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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2007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전면적인 도입에 따라 진술 증거

뿐만 아니라 물적 증거 수집의 적법성, 특히 압수·수색 등 강제적

수집에 있어서의 적법성 여부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더

욱이 물적 증거 중 디지털 증거는 유죄입증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그 증거수집의 적법성

에 다양한 이의를 제기해 왔고, 그에 따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주로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관련하여 적용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영장주의 위반이 자주 문제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12조

제3항 등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포함하여 물적 증거에 대한 압수·수

색 등 강제수사에 있어서는 검사의 전속적 영장신청권이 인정되는

데, 검사가 청구하여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조차도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도 많

다. 한편, 이른바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인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개정 법률이 2021. 1. 시행될 예정인바, 수사에 있어 사법경찰의

대폭적인 역할 확대가 예상되고, 더 나아가 최근 경찰에서는 독자적

영장신청권 부여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선진국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37

개국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체포·구속뿐만 아니라 디지털 증거를 포

함하여 물적 증거의 강제적 수집에 있어서도 영장주의가 전면적으

로 적용되는지 여부, 물적 증거의 강제적 수집에 있어 사법경찰, 검

사, 판사의 역할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 각 기관간 역할 분담에

있어 국제적 표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더불어, 디지

털 증거는 비가시성, 대량성 등 일반 물적 증거와는 다른 다양한 특



질을 갖고 있는바, 그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등에 디지털 증거에 대

한 특별한 취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이나 취급에 관한 특칙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연구해 보았다.

연구 결과, OECD 37개 회원국 중, 미국 등 7개 영미법계 국가에

서는 디지털 증거를 포함하여 물적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있어 법원의 사전 통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

인된다. 다만, 이들 나라에서는 검사의 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리고 이들 나라는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인정되

지 아니하므로 경찰이 직접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다. 반면

에 OECD 37개 회원국 중, 독일 등 30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디지

털 증거를 포함하여 물적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에 있어 사법경찰, 검사, 판사 사이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역할 분

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수사판사만 압수·수색에 관한 권

한을 행사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에(벨기에 등 3개국), 일부 대륙법

계 국가의 경우 법원의 개입 없이 검사의 명령만으로 압수·수색이

실시되는 경우도 있으며(이탈리아 등 5개국), 심지어 사법경찰이 법

원이나 검사의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는

나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스웨덴 등 2개국) 그러나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검사가 청구하여 판사가 압수·수색에 관한 결

정 또는 영장을 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오스트리아 등 17개국).

즉, 사법경찰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검사와 법원

의 이중 통제를 받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것이다. 이는, 이

들 나라에서는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있으므로 압수·수

색에 있어서도 검사가 사법경찰을 통제하고 그 과정에 개입하는 것

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 법원의 통제가 수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37개의 OECD 회원국 전체를 볼 때, 이탈리아 등 7

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30개 국가(약 81%)에서는 판사의 영장 또는

판사의 명령에 의해 물적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도 법원의 사

전 통제를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다수의 국가에서 형사소송법 등에 디지털 증거의 강제적 수

집에 관하여 다양하고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이기는 하나, 일정한 자에게 그가 관리

하고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암호키, 패스워드 등을

수사관에게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규정을 둔 나라도 꽤 있다. 우리나

라와 같이 디지털 증거의 강제적 수집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만 형

사소송법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법원의 판례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급변하는 IT 시대에 더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디지털

증거에 관한 압수·수색은 그 성질상 당연히 기본권의 침해를 수반하

는 것이므로 국민의 예측가능성 등의 측면에서는 상세한 성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이, 디지털 증거의 강제적 수집에 있어서의 사법경찰, 검

사, 판사의 역할과 관련된 논의이든, 디지털 증거의 강제적 수집에

관한 형사소송법 정비에 관한 논의이든 불문하고, OECD 37개국의

법제에는 그 논의에 있어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다양한 모델

이 다수 존재한다. 그리고 OECD 37개국 중 어떤 나라의 법률제도

이든 그것을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으므로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이

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참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기 주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법논의에 OECD 37개국 법제에 대한 분석이 참

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요어 :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OECD, 사법경찰, 검사, 판사, 영



장주의, 영장신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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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배경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전면적으로

도입됨1)에 따라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있어 증거 수집의 적법성, 특

히 증거의 강제적 수집에 있어서의 적법성 여부가 결정적인 중요성

을 갖게 되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도 대법원은 진술거

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피의자의 자백2),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받은 피의자의 자백3) 등 위법하게

수집된 진술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해 왔으나, 물적 증거

에 대해서는 이른바 ‘성상 불변론’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한 물적 증

거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해 왔다.4) 그러나 2007년 형사

1)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

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

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립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

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

682 판결)

3) “헌법 제12조 제4항은 신체자유에 관한 기본권의 하나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

속을 당한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

라 형사소송법 제30조 및 제34조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와 신체구속을 당한 경우에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접견

교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권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핵을 이루는 것으로서 변

호인과의 접견교통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제한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

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법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유죄의 증거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법증거의 배

제는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증거에서 제외함을 뜻하는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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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개정에 따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명문화된 이후에는 대

법원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물적 증거에 대해서도 위법수집

증거배제법칙을 인정하게 되었다.5)

한편, 물적 증거6) 중 디지털 증거는 유죄 입증에 결정적으로 작용

하거나 강한 증명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형사사건으로 기소

된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

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장과 이의를 제기하여 왔고, 그에 따라 2007

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어 왔는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위와 같은 이유로 주로 디지털 증거의 강

제적 수집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영장주의 위반이 자주 문제되어 왔다.7)

4)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 영장없이 수색 압수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

은 아니어서 그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

력이 있다 할 것”(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5 판결)

5)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

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무릇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은 그 과정에서 관련자

들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엄격히 헌법과 형사소송법

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절차 조항에 따르지 않는 수사기관

의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

3061 전원합의체 판결)

6) 일반적으로 증거는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증거서류로 구분되나(이재상/조균석,

‘형사소송법’(제11판), 박영사, 2017. 533쪽),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되는 증거에

는 물적 증거와 증거서류가 모두 포함되므로 이 논문에서는 물적 증거와 증거

서류를 포괄하여 단순히 물적 증거라고만 표현한다.

7)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

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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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12조 제3항8), 헌법 제16조9)에 따라 인신

구속뿐만 아니라 물적 증거의 압수·수색·검증에 있어서도 영장주의

가 적용되고 있고, 검사의 전속적 영장신청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검사가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수

집한 증거조차도 압수·수색의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10)

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

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를 수

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

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

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의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

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

에서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

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된다.”(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8)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

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

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9) 대한민국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

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

시하여야 한다.

10)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그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

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그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

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

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

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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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검증 등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수집을 사법부가 적절하

게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수사의 효율성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 또한 중요한 가치

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 점에서 과연 선진 외국에서도 우리나

라와 같이 인신구속은 물론 물적 증거의 수집에 있어서도 영장주의

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최근 이른바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인 형사소송법, 검찰청

법 등 개정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1. 1. 1. 시행될 예정인바,

향후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폐지되고 사법경찰

의 자율성이 대폭 향상됨에 따라 수사에 있어 사법경찰의 전면적인

역할 확대가 예상되고11), 더 나아가 최근 경찰에서는 인신구속 및

물적 증거 수집을 위한 독자적 영장신청권 부여까지 요구하는 상황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외국에서는 디지털 증거를 포함하여 물적

증거의 강제적 수집에 있어 사법경찰, 검사, 판사의 역할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 각 기관간 역할 분담에 있어서의 국제적 표준이

존재하는지 여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스템이 그것에 가까운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 이 논문

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는 최초의 압수·수색 절차와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이고,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는 최초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니어서

저장매체의 원래 소재지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압수·수색을 진행하

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압수자는 최초의 압수·수색 이전부터 해당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자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압수자에게 형

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

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11) 다만, 헌법 제12조 제3항, 헌법 제16조 등 강제수사에 있어서의 검사의 전속적

영장신청권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의 수사도 어느 정도 검사의 통제를 받게 되

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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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른바 ‘선진국 클럽’으로 지칭되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12) 회원

국 전체를 대상으로 위 주제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디지털 증거는 매체독립성, 원본과 사본 구분의 곤란성,

변개의 용이성 내지 취약성, 비가시성·비가독성 및 잠재성, 대량성,

전문성, 네트워크 관련성, 익명성 등 일반적인 물적 증거와는 다른

다양한 특질을 갖고 있고 있으므로13) 각국의 형사소송법 등에 디지

털 증거에 대한 특별한 취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OECD 각

국에서 디지털 증거의 강제적 수집에 관하여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

지,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에 대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향후 디지털 증거의 강제적 수집에 관

한 각 기관간 역할 분담에 관한 개정입법, 그리고 디지털 증거의 강

제적 수집에 관한 법적 규율에 관한 우리나라 법률개정 논의에 참

고할만한 자료를 생산해 보고자 한다.

Ⅱ. 분석 방법론

1. 전제

유엔이나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14)) 등 공인된 국제기구도

12) http://www.oecd.org

13) 손지영 외 1,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

구원, 2015, 25쪽 이하

14)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 구별되는 별개

의 국제기구로 4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평의회는 유럽의 대표적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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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해서는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두

고 있지 않다. 다만, 유엔과 국제검사협회가 함께 편찬한 ‘검사의 지

위와 역할 -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 국제 검사 협회 가이드’는

“검찰이 수색 및 압수에 대한 허가권, 예방적 구금(preventive

detention) 명령권 같은 강제력(coercive power)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강제력은 이러한 종류의 조치의 통제에 관한 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강제력

과 수사권의 집중은 범죄수사 및 형사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

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써 검찰과 피고인 사이의 절차적 평등을 요

구하는 무기 대등의 원칙(the principle of equality of arms)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다. 검사에 의해 행사될 여지가 있는 강제력은,

언제나 법원에 효과적으로 항소할 수 있는 권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을 뿐이다.15) 따라서 결국 국제적 표준의 연구

를 위해서는 개별 국가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토

대로 추론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2. 분석 대상

가. 대상 국가

지금까지 국내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연구하는 경우 미국, 일본,

기구로, 그 산하에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가 설치

되어 있다. 상세한 내용은 신태훈, ‘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

적 분석과 비판’,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7호(2017), 38쪽 참조

15) UNODC & IAP, The Status and Role of Prosecutors - A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and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

Guide, United Nations, 2014,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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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프랑스, 독일 등 5개 국가에 치중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이른바 ‘선진국 클럽’으로 지칭되는

OECD 회원국만 하더라도 37개국이다.16) 위 5개국이 대부분 법률

선진국이고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이기는 하나 위 5

개국의 제도가 세계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디지

털 증거의 강제적 수집에 있어 사법경찰, 검사, 판사의 역할 분담에

대한 국제적 표준이 존재하는지 여부, 존재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5개국 외에 다른 선진국들의 제도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OECD 37개

국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국제적 표준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

해 살펴보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스템이 그것에 가까운 것인

지 추론보고자 한다. 물론 위 37개국에는 연구자들이 주로 취급하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193개국에 달

하는 유엔 회원국 전체에 대한 분석도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외국의 법률 제도에 대한 연구는 연구 자체가 목적이 아니

라 우리나라 법률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정책

적인 참고가치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유엔 회원국 전체에 대한 분

석보다 주로 선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OECD 37개 회원국에 대한

분석으로도 필요충분17)하다고 생각한다.

16) 2017년까지 OECD 회원국은 35개였으나, 2018년에 리투아니아가, 2020년 콜롬

비아가 추가로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현재 OECD 회원국은 37개국이다.

http://www.oecd.org/about/members-and-partners/ 참조

17) 최근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청이 내부적으로 ‘G20 국가 수사구조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 보고서는 G20 국가 중 11개국이 검사의 수사지휘 권

한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https://news.joins.com/article/23665871). 그

분석내용의 사실 여부는 이 논문의 주제가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두 가지만 지

적하고자 한다. 우선, 위 보고서는 G20 회원 중, 유럽연합(EU)을 분석에서 제

외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OECD 37개 회원국 중 유럽연합 가입 국가가 22개국

이다. 22개 국가를 제외하면 그 분석에서 OECD 37개 회원국 중 약 60%를 제

외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위 22개국 중 아일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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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 절차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 등 피

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압수·수색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널리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우

리나라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긴

급체포시의 압수·수색의 경우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되 사후

에 영장을 받도록 규정하여 법관이 사후적으로 통제하도록 규율하

고 있다.18)

한편, 디지털 증거는 위에 언급한 긴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의 압

수·수색보다는 주로 피의자의 체포·구속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압수·

수색 절차에 의해 수집되고 있고, 그 증거능력 문제도 독립적인 압

수·수색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와 관련하여 발생하므로 이 논문에

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의 과정에서 수사상 필요에

의해 피의자의 체포·구속과 무관하게, 그리고 긴급성 유무와 무관하

게 사전에 계획적으로 물적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을 실

시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등 우리나라에

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법률로 규율되고 있는

드를 제외한 21개 국가에서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이 인정된다는 점에서(신태

훈, 위의 논문, 121쪽 참조) 유럽연합 가입 국가를 분석에서 제외한 의도는 짐

작이 가능하다. 둘째로 G20에는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러

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다

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OECD 37개 회원국을 제쳐둔 채 이들 국가의 법

률 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

18)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제2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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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연구 과정에서 확

인한 바로는 실제 여러 나라에서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등도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 주제까지 살필 경우 논의의 범위

가 너무 크게 확장되기 때문이다.

3. 분석 방법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기본적으로 각국의 헌법, 형사소송법 등 성

문의 법령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각국의 판례나 실무에 대한 분석까

지 하나의 논문에 다루기에는 필자의 역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양이 너무 방대하다. 그리고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른바 불

문법 국가로 지칭되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강제수사인 물적 증거

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OECD 37

개 회원국 중 물적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판례법에만 맡기는 나

라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성문의 법령에 대한 분석만으로

도 각국의 일반적이고 대략적인 실태를 확인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성문의 법령만으로 각국 시스템을 이해하기가 어려

운 경우,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자료, 각국 법원, 검찰, 경

찰의 공식 웹사이트 등 공신력 있는 자료와 국내 또는 국외의 문헌

을 참고하였다.

Ⅲ. 각 OECD 회원국의 시스템

OECD 37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0개 국가는 대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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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국가, 즉 Civil Law Tradition을 따르는 국가로 분류되고, 나머지

7개 국가(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영국,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만

영미법계 국가, 즉 Common Law Tradition19)을 따르는 국가로 분

류된다.20) 이 논문에서는 먼저 대륙법계 국가를 지역별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순차적으로 영미법계 국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1. 대륙법계 국가 30개국

가. 아시아21) 3개국

(1) 대한민국(Korea)

19) Civil Law Tradition과 Common Law Tradition의 개념 및 차이점에 대해서는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Manual on Mutual Legal

Assistance and Extradition’, United Nations, 2012, 8쪽 참조

20) http://www.juriglobe.ca/eng/syst-onu/index-alpha.php 참조

21) 지역별 국가 분류는 유엔의 지역별 분류에 따라 정리하였다.

https://unstats.un.org/unsd/methodology/m49/ 참조. 다만, 지역간 분석 순서는

논의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정하였다.

헌법22)

제12조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

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

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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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 논문에 인용된 헌법, 형사소송법 등의 법령은 2020년 12월 21일 기준 현행

법령이다.

을 제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

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

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06조(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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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

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

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

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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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종래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 검사의

수사 권한이 인정되어 왔으나, 2021. 1. 1.부터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은 전면 폐지되고23), 수사 권한도 특정한 범죄로

제한된다.24) 다만, 헌법 제12조 제3항 등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신청

권에 관한 헌법 규정은 그대로 존치되는바, 디지털 증거를 포함하여

범죄의 입증을 위한 물적 증거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검

사가 판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

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로 하여금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

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

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는 헌법에 검사의 전속적인 영장신청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입법례는

다소 생소한 입법례라고 할 수 있으며, 위 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고25),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며26), 상대

23) 2021. 1. 1. 시행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24) 2021. 1. 1. 시행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

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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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중립적인 견해도 있다.27) 다만,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에 대

하여 “수사단계에서 영장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다른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 신청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줄이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28)”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음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검사의 전속적 영장신청권 규정에 대한 논의는 외관은 법

25) 김한균,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존폐론 : 쟁점과 평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0권 제1호 (2018. 6), 17쪽, 위 견해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 보장조항으로 설계하고 유지해 온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에 대하여

더 이상 검사-판사 이중의 인권보호장치로서 의미가 부인될 만한 사법역사적,

인권정책적, 국제기준상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 검사의 영장청구권한과 판사의

영장심사발부권한으로 결합・구성한 헌법적 기본권 설계는 그 제도적 시효나

정책적 효력을 다하였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현대사의

무게 또한 실려 있다.”고 주장한다.

26) 강태수, ‘의회민주주의와 헌법개정 - 헌정효율성과 합리성의 관점에서’, 한국공

법학회, 공법연구 제42집 제1호(2013. 10.), 132쪽, 위 견해는 “영장신청권자의

문제는 실질적인 의미의 헌법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속하는 사

항이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헌법상 보장된다면, 검사에게만 영장신청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다. 특히 검사의 영장신청 독점권은 검사 이외

의 이른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관과 같은 다른 수사기관에 의한 영장

청구권을 부인하는 논거로 활용되어서, 수사기관 내부의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27) 김종현, ‘영장신청권자 규정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영장주의의 본질 및 영장제

도의 연혁을 중심으로’, 법조, 2019, vol.68, no.4, 통권 736호, 182쪽, 위 견해는

“영장주의가 헌법상의 원리로서 자리매김하게 된 연혁이나 주요 국가들의 영

장주의 관련 헌법규정을 고려할 때, 검사의 신청권은 영장주의의 본질적 내용

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영장신청권자 규정이 도입될 당시의 영장신청 실무

나 헌정현실에 비추어, 검사의 신청권이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신청에 따른 인

권침해를 방지코자 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물론 이러한 논의로

부터 반드시 신청권자 규정을 삭제 내지 개정해야 한다거나 현행 헌법상의 신

청권자 규정을 폄하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청권자

규정이 국민의 규범적 승인을 얻었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28) 헌법재판소 1997. 3. 27. 96헌바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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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논쟁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결국 검찰과 경찰 사이의 정치적

대립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헌법은 여러 정치세력간

에 공존을 위한 정치투쟁과 정치적 타협의 과정을 거쳐서 성립되기

때문에 어느 법규범보다도 정치성이 있기 마련이다.”29) 위와 같이

헌법이 정치적 규범성이라는 점을 십분 인정하더라도, 위 규정을 삭

제하자는 주장은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

는바, 이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에서 상세히 비판한 바 있으므로30)

이 논문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한편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에 대한 그 압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절차에 대한 특별한 규정

은 없고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2) 일본(Japan)

29) 허영, ‘헌법학원론’(전정15판), 박영사, 2019, 25쪽

30) 신태훈, 위의 논문, 110쪽 이하

형사소송법3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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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조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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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압수할 물건이 전자계산기인 경우, 당해 전자계산기에 전자통

신회선으로 접속되어 있는 기록매체로서, 당해 전자계산기에서

작성 또는 수정을 한 전자적 기록 또는 당해 전자계산기에서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 전자적 기록을 보관하기 위

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부

터, 그 전자적 기록을 당해 전자계산기 또는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하여, 당해 전자계산기 또는 당해 다른 기록매체를 압수할

수 있다.

