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 1 -

이학석사 학위논문

스마트폰 접속을 통한 

역외 서버 데이터 압수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Offshore Server Data

Seizure Method

through

Smartphone Connection

- Using Authentication tokens -

2020년 2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김 미 영



- 2 -

스마트폰 접속을 통한 

역외 서버 데이터 압수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Offshore Server Data

Seizure Method

through

Smartphone Connection

- Using Authentication tokens -

지도교수  천정희

이 논문을 이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1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김미영

김미영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12월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 3 -

요약 (국문초록)

굵직굵직한 사건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아주던 디지털 포렌식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암호화 기술의 발달로 위기를 맞고 있다.

사무실 PC를 포렌식 해도 중요한 전자정보를 발견하기 어렵고,

스마트폰을 포렌식 해도 텔레그램, 해외 클라우드, Gmail의 자료는 

아예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지 않거나 기술적 문제로 백업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항상 수사기관이 범죄자보다 느리다고 하지만 포렌식 절차는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제 기업도, 개인도 디지털 포렌식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잘 알고 있다. 정말로 중요한 정보들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 가고 있는데, 아직도 매체 중심의 압수규정에 매여 

있고, 매체 중심으로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관련성이 큰 스마트폰은 매체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 그대로 사용자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한 정보저장소인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클라우드 정보를 압수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외국의 구글,

페이스북, 드롭박스 등의 업체에 영장을 집행하라는 것은 범죄자들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데 말을 타고 뒤쫓으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최고 5G 상용화,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는 IT 강국인데, 일본에서는 이미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한 원격 압수규정도 없고, 유럽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일명 부다페스트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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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일랜드 더블린에 소재한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의 제출을 거부한 사안을 계기로 2018년 3월 23일 “데이터의 

위치와 관계 없이” 해외 데이터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CLOUD Act를 통과시켰다.

역외 데이터 서버 압수는 형사사법관할권 위반, 무결성, 원본성,

참여권 보장의 상대방 특정 등 다양한 논쟁거리를 가지고 있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도 일본, 미국과 같이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부다페스트 조약의 가입도 서둘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입법적 조치 없이도,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기기 자체에 저장한 암호화된 개인식별정보인 크레덴셜(인증 토큰)을 

통해서 구글 드라이브, 드랍박스, 지메일 등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압수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압수 직후 스마트폰의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여 

네트워크와 단절시킬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에서 범죄 관련 

정보를 찾고(수색), 범죄 관련 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하자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피압수자의 면전에서 피압수자와 함께 범죄 관련 정보를 

선별하는 것이므로,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가능하고 선별압수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주요어 :

계정접속을 통한 역외 압수, 모바일 포렌식,

라이브 포렌식, 클라우드, 참여권

학  번 : 2018-2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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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우리나라는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1위 국가이다. 국민의 95%가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컴퓨터를 가지고 다닌다.1)

그림 1.  선진 18개국 스마트폰 보유 현황2)

스마트폰은 시간적·장소적 한계를 넘어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2007년 1월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이 세상에 등장한 지 12년 만에 

스마트폰 중심의 세상이 되었다. 수중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고,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스마트폰의 카드결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물건값을 

1) KBS, “국민 95%가 스마트폰 사용 … 보급률 1위 국가는?”, 2019. 2. 11., 

(http://mn.kbs.co.kr/news/view.do?ncd=4135732)

2)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19/02/05/smartphone-ownership-is-

   growing-rapidly-around-the-world-but-not-always-eq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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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하고, 모바일 결제 서비스(삼성페이, 엘지페이)로 식당에서 

음식값을 계산하고, 모바일 뱅킹이나 토스, 카카오뱅크로 계좌이체를 

한다.

이처럼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컴퓨터를 사람들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게 되면서부터, 스마트폰은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물건이 되었다. 그래서 수사기관으로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증거물이, 범죄자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폐기해야 하는 증거물이 되었다.

실제로 검찰 및 경찰의 포렌식 통계에 의하더라도, 모바일 기기에 

대한 포렌식 건수가 PC에 대한 포렌식 건수보다 2~3배나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1. 대검찰청 유형별 디지털 증거분석현황 

(2019. 11. 19. 기준, 출처: 대검찰청 NDFC) 

업무유형 집계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컴퓨터

포렌식

건수 2,180 2,478 2,888 2,224 2,543 2,230 14,543 

인원 3,274 3,754 4,394 3,312 3,559 3,018 21,311 

수량 9,629 10,917 11,533 8,758 8,764 7,427 57,028 

DB

포렌식

건수 43 156 219 193 263 318 1,192 

인원 62 210 263 240 291 335 1,401 

수량 109 303 419 540 571 538 2,480 

모바일

포렌식

건수 3,287 5,283 6,637 6,450 4,916 4,102 30,675 

인원 3,494 5,699 7,028 6,653 5,058 4,217 32,149 

수량 5,568 8,564 10,870 9,699 7,600 6,445 48,746 

특수분석

건수 857 1,153 1,273 1,055 1,150 987 6,475 

인원 857 1,153 1,273 1,250 1,174 1,014 6,721 

수량 2,379 2,113 2,020 1,934 1,101 27 9,574 

전체합계

6,367 9,070 11,017 9,922 8,872 7,637 52,885 

7,687 10,816 12,958 11,455 10,082 8,584 61,582 

17,685 21,897 24,842 20,931 18,036 14,437 11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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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경찰청 유형별 디지털 증거분석 현황 

(출처: 2018 경찰백서, 232면) 

앞에서 스마트폰을 ‘작은 컴퓨터’라고 칭하기는 했지만, 사실 

스마트폰은 일반 PC와는 다른 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포렌식은 아직까지 “모바일 디바이스로부터 디지털 증거나 데이터를 

복구하는 디지털 포렌식의 일종(branch of digital forensics)”으로만 

정의되고 있고, 모바일 포렌식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모바일 포렌식은 모바일 기기의 특성, 특히 네크워크 관련성으로 

인해 일반 PC 포렌식과는 다른 측면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고 

모바일 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 영역의 구축이 필요하다.

PC 포렌식과 모바일 포렌식의 차이점은 실제 압수·수색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압수·수색현장에서 PC를 포렌식할 때는 PC의 

전원부터 끄라고 당부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원칙적 선별압수, 예외적 원본압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PC를 

켜 놓은 채로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 데이터를 선별한다.3)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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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은 압수현장에서 비행기모드로 전환하여 네크워크부터 

차단시킨다.

스마트폰은 네크워크와 연결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메일 송수신,

클라우드 데이터 업로드 및 다운로드, 인터넷 쇼핑,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 각종 업무를 손안에서 가능케 하는 기기인데, 압수되는 순간 

네크워크와의 연결이 차단하여 먹통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은 PC보다 자동 로그인 기능이 더 일반화되어 있고,

스마트폰으로 하는 대부분의 작업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함으로써 

시작되는데 네트워크가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계산기, 메모,

음성녹음 같은 기본 애플리케이션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PC보다 네트워크 관련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을 때라야만 스마트함을 

발휘하는 스마트폰을 굳이 단순 저장매체로만 취급하여 Dead-box

상태로 포렌식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의문, 그리고 2018년 3월 미국 

CLOUD(Clarifying Lawful Overseas of Data) Act의 제정, 스마트폰의 

보급과 더불어 클라우드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따른 전통적 

포렌식 방식의 위기(스마트폰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매체에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에 접속하는 ‘KEY’로 변모) 등에서 출발한 것이다.

3) ‘19. 12. 24.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의 포렌식 수사관 송지안에게 PC 포렌식 

현장에서의 포렌식 절차에 대해 문의한 결과, “과거에는 PC의 저장매체(HDD, SSD)를 PC에

서 분리하여  쓰기방지장치에 연결한 다음 포렌식 도구(EnCASE)에서 해당 매체의 파일 구조

를 보면서 파일들을 선별하였으나, 현재는 대검에서 자체개발한 포렌식 도구인 

CFT(Certified Forensic Tool)를 이용하여 PC의 활성(라이브) 상태에서 해당 PC의 사용자

나 피압수자의 참관 하에 범죄와 무관한 정보는 제외하는 선별압수를 진행하고 선별된 파일

들의 논리이미지를 생성한 다음 해시값을 생성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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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이 논문의 연구의 출발점인 연구 배경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2장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대로 인한 포렌식 환경의 

변화와 오프라인 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만을 획득하는 기존의 

Dead-box 포렌식의 위기 상황과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는 해외의 

입법례에 대하여 소개하고, 특히 스마트폰 보급률 확대로 인한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이어서 3장에서는 역외 데이터 압수·수색에서 쟁점이 되는 

형사사법관할권, 역외 데이터 압수영장 집행 시의 참여권자나 압수목록 

교부의 상대방을 누구로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 계정접속으로 인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스마트폰 계정접속을 통한 역외 데이터 

압수·수색의 정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스마트폰 계정접속에 의한 역외 데이터 압수를 일반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수사 현실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스마트폰을 이용한 역외 

서버 데이터 압수 모델로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그 중 첫 번째 방식은  

스마트폰 압수 즉시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전원을 끈 상태로 분석실에서 

포렌식을 실시하는 현재의 모바일 포렌식 방식(Dead-box 포렌식)을 

먼저 진행한 후 나중에 네트워크에 연결시켜 역외 데이터를 압수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스마트폰의 압수 현장에서 라이브 상태로 

역외 데이터 서버에 먼저 접속하여 데이터를 확보한 후 기존의 

Dead-box 포렌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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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6장은 결론으로, 위 두 가지 모델 중 후자의 모델이 단점이 

적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더 적합하고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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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대와 포렌식 환경의 변화

1. 서론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대로 인해 기존의 포렌식이 위기를 맞고 있다.

데이터의 저장위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서는 업무의 효율성 및 비용절감 등의 측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고 있고, 개인은 스마트폰 저장용량의 한계, 스마트폰 

분실시 데이터 복구책 마련 등의 이유로 편리한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 수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여태까지 해 왔던 것처럼 PC나 스마트폰 같은 유체물을 

압수하더라도 해당 유체물 안에는 수사기관이 찾고 있는 결정적 정보가 

저장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클라우딩 컴퓨팅의 확대는 암호화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포렌식 수사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2. 클라우드 컴퓨팅

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의의

클라우드 컴퓨팅은 ‘구름’을 뜻하는 영문인 ‘cloud’에서 유래한 

것으로, 컴퓨터 이용자가 소프트웨어, 서버, 네트워크 등 각종 컴퓨터 

자원을 가지고 있는 제공자로부터 컴퓨터 자원을 빌려서 사용하는 

서비스 형태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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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란 

클라우드 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서 

①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가상으로 결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기술,

② 대량의 정보를 복수의 정보통신자원으로 분산하여 처리하는 기술,

③ 그 밖에 정보통신자원의 배치와 관리 등을 자동화하는 기술 등 

클라우드 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자원을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 국립기술표준원(NIST)은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구성이 

가능한 컴퓨팅 자원(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의 공유된 풀에 필요할 때마다(On-Demand) 네트워크 접근이 

가능한 모델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5)

즉,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은 사용자가 IT 자원(소프트웨어,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등)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 즉 ‘빌려 쓰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서비스는 웹상의 저장공간을 

제공해 주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말한다.

