, , (2013), 83-86; ㆍ ㆍ

동주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파일 와이핑 복구 기법 정보과학회논, " ",

문지 신명섭 오지현 박동주 플래시 메모리에서 디지털 포렌식v.39(2) (2012), 100-108; , "ㆍ ㆍ

을 위한 파일 와이핑 증거 확보 기법 정보과학회논문지 최승호", v.39(5) (2012), 271-278; ,

낸드 플래시 메모리상에서 디스크 복구 기법의 설계 및 구현 석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 ,

(2009),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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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5 파일 날짜시각 변작 탐지의 불가능

1. 파일시스템의 날짜시각 기록 원리NTFS

103) 김연수 방제완 김진국 이상진 완전삭제 도구 사용 흔적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처리학, " ",ㆍ ㆍ ㆍ

회 정보처리학회논문지 제 권 제 호C 17-C 2 (2010. 4.)

104) Brian Carrier, “File System Forensic Analysis”, Addison-Wesley Professional

박상준 디지털포렌식 강의자료집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2005), 229; , (2018. 3.),

수리정보과학과 참조, 269

시절에는 흔히 이른바 타임이라 불렀는데 에서는 가 추가되었으니FAT32 MAC , NTFS E

라고 하는 것이다 한편 에서의 는 시각이 없고 날짜만 있다MACE . , FAT A .



- 60 -







2. 날짜시각 변작 사실을 탐지하는 기법

105) 박진환 해쉬값의 비교에 의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입증방법에서의 해쉬함수의 성질과, “

그 무결성 확보 방안 사법연수원 년도 법관연수 어드밴스 과정 연구논문집”, 2017 (Advance)

형사법 신종증거론 은 파일명만 수정했는데 해시값이 달라졌다고 썼으나 이는 워드, 58 , docx

파일을 열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였기에 내부 메타데이터인 파일명까지 바뀐 탓일 뿐‘ ’

이다 만약 윈도 파일탐색기 화면에서 이름 바꾸기를 하였다면 외부 메타데이터인 파일명만. ‘ ’

바뀌므로 해시값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106) 여러 버전의 윈도우즈를 대상으로 다양한 행위에 따라 파일과 폴더의 시간 정보 변화 양상

을 조사한 연구로 방제완 유병영 이상진 파일 조작에 따른 파일 시간 변화 분석 정보, , “ ”,ㆍ ㆍ

보호학회논문지 제 권 제 호20 3 (20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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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박상준 디지털포렌식 강의자료집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 (2018. 3.),

학과 참조, 214 .

서기민 권혁돈 박제완 오승진 파일 시스템에서 워드 문서와 관련된, “NTFS MS Officeㆍ ㆍ ㆍ

시간 정보 분석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제 호 참조”, 5 (2009. 11.), 16 .

그림 11 프로그램으로써 변작. timestomp.exe MAC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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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참조 방문http://www.forensicswiki.org/wiki/Timestomp ( 2018. 10. 4.)

그림 12 해당 모습. after.txt $MFT

의 에 해당하는after.txt MFT Entry number (File Identifier) 82,567 MFT entry

해당 부분을 보여주는 화면을 캡처한 것이다1,024bytes EnCase . PS 6,456,590

부터 시작하는 엔트리헤더 중에 첫 번( = 6,291,456 82,567×1,024÷512 ) ‘＋

째 속성의 오프셋 값이 이라 되어 있으니 번째 바이트부’(20-21) 0x0038=56 56

터 읽어보면 속성번호 이고 크기 바이트가0x00000010 0x00000060=96

속성 청색 상자 이다 속성 헤더 를 지나$STANDARD_INFORMATION ( ) . 24bytes

서 바이트를 읽어보면 첫 번째 값들이 모두32(=8×4) , MACE 1977. 11. 1.

임을 확인할 수 있다01:00:00 .

그 다음으로 번째 바이트부터 읽어보면 속성번호 이고 크기152 0x00000030

바이트가 속성 적색 상자 이고 그 두 번째0x00000070=112 $FILE_NAME ( ) ,

값들은 모두 기존대로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부터 의 순이며MACE ( C,M,E,A ,

앞서 그림 의 콘솔 캡처화면 윗부분에 보인 값들과 동일하다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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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리이미징 결과물로써는 탐지 불가능

그림 13 로써 의 메타데이터를 살펴봄. EnCase after.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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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헥사 에디터 화면 변작된 한 세트만 발견된다. : MACE .

그림 15 변작된 날짜시각 표기방식. Un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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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원래의 날짜시각의 표기방식. Unix

그림 16 에서 변작된 검색. HxD 0247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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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에서 원래의 검색결과. HxD 1540022382

109) https://github.com/libyal/libewf/blob/master/documentation/Expert%20Witness%20Com

방문pression%20Format%202%20%28EWF2%29.asciidoc (2018. 10. 20. )

버전 은 를 개선한 를 도입하였다EnCase 7 EWF EWF2 .

110) https://github.com/libyal/libewf/blob/master/documentation/Expert%20Witness%20Com

방문pression%20Format%20(EWF).asciidoc (2018.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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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뿐만 아니라 내부 메타데이터를 함께 분석하여 시각 변작 여부를 판별하는 기법에MACE

관한 연구로는 서기민 권혁돈 박제완 오승진 앞의 글 참조, , .ㆍ ㆍ ㆍ

112) 여러 다른 이름들 예컨대 에, MFT entry address, file number, File Identifier(EnCase

그림 19 스키마 중 관련 부분. EWF-L01 Ltree entries M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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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6 네트워크 포렌식 이메일 포렌식의 경우,

제 절7 그 밖의 디지털포렌식 기법들

서 에서 등으로 불린다), MFT Record Number(FTK ), MFT entry number .