第九十九条の二　裁判所は、必要があるときは、記録命令付差押え

電磁的記録を保管する者その他電磁的記録を利用する権限を有する

者に命じて必要な電磁的記録を記録媒体に記録させ、又は印刷させ

た上、当該記録媒体を差し押さえることをいう。以下同じ。）をす

ることができる。

제99조의2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명령부 압수(전자적 기록을 보관하

는 자 그 밖에 전자적 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게 명하여 필요한 전자적 기록을 기록매체에 기록하게 하거나 인

쇄하게 하여, 당해기록매체를 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第百七条　

○２　 第九十九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処分をするときは、前項の差

押状に、同項に規定する事項のほか、差し押さえるべき電子計算機

に電気通信回線で接続している記録媒体であつて、その電磁的記録

を複写すべきものの範囲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107조

②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전항의 압수

장에 같은 항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 압수하여야 할 컴퓨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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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하고 있는 기록매체로서 그 전자적

기록을 복사하여야 할 것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第百十条の二　差し押さえるべき物が電磁的記録に係る記録媒体で

あるときは、差押状の執行をする者は、その差押えに代えて次に掲

げる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公判廷で差押えをする場合も、同様

である。

一　 差し押さえるべき記録媒体に記録された電磁的記録を他の記録

媒体に複写し、印刷し、又は移転した上、当該他の記録媒体を差し

押さえること。

二　 差押えを受ける者に差し押さえるべき記録媒体に記録された電

磁的記録を他の記録媒体に複写させ、印刷させ、又は移転させた

上、当該他の記録媒体を差し押さえること。

제110조의2

압수할 물건이 전자적 기록과 관련된 기록매체인 경우, 압수영장

을 집행하는 자는, 그 압수를 갈음하여 다음에 열거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공판정에서 압수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압수할 기록매체에 기록된 전자적 기록을 다른 기록매체에 복

사․인쇄 또는 이전한 후, 당해 다른 기록매체를 압수하는 것

2. 압수를 당하는 자에게 압수할 기록매체에 기록된 전자적 기록

을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인쇄하게 하거나 이전하게 한 후,

당해 다른 기록매체를 압수하는 것

第百十一条の二　差し押さえるべき物が電磁的記録に係る記録媒体

であるときは、差押状又は捜索状の執行をする者は、処分を受ける

者に対し、電子計算機の操作その他の必要な協力を求めることがで

きる。公判廷で差押え又は捜索をする場合も、同様である。

§111조의2

압수할 물건이 전자적 기록과 관련된 기록매체인 경우에, 압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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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또는 수색 영장의 집행을 하는 자는, 처분을 받는 자에 대하

여, 전자계산기의 조작,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판정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第二百十八条　検察官、検察事務官又は司法警察職員は、犯罪の捜

査をするについて必要があるときは、裁判官の発する令状により、

差押え、記録命令付差押え、捜索又は検証をす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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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４　 第一項の令状は、検察官、検察事務官又は司法警察員の請求

により、これを発する。 

제218조

① 검사,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은, 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 기록명

령부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압수할 물건이 전자계산기인 경우, 당해 전자계산기에 전자통

신회선으로 접속되어 있는 기록매체로서, 당해 전자계산기에서

작성 또는 수정을 한 전자적 기록 또는 당해 전자계산기에서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 전자적 기록을 보관하기 위

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부

터, 그 전자적 기록을 당해 전자계산기 또는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하여, 당해 전자계산기 또는 당해 다른 기록매체를 압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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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각 규정에 의하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검사

는 물론 사법경찰도 직접 물적 증거의 압수·수색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일본에서는 구속영장

31)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

d=323AC0000000131

32) 이 논문에서는 다소 양이 많아지더라도, 각국 법령에 대한 번역과 각국 형사사

법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자의적·임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과 타인의 번역과

해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그 번역과 해석을 공

개적인 검증에 제공하기 위하여 법령 중 주요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고 국문

번역을 병기하였다. 다만, 타인의 번역을 취한 경우 그 출처를 명기하였다.

33) 각국의 헌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은 영문본을 기준으로 번역하였다. 다만, 우리

나라에 이미 번역본이 출판되어 있는 일부 국가의 경우 그 번역본을 활용하였

고 그 출처를 명기하였다. 번역본이 출판되어 있지도 않고 영문본도 없는 경우

에는 해당 국가 법령의 원문을 번역하였고, 번역과정에서는 Google 번역, 각국

검찰제도를 논하고 있는 영문 서적 등을 참고하여 번역하였으며, 모든 법령은

각주에 출처를 명기하였다. 필자는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와 영미법계 국가

인 미국에서 형사법을 공부한 바 있고, 유엔에서 2년간 검찰제도 업무를 담당

한 바 있어 나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 작업에 착수하였으

나 막상 이 작업에 착수하고 보니 분석 대상이 너무 방대하여 한계를 절감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최대한 정확하게 번역·해석하기 위해 노

력하였으나 일부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다. 당초에 OECD 37개국의 법령을(특정 주제에 관한 일부 조문이기는 하나)

한꺼번에 번역하려는 시도 자체가 없었으므로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번역을 하여 공개한 사람으로서 그 번역에 대한 비판 및

이의제기는 당연히 환영한다.

34) 일본 형사소송법 번역은 우지이에 히토시, ‘일본의 전자적 증거 압수에 관한

2011년 개정법 소개’, 형사법의 신동향, 2015. 통권 제49호 및 최용성, ‘현행 압

수·수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공안

행정학회보, 2019, 통권 76호를 참조하였다.

수 있다.

④ 제1항의 영장은 검찰관․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원의 청구

에 의하여 이를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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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으나,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은 사법

경찰도 청구할 수 있다. 일본은 검사의 수사 권한은 물론,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35)36) 사법경

찰에게 독자적인 압수·수색영장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은 2012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압수대상물이 전자

계산기인 경우(확보하고자 하는 전자적 기록이 위 전자계산기를 통

해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되어 있는 기록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

우 등)에는, 그것과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되어 있는 기록매체에서

전자적 기록을 그 전자계산기 또는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하여, 그

전자계산기 또는 다른 기록매체를 압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37)

기록매체에 관한 압수수색을 받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38) 우리나라와는 달리 각종 정보저장매체의 특

성을 반영한 다수의 규정을 신설하였다.39)

(3) 터키(Turkey)

35) 김종구 외, ‘검찰제도론’, 법문사, 2011, 352쪽

36) 정웅석, ‘수사지휘에 관한 연구’, 대명출판사, 2011, 204쪽

37) 우지이에 히토시, 위의 자료, 420쪽

38) 우지이에 히토시, 위의 자료, 427쪽

39) 상세한 내용은 최용성, 위의 논문, 531쪽 이하 참조

형사소송법40)

Article 119 –

(1) The members of the security forces shall conduct searches

upon the order of the judge, or if there is peril in delay,

upon a written order of the public prosecutor, if the public

prosecutor is not reachable, upon a written order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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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ior of the security force. However, searches in private

dwellings, business places, as well as other property closed

to the public, shall be conducted upon the order of the

judge; or incases where there is peril in delay, upon the

written order of the public prosecutor. The outcome of the

search conducted upon the written order of the superior of

the security forces shall be notified to the office of the

public prosecution immediately.

제119조

(1) 사법경찰은 판사의 명령에 따라, 지연될 염려가 있는 경우 검

사의 서면 명령에 따라, 검사가 연락 불가능한 경우 경찰 지

휘부의 서면 명령에 따라 수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인의

주거지, 영업장소, 공공에 개방되지 않은 곳에 대한 수색은 판

사의 명령 또는 지연될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서면 명령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경찰 지휘부의 서면 명령에 따라 행해진

수색의 결과는 즉시 검찰청에 알려야 한다.

Article 127 –

(1) The seizure maybe conducted by the members of the

security forces upon the decision of the judge, or if there

is peril in delay, upon the written order of the public

prosecutor; incases where it is not possible to reach the

public prosecutor, upon the written order of the superior of

the security forces.

제127조

(1) 사법경찰은 법관의 결정에 따라, 지연될 염려가 있는 경우 검

사의 서면 명령에 따라 압수를 할 수 있다. 검사가 연락 불가

능한 경우 경찰 지휘부의 서면 명령에 따라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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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4

(1) Upon the motion of the public prosecutor during an

investigation with respect to a crime, the judge shall issue

a decision on the search of computers and computer

programs and records used by the suspect, the copying,

analyzing, and textualization of those records, if it is not

possible to obtain the evidence by other means.

(2) If computers, computer programs and computer records are

inaccessible, as the passwords are not known, or if the

hidden information is unreachable, then the computer and

equipment that are deemed necessary may be provisionally

seized in order to retrieve and to make the necessary

copies. Seized devices shall be returned without delay in

cases where the password has been solved and the

necessary copies are produced.

(3) While enforcing the seizure of computers or computer

records, all data included in the system shall be copied.

제134조

① 범죄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

이 불가능한 경우, 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피의자가 사용

한 컴퓨터, 컴퓨터 프로그램과 컴퓨터기록에 대한 수색, 컴퓨

터 기록의 복사, 분석, 텍스트화에 관한 결정을 발령할 수 있

다.

② 패스워드가 알려지지 않거나 숨겨진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여

컴퓨터,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기록물에 대한 접근이 불가

능한 경우, 검색하고 필요한 복제물을 만들기 위하여 그 컴퓨

터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장비는 임시로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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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는 헌법,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검사의 수사 권한과 사법경찰

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인정된다.41) 그리고 위와 같은 각 규정에

의하면, 사법경찰은 법관의 결정에 따라 수색을 하되, 지연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서면 명령에 따라 수색을 하며, 검사와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경찰 지휘부의 서면 명령에 따라 수색을 하

되, 이 경우 수색의 결과는 즉시 검찰청에 알려야 한다. 압수도 법

관의 결정에 따라 실시하되,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서면 명령에 따라 실시하며, 검사와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경찰

지휘부의 서면 명령에 따라 할 수 있다. 즉, 원칙적으로 압수와 수

색 모두 판사의 사전 통제가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판사에게 영

40) https://www.legislationline.org/download/id/4257/file/Turkey_CPC_2009_en.pdf

41) 신태훈, 위의 논문, 제10쪽

압수된 장비는 패스워드를 풀거나 필요한 복제물이 생산된 경

우 지체 없이 반환되어야 한다.

③ 컴퓨터 또는 컴퓨터 기록을 압수할 경우, 시스템에 저장된 모

든 데이터는 복제된다.

Article 162

(1) In cases where the public prosecutor deems it necessary to

conduct an interaction of investigation, which can only be

conducted by a judge, the public prosecutor shall notify his

motion to the Justice of the Peace, where the interaction

shall be conducted.....

제162조

① 검사가 판사에 의해서만 진행될 수 있는 수사를 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는 수사가 실행되어야 하는 법원

에 그의 청구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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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청구하는 주체는 당연히 검사이다.

다만,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내

린 명령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컴퓨터, 컴퓨터 프

로그램과 컴퓨터기록에 대한 수색, 컴퓨터 기록의 복사, 분석 등 디

지털 증거와 관련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서유럽 7개국

(1) 독일(Germany)

기본법42)

Article 13.

1. The home is inviolable.

2. Searches may be authorised only by a judge or, when time

is of the essence, by other authorities designated by the

laws, and may be carried out only in the manner therein

prescribed.

제13조

① 주거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② 수색은 판사에 의해서만 허가되며, 지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법률에 규정된 다른 기관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된 형식으

로만 실행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43)44)

§ 98 Verfahren bei der Beschlagnahme

(1) Beschlagnahmen dürfen nur durch das Gericht, bei Gefa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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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Verzug auch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und ihre

Ermittlungspersonen (§ 152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angeordnet werden. Die

Beschlagnahme nach § 97 Abs. 5 Satz 2 in den Räumen

einer Redaktion, eines Verlages, einer Druckerei oder einer

Rundfunkanstalt darf nur durch das Gericht angeordnet

werden.

(2) Der Beamte, der einen Gegenstand ohne gerichtliche

Anordnung beschlagnahmt hat, soll binnen drei Tagen die

gerichtliche Bestätigung beantragen, wenn bei der

Beschlagnahme weder der davon Betroffene noch ein

erwachsener Angehöriger anwesend war oder wenn der

Betroffene und im Falle seiner Abwesenheit ein

erwachsener Angehöriger des Betroffenen gegen die

Beschlagnahme ausdrücklichen Widerspruch erhoben hat.

Der Betroffene kann jederzeit die gerichtliche Entscheidung

beantragen...

제98조(압수명령)

① 압수명령은 법원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

우에는 검사와 그 수사요원(법원조직법 제152조)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제97조 제5항 제2문에 의한 편집국, 출판사, 인쇄소

또는 방송시설 내에서의 압수는 법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② 법원의 명령이 없이 어떤 대상을 압수한 공무원은, 압수 당시

당사자 또는 성년인 그의 가족이 부재했거나, 당사자가 명시적

으로 이의를 제기했거나 또는 당사자가 없어 성년인 가족이

이의를 제기했던 때에는 압수 후 3일 이내에 법원의 추인을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법원의 재판을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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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100b Online-Durchsuchung

(1) Auch ohne Wissen des Betroffenen darf mit technischen

Mitteln in ein von dem Betroffenen genutztes

informationstechnisches System eingegriffen und dürfen

Daten daraus erhoben werden (Online-Durchsuchung), wenn

1. bestimmte Tatsachen den Verdacht begründen, dass

jemand als Täter oder Teilnehmer eine in Absatz 2

bezeichnete besonders schwere Straftat begangen oder in

Fällen, in denen der Versuch strafbar ist, zu begehen

versucht hat...

제100b조 온라인 수색

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알리지 않고, 관련자가 사용

하는 정보기술시스템에 기술적인 수단이 사용될 수 있다.

1. 어떠한 사실관계가 누군가가 행위자 또는 참여자로서 제2항

에 규정된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미수가 처벌되

는 경우 그 범죄를 시도하였다는 의심을 일으키고...

§ 105 Verfahren bei der Durchsuchung

(1) Durchsuchungen dürfen nur durch den Richter, bei Gefahr

im Verzug auch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und ihre

Ermittlungspersonen (§ 152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angeordnet werden.

Durchsuchungen nach § 103 Abs. 1 Satz 2 ordnet der

Richter an; die Staatsanwaltschaft ist hierzu befugt, wenn

Gefahr im Verzug ist.

제105조(명령; 이행)

① 법관만이 수색을 명령할 수 있으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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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그 수사요원(법원조직법 제152조)도 이를 명령할 수

있다. 제103조 제1항 제2문의 수색은 법관이 명령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도 명령할 권한이 있다.

§ 110 Durchsicht von Papieren und elektronischen

Speichermedien

(1) Die Durchsicht der Papiere des von der Durchsuchung

Betroffenen steht der Staatsanwaltschaft und auf deren

Anordnung ihren Ermittlungspersonen (§ 152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zu.

(2) Im Übrigen sind Beamte zur Durchsicht der aufgefundenen

Papiere nur dann befugt, wenn der Inhaber die Durchsicht

genehmigt. Andernfalls haben sie die Papiere, deren

Durchsicht sie für geboten erachten, in einem Umschlag,

der in Gegenwart des Inhabers mit dem Amtssiegel zu

verschließen ist, an die Staatsanwaltschaft abzuliefern.

(3) Die Durchsicht eines elektronischen Speichermediums bei

dem von der Durchsuchung Betroffenen darf auch auf

hiervon räumlich getrennte Speichermedien, soweit auf sie

von dem Speichermedium aus zugegriffen werden kann,

erstreckt werden, wenn andernfalls der Verlust der

gesuchten Daten zu besorgen ist. Daten, die für die

Untersuchung von Bedeutung sein können, dürfen gesichert

werden; § 98 Abs. 2 gilt entsprechend.

제110조(문건 및 전자 저장매체의 검열)

① 피수색자의 문건은 검사 또는 검사의 명령을 받은 수사요원

(법원조직법 제152조)이 검열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들 이외의 공무원은 점유자가 검열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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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검사의 수사 권한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

이 모두 인정되고,45)46) 독일 경찰의 대부분은 법원조직법 제152조에

따라 검찰의 수사요원으로 검사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47)

압수·수색의 경우,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검사와 사법경찰은 법관

의 명령에 따라 압수와 수색을 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

우에는 검사와 그 수사요원(경찰)도 압수와 수색을 할 수 있으나,

검사와 그 수사요원이 법관의 명령이 없이 압수를 한 때에는 3일

내에 법관의 추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영장의 청구는

검사에게 전속되어 있고, 사법경찰에는 이에 대한 관여권이 인정되

42)

https://constituteproject.org/constitution/German_Federal_Republic_2014?lang=

en

43) https://www.gesetze-im-internet.de/stpo/

44) 독일 형사소송법 번역은 ‘독일 형사소송법‘(법무부, 2012)를 참조하였다.

45) 김종구 외, 위의 책, 251쪽

46) 정웅석, 위의 책, 100쪽

47) 정웅석, 위의 책, 98쪽

한 경우에만 발견된 문건을 검열할 수 있다. 점유자가 검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은 검열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문건을 봉투에 넣어 점유자의 입회하에 관인으로 봉하여 검사

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수색대상인 자의 전자 저장매체에 대한 검열은 검열대상인 데

이터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면 저장매체로부터 도달될 수 있는

한, 당해 저장매체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저장매체들에

까지 확대될 수 있다. 조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데

이터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98조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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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고 한다.48)

한편 독일도 온라인 수색, 전자 저장매체에 대한 수색 등 디지털

증거와 관련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프랑스(France)

48) 정웅석, 위의 책, 101쪽

형사소송법49)50)

Article 56

Si la nature du crime est telle que la preuve en puisse être

acquise par la saisie des papiers, documents, données

informatiques ou autres objets en la possession des personnes

qui paraissent avoir participé au crime ou détenir des pièces,

informations ou objets relatifs aux faits incriminés,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se transporte sans désemparer au domicile de

ces derniers pour y procéder à une perquisition dont il dresse

procès-verbal.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également se

transporter en tous lieux dans lesquels sont susceptibles de se

trouver des biens dont la confiscation est prévue à l'article

131-21 du code pénal, pour y procéder à une perquisition aux

fins de saisie de ces biens ; si la perquisition est effectuée aux

seules fins de rechercher et de saisir des biens dont la

confiscation est prévue par les cinquième et sixième alinéas de

ce même article, elle doit être préalablement autorisée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Il est procédé à la saisie des données informatiques nécessaires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en plaçant sous main d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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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t le support physique de ces données, soit une copie réalisée

en présence des personnes qui assistent à la perquisition.

Si une copie est réalisée, il peut être procédé, sur instruc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à l'effacement définitif, sur le

support physique qui n'a pas été placé sous main de justice,

des données informatiques dont la détention ou l'usage est

illégal ou dangereux pour la sécurité des personnes ou des

biens.

Avec l'accord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ne maintient que la saisie des objets, documents et

données informatiques utiles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ainsi que des biens dont la confiscation est prévue à l'article

131-21 du code pénal.

제56조

① 중죄의 속성으로 판단할 때, 당해 중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되

는 자 또는 범죄와 관련된 서류 또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점유하는 서류, 문서 기타 물건의 압수로 그 증

거를 얻을 수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즉석에서 그 자의 거

주를 수색하고, 조서를 작성한다. 사법경찰관은 또한 형법 제

131-21조에 따라 압수 대상인 물건이 있다고 생각되는 장소에

임검하여 수색할 수 있다. 다만, 동조 제5호 및 제6호에 정한

물건을 수색하거나 압수할 목적인 때에는 사전에 검사의 허가

를 얻어야 한다.

⑤ 범죄수사에 필요한 전자정보를 압수함에는 전자정보가 담긴

물건을 압수하거나 참여자의 입회하에 사본을 출력하는 방법

으로 한다.

⑥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염려가 있거나 그 전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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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유지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본만 출력한

다음에 원본은 검사의 지시에 따라 본체에서 삭제할 수 있다.

⑦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동의를 받아 진실 발견에 유용한 물건·

문서·전자정보 및 형법 제131-21조에 정한 물건에 대해서만

압수를 유지할 수 있다.

Article 57-1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ou, sous leur responsabilité, l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peuvent, au cours d'une perquisition

effectu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code,

accéder par un système informatique implanté sur les lieux où

se déroule la perquisition à des données intéressant l'enquête

en cours et stockées dans ledit système ou dans un autre

système informatique, dès lors que ces données sont

accessibles à partir du système initial ou disponibles pour le

système initial.

제57-1조

① 사법경찰관 또는 그의 감독 하에 있는 사법경찰리는 본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색을 함에 있어 그 수색장소에 설치된 정

보장치에 대해서도, 진행중인 수사와 관련된 정보 수색을 할

수 있다. 그 정보가 다른 정보장치에서 시동되었거나 혹은 다

른 정보장치에 접근하여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

른 정보장치에 대하여도 수색할 수 있다.

Article 76

Les perquisitions, visites domiciliaires et saisies de pièces à

conviction ou de biens dont la confiscation est prévue à

l'article 131-21 du code pénal ne peuvent être effectuées sans

l'assentiment exprès de la personne chez laquelle l'opératio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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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수사는 ①검사의 지휘와 통제 하에 사법경찰이 행하

는 수사와 ②수사판사가 담당하는 예심수사로 나뉘고, 사법경찰의

49)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cidTexte=LEGITEXT0000060711

54

50) 프랑스 형사소송법 번역은 ‘프랑스 형사소송법‘(법무부, 2011)를 참조하였다.

lieu.

제76조

① 수색, 가택방문 및 증거물의 압수, 형법 제131-21조에 정한 물

건의 몰수는 그 조치를 받는 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이를

행할 수 없다.

Article 706-90

Si les nécessités de l'enquête préliminaire relative à l'une des

infractions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s articles

706-73 et 706-73-1 l'exigent,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du tribunal judiciaire peut, à la requêt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écider que les perquisitions, visites

domiciliaires et saisies de pièces à conviction pourront être

effectuées en dehors des heures prévues à l'article 59, lorsque

ces opérations ne concernent pas des locaux d'habitation.

제706-90조

제706-73조, 제706-73-1조에 정한 범죄행위의 예비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 속한 석방구금판사

는 제59조에 정한 시간 외에도 가택방문·수색, 증거물의 압수를

허가할 수 있다. 단, 거주지에 대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하게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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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①현행범수사와 ②예비수사로 나뉜다.51) 또한, 검사의 사법

경찰에 대한 강력한 수사지휘 권한이 인정되고, 검사는 수사의 필요

성이 있을 경우 사법경찰을 통해 수사한다.52)

현행범수사에서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53) 사법경찰은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예비수사에

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예심수사 개시청구를 한

다.54) 다만, 5년 이상의 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석방구금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따

라 압수·수색을 허가할 수 있다.55) 한편, 예심수사에서는 수사판사가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직권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56)

요컨대, 이 논문에서 분석하는 대상 절차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

이 범죄수사의 과정에서 수사상 필요에 의해 피의자의 체포·구속과

무관하게 물적 증거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경우를 국한해

서 본다면, 프랑스에서도 검사나 사법경찰이 임의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고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프랑스에서도 정보장치에 대한 수색 등 디지털 증거와 관련

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수색장소에 설치된 정보장치에 대해

서도 진행중인 수사와 관련된 정보 수색을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고 할 것이나, 그 정보장치가 다른 정보장치에서 시동되었거나 혹은

다른 정보장치에 접근하여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51) 김종구 외, 위의 책, 57쪽 이하

52) 김종구 외, 위의 책, 59쪽

53) 김종구 외, 위의 책, 75쪽

54) 김종구 외, 위의 책, 75쪽

55) 김종구 외, 위의 책, 76쪽

56) 김종구 외, 위의 책,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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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장치에 대하여도 수색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

르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네덜란드(Netherlands)

형사소송법57)

Section 55a

1. In cases where the suspect is caught red-handed in the

commission of a criminal offence or where he is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 serious offence as defined in section

67(1), any investigating officer may search any place for the

purpose of arresting the suspect. Save in the case of urgent

necessity, the investigating officer must be authorised by the

public prosecutor for that purpose. In the latter case the

public prosecutor shall be promptly informed of the search.

