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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디지털 증거라는 새로운 형태의 증거가 생겨남에 따라, 대량의 전자정

보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방지하고자 참여권

이 주목받게 되었으나, 아직 참여권의 보장 범위 및 한계, 그 형태와 제

한에 대해서 논의가 정립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이 논문은 디지털 증거 전반에 있어 특히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참여권

의 쟁점들을 소개하고, 기존의 선행연구 및 법률 규정의 해석을 바탕으

로 적절한 해답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참여권과 관련된 문제들을 고려할 때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은 참

여권의 의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참여권이란 적법절차의 핵심 요소를 구체화시킨 것으로 영장주의에 의

한 적법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권 보장을 통해 영장과 관

련된 유관정보 압수를 보장할 수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피압수

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영장 집행이 종료

된 이후의 문제인 무관 정보의 보유 방지를 보장할 수는 없으며, 참여권

보장에 따른 반사적 효과로서 증거의 무결성․동일성 보장이 이루어질

수는 있더라도, 그 자체가 참여권의 의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규상 참여권은 크게 당사자의 참여권, 책임자의 참여권으로 나뉘며,

법해석상 법 제118조, 제129조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전제로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도출된다. 최근에는 법규명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

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입법되면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이 때 당사자의 참여권은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 의해 ‘급속을 요

하는 때’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책임자의 참여권 및 피압수

자의 참여권은 그와 같이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하지만 각각의 참여권 규정의 의의 및 참여권 보장으로 야기될 수 있는

기본권 충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히 현장 외 압수에 있어서는 참

여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의 참여권 규정들은 모두 영장 집행을 전제로 하고 있고, 따

라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의 경우에 준용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 iv -

체포에 수반한 압수, 임의제출, 유류물 등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는

그 성질상 강제처분에 해당하며 관련성 요건의 적용을 받으므로, 대표적

인 강제처분인 영장 집행시에 적용되는 참여권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참여권은 그 내용상 실체적 진실 발견 요청에 대한 제한을 내포

하고 있으며, 양자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해석이 중요하다. 그런데 당

사자 참여권을 준용할 경우 범죄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됨에도 준

용 규정을 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양자가 충돌한다 하여 무조건 비교

형량을 통해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고, 참여권과 밀접하게 연

계된 경우에는 참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석하되, 그 연계성

이 낮은 경우에만 공익과의 형량을 통해 제한을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파일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참여권 보장의 의미

가 낮은 반면 기술 유출·분석 기법 노출의 우려가 큰 분석 단계에 있어

서는 참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참여권을 보장할 경우 ‘입회’나 ‘참관’ 등 소극적인

단어가 아닌 ‘참여’라는 능동적 단어를 선택한 입법자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지켜보는 것 외에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수사 보안상 유관정보의 판별 기준이나 방법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지연, 방해 목적으로 참여권을 행사하는 등 참여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참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 수사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현장 압수, 현장 외 압수, 참여권,

유관정보 압수, 방어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학 번 : 2017-3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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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 피의자 등의 참여권 보장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특징이다. 독일․일본․영

국․프랑스․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을 때 피의자의

참여권을 규율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하다1)2). 미국은 수사기

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아예 참여권을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3), 다

른 국가에서는 적어도 피압수자의 참여권까지는 인정하나, 압수․수색

전체 과정에 있어 포괄적으로 참여권을 인정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이렇듯 참여권과 관련하여 선진화된 법체계를 구축한 우리나

라에서도 아직까지 참여권이 보장되는 참여인 간의 관계, 참여권의 한

계, 구체적인 적용 범위, 형태, 남용에 있어서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판례 및 학계 논의가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 문제가 제기된 후 충분한 학계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탕

1) 전명길,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참여권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제8권 제2호(2017), 655면.

2) Article 97 Lorsque ces scellés sont fermés, ils ne peuvent être ouverts et les
documents dépouillés qu'en présence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assistée
de son avocat, ou eux dûment appelés. Toutefois, lorsque l'ouverture et la
reconstitution du scellé fermé n'exigent pas que la personne mise en examen
soit interrogée sur son contenu, elles peuvent être réalisées par le juge
d'instruction assisté de son greffier hors la présence de celle-ci, en présence
de son avocat ou celui-ci dûment convoqué.[봉인이 행하여진 때에는 피의자가
정식으로 소환되어 입회하거나 변호인과 함께 입회한 경우가 아니면, 봉인을 해
제하거나 문서를 검토할 수 없다. 단 봉인의 개봉 및 재구성에 있어 피의자에게
그 내용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피의자가 정식으로 소환되어 입회
하거나 변호인과 함께 입회한 경우가 아니라도 서기의 도움을 얻어 예심판사가
행할 수 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97조 제6항)]

3) Wayne R. LaFave, Ferold H. Israel, Nancy J. King, Criminal Procedure.
Criminal Practice Series II, West Group, 1999, 138면 참조. 김기준, “수사단계의
압수․수색 절차 규정에 대한 몇 가지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제18호(2009.2), 13
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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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례가 축적되고 실무례가 확립되었다면 좋았겠으나, 디지털 증

거 관련 쟁점들은 놀라운 IT 기술발전에 힘입어 형사법계의 논의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속도로 다변화되고 있다.

1999년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에서 대법원은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의 증거능력’을 판단했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의 기술적 측면

을 고려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대해 다룬 것이 아니라 디지털 증거

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된다는 일반적인 법원칙을 설시한 것이었다.4)

디지털 증거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등장한 것은 2007년 소위

일심회 사건에서였다. ‘컴퓨터 디스켓’이라는 특정 유형의 매체가 아닌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을 고려하게 되었고,

디지털 증거의 위․변조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동일성과 무결성이 보

장되어야 함을 밝혔다.5)

그리고 2011년 소위 전교조 압수․수색 사건6)에서 디지털 증거에 있

어 특화된 증거법적 절차에 대한 고려가 판례에 등장하게 되었고,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절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참여권의 보장이다.

그러나 참여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4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년 종근당 압수․수색 사건(이하

‘종근당 결정’이라고 함)7) 이후였다. 그 이전부터도 법원에서는 실무적

으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영장 발부시 영장 별지를 첨부하여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일선 수사관들의 인지 정도

는 매우 낮았다. 하지만 2015년 위 결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

다는 이유로 전체 압수․수색 처분이 취소된 이후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 절차에 있어 참여권이 가지는 위상이 재정립되었으며, 이후 숨

가쁘게 참여권과 관련된 실무례들이 축적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도출되는 실무상 쟁점들에 대한 학

계의 논의는 아직 충분치 못하다. 또한 핵심적인 몇몇 쟁점에 대해서

4)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5)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6) 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7)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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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제기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 커다란 본류라

고 볼만한 일관된 흐름은 찾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다보니 실무적으로

도 구체적으로 참여권을 어떤 식으로 관철시켜야 하는지가 명확치 않

아 커다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현재 무결성, 동일성 등 다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충족되었더라도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만으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인될 정도로 디지털 증거에 있어 참여권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 지침을 제시할만한 논의가 정립되지 않았

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바,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절차 전반에 걸쳐 참여권과 관련된 쟁점을 세분화시켜 살펴보고 관련

한 논의를 전개하여 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Ⅰ. 용어의 정립

미국 법무부 마약수사청, 연방수사국, 관세청 및 국세청 등의 증거분

석 연구소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디지털 증거에 관한 과학실무그룹

(Scientific Working Group on Digital Evidence, SWGDE)’에서 정의

한 바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digital evidence)란 “디지털 형태로 저장 

또는 전송되는 증거가치 있는 정보(any information of probative

value that is stored or transmitted in a digital form)”라고 한다.8)9)

많은 연구10)에서 이 정의를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검찰청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이하 ‘대검찰청 예

8) Carrie Morgan Whitecomb, An Historical Perspective of Digital Evidence : A
Forensic Scientist’s 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Digital Evidence Vol. 1,
Issue 1(2002), p.4.
https://www.utica.edu/academic/institutes/ecii/publications/articles/9C4E695B-0B
78-1059-3432402909E27BB4.pdf (2021. 2. 11. 확인)

9) 이윤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과 증거능력”, 형사법의 신동향 제23호(2009),
171면 해석 인용.

10) 위의 논문, 171면.; 손지영‧김주석,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5.8), 24면.; 장상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법학실무연구회(2009.5), 2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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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라고 함) 제3조 제2호에서도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

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외의 다른 정의로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거나 네트워크

를 통해 전송되는 정보로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치 있는 디지털 정보”11), “범죄가 저질러졌음을 입증하거나 범죄와 피

해자 또는 범죄와 범인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형태

의 디지털 데이터”12) 등이 있으나 SWGDE의 정의에서 일컫는 정보

‘저장’의 장소 또는 ‘전송’ 방법을 구체화하였거나, ‘증거가치’를 구체화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SWGDE의 정의를 따라 ‘디지털 증거’를 이해

하도록 할 것이며, 그렇다면 ‘디지털 증거’의 핵심 요소는 ‘디지털 형태

의 정보’라는 것과 ‘증거가치 있는 정보’라는 것이다.

그런데 영장 별지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아닌 ‘전자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 중에는 ‘전자 증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도 있다.13)

그렇다면 ‘디지털’과 ‘전자’, ‘증거’와 ‘정보’ 중 이하의 연구를 진행하

기에 어떠한 용어가 적합한지 따져보아야 할 것인데, 그러자면 일단

‘전자적’ 저장방식과 ‘디지털’ 저장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적 저장방식은 전기와 자기 신호를 이용하여 매체에 저장하는

방식을 총체적으로 의미하여, 구체적인 저장방식은 아날로그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디지털 방식이 될 수도 있다.14)

아날로그 방식은 연속으로 변화하는 양을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이

11) 김범식,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6), 12면.; 강철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개선방안”, 박사학위 논
문, 성균관대학교 (2012), 22면.

12) 전승수,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박사
학위 논문, 서울대학교(2011), 11면.

13) 이숙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본권, 그리고 영장주의에 관하여”, 헌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2012.3), 7면.

14) 양근원, “디지털 증거의 특징과 증거법상의 문제 고찰”, 경희법학 제41권 제1호
(2006), 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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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 대표적으로 VHS 비디오 테이프, 녹음테이프 등이 있는데, 아날

로그 방식은 동종의 기기나 매체를 벗어나서는 호환이 어렵고, 다른

매체에 복사되거나 이동되면 반드시 전자적 혹은 물리적으로 양적․질

적인 손실이 있어 동일한 데이터로 취급될 수 없다.16)

반면 디지털 저장방식은 데이터를 0과 1의 조합이 만들어낸 값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17)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는 각종 기기들

의 경우 이러한 기기들에서 생산되고 이용되는 데이터는 컴퓨터와 자

유로운 호환이 가능하고, 기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값이면 동일한 가치

를 지닌 데이터로 취급된다.18) 이 때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는 0과 1의 코드를 일일이 비교해보지 않아도, 해당 데이터를 일정한

알고리즘을 통해 계산해낸 해시값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으며, 따라

서 디지털 증거의 경우 해시값을 동일성 입증의 주요 수단으로 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 증거와 관련하여 참여권 문제가 대두된 이유 중 하나는

위와 같이 아날로그 데이터와 구별되는 디지털 데이터의 매체독립성

때문이다. 디지털 데이터는 매체에 관계없이 동일한 값이면 같은 가치

를 지니므로 다른 매체에 복사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전되어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원래의 정보와의 동일성을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또한 매체 형태로 고착되어 있지 않아 수사기관이 데이터를 복제하여

은밀하게 보유하거나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아날로그 방식의

전자 데이터는 다분히 매체 의존적인 기록 방식으로, 매체와 일체화된

유체물로 취급해도 현행법상 무리가 없으며19) 참여권과 관련된 새로운

쟁점을 야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하에서 진행될 논의를 전개하기에는 아날로그 방식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전자’보다는 ‘디지털’이 적합한 용어 선택이라고 보여진

15) 양근원, 앞의 논문(주 14), 179면.
16) 양근원(주 14), 179면.
17) 양근원(주 14), 179면.
18) 전승수,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12
면.; 양근원(주 14), 179면.

19) 이윤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과 증거능력”, 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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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대해 아날로그 방식으로 입력된 자료도 장기 보관이나 출력을

위해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경우가 있고, 양자 모두 서명

날인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며, 증거 조사 목적이 되는 것은

전자적 정보의 내용 그 자체이므로, 매체의 이전, 보관 내지 출력 과정

에서 발생하는 동일성 확인이 문제가 되는 등 유사점이 많아 굳이 ‘전

자’적 증거라는 표현을 배척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20)

그러나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할 경우 디지털 데이터 형태의 새

로운 자료가 생겨난 것이지 기존의 아날로그 자료의 성격이 디지털 자

료로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의 차이점

은 남아있다. 또한 서명·날인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자료가 전문증

거로서의 성격을 지닐 때 진정 성립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요소이므로

본 논문에서 참여권을 연구할 때 아날로그 자료까지 포괄하여 고려해

야 할 요인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양자 모두 동일성 확인 등

의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복사 등의 과정에서 전자적 혹은 물리적

손실, 변경이 일어나 완벽히 동일한 복사가 불가능한 아날로그 방식과

달리 디지털 방식은 완벽한 복사가 가능하다. 그로 인해 자료의 동일

성 입증에 있어서도 해시값 비교 등 아날로그 자료와는 전혀 다른 새

로운 방식의 입증 방법을 사용하는바, 증거법적 관점에서 아날로그 방

식과 디지털 방식은 완전히 구분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증거’와 ‘정보’의 구분인데, 정보 중에서도 “증거로서의 가

치가 있는 정보”가 ‘증거’이다.21) 그런데 본 논문에서 문제삼는 것은

모든 디지털 형태의 정보가 아니라,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정보로

서 증거물 또는 몰수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

106조 제1항) 즉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

로22) 단순히 ‘정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고, ‘증거’라고 표현함이 적절

20) 손지영‧김주석,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23면.
21) 이숙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본권, 그리고 영장주의에 관하여”, 7
면.

22) 안성수 저, 김희옥·박일환 편집대표, 주석 형사소송법(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11), 5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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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하 연구에서는 ‘디지털 증거’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

다. 그러나 영장별지 및 판례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아닌 ‘전자정보’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영장별지 및 판례의 내용을 언급할 때에는

‘전자정보’라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할 것이다. 또한 압수․수색의 대상

이 되는 정보가 아닌, 혐의 관련성이 없는 일반 정보를 일컬을 때 역

시도 ‘전자정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 외 수사기관이 원본 또는 복제본을 반출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에

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검증을 계속하는 경우를 “현장 외 압

수”라고 표현하겠으며23), 매체 내 전자정보 등을 검색하는 것을 ‘탐색’,

그 중 혐의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만을 골라내는 것을 ‘선별’이라고 표

현하도록 하겠다.

Ⅱ. 연구 범위

이 논문에서 특히 연구하고자 하는 참여권은 공판 단계에서의 참여권

이 아닌 수사단계에서의 참여권이다.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밝힌 뒤 이 논문에서 사용할 용어를

정립하고, 연구의 범위를 서술한다.

제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참여권에 관하여 논의하기 이전에 참여권의

의의를 먼저 알아보기로 한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있어 명문의

참여권 규정은 매우 빈약하여 법 규정만으로는 실무상 발생하는 광범위

한 논의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 결국 디지털 증거에 있어 참여권 보장

의 의의와 취지를 헌법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그에 따라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을 따져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참여권의 헌법적 지위를 알아보는

것은 구체적 논의에 앞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정이라 할 것이다.

23) 디지털 증거 처리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7조 정의, 디지털 증거의 수
집‧분석 및 관리 규정(대검찰청 예규) 제32조·제42조 용어 사용례 참조



- 8 -

그러나 모든 법적 절차가 그러하듯 구체적 적용에 있어 그 범위 및 한

계를 검토할 때 1차적 기준이 되는 것은 관련 법규정의 해석이다. 따라

서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지칭한다) 제121조

내지 제123조의 의미 내지 적용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에는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영장 별지에서 참여권을 보장하

고 있는 피압수자의 경우,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법 해석상으로도 도출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매체 소지자와 정보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는 정보 소유자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실

제 수사실무상 압수 방법을 살펴 정보 소유자의 취약성을 객관적으로 검

토하고, 정보 소유자를 피압수자로 볼 수 있을지, 볼 수 없다면 정보 소

유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부터 참여권이 헌법상 도출될 여지는 없

을지 검토해보도록 한다.

제3장에서는 법상 참여권의 준용 범위를 확정짓고자 한다. 법 제219조

는 포괄적인 준용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준용되는 법 제121조 내지 제

123조가 영장 집행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과연 참여권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도 준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실무상으로는

영장에 의한 압수 못지않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가 많이 이루어지

다보니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논의 정리가 필요한데도, 아직 이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연구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영장에 의

하지 아니한 압수 중 체포에 수반한 압수, 임의제출, 유류물에 있어 영장

집행에 관한 참여권 규정이 준용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

다.

제4장에 있어서는 구체적 압수․수색 단계에 있어 참여권의 적용에 관

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현장 외 압수 전 과정이 참여권의 적

용 범위에 포섭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압수․수색 단계별로 참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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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이 서로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단계에 있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참여권 보장을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참여권 적용 범위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원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법해석은 무엇인지 논해보도록 하겠다.

제5장에서는 앞서까지 살펴보았던 법규상 참여권이 수사실무상 구현된

모습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실상 현재는 관련 규정이 부족하고 법원의

판례도 아직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실무를

통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을 모델링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대표적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의 내부 규정을 살펴보고 실제 어떠한 절

차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과정에서 참여

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바람직한 참여의 형태는 어떠

한 것이어야 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매체 압수 시에 매체 내의 디지털 증거에까지 압수의 효력이

미치는지, 매체 내 디지털 증거 압수 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할지

와, 별건 압수․수색 시 참여권 보장 문제 등과 같이 실무상 쟁점이 되

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다.

제6장에서는 위와 같은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

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고, 증거능력 배제의

범위가 무관증거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유·무관 불문 증거 전체에 미치는

것인지 검토해보겠다. 그리고 위와 같은 원칙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예

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참여

권의 남용으로 인해 아예 참여권이 배제되는 경우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7장 결론에서 위의 논의들을 정리하면서 전체적

인 논의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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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참여권의 의의 및 법규정의 해석

제 1 절 디지털 증거에 있어 참여권의 의의

I. 검토의 필요성

참여권은 절차권 권리로서, 절차적 권리는 그 성격상 입법자의 입법

에 의해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된다는 특징을 지닌다.24) 따라서 원칙상

참여권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은 법 제121조 내

지 법 제123조의 법규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제정 입법자들이 참여권 규정을 입법하던 당시에는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증거, 디지털 증거가 등장하였고, 기존

법규정의 문리적 해석만으로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 발생

하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참여권 제도가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 및 각 법규정에서 보호

하고자 하는 기본권을 확인하여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합헌적 법률해

석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또한 기존 법규정 해석만으로는 도출될 수 없는 참여권의 내용이 있

다면 그것이 참여권 배제로 인해 제한받게 되는 기본권의 핵심적인 내

용은 아닌지, 즉 구체적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와 달리

참여권이 그러한 권리들의 필수적 전제요건으로서 기본권 자체로부터

막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닐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25)

더불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참여권 보장 여부에 따

라 상이한 주체 간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피해자

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탐색·선별에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경우

이다. 물론 모든 충돌 상황에 따른 가장 타당한 해답을 일률적으로 규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참여권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기본권을 미리

24) 헌법재판소 2012.12.27. 선고, 2012헌바225결정.
25)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결정 취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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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두는 것은 실무상의 해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참여권에 관한 본격적인 법규정 검토를 하기 이전에, 이하

에서는 참여권과 관련된 헌법 원칙 및 기본권의 내용과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생각건대 참여권과 직접적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되는 헌법적

원칙으로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이 있다. 이러한 각 헌법상 원칙

과 참여권의 관계를 우선 확인하도록 한다.

이어서 우리 법에서 명시적으로 참여권 규정을 두고 있는 피의자,

변호인, 주거주의 경우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보호되는 기본권이 무

엇인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소위 ‘피압수자’의 경우 명시적으로 그 참여권을 보장하는 법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사실 ‘피압수자’는 법률상 용어가 아니다보니

그 정의와 범위조차도 분명치 않다. 그래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법

해석상 도출되는지, 구체적 경우에 있어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기본권의 핵심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이번 절에서 곧바로

논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에 대한 사항은 이후 ‘피압수자’에 관한 절

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일단 ‘피압수자’를 용어

그대로 ‘압수를 당하는 자’ 정도로 개괄적으로 상정한 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있어 제한되는 기본권이 무엇일지 살펴보도록 한다.

II. 참여권의 헌법적 지위 검토

1. 헌법상 원칙과의 관계

가. 영장주의와의 관계

영장 집행에 있어 피압수자의 절차 참여 기회의 보장이 영장주

의 원칙의 핵심적 요소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26)

그러나 영장주의와 영장주의에 따른 집행은 별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6) 최윤정,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적용되는 영장주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법
적 검토-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53호(2016.4.)
110면, 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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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원칙”27)이다.

그 본질은 “강제수사의 요부 판단권한을 수사의 당사자가 아닌 

인적ㆍ물적 독립을 보장받는 제3자인 법관에게 유보하는 것”28)이

다. 즉 영장주의의 핵심은 법관에 의한 사전적 통제에 있는 것으

로29),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참여권이 영장주의의 내용

을 이룬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 영장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영장 제시 등

영장의 집행과 관련된 내용까지도 함께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은 영장주의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저마다의 역사

적‧문화적‧정치적 여건을 고려하여 영장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

는 내용까지도 영장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30). 하지만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 제2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이하에 규정된 영장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도 법관에 의한 영장발부의 원칙, 일반영

장금지의 원칙, 영장제시의 원칙, 사전영장의 원칙,31) 예외적인 사

후영장 원칙32) 등이 논해질 뿐 참여권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생각건대 광범위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도

록 압수 대상을 혐의와 관련한 전자정보로 제한하는 것은 위의 세

부적인 원칙 중 특히 일반영장 금지 원칙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에 한해서만 압수가 이루어지도록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따른 적법한 집행을 보장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가 영장주의의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7)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672 결정.
28) 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결정.
29) 김혜경, “영장주의의 본질을 기초로 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참여권의 범위”,
연세법학 제35권(2020.6), 26면.

30) 김종현, 영장주의에 관한 헌법적 연구, 헌법재판연구원(2019), 14면.
31)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제11판), 법문사 (2019), 87-90면.
32) 문성도, “영장주의의 비교법적 고찰-한국 헌법 제12조 제3항과 미연방헌법 수정
제4조의 규범적 특징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24권(2005), 166-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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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근당 결정에서 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김

소영은 보충의견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은 “영

장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무관정보를 제한없이

취득할 것이므로, 이는 마치 유관정보에 한정하여 발부한 영장을

전자정보 일체를 압수할 수 있는 영장으로 변모시키는 것과 마찬

가지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무관정보까지 압수․수색

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영장에 따른 적법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지, 영장 자체가 일반영장인 것처럼 변모하여 영장주의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나. 적법절차 원칙과의 관계

적법절차 원칙은 “특히 형사소송절차와 관련하여 보면 형벌권

의 실행절차인 형사소송의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원리로서, 형사피

고인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

소화하도록 절차를 형성ㆍ유지할 것을 요구”한다.33) 이 “적법절

차원칙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절차적 요청으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할 것,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 등”이 제시된다.34)

이는 일응 참여권의 내용과 일치한다. 그러나 그것을 곧바로

“참여권 그 자체에 대하여 강력한 독자적인 적법절차로서의 지

위”35)가 부여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는

규율되는 사항별로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36), 입법자의 폭넓은

절차 형성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33)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2 결정
34)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550, 2014헌마357(병합) 결정
35)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김창석, 박상옥의 반대의견
표현 인용.

36)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550, 2014헌마357(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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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 대한 위헌소원37)에서 헌법재판소 역

시 “집행 당시의 참여권의 보장은 압수수색에 있어 국민의 기본

권을 보장하고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

법의 하나일 뿐“이므로 그에 관한 “절차의 형성은 입법자의 입

법형성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참여권 주체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례에 있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디지털 증거룰 압수․수색하는 것이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하여 적절치 않다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는

제한되는 기본권의 내용상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곧바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이거나38), 그와 관련되어 형

성되어 있는 절차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것일 때39)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참여권 미보장으로 인한 적법절차 원칙 위배 여부는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피의자, 변호인, 주거주, 피압수자의 순으로 제한되는

기본권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법 제123조 제1항의 책임자의

경우 사인으로서 책임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수사기관과 공무소라는 국가기관 사이의 문제인 이상, “국가기관

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

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원칙을”40)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따

로 기본권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지는 않겠다.

2. 연관된 기본권의 검토

가. 피의자의 기본권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피의자의 참여권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41) 방어권은 재판청구권에

37)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25 전원재판부 결정.
38)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9)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2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40)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결정.
41) 고범석,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부산고등법원, 부산판례연구회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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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기본권이

다.42) 공소가 제기되어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 지위에 서기 전, 수

사의 대상에 불과한 피의자에게는 방어권을 보장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우리 형사절차가 피의자를 단순한 객체로

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43) “피고인에게 형사재판

에서 검사와 대등한 대립소송당사자로서의 법적 지위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듯이, 피의자도 당사자에 준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44)고 한다.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사의 합목적성과 비밀성으로 인하

여 피의자의 주체로서의 특성을 일관되게 관철시키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45)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법치국가 원리는 평등원칙을 그

지도이념으로 절차상 무기 대등의 원칙을 요구하므로, 이를 실현하

기 위해서는 피의자를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참여주체로

보아야 한다.46) 따라서 피의자 역시 방어권의 주체라고 볼 수 있

다.47)

그리고 최종 압수된 증거는 결국 공판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

격 방법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피의자가 압수․수색 단계에

참여하는 것은 피고인으로서 방어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권리이자,

동시에 강제처분 절차에서 수사기관에 대립적 위치에 서 있는 피

의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2016.10.11. 작성), 27-28면.
https://bsgodung.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45
&gubun=402&scode_kname=&pageIndex=1&searchWord=&cbub_code=

42)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2 전원재판부 결정.; 류제성, “피의자의 수
사기록 열람․등사권의 헌법적 권리성”, 법학논총 제28권 제2호(2015), 69면.

43)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전원재판부 결정.
44)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1헌마728 결정.
45) 최석윤, “수사절차의 구조와 피의자의 법적 지위”, 형사정책연구(2001.9), 58면.
46)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전원재판부 결정.; 위의 논문, 58-59
면.

47) 최석윤(주 45),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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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압수․수색으로 인해 제한받는 피의자 기본권으로 개인정

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언급될 수도 있지만,

이들 기본권은 피압수자 지위를 겸하고 있지 않은 순수 피의자에

게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예컨대 피의자의 혐의 입증을 위하

여 제3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내의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다고 가

정할 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되는

자는 제3자이지,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 변호인의 기본권

기본적으로 변호인은 피의자의 대리인으로서 보조적 위치에 있

는 자일뿐이며, 형사 절차에서 당사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피의자

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참여권과 관련된 변호인의 기본권이 과연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기초한다고 보여지는데,4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의 주체는 피의자이므로 변호인이 해당 기본권을 직접 주장할 수

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여권은 이를 행사하는 변호인 관점에서 보면 주요 직

무의 내용으로서, 피의자에게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변

호인의 능동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49) 따라서 이는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50) 객관

적으로는 법치국가적 형사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51)

다. 주거주의 기본권

법 제123조 제2항의 주거주는 헌법 제16조에 의해 주거의 자유

를 가지며, 주거 내에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이 이루어

48) 김현귀, 변호인 조력의 헌법적 보장, 헌법재판연구원(2018), 14면, 17면.
49) 김현귀, 위의 책, 57-58, 61면.
50) 김현귀(주 48), 61면.;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결정 취지 참
조.

51) 김현귀(주 48),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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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경우 주거권이 제한된다.52) 또한 주거의 자유는 사생활 보장의

한 특수한 형태라는 점을 고려하면53) 주거에 대한 수색으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된다.54)

라. 피압수자의 기본권

1) 일반적인 형태의 기본권

피압수자의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짐으로써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은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

보자기결정권, 재산권이 있다.55)

그 중 매체를 반출하거나 압수한 경우가 아니라 단지 디지털

증거만을 복제 또는 출력한 경우, 해당 디지털 증거가 몰수되지

않는 한 과연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원래

의 정보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피압수자의 사용․수

익․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란, 특

히 영업 비밀에 속하는 정보의 경우 피압수자의 독점적인 관리

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재산권의 제한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

다고 보여진다.

2) 새로운 형태의 기본권

디지털 증거와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형태의 기본권들이 속속

들이 등장하고 있다. 2008년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정보

기술 시스템의 기밀성 및 무결성에 관한 기본권56)(Grundrecht

52) 김혜경(주 29), 34-35면.
53) 부산고등법원 1999. 5. 17 선고 99노122 판결.
54) 헌법재판소 2019. 7. 25. 선고 2018헌가7, 2018헌바228(병합) 결정.
55) 김혜경(주 29), 35면.;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4헌마1178 결정.; 헌법재
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25 전원재판부 결정.