앞의 책 참조Brian Carrier,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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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남궁재웅 홍일영 박정흠 이상진 포렌식 관점의 파티션 복구 기법에 관한 연구 정보, “ ”,ㆍ ㆍ ㆍ

보호학회 논문지 23(4) (2013. 8.), 655-666

114) 진종민 데이터베이스 은닉행위 식별을 위한 조사 기법에 대한 고찰, “ system artifacts ”,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2016)

115) 박명서 김한기 김종성 향상된 스마트폰 백업 데이터 복구 방법 연구 디지털포렌, “ LG ”,ㆍ ㆍ

식연구 김상후 류재철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별 백업 방법 분12(1) (2018. 6.), 1-7; , “ PCㆍ

석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8(2) (2018. 4.), 295-301

116) 국내 정기간행물로 사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가 발간하는 디지털 포렌식 연구 사한국정( ) ‘ ’, ( )

보보호학회가 발간하는 정보보호학회지와 정보보호학회논문지를 참고할 만하다 사한국포‘ ’ ‘ ’ . ( )

렌식학회의 학술행사도 참고할 만하다.

그리고 국내외 디지털포렌식 교육과정들과 커리큘럼을 조사한 것에 박재범 디지털 포렌식, “

전문가의 필요성과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천”, , (2016), 43-68;

영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법정증언과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 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 “ ”,

문 서울대학교 각 참조, (2016), 70-86 .

외국 것으로는, Digital Forensic Research Workshop (http://www.dfrws.org), The Journal

of Digital Investigation (http://www.journals.elsevier.com/digital-investigation) 등을 추천할

만하고, 또는 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온라인 포렌식 강좌도 주목할 만하다SANS SANS DFIR .

https://www.sans.org/courses/incident-response-digital-forensics

https://digital-forensics.sans.org/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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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8 소결론 기초적 수준의 포렌식을 넘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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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4 매체압수 또는 관련성 인정범위 확대 필요성

제 절1 매체압수를 단행할 필요성

117) 자동화된 도구의 또다른 예로는 에 하는 다양한 를 떠올릴 수 있EnCase add-on EnScript

다 김민식 이상진 한재혁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위한 프로그래밍 퍼블릭[ , EnScript , BJㆍ ㆍ

참조 그러나 디지털증거 압수영장 집행 현장에서는 시간상 제약 등으로(2017) ]. EnScript

를 사용하는 것조차 드문 일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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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이 단락은 압수 수색영장 실무 집필위원회 압수 수색영장 실무 개정 판 의, ( 2 ) (2016), 74ㆍ ㆍ

것을 옮겼다 압수 수색영장실무 개정판 그리고 압수 수색영장실무. ( ) (2010), 88 (2007),ㆍ ㆍ

각 해당 부분과 비교하면 셋은 대동소이하다71 .

초판과 개정판에는 일본의 다수설과 미국의 실무가 이를 긍정하고 있으나 반대견해도 있“ ,

다 오기두 형사절차상 컴퓨터 관련증거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연구 면 이라는 각주가. , , 102 ”

단락 끝에 붙어 있었는데 개정 판에서는 삭제되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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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2 매체압수 허용 요건의 재검토

1. 영장 별지 사유의 재검토

119) 압수 수색영장 실무 집필위원회 압수 수색영장 실무 개정 판, ( 2 ) (2016. 6.), 85.ㆍ ㆍ

다만 제 호의 복제는 출처에 따라서는 복사라고 표기되기도 한다, 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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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장 별지의 매체압수 허용 기재가 요건인지 여부

120) 대검찰청 과학수사 실무 매뉴얼, (2014. 12.), 177 김지홍 앞의 글 주 에서 재인용[ , , 88( 169) ]

121) 대법원 자 모 결정 같은 취지에 대법원 선고2011. 5. 26. 2009 1190 . 2014. 2. 27. 2013

도 판결 등12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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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판결례 등 검토

122)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노 판결 쪽2016. 7. 14. 2015 2544 29-31

123) 이숙연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 권, “ ”, 7 (2014), 230

124) 오기두 전자정보의 수색 검증 압수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함의 한국형사소송법학, “ , ”,ㆍ

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 권 제 호 주 제 회 한국형사4 1 (2012. 6.), 170( 85) [2012. 2. 17. 1

소송법학회 발표자료집 주, 45( 82)]

125) 예컨대 조광훈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법학, “ ”, 21(3) (2014),ㆍ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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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피고인 이석기 사기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심 판결도 마찬가지이다 서울중앙, , 1 .

지방법원 선고 고합 병합 판결 면2016. 1. 11. 2012 1392, 1393( ) 33

127) 예컨대 서울고등법원 선고 노 판결 면 중 국가정보원 수사관 등2017. 6. 13. 2017 23 26 “

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권명희에게 피고인이 협조하지 아니하여 현장에서 범죄혐의와...

관련성 있는 정보만의 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 이미징을 하거나

이미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는 저장매체 원본을 봉인하여 반출할

것이며 추후 선별압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이미징 과정에서 저장매체, . ...

자체의 고장으로 매체 인식이 불가능하여 오류가 발생한 후지쯔 하드디스크 증 제(40G, 131

호 와 스마트폰 개는 원본을 반출하겠다고 고지하였다) 2 .”