제55a조

① 피의자가 범죄의 실행 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거나 제67조 제

1항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수사관은 피

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어떤 장소든 수색할 수 있다. 이를 위

해서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관은 검사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후자의 경우 검사에게 수색에 대하여

즉시 알려야 한다.

Section 97

1. In cases where the suspect is caught red-handed in the

commission of a criminal offence or where he is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 serious offence as defined in section

67(1), the public prosecutor may, in the case of ur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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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ity and if action on the part of the examining

magistrate cannot be awaited, search for the purpose of

seizure the following places:

a. a dwelling without the consent of the occupant, and

b. an office of a person who has the right to assert

privilege as referred to in section 218.

2. The public prosecutor shall require for a search as referred

to in subsection (1) the authorisation of the examining

magistrate.

제97조

① 피의자가 범죄의 실행 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거나 제67조 제

1항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검사는 긴급

한 필요가 있고, 예심판사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 다음 장소

에서의 압수를 위한 수색을 명령할 수 있다.

a. 점유자의 승낙이 없는 주거

b. 제218조에 의한 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사무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예심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ection 94

1. All objects that may serve to reveal the truth or

demonstrate unlawfully obtained gains, as referred to in

section 36e of the Criminal Code, shall be liable to seizure.

제94조

① 형법 제36e조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진실을 밝히거나 불법적으

로 획득된 이익임을 나타내는데 도움을 주는 모든 물건은 압

수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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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03

1. Seizure under section 94a may only be carried out or

maintained with written authorisation to be granted by the

examining magistrate on application of the public prosecutor.

제103조

① 제94a조에 따른 압수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예심판사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실행되거나 유지될 수 있다.

Artikel 104

1. De rechter-commissaris is tot inbeslagneming van alle

daarvoor vatbare voorwerpen bevoegd. Buiten het geval hij

uit hoofde van de artikelen 181 tot en met 183

onderzoekshandelingen verricht, vindt inbeslagneming door de

rechter-commissaris slechts plaats op vordering van de

officier van justitie.

Section 104

[1.] The examining magistrate shall be authorised to seize all

objects liable to seizure. Except in the case that he

conducts investigative acts under sections 181 to 183

inclusive, the examining magistrate shall seize objects only

on application of the public prosecutor.

제104조

① 예심판사는 압수 대상이 되는 모든 물건을 압수할 권한이 있

다. 제181조에서 제183조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예심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만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Section 125j

1. In the case of a search, a computerised device 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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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ed elsewhere may be searched for data stored in that

device or system that is reasonably required in order to

reveal the truth from the place where the search takes

place. If such data is found, then it may be recorded.

제125j조

① 수색의 경우, 다른 곳에 위치해 있는 컴퓨터 장비 또는 컴퓨터

시스템은 수색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합

리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그 장비나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위해 수색될 수 있다. 그런 데이터가 발견될 경우 기

록될 수 있다.

Section 125k

1. Insofar as is specifically required in the interest of the

investigation, the person who may be reasonably believed to

have knowledge of the security system of a computerised

device or system may be ordered, if section 125i or section

125j is applied, to provide access to the computerised

devices or systems present or parts thereof. The person who

is ordered to do so must comply with this order, if

requested, by providing the knowledge about the security

system.

제125k조

① 수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제125i조 또는 제125j조가 적

용되는 경우에 컴퓨터 장비나 컴퓨터 시스템의 보안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에게 컴퓨터 장

비나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요구를 받는 경우, 보안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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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서도 검사의 수사 권한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인정된다.58)59) 한편, 이 논문에서 분석하는 대상 절차 즉, 검

사 또는 사법경찰이 범죄수사의 과정에서 수사상 필요에 의해 피의

자의 체포·구속과 무관하게 물적 증거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

는 경우를 국한해서 본다면, 모두 검사의 청구에 의한 예심판사의

승인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네덜란드에서는 컴퓨터 장비나 컴퓨터 시스템의 보안시스템

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에게 컴퓨터 장비

나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명령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여러 나라에서 이와 유

사한 규정이 발견되는데 이 부분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자기부죄금

지의 특권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

각한다.

(4) 룩셈부르크(Luxembourg)

57) 원문 : http://wetten.overheid.nl/BWBR0001903

영문 :

http://www.legislationline.org/documents/section/criminal-codes/country/12

58) Katalin Ligeti(ed.), ‘Toward a Prosecutor for the European Union Volume 1

- A Comparative Analysis’, Hart Publishing, 2013, 99쪽 이하

59) 신태훈, 위의 논문, 50쪽

형사소송법60)

Art. 47.

(1) Les perquisitions, visites domiciliaires et saisies de pièces 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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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iction ne peuvent être effectuées sans l'assentiment

exprès de la personne chez laquelle l'opération a lieu.

제47조

① 수색, 가택방문 및 증거물의 압수는 그 조치를 받는 자의 명시

적 동의가 없으면 이를 행할 수 없다.

Art. 33.

(1) Si la nature du crime est telle que la preuve en puisse être

acquise par la saisie des papiers, documents, données

stockées, traitées ou transmises dans un système de

traitement ou de transmission automatisé de données ou

autres objets en la possession des personnes qui paraissent

avoir participé au crime ou détenir des pièces, données ou

objets relatifs aux faits incriminés,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se transporte sans désemparer au domicile de ces

dernières pour y procéder à une perquisition dont il dresse

procès-verbal et opérer la saisie.

제33조

① 중죄의 속성으로 판단할 때, 당해 중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되

는 자 또는 범죄와 관련된 서류 데이터 또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점유하는 서류, 문서, 처리 또는 자동전

송 시스템에 저장, 처리, 전송된 데이터 기타 물건의 압수로

그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즉석에서 그 자

의 거주를 수색하고, 조서를 작성하고 압수한다.

Art. 65.

(1) Les perquisitions sont effectuées dans tous les lieux où

peuvent se trouver des objets dont la découverte serait

utile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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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e juge d’instruction en donne préalablement avis au

procureur d’État.

(4)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33 à 38 sont applicables aux

perquisitions effectuées par le juge d’instruction.

제65조

① 진실을 발견하는데 유용한 대상이 발견될 수 있는 어느 곳이

든 수색이 될 수 있다.

② 수사판사는 검사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은 수사판사가 실행하는 수색에

준용한다.

Art. 66.

(1) Le juge d’instruction opère la saisie de tous les objets,

documents, effets, données stockées, traitées ou transmises

dans un système de traitement ou de transmission

automatisé de données et autres choses visés à l’article 31

(3).

(3) La saisie des données stockées, traitées ou transmises dans

un système de traitement ou de transmission automatisé de

données peut se faire, soit par la saisie du support

physique de ces données, soit par une copie de ces données

réalisée en présence des personnes qui assistent à la

perquisition.

(4) Le juge d’instruction peut, par ordonnance motivée,

enjoindre à une personne, hormis la personne visée par

l’instruction, dont il considère qu’elle a une connaissance

particulière du système de traitement ou de transmission

automatisé de données ou du mécanisme de protection ou



- 40 -

룩셈부르크에서도 프랑스와 유사하게 수사는 ①검사의 지휘와 통

제 하에 사법경찰이 행하는 수사와 ②수사판사가 사법경찰을 지휘

하여 행하는 예심수사로 나뉜다.61) 또한,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인정되고, 검사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사법

경찰을 통해 수사한다.62)63) 프랑스와 매우 유사한 시스템이라고 할

60) http://legilux.public.lu/eli/etat/leg/code/procedure_penale/20200320

61) Katalin Ligeti(ed.), 위의 책, 449쪽

62) 신태훈, 위의 논문, 51쪽

63) Katalin Ligeti(ed.), 위의 책, 451쪽

de cryptage, qu’elle lui donne accès au système saisi, aux

données saisies contenues dans ce système ou aux données

saisies accessibles à partir de ce système ainsi qu’à la

compréhension de données saisies protégées ou cryptées...

제66조

① 수사판사는 물건, 서류, 물품, 자동데이터 처리 또는 전송창치

로 저장, 처리, 또는 전송된 데이터 기타 제31조 제3항에 규정

된 물건을 압수한다.

③ 자동 데이터 처리 또는 전송창치로 저장, 처리, 또는 전송된

데이터의 압수는 물리적인 장치를 압수하거나, 수색 당시 현

존하는 사람의 면전에서 복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수사판사는 수사의 대상이 된 자를 제외하고, 자동데이터 처리

또는 전송창치 또는 보호 또는 암호메커니즘에 대하여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자에 대하여 압수된 시스템, 그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압수된 데이터, 그 시스템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압수된 데이터, 보호되거나 암호화된 압수된 데이터에

수사판사가 접근하게 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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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바, 이 논문에서 분석하는 대상 절차 즉, 검사 또는 사법경

찰이 범죄수사의 과정에서 수사상 필요에 의해 피의자의 체포·구속

과 무관하게 물적 증거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경우를 국한

해서 본다면, 룩셈부르크에서는 수사판사만이 압수와 수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룩셈부르크에서도 자동 데이터 처리 장치에 대한 압수·수색

등 디지털 증거와 관련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수사판사가 자동 데이터 처리 장치 등을 압수할 때 그 시스템

등에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에 대하여 수사판사로 하여금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만, 그 명

령의 대상자 중 피의자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나라에

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바,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는 입법

례라고 생각한다.

(5) 벨기에(Belgium)

형사소송법64)

Art. 36.

Si la nature du crime ou du délit est telle, que la preuve

puisse vraisemblablement être acquise par les papiers ou

autres pièces et effets en la possession du prévenu, le

[procureur du Roi] se transportera de suite dans le domicile

[de l'inculpé], pour y faire la perquisition des objets qu'il

jugera utiles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제36조

범죄 또는 위경죄의 증거가 피의자가 점유하는 서면, 서류 기타

물건에 의해 획득될 수 있는 경우, 검사는 즉시 피의자의 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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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 진실의 발견을 위해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대상을 수색

할 수 있다.

Art. 37

§ 1er. S'il existe, dans le domicile de la personne soupçonnée,

des papiers ou effets suspects qui puissent servir à

conviction ou à décharge, le procureur du Roi se saisit

desdits effets ou papiers.

제37조

§ 1er. 피의자의 주거지에 유죄 또는 변호를 위해 사용될 수 있

는 서류 또는 의심스러운 물건이 있는 경우, 검사는 위에 언급

한 물건이나 서류를 압수할 수 있다.

Art. 39bis.

§ 1er. Sans préjudice des dispositions spécifiques de cet

article, les règles de ce code relatives à la saisie, y compris

l'article 28sexies, sont applicables aux mesures consistant à

copier, rendre inaccessibles et retirer des données stockées

dans un système informatique [2 ou une partie de celui-ci].

§ 2. [2 La recherche dans un système informatique ou une

partie de celui-ci qui a été saisi, peut être décidée par un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Sans préjudice de l'alinéa 1er, le

procureur du Roi peut ordonner une recherche dans un

système informatique ou une partie de celui-ci qui peut être

saisi par lui. Les recherches visées aux alinéas 1er et 2

peuvent uniquement s'étendre aux données sauvegardées

dans le système informatique qui est soit saisi, soit

susceptible d'être saisi. A cet effet, chaque liaison externe

de ce système informatique est empêchée avant qu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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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에서도 검사의 수사 권한과 수사지휘 권한이 인정된다.65)

한편, 이 논문에서 분석하는 대상 절차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이

범죄수사의 과정에서 수사상 필요에 의해 피의자의 체포·구속과 무

64) http://www.droitbelge.be/codes.asp#ins

65) 신태훈, 위의 논문, 52쪽

recherche soit entamée.]

제39bis조

§ 1. 이 조의 특별한 조항을 제외하고, 제28sexies조를 포함하여

압수와 관련된 이 법의 규정은 컴퓨터 시스템이나 그 일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접근불가능하게 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2. 압수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그 일부에 대한 수색은 사법경찰

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제1항을 제외하고, 검사는 그가 압

수한 컴퓨터 시스템이나 그 일부에 대한 수색을 명령할 수 있

다.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수색은 컴퓨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컴퓨터 시스템

은 수색이 시작되기 전에 외부와의 연결이 방지되어야 한다.

Art. 89.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35, [35bis,] [35ter,] 36, 37,

38 [,39 et 39bis] concernant la saisie des objets dont la

perquisition peut être faite par le [procureur du Roi], dans les

cas de flagrant délit, sont communes au juge d'instruction.

제89조

현행범인 경우에 검사에 의해 수색되는 물건의 압수에 관한 제35

조, 제35bis조, 제35ter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39bis

조는 수사판사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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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게 물적 증거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경우를 국한해서

본다면, 벨기에에서는 수사판사만이 압수와 수색을 할 수 있는 것으

로 해석된다.

한편, 벨기에에서도 컴퓨터 시스템이나 그 일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압수·수색 등 디지털 증거와 관련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6) 스위스(Switzerland)

형사소송법66)

Art. 241 Authorisation

1 Searches shall be authorised by written warrant. In cases of

urgency, they may be authorised orally, but this must be

confirmed subsequently in writing.

2 The warrant shall indicate:

a. the persons, premises, property or records to be searched;

b. the purpose of the measure;

c. the authorities or persons authorised to conduct the measure.

제241조 수색의 허가

① 수색은 서면에 의한 영장에 의해 허가되어야 한다. 긴급한 경

우에는 구두로 허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영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 수색할 사람, 장소, 재산 또는 기록

b. 수색의 목적

c. 수색을 허가받은 기관이나 사람

Art. 246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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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s, audio, video and other recordings, data carriers and

equipment for processing and storing information may be

searched if it is suspected that they contain information that is

liable to seizure.

제246조 원칙

서류, 오디오, 비디오 그리고 다른 기록, 데이터 저장장치, 정보처

리 및 저장장비는 그것이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수색의 대상이 된다.

Art. 247 Conduct

1 The proprietor may comment before a search on the content

of records and recordings.

2 Experts may be called in to examine the content of records

and recordings, and in particular to identify records and

recordings with protected content.

3 The proprietor may provide the criminal justice authority

with copies of records and recordings and printouts of stored

information if this is sufficient for the purpose of the

proceedings.

제247조 행위

① 소유자는 기록이나 기록물의 내용에 대하여 수색 전에 언급할

수 있다.

② 기록이나 기록물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특히 보호되는 내용

이 포함된 기록이나 기록물을 특정하기 위해 전문가를 부를

수 있다.

③ 소유자는 형사사법기관에 절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한 경

우, 기록이나 기록물의 복사물, 저장된 정보의 출력물을 제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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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http://www.legislationline.org/documents/section/criminal-codes/country/48

Art. 263 Principle

1 Items and assets belonging to an accused or to a third party

may be seized if it is expected that the items or assets:

a. will be used as evidence;

b. will be used as security for procedural costs, monetary

penalties, fines or damages;

c. will have to be returned to the persons suffering harm;

d. will have to be forfeited.

2 Seizure shall be ordered on the basis of a written warrant

containing a brief statement of the grounds. In urgent cases,

seizure may be ordered orally, but the order must thereafter

be confirmed in writing.

3 Where there is a risk in any delay, the police or members of

the public may provisionally seize items or assets on behalf

of the public prosecutor or the courts.

제263조 원칙

① 피의자나 제3자에 속하는 물건, 자산 중, 그것이 아래에 해당

되는 경우 압수될 수 있다.

a. 증거로 사용될 경우...

② 압수는 간략한 근거를 포함하고 있는 서면 영장에 의해 명해

져야 한다. 긴급한 경우 구두로 명해질 수 있으나 추후에 서면

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 또는 일반인은 검사 또는 법원

을 대신하여 잠정적으로 물건이나 자산을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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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도 검사의 수사 권한과 수사지휘 권한이 인정된다.67)68)

한편, 위에 적시한 각 규정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색은 검

찰이나 법원에 의해 수행되며, 간단한 사안에 한해서 경찰이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이고, “수색은 검찰이나 관할 법원의 서

면에 의한 영장에 의해서 집행되지만, 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하고

후에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가택수색영장은 검찰이나

법원에 의해 발부된다.”고 설명된다.69) 즉, 검사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주체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스위스 형사소송법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에 관한 특별

한 규율은 찾아보기 어렵고, 일반 압수 규정에 포괄하고 있다.

(7) 오스트리아(Austria)

67) Gwladys Gilliéron, ‘Public Prosecutor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 A

Comparative Analysis with Special Focus on Switzerland, France, and

Germany’,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14, 184쪽

68) 신태훈, 위의 논문, 54쪽

69) 이원상, ‘스위스 연방 형사절차법상 압수ㆍ수색규정의 시사점’, 형사법의 신동

향, 통권 제56호, 2017, 48쪽 이하 참조

형사소송법70)

§ 101.

(1) Die Staatsanwaltschaft leitet das Ermittlungsverfahren und

entscheidet über dessen Fortgang und Beendigung. Gegen

ihren erklärten Willen darf ein Ermittlungsverfahren weder

eingeleitet noch fortgesetzt werden.

(2) Die Staatsanwaltschaft stellt die erforderlichen Anträge bei

Gericht, soweit ihre Anordnungen einer gerichtlichen

Bewilligung bedür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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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① 검사는 수사절차를 주재하고 수사의 계속 또는 종결에 대해

결정한다. 검사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수사가 개시되거나

계속될 수 없다.

②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필요한

청구를 한다....

§ 102.

(1) Die Staatsanwaltschaft hat ihre Anordnungen und

Genehmigungen an die Kriminalpolizei gemäß deren

Zuständigkeit zu richten. Die Anordnung von

Zwangsmaßnahmen hat sie zu begründen und schriftlich

auszufertigen. In dringenden Fällen können aber auch

solche Anordnungen und Genehmigungen vorläufig

mündlich übermittelt werden.

제102조

(1) 검사는 그 관할에 따라 사법경찰에게 명령과 허가를 한다.

강제적 수단의 명령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 명령과 승인은 잠정적으로 구두로 전달될 수

있다.

§ 115.

(1) Beschlagnahme ist zulässig, wenn die sichergestellten

Gegenstände voraussichtlich

1. im weiteren Verfahren als Beweismittel erforderlich sein

werden,...

(2) Über die Beschlagnahme hat das Gericht auf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oder einer von der Sicherstellung

betroffenen Person unverzüglich zu entschei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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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에서도 검사의 수사 권한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인정된다.71)72) 한편, 압수·수색의 경우 판사의 승인이 필요하

고,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필요한

70)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

etzesnummer=10002326

71) Katalin Ligeti(ed.), 위의 책, 60쪽

72) 신태훈, 위의 논문, 55쪽

제115조 (압수)

① 압수는 압수된 물건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다.

1. 향후 절차에서 증거로 필요한 경우....

② 법원은 압수에 관한 검사의 청구 또는 압수에 의해 영향을 받

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압수에 관하여 즉시 결정을 하여야 한

다.

§ 120.

(1) Durchsuchungen von Orten und Gegenständen nach § 117 Z

2 lit. b und von Personen nach § 117 Z 3 lit. b sind von

der Staatsanwaltschaft auf Grund einer gerichtlichen

Bewilligung anzuordnen; bei Gefahr im Verzug ist die

Kriminalpolizei allerdings berechtigt, diese Durchsuchungen

vorläufig ohne Anordnung und Bewilligung vorzunehmen...

제120조

① 제117조 제2항 b에 따른 장소 또는 물건에 수색, 제117조 제3

항 b에 따른 사람에 대한 수색은 법원의 승인에 기초하여 검

사가 지시한다. 그러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

은 이러한 지시와 승인 없이 잠정적으로 수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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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압수·수색에 관하여 법원에 승인을 요청하는

주체도 검사이다.

한편 필자가 불민하여 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에서는 디지털 증거

의 수집에 관한 특별한 규율은 찾지 못하였다.

다. 북유럽 8개국

(1) 덴마크(Denmark)73)74)75)76)

73)

https://www.ejn-crimjust.europa.eu/ejnupload/InfoAbout/The_Danish_Prosecut

ion_Service.pdf

74) https://www.politi.dk/en/About_the_police/prosecution_service/

75) http://www.anklagemyndigheden.dk/Sider/Forside.aspx

76) Katalin Ligeti(ed.), 위의 책, 60쪽

사법법77)

§ 796 Afgørelse om ransagning vedrørende de i § 793, stk. 1,

nr. 2, nævnte genstande eller lokaliteter, som en mistænkt har

rådighed over, træffes af politiet.