56) 박희영, “정보기술 시스템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上)”, 법제자
료(2008.10.17.), 43면 이하의 용어 참조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A=A&searchType=all&
searchText=%25EC%25A0%2595%25EB%25B3%25B4%25EA%25B8%25B0%25E
C%2588%25A0%2520%25EC%258B%259C%25EC%258A%25A4%25ED%2585%25
9C%25EC%259D%2598%2520%25EA%25B8%25B0%25EB%25B0%2580%25EC%2
584%25B1%2520%25EB%25B0%258F%2520%25EB%25AC%25B4%25EA%25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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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f Gewährleistung der Vertraulichkeit und Integrität

informationstechnicher System)’, 즉 소위 ‘IT기본권’57)이라는 새

로운 형태의 기본권을 창안하였고,58) 우리나라의 헌법개정연구위

원회에서도 2018년 ‘정보기본권’을 신설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한국헌법학회의 헌법개정연구위원회에서 제안한 정보

기본권 신설안은 알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 격차 해소

에 관해 규정한 안이다.59) 즉 정보기본권이란 그 자체 하나의 기

본권이라기보다 정보 영역에서 정보와 매체에 접근하고 향유하

며, 안전하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

리들을 한데 모아 통칭하는 것이라 하겠다.60) 한편 성봉근 위원

과 정필운 위원은 독일에서 새롭게 창안된 IT기본권을 인정하여

‘모든 사람은 비밀이 유지되고 결함이 없으며 신뢰할 수 있는 정

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별도의 안

을 제시하였다.61)

이 중 특히 새롭게 등장한 IT기본권에 논의를 집중시키고자

하는데, IT기본권을 창안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살피

면서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독일에서 IT기본권을 고안하게 된 계기는 노르트라인 베스트

25B0%25EC%2584%25B1%2520%25EB%25B3%25B4%25EC%259E%25A5%25EC
%2597%2590%2520%25EA%25B4%2580%25ED%2595%259C%2520%25EA%25B8
%25B0%25EB%25B3%25B8%25EA%25B6%258C&searchPageRowCnt=10&pageIn
dex=1&CTS_SEQ=2581&AST_SEQ=72&ETC=1 (2021.06.18. 확인)

57) 김태오, “사이버안전의 공법적 기초-독일의 IT기본권과 사이버안전법을 중심으
로”, 행정법연구 제45권(2016), 105면 이하 용어 참조; 위의 논문, 45면 각주4)

58) BVerfG, Urteil des Ersten Senats vom 27. Februar 2008-1 BvR 370/07
59) 개정안 제20조 ① 모든 사람은 자유로이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있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고 이용되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③ 국가는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허종렬‧엄주희‧박진완, “헌법상 기본권 개정안 논의 동향과 성과 검토-2018 한
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기본권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법학논
고 제63권(2018), 121면]

60) 정필운, “정보기본권 신설 동향과 지향-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헌법은 어떻게 수
용하여야 하는가-”, 미디어와 인격권 제4권 제1호(2018), 4-5면.

61) 허종렬‧엄주희‧박진완(주 59),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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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렌 주의 헌법보호법(Verfassungschutzgesetz)에서 보안취약점

을 이용하거나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이식시키는 등의 수사 방

식, 즉 IT시스템에 대한 해킹을 허용하였기 때문이다.62) 그런데

인격의 발현이 IT시스템과 이에 기반한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

는 오늘날에는63) IT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통해 개인이 알지 못

하는 사이 개인에 관한 중요하고 깊이 있는 대규모의 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고, 이는 심각한 인격권의 침해를 야기하는 바 ‘정

보’를 넘어 ‘IT 시스템 자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었

다.64)

그에 따라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하는 새로운 기본권으로 IT

기본권을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IT 기본권의 핵심적인 내용은

IT 시스템의 기밀성과 무결성이다.65) 기밀성이란 IT 시스템에

저장하여 둔 특정 데이터 상태가 국가의 은밀한 탐지 및 감시로

부터 보호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를테면 권한 있는 자만이 정보

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의미한다.66) 한편 무결성이라 함은 IT

시스템이 장해와 정보의 위조, 변조, 악성 바이러스로 인한 조작

으로부터 보호되는 온전한 상태를 뜻한다.67)

즉 IT기본권은 ‘IT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

우 적용되는 것으로, ‘정보’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는 일반적 형

태의 압수·수색에 적용될 것은 아닌바, 이 논문에서 문제삼는 피

압수자의 기본권으로 논할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3. 소결

참여권은 디지털 증거에 있어 영장주의에 따른 집행을 보장하는

수단이자, 적법절차 원칙이 구체화된 권리라고 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기본권들을 놓고 생각하건대 주거주의 주거권,

62) 김태오(주 57), 114면.
63) 김태오(주 57), 105면.
64) 김태오(주 57), 114면, 117-118면.
65) 김태오(주 57), 115면.
66) 김태오(주 57), 115면.
67) 김태오(주 57), 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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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피압수자의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주거, 통신 및 사생활 관련 정보, 재산

적 가치 있는 정보에 대해 발부된 법원의 영장 및 그 집행 자체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지, 집행 중의 참여권 미보장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68) 따라서 기본권 제한에 따른 절차가 반드시 참여권의

형태로 제공될 필요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법률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압수·수색에 따른 권리구제가 미흡하다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직업의 자유, 피압수자의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은 참여권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기본권으로 보여진다.

피압수자가 아니어서 압수목록을 교부받을 수 없는 피의자로서는

압수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수사기관이 어떠한 정보를 수집해갔

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곧바

로 피의자 방어권에 대한 직접적 제한에 해당한다.

변호인 역시 참여권이 제한될 경우, 피의자에게 충분한 조력을 제

공하기 위한 직무 내용의 제한을 받는 것이어서 직업 수행의 자유가

제한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경우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

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지 정보주체 스스로가 결정

할 수 있는 권리인데,69) 물론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 그 범위를

피압수자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압수․수색 과정

에 참여할 경우 영장 범위 외의 개인정보가 압수되지 않는지, 어느

범위까지 정보가 압수되는지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후 준항

고의 형태로 다투는 등 통제권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참

여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

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참여권 규정에 있어서는 특히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68)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4헌마1178 결정 취지 참조.;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25 전원재판부 결정 취지 참조.

69)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68 전원재판부 결정.



- 21 -

직업의 자유, 피압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

향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법률 해석상 특정 주체의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

당하는 구체적 상황에서 제한되는 기본권의 내용상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곧바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

이 최소한의 절차적 보장에 해당하는 것인지 고찰해보아야 한다.

아울러 법규상 참여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참여

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에 따라 상이한 주체간의 기본권이

충돌한다면 충돌하는 기본권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해결방법

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III. 참여권 관련 법규정의 검토

1. 개괄

법에서 명시적으로 압수․수색 과정 중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제122조(영장집행과 참

여권자에의 통지),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제124조

(여자의 수색과 참여)이다. 이 중 제124조의 규정은 ‘여자의 신체’라

는 수색 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출된 규정이므로 일반적인 압

수․수색에 있어 참여권의 의미를 검토할 때 굳이 고려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제121조, 제122조 당사자의 참여

와 제123조 책임자의 참여이다. 그 외에 명시적으로 참여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118조 및 제129조에서 처분을 받는 자에

게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

하고 있다.

2. 참여권 관련 법률 체계

가. 공판 단계 참여권의 포괄적 준용

앞에서 살펴본 참여권 규정들은 모두 법원을 주체로 하는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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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의 것이다. 우리 법은 제219조를 두어 수사단계에 이러한

공판 단계 참여권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와 기

소, 공판에 이르는 시간 순서를 생각해도 그렇거니와, 일반적인 압

수․수색은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법원의 압수․수색을 기본으로 하고, 그것을 수사기관

에 준용하는 우리나라의 법은 상당히 기형적이다.

이는 총칙에서 법 전반의 기본 원칙과 공통분모를 제시하고 세

세한 내용은 각칙으로 등장하는 독일식 편장체계70)의 영향을 받은

일본 대정형사소송법71)을 입법모델로 삼아 우리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72) 그런데 일본에서는 대정형사소송법까지는 법원에 의한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었고, 나아가 강제처분의 권한도

원칙적으로 예심판사에게만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제처분과

관련된 규정들이 재판소를 주체로 하여 제1편 총칙에서만 규정되

어 있는 것이 오히려 당시 일본의 사법절차에 부합하는 것이었

다.73)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시절 이미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

게 예심판사에 준하는 강제처분권을 인정하였으며,74) 해방 이후 법

제정 시에는 명시적으로 예심제도를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

본식 편장체계를 고스란히 답습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나. 당사자 참여권의 준용

특기할만한 점은 일본은 공판단계에 압수․수색 관련 규정을 두

고 이를 수사단계에서 준용하면서도 수사보안을 이유로 당사자의

참여권 규정은 준용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당사자

참여권 규정까지 포함하여 참여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있

70) 김재광, 법학이야기 : 법에게 길을 묻다, 한국학술정보(2013), 351면.
71) 이동희, “형사소송법의 편장체계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시론-일본 형사소송
법에 대한 비교 검토를 포함하여-”,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1호(2019.4), 19면.

72) 신동운, “제정형사소송법의 성립경위”, 형사법연구 제22호(2004), 161-163면.
73) 이동희(주 71), 19면.
74) 안주열, “일제강점초기 형사사법제도와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고찰”, 법사학연구
제33호(2006),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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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

제정자들의 입법 취지를 짐작해볼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결국

동일한 법(대정형사소송법)을 모델로 하여 발전한 양국의 형사소송

법이 당사자 참여권의 수사단계에서의 준용에 있어 서로 다른 태

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제정 당시 양국의 사법 현실의 차이를 따

져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밖에 없다.

감히 짐작컨대 양국에 있어 가장 큰 차이점은 예심판사 제도의

적용 여부였다고 하겠다.75) 예심판사 제도는 공판 전 단계에서 법

관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76) 사건을 공판에 회

부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증거자료를 수집·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77)

대정형사소송법이 제정되기 이전 적용되었던 1890년 명치형사소

송법 시절부터 일본에서 수사단계에서 수색, 차압(압수)의 강제처

분 권한은 예심판사에게만 속하는 것이었다.78) 이에 반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의 경우 및 준현행범의 경우에 그 사건이 급

속을 요하는 때에 한하여 예심판사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사실

을 통지한 후 범죄 현장에 임검하여 비로소 예심판사에게 속하는

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었다.79) 또한 범죄의 수사를 끝낸 때에는

검사가 예심판사 또는 재판소의 판단을 의무적으로 구하도록 되어

있었다.80)

75) 안주열, 앞의 논문(주 74), 69면.
76) 신동운, “일제하의 예심제도에 관하여-그 제도적 기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65권 제1호(1986), 150면.

77) 위의 논문, 151면.
78) 신동운, "일제하의 예심제도에 관하여-그 제도적 기능을 중심으로", 153면.
79) 신동운, "일제하의 예심제도에 관하여-그 제도적 기능을 중심으로", 153면.
80) 명치형사소송법 제62조 지방재판소 검사가 범죄의 수사를 끝낸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해야한다.
1. 중죄로 사료한 사건에 있어서는 예심판사에 예심을 구해야 한다.
2. 경죄로 사료한 사건에 있어서는 그 경중난이에 따라 예심을 구하거나 또는 직
접 그 재판소에 소를 구해야 한다.
地方裁判所檢事犯罪ノ搜査ヲ終リタルトキハ左ノ手續ヲ爲ス可シ
第一 重罪ト思料シタル事件ニ付テハ豫審判事ニ豫審ヲ求ム可シ
第二 輕罪ト思料シタル事件ニ付テハ其輕重難易ニ從ヒ豫審ヲ求メ又ハ直チニ其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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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22년 제정된 대정형사소송법에서는 현행범, 준현행범의

경우 외에도 요급사건(동법 제123조)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여 이러

한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동법 제170조)의 권한을

인정하고81) 검사는 수사를 함에 있어서 강제처분을 필요로 할 때

에는 예심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등(동법 제255조 1항)82)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권한이 다소 확대되었다.83) 하지만 여전히 공판절

차 이전 단계에서의 강제처분권은 원칙적으로 예심판사에게만 인

정하고 있었다.84)

반면 식민조선의 경우, 명치형사소송법이 의용되던 시절의 조선

형사령85) 제11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 및 준현행범의

경우에 범죄 현장에 임검하지 않고도 예심판사에게 속하는 강제처

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12조에 의하여 비현행범 사건이

라도 수사 결과 급속한 처분을 요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영

장을 발부하고 수색, 물건 차압(압수)을 할 수 있었다. 이 처분을

당시 실무상에서는 가예심처분이라고 불렀다.86)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즉결례에 의해서 경미한 범죄의 상당

부분이 경찰 즉결처분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고, 조선형사령(조선총

判所ニ訴ヲ可ス可シ
81) 대정형사소송법 제 170조 검사는 제123조...각호의 경우 또는 현행범인을 체포하
거나 혹은 그를 수취하거나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공소제기전에 한
하여 압수 혹은 수색을 하거나 또는 다른 검사 혹은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하거나
촉탁할 수 있다. 檢事ハ第百二十三條...各號ノ場合又ハ現行犯人ヲ逮捕シ若ハ之ヲ受
取リタル場合ニ於テ急速ヲ要スルトキハ公訴提起前ニ限リ押收若ハ搜索ヲ爲シ又ハ
之ヲ他ノ檢事若ハ司法警察官ニ命令シ若ハ囑託スルコトヲ得。; 신동운, "일제하의
예심제도에 관하여-그 제도적 기능을 중심으로", 159면.

82) 대정형사소송법 제255조 검사수사를 하는 데 있어 강제의 처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공소의 제기전이라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생략)..의 처분을 그 소속 지방
재판소의 예심판사 혹은 소속 구(區)재판소의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檢事搜
査ヲ爲スニ付强制ノ處分ヲ必要トスルトキハ公訴ノ提起前ト雖押收,搜索、、、ノ處
分ヲ其ノ所屬地方裁判所ノ豫審判事又ハ所屬區裁判所ノ判事ニ請求スルコトヲ得。;
신동운, "일제하의 예심제도에 관하여-그 제도적 기능을 중심으로", 159면.

83) 小野淸一郞, 刑事訴訟法講義, 釜山 : 晉文堂(1952), p.27.
84) 신동운, "일제하의 예심제도에 관하여-그 제도적 기능을 중심으로", 158면.
85) 구 조선형사령(1912. 3. 18, 제령 제11호)
86) 內田達孝, (朝鮮)司法警察法論, 京城 : 巖松堂 (1922), pp.14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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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부제령 제11호) 제16조 단서에 의해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 사건이 번난한 때 예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었다.87) 다시 말해 검사의 기소권

행사의 적정도모 등 수사기관에 대한 예심판사의 견제 및 감시 기

능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88)

이후 대정형사소송법 제정과 함께 개정된 1924년 조선형사령은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의 경우 현장에 임검하지 않고도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제11조의 규정은 삭제했지만, 제12조에서 현행

범, 준현행범, 요급사건의 경우 외에도 ‘사건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긴급한 처분을 요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압수․수

색을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수사기관에게 사실상 예심판사에

준하는 강제처분권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더군다나 일본이 사법경찰 등 수사기관을 식민지 체제를 유지하

는 중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권 남용은 극에

달하였다. 일제 강점 시절 수사기관에 의한 독립 저항 운동의 억

압, 일반 조선식민들에 대한 고문이 횡행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

실이다. 고문 방지를 위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부인 장치가 도입된 것만 보아도89) 당시 수사기관의 전횡에 대한

입법자들의 우려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광복 이후 형사소송법을 제정한 입안자 입장에서는 수

사 기관의 강제처분 권한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

하는데 적극적이었을 것이며, 물적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에 있어

당사자를 직접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통제․감독

수단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특히 피의자를 참여시키는 데에는, 일제 강점 동안 제대로

된 방어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피동적 객체로 전락했던 피의자를

절차에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피의자를 보호하고자 하

87) 안주열(주 74), 65면.
88) 안주열(주 74), 65면.
89) 신동운, "제정형사소송법의 성립경위", 188-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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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법자의 결단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수사 밀행성의 원칙을 이유로 피

의자 참여권을 완전히 배척하려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다. 영장 ‘집행’ 단계의 규정

참여권이 규정되어 있는 제1편 제10장 「압수와 수색」 중 법

제219조에 의해 수사기관에 준용되는 규정들을 살펴보면 크게 압

수․수색의 일반론적 원칙 및 종류 등에 관한 총칙적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제106조～제112조90), 영장의 발부에 관한 제114조, 영장의

집행에 관한 제115조～제127조91), 압수․수색 종료 직후의 절차에

관한 제128조～제129조, 압수물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제130조～제

135조92)로 나뉜다. 이 중 참여권과 관련된 제121조 내지 제123조

는 영장의 집행 과정에 있어 규율된 것이며, 조문 제목에도 ‘영장

집행’을 명시하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참여권은 영장의 집행 단계에 있어서

만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그 전․후에 있어 발생하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내지 위법은 참여권이 아닌 다른 절차를 통해 방지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증거에 있어서는 영장 집행을 포

함한 압수․수색 전반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위법과 관련하여 그

방지책으로서 참여권이 논하여지기 때문이다. 또한 영장 집행과 관

련없는 조항으로부터 참여권의 의의를 도출하려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압수․수색에 관한 총칙적 규정인 법 제106조～제112조

라면 모를까 그 이외의 규정과 참여권을 연계짓는 것은 법규정 체

계상 적절치 않으며, 영장의 집행 중의 위법 방지를 위하여 참여권

규정을 폭넓게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집행 전․후에 있어서

까지 참여권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은 법률 규정의 해석

90) 이 중 제108조(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는 준용 제외되고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가 적용됨

91) 제115조 1항 단서(법원사무관등의 집행), 제116조(주의사항), 제117조(집행의 보
조)는 준용 제외

92)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는 준용 제외되고,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
환부)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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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하겠다.

3. 법해석상 도출되는 참여권의 의의

가. 관련성 있는 압수의 보장

1) 유관정보의 압수 보장

종근당 결정 중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박상옥은 반대의견을

통해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215조, 제106조 제1항의 규범력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절차적 보장 규정”이라고 밝혔다.

영장주의에 따른 적법한 집행을 보장하려는 참여권의 취지상,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 무관 정보의 압수․수색이 있는지 여

부를 감시하는 것이 참여권의 의의에 포함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건대 법 제106조, 제215조의 관련성 요건

은 2011년 개정 때 우리 법에 새롭게 규정된 것이고, 제121조 내

지 제123조의 참여권 규정은 제정형소법 당시부터 있었던 규정

인바, 입법 시기상 제106조, 제215조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

는 규정이 참여권이라는 표현은 일응 의아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필요한 때’에는 압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였던 종전에

도 필요성의 내용으로는 이미 관련성과 비례성이 언급되고 있었

다.93) 즉 ‘관련성’이란 굳이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법해석상 당연

하게 인정되었던 요건인 것이다.94)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압

수․수색 실무에 있어 과잉압수의 논란이 있어왔고, 특히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 과잉압수의 우려가 새롭게 부각되었

기에 2011년 법 개정 시 명문화되었을 따름이다.95)

살피건대 압수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법 제106조) 일정한 범죄가 전제되어 있으므로, 결국 혐의

대상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물건만을 압수할 수 있음은 당연한

93) 이완규 저, 김희옥·박일환 편집대표, 주석형사소송법(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11), 264면.

94) 위의 책, 264면.
95) 이완규, 주석 형사소송법, 264-2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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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96) 따라서 제106조, 제215조의 규정은 차치하고라도 참여

권의 취지에 압수 시 관련성 요건을 관철하고자 함이 포함됨은

물론이며, 다만 명문 규정을 통해 그와 같은 취지가 보다 명백해

졌을 따름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215조, 제106조 제1항의 규범

력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절차적 보장 규정”이라는 언

급은 ‘관련성 요건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절차적 보장

규정’으로 바꾸어 읽어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관련성

없는 부분을 압수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참여권의 의의라는 견해에 동의하는 바이다.

2) 무관정보의 보유 방지가 포함될지 여부

종근당 결정에서 다수의견은 참여권을 통해 유관 정보 압수

보장을 넘어 수사기관의 무관 정보 보유 방지를 보장하고자 하

는 것으로 보인다.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남겨

지게 되면 피압수자의 다른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한층 커지

게 되므로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절차”라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법 규정상 참여권은 영장의 ‘집행’과

관련하여 보장되고 있으며, ‘집행’의 시간적 범위는 통상 수사기

관이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된 압수 대상을 선별하고 그 점유를

확정적으로 확보할 때까지라고 하겠다. 그런데 관련성 없는 자료

의 점유 지속은 ‘집행’ 이후 단계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즉 법규

정상 압수 집행이 종료된 이후의 환부, 가환부에 의해 규율되는

단계의 문제이지, ‘집행’과 관련된 참여권에 의해 규율되거나 통

제될 수 있는 단계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참여권의 의의가 관련성 없는 자료의 보유 방지를 위

한 것이라는 견해에는 공감하기 어렵다.

96)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성 개념의 해석”, 법조 62권 11호
(2013.11),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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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만약 수사기관의 무관 정보 보유를 방지하여 새로운

법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참여권의 의의였다면 특히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할 부분은 무관 정보의 삭제 부분이다. 그

러나 영장별지를 살펴보면 참여권이 보장되는 압수․수색 전체

과정은 ‘복제본의 획득,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

제․출력 과정’까지를 명시하고 있고, 관련없는 정보의 삭제․폐

기 또는 반환 절차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수사기관은

무관 정보를 삭제한 뒤 그 취지를 통지하기만 하면 된다. 무관

정보의 삭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완료된 이후 환부, 가환

부 조치와 관련된 것이어서 참여권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아

님을 전제로 한 것이리라 보여진다.

그렇다면 종근당 결정을 통하여 법원이 지향하고자 했던 목표

와는 별개로 실질적으로도 참여권이 무관 정보가 수사기관에 남

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

각된다. 위 결정에서 대법관 김창석은 반대의견을 통해 “수사기

관의 무관 정보에 대한 탐색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은 피의자

나 변호인의 참여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장매

체 원본을 이미징의 방법으로 대검 원격공조시스템에 복제․저장

하는 제1 처분의 과정에서 유관 정보 이외의 무관 정보가 복제․
저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때에만 가능하다”

라고 했던바 이와 같은 의견에 공감하는 바이다.

나. 동일성․무결성과 참여권의 관계 검토

참여권 보장의 취지는 압수물의 존부나 형상 변경 등을 둘러싸

고 벌어질 수 있는 여러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97)

법원에서도 소위 전교조 결정이라 불리우는 2009모1190결정에서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

97) 박혁수,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의 실무상 쟁점”, 형사법의 신동향 제44호
(2014.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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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31조 등)......전체과정

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

장......등 압수․수색의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

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

치가 이루어져야만 그 집행 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될 것이다.”라

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참여권 보장을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방

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증거의 동일성․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영장 집행 후에 적용되는 규정인 법 제131조가 참여권의

근거 조문이 될 수 없음은 차치하고라도, 증거의 동일성․무결성

보장은 압수물 상실 또는 파손 방지를 위한 조치와는 무관하다. 증

거의 동일성․무결성이 수사기관 입장에서 법정에 제출되는 증거

의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압수물 상실 또는 파손

방지는 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참여권의 의의가 증거의 동일성·무결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수사기관의 감정 위촉에 있어서도 법 제176조의

참여권 규정이 준용되었어야 할 것이다. 감정 과정에서 시료의 동

일성·무결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입법자는 수사상 감정위촉에 대하여는 참여권을 준용하지 않

는다.

생각건대 증거의 동일성·무결성과 참여권의 논의는 각각 별개의

차원에서 논해져야 할 독립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양자 모두 디지

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지만 그 성

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증거의 동일성·무결성에 관한 논의가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의 사본이 원본과 동일한지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등과 같은 증거 그 자체에 관한 논의라면 참여권은 증거

를 둘러싼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보호와 관련된 논의이다.

더군다나 디지털 기술로 제어되고 동작하는 디지털 증거에 있어

그 동일성․무결성을 물리적인 사람의 참여를 통해 보장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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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예컨대 아무리 사람이 지켜보고 있을지라도 네트워크를 통해

휴대폰 원격 초기화 신호(일명 ‘킬스위치’)를 보냄으로써 내부 데이

터를 초기화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휴

대폰의 비행기 모드를 활성화시켜 네트워크 통신을 차단하거나 패

러데이 봉투(Faraday bag, 전파차단용 봉투)를 씌우는 일 뿐이다.

판례 역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해시값 비교, 봉인, 원본 대조,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기술적 방안

을 제시할 뿐, 피압수자 등의 참여를 제시하지는 않는다.98)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무결성 확보를 참여권의 의의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다만 참여권 보장의 반사적 효과로

서 증거의 동일성․무결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입법 배경을 통해 보건대 참여권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한

감시·견제를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영장 집행 중의 참여를 통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량의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영장에 기재된 유관정보에 한하여만 압수를 보장한다는 취

지가 더욱 강화된다. 그러나 영장 집행 완료 후의 문제인 무관정보

의 삭제·폐기를 영장 집행 중의 절차적 권리인 참여권을 통해 확행

할 수는 없으며, 무엇보다 무관정보의 처리는 이미지 파일 등에 대

한 기술적·제도적 통제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참여권 보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증거의 동일성·무결성 보장 역시 마찬가지인데 디지털 증거의 성

격상 증거의 관리는 기술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야지 참여권을 통

해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무엇보다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감

시를 목적으로 하는 참여권의 의의가 동일성·무결성 보장을 통한 증

거능력 확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98)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 32 -

제 2 절 법 제121조 당사자 등의 참여권

I. 당사자 등 참여권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법 제121조의 참여권은 “압수․수색절차의 공정을 확보

하고 집행을 당하는 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설시

한다.99)

법 제121조에 따르면 피의자,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

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참여가 의

무사항은 아니며, 법 제122조에서 수사기관에게도 통지 의무만을 지우

고 있어 수사기관이 이들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공안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마치 피의자의 참여가

의무인 것처럼 어떻게든 피의자를 참여시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고,

피의자는 참여를 거부하였다가 추후 재판과정에서 본인의 참여가 없었

음을 이유로 압수․수색의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안사

건은 증거능력에 대한 법정 공방이 워낙 치열하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하여 추후 증거에 대한 논쟁의 여지를 완전 제

거하려다 보니 발생하는 일인데, 이 경우에도 역시 피의자에게 참여의

기회만 보장하였다면 피의자 참여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정되

지는 않는다.

하급심 판결 중에도 제 121조는 “당사자에게 참여의무를 부과하거

나 영장을 집행하는 자에게 당사자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의무 지우

는 규정은 아니”고 “당사자 등은 스스로 참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

여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 등의 참여권 행사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이 참여하지 않은 채 영장이 집행되더라도 위

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가 확인된다.100)

II. ‘당사자 등’의 범위

99)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25 전원재판부 결정.
100)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 33 -

1. 당사자 등의 기본 범위

법 제121조는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라는 조문 제목 아래 영

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단계에 준용됨에 있어서는 그 범위 및 용어를 재정립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수사단계에서 참여권이 인정되는 범위에 ‘검

사’가 포함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 제121조는 법원을 집행주체로

하며, 따라서 형사소송의 삼각주체 중 집행자인 법원을 제외한 나머

지 둘을 참여 당사자로 명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단계에

서는 검사 스스로가 집행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경찰이 집행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법 제219조, 법 제115조에 의해 검사의 지휘

에 의해 집행하는 것이므로 검사는 직접적으로 집행하지 않는다 할

지라도 집행 주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법 제121조를 준용할 때는 그 범위에서 검사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

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판단계에서와 달리 수사단계에서는 ‘당사자’ 개념이 통용되

지 않으므로 당사자로서 ‘피고인’을 수사단계에 있어 어떻게 이해해

야 할지 문제되는데,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이 검사와 대립 당사자로

서의 법적 지위에 있음을 고려해 볼 때101),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

에 대립되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 준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피의자가 이에 포함된다고 보여진다. 이 때 수사기관의 인지

재량 내지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는 물론 형식적으

로는 입건되기 이전일지라도 실질적으로 피의자 지위에 있다고 보여

지는 피내사자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대립되는 위치에서 피의자의 이익을 대변하

는 자로서 피의자와 같은 범주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다

만 변호인은 엄밀히 말하자면 ‘당사자’가 아닌 보조자의 지위를 갖고

있기에 ‘당사자’로 일컫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102) 따

101)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1헌마72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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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피의자, 변호인을 통틀어 참여권을 논의할 경우에는 ‘당사자 등’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다103).

2. 피압수자의 포함 여부

가. 학설

법 제219조, 제121조의 ‘당사자’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영장집행

의 당사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104) 법 제121

조와 제122조는 적법한 영장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문인 까닭에

재산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받는 영장집행 당사자인 피압수자를

제외시키면 조문의 취지가 퇴색한다는 것이다.105)

나. 판례

다수의 판례에서도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를 ‘피압수자’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106) 즉 압

수․수색을 당하는 피의자를 ‘피압수자’로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판례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는 수사기관

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

행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107)라고 하여 아

예 피의자와 피압수자가 동일한 의미인 것처럼 설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판례 사안들을 살펴보면 피의자가 피압수자였

던 사례들이었고, 판시 내용 중 “피의자이자 피압수자”108)라는

102) 박용철, “디지털 증거 중 카카오톡 대화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참여권
-대법원 2016모587 사건을 통해 본 122조 급속을 요하는 때의 의미”, 비교형사법
연구 제20권 제4호(2019.1), 26면.

103) 박용철, 앞의 논문(주 102), 26면.
104) 박민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의 적법절차“,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2016), 105면.
105) 위의 논문, 105면.
106)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노627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7노85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107)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
12400 판결.

108) 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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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도 사용하는바, 피의자가 무조건 피압수자와 같은 의미라는 것

이 아니라 피의자가 실제 압수를 당하는 경우에만 피압수자로 보

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하급심 판결 중에는 피의자가 아닌 피압수자의 참여권에

관하여도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

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눈에 띈다109).