128) 김용호 이대성 실무상 디지털증거의 현장압수수색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정보통신학, “ ”,ㆍ

회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17(11) (2013. 11.), 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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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3 관련성 인정 범위를 넓힐 필요성

129) 독고지은 앞의 글, , 268

130) 조광훈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법학, “ ”, 21(3) (2014), 731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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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4 소결론

131) 오기두 관련성 없는 전자증거의 수집과 영장주의 사법논집 제 집, " ", 65 (2017), 325

132) 허철회 앞의 글,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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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모바일에서의 선별압수

제 장1 모바일 매체압수 실태의 문제점

133)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디지털수사과 소속 박연재 수사관의 설명 진술 자‘ ’ (2018.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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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모바일 포렌식의 획득 기술

제 절1 획득 기술의 검토

134) 프라이버시 로깅은 이용자가 무의식적으로 사생활 정보를 끊김 없이 지속적으로 기록 저ㆍ

장되게 두는 상태이다.

135) 이규민 이영숙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모델 융합보안논문지, “ ”,ㆍ

정대용 김성훈 김기범 이상진 국제협력을 통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Vol.17(3) (2017); , "ㆍ ㆍ ㆍ

증거능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조아라 이용자 디바이스를", , 28(1) (2017. 3.); , "

통한 클라우드 데이터의 압수 수색에 관한 고찰 사법연수원 년도 법관연수 어드밴스", 2016･

과정 연구논문집 형사법 신종증거론 정대용 김기범 권헌영 이상진 디지털(Advance) ; , "ㆍ ㆍ ㆍ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쟁점과 입법론 계정 접속을 통한 해외서버의 원격 압수수색-

을 중심으로 법조 권 호 정대용 김기범 이상진 수색 대상 컴퓨터를 이용한", 65 9 (2016); , "ㆍ ㆍ

원격 압수수색의 쟁점과 입법론 법조 권 호 박래옥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효율", 65 3 (2016); , “

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방안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김흥원 클라우드 스토리”, , (2015); , “․

지 압수수색 시 문제점과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이규”, , (2015);

철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에서 전자적 정보의 증거능력 과학기술법연구, “ ”, Vol.21(3) (2015);

양종모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전자적 증거 압수 수색에 대한 고찰 홍익법학, “ ”,ㆍ

이원상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소고Vol.15(3) (2014. 9.); , “ ”,

형사법의 신동향 정현지 이상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디지털Vol.38 (2013. 3.); , “ㆍ

포렌식 동향 및 전망 정보보호학회지 박기홍 노시영 클라우드 서비”, 22(7) (2012. 11.); , “ㆍ

스에 대한 포렌식 측면의 수사 방법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등 참조”, 17(1) (2012. 3.)

136) 급속한 기술 변화를 감안하여 이하의 기술적인 설명은 최근 문헌들 위주로 참고하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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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드웨어 방식

2. 소프트웨어 방식

가. 루팅을 통한 것

하였다 박상준 디지털포렌식 강의자료집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 , (2018. 3.),

보과학과 최재원 김승주 모바일 포렌식 증거 수집방안 연구 제조사 백업 앱, 439-458; , “ :ㆍ

기반 데이터 획득 기법 정보보호학회논문지 권 호 김도현 이상진 모”, 28 1 (2018. 2.), 97; , “ㆍ

바일 포렌식 동향 정보보호학회지 권 호 어수웅 조우연 이석준 손태식”, 26 5 (2016. 10.); ,ㆍ ㆍ ㆍ

모바일 포렌식 증거능력 확보 방안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26(1) (2016. 2.), 140-148.

137) 플래시 메모리의 변천을 간단히 말하자면 NOR Flash NAND Flash eMMC→ → →

라고 할 수 있다 복층으로 일체화하는 추세이다MCP PO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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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루팅을 통하지 않는 것

138) 이와 달리 파일 내에서 삭제된 레코드를 복구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별개이SQLite DB ‘ ’

며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포렌식 기법이다 또는 등을 이용한다 황태진 원동, . Journal WAL . ㆍ

호 이영숙 모바일 포렌식을 이용한 메신저 증거 비교 분석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제 권, “ ”, 18ㆍ

제 호2 (2018. 6.), 25-32.

139) 구선미 효과적인 압수수색 현장 대응을 위한 모바일 포렌식 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 ”, ,

서울대학교 (2017),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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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키워드검색 가능 여부

4. 획득 단위의 세분화 여부

140) 박상준 디지털포렌식 강의자료집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 (2018. 3.),

학과, 454

141) 예컨대 김도현 이상진 모바일 포렌식 동향 정보보호학회지 권 호, , “ ”, 26 5 (2016. 10.), 26ㆍ

은 “선별수집이 가능한 수집 방법은 안드로이드 백업 프로토콜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 데...

이터만 백업하는 방법 안드로이드 데이터 공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

이러한 방법을 통해 사건과 관련된 데이터만 선별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많은 한계가 존재 라”

고 썼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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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검토결과

142)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공유 인터페이스 를 통하여 레코드 단위로 데(Content Provider)①

이터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문으로는 이경률 오인수 이선영 임강빈 스마트폰, , “ㆍ ㆍ ㆍ

포렌식 및 증거 수집방안 동향 분석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이윤호”, 42(6) (2017. 6.), 1205; ㆍ

이상진 스마트폰 내부 정보 추출 방법 정보보호학회논문지 권 호, “ ”, 23 6 (2013. 12.), 1058;

김익수 안영건 이정현 양승제 김명호 논리적 분석 기반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포렌식, “ㆍ ㆍ ㆍ ㆍ

도구 구현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6(4) (2011. 4.), 144

로써 파일 단위 수집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으로는 박상준 디지털Content Provider DB , ,②

포렌식 강의자료집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2018. 3.), , 452

143) 국내에서 유통되는 종의 피처폰 스마트폰 태블릿을 대상으로 기기별 최적의 획득2,790 , ,

방법을 연구한 임윤미 모바일 기기별 포렌식 이미지 획득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분류, “ -

및 서열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참조”, , (2017)

144)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연구소 소속 송지안 검찰주사보는 라이브 획득시 물‘ ’ 2018. 7. 6. “

리이미징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며 스마트폰 하나에 시간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고, 8~16 .”