Stk. 2. Afgørelse om ransagning i andre tilfælde træffes ved

rettens kendelse...

제796조 제793조(1) 1호, 2호에 기재된, 피의자가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수색은 경찰이 결정한다.

Stk. 2. 그 외의 경우의 수색은 법원의 명령에 의한다.

§ 806. Afgørelse om beslaglæggelse og om pålæg om edition

træffes efter politiets begæring...

Stk. 2. Afgørelsen træffes af retten ved kend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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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6조 압수와 제출 명령에 관한 결정은 경찰의 신청에 의해 이

루어진다.

2. 그 결정은 법원에 의한 명령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791 b. Aflæsning af ikke offentligt tilgængelige oplysninger i

et informationssystem ved hjælp af programmer eller andet

udstyr (dataaflæsning) kan foretages, såfremt

1) der er bestemte grunde til at antage, at

informationssystemet anvendes af en mistænkt i forbindelse

med planlagt eller begået kriminalitet som nævnt i nr. 3,

Stk. 3. Afgørelse om dataaflæsning træffes af retten ved

kendelse...

§ 791 b. Reading of non-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in an

information system by means of programs or other equipment

(data reading) may be carried out if

1) there are certain reasons to believe that the information

system is used by a suspect in connection with a planned

or committed crime as mentioned in no. 3,...

PCS. 3. Decision on data reading is made by the court by

order ...

§ 791 b. 프로그램 또는 다른 장비를 이용하여 일반공중이 이용

할 수 없는 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읽는 것(데이터 리딩)은 다

음의 경우에 수행될 수 있다.

1) 피의자가 3에 기재된 범죄의 계획 또는 실행과 관련하여 피의

자가 그 정보시스템을 사용한다고 믿을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

는 경우...

PCS. 3. 데이터 리딩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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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검찰과 경찰은 모두 법무부에 소속된 기관이고, 법무부

장관 산하에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함께 두고 법무부장관이 검찰

총장과 경찰청장을 모두 감독하는 등 상당히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

져 있다. 경찰은 경찰청장-지구경찰청장-경찰서의 3단계로 구성되

고, 검찰도 검찰총장-국가검사-지구경찰청장 및 지구경찰청 소속검

사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경찰지구에서의 기소는 해당 경찰

지구 소속 검사가 담당하고 수사는 해당 경찰지구 소속 경찰이 담

당한다. 경찰지구 소속 검사와 경찰은 원칙적으로 협력관계이나 검

사는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감독한다. 특히 구속, 압수·수색 등의 강

제수사는 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구경찰청장은 검사와

경찰관이라는 이중의 지위 및 해당 경찰지구의 경찰과 검찰의 수장

이라는 이중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일반 경찰업무에 있어서는 경

찰청장의 지휘를 받으나, 수사 및 기소에 있어서는 지역 국가검사의

지휘를 받는다.78) 한편, 덴마크에서도 검사의 수사 권한,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79)

한편, 덴마크에서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압수·수색은 법원

의 명령에 의해 실행된다. 다만, 압수·수색에 관하여 검사의 관여를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찾아보기 어려운바, 경찰이 직접 법원

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스웨덴(Sweden)

77) http://www.themis.dk/synopsis/docs/Lovsamling/Retsplejeloven.html

78) 신태훈, 앞의 논문, 57쪽

79) 신태훈, 앞의 논문, 58쪽

헌법80)

CHAPTER 10. ON SPECIAL COERC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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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2 ......It may be laid down in law that a public prosecutor

may be similarly empowered to order material to be impounded

within his or her jurisdiction.

제10장 특별한 강제수단

제2조 ......검사가 그의 관할 내에서 위와 유사하게 출판물의 압수

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할 수 있

다.

사법절차법81)

27 kap. Om beslag och hemliga tvångsmedel

4 § Den som med laga rätt griper eller anhåller en misstänkt

eller verkställer häktning, husrannsakan, kroppsvisitation

eller kroppsbesiktning får ta föremål som därvid påträffas i

beslag. Föremål, som i annat fall påträffas, får tas i beslag

efter beslut av undersökningsledaren eller åklagaren. Vid

fara i dröjsmål, får även utan sådant beslut åtgärden

vidtas av polisman, om det inte är fråga om en försändelse

som avses i 3 §. Verkställs beslag av någon annan än

undersökningsledaren eller åklagaren och har denne inte

beslutat beslaget, skall anmälan skyndsamt göras hos

honom, som omedelbart skall pröva om beslaget skall

bestå. Lag (1993:1408).

제27장. 압수와 비밀 강제수단에 관하여

제4조 : 합법적인 유치, 체포 또는 구속, 장소나 사람에 대한 수색

과정 또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물건은 압수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로 발견된 물건은 수사지휘자 또는 검사의 명령에 의해

압수할 수 있다.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은 제3조에 언급

된 통신의 경우 외에는 명령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수사지휘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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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도 검사의 수사 권한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

한이 인정된다.82)83) 한편,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지휘자, 검사,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실시될 수 있는바, 영장주의가 상당 수준 완화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스웨덴의 헌법에서는 검사의 명령에

의한 출판물의 압수 등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검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이 다수 발견된다.

한편 필자가 불민하여 스웨덴 사법절차법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에 관한 특별한 규율은 찾지 못하였다.

80) https://constituteproject.org/constitution/Sweden_2012?lang=en

81)

http://www.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

mling/rattegangsbalk-1942740_sfs-1942-740

82) 신태훈, 위의 논문, 59쪽

83) Katalin Ligeti(ed.), 위의 책, 745쪽

는 검사 이외의 사람이 명령 없이 압수한 경우, 수사지휘자 또는

검사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수사지휘자 또는 검사는 즉시 압수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8 Kap. Om husrannsakan samt kroppsvisitation och

kroppsbesiktning

4 § Förordnande om husrannsakan meddelas, utom i fall som

avses i tredje stycket, av undersökningsledaren, åklagaren

eller rätten...

제28장 가택 수색, 신체 수색, 신체 검사

제4조 가택 수색명령은 제3조를 제외하고는, 수사지휘자, 검사, 또

는 법원이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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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르웨이(Norway)

형사소송법84)

§ 197. Uten vedkommendes skriftlige samtykke kan ransaking

etter §§ 192, 194 og 195 bare foretas etter beslutning av retten.

Er det fare ved opphold, kan beslutningen treffes av

påtalemyndigheten....

제197조 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제192조, 제194조, 제

195조에 의한 수색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 지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가 할 수 있다.

§ 199 a. Ved ransaking av et datasystem kan politiet pålegge

enhver som har befatning med datasystemet å gi nødvendige

opplysninger for å gi tilgang til datasystemet eller å åpne det

ved bruk av biometrisk autentisering.

Dersom noen nekter å etterkomme et pålegg om biometrisk

autentisering som nevnt i første ledd, kan politiet gjennomføre

autentiseringen med tvang.

Beslutning om bruk av tvang etter annet ledd treffes av

påtalemyndigheten. Er det fare ved opphold, kan beslutning

treffes av politiet på stedet. Beslutningen skal straks meldes til

påtalemyndigheten.

§ 199 a. 컴퓨터 시스템을 수색할 때에는 경찰은 그 컴퓨터 시스

템과 관련된 자로 하여금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접근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또한, 생체인증을 통해 컴퓨

터 시스템을 열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단락에 기재된 생체인증을 위한 명령에 거부할 경우,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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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생체인증을 할 수 있다.

제2단락에 기재된 강제력 사용에 대한 결정은 검사가 한다. 지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이 현장에서 할 수 있다. 그 결정은

즉시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 205. Beslag av ting som besitteren ikke vil utlevere frivillig,

besluttes av påtalemyndigheten...

Dokumenter eller annet som besitteren ikke plikter å forklare

seg om uten etter særskilt pålegg fra retten, kan ikke

beslaglegges uten rettens kjennelse, hvis ikke slikt pålegg

allerede er gitt...

§ 205.

소지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기를 원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

는 검사가 결정한다...

소지자가 법원의 특별명령 없이는 설명할 의무가 없는 서류 기타

물건은 이미 그 명령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의 명령 없이

압수될 수 없다.

§ 206. Uten beslutning av påtalemyndigheten kan politimann ta

beslag når han setter i verk beslutning om ransaking eller

pågripelse, og ellers når det er fare ved opphold...

Beslaget skal straks meldes til påtalemyndigheten. Finner denne

at beslaget bør opprettholdes, utferdiger den en skriftlig

beslutning med slikt innhold som nevnt i § 205 første ledd

annet punktum.

§ 206. 검사의 결정이 없더라도 경찰은 수색, 체포 등에 대한 결

정을 이행할 때, 그리고 지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압수를 할 수

있다....

그 압수는 검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검사는 압수가 유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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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검찰은 덴마크 검찰과 매우 유사한 시스템으로 검찰총

장-검사-경찰 소속 검사의 3단계 구조이고, 최하위 지역(local) 레벨

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통합되어 있어 경찰서장이 검사의 지위를 겸

유하고, 경찰에 소속된 검사가 수사를 주도하며, 검찰총장과 검사가

경찰서 소속 검사를 지휘한다. 한편, 노르웨이에서도 검사의 수사

권한,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된

다.85)

노르웨이에서 압수는 검사의 명령에 의해 실행될 있으나, 수색은

법원이 통제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사법경찰은 검사의 통제 하에 압

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르웨이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을 수색할 때 그 컴퓨터 시스

템과 관련된 자로 하여금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접근에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또한, 생체인증을 통해 컴퓨터 시

스템을 열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생체인증을

위한 명령에 거부할 경우 강제로 생체인증을 할 수 있고, 그 강제력

사용에 대한 결정은 검사가 하는바, 수사의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이

해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매우 강력한 형태의 기본권 침해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핀란드(Finland)

84) https://lovdata.no/dokument/NL/lov/1981-05-22-25

85) 신태훈, 위의 논문, 60쪽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05조 제1단락 제2문장에 기재된 내용이

포함된 서면 결정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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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법86)

Chapter 8 Section 15

(1) An official with the power of arrest decides on a general

search of a domicile. The court decides on a special search

of a domicile and on the appointment of a search

representative.

제8장 제15조

(1) 체포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일반 주거지 수색에 대하여 결정한

다. 법원은 특수 주거지 수색 및 수색 대표자의 임명에 대해

결정한다.

Chapter 8 Section 7

An official with the power of arrest decides on confiscation or

on copying of a document. The court may decide on this when

considering the charges.

제8장 제7조

체포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서류의 압수 또는 복사에 대하여 결정

한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토할 때 결정할 수 있다.

Chapter 8 Section 20

(1) A search of data contained in a device refers to a search

that is directed at the data that is contained at the time of

the search in a computer, a terminal end device or in

another corresponding technical device or information

system.

제8장 제20조

(1)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 수색은 수색 당시 컴퓨터, 터미널, 기타

그에 상응하는 장치, 또는 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목적으

로 하는 수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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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서는 경찰이 피의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일반적인

수사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 반면에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87)

압수·수색의 경우, 체포의 권한이 있는 공무원, 즉 수사기관이 결정

하는바, 핀란드의 경우 경찰이 독자적인 압수·수색 권한을 갖고 있고,

법원이나 검사의 관여는 최소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보시스템을 점유하거나 유지하는 사람은 수사관의 요구에

따라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색하는데 필요한 패스워드나

기타 정보를 수사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바, 판사나 검사의 명령이 아

니라 수사관의 요구에 따라 패스워드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지

나치게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5) 아이슬란드(Iceland)

86) http://www.finlex.fi/fi/laki/kaannokset/2011/en20110806.pdf

87) 신태훈, 위의 논문, 61쪽

Section 23

(1) A person possessing or maintaining an information system

or other person is required to provide to a criminal

investigation authority at its request the passwords and

other corresponding information necessary to conduct the

search of data contained in a device....

제23조

(1) 정보시스템을 점유하거나 유지하는 사람은 수사관의 요구에

따라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색하는데 필요한 패

스워드나 기타 정보를 수사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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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검찰시스템은 덴마크의 검찰시스템과 매우 유사한 구조

로서 검사의 수사 권한,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모두 인정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89)

88)

https://www.government.is/lisalib/getfile.aspx?itemid=bc7cb7af-0572-11ea-945

0-005056bc4d74

89) 신태훈, 위의 논문, 63쪽

형사소송법88)

Article 75

Decisions on searches under Article74 shall be taken by means

a court order unless the unequivocal consent of the owner or

the person in charge of item has been given..

제75조

제74조에 따른 수색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야 한다...

Article 69

The police may seize items without a court order. If items are

in the keeping of a person other than the accused, and there is

no danger that they will be destroyed or disposed of, seizure

shall be decided by a court order unless the unequivocal

consent of the owner or keeper has been given.

제69조

경찰은 법원의 명령 없이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물건이 피의자

외에 사람의 보관 하에 있고, 파괴되거나 처분될 위험이 없는 경

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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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와 수색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압

수·수색에 관여하는지 여부는 법문상 불분명하다. 다만, 검사가 사법

경찰을 지휘하는 관계이기는 하나 압수·수색영장의 청구에 관여한다

는 규정은 찾을 수 없고, 기본적인 수사주체는 경찰이므로 경찰이 직

접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필자가 불민하여 아이슬란드 형사소송법에서는 디지털 증거

의 수집에 관한 특별한 규율은 찾지 못하였다.

(6) 라트비아(Latvia)

형사소송법90)

Section 180. Decision on a Search

(1) A search shall be conducted with a decision of an

investigating judge or a court decision. An investigating

judge shall take a decision based on a proposal of a person

directing the proceedings and materials appended thereto.

(3) In emergency cases where, due to a delay, sought objects

or documents may be destroyed, hidden, or damaged, or a

person being sought may escape, a search shall be

performed with a decision of the person directing the

proceedings. If a decision is taken by an investigator then

a search shall be performed with the consent of a public

prosecutor.

제180조 수색에 대한 결정

(1) 수색은 수사판사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실시된다. 수사판

사는 수사절차를 지휘하는 사람의 의견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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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찾는 물건이나 서류가 망실되거나, 은닉되거나, 손상되거나,

찾는 사람이 탈출하는 등 지체의 우려로 인해 긴급한 경우,

수색은 수사절차를 지휘하는 사람의 결정에 의해 실시될 수

있다. 수사관이 그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수색은 검사의 동의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Section 187. Decision on Seizure

(1) A seizure shall be conducted with the decision of the

person directing the proceedings.

제187조 압수에 대한 결정

(1) 압수는 수사절차를 지휘하는 사람의 결정에 따라 실시한다.

Section 188. Seizure Procedures

(4) If a person refuses to issue an object to be seized, or if

the object or document to be seized cannot be found in the

indicated location and there are grounds to believe that

such object or document is located elsewhere, a decision on

conducting of a search may be take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laid down in Section 180 of this Law, and

the search may be conducted in order to find such object

or document.

제188조 압수 절차

(4) 물건의 압수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지정된 곳에서 압수될 물

건이나 서류가 발견되지 않고 그 물건이나 서류가 다른 곳에

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 법 제180조에 따른 수

색의 실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물건과 서류를 찾기

위한 수색이 실시된다.

Section 191. Storage of Data located in an Electronic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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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person directing the proceedings may assign, with a

decision thereof, the owner, possessor or keeper of an

electronic information system (that is, a natural or legal

person who processes, stores or transmits data via

electronic information systems, including a merchant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to immediately ensure the

storage, in an unchanged state, of the totality of the

specific data (the retention of which is not specified by

law) necessary for the needs of criminal proceedings that

is located in the possession thereof, and the inaccessibility

of such data to other users of the system.

제191조. 전자정보시스템에 있는 데이터 스토리지

(1) 수사절차를 지휘하는 사람은 결정으로 전자정보시스템의 소유

자, 소지자, 보관자(즉, 전기통신시스템 업자를 포함하여 전자

정보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거나 전송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로 하여금 형사절차에 필요한 특정한 데이

터(어떤 데이터의 보유인지는 법률로 구체화되지는 않는다.)

스토리지를 변경되지 않는 상태로 총체성을 확보하고, 시스템

의 다른 사용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Section 192. Disclosure and Issue of Data Stored in an

Electronic Information System

(1) During the pre-trial criminal proceedings an investigator

with the consent of a public prosecutor or a data subject

and a public prosecutor with the consent of a

higher-ranking prosecutor or a data subject may request,

that the merchant of an electronic information system

disclose and issue the data to be stored in th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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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에서도 검사의 수사 권한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인정된다.91)

압수·수색에 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각 규정에 의하면, 압수와

수색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압수와 수

색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는 법문상 불분명하나, 위와 같이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인정되는 점, 긴급한 경우의 사법

경찰의 수색에 대하여 검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법원에 청구를 누가 하든 검사의 지휘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

단된다.

라트비아 형사소송법도 전기통신시스템 업자로 하여금 정보시스

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공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7) 에스토니아(Estonia)

90) http://www.legislationline.org/documents/section/criminal-codes/country/19

91) 신태훈, 위의 논문, 69쪽

형사소송법92)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laid down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Law

Section 192. 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의 공개 및 제공

(1) 수사를 하는 동안, 수사관은 검사 또는 데이터 주체의 동의를

얻어, 검사는 고위급 검사 또는 데이터 주체의 동의를 얻어

전기통신시스템 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법에 따른 절차에 따

라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제출하도록 요

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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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2) A search shall be conducted at the request of a

Prosecutor's Office on the basis of an order of a

preliminary investigation judge or on the basis of a court

ruling...

(2-1) A search may be conducted on the basis of an order of

a Prosecutor's Office, except for searches of a notary's

office or advocate's law office or at the persons processing

information for journalistic purposes, if there is reason to

believe that:

1) the suspect used or uses the site or vehicle to be searched

at the time of commission of a criminal act or during the

pre-trial proceedings, or

2) a criminal offence was committed at the site or in the

vehicle, or it was used in the preparation for or committing

of a criminal offence.

(3) In cases of urgency, a search may be conducted on the

basis of an order of an investigative body without the

permission of a court, but in such case the Prosecutor's

Office shall notify a preliminary investigation judge of the

search or the Prosecutor's Office in the case specified in

subsection (2-1) of this section within 24 hours, and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judge or the Prosecutor's Office

shall decide on the admissibility of the search.

제91조

(2) 수색은 검찰의 청구에 의한 수사판사의 명령 또는 법원의 결

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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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증인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언론보도를 위한 정보를 처

리하는 사람에 대한 수색을 제외하고, 1)피의자가 범행 당시

또는 수사절차가 이루어지는 동안 수색될 장소나 차량을 사용

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 또는 2) 그 장소나 차량에서

범죄가 행해졌거나 그 장소나 차량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는 수색은 검찰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3) 긴급한 경우 수색은 법원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명령에 의

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24시간 내에 검찰은 수

사판사에게 수색에 대해 알려야 하고, (2-1)에 규정된 경우에

는 검찰에 알려야 하며, 수사판사 또는 검사가 수색의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 142.

(2) Property is seized at the request of a Prosecutor's Office

and on the basis of an order of a preliminary investigation

judge or on the basis of a court ruling.

(3) In cases of urgency, property, except property which is the

object of money laundering, may be seized without the

permission of a preliminary investigation judge.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judge shall be notified of the

seizure of the property within 24 hours after the seizure

and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judge shall immediately

decide whether to grant or refuse permission. If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judge refuses to grant permission,

the property shall be released from seizure immediately.

제142조

(2) 물건은 검찰의 청구에 의한 수사판사의 명령 또는 법원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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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에서도 검사의 수사 권한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인정된다.93)

압수·수색에 대하여 보건대, 압수와 수색 모두 검사의 청구에 의

한 수사판사의 명령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실시되는바, 우리나라

와 유사한 입법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정한

경우 검사의 명령에 의한 수색이나 압수가 가능한 것이 특색이다.

한편 필자가 불민하여 에스토니아 형사소송법에서는 디지털 증거

의 수집에 관한 특별한 규율은 찾지 못하였다.

(8) 리투아니아(Lithuania)

92) https://www.riigiteataja.ee/en/eli/530102013093/consolide

93) 신태훈, 위의 논문, 71쪽

정에 따라 압수된다.

(3) 긴급한 경우, 자금세탁의 목적이 된 자산을 제외한 물건은 수

사판사의 허가 없이 압수될 수 있다. 압수 후 24시간 내에 수

사판사에게 압수 사실을 알려야 하고, 수사판사가 허가 여부

를 결정한다. 수사판사가 허가하지 않는 경우 즉시 그 물건은

압수에서 해제된다.

형사소송법94)

145 straipsnis. Krata

1. Kai yra pagrindas manyti, kad kokioje nors patalpoje ar

kitokioje vietoje yra nusikalstamos veikos įrankių,

nusikalstamu būdu gautų ar įgytų daiktų bei vertybių, taip

pat daiktų ar dokumentų, galinčių turėti reikšmė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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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sikalstamai veikai tirti, arba kad koks nors asmuo jų turi,

ikiteisminio tyrimo pareigūnas ar prokuroras jiems surasti ir

paimti gali daryti kratą.

3. Krata daroma motyvuota ikiteisminio tyrimo teisėjo

nutartimi. Nutartyje turi būti nurodyta, kokių iš šio

straipsnio 1 ir 2 dalyse nurodytų objektų bus ieškoma.