다. 검토

관련 연구 중에는 위와 같은 판례 태도에 대하여 피압수자 지위

에서의 참여 조문으로는 현장 외 압수절차에의 참여까지 보장된다

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굳이 제121조를 근거로 하는 것이라고 해

석하고 있다.110) 법령상으로 피압수자의 경우는 영장의 제시만이

요구될 뿐 압수의 모든 절차에서 계속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선별절차를 종료한 후 증거목록을 교부하면 족하다는

것이다.111)

그러나 설령 법원의 의도가 위와 같이 피압수자를 두텁게 보호

하고자 하는 것이었을지라도, 의도의 정당성이 설시의 부정확성을

보완해줄 수는 없다. 만약 피압수자가 동시에 피의자 지위를 겸하

고 있다 할지라도 제121조의 권리는 압수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

서 주장하는 것이지, 피압수자로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소개한 견해에서는 재산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받는 피

압수자에 대한 보호가 소홀해진다는 점을 우려하나, 우리 법에서는

법 제118조 및 제129, 제121～122조, 제123조 등 법규정을 나누어

압수에 관여하는 자들 각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법적 보호를 하

고 있다. 더군다나 법 제121조에서 당사자를 ‘검사, 피고인 또는 변

호인’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음에도, 동조 ‘당사자’ 범위에 ‘피압

수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규정의 문리적 해석의 범위를

109) 부산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7노85 판결.
110)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
건 증거 압수 방법“, 형사법의 신동향 제48호(2015. 9.), 109면.

111) 위의 논문, 105-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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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는 것이라 보여진다.

게다가 최근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

사와 사법경찰관이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 10. 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

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함)」이 제정되어

2021. 1. 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 수사준칙 제42조 제4항에서는

압수․수색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사준칙 제41조 제3항에서는 매체 반출 시 봉인 과

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피압수자등’을 ‘피압수자 또는 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당사자 등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당사자 등과 피압

수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법령의 취지가 아니겠냐는 반론이 제

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사준칙 제42조 제4항에서 ‘전 과정에 걸

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여 ‘피

압수자등’과 당사자 등에 속하는 ‘변호인’을 구분하는 것을 보면,

수사준칙에서 피압수자와 당사자 등을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는 어렵다.

이러한 수사준칙의 규정은 대검찰청 예규의 규정과 정확히 일치

하는 것인데, 대검찰청 예규 제17조 제3항 제1호에서도 ‘피압수자

등’이란 ‘피압수자 또는 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제21조 제1항에서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한다.

그러나 개정 전 대검찰청 예규(대검찰청예규 제991호, 2019. 5.

20., 전부개정) 제11조 제3항 제2호에서는 ‘피압수자, 「형사소송

법」 제121조 및 제123조에서 정하는 참여인’을 ‘피압수자 등’이라

고 규정하고, 제17조 제1항, 제22조 제1항에서 ‘피압수자 등에게 참

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219조, 제121조의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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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과 피압수자를 명확히 구별하였었다. 또한 현재의 대검찰청

예규 및 수사준칙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압수자’와 구분

하여 ‘피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수사

준칙이 피압수자와 피의자를 구분하지 않는다기보다는 피의자의

참여권을 누락시킨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112)

더군다나 법 제219조, 제121조의 당사자를 사건 당사자가 아닌

영장 집행 당사자로서 표현하거나 피압수자의 참여권에 있어 제

121조를 원용할 경우 피압수자에게 법 제122조 단서에 따른 참여

권 준용까지도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피압수자를 폭넓게 보장하고

자 하는 의도와 달리 오히려 피압수자에게 침해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당사자 등에 피압수자를 포함시키려는 해석은 적절치 않

으며, 피의자의 참여권과 피압수자의 참여권은 서로 구분하여 각각

의 법규정의 범위에 부합하게 그 내용 및 한계를 검토해야 한다.

3. 대리인

한편 종근당 결정의 보충의견에서는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는 사람은 피의자와 변호인, 책임자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위임

을 받은 자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피의자가 참여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처분권 행사가 가능

하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위임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

며, 따라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을 포함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Ⅲ. 피의자 참여권과 변호인 참여권의 관계

112) 그러나 하위 법규인 수사준칙, 대검찰청 예규에 의해 상위 법규인 형사소송법
에 규정되어 있는 피의자의 참여권이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수사준칙,
대검찰청 예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야 한다
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의자의 참여권은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에 의해
여전히 보장된다. 또한 검찰청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제정된 인권보호수사규
칙(법무부령) 제30조 제3호에서는 압수·수색의 대상자, 변호인, 그 밖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31조에
따르면 이 때의 압수·수색의 대상자란 법 제121조 및 제123조에 따른 참여인을
포함한다고 하는바 피의자의 참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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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론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변호인의 권리는 변호인의

고유권으로 다루어진다.113) 변호인의 고유권은 전문적 판단이 피의자

의 권리행사에 유리하거나 그들의 의사와 별개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피의자 보호에 유리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데,114) 특히 제307

조에서 증거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절차 상 증거

수집은 재판 결과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115)라

는 점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압수․수색 참여권은 고유권으로 해석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의자와 별도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판례

에 의하면 설령 피의자가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더라도 변호

인에게는 별도로 압수 일시, 장소를 통지하여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

장해야 한다.116)

다만 피의자가 단순히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 사정에 있어 변호인의 참여로 인해 침해되

는 피의자의 기본권, 예컨대 피압수자 지위를 겸하고 있을 경우라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변호인의 직업의 자유

를 놓고 기본권의 서열 이론, 법익형량의 원리 등 그에 적합한 기본

권 충돌의 해결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117) 이 때 직업수행의 자

유는 비교적 넓은 법률상 규제가 가능하므로118), 충돌하는 다른 기본

권이 자유권적 기본권이라면 변호인의 참여권은 제한될 확률이 높다

하겠다.

113) 신이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와 제한 규정”, 중앙법학 제11집
제2호(2009), 227면.; 김현귀(주 48), 17면.; 안성수, 주석 형사소송법, 624면.; 정승
환,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9). 343면

114) 김현귀(주 48), 17면.; 정승환, 위의 책, 343면.
115) 한정환, “형사소소절차에서 변호인의 법적지위와 역할”, 성균관법학 제7권 제1
호(1996.12), 127면.

116)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117)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 전원재판부 결정 취지 참조.
118)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바41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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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방의 참여권만을 보장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

우가 있을 수 있는데, 압수․수색 상황이 다양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긴 어려우며, 다만 판례상 예외를 인정한 사례들을 검토해보

고자 한다.

최근의 대법원 판결 사안119)에서 피의자는 2019.10.25.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 명시적으로 불참 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경찰은 피의

자 참여 없이 그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 대한 탐색을 진행하였다.

한편 검찰은 2019.10.25. 경찰의 신청에 의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

장을 청구하였으며, 2019.10.26.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2019.10.27.

변호인 란에 국선변호인이 기재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2019.10.30. 변호인에 대한 통지 없이 디

지털 증거에 대한 추가 탐색을 진행하였으며 추가적인 디지털 증거

를 압수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는데 아래

와 같은 이유였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무렵에는 이미 수사기관이 이 사건 컴퓨터에 

대한 탐색을 어느 정도 진행하여 압수 대상 전자정보가 저장된 폴더

의 위치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영장의 집행 상황을 문의하거나 그 과

정에의 참여를 요구한 바 없”으며, “피압수자의 참여 포기 또는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절차 개시 후 선임 또는 선정된 

그 변호인에게 별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판례

나 수사기관 내부의 지침이 확립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중략)...피

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즉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참여권을 배제하고자 통지를 누락한 것

119)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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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고, 변호인이 선임되었을 당시 이미 탐색이 어느 정도 진행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급심 판결120)에서는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피

고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참여하기 전 먼저 압수․수색 절

차를 진행한 사안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변호인의 참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21조가, 형사소송법 제

243조의2와는 달리, 변호인을 반드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는 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가 급속을 요하는 때

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한 참여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관들이 변호인이 참여하기 이전에 

피고인 5에 대한 일부 압수ㆍ수색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위 하급심의 태도는 ⅰ) 증거 수집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얻

을 필요성이 높다는 점, ⅱ) 압수․수색 참여권이 변호인의 고유권이

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응 납득하기 어렵다. 법 제121조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표현

하고 있긴 하지만, 피고인(피의자)과 변호인 양자가 반드시 동시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 양자가 명시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을

때 이 조항을 근거로 그것을 배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여러 개소에 대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영장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변호인 참여를 기다리겠다는 이

유로 영장 집행이 늦어질 경우 피의자에게 다른 곳의 집행 상황이

공유되면서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

다. 특히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상에서 원격으로 초기화가

가능하여 더욱 그러하다. 위의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 역시 이러한

120)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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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고충을 염두에 둔 것이리라 보여진다.

또한 제122조에서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참여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곧 제122조 단서의 경우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통상 ‘급속을 요하는 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하여 해석하는바, 그렇다면 제122조 단서에 의해 압수 현

장에서 변호인 참여를 기다리지 않고 압수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도 보여진다.

다만 수사관이 현장에서 복제본을 반출하거나 원본을 반출한 이후

에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한 이후여서 더 이상 현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긴박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때에는 현장 외 압

수과정에 당사자 등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 명시적인 변호인

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압수를 진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 3 절 법 제122조 당사자 등 참여권의 제한

Ⅰ. 법 제122조 본문 사전통지의 원칙

1. 의의

법 제121조의 참여권을 절차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법 제122조에

서는 영장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도록 요구한다.

헌법재판소는 법 제122조 본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22조 본

문에 정한 사전통지는...(중략)...국가의 부당한 정보수집과 탐지 또는 

추가적인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압수․수색 후에 그 정보의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고지는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에 의한 적법절차원칙에서 요청되는 중요한 절차적 권

리의 하나이다.”121)라고 밝히고 있다.

2. ‘미리’의 시간적 범위

법 제122조에서 이야기하는 ‘미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121)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25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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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시하고 있는 자료는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압수․수색 장소에 가서 증거의 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한 후 통지하면 족하다거나122), ‘집행 현장에서’ 또는

‘영장 집행 직전’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123)가 있다.

그런데 디지털 증거에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방지할 정도의

제반 조치를 완료하고자 한다면, 이를테면 네트워크가 연결된 상태

에서만 수집 가능한 정보 일체를 먼저 확보한 뒤 네트워크를 차단하

여 원격으로 초기화 내지 데이터 변경 시도가 불가능하게 한 후 통

지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이미 일부 디지털 증거는 사실상

압수 집행이 완료된 상태라고 보아야 하므로 ‘사전’ 통지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폐가 있다.

오히려 위의 경우는 법 제122조 단서에 의해 ‘급속을 요하는 때’로

서 사전통지의 예외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고 집행 착수와 동시에, 또는 착수 이후의 통지를 제122

조 본문의 사전 통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사실상 제122조

단서에 의한 집행을 하면서도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의 제한은

받지 않게 되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본문의 ‘미리’는 원칙적으로 집행 이전에, 상대방이 참여에

필요한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124) 통지하는 것을 일컫는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물론 그 구체적인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며, 예컨대 디지털 증거의 저장기한이 얼마 남지 않

아 정말 급박하게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설령 집행 착수 직전에 통

지를 한다 하더라도 제122조 본문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이다.

Ⅱ. 법 제122조 단서 ‘급속을 요하는 때’의 예외

122) 박혁수(주 97), 95면.
123) 김경수, “수사절차상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2010), 212면.

124) 안성수, 주석 형사소송법, 6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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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수사단계의 압수․수색에 대하여 사전에 피의자에게 미리 통지하

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증거를 알려주는 것이어서 수사 밀행성의 원

칙에 어긋나고,125) 사실상 수사를 공개수사로 전환시킨다는 것이

다.126) 이로써 압수․수색 예정 장소에 있는 증거뿐만 아니라 사건

전체에 관한 추가적인 물적 증거의 확보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다.127)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의 도망의 우려를 증대시켜서

사건 자체의 종국적인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128)

그리고 증거 인멸 우려를 높이고, 디지털 증거의 확보 불능을 야기

할 수도 있다.129) 압수․수색이라는 제도 자체가 피의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대상물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며,

그 이면에는 사건의 관계자가 증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인

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13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

수색 일시 및 장소를 사전통지하는 것은 미리 증거를 인멸하라고 요

청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이다.131) 특히 디지털 증거는 정보의 삭제는

물론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매체의 파기나 훼손도 매우 간단하며,

복구 불가능한 완전 삭제 프로그램도 널리 상용화되어 있다. 심지어

가장 널리 쓰이는 저장매체 중 하나인 SSD의 경우 스스로 삭제 데

이터를 정리하는 TRIM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사실상 데이터 복구

가 불가능하며132), 최신 핸드폰의 경우 소위 삭제된 영역이라 일컬어

125)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
건 증거 압수 방법“, 108면.

126) 방경휘, “정보저장매체의 반출 후 전자정보의 탐색·선별에서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 21권 제3호(2020), 399면.

127) 김기준(주 3), 6면.
128) 김기준(주 3), 6면.
129) 방경휘(주 126), 398-399면.
130) 김기준(주 3), 6면.
131) 방경휘(주 126), 398면.
132) 황현호, 박동주,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SSD TRIM 명령의 선별적 복구”, 컴

퓨터 및 통신 시스템 제4권 제9호(2015), 3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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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비할당 영역에의 접근이 불가한바, 완전 삭제 프로그램까지 사

용하지 않더라도 일단 삭제가 되면 데이터 확보는 불가능하다.

그에 따라 실체적 진실발견과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 절충점을 찾

을 필요성이 있으며,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법 제122조

단서이다. 법 제122조 단서는 당사자 등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

사를 명시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법 제122조 본문의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급속을 요하는 때’를 판단하는 주체 및 절차는 따로 규정되

어 있지 않은데, 그에 관해 따로 정하는 것은 “수사의 긴박성, 신속

성을 고려할 때 수사목적의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133). 따라서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에서 제반 사정을 고

려하여 판단하면 족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그 판단이 자의적이었을

경우 위법수집증거 배제규정을 통하여 사후 통제를 받게 될 것이

다134).

2. ‘급속을 요하는 때’의 의미

가. 의의

법원은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사

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ㆍ수색

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라고 보고 있고135), 헌법재판소의

태도 역시 그와 일치한다136).

그러나 법 제122조는 그 문언 규정상 ‘급속성’을 논하고 있기에,

이를 문리적으로 해석하여 집행의 시간적 급박성을 의미하는 것으

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의 판단이 엇갈

린다.

이하에서는 그에 대한 하급심 판결의 태도와 적절한 해석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133)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25 결정.
134)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25 결정.
135)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136)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25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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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급심 판결의 대립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을 기획한 혐의로 피의자인 준항고

인을 수사하면서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된 준항고인의 카카오톡 대

화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압수한 건(이하 ‘카카오톡 압수 건’)에 대

해서 하급심은 압수․수색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

였다.137) “카카오톡이 관련 정보를 5~7일 동안만 보관하고 있다고

는 하나, 이 사건 압수․수색은 영장이 발부된 2014. 5. 24.로부터 이

틀이 지난 2014. 5. 26.에야 실시되었으므로, 실제로 이 사건 압수․
수색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전격적으로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즉 서전통지의 예외 사유로서의 ‘급속성’을 집

행의 시간적 급박성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 댓글 사건의 하급심에서는 다르게 평가하였다. 이

건에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과 국가정보원 외부조력자 사이

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있어 영장은

2013.3.20. 발부되었음에도 실제 영장 집행은 2013.3.28. 이루어졌는

데, 법원은 이에 대해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을 경우 “휴대전

화에 저장되어 있는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전화번호부 등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 자체를 은닉ㆍ폐기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

멸할 염려가 있”어 미리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

시하였다.138) 즉 ‘급속성’을 증거인멸의 우려로 해석한 것이다.

또한 백악관 홈페이지에 오바마 전(前) 대통령에 대한 협박 글을

게시한 피고인의 노트북을 사전통지 없이 압수․수색한 사건의 항

소심에서도 “긴급체포의 시한이 짧고 디지털 증거분석에 장시간

이 소요된다는 점은 증거물의 은닉 우려 등 참여권을 보장하였을 

때 압수ㆍ수색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하여 긴급체포에 따른 집행의 급박성은 법 제122조 단서의 해

석 시 고려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139)

1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자 2015보6 결정. 검찰은 이에 대해 재항고(2016
모587)하였으나 아직 최종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2021.6.21. 확인)

1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2013고합1060(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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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

앞서 법 제122조 본문의 ‘미리’의 의미와 관련하여 검토하였듯

사전통지의 구체적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예컨대 수사

팀에서 영장을 발부받자마자 집행 착수를 하는 경우와 같이 정말

급박하게 영장 집행에 착수해야 하는 경우라면. 집행 착수를 위해

사무실을 출발하는 때와 같이 집행에 임박하여 통지를 한다 하여

도 법 제122조 본문에 위반된 것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즉 영

장 집행이 아무리 촉박하다 할지라도 사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급속을 요하는 때’를 해석할 때에는

시간적 급박성보다는 증거 인멸의 우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

당하다.

이에 대해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영장이 발부된 대부분의 경우

가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때로 볼 수 있어 법 제122조 후단의 예

외 규정이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항상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140)

그러나 “압수수색은 본질적으로 그 집행사실이 사전에 알려지

는 경우 증거물의 은닉 또는 멸실의 위험을 초래하는 수사방법이

어서”141) 우리 법의 원형이 되는 일본에서조차 수사단계에 있어

서는 피의자의 참여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우리나라는 수사절차에 대한 피의자의 통제 및 감시를 강화

하고자 부득이 그 성질상 적합하지 않은 피의자의 참여권 및 사전

통지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실제 증거 은

닉․멸실 위험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려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 사안에 있어 판단해보았을 때 실제로 사전통지를

통해 증거가 인멸될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전통지를 하도

록 강제한다면 범죄수사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또다른 형사소

송법의 목적은 형해화되고 말 것이다. 그로 인해 조화를 꾀하고자

1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노4872 판결.
140) 박용철(주 102), 35면.
141)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25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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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제122조 단서이며, 따라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훼손하여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로 해석하는 것은 그 본연

의 취지와 강제처분의 성격 등에 부합하는 것이지, 그로 인해 제

122조 단서가 남용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객관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

122조 단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등 실제 적용

상 남용의 우려는 분명 존재하므로, 그에 대해서는 적용 기준을 분

명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3. ‘예외’의 의미

제122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생략)...통지하여야

한다. 단,....(생략)...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한다. 그

런데 이 때 단서 조항의 ‘예외로 한다’를 ‘미리’에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통지하여야 한다’에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제122조 단서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

문이다.

즉 제122조 단서에 해당할 경우 ‘미리’ 통지하지 않고 집행에 착수

한 이후 사후에 통지해도 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아예 ‘통지

하지 않고’ 통지를 생략해도 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전자

로 해석한다면 일단 집행에 착수한 이후 급속을 요하는 사유가 해소

된 경우에는 일시, 장소를 통지하여 피의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할 것이므로 참여권이 일정 부분 보장된다고 볼 수 있고, 후자

로 해석한다면 아예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생각건대 법규정은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고려한다면 전자

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원칙

이고, 그에 대한 예외로서 적용되는 규정이라면 가급적 예외의 범위

는 좁힐수록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속을 요하는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는 당사자 등에게 참

여를 위해 일시, 장소를 통지해야 할 것이다.

4. 구체적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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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통상적으로 공안 사건에 있어서는 사전통지의 예외를 폭넓

게 허용하는 듯하다.142)

그 이유를 이석기 내란음모 조직사건(이하 ‘ RO사건’으로 지칭한

다)의 항소심 판결에서 엿볼 수 있는데 해당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

이 판시하였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도 크며 그 법정

형도 무거운 점, 압수 대상물들이 주로 문건 또는 전자정보로서 비

교적 은닉이나 인멸이 용이한 점, 이 사건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피고인들 본인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

는 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피고인들이나 그 변호인에게 통지하였을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컸다고 보인다.143)

즉 공안 사건은 특히 그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커서 피의자들이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압수․수색에의 거부 의사 및 증거 인멸 전적 등도 고려 요

소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의

항소심 판결144)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F당(‘통합진보당’을 지칭한다)145)은 2012.5.3.경 언론을 통하여 비

례대표 경선부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의사

를 표명한 사실, F당의 전신인 U당의 일부 당원들은 2010년경 U당의 

투표시스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비하여 서버 관리

업체인 스마일서브 직원에게 부탁하여 서버의 하드디스크를 빼내어 

증거를 은닉하였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중략)...F당 측의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 압수․수색의 집행 사실을 F당 측에 미리 알릴 

142)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143)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1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노3336 판결.
145) F당의 구체적인 명칭 저자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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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나아가 압수물인 서

버를 반출하는 등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못 하도록 위한 조

치를 취하리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중

략)...‘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한편 제3자가 보관 중인 서버 내 자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헌법재판소는 통일범민족연합의 간부였던 피고인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사건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피고인 등의 이메일을 사전 통지없이 압수한 것(이하 ‘이메일 서버

압수 건’)146)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

당한다고 보았다147).

전자우편의 내용이 되는 정보의 저장장소가 제3자인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서버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가입자의 내용 수

정이나 삭제 또는 가입 탈퇴와 무관하게 서버에 항상 그대로 보존되

리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서비스제공자의 이용약관이나 관리형태에 

따라, 전자우편 계정의 소유자가 그 계정에서 탈퇴하거나 인터넷 통

신망을 이용하여 메일 내용을 삭제·수정하게 되면 서버에 저장된 

정보 역시 영구적으로 삭제되거나 수정된 최후의 내용만이 보존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는 경

우 이용자가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없애거나 변개하여 증거를 은

닉·멸실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카카오톡 압수 건의 하급심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여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148)

146) 본 건은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위헌소원 건’으로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는 더 적합하겠으나, 이 논문 이하 내용에서는 특히 이메일 서버 압수 시 발생하
는 쟁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 ‘이메일 서버
압수 건’으로 지칭함

147)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25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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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압수․수색 집행의 대상은 주식회사 카카오톡이 서버에 보

관하고 있는 대화내용과 계정 정보 등으로서, 피의자인 준항고인이

나 변호인이 접근하여 관련 정보를 은닉하거나 인멸할 수 있는 성질

의 것이 아니다. 

Ⅲ. ‘급속을 요하는 때’의 판단

1. 판단 요소의 검토

앞서 ‘급속을 요하는 때’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압수․수

색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함을 살펴보았다.

이 때 영장 집행의 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고려

하면 예외가 되는 사유를 세부적으로 특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개념 자체가 너무 모호한 만큼 어느 정도는 수

사기관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판단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

해줄 필요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설시하고 있다.149)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피의자와 압수물과의 관계, 압수물에 대한 지배가능성, 압수물의 

은닉·훼손의 물리적 용이성, 집행 당시의 수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각 사안마다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그러나 다양한 예외 사유에 대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판단

요소를 추상적으로 제시하였다 보니, 실무상 판단에 바로 적용하기

에는 그 의미가 명확치 못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각 요소에 대하여 차례대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피의자와 압수물과의 관계

사실 ‘피의자와 압수물과의 관계’는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며, 사

1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자 2015보6 결정.
149)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25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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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통지와 관련된 판시 사항들을 살펴보아도 이 판단요건에 해당

하는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명확치 않다.

문언상으로 보았을 때 해석 가능한 범위는 해당 압수물이 피의

자에게 있어 가지는 증거가치를 따지는 것이거나, 피의자와 압수물

간 소유·점유·위탁 등의 권리 관계를 따지는 것이거나 둘 중 하나

의 의미로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1) 증거가치가 판단요소에 포함될지 여부의 검토

피의자와 압수물과의 관계에 압수물의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

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대개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은 집행 착수 이후 내지 집행 완료 이후 내용 탐색 단

계에서나 가능할 뿐 집행 착수 이전 사전 통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나 디지털 증거는 그

비가기성으로 인하여 실제 내용 탐색을 하기 전에는 매체 내에

어떠한 증거가 저장되어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

재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물론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집행 전 압수 목적물인

매체 내에 저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증거의 가치

를 기준으로 하면 족하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예컨대 피

의자 문서위조 혐의의 직접적 입증 자료가 될 수 있는 원본 파

일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컴퓨터는

피의자에게 높은 증거가치를 가지는 압수 목적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의자와 압수물과의 관계를 판단하는 이유는 피의자

가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여 판단해보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위와 같은 원본

파일이 저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위 컴퓨터

에 대하여 증거인멸에 나설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도 ‘증거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주관적

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하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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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증주의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

으며, 수사기관 단계에서는 사실상 법정에서 어떤 증거가 피의자

에게 중요한 증거가치를 지니게 될지 알지 못한다. 더군다나 증

명력 판단에 대한 객관적 기준 자체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만큼

다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증거가치 정도를 판단할 수밖에 없

는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에 관한 증거 그 어느 하나 중

요하지 않을 것이 없다. 단순 정황증거일지라도 피의자 신문당시

피의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추궁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면 수사

단계에서 해당 증거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이다.

2) 피의자와 압수물 간의 권리관계

이 권리 관계란 결국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피의자가

피압수자의 지위를 겸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피의자가 피압수자의 지위를 겸한다면 사전통지를 할 경

우 피의자는 너무나도 쉽게 증거 인멸·훼손에 나설 수 있을 것

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나선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그

물건이 어떠한 형태로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증거라고 판단하였다는 뜻이며, 증거인멸죄의 적용도 받지 않는

피의자로서는 당연히 해당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활

동을 방해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피의자가 피압수자

지위를 겸한다면 영장 제시 및 압수목록 교부를 통해 결국 방어

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사전통지 예외에 따른 피의자 방어권

제한의 정도도 크지 않다.

반면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의 물건에 대해 압수를 진행할 경우

라면, 다른 요소들의 종합적인 판단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여진

다. 즉 피의자가 압수물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압수물

이 손쉽게 훼손될 수 있는 것이어서 사전통지를 할 경우 피의자

의 증거 인멸·훼손이 가능하다면 제122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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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또한 수사 보안이 이후의 압수·수색 성패를 결정하는 수사

초기 단계라면 피의자에 대한 사전 통지가 제한될 가능성이 더

욱 커질 것이다.

나. 압수물에 대한 지배가능성

1) 지배가능성의 의미

‘압수물에 대한 지배가능성’은 압수물이 피의자가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

이다. 피의자의 점유 또는 관리 범위 내에 있고 자유롭게 처분

가능하다면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텐데, 설령 직접적인

피의자의 점유 또는 관리 아래 있지 않더라도 압수물 점유자 또

는 관리자로 하여금 압수물을 은닉·훼손케 할 수 있다면 이 역

시도 지배가능한 범위 내에 속해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이메일 서버 압수 건에서처럼 

“정보의 저장장소가 제3자인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관리하는 

서버라고 하더라도” “전자우편 계정의 소유자가 그 계정에서 

탈퇴하거나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하여 메일 내용을 삭제·수정

하게 되면 서버에 저장된 정보 역시 영구적으로 삭제되거나 수

정된 최후의 내용만이 보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이

“이용자가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없애거나 변개”할 수 있는

경우도 지배가능한 범위 내에 속해있다고 보아야 한다.150) 즉 디

지털 증거의 경우 지배가능성 여부는 물리적인 저장매체(서버)

전체 뿐 아니라 그 안에 저장된 압수 대상물인 디지털 증거(피

고인의 이메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따져보아야 하며, 이 때 압

수 대상물을 기술적으로 은닉․멸실시킬 수 있다면 이 역시도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이는 그 다음의 판단요소인 ‘압수물의 은닉․훼손의 물리

적 용이성’과 함께 고려하여 보면 더욱 명확해지는데, 헌법재판

소는 전자우편, 즉 디지털증거와 관련된 압수․수색이 쟁점화된

150)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25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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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제122조 단서의 의미를 설시하면서도 ‘압수물의 은닉․

훼손의 기술적 용이성’에 대해서는 별달리 언급하지 않고 있

다151). 물리적으로 제3자인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관리하는 서버

를 은닉․멸실하는 방법 외에도 전자우편 계정에서 탈퇴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없애거나 변개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관해 별도로 판단요소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압수물에 대한 지배가능성 내에 은닉․훼손

의 기술적 용이성을 포함시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 제3자 보관 정보에 있어 지배가능성의 판단

최근 들어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제3자가 관리하고 있는 서

버 내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정보를 압수․수색하고자 할

때 피의자에게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이에 관

해서는 특히 ‘지배가능성’을 두고 견해가 갈리는 듯하다.

카카오톡 압수 건의 하급심에서는 제3자가 관리하고 있는 메

신저 서버에 대해 “준항고인이나 변호인이 접근하여 관련 정보

를 은닉하거나 인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

여 피의자의 지배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152)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이메일 서버 압수 건에서의 헌법재판소

판단을 눈여겨 볼만하다. 헌법재판소는 이메일 서버를 제3자가

관리할지라도 전자우편 계정 소유자가 계정에서 탈퇴하거나 인

터넷 통신망을 이용해 메일을 삭제․수정하는 방식으로 서버 저

장 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변개할 수 있어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153)

위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메일 서버는 물론 메신저 서버,

클라우드 서버 등 제3자가 서버를 보유․관리하면서 서비스 가

입자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서버에 있어 동일

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서버의 경우 이메일 서버와 동일하

151)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25 전원재판부 결정.
1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자 2015보6 결정
153)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25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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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물리적으로는 제3자가 관리․보관하고 있다 할지라도 서비스

가입자는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하여 삭제․수정하거나154) 계정

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서버에 저장된 정보 역시

영구적으로 삭제되거나 최후의 상태만이 보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삭제․변개된 전자정보는 기술적으로 복구가 가능

하므로 압수․수색을 사전 통지할지라도 수사목적의 달성에 장

애가 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155)

그러나 복구 기술상 삭제된 데이터 위에 다른 데이터가 덮어

씌워질 경우 복구가 불가능한데 특히 서버의 경우 데이터 유입

량이 매우 많아 다른 데이터가 덮어씌워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술적인 복구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설시한다156).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삭제 또는 변개된 경우에는 그 상

태로는 더 이상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의한 원칙적인 전

자저장매체의 집행방법인 정보의 출력 또는 복제의 방법으로 이

를 집행할 수 없고, 서버 자체를 외부에 반출하거나 일반 이용자

의 사용을 정지시킨 후 특수한 기술적 수단에 의한 복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데...(중략)...그와 같은 서버 자체의 반출이나 이용

정지는, 당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권리인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영업활동이나 일반 가입자들의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와 제3자의 권리침해를 수반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기술적

인 복구 가능성만을 근거로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언제나 사전 통지하여야만 압수․수색 절차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갖추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54) 이순옥,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보관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법학논
문집 제43권 제3호(2019.12), 185면.

