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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격적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본고에서

는 클라우드컴퓨팅의 정의와 기술 및 분류,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법률,

특징 및 시장 현황과 함께 디지털 증거와 디지털 포렌식 특히 클라우드

포렌식에 관하여 살펴본 후 클라우드 환경에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수

색 및 압수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처분의

대상적격에 관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국내 원격 수색 및

압수와 역외 수색 및 압수 (계정 접속 방식 및 형사소송법상 법원에 의한

제출명령을 준용하는 수사기관에 의한 영장부 제출요구 방식)의 허부를

검토하였다. 이 점에 관하여 불허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관련

법 제정 당시 고려되지 못한 전혀 새로운 현상으로 인한 것으로, 현행법상

이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고, 그 필요성에 관하여는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되, 적법절차의 원칙, 영장주의,

비례의 원칙에 따라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디지털 시대에 맞는 포괄적 입법이 적시에 진행되어야 함

을 강조하며, 그중에서 특히 데이터의 정확한 위치의 부지 또는 상실로

표현되는 클라우드컴퓨팅 시대를 맞이하여 2018년 제정, 시행된 미국

클라우드법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즉, 데이터의 역내, 역외

위치에 관계 없이 국내 사업자의 소유, 관리, 지배 아래 있는 데이터에

관한 제출의무가 인정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다른 국가의 법제와의 충

돌 상황에 관한 대비로서 위 법에 마련된 행정협정 방식의 절차와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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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1호 행정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영국 행정협정안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유의점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클라우드 환경에서 계정 접속 방식의 수색 및 압수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신뢰성 보강을 위하여 클라우드 서버의 해시값을 확보하는

방법, 수색 대상 컴퓨터의 아티팩트나 클라우드 계정의 접속 내역 또는

파일의 버전 히스토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역외 수색 및 압수, 클라우드법

학 번 : 2018-27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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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대한

민국 정부는 2015년부터 행정자치부 산하 정부통합전산센터가 보유한

정보자원을 활용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2019년 현재 대한민국에 소재한 전체 응답 기업 중 35.4%

가 클라우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구축 중이고, 29.6%가 향후

도입 예정이며,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이 26.4%에 이른다고 한다.1 대

한민국의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 또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구글

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클라우드 기반의 이메일 서비스와 오피스와

같은 문서 생성 및 공유 서비스를 서비스하고 있다. 개인들도 휴대폰을

이용하면서 문서나 사진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된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발생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

등이용촬영) 사건에서도 피의자는 문제의 사진을 클라우드에만 저장해

두었다가 발각되었다. 규범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 한다)이 2015

년 제정, 시행되고 있다. 보수적인 금융 분야에서도 금융위원회가 2019

년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비중요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신용정보,

고육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도 클라우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등 클라우드 도입이 본격화되었다.

1http://bloter.net/archive/344236. 2019. 10. 31. 최종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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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클라우드 및 클라우드 포렌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클라

우드 환경을 전제로 원격 컴퓨팅 환경에서의 수색 및 압수와 역외 수색

및 압수에 관하여 검토하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① 미국의 클라우드법 시행에 따른 국내 법제 개정방안과 ② 클라우드

환경에서 확보된 증거의 무결성, 신뢰성 보강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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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클라우드컴퓨팅 환경과 디지털 포렌식

2.1 클라우드컴퓨팅

2.1.1 클라우드컴퓨팅의 정의

클라우드컴퓨팅 (cloud computing, 이하 ‘클라우드컴퓨팅’ 또는 ‘클

라우드’라 한다)은 다양하게 정의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5. 3. 27. 제정, 2015. 9. 28. 시행)은, 클라우드컴

퓨팅이란 “집적 · 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 (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제2조 제1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용어사전에 의하면, 클라우드컴

퓨팅이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화된 정보기술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팅으로서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등 정보기술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서비스 부하에 따라서

실시간 확장성을 지원받으며,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의 컴퓨

팅”을 말한다.1

클라우드컴퓨팅의 대표적 기업인 아마존은, 클라우드컴퓨팅은 “컴퓨

팅 파워,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정보기술 자원을

1http://word.t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subject=클라우드컴퓨팅
(최종접속일 2019.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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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것”

을 말한다고 정의한다.2

미국 국립표준기술원 (NIST)은 클라우드컴퓨팅을 “최소한의 관리

상 노력이나 서비스 제공자와의 상호작용으로 신속히 제공, 배포될 수

있는, 설정 변경가능한 공유된 컴퓨팅 자원들 (네트워크, 서버, 저장매체,

응용프로그램, 서비스)의 모음에 항상, 편리하고, 수요에 따라 네트워크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이라고 정의한다.([5])

클라우드컴퓨팅법의 정의는 다른 학술적, 산업적 정의와 비슷하다.

한 가지 다른 점은, 클라우드컴퓨팅법상 클라우드컴퓨팅의 개념 정의에

는 과금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클라우드컴퓨팅법의

클라우드컴퓨팅은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사용량에 비례하여 대가를

지불하든, 정액을 지불하든 관련 없이 위 개념 정의만 충족하면 모두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된다. 클라우드컴퓨팅법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

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즉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 · 배포 · 운영 · 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그 밖에 위 각 서비스를 둘 이상 복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하는바, 산업상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개념 정의는 클라

우드컴퓨팅법상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정의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위 법률의 정의에 따르더라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는 상용이기만 하면

되고, 사용량에 따른 과금 여부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법률상 클라우드

컴퓨팅 또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개념 범위가 산업상 범위보다 더

2https://aws.amazon.com/ko/what-is-cloud-computing/ (최종접속일 2019.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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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다.

2.1.2 클라우드컴퓨팅의 기술과 분류

기술

클라우드컴퓨팅법은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다음과 같이 정의, 분

류한다.

즉,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이란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서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즉 집적 · 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 (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가상으로 결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기술, 대량의 정보를 복수의 정보통신자원으로

분산하여 처리하는 기술, 그 밖에 정보통신자원의 배치와 관리 등을 자동

화하는 기술 등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자원을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결국 현재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은 가상화, 분산처리 및 기타 자동화

기술을 말한다.

가상화 가상화란, 집적 · 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

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가상으로 결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기술을 말한다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겉으로 보기에

는 하나의 정보통신자원이 정보를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를 여러 정보통신자원으로 분할하여 처리하거나 반대로 여러 정보통

신자원이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정보통신자원이

처리하도록 하여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비용은 줄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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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에는 기존의 가상화 기술인 가상머신 외에 그 단점을 보강하여

가볍고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컨테이너 기술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10])

분산처리 분산처리란, 대량의 정보를 복수의 정보통신자원으로 분산하

여 처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시

스템에 입력된 대량의 정보를 여러 정보통신자원으로 분산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네트워크를 통해 다시 모으는 방식으로 대규모의 처리작업을

빠르게 처리하고, 아울러 시스템에 갑자기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분산자원을 통해 정보가 처리되도록 한다.

이러한 기술적 특징들은 후술하는 클라우드 포렌식의 특징에 영향을

미친다.

분류

배치 모델에 따른 분류 클라우드컴퓨팅은 배치 모델에 따라 개인 클라

우드, 공용 클라우드, 공동체 클라우드, 혼합 클라우드로 나뉜다. 이하

미국 국립표준원의 정의를 따른다.([5], [13])

1. 개인 클라우드

개인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인프라가 하나의 조직에 의한 독점적

이용을 위해 제공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클라우드 자원은 그 조직

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해 소유되거나 관리될 수 있다. 클라우드는

해당 조직의 내부는 물론 외부에 위치할 수도 있다.

2. 공용 클라우드

공용 클라우드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유하면서 이를 일반 공중이나 광범위한 산업 조직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말한다. 클라우드의 유연성,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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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효율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라고

하면 공용 클라우드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3. 공동체 클라우드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특정 공동체 (예를 들어 몇 개의 기업들)를

위하여 운영되는 클라우드를 의미한다. 개인 클라우드와 마찬가지

로 클라우드 자원은 그 조직 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해 소유되거나

관리될 수 있다. 그 위치는 그 조직의 내외가 모두 될 수 있다.

4. 혼합 클라우드

혼합 클라우드는 위와 같은 여러 클라우드 형태들의 혼합으로서 각

클라우드가 고유한 개체로 남아 있으면서 표준화된 또는 고유한

데이터 및 어플리케이션의 이전 기술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말한다.

제공서비스에따른분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IaaS, PaaS, Saas로 구분된다.([5])

1. SaaS(Software as a Service)

사용자에게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동작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이

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웹브라우저부터 프로그램 인터페이스까지 다양한 장치를 통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그 아랫 단에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없고, 응용프로그램의 설정 변경에

필요한 정도만 관여할 수 있다.

2. PaaS(Platfrom as a Service)

PaaS란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사용자가 프로그래밍언어, 라이브러

리, 서비스, 도구 등을 이용하여 만들거나 획득한 응용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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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그 아랫 단에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없으나, 배치된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통제나

필요한 설정 변경에 필요한 관여를 할 수 있다.

3.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IaaS란 처리장치,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 자원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말한다. 사용자는 임의의 프로그램 (운영체제 포함)을 설

치,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그 아랫 단에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없으나, 운영체제 기타 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고, 제한된 범위에서 방화벽 등 네트워킹 요소를 통제할 수

있다.

2.1.3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 한다)이 2015.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이는

산업진흥법으로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반의 조성,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이용 촉진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이를 위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아울러

들어가 있다.

형사법적 관점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제27조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같다고 규정하며, 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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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상 제출명령 (문서제출

명령, 검증물제출명령)을 의미하고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제출명령은

실무상 드물게 활용되는바, 공판정 외에서는 영장을 발부하여 수색 및

압수를 하여야 하므로 다음에서 보는 ‘영장’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란 형사소송법상 압수 · 수색영장을 의미하는데,

비록 영장의 발부주체가 법관으로 한정되는 것처럼 읽힐 수 있으나, 그

취지상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 (재판부)이 공판단계에서 발부한 영장도

포함된다.

위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이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와 예외, 예외

에 해당하는 경우, 즉 정보 제공의 처리 절차와 표준양식,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절차와 그 유예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 (영장에 관하여도 별도의

양식이 있다)하고 있음에 반하여, 클라우드컴퓨팅법에는 아직 그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클라우드가 널리 활용되고 있으므로 금융실

명법에 준하여 곧 입법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단은 형사소송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의할 수밖에 없다.

이 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산업진

흥법으로서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 내로 한정된다고 생각된다

(이는 후술하는 역외 수색 및 압수와 관련된다).

기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는 전기통신에 기반하므로 통신비밀에 관

하여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된다.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우선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9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클라우드컴퓨팅법 제4조).

통신비밀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 청취를 금지한다(제3조 제1항). 예외적으로 범죄수

사를 목적으로 한 통신제한조치 등 일정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즉,

일정한 범죄에 한하여 이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통신제한조

치의 대상은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가 주거나 받는 특정 또는 일정 기간의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이다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료는 그 목적이 된 해당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 · 소추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그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

사용하는 경우, 기타 다른 법률에 규정에 의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말하는 것으로 (제3조 제2항), 여기서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 · 전자우편 · 모사전송 등과 같이 유선 · 무선 ·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 · 문언 · 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고 (제2조 제3호),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 문언 · 부호 · 영상을 청취 ·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 · 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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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제2조 제7호). 따라서 ‘전기통신의 감청’은 위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 · 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 · 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는 행위의 태양으로 보면 오히려 위 법에서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봉하는 등의 행위를 규정한 ‘검열’

에 가까운 것이지만, 전자우편의 검열은 통신제한조치 허가 등 위 법에

의한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 법문의 규정상 명백하다.”고 한다 (대

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2407 판결).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 의하면 같은 법상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 · 문언 · 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 문언 · 부호 · 영상을 청취 ·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

거나 전기통신의 송 · 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해당 규정의

문언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 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 · 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대상으로 규정

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 · 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실무상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이 완료된 전

기통신의 내용은 형사소송법상 압수 · 수색의 대상이다. 다만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 중 앞서 본 클라우드컴퓨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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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규정된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벌성이 농후함에도 처벌의 공백이 있게

된다.

2.1.4 클라우드컴퓨팅의 특징과 시장현황

클라우드컴퓨팅은 원래 정보처리자원의 효율적 활용,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의 활용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그 기반으로서 클라우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고비용의

방대한 정보처리자원을 개별기업이 모두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안정성과 보안이 극히 중요한 영역에서는 제한적

으로 이용된다.([10])

시장 규모

전세계 공용 클라우드 시장의 규모는 2019년 2,062억 달러, 2021년

2,783억 달러이고, 성장률은 연 17.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한편, 국내 공용 클라우드 시장규모는 2019년 2조 4,400억 원, 2021년 3

조 4,400억 원 등으로 추산, 예상된다.([10])

주요 기업

아마존 아마존은 2006년 최초로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AWS(Amazon

web service)를 시작한 선두 기업으로 전세계 시장점유율은 34%에 이른

다.([10])

2019년 현재 AWS 클라우드는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중국, 인도,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전세계 여러 나라에 위치한 22개의 지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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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에 69개의 가용 영역을 운영하고 있다. 같은 지리적 영역 내의

여러 데이터 센터 또는 지리적 영역 사이에 데이터를 복제하여 내결함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네이버 국내에서는 네이버, KT, SK C&C 등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 일본, 독일, 홍콩, 태국, 베트남,

대만 등에 지역별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다.