나. 클라우드 컴퓨팅의 유형

1) 서비스 내용에 따른 분류

클라우드 컴퓨팅은 어떠한 요소를 빌리느냐에 따라 소프트웨어 

4) 우리나라에는 2015. 3. 27. 제정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이는 클라우딩 컴퓨팅 발전 기반의 조성에 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한 산업활성화 측면의 

법률이다.

5) “The NIST Definition of Cloud Computing - Special Publication 800-145”, 2011. 9., 

https://nvlpubs.nist.gov/nistpubs/Legacy/SP/nistspecialpublication800-1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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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SaaS, software as a service), 플랫폼 서비스(PaaS, platform as

a service), 인프라 서비스(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로 

구분된다6).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인프라 서비스(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를, 동조 

제2호는 플랫폼 서비스(PaaS, platform as a service)를, 동조 제3호는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software as a service)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software as a service)는 ‘별도의 

설치나 전환 과정 없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직접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물리적인 하드웨어 없이도 인터넷에만 접속할 수 있으면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어 “인터넷 덕분에 하드웨어로부터 자유로워진 

소프트웨어”라고 평가할 수 있다7).

Outlook이나 Gmail, Hotmail 같은 웹 기반 메일서비스, DropBox

등이 이에 해당한다. 메일 소프트웨어도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에 

있고, 사용자의 메시지도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에 저장된다.

그리고 역외 서버 데이터 압수에 관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구글 드라이브, DropBox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도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플랫폼 서비스(PaaS, platform as a service)는 운영체제를 

빌려 쓰는 방식을 말한다. 개발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플랫폼) 및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6) 정용찬, “빅데이터”, 2013. 2. 25.,

  (재인용: ｢네이버 지식백과｣ 클라우드 컴퓨팅)

7) 강일용, “〔이제는 SaaS시대〕 기업이 ‘SaaS를 주목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2017. 1. 12., 

｢IT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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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까지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서비스(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는 서버,

스토리지, 네크워크를 가상화 환경으로 만들어 필요에 따라 인프라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서비스 범위 및 대상에 따른 분류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퍼블릭 클라우드(public cloud), 기업이나 

기관에서 구성원들에게만 제공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private cloud),

유사한 단체나 기관들이 모여 멤버들에게만 제공하는 커뮤니티 

클라우드(community cloud), 보안이 필요한 정보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그 외의 정보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가 있다.

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

1) 가상화, 정보의 분산처리

클라우드 컴퓨팅을 실현하는 핵심 기술은 가상화(virtualization)

기술과 분산처리 (distributed processing) 기술이다.

여기서 ‘가상화 기술’은 한 대의 서버가 정보를 처리하지만 이를 여러 

개의 작은 서버로 분할하여 동시에 다양한 작업을 처리함으로써 서버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말하고, ‘분산처리 기술’은 여러 대의 컴퓨터에 

작업을 나누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신망을 통해 다시 모으는 

방식으로 다수의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을 마치 한 대의 

컴퓨터 시스템인 것처럼 작동시켜 규모가 큰 작업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8)

8) 이인곤, 강철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4호, 2017. 3., 336~3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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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상화 및 정보의 분산처리 특성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압수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의 특정 및 물리적 

접근을 어렵게 한다.

2) 삭제 데이터 복구 곤란 9)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서비스 업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분산 

파일시스템이 적용되고 있고, 다양한 파일시스템만큼 메타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에 대한 저장방식과 분석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Meta Area와 Data Area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전통적 

파일시스템 구조에서는, FAT 파일시스템이든 NTFS 파일시스템이든 

삭제된 파일의 복구가 가능하다. FAT 파일 시스템은 볼륨의 첫 섹터인 

Boot Record, FAT 영역과 데이터 영역을 분석함으로써 은닉 파일,

삭제 파일, 조각난 파일 등을 복구할 수 있고, NTFS 파일시스템 또한 

MFT 엔트리와 데이터 영역을 분석함으로써 안티포렌식에 대응하여 

디지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분산처리 및 

저장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어, RAID(Redundant Arrays of

Independent Disks: 독립적 디스크의 중복 배열)10) 구조가 적용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되었던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하나 이상의 

디스크에 조각난 상태로 나누어져 저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 

번 삭제되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

또 수많은 사용자들이 수시로 파일을 생성하고 삭제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특성상 삭제된 파일의 위치에 새로운 파일이 계속 

9) 박래옥,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효율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방안”, 2016. 2., 서울대학교 융합

과학기술대학원 2기 졸업논문

10) 소용량 저장장치 여러 대를 배열로 묶어서 대용량 저장장치를 만드는 기술로, 가격이 저렴하고 

장애 발생시 복구 기능이 있어 서버 컴퓨터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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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어쓰기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원래의 파일을 

복구하기가 어렵다.

3) 원본 데이터와의 동일성 및 무결성 입증 곤란 11)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원본 디지털 자료의 hash value를 

획득하지 않는 한 네트워크를 통해 압수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hash

value와의 동일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하드웨어(혹은 드라이버)와 네트워크 환경설정의 차이로 인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원본 데이터와 클라우드 이미지와의 

동일성을 암호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한 다운로드 시 MAC Time 등 Metadata의 변경도 불가피하다.

따라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원본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 사이의 동일성 및 무결성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다.

3. 역외 데이터 접근 필요성

스마트폰의 보급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보편화 되고 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술적 특성상 데이터가 여러 지역의 서버에 분산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실제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알 수 없게 되는 “위치의 

부재(loss of location)” 또는 “위치의 부지(不知)(loss of knowledge of

location)”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12)

11) Josiah Dykstra, Alan T. Sherman, Acquiring forensic evidence from 
infrastructure-as-a-service cloud computing : Exploring and evaluating tools, trust, 
and techniques, Digital Investigation, Elsevier, 2012, S91쪽

    (재인용: 박래옥, 앞의 논문, 11면)
12) 송영진, “미국 CLOUD Act 통과와 역외 데이터 접근에 대한 시사점”,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

114호(2018년 여름),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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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회계 자료를 장부에 기재할 때에는 회사에 가서 장부라는 

유체물을 압수하면 되었고, 또 컴퓨터 사용이 보편화되어 회계 자료를 

회사의 PC에 저장하던 때에는 회사의 PC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압수해 오면 되었다.

그런데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정보인 ‘회계 자료’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특정하기가 어려워졌다.

게다가 해외의 업체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조차도 자신이 클라우드에 저장한 ‘회계 

자료’가 어디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데이터 저장 위치를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서버 소재지의 국가나 

서비스 제공자가 소재한 국가의 외교부, 법무부를 통해서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압수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몇 개월씩 

걸리므로 실효적 증거확보 수단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온라인 액세스를 통한 압수가 필요하고, 아래에서 기술하는 

것처럼 미국이나 부다페스트 조약 가입국가들은 온라인 액세스를 통한 

데이터 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4. 역외 데이터 압수에 관한 해외 입법례

우리나라는 역외 데이터 압수에 관하여 국내법을 마련하지도 않고 

국제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반면,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국경을 초월하는 현대의 사이버범죄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역외 데이터 압수에 관한 근거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가. 미국의 CLOU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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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23일 2018년 

종합세출법안(omnibus appropriations bill)에 서명하였는데, 동 

법안에는 “합법적인 해외 데이터 활용의 명확화를 위한 법률(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이하 CLOUD Act)”이 포함되어 

있다.13)

위 법안의 이름인 CLOUD는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합법적인 해외 

데이터 활용의 명확화를 위한 법률’이라는 뜻의 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의 약자이지만, 미국 외의 나라에 존재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압수에 적용되는 

법률이기도 하므로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제정 배경 14)

CLOUD Act의 제정배경이 된 사건은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3년 12월 마이크로 소프트社가 마약 

밀매사건의 수사를 위해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제공하는 이메일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이메일 정보의 제출을 요구한 연방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에 저장된 

이메일의 제출을 거부한 사건으로, 이 사건의 1심 판결과 항소심은 

각각 다른 판단을 하였다.

1심에서 2014년 4월 25일 뉴욕남부지방법원 치안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서버에 

접근권한을 가진 미국 법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색 

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마이크로 소프트社는 이 판결에 항소하였고, 2016년 7월 

13) 송영진, 앞의 논문, 4면

14) 송영진, 앞의 논문,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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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은 “국내 서비스 제공자에게 미국 밖에 저장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저장통신법상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법률의 역외 적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마이크로 소프트社의 편을 

들어 주었다.

미국 법무부는 항소심의 결정에 대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저장통신법을 개정하는 법안인 CLOUD Act를 제출하였고, 2018. 2. 23.