155)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25 전원재판부 결정의 청구인들의 주
장 내용 참조.

156)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25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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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와 같은 복구가능성은 증거가 인멸․훼손된 이후의 사

정인바 사전통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다. 압수물의 은닉·훼손의 물리적 용이성

‘압수물의 은닉·훼손의 물리적 용이성’은 주로 일반 유형물 증거

의 압수․수색에서 보다 의미있는 판단요소이겠지만, 디지털 증거

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디지털 증거는 대개 물리적으로 은닉․훼손이 가능한 저장매체

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매체의 물리적 은닉․훼

손 용이성을 따지는 것은 곧 그 안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의 은

닉․훼손 용이성과 상통하기 때문이다.

한편 은닉․훼손 용이성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은 그 대상의 범위이다. 은닉․훼손 용이성을 따져야 할 대상의

범위가 영장 집행 대상이 된 당해 증거에만 한정되는 것인가, 아니

면 향후 집행 대상이 될 다른 증거까지 포함하는 것인가.

만약 현재 영장을 집행하고자 하는 A증거 외에도 이후 B, C, D

증거를 추가로 압수할 계획이라면, A증거에 대한 현장 외 압수 단

계에서 피의자에게 참여 통지를 하는 것은 B, C, D 증거에 대한

은닉․훼손의 여지를 줄 수밖에 없다.

특히나 피의자가 피압수자라면 영장 제시, 목록 교부 등 다른 절

차를 통해 부득이 수사 상황을 알 수밖에 없으나, 피의자가 피압수

자가 아닐 경우에는 여전히 후속 압수처분을 위하여 밀행성을 유

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른 증거를 은닉하거나 멸실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까지 제122조 단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

의 문리적 의미를 넘어 피의자에게 불리한 해석이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157)

157) 서태경,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검토
-피의자,변호인의 참여권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제39권 제3호(2015), 1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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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단서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에서도 “압수수

색의 대상이 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훼손할 우려 있을 때라고 하

는바 해당 영장 집행의 대상이 된 증거의 인멸, 훼손 용이성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영장 집행 당시 후속 압수처분에 있어서의 증거 인멸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피의자에 대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면, 이

는 현 단계에서 명확하지 않은 장래의 사정을 이유로 피의자의 절

차적 권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피의자에게 영장 집

행 사실이 알려지면 피의자가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인멸, 은닉하고

자 할 것임은 당연하므로, 증거 은닉․훼손 가능성의 고려 범위를

향후 집행 대상이 될 다른 증거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피의자

의 참여권을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따라서 은닉․훼손의 가능성은 영장 집행의 대상이 되는 당해

증거에 한해서만 검토하여야 한다.

라. 집행 당시의 수사의 진행 정도

‘집행 당시의 수사의 진행 정도’ 요건은 판시 내용상 뚜렷이 드

러나지는 않지만, 집행 당시 아직 수사가 많이 진척되지 않아 관련

자들에게 수사 관련 사항이 노출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고려가

담겨있는 요소라고 할 것이다.

통상 디지털 증거의 취약성 때문에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

되기 전에 미리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다.158)

그런데 이 때에는 압수․수색 일정에 대한 사전통지는 물론이고,

단지 수사 진행 방향 또는 수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이후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어떠한 자

료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는 피의자에게 알려져서는 안 될 수사 기

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159)

158) 이순옥, ”디지털 증거의 압수 · 수색절차에 대한 비판적 고찰“, 중앙법학 제20
집 제3호(2018.9), 183면.

159)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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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는지 등의 정보는 특

히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에게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160)

실제 수사 과정이나 방향을 사전에 인지한 피의자가 압수․수색

이나 조사에 대비하여 사전 증거 인멸 또는 은닉이나 범행 은폐를

위해 대화 당사자들이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당사자 간 진술 왜

곡을 시도하거나, 다양한 수단을 통해 수사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가 많다.161)

이 점은 판례 사안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예컨대 서울고등법원

2017. 2. 7. 선고 2015노1607 판결에 따르면 단지 “국방부장관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의혹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지시”한

사정만으로 “부대원들의 장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임박하였다

고 인식하고” 관련 노트북들을 초기화한 사실 관계가 인정되고

있다.

수사 단계에 있어서 사전 통지를 통해 보장되는 참여권은 수사

목적 달성이라는 가치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볼 수 없

다.162) 그런데 특히 수사 초기에 있어 증거의 압수·수색은 향후 수

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 단계에서 수사 진행

상황이 피의자에게 노출될 경우 수사 목적 달성이라는 가치는 완

전히 요원해진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일수록 피의자의 참여권보

다는 수사 보안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며 다만 사건 진

160)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161) 서원익, “압수․수색할 장소와 물건의 다양성에 따른 영장집행 방식에 관한 소
고-영장원본 제시, 참여권 보장, 압수목록 교부의 현실과 한계”, 저스티스 통권
제182-1호(2021.2), 277면.

162) 김혁,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과 적정절차”, 형사정책
연구 제29권 제1호(2018),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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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따라 그 균형의 추는 점점 피의자 참여권 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다.

2. 압수 과정별 검토

그런데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서는 전체 압수과정을 포괄적으로 통

틀어 위 기준을 고려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진행 과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증거의 압수 과정은 크게 현장에서의 압수과정 및 반출 이

후 현장 외에서의 압수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양자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어 고려해야 할 요소 및 판단의 결과가 달라지

기 때문이다.

가. 현장에서의 압수

생각건대 현장에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집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는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① 피의자가 피압수자인지, ② 압수 대

상 디지털 증거에 대한 처분이 가능한지, ③ 해당 디지털 증거가

손쉽게 은닉․훼손될 수 있는지, ④ 피의자가 수사 진행 상황 내지

수사 착수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피의자에 대한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통상 피의자에게 사전 통지할 경우에는 증거 인멸의 우

려가 높으므로 일반 유체물 증거와 마찬가지로 통지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나. 현장 외에서의 압수

한편 현장 외 압수의 경우를 생각건대, 이 단계에는 ‘지배가능성,

은닉․훼손 용이성’ 요건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다만 ‘피의

자와 압수물과의 관계’ 및 ‘집행 당시의 수사 진행 정도’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위의 판단 요소를 단지 기계적·형

식적으로만 적용한다면 피의자가 피압수자이거나, 피압수자가 아니

더라도 수사 초기 단계의 압수라면 아무리 수사기관이 증거를 온

전하게 확보하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피의자의 참여권이 배제될 수

도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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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은 아무래도 불합리한데, 위에서 살펴본

네 가지 판단요소는 궁극적으로는 피의자에게 사전통지할 경우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훼손하여 압수·수

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때”163)를 좀 더 용이하게 판별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판단 항목을 나눈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

이다. 즉 모든 판단 요소의 전제는 그러한 판단 요소로 인해 증거

인멸이나 훼손의 우려가 더욱 커진다는 데 있다.

그런데 이미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를 원본 또는 이미지 파일164)

형태로 확보한 상태라면 피의자가 증거물을 은닉·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굳이 판단 요소를 나누어 생각해볼

것 없이 법 제122조 단서의 적용은 불가한 상태라고 보여진다165).

하지만 이 경우의 피의자 참여권은 제122조 단서와는 별개로, 피

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압수자 기본

권과의 충돌 및 참여권의 의의와 관련지어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

가 있다. 항을 바꾸어 상술하도록 한다.

Ⅳ. 제3자에 대한 압수의 경우 피의자 참여권의 제한

1. 문제의 제기

피의자가 피압수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지 않으며, 압수물에 대한

지배가능성도 없고, 훼손도 용이하지 않으며, 이미 해당 증거물에 대

한 압수가 진행될 것임을 알고 있는 경우, 법 제122조 단서를 적용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경우 반드시 피의자의 참여권은 보

장되어야 할 것인가.

위와 같은 사례의 대표적인 것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

는 경우, 또는 피해자를 엿보기 위해 피의자가 피해자 주거에 설치

한 몰래 카메라를 압수하는 경우 등이다.

163)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25 전원재판부 결정.
164)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
보를 포렌식 도구를 사용하여 비트열 방식으로 동일하게 복사하여 생성한 파일.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조 제8호]

165) 서태경(주 157), 186면.; 방경휘(주 126), 4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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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 핸드폰 내지 몰래카메라에 대한 압

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며, 피해자의 지배범위에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사주를 받아 증거를 훼손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제122조 단서의 판단 요소만을 생각하면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을 제한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아직 이와 관련된 학계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듯하며,

피의자 참여권 제한에 대한 논의는 대개 수사 보안상 필요로 인해

수사단계에서는 아예 피의자 참여권을 배척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

장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에서 명시적으로 피의자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단지 수사 보안만을 이유로 피의자 참여권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

로 생각된다.

결국 제3자에 대한 압수 시 피의자 참여권 문제는 참여권의 의의

및 관련된 기본권과의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다.

2. 관련 판례의 소개

민사 판결이긴 하나 피압수자가 아닌 피의자의 참여권에 관해 판

시를 내린 하급심 판결166)이 있어 살펴보고자 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한 피의

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압수하기 위해 카카오 측에 영장을

집행하였고 피의자에 대한 참여권 보장 없이 압수가 진행되었던 사

안이다. 이에 대해 해당 판결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서 압수

ㆍ수색을 할 때에는 피압수자인 피의자, 그 변호인 또는 피의자 아

닌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면 되고, 피압수자 아닌 피의

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다.

1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4가단5351343 판결



- 62 -

수사절차에서의 압수ㆍ수색은 대부분 수사 초기 단계에 이루어져 

수사의 긴급성과 밀행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수사상 기밀 유지의 필

요성도 강하게 요구된다. 수사의 내용과 경과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관련 증거가 인멸되거나 범인(공범 포함)이 도주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수사절차에서의 압수ㆍ수색에

서 피압수자 아닌 피의자나 그 변호인에게까지 참여의 기회를 부여

하는 것은 그 절차의 성질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압수ㆍ수

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수사절차에서의 영장

주의 원칙과 적법적차의 준수 보장에 관하여는 수사의 밀행성, 기밀

유지의 필요성 등이 요구되는 특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피압

수자 또는 변호인(피압수자가 피의자인 경우)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

여하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검토

위의 하급심 판결은 결국 수사보안을 이유로 피압수자 아닌 피의

자의 참여권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미 앞서 밝혔다시피 이와 같은

태도는 적절치 못하다. 피의자가 피압수자인 경우 어차피 피의자는

피압수자로서 참여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압수자가 아닌

피의자의 참여권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발견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피의자가 피압수자가 아닌 경우의 참여권은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

서의 기본권 충돌 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경우 기본권의 서열이론, 법익형량의 원리,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 중 충돌하는 기본권의 성격과 태양에 따라 그

때 그 때 적절한 해결방법을 선택, 종합하여 해결하고 있다.167)

살피건대 제3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167)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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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따라 충돌하는 기본권은 피의자의 방어권과 제3자의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또는 재산권이다.

이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평등원칙

(무기대등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제3자의 기본권이 사생활

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면 자유권적 권리인 제3자의 기

본권이 우위에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설령 피의자의

참여권이 법상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제3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무조건적으로 피의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반면 침해되는 제3자의 기본권이 재산권이라면 이 경우에는 제한

되는 기본권의 정도를 따져야 할 것 같은데, 만약 압수·수색의 대상

이 되는 것이 제3자의 핵심적인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라면 그

에 대한 압수 과정에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하지만 그 정도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는 아니라면 구체적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형량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는 법규상으로 경우에 따른 합리적 재량 판단의 근거

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유로 피의자의 참여권을 제

한할 경우 일단은 절차에 어긋난 것으로 위법하지만, 예외적으로 실

질적인 위법은 없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절차 하자가 종종 수사관 개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까지 이어지는 현재의 법 상황에서, 담당

수사관으로서는 아예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기계적으로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조건적인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은 오히려 제3

자에 대한 더 큰 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지 못하

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에 관한 논의를 보다 발전시켜서, 제3자에 대

한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입법론적으로 재량 판단 여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 4 절 법 제123조 책임자 등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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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3조는 제1항의 ‘책임자’, 제2항의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

하는 자’, 제3항의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 직원’의 참여로 나뉜다. 그

런데 해당 조문의 제목은 ‘책임자의 참여’로 되어 있으나 그에 포함된 조

항 3개 중 실제 ‘책임자’의 참여를 규율하는 것은 제1항 뿐이다. 이 때

제2항의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주거 등의 책임자로 보

아 그 의미상 ‘책임자’에 포함될 수 있겠으나, 제3항의 인거인 또는 지방

공공단체 직원을 ‘책임자’로 지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제123

조에 의해 참여권이 인정되는 자들을 통칭할 때에는 ‘책임자’가 아닌 ‘책

임자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각 항의 참여인에 어

느 범위까지의 사람이 포함될지 살펴보고, 디지털 증거 압수에 있어 각

규정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Ⅰ. 책임자

1. 책임자 참여의 의의

RO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압수·수색이 이

루어지는 ...(생략)...당해 시설이나 그곳에 있는 물건, 기타 공무상 비

밀 등을 보호하고 영장 집행 절차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고 있다.168)

그 외에 책임자 참여는 압수거부권(제110조, 제111조)의 행사를 위

해서도 요청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때 통지의무자는 영장 집행자

라고 해석하여야 한다.169)

법 제123조가 법 제110조, 제111조와 연계되어 있음은 일본 형사소

송법과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대정 형사소송법에는 우리

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에 대응하는 제147조, 제111조(공무

상 비밀과 압수)에 대응하는 제148조가 있었고, 그로 인해 우리 법

제123조 제1항에 대응하는 제157조에도 공무소 외에 군사용의 청사

나 함선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패전 이후 일본은 군사력을 둘 수 없도록 되었고, 따라서

168)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169) 신이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와 제한 규정”, 2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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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에 관한 조항은 빠지고, 공무소에 관련된 제103조, 제104조

만 남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우리 법 제123조 제1항에 대응하는 제

114조 제1항에서도 공무소 내에서 집행 시의 입회에 관해서만 규정

하게 되었다.

즉 책임자의 참여는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 보호에 이바지한다

는 점이 특징적이라 하겠다.

한편 제123조에는 제122조의 통지와 달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는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통지할 필요는 없

고 집행 착수 전에 하면 충분하다.170) 그러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

도 통지를 생략할 수는 없고, 반드시 통지하여야만 한다.171)

만약 책임자가 참여를 거부할 경우 영장 집행이 가능할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절차의 공정을 근거로 영장을 집행할 수 없

다는 소극설과, 참여할 자의 자의로 영장의 집행이 좌우될 수는 없

으므로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적극설이 대립한다.172) 동조 제2항,

제3항에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달리 제1항은 ‘참

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이므로 책임자가 참여를 거

부하더라도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173)

그러나 공무소의 책임자가 영장 집행의 대상인 서류 또는 물건이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하고 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에 의해 영장 집행이 허용되지 아니한다.174)

2. 참여권의 인정 여부

법 제123조 제1항은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과연 이

170) 신이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와 제한 규정”, 229-230면.; 강구
민, 김창우, 오경식,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참여권자에 관한 소고“, 법학논
집 제22권 제2호(2015. 8.), 532면.

171) 신이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와 제한 규정”, 230면.
172) 신이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와 제한 규정”, 230면.
173) 신이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와 제한 규정”, 230면.; 강구민 외
공저(주 170), 532면.

174) 안성수, 주석 형사소송법, 625면.



- 66 -

규정에 의해 권리로서 책임자 등의 참여‘권’이 도출될 수 있는지 여

부이다.

사실 어차피 참여할 것을 통지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무로 되어

있는 이상, 굳이 책임자 참여의 권리성을 따질 실익이 크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 수사기관이 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 그

에 대해 참여를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하겠다. 물론 책임자가 이를 준항고나 위법수집

증거 배제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다툴 수도 있겠으나, 사인으로서가

아닌 책임자 지위에서 준항고의 청구가 가능한지 자체가 분명치 않

기 때문이다. 과거 사법경찰관이 청구한 준항고에 대하여 법원에서

는 준항고의 청구권자는 처분의 대상자인 국민이고, 개인이 아닌 공

권력 행사 기관의 지위에서는 준항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175). 그러나 만약 참여‘권’이 인정될 수 있다면, 타인에 대하

여 일정한 권리의 향수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권리의 성질상176) 수

사기관에 대하여 압수 집행 과정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책임자의 경우 사인으로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일단 기본권 내지 적법절차 원칙으로부터 참여권이 도출될 여

지는 없다 하겠다.

그러나 책임자의 참여는 공무소, 군사용 시설이나 그곳에 있는 물

건, 기타 공무상 비밀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으므로, 그로

부터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생각건대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장

소·물건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제110조, 제111조에 규정되어 있는

압수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영장 집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수사

기관이 군사상 비밀 장소, 또는 비밀로 신고된 물건 등에 접근할 경

우 제지할 수 있어야 하므로, 영장 집행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전

제되어야 할 것이다.

175)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1. 16 자 2006보1 결정.
176) 오호철, 新법학입문, 한국학술정보, (2012.2.28.), 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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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제110조, 제111조의 압수거부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참여‘권’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하급심 판결 중에서도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3조 제1항은....

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여”라고 하여 책임자의

참여권을 인정한 사례가 눈에 띈다.177)

3. 책임자의 범위

한편 책임자의 범위도 문제되는데, RO사건의 항소심 판례178)에 따

르면 이 규정에서의 ‘공무소’는 “관념상의 공공기관이나 행정조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건물 등 

특정한 시설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책임자’란 영장이 집행되

는 당해 시설을 사용·관리할 권한 및 책임을 가지는 사람을 의미”

하는 것이고, “그 공공기관이나 조직의 장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

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동 판례는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해당 사무

실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국회

의원과 그의 보좌관 등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면 충분하고, 국회의원

회관의 장이라 할 국회의장에게까지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179).

또한 제주도 김태환 지사 압수․수색과 관련한 환송심 판례180)를

살펴보면, 책임자에는 ‘공무소의 장을 대신할 자’도 포함된다. 이 때

“‘...대신할 자’란 장의 부재 등의 경우 그를 대신하여 공무소의 

시설(수색장소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관리권

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일컫는다.

4. 참여의 범위

책임자의 참여는 본 조항의 입법 취지를 관철할 수 있는 범위 내

1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1(분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178)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179)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180) 광주고등법원 2008. 1. 15. 선고 2007노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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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법 제110조, 제111조와의 관계

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와 관련된 범위에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압수 현장에서는 수사기관이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접근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

은 당연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압수 현장에서 복제본 또는 원본을 반출하여 수

사기관에서 탐색·선별 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현장 외 압수 과정에

책임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조항의 문구만 보았을 때에는 ‘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집행함에 있어 참여할 것을 통지하라고 하므로, 장소적으로

공무소, 군사용 시설 내에서만 참여를 보장하면 될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23조는 디지털 증거와 함께 등장한 현장 외 압수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 입법된 규정으로서, 그 입법 취지 내에서 시

대적 상황의 변화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반출한 매

체 내에 공무소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면 당연히 반

출 이후에도 참여권을 보장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비밀 침해가 없는

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반출해 간 매체가 공무소의 비밀 등과 전혀 무

관한 것이거나,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영장 집행을 하려다 보니

부득이 집행 장소가 공무소였던 경우 등에는 반출 이후 공무소 등에

대한 비밀 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자의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

는 없으리라 보여진다. 더군다나 이러한 경우 현장 외 탐색․선별

과정에 책임자의 참여권을 보장한다면 피압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게 되는데, 반출된 매체가 공

무상 비밀 등과 무관하다면 제한의 목적 자체가 분명치 않아 부당한

침해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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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1. 참여권 인정 여부

RO사건의 항소심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의 취지는

“압수·수색을 당하는 당사자를 보호하고 영장 집행 절차의 적정성

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한다.181)

그런데 이 때 제12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주거자, 간수자 등의 참여

‘권’이 도출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된다.

제2항에 따르면 주거자, 간수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자율적인 참

여주체로서 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동적인 객체로서 참여 의무를 지닐 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또한 법 제123조 제3항은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에 대

하여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제2항의 자

들에 대한 제3항의 자들의 보충적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제3

항의 자들의 참여로 제2항의 참여를 대신할 수 있다면 이는 제2항의

자들과 제3항의 자들의 성격이 동일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제3항의 자들의 경우 참여‘권’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들의 참여는 영장 집행의 객관적 공정성을 높이고자 인정

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향수를 주

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특정한 인거인 A가 주거 내의 영장 집행

에 있어 반드시 자신을 참여시켜 달라고 주장할지라도, 수사기관으

로서는 A가 아닌 다른 인거인 B를 참여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일

단 ‘인거인’을 참여시킨 이상 제123조 제3항 위반을 주장할 수는 없

는 것이다.

그러나 제123조 제2항과 제3항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는 문언상

구조의 유사성만 놓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권리’의 본

질과 관련하여 오늘날 지배적인 견해인 권리법력설에 의하면 권리는

181)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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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자격을 가지는 자에게 일정한 이익의 향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수단인데182),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 직원은 참여를 통해 얻

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 그러나 제2항의 주거주 등의 경우 주거권

을 향유하는 자이며, 따라서 압수·수색으로 인해 주거권이 제한받는

데 대하여 참여를 통해 수사기관을 견제·감시함으로써 주거권을 보

호할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3항의 자들의 보충적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제2항

의 자들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거나 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보기 때문

이 아니라, 주거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로 인하여 주거를 좀 더 두텁

게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봄이 타당해보인다. 강제처분의 성격 및 법

제123조 제3항의 규정을 고려해보면 주거주 등이 현장에 없더라도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헌법상 보

호를 받는 주거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주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들

이 없을 경우, 적어도 객관적으로 주거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자들을 참여시켜 주거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ⅰ)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헌법에서 주거와 관련한 별도

규정인 제16조를 두어 규율할 정도로 주거는 특별한 보호를 요하며,

그와 관련된 규정들은 가급적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ⅱ) 헌법에서는 주거에 대한 압수·수

색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장 제시는 영장에 기재된 물

건, 장소, 신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실효적 보장을 위해서는 집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는 점,

ⅲ)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참여를 보장하지 않거나 소

극적일 때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23조 제2항의 수사기관의 의무

에 대응하는 주거주의 참여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인다.

182) 오호철(주 176), 203-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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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 중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나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참여하여야 하고 이러한 참여권이 보

장되지 않은 영장집행이 위법함은 물론이다.”라고 하여 주거주 등

에 대하여 참여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판결이 확인된다183).

그리고 주거권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주거주의 참여권이 도출되는

것이라면, 주거권을 향유하고 있는 주거주 지위에 있는 자라면 모두

참여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때 주거주 상호간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생각건대 법 제27조

제2항의 법인 공동대표의 소송행위 각자 대표 규정을 참고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의 공동대표와 마찬가지로 주거주도 공동하

여 주거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

장 집행에 대한 참여에 있어 주거주 각자가 전면적인 대표권을 갖는

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참여인의 범위

여기서 주거주는 ‘집주인’, 간수자는 ‘관리자’를 의미한다고 한

다.184) 그러나 구체적 판단에 있어서는 그 의미가 모호한 경우가 많

다. ‘주거주’라는 것이 법적인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

대주로 등록된 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해당 장소에 실거주하는 자

모두를 가리키는 것인지, ‘간수자’ 역시도 예컨대 경비 업체가 경비를

서고 있는 빌딩이라고 한다면 해당 경비 업체의 책임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실제 근무 중인 경비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압수․수색

이 이루어지는 해당 사무실의 관리책임자로 등록된 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사무실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자라면 충분한 것인지 판단하

기가 어렵다.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학설 또는 판례를 찾아볼 수

는 없었으나, 생각건대 주거주 또는 간수자를 지나치게 형식적 기준

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형식적으로 소유자,

18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1노618 판결.
184) 강구민 외 공저(주 170), 5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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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또는 관리책임자로 등록되어 자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소

유자’, ‘세대주’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간명했을 것을, 굳이

‘주거주’, ‘간수자’라는 용어로 표현한 것은 실제 해당 장소에 거주하

거나 장소를 관리하는 자로서 수사기관의 활동을 견제하여 압수․수

색의 적정을 기할 수 있는 자라면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

이 참여자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준하는 자’의 해석 역시 마찬가지인데, RO 사건에 있어 피고

인 측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하기 이전

피고인에게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형

이 잠시 위 장소에 있기는 하였으나 그를 주거주나 간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185)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법 제123조 제3항에서 “피처분자의 이해

관계와는 무관한 제3자의 참여만으로도 주거주 또는 간수자 등의 참

여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본다면, “피처분자와 사회적·인적 관련

성이 인정되고 그의 이익을 대변하여 영장 집행의 절차적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역시 영장 집행에 있어 주거주 또

는 간수자 등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

다.186)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주거주 등에 

‘준하는 자’에는 이처럼 주거주 등 피처분자와 사회적·인적 관련

성이 인정되고 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하

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187)

제2항의 입법취지 및 제3항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피처분자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피처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에 준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위와 같은 법원의 태도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3. 제121조와의 관계 및 구체적 적용 범위

위에서 언급한 RO 판결과 관련하여 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피

185) 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624(병합),699(병합),851(병합) 판결.
186)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187)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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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측의 또다른 주장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주소지에 대한 압수․

수색이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의 참여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고 주장하면서 법 제123조 제2항, 제3항은 ‘타인의 주거’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처분 당사자인 본인의 주거지에는 적용되지

않아 피고인 형 등의 참여가 피고인의 참여를 대신할 수 없다고 주

장하였다.188) 이하에서는 이러한 피고인 측 주장의 타당성 검토를 통

해 법 제121조와 제123조의 관계 및 제123조의 적용 범위를 살펴보

도록 한다.

가. 제121조와 제123조의 관계

피고인 측의 주장에는 제121조와 제123조의 관계가 병렬적인 것

이 아니라 제123조가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즉 피의자가 참여할 수 없을 때 주거주 등의 참여로 대체할 수 있

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위와 같은 주장이 성립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제121조와 제123조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

의 판단없이 제121조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

였으며, 항을 바꾸어 주거주 등 참여 규정 위반에 대하여 따로 판

단하였다. 법 제121조와 제123조를 병렬적 관계로 보든, 보완적 관

계로 보든 제121조의 위법이 없다고 본 이상 제123조의 위반 여부

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바 본 건 판결의 태도만으로는 제121조와

제123조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해석의 기초가 되는 법문항을 보다 자세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123조 법문항에 따르면 제123조 제2항에 해당하

는 장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경우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반드시 ‘참여하게 하여야’하는 자로서, 즉 이들의

참여는 기본이 된다. 반면 제121조에 따르면 피고인 등은 ‘참여할

수 있’는 자로서 심지어 제122조 단서에 의해 이들에 대한 참여 통

지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법문항 상으로 살펴보았을 때

기본이 되는 자들의 참여로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참여를 대체할 수

188)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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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설령 보완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거주 등은 반드시 참여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의자가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이 위법해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피의자 참여권을 형해화시키는

해석으로서 용납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121조와 제123조는 상호 병렬적 관계에 있는 조항들이

라고 보아야 한다.

또다른 하급심 판결에서는 “영장 집행은 피의자 등 참여권자에

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집행 장소가 공무소일 때에는 그 책임자

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양자가 병렬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189)

나. 제123조가 ‘타인’의 주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인 측은 제123조 규정은 ‘타인의 주거’에 대해서만 적용되므

로 피고인(피의자)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

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RO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제123조가 ‘타인’의 주거뿐

아니라 당사자인 ‘피고인(피의자)’의 주거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주소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하

여 법 제 123조 2항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아190) 법

제123조가 피고인(피의자) 외의 ‘타인’ 뿐 아니라 ‘피고인(피의자)’

의 주거에도 적용된다는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펴보건대 법 제123조 제2항은 ‘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라고 하고 있어 문리상으로만 보면 피고인 측의 주장이 일응

일리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의자 외의 제3자에게도 주거지 압수․

수색 시 참여권을 보장하여 압수․수색 절차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 사건 당사자이자 더욱 민감한 법적 이해관계를 지니

189) 광주고등법원 2008. 1. 15. 선고 2007노370 판결.
190)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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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 있어 주거주의 참여권은 당연히 보장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23조 제2항에서 ‘타인의 주거’라고 규정한

입법자의 의도가 명확치 않은데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제정 단계에

서부터 ‘타인의 주거’라는 표현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전

일제강점기 시대의 조선형사령에서는 그에 대한 별다른 규율을 하

지 않고 ‘형사소송법(대정형사소송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

정형사소송법 제157조에 따르면 ‘前項ノ規定ニ 依ル場合ヲ除クノ外

人ノ住居’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마 이 중 ‘外人ノ住居’라는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타인’의 주거

라고 오역하여 받아들인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규정은 ‘전항

의 규정을 제외한 그 외 사람의 주거’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

다. 현재 일본의 형사소송법 제114조에 의하더라도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의 주거(前項の規定による場合を除い

て、人の住居)”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참여의 범위

제123조 제2항의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반

드시 주거주, 간수자등을 참여시켜야 하며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급

속을 요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20조에 의하여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

제처분을 하는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위 제123조 제2항의 적

용이 배제된다.