2.2 디지털 증거

2.2.1 디지털 증거의 의의

디지털 증거에 관한 통일적 개념 정의는 이루어져 있지 않으나, 1⃝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정보로서, 2⃝ 증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3

3디지털 증거의 수집 · 분석 및 관리 규정 (대검찰청 예규 제991호)은 “디지털 증거”
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845호)은
“디지털 증거”란 ‘「형사소송법」제106조 및 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압수한 디지털 데이터, 즉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네트워크 및 유 · 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 중인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 · 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4호)은 “디지털 증거”란 ‘디지털 자료, 즉
디지털 저장매체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네트워크 및 유 · 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 중인 정보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고 규정한다. 정대용 등은, “범죄와 피해자 또는 범죄와
가해자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데이터” 또는 “컴퓨터 또는 기타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 중인 자료로서 법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한다([23]). 이숙연은, 디지털 증거에 관하여
“디지털, 즉 정보의 표기 및 저장이나 전달의 형태가 0과 1의 조합인 이진수 방식으로서
디지털 정보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에 저장, 전송되는 데이터) 중에서도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질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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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디지털 증거의 특성

디지털 증거는 전통적인 증거와는 구분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18]

1. 매체독립성, 원본 및 사본의 구분 곤란성

디지털 증거는 비록 저장 매체에 담겨 있으나 매체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있어서 매체와 별개로 다른 저장매체에 동일한 내용을 쉽게

저장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기 곤란

하다.

2. 변개의 용이성 및 취약성

매체에 담긴 디지털 정보는 단 시간에 쉽게 삭제, 수정될 수 있다.

3. 비가시성, 비가독성, 전문성

육안으로는 매체 내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반드시 이를 그에

맞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가능하다.

4. 대량성

작은 저장매체에 방대한 분량의 디지털 정보가 저장될 수 있다.

따라서 그중에서 해당되는 정보를 바로 찾기가 어렵다. 서버의 저

장매체에는 다수의 사용자들의 대량의 데이터가 함께 저장되므로,

매체 자체에 대한 수색 및 압수가 진행되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는 무관한 다수의 사람의 정보에 대하여까지 처분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선별이 중요하고 그러한 선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수색 및 압수가 현장에서 끝나지 않고 수사기관

의 분석 장소에까지 이어진다.4 이는 그러한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4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 · 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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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회 보장의 문제로 이어진다5

5. 네트워크 관련성, 초국경성

디지털 데이터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할 수 있고 서버에 모이게

된다. 네트워크는 전자적 연결체로서 육안이나 광학적으로는 보이

지 아니하는 곳에서 접근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이어주고, 이는 때로 국경을 넘기도 하는바, 수색

및 압수 과정에서 장소적 특정성과 관련이 된다.

2.3 디지털 포렌식

2.3.1 디지털 포렌식의 의의와 분류

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 데이터의 식별, 수집, 조사 및 분석을 위한

과학의 적용이다. 중요한 것은 정보의 무결성을 보전하고, 데이터에 관한

엄격한 “관리의 연속”을 유지하는 것이다.([2])

디지털 포렌식은 압수 · 수색영장의 확보, 무결성 입증을 위한 이미징,

해싱, 관리의 연속을 위한 조치, 검증, 분석, 재현가능성의 검토, 보고,

법정에서의 전문가 진술의 8단계로 이루어진다.([9])

디지털 포렌식은 그 대상에 따라 컴퓨터 포렌식, 모바일 포렌식, 네트

워크 포렌식, 클라우드 포렌식 등으로 분류된다. 그중 클라우드 포렌식에

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5위 판례는,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 · 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 · 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 · 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 · 교부 등 압수 · 수색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 · 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집행절차가 적법하게 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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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클라우드 포렌식

정의

클라우드 포렌식이란,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디지털 증거의 특정,

수집, 보전, 조사, 해석 및 보고를 통하여 과거의 클라우드컴퓨팅 사건을

재구성하기 위한 과학적 원리, 기술적 실행 및 그것으로부터 유래되거

나 증명된 방법들의 적용을 말한다.([7]) 즉,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되는

디지털 포렌식이다.6 클라우드 포렌식은 클라우드 환경을 대상으로 한

포렌식으로서,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한, 즉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디지털

증거의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포렌식 도구, 방법과는

구분된다.([7])

특성

클라우드 포렌식에서는 가상화와 분산 처리라는 기술적 특징에서 유

래하는 지리적, 법적 경계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를 이용자의

측면에서 파악하여, 이용자 정보에 관한 위치의 상실 (loss of location),

위치의 부지 (loss of knowledge of location)로 표현하기도 한다.7

클라우드 시스템에서는 시스템이나 그 운영자의 도움이 없으면

컴퓨터나 모바일 장치에서와 달리 정보의 삭제 여부를 알아내기가 극히

어렵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스스로 해당 정보가 담긴 저장장치의 위

치를 파악하여 바로 그에 접근하거나 해당 저장장치에서 해당 정보만을

추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기 때문이다.

6Ruan 등은 구체적으로는 네트워크 포렌식의 한 분야로 클라우드 포렌식을 자리매
김한다.([3])

7cybercrime convention committee, criminal justice access to electronic evi-
dence. [2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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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사업자마다 고유의 관리방식에 따라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는데, 대규모 클라우드 사업자의 경우 사전에 규칙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운영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구글은 이용자가 데이터를 삭제하면

시스템이 삭제 여부를 재확인하고, 삭제가 재확인되면 어플리케이션과

활성 및 백업 저장장치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삭제가 이루어진다. 즉,

시스템은 즉시 활성 시스템 부분에서 해당 데이터가 삭제되었음을 표시하

고, 더 이상 응용 프로그램이 이를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시킨다. 시간이

지나면, 시스템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해당 영역이 다른 정보로 덮어쓰이

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암호학적 삭제 방법을 이용하여 삭제 데이터가

복구될 수 없도록 추가적 조치를 한다 (삭제 명령시부터 여기까지 대개

두 달이 걸린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백업 시스템에서는 통상의 주기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데이트 과정에서 삭제 정보가 포함된 활성 시스템의

스냅샷이 삭제된다 (스냅샷의 보존 기간은 대개 6개월이라고 한다).([1])

위 기간이 지나면 해당 클라우드에서는 삭제된 데이터를 사실상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위 기간 내에 집행이 이루어지면 사용자가 시스템을

지배할 수 없으므로 데이터의 확보가 오히려 용이해지는 면도 있다.

이렇듯 클라우드 시스템은 정보의 대량성이 극대화되고 피의자와는

무관한 다른 고객의 중요정보도 동일한 시스템이나 저장매체에 저장되므

로 매체에 대한 직접 수색 및 압수는 물론 운영체제 등 플랫폼 소프트웨

어를 통한 수색 및 압수도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결국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한 사전 프로그램에 의하여 또는 그의 사후 협조를 받아 포렌식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 종래의 네트워크 포렌식에서 볼 수 없는 위와 같은 새로운

문제를 기술, 법률, 조직구성적 원리의 어느 하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세 영역 모두에서 통합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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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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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클라우드 환경에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수색 및 압수

3.1 의의와 분류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대개 수색 및 압수의 착수 장소 (로컬 컴퓨터)

와 그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 (서버)가 서로 다르다. 이는

일반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그대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만,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상화와 분산처리라는 클라우

드컴퓨팅 기술을 널리 활용해 가는 지금의 현실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그

허부가 논의되고 있다.[21]

1. 국내 원격 수색 및 압수

일반적으로 수색 대상 컴퓨터를 통해서 원격의 서버(정확히는 그 저

장매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대규모 서버를 운용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관리자, 이하

같다)의 소재지와 서버의 물리적 위치가 떨어져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영장에 기재된 수색 장소인 호실과 서버가 위치한 호실이 다른

경우, 나아가 아예 원격지에 별도의 데이터 센터가 설치된 경우)가

많아 제공자의 컴퓨터에서 접속, 조작을 통해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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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경우가 흔하다. 수색 장소에 위치한 수색 대상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서버 등 다른 컴퓨터에 관련 정보가 저장되

어 있을 개연성이 확인되는 경우 접속 권한을 확보하여 다른 컴퓨터

에 접속하여 수색 후 관련 정보를 전송받아 이를 압수하기도 한다.

원격 수색 및 압수는 원격 서버의 위치가 국내인지 혹은 국외인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직접 수색 및 압수를 진행하는지

아니면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 또는 위탁하여 진행하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직접 하는 경우에도 해킹 등 비상적인

수단을 강구하여 진행하는지 아니면 통상의 계정 접속 방식에 따라

진행하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2. 역외 원격 수색 및 압수

원격 수색 및 압수 가운데 해당 정보가 저장된 서버가 해외에 소재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서버의 운영자가 국내에 있는

등 대한민국의 재판관할권 아래 있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으면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라 해결하게 된다. 그러나 신속

성 및 밀행성이 중시되는 수사절차에서는 그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요구된다. 다음 두 가지 경우가 국내외에서 주로 논의된다.

가. 계정 접속 방식의 역외 수색 및 압수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계정 정보 (계정명과 비밀번호)를 확보한 후

수사기관 사무실이나 별도의 장소에서 서버에 계정 정보를 입력 후

접속하여 수색 및 압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수색 및 압수의 대상인

디지털 증거가 수색 착수 당시 역외에 소재하고, 수사기관이 일반

적인 접속 방식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스스로 외국의 서버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수색 및 확보, 국내로 전송하여 압수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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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 있다.

나. 제출요구를 통한 역외 원격 수색 및 압수

역외 원격 수색 및 압수로서 수사기관이 국내 또는 국외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법원의 영장을 제시하면서 디지털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2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처분의 대상적격

클라우드 환경에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수색 및 압수에 관하여 논하

기에 앞서 그 전제로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처분의 대상성을 논한다.

3.2.1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

2011년 개정 전 형사소송법은 제106조에서 압수의 대상을 ‘증거물’

또는 ‘몰수물’과 같이 ‘물’ 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다음과 같이 디지털

증거의 강제처분에 관한 대상적격이 논의되었다.

적극설 적극설의 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제시되었다.

1. 디지털 정보도 ‘법률상의 물 개념’에 포함된다.1

2. 무체물인 데이터는 유체물로 출력되거나 유체물인 매체에 반드시

기록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일체로 파악하여 매체 압수를 통해

디지털 증거를 압수할 수 있다.2

소극설 소극설의 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제시되었다.

1노승권, “컴퓨터 데이터 압수 · 수색에 관한 문제”, 검찰 통권 제111호, 2000, 280면;
[27]에서 재인용

2이철, “컴퓨터범죄의 수사와 전자적 기록의 증거능력 (中)”, 법조 421, 1991, 34면;
[2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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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유체물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거기에 저

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중점이 있다,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의해

데이터의 압수 · 수색을 허용하기 곤란하다.3

2. 수색 및 압수의 목적이 전자증거 자체에 두어지는 한 유체물을 수색

및 압수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는 원칙적으

로 압수 · 수색이 불가능하다.[27]

판례의입장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집행방법에 관하여 개정 후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등 적극설의 입장에 서있었다.(대법원 2011. 5. 26.자 2009

모1190 결정)

3.2.2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 후의 논의

위와 같이 디지털 정보의 수색 및 압수에 관하여 논란이 계속되던 중,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제106조 제3항에 다음 내용이 추가되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 (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

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3오기두, 형사절차상 컴퓨터관련증거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
문,1997, 77면; [2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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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은 여전히 압수의 대상으로 “증거

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정보”가 추가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견해의 대립

적극설 적극설의 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1.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원칙적으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사후적으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의무를 지우고 있다.

수사기관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증거는 저장매체가 아니라

정보 그 자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형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통신비밀 보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제

114조 제1항 단서 (”다만, 압수 · 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9조(”① 검사는 송 ·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 · 수색 ·

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 (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

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

입자에게 압수 · 수색 · 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송 ·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 ·

수색 · 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23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 · 수색 · 검증을 집 행한 사실을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현행법상으로도

전자정보는 그 자체로 수색 및 압수의 대상이 된다.[15]

2. 형법 제48조 제3항은 압수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전자기록의 폐기

를 규정하고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제1항에서 수색 및

압수의 집행에 관한 통지의무와 관련하여 ‘송 · 수신이 완료된 전

기통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자정보의 압수 · 수색 대상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19]

3. 전자정보는 저장매체와는 별개로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무형의

산물이고, 수사기관의 압수 목적이나 그 과정에서 침해될 우려가

있는 피의자의 기본권 역시 저장매체가 아니라 전자정보 자체와 관

련되므로 논리적 귀결로서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 4항의

유기적 해석에 의하면 수색 및 압수의 대상은 전자정보 자체라고

한다.[26]

소극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및 제3항의 문언 해석에 비중을 두는

입장이다. 정보 자체는 압수의 대상물이 아니고, 정보저장매체가 압수의

대상이라고 한다. 전자정보는 무체물로서 대법원 판례 역시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그 자체는 재물이 아니라고 보는 등 그 자체로는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함으로써 압수 ·

수색절차는 종료되고, 그 후의 분석 과정에는 별도의 영장이 필요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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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임의수사에 해당할 뿐이라고 한다.4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검사가 압수 · 수색영장(제1 영장)을 발부받아 甲주식회

사 빌딩 내 ⼄의 사무실을 압수 · 수색하였는데, 저장매체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 (유관정보)와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 (무관정보)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甲 회사의 동의를 받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다음 ⼄ 측의 참여하에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파일 전부를

‘이미징’의 방법으로 다른 저장매체로 복제하고, ⼄측의 참여 없이 이미

징한 복제본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재복제하였으며, ⼄ 측의 참여 없이

하드디스크에서 유관정보를 탐색하던 중 우연히⼄등의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 (별건 정보)를 발견하고 문서로 출력하였고, 그 후 ⼄

측에 참여권 등을 보장하지 않은 채 다른 검사가 별건 정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면서 압수 · 수색영장(제2 영장)을 발부받아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별건 정보를 탐색 · 출력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 (이하 ‘복제본’이라 한다)

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 · 수색하는 것은

4전승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대법원 2011. 5. 11.자 2009
모1190 결정-”, 법조 통권 670호 (2012. 7), 252-253면; 김영규, “미국연방대법원의 ”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판결의 의의”, 형사정책연구 25권 4호 (2014.
겨울), 264면.; [2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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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

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

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수색 및 압수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

체 소재지에서의 압수 · 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

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

다.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 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 · 탐색 · 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 · 수색 당사자 (이하 ‘피압수자’

라 한다)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

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

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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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 · 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 · 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에서의 저장매

체 압수 · 이미징 · 탐색 · 복제 및 출력행위 등 수사기관의 처분은 하나의

영장에 의한 압수 · 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러한 일련의 행위가

모두 진행되어 압수 · 수색이 종료된 이후에는 특정단계의 처분만을 취

소하더라도 그 이후의 수색 및 압수를 저지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게 수색 및 압수의 결과물을 보유하도록 할 것인지가 문제

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 · 수색 과정을

단계적 ·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준항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압수 · 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 · 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전체적으로 압수 · 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 여기서 위법의 중대성은 위반한 절차조항의 취지,

전체과정 중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과정의 중요도, 위반사항에 의한

법익침해 가능성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전과 같은 입장에 서서 종래의

법리를 발전시키고 있다. 즉, 적극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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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소극설에서 논거로 들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 2항은 1954

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규정된 것이다. 당시는 지금과 같은 디지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최소한 입법자의 의사가 디지털 정보와 같은

무체물을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에서 아예 배제하

자는 취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디지털화라는 전혀 새로운 현상 (뒤에서

보는 클라우드컴퓨팅도 마찬가지이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이므로

기존의 잣대를 적용할 때는 기존의 현상, 잣대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더욱

정밀하고 엄밀한 해석과 아울러 전체적인 법체계의 관점에서 확장 또는

축소 해석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정 후 법이 개정되면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4항, 제107조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등 문언상으로도 정보

자체를 수색 및 압수의 대상으로 보이는 조항들이 추가되었다. 즉, 형사

소송법 제106조 제3, 4항은 출력이나 복제의 대상 또는 통지의 대상을

‘정보’ 또는 ‘정보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은

압수의 대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에 관한

것’을 명시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은 압수 · 수색 · 검증의

대상으로 ‘송 ·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을 들고 있다. 제정 형법(1953. 9.