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위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2) 주요 내용 15)

CLOUD Act의 주요 내용은 ① 역외 적용의 명시적 근거 마련, ②

서비스 제공자의 영장각하 제도 신설, ③ 외국 정부와의 행정협정 

체결을 통한 정보제공절차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것은 역시 ① 역외 적용의 명시적 근거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CLOUD Act를 통해 신설된 저장통신법 

제2713조는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통신, 기록 또는 기타 정보가 

미국 내 또는 미국 밖에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제공자가 보유, 보관 또는 통제하고 있는 유선 또는 전자통신의 내용 

및 기타 기록 또는 고객 또는 가입자의 정보를 보존, 백업(backup),

또는 공개할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저장통신법이 역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② CLOUD Act는 저장통신법 제2703조를 개정하여, CLOUD

Act에 의한 영장집행으로 정보제출의 의무를 지게 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영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전자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입자 또는 고객의 통신 내용을 공개하라는 

15) 송영진, 앞의 논문, 10~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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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받은 경우에, “가입자 또는 고객이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 내에 

거주하지 않고 그러한 공개로 인해 서비스제공자가 ‘자격 있는 

외국정부(qualifying foreign government)’의 법률을 위반할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에는 영장을 변경 

또는 각하(quash)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 

법률과의 충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③ 마지막으로 CLOUD Act는 저장통신법에 제2523조를 신설하여 

초국경적 정보 제공요청을 위한 미국과 외국 정부 간의 행정 

협정(executive agreement)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저장통신법 

제2523조는 미국의 전자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행정협정에 따라 외국 

정부의 정보 제공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규정으로, 특정 외국 정부의 국내법 및 그 실행이 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프라이버시 및 자유권을 실체적･절차적으로 강력하게 

보장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 법무장관에게 

해당 정부와 행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저장통신법 제2523조가 행정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상대국에 

요구하는 6가지 요건은 ⅰ) 외국 정부가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협약 

당사국이거나 사이버범죄협약상의 규정이 국내법과 일치하는 경우와 

같이 외국정부가 사이버범죄 및 전자증거에 관한 적절한 실체법과 

절차법을 가진 경우, ⅱ)법치와 차별금지원칙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경우, ⅲ) 적용가능한 국제인권법상 의무 및 약속을 준수하거나,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보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자의적인 체포 및 구금금지, 고문 

및 잔인한, 비인도적 대우 또는 처벌 금지 등을 포함한 국제 보편적 

인권의 존중을 나타내는 경우, ⅳ)외국 정부기관이 데이터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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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활용, 공유하는 절차 및 그러한 활동의 효과적 통제를 포함한 

분명한 법적 권한 및 절차를 갖춘 경우, ⅴ)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하여 책임성 및 적절한 투명성을 제공하는 충분한 메커니즘을 갖춘 

경우, ⅵ) 세계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인터넷의 공개되고 

분산되고 상호연결된 특성을 촉진하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일 것이다.

최근(2019. 10. 3.) 영국이 최초로 미국과 CLOUD Act에 의한 

전자자료 공유협정을 체결하였다. 영국은 2019년에 COPOA(Crime

Overseas Production Order)를 제정하여 영국 중대범죄수사청(SFO :

Serious Fraud Office)이 영국과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있는 해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는데, 2019년 10월 3일 

미국과 행정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영국과 미국 양국은 상대 정부의 

승인을 구하지 않고 상대국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유럽 사이버범죄방지협약

1) 제정 배경

1997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설치한 ’사이버범죄전문가 

회의‘(The Committee of Expert on Crime in Cyberspace, PC-CY)에서 

사이버 범죄에 관한 국제협약 체결이 논의되었다.

2001년 6월 22일 유럽평의회 제50차 형사문제위원회에서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의 최종안이 작성된 후, 2001년 11월 8일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 승인을 거쳐 2001년 11월 2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가입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 때문에 일명 ’부다페스트 

협약‘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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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방지협약은 사이버범죄와 관련하여 가입국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실체법 및 절차법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국제협력 체계를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주요 내용 16)

이 조약은 전문과 4장 4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버범죄의 실체법상 유형으로서 첫째 컴퓨터데이터와 시스템의 

기밀성, 무결성 및 유용성에 대한 범죄(불법접속, 불법감청, 데이터 

손괴, 시스템 손괴, 장치의 오용), 둘째 컴퓨터 관련 범죄(컴퓨터 관련 

위조와 컴퓨터 관련 사기), 셋째 컨텐츠 관련 범죄(아동포르노 범죄),

넷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에 관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 네 가지 범죄에 가담한 종범(방조 또는 교사)의 책임과 

처벌도 규정하고 있다.

절차규정으로는 그 적용 범위, 조건과 보호, 저장된 컴퓨터데이터의 

신속한 보존, 전송데이터의 신속한 보존 및 일부 공표, 제출명령,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압수수색, 전송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컨텐츠 데이터의 

감청, 관할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공조와 관련하여 범죄인인도 절차를 규정하고 아울러 

컴퓨터 데이터 및 전송데이터의 신속한 보존과 공개, 컴퓨터 데이터의 

접속에 관한 공조, 24시간 네트워크 공조 등 국제공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5.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의 토큰 기반 계정접속

16) 정완,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방안”, 2014, 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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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모바일 접속을 통한 역외 데이터 압수수색을 

제안하고자 하므로,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접속하여 데이터를  

업로드·다운로드할 수 있는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가.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의 종류

1)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컴퓨팅이 접목되면 이동하면서도 

데스크톱 수준의 컴퓨팅 환경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17)라고 

한다.

모바일 클라우드는 기존의 클라우드의 개념을 무선단말기에 

적용하여 확장시킨 것이다.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와 같은 무선 

단말기의 보급으로 다양한 단말기에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모바일 클라우드의 이용자가 늘고 있다.18)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19)는 “모바일 디바이스는 메모리, 프로세싱, 배터리 수명 

등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과 결합하면 데이터 

프로세싱과 스토리지가 모바일 디바이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디바이스의 가장 큰 제약사항은 스토리지(Storage)다.

최근에는 모바일 디바이스도 512GB까지 용량이 커지기는 했지만,

클라우드는 가상적으로 아예 제한이 없는 스토리지다. 박스(Box)나 

17) 김학영, “모바일 클라우드 기술 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5권 제3호, 2010. 6.

18) 이강찬, “모바일 클라우드 개념과 기술 동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Journal 

VOL.139

19) 1963년 1월에 결성된 전기전자공학 전문가들의 국제조직으로 미국 뉴욕시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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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롭박스(Dropbox), 스카이드라이브(SkyDrive),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 등을 사용하면, 모바일 디바이스가 와이파이나 셀룰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한, 몇 기가바이트에서 많게는 몇 

테라바이트까지 스토리지를 늘일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게 되면  두 

가지의 큰 장점이 있다. 먼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모바일 디바이스 

자체에 저장하는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액세스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해도 데이터는 

잃지 않고 계속 이용할 수 있다.20)

모바일 클라우드 사업자는 휴대성·실시간성이라는 모바일 단말기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면서, 개개인의 특성과 성향이 반영된 데이터 저장 

및 공유, 스트리밍 서비스, 작업환경 소프트웨어 이용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무실이 아닌 어느 장소에서라도, 이동 중에도 문서 작업 등이 

가능하고 그 파일을 저장매체에 담지 않고도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모바일 클라우드의 발전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2) 모바일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종류

앞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종류를 소개하면서 언급하였듯이,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PC나 스마트폰과 같은 오프라인 저장 

매체를 대체하고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로서의 클라우드, 즉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한정하고자 한다.

① iCloud

20) Tony Bradley, “모바일의 한계를 넘다.” , 2013. 11. 28.,  IT World, 

    (http://www.itworld.co.kr/tags/1282/%EB%AA%A8%EB%B0%94%EC%9D%BC/8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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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loud는 애플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이다. 2011년 

6월 6일 애플 세계 개발자회의(WWDC)에서 처음 공개하여 2011년 

10월 12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구매한 응용프로그램이나 음악 파일 등을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같은 기기나 macOS, 마이크로 소프트 윈도 운영체제의 컴퓨터 등의 

다수의 장비에 다운로드하며 공유할 수 있다. 이메일, 연락처, 캘린더,

북마크, 노트, 미리 알림 등의 데이터를 동기화한다.

애플의 또 다른 동기화 시스템인 아이튠즈(iTunes)와 iCloud의 

차이점은, 아이튠즈는 PC와의 케이블 연결을 통해서 PC에 백업하는 

것이고, iCloud는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클라우드 공간에 백업하는 

것이다.

② Google Drive

구글 드라이브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협업도구이자 

파일저장 및 공유 서비스로 15GB가 기본 용량으로 제공된다.

2012년 4월 24일 발표된 서비스로 다른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비해 뷰어 기능이 뛰어나다. HD 동영상, Adobe Illustrator,

PNG, Photoshop 등 30여 종의 파일을 열 수 있고 이미지에 포함된 

개체와 스캔한 문서에 있는 텍스트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에서 문서를 생성하거나 편집하려면 클라우드 

유료서비스를 구독해야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한글과컴퓨터 

한컴오피스와는 달리, 무료 이용자도 문서 생성과 편집이 가능하다.

구글 드라이브는 기본적으로 문서도구, 지메일, 구글 플러스와 같은 

각종 구글 서비스 간의 정보를 모두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고,

지메일의 경우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총 용량 10GB까지 메일에 

첨부할 수 있어 효용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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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가 전원이 켜진 상태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면 그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원격으로 클라우드에 

복사하는 원격 스토리지 기능을 지원한다.

구글 드라이브 내에서 사용자를 추가하여 공동작업 및 파일 공유를 

지원하는 팀 드라이브는 기능도 있다.

③ Dropbox

Dropbox는 미국의 Dropbox Inc.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파일 

저장 서비스이다.

드롭박스의 가장 큰 장점은 어디서나 공유가 가능한 강력한 동기화 

기능이다. 드롭박스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면 드롭박스라는 폴더가 

만들어지는데, PC로 작업하던 사진이나 문서를 드롭박스 폴더에 

넣으면 PC, 모바일, 클라우드 저장소 등 모든 연결된 기기로 업로드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한 계정에 접속하여 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파일을 열어보고 편집할 수 있다. 또 호환성도 

뛰어나 Windows, MacOS, 리눅스, iOS, 안드로이드, 블랙베리 등 거의 

모든 운영체제를 지원한다.

나.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의 계정접속 방법

스마트폰에서 이메일이나 클라우드에 접속하면서 매번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8자리 이상의 복잡한 패스워드를 매번 스마트폰 화면에 

입력하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스마트폰 자체를 사용자의 지문,

안면, 홍채 등의 생체정보나 사용자가 설정한 패턴, 비밀번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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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 열지 못하도록 보안 설정을 해놓는 반면, 일단 스마트폰의 

잠금이 해제된 후의 어플리케이션 실행은 보안성보다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편리한 로그인 방식이 가능한 것은, 토큰 기반 인증 방식에 의한 

자동로그인 덕분이다.

1) 토큰 기반 인증 방식에 의한 자동로그인 21)

최초에 한 번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한 것만으로 이후에는 

번거로운 입력절차 없이 계속 자동 로그인이 가능한 것은 아래 그림과 

같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인증받은 Access Token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리케이션(클라이언트)이 사용자(개인정보 소유자)를 대신해서 

리소스에 액세스해야 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에게 동의 화면을 

표시한다. 사용자가 수락하면 애플리케이션이 승인 서버에서 사용자 

인증정보를 요청하고, 애플리케이션은 이 사용자 인증정보를 이용해서 

사용자를 대신해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다.22)

이러한 프로토콜을 Oauth(Open Authorization)이라고 부른다.