설명하였다 그런데 기준으로 획득 소요시간 시간 정도인 사안도 있다 만약 파일의. 25GB 1 .

개수가 매우 많은 경우거나 처럼 대용량인 경우라면 그처럼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수, 128GB

긍이 간다 짜리 파일 개보다 짜리 파일 만개가 훨씬 오래 걸린다. 1GB 1 100KB 1 .

145) https://www.cellebrite.com/en/product/solutions/extract-decode/

https://www.guidancesoftware.com/encase-mobile-invest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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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2 의 이해MFA

1. 개요MFA

146) 독고지은 앞의 글 역시 모바일 폰이 점차 컴퓨터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 , 269 “

로는 현장에서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압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기술과 장비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아직은 요원한 실정이다 라고 하여 미래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

고 있다.

147) 그 사용상의 불편 완화를 위해서는 도킹 스테이션 개념의 장비예컨대 삼성, ( DeX Station)

또는 화면 미러링 솔루션 모비즌 등이 도움될 수 있을 것이다(SideSynk, Y'Link, ) .

148) 최재원 모바일 포렌식 증거 수집방안 연구 제조사 백업 앱 기반 데이터 획득 기법 석, “ : ”,

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2017)

149) 본 절은 사용자 매뉴얼 를 참조하였다 임윤미MFA 3.5 (2018. 6. 1. VER 1.0) . , 19-46;

이승무 구선미 이무영 도 참고하였다넷 모두 검찰의 수사관이다, 83-86; , 72; , 68-84 ( ).

150) 현재 삼성 팬텍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지원한다2018. 6. , LG, .

151)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연구소 소속 송지안 검찰주사보의 설명 진술 자‘ ’ (2018.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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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획득 단계의 절차MFA

가. 라이브획득 모드의 절차

152) 작업 환경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오프라인‧

상태에서 를 사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작업 수행한 로그 정보는 추후 온라인으로MFA .

접속 시 누적된 데이터가 검찰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에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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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리획득 모드의 절차

다. 결과 확인

153) 즉 특정한 앱을 골라서 그 앱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을 가리키지 아니한다 본고가 선별압, .

수를 위하여 개선을 주장하는 부분은 특정한 앱의 데이터만을 골라서 획득하는 기능을MFA

추가하자는 취지임을 주의하기 바란다.

154) mobile forensic logical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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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단계의 절차MFA







그림 20 분석도구. M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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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분석결과를 분석보고서로 만들려는 화면. M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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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 대한 관찰결과MFA

155) 예컨대 문자메시지 앱은 파일이고 카카오톡은 파일이다mmssms.db , KakaoTalk.db .

156) 에도 가 탑재되어 있다MFA SQLite Brows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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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행 검찰 모바일 압수절차의 개요

157) 필요시 다운로드하여 추가 분석하는 작업도 나중에 법정 증언시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시,

연하는 것도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담당하는 것이다.

158) 증거관리시스템이 그처럼 수사팀이 논리이미지 물리이미지를 다운로드하지 못하도록 만들,

어져 있을 뿐이다 대검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는 디지털포렌식 수사. ‘ ’․

관이 수사팀에게 이미지 파일을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의 조항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금지는 후술하는 인적 분리의 효과를 나름대로 거두고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포렌식팀이 파일의 내용을 통째로 인계하면이무영 앞의 글. db ( , , 97-98)

그 효과는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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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프로그램 개선방안MFA

제 절1 사후 논리이미징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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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2 획득 단계에서 특정 앱의 파일만 선별획득DB

159) 관련성 유무를 판단하는 단위를 앱 단위라든가 파일 단위로 잡을 것인지 그보다 작게, DB ,

레코드 단위로 잡을 것인지는 사안마다 합당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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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한컴 의 시리즈 상품소개 리플릿 그리고 담당자 전화통화 결과GMD MD- , hancomgm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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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3 키워드 검색 결과만 획득하는 기술 개발

제 장4 모바일 선별압수를 위한 압수절차 개선

제 절1 검찰 모바일 압수절차의 개선 방안

1. 일반 수사관이 즉석에서 시행하는 모바일 현장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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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선별압수절차의 가지 종류3

161) 구선미 앞의 글,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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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급 등 검찰의 준비된 여건MFA

162) 구선미 앞의 글, , 65

163) 이상원 전자증거와 원본증거의 법칙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제 호, “ ”, 36 (2012. 9.),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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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거점청에 국한된 것은 아닌 듯하다 정확한 보급 현황을 보여주는 수치가 기재된 자료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165) 구선미 앞의 글 에 의하면 의 사용 주체는 수사팀 수사관 및 디지털 수사관이, , 72 , “MFA

며 직접적으로는 디지털 수사관의 업무 중 이미징 추출 분석 업무에 사용된다 는, ‘ ’, ‘ ’ . MFA

노트북에 탑재되어 각 검찰청에 배포되었는데 실상 수사팀에서는 해당 도구에 대해 잘 모르,

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증거 분석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디지털, . ,

포렌식팀에 모바일 포렌식을 의뢰하는 편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 기능적 한. MFA

계 등으로 인하여 디지털 포렌식팀에서도 보다는 모바일 포렌식 도구 개발 업체에서 개MFA

발한 도구를 주로 활용하는 편이다.”

166)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어드밴스 과정 형사법 신종증거론 세미나에2016. 11. 28.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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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바일 압수절차 개선 방안의 장점

가. 원칙 측면의 장점

서의 신영식당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디지털수사과장의 발표 자료 의 슬라이드( ) ppt 36

그림 22 스마트기기 출시 및 지원가능 현황 누적. MFA ( )
출시년도별 출시모델 수 시료시료도입 수 지원 지원 모델 수: | : | :M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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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압수자 입장의 장점

167) 권양섭은 부터 까지 경찰청 디지털포렌식포털시스템의 개, 2016. 1. 1. 2017. 6. 30. 41,557

의 증거물을 대상으로 처리기간을 살펴보니 피압수자 반환까지 평균 약 일 걸렸다고 한다13 .