18. 제정 법률 제293호) 제48조 제3항은 “문서, 도화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물리적 폐기를 의미한다. 그런데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일부개정된 형법 제48조 제3항은 폐기의 대상으로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기록”을 추가하였다. 여기에서 특수매체기록의 일부를 폐기한다는

것은 해당 정보가 저장된 부분을 물리적으로 폐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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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으로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것(해당 정보의 비트열을 랜덤한 비트

열로 수회 덮어 씌우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들을 바탕으로 개정한 것으로, 그중 하나로서

현행 법률 조항과 유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4366

호)의 제106조 제3항에 관한 제안이유에는 정보 자체가 압수의 대상이

라고 명시되어 있다.([14])

1997년 제정된 금융실명법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이라고 표현하고(제4조 제1항), 여기에

서 “거래정보등”이란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의미

한다 (같은 항 본문). 2015년 제정된 클라우드컴퓨팅법은 “클라우드컴퓨

팅 서비스 제공자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제27조 제

1항), 여기에서 “이용자 정보”의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

호). 위 조항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후술하는 제출요구를 포함한다)

에 의한 수색 및 압수의 예로서 서비스 제공자가 그러한 내용의 영장에

따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을 전제로 기술하고

있다. 이렇듯 여러 법률에서 처분의 대상으로 ‘정보’를 명시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디지털 정보는 원래 저장매체 또는 전송매체에 담겨져 존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매체 의존성’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여러 법률

조항은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마련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여러 사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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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의 매체독립성이 위와 같은 매체 의존성을 압도하는 국면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이 정보 자체를 처분의 대상으로 하도록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다.

디지털 정보 자체의 대상성을 부정하는 경우 디지털 정보의 대량성,

네트워크 연관성, 초국경성으로 인하여 합리적 사건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그 필요성에 관하여는 널리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적극설이 디지털 증거의 매체 의존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압수와

수색의 특정성 요건을 무시하면서 오로지 해당 정보를 찾기 위해서 수색

및 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다. 핵심은 디지털

증거의 수색 및 압수 대상성을 긍정하되, 위와 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고 여러 개별 문제 상황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느냐에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적극설이 타당하다.

3.3 국내 원격 수색 및 압수의 허용성

수사기관이 디지털 정보에 대한 수색 및 압수를 하려는 경우 (형사

소송법상 법원은 공판과정에서 영장을 발부하여 공판정 외에서 수색 및

압수를 할 수 있으므로, 수색 및 압수의 주체로 법원도 고려될 수 있으나,

실무상 법원이 수사기관과 같이 적극적, 능동적, 계획적으로 강제처분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하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압수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특히 구별이 필요한 경우에만 법원에 의한

수색 및 압수임을 특정한다.), 압수 대상 정보가 수색 장소에 설치된

컴퓨터가 아니라 원격지에 설치된 컴퓨터에 저장된 경우 수색 장소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격지 컴퓨터에 접속하여 검색 후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를 간단히 원격 수색 및 압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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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다.

3.3.1 견해의 대립

적극설

적극설은 현행 법률의 수색 및 압수의 규정에 대한 해석만으로도

원격 수색 및 압수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실무는 “수색 장소에 존재하는 컴퓨터로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

하여 전자정보를 다운로드한 후 이를 출력하거나 화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압수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영장을 발부하는 방법으로

원격 수색 및 압수를 허용한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영장을 발부

받아 이를 근거로 피압수자에 대하여 해당 사이트 접속에 필요한

계정 정보(아이디와 패스워드)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형사

소송법 제120조에서 정한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

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다.([17]) 부정설에 의할 경우 수사기관이

수색 장소를 변경하여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사이에 피의자 등에

의해 해당 정보가 삭제 또는 변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한다.

2. 원칙적으로 압수대상인 디지털 정보는 수색 및 압수의 개시시부터

수색 장소에 있을 필요는 없고, 수색 및 압수의 종료 전까지 수색

장소에 있으면 되므로, 압수 · 수색영장에 수색 및 압수의 대상을

‘특정 장소에서 저장 중인 디지털 정보’로 특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원격 수색 및 압수의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 영장에서 허용된 집행

범위가 초월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17]).5

5이 입장에 의하더라도 영장의 해석상 수색 및 압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수색대상 장소에 보관되는 물건’으로만 한정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 당연히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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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환경의 특수성, 수색 및 압수의 목적, 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처리체계의 발달 상황,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방지 및 피의자,

피처분자의 기본권 보호와의 적절한 조화 등을 고려하여 종래의

엄격한 특정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11]

4. 수사기관이 영장청구 단계에서 해당 전자정보가 피처분자의 컴퓨

터가 아닌 다른 지역의 컴퓨터에 존재함을 알지 못하였다면, 비록

영장에 기재된 수색 장소가 피압수자의 컴퓨터가 존재하는 장소

로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정보가 그로부터 합법적으로 접속

가능한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한 영장 기재의 특정성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27]

5. 미국 법무부의 관련 지침상, 영장에 기재된 피압수정보가 사실은 다

른 지역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면 각각의 장소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나,

수사기관이 사전에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며, 의도적 ·

고의적으로 연방형사소송규칙를 위반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예측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격의 정보를 압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한다.6

소극설

소극설은 현행 법률의 해석만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1. 영장의 효력이 그 장소적 범위를 벗어난 곳에 있는 컴퓨터에까지

6U.S. Department of Justice, Searching and Seizing Computers and obtaining
Electronic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s (2009), p86.; [2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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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고 볼 수 없고, 저장매체를 강제처분의 대상으로 보는 이상

다른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그 내용을 인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다고 한다.7 긍정설에 의할 경우 해당 전자정보가 영장 기재 수색

장소에 부존재하는데도 수색 및 압수를 허가하는 것이 되어 수색

장소 특정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본다

2. 원격 수색 및 압수를 형사소송법 제120조의 필요한 처분에 포함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강제처분 법정주의에 비추어 이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8

3.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증거의 원격 수색 및 압수와 관련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영장의 효력이 장소적 동일성을 벗어난,

원격지의 컴퓨터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120

조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이 장소적 범위까지 확장되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22]

4. 원격 수색 및 압수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이 현행 형사소송

법에 반영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불허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한다9

3.3.2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해외 원격지 서버에 있는 이메일에 대한 계정 접속 방식의

수색 및 압수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적극설을 취하

7전승수,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압수 · 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법학박
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1), [24]에서 재인용

8노명선, “디지털 증거 압수 · 수색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단법인 한
국포렌식학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최 국회 디지털증거 압수 · 수색에 관한 개정 법률안
공청회 발표문 (2012. 11.), [24]에서 재인용

9류광현, “사법당국에 대한 클라우드상 정보제공과 관련한 문제점”,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박영사 (2014), [2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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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

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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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 · 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 · 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

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영장 기재 수색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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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색 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

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것 역시 피의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소지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전자정보에 대한 수색 및

압수를 위와 달리 볼 필요가 없다.

비록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그 저장된

전자정보를 수색 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

킨다 하더라도, 이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허용한 피의자의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 및 처분권한과 일반적 접속 절차에 기초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4조 제1항에서 영장에 수색할

장소를 특정하도록 한 취지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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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장치 또는 저장매체 간 이전, 복제가 용이한 전자정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수색 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으

로 연결된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는 것이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압수 · 수색영장에서 허용한 집행의 장소적 범위를 확

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수색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격지의

저장매체에서 수색 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위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압수행위는

위 정보처리장치에 존재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이를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수색에서 압수에 이

르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압수 · 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 · 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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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항에서 정한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3.3 검토

앞서 디지털 정보에 대한 수색 및 압수에서 검토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격 수색 및 압수의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라는 전혀 새로운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이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한편 이를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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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의 규정도 또한 없다.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은 “압수 · 수색영장

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필요성과 상당성의 제한 아래 영장의 집행, 즉 수색 및 압수의

구체적인 모습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수색영장에

수색 장소를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결국 일반영장에 의한 포괄적 강제수

사를 막기 위한 것인데, 영장에 그와 같은 위험이 없도록 상세히 규정하고

집행 또한 발부된 영장의 기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포괄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디지털 증거의 네트워크 연관성으로

인하여 디지털 정보에 관한 원격 수색 및 압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널리

공감을 얻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그러한

전제에 있는 부다페스트 협약 등 조약이나 법률이 존재, 시행되고 있으므

로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혀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영장의 구체적 기재를 조건으로 이를 허용하되,형사소송법의 여러 수색

및 압수에 관한 명문의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 영장주의, 강제처분에

관한 비례의 원칙 등 헌법상 또는 법률상 원칙을 적용하여 수색 또는

압수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제한하는 영장을 발부하거나 사후 공판

단계에 이미 발부된 영장 및 그 집행에 관한 심사를 통해 위법, 부당한

수색 및 압수를 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통해 실체 진실의 발견 및

이를 통한 적정한 형사사법의 실현과 인권 옹호라는 두 원칙이 조화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설시한 이유 중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이라는 표현이 “영장

= 적법한 접근 권한”이라는 등식의 성립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그에 기한 집행은 역시 적법하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또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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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자체는 부수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이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위한 요소에 불과하고 약

관 등에 나타난 그의 의사에 불구하고 (즉, 약관에 계정 소유자가 아닌

수사기관을 포함한 제3자에 대해서는 일절 접속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형사사법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내에서라면 강제처분은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중점적으로 고찰되어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수색 및 압수의 적정성을 확보할 것인가이다. 이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영장 단계와 사후 공판 단계에서 심사

하여 달성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적법절차의 원칙, 영장주의

원칙, 강제처분에 관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국가가 입법, 행정 등 국가작용을 함에 있어

서는 합리적인 판단에 입각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사안의 목적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때 선택하는 수단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상대방에게는 최소한의 피해를 줄 때에 한해서 그

국가작용은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상대방은 그 침해를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10 이러한 비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의 제2

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는 규정과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의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10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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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규정 등에 근거하고 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에 의하여

압수를 할 수 있으나, 여기서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라 함은 단지 수사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으로서 압수를 행하지 않으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압수물이 증거물 내지 몰수하여야

할 물건으로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형태나 경중, 압수물의

증거가치 및 중요성, 증거인멸의 우려 유무, 압수로 인하여 피압수자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4. 3. 23. 자 2003모126 결정).11

비례성 원칙은 구체적 사안에 관하여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차례로 심사하는바, 사태에 관한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혼란이

초래되기 쉽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거나 최소한 형사소송규칙 등 대법원 규칙으로

규정하는 등 통일적으로 운용하려는 노력 및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이하

항을 바꾸어 원격 수색 및 압수의 특수한 문제인 역외 원격 수색 및 압수에

관하여 검토한다.

3.4 계정 접속 방식 역외 원격 및 압수의 허용성

계정 접속 방식의 역외 수색 및 압수란,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해외 서비스에 대한 계정과 비밀번호를 확보하였을 때 이를 이용하여

11형사소송법은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는 본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작용의 한계에 관한 헌법상 원칙이므로 국가작용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재판상 강제처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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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사무실 등에서 해외 서버의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관련 증거

를 확보한는 내용을 기재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압수 · 수색 방

법이다.([18]) 국내 수색 및 압수의 경우 굳이 계정 접속 방식을 통하지

않더라도 집행이 가능하므로 계정 접속 방식을 활용할 필요성이 낮다

(굳이 그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뒤에서

살펴볼 제출요구에 따른 역외 원격 수색 및 압수는 그 대상자 (서비스

제공자)가 대한민국의 사법권 아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나, 계정

접속 방식은 대부분 서비스 제공자의 관여나 인식 조차없이 집행절차가

진행된다.