OAuth는 애플리케이션(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용자의 

21) 모바일 스마트 기기의 토큰 기반 인증을 이용하여 사용자 모르게 사용자의 SNS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미 존재한다. 2018. 2. 서울대 융학과

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학과 이덕진의 ‘모바일 스마트 기기의 토큰 기반 인증을 이용한 SNS 

압수수색의 법적 문제점’이 그것이다. 위 논문은 스마트 기기의 인증 토큰을 기술적으로 추

출하여 다른 스마트 기기에 넣어서 로그인하여 실시간으로 피의자의 SNS 정보를 수집하자

는 제안이나, 본 논문은 압수된 휴대전화 기기 자체로 피압수자가 자동로그인 설정을 해 놓

은 클라우드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는 방법의 역외 데이터 압수를 제안하는 것이다.  

22) ① Resource Owner: 개인정보의 소유자인 ‘홍길동‘, ② Client: 제3의 서비스로부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서버, ③ Resource Surver: ’홍길동‘의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구글, 

페이스북 등) 

    (출처: https://blog.naver.com/pjok1122/22158342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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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를 Third party 앱에 제공하지 않고 인증(authentication)23),

인가(authorization)24)를 할 수 있는 오픈 스탠다드 프로토콜이다.

그림 2. Third party application authorization on process OAuth protocol 25)

토큰기반 인증방식에서는 어플리케이션(클라이언트) 서버에서 더 

이상 클라이언트의 인증정보를 저장, 기록하지 않는다.

즉, 웹사이트 서비스제공을 요청받은 시스템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23) 인증은 누군가(또는 시스템)가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맞는지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특정 문서를 보기 위해 해당 웹사이트에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가 이에 해

당한다.

    (출처: 찰스 비히스, "OAuth 2.0 마스터“ 28면, 윤우빈 옮김)

24) 인가는 인증 이후의 절차로, 인증된 사용자가 어떤 업무를 할 권한이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

이다. 웹사이트에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해 인증을 통과했다면 웹사이트는 해당 

사용자가 요청한 문서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이것이 인가 절차이다.

25) 남기훈 외 3, “안드로이드 환경의 OAuth 프로토콜을 이용한 원격지 데이터 수집 방법 연구”,
정보보호학회 논문지, 20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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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정보를 요청하고 한번 로그인 정보를 검증하여 로그인을 마치면 

시스템 서버에서 검증 서명된(signed) 토큰을 클라이언트에게 발급하여 

주고, 다시 클라이언트가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때는 로그인 

시에 시스템 서버로부터 발급받은 토큰을 함께 제시하기만 하면 토큰에 

저장되어 있는 인증정보를 검증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큰 기반 인증은 세션에 관련한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환경을 

서버 측이 아니라 토큰을 통해 클라이언트 측에 저장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스템 관리자의 측면에서는 각 클라이언트들에 따른 세션 

정보를 저장하여야 하는 공간이나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시스템 기능을 

그만큼 향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에는 거의 모든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시스템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26)

더욱이 이러한 토큰 기반 인증시스템에서는 토큰에 최초 로그인 

웹사이트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발급하여 준 인증정보를 그대로 

담고 있어 이러한 토큰을 이용하여 다른 시스템 서비스에 추가적인 

계정의 생성이나 인증절차 없이 최초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토큰을 

검증하는 절차만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하는 것이 가능하여 그 활용도가 

더욱 급증하고 있다.27)

2) 모바일 클라우드의 인증 토큰의 저장 위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남기훈, 공성현, 석병진,

26) 이덕진, “모바일 스마트 기기의 토큰 기반 인증을 이용한 SNS 압수수색의 법적 문제점”, 

2018. 2., 4면

    (https://velopert.com/2350, ‘[JWT] 토큰(Token) 기반 인증에 대한 소개’)

27) 이덕진, 앞의 논문, 20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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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의 논문 ｢안드로이드 환경의 OAuth 프로토콜을 이용한 원격지 

데이터 수집 방법 연구｣에 의하면, 구글 계정 애플리케이션은 구글이 

제공하는 구글 드라이브나 Gmail 같은 구글 자체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 권한을 안드로이드 기기 내부의 특정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저장한다고 한다.

그리고 해당 크리덴셜 정보를 추출하여 타 기기에 주입하면,

크리덴셜 중 토큰 데이터에 포함된 서드파티 항목들에 대하여 해당 

사용자의 계정과 관련된 개인 데이터들을 동기화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압수한 스마트폰에 구글 드라이브, Gmail이 설치되어 있고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없이 자동 로그인된다면, 스마트폰 기기 내부의 

특정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사용자가 OAuth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발급된 액세스 토큰(Access Token)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림 3. Authtokens table of Google login credentials 28)

나아가 이러한 OAuth 토큰은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8) 남기훈 외 3, 앞의 논문, 7면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므로, 수사기관은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OAuth

토큰으로 피압수자의 클라우드나 이메일에 접속할 수는 있어도 

피압수자의 아이디나 패스워드는 알 수가 없다.

3) 소결

계정 접속에 의한 역외 서버 데이터의 압수시 계정접속 권한을 

어떻게 획득할지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피압수자로 하여금 아이디와 

패스워드 정보를 진술하게 하여 클라우드에 접속하거나 법원의 영장에 

의해 피압수자의 클라우드나 이메일 계정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획득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생활의 비밀 

침해, 진술거부권 침해 등의 논란이 많다.

그러나 사용자의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OAuth 토큰을 이용하여 

로그인하는 것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직접 진술하게 하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접속하기 위해 사용자 동의 없이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등의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지 아니하으므로, 위와 같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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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스마트폰을 이용한 역외 데이터 

압수·수색의 정당성

1. 형사사법관할권 문제

가. 문제점

역외 데이터에 대한 미국의 CLOUD Act 제정의 배경이 된 United

States v. Microsoft Cop. 사건도 미국의 사법관할권으로 아일랜드에 

소재하는 서버에 있는 이메일 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던 것처럼 역외 압수·수색은 형사사법관할권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확대되면서 국내 사용자가 생성한 정보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해외서비스사업자의 해외 

서버에 저장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게다가 위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에서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서비스 사업자가 

영업소 소재지가 아닌 제3의 국가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도 

빈번하므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둘러싼 복수 국가들의 주권의 

중첩적이고 경합적인 주권의 문제가 대두된다.

클라우드 산업에서 Google, Amazon, Microsoft,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29).

나. 형사사법관할권 침해라는 입장

실제 수색의 대상이 해외 서버에 저장되어 있음에도 수색장소를 

29) 정원준,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문제 (Ⅳ)- 사법관할권 관련 쟁점”,《동향》 
제27권 7호,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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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적시하는 것은 피압수자를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체신관서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위배된 것으로,

피압수자의 참여를 배제하게 되고 사법관할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를 긍정하게 되면 수색의 대상인 정보가 영장에 기재된 수색 

장소에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압수수색을 허가하는 결과가 되므로 

압수수색영장에서 수색 장소 특정의 의미가 몰각된다고 한다.30)

서울고등법원은 2017노23판결은,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이동형저장장치(USB)에 저장되어 있던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으로 암호화된 파일을 복호화한 문서에서 

‘분기마다 사용할 이메일 주소와 암호’가 발견되자, 이를 토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외부 포렌식 전문가가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이메일 내용 등의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메일을 압수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식의 이메일 압수가 형사사법관할권 침해라고 

보았다31).

위 사안에서 재판부는 “이메일서비스 제공자가 외국 기업으로 

서버가 해외에 존재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사법관할권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따라서 현재로서는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거나 개별 

이메일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얻어 디지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궁극적으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관련 외국과의 

조약 체결의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30) 이선애, “계정접속을 통한 역외압수수색의 허용성과 무결성 입증방법에 대한 연구”, 2018. 2., 

42면, (재인용: 법무연수원, 검찰실무Ⅰ, 2013, 408)

31) 서울고등법원 2017노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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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사사법관할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 

반면, 물리적으로 상대국가에 진입하여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으로 접속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상대국가의 주권침해의 정도를 

가장 경미하게 하면서도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32),

수사기관이 타국에 소재하는 서버를 침탈하는 것이 아니라 

피압수자인 계정 소유자의 접근권한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이 접근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사법관할권 침해의 논란을 피할 수 있고,33)

피압수자의 접근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 해석하여 위와 

같은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34)

라. 대법원 판례

한국인터넷 진흥원에서 해외 이메일 사업자의 서버에 접속하여 

외국계 이메일을 압수한 각기 다른 2개의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판시(위 서울고등법원 

2017노23), 적법한 압수수색이라는 판시(서울고등법원 2017노146)로 

견해가 나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2개 사안에서 모두 적법한 압수수색이라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17도9747, 2017도12643), “수색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격지의 저장매체에서 수색 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위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압수행위는 위 정보처리장치에 존재하는 전자정보를 

32) 오병철,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사법관할권”, IT와 법연구 제7집, 2013, 111면

33) 전현욱 외, “사이버범죄의 수사 효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15-17-01, 115면

34) 이관희, “디지털 정보의 취급에 관한 형사절차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103-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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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이를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수색에서 압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한국인터넷 진흥원)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형사사법관할권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마. 소결

직접적으로 타국의 영토에 진입하여 서버라는 유체물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이 아니고, 또 이메일 계정 접속을 

통하여 수색 및 압수행위가 이루어지는 집행 장소가 전부 국내이기 

때문에 타국의 형사사법관할권 침해의 소지는 미미하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 해외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에게 우리나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해당 이메일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훨씬 상대방에게 침익적이다.

따라서 해킹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용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외 서버에 접속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는 형사사법관할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영장주의 위배 문제

가. 수색할 장소의 특정 문제

1) 문제점

형사소송법 제114조는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년월일, 유효기간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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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여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역외 서버 데이터의 압수·수색시에 수색할 장소를 어디로 기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문제는 피압수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와 관련이 

있다.