한편 주거주 등의 참여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압수 현장에서

복제본 또는 원본을 반출한 경우 반출 이후의 단계에서도 주거주 등

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인가이다.

본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참여의 범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본 조항의 입법 취지는 압수․수색을 당하는

당사자를 보호하고 영장집행절차의 적정성을 답보하고자 하는 것이

다.191) 그런데 이 때의 ‘당사자’가 누구를 뜻하는 것인지, 법 제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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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 ‘당사자’인 피의자를 뜻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러나 압

수․수색 대상이 피의자의 주거이거나 피의자의 물건도 아닌 이상에

야 피의자 보호가 문제될 리는 없으며, 또한 통상 간수자 등은 피의

자의 이해관계와 무관할 것인데 간수자를 참여하도록 하는 취지가

피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때 보호하고자 하는 당사자라는 것은 피의자가 아니라 압

수․수색을 당하는 당해 사람, 즉 압수․수색을 당하는 주거, 또는

가옥 등의 주거주, 간수자를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제123조 제2항에 규정된 자들의 경우 압수․수색으로 인

해 침해되는 것은 주거권인데192), 주거, 가옥 등의 압수 현장에서는

당연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주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주거주 등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겠지만, 복제본 또는 원본을

반출한 경우에는 더 이상 주거권의 침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또

한 주거주 등이 피의 사건 내지 디지털 증거와 전혀 관련없는 자라

면 현장에서 반출한 매체 내의 디지털 증거를 탐색하는 데 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오히려 피압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

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반출 이후의 단계에서부터 문제되는 기본권으로 생각해 볼 수 있

는 것은 통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재산권이

다.193) 따라서 만약 이와 같은 기본권과 관계없이 순수 주거권만을

침해받았던 자라면 복제본 또는 원본 반출 이후의 단계에는 참여권

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Ⅲ.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1. 집행증인 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

법 제123조는 압수․수색에 있어 사실상 수사기관과 대립관계에

191)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안성수, 주석 형사소송법, 625
면.

192) 김혜경(주 29), 35면.
193) 김혜경(주 29), 34-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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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주거주의 원칙적 참여와 객관적 제3자인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

단체 직원의 보충적 참여를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194)

이에 대하여 주거주 등의 참여와 공공단체 직원 등의 참여는 본질

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전제하에서만 보충적

참여 단계가 합리성을 가질 수 있는데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주거주의 참여와 객관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공단체 직원의 참여

는 입법 취지 및 기능이 상이하여 현재의 조문 체계가 타당하지 않

다는 견해가 있다.195)

이 견해에서는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를 개별 제도화하여 주거

주의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 직원 등을 대동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96) 주거주 등은 압수․수색 절차

의 준수여부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압수 절차에 대한 객

관적이고 공정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인데 반해, 지방공공단체 직

원은 객관적 입장에 있는 자로서 피집행자의 권리보호 뿐 아니라 수

사기관의 절차적 합법성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비난 방지 기능도 함

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197)

독일의 입법례를 살펴보자면 독일은 수색할 공간의 점유자가 부재

중일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그 대리인 또는 성년인 친족, 동거인 또

는 이웃을 입회하도록 하고 있다(제 106조 제1항).198) 그리고 이와

별도로 주거, 상업공간 또는 위요지에 대한 수색일 경우 판사나 검

사가 입회하지 않은 때에는 가능한 한 수색이 행하여지는 지역의 지

방자치단체 공무원 1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민 2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05조 제2항)199), 이를 집행증인 제도200)라고 한다. 그

러나 독일에서는 점유자 및 집행증인의 참여 모두 현실적으로 가능

194) 신이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와 제한 규정”, 230면.
195) 김기준(주 3), 13-14면.
196) 김기준(주 3), 14면.
197) 김기준(주 3), 13-14면.
198) 법무부, 독일 형사소송법 (2012), 85면.
199) 위의 책, 85면.
200) 김기준(주 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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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데,201) 예를 들어 참여를 위한 시간 지체

로 인하여 수색을 좌절시킬 수 있을 경우에는 참여가 부정되며,202)

집행증인에 대한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집행증인이 참석을 거부할

경우 역시 집행증인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203)

그러나 생각건대 주거주 참여와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참여가 서로

다른 취지와 기능을 지니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양자 모두 동일하게

피처분자의 권리보호와 영장집행절차의 적정성 담보라는 제도적 취

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204)

주거주 참여로는 객관적 공정성이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논

거 역시 의문인데, 설령 주거주가 본인의 이익에 치우쳐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사기관과 대립하는

위치에 있는 주거주가 직접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

로 압수․수색 절차 공정성에 대한 강한 신뢰를 부여하게 되며, 또

한 수사기관에서는 주거주가 참여했을 경우 각종 표준화된 확인서

서식을 이용하여 증거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절차에 대해서

는 서면 기록을 남겨놓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거주가 참여한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참여 제도를 통

해 의도한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바, 개인의 내밀한 사생

활이 집약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지에 굳이 제3자인 지방자

치단체 직원을 대동할 필요는 없으리라 보여진다.

2. 주거주 등이 참여를 포기한 경우의 검토

한편 주거주 등이 스스로 참여를 포기한 경우에도 반드시 다른 조

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하는지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

201) Löwe-Rosenberg, Die Strafprozeßordnung und das Gerichtsverfassung
sgesetz, De Gruyter Recht, (2004), p.605 및 Gerd Pfeiffer, Strafprozessordnung
Kommentar, Verlag C. H. Beck, (2005), p,229 참조, 김기준(주 3), 10면, 12면에
서 재인용.

202) Gerd Pfeiffer, a.a.O., p.229 참조, 김기준(주 3), 12면에서 재인용.
203) Löwe-Rosenberg, a.a.O,, p.580 참조, 김기준(주 3), 12면에서 재인용.
204)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안성수, 주석 형사소송법, 62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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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205)

현재는 주거주 등이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를 제123조 제3항의 ‘전

항의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포함하여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206) 이 견해에 따르면 주거주 등이 참여를 포기하더라도 제3항

에 규정된 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물론 주거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12조와 별개로 제16조에서 따로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특히나 강한 법적 보호를 요하는

장소라는 점과 제123조의 입법 취지가 피처분자의 권리 보호라는 주

관적 이유 뿐 아니라 영장집행절차의 적정성 담보라는 객관적 이유

도 겸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주거주 등이 참여권을 포기하더라도 제

3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또한 제123조 제2항과 제3항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2항은

“주거주의 참여권+수사기관의 의무”가 결합되어 있고, 제3항은 “2항

의 의무에 대한 보충적인 의무”의 형태이다. 따라서 주거주가 참여권

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의무는 고스란히 남게 되고, 다만

제2항의 의무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는 보충적으로 제3항의 의무로

넘어가게 된다고 보여지기도 한다.

하지만 제3항의 규정을 두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주거권 보호이며,

주거가 특별한 이유는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및 주거권이라

는 기본권과 연계된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위해 부

득이 들어와야 하는 수사기관 외에 또다른 인거인, 또는 지방자치단

체 직원이 주거에 들어온다는 것은 오히려 피처분자의 주거권을 한

층 더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제3항의 보충적 의무에 대하여 주된 지위에 있는 제2항의

의무는 주거주의 주거권 보호라는 주관적 이익 보호와 영장 집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객관적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인데, 이 중 주된 위치

에 놓인 건 주관적 이익 보호라고 보여진다. 영장 집행의 공정성은

집행 과정에 대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등 다른 방법으로도 확보

205) 김기준(주 3), 9면.
206) 안성수, 주석 형사소송법, 6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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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장 집행의 공정성은 주거주를 참여

시켜 주거권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주관적 보호이익의 주체인 주거권자가 참여권을 포기한

이상 그에 대한 제2항의 보호의무는 도출되지 않으며, 당연히 그에

대한 보충적 의무인 제3항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제3항의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주거주가 집행 현

장에 없다는 등 실제적으로 주거주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주거주의 의사에 따라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3. 경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

형사사건의 경우 이웃주민이 선뜻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

다. 이 경우 지방공공단체 직원의 입회가 남게 되며 이 때 행정절차

상 기관 대 기관의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207) 수사보안 상 사전 요청

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위험이 수반되는 압수․수색일 경우 지방공공단체 직원이 입

회를 거절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이 규정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는 압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조문을 지닌 일본에서도 이웃사람이나 공공단체

직원 모두가 집회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는 견해가 통

설이라고 한다.208) 다만 이에 대해 위험이 수반될 수 있는 압수․수

색에 공무원이 입회를 거절함에도 이를 압수․수색의 절대적 요건으

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본 조의 입법목적이 객관적 제3자의 감시를

통해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라면 굳이 이웃사람, 공공단

체 직원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또는 경찰관 입회로 대체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고 한다.209)

207) 강구민 외 공저(주 170), 538면.
208) 김기준(주 3), 10면.
209) 藤永幸治, 河上和雄, 中山善房,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 第二券, 靑林書院,

(1996), p.383 참조, 김기준(주 3), 10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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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일본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주로 소방공무원들을 참여시킨

다고 하는데,210) 우리 나라에서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어

문리적 해석으로는 소방공무원이 지방공공단체 직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관할지역의 파출소나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참여시

키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경찰관이 제123조 제3항에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된다.

RO사건의 항소심은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의 취지와 

그 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 민간 포렌식 전문가나 국가공무원이자 또 

다른 수사기관에 불과한 경찰공무원을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3항의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으로 볼 수는 없다.”211)라고 하여

경찰공무원은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명

확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경찰로서 일선 지구대 소속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

찰관은 사법경찰관과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212)

‘지방공공단체’는 지역 자치단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국가로부터 파

생된 행정권을 행사하는 행정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개념에 가

장 가까우며, 결국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직원으로 해석된다고 하는데,213) 시·도경찰청은 시·도 지방자치단체

에 소속되어 있고,214) 실질적으로도 행정경찰은 특정 관할 지역의 업

무만 수행하게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수사기관의 경찰

210) 石丸俊彦, 仙波 厚, 川上拓一, 服部 悟, 刑事訴訟の實務(上), 新日本法規出版株式
會社, (2005), p.370 참조, 김기준(주 3), 9면에서 재인용.

211)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212) 강구민 외 공저(주 170), 539면.; 오경식, “수사절차상 압수․수색제도에서의 인
권보장 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제50호(2016.3), 12면.

213) 강구민 외 공저(주 170), 540면.
21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
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경찰청을 두
고, 시ㆍ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
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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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로 해석되는 사법경찰과 달리 지방공공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215)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지나치게 강학적

인 것으로 실무상으로는 지구대 소속 경찰관도 사건 신고를 받아 수

사 초동조치를 담당하고 수사업무 처리를 하는 등 그 구분이 모호하

다.

그리고 시·도경찰청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할지라

도, 경찰공무원들은 모두 국가 소속의 국가공무원이며216), 영장집행

의 공정을 담보하려는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영장집행자와 동일한

직종인 경찰관은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217)

게다가 형사소송규칙 제110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 검증을 할 때에는 법 제243조(피의자 신문과 참여자)에

규정한 자를 각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법 제243조에 의하

면 사법경찰관의 경우 참여자는 사법경찰관리이다. 법 제243조는

“조서기재의 정확성과 신문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사

기관 스스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218) 규칙에서 압

수․수색․검증 시 법 제243조의 자들을 그대로 참여하게 한 것은

법 제243조의 입법취지와 유사하게 압수․수색에 있어서도 그 정확

성과 압수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준수할 의무

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법 제123조와 별도로 절

차 정확성․공정성 담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마련된 규정이라고 보아

야 하므로, 그렇다면 각 참여자의 범위는 다르다고 보아야 함이 당

연하고, 따라서 법 제123조 제3항에 경찰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215) 강구민 외 공저(주 170), 542면.
216) 경찰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
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17) 허형구‧차용석‧백형구‧강구진, 주석 형사소송법(상), 한국사법행정학회 (1983),
422면.

218)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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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독일의 경우 주거 등에 대한 수색의

경우 판사나 검사가 입회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민 2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경찰공무

원이나 검사의 보조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참여할 수 없

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05조 제2항)219)

이를 두고 우리 법에서도 이와 같은 명시적인 조항의 추가가 필요

하다고 하면서도, 향후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방자치경찰 소속으

로 편입되는 직원의 입회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220)가 있다.

그러나 독일도 현재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필연적으로 지

방자치경찰 소속 경찰관은 지방공공단체 직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미흡해 보인다.

히지만 경찰 내 조직이 수사 조직과 경찰 행정 조직으로 확실하게

분화된다면, 자치경찰관을 지방공공단체 직원에서 제외할 실익은 적

어 보인다. 특히 자치경찰관은 그 지역 주민들의 치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관내 주민들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해줄 수 있으며,

조직․소속․사무적으로 확실히 분리될 경우 자치경찰관은 영장 집

행 공정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3자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여진

다.

이는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의 구체적인 형태를 살펴 추

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4. 참여의 범위

복제본 또는 원본을 반출한 경우 반출 이후의 단계에 있어서까지

인거인과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지 문제된다.

법 제1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고, 제2항의 참여자가 참여할 수 없을

219) 법무부, 독일 형사소송법, 85면.
220) 김무석, “디지털포렌식에서의 참여권 보장 방안”, 치안정책 연구 제32권 제3호,
통권 45호(2018), 2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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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제3항의 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다. 즉 제3항의 자들이 보충

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도 제123조 제2항의 장소 내의 집행을 전제

로 하므로, 해당 장소를 벗어나서는 참여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

도 가능하다.

또한 생각건대 제123조 제2항의 장소를 벗어난 이후부터는 해당

장소에서 반출한 정보저장매체이든 또는 제2항 이외의 장소에서 반

출한 매체이든 전혀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제2항의 장소

에서 반출하였고 반출 당시 주거주 등이 참여할 수 없었다는 이유만

으로 반출 이후의 과정에서까지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시킨다면 오히려 불합리하다.

더군다나 피압수자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

체 직원이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탐색·선별 과정에까지 참여하게 될

경우 오히려 피압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더

욱 커짐은 물론이다. 또한 인거인의 경우 인접한 장소에서 영장 집

행이 전개될 경우에는 이웃 주민의 법익 보호를 위하여 압수 현장에

참여하는 정도의 불편은 감수할 수 있겠지만, 인접한 장소를 떠나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된 경우에까지 압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인거인에게 있어 지나친 불이익이 된다.

따라서 반출 이후 단계에까지 인거인 등을 참여시킬 필요는 없다

고 보여진다.

제 5 절 피압수자의 참여권 인정 여부

법상 명시적으로 참여가 규정되어 있는 자는 당사자 등과 책임자 등에

한하며, 법에는 피압수자의 참여에 관하여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별지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피압수자의

참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 ‘피압수자’의 개념은 아직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법상 명시적으로 참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피압수자에 대하여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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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인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아래에서는 일단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는 영장 별지의 규

정을 살펴 피압수자의 개념을 명확히 한 뒤, 법상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Ⅰ. 영장별지의 규정

영장별지에 따르면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

때 ‘피압수자 등’은 피압수자 또는 참여인을 일컫는 말이며, 영장 별지

의 각주에서는 ‘피압수자’는 피의자나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이고 ‘참

여인’은 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영장 별지는 논란의 여지가 매우 큰데, 형사소송법상 각

참여 규정의 취지와 목적이 다르고, 그로 인해 참여권의 인정 여부, 참

여 가능 범위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참여권을 일률적으로 규정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규정이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정확

한 의미를 가늠하기도 어렵다.

예컨대 영장 별지에서는 압수․수색 전체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피압수자 등’을 별지

에서의 정의대로 ‘피압수자 또는 참여인’으로 치환하여 읽는다면 택일

적 관계에 있는 피압수자 또는 참여인 둘 중 하나에 대해서만 참여권

을 보장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읽을 경우 참여인에게만 참여권을 보장하면 피압수자

(피의자나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의 참여권은 배제해도 된다는 것인

데, 이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명시하고 있는 법 제219조,

제121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렇다면 위 문구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제121조와 제123조의 관계는 병렬적이다. 따라서 영

장 별지의 규정 역시 일반적으로는 당사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되,

다만 공무소 등 법 제123조에 규정한 장소에서 집행할 경우에는 추가

적으로 책임자 등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영장 별지에서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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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수자 등’의 범주에 속하는 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각자의 참여 가능 범위에 부합하게 참여를 보장하라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피압수자’로 묶여진 ‘피의자나 변호인, 소유자, 소지

자’간의 관계는 분명치 않다.

이미 앞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은 ‘당사자 등’으로 묶일 수 있음을 살

펴보았다. 하지만 과연 이 ‘당사자 등’과 ‘소유자, 소지자’가 ‘피압수자’

라는 범주로 함께 묶일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소유자, 소지자’와 ‘당사자 등’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

문이다. 전자의 경우는 ‘피압수자’가 될 수 있는 필요조건을 갖추고 있

는 자들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피압수자’가 될 수 있는 필요조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사안에 따라 ‘피압수자’ 지위를 겸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아래의 관계와 같다 하겠다.

<소유자, 소지자> <당사자 등(피의자)>

소유자, 소지자

피압수자
피압수자피의자

즉 피의자나 변호인은 ‘피압수자’가 아닌 ‘당사자 등’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피압수자 범위와 중첩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분명히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다.221) 더군다나 각각에 있어 보호되는 기본권도 상이한

데 이와 같이 한 범주로 묶을 경우 구체적 사안에 있어 기본권 충돌에

따른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도 큰 혼동을 야기한다. 따라서 영장 별지

에서 ‘피압수자’라는 범주 안에 당사자 등과 소유자, 소지자를 한데 묶

221) 박건욱, “수사기관에서의 전자정보 탐색과정을 압수․수색의 일환으로 보는 판
례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0호(2016.3), 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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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정의한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명확히 ‘피압수자’ 범주에 속하리라 보여지는 소유자, 소지자에

대해서도 의문은 존재한다. ‘피압수자’라는 용어 자체가 법 상 용어가

아니고 판례에서도 그 사용례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보니 영장 별지에

서 피압수자로 일컫는 소유자, 소지자가 어느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단정짓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일단 관련 판례의 용법을 살펴보고 그를 바탕으

로 법문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영장 별지에서 이야기하는 ‘피

압수자’의 정의를 내려보고자 한다.

Ⅱ. ‘피압수자’의 의의

1. 판례의 태도

판례에서는 통상적으로 세 가지 범주의 자들에 있어 ‘피압수자’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판례는 ‘처분을 받는 자’와 관련하여 ‘피압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법 제118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판례에서는 “‘피압수자’

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222)이라고 하

여 ‘피압수자’를 ‘처분을 받는 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나아가

“압수․수색 영장은 현장에서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 모

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면

서 이 문구를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63판결로부터 인용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223), 2008도763판결에 따르면 “압수ㆍ수색영장

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바, 현장에서 압수ㆍ

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

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므로 판례에

서 이야기하는 ‘처분을 받는 자’란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을 의

222) 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223) 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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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RO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처분을 받는 자’란 압수·수색을 당

하는 자로서 압수할 물건 또는 수색할 장소를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224)고 하며, 이 때 “변호인은 압수·수색에 있어 

‘처분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225)

그런데 판례에서 이야기하는 ‘처분을 받는 자’와 ‘피압수자’가 완전

히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처분을 받는 자’가 압수․수

색을 당하는 자를 일컫는다면 ‘피압수자’라는 용어는 ‘압수를 당하는

자’를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만, ‘수색을 당하는 자’를 표현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압수 목적물이 보관되어 있는 사무실의 관

리자는 처분을 받는 자에는 포함되지만 피압수자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문리적으로 처분을 받는 자란 피압수자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라 하겠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영장 별지에서 참여권을 따지는 데 있어 ‘처분

을 받는 자’ 내지 ‘피압수․수색자’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피

압수자’만을 언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생각건대 우리나라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하나의 영장으로 발

부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압수․수색을 합체된 개념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법원이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재

산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는데226) 디지털 증거에 있어 압수

를 당하지 않고 수색에서 그친 경우에는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가 적

다. 그와 같은 이유로 ‘피수색자’의 개념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피

압수자’로 통틀어 언급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렇지만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경우 침해되는 기본권은 재산

권 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고 할 것인데, 이것은 설령 압

수까지 도달하지 않고 수색에 그친 경우라도 침해될 수 있는 것이므

224)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225)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226) 이인곤,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
경찰연구 제15권 제4호(2016), 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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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피수색자’ 개념까지 영장에서 언급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우리나라에서는 압수영장과 수색영장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수색만을 목적으로 영장이 발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압수를 목적으로 수색이 선행된다. 현장에서

혐의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를 수색하는 경우에도 ‘피수색자’의 디지

털 증거를 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피압수자’의 디지털 증거

를 수색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매체를 반출하여 현장 외 압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단

순히 수색 장소의 관리자에 불과했던 자는 현장에서는 참여를 보장

받을 필요가 있겠지만, 현장 외 압수 절차에 있어서는 참여가 문제

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렇지만 영장 별지에서 ‘피압수․수색자’라고

표현하거나 ‘처분을 받는 자(피처분자)’라고 표현할 경우에는 피수색

자에게도 부득이 현장 외 압수 절차에까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해석이 도출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면 영장 별지에서 굳이 ‘피수색자’ 개념

을 현출하지 않고, ‘피압수자’라고만 표현한 점은 충분히 납득할만하

다.

다음으로 판례는 법 제129조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 대하여도 ‘피압수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즉 법 상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

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그 외에도 법원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권리를 행사하

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고 한다.227) 다시 말해 ‘소유자, 소지

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와 ‘피의자 등’을 종합하여 ‘피압수자

등’으로 지칭하고 있는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227)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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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룰 ‘피압수자’의 범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228)라는 또다른 표현을 통해서도 드러

난다.

그리고 제129조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나 ‘소유자, 소지자’와 관

련된 또 다른 제도인 환부와 관련하여 판례에서는 “본조(형사소송

법 제332조)의 취지는 그 압수물(또는 환가대금)에 대한 진정한 소유

권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도 반드시 피압수자에게만 반환하라는 취지

는 아니다”229)라며 소유자와 피압수자를 구분하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는 모두 당연히 피압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압수자가 될 수 있는 필요조건을 갖춘 것뿐이며, 이 중 실

제 압수를 당하는 자가 피압수자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판례에서는 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를 ‘피압수자’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230) 그러나

앞서 당사자에 피압수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살펴보았

듯 제121조의 적용 범위에 피압수자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양

자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인바, 피압수자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용어

를 혼용하고 있는 판례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2. 관련 실무 규정

경찰청 훈령인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경찰청

훈령’이라고 함)」 제13조 제4항에서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형사소송법」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을 ‘피압수

자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관자’가 명시적으로 추가된 것을 제

외하고는 영장 별지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228)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229) 대법원 1968. 10. 22. 선고 68다1725 판결(저자 ‘본조’의 규정 보충 기재).
230)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노627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7노85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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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7

조 제3항 제1호에서는 ‘피압수자 또는 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을 ‘피압수자등’이라

고 하며, 다만 피압수자에 어떠한 자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따

로 밝히지 않고 있다.

3. 소결

판결에서의 ‘피압수자’의 사용례를 법규정의 해석 범위 내에서 정

제해보자면, 결국 ‘압수할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자’, 즉 ‘소유

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 중 실제 압수(수색)를 당하

는 자가 ‘피압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판례에서는 피

의자에 대하여도 피압수자와 동일시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있음을 살

펴보았으나, 법규정상 허용될 수 없는 표현임을 밝혔으므로 제외하

도록 하겠다.

한편 영장별지는 법 제129조에 규정된 자들 중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에 준할 자’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와 사회적·인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

람231)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압수대상인 휴대폰 소유자 A의 아내

B를 ‘이에 준할 자’로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사실 피압수자 개념을

생각할 때에는 ‘이에 준할 자’를 별도로 고려할 실익은 없어 보인다.

압수 처분을 당하는 자란 집행 당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될

것인데 점유하고 있는 자의 권리 형태로 소유·소지·보관 이외의 추

가적인 것을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 제129조의 압수목록 교

부의 경우 A에게 영장을 집행한 후 A가 자리를 비우거나 하였을 때

옆에 있던 B에게도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준할 자’

에게도 목룍 교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을지 모르나, 피압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압수자에 ‘이에 준할 자’를

제외하고 있는 영장 별지의 태도는 타당하다.

231)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의 제123조 제2항 ‘준하는 자’의
해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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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관자’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불분명한데, ‘소지자’는 소

유자와의 관계에서 위탁관계 없이 자기를 위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자를 말하며, ‘보관자’는 위탁관계를 전제로 압수 이전부터 계속적으

로 타인을 위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자를 의미한다.232)

이에 대해 국어사전에서도 소지자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라고만 하지 누구를 위한 소지인지는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민법

에서도 소지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의미한다고

하므로, 입법적으로는 ‘소지자 또는 보관자’를 ‘소지자’로 통일하는 것

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다.233) 사실상 피압수자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시 점유하고 있던 사실만이 중요하지 위탁관계는 고려하지 않으므

로 굳이 소지자와 보관자를 구분할 실익이 없는바, 아마 영장 별지

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굳이 보관자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판례, 영장별지의 규정을 법규정 내에서 종합적으로 해

석해보건대 ‘피압수자’란 결국 소유자, 소지자(보관자) 중 실제 압수

(수색)를 당하는 자를 일컫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Ⅲ. 법상 ‘피압수자’ 참여권의 인정 여부

1. 형사소송법의 검토

우리 법상 피압수자에게는 절차적 권리로서 제118조에 의한 영장

제시 및 제129조에 의한 압수목록 교부만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압수자의 참여를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도,

위 조문들을 종합하면 사실상 피압수자의 참여가 인정되기는 한

다.234)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당연히 그 현

장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232) 백형구‧박일환‧김희옥, 주석형사소송법1(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490
면.

233) 김정한,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관한 실무적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제68호
(2020), 236면.

234)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
건 증거 압수 방법“, 105면.; 김범식(주 11),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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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235)

하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것과 참여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는 예컨대 디지털 증거의 경우 현장 외 압수 과정에 피압수자를 참

여시키지 않을지라도 영장 제시 및 목록 교부만 준수하면 절차 위반

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았듯 피의자의 경우 경우에 따라 법 제122조

단서에 해당하여, 또는 제3자의 기본권 침해 우려로 참여권이 제한

될 여지가 커진다. 또한 책임자 등, 특히 제123조 제2항, 제3항의 자

들은 참여권의 취지 상 현장 외 압수 과정에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뿐더러 그들의 참여로는 참여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

다.

결국 현장 외 압수 과정에 있어 법상 참여인들의 참여가 제한적인

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이 디지털 증거에 있어 참여권

의 의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권의 필요성으로부터 참여권을 창출해낼 수는 없으며,

일단은 법해석상 참여권이 도출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만약 인정

되지 않는다면 기본권 및 헌법 원칙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법규정을 살펴보건대 법 제219조, 제118조 영장 제시의

취지는 압수·수색이 적법한 권한에 의한 것임을 알도록 하여 불필요

한 다툼을 방지하고, 영장에 기재된 물건, 장소, 신체에 대해서만 압

수·수색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려는 데 있다.236)

또한 법 제219조, 제129조의 압수물 목록은 무엇을 압수하였는지를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압수물의 소재에 대한 분쟁을 막고

피압수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다.237) 더불어 피압수자가 항고․준항고 처분을 제기함에 있어 기초

235)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
건 증거 압수 방법“, 105면.

236) 안성수, 주석 형사소송법, 613면.
237) 안성수, 주석 형사소송법, 6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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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238)

그런데 피압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여 영장에 따른 집행을 보장하

고자 한다는 것은 피압수자가 영장 집행 과정에 참여하여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다. 압수물 목록 교부 역시 그

로써 무엇이 압수되었는지 명확히 하여 사후 분쟁이 없고자 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압수하고도 목록에서 누락한 것은 없는지 압수 집

행 과정을 지켜보고 감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특히 법 제118조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가급적 그

실질적 취지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규정을 해석하고 집행하

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관련 규정 및 영장 제시·목록 교부 제도의 입법 취지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법 제118조 및 제119조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권리로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법에서는 참여가 보장될 자들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규정

을 따로 두고 있는바, 이는 반대로 법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자의 참

여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라는 반박도 가능하겠다.

그러나 피압수자의 참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를 배제하려는 의사였다기보다는 영장 집행 중 피

압수자가 집행 현장에 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압수자는 영장 집행 현장에 존재할 것이 당연하므로 굳이 관

련하여 규정을 둔다면 오히려 참여를 배제하는 예외 상황에 대해 규

정해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 등과 책임자 등, 특히 그 중에서도 당사

자 등은 피압수자 지위를 겸하지 않는 한 압수 현장에 없을 것이므

로 굳이 참여를 시키자면 별도 규정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압수자 참여 배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우리 법의

해석상 피압수자는 원칙적으로 영장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238)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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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한다.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의 검토

수사준칙 제42조 제4항에서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명시적으로 규

정하고 있다.

본 건 수사준칙은 대통령령으로서 대표적인 법규명령에 속하며, 주

지하다시피 행정기관이 자신의 고유권한으로 제정하는 행정내규로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명령 또는 행정규칙과 달

리, 법규명령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지닌다.239)

따라서 기존에는 법규정의 해석상 인정되던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이제는 위 수사준칙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한

다.