제145조 수색

① 어떤 장소에 범죄의 수사와 관련될 수 있는 대상 또는 서류,

범행 도구, 범죄로 취득한 물건 또는 수익이 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 또는 검사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② 수색은 수사판사의 결정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그 명령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대상 중 어떤 것이 수색의 대상이

되는지 특정하여야 한다.

154 straipsnis. Elektroninių ryšių tinklais perduodamos

informacijos kontrolė, jos fiksavimas ir kaupimas

1. Kai pagal prokuroro prašymą yra priimta ikiteisminio tyrimo

teisėjo nutartis, ikiteisminio tyrimo pareigūnas gali klausytis

asmenų pokalbių, perduodamų elektroninių ryšių tinklais,

daryti jų įrašus, ...

제154조 전기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정보의 통제,

기록, 저장

① ... 한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해 수사판사가 명령한 경우, 수사

관은 전기통신 네트워크에 의해 전송되는 정보를 감청, 기록,

통제, 저장할 수 있다.

170 straipsnis. Prokuroro įgaliojimai atliekant ikiteisminį

tyrim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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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헌법 제118조는 ‘검사는 수사를 조직하고 지휘하며, 형

사사건에서 국가를 대신하여 공소를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

에 검사의 수사 권한과 수사지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95)

그리고 위와 같은 각 규정에 의하면, 압수·수색은 판사의 결정에 의

해 실시하여야 하고, 오직 검사만 판사에게 그 결정을 청구할 수 있

다.

94)

https://e-seimas.lrs.lt/portal/legalAct/lt/TAD/TAIS.163482/asr?positionInSearc

hResults=3&searchModelUUID=cea529f2-07f5-4857-9120-7e7aab96b2ca

95) https://www.lrkt.lt/en/about-the-court/legal-information/the-constitution/192,

Article 118 A pre-trial investigation shall be organised and directed, and

charges on behalf of the State in criminal cases shall be upheld, by

prosecutors.

1. Prokuroras turi teisę pats atlikti visą ikiteisminį tyrimą ar

atskirus ikiteisminio tyrimo veiksmus.

3. Prokuroras duoda ikiteisminio tyrimo pareigūnams privalomus

nurodymus, panaikina neteisėtus ar nepagrįstus jų

nutarimus,...

7. Tik prokuroras gali kreiptis į ikiteisminio tyrimo teisėją dėl

šio teisėjo kompetencijai priskirtų veiksmų atlikimo...

제170조 수사절차에서의 검사의 권한

① 검사는 수사의 전체 또는 수사의 개별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③ 검사는 수사관에게 구속력있는 지휘를 발할 수 있고, 수사관의

위법하거나 근거없는 결정을 취소한다....

⑦ 오직 검사만이 판사의 권한 내에 있는 행위 수행을 수사판사

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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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필자가 불민하여 리투아니아 형사소송법에서는 디지털 증거

의 수집에 관한 특별한 규율은 찾지 못하였다.

라. 남유럽 5개국

(1) 이탈리아(Italy)

형사소송법96)

Art. 247 — Casi e forme delle perquisizioni

1. Quando vi è fondato motivo di ritenere che taluno occulti

sulla persona il corpo del reato o cose pertinenti al reato

[253], è disposta perquisizione personale [249]. Quando vi è

fondato motivo di ritenere che tali cose si trovino in un

determinato luogo ovvero che in esso possa eseguirsi

l'arresto dell'imputato o dell'evaso [385c.p.], è disposta

perquisizione locale [250](1).

1-bis. Quando vi è fondato motivo di ritenere che dati,

informazioni, programmi informatici o tracce comunque

pertinenti al reato si trovino in un sistema informatico o

telematico, ancorché protetto da misure di sicurezza, ne è

disposta la perquisizione, adottando misure tecniche dirette ad

assicurare la conservazione dei dati originali e ad impedirne

l’alterazione.

2. La perquisizione è disposta con decreto motivato [343 2, 365,

352].

3. L'autorità giudiziaria può procedere personalmente ovvero

disporre che l'atto sia compiuto da ufficiali di poliz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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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udiziaria delegati con lo stesso decreto(2).

제247조 — 수색의 사례 및 형태

1. 누군가 죄체 또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을 숨기고 있다고 믿을만

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신체 수색을 명할 수 있다. 그런

물건이 특정한 장소에 있다거나 피의자나 도망한 자가 있을 것

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장소 수색을 명할

수 있다.

1-bis. 보안장치로 보호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와 관련된 데이

터, 정보, 컴퓨터 프로그램, 흔적이 IT 또는 텔레마틱 시스템에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원본 데이터를 보존

하고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활용하여 수색을

할 수 있다.

2. 수색은 이유를 명시한 명령에 의해 실행된다.

3. 사법관은 스스로 수색을 할 수도 있고, 제2항의 명령에 의해

위임을 받은 사법경찰에 의해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

다.

Art. 253 — Oggetto e formalità del sequestro

1. L'autorità giudiziaria dispone con decreto motivato [103, 354]

il sequestro del corpo del reato e delle cose pertinenti al

reato necessarie per l'accertamento dei fatti [187].

3. Al sequestro procede personalmente l'autorità giudiziaria

ovvero un ufficiale di polizia giudiziaria [57] delegato con lo

stesso decreto(1).

제253조

1. 사법관은 이유를 명시한 명령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죄체와 범죄와 관련된 물건을 압수하도록 조치한다.

2. 사법관은 스스로 압수를 하거나 제1항의 명령에 의해 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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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도 검사의 수사 권한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탈리아 검사는 사법관으로서 판사의 특

별한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또는 사법경찰을 통해 압수와

수색을 할 수 있다.97)98) 즉, 이탈리아의 검사는 OECD 회원국 중 가

장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6) http://www.brocardi.it/codice-di-procedura-penale/

97) Katalin Ligeti(ed.), 위의 책, 369쪽 ~ 373쪽

98) 신태훈, 위의 논문, 73쪽

받은 사법경찰에 의해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254 bis

1. L’autorità giudiziaria, quando dispone il sequestro, presso i

fornitori di servizi informatici, telematici o di

telecomunicazioni, dei dati da questi detenuti, compresi quelli

di traffico o di ubicazione, può stabilire, per esigenze legate

alla regolare fornitura dei medesimi servizi, che la loro

acquisizione avvenga mediante copia di essi su adeguato

supporto, con una procedura che assicuri la conformità dei

dati acquisiti a quelli originali e la loro immodificabilità. In

questo caso è, comunque, ordinato al fornitore dei servizi di

conservare e proteggere adeguatamente i dati originali.

1. 사법관이 IT 또는 텔레마틱, 또는 통신시스템 제공자로부터 그

들이 보유하는 교통, 위치 데이터를 포함하여 정보 압수를 명

령하는 경우, 획득된 데이터가 원본과 일치하고 변경이 불가능

하도록 하는 절차를 통해 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

다. 이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원본 데이터를 적절하게 유지하

고 보호하도록 명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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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형사소송법도 IT, 텔레마틱, 통신시스템 제공자로부터

교통, 위치 데이터 등 정보를 압수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다.

(2) 스페인(Spain)

형사소송법99)

Artículo 546.

El Juez o Tribunal que conociere de la causa podrá decretar la

entrada y registro, de día o de noche, en todos los edificios y

lugares públicos, sea cualquiera el territorio en que radiquen,

cuando hubiere indicios de encontrarse allí el procesado o

efectos o instrumentos del delito, o libros, papeles u otros

objetos que puedan servir para su descubrimiento y

comprobación.

제546조

사건에 대하여 청취한 판사 또는 법원은 그곳에 범죄의 피의자,

소지품, 도구, 또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서적, 서류, 기타 물건

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가 있는 경우 그것이 어디에 있든

건물, 공공장소에 대한 출입과 수색을 명령할 수 있다.

Artículo 588 septies a. Presupuestos.

1. El juez competente podrá autorizar la utilización de datos de

identificación y códigos, así como la instalación de un

software, que permitan, de forma remota y telemática, el

examen a distancia y sin conocimiento de su titular o

usuario del contenido de un ordenador, dispositivo

electrónico, sistema informático, instrumento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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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는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은 당연히

인정된다.100) 검사의 수사 권한에 대하여 보건대, 스페인에는 아직

수사판사 제도가 남아 있어 수사판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하여 수사

를 주도하고는 있으나, '마약범죄 검찰청', '부패 및 조직범죄 검찰

청' 등 특수검찰청은 검사의 수사 권한이 인정되고, 통상의 검찰청

도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식 사건(법정형 9년 이하)에 대

한 수사 권한이 인정되므로 검사의 수사 권한도 인정된다고 해석함

이 상당하다.101)

99)

http://www.boe.es/buscar/act.php?id=BOE-A-1882-6036&p=20151006&tn=1#a9

6

100) Katalin Ligeti(ed.), 위의 책, 714쪽

101) 신태훈, 위의 논문, 74쪽

almacenamiento masivo de datos informáticos o base de

datos, siempre que persiga la investigación de alguno de los

siguientes delitos:

a) Delitos cometidos en el seno de organizaciones

criminales.

b) Delitos de terrorismo....

제588septiesa조 전제

1. 권한있는 판사는 a) 범죄조직 내에서 발생한 범죄, 테러범죄...

중의 어느 하나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원격으로 그리고

전기통신 방식으로 소유자 또는 사용자 모르게 컴퓨터, 전자장

치,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대용량 저장장치에 들어있는 내용을 살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의 설치뿐만 아니라, 사용자식별 자료 또는 코드의 사용을 허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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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도 수사판사가 주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디지털 증거

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이에 관한 매우 방대한 규

정이 삽입되어 있는바, 이 논문에서는 대표적으로 판사가 원격으로

사용자 모르게 사용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내용을 살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설치까지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만 번역하였다. 이 규

정은 비록 조직범죄, 테러범죄 등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

나 다른 국가의 형사소송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강력한 규

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포르투갈(Portugal)

형사소송법102)

Artigo 174.º Pressupostos

1. Quando houver indícios de que alguém oculta na sua

pessoa quaisquer animais, coisas ou objetos relacionados

com um crime ou que possam servir de prova, é ordenada

revista.

3. As revistas e as buscas são autorizadas ou ordenadas por

despacho pela autoridade judiciária competente, devendo

esta, sempre que possível, presidir à diligência.

5. Ressalvam-se das exigências contidas no n.º 3 as revistas

e as buscas efectuadas por órgão de polícia criminal nos

casos:

a) De terrorismo, criminalidade violenta ou altamente

organizada, quando haja fundados indícios da prática

iminente de crime que ponha em grave risco a vida ou a

integridade de qualquer pessoa;



- 76 -

b) Em que os visados consintam, desde que o consentimento

prestado fique, por qualquer forma, documentado; ou

c) Aquando de detenção em flagrante por crime a que

corresponda pena de prisão.

6. Nos casos referidos na alínea a) do número anterior, a

realização da diligência é, sob pena de nulidade,

imediatamente comunicada ao juiz de instrução e por este

apreciada em ordem à sua validação.

제174조

① 누구든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동물, 물건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수색이 명령된다.

② 수색은 권한있는 사법기관의 명령에 의해 승인되고 명령되며,

사법기관은 가능한 언제든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⑤ 사법경찰에 의한 수색은 아래의 경우에 제3항에 따라 실행된

다.

a) 테러, 폭력범죄 또는 조직범죄 중, 사람의 생명이나 완전성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는 범죄의 실행이 임박하였다는 구체적

인 근거에 기한 증거가 있는 경우

b) 피의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c) 징역형이 가해지는 범죄의 실행중 체포된 경우,

⑥ 제5항 a)의 경우에는 수사판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수

사판사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유효

여부를 결정한다.

Artigo 178.º

1. São apreendidos os instrumentos, produtos ou vantagens

relacionados com a prática de um facto ilícito típico, e bem

assim todos os animais, as coisas e os objetos que tiver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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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o deixados pelo agente no local do crime ou quaisquer

outros suscetíveis de servir a prova.

3. As apreensões são autorizadas, ordenadas ou validadas por

despacho da autoridade judiciária.

6. As apreensões efectuadas por órgão de polícia criminal são

sujeitas a validação pela autoridade judiciária, no prazo

máximo de setenta e duas horas.

제178조

① 범죄장소에 범인이 남긴 동물, 물건 또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

는 물건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실행과 관련된 도구, 제품, 수

익은 압수된다.

③ 압수는 권한있는 사법기관의 명령에 의해 승인되고 명령되거

나 유효화된다.

⑥ 사법경찰관이 행한 압수는 최대 72시간 내에 사법기관에 의한

유효화 여부의 대상이 된다.

Artigo 194.º

1. À exceção do termo de identidade e residência, as medidas

de coação e de garantia patrimonial são aplicadas por

despacho do juiz, durante o inquérito a requerimento do

Ministério Público e depois do inquérito mesmo

oficiosamente, ouvido o Ministério Público, sob pena de

nulidade.

제194조

① ...의 예외를 제외하고, 강제처분은 판사의 명령에 의해 실행되

어야 하고, 예비수사 중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의 명령

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며, 예비수사가 종료된 후에는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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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에서도 검사의 수사 권한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모두 인정된다.103)104)

압수·수색의 경우, 위와 같은 각 규정의 해석상 판사의 명령에 따

라 실행되어야 하고, 우리나라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의 수사에 해

당하는 예비수사 중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판사의 명령에 의해

실행된다.

한편 필자가 불민하여 포르투갈 형사소송법에서는 디지털 증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찾지 못하였다.

(4) 그리스(Greece)

102) 원문 :

http://www.pgdlisboa.pt/leis/lei_mostra_articulado.php?nid=199&tabela=leis

103) Katalin Ligeti(ed.), 위의 책, 545쪽

104) 신태훈, 위의 논문, 77쪽

헌법105)

ARTICLE 14 ③ The seizure of newspapers and other

publications before or after circulation is prohibited. Seizure by

order of the public prosecutor shall be allowed exceptionally

after circulation and in case of:

a. an offence against the Christian or any other known

religion,

b. an insult against the person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제14조 ③ 출판 전후 신문이나 다른 출판물의 압수는 금지된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



- 79 -

검사의 명령에 의한 압수는 다음의 경우에 출판 후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a. 기독교 또는 기타 알려진 종교에 대한 범죄

b. 공화국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형사소송법106)

Άρθρο 256 - Διατυπώσεις και τρόπος διεξαγωγής έρευνας σε 

κατοικία. Νυχτερινή έρευνα σε κατοικία

2. Αν την έρευνα την ενεργεί ανακριτικός υπάλληλος μη 

έχων την ιδιότητα δικαστικού λειτουργού, απαιτείται η 

παρουσία δικαστικού λειτουργού.

4. Στις έρευνες των κατοικιών πρέπει να αποφεύγεται με 

επιμέλεια κάθε περιττή δημοσιότητα και κάθε ενόχληση 

των ενοίκων που δεν είναι απόλυτα αναγκαία...

5. Η νυχτερινή έρευνα σε κατοικία επιτρέπεται στις παρακάτω 

περιπτώσεις και μόνο στον εισαγγελέα, στον ανακριτή,

στους ειρηνοδίκες ή στους πταισματοδίκες:

α) αν πρόκειται να συλληφθεί πρόσωπο που διώκεται 

νόμιμα,...

제256조 주거지 수색의 형식 및 방법. 주거지 야간 수색

② 사법관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수사관이 수사를 행할 경우, 사

법관의 현존이 요구된다.

④ 주거지 수색의 경우,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한, 불

필요한 공개, 주민에 대한 괴롭힘은 조심스럽게 피해야 한다...

⑤ 주거지에서의 야간수색은 아래의 경우에 그리고 검사, 수사관,

치안법원 판사, 또는 예심판사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만 허용

된다.

(a) 적법하게 추적되던 사람이 체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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Άρθρο 265 - Κατάσχεση ψηφιακών δεδομένων

1. Η κατάσχεση ψηφιακών δεδομένων μπορεί να επιβληθεί:

α) Σε ένα σύστημα υπολογιστή στο σύνολό του ή σε μέρος 

αυτού και στα δεδομένα υπολογιστή που είναι 

αποθηκευμένα σε αυτόν, στα οποία έχει φυσική πρόσβαση 

εκείνος που διενεργεί την ανάκριση,

β) σε ένα μέσο αποθήκευσης δεδομένων υπολογιστή στο 

οποίο υπάρχουν αποθηκευμένα δεδομένα υπολογιστή και 

έχει φυσική πρόσβαση εκείνος που διενεργεί την 

ανάκριση,

γ) σε ένα απομακρυσμένο σύστημα υπολογιστή στο σύνολό του 

ή σε μέρος αυτού και στα δεδομένα υπολογιστή που είναι 

αποθηκευμένα σε αυτόν ή σε ένα απομακρυσμένο μέσο 

αποθήκευσης δεδομένων υπολογιστή και στα δεδομένα 

υπολογιστή που είναι αποθηκευμένα σε αυτό, τα οποία 

είναι διασυνδεδεμένα στο σύστημα υπολογιστή στο οποίο 

έχει φυσική πρόσβαση εκείνος που διενεργεί την 

ανάκριση...

제265조 - 디지털 데이터 압수

① 디지털 데이터의 압수는 (a) 수사관이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 전체 또는 일부, 그곳에 저장된 컴퓨터 데

이터, (b) 컴퓨터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 수사관이 물리적으

로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데이터 스토리지 전체 또는 일부,

(c) 원격 컴퓨터 시스템 전체 또는 일부, 그곳에 저장되어 있

는 컴퓨터 데이터, 또는 원격 컴퓨터 데이터 스토리지 매체와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데이터로서, 수사를 하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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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에서도 검사의 수사 권한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

한이 모두 인정된다.107) 한편, 그리스의 헌법에서는 검사의 명령에

의한 출판물의 압수 규정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 권한과 수사지휘 권한이 있는 검사의 명

령에 의해 사법경찰이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판사의 사전 통제

또는 사후 통제에 대하여 규율하는 규정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2017

년 유럽인권재판소가 그리스 검사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이 사무

실을 수색하여 컴퓨터 등을 압수한 사건에서 그에 대한 사법부의

적절한 사전 통제가 없었던 점을 들어 유럽인권협약 위반이라고 판

시하였고, 위 사건의 결정문에 그리스에서는 사법부의 사전 통제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한 것

으로 판단된다.108)

한편, 그리스 형사소송법은 디지털 데이터의 압수에 대해서 상세

히 규정하고 있고, 컴퓨터 시스템이나 그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뿐만 아니라 수사관이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원격 컴퓨터 시스템 전체 또는 일부 등에 대한 압수

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압수의 대상이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판

단된다.

(5) 슬로베니아(Slovenia)

105) https://www.constituteproject.org/constitution/Greece_2008?lang=en

106) 원문 :

https://www.lawspot.gr/nomikes-plirofories/nomothesia/nomos-4620-2019

107) 신태훈, 위의 논문, 78쪽

108) https://hudoc.echr.coe.int/eng?i=001-171973

것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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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109)

215. člen

(1) Preiskavo na obrazložen pisni predlog upravičenega tožilca

odredi preiskovalni sodnik z obrazloženo pisno odredbo....

제215조

① 수색은 권한있는 검사의 서면청구에 의해 수사판사의 서면 명

령에 의해 실시된다.

219.a člen

(2) Preiskava se opravi na podlagi vnaprejšnje pisne privolitve

imetnika ter policiji znanih in dosegljivih uporabnikov

elektronske naprave, ki na njej utemeljeno pričakujejo

zasebnost (uporabnik), ali na podlagi obrazložene pisne

odredbe sodišča, izdane na predlog državnega tožilca..

(6) Imetnik oziroma uporabnik elektronske naprave mora

omogočiti dostop do naprave, predložiti šifrirne ključe

oziroma šifrirna gesla in pojasnila o uporabi naprave, ki so

potrebna, da se doseže namen preiskave. Če noče tako

ravnati, se sme kaznovati oziroma zapreti po določbi

drugega odstavka 220. člena tega zakona, razen če gre za

osumljenca, obdolženca, osebo, ki ne sme biti zaslišana kot

priča (235. člen), ali osebo, ki se lahko odreče pričevanju

(236. člen).

제219a조

② 전자 장치 또는 전자데이터 매체(전자장치)는 소지자의 사전

서면 동의..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발부된 법원의 서명 명

령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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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전자장치의 소지자 또는 이용자는 그가 피의자, 피고인, 증인

으로 신문되지 않을 자(제235조), 증언을 면제받은 자(제236

조)가 아니면,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장치

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공해야 하고, 그 장치에 대한 암호화된

키 또는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거

부할 경우, 이 법 제220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처벌되거

나 구금된다.

220. člen

(2) Kdor ima take predmete, jih mora na zahtevo policije,

državnega tožilca ali sodišča izročiti. V zahtevi morajo biti

predmeti določno ali določljivo opredeljeni. Če noče izročiti

predmetov niti na zahtevo sodišča, se sme kaznovati z

denarno kaznijo, določeno v prvem odstavku 78. člena tega

zakona, če tega še vedno noče storiti, pa se sme zapreti.

Zapor traja do izročitve predmetov ali do konca kazenskega

postopka, vendar največ deset dni. Ne sme se kaznovati ali

zapreti oseba, ki ima položaj osumljenca, obdolženca, oseba,

ki v postopku ne sme biti zaslišana kot priča (235. člen),

ali oseba, ki se v postopku lahko odreče pričevanju (236.