위 외국 이메일 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이메일을 압수한 

사안에서는 압수·수색·검증할 장소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를 

기재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찰은 압수․수색․검증할 물건을 

‘피고인이 중국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인 Y사와 S사가 제공하는 이메일 

서비스의 총 10개 계정 중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개설 시점부터 

20△△. 11. 24.까지 사이의 이메일 계정, 받은 편지함 등 각종 편지함,

임시 보관함 등 각종 보관함(스팸․휴지통, 주소록 등 기타 내용 포함),

이메일과 연결된 드라이브 내 각종 문서함(휴지통․캘린더 등 기타 

내용 포함)에 송․수신이 완료되어 저장되어 있는 내용과 동 내용을 

출력한 출력물, 동 내용을 저장한 저장매체(메일 헤더가 기록된 

원본내용 포함)’로, 압수․수색․검증할 장소를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IT벤처타워 소재 한국인터넷진흥원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용 

PC(온라인상 압수․수색․검증)’로, 압수․수색․검증방법으로 ‘국가 

정보통신 인증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용 

PC에서 영상녹화 및 동 기관의 전문가, 일반인 포렌식 전문가가 

입회한 가운데 중국 Y사 및 중국 S사의 이메일 홈페이지 로그인 

입력창에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한 위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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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비밀번호를 입력, 로그인한 후 △△법위반 범증 자료 출력물 및 

동 자료를 선별하여 저장한 저장매체 봉인․압수’로 각 특정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였고, 그대로 영장이 발부되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영장을 집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2017노23)은 이를 위법한 

압수로 보았고, 대법원(2017도9747)은 적법한 압수로 보았다.

2) 서버 소재지가 압수할 장소라는 입장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로는 해외 이메일서비스 제공자가 외국 소재 

서버에서 보관 중인 전기통신 등을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하면서도 

압수․수색 영장 상의 압수․수색 장소는 국내의 임의의 장소로 

기재하고, 실제로 그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게 되는 바, 이는 

압수․수색은 해당 대상물을 소지하고 있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를 상대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을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을 상대로 해당 물건이나 전기통신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을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06조와 제107조의 규정과 

저촉된다.”고 판시하였다.

3) 계정 접속 장소가 압수할 장소라는 입장

반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4조 제1항에서 

영장에 수색할 장소를 특정하도록 한 취지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저장매체 간 이전, 복제가 용이한 전자정보

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는 것이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에서 허용한 집행의 

장소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수색행위는 정보통신망

을 통해 원격지의 저장매체에서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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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위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

지고, 압수행위는 위 정보처리장치에 존재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이를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수색

에서 압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

에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 받거나 현출된 전자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

수색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원활하고 적정하게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대물적 강제처분 행위로서 

허용되며,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4) 소결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상화(virtualization) 특성 때문에 정확한 

압수·수색장소를 특정하기가 힘들다.

가상화는 하나의 물리적 자원을 다수의 논리적 자원으로 

분할하거나 다수의 물리적 자원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논리적 자원으로 

구성하여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기술이다. 가상화 기술을 통해 컴퓨터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가상머신을 관리하는 하이퍼바이저(Hypervisor)가 수요에 따른 

리소스를 자동으로 할당해줌으로써 모든 사용자들이 서로간의 충돌 

없이 하나의 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도 가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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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해 주는 것이다.35)

압수·수색을 하고자 하는 전자정보가 논리적으로는 하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서버에 쪼개어져 저장되어 

있는데 압수수색의 장소를 ‘서버 소재지’로 정확히 특정하여 영장을 

발부받으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다. 심지어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메일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본인도 자신이 저장한 

데이터나 이메일이 어디에 소재하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다.

또, 영장에 압수수색할 장소를 특정하도록 한 이유는, 영장으로 

허가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는 뒤지지 말라는 ‘일반영장의 금지’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침익적 처분인 압수수색을 받게 되는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조항이다.

그런데 계정접속에 의한 해외 서버 접속 방식의 압수수색의 경우,

서버 관리자는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러한 

접속으로 서버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계정접속에 의한 해외 서버 데이터 압수영장에  

압수·수색장소의 기재를 서버 소재지가 아니라 ‘계정 접속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영장 제시 문제

1) 문제 제기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35)  찰스 밥콕, “클라우드 혁명”, 2011, 92면(최윤희 옮김)

     (재인용: 이원상, 이성식,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사이버범죄와 대응방안”, 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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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여야 한다.”고 영장 제시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영장 집행시 피압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영장에 기재된 물건, 장소,

신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36)

역외 압수수색의 경우 누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는 위에서 논의한 압수·수색 장소의 특정과도 연결된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장소에서 압수·수색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2)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로 보는 입장

앞의 서울고등법원 2017노23판결은,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 기간을 기재하여야 하고,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제118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제121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이루어진 때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밖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123조).

나아가 위와 같은 규정들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된다(제219조).”고 전제한 다음, “압수․수색에 관한 

36)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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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제 규정들을 보면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압수․수색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등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대인적 

강제처분이 아니라 압수할 물건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대물적 

강제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전자우편 등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비록 그 대상이 

유형물이 아니어서 실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특징이 있기는 하나,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수사기관이 특정 

이메일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이메일 계정에 관한 접근권한에 관한 

자료(ID, 비밀번호)를 확보하였음을 기화로, 외국에 위치한 서버에서 

해당 디지털 정보 자체를 보관하고 있는 이메일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강제처분이 아닌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메일 계정에 접근하여 

관련 전기통신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상정하고 

있는 압수․수색의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여,

한국에서 중국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는 것을 “강제처분이 아닌 그 

밖의 방법”이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상정하고 있는 압수·수색 

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즉, 위 고등법원 판결은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압수·수색의 

절차에 의하면, 디지털 정보 자체를 보관하고 있는 ‘해외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여야 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이메일 서비스 이용자로 보는 입장

반면 대법원은, “압수․수색은 대상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를 

상대로 할 수 있고, 이는 해당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2항,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109조 제1항, 제219조 참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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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 참조).”라고 형사소송법 규정을 나열한 뒤,

“인터넷서비스 이용자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그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설한 이메일 계정과 

관련 서버에 대한 접속 권한을 가지고, 해당 이메일 계정에서 생성한 

이메일 등 전자정보에 관한 작성․수정․열람․관리 등의 처분 

권한을 가지며, 전자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권리보호이익을 가지는 주체로서 해당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전자정보가 저장된 서버의 유지․관리책임을 부담하고 ,

해당 서버 접속을 위해 입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인터넷서비스 

이용자가 등록한 것과 일치하면 접속하려는 자가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접속을 허용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등 다른 정보처리장치로 이전,

복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나아가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정보처리장치와 



- 39 -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영장 기재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것 

역시 피의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소지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와 달리 볼 

필요가 없다.

비록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그 

저장된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킨다 하더라도, 이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허용한 

피의자의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 및 처분권한과 일반적 접속 절차에 

기초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압수·수색할 장소로 기재하고, ‘서버 

관리자’가 아닌 전자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권리보호이익을 가지는 주체로서 해당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인 ‘서비스 이용자’에게 영장을 제시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4) 소결

압수·수색할 장소를 영장에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압수·수색영장으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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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 역시 압수·수색으로 권익의 침해를 받는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전자정보의 압수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는 전자정보를 저장할 

공간을 제공해 준 서비스 제공자나 서버 관리자37)가 아니라,

전자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사생활의 비밀 등의 권리보호이익을 

가지는 주체인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영장제시의 상대방도 서비스 

이용자로 보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다.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및 압수목록의 교부 문제

1) 문제 제기

해외 서버에 있는 데이터에 계정 접속하는 방법으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압수·수색집행시 누구에게 참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압수목록의 교부의 상대방도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2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23조 제1항은 “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에서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37) 서버 관리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경우, 서버 관리자는 서비스 제공자와는 위탁계약 등의 
계약상 의무를 부담할 것이나, 서비스 이용자와는 어떠한 계약상의 의무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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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동조 제3항은 

“전항의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인근에 있는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압수수색 집행의 사전 통지의무, 당사자의 참여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앞의 해외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접속한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압수ㆍ수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 뒤 본문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압수ㆍ수색할 수 있음. 피고인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압수ㆍ수색에 참여하기를 포기 또는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피고인 참여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음’이라는 조건을 

부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하였고, 국가정보원 수사관 등은 

2015. 11. 24.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설명하고 위 영장을 제시하며 참여의사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대답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영장을 열람했을 뿐 

참여의사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이에 국가정보원 수사관 등은 이틀 

뒤인 2015. 11. 26.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임연구원이 참여하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입회한 가운데 위 주임연구원으로 하여금 노트북을 사용하여 

인터넷 익스플로어(Internet Explore) 및 크롬(Chrome) 브라우저를 

통하여 영장에 기재된 각 이메일 주소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중국 

S사의 1개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한 다음, 이메일 본문은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고, 첨부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원본 파일명에 ‘발신자명’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저장하였으며,

첨부문서에 링크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링크파일에 접속 후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현출된 화면을 이메일 본문과 동일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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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메일 계정의 전체보관함에 저장되어 

있는 총 17건의 이메일을 선별 압수․수색하여 총 15건의 

이메일(헤더정보 포함) 및 그 첨부파일을 추출하여 출력ㆍ저장함으로써 

압수하였다.

국가정보원 수사관은 노트북 바탕화면에 새로운 폴더를 임의로 

생성하고, 그 폴더 안에 각각의 이메일 주소명을 이름으로 하는 하위 

폴더를 생성한 후 그 안에 각각의 이메일 계정에서 선별한 자료를 저장

하였다. 이후 위 폴더 내의 자료들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의 파일에 대한 해시값을 생성한 후 전체 파일을 복사

하여 이동형 저장장치(USB) 2개에 각각 저장하고 각각의 파일에 대한 

해시값이 기록된 ‘전자상세정보목록’을 출력하여 원본파일과 사본파일 

각각에 대한 해시값을 일일이 비교하여 해쉬값이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위 이동형 저장장치 2개 중 1개는 봉인하여 위 참여인(한국인터

넷진흥원 주임연구원)과 입회인(디지털포렌식 전문가)에게 각 서명하게 

하였다.

즉, 위 사례에서는 이메일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이메일 서비스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피고인이 참여권을 포기하여 

실제 참여하지는 않았음), 압수목록도 교부하였다.

2)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로 보는 입장

앞서 본 서울고등법원 2017노23 판결은,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이메일 서비스 이용자인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통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그와 같은 방식의 압수․수색을 허용한다면, 처분을 받는 

자에게 해당 압수․수색영장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18조와 압수․수색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 

외에서 이루어질 경우 해당 주거주 또는 간수자 등을 참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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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회피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위법한 압수로 평가하였다.