Ⅳ. 참여의 범위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반출 이후 과정에서 피

압수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지는 일률적으로 딱 잘

라 단정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컨대 피의자가 모종의 이유로 본인이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잠시

친구 A에게 맡겨두었고, 그에 따라 A에 대해 영장 집행을 하게 되었

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피압수자는 A가 된다. 그런데 사실 A는 피

의자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증거와는 전연 연관성이 없는

자이다. 따라서 A는 스마트폰 안의 자료는 물론 피의 사실이나 문제되

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므로 무엇까지가 관련성 있는

자료인지 판별할 수도 없고, A의 물건이 아니므로 압수로 인하여 침해

되는 법익도 없다. 그런데도 A에 대해 반출 이후의 과정, 특히 스마트

폰 내 저장된 디지털 증거의 탐색․선별 과정에 참여를 보장할 경우

참여권 보장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거의 없으면서도, 피의자

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등은 오히려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

239) 성낙인, 헌법학(제19판), 법문사 (2019), 555면.; 권영성, 헌법학원론(개정판), 법
문사 (2010), 10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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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반면 여러 회사의 데이터를 위탁 관리하는 업체 B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여 여러 회사 데이터가 혼재되어 있는 서버를 반출하였을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 회사 관련 데이터만 압수하고 있는지, 다른 고객사의

데이터까지 압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장 잘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피압수자인 업체 B이다. 또한 B의 서버가 반출되어 직접적

으로 재산권 등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

는 반출 이후 B의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약 오직 피의 회사의 데이터만 저장되어 있는 서버를 복제

하여 반출하였을 경우에는, B에 대해 탐색․선별 과정에 참여권을 보

장할 경우 오히려 피의 회사의 영업 비밀을 훼손하는 침익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참여권을 보장하되, 사안에 따라 충돌되는 기

본권들을 합리적으로 비교형량하거나 제한되는 기본권의 정도를 살펴

보호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때 고려하여야 할 요

소들의 기준을 적절히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경찰청 훈령에서는 ‘압

수정보와의 관련성, 전자정보의 내용,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의 정도’

를 고려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제13조 제3항).

수사준칙 제42조 제4항에서도 피압수자등‘과’ 변호인 모두의 참여

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

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즉 법령상으로도 무조건적으로 전

과정에 있어 피압수자의 참여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Ⅴ. 매체 소지자와 정보 소유자가 다를 경우 ‘피압수자’의 판

별

1. 문제의 제기

디지털 증거의 경우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매체를 소유․소

지․보관하고 있는 자(이하 ‘매체 소지자’라 약칭한다)와 정보의 소

유자는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이메일 서버에 대한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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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의 경우 매체의 소지자는 이메일 서버 소지자이지만, 정보의 소유

자는 이메일 계정 소유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누구를 피

압수자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통상 실무적으로는 매체의

소지자인 이메일 서버 소지자를 ‘피압수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매체 자체는 궁극적인 압수 대상물이 아니고 매체 내의 디

지털 증거가 궁극적 압수 대상물이라는 점에서 피압수자의 판별 역

시 디지털 증거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

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로 인한 정보주체의

정보기본권 침해 및 그에 대한 보호 필요성과 연계되어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학설 대립과 판례를 살펴보

고, 피압수자의 판별 기준에 대해 논해보기로 한다.

2. 학설

피압수자란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소지 관계를 따져야 하며, 그들

과 다른 정보주체가 있을 때 그 정보주체는 피압수자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견해가 있다.240) 그러나 이 견해에서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정보주체가 참여권을 가진 당사자임은 분명하며, 따라서 제122조

에 정한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 참여한 정보주체에게는 제118조에

의해 영장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41) 매체 소지자는 재산권

이나 영업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에 그치지만, 정보주체는 인격권의

핵심영역인 정보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받으며, 따라서 매체 소유지

배자에 대한 기본권 보장은 부차적인 것이고, 정보주체의 보호가 우

선이라는 것이다.242) 즉 참여권 보장 주체는 피압수자인지 여부에 따

를 것이 아니라 기본권 제한 여부에 따라 정해야 하며, 그런 의미에

서 정보주체는 피압수자에는 속하지 않지만, 정보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받는 자이므로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40) 오기두, “전자정보의 수색·검증, 압수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함의”, 형사소
송 이론과 실무 제4권 제1호(2012.6), 163면.

241) 위의 논문, 144면.
242) 오기두, “전자정보의 수색·검증, 압수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함의”, 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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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견해에서는 이메일 계정 소유자 등 압수․수색에 의해 사

생활이 침해당하는 자가 제118조의 ‘처분을 받는 자’에 해당하며, 따

라서 그에게 영장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43) 그런데 이 견해

에서는 법 제118조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적법절차 원리가 구체화된

것이므로,244) 따라서 ‘처분을 받는 자’는 ‘현실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기본권침해의 피해자라고 한다. 즉 위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정보주체를 기본권이 침해되는 자로 보았기에 영장제시

등의 통지의무가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그 외에 정보보관자인 제3자에게 증거보전 명령을 하여 자료가 삭

제되지 않게 보관하도록 한 다음, 정보주체의 참여권을 보장한 상태

에서 압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245) 제3자, 대표적으로 네

이버·다음 등의 인터넷 서비스, 카카오톡 등 메신저 서비스, 페이스

북·트위터 등의 SNS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라 함)246)가 보관하는

정보의 경우 다른 정보에 비하여 사생활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가

능성이 더 높고 그 비밀 침해의 정도도 중하기 때문이다.247)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보 주체가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한다.248) 다만 사전 통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삭

제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원본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그

에 대한 절충안으로서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ISP에 대한 증거보전

명령 이후 참여권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249) 이 견해 역시 정보 주체

가 피압수자에 해당하여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

243) 박경신, “E-메일 압수․수색의 제문제와 관련 법률개정안들에 대한 평가”, 법
학연구 제13권 제2호(2010.8), 276-277면.

244) 위의 논문, 276-277면.
245) 이순옥,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보관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185면.
246) 이순옥,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보관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156면.
247) 이순옥,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보관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184-185
면.

248) 이순옥,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보관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185면.
249) 이순옥,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보관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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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 주체의 보호 필요성으로부터 참여권을 도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디지털 증거의 소지자, 보관자를 판단함에 있어 정보가

아닌 매체의 점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는 의문이나,

그럼에도 디지털 증거의 비가시성으로 인하여 그 안에 어떠한 정보

가 들어있는지 제출받기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매체를 기준으로 하

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다.250)

3. 판례

하급실 판결에서는 “전자정보 그 자체는 무체물이므로 그 소유나 

점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자정보가 기억된 정보저장매체의 소유

나 점유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한 사례들이 확

인된다.251)

헌법재판소는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유형물에 대한 압수․수색과 달리 ‘압수처분을 받는 자’와 ‘압수의 

실질적인 대상인 정보의 소유자’가 분리되게 된다. 그 결과 정보주

체는 ‘현실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자로서 압수할 물건 또

는 장소를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아니어서 형사소송법 제118

조에 정한 영장제시의 상대방인 ‘처분을 받는 자’가 될 수 없”다

고 보고 있다.252)

4. 검토

가. 용어의 정의

본격적으로 논의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정의하고 싶은 것은 정

보 주체와 정보 소유자의 차이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

보 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3호).

대개는 정보의 소유자와 일치하겠지만 양자는 분명히 구분되는

250) 허준, “제3자 동의에 의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한계”, 비교형사법연구 제
20권 제4호(2019.1), 53-54면.

251) 서울중앙지법 2016. 12. 23. 선고 2016고합67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합188 판결.

252)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25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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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다. 예컨대 타인의 개인정보 파일을 매매하는 범죄자가 A의

개인정보를 구입했을 경우 해당 개인정보 파일의 정보 주체는 A

겠지만, 개인정보 파일의 소유자는 범죄자가 될 것이다. 만약 위

범죄자의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경

우 정보소유자와 정보 주체 중 ‘현실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자’로서 ‘처분을 받는 자’는 파일의 소유자인 범죄자이지 정보 주체

인 A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압수자’의 개념을 고려할 때 문제가 되는 자는 정보

주체라기보다는 정보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학설들에서는 ‘피압수자’보다는 ‘기본권 주체’라는 개념

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정보 주체’의 권리를 다루고 있는데, 본 논

문에서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살펴보고 있는 만큼 ‘정보소유자’

를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정보 소유자의 참여권 내지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견해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특히 제3자 보관 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정보 소유자를 별도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렇다면 과연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에 있어 실제 정보 소유

자가 얼마나 취약한 지위에 놓여져 있을지 항을 바꾸어 논해보도

록 하겠다.

나. 유형별 정보 소유자의 취약성 검토

살피건대 제3자가 정보를 소지·보관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듯하다. 물론 압수․수색 상황이

너무나 다양하여 아래 분류한 네 가지 외에 추가적인 사례도 있을

수 있겠으나, 실무상 주로 접하는 사례는 아래의 네 가지이다.

① 정보 소유자가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에게 보관시키거나 소지

하게 하는 경우, ② 직장에서 개인이 사용하던 정보저장매체가 이

직·퇴직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인계되는 경우, ③ ISP가 서비

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서버에 서비스 이용자들의 정보

(주고받는 메시지, 이메일 등)를 보관하는 경우, ④ 기업 등이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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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데이터 센터(Internet Data Center, 이하 ‘IDC’라 함) 등에 서버

등을 위탁 관리시키는 경우.

이 중 ①의 경우는 사실상 정보 소유자가 피의자인 경우가 대부

분이어서 피의자로서의 참여권이 인정될 것이다.

②의 경우 개인이 직장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직장에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그 컴퓨터 안에 저장된 정보는 회

사에 귀속되는 것임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를 사용한 개인이 정보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사적

인 개인정보나 자료의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그래서 많

은 회사들은 미리 업무용 PC 등에 저장된 정보에 대해서는 일괄

적으로 회사에 처분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는 내부 규정을 두거나,

사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두기도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회사가 정보 소유자가 되며 회사에 대해 영장을 집행할 때 회사

관리자는 법 제123조의 책임자 등으로서 참여할 수 있어 정보 소

유자의 보호가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사실상 정보 소유자에게 일절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는 ③ ·④ 뿐이며 대부분의 논문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도 ③,

④, 그 중에서도 특히 ③의 경우이다.

그런데 ③의 경우를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일단 설명하고 싶

은 것은 ISP가 관리하고 있는 서버 내 DB의 구조 및 특성이다.

IT업무를 접해보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정하는 잘못된 가정

중의 하나가 DB에는 가입자별로, 즉 사람을 기준으로 정보들이 가

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수사기관이 이 사람에 대한 정보 일체를 손

쉽게 압수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가입자별로 각각의 DB를 배당하거나 DB

내 가입자별로 자료를 구분하여 저장할 수 있는 ISP는 없다. DB

관리 측면에서의 효율성은 극히 떨어지는 반면 비용은 급격히 증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ISP가 관리하는 DB에는 가입자별로 자료가 저장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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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ISP 서버에 유입되는 정보들이 항목별로 차곡차곡 쌓

이게 된다. 손쉽게 설명하자면 X라는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는

A가 B에게 10시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C가 D에게 10시 반에 %

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다시 A가 E에게 11시 $라는 메시지를 보

낼 경우, A가 보낸 메시지만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와 같은 방식으로 가입자들 전체가 송·수신하는 정보가 차례대로

누적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때 A에 대해서는 A가 가입시 입력한 생년월일, 핸드

폰 번호, 이름, 이메일 주소 등의 추가적인 정보가 더 있을 것이고

이것을 메시지를 저장하는 DB에 모두 담기에는 용량이 지나치게

커지므로 가입자들의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DB를 다시 배당하

여 저장하게 된다. 그리고 메시지 DB에 A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

를 담지 않는다면 동명이인 간 메시지가 섞일 수 있으므로 가입자

DB에서는 각 가입자마다의 고유값을 부여하게 될 것이고, 메시지

DB에서의 수·발신인 정보에는 가입자 DB에서 부여한 고유값이

활용된다.

따라서 가입자 DB와 메시지 DB를 동시에 보지 않는 한 누가

보낸 메시지인조차 알 수가 없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설

령 관련 DB를 모두 제공받아 동시에 본다 할지라도 항목이나 값

들이 예시로 든 표에서처럼 가독성 있는 한글 또는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DB 관리자가 독자적으로 정의한 값 내지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DB는 그 양이

매우 방대하여 일일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DB에 쿼리문이

라는 특정 명령을 입력하여 그에 해당하는 자료를 추출하는데, DB

의 구조 및 각 정의된 값을 모르면 쿼리문 자체를 작성할 수가 없

다.

연번 발신 일시 내용 수신
1 A 10:00 * B
2 C 10:30 % D
3 A 11:00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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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DB 서버를 대상으로 하는 영장 집행에 있어서는 수사

기관이 독자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란 없으며, 결

국 해당 DB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DB 관리자의 협조를 얻을 수밖

에 없다.

그래서 현재 수사 실무상 ISP에 대한 압수·수색은 ISP 측에 영

장을 제시하면, ISP 측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확인하고 그에

해당하는 디지털 증거만을 선별하여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253) 따라서 수사기관이 영장 기재 범위와 관련 없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다음으로 ④의 경우인데, ④의 경우는 ③과는 다소 다르다. ③의

경우는 가입자별로 DB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④의 경우

IDC에서는 위탁 관리 계약을 맺은 계약자별로 서버 내지 정보를

따로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IDC는 ISP에 비하여 각 계약자와의 인적 관련

성이 보다 밀접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고, 영장 집행이 있을 경우 대개 고객에게 통보한다. 더군

다나 물리적 의미에서 서버만을 관리할 뿐 그 안의 DB에 대해서

는 고객 측에서 원격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때 압수를

위해서는 결국 정보 소유자 측에 연락하여 DB 전담 관리자의 협

조를 구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제3자 보관 정보의 경우를 일반적·개념적으로 고찰

할 때에는 정보 소유자가 압수·수색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수사기

관의 무차별적인 정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막상 구

체적인 수사 실례를 검토해보면 그러한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3자 보관 정보, 특히 그 양이 방대한 DB일수

록 수사기관의 독자적인 영장 집행은 불가능하며, 선별적 자료 제

공 또는 정보 소유자의 협조가 전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보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

253) 김혁(주 162),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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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것만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

며254), 피압수자로서 목록 교부를 받을 수 없다면 추후 준항고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도 지장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매체 소지자를 피압수자로 삼는 지금의 실무에서 벗어나

정보 소유자를 피압수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을지, 만약 피압수

자로 규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지나치게 정보 소유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 피압수자의 판별

앞서 피압수자 개념 정의에 있어 살펴보았듯이 우리 법은 궁극

적인 권리 주체, 즉 물건의 소유자를 피압수자로 보지 않는다. 실

제 압수처분을 당하는 자가 피압수자가 되며, 실질적으로는 압수

당시 압수대상을 점유하고 있던 자가 피압수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학설 등에서 정보 소유자가 궁극적인 권리 주체라거나

침해당하는 기본권 주체이므로 피압수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디지털 증거의 비가시성으로 인하여 매체를 기준으로 피압

수자를 정해야 한다는 견해 역시 타당하지 않다. 만약 정보 주체를

가려야 하는 것이라면 매체 내 저장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그로

써 판별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볼 수밖에 없겠지만, 정보소유자라

면 인터넷 서비스의 가입자 내지 정보의 계정 소유자 등을 확인하

는 방법으로 집행 이전에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디지털증거 압수에 있어 궁극적인 압수의 대상은 정보

이며, 따라서 매체가 아닌 정보를 기준으로 피압수자를 판별하는

것이 디지털증거의 특성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정보소유자

는 정당한 계정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정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

는 자이므로 그러한 규범적 의미에서 정보소유자는 곧 정보를 점

유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

254)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4헌마117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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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규범적 차원이 아닌 사실적 차원에서 정보의 점유를 판

단함에 있어서는 매체의 점유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소유를

판단할 때는 매체와 독립하여 정보만을 기준으로 판별할 수 있지

만, 점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디지털 증거의 특성이 매

체 독립성이라지만 이 때의 ‘매체 독립성’이란 어떠한 저장매체로

옮겨지더라도 디지털 정보의 내용 자체는 변하지 않고 동일한 가

치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일 뿐255), 매체에 저장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물론 네트워크 상에서 전송되는 형태의

정보도 있지만 이러한 정보는 감청의 대상일 뿐 압수의 대상이 되

지는 않는다.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0과 1이라는 디지털 코드

로 구성된 값으로 어느 매체에 저장되어야지만 그 값을 유지할 수

있고, 따라서 매체에의 저장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매체의 점유자가 곧 사실상 정보의 점유자가 된다.

이 때 디지털 증거는 사실상의 유형물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

라 무체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만큼 규범적·관념적 의미의 점유

자가 보다 큰 의미를 갖는 것이며, 따라서 정보소유자를 피압수자

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법

체계는 피압수자를 논함에 있어 누구의 점유가 보다 의미있는지,

누구의 권리가 보다 중한지를 따지지 않는다. 수사기관을 직면하여

직접적·1차적으로 압수를 당하는 자가 누구인지가 기준이 되며, 수

사기관이 매체 소지자인, 즉 사실상 정보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였다면 피압수자는 제3자가 된다.

5. 보론 - 정보소유자의 보호

정보소유자의 참여권은 법해석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보소유자가 제한받는 기본권 자체로부터 참여권이 도출될 가능성

은 없는지, 또는 정보소유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적법

절차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55) 박민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의 적법절차“,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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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부터 참여권의 도출 여부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해 제한되는 기본권은 정보소유

자가 정보 주체가 아닌 경우와 정보 주체인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전자의 경우 통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이

문제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그에 더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문제된다. 그런데 앞서 참여권의 의의에서 살펴보았듯 통신·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은 압수·수색 자체로 인해 제한되는 것이라

고 보아야 하며, 참여권 미보장에 의해 직접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256).

그런데 참여권과 같은 절차적, 청구권적 권리는 기본적으로는 입

법자의 입법형성이 있어야지만 인정되는 것으로257) 통상 기본권으

로부터 곧바로 도출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참여권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인 전

제요건이 되는 것이라면 참여권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그 자체로

부터 바로 인정된다고도 볼 수 있다.258)

그리하여 살펴보건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적인 내용은 정

보주체가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동의 또는 반대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259) 그런데 수사기

관 압수 처분의 경우 법관의 영장 및 법규정에 의해 개인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 있

다. 만약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수사기관이 임의적으로 개인의 정

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개인정보자

256) 참여권 규정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로서
이성대, “형사절차상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제56
호(2017), 253면.

257)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2헌바104 결정.
258)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전원재판부 결정 취지 참조.
259)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전원재판부 결정; 권건보, “개인정보보
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저스티스 통권 제144호(2014), 17면; 이상명,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제36권 제3호(2008), 229면.



- 107 -

기결정권의 핵심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그러한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기본권 자체로부터 도출된다고도 볼 수 있

겠다. 하지만, 법관에 의한 강제처분 통제, 다시 말해 개인정보의

강제적인 수집·이용 권한에 대한 통제가 예정되어 있는 이상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적 내용에 대한 보호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강제적인 권한이 수사기관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강제적인 수집의 대상이 아닌 다른 정보에까지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이 미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피압수자가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반드시 참여권의 형태로 규율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위에서 살펴보았듯 참여권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다른 절차적 권리들의 전제가 된다

고 보기도 어렵다.

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1) 판단기준

적법절차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

는데,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절차적 요청으로서 ‘적절한

고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제공’이 어떠한 절차를 어느 정도로 요

구하는지는 입법형성권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법률조항에 의해

형성된 절차의 내용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을 상실한 것이 아닌 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다.260) 결국 적법절차 원칙의 판단은 과잉금지원칙의 판단과 중

첩된다.

2) 검토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피압수자인

260)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25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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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만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수사의 밀행성을 확보하려

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다. 정보소유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

하여 압수 종료 전 통지를 할 경우 정보소유자로서는 통신망에

접속하여 내용을 삭제·수정하거나 서비스에서 탈퇴하는 등의 방

법으로 증거를 은닉·멸실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261)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보소유자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의3 및 법 제107조 제3항에 의하면 정보 소유자에 대한 사후 통

지가 예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이들 규정은

정보주체는 압수처분을 받는 자가 아니어서 영장 제시를 통해

집행을 고지받는 등의 집행 과정에의 개입이 제한되기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입법된 것이다.262) 헌법재판소는 정보 주체라고

하였지만, 전기통신 가입자 내지 수․발신인은 정보 주체라기보

다는 정보 소유자라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ISP 등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의 경우 기술적

이유로 수사기관이 주도적 위치에서 압수·수색을 주도하기보다

제3자가 영장의 압수할 대상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자료를 선별

하여 제공하는 형태라는 점, 따라서 참여권이 배제됨으로 인한

정보 소유자의 침해는 유관정보 압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보

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압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비롯되

는 측면이 큰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통지제도가 구비되어 있는

점, 정보 소유자가 압수 당시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없을지라도 준항고 제도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규정

등의 통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점, 반면 이와 같은 참여권 제

한을 통해 압수·수색 제도가 실효적으로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 및 범죄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할 공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정보

소유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261)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25 전원재판부 결정.
262)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25 전원재판부 결정.



- 109 -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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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참여권 준용 범위의 검토

제 1 절 문제의 제기

법 제219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의 참여권 규정

은 모두 영장 집행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모든 압수․수색이 반드시 영

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도 존재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체포 현장 내지 체포된 자로부터의 압수(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1항), 임의제출(법 제218조), 유류물 압

수(법 제218조)이다.

그런데 법 제121조 내지 제123조의 법규정만을 살피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는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기에, 그 해

석과 관련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러나 법 제219조의 준용 규정에는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라고 하여 영장에 의한 압수이든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압수․수색에 대하여 참여권

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준용되는 법규정 자체가 영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

나, ‘준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래는 a라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A라는 규정을 a와는 유사하긴 하지만 그와 본질적으로 다른 b라는

사항에 법문에 다소 수식을 가하여 취급하는 것이다.263) 즉 그 개념상

기본적으로 다른 사항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준용은 조문 그대로의 적

용이 아니므로 준용 조문에 대하여는 규율대상이 달라진 데 따른 적절한

수정을 가하여 해석하면 그 뿐이다.264)

다만 준용의 한계 상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263) 오세경, 도설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2017. 2. 15.) 중 ‘준용, 적용’ 검색결과,
http://academynext.lawnb.com.libproxy.snu.ac.kr/Info/ContentView?sid=D0139F4C10

EDD4D2 (2021.4.28. 최종 확인); 조정찬, “준용에 관한 몇가지 문제”, 법제논단
제514호(2000.10), 27면.

264) 오세경, 위의 책 중 ‘준용’, 적용‘ 검색 결과.; 조정찬, 위의 논문, 27면.

http://academynext.lawnb.com.libproxy.snu.ac.kr/Info/ContentView?sid=D0139F4C10EDD4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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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준용이 가능하므로,265) 그 성질이

서로 상이한 부분에 있어서는 준용이 불가하다 할 것이다.

일단 근본적으로 참여권 규정이 영장집행 시 적용된다는 것은 그 성질

상 강제처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사준칙의 규정을 살펴보더

라도 마찬가지인데 전자정보 압수 시의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는 제42조

는 제4절 강제수사의 절에 속하여 있다.

무엇보다 참여권의 의의 자체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을 감시하고 견제

하여 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가 임의처분이라면 굳이 참여권 규정을 준용할 이유가 없다.

한편 강제처분에 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압수 유형의 성질상 참여권

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면 준용은 어려울 것인데, 단순히 그 ‘성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인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특히 디지털 증거와 관련하여 참여권이 가지는

핵심적인 의의는 혐의 관련성 있는 압수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렇다면 만약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가 관련성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성질상 참여권의 준용은 적절치 않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체포에 수반한 압수, 임의제출, 유류물의 순으로

그 처분의 성격 및 법적 성질을 살펴 참여권의 준용 여부를 검토해보도

록 하겠다.

제 2 절 체포에 수반한 압수에 있어 참여권의 준용

Ⅰ. 쟁점의 정리

체포에 수반한 압수의 경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법 제217조 제2항).

2007년 법개정 이전까지는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의 경우 영장주의

265)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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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취급되었으며, 사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경우는 따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요하지 아니하였다.266) 그러나

2007년의 법개정으로 압수를 계속하기 위하여는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즉 영장주의의 예외에서 사전영장주의의 예

외로 바뀐 것이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사후영장이 발부되기 이전까지 영장에 의하

지 아니한 압수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참여권 규정이 준용될 수 있을

지 여부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체포에 수반하여 매체를 압수하였을

때 과연 매체 내의 디지털 증거까지 탐색할 수 있을지 여부를 선결문

제로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Ⅱ. 매체 내 디지털 증거에 긴급압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최근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소위 ‘라일리(Riley) 판결’을 통해 체포에

수반하였을지라도 휴대폰 내의 전자정보는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없으

며, 다만 긴급한 상황(exigent circumstances)과 같은 예외 상황에만

영장 없는 전자 정보 수색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267) 이 예외

는 증거 인멸이 급박한 상황, 용의자 긴급 추적, 긴급 구조 등을 포함

한다268).

그러나 체포에 수반하는 수색의 경우 사후 영장조차 요구하지 않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체포에 수반한 압수 이후 사후영장을 통

266)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
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
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제217조 (동전) ②전조제1항제2호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은 구속영
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환부하여야 한다. 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

267) Riley v. California, 573 U.S. 373 (2014).
268) 김영규, “미국 연방대법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판결
의 의의-피체포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영장 없는 수색 제한에 관한
RILEY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4호(2014), 2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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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법관의 판단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만약 이 때 사후영장이 발

부되지 않으면 앞서 획득한 이미지 파일 등 데이터가 있더라도 보유할

수 없고 삭제․폐기하여야 하는 등 적절한 통제가 예정되어 있는 바,

미국과는 그 전제가 되는 사법적 환경이 다르다.

무엇보다 법 제217조 제2항에 의해 계속 압수할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매체 내 디지털 증거를 탐색하는 작업이 불가결하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는 사후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이라도 매체 내 디지털 증

거에 대한 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를 근거짓는 법규정에 따라 달

리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269) 즉 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의해 체포 현장 또는 범행 현장에서 압수한 경우에는 법 규정

이 현장에서의 압수만을 정당화하고 있는바, 매체 내 디지털 증거에

대한 수색도 긴급압수한 현장에서만 가능하다고 한다.270) 반면 법 제

217조 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의 매체를 압수한 경우에는 장소 제

한 없이 매체 내 디지털 증거 수색이 가능하다고 한다.271)

그러나 긴급압수의 요건은 매체의 압수 착수 시점에 충족하면 족하

다고 보여진다. 사전영장에 의한 디지털 증거 압수시에도 영장에 기재

된 장소에서 압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매체를

반출하여 압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듯이, 긴급압수의 경우 역시 마찬

가지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압수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장소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 체포 이후 수사관이 체포현장에

남아 압수한 매체 내 디지털 증거에 대한 탐색을 이어간다면 적법하지

만, 수사관이 매체를 반출하여 디지털 증거에 대한 탐색을 한다면 위

법하다는 비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된다.

결국 근거 법조항을 불문하고 매체에 대한 긴급압수 이후 매체를 반

출하여 매체 내 디지털 증거에 대한 탑색, 선별 등 압수를 진행하는

269) 박민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의 적법절차“, 180면.
270) 박민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의 적법절차“, 180면.
271) 박민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의 적법절차“, 1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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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보의 방대성, 포렌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사후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 48시간 이

내에 압수 대상 디지털 증거를 특정 짓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

서 사후 영장에는 특정 디지털 증거의 파일 명세가 아닌, ‘특정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압수대상으로 기재하여 청구하는 것도 가

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Ⅲ. 참여권의 준용 여부

과연 사후영장이 발부되기 이전 진행되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

절차에 법 제121조 내지 법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인가.

결과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체포에 수반한 압수는 영장에 의한 압수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강

제처분에 속하여 원칙적으로는 영장에 의해 압수했어야 할 대상이다.

다만 압수 착수 당시의 긴급성에 의하여 사전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

았을 뿐이다. 당연히 압수 착수 시점에는 그 긴급성으로 인해 성질상

참여권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겠으나, 사실상 압수 착수와 압수 종료

시점이 맞붙어 있는 일반 유형물 증거와 달리 압수 착수 시점과 압수

종료 시점이 구분되는 디지털 증거에 있어서는 긴급성이 해소된 압수

착수 시점 이후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영장 집행에 의한 압수와 다를

바가 없다. 당연히 압수 가능한 범위도 체포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제

한되며, 강제처분에 있어 유관 정보 압수를 보장하기 위한 참여권이

준용되어야 마땅하다.