3.4.1 견해의 대립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에는 계정 접속 방식의 원격 수색 및

압수나 역외 수색 및 압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국내 원격 수색 및

압수에 더하여 외국의 주권 침해라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된다. 실무상 수

사기관이 청구한 외국계 이메일서비스 계정 등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석상 그 허용 여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적극설

적극설의 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1. 형사소송법이 역외 수색 및 압수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도 위와 같은 수색 및 압수가 불허된다고 볼 수

없다. 즉, 형사소송법 제106, 107조의 해석상 송 · 수신이 완료되어

서버에 보관된 이메일에 대한 수색 및 압수의 상대방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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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의 유지 · 관리책임자인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로 한정해야 한

다고 볼 수 없다. 이익 및 통제권의 주체인 이용자를 상대로 수색

및 압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수색 및 압수 방식이 수색

장소 특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영장의 장소적 범위를 벗어난다

고 볼 수 없다. 국외의 서버인 경우 그 소재지인 외국의 관할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은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그인 이후 이루어지는 정보의 전송은 약관에 따른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행위가 작용하는 영역이다. 국외 소재 서버에 대한 접근은

이용자의 권한에 기한 것이므로 영장의 역외 적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접속 장소에 위치한 컴퓨터를 이용해 서버에서 전송받은

정보가 수색 및 압수의 대상물로 특정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접속

장소를 수색 및 압수의 장소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전자정보의

경우 압수 · 수색 당시 이메일이 보관되어 있는 서버의 소재지를

특정하기 곤란하다. 서버 소재지의 변경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사법관할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클라우

드 환경에서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조차도 서버의 소재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민의 권리보호와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이를 허용할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한다.([24])

소극설

계정 접속 방식의 역외 수색 및 압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다음과 같은 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1. 계정 접속 방식의 역외 수색 및 압수는 형사소송법이 상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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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아니다. 영장의 수색 장소로 국내의 임의의 장소를 기재

하고 집행도 그렇게 이루어지나 실제로는 해외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외국 소재 서버에서 보관 중인 전기통신 등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07조, 제118조, 제123조에

저촉된다. 피처분자인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참여가 배제되므로

증거의 무결성을 담보할 수 없다. 압수 · 수색하는 장소 및 대상물이

해외에 존재하여 대한민국의 사법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해외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해외 서버 및 그 해외 서버에 속하는 저장

매체 속 디지털 정보까지 영장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12

2. 원격 압수 · 수색이 현행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영장의 장소적 범

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역외 압수 · 수색도 마찬가지로

위법하다.13

3. 역외 수색 및 압수는 타국의 관할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조약

체결의 대상이다.14

4. 현행 형사소송법상 압수 · 수색 제도는 역외 압수 · 수색에 대한 고려

가 없어 역외 수색 및 압수의 특성상 형사소송법의 일반적인 절차를

준수하기에는 집행의 통지, 영장제시, 참여권 보장, 압수목록 교부

등 절차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22])

5. 법집행기관이 자국의 국경 외의 데이터를 검색하는 행위는 국제관

습법에 위반되며 국제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15

12앞서 본 대법원 2017도9747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7노
23 판결의 입장이다

13전승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 - 대법원 2011. 5. 11.자 2009
모1190 결정 -”, 법조 통권 670호 (2012. 7); [24]에서 재인용

14이진규, “해외 납치에 의한 집행관할권 행사의 국제법적 고찰”, 동아법학 (67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5.) 335 .; [24]에서 재인용

15Bella, Patricia L. “ Chasing bits across borders ”, University of Chicago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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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의사실과 무관한 제3의 장소를 수색 장소로 영장에 기재하고

그 장소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가 보관된 원격지 저장매체에

접근하여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은, 강학상 원격 압수 · 수색에서 상

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수색의

대상이 되는 컴퓨터’에서 원격지 저장매체로 접근하여 집행하는

방식보다 더욱 허용 범위가 넓어지는 문제가 있다. [24]

3.4.2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외 원격지 서버에 있는 이메일에 대한

계정 접속 방식의 수색 및 압수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건에서, 원격

수색 및 압수에 관하여 적극설을 취하면서, “이러한 법리는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마찬가지로 적극설을 취하였다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3.4.3 검토

계정 접속 방식의 역외 수색 및 압수의 경우에도 그 허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앞서 원격 수색 및 압수에 관한 논

의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것이나,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여러 원칙에 비추어 해당 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그리고 보다 제한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역외 수색 및 압수는 언뜻 국내의 원격 수색 및 압수와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는 당사자나 수사기관이 한

Forum, (2001), p100. [21], [2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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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도 가보지 못한, 외국의 어느 곳에 위치해 있을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서

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실태, 전체적인 네트워크 관리 수준, 법

질서 준수에 관한 신뢰 등에 관하여 비슷한 인식 내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로컬 컴퓨터에 대한 수색 및 압수와 마찬가지로 원격 수색 및 압수의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다는 판단의 밑바탕이 된다. 그런데 사회통념상

이러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개별 사건에서 그러한 신뢰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로

들어간 다음 정보, 자료를 검색 및 수집, 전송하는 것을 두고 함부로 적법

하다거나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되고, 사후에라도 이를 추가로

검증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는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하여 국제법 존중주의에 관하여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물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국

내법과 마찬가지로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질서를 존중하여

항구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의 하나로 하고 있다

(헌법전문 및 제6조 제1항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사이에 아무런 관련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외국의

회사가 점유, 관리하는 외국 소재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정보를 수색한

후 이를 수집하고 전송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따라서 외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지적될 만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런 면에서

사업자에 의해서 수색 및 증거의 확보, 제출이 이루어지는 후술하는 제출

요구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해외 소재 시스템에 접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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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을 하다가 컴퓨터 바이러스의 전염 등으로 인하여 서버 시스템이

훼손되거나 잘못 조작하여 대량의 정보를 처리, 전송하는 등으로 시스템

에 과부하를 주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혹은 입장을 바꾸어 대한민국

정부의 G-클라우드 시스템에 타국의 수사기관이 타국에서 모바일 장치를

점유, 이용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을 체포한 후 위 장치를 압수하여 접속한

후 G-클라우드에 있는 기밀정보를 다운받아 가는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수사기관이 접속하고 조작하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해당 서버의 물리적, 전자적 상태가 변경된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정보

통제에 관한 해당 국가의 법률을 침해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인터넷서비스의 이용약관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

계약의 차원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국제법 나아가 헌법적 측면의 문제가

온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역외 수색 및 압수의 문제는 국내

원격 수색 및 압수와 완전히 동일한 평면에서 논의할 수는 없다. 실제로

후술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에서 아일랜드 정부는 미국 법원에 제출한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통해 미국 정부는 해당 데이터를 미국과 아일랜드

사이의 공조조약을 통해서 획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영장은 아일랜드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6]).

결국 사안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지만, 역외 수색

및 압수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최소한 수사기관이 당해

서버가 위치한 국가를 알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아서 수색 및 압수를 진행해야 한다.

수색 대상 컴퓨터가 오로지 피의자에 의해 전용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현재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가 특히 수사단계에서 효율

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지적되고 있으나, 그로 인한 문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것을 적시에 개정하거나 관련 조약 (예를 들어 부다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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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가입하는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계정 접속 방식의 역외 수색 및 압수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영장의

제시, 참여권의 보장 등 법에 정해진 강제처분에 관한 절차적 요건은

원칙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 이는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공법적

시스템의 일부로서 서비스 제공자가 강제처분의 진행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약관상 사전에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같은 개인적, 사

법적 요건과는 논의의 차원을 달리한다. 다만 위와 같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규정과 여러 관련 원칙의 합리적 해석이 필요하다.

3.5 제출요구에 따른 역외 원격 수색 및 압수의

허용성

3.5.1 의의와 활용의 필요성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항은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

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실무상 제출명령이 활용되는 사례는 드물다. 제출명령은 그 실질이

압수로서 공판정 외에서의 압수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도록 규정되

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가 명시된 영장을 발부하여 집행을 하게 될

것이다.

수사기관의 압수 및 수색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법원의

제출명령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항을 준용한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의 제출명령을 긍정하는 견해는 찾기 어려운데, 그 이유로는

수사기관의 제출명령권을 인정하는 경우 대물적 강제처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법관에 의한 사전심사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되고 있다.([25]) 제3자 보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수색 및 압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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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수사기관은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후 이를 직접 집행하는 것

이 아니라 팩스 등을 이용하여 피처분자인 제3자(서비스 회사)에 영장의

사본을 먼저 보내고 피처분자로부터 압수 대상물인 관련 정보를 회신받되

나중에 영장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가 흔하다.16 이러한 실무관행이 바로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항의 제출명령이

준용되는 모습이라고 한다.([12])(이하 이를 법원의 제출명령과 구분하

여 ‘수사기관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요구’라 한다) 이러한 경우 영장에

사업자에 대한 제출명령의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압수할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압수할

물건]을 제출할 것을 명한다. 위와 같이 압수 · 수색 · 검증을 한다.’와 같이

기재하면 좋을 듯하다.

수사기관의 제출요구는 영장에 기재된 제출명령에 따라 피처분자가

직접 검색 및 수집을 한 후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데 그 특색이

있다. 물론 피처분자가 제출명령에 비협조하였다고 하더라도 명문으로

규정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물리적인 압수가 진행될 위

험성이 있으므로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를 거절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따르는 경우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면책된다.

이러한 방식은 제3자에 대하여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하는 현행

실무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즉, 우선 제3자에 대하여 바로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강제처분에 관한 비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사업자가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

도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해 버리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사업자는

16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집행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은 제9조에서 집행의 위탁 또는
집행의 협조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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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아니어도 그가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운영

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색 및 압수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기업 또는 일반인들도 심대한 불이익을 입거나 불편을 겪는다. 그

과정에서 사건과 전혀 무관한 제3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수집될 수도

있다. 실무상 영장의 별지에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전자정보를 확보하고

그 출력물만을 압수하거나 전자정보를 별도의 저장매체에 복사하도록

하는 등 집행방법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그와 같은 기재가

피처분자에게 일반적 협조의무를 넘어 압수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사기

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다.17

해당 사업자가 해당 정보의 개시로 인하여 부당한 민형사 또는 행정상

17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전기통신사업자인
피고에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개별 사안에
따라 그 제공 여부 등을 적절히 심사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침해되는 법익 상호 간의 이익 형량을 통한
위법성의 정도,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 및 어느 범위까지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마
련하는 등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게시물은 공적 인물인 장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표현 대상과 내용, 표현
방법, 원고가 위 게시물을 게재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위 게시물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게시물을 직접 생산하거나 편집한
바 없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것을 이 사건 카페의 유머게시판에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여 위 게시물로 인한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원고의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이익
보다 훨씬 중대한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에게 개인정보를 급박하게 제공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수사기관에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 일체를 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위배하여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
이라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그 제공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통신자료의
제공 요청 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 등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위 판결을 파기하였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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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려면 일반적 “협조 요청”으로는 부족하고 명령

을 통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실무 경향을 생각할

때, 제출요구 방식에 의하는 경우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게 되는 장점도

가진다. 압수 · 수색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는 그 영장에 기한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수사상 준항고로 이의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반면 제출요구의 경우 해당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제출요구에 대하여

준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심리를 통하여 추가 영장 발부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제출요구에 관하여는 앞서 본 조항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지만 그

실질을 압수로 보는 이상 영장의 제시 의무나 압수목록의 교부 의무 등이

준수되어야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합리적으로 해석, 적용되어야 하고,

한편 수사기관이 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3.5.2 견해의 대립

대한민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외국에 서버를 둔 경우가 늘어

나고 있다. 이런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수사기관의

제출요구에 대하여 해당 정보가 저장된 서버의 소재지가 외국이라는 이

유로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각 국의 법령(예를 들어 유럽의 ‘GDPR’

을 들 수 있다)상 제한을 이유로 불응하면서 준항고를 제기하는 사안을

가정해 보자. 이에 관하여 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견해 (이하 ‘적극설’이라 한다)가 있을 수 있고, 반면 영장

발부는 위법하고 그에 기하여 증거가 수집되었다 하더라도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견해 (이하 ‘소극설’이라 한다)가 있을 수 있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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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견해를 취한 미국 법원의 판단과 재판 경과를 간략히 정리하고,

이에 관하여 검토한다.

적극설

이른바 구글 사건에서 미국 법원의 치안판사는 2016. 8. 캘리포니

아에 사무소를 둔 구글에 대하여 피의자들의 구글 계정에 관한 데이터

를 펜실베니아에 있는 미국 연방수사국 사무소로 제출하라는 내용의

SCA(미국 저장된 통신보호법, 이하 같다)에 따른 영장을 발부하였다.

구글의 영장 변경 신청에 관하여 치안판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장의

집행이 위법한 역외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최근

연방대법원은 역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특정 규정의 목적과 관련된

행동이 국내 또는 국외 중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

하였다. SCA §2703은 고객의 사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쟁점이 된

정보의 개시로 인한 고객의 사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는 연방수사국

이 펜실베이니아 사무소에서 해당 정보를 수색할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침해 장소는 국내이다. 국외에 있는 서버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의 전자적 정보 전송은 압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위와 같은

전송만으로는 사용자의 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글에 대한 영장의 집행은 국외에서의 압수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연방수정헌법 제4조의 해석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선례에 따르면,

수색은 사생활에 대한 기대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때 비로소 시작된다. 구

글에 대한 영장에 따른 수색은 연방수사국이 구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볼 때 계정 보유자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로서의 수색이 이루어진다. 구글

클라우드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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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하기 어려워 어느 국가의 주권 침해가 우려되는 것인지 국제예양의

관점에서 우려의 대상 국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 구글은 해당 정보가

어느 서버에 위치해 있는지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 저장 위치가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 영장을 발부할 때와 실제로 집행할 때의 저장

위치가 달라져 국제공조 절차가 불가능하다.’([24])

연방지방법원 역시 “발부된 영장은 미국에서 미국 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미국 내에서 정보의 개시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영장의 집행은 역외 적용의 문제와 무관하다.” 고 판단하였

다.([24])

소극설

이른바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에서 미국 법원의 치안판사는 마이크

로소프트에 대하여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서버에

보관하고 있던 이메일 계정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영장을

발부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대체로 위 적극설과 같은 이유로 치안판사

의 결정을 인가하였으나, 항소심인 제2순회연방항소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영장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특정 법률의 역외 적용

금지 여부는 문언 또는 해석상 명백하게 역외 적용을 인정하는 입법자의

의사가 도출되는지를 토대로 판단한다. SCA 규정은 고객의 사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객의 정보에 대한 접속으로 인해 영장에 따른 압수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다. 해당 정보가 국외의 서버에 위치해 있다면

그곳에서 영장의 집행으로 인해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므로 위

영장의 집행은 위법한 역외 적용에 해당한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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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검토

수사기관이 직접 수색 및 압수를 하는 것과 그 일환으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정보의 제출요구를 하고 제출을 받는 것은 비슷해 보