člen).

(4) Policisti smejo zaseči predmete, omenjene v prvem

odstavku tega člena, kadar postopajo po 148. in 164. členu

tega zakona ali kadar izvršujejo nalog sodišča.

제220조

② 압수 대상물의 보관자는 경찰, 검사, 법원의 요구에 따라 이를

제출해야 한다. 그 요청에는 대상이 명확하고 특정가능하도록

정의되어야 한다. 법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압수 대상물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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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에서는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은 인정

된다.110) 검사의 수사 권한에 대하여 보건대, 사법경찰 등 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 권한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수사는

수사판사와 사법경찰의 직무이고, 검사는 수사판사에 대한 수사청구

권만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111)

한편, 수색은 검사의 청구에 따른 수사판사의 서면명령에 따라 실

시되고, 전자장치에 대한 압수와 수색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인 물

건에 대한 압수의 경우 대상자에게 경찰, 검사, 법원의 요구에 따른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또는 10일을

넘지 않은 구금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의자, 피고인, 증인으로 신

문되지 않을 자, 증언을 면제받은 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경찰관은 법

원의 명령에 따라 압수를 할 수 있다.

109) http://www.pisrs.si/Pis.web/pregledPredpisa?id=ZAKO362

110) Katalin Ligeti(ed.), 위의 책, 655쪽

111) 신태훈, 위의 논문, 80쪽

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자는 이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벌금

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벌금형을 받고도 거부하는 경우 구금

될 수 있다. 이러한 구금은 압수 대상물이 제출될 때까지 또는

형사절차의 종료시까지 계속되나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가

피의자, 피고인, 증인으로 신문되지 않을 자(제235조), 증언을

면제받은 자(제236조)의 지위를 갖는 경우 처벌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④ 경찰은 제148조와 제164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법원의 명령을 집행하는 경우, 제1항에 규정된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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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형사소송법도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장치의 소지자 또는 이용자는 그가 피

의자, 피고인, 증인으로 신문되지 않을 자, 증언을 면제받은 자가 아

니면,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장치에 대한 암호

화키 또는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를

거부할 경우 벌금형 또는 10일을 넘지 않은 구금형으로 처벌한다.

암호화키 등을 제공해야 하는 대상자에서 피의자 등을 제외하고 있

는 점, 그에 대한 처벌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

히 합리성이 있는 입법으로 생각된다.

마. 동유럽 4개국

(1) 폴란드(Poland)

형사소송법112)

Art. 217. [Zatrzymanie rzeczy, wezwanie do wydania,

odebranie, zatwierdzenie]

§ 1. Rzeczy mogące stanowić dowód w sprawie lub podlegające

zajęciu w celu zabezpieczenia kar majątkowych, środków

karnych o charakterze majątkowym, przepadku, środków

kompensacyjnych albo roszczeń o naprawienie szkody

należy wydać na żądanie sądu lub prokuratora, a w

wypadkach niecierpiących zwłoki - także na żądanie Policji

lub innego uprawnionego organu.

§ 4. Jeżeli wydania żąda Policja albo inny uprawniony organ

działający we własnym zakresie, osoba, która rzecz wyda,

ma prawo niezwłocznie złożyć wniosek o sporządzeni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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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ęczenie jej postanowienia sądu lub prokuratora o

zatwierdzeniu zatrzymania, o czym należy ją pouczyć.

Doręczenie powinno nastąpić w terminie 14 dni od

zatrzymania rzeczy.

제217조(물건의 유치, 해제 요구, 승인)

① 증거로 사용될 물건 또는 재산형이나 이를 위한 조치 또는 피

해배상을 위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압수 대상물은 법원, 검

사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 또는 기타 권한 있는 기

관이 요구할 경우 그들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④ 검사 이외의 기관에 의해 압수 대상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제

출인은 즉시 법원의 영장이나 검사의 결정을 송달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러한 권리를 고지받아야 한다. 물건이

유치되는 기간 중 14일 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Art. 220. [Przeszukanie – organ uprawniony,

zatwierdzenie]

§ 1. Przeszukania może dokonać prokurator albo na polecenie

sądu lub prokuratora Policja, a w wypadkach wskazanych

w ustawie - także inny organ.

§ 3. W wypadkach niecierpiących zwłoki, jeżeli postanowienie

sądu lub prokuratora nie mogło zostać wydane, organ

dokonujący przeszukania okazuje nakaz kierownika swojej

jednostki lub legitymację służbową, a następnie zwraca się

niezwłocznie do sądu lub prokuratora o zatwierdzenie

przeszukania. Postanowienie sądu lub prokuratora w

przedmiocie zatwierdzenia należy doręczyć osobie, u której

dokonano przeszukania, w terminie 7 dni od daty

czynności na zgłoszone do protokołu żądanie tej osoby.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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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wie zgłoszenia żądania należy ją pouczyć.

제220조(수색 - 권한있는 기관, 승인)

① 수색은 검사에 의해 실시될 수 있고, 또는 법원이나 검사가 발

부한 영장에 의해 경찰에 의해 실시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기관이 할 수 있다.

③ 긴급한 경우 법원이나 검사의 결정이 발부될 수 없는 경우, 수

색을 하는 주체는 부서장의 명령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즉시 법원 또는 검사에게 수색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수색의 승인에 관한 법원이나 검사의 결정은 수색 후 7

일 내에 수색을 당한 자의 요청에 의해 그에게 송달되어야 한

다. 수색을 당한 자는 그와 같은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고

지받아야 한다.

Art. 236a. [Przeszukanie urządzeń zawierających dane

informatyczne]

Przepisy rozdziału niniejszego stosuje się odpowiednio do

dysponenta i użytkownika urządzenia zawierającego dane

informatyczne lub systemu informatycznego, w zakresie danych

przechowywanych w tym urządzeniu lub systemie albo na

nośniku znajdującym się w jego dyspozycji lub użytkowaniu, w

tym korespondencji przesyłanej pocztą elektroniczną.

제236조a(IT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장치에 대한 수색)

이 장의 규정은 IT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장치 또는 IT 시스템

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또는 이메일로 보내진 서신을 포함하여

그 장치나 시스템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거나 사용

하는 매체와 관련하여, IT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장치 또는 IT

시스템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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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에서는 검사의 수사 권한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

한이 모두 인정된다.113)114)

수색은 검사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직접 실행할 수 있고, 경

찰은 법원 또는 검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수색을 할 수 있다. 압

수물의 제출은 법원, 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해 가능하고, 긴급한 경

우 경찰관도 압수물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사후

에 법원 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폴란드에서는 검사가 법원과 대등한 지위에서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압수에 필요한 명령이나, 수색에 필요한

영장은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에 의해서도 발부될 수 있는 것이 특

정이다. 강제처분을 위한 영장은 법관이 발부한다는 전형적인 영장

주의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검사의 권한이 매우 확장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일반 물건에 대한 압

수·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그에 대한 특별하게 취급하

고 있는 규정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2) 체코(Czech Republic)

112)

https://sip.lex.pl/akty-prawne/dzu-dziennik-ustaw/kodeks-postepowania-karn

ego-16798685

113) Katalin Ligeti(ed.), 위의 책, 499쪽

114) 신태훈, 위의 논문, 81쪽

형사소송법115)

§ 79 Odnětí vě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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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byla-li věc, která může sloužit pro důkazní účely, na

vyzvání předložena nebo vydána tím, kdo ji má u sebe,

může mu být na příkaz předsedy senátu a v přípravném

řízení na příkaz státního zástupce nebo policejního orgánu

odňata. Policejní orgán potřebuje k vydání takového příkazu

předchozí souhlas státního zástupce; bez předchozího

souhlasu může být příkaz policejním orgánem vydán jen

tehdy, jestliže nelze předchozího souhlasu dosáhnout a věc

nesnese odkladu.

Section 79 Removal of Items

(1) If an item essential for criminal proceedings is not

surrendered by the person who has it in his possession,

such an item may be removed upon an order of the

presiding judge an in pretrial proceedings upon an order of

the public prosecutor or Police authority. The Police

authority must have a previous consent of the public

prosecutor for issuing such an order.

제79조 물건의 압수

① 형사절차에 핵심적인 물건을 점유자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판

사의 명령에 의해 압수될 수 있고, 수사절차에서는 검사 또는

경찰의 명령에 의해 압수할 수 있다. 경찰은 그 명령을 발하기

전에 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83 Příkaz k domovní prohlídce

(1) Nařídit domovní prohlídku je oprávněn předseda senátu a v

přípravném řízení na návrh státního zástupce soudce....

Section 83 House Search Warrant

(1) The presiding judge and in pre-trial proceedings the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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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on a motion of the public prosecutor is entitled to order

a house search....

제83조 가택 수색 영장

① 판사는 가택 수색을 명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서는 검사의 청

구에 따라 판사가 가택 수색을 명할 수 있다...

§ 83a Příkaz k prohlídce jiných prostor a pozemků

(2) Bez příkazu může policejní orgán provést prohlídku jiných

prostor nebo pozemků, jestliže vydání příkazu nelze předem

dosáhnout a věc nesnese odkladu. Policejní orgán je však

povinen si bezodkladně dodatečně vyžádat souhlas orgánu

oprávněného k vydání příkazu; v přípravném řízení tak činí

prostřednictvím státního zástupce. Pokud oprávněný orgán

souhlas dodatečně neudělí, nelze výsledek prohlídky použít v

dalším řízení jako důkaz.

Section 83a Order for Search of Other Premises and

Parcels

(2) Without an order may the Police authority perform a

search of other premises or parcels only if the order cannot

be obtained in advance and in the matter cannot be

delayed. However, the Police authority is obliged to

immediately request a consent of the authority competent

for issuing the order; in pre-trial proceedings it shall be

done through the public prosecutor. If the competent

authority does not grant the subsequent consent, the

outcome of the search cannot be use in further proceedings

as evidence.

제83a조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한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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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에서도 검사의 수사 권한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

이 모두 인정된다.116)

한편, 압수·수색에 대하여 보건대, 수사절차에서의 압수는 판사의

영장 없이 검사의 명령으로 할 수 있고 경찰이 압수명령을 하기 위

해서는 검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색은 검사의 청구에 따

라 판사가 내리는 명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필자가 불민하여 체코의 형사소송법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에 관한 특별한 규율은 찾지 못하였다.

(3) 헝가리(Hungary)

115) 원문 : https://www.zakonyprolidi.cz/cs/1961-141

영문 :

http://www.legislationline.org/documents/section/criminal-codes/country/35

116) 신태훈, 위의 논문, 82쪽

② 수사가 지체될 수 없고, 명령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은 수색 명령 없이 수색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즉시

명령을 할 수 권한이 있는 사람의 동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수

사절차에서는 검사를 통해 이 절차를 진행한다. 권한 있는 기

관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면 수색의 결과로 확보된 증거물은

이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117)

Section 149

(3) A search may be ordered by the court, the prosecutor or

– unless the prosecutor provides for otherwise – the



- 92 -

investigating authority; the court and the prosecutor may

request the assistance of the investigating authority for

conducting the search.

제149조

③ 법원, 검사는 수색을 명령할 수 있고, 검사가 달리 정하지 않

는 경우에는 수사기관도 명령할 수 있다. 법원과 검사는 수색

을 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Section 151

(2) The court, the prosecutor and the investigating authority

shall order the seizure of the thing.

(3) The court shall order the seizure of documents –

containing secrets regarding the work of the lawyer or the

notary public, and data of the medical health centre –

from the office of a lawyer or notary public, furthermore

from a medical health centre.

제151조

② 법원, 검사, 수사기관은 물건의 압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변호사, 공증인, 의료기관에서 변호사 및 공증인의 업무와 관

련된 비밀을 포함하는 서류, 의료기관의 데이터의 압수는 법원

이 명령하여야 한다.

Section 152

(1) In order to effectuate the seizure, the owner of the

property, computer system or data medium containing data

recorded by such system or the data manager shall be

demanded to surrender the subject of the seizure or, when

appropriate, make the data recorded by a computer system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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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에서도 검사의 수사 권한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

한이 모두 인정된다.118)119)

한편, 압수·수색에 대하여 보건대, 압수는 판사의 영장 없이 검사

또는 경찰의 명령으로 할 수 있다. 수색도 판사의 영장 없이 검사가

명령할 수 있고, 검사가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의 통제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헝가리 형사소송법도 컴퓨터 시스템으로 기록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매체의 소유자 또는 해당 컴퓨터 시스템의

소유자는 등으로 하여금 압수를 집행하는 자의 지시에 따르고, 컴퓨

터 시스템으로 기록되는 데이터를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

(4)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117)

https://www.legislationline.org/download/id/6398/file/Hungary_CPC_1998_am20

11_en.pdf

118) Katalin Ligeti(ed.), 위의 책, 309쪽

119) 신태훈, 위의 논문, 84쪽

제152조

① 압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물건,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으로 기록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매체의 소

유자에게 압수를 하는 자의 지시에 따르고, 또는 적절한 경우,

컴퓨터 시스템으로 기록되는 데이터를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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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120)

Section 100 House search warrant

(1) A house search warrant shall be issued by the presiding

judge of a panel or, in pre-trial proceedings, by a judge for

pre-trial proceedings on a motion from a prosecutor....

제100조 주거지 수색영장

① 주거지 수색영장은 재판부의 재판장 또는 수사절차에서는 검

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발부한다...

Section 101 Warrant for searching other premises or

landed property

(1) A warrant for searching other premises or landed property

shall be issued by a judge or the presiding judge of a

panel or, in pre-trial proceedings, by a prosecutor or a

police officer with prosecutor’s consent.

제101조 기타 장소 및 부동산에 대한 수색영장

① 기타 장소 및 부동산에 대한 수색영장은 판사가 발부하고, 수

사절차에서는 검사가 발부하거나 또는 검사의 동의를 받아 경

찰이 발부한다....

Section 231

Only prosecutors shall have the authority in pre-trial

proceedings:

a) to file the indictment,...

g) to order the seizure of the accused person's property,

determine which means and things shall be exempt from

the seizure, or to cancel the seizure,

제231조

수사절차에서는 오직 검사만이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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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소제기....

g) 피의자 재산의 압수, 어떤 것이 압수에서 면제되는지에 대한

결정, 압수의 취소

Section 90 Safeguarding and surrendering computer data

(1) If the clarification of facts relevant for criminal proceedings

requires to safeguard stored computer data, including

operational data saved through the computer system, the

presiding judge of a panel or a prosecutor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criminal prosecution or in pre-trial

proceedings, respectively, may issue an order based on

circumstantial reasons to the person who has possession of

or control over such data, or to the provider of such

services, requesting them to

a) safeguard and maintain integrity of such data,

b) enable making and keeping copies of such data,

c) prevent access to such data,

d) remove such data from the computer system,

e) surrender such data for the purposes of criminal

proceedings.

제90조 컴퓨터 데이터의 보존 및 제출

① 형사절차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으

로 저장된 운용 데이터를 포함하여,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판사, 형사기소를 시작하기 전 또

는 수사절차에서는 검사는, 그 데이터를 소지하고 있거나 통제

하는 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a)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존

및 유지하거나, b) 그 데이터의 사본을 제조하여 유지하거나,

c)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d) 컴퓨터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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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에서도 검사의 수사 권한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모두 인정된다.121)

압수·수색에 대하여 보건대, 압수는 판사의 영장 없이 검사의 명

령으로 할 수 있다. 수색은 경우가 나뉘는데, 주거지 수색의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나, 기타 장소 등에 대한

수색은 검사가 발부하거나 또는 검사의 동의를 받아 경찰이 발부한

다.

슬로바키아 형사소송법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을 위해 컴퓨터

데이터의 보존 및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판사와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바. 아메리카 3개국

(1) 멕시코(Mexico)

120)

https://e-justice.europa.eu/fileDownload.do?id=11f9da19-253e-4f02-9a26-2e2285

184e7a

121) 신태훈, 위의 논문, 86쪽

서 그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e) 형사절차를 위해 그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122)

ARTICLE 16 .......Only a judicial authority can issue a search

warrant at the request of the Public Prosecution Service......

제16조 ......사법기관만이 검사의 신청에 따라 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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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123)

Artículo 282. Solicitud de orden de cateo

Cuando en la investigación el Ministerio Público estime

necesaria la práctica de un cateo, en razón de que el lugar a

inspeccionar es un domicilio o una propiedad privada, solicitará

por cualquier medio la autorización judicial para practicar el

acto de investigación correspondiente.

When, in the investigation, the Public Ministry deems it

necessary to conduct a search, because the place to be

inspected is a home or private property, it will request judicial

authorization by any means to carry out the corresponding

investigation.

제282조 수색영장의 청구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주거 또는 사유지에 대한 수색이 필요한 것

으로 판단하는 경우, 검사는 그에 상응하는 수사를 위한 사법부의

승인을 청구한다.

Artículo 252. Actos de investigación que requieren

autorización previa del Juez de control

Con excepción de los actos de investigación previstos en el

artículo anterior, requieren de autorización previa del Juez de

control todos los actos de investigación que impliquen

afectación a derechos establecidos en la Constitución, así como

los siguientes:

I. La exhumación de cadáveres;

II. Las órdenes de cateo;

III. La intervención de comunicaciones privadas y

corresponden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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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도 검사의 수사 권한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

한이 인정된다.124) 특이한 점으로는 형사소송법은 물론이고 헌법에

검사의 수사 권한,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과 함께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그에 따라 압

수·수색도 검사가 전반적으로 사법경찰을 통제하는 것으로 판단되

고, 형사소송법에도 수색을 위해서는 검사가 판사에게 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멕시코 형사소송법에서 압수

에 관한 규정은 찾지 못하였으나 제252조에 비추어 압수도 당연히

판사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필자가 불민하여 멕시코 형사소송법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에 관한 특별한 규율은 찾지 못하였다.

(2) 칠레(Chile)

122) https://constituteproject.org/constitution/Mexico_2015?lang=en

123) 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ref/cnpp.htm

124) 신태훈, 위의 논문, 90쪽

제252조 판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수사행위

전조에 규정된 수사행위를 제외하고, I. 사체 발굴, II. 수색영장,

III. 사적 통신 및 서신에 대한 개입...을 포함하여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모든 수사행위는 판사의 사전 승인을 필

요로 한다.

형사소송법125)

Artículo 205.- Entrada y registro en lugares cerrados.

...Si, por el contrario, el propietario o el encargado del edifici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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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에서도 검사의 수사 권한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

이 인정된다.126) 그에 따라 위 각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압수·수색

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이루어진다.

한편 필자가 불민하여 칠레의 형사소송법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에 관한 특별한 규율은 찾지 못하였다.

125) http://www.leychile.cl/Navegar?idNorma=176595&idVersion=2014-06-14

126) 신태훈, 위의 논문, 91쪽

lugar no permitiere la entrada y registro, la policía adoptará las

medidas tendientes a evitar la posible fuga del imputado y el

fiscal solicitará al juez la autorización para proceder a la

diligencia...

제205조 폐쇄된 장소에의 출입

... 반대로 건물 또는 장소의 소유자나 책임자가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검사는 수색을 진행할 수 있는 판사의 승인을 청구한다...

Artículo 217.- Incautación de objetos y documentos.

Los objetos y documentos relacionados con el hecho

investigado, los que pudieren ser objeto de la pena de comiso

y aquellos que pudieren servir como medios de prueba, serán

incautados, previa orden judicial librada a petición del fiscal...

제217조 – 물건과 서류의 압수

수사 중인 사실관계와 관련된 물건과 서류, 몰수형의 대상이 되는

물건과 서류, 증거로 사용될 물건과 서류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발부한 명령에 따라 압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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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콜롬비아(Colombia)

헌법127)

Article 28

Every individual is free. No one may be importuned in his/her

person or family, sent to jail or arrested, nor may his/her

home be searched except on the basis of a written order from

a competent judicial authority, subject to the legal procedures

and for reasons previously defined by statute.

제28조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누구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률에 규정

된 이유에 의하여 권한 있는 사법기구의 서면 명령을 근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가족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투옥, 체

포, 구속되지 않으며, 주거가 수색되지 않는다.

Article 250

...For such a purpose, th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of the

Nation shall do the following:

2. To conduct searches, house visits, seizures and

interceptions of communications. In such cases, the judge

responsible for the control of guarantees carries out his/her

subsequent control within thirty-six (36) hours at the latest.

제250조

...그 목적을 위하여 검찰총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야 한다.

2. 수색, 현장급습, 압수, 감청. 그 경우, 통제를 담당하는 판사는

늦어도 36시간 내에 이후의 통제를 한다.

형사소송법128)

Artículo 114. Atribuciones

La FiscalÍa General de la NaciÓn, para el cumplimiento de 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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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iones constitucionales y legales, tiene las siguientes

atribuciones:

1. Investigar y acusar a los presuntos responsables de haber

cometido un delito.

3. Ordenar registros, allanamientos, incautaciones e

interceptaciones de comunicaciones, y poner a disposiciÓn

del juez de control de garantÍas los elementos recogidos,

para su control de legalidad dentro de las treinta y seis

(36) horas siguientes.