권양섭 효율적인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조직체계 구축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경찰청, “ ” [ ],

사이버안전국 및(2017. 12.), 85 135

168) 박민우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서의 적법절차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 ”, , (2016),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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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사기관 입장에서의 장점

169) 황종수 스마트폰 수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프라이버시보호와 영장주의, “ -

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 (2017), 184

170) 최윤정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적용되는 영장주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법적 검토 휴, “ -

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호”, 153 (2016. 4.),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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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2 경찰 모바일압수 실무의 개선 방안

1. 모바일 기기 자체의 압수는 지양

171) 이무영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있어서 관련성 개념에 관한 연구 모바일 포렌식을 중심, “ -

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2015), 94-96

172) 구선미 앞의 글, , 27

173) 최은영 앞의 글,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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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용 모바일 이미징 획득도구 보급

174) 부산고등법원 선고 노 판결2013. 6. 5. 2012 667

그런데 구선미 앞의 글 은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과 그 상고심 대법원 선고, , 8 2014. 1. 16.

도 판결을 전교조 압수 수색에 대한 준항고 사건이라고 썼으나 정확하지 않은 언2013 7101 ,ㆍ

급이다 국회의원 현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이다. , .○○

175)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디지털포렌식센터 담당자와 통화 결과2018. 10.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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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한겨레신문 자 단독 영장 없이 스마트폰 통째 보겠다는 경찰 기사에서2015. 5. 25. “[ ] ”…

문제 삼은 프로그램이 위 디지털 증거제출 지원 프로그램이다 위 한겨레 기사는 이 프로그‘ ’ .

램의 기능에 관하여 “스마트폰을 피시 에 유에스비 포트로 연결해 사용하는 이 프(PC) (USB)

로그램은 텍스트 메시지 통화 내역 전화번호부 사진 동영상 음성 문서파일을 뽑아낼 수, , , , , ,

있다 전체 정보를 추출할 수도 있고 날짜와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분류해 추출할 수도 있다. , .

이를 피디에프 나 엑셀 파일 형태로 인쇄도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 유(PDF) (XLS) .

통 중인 모든 스마트폰 기종을 대상으로 한다. 라고 소개하였다” .

한겨레신문 웹의 해당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2662.html

위 기사내용 중에 키워드 검색 선별추출 기능 부분 등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필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설명서를 입수하려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문의하였으나 입수하지 못하였다, .

그림 23 경찰 자체개발 프로그램들 출처 경찰백서 면. ( : 2018,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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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선 경찰 교육 등

제 장5 모바일 매체압수의 적법 여부

177) 이승훈 현장수사관의 디지털증거 수집 관련 지식수준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 “ ”, ,

대학교 (2016), 48-49

178) 윤원대 디지털 증거 수집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 “ ”,

식연구 제 권 제 호9 2 (2015. 1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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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1 모바일 매체압수가 적법하다는 통념의 극복

제 절2 파티션 이미지 계속 보유의 위법 여부

179) 김영규 미국 연방대법원의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판결의 의의 형사정, " ' ' ",

책연구 권 호 구선미 앞의 글 임윤미 앞의 글 최은영 앞의25 4 (2014. 12.), 268; , , 2; , , 57; ,

글 성익경 앞의 글 질의응답부분, 15; , , 641-2

한편 최윤정 앞의 글 는 선별압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해한 상태에서 다만, , , 132 ,

그것이 적법하려면 동의 또는 매체압수를 허용하는 영장이 있어야만 한다고 제한하려는 입장

을 취하였다 그러나 전형적인 영장 별지에 예외적 허용의 기재가 이미 있다. .

180) 부산고등법원 선고 노 판결2013. 6. 5. 2012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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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최은영 앞의 글,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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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매체 탐색선별 과정의 적법절차

제 장1 매체 탐색 선별의 적법 요건ㆍ

제 절1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

182) 대법원 자 모 결정전교조 재항고 사건2011. 5. 26. 2009 11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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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대법원 선고 도 판결 선고 도 판결왕재2012. 3. 29. 2011 10508 , 2013. 7. 26. 2013 2511 (

산 사건 자 모 전원합의체 결정종근당 사건), 2015. 7. 16. 2011 1839 ( ), 자2015. 10. 15.

모 결정2013 1969 , 선고 도 판결 선고 도2017. 9. 21. 2015 12400 , 2017. 11. 14. 2017 3449

판결 자 모 결정 선고 도 판결 각 참조, 2018. 8. 30. 2017 2914 , 2018. 9. 13. 2018 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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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2 대법원 판례를 둘러싼 논쟁

184) 이숙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본권 그리고 영장주의에 관하여 헌법학연구 제, “ , ”,

권 제 호 서태경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 단서에 따른 수사기관18 1 (2012. 3.), 32-33; , “ 106 3

의 압수에 관한 검토 피의자 변호인의 참여권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 권 제 호- , ”, 39 3

이세화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 수색에 있어서 대상과 종료시점 법학연구(2015), 177; , “ ”,ㆍ

제 권 제 호 등 다수이다 오기두 형사절차상 컴퓨터 관련 증거의 수집58 4 (2017), 33-60 . , “

및 이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도 참조”, , (1997), 76-81 .