이지만 특히 역외 수색 및 압수에서는 큰 차이를 낳는다. 수사기관에

의한 직접적 수색 및 압수는 오롯이 공권력에 의한 실력 행사로서 어떤

식으로든 국경을 넘는 순간 타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제출요구는 구체적인 정보의 탐색, 자료의 생성 및 제출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두 맡겨져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사실상 불이익을

감안하고라도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실질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비스 제공자가 제출요구를 이행하기 위하여 타국에서 자국의

서버나 컴퓨터로 관련 정보를 전송한 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까지

해당 정보가 여전히 서비스 제공자의 소유, 소지, 보관 아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아직 수색이나 압수가 개시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제출명령이 실질적으로는 압수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대개는 해당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의 위치가 단지 해외라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제출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타국의 법령(예를 들어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유럽의 ‘GDPR’을 들 수 있다)상 금지를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그때는 그 거부의 타당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후술하는 미국의 클라우드법은 고객 또는 가입자가 미합중국 사람이

아니고 미합중국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예양 분

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개시를 요구하는 미합중국의 이익,금

지된 개시를 방지하는 외국의 이익, 제공자에게 부과된 상충하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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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의 결과로서 제공자 또는 그 제공자의 어느 피용인에 대한 처벌의

가능성, 정도와 성질, 수색의 대상인 통신의 가입자 또는 고객의 위치

및 국적이 알려진 경우 그 위치 및 국적, 그리고 가입자 또는 고객의

미합중국과의 연관성의 성질과 정도 또는 만약 그 법적 절차가 §3512에

의하여 외국의 당국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그 가입자 또는 고객의 그

외국과의 연관성의 성질 및 정도, 그 제공자의 미국과의 유대관계 또는

미국 내에서의 존재의 성질 및 정도, 개시가 요구되는 정보에 대한 조사의

중요성, 보다 덜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는 수단을 통하여 개시가

요구되는 정보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접근의 가능성, 그 법적

절차가 §3512에 의하여 외국 당국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원조를

요청한 외국 당국의 조사상 이익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정의의 관점에서 법적 절차가 수정 또는 취소되어야 하는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의무의 충돌에 관한 법리는

주로 형법상 긴급피난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형사소송법상 수색 및 압수

또는 준항고와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는데, 위와 같은 기준은

참고로 삼을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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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수색 및 압수절차의 개선방안 검토

4.1 미국 클라우드법에 대한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무와 판례에 의존하는 수색 및 압수에 관한

현재의 법제만으로는 날로 변화되어가고 복잡해져 가는 현실을 규율하기

어렵고, 법적 안정성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적시에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특히 2018년 미국에서 제정된 약칭 클라우드법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장차 입법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점들을

살피기로 한다.

4.1.1 미국 저장된 통신보호법

저장된 통신 보호법 (Stored Communication Act, 이하 ‘SCA’ 라

한다)는 전자통신비밀보호법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1986년 제정. 이하 ‘ECPA’라 함)의 별도의 장 (ECPA Title 2, 18

U.S.C. Chapter 121 §§ 2701–2712)을 말한다.

SCA는 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저장된 전자 데이터의 제3자

(미국 정부를 포함한다)에 대한 개시를 제한하고([4]) 제공자로부터 저장

정보를 획득하는 절차를 규율한다. 여기에는 절차적 규정과 함께 위법한

정보 접근에 대한 처벌 조항도 포함된다. 저장된 정보는 ① 기본적 가입자

및 시간 정보, ② 고객 또는 가입자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정보, ③ 내용으로

구분된다. 기본적 가입자 및 시간 정보는 주로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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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름, 주소, 통화 기록 및 시간, 서비스 유형 및 기간, 전화번호,

신용카드 번호나 계좌 정보 등 용역비 지급 수단 등이다. 이용자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정보는 기본적 가입자 정보나 내용이 아닌 정보 중 거래

정보, 계정 로그, 통신 상대방의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 기지국의 위치

정보 등을 들 수 있다. 내용은 통신의 의미에 관계된 정보이다. 내용에

대하여는 그 획득에 엄격한 제한이 가해진다.([15])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통신 서비스 (electronic communication ser-

vice) 제공자와 원격 컴퓨팅 서비스(remote computing service) 제공자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사용자에게 유선 또는 전자 통신을 송신 또는 수신하

는 능력을 제공하는 자이다 (유무선 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 SNS 서비스 제공자 등). 후자는 전자 통신 시스템을 통하여 공중

에 대하여 컴퓨터 저장공간 서비스 또는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다

(웹하드 등).([15]) 예를 들어서 단순한 이커머스 사이트 운영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6]) 위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는 부다페스트

협약의 범위와도 일치한다.

SCA는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정보에 관하여 단계적으로 영

장주의를 적용한다. 이는 ① 제출명령(subpoena), ② 가입자 또는 고객에

대한 사전 통지를 동반한 제출명령 (subpoena with prior notice to the

subscriber or customer), ③ 법원의 명령 (court order), ④ 가입자 또는

고객에 대한 사전 통지를 동반한 법원의 명령 (court order with prior

notice to the subscriber or customer), ⑤ 수색영장 (search warrant)

의 5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제출명령은 가장 보호정도가 낮은 정보에

적용된다. 즉, 수사기관 등 정부기관은 사용자에 대한 기본정보 (이름,

주소 등 가입자 정보와 사용기간과 시간정보, 사용 중 부여된 IP 주소,

사용한 서비스와 그 시작과 종료 정보, 신용카드 정보를 포함한 사용료

54



지불방법 등 세션 정보)에 관하여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제출

명령 (Subpoena Duces Tecum)을 할 수 있다 (§2703(c)(2)). 다음으로

법원의 명령은 중간 보호 단계의 정보에 적용된다. 즉, 사용자가 방문

한 사이트의 주소, 이메일을 주고받은 상대방의 메일주소, 암호 등은

정부기관이 해당 정보가 현재 진행 중인 범죄수사와 사이에 관련성이

있고 중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는 특정의

상세한 사실관계를 제시하는 것을 요건으로 법원의 명령(court order)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703(d)). 마지막으로 영장은 가장 높은 단계의 정보에 적용된다.

통신이나 대화의 내용으로서 전자적 전송에 부수하여 임시 또는 중간에

저장하거나 백업을 위해 보관하는 전자적 저장장치에 보관된 것으로 180

일이 지나지 아니한 정보는 영장(warrant)을 받아 이를 통해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703(a)(b)(A)).([24] [16] [15]).

4.1.2 미국 클라우드법

입법 배경과 취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유수의 기업들은 글로벌 클라우

드 사업을 영위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외국에 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미국

정부 또는 다른 외국 정부로터 다른 국가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때 기업은 위 요구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해당 서버가 위치한 국가의 법률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어느 쪽을 섣불리 선택할 수 없는 곤란한 지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법률상 충돌은 전통적으로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에 의한 처리가 원칙이지만, 통상 이는 수 개월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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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여러 단계를 거치며 절차 또한 복잡하여 선호되지 않았다. 클라우드

시스템 자체가 대규모, 고도화되면서 수사기관으로서는 해당 데이터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가 어렵고 하나의 데이터를 몇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예를 들어 하나의 이메일을 본문과 첨부 문서로 나누는 경우)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의 서버에 저장하는 경우도 있게 되면서 기존의

형사사법공조절차로는 해결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6])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른바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에서는 치안판사 및

1심의 판단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렸고, 항소심은 해당 영장이 역외

적용 추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역외 적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앞서 본 이른바 구글 사건 등 다른 유사 사건에서는

해당 영장이 불법적 역외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결국 이런 충돌하는 상황들의 전개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 의회 차원의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고 압도적 지지로 클라우드법이

제정되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에서 미국 법무부는 항소심 결정에 대하

여 상고하였다.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8. 3. 클라우드법이 발효되면서

클라우드법을 근거로 새로운 영장이 발부되어 집행까지 완료되었다.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위 사건에 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16])

미국 클라우드법의 주요 내용

1. 역외 압수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미국 클라우드법에

따라 “전자통신 서비스 또는 원격 컴퓨팅 서비스의 제공자는 그 소유,

관리 또는 지배 내에 있는 유선통신 또는 전자통신의 내용 및 고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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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와 관련된 임의의 기록 또는 다른 정보가 미합중국 내 또는 외에

위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통신, 기록, 또는 다른 정보를 보전, 백업,

개시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2713).

서비스 제공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취소 또는 수정 신청권을 갖는다.

즉, 공중에 대한 전자통신 서비스 또는 원격 컴퓨팅 서비스의 제공자가

가입자 또는 고객의 유선통신 또는 전자통신의 내용을 이 절 아래에서

발하여지는 법적 절차에 의하여 개시하도록 요구받는 경우, 그는 그가

합리적으로 믿는바에 따라 고객 또는 가입자가 미합중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요구되는 개시로 인하여 그 제공자가

적격 외국 정부의 법률을 위반할 중요한 위험이 창출되는 경우 그 법적

절차를 수정 또는 취소하라는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위 요구를 따른

서비스 제공자는 미국법상 면책된다.

미국 법무부는 클라우드법의 제정으로 미국이 이미 가입한 부다페

스트 협약과 일관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6])

2. 외국 정부에 의한 데이터의 접근에 대한 행정협정의 요건 및 절

차와 이에 관한 의회의 심사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위 행정협정에 따라

미국 정부와 외국 정부는 서로 상대방의 관할에 위치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직접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그

렇다고 하여 미국의 서비스 제공자가 외국 정부에 대하여, 또는 외국의

서비스 제공자가 미국 정부에 대하여 클라우드법에 따라 새로운 정보

개시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클라우드법은, 외국 정부와의 행정협정과 관련하여, 외국 정부가

사이버 범죄 및 전자증거에 관한 적절한 실체적 및 절차적 법률을 갖고

있는지, 외국 정부가 적법절차 및 비차별의 원칙, 사생활의 보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표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고문 및 잔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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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간적이며 또는 모멸적인 대우 또는 처벌의 금지, 국제적인 보편 인권

을 존중하는지, 외국 정부의 해당 기관의 절차 및 감독 등을 최종적으로

의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미국 클라우드법은 조약이 아니라 행정협정으로 형사사법

공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구체적이고 상세한 여러 실체적, 절차적

통제장치를 두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1

클라우드법에 대한 찬반론

미국 클라우드법안은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의 찬성 속에 의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인권단체인 ACLU 등은 클라

우드법이 해외 인권운동가와 미국의 개인들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단 행정협정이 체결되면, 외국 정부가 미국 법원의 심사는 물론 미국

정부기관의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고 미국의 관할 아래 있는 사업자가

보관하는 정보를 확보해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2

이러한 비판론 때문인지 미국 법무부가 발간한 관련 백서에는 사생

활권과 시민의 자유에 관한 강력한 보호 장치를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정부에 대해서만 행정협정이 체결되도록 법이 설계되었고, 각 나라의

시민들을 더 안전하게 하고 동시에 높은 수준의 시민권의 보호를 보장한

다고 소개하고 있다.[6]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들며 인권단체가 주장하는

위협이 과장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4] 즉, 클라우드법은 미

국의 관할 아래 있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그가 소유, 관리, 지배하는

12019. 11. 현재 미국과 정식으로 클라우드법에 관한 행정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아직
없다. 다만 미국과 영국 사이의 행정협정안이 2019. 10. 최초로 확정되었고, 현재 의회의
심사 등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 외에 미국과 호주가 협상을 시작하였고, EU에서는
미국과의 행정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http://medium.com/aclu/the-cloud-act-is-a-sinister-piece-of-legislation-
816f7e1fdac4 2019. 10. 30. 최종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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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대하여만 개시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SCA가

정하는 다른 제한 요건들을 만족해야 하며, 추가로 영장이나 제출명령에

관하여 클라우드법이 정한 예양 체계 (comity framework)와 미국 연방

대법원이 Societe Nationale Indusrielle Aerospatiale 결정에서 설시한

국제적 예양에 관한 보통법 원칙에 따른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클라우드법은 부다페스트 협약 등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이나 GDPR과도 상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관하여는 따로

후술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그간 논란이 되어온 역외 데이터에 대한 접근에

관하여 ‘데이터의 위치와 관계없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

하였고, 행정협정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지적해온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이유에서 클라우드법을 높이

평가하면서 효율적인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미국 정부와 행정협정을 체

결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사이버 범죄와 디지털 증거와 관련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법적 정비,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 또는 그 통제에 관한

법적 절차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16]

클라우드법의 시사점

역외 수색 및 압수에 대한 명시적 근거 마련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클라우드법의 지향점이 타당한바, 그와 같은 방향에서 국내

법제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은 명시적 규정이 없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판례와 실무의 구체적 해석에 의존하고 있

으나, 판례법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법적

59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3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해외에 데이터 센터를 두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데이터의 위치가 국내에 있는지 혹은 국외에 있는지를 두고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바, 이에 관하여 미국 클라우드법은 데이터가 국내

또는 국외에 위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명령에 응하도록 규

정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이의권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였다. 이런 이유

로 미국의 IT 기업들은 클라우드법의 제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러한 태도는 부다페스트 협약과도 궤를 같이한다. 미국

클라우드법은 미국 정부가 미국의 기업에 대해서(또는 행정협정을

체결한 외국 정부가 미국의 기업에 대해서) 바로 영장의 이행을 요

구하고, 해당 정보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관련하여 문제로 지적되는 절차의 지연을 피하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반드시 역외 정보 소재지국의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던 것에서 이제는 해당 기업이 1차적으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

는 것으로 구조가 바뀐다. 역외에 존재하는 서버에 저장된 정보라도

국내 사업자의 소유, 통제, 관리 하에 있는 것이라면 국내 수색 및

압수의 경우와 동일한 사법적 심사를 거쳐 수색 및 압수가 가능하

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적시의 수색 및 압수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 국내의 경우와의 불합리한 차별의

시정,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적 기능 작동이 가능해질 수 있다.