5. Dirigir y coordinar las funciones de policía judicial que en

forma permanente ejerce su cuerpo técnico de investigación,

la Policía Nacional y los demás organismos que señale la

ley.

제114조 권한

검찰은 그의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1.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수사하고 기소한다.

3. 수색, 압수, 통신감청을 명령하고, 적법성 통제를 위해 수집

한 대상을 36시간 내에 판사에게 제공한다.

5. 사법경찰, 국가경찰,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다른 기관을 지휘

하고, 그들의 기능을 조정한다.

Artículo 219. Procedencia de los registros y allanamientos

El fiscal encargado de la dirección de la investigación, según lo

establecido en los artículos siguientes y con el fin de obtener

elementos materiales probatorios y evidencia física o realizar la

captura del indiciado, imputado o condenado, podrá ordenar el

registro y allanamiento de un inmueble, nave o aeronave, 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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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의 해석상 콜롬비아에서도 검사의 수사

권한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모두 인정된다고 볼 수밖

에 없다.

그리고 압수·수색도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사법경찰을

지휘하여 행하고, 판사의 사전 통제 없이 검사의 명령으로 압수·수

색을 실시한다. 다만 36시간 내에 판사의 사후 통제를 받는다. 이

점에서 영장주의가 매우 약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필자가 불민하여 콜롬비아의 형사소송법에서는 디지털 증거

의 수집에 관한 특별한 규율은 찾지 못하였다.

2. 영미법계 국가 7개국

가. 북유럽 2개국

(1) 영국(United Kingdom)

127) https://constituteproject.org/constitution/Colombia_2015?lang=en

128) https://leyes.co/codigo_de_procedimiento_penal.htm

cual será realizado por la policía judicial.

제219조 수색의 근원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는 다음의 규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증거가

치가 있는 요소와 물적 증거를 수집하거나, 피의자 또는 유죄판결

을 받은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물건, 선박, 항공기에 대한 수색을

명령할 수 있고, 이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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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129)

8 Power of justice of the peace to authorise entry and

search of premises.

(1) If on an application made by a constable a justice of the

peace is satisfied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a) that an indictable offence has been committed; and

..., he may issue a warrant authorising a constable to enter

and search the premises....

(2) A constable may seize and retain anything for which a

search has been authorised under subsection (1) above.

경찰 및 형사증거법 1984

제8조 판사의 장소에 대한 진입과 수색 허가 권한

(1) 경찰의 청구서에 의해, 판사가 (a) 기소대상 범죄가 범해졌거

나... 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사는 경찰로 하여금 그 장소에 진입하여 수색을 할 수 있도

록 허가하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2) 경찰은 상기 (1)에 의해 허가된 수색을 위해 어떠한 물건이

라도 압수하고 보유할 수 있다.

20 Extension of powers of seizure to computerised

information.

(1) Every power of seizure which is conferred by an

enactment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on a constable who

has entered premises in the exercise of a power conferred

by an enactment shall be construed as including a power

to require any information [stored in any electronic form]

contained in a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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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United Kingdom)은 England,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로 구성된 연합왕국이고, 각 구성국 사이에 검찰시스템이 통일

되어 있지 아니하다.130) 그런데 해외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자들이 영

국이라고 칭하면서 분석하는 곳은 주로 England와 Wales에 국한되므

로 이 논문에서도 England와 Wales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대표적인 Common Law 국가인 England와 Wales는 사인소추주의

의 전통에 따라 경찰과 일반 행정기관이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독

점해 오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 경찰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

당하는 CPS(Crown Prosecution Service, 왕립소추청)와 중요 부패사

건 등에 대한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담당하는 SFO(Serious Fraud

Office, 중대비리수사청)를 각각 창설하였다. CPS는 대표적인 소추기

관으로서 연구자들이 통상 영국의 검찰이라고 하면 CPS를 지칭한다.

CPS는 수사와 관련된 공식적인 권한은 없고, 자문, 조언 등의 형태로

경찰수사에 관여한다. 반면에, SFO는 중요 경제범죄, 부패범죄, 뇌물

범죄 등에 대한 수사 등을 담당하고 있고,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131)

압수·수색의 경우, 위에 적시된 각 규정에 의하면, 수색과 압수는

129)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84/60/contents

130) 상세한 내용은 신태훈, 위의 논문, 65쪽 이하 참조

131) 신태훈, 위의 논문, 67쪽

20. 컴퓨터화 된 정보에 대한 압수 권한 확장

(1) 이 섹션이 적용되는 것에 대하여 입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면서 장소에 들어간 경찰에게 부여된 압수권한은 컴퓨

터에 전자적 형태로 저장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포

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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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통제 하에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영국의 검찰로

지칭되는 CPS는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최근 영국의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에

는 암호 해독을 강제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그

에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다는 보도132)가 있었는바,

실제 위 법 제3편에는 ‘Investigation of electronic data protected by

encryption etc.(암호화에 의해 보호되는 전자 데이터에 대한 수사)’라

는 제목으로, 일정한 경우 암호화된 정보의 키 점유자에게 이를 공개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33)

(2) 아일랜드(Ireland)

132)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3141900502

133)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0/23/section/49

Criminal Justice (Search Warrants) Act 2012134)

29.

(2) If a judge of the District Court is satisfied by information

on oath of a member of the Garda Síochána not below the

rank of sergeant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for

suspecting that evidence of, or relating to, the commission

of an offence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is to be found

in any place, the judge may issue a warrant for the search

of that place and any persons found at that place.

(6) A search warrant under this section shall be expressed,

and shall operate, to authorise the member of the Garda

Síochána named in the warrant,...

(a) to enter, at any time or times within one week of th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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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는 Common Law 국가로서 아일랜드의 경찰로 볼 수 있

134) http://www.irishstatutebook.ie/eli/2012/act/33/section/1/enacted/en/html

of issue of the warrant,...

(b) to search it and any persons found at that place, and

(c) to seize anything found at that place, or anything found in

the possession of a person present at that place at the time

of the search, that that member reasonably believes to be

evidence of, or relating to, the commission of an offence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2012 형사법(수색영장)

제29조

(2) 지방법원 판사가, sergeant 보나 낮지 않은 평화수호대(Garda

Síochána) 직원의 선서에 기한 정보에 의해 이 섹션이 적용되

는 범죄 실행의 증거 또는 그와 관련된 증거가 어느 장소에서

든 발견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장소와 그 장소에서

발견되는 사람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6) 이 섹션에서의 수색영장은 영장에 적시된 평화수호대(Garda

Síochána)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해 표현되고, 작동하여야 한다.

(a) 영장발부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또는 언제라도 진입하는 것,

(b) 그 장소에서 발견되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라도 수색하는

것,

(c) 직원이 합리적으로 보아 이 섹션이 적용되는 범죄 실행의 증

거 또는 그와 관련된 증거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장소에서

발견되는 물건 또는 수색 당시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이 소지하

는 어떤 물건이라고 압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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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화수호대(Garda Síochána)가 수사 권한은 물론 경죄에 대한

기소 권한까지 행사하고 있고, 검찰로 볼 수 있는 DPP(The Office

of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는 1974년 설립된 신생 조직으로

수사 권한 및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은 없고 중대 범죄에

대한 기소 권한만 행사한다.135)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위에 적시된 각 규정에 의하면, 수색과 압수

는 법원의 통제 하에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아일랜드의

검찰로 볼 수 있는 DPP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필자가 불민하여 아일랜드 형사법에서는 아직 디지털 증거

의 수집에 관한 특별한 규율은 찾지 못하였다.

나. 아시아 1개국

(1) 이스라엘(Israel)

135) 신태훈, 위의 논문, 69쪽

( ) [ ]136)

23.

( – ) –

(1)

, ;

(2)

,

, , ,

- ;

형사절차법(체포와 수색)(새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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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판사는 아래의 경우 주거나 장소에 대한 수색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1) 수사, 재판 또는 다른 절차를 위한 대상의 제시를 확보하기

위해 수색이 필요한 경우,

(2) 판사가 그 물건이 장물의 보관 또는 양도에 사용되거나, 그

물건으로 또는 그 물건에 관한 범죄가 범해진 물건이 저장되

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거나, 그 물건이 불법 목적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려는 의도가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

는 경우

32.

( ) ,

, , ,

,

.

( ) ,

,

35 [ ], " -1971,...

32.

(a) 경찰관은 어떤 물건에 관하여 범죄가 범해졌거나 범해지려고

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범죄에 관한 법

적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

거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대가로 사용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그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b) 이 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거법(신 버전) 35장에 정의된

기관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컴퓨터 자료가 포함된 물건은,

법원의 명령 없이는 압수할 수 없다.....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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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에서는 수사 권한은 전적으로 경찰기관이 행사한다. 기소

권한은, 중죄에 대하여는 State Attorney가 행사하고, 경죄에 대하여

는 경찰에 소속된 약 350명의 경찰소추관이 행사한다. 검찰로 볼 수

있는 기관인 State Attorney는 수사 또는 수사지휘 권한이 없고, 중죄

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담당한다.137)

범죄수사를 위한 수색이 필요한 경우, 판사가 수색 명령을 발령하

고, 그 집행은 경찰기관이 담당한다. 그러나 압수는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할 수 있고, 다만, 특정한 기관이 사용하는 컴퓨터 등의 경우에

는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압수할 수 있다. 경찰에게 상당한 수준의 재

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에 있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스라엘에서는 컴퓨터 또는 컴퓨터 자료가 포함된 물건 등

디지털 증거의 압수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압수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물건에 비하여 법원의 엄격한 통제를 가

136) https://www.nevo.co.il/law_html/law01/055_128.htm

137) 신태훈, 위의 논문, 45쪽

( )

,

,

;...

32a.

(a) 이 법에 의해 압수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그 컴퓨터

에 컴퓨터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요청할 경우, 경찰관

은 4일 이내에 그에게 필요한 컴퓨터 자료를 복사하도록 허용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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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다. 아메리카 2개국

(1) 미국(United States)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138)

Amendment IV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연방헌법

수정 제4조

불합리한 압수와 수색으로부터 신체, 주거, 서류 및 물건의 안전

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상

당한 이유에 기하여, 그리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되

며,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 체포할 사람을 구체적으로 특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장은 발부되지 아니 한다.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139)

Rule 41. Search and Seizure

(b) Venue for a Warrant Application. At the request of a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 or an attorney for the

government:

(1) a magistrate judge with authority in the district—or if

none is reasonably available, a judge of a state court of

record in the district—has authority to issue a warra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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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for and seize a person or property located within

the district;

(6) a magistrate judge with authority in any district where

activities related to a crime may have occurred has

authority to issue a warrant to use remote access to

search electronic storage media and to seize or copy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located within or outside

that district if:

(A) the district where the media or information is located has

been concealed through technological means; or

(B) in an investigation of a violation of 18 U.S.C. §1030(a)(5),

the media are protected computers that have been

damaged without authorization and are located in five or

more districts.

연방 형사소송 규칙

제41조. 수색과 압수

(b) 영장 신청 재판부. 연방 법집행 관리 또는 연방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1) 당해 관할구역에서 재판권한을 가지고 있는 치안판사 - 치

안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기록이 있는 주 법원

의 판사 - 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권한이 있다.

(6) 아래의 경우에,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발생하였을 수 있는

관할구역의 치안판사는 전자 저장 매체를 수색하고, 당해

치안판사의 관할구역 내 또는 밖에 있는 전자적으로 저장

된 정보를 압수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원격 접근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A) 매체나 정보가 위치해 있는 관할구역이 기술적인 수단에

숨겨진 경우, 또는

(B) 18 U.S.C. § 1030(a)(5) 위반 수사에 있어, 해당 매체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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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50개의 주(州)로 구성된 연방국가이고 주별로 수사와 사법

시스템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 논문에서는 연방에 대해서만 살펴본

다. 미국 연방검사는 그 수사 권한은 인정되나 사법경찰에 대한 구

속력 있는 수사지휘 권한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다.140)141) 검사

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압수·수

색영장도 경찰이 독자적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연방검사

도 수사상 필요한 경우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2016년 최근 연방 형사소송 규칙을 개정하여 치안판

사에게, 당해 관할구역 밖의 지역이나 국가에 위치해 있는 데이터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하였다.

(2) 캐나다(Canada)

138)

https://www.senate.gov/civics/resources/pdf/US_Constitution-Senate_Publicati

on_103-21.pdf

139)

https://uscode.house.gov/view.xhtml?path=/prelim@title18/title18a/node35&editi

on=prelim

140) 김종구 외, 위의 책, 544쪽

141) 신태훈, 위의 논문, 87쪽

인 없이 손상된 보호되는 컴퓨터이고, 5개 또는 그 이상의

관할구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

Criminal Code142)

487.01

(1) A provincial court judge, a judge of a superior cour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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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jurisdiction or a judge as defined in section 552

may issue a warrant in writing authorizing a peace officer

to, subject to this section, use any device or investigative

technique or procedure or do any thing described in the

warrant...

형사법

제487.01조

(1) 지방법원 판사, 형사법원 판사 또는 552조에 규정된 판사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 섹션에 따라 어떤 장치나 수사기법 또

는 절차를 사용하거나 영장에 기술된 어느 행위라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서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164.

(1) If a judge is satisfied by information on oath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re is material  —  

namely, child pornography as defined in section 163.1, a

voyeuristic recording, an intimate image or an

advertisement of sexual services as defined in 164(8) or

computer data as defined in subsection 342.1(2) that makes

child pornography, a voyeuristic recording, an intimate

image or an advertisement of sexual services available  —

that is stored on and made available through a computer

system as defined in subsection 342.1(2) that i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the judge may order the custodian

of the computer system to

(a) give an electronic copy of the material to the court;

(b) ensure that the material is no longer stored on and

made available through the computer syste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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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Law 국가인 캐나다는 수사 및 기소는 경찰기관이 담당하

고, 신생 조직(연방검찰은 2006년 법무부 산하 부서에서 독립하여 신

설)인 검찰은 공소유지와 일부 범죄에 대한 제한적인 기소 권한을 행

사하고 있다.143) 그에 따라 압수·수색영장도 경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

하고 검사가 그에 관여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한편, 캐나다 형사법은 판사가 아동 포르노 등이 저장된 컴퓨터 시스

템 관리자로 하여금 그 복사물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이용불가하도록

조치하거나 이를 게시한 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고하도록 명

령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142)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C-46/FullText.html

143) 신태훈, 위의 논문, 89쪽

(c) provide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identify and locate

the person who posted the material.

제164조

(1) 선서에 있는 정보에 의하여 판사가 어떤 대상이, - 즉 이 법

163.1에 규정된 아동 포르노, 164(8)에 규정된 관음증적 기록,

은밀한 이미지, 성적 서비스의 광고 또는 아동 포르노, 관음증

적 기록, 은밀한 이미지 또는 성적 서비스를 이용가능하게 하

는 342.1(2)에 규정된 컴퓨터 데이터 -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342.1(2)에 규정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저장되고 이용

가능하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판사는 컴

퓨터 시스템 관리자로 하여금 (a) 그 대상의 전자 복사물을

법원에 제공하고, (b)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그 대상이 더 이

상 저장되지 않고 이용가능하지 않도록 하며, © 그 대상을 게

시한 사람을 특정하고 위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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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세아니아 2개국

(1) 호주(Australia)

Crimes Act 1914144)

3E When search warrants can be issued

(1) An issuing officer145) may issue a warrant to search

premises if the officer is satisfied, by information on oath

or affirmation,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for

suspecting that there is, or there will be within the next 72

hours, any evidential material at the premises.

(6) The issuing officer is also to state, in a warrant in relation

to premises:

(a) that the warrant authorises the seizure of a thing (other

than evidential material of the kind referred to in

paragraph (5)(c)) found at the premises in the course of

the search that the executing officer or a constable

assisting believes on reasonable grounds to be:

i) evidential material in relation to an offence to which

the warrant relates; or...

1914 형사법

3E 수색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때

(1) 영장발부 관리(위 법의 정의조항에 의하면 판사를 의미함)는

선서 또는 확인진술에 기한 고발에 의하여 어느 장소에 증거

물이 존재하거나 72시간 이내에 존재할 것이라는 의심에 합

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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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검찰은 연방이나 주(州)를 불문하고 수사 권한 및 사법경찰

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없고 기소 권한만 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

을 취급하고 있는 주(州)의 경우 경찰이 수사 권한을 행사함은 물론이

144) https://www.legislation.gov.au/Series/C1914A00012

145) Crimes Act 1914

3C Interpretation

...issuing officer, in relation to a warrant to search premises or a person or

a warrant for arrest under this Part, means:

(a) a magistrate; or

(b) a justice of the peace or other person employed in a court of a State

or Territory who is authorised to issue search warrants or warrants

for arrest, as the case may be.

다.

(4) 영장발부 관리는 또한 장소 관련 영장에 수색과정에서 그 장

소에서 발견된 물건((5)(c) 단락에 언급된 종류의 증거물을 제

외)이 영장집행 관리 또는 그 보조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다음에 해당할 경우 그 물건의 압수를 허가한다는 취지를 기

재할 수 있다.

i) 그 영장과 관련된 범죄와 관련된 증거물일 경우

(2A) A warrant that is in force authorises the executing officer

or a constable assisting:

(a) to use:

(i) a computer, or data storage device, found in the course of

a search authorised under the warrant;....

유효한 영장은 영장을 집행하는 관리 또는 그 보조자로 하여금

(i) 영장에 의해 허가된 수색의 과정에서 발견된 컴퓨터, 데이터

스토리지 장치를 (a)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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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인소추주의의 전통에 따라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기소 권한을

행사한다. 즉, 호주는 Common Law의 전통에 따라 아직 경찰기관이

수사 권한은 물론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기소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신생 조직(1984년 연방검찰 설립)인 검찰은 공소유지와 일부 범죄에

대한 제한적인 기소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146)

그에 따라 수색영장은 경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수색영

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그 영장에 압수를 허가한다는

취지를 기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검찰은 개입하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한편, 호주 형사법에서도 컴퓨터 시스템, 기타 데이터 스토리지 장

치 등에 대한 수색에 대하여 상세히 규율하고 있다.

(2) 뉴질랜드(New Zealand)

146) 신태훈, 위의 논문, 92쪽

Search and Surveillance Act 2012147)

6 Issuing officer148) may issue search warrant

An issuing officer may issue a search warrant, in relation to a

place, vehicle, or other thing, on application by a constable if

the issuing officer is satisfied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a) to suspect that an offence specified in the application and

punishable by imprisonment has been committed, or is

being committed, or will be committed; and

(b) to believe that the search will find evidential material in

respect of the offence in or on the place, vehicle, or other

thing specified in th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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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수색 및 감시법

6 영장발부 관리는 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영장발부 관리(위 법의 정의조항에 의하면 판사를 의미함)는 (a)

영장청구서에 특정되고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가 범해

졌거나 범해지고 있거나 범해질 것이라는 의심에 합리적 근거가

있고, (b)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어느 장소, 차량, 그 밖의 것에서

그 범죄와 관련된 증거물을 발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

찰의 청구에 의하여 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110 Search powers

Every search power authorises the person exercising it—

(a) to enter and search the place, vehicle, or other thing that

the person is authorised to enter and search, and any item

or items found in that place or vehicle or thing, at any

time that is reasonable:

(d) to seize anything that is the subject of the search or

anything else that may be lawfully seized:

110 수색권한

수색권한은 수색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a)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어떤 때라도, 그 사람이 출입하거나 수

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장소, 차량 기타 물건, 그리고,

그 장소, 차량 기타 물건에서 발견된 어떤 것이라도 출입하거

나 수색할 권한을 부여한다.

(d) 수색의 대상이 되거나 합법적으로 압수될 수 있는 어떤 것이

라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130 Duty of persons with knowledge of computer system

or other data storage devices or Internet site to assist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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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person exercising a search power in respect of any data

held in a computer system or other data storage device

may require a specified person to provide access

information and other information or assistance that is

reasonable and necessary to allow the person exercising the

search power to access that data.

(5) In this section,—

specified person means—

(a) a user of a computer system or other data storage device

or an Internet site who has relevant knowledge of that

system, device, or site; or

(b) a person who provides an Internet service or maintains an

Internet site and who holds access information

130 컴퓨터 시스템, 기타 데이터 스토리지 장치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의 접근을 도울 의무

(1) 컴퓨터 시스템, 기타 데이터 스토리지 장치에 있는 데이터와

관련하여 수색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특정인에게 접근 정보

와 기타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수색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으

로 하여금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기에 합리적이고 필요한 지

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In this section,—

specified person means—

(a) a user of a computer system or other data storage device

or an Internet site who has relevant knowledge of that

system, device, or site; or

(b) a person who provides an Internet service or maintains an

Internet site and who holds acces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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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Law 국가인 뉴질랜드에서도 경찰이 수사 권한은 물론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기소 권한까지 행사하고 있고, 경찰에 소속된

경찰소추관이 기소 권한을 행사한다. 중범죄에 대한 소추기능을 담

당하는 Crown Law Office가 있으나 그 기능은 그 기관의 다양한

기능 중 일부에 불과하다. 즉, 뉴질랜드에는 검찰이라고 칭할만한

기관이 따로 없는 형편이다.149)

그에 따라 수색영장은 경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며 수색을 하는 공무원은 그 영장에 의하

147)

http://legislation.govt.nz/act/public/2012/0024/latest/DLM2136536.html?search=

qs_act%40bill%40regulation%40deemedreg_search+and+surveillance_resel_25_h

&p=1&sr=1

148) Search and Surveillance Act 2012

3 Interpretation

... issuing officer means—

(a) a Judge:

(b) a person, such as a Justice of the Peace, Community Magistrate,

Registrar, or Deputy Registrar, who is for the time being authorised to

act as an issuing officer under section 108

149) 신태훈, 위의 논문, 93쪽

(5)이 섹션에서,—

특정인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컴퓨터 시스템, 기타 데이터 스토리지 장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 적절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 시스템, 장치의 사용

자, 사이트의 사용자

(b)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유지하는 사람

으로 접근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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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압수도 할 수 있다. 검찰이라고 칭할만한 기관이 따로 없으므로

당연히 검찰의 개입은 없다.