3) 이메일 서비스 이용자로 보는 입장

반면, 대법원은 “이 사건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에 앞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여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영장을 

제시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연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영장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출력,

복제하는 등의 절차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18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참여권 보장 및 압수목록 

교부의 상대방이 서비스 이용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4) 소결

압수·수색 절차에서 사건관계인이나 피압수자가 참여하는 것은 

영장 집행절차의 적정성과 압수물의 무결성을 확보하고, 무관정보를 

임의로 복제 또는 출력하는지 감시, 통제하며, 피고인이 압수된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38)

따라서 압수·수색현장에서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정보의 소유자 및 관리자인 서비스 이용자이지 서비스 제공자로 볼 

것은 아니다.

3. 증거의 무결성 문제

가. 전자정보의 진정성 및 무결성

38) 백형구 등, 주석 형사소송법Ⅰ,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53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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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2015,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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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정보의 진정성39)

전자정보의 원본성은 진정성(Authenticity)과 같은 개념이다.

Authenticity는 확실성, 진실성, 출처가 분명함으로 번역된다.

전자정보는 매체독립성을 가지므로 일단 생성된 전자정보는 본래 그 

정보가 생성된 최초의 매체를 떠나 다른 저장 매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혹은 시스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전자정보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진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정보가 본래 작성된 

자료와 일치하는지의 관점에서 본다면 ‘(최초 작성된 전자정보와의)

동일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최초의 저장물 1개를 원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후의 복제본은 사본으로 본다. 전자정보의 경우에 이러한 원본의 

개념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전자정보는 전통적 형태의 증거와 달리 정보(증거자료)가 그 의미 

내용의 변경 없이도 매체(증거방법) 사이를 옮겨 다닐 수 있어 

매체로부터 독립한 존재로서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40) 최초로 작성된 

것과 동일한 형태 및 내용을 가져 증거 가치에 차이가 없는 자료 여러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원본은 최초의 저장물 

1개’라는 개념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처음 생성된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만이 원본이라고 고집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원칙적 사본 압수, 예외적 원본매체압수를 규정하고 있는 

39) 강성수, 송현정, 서용성, “전자정보의 증거조사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사법정

책연구원, 2017, 53면

40) 강성수, 송현정, 서용성, 앞의 논문, 229면,

    (재인용 : “전자증거와 원본 증거의 법칙”,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36호 (2012), 이상원, 
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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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원본을 

‘최초의 저장물 1개’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은 원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조건 원본 매체를 압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수사실무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전자정보를 압수하라는 위 형소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PC든 스마트폰이든 원본 매체의 복사본을 만들어 해시값을 산출하고,

그와 같이 복제된 사본의 해시값과 원본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해시값이 동일하다는 것으로 원본성 및 무결성을 입증하고 있다. 즉,

원본이 저장되어 있던 원본 매체를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사용하게 

하는 현재의 실무상으로는, 본래적 의미의 원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41)

결국 전자정보에서의 원본 개념은 ‘동일성이 보장되는 복수의 

전자정보 중에서 작성자의 합리적 의사에 따라 원본으로서 법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42)

2) 전자정보의 무결성(Integrity)43)

전자정보는 그 특성상 변경, 훼손이 용이하므로 최초 증거가 

저장된 매체에서 법정에 증거로 현출되기까지 변경이나 훼손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를 무결성이라고 한다.

전자정보에 대한 수집·분석·보관·처리·법정 제출 등 일련의 

41) 피압수자는 반환된 원본 매체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반환 이후 해
당 PC나 스마트폰을 원래의 용도대로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최초의 저장물인 전자증거는 
삭제되거나 변형된다. 즉, 본래적 의미의 원본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법정에
서 원본성이나 무결성에 다툼이 있어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사본의 해시값과 원본의 해시
값이 같은지 비교해 보자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데이터를 이미징할 때의 원본은 사라지고 
없으므로 해시값의 직접 비교로 무결성 및 원본성을 입증할 수 없다. 실제 현실은 이미징한 
사본의 해시값과 원본 매체에 저장된 정보의 해시값이 동일하다는 것을 압수현장에서 피압
수자에게 확인시켜 주고 이를 문서화하는 방법으로 원본성 및 무결성을 확보한다. 

42) 이상원, 앞의 논문, 85면

43) 강성수, 송현정, 서용성, 앞의 논문,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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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행위가 개입되게 되는데 이 경우 각 행위 

시마다 원본 증거의 무결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절차적 보증이 

필요하다.

개념적으로 진정성과 무결성을 구별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그 구별이 쉽지 않다. 진정성은 전자정보가 작성자의 본래 

취지와 맞는지를 확인하는 관점에서 본 개념이라고 한다면, 무결성은 

최초로 생성된 전자정보가 그 후에 변경이나 훼손이 되었는지의 

관점에서 본 개념이다.

나. 역외 서버 데이터 압수시 진정성 및 무결성44)

수사기관이 계정접속을 통해 해외 서버에 접근한 후 정보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는 경우, 그와 같이 다운로드된 증거의 

진정성과 무결성이 담보되려면 접근한 해외 서버가 진실한 서버라야 

하고, 그 서버에 저장된 정보와 서버에서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정보가 조작 없이 동일하여야 할 것이다.

1) 서버의 진실성 및 네트워크 신뢰성

2장에서 소개한 것처럼, 피압수자의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장소에서 

피압수자의 참관 하에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 저장되어 있는 인증 

토큰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접속하게 되면, 제3자의 

장소에서 제3의 PC와 그에 연결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피압수자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접속하는 방법에 비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버의 진실성이나 네트워크 신뢰성이 담보된다.

2)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 제공 해시값 검증 활용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피압수자)의 인증 토큰을 이용하여 

44) 이신애, 앞의 논문,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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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버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진정성이 담보되지만, 이에 더하여 해시값(hash value)45)

비교도 가능하다고 한다.

과거에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의 해시값 획득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전제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원본 

데이터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 사이의 

해시값 비교에 의한 방법으로는 무결성 검증이 어렵다고 보았다.46)

그러나 최근에는 구글 드라이브, 구글 클라우드, 드롭박스,

마이크로 소프트 원드라이브, 네이버 클라우드 등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자체에서도 파일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해시값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해시값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47)

4. 계정 접속으로 인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문제48)

계정 접속을 통한 역외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알아야만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의에 의하지 않은 계정 정보의 취득인데,

이는 다시 수사 과정 중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법하게 계정 

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우(수사를 통해 얻은 정보로 유추하거나, 포렌식 

과정에서 계정 정보를 알아낸 경우), 영장을 통해 강제수사의 일환으로 

45) 해시 함수(hash function)는 임의의 길이의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매핑(하나의 

값을 다른 값으로 대응시키는 것)하는 함수로, 해시함수는 일방향성과 충돌회피성을 만족해

야 한다. 해시 함수에 의해 얻어지는 값을 해시값이라 하는데, 데이터의 무결성 검증에 사용

되어 ‘디지털 증거의 지문’으로도 통한다. (출처: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46) 박래옥, 앞의 논문, 11면

47) 김국식, “클라우드 환경에서 수색 및 압수의 허용성 및 그 개선 방안 ”, 2020.

48) 이신애 ,앞의 논문, 36~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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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해킹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계정 정보를 

취득하거나 계정에 접근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계정접속권한 강제 취득에 반대하는 견해

계정 정보 취득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거나, 해킹 등 기술적인 조치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역외 압수수색으로 

인한 사생활 비밀 등 기본권 제한에 더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이나 법률의 취지에 반하여 개인정보 취득을 위한 또 다른 

수단을 사용하게 되어 기본권 침해 정도가 커지게 되는 점, 임의수사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계정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도 있는 

점, 발부받은 영장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집행하여 계정 정보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서비스 제공자의 재산권 등 보호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 점, 또한 해킹 등의 기술적 조치는 수사기관이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방법이 아닌 오히려 ‘권한 없는 자’의 접근으로서 불법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에 반하는 기본권 침해적인 수사 방법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49)와 형사소송법 제120조의 건정을 열거나 개봉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행위일 뿐이므로 ‘필요한 처분’에 피처분자의 협력을 

명령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견해50)가 있다.

이 견해에서는 피압수자가 임의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이디, 패스워드가 기재된 메모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의 경우에 한해서만 계정 접속에 의한 데이터 압수가 

허용된다고 한다.

49) 이신애, 앞의 논문, 38면

50) 이윤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형사법연구 제24권 제2

호, 2012, 3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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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정접속권한 강제 취득도 허용된다는 견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장소에 존재하는 컴퓨터로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디지털 증거를 다운로드한 후 이를 출력 또는 복사하거나 

화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압수한다는 취지를 영장청구서에 기재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에게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120조에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51)

다. 수사실무에서의 계정접속 방법 

대검찰청 예규인 디지털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제18조 

제7항은 “정보저장매체의 피압수자 등에게 디지털 증거의 출력, 복제,

정보저장매체의 작동,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정보저장매체의

접속,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실무에서는 압수영장집행시 피압수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한 

대검찰청 예규를 근거로 피압수자에게 직접 계정 접속을 하게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이메일 등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때 ‘압수수색 장소’에 “※ 위 이메일 계정 자료가 저장된 컴퓨터 

시스템(이메일 서버) 소재지 - 원격접속으로 자료확보 가능시 원격접속이 

가능한 PC의 설치장소 포함”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법원이 계정접속권한의 강제취득, 즉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압수할 물건으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허용하고 있는지 알기 

51) 이숙연, “형사소송에서의 디지털증거의 취급과 증거능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33-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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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우나, 최근 기사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위한 ‘지문 검증 영장’을 발부하였다고 하므로52), 클라우드 

계정접속권한 강제취득을 위한 영장 발부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라. 계정접속에 관한 해외 규정

1) 유럽 사이버범죄방지협약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사이버범죄방지협약(Convention

Cybercrime)」에서는 자국의 법집행기관이 특정한 컴퓨터 시스템이나 

그 일부를 수색 또는 접근함에 있어서, 찾는 자료가 자국의 영역 내에 

있는 다른 컴퓨터 시스템 또는 그 시스템의 일부에 저장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그 자료가 처음의 시스템을 통해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거나 이용 가능한 경우 다른 시스템에 대한 수색 또는 

접근을 신속히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협약 제19조(2)]53).

여기서 말하는 ‘처음의 시스템을 통해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거나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현재의 우리나라 수사실무와 같이 

이메일 영장을 발부받을 때 원격접속이 가능한 PC의 소재지도 

포함시키거나 아예 계정접속권한 자체를 법원의 영장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될 것이다.