2. 클라우드법과 같이 역외 수색 및 압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3이는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디지털 정보에 관한 수색 및
압수의 대상적격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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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절차가 신속,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그러나 이를 통해

오히려 인권이 침해되는 등 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는 압수 · 수색영장의 발부 요건을 강화하거나 나아가 그

러한 범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정치하게 설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외국정부와의행정협정 역외 수색 및 압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상

그 집행 과정에서 외국법과의 충돌이 발생할 것임은 당연히 예상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약 또는 행정협정의 체결 역시 함께 신중히 검토

되어야 한다.

아직 발효된 것은 아니지만 클라우드법 관련 1호 협정안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 사이의 행정협정안 (이하 ’미국-영국 행정협정안’

이라 한다)은 많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장차 대한민국과의

행정협정 체결이 논의된다면 중요한 전거가 될 것이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알아본다.

1. 우선 클라우드법에서 행정협정의 요건으로 규정한 내용들이 들어

가 있다. 요구의 실체적 요건으로서 특정성, 신뢰할 수 있는 사실

기초성, 절차적 요건으로서 판사 등 독립 기관에 의한 심사 내지

감독, 그 외에 미국인들에 관한 데이터의 보호, 언론 자유에 대한

보호 등이다.

2. 클라우드법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아니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

서비스 제공자의 양국 정부에 대한 순차적 이의권 및 문제 해결

을 위한 외교절차와 수령국 정부의 최종적 거부권이 규정되었다.

영국정부는 사형이 규정된 사건, 미국정부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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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관하여 각 이를 위한 명령으로 획득된 정보에 관하여 최종

적 거부권을 갖는다. 그 외에도 중대범죄 또는 사용자에 관한 개념

정의 등이 포함되었다. 그 외에도 투명성, 상호 배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클라우드법은 예를 들어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된 정보

라도 대한민국의 개입 없이 미국 법원의 영장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반대로 행정협정이 체결된 경우 미국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된

정보라도 미국 법원이나 정부의 개입 없이 대한민국 법원의 영장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라면, 미국 클라우드법과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체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정보 보호

법은 제18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일정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항),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

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항). 미국의 수사기관이

대한민국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미국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클라우드법을 근거로 바로 집행하려고 하는 경우는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항 제6호에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정으로 사인은 해당이 없다).

미국과 사이에 행정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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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규정으로 인하여 행정협정만으로는 서비스 제공자는 미국 수사기

관의 제출요구에 응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이 체결되거나 행정협정 체결을 위하여 이행법률이 제정되거나 기존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 클라우드법이 유럽연합의 2018. 5. 25. 시행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GDPR)”과 충돌될 수 있는지 논의가 되고 있다.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제48조는 “제3국의 법원이나 재판소의 재판과 행정당국의

결정이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개시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재판이나 결정은 오직 요청국과 유럽연합 또는 가입국

사이에 시행되는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과 같은 국제 협약에 기반을 둔

경우에만 승인되거나 집행될 수 있다. 다만 이 장에 의거한, 이전을 위한

다른 요구 원인에 기한 권리는 침해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4 이에 대

하여 클라우드법에 근거한 행정협정이 위 규정 제48조의 “국제 협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클라우드법과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이

충돌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16]). 그러나 위 조의 단서가 ‘다만 이 장에

의거한, 이전을 위한 다른 요구 원인에 기한 권리는 침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바로 다음 제49조 제1항에서 “제45조 제3항의 적정성

결정이나 의무적 기업 규칙 등 제46조에 따른 적정한 안전조치가 없는

경우,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서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d)호로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정보이전이

4Art. 48 Transfers or disclosures not authorised by Union law
Any judgment of a court or tribunal and any decision of an administrative au-
thority of a third country requiring a controller or processor to transfer or disclose
personal data may only be recognised or enforceable in any manner if based on an
international agreement, such as a 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in force between
the requesting third country and the Union or a Member State, without prejudice
to other grounds for transfer pursuant to this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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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e)호로 법적 권리의 확립, 행사, 방어를 위해 정보이전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5 가능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4]).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협정 체결 후 요청국 법원에 의해 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서비스 요청자에 대해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게 되므로,

피요청국 법원에 의한 별도의 심사 절차가 없어져 정치적으로 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클라우드법은 행정협정

요건 및 절차, 의회의 감독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러

한 논란이 있는바, 대한민국이 위와 같은 제도를 받아들일 때에는 보다

정교한 통제 장치를 두어 위와 같은 지적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국제협정의 형식이 조약이든 행정협정이든 의회 등의 통제가 매우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며 실질적이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외국 정부에

의한 인권 침해적 수사가 자행되더라도 바로 서비스 사업자에게 의무가

부과되고 그가 이의하지 않고서는 국내 법원에 의한 심사조차 거치지

않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과 같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건 또는 영국과 같이 사형이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대한민

국이 최종적 거부권을 보유하게 하거나 대한민국 법원의 심사를 거치게

하거나 아예 협약 적용의 예외로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거치도록 하는

5Art. 49 Derogations for specific situations
In the absence of an adequacy decision pursuant to Article 45(3), or of appropriate
safeguards pursuant to Article 46, including binding corporate rules, a transfer or
a set of transfers of personal data to a third country or an international organ-
isation shall take place only on on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the data subject
has explicitly consented to the proposed transfer, after having been informed of
the possible risks of such transfers for the data subject due to the absence of an
adequacy decision and appropriate safeguards; the transfer i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a contract between the data subject and the controller or the im-
plementation of pre-contractual measures taken at the data subject’s request; the
transfer is necessary for the conclusion or performance of a contract concluded
in the interest of the data subject between the controller and another natural or
legal person; the transfer is necessary for important reasons of public interest; the
transfer i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exercise or defence of legal claims;

64



방법으로 보완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2 계정 접속 방식의 원격 수색 및 압수에서 증

거의 무결성 보강 방안

4.2.1 의의

수사기관이 역외에 위치하는 서버에 대하여 계정 접속 방식으로 수색

및 압수를 진행하는 경우 증거의 동일성 또는 무결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문제된다.

현재의 실무는 해외 서버에 접속한 후 현출된 화면을 캡쳐, 저장하거

나 첨부된 파일이 있는 경우 파일을 저장한 다음, 디지털 포렌식 프로그램

(Encase 등)을 이용하여 각 파일에 대한 해시값을 생성하고 전체 파일을

USB 등에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6

4.2.2 전자증거의 무결성에 관한 법리

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 그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

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

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6서울고등법원 2017노23 판결 참조. [1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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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

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 처리 · 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

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 · 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시 (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시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 ·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압수 · 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

도2511 판결, 이른바 ‘왕재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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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무결성 보강 방안

해시값을 확보할 수 있을 때 위와 같은 법리는 클라우드 환경에도 마찬

가지로 적용된다. 계정 접속 방식의 원격 수색 및 압수의 경우 클라우드

사업자의 조력과 책임 하에 실질적인 작업이 진행되는 제출요구 방식과

달리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수사기관이 직접 수색 및 압수를 실시하는

경우를 사실상 상정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직접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

되어 있는 원본 데이터와 이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로컬 컴퓨터에 내려받은

사본의 동일성을 증명해야 한다.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은 통상의 전자정보 수색 및 압수에서와 마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한다. 먼저 클라우드 서버에서 해당 파일의 해시값을

확인한다. 최근에는 구글 드라이브, 구글 클라우드, 드롭박스, 마이크로

소프트 원드라이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등 많은 클라우드 플랫폼이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파일의 해시값 (사용된 해시 알고리즘

의 종류 또는 내용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crc32, md5, sha1, sha2 등

잘 알려진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알고리즘의

내용을 공개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해시값을 확인한다.

로컬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해시값을 확인하고 양자를

비교하여 서로 동일함을 확인한 후 피처분자나 참여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해시값을 확보할 수 없을 때 특히 소규모 클라우드의 경우 클라우드

서버에서 해시값 확인 방법을 제공하지 않거나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도

그러한 방법을 알 수 없다면 클라우드 서버에서 원본 파일을 바로 실행시

킨 후 그 내용을 확인하고 현출된 화면을 저장 후 그 해시값을 활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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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전체적인 수색 및 압수 과정을 모두 영상으로 촬영하여 또는

참여한 수사관 또는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서 무결성을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클라우드 서버에서 파일을 내려받는 경우에는 로컬 컴퓨터에 “쓰기

방지장치”를 설치할 수 없고,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과정에서 정보의

오류나 위변조 등 무결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추후 이와 같은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는 경우(예로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참여 기회

보장에도 불구하고 수색 및 압수절차에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추후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에는, 증거의 무결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절차를 통해 수색 대상 컴퓨터의 아티팩트를

확보하고 추후 소송과정에서 그 부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경우 감정을

통해 조작의 흔적이 부존재함을 보이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7

1. 수색 및 압수 개시시 바로 수색대상 컴퓨터의 데이터 중 주요 아티

팩트(예를 들어 웹브라우저 히스토리, 캐시, 쿠키, 다운로드 8, 디렉

토리 리스트, 프리패치, 레지스트리, 애플리케이션 설치 파일, 기타

SQLite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를 확보하고 해싱 등 무결성 증명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 (만약 제3의 중립적 기관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서 수색 및 압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가능한 수색대상

컴퓨터에 운영체제 등 필수적인 소수의 프로그램만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는 되지 않도록 설정해두는 등으로 협조를 받는 것이 바

람직하다).

7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수사기관 이외의 제3의 검증기관, 예를 들어 국립과학수사연
구원이 참여하여 무결성을 검증하도록 하자는 견해로는 [18] 참조

8관련 파일은 윈도우즈7의 경우 %UserProfile%\AppData\Local\Google\Chrome
\User Data\Default 이하 각 폴더에 JSON, SQLite 등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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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 서버에 접속하여 해당 파일을 찾고 이를 전송받는 등 수색 및

압수를 진행한다.9

이 단계에서 증거의 무결성, 신뢰성 보강을 위하여 계정 접속 정보나

파일 수정 내역 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클라우드의

특성상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디바이스는 이론상 무제한으로 수

사기관의 수색 및 압수 직전에 해당 파일이 위 · 변작, 삭제될 수도

있고 피의자가 본인의 작성 사실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나

기타 제3자에 의한 접속, 편집 등 내역을 확인하고, 아울러 과거의

편집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실제로 진행되었던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파일 수정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버전 (major revisions) 외에 세

부 수정 (fine-grain revisions)이 있다면 이것도 포함된다. 구글독

(Google Doc)의 경우 이용자가 파일을 편집하면 매 150ms 마다 이

용자의 행동이 서버에 보고되고 전체 편집 내역이 기록된다. 따라서

동시 편집 등 협업하는 다른 공유자가 있으면 그도 최신의 문서 내용

을 모순 없이 볼 수 있다. 버전은 이용자에게 과거 편집 내역으로서

보여지는 것으로 공중 API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 정확히 어떤 기

준에 따라 생성되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버전은 “changlog”

라고 하는 JSON 객체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changelog” 는

시간 정보, 아이디, 버전 넘버, 세션 아이디, 세션 수정 번호와 수정

내용 자체 외에 덩어리 스냅샷 (chunked snapshot) 이라고 하는

문서 생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객체로 이루어져

9이때, 로컬 컴퓨터 포렌식의 경우 이용하는 쓰기방지장치에 준하여 클라우드 포
렌식의 관점에서 쓰기방지 확장 프로그램 (write blocker app/browser extension)을
설치하여 네트워크 요청을 감시하다가 증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요청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견해로는 [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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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정 범위의 “changelog”는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수동으

로 얻을 수도 있고 (https://docs.google.com/documents/d/<doc

_id>/load?<doc_id>&start=<start_rev>&end=<end_rev> &to-

ken=<auth_token>. 여기에서 doc_id는 문서 아이디, start_rev

는 수정의 시작점, end_rev는 수정의 끝점, auth_token는 인증

토큰이다), 구글 드라이브의 API를 이용하여 얻을 수도 있다. 구

글독의 이미지 삽입은 구글의 CDN인 googleusercontent.com에

이미지 사본의 생성 및 그 URL의 생성 및 이용 등 방식으로 구현된

다. CDN의 이미지는 해당 문서 중 하나의 버전이라도 이를 참조할

경우 삭제되지 않고 유지된다. 문서를 아예 삭제해버리더라도 약 1

시간 정도 후에 삭제된다. 편집 제안(suggestions)은 협업자에 의해

생성되는 해당 문서에 관한 제안으로서 편집자에 의해 수용될 수도

있고 거절될 수도 있는 편집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는 “changlog”

에 존재한다. 반면 단순한 코멘트(comments)는 “changelog”에 명

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그 kix anchor id가 존재하는바, 구글

드라이브 API 중 list 메쏘드를 이용해서 삭제되지 않고 존재하는

코멘트에 한하여는 확인이 가능하다. 제안이나 코멘트는 협업자에

의한 적극적 관여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 ([8]).

3. 전송 종료 후 수색대상 컴퓨터에서 해당 파일에 대하여 해싱 작업

을 하고, 아울러 주요 아티팩트도 따로 저장한 후 위와 마찬가지로

해시값을 산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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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이상 클라우드컴퓨팅의 정의, 기술과 분류,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법률, 특징 및 시장 현황 등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수색 및 압수와 특히 계정 접속 방식 또는

수사기관에 의한 제출요구 방식에 의한 역외 수색 및 압수의 허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 개선을 위한 제안으로서 적시의 입법화가

이루어져함을 강조하였으며, 그중에서도 미국 클라우드법을 내용을 살

펴보고 그 시사점으로서 제출요구 방식 아래에서 역외 수색 및 압수의

근거 명시에 관한 입법화를 주장하였으며, 역외 소재 데이터에 대한 제

출요구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다른 국가와의 외교적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협정의 체결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아울러 계정 접속 방식의

역외 수색 및 압수에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신뢰성 보강 입증을 위한

방안으로서, 클라우드 서버의 해시값을 확보하는 방법, 수색 대상 컴퓨터

의 아티팩트나 클라우드 계정의 접속 내역 또는 파일의 버전 히스토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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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클라우드법

제1조(약칭)
이 법은 "합법적 해외 데이터 사용의 명확화를 위한 법률" 또는 "클라우드법"이라 한다.