뉴질랜드의 수색 및 감시법도 컴퓨터 시스템, 기타 데이터 스토리

지 장치,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한 수색에 대하여 상세히 규율하고

있고, 컴퓨터 시스템 사용자 등에게 그 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 정보

와 기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수색을 실시하는 자에게 부

여하고 있다.

Ⅴ. 분석

1. 사법경찰, 검사, 판사 사이의 역할 분담

가. 검사의 수사 권한, 수사지휘 권한 인정 여부

먼저 언급할 것은 OECD 회원국 37개국에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

색 규정에 관한 분석을 위해서는 검사의 수사 권한,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검사와 사법경찰의 관계, 검사의 지위와 권한 여하

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 판사, 검사, 경찰 사이의 역할 분

담 사이에 상당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OECD 회원국 37개국 중 30개국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으

로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구속력 있는 수사지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전부 대륙법계 국가들이고 OECD 회원국의 약 80%에 해당하

는 비율이다. 한편, 37개국 중 약 20%에 해당하는 7개국{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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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일랜드, 영국(스코틀랜드 제외),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의

검사는 사법경찰에 대한 구속력 있는 수사지휘 권한이 없다. 모두

Common Law, 즉 영미법계 국가들이고 대륙법계 국가는 한 곳도

없다. 그런데, 주지하듯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임에도 불구하

고 2021년부터는 후자의 유형에 속하게 된다.

또한, OECD 회원국 37개국 중 29개국(약 78%)은 헌법이나 법률

에 명문으로 검사의 수사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7개 국가

중 약 22%에 해당하는 8개국{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영국

(스코틀랜드 제외), 이스라엘, 캐나다, 핀란드, 호주}은 검사의 수사

권한이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150)

나. 유형별 분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논문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

찰이 범죄수사의 과정에서 수사상 필요에 의해 피의자의 체포·구속

과 무관하게 물적 증거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경우를 상정

하고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

증거 등 물적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사법경찰, 검사, 판사 사이의

역할 분담 유형에 따라 OECD 37개 국가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사판사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유형

이 유형의 국가로는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등 3개국을 들

150) 신태훈, 앞의 논문 104쪽 이하 참조. 최근 OECD에 가입한 리투아니아와 콜롬

비아는 이 논문의 각 해당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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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원칙적으로 수사판사만이 예심수사 과정에서 물적 증거의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사법경찰

은 수사판사의 지휘에 따라 압수·수색을 실행할 뿐이다. 가장 극단

적인 형태로 검사와 사법경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있는 입법례라고

생각한다. 한편, 수사판사 제도는 점차 폐지되어 가는 제도이고151),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향후 우리나라가 고려할만

한 입법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2) 검사 청구, 판사 발부형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로는 대한민국, 터키, 독일, 프랑스, 네덜란

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포르투

갈, 슬로베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152) 등 17

개 국가이다. OECD 회원국 37개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이들 17개 국가 사이에서도 사법경찰, 검사, 판사 사이의

역할 분담에 있어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나, 압수와 수색 중 하나라

도 검사가 청구하여 판사가 발한 결정 또는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

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의 통제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나라에서는 사법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위

해서는 검사와 법원의 통제를 모두 받는다는 점에서 이중 통제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151) 독일에서는 1974년 예심제도가 폐지되었고(김종구 외, 위의 책, 180쪽), 오스

트리아도 2008년 개헌을 통해 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를 수사의 주재

자로 내세우면서, 검사의 수사 권한,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을 도입

하였으며(신태훈, 위의 논문, 56쪽), 스위스에서도 2011년 형사사법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하여 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

로 내세우면서, 검사의 수사 권한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을 도입하

였다.(신태훈, 위의 논문 55쪽)

152) 다만, 콜롬비아는 이미 살핀 바와 같이 법원의 사후통제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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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나라는 모두 검사의 수사 권한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인정되는 나라들로서,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권

한이 인정되는 그 당연한 귀결로 디지털 증거 등 물적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도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를 관철하고 있는 것

이다.

우리나라도 종래 이 유형에 속해 왔다고 할 수 있고, 향후 검사의

사법경찰에 수사지휘 권한이 폐지된다고 해도 헌법 제12조 제3항

등에 의해 앞으로도 이 유형에 속하게 될 것인바, 임의수사에 대한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이 폐지된다고 해도 위 헌법

규정에 따라 강제수사에 있어서만큼은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가 일

부 유지되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3) 검사·경찰 청구, 판사 발부형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로는 일본, 미국을 들 수 있다. 이들 나라

에서는 경찰이 법원의 통제는 받고 있으나, 검사의 통제는 받지 않

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인정되는 나라로서, 구속영장을 제외하고, 체포영장과 압수·

수색영장에 대해서만 사법경찰에게 일부 독자적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4) 경찰 청구, 판사 발부형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로는 덴마크, 아이슬란드, 영국, 아일랜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8개국을 들 수 있다. 대부분 영

미법계 국가들이다. 이들 나라에서도 경찰이 법원의 통제는 받고 있

으나, 검사의 통제는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125 -

(5) 판사, 검사 발부형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로는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헝가리, 스

위스 등 5개 국가를 들 수 있는데,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하면서

판사의 관여 없이 압수·수색에 필요한 결정까지 스스로 발할 수 있

는 국가들이다. 검사의 권한이 매우 강력한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

다.

(6) 판사, 검사, 경찰 발부형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는 스웨덴, 핀란드 등 2개국을 들 수 있는

바, 판사, 검사, 경찰이 각기 독립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나라로서 심지어 경찰도 독자적인 압수·수색 권한이 있다. 수사기관

의 압수·수색에 대하여 사법부의 사전 통제가 인정되지 않는 국가라

고 할 수 있는바, 이례적인 입법례로서 국민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입법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법원의 통제 정도

OECD 37개 회원국 중, 영국(England, Wales), 아일랜드, 이스라

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7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물

적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있어 법원의 사전 통

제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는 검사의 통제는 인

정되지 않는다. 주지하듯이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국민의 신체의 자



- 126 -

유와 직결되는 체포나 구속에 있어서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 많은 반면에 물건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영장주의를 철저하

게 관철하고 있는바, 신체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라

는 점에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들

국가에서는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인정되지 아

니하므로 경찰이 직접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다.

반면에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위 유형별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사법경찰, 검사, 판사 사이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역할 분담이 이루

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수사판사만 압수·수색에 관한 권한을 행사

하는 국가(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등 3개국)가 있는 반면에 일

부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 법원의 개입 없이 검사의 명령만으로 압

수·수색이 실시되는 경우도 있으며(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헝가

리, 스위스 등 5개국), 심지어 사법경찰이 법원이나 검사의 통제 없

이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는 나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스웨

덴, 핀란드 등 2개국) 즉, 이들 국가에서는 물건에 대한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에게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고 법원의 통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어 있는 것이다. 대

륙법계 국가가 30개에 이르는 만큼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것

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압도적인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형태

는 검사가 청구하여 판사가 압수·수색에 관한 결정 또는 영장을 발

하는 형태이다.(대한민국, 터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등 17개국). 이는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있으므로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

수색에 있어서도 검사가 사법경찰을 통제하고 그 과정에 관여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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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원의 통제가 수축되어 있

는 것은 사실이나, 37개의 OECD 회원국을 전체적으로 볼 때, 7개

국가(판사뿐만 아니라 검사도 영장을 발부하거나 그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는 나라인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헝가리, 스위스 등 5

개국, 판사, 검사뿐만 아니라 경찰도 영장을 발부하거나 그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는 나라 스웨덴, 핀란드 등 2개국)를 제외한 나머지

30개 국가(약 81%)에서는 판사의 영장 또는 판사의 명령에 의해 물

적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디지털 증거의 압

수·수색에 있어서도 법원이 통제를 하는 시스템이 일응 국제적 표준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사법경찰의 자율성

디지털 증거의 강제적 수집에 있어 사법경찰이 검사 또는 법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독자성과 자율성을 향유하는 형태는 (6) 판사,

검사, 경찰 발부형, (4) 경찰 청구, 판사 발부형(검사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므로), (3) 검사·경찰 청구, 판사 발부형(검사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므로)이고, 반대로 사법경찰이 검사 또는 법원의 강력한 통제

를 받는 형태는 (1) 수사판사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유형(수사

판사의 전면적인 통제를 받으므로), (5) 판사, 검사 발부형(판사 또

는 검사의 전면적인 통제를 받으므로), (2) 검사 청구, 판사 발부형

(검사와 판사의 이중 통제를 받으므로)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

은 분류를 통해 확인되는 하나의 사실은, 사법경찰의 자율성 또는

독자성은 Common Law Tradition을 따르는 국가인지, Civil Law

Tradition을 따르는 국가인지에 따라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

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사법경찰이 가장 강력한 자율성과 독자성을

향유하는 (6) 판사, 검사, 경찰 발부형 국가는 Civil Law 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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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르는 스웨덴과 핀란드이고, 가장 강력한 형태의 통제를 받는

(1) 수사판사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유형의 국가도 Civil Law

Tradition을 따르는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이다. 즉, 디지털 증

거의 강제적 수집에 있어 사법경찰이 검사 또는 법원에 대하여 향

유하는 자율성 또는 독자성의 정도는 해당 국가의 법률적, 정치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 뿐 어떤 법률적인 시스템을 취하는지와

절대적인 인과관계는 없는 것이다. 다만, OECD 37개 회원국 중 사

법경찰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향유하는 (6), (4), (3) 유형의 국가는

12개국임에 비하여 사법경찰이 검사 또는 법원의 강력한 통제를 받

는 국가는 25개국에 이른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고, (6), (4), (3) 유

형의 국가 중에서도 10개의 국가에서는 사법경찰이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일 뿐 법원의 통제는 받고 있다는 사실, 검사와 법

원의 통제를 모두 받지 않는 국가는 2개국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의

해야 한다고 본다.

마. 소결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사법경찰, 검사, 법원 사이

의 역할 분담에 관하여 OECD 37개국 사이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상세히 살핀 바

와 같이, 절대 다수의 국가에서 사법경찰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적

어도 판사의 사전 통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이것이

국제적인 표준에 가장 가깝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위에 살핀 6가지 유형 중, (2)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유형, 즉 검사와 판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이중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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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유형이라는 것도 명

백한 사실이다. 그 밖의 유형 즉, (1) 수사판사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유형은 우리나라가 쇠락해 가는 수사판사 제도를 도입하지 않

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고, (3) 검사·경찰 청구, 판

사 발부형과 (4) 경찰 청구, 판사 발부형은, 사법경찰이 검사의 통제

는 받지 아니하므로 이중 통제에까지 이르지는 못하나 결국 중립적

인 법원의 통제는 받는 것이므로 국민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부당하

다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한편으로는 검사에 비

해 압도적으로 다수인 경찰에게 강제수사에 대한 독자적인 이니셔

티브를 부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

이며, (5) 판사, 검사 발부형은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는 이루어진다

고 할 수 있으나 법원의 개입 없이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명령만

으로 압수·수색이 실시될 수 있어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에게 압수․

수색에 관하여 지나치게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인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6) 판사, 검사, 경찰

발부형은 사법경찰이 검사는 물론이거니와 판사의 통제도 받지 아

니하고 독자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인권보

장 측면에서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한

다. 결국 (2) 검사 청구, 판사 발부형이 수사의 효율성과 국민의 인

권보장을 가장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생각되며, 이는

6가지 유형 중에서 이 유형이 OECD 37개국 가장 보편적으로 발견

되는 유형이라는 것에서도 뒷받침된다고 생각한다.

2. 디지털 증거에 대한 특별한 취급

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상세한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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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 국가에서 디지털 증거의 강제

적 수집에 관하여 상세하고도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은 특

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 번역하지는 못하였지만, 스페

인 형사소송법에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조문이 수십

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디지털 증거의

강제적 수집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만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나머

지는 법원의 판례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급변하는 IT 시대에 더 적

절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

색은 그 성질상 당연히 기본권의 침해를 수반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예측가능성 등의 측면에서는 상세한 성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대로 디지털 증거에 관한 압수·수색은 일반적인

물건의 압수·수색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특징이 많으므로 그

러한 측면에서도 상세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방법에 대해

서만 간략히 규정하고 있을 뿐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

처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은 없는 형편이다. 이 부분은 추후 보

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 논문에서 연구한 OECD

국가의 입법례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 암호키 등의 제공 의무

한편,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수사기관이 암호키 등으로 보호되는

전자정보시스템의 암호키를 해독하지 못하여 그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범죄관련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영국, 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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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룩셈부르크 등은 일정한 자에게 그 전자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암호키, 패스워드 등을 수사관에게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노르웨이에서는 심지어 생체인증 명령까

지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는바, 이 입법례는 약간 충격적이라

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규정이 타당한지 여부는 이 논문의 주제가 아니나, 적

어도 이 부분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자기부죄금지의 특권과 관련하

여 많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선진 각국의 입법례 분

석,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

만,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에서도 국민의

인권보장과 실체진실의 발견 사이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지

점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디지털 증거의

강제적 수집의 측면에서도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

이 작은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Ⅵ. 결론

그동안 형사사법 관련기관간 역할 분담이 이슈가 되어 외국의 입

법례를 논의할 경우 각자의 진영논리에 따라 외국 제도 중 각자에

게 유리한 부분을 아전인수 격으로 내세워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37개국으로 이루어진 OECD 회원국

에서조차 각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보이는바,

OECD 회원국 모두 국가마다 각자의 역사적 경험과 국민의식에 따

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사사법시스템을 정립해 온 것이므로 어느

특정 국가의 제도가 다른 나라의 제도보다 더 훌륭하다거나 더 우

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디지털 증거의 강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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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에 있어 사법경찰, 검사, 판사의 역할 분담은 각국의 사법체계,

특히 검사와 사법경찰 사이에 수사 권한 분배구조 등에 상응하여

나타나므로 반드시 어떤 형태가 옳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도 사

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대, 향후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을 위한 제도를 정비함에 있

어 위 분석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것은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 사법경찰, 검사, 법원 사이의 역할 분담에 관하여 국제적으

로 통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할 것이지만, 위에서 상세히

살핀 바와 같이, 절대 다수의 국가에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대한 판사의 사전 통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검사

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을 발

부하는 유형, 즉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와 판사의 이중 통제를 인정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유형이라는 사실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위 두 가지 점이 국제적인 표준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개정 입법에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두 번째는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해도 그 이

유만으로 심층적인 검토 없이 그 제도를 받아들여 검사와 사법경찰

에게 압수·수색에 있어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신중히 검토해

야 할 부분이라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시스템보다 오

히려 국민의 인권보장을 더 후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

구해야 할 형사사법시스템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사회방위 또

는 수사의 효율성과 국민의 인권보장을 조화할 수 있는 지점이고,

이는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 중 하나의 가치만

을 일방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국민적으로 동의하는 지점을 찾기

위해 광범위하고도 활발한 토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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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셋째,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을 보다 상

세히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디지털 증

거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는 나라가 다수 있

는바, 그들 나라가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그와 같이 상세히 규율하

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잠재적인 압수·수색의 대상인 일반 국민

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자들의 권한과 의무

를 명확히 획정하기 위함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

리나라도 그동안 축적된 판례와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형

사소송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추상

적·이론적인 논의에 앞서 OECD 국가의 입법례를 두루 참고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21. 1. 1.부터는 사법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인정되고,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가 폐지될 예정이다. 향후 검사의 전속적

영장신청권 폐지를 위한 개헌 논의이든, 검사의 전속적 영장신청권

의 제한에 관한 논의이든,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형사소

송법 정비에 관한 논의이든 불문하고, OECD 37개국의 법제에는 그

논의에 있어 우리가 반드시 주목하고 검토하여야 할 다양한 모델이

다수 있다. 그리고 OECD 37개국 중 어떤 나라의 법률제도이든 그

것을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으므로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서는 반드시 이를 참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기 주제에 관한 우

리나라의 입법논의에 OECD 37개국 법제에 대한 분석이 참고가 되

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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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Exclusionary Rule in 2007, the

legality of the collection of physical evidence as well as

statement evidence, especially the legality in compulsory

collection such as search and seizure, came to have a decisive

importance. Moreover, among the physical evidence, digital

evidence has been crucial to conviction in many cases. Thus,

defendants prosecuted in criminal cases have raised various

objections to the legality of the evidence against them in order to

exclude the evidence, and accordingly, the Exclusionary Rule has

been applied mainly in relation to the collection of digital

evidence, and, violation of warrant requirement has frequently

been a issue. In Korea, in the case of coercive investigations

such as search and seizure of physical evidence, including digital

evidence, the prosecutor's exclusive authority to apply for

warrant is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Paragraph 3,

etc. of the Constitution, but, even the evidence collected by

warrants has been often inadmissible due to violations of

procedures. Meanwhile, revised laws such as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rosecutors' Office Act, which are related

to the so-called 'adjustment of investigative power', are expected

to take effect on January, 2021, and the role of the judicial police

in investigation is expected to expand significantly. Furthermore,

recently, the police are demanding the independent authority to

apply for an warrant.

In this situation, I studied whether warrant requirement is 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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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not only to arrest and detention but also to the

compulsory collection of physical evidence including digital

evidence as in Korea, and in the compulsory collection of

material evidence, how the roles of judicial police, prosecutors,

and judges are distributed in 37 OECD countries, so-called

'advanced country clubs', and whether there is an international

standard for the distribution of roles between these 3 agencie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digital

evidence different from general physical evidence, such as

invisibility and massiveness, etc,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special treatment of digital evidenc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us, I studied whether there are special rules regarding

the collection or handling of digital evidence that do not exist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among the 37 OECD

member countries, 7 Common Law Jurisdic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strictly apply the preliminary control of the court

in compulsory investigations such as search and seizure to secure

physical evidence, including digital evidence. However, the control

authority of the prosecutor is not recognized in these countries.

In addition, in these countries, the prosecutor's authority to

supervise judicial police in the investigation is not recognized, so

the police directly request a warrant for search and seizure to

the court. On the other hand, among the 37 OECD member

countries, in 30 Civil Law Jurisdictions such as Germany, roles

are divided in a wide variety of types between judicial police,

prosecutors, and judges in coercive investigations, such as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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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eizure for securing physical evidence, including digital

evidence. While there are countries in which only investigative

judges exercise the authority for search and seizure (3 countries

including Belgium, etc.), in some Civil Law Jurisdictions, search

and seizure are carried out even by orders of prosecutors without

court intervention (5 countries including Italy, etc.), and in some

Civil Law Jurisdictions, even judicial police are able to conduct

their own search and seizure without the control of a court or

prosecutor (2 countries including Sweden, etc.). However, in the

vast majority of Civil Law Jurisdictions, the prosecutor makes a

request and the judge issues a decision or warrant on the seizure

or search. (17 countries including Austria, etc.). In other words, it

is the most common form to be under dual control of the

prosecutor and the court in order for the judicial police to search

and seize digital evidence. Since the prosecutor has the authority

to supervise the judicial police in the investigation, this is a

natural result of the prosecutor's control of the judicial police and

its involvement in the process of search and seizure.

As such, it is true that the court's control is contracted in

some Civil Law Jurisdictions, but when looking at all of the 37

OECD member countries, in 30 countries (approximately 81%)

except for 7 countries including Italy, etc, physical evidence is

searched or seized by a judge's warrant or order of a judge.

Thus, it can be said that it is an international standard that the

preliminary control of the court is recognized for th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On the other hand, it is found that many countries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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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and various regulations regarding the compulsory

collection of digital evidenc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etc.

Although it is a controversial topic recently, there are some

countries with regulations that mandate that a certain person

provide an investigator with a cryptographic key and password

to access the electronic information system he manages. There

may be an opinion that it is more appropriate in the rapidly

changing IT era to stipulate only the essential parts regarding

the compulsory collection of digital evidenc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o have the rest regulated by court

precedents as in Korea. However, because th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naturally infringes on fundamental rights, I

think a detailed codification is necessary in order to increase

predictability of the people.

As described above, whether it is a discussion related to the

role of judicial police, prosecutors, or judges in the compulsory

collection of digital evidence, or a discussion on the reform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the compulsory collection of digital

evidence, we should bear in mind that, in the legal system of 37

OECD countries. there are many different models that we must

pay attention to in the discussion. And since every kind of legal

system in 37 OECD countries has a own reason and purpose for

creating it, I think we must refer to the reason and purpose in

order to reduce trial and error. I hope that the analysis of the

legislation of 37 OECD countries will be used as a reference for

the legislative discussion of Korea on the above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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