만약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사후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참

여권 보장 없이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 절차를 진행하다가, 사후영

장이 발부되면 그 때서야 비로소 참여권이 보장된다는 것인데, 영장

발부를 기준으로 참여권 보장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너무나 요식적

이고 불합리하다. 또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오히려 참여권 보

장을 통한 감시와 통제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게다가 수사준칙 제42조 제4항은 긴급 압수였는지 사전 영장에 의한

압수였는지를 불문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에는 피압수자 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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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므로, 이제는 참여권 규정이 ‘준용’되

는 것이 아닌 직접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제 3 절 임의제출에 있어 참여권의 준용

Ⅰ. 참여권 준용 여부

1. 학설

임의제출에 있어 참여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 자료는 찾아보

기 쉽지 않다. 아직까지 참여권과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는 영장에

의한 압수를 전제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 임의제출과 관련한 찬반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오히려 학계보다는 법원에서인 듯하다. 일반 유형물 증거

의 임의제출에 친숙한 수사관들로서는, 매체가 임의제출된 순간 압

수가 종료되었다고 보고 이후 절차에 대해 참여권 고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며, 이에 대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압수의 위법을 주장하는 사례

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임의제출에 있어 참여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자료들이

일부 있어 살펴보건대, 법 상 참여권 규정은 영장집행 시 적법성 보

장 요건이므로 임의제출에 참여권이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지만, 임

의제출자의 임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272)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임의제출물의 압수가 영장

주의 예외로 인정되는 이유는 제출당사자의 임의성 때문이며 이 임

의성은 전자정보 압수의 전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담보되어야 하는

데, 전 과정에서 제출당사자에게 절차 참여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전

자정보 제출의 임의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한다.273)

한편 법률 규정상 임의제출에서는 참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으므로 임의제출에 있어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72) 최윤정(주 26), 133면.
273) 최윤정(주 26), 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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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매체 원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에 의해 임의제출되었거나, 임의제출 당시 혐의 사실과 다른

별건 증거 수집을 위한 경우라면 후일의 증거조작 시비를 줄이기 위

해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274)

2. 판례의 태도

임의제출에 있어 참여권 적용 여부에 대한 하급심 판결의 태도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일단 임의제출에 있어서 참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결

에서는 참여권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들은 모두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의제출의 경우 적용된다고 보기 어

렵고,275) 또한 임의제출의 경우 제출로써 압수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

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276)

반면 임의제출에 있어서도 참여권이 적용된다는 하급심 판결에서

는 참여권은 제106조의 관련성 있는 압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형사소송법 체계상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

조가 적용되므로 수사기관은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설

시한다.277)

또한 참여권 보장은 관련성 요건과 더불어 적법절차 요건의 핵심

이므로 당연히 임의제출에 있어서도 보장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저

274) 이숙연,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동일성 무결성 등의 증거법상 지위 및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와의 관계”, 저스티스 통권 제161호(2017.8), 182면.

275)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노627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8814 판결로 확정됨(“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LG 휴대폰
및 LG 컴퓨터 분석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관련 법리
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

27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노1029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도8371 판결로 확정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잘못이 없다.”).

277) 대전고등법원 2015. 7. 27. 선고 2015노101 판결. 이후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로 확정됨. 다만 원심에서 임의제출에 있어 참여권이 문제된 것
은 공소외 4가 제출한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관한 것이었는데, 상고심에서는 그와
관련한 판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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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의 막대함과 민감성을 감안하면 그러한

필요성은 배가된다고 판시한 하급심도 있다.278) 특히 해당 판례에서

는 경찰청 내부 훈령에서 임의제출에도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기도 하였다.

3. 관련 실무 규정의 검토

경찰청 훈령 제22조 제1항에서는 임의로 제출한 전자정보의 압수

에 있어서도 제13조(압수․수색․검증 시 참여 보장) 규정을 준용하

도록 하는바,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검찰청 예규 제25조 제2항에서도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제21조(참여권의 보장)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의 실무

규정에서는 공통적으로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

다.

4. 검토

가. 쟁점의 정리

임의제출에 있어 참여권 적용을 부정하는 학설 및 판례의 공통

적인 태도는 법상 참여권 규정은 영장 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임의

제출에 있어 법적 의미의 참여권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참여권을 긍정하는 판례에서는 ① 제106조의 관련성 있는

압수를 보장하고자 하는 참여권의 취지에 주목하여 임의제출에 있

어서도 제106조가 적용되므로 참여권의 준용이 가능하다는 점, ②

적법절차 원칙의 일환이라는 점, ③ 임의제출에 있어 참여권을 보

장하는 경찰청 훈령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판례에서 들고 있는 논거 중 참여권 보장이 적법절차 원

칙의 핵심이므로 당연히 임의제출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거는 동의하기 어렵다. 적법절차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

278) 의정부지법 2019. 8. 22. 선고 2018노2757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
도13290 판결에 의해 파기환송되었으나, 다만 임의제출에 있어 참여권 문제에 대
한 판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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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는 규율되는 사항의 성질에 따라 개별

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279) 입법형성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

문이다. 즉 임의제출에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여

당연히 참여권이라는 형태로 적법절차 원칙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경찰청 훈령을 근거로 위법성을 논하는 것 역시도 납득하

기 어려운데, 훈령은 법규와 같은 성질을 갖지 않으므로 훈령에 위

반하더라도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그 행위가 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임의제출에 있어 참여권 준용 여부를 따짐에 있어 검토해

야 할 쟁점은 이번 장의 서두에 살펴보았듯 임의제출이 강제처분

에 해당하는지, 관련성 요건이 적용될지 여부이다.

나. 임의제출이 강제처분인지 여부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점유취득 과정에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기

때문에 임의처분인지 강제처분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된다.280)

임의처분이라고 보는 측에서는 강제처분에 있어 강제성의 유무

는 최초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임의제출물의 압수

는 임의처분이이며, 제출 이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도 제출자의

임의적인 의사결정 범위 내에 포섭된다고 보는 게 논리적이라고

주장한다.281)

반면 강제처분이라고 보는 측에서는 점유취득 과정에는 강제력

이 동원되지 않지만, 일단 제출된 이후에는 제출자가 그 의사를 번

복하더라도 반환되지 않는 강제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강제처분이

라고 파악한다.282)

279)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550, 2014헌마357(병합) 결정.
280) 김정한(주 233), 255면.
281) 박민우,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한 증거의 보존을 담보해주는 방안-영장주
의 예외와 증거인멸죄 활용을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제54호(2017.3), 372
면.

282)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163면.; 최병각, “휴대전화의 압수와 저장정보의
탐색”,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3호(2020), 170면.; 백형구 등 공저(주 232),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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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처분과 강제처분 여부를 다투는 실익은 수사기관의 강제처

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임의제출에 있어 압

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결국 강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283) 임의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없어도 가능한데(법 제199조) 임의제출물 압수가 법률에 규정된

이상 강제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284) 등도 있다.

살피건대 임의처분과 강제처분의 구별 기준에 관해서는 형사소

송법에서 강제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형

식설, 물리적 강제력 행사의 여부 또는 의사·법익침해 여부를 기준

으로 하는 실질설, 기본권 침해 유무를 기준으로 하는 기본권 기준

설, 적법절차원칙에 기초하여 헌법상 명시된 기본권이나 법공동체

가 공유하는 최저한도의 기본적 인권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적법절차 기준설 등이 제시된다.285)

이 중 형식설은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신종 범죄를 모두 임의수

사로 보아야 하므로 적절치 않고,286) 나머지 견해들은 사실상 모두

광의의 실질설로 묶일 수 있는데 그 중 물리적 강제력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 외에는 모두 “법익, ”기본권“, ”적법절차“ 등을 내세우지

만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강도를 가진 중대한 침해의 경우를 강제

처분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287)

위의 기준들에 의해 생각해보건대, 임의제출의 경우 국가로 재산

의 점유권이 이전된다는 측면에서 제출자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제출자의 의사에 의해 다시 취거해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출자의 의지는 억압된다. 특히, 소유자가

면.; 정승환(주 112), 189면.
283) 김정한(주 233), 256면.
284) 이완규, 주석형사소송법, 306면.
285) 이완규, 주석형사소송법, 101-103면.; 권순민, “형사절차에서 인터넷서비스 제공
자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보호”, 형사법연구 제23권 제4호(2011), 230면.; 신상현,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임의성”, 형사법의 신동향 제67호(2020.6),
272면.

286) 신상현, 위의 논문, 272면.
287) 이완규, 주석형사소송법, 103-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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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하는 경

우 소유자 관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288) 따라서 임의제출은 강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임의처분이라는 견해에서는 제출 이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도

제출자가 수인한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임의제출자가 이후 의사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정까지도 수용하면서 제출한 것인지는 의

문이다.

또한 임의처분인 임의동행에 있어 ‘임의성’의 요건을 살펴보자면

동행 이후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

되어야 한다.289) 즉 임의처분으로서 ‘임의성’은 제출 당시 뿐 아니

라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요건이며, 따라서 제출 당시에만 임의

성이 있으면 족하다는 견해는 적절치 못하다.

따라서 임의제출은 강제처분에 해당하며, 그 결과 원칙적으로는

헌법 제12조에 따라 법정주의 및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

만, 다만 제출자의 의사에 의해 점유 이전이 이루어지므로 강제적

인 점유 취득 권한을 주는 영장이 불필요할 따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법률 규정상으로도 드러나는데 법 제218조는 그 제목을 ‘영

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라고 하고 있다. 헌법 제12조에 의해 영

장에 의해야 할 강제처분으로서 ‘압수’이지만, 제출의 임의성에 의

해 예외적으로 영장이 불필요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동조의 규정상 수색이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동의에 의한 수색은 동의를 번복하면 그 즉시 수색을 중단해야 하

는 임의처분이므로290), 아예 강제처분법정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

어서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 관련성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288) 허준(주 250), 62면.
289)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290) 최창호, “미국법상 동의에 의한 수색에 관한 연구”, 가천법학 제6권 제3호

(2013). 309면.; 신동운, 신형사소송법(제5판), 법문사 (2014). 2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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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에 대한 관련성 적용 여부의 논란은 임의제출물 압수를

규정한 법 제218조 자체에는 관련성의 제한이 없지만, 법 제219조

에 의해 수사기관의 압수에 법 제106조가 포괄적으로 준용되기 때

문에 생기는 문제이다.291)

위의 문제는 다시 제1항의 준용 여부와 제3항의 준용 여부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전자와 관련하여 임의제출에 있어 참여권의 보장

필요성이 있을지 여부가 파생되어 나오고, 후자와 관련하여 임의제

출자가 매체 자체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지의 문제가 파생된다.

그런데 이 중 참여권 보장 필요성 여부와 보다 직결된 것은 제

106조 제1항의 문제이므로 여기에서는 전자에 관하여만 논의하고,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항을 바꾸어 후술하도록 하겠다.

제106조 제1항의 준용과 관련하여서는, 임의제출물 압수도 강제

처분임을 감안하면 필요최소한의 윈칙이 당연히 지켜져야 하며, 따

라서 피의사건과의 관련성도 당연히 요구된다는 견해가 있다.292)

그리고 현행법상 임의제출물 압수의 경우에도 법 제106조를 준용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해석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293)

그러나 임의제출은 성질상 강제처분이라 할지라도 제출의 임의

성으로 인해 영장조차 불필요한데, 그에 대해 강제처분을 이유로

필요최소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은 비합리적이다. 압

수․수색의 상대방인 당사자가 압수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는 때에 이를 금할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294)

또한 법규정을 살피건대 관련성을 규율하고 있는 법 제106조 제

1항 단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 문구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291) 허준(주 250), 61면.
292) 김정한(주 233), 257면.
293) 허준(주 250), 62면.
294) 안성수,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압수․수색”,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1호

(2008.7), 3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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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의 법규정이 있는 이상, 임의제출에는 제106조 제1항의 적

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제출자의 명확한 인지 및 통제 하에 제

출되는 유형물 증거와 달리,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는 제출자가 임

의제출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제출되는 것인지 스스로

알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매체 내 저장되는 전

자정보는 그 양이 매우 방대하여 제출자가 그 정보 모두를 파악하

고 있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출자도 거기에 어떤 정보가 포함

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정보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제출이 이루어진다. 이를 이유로 디지털 증거와

관련하여서는 임의제출이라 할지라도 관련성 원칙이 준수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295)

그러나 디지털 증거라 할지라도 임의제출에 있어 관련성 요건이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임의제출자의 의사를 해석하

고 집행하는 기준으로서 간접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제출자가 명시적으로 해당 사건과 무관한 A파일까지 제출한

다고 한 경우 사건과의 관련성과 무관하게 A파일은 압수할 수 있

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제출자가 매체 내 전자정보를 제출하

고자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범위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가 있다. 바로 이러한 경우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제출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고려되게 될 것이다.

라. 소결

임의제출은 일단 제출된 이상 제출 의사의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강제처분으로서 ‘압수’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 제12

조에 의해 강제처분은 법정주의,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살피

건대 임의제출은 법 제108조, 제218조에 규정되어 강제처분 법정주

의에 따르고 있고,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의 적용도 받아야 하나 제

295) 박병민‧서용성,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률 개정에 관
한 논의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2021.3), 2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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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당시 임의제출자의 의사가 영장을 대신하므로 영장주의의 예외

로 취급된다. 즉 아예 영장주의의 적용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장주의의 적용 영역에 속하지만 임의제출자의 의사가 영

장을 갈음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법 상 참여권 규정의 준용

내지 수사준칙상 참여권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임의제출의 성질상 관련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참여권의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원칙적으로 임의제출에 있어서는 임의제출자의 내부적인 의사에

의해 제출 범위가 정해지므로 외부적 판단기준인 ‘관련성’이 적용

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임의제출자의 의사가 불분명할 때 부득이

외부에서 임의제출자의 의사를 정형화시키고 해석하는 작업이 필

요한데, 이 때 ‘관련성’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며, 이 경우

관련성 요건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참여권의 보장 필요성이 생긴다.

그렇다면 임의제출에 있어서도 ‘관련성’ 요건이 적용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불 수 있다. 결론적

으로 임의제출자가 디지털 증거를 제출하면서 그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의제출임에도 불구하고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Ⅱ. 추가 쟁점 – 매체 자체의 제출

1. 문제의 제기

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의 경우 범위를 정하여 압수하여

야 한다고 하므로,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매체 자체를 제출하지 못하

고 그 안의 혐의와 관련한 정보만을 한정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

인지가 문제된다. 즉 법 제219조에 의해 임의제출에도 제106조 제3

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2. 판례의 태도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는 형사소송법 체계상 법 제218조에도 법 제

219조, 제106조가 적용되므로 임의제출에 있어서도 압수물이 정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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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

여 제출받아야 한다고 해석한다.296)

반면, 또 다른 하급심 판결에서는 “제106조 제3항 본문은 .범죄협

의와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 정보나 영업비밀이 유출될 소지를 줄이

고, 사용자의 업무 중단 등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인데, 임의

제출자가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ㆍ복제하는 방식 대신 사

생활 정보 및 영업비밀 유출, 업무 중단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저장매체 자체를 임의로 제출하는 방식을 택한 경우에는......임의 제

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본문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다.297)

대법원 역시 외장하드에 담긴 전자정보 전체의 임의제출이 가능하

다고 판시하는바298) 제106조 제3항이 임의제출에 있어서는 준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겠다.

3. 검토

생각건대 법 제106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106

조 제3항이 임의제출의 경우까지 준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또는 준용된다고 보고, 다만 동항 단서상 본문에 의한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

체 등을 압수할 수 있는데, 임의제출에 있어 압수의 목적이란 제출

자가 제출하고자 하는 것들을 모두 압수한 때 달성되는 것이므로,

제출자가 매체 자체 또는 매체 내 전자정보 일체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본문의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동항 단서

에 의해 매체 자체, 또는 전자정보 일체의 압수가 가능하다고 해석

하는 방법도 가능하겠다.

어느 해석 방식을 취하든 임의제출물 압수는 그 성질상 제출당사

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수사이므로 반드시 문서출력, 복제 등의

296) 대전고등법원 2015. 7. 27. 선고, 2015노101 판결.
297) 서울고등법원 2017. 7. 5 선고 2017노146 판결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고합675 판결 역시 마찬가지 취지.

298)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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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압수가 원칙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299) 그렇다면 제출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저장매체의 점유를 이전하면서 그에 저장된 전체 정보를

압수해도 좋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300) 매체 자체의 제출로 압

수 절차는 종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당연히 이후 과정에 있어 참여

권은 보장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제 4 절 유류물에 있어 참여권의 준용

Ⅰ. 쟁점의 정리

‘유류물’은 소유 내지 점유의 개념과는 독립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민법상 유실물 또는 형법상 점유이탈물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범죄현장

에서 피의자, 피해자 또는 범죄 관련자로부터 유리된 일체의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301) 자의로 유기한 물건을 포함한다.302) 법원이 점유

를 계속하여도 소유자 등에게 주는 고통이 거의 없고, 처음에는 불명

하더라도 나중에 증거물 등임이 판명될 수 있으므로 일단 제한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 제218조의 취지라고 한다.303)

유류물은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점유를 포기하거나 방기한 것

이며, 피의자도 불명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경우 참여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최근 특히 변사자의 유류품과 관련하여 참여권의 문제가 야

기되고 있다. 예컨대 변사자 휴대전화의 경우 그 안에 담긴 전자정보

는 변사자 뿐 아니라 유족에 관한 것도 상당 부분인바 변사자의 유족

등이 휴대전화 분석 및 탐색 과정 등에서 참여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299) 최윤정(주 26), 132면.
300) 최윤정(주 26), 132면.
301) 신이철,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대한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 제67호(2020), 82면.;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 “유류물” 검색
결과
http://gopenlaw.scourt.go.kr/view/page/searchList.jsp?pageType=V&doc_seq=986
(2021. 4. 28. 최종 확인)

302)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 “유류물” 검색 결과
303)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 “유류물”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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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난 것이다.

이하에서는 유류된 매체 내의 디지털 증거에 대해 참여권이 준용될

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일단 그 이전에, 유류된 매

체 내 디지털 증거에 있어서까지 유류물 압수의 효력이 미칠 수 있을

지를 선결 문제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Ⅱ. 매체 내 디지털 증거에 유류물 압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 자료를 찾지는 못하였으

나, 아마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매체 내 디지털 증거에까지 압수의 효력이 미친다는 주장이 제

기될 수 있다. 매체의 점유를 방기 내지 포기한 자는 매체 내에 저장

된 전자정보에 대한 통제권도 함께 방기 내지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매체 내 디지털 증거에 대해 유류물 압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매체 내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

아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매체에 대해 비밀번

호 등을 설정해놓은 경우는 설령 매체를 유류하였더라도 그 안의 매체

내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통제를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

다. 또한 예컨대 변사와 같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유류되었는지 여부

가 불명할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매체 내 전자정보까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침해의 결과를 야기한다는 우려가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유류물 압수는 자의로 유류된 것인지, 유류한 자의 의사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불문하고 유류된 상태만을 근거로 법 제218조에

의해 압수에 나아가는 것이므로 유류한 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그것을

이유로 유류물 압수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유류물 압수의 근거에 대해 살펴보면 보다 구체적인 첨언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

워 미국 및 일본에서의 논의를 차용해보고자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마약 운송과 관련되어 있다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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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수하게 되자 피고인이 집 앞에 놓아둔 비닐 쓰레기 봉투를 뒤져

그 안에서 마약 사용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한 사례에 있어, 피고인이

공공 영역에 드러낸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가 미치

지 않는다고 보았다304).

즉 그 쓰레기에 대해 주관적인 사생활 보호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그

와 같은 기대는 사회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305)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도 길거리 쓰레기 집하장에 버린 쓰레기 봉투에

대하여, 쓰레기 봉투는 그 점유를 방기한 것으로 통상 타인에게 그 내

용이 보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형소법 221조에 의해 그것을 유류물로서 영치할 수 있

다고 한다.306)

즉 설령 쓰레기 봉투 내 내용물에 대한 주관적 기대가 있을지라도,

유류된 이상은 수사기관은 그 주관적 기대와 상관없이 그 안의 내용물

을 살펴보고 압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는 유류물 압수의 효력이 매체를 통해 그 안의 디지털 증거에 미

치는 것이 아니라, 매체 내의 디지털 증거에 곧바로 미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매체 내 디지털 증거를 바로 법 제218조에 의해

유류물 압수하는 것이이서, 매체에 대한 유류물 압수의 효력이 매체

내 디지털 증거에까지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

304) “The Fourth Amendment does not prohibit the warrantless search and
seizure of garbage left for collection outside the curtilage of a home.”
[California v. ; Greenwood, 486 U.S. 35(1988)]

305) “Since respondents voluntarily left their trash for collection in an area
particularly suited for public inspection, their claimed expectation of
privacy in the inculpatory items they discarded was not objectively
reasonable” [California v. ; Greenwood, 486 U.S. 35(1988)]

306) “ダウンベスト等の領置手続についてみると，被告人及びその妻は，これらを入れ
たごみ袋を不要物として公道上のごみ集積所に排出し，その占有を放棄していたも
のであって，排出されたごみについては，通常，そのまま収集されて他人にその内
容が見られることはないという期待があるとしても，捜査の必要がある場合には，
刑訴法２２１条により，これを遺留物として領置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べきであ
る。“[最二小決平成20年4月15日刑集62巻5号139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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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정보저장매체를 유류물로서 압수한 것이라면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것은 매체 내의 디지털 증거이며, 유류물 압수가

가능하도록 한 법규정의 취지상 정보저장매체에 대해서는 그 안의 디

지털 증거를 유류물 압수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목

적적이라고 보여진다.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유류된 매체 내의 디지털 증

거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유류

물은 범죄 혐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아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가 많으며, 유류된 것이어서 임의제출을 받을 수도 없기에 유류물 압

수가 아닌 한 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법 제218조의 유류물 압수의 취지, 수사 필요성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매체는 물론 매체 내의 디지털 증거 역시 유류물로서 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변사자의 유류품으로서 압수한

뒤 그 안의 전자정보에 대해 포렌식을 진행한 사안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별도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취

지의 준항고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휴대전화 자체의 현존만으로는......사건과의 관

련성을 확인하고 어렵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탐색 등을 통하여 

내부 정보를 지득하는 과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점, 유류물 압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8조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준항고

인이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이 사건 휴대전화

에 저장된 정보 또한 탐색.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307)

Ⅲ. 참여권의 준용 여부

이 형태의 압수는 점유의 취득 과정이 강제적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통상의 압수(법 106조 1항)와 구별되나,308) 일단 점유를 취득한 후에는

30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10.자 2020보7 결정.
308) 이은모,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법학논총 제24권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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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점유가 계속되고 물건을 잃어

버린 자가 그 의사를 철회해도 반환되지 않고 임의로 취거도 할 수 없

다는 점에서는 통상의 압수와 공통된다.309) 결국 임의제출과 마찬가지

로 강제처분에 속한다.

그러나 ‘관련성’ 요건도 적용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법 제106조 제1항 본문에서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

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만 유류물은 그 성격상 사건과의 관련성이 분명치 않으며 따라서 법

제106조 제1항 본문을 준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결국 법 제106조 제1

항 단서에 의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어 예외에 속하는 경우 중 하나

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법 제106조 제3항은 그 성질상 준용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해

당 조항에는 별도의 예외 규정도 없는바 유류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

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압수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사건과의 관련성이 될 것임은 자

명하다. 박원순 전 시장의 준항고 건에서 법원 역시 “휴대전화에 대

한 포렌식 등 일련의 절차를 통하여 변사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정보만

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정보저장매체로서 유류물 압수된 경우 법 제106조 제1항이 준

용되지는 않지만, 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

하기 위하여 ‘관련성’ 요건이 적용되며, 따라서 참여권이 준용된다.

그러나 유류물의 경우 참여권 보장을 긍정하더라도, 사실상 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경우 피의자가 밝

혀지지 않았거나 도주 중이어서 피의자 참여가 불가능하고, 법 제123

조의 책임자 등의 참여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성질상 현장 외 압수에

는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피압수자의 경우 유류물의 성질상 ‘피압수

자’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호(2007), 140면.;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 “유류물” 검색 결과
309) 신이철,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대한 소고”,
80면.; 이은모, 앞의 논문(주 308), 140면.; 정승환(주 112), 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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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가쟁점 – 유족의 참여권

실무상 변사 사건의 경우 유족이 ‘피압수자’로서 참여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자(死者)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유족에게 상속

되어 물건의 소유자로서 참여권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또는 변사자

의 매체 안에 유족의 사진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

을 수 있고, 이 경우 유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피압수자’란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보관자) 중 실제 압수 처

분을 받는 자를 일컫는 것이므로, 민법상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피압

수자’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유족들에게는 물건의 소유자로서 압수 이후 압수목록이 교부될

것이므로, 그에 따른 보호가 예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유족이 압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사자(死

者)의 정보를 마음대로 탐색하고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

기될 수 있는데, 압수․수색 가능한 범위는 변사 원인을 확인하는 데

에 그칠 뿐이며 설령 사자(死者)의 범죄 행위에 관련된 증거가 나올지

라도 공소권 없음 종결될 사건임이 명백한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굳

이 위법을 감수하면서 무리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요인이 없다.

물론 다른 공범의 범죄 행위와 관련된 증거가 우연히 발견될 수도

있으나 그 경우에는 별건과 관련된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게 되며,

이 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은 별건의 피의자 등이지 사자(死者)

의 유족이 아니다.

무엇보다 변사자의 휴대폰 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탐색 과정에 유

족을 참여시킴으로써 평생 동안 가족들에게 비밀로 해왔던 망자의 성

적 취향이나 불륜 사실 등이 공공연히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

사자(死者)의 유족을 참여시킴으로 인해 사자(死者)가 생전에 유족으로

부터 지키고 싶었을 내밀한 정보가 공개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사자(死者)의 생전 의사에 반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따라서 압수 과정의 참여권은 배제하되, 변사 관련 디지털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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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선별 및 출력이 완료된 이후 압수목록을 교부함으로써 변사와 관

련된 유족의 의혹을 해소해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법해석이라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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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참여권 적용 범위의 해석

제 1 절 검토의 필요성

압수현장에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가 종결될 경우에는, 사실상 다른 유

형물 증거의 압수와 다를 것이 없어 참여권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압수가 현장에서 완료되지 못하고 부득이 현장 외

압수를 위해 매체가 압수 현장을 이탈한 경우이다. 매체의 점유가 수사

기관에게 이전되는 순간, 그 안에 담겨 있는 정보의 양으로만 따진다면

거의 개인의 주거에 맞먹는 정도의 내밀하고도 다양한 전자정보 일체가

수사기관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 그 막대한 양의 정보에 대한 수사기

관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행 과정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며, 그

와 같은 통제 수단으로 대두된 것이 참여권의 보장이라 하겠다.

그러나 참여권이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법령상 적용 범위를 벗어나 무

한정 적용 범위를 확장시킬 수는 없으며 따라서 현장 외에서 진행되는

과정의 법적 성격이 ‘압수·수색’이 아닌 다른 처분이거나, 압수·수색 ‘진

행 중’이 아닌 ‘완료 후’의 과정이라면 참여권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압수·수색 진행 중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모든 과정에 있어 참여

권이 무조건적·절대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참여권은, 특히 수사밀행성의 원칙이 지배하는 수사단계에서의 참여권은

그 권리의 행사 과정에서 부득이 수사 기밀 유출·진행 지연 등의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그 내용상 참여권은 실체적 진실발견·범죄수사라는 공

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때 참여권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권리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익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실체적 진실발견과의 조

화를 위해 규정된 법 제122조 단서가 반증하듯 참여권은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권리라 할 것이다.

하지만 수사단계에까지 참여권을 준용할 경우 실체적 진실발견과 충돌

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권을 준용한 취지를 고려하여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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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실체적 진실발견 내지 기타 공익과 충돌되는 지점이라 하여 반드시

참여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화를 이루는 적절한 방향

이라 할 수 없다.

참여권의 의의에 비추어 볼 때 그와 연관되는 지점이라면 공익의 핵심

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정도가 아닌 한 비록 공익이 제한될지라도 참여권

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하되, 그 연관성이 희박

한 경우에만 공익과의 비교 형량을 통해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법해석상 조화를 기하는 길이라고 보여진다.

해석의 기준이 되는 참여권의 의의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자면, 참여

권은 강제처분의 적법한 집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디지털 증

거에 있어서는 유관 정보 압수를 보장하는 측면이 크며, 개인정보자기결

정권 및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에 기여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장 외 압수 과정을 복제본 생성, 분석, 탐색 및

선별, 무관 정보의 삭제 단계로 세분화한 뒤 각 단계별로 혐의 관련성

판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방어권 보호에 있어 가지는 의미를 검토하여

참여권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단계의 법적 성격상 아예 참여권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면

굳이 법해석론을 전개할 필요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를 선결 문제로 검토하겠다.

제 2 절 압수․수색 단계별 검토

Ⅰ. 복제본의 생성 단계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한 것을

‘복제본’이라고 한다310). ‘하드카피’는 원본 저장매체와 모든 면에서 동

일한 별도의 ‘저장매체’를 만드는 것이고, ‘이미징’은 원본 저장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와 모든 면에서 똑같은 ‘파일’을 만드는 것이다.311) 양자

310)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31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디지털 증거 조사방법 모델(안)” (2012.), 2-3면 참
조, 손지영‧김주석,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33면에서 재인
용.; 박민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의 적법절차“, 24-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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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는 하드카피는 물리적으로 원본과 1:1의 개념이므로 만약 3개

의 원본 저장매체를 하드카피했다면 3개의 유체물로서의 복제된 저장

매체가 존재하나, 이미징은 파일의 개념이므로 3개의 원본 저장매체의

데이터를 각각의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1개의 저장매체에 저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312) 그러나 둘 다 원본과 데이터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

문에 삭제된 자료의 복구나 변형된 흔적을 분석함에 있어 원본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313) 법률적 취

급에 있어서도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법적 의미에서 구별

의 실익은 없다.314)

위와 같은 복제는 사용자가 개별 파일을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복사하는 것과는 다르다.315) 통상적인 복사는 오직 대상 파일만을 복

제하나, 하드카피, 이미징 등의 복제는 모든 파일, 슬랙 공간(slack

space), 마스터 파일 테이블과 메타데이터 등 대상 드라이브의 모든

비트와 바이트를 원래 저장장치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정확하게 복사한

다.316)

1. 법적 성격

가. 학설

크게 양분해보자면 학설은 복제본 생성을 압수 집행 중의 과정

으로 보는 견해와 압수 종료 후의 과정으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는 혐의 관련 정보

를 취득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전

까지 이루어지는 복제본의 생성을 비롯한 정보의 탐색․출력․복

312) 박민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의 적법절차“, 25면.
313) 박민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의 적법절차“, 25면.
314) 이숙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본권, 그리고 영장주의에 관하여”, 24
면.