 
제2조(의회의 인정)

의회는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1) 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보유하는 전자증거에 대한 적시의 접근은 공공의 안전을 지키고, 테러리즘을
포함한 중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필수적 요소이다.
        (2) 미합중국 정부에 의한 그러한 노력은, 미합중국의 관할권 아래 있는 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관리, 통제
또는 소유하나  미합중국 역외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침범되고 있다. 

(3)  외국정들  또한  중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미합중국에  있는  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보유하는 전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더욱 추구하고 있다. 

(4)  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외국정부가  미합중국의  법률상  제공자에  의한  개시가  금지되는  전자
데이터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 잠재적으로 충돌하는 법적 의무에 직면하게 된다. 

(5)  미합중국법전  18편  12장(대개  "저장된  통신보호법"으로  알려져  있다)이  외국법상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시가 금지되는 전자 데이터의 개시를 요구할 때, 외국법 또한 마찬가지로 충돌하는 법적 의무를
창설한다. 
       (6)  국제협약들은, 미합중국과 관련 외국정부가 법의 지배와 프라이버시 및 시민적 자유의 보호에 대한
공통의 약속을 공유함을 통해 이러한 법적 의무들의 잠재적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제3조(기록의 보전; 법적 절차의 예양 분석)}
(a) 통신사실 및 기록의 필수적 보전 및 개시

          (1) 미합중국법전 18편 121장의 끝 부분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한다. 
              “§2713. 통신 및 기록의 필수적 보전 및 개시
              “전자통신 서비스 또는 원격 컴퓨팅 서비스의 제공자는 이 장의 의무,  즉 그 소유,  관리 또는
지배하는 유선통신 또는 전자통신의 내용 및 고객 또는 가입자와 관련된 임의의 기록 또는 다른 정보가 미합중국 내 또는
외에 위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통신, 기록, 또는 다른 정보를 보전, 백업, 개시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  미합중국 법전  18편  121장을 위한 절 목차는  §2712와 관련된 내용 뒤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2713. 통신 및 기록의 필수적 보전 및 개시."           

         (b) 유선통신 또는 전자통신의 내용을 수색하는 법적 절차의 예양 분석 - 미합중국 법전 18편의 §2703은
끝 부분에 다음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h) 유선통신 또는 전자통신의 내용을 수색하는 법적 절차와 관련된 예양 분석 및 정보의 개시 

“(1) 정의 - 이 관에서 
            “(A) ‘적격인 외국정부’라는 용어는 다음의 외국정부를 의미한다라는 용어는 다음의 외국정부를 의미한다. 즉, 
                "(I) 그와 사이에 미합중국이 §2523 아래에서 발효되는 행정협정을 체결한 외국정부; 그리고 
                "(ii) 그 정부의 법률이 전자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원격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2)항 및 (5)
항 아래 제공되는 것들과 유사한 실체적 및 절차적 기회를 제공하는 외국정부; 그리고  
              “(B) ‘미합중국인’라는 용어는 다음의 외국정부를 의미한다이라는 용어는 §2523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 취소 또는 수정명령 
            “(A) 공중에 대한 전자통신 서비스, 또는 원격 컴퓨팅 서비스의 제공자가 가입자 또는 고객의 유선통신
또는  전자통신의  내용을  이  절  아래에서  발하여지는  법적  절차에  의하여  개시하도록  요구받는  경우,  그는  그가
합리적으로 믿는 다음과 같은 경우 그 법적 절차를 수정 또는 취소하라는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즉, 
                "(i) 고객 또는 가입자가 미합중국인이 아니고 미합중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ii)  요구되는 개시가,  그 제공자가 적격 외국정부의 법률을 위반할 중요한 위험을 창출하는
경우   
               그 신청은,  미합중국 정부와의 합의 또는 그  14일 이내에 이루어진 신청에 기반한 법원의 기한 연장
허가가 없으면, 그 제공자가 법적 절차를 송달받은 날 이후 14일 경과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위 취소를 받을 권리는
취소를 받을 다른 근거들 또는 항변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적격 외국정부와 관련한 법률의 충돌에 근거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유일한 기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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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호에 의거하여 제기된 신청이 수령될 때,  법원은 이 절 아래 법적 절차를 신청하거나 발하는
정부기관에게 답변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법적 절차를 적절히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i) 요구되는 개시가 그 제공자로 하여금 적격 외국정부의 법률을 위반하게 하는 경우;
                "(ii)  전체적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정의의 관점에서 법적 절차가 수정 또는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 그리고
                "(iii) 그 고객 또는 가입자가 미합중국인이 아니고 미합중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예양 분석 - (2)(B)(ii) 아래에서 결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법원은 적절히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개시를 요구하려 하는 정부기관의 조사상 이익을 포함하는 미합중국의 이익; 
              “(B) 어느 금지된 개시를 방지하는 적격 외국정부의 이익; 
              “(C) 그 제공자에 대하여 부과된 상충하는 법적 요건의 결과로서 제공자 또는 그 제공자의 어느 피용인에
대한 처벌의 가능성, 정도와 성질; 
              “(D) 수색의 대상인 통신의 가입자 또는 고객의 위치 및 국적이 알려진 경우 그 위치 및 국적, 그리고 그
가입자 또는 고객의 미합중국과의 연관성의 성질과 정도 또는 만약 그 법적 절차가  §3512에 의하여 외국의 당국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그 가입자 또는 고객의 그 외국과의 연관성의 성질 및 정도;
              “(E) 그 제공자의 미합중국과의 유대관계 또는 미합중국 내에서의 존재의 성질 및 정도;
              “(F) 개시가 요구되는 정보에 대한 조사의 중요성; 
              “(G) 보다 덜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는 수단을 통하여 개시가 요구되는 정보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접근의 가능성; 
              “(H) 그 법적 절차가 §3512에 의하여 외국의 당국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원조를 요청한 외국 당국의
조사상 이익 
            
         “(4)  이의 계속 중 개시 의무  -  서비스 제공자는 이 관 아래에서 제기되는 신청 계류 중 수색되는 정보를
보전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생성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2705(a)(2))(2)에 특정된 부정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각적 생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적격 외국정부에 대한 개시 
            “(A) 공중에 대한 전자통신 서비스, 또는 원격 컴퓨팅 서비스의 제공자가 §2523 아래 행정협정 내에서
지정된 적격 외국정부 내의 기관에 대하여 이 절 아래에서 발하여진 적격 외국정부의 국적자 또는 거주자인 고객 또는
가입자의 유선통신 또는 전자통신의 내용을 수색하는 법적 절차의 존재에 관한 사실을 개시하는 것이 §2705 아래에서
발하여진 보호명령의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아니 된다. 
              “(B)  이 항의 어떤 것도  §2705  아래에서 발하여진 보호명령을 수정하거나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하기
위하여 권한을 수정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c)  해석의 규칙  -  이 절의 어떤 것도,  또는 이 절에 의한 어느 개정도 미합중국 법전  18편의  2703절
아래에서 발하여진 다른 형태들의 의무적 절차 또는 의무적 절차의 경우들에 대한 예양 분석의 이용가능성
또는 적용을 규율하는 보통법 기준을 이 절에 의해 개정된 것으로 그리고 §2703의 (h)(2))(2)관 아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위 보통법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제4조(현 통신법들에 대한 부가적 개정)

미합중국 법전 18편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119장에서 

        (A) §2511(2)절에서 끝에 다음을 추가한다. 
        “(j)  공중에 대한 전자통신 서비스,  또는 원격 컴퓨팅 서비스의 제공자가 법무부장관이 결정하고 의회에
대하여 §2523의 충족을 인증한 행정협정의 구속을 받는 외국정부로부터의 명령에 대응하여 유선통신 또는 전자통신의
내용을 가로채거나 개시하는 것이 이 장 아래에서 불법으로 여겨져서는 아니 된다. 
          (B) §2520(d)에서 (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이 편의 2511(3), 2511(2)(i) 또는 2511(2)(j)가 이의의 대상이 된 행위를 허용한다는 선의의 결정;
        
      
        (2) 제121장에서 
         (A) §2702에서 
              (i) (b)관에서 
                  (I) (8)항에서, 
                      끝에 마침표를 지우고, "; 또는"을 추가함; 그리고 
                    (II) 끝에 다음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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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무장관이 결정하고 의회에 대하여 §2523의 충족을 인증한 행정협정이 체결된 외국정부로부터의 명령에
의거한 외국정부에 대한"

              (ii) (c)관에서 
(I) (5)항에서, 

                        끝에 "또는"을 지움;  
                      (II) (6)항에서, 
                        끝에 마침표를 지우고, ";또는"을 지움; 그리고 
                      (III) 끝에 다음을 추가함:

"(7)  법무장관이 결정하고 의회에 대하여 §2523의 충족을 인증한 행정협정이 체결된 외국정부로부터의 명령에
의한 외국정부에 대한"
                                
         (B) §2702(e)에서, (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3) 이 편의 2511(3), 2511(2)(i) 또는 2511(2)(j)가 이의의 대상이 된 행위를 허용한다는 선의의 결정; 그리고
          

(3) 제206장에서 
          (A) §3121(a)에서, 끝의 마침표 앞에 다음을 추가함 
              "또는 법무장관이 결정하고 의회에 대하여 §2523의 충족을 인증한 행정협정이 체결된 외국정부로부터의

명령"; 그리고
            (B) §3124에서 

(i) (d)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d) 이 장 아래에서 정보를 개시한 제공자에 대한 소송상 면책 - 
                  유선통신 또는 전자통신의 제공자, 그 임원, 직원, 대리인, 기타 특정인은 이 장 아래에서 법원의 명령, 이
편의  §3125에 의한 요구,  또는 법무장관이 결정하고 의회에 대하여  §2523의 충족을 인증한 행정협정을 체결한
외국정부로부터의 명령에 따라 정보, 시설, 조력을 제공한 것에 관하여 소송상 면책된다.”;그리고 
                (ii) (e)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e) 항변 - 이 장 아래에서 법원의 명령, 이 편의 §3125에 의한 요구에 대한 준수, 입법부의 허가, 법정 허가에
관한  선의의  신뢰,  또는  이의의  대상이  된  행위가  법무장관이  결정하고  의회에  대하여  §2523의  충족을  인증한
행정협정을 체결한 외국정부로부터의 명령에 따라 허가되었다는 선의의 결정은 이 장 아래에서 또는 다른 법 아래에서
제기되는 민사소송 또는 형사상 소추에 대한 완전한 항변이다.”   
              

제5조(외국정부에 의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에 관한 행정협정)
(a) 일반 - 미합중국 법전 18편 119장은 끝 부분에  다음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2523. 외국정부에 의한 데이터의 접근에 관한 행정협정
“(a)(2)) 정의 - 이 절에서 

                “(1) ‘영주를 위해 합법적으로 허가받은’라는 용어는 다음의 외국정부를 의미한다이라는 용어는 이민 및 국적법(미합중국 법전 8편 1101(a)(2)))의
101(a)(2))절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미합중국인'이라는 용어는 미합중국의 시민이거나 국민,  영주를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외국인,
법인화되지 않은 단체로서 상당한 수의 그 구성원이 미합중국의 시민들이거나 영주를 위해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외국인들 또는 미합중국에서 성립한 법인인 경우를 의미한다.
                
            “(b) 행정협정의 요건 - 이 장, 121장 및 206장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정부에 의한 이 장, 121장 및 206장의
적용대상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는 행정협정은, 법무장관이 국무장관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고 그러한 결정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서면 인증을 의회에 제출하면, 이 절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행정협정의 대상인 외국정부의 데이터 수집 및 활동에 비추어 외국정부의 국내 법률(그 법률의 하위
법을 포함한다)이 사생활권 및 시민적 자유를 위한 강력한 실체적 및 절차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것, 다만 다음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즉,
                “(A) 이 절 아래에서 그러한 결정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 그리고
                “(B) 그러한 결정을 할 때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서 외국정부가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즉,

“(i)  외국정부가 사이버범죄  및 전자증거에 관한 적절한 실체적 및 절차적 법률을 갖고
있는지,  즉 예를 들어  2001.  11.  23.  부다페스트에서 체결되고  2004.  1.  7.  시행된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의
당사자이거나 그 협약의 I장 및 II장에 규정된 정의와 요건에 맞는 국내법률이 있는지 여부;
                  “(ii) 외국정부가 적법절차 및 비차별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음을 증명할 것; 
                  “(iii)  외국정부가  다음을  포함하는  해당되는  국제적인  인권  의무  및  책무를  충실히
지키거나 또는 국제적인 보편 인권을 존중함을 증명할 것, 즉   
                      "(I) 사생활에 관한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간섭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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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III) 표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IV) 임의적 체포와 구금의 금지; 그리고 

“(V) 고문 및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며 또는 모멸적인 대우 또는 처벌의 금지;
                    “(iv)  외국정부가 행정협정 아래에서 데이터를 수색할 권한을 허가받은 그 기관을 규율하는
분명한 법적 위임 권한 및 절차(그 당국이 데이터를 수집, 보유, 사용 및 공유하는 절차와 이러한 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  절차를 포함한다)를 가질 것;
                    “(v) 외국정부가 그에 의한 전자 데이터의 수집과 사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적절한 투명성을
제공하는 충분한 메커니즘을 가질 것; 그리고 
                    “(vi)  외국정부가 정보의 세계적인 자유로운 흐름과 인터넷의 공개되고 분산되며 상호연결된
성질을 촉진하고 보호할 책무를 증명할 것;
                
              “(2) 그 외국정부가 그 협정의 대상이 되는 미합중국인들에 관한 정보의 획득, 보유 및 전파를 최소화할
적절한 절차를 채택하였다는 것; 그리고

              “(3) 그 협정은 그 협정의 적용 대상인 명령에 관하여  다음을 요구한다는 것, 즉 
              “(A) 외국정부가 고의로 미합중국인 또는 미합중국 내에 위치한 사람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목표 설정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 
                “(B)  미합중국인 또는 미합중국 내에 위치한 사람에 관한 정보를 얻을 목적이라면,  외국정부가
미합중국 밖에 위치한 비미합중국인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 
                “(C)  외국정부는 미합중국 정부나 제3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또는 그에게 제공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명령을 발하여서는 안 되고, 외국정부가 미합중국 정부나 제3국 정부와 생성된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 
                “(D) 외국정부에 의해 발령된 명령은, 