52) 2019. 12. 9. 법률신문 기사 ｢스마트폰 잠금 해제 위한 ‘지문 검증’ 영장 논란 -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지문․홍채정보 채취 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던 A씨에 대한 지문, 홍

채정보 채취를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했다. 이 영장은 압수한 휴대폰 또는 태블릿 등 

통신기기의 잠금해제 용도로 제한됐다.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

53) 강철하,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개선방안”, 2012, 2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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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형사소송법 제99조 제2항 

일본은 2011년 6월 ｢정보처리의 고도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형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공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99조 제2항에 

원격압수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압수할 물건인 해당 전자계산기(컴퓨터 등)에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하고 있는 기록매체(사설 클라우드 스토리지인 나스(NAS)나 공공 

第九十九条　

○２　差し押さえるべき物が電子計算機であるときは、当該電子計
算機に電気通信回線で接続している記録媒体であつて、当該電子計
算機で作成若しくは変更をした電磁的記録又は当該電子計算機で変
更若しくは消去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されている電磁的記録を
保管するために使用されていると認めるに足りる状況にあるものか
ら、その電磁的記録を当該電子計算機又は他の記録媒体に複写した
上、当該電子計算機又は当該他の記録媒体を差し押さえることがで
きる。

“압수할 물건이 전자계산기인 때에는 해당 전자계산기에 전기통

신회선으로 접속하고 있는 기록매체로서, 해당 전자계산기로 작

성 및 변경된 전자적 기록 또는 해당 전자계산기로 변경 및 소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자적 기록을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되

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기록을 

해당 전자계산기 또는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한 후, 해당 전자계

산기 또는 해당 다른 기록매체를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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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버 등)로서, 압수 대상인 컴퓨터로 작성, 변경,

삭제된 전자적 기록이 보관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인 경우에는,

압수 대상인 컴퓨터나 다른 기록매체에 그 전자적 기록을 복사하여 

복사본이 저장된 매체(해당 컴퓨터나 다른 기록매체)를 압수할 수 

있다고 하므로, 위와 같은 영장의 집행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계정접속권한의 취득도 허용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바. 검토

압수의 대상을 ‘정보’로 해석하는 이상 압수의 목적물인 ‘정보’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수단인 계정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압수의 목적달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피압수자가 압수 대상인 목적물(예컨대 ‘정보’가 기록된 

비밀장부)이 소재한 곳에 자물쇠를 걸어놓고 열어주지 않는 등 

압수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경우 자물쇠를 열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여서라도 압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120조이다.

즉, 피압수자가 장부가 소재한 곳에의 접근을 막기 위해 자물쇠를 

설정해 놓은 경우 이를 열거나 열 수 없으면 자물쇠를 부수어서라도 

장부를 압수할 수 있게 한 규정이므로, 이 규정은 압수의 목적물인 

‘정보’가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등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계정접속에 의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시 계정권자로부터 

계정접속권한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받아 집행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상으로도 

허용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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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의해 피압수자로부터 계정접속권한을 제공받는 방식은,

수사기관이 피압수자가 애초에 설정해 놓은 계정접속권한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사생활의 

비밀 침해 문제는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다.

또한, 유체물인 압수물이 있는 장소에 자물쇠를 걸어놓는 것과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함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임에도, 단지 전자는 

진술이 개입되지 않고 후자는 피압수자의 진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 

때문에 유독 후자만 자기부죄금지원칙 위반이나 진술거부권 침해라고  

볼 것은 아니다.

5. 소결

계정접속에 의한 역외 서버 데이터 압수에 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사법관할권 문제, 압수장소 특정 문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문제, 압수된 전자정보의 원본성 및 

무결성 문제, 계정정보 취득 과정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침해 문제 등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인터넷 인프라 확장,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발전 현실에서 계정 접속에 이한 역외 서버 데이터 압수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견해는 찾기 어렵다.

가장 좋은 것은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일 것이나, 우리나라는 

사이버 강국, IT 강국이고 결정적인 증거는 디지털 포렌식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이미 일반인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관한 

입법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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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우회적 방법에 의한 역외 데이터 압수 현실

스마트폰 잠금해제에 대한 협력의무와 스마트폰 계정접속을 통한 

역외 서버 데이터 압수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현실에서는,

피압수자 모르게 텔레그램 본인 인증번호(로그인 코드)를 전송받아 

접속하는 등 우회적 방법을 통해서 역외 서버 데이터를 압수하고 있다.

1. 텔레그램 압수 사례 

최근 수도권의 모 검찰청에서 아이폰을 압수당한 피의자가 아이폰 

잠금 해제를 거부한 사례에서, 검찰은 텔레그램 PC 버전으로 접속하여 

피의자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PC로 다운로드받아 압수하겠다는 내용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텔레그램 메시지 압수에 성공한 사례가 

있었다.

텔레그램 PC 버전을 설치하고 PC로 텔레그램에 접속하려면 

휴대전화번호 입력을 요구한다. 텔레그램은 다른 기기 로그인 

상황에서는 텔레그램 가입시 사용자가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로그인 

코드를 발송해 주기 때문이다. 피의자의 아이폰에서 빼낸 유심칩을 

다른 공기계에 삽입하면 위 공기계로 인증코드가 전송되고, 이 코드를 

입력하여 텔레그램 PC 버전에 로그인하면, 피의자의 텔레그램 메시지 

전부를 확인할 수 있다.54)

54) 텔레그램은 사용자가 이전 자료의 백업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새 기기로 접

속하면 이전 메시지가 전부 복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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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텔레그램 PC 버전 시작 화면

그림 5. 텔레그램 PC 버전의 사용자 휴대전화번호 입력 요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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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사용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텔레그램 로그인코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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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스마트폰 계정 접속을 통한 역외 데이터 압수 필요

텔레그램 메시지 우회 압수 사례는 피압수자가 아이폰 잠금 해제를 

거부하여 피압수자의 텔레그램에 피압수자 모르게 접속하여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범죄의 중대성, 피압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개인적 법익과 증거확보의 필요성이라는 공익 간의 법익 균형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발부된 영장에 따라 전자정보 압수에 성공한 사례이나,

모든 사례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서비스 제공자가 해외에 있으며 서버도 

해외에 있어 형사사법공조를 통해서 대한민국 법원의 영장을 집행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전형적인 역외 서버 데이터 압수 사례로,

텔레그램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로그인 코드를 전송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PC 버전 텔레그램에 우회적으로 접속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피압수자 모르게 은밀히 피압수자의 

텔레그램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므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피압수자 면전에서 해외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피압수자의 

휴대전화로 바로 접속해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방법에 비해 침해적 

방법이다.



- 58 -

제5장 스마트폰을 이용한 역외 서버 데이터 

압수 모델 제안

1. 현재의 스마트폰 포렌식 방식에 충실한 모델 

가. Dead-Box 포렌식 위주의 현재의 포렌식 방식

개인과 기업의 중요 데이터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옮겨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수사 실무에서는 Dead-box 포렌식(전원과 네트워크가 

차단된 상태에서 진행)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1) 스마트폰 포렌식 절차

현재 수사실무에서 모바일 포렌식은 ｢모바일 기기 압수 → 대상 

기기의 네트워크 차단(비행기 모드로 전환) → 봉인  및 분석실로 운반 

→ 봉인 해제 → 데이터 분석 및 획득｣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모바일 기기는 컴퓨터와는 달리 현재의 기술과 장비로는 현장에서 

저장장치(메모리)만을 분리하거나 관련된 데이터를 선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영장에 의해 대상 기기 자체를 압수하고 디지털증거분석실 

등 분석 장비와 환경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분석할 수밖에 없다.55)

55) 이에 대해서는 모바일 기기도 선별압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으나(전자증거의 

선별압수와 매체압수에 관한 연구, 오현석, 2019, 108면), ① 휴대전화는 공통된 운영체제

(OS)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각 제조사마다 메모리를 복제하는 방법이 다르고, 같은 제조사

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제품명에 따라 메모리를 복제하는 방법이 다르고, 같은 제조사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제품명에 따라 메모리를 복제하는 방법이 다른 경우도 많은 점, ② 이

에 피압수자가 어떠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지 알 수 없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압수·수색 현장

에서 압수하게 될 휴대전화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구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③ 또한 휴대전화 메모리를 복제하는 경우, 삭제된 전자정보를 복원하고 범죄사실과 관

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다고 

보이는 점(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루팅이나 탈옥으로 전자정보를 복제하는 방법은 비할당 

영역의 일부 데이터가 손상되어 삭제파일을 복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보편화된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전자정보의 경우 간단한 조작에 의하여도 쉽게 변경되고 훼손

될 우려가 크므로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를 분리하여 추출함에 있어 원본과의 동일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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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현장에서 압수 즉시 전원이나 네트워크를 차단하여 봉인한 후 

디지털 증거분석실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기까지 실무적으로 짧게는 1주,

길게는 2주 이상 소요된다. 그 사이에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중요 

증거는 모두 인멸되는 것이다.

나. Dead-Box 포렌식의 장·단점

압수 즉시 네트워크를 차단한 상태로 진행하는 Dead-box 포렌식의 

장점은 원격 삭제의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폰의 경우 iCloud에서 Apple ID로 ‘나의 iPhone 찾기(Find

My iPhone)’에 로그인한 후 기기를 지울 수 있게 되어 있고,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에도 ‘안드로이드 기기 관리자(Anroid Device

Manager)’에서 ‘원격 기기 초기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피압수자가 스마트폰을 압수당한 이후에 PC 등 다른 기기를 

사용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초기화할 수 

있으나, 스마트폰이 비행기모드 상태이면 원격 초기화 명령을 읽어들일 

수 없으므로 원격 삭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네트워크 차단 후 포렌식 방식은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해외 이메일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에 대한 압수는 완전히 

포기한 방식이라는 단점이 있다. 네이버 드라이브 같은 국내 사업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네이버에 대한 압수영장을 받아 

집행할 수는 있으나, 해외 사업자의 경우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미국의 

장받기 위하여 무결성과 진정성이 확보될 것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압수·수색 현장

에서 휴대전화의 내용을 확인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선별적으로 복제하는 것

이 현저히 곤란하므로, 휴대전화 기기 자체를 압수할 필요가 있다(부산고등법원 2012노6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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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社, 드랍박스社 등에 압수영장을 집행해야 하는데 이 절차는 몇 

개월씩 걸리므로 실효성이 전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하면 스마트폰을 압수한 후 Dead-box

포렌식을 진행한 후 새로이 스마트폰의 전원을 켜서 라이브 상태로 

만들어 클라우드나 이메일에 접속하여 범죄 유관 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기존의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압수절차에 나아가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추가로 압수영장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그로 

인한 압수 지연 및 증거 산일의 위험이 있다.