185)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건 증거 압, “

수 방법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제 호 노수환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 48 (2015), 123; , “ ㆍ

색 절차상 당사자의 참여권 및 별건 관련성 없는 증거의 압수 요건 법조 제 권 제 호”, 65 7

(2016. 8.), 661

186) 이기리 유동적 위법 개념에 의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절차와 증거능력의 이해 사법, “‘ ’ ”,

연수원 년도 법관연수 어드밴스 과정 연구논문집 형사법 신종증거론2016 (Advance) , 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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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이기리는 원래의 영장에 기한 전체로서의 압수수색이 종료될 때까지라고 짧게 보았다‘ ’ .

188)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관련성 개념의 해석 법조 호 독고, “ ”, 686 (2013. 11.), 149;

지은 앞의 글 박혁수 디지털 정보 압수 수색의 실무상 쟁점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 , “ ”,

제 호 박건욱 수사기관에서의 전자정보 탐색 과정을 압수수색 일환으로 보는44 (2014. 9.); , “

판례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제 호 등이 있다”, 50 (2016. 3.) .

더욱 망라적으로 나열한 것에 조광훈 정보저장매체 등을 외부로 반출한 이후의 절차에서, “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둘러싼 실무상 쟁점과 해석론 영남법학 제 권 주”, 41 (2015), 199 ( 8)

189) 전승수 형사절차상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 “ ”, ,

울대학교 (2010), 85

190)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건 증거 압, “

수 방법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제 호 이진국 전자정보의 압수”, 48 (2015), 123-128; , “ ㆍ

수색에서 피압수 수색 당사자의 참여권에 관한 일고 아주법학 제 권 제 호”, 11 4 (2018), 337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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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3 본고의 초점

제 절4 탐색 선별 개념과 분석 개념의 구분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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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원혜욱 정보저장매체의 압수 수색 형사판례연구 호, “ ”, 22 (2014), 328ㆍ

192)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18. 2. 8. 2017 13263

193) 안정섭 최건호 전자정보 압수 수색의 일련의 압수처분에서 참여권 보장 범위 및 준항, "ㆍ ㆍ

고에서 취소의 대상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제 권", , 7 (2017. 5.),

30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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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5 관련 쟁점들

1. 참여권 보장의 시작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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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메일 압수 참여권자의 범위

194) 대법원 자 모 결정1999. 12. 1. 99 161

195) 헌법재판소 선고 헌바 결정 참조 수사기관이 급속을 요하는 때2012. 12. 27. 2011 225 . ' '

에 피의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 조 단서는 위헌122

이 아니라는 결정이다 참고로 급속을 요하는 때가 아니라고 보아 준항고를 받아들인 사례. , ‘ ’

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자 보 결정이 있다대법원 모 계속 중2016. 2. 18. 2015 6 ( 2016 587 ).



- 119 -

196) 박경신 이메일 압수수색의 제문제와 관련 법률개정안들에 대한 평가 사법개혁과 세계, “ ”,

의 사법제도 사법발전재단 박경신 메일 압수수색의 제문제와 관련[VII], (2010), 878; , “E-

법률개정안들에 대한 평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 집제 호”, 13 2 (2010. 8.), 278

은 메일계정소유자에게 영장제시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 지적하였고 여러 입,

법 개선안을 제시했었다.

197)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

고 정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한 것이므로 위 괄호에는 또는 보관자도 포함되는106 2 , ‘ ’

것으로 보아야 한다.

198) 같은 대검예규 제 조 제 항 제 호에 피압수자 형사소송법 제 조에 정한 참여인을 피9 4 2 , 123 ‘

압수자 등이라고 한다고 했다 피압수자에 관한 정의규정은 두지 않았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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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이메일 계정 소유자라는 표현에 대하여는 정보는 민법 제 조의 물건이 아니어서 엄밀‘ ’ , 98

히 말한다면 소유권의 대상은 아니라는 물권법 측면의 지적이 가능해 보이기는 한다 헌법재.

판소 선고 헌바 결정이 계정 소유자 정보의 소유자라는 표현을 쓰기2012. 12. 27. 2011 225 ,

는 했으나 의문이 있다.

200) 이숙연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법원도서관 재판자료 제 집 참조, “ ”, 123 (2012), 710 .

실제로 대법원 선고 도 판결은 영장 제시는 원본이라야 한다는 판2017. 9. 7. 2015 10648

례인데 집행 당시의 사실관계에 관한 쪽을 읽어보면 제시 상대방이 네이버, 2010. 1. 11. 3

주식회사라고 보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역시 선고된 도 판결 사안에. 2017. 9. 7. 2016 11272

서는 심 판결인 수원지방법원 선고 고단 판결의 쪽1 2016. 1. 14. 2015 3204 34 2013. 6. 7.

집행에 관하여 읽어보면 피압수당사자가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는 것을 전제하

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노 판결상고심 대법원. 2016. 7. 14. 2015 2544 ( : 2018. 7.

선고 도 판결 사안도 마찬가지이다11. 2016 11597 ) .

201) 오기두는 정보주체의 참여권을 배제하면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메일 보전조치를 하도록,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조요청을 먼저 시도하는 등 가능한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정

보주체 참여권을 보장하고 그에게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바 있다 오기두. ,

전자정보의 수색 검증 압수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함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 , ”,ㆍ

송 이론과 실무 제 권 제 호 제 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발표4 1 (2012. 6.), 144 [2012. 2. 17. 1

자료집, 18]

202) 이메일 계정 사용자의 참여권 보장을 주장하는 조아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 “

서 참여권 보장의 의의 사법연수원 년도 법관연수 어드밴스 과정 연구논문”, 2017 (Advance)

집 형사법 신종증거론 은 이숙연과 비슷하게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보전명령을 들, 191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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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호화 과정에서의 참여권 인정여부