“(i) 테러를 포함한 중대 범죄의 예방, 탐지, 조사 또는 기소와 관련한 정보를 얻을 목적이어야
한다.;
                  “(ii) 그 명령의 대상으로서 특정한 사람, 계좌, 주소나 개인용 기기, 또는 기타 특정 식별수단을
식별해야 한다.;
                  “(iii) 해당 국의 그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를 생성하는 전자통신 서비스 또는
원격 컴퓨팅 서비스의 제공자의 의무는 오로지 그 법으로부터 유래해야 한다. 
                  “(iv) 조사 중인 행위에 관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당성, 특이성,
적법성 및 심각성 요건에 기초해야 한다.;
                  “(v) 법원, 판사, 치안판사 또는 기타 독립기관의 검토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vi) 그 명령이 유선 또는 전자통신의 감청을 위한 명령 및 그 연장 명령인 경우, 다음과 같은
감청 명령이 요구되어야 한다. 즉, 
                    "(I) 그 기간은 고정되고 제한되어야 한다.; 
                    "(II)  그  명령의  승인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되어서는 아니 된다.;   
                    "(III) 동일한 정보가 다른 덜 침입적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얻어질 수 없는 경우에만
발령될 수 있다. ;
                    
                “(E) 외국정부에 의해 발령되는 명령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 ;
                “(F)  외국정부는 즉시 행정협정에 의거하여 수집된 자료를 심사하고,  심사되지 않은 통신자료를
해당 절차에 관하여 훈련된 사람에게만 접근가능한 보안 시스템 안에 저장해야 한다. ;
                “(G) 외국정부는 1978년 해외 기밀 감시법(미합중국 법전 50편 1801절)의 101절에 있는 최소화
절차의 정의를 가능한 최대한도까지 충족하는 절차들을 활용하여 중대 범죄(테러 범죄를 포함한다)의 방지, 탐지, 조사,
또는 기소와 관련되거나 사람에 대한 살해 또는 중대한 신체적 침해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또는 그 정보의
중요성을 이해 또는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자료를 분리,  봉인 또는 삭제 그리고 비전파해야
한다. 
                “(H)  외국정부는,  통신이   (G)호에  의거하여  전파되는  경우가  아니고,  미합중국  또는
미합중국인들에 대한 중요한 위해 또는 그 위협(테러와 같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범죄,  중대 폭력 범죄,  아동 착취,
초국가적 조직 범죄,  중대 자금 사기를 포함한다)과 관련되는 경우가 아니면 미합중국인의 통신의 내용을 미합중국
당국에 전파해서는 안 된다.
                “(I) 외국법이 달리 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데이터의 개시를 금지한다면, 외국정부는 해당되는
경우 통신 서비스 제공자(미합중국 관할 아래 있는 제공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정부 기관에 의한 유효한 법적 절차(2711절에 정의된 바와 같다)에 답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적
데이터 접근권을 주어야 한다. 
                “(J) 외국정부는, 미합중국 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외국정부에 의한 협정 조건의 준수에 관한 주기적
심사에 동의해야 한다.
                “(K)  미합중국 정부는,  협정이 적절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미합중국 정부가 결론내린   명령에
관하여 협정을 비적용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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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사법심사의 제한 - (b)관 아래 법무장관에 의한 결정 또는 인증은 사법적 또는 행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d)인증의 유효일
“(1) 고지 – 법무장관은, 그가 (b)관 아래 행정협정을 인증한 날 이후 7일이 경과하기 전에, (b)관 아래

결정의 고지 및 행정협정의 사본을 다음을 포함한 의회에 제공해야 한다. 즉,
                “(A) 상원 사법위원회 및 외교위원회; 그리고 
                  “(B) 하원 사법위원회 및 외무위원회 
                
              “(2) 발효 - 이 절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법무장관이 결정하고 인증한 행정협약은 의회가 4항에 따라
거부권을 공동결의하지 않는 한 (1)항에 따라 통지를 제공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발효되어야 한다. 

              “(3) 위원회들에 의한 고려사항 
              “(A)  일반  - (1)항 아래 제공된 고지의 날에 시작되는  60일의 기간  동안,  (1)항에서 기술된 각
의회의 위원회는 -
                “(i) 행정협정에 관한 하나 이상의 공청회를 열 수 있다.; 그리고 
                  “(ii) 행정협정이 승인 또는 거부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추천하는 보고서를  각 원에 제출할 수
있다.

“(B)  정보 요구  - (1)항에서 기술된 의회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부회원의 요구에 따라,  기관의
수장은  외국정부가 이 절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될 요소들의 요약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

              “(4) 의회의 심사 
“(A) 정의된 공동결의 - 이 항에서 '공동결의'라는 용어는 오직 다음과 같은 공동결의만을 의미한다.

즉, 
                “(i) (2)항에 기술된 90일 기간 동안 제출된 것; 
                  “(ii) 전문이 없는 것;
                  “(iii)  그 제목은 다음과 같은 것 : '미합중국과 _______에 의해 서명된 행정협정을 거부하는
공동결의', 공란은 적절히 기입된다.; 그리고 
                  “(iv)  결의 조항 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의회는  법무장관에 의해 제출된  _______에
의한 전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는 행정협정을 거부한다.', 공란은 적절히 기입된다.
                “(B) 제정된 공동결의 - 이 절의 다른 조항에 불구하고, (1)항에 따라 의회에 고지가 제공된 날부터
90일이 이내에 이 절에 따른 행정협정을 거부하는 공동결의가 법률로 제정되는 경우, 행정협정은 발효되지 않는다.  
                “(C) 서론 - (B)호에 기술된 90일 동안, 다음과 같이 거부하는 공동결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 

“(i) 하원에서, 다수당의 당수 또는 소수당의 당수에 의해; 그리고 
                  “(ii) 상원에서, 다수당의 당수(또는 그의 피지명자) 또는 소수당의 당수(또는 그의 피지명자)에
의해;     

              “(5) 하원의 본회의 -  거부하는 공동결의안을 부의받은 하원 위원회가 부의일 후 60일 내에 공동결의를
보고하지 않으면, 그 위원회는 공동결의의 추가 심사를 할 수 없다. 

               “(6) 상원의 심사 
“(A) 위원회 부의 - 상원에서 제출된 거부의 공동결의안은

                “(i) 사법위원회에 부의되어야 한다. ; 그리고 
                  “(ii) 외교관계위원회에 부의되어야 한다.
                “(B)  보고 및 종료  -  거부의 공동결의안을 부의받은 위원회가 부의일 후  60일 내에 공동결의를
보고하지 않으면, 그 위원회는 공동결의의 추가 심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공동결의안은 적절한 일정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C)  심사 진행 -  상원의 상설규칙  XXII에 불구하고, 사법위원회나 외교관계위원회가 사정에 따라
상원에 거부의 공동결의안을 보고하거나 그러한 공동결의안을 심사할 수 없게 된 이후에는 공동결의안의 심사로
진행하는 제안이 (동일한 효과의 그 전 제안이 비록 동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허용된다. 그리고 공동결의안
(및 공동결의안의 심사)에 대한  모든 의사진행규칙은 포기된다. 그 발의는 연기 발의의 대상이 아니다. 발의가 표결에
의해 동의되거나 동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표결을 재고하라는 발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D)  절차에 관한 위원장의 결정  -  상원 규칙의 거부 공동결의안  관련 절차에 대한 적용에 관한
위원장의 결정에 대한 이의는 사정에 따라 토론 없이 결정되어야 한다. 
                “(E) 거부 교서의 심사 - 거부의 공동결의와 관련한 거부 교서의 상원에서의 토론(공동결의와 관련된
모든 논쟁적 발의와 이의를 포함한다)은 10시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다수당의 당수 및 소수당의 당수 또는 그들의
피지명자 사이에 동등하게 분배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7) 상원 및 하원과 관련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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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하원에서 상원 공동결의의 처리 - 하원에서, 다음 절차는 상원에서 회부된 거부의 공동결의에
적용되어야 한다(하원이 동일한 제안에 관한 공동결의를 이미 통과시켰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i) 공동결의는 적절한 위원회에 부의되어야 한다. 
                 “(ii)  공동결의안을 부의받은 위원회가 부의일 후  7일 내에 공동결의를 보고하지 않으면,  그
위원회는 공동결의의 추가 심사를 할 수 없다.

“(iii) 공동결의를 부의받은 각 위원회가 하원에 공동결의를 보고하거나 추가 심사의무가 종료된
후 3 회기일부터는, 하원에서 공동결의 심사 절차로 진행하기 위한 발의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 그 발의에 반하는 모든
의사진행상 문제는 무시되어야 한다.  하원이 공동결의에 관하여 진행하자는 발의를 처리한 후에는,  그러한 발의는
적법하지 않다.  이전 문제는 개입 발의 없이 그 채택에 관한 발의에 관하여 적법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그 발의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 발의가 처리된 투표를 재검토하자는 발의는 적법하지 않다. 

“(iv)  공동결의는 기재된 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 공동결의 및 그 인정내용에 반하는 모든
의사진행상 문제는 무시된다. 이전 문제는, 공동결의의 지지자(또는 피지명자)와 반대자에 의하여 동등하게 분배되고
통제되는 2시간의 토론을 제외하고, 개입 발의 없이 최종심사에 대한 공동결의에 관하여 적법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그 발의가 처리된 투표를 재검토하자는 발의는 적법하지 않다.
                “(B) 상원에서 하원 공동결의의 처리 
                “(i) 상원에서 거부의 공동결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상원이 하원으로부터 동일한 공동결의를 받으면,
다음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 

“(I) 그 공동결의는 위원회에 부의되어서는 아니 된다. 
“(II) 그 공동결의에 관하여,  

                      "(a)(2)a)(2))  상원에서의  절차는  마치  하원으로부터  어떠한  공동결의도  받지  않은  것처럼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bb) 통과 투표는 하원으로부터의 공동결의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ii) 상원에서 거부의 공동결의안이 통과된 후에, 상원이 하원으로부터 동일한 공동결의를 받으면,
그 공동결의는 적절한 상원 일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iii)  하원으로부터 거부의 공동결의안이 접수되고, 상원에서 어떠한 동반 공동결의안이 제출되지
않았으면, 이 절 아래의 상원 절차가 하원 공동결의안에 적용되어야 한다. 
                  “(C) 세입법안에 대한 적용 

이 항 아래의 규정들은 하원에서 세입법안인 거부의 공동결의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8) 하원과 상원의 규칙 - 이 절은 의회에 의해 다음과 같이 발효된다. 즉, 
                "(A)  각각 상원과 하원의 입법 권한의 행사로서, 그리고 각각 그러한 것이 각 원의 규칙의 일부분으로
간주되는 것으로서 발효된다. 그리고 그러한 규칙과 모순되는 경우에만 다른 규칙을 대체한다.;그리고 
                "(B)  언제라도 그리고 해당 원의 다른 규칙과 동일한 방식과 정도로 (각 원의 절차에 관한 한)  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각 원의 헌법적 권능을 완전히 인정한다. 

          “(e) 결정의 갱신 
            "(1) 일반 

법무장관은 국무장관의 동의를 얻어 매 5년마다 (b)관 아래 결정을 갱신해야 한다. 
              "(2) 보고 

(b)관  아래  결정을  갱신하는  즉시,  법무장관은  상원의  사법위원회  및  외교관계위원회와  하원의
사법위원회 및 외교위원회에 다음 사항을 기술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A) 갱신의 이유;
                "(B)  원 결정 이래 또는 2번째나 후속 결정의 경우에는 최종 결정 이래로 그 협정 또는 그 외국정부의
관련 법률과 절차의 실질적 변화; 그리고 
                "(C)  그  협정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및  그  협정  또는  시행의  결과로서  어떤  문제나  논쟁이
발생하였는지. 
                "(3) 비갱신 

결정이 (1)항 아래 갱신되지 않았다면, 그 협정은 이 절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아니 된다.  

        “(f) 공표 
이 절 아래 행정협정에 관한  (b)관 아래 어느 결정이나 인증(그러한 협정의 종료나 갱신을 포함한다)이든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기간 내에  연방관보에 공표되어야 한다. 

        “(g) 최소화 절차 
이 절 아래 행정협정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b)(3)(H)관에 기술된 통신의 내용을 받은 미합중국의 당국은,

미합중국인에 관한 비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대로 1978년 국외정보감시법
(미합중국 법전 50편 1801장) 101절의 최소화 절차의 정의를 충족하는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b) 절 목차의 개정 
미합중국 법전 18편의 119장의 절 목차는 2522절과 관련된 사항 후에 다음을 추가하여 개정한다.: 
“2523. 외국정부에 의한 데이터의 접근에 관한 행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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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해석의 규칙)
    이 법의 어떠한 것도, 또는 이 법에 의해 이루어진 어느 개정도 어느 외국 당국이 미합중국 법전 18편의 3512
절,  미합중국 법전  28편  1782절 또는 달리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또는 기소에서 조력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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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dmissibility of search and
seizure in cloud computing

environments and their improvement
proposal

Kim, Guksik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era of full-fledged cloud computing services is approaching. Un-

der this circumstance remote search and seizure, domestic or offshore,

which is not expressly provided under the korean law, should be ad-

mitted under the limitation of due process of law, doctrine of warrant,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ase by case. The U.S. Cloud Act

of 2018 and its implementation give us some implications for revision

of korean criminal law. Firstly, it should be enacted that the cloud

service provider produce the data under its possession, custody and

control to the authority. Secondly, we should give careful considera-

tion to the executive agreement in relation to the subject with other

nations’ governments. The integrity of electronic evidence can be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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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ced through getting hash values of files in a cloud server and the

artifacts of a local computer being searched.

Keywords : offshore search and seizure, U.S CLOUD Act

Student Number : 2018-27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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