2. 라이브 포렌식을 먼저 실시하는 모델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부합하는 스마트폰 포렌식 모델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스마트폰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구글 

드라이브, Gmail 등의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접속하여, 피압수자의 

면전에서 선별압수한 후 휴대전화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Dead-box

포렌식을 실시하는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네트워크 연결된 상태로 역외 서버 데이터 선별압수 진행

일단 피압수자에게 휴대전화 압수 영장을 제시하고 휴대전화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글 드라이브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클라우드에 범죄 관련한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 수색하고, 발견된 

전자정보는 피압수자의 휴대전화로 내려받는 방법으로 확보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존의 스마트폰 포렌식 방법과 같이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전원을 끈 다음 봉인하여 분석실로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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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라이브 포렌식을 먼저 실시하는 모델의 장점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문제 해결

구글 드라이브, 지메일 등 토큰 기반 인증으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없이도 접속이 가능한 해외 서비스 사업자의 역외 서버 데이터에 

현장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에게 아이디,

패스워드를 진술할 것을 강요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미 피압수자가 

인증 절차를 거쳐서 획득한 인증 토큰이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 

저장되어 있어 접속이 가능한 것이고, 평소 피압수자가 접속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것이어서 서버 접속 과정에서의 

조작이나 해킹 주장을 차단할 수 있다.

2) 역외 서버 데이터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 가능

클라우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특히 해외 서비스 사업자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압수·수색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제안하는 모델과 

같이 압수현장에서 먼저 구글 드라이브 등에 접속하여 정보를 획득하면 

많은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Gmail, 구글 드라이브,

텔레그램 등의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압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선별압수 가능,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

전자정보의 선별압수 및 참여권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가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이후 분석실 또는 검사실에서 전자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은 압수 이후의 절차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선별압수가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이며 

참여권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실무적으로 포렌식실에서의 참관은 컴퓨터에 스마트폰을 연결해 

놓고 논리 이미지를 획득하는 작업을 지켜보는 것이어서 무관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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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및 저장을 막겠다는 본래적 의미의 참여권 보장과 거리가 멀다.

그러나 스마트폰 압수현장에서 피압수자의 참여 하에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접속하여 관련성 있는 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피압수자와 

수사관이 육안으로 직접 내용을 확인하면서 정보를 선별하는 것이어서,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이 가능하며, 선별 압수의 원칙에도 충실한 

방법이다.

4) 진정성 및 무결성 입증 용이

수사기관이 스마트폰을 압수한 후 분석실에서 수사기관의 포렌식 

도구나 수사기관의 PC로 포렌식을 진행하는 것에 비해, 피압수자의 

스마트폰을 직접 도구로 이용하여 평소 피압수자가 접속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암호화된 인증 토큰’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접속하는 것이어서 전자정보 획득 과정에서의 진정성 및 무결성 입증이 

용이할 것이다.

다. 라이브 포렌식을 먼저 실시하는 모델의 단점

1) 원격 삭제 위험 부담

네트워크를 바로 차단시키지 않음으로 인한 가장 큰 위험 부담은 

원격 삭제이다. 그러나 스마트폰 압수 현장에서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접속하는 압수방식을 취하면, 피압수자가 수사관 면전에 있으므로,

스마트폰 원격 삭제 명령을 내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물론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공범에 의한 원격 삭제 명령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공범이 피압수자의 ‘안드로이드 기기 관리자(Anroid

Device Manager)’에 접속할 수 있는 구글 계정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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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가능하다.

결국 스마트폰 압수 직후 네트워크를 바로 차단하지 않더라도 원격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피압수자가 면전에 있으므로, 그 사이 

스마트폰에 원격 삭제 명령이 도달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2) 전자정보의 무결성

우리나라 법원은 해외 서버의 이메일 압수 사례에서 “수사기관이 

외국계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해외 서버에 접속하여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들어있는 송․수신 이메일이나 파일 등의 전자정보를 

취득하였을 때, 온라인을 통한 해킹과 같은 특단의 사유가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전자정보가 해외 서버에 저장된 

것과 동일한 것임은 기술적으로 당연한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7노146)

라고 판시하여, 서버에 계정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접속하여 서버로부터 

내려받은 정보의 동일성 및 무결성은 기술적으로 보장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 형사소송법 제99조 제2항도  “압수할 

물건이 전자계산기인 때에는 해당 전자계산기에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하고 있는 기록매체로서, 해당 전자계산기로 작성 및 변경된 전자적 

기록 또는 해당 전자계산기로 변경 및 소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자적 기록을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기록을 해당 전자계산기 또는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한 후, 해당 전자계산기 또는 해당 다른 기록매체를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접속하고 

전자기록을 다운로드 받는 것을 ‘해당 전자계산기’(컴퓨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서버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다운로드받아 PC에 저장하는 방식의 압수를 인정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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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을 통한 서버 접속과 다운로드 과정에서 정보의 무결성이 

훼손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피압수자의 스마트폰의 토큰 기반 

자동로그인 방식을 이용하는 방법은 ① 암호화된 토큰을 이용하여 

서버에 접속하고, ② 앞서 소개한 해외 이메일 서버 접속 사례에서처럼 

별도의 압수장소와 별도의 압수 기기의 개입이 없으며, ③ 별도의 

기기가 아니라 피압수자의 스마트폰 자체에 전자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므로, 정보 획득 과정의 과학적 신뢰성이 담보될 뿐만 

아니라 전자정보의 매체 간 이동(복제) 횟수도 적어지므로56)

전자정보의 무결성 입증이 용이하다.

3) 계정접속 권한 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문제

피압수자의 모바일에 저장된 크리덴셜을 이용하여 피압수자의 구글 

드라이브나 지메일에 접속하는 행위는 위 텔레그램 압수 사례와 

비교하면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다.

만약 피압수자의 모바일에 저장된 크리덴셜을 이용하여 클라우드나 

이메일에 접속하는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침해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원래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법원의 영장에 의하여 

피압수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모바일 

계정접속에 의한 압수·수색만 개인정보침해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56) 해외 서버 이메일 압수 사례에서는, 한국인터넷 진흥원에서 그 곳 PC를 이용하여 해외 이메

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이디와 패스워드 정보를 입력한 다음 이메일을 화면에 출력하여 캡

처하고 위 PC에 저장하고, 이메일 첨부파일은 위 PC로 직접 내려받아 저장하고, 위와 같이 

저장한 캡처 이미지 파일과 첨부파일에 해시값을 생성한 후 USB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압수

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전자정보가 ①서버에서 PC로의 저장, ②PC에서 USB로의 복제를 거

치게 되어 각각의 단계에서의 무결성 입증이 필요하나, 스마트폰의 토큰 기반 로그인 방식에 

의한 접속에 의하면 ‘서버에서 스마트폰으로의 저장’ 과정만 개입되므로 무결성 입증이 필요

한 과정이 한 단계 줄어드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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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기존의 스마트폰 포렌식이나 PC 포렌식과 같은 대한 매체중심적 

포렌식 기법으로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대처하기 어렵다.

이스라엘 셀레브라이트社의 Managing Director인 Arthur

Veinstein은 2019년 9월 ‘Cyber Security Summit 2019’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스마트폰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는 “오늘날 전 

세계의 법 집행기관은 사이버범죄와 싸우려고 합니다. 증거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유일한 방법은 핸드폰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통해 

개인이 보유한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방식의 다양한 패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데이터 저장을 선호함에 따라 데스크탑 컴퓨터 및 랩탑 구매가 크게 

감소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레브라이트는 

핸드폰에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자들은 날마다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개의 핸드폰과 가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공 장소에서 회의하기보다는 온라인 포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App을 활용하고 점점 더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2014년 5월 미국 국가기술표준원(NIST :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이 발간한 ‘Guidelines on Mobile Device

Forensic’에서도 “클라우딩 컴퓨팅 환경에는 데드박스 포렌식 기법과 

라이브 포렌식 기법을 모두 포함하는 하이브리드적 접근을 요구하면서 

포렌식 검사관에게 도전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There are several

factors within cloud computing environments that challenge foren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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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rs requiring a hybrid approach to include both live and

“dead box” forensic techniques)라고 기술되어 있다.

수사기관이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비행기모드로 한 후 분석실에서 

몇 시간씩 스마트폰의 이미징(사본) 파일을 만들고 있는 사이,

피압수자는 다른 매체로 클라우드나 이메일에 접속하여 유유히 증거를 

지우고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은 PC와 같이 단순 로컬 저장매체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피압수자가 압수 직전까지도 네크워크와 연결된 상태로 이메일 

송수신을 하고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한 물건이므로,

살아있는(live) 증거물로 취급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의 스마트폰 계정 접속을 통한 

역외 데이터 압수·수색 방법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기존의 Deadbox 포렌식에 충실한 모델로 일단 

스마트폰을 압수하자마자 전원을 차단시키는 기존의 방식을 먼저 

진행하여 스마트폰 내의 데이터를 확보한 후 스마트폰의 전원을 켜서 

클라우드나 이메일 서버에 접속하여 역외 데이터를 압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의하면 압수할 전자정보가 아직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역외 서버에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역외 서버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압수하는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현장에서 피압수자의 참여 하에 

클라우드나 이메일에 접속하여 압수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수색)하여 스마트폰으로 내려받거나 캡처하는 

방법으로 압수하고, 그 다음에 분석실에서 스마트폰 자체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신속한 증거확보와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최초 스마트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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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때 “스마트폰의 계정접속을 통하여 

피압수자가 사용하는 클라우드나 이메일 내의 정보도 탐색하여 유관 

정보는 스마트폰 내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압수”하겠다는 내용을 

부기함으로써 두 번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다.

두 번째 방식의 유일한 단점인 ‘원격 접속에 의한 삭제 위험’도  

피압수자와 같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클라우드나 이메일에 접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피압수자에 의한 원격 삭제 시도는 봉쇄되는 것이므로,

원격삭제로 인한 데이터 전체 유실의 위험도 크지 않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그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과거 단일한 컴퓨터를 전제로 마련된 현행 ｢형사소송법｣ 등의 

법체계로 인하여 ‘정보의 분산 저장･처리’를 의미하는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 대한 법 적용상의 한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범죄대응력의 

약화가 초래될 수도 있다.57)

본 논문에서는 부족하나마 현재의 법제 하에서 수사 현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포렌식 모델을 역외 서버 데이터 확보의 

측면에서 제안하였고, 향후 법제화나 후속 연구도 있기를 기대한다.

57) 이인곤, 강철하, 앞의 논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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