203) 압수 수색영장 실무 집필위원회 압수 수색영장 실무 개정 판 그 사, ( 2 ) (2016. 6.), 93 (ㆍ ㆍ

례는 년 개정판에는 없었던 내용이며 전기통신사업자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2010 , )

204) 서울고등법원 선고 노 판결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및 그 상고심인2014. 8. 11. 2014 762 ( )

대법원 선고 도 전원합의체 판결2015. 1. 22. 2014 10978

그리고 대법원 자 모 결정2015. 10. 15. 2013 1969

205) 검찰 수사관 김광호는 복호화해야 할 전자정보가 확정되면 복호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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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문제들

전에 피압수자나 사건 관계인에게 복호화 과정 집행에 대한 참여 통보를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김광호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전자정보 압수 수색 집행 방안에 관한 연구 석. , “ ”,ㆍ

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2015), 41

206) 고범석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에 관하여 부산판례연구회 판례연구 집, “ ”, 28 (2017. 2.),ㆍ

및358 397

207) 오기두 전자정보의 수색 검증 압수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함의 한국형사소송법학, “ , ”,ㆍ

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 권 제 호 제 회 한국형사소송법4 1 (2012. 6.), 170 [2012. 2. 17. 1

학회 발표자료집,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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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참여권 보장 방법의 고도화

제 절1 참여권 보장의 의의

・

208) 곽병선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 " ". 51ㆍ

집 정병곤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2013. 9.), 258-260; , " ",ㆍ

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 권 제 호 권양섭 디지털 저장매체의 예외25 4 (2013. 12.), 187; , "

적 압수방법에 대한 사후통제 방안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 권 제 호", 26 1 (2014),

253-256

209) 조광훈 정보저장매체의 분석행위의 입법론에 대한 타당성 검토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 “ ”,

동향 제 호44 (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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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2 참여권 보장 및 참여권 행사의 실태와 문제점

210) 최형석 디지털 증거탐색 과정에서의 피압수자 참여 문제와 실질적 대안 석사학위 논문, “ ”,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2017), 26-27

211) 대검예규 제 호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규정 제 조 제 항( 876 2016. 12. 26.) 15 4

및 별지 제 호 서식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 참조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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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권양섭 실태조사를 통해 본 디지털 증거수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 ",

제 호 이하49 (2013. 3.), 390

213) 권양섭 경찰의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원광, “ ”,

법학 제 권 제 호33 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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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3 참여권 보장 방식의 혁신 필요성

214) 최형석 앞의 글 최형석 이상진 디지털 증거탐색 과정에서의 피압수자 참여 문, , 28-41; , “ㆍ

제와 컴퓨터 영상 녹화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제 권”, 11

제 호 양상희 이중정 윤혜정 정보저장매체 반출 및 디지털 증거탐색2 (2017. 9.), 78-80; , “ㆍ ㆍ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환경에 대한 중요도 이행도 분석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 권 제- ”, 23 3

호 (2018. 8.), 133

215) 대법원 자 모 전원합의체 결정 중에서 제 처분에 관한 반2015. 7. 16. 2011 1839 “8. 123․ ․

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창석의 보충의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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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박민우 수사기관의 압수에 있어 관련성 요건의 해석과 쟁점에 대한 검토 경찰학연구, “ ”,

제 권 제 호통권 제 호16 1 ( 45 ) (2016. 3.),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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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이기리 디지털증거의 압수 수색 개선방안 법원도서관 재판자료 제 집 형사법 실무, “ ”, 133ㆍ

연구 주II (2016), 425 ( 61)

218) 조광훈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 수색에서 참여권 저스티스 호, “ ”, 151 (2015. 12.), 289ㆍ

219)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디지털수사과 소속 이미지 수사관의 설명 진술 자‘ ’ (2018.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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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4 생활화된 기술에서 찾는 대안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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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5 참여권 보장 방식 고도화 방안들

1. 수사관 작업화면의 동영상 캡처

220) 박지영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 수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 “ ”,ㆍ

안보고서 제 호278 (2015. 12.), 36

221) http://software.naver.com/software/softwareList.nhn?categoryId=C0200000 (2018. 10. 4.

방문하여 확인하니 개가 출시되어 있었다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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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또는 복제할“

때에는 복제본을 획득하거나 개별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

해시함수값의 확인이나 압수 수색과정의ㆍ 촬영 등 원본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여야 함”

222) https://www.techsmith.com/about.html

https://support.techsmith.com/hc/en-us/articles/115006443267-Camtasia-Windows-Vers

ion-History

https://support.techsmith.com/hc/en-us/articles/115006435067-Snagit-Windows-Versio

n-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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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최형석 앞의 글 최형석 이상진 앞의 글, ; ,ㆍ

그림 24 윈도 내장 녹화프로그램. P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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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환경 로깅

3. 분석작업 의 가상머신화와 그 이미지 보존 및 제공PC

224) 최형석 이상진 앞의 글, , 87ㆍ

225) 임성수 유병영 박정흠 변근덕 이상진 가상 머신 이미지에 대, “VMware Workstationㆍ ㆍ ㆍ ㆍ

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 절차 및 손상된 이미지 복구 방안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1(2)

정일훈 오정훈 박정흠 이상진 유형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2011. 4.); , “IaaSㆍ ㆍ ㆍ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장상희 김등화 박정흠”, Vol.21(6) (2011. 12.);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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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격데스크탑 방식으로 작업화면 제공

5. 화상회의 방식의 참관기회 제공

강철훈 이상진 가상 데스크톱 환경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ㆍ

김등화 장상희 박정흠 강철훈 이상진 사설 클라우드 환경에서Vol.23(2) (2013. 4.); , “ㆍ ㆍ ㆍ ㆍ

수집된 데이터의 무결성 입증과 관련 포렌식 도구의 신뢰성 검증 정보보호학회논문지VM ”,

제 권 제 호 김민규 정두원 이상진 클라우드 아티팩트 자동 수집 및 분석23 2 (2013. 4.); , “ㆍ ㆍ

시스템 정보보호학회논문지 등 참조”, , Vol.25(6)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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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회인 제도 활성화

제 절6 예상 쟁점 화면녹화물 개시-

226) 오경식 수사절차상 압수 수색제도에서의 인권보장 방안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제, “ ”,

호 강구민 김창우 오경식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참여권자에 관50 (2016. 3.), 8-21; , “ㆍ ㆍ ․

한 소고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제 권 제 호”, 22 2 (2015. 8.), 543-547

227) 예컨대 서울고등법원 선고 노 판결 면 중 국가정보원 수사관 등2017. 6. 13. 2017 23 26 “

은 포렌식 전문가로서 참여인인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김용호의 참여 하에 피고

인의 신체 주거지 피고인 명의의 차량 및 오토바이에 대한 수색 결과 발견된 카, , Micro SD

드 카드 노트북 외장하드 아이패드 갤럭시탭 등 정보저장매체들을 압수, USB, SD , , , CD, , ”

228) 대검찰청예규 디지털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은 제정되었다2007. 5. 23. .「 」

229) 윤신자 이상진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 절차 개선방안 연구 경찰학연구, “ ”, 13(4) (2013),ㆍ ㆍ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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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변호사법 제 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26 ( )

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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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피압수자의 이의제기권 수사기관의 합리적 대,

응조치 의무

제 절1 이의제기권 명문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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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2 이의제기권 행사 실태

제 절3 무관정보 삭제 폐기 요구권ㆍ

231) 김혁 제 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의 집행과 적정절차 서울고법, “ 3 - 2015. 6.ㆍ

노 판결 대법원 도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25. 2014 2389 ( 2017. 9. 7. 2015 10648 ) ”,

제 권 제 호29 1 (2018. 3.), 101

232) 권양섭 실태조사를 통해 본 디지털 증거수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 ",

제 호49 (2013. 3.),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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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4 합리적인 대응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

233) 심희기 종근당 결정과 가니어스 판결의 정밀비교 형사판례연구 호, “ ”, 25 (2017), 611-636

234) 이숙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본권 그리고 영장주의에 관하여 헌법학연구 제, “ , ”,

권 제 호18 1 (2012. 3.),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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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4 전자증거 관리의 철저 및 관리이력의 공개

제 절1 완전삭제의 철저

235) 예컨대 서울고등법원 선고 노 판결 면 중 증거능력 인정 근거의2017. 6. 13. 2017 23 27

하나로서 국가정보원 수사관 등은 권명희에게 포렌식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고 이후 피“ ,

고인이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직접 수사관에게 이미징 해쉬값이 무엇인지 묻자,

설명을 해주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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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제 절2 권한관리의 철저

236) 김지홍 주 은 디지털 압수물의 폐기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행하, 108( 206) “

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고 하였으나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 .

237) 이환기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파기 의무와 디지털 정보의 삭제 방법 연구 석사학, “ ”,

위 논문 서울대학교, (2015), 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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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3 로그의 관리D-NET

238) 김광호 앞의 글 은 탐색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 규정에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이, , 48 “[ ]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피압수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저장매체 복제본에 대한 열람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시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제출한 논문에서.” 2015. 11.

지적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보다 수년 전부터 참여권보장 규정이 있었다 책임자등 참. . . “

여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는 정보저장매체등의 복제 및 등록시의.”

피압수자 책임자의 참여권에 관한 제 조 제 항이 신설된 것은 대검찰청예규19 2 2012. 11. 6.ㆍ

제 호로 일부개정할 때였다616 .

한편 이미지 파일을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위 등록된 파일 이외의, “

이미지 파일은 모두 삭제한다 는 제 조 제 항도 그때 신설되었는데 개정시.” 19 3 , 2016. 12. 26.

없어졌다 제 조 제 항으로 대체된 듯하다. 2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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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선별 담당자와 수사 담당자의 인적 분리

제 절1 미국연방 판례CDT

239) 김광호 앞의 글 는 을 언급하였지만 실현가능성 내지 타당성에 관한 추, , 49 Server DRM ,

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240) United States v. Comprehensive Drug Testing, Inc., 579 F.3d 989, 1006 07 (9th–

한편 이무영이 각주 에 적시한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Cir. 2009)(en banc). , 65 , “

련성 개념의 해석 법조 호 는 각주 에서 인용부호를”, 686 (2013. 11.), 124 59 ‘579 F. 3d

라고 표기하였으나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989, 1179-1180(9th Cir. 2009)(en ba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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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2 인적분리 방안

241) United States v. Comprehensive Drug Testing, Inc., 621 F.3d 1162, 1179-80 (9th

Cir. 2010)(en banc)

242) 이 단락은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연구책임 손지영 김주석 압수 수색 절차의 개선방안( : ),ㆍ ㆍ

에 관한 연구 주 그리고 주(2016), 114( 404) 209(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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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이무영 앞의 글, , 97-98

244) 곽병선 앞의 글, , 261

245) 이숙연 형사소송에서의 디지털증거의 취급과 증거능력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 ”, ,

(2010), 64

246) 같은 의견에 노명선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에 관한 판례 동향과 비교법적 고찰 대, “ ”,ㆍ

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호43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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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3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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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247)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고합 판결2018. 7. 5. 2017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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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선고 헌바 결정2012. 12. 27. 2011 225

United States v. Comprehensive Drug Testing, Inc., 579 F.3d 989 (9th Cir.

2009)(en banc)

United States v. Comprehensive Drug Testing, Inc., 621 F.3d 1162 (9th Cir.

2010)(en b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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