315) Orin S.Kerr, 조기영, “디지털 세계에서의 압수․수색”, 법학연구 제49권
(2016.8), 234면

316) Bill Nelson, Amelia Phillips, Guide to Computer Forensics and
Investigations, Thomson Course Technology (2004), p.50. 참조. Orin S.Kerr, 조
기영(주 388), 234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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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의 ‘압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

당한다는 견해가 있다.317)

반면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일단 복제본 생성이 ‘가환부를 위

한 원형보존조치(법 제133조 제2항)’ 또는 ‘파손 방지 조치(법 제

131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다.318) 법 제131조 및 제133조 제2

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압수가 종료된 이후의 ‘압수물’, ‘압수한 물

건’이기 때문에 이 주장은 복제본 생성 단계가 압수 종료 후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실무상 복제본 생성 과정에

참여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이는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측면보다는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에 대한 향후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한다.319) 이에 따르면 이미징 과정 전체를 참관한다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촬영, 해시값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압수물의

사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의

자 참여가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압수․수색이 위법한 것으로 보아

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320)

또한 개정된 법 제106조 제3항 단서를 근거로 필요한 경우 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것도 압수 집행의 한 방법이므로 이 경우 영장

집행은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으로 종료되고, 이후의 과정은 그 압

수물의 확인과정에 불과한 수사기관 내부행위라고 파악하는 견해

도 있다.321)

나. 판례

종근당 결정을 포함하여 판례는 복제본 생성 단계를 포함한 현

장 외 압수 과정 모두를 압수·수색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 검토

현장에서 매체가 이전됨으로써 압수가 종료되는 것인지 여부에

317) 서태경(주 157), 170면, 177면.
318) 박혁수(주 97), 88면.
319) 박혁수(주 97), 98면.
320) 박혁수(주 97), 98-99면.
321)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성 개념의 해석", 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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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탐색․선별’ 단계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므로 여기

에서 그에 대한 상세한 서술은 생략하겠다. 하지만, 법 제106조 제

3항을 기반으로 보았을 때 디지털 증거의 경우 혐의 관련 정보를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기 이전까지 압수 집행은 종료하

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영장을 신청한 대상 또는 영장이 발부된

대상이 ‘매체’가 아니라 그 안의 ‘혐의 관련 전자정보’였던 경우 현

장에서 선별 압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매체의 점유이전이 이루어

지는 경우라도 이는 압수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장소 이전이 이루

어진 것일 뿐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제106조 제3

항 단서로서 매체 압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현

장 사정을 이유로 만연히 영장 범위를 벗어나 압수 대상을 추가·

확장한 것이어서 영장주의에 어긋난다.

2. 참여권의 적용

종근당 결정에서는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

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

(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생각건대 복제본 생성 단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특히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고 보여진다, 복제본 생성 과정 참여를 통해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복제본이 몇 개나 복제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원본을 반출한 이상 적어도 1개의 복제본을 생성할 것은 예견된

것이고 그 경우 어차피 원본 내 데이터는 수사기관에 공개된 바 설

령 몇 개의 복제본이 더 생성된다 하더라도 피의자 입장에서는 차이

가 없을 수 있다는 반론이 야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보에 대한 통제 및 관리 가능성 측면에서 수사기관이 복

제본 1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복제본 5개를 가지고 있는 것은 확연

한 차이를 가진다. 만약 수사기관이 해당 매체로부터 단 하나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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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본만을 생성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경우라면 모

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 복제본 생성 단계의 참여권 보장은 필수

라 할 것이다.

현재 영장 별지에서는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할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 일부로서 ‘복제본의 획득’이 명시되어 있고, 경․검 실무에서도

복제본의 생성 과정에 대해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경찰에서 매체

반출 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322)’

에는 참여 가능한 세부과정으로 ‘봉인해제 및 복제본의 획득’이 규정

되어 있고, 경찰청에서 일선 수사관들에게 배포한 “현장경찰관을 위

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매뉴얼(이하 ‘경찰청 디지털 증거 매뉴

얼’)”에서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한 상태에서...복제본을 생성

한 후”라고 명시하고 있다.323) 또한 검찰 서식인 ‘정보저장매체 제

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324)’에도 참관 범위로 ‘정보저장매

체 전부 복제․이미징’이 명시되어 있다.

3. 재복제 시 참여권 보장 여부

디지털포렌식 센터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복제본을 다시 수사담

당자의 컴퓨터로 다운로드받아 하드디스크에 복제․저장하는 과정,

즉 재복제 시에는 아직 탐색행위가 시작되지 않아 판례가 참여 제도

의 목적으로 언급하는 무분별한 탐색과 복제의 감시는 무의미하므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가 있다.325) 피압수자의 재산

권이나 사생활의 비밀 등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여

러 명의 검사 또는 수사관들이 이미지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는 “디

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이하 ‘업무관리시스템’이라고 한다)”326)

322)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323)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현장경찰관을 위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매뉴얼

(2020.12), 39면.
324)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325)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
건 증거 압수 방법“, 122면.

326)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조(정의)
4.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이하 ‘업무관리시스템’이라고 한다)이란 디지
털 증거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과 디지털 증거의 보관·폐기에 관한 이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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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재복제할 때마다 새로운 압수처분이라고

보는 것은 수사현실과도 맞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327)

반면 복제본으로부터 재복제본을 생성하는 등의 과정에도 참여권

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328) 만약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전자정보의 복제 용이성에 비추어 피의자로서는 수사기관이 언

제 저장매체의 복제본을 얼마나 복제하였는지를 알 수 없게 되고,

압수의 필요성이 종료한 이후 실제 삭제·폐기의 대상물이 얼마나 되

는지 또한 알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무제한적으로 복제

한 다수의 복제본으로부터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 없이 증거를 수

집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329)

백악관 홈페이지에 오바마 대통령 딸에 대한 협박글을 올린 사건

에서, 항소심은 복제 뿐 아니라 재복제 과정에도 참여권을 보장하여

야 하는데 대상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복제 과정에만 참여권을 보장

하였기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330)

“수사기관은 이미징 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비로소 이

미지 파일을 압수하게 되는 것이므로 1차 이미징 과정이 완료되기 

전에 오류가 발생하여 다시 2차 이미징을 시작하는 경우 후자는 전

자와 구분되는 별개의 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는 

압수·수색 과정의 공정성, 적정성,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고

려할 때, 1차 이미징 시작 시점으로부터 장시간이 지난 후 이미징을 

다시 시작하는 등 이미징 과정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차 

이미징 시작 당시 참여와 별도로 2차 이미징에 대하여 참여권을 보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27) 이순옥,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판례 연구-대법원 2015.7.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19권 제2호(2017), 141면.

328) 고범석(주 41), 34-35면.
329) 고범석(주 41), 35면.
3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노4872 판결. 이후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7613 판결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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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또다른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설령 복제본 획득을 포함한 전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재복제의 경우

에는 다시 한 번 참여 의사를 물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331) “ 

‘이 사건 외장하드의 봉인 제거, 이미지 작성, 분석 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그 과정을 분석기관에 위임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디지털자료 수집·분석 동의서’에 서

명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이 사건 외장하드 내 전자정보를 이동식 

저장매체에 임의로 재복제하는 처분까지 분석기관에 일임한다는 취

지를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상의 판례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적어도 하급심에서는 재복제

의 경우에도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복제본 생

성 시 참여권 보장이 필요한 이유를 새겨본다면 재복제 시에도 참여

권 보장이 필요함은 명백하다.

그러나 2차 이미징을 “별개의 집행”이라고 표현하거나, 이미 전 과

정에 있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재복제의 경우

에는 다시 한번 참여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

다.

현장에서 반출한 매체 내에서 영장 발부된 범죄 혐의 관련 디지털

증거를 선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은 모두 현장에서 집행한 영장 집

행 과정에 속하는 단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복제본 생성시 복제본 몇 부를 생성하겠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포

함되지 않은 이상 피의자가 불참 의사를 밝힌 복제본 획득 과정에

이미 처음부터 2개의 복제본이 생성될 수도 있다. 통상 1개의 복제

본이 만들어지지만 분석 프로그램마다의 특성에 따라 분석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 교차 분석을 위하여 2개 이상의 복제본을 생성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제본 생성 과정에 피의자가

명시적인 불참 의사를 밝힌 이상 피의자의 참여 없이 2개 이상의 복

331) 서울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8노20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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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본을 만들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본을 가지고 처음부터 2개의 복제본을 만드는 것이나, 처음에는 1

개의 복제본을 만들었다가 이후 복제본을 가지고 재복제본을 만드는

것이나 사실상 다를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복제본이라는 이유

만으로 재차 참여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복제본 생성을 포함한 전 과정에 불참하겠다는 의사 속에

는 재복제본 생성 과정에의 불참 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

하다.

Ⅱ. 분석 단계

앞서 현장으로부터의 매체 이전으로 압수가 종료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탐색·선별 단계로 미룰지라도, 현장 외 복제, 분석, 탐

색·선별 단계를 모두 압수 과정으로 보는 입장임을 미리 밝혔다. 따라

서 분석의 법적 성격에 관해 별도로 논의하지는 않겠다. 다만 분석의

범위를 명확히 한 뒤 분석에 있어 참여권 적용에 관한 학설 및 판례

태도를 살펴보고, 과연 분석 단계에 참여권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한다.

1. 분석의 범위 정의

사실 ‘분석’이란 행위는 압수 종료 이전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압

수 종료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다. 예컨대 혐의 관련 사진 파일에

암호가 걸려 있을 경우 이 사진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압수한

뒤, 포렌식 기법을 활용하여 암호를 해제하는 경우의 복호화 작업은

압수 종료 후의 행위이다. 반면 컴퓨터 디스크 전체에 암호가 설정

되어 현장에서 복호화하지 못하고 반출한 뒤 포렌식 기법을 활용하

여 암호를 해제한 후 탐색·선별을 진행하는 경우의 복호화 작업은

압수 진행 중의 행위이다. 이하에서 범위를 논할 ‘분석’이란 이 중

후자, 즉 압수 진행 중의 분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판례는 그 중에서도 주로 ‘복호화 및 파일변환’ 작업을 다룬 것들

이 확인되는데,332) 사실 분석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작업을 포괄하

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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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디지털 증거분석 표준 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해보자면, 분

석에 해당하는 작업으로는 ‘복제본의 해시값 검증, 시스템 정보 확

인, 파일 시스템 분석, 파일 복구, 타임라인·메타데이터·아티팩트 분

석, 추출된 파일의 메타정보 작성, 악성코드 선별 및 정적·동적 분석,

암호화된 파일 복호화, 추출 및 복원된 파일 해시값 생성’333)이 있다.

한편 위의 지침에 따르면 상세 분석의 내용으로 ‘키워드, 해시셋

검색, 필터를 통한 사건 관련 정보 탐색’도 포함시키고 있는데334), 이

는 이후의 ‘탐색’ 단계에 포함되어야 할 작업으로 보이는바, 이 논문

에서 다루는 ‘분석’ 단계에서는 제외하고 논하도록 하겠다.

어찌 되었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석의 내용은 매우 다양한

데, 그럼에도 모든 분석 작업을 통괄하는 공통된 특징은 뚜렷하다.

즉 분석은 이후의 탐색을 위한 기술적 준비 과정일 뿐 분석 단계에

서 탐색 내지 선별, 기타 파일 내용과 관련된 작업이 수행되지는 않

는다는 것이다.

2. 참여권의 적용

가. 학설

관련 연구 중에는 분석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는 경

우도 많은데, 분석 과정을 따로 분절하여 다루는 경우에는 이 과정

에의 참여권 적용을 부인하는 견해가 더 많은 듯하다.

피의자와 변호인이 이후 재판에서 적정한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

여 수사기관이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는지를 확인할 기회를 보장하

는 것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치는 참여권 보장의 대상이 아

니라는 이유에서이다.335) 이러한 견해에서는 예컨대 암호화된 파일

을 일반 컴퓨터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확인

332) 대법원 2015. 10. 15.자 2013모1969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
노762 판결.

333)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디지털 증거분석 표준 업무처리지침(2020. 11.), 50면,
58면, 63면, 73면, 83면.

334)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디지털 증거분석 표준 업무처리지침, 50면, 58면.
335) 고범석(주 41), 34면.



- 142 -

할 수 있는 파일로 변환하는 복호화 작업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작업의 경우 그 과정을 모니터 등으로 확인한다 하더라도 이는 압

수 대상인 정보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과는 달라 참여

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336) 이러한 과정은 압수된 정보의

왜곡, 훼손 및 위·변조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 즉 무결성을 보장하

는 것으로 족하고, 이는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해시(Hash)값의 확인 등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충

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337)

또한 이 과정에서는 아직 정보를 탐색하는 행위가 시작되지 않

았고, 따라서 판례가 참여제도의 목적으로 언급하는 무분별한 탐색

과 복제의 감시는 무의미하다고 한다.338)

더군다나 수사기법 노출의 문제도 지적된다.339) 실제 수사기관에

서 분석이 안 된다는 사실이 언론보도340)를 통해 알려진 이후 보

안 메신저인 텔레그램, 시그널의 사용자수가 증가한 바 있다.341)

이렇듯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기술이나 한계점 등이 계속

적으로 노출되면 디지털 증거의 확보는 매우 어려워진다.342)

그리고 수사기관의 복호화 능력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 정보보안

정책상 부적절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제조사가 뜻밖의 피해를

입을 여지도 있다.343)

반면 이 과정에 대해서도 참여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

해344)도 확인된다. 하지만, 해당 견해를 자세히 살펴보면 표현은

336) 고범석(주 41), 34면.
337) 고범석(주 41), 34면.
338)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
건 증거 압수 방법“, 122면.

339) 김무석(주 220), 297면.
340) “드루킹이 사용한 ‘시그널 메신저’...서버에 기록 안남아”, 뉴시스 (2018. 4. 20,)
https://newsis.com/view/?id=NISX20180420_0000287612&cID=13001&pID=13000
(2021.4.29. 최종확인)

341) 김무석(주 220), 297면.
342) 김무석(주 220), 297면.
343) 오현석, ”전자정보의 선별압수와 매체압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
대학교 (2019),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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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의 파일 검색, 탐색, 분석, 파일 추출’이

라고 하지만, 이 단계를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을 골라내

기 위해 탐색하고 출력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345), 이 논

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석’ 과정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견해에서도 ‘포렌식 수사관이 저장된 저장매체 사

본에 대한 분석(추출, 복구, 색인)’을 하는 데에 당사자 참여권이 보

장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보이지 않고,

다만 일반론적으로 참여권 보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의

일반적.탐색적 검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바346)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분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나. 판례

RO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복구·

복제하거나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고, 암호를 풀어 복호화하는 과

정 역시 영장 집행의 일환”으로서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

장을 고수하였다347).

그러나 “통상적으로 손상된 전자정보 저장매체의 복구나 암호의 

해독, 삭제된 파일의 복원 과정 등은 그 성공 가능성을 미리 예측

할 수 없고 그 방법이나 소요시간 등도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가 수반되는 정보 분석 과정의 경우 피고인 등의 참여

권을 완전히 보장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 있

다.348)

또한 “수사관들이 피고인들과 변호인에게 복호화 과정의 집행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것은 영장 집행의 종료 시점

344) 조광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절차에서 참여권의 범위와 한계-대법원
2015.7.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법조 제64권 제12호
(2015.12.), 306면.

345) 위의 논문, 306면.
346) 이흔재, “휴대전화 압수·수색관련 문제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법조 제67권
제4호(2018. 6), 151-152면.

347)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348)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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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나름대로 해석한 결과”인 것으로 보여 의도적으로 참

여를 배제한 것이 아니고, 기타 봉인 조치나 해시값 보존, 보관 연

속성 등으로 미루어 보아 “수사기관이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훼손하거나 조작을 가할 개연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복호

화 등 과정에 대한 참여통지 누락이 이 사건 증거수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인되

지 않는다고 밝혔다.349)

다른 사안에서 대법원도 “압수·수색영장에는 서버의 봉인과 

반출 시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 그 

이후의 과정에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별도로 

없었으므로, 피준항고인들이 파일변환, 복호화 작업 시 참여의 기

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하려

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및 “파일변환 및 

복호화 작업은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 그 자체

라기보다는 탐색을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여 참여권이 가지는 의

미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파일변환 및

복호화 작업 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 압수·수색 과정 전

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였다.350)

다. 검토

그 법적 성격만을 놓고 본다면 ‘분석’은 압수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에, 원칙적으로는 참여권의 적용 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참여권의 의의와 관련하여 해당 과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분석 과정에 있어 참여권이 가지는 의미는 크지 않다.

분석 과정은 파일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파일을

복호화하거나 변환하거나, 또는 파일의 메타 데이터나 로그 기록을

바탕으로 관계분석을 하는 행위 등은 개인정보가 현출될 수 있는

349)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350) 대법원 2015. 10. 15.자 2013모196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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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의 내용과는 무관하며, 따라서 피압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파일의 내용을 대상으로 혐의 관련

성 여부를 판별하여 압수 대상 정보를 선정하는 과정이 아니므로

피의자의 방어권 내지 유관정보 압수 보장과도 무관하다.

그렇다면 공익과의 비교형량을 통해 참여권이 제한된다고 해석

할 여지가 있는데, 분석 단계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

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컴퓨터 코드나 기록 등을 바탕으로 진행되

는 과정이므로 사실상 참여를 통해 얻어지는 실익은 거의 없다. 또

한 참여로 인해 정보의 왜곡, 훼손 및 위·변조 가능성을 배제하는,

즉 무결성을 보장하는 반사적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는

참여권의 본래적 의의와는 무관하며, 굳이 참여권 보장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해시값 확인 등 다른 기술적 방법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351)

반면 분석 과정 참여로 인한 공익의 훼손은 상당한데, 일단 분석

기법 노출의 우려가 있다. 분석 과정에 피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현재 분석 기법상의 한계 및 수사기관의

증거 분석 역량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범죄자들

에게 현재 수사기관은 이 정도까지 분석 가능하니 이런 수단을 쓰

면 될 것이라고 친절히 안내해주는 꼴이 된다.

또한 기술 유출의 문제점도 있다. 특히 외국의 소프트웨어사의

경우 당사의 기술 내지 제품이 노출되는 것을 극히 꺼려서 납품

계약 시 기기 외형, 성능, 작동 방법을 계약서에 정해진 자 외의

제3자에게 노출시키지 않을 것을 부관으로 명시하는 경우까지 있

다. 그 정도로 소프트웨어사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프로그램 구동

모습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경계한다. 실제 동작 코드 등이 드러

나지 않더라도 UI(User Interface) 차원에서 동작하는 모습이나 구

성 그 자체도 그 기업만의 특성화된 기술력이 반영된 것으로, 혹시

외부에 유출될 경우 심각한 기술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351) 고범석(주 41),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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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복호화 과정에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들에 대한 법

원의 태도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는 위법하지만 수사기관이 의도

적으로 참여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점, 복호화 과정에 있어 참여

권의 의미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예외적으로 증거능

력을 부인할 정도로 위법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영장 별지에는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할 압수․수색 전체

과정으로 ‘복제본의 획득,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

제․출력 과정’만 명시하고 있어 분석 단계가 빠져 있을뿐더러 실

무상 수사관들은 디지털 증거 분석이 수사상 감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분석 과정에는 당연히 참여권이 적

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참여권을 배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결과적으로 판례가 예외적인 증거능력 인

정 사유로 내세우는 사례가 일반화되어 원칙과 예외가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참여권 적용범위에 대한 법해석을 달리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분석 단계는 사실상

참여권의 보장 의의와는 무관하면서도 참여권 보장을 통해 얻어지

는 득과 실의 추가 현저하게 기울어져 있다. 따라서 참여권이 보장

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분석 과정은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Ⅲ. 탐색·선별 단계

1. 탐색·선별의 의의

‘탐색’이라는 말은 형사소송법에는 등장하지 않고, 영장 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다. 그 단어의 정확한 기원과 뜻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한 연구자료에서 전자정보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

은 오관을 이용한 현상 탐지이므로 ‘검증’인 동시에 압수대상물을 찾

아내는 활동으로서 ‘수색’에도 해당하므로, 검증과 수색을 합친 말로

‘탐색’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제안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352)

‘선별’은 영장 별지에서조차 확인할 수 없고, 다만 판례나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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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압수와 관련된 연구 자료 등에서 자주 쓰이는데, 그 뜻에 관하

여는 피의사실과 관계가 있는 정보라고 판단되는 전자정보를 대략적

으로 선택해서 수사기관이 최종적으로 압수할 대상을 결정하는 행위

라고 정의하는 견해가 있다.353) 이는 압수대상물의 관련성 판단은 압

수대상물의 내용까지 일일이 다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

며,354) 따라서 압수의 종료 시기는 물론 참여권의 보장 시기 역시도

파일을 대략적으로 훑어보는 단계까지라는 점355)을 전제로 하는 정

의이다. 그러나 선별과 관련한 참여권의 보장 범위에 관하여는 추가

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앞서 용어의 정립에

서 정의한 바와 같이 피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작업

이라고만 해두고 이후의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2. 탐색·선별의 법적 성격

가. 문제의 제기

탐색․선별 과정에 있어 참여권 보장 여부는 탐색․선별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해야 하는 문제이다. 현장 외 탐색․선

별 작업이 영장 집행 과정 중의 문제인지, 집행 종료 후의 문제인

지에 따라 참여권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탐색․선별 과정에의 참여권 보장 문제는 탐색․선별

의 법적 성격 내지 압수 종료 시점과는 별개로 참여권 보장의 취

지와 이에 따른 참여권 보장의 필요성 여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356)

이 견해에서는 설령 현장 외 탐색․선별을 압수 종료 이후의 과

352) 오기두, “전자정보의 수색·검증, 압수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함의”, 132-
133면.

353) 방경휘(주 126), 390-391면.
354)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
건 증거 압수 방법”, 125-126면.

355)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
건 증거 압수 방법”, 127면.

356) 고범석(주 4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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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볼지라도 피의자와 변호인으로서는 이후 재판에서 적정한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는지를

확인할 기회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는 만큼,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

여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57)

그러나 참여권 보장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참여권은 본연의 취지

및 법적 한계를 초월할 수는 없다. 참여권은 기본적으로 영장 집행

과정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압수․수색 과정

중일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위 견해는 적절치 않다.

한편 탐색․선별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종종 정보가 압수

물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와도 연계되어 다루어지는데 정보가 아

닌 유체물만이 압수물이 된다면 현장에서 매체를 반출한 것으로

압수는 종료되고 이후 과정은 압수 이후의 절차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 전 형사소송법은 제106조 제1항에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고 하여 압수대상으로 유

체물만을 규정하고 있었기에 정보의 압수대상성에 대해 긍정설358)

과 부정설359)이 대립하였다.

이후 2011년 개정을 통해 법 제106조3항이 신설되었으나, 이 때

에도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라고

규정하여, 압수물로서 정보를 명시하지 않았기에 여전히 정보의 압

수대상성을 놓고 논란360)이 있다.

357) 고범석(주 41), 33면.
358) 이윤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과 증거능력”, 192면.; 노승권, “컴퓨터 데이

터 압수․수색에 관한 문제”, 검찰 통권 제111호(2000), 280면.; 노명선, "사이버
범죄의 증거확보에 관한 몇 가지 입법적 제언", 성균관법학 제19권 제2호
(2007.8.), 347면.; 노정환, “현행 압수․수색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실무상 문
제점을 중심으로-”, 법조 제59권 제4호(2010.4), 18면.

359) 오기두, “형사절차상 컴퓨터관련증거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1997), 77면.; 탁희성,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일고찰”,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57호(2004), 26면.; 전승수,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압
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48-49면.

360) 전승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법조 제61권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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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보의 압수대상성 문제와 탐색·선별의 법적 성격은 논

리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여기 정보의 압수대상성을 부정하는 어떠한 견해가 있다. 이 견

해에서 부정설을 택하는 이유는 ‘유관 정보와 일체를 이루는 문서

출력물이나 복제 파일 등이 저장된 유체물’361)을 압수 대상으로 보

기 때문이다.362) 즉 궁극적으로 정보의 획득을 목표로 압수 집행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법 제106조 제3항에 따르면 그러한 정보를

종이에 체화시켜 정보가 출력된 종이를 압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압수 대상은 유체물이라는 것이다.363)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르면 정

보의 압수대상성을 부정하더라도 탐색․선별은 압수 과정의 일환

이 되며,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364)

그리고 생각건대 형사소송법에서 압수의 방법을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제106조 제

3항)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사실 정보의 압수대상성 여부는 탐

색‧선별 과정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 할 것으로 보인다.365)

더군다나 실무적으로는 이미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할 때 압수

할 대상에 “휴대전화, PC등 매체 내 혐의 관련 전자정보”라고 기

재하여 정보가 압수대상물이 됨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수많은 디지털 정보가 압수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

(2012. 7), 247-254면.; 김신규, “수사절차상 압수․수색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3호(2015), 16-23면.; 이흔재,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
색에 관한 쟁점별 해석과 통제방안-개정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7
권3호(13.9), 134-137면.; 한성훈,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법과
정책연구(2018), 182-186면.; 김범식(주 11), 55-62면.; 강철하‧강윤정, “디지털 포
렌식에서 디지털 증거의 특성과 법적 쟁점”, 법학논총 제19권 제3호(2012), 50-54
면.; 이세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 대상과 종료시점”, 법학연
구 제58권 제4호(2017), 36-43면.

361) 원래의 인용 문구는 ‘복제파일 등의 유체물’이나 문맥에 적합하도록 저자 문구
수정

362) 이세화(주 360), 43면.
363) 이세화(주 360), 42면.
364) 이세화(주 360), 42면.
365) 박민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의 적법절차“, 112-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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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서 정보의 압수대상성에 대한 논의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인

다.366)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참여권의 보장 여부와 보다 직접적인 관련

성을 지니고 있는 탐색 선별의 법적 성격 내지 압수․수색의 종료

시점에만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해보고자 한다.

나. 학설

1) 압수물의 확인행위설

디지털 저장매체를 반출하거나 복제본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

가 있는 때에 압수․수색은 종료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 내용

을 검색하는 행위는 압수물의 내용을 알기 위한 수사기관 내부

적인 확인행위로 보는 견해이다.367) 임의조사라고 보는 견해도

마찬가지 맥락이다.368)

한편 확인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

부(存否)를 인정함”인데, 디지털 증거는 압수물을 단순히 확인하

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고 증거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첨단의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하는 것이다.369)

그러므로 단순히 전자정보를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서는 행위인

바 ‘확인행위’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있다.370) 따라서

“복합된 사물을 그 요소나 성질에 따라서 가르는 일 또는 화학

적 또는 물리적 방법으로 물질의 원소를 분해하는 일”이라는 의

366) 권양섭, “디지털 저장매체의 예외적 압수방법에 대한 사후통제 방안”, 형사법연
구 제26권 제1호(2014.3), 243면.

367)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
건 증거 압수 방법“, 101면, 103-104면. ; 송기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집행
과 관련한 문제점 고찰”, 범죄수사학연구 제1권 제1호(2015.12), 66면.; 이순옥, "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판례 연구", 137-139면.; 박건욱(주 221),
196면, 217-218면.

368) 박혁수(주 97), 92면.; 전승수,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및 증거
능력에 관한 연구”, 85-86면.

369) 조광훈,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쟁점과 개정안 검토”, 법조 제63권 제7호(2014),
219면.

370) 위의 논문, 2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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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지닌 분석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371)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분석 과정과 탐색․선별 과정을 구분하

여 살펴보고 있는바 본 논문에서 지칭하는 ‘분석’ 과정과 혼돈을

일으킬 여지가 있고, 명칭을 무엇이라 하든 압수 종료 후 과정으

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바 압수물의 확인행위설이

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 견해에서는 디지털 증거를 탐색․선별하는 것은 혈액을 압

수한 이후 그 혈액형이나 DNA구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감정 또

는 장부를 압수한 후에 그 장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 유사하

다고 본다.372) 그리고 혈액을 감정하거나 장부의 내용을 확인하

는 것이 별도의 강제처분 내지 수색이 되지 않는 것처럼, 디지털

증거의 탐색․선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한다.373) 우리 법은 압

수․수색과 관련하여 디지털 증거와 다른 유체물을 달리 취급하

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이든

유체물의 압수․수색이든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법 제106조 제3항은 저장매체의 압수나 복제물을 제출받는 것

자체를 압수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374)

압수물 확인행위설에서는 후에 살펴볼 수색설에 대하여 현장

외 압수 절차까지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본다면, 이미 집행한

압수․수색영장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재차 집행하더라도 유효한

압수․수색의 절차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현상도 발생

한다며 비판한다.375)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를 반출하여 분석

371) 조광훈,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쟁점과 개정안 검토”, 219면.
372) 전승수,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85
면.;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
건 증거 압수 방법“, 101면.

373) 전승수,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85
면.;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
건 증거 압수 방법“, 101면.

374)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
건 증거 압수 방법“, 101-102면.

375) 조광훈,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쟁점과 개정안 검토”, 2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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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정보매체에 혐의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가 없음을 알고

또 다시 계속 집행하더라도 유효한 영장 집행으로 볼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376)

또한 압수․수색이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면 당초 영장에 특정

된 압수 장소를 벗어나 압수․수색 장소가 수시로 변동되고 확

장됨에 따라 압수․수색 장소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압수․수색

의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한다.377)

그 외에도 집행의 유효기간이 무의미해지고, 압수목록의 교부

시점이 모호해지는 점, 압수․수색 기간이 수사기관에 의해 무한

정으로 확대되어 피압수자가 계속적으로 광범위한 기본권 침해

를 받게 되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378)

한편 압수물 확인행위설을 따르면서도 영장주의의 원칙상 영

장의 실질적인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전자정보 전체가 아닌 유

관 정보에 한정된다는 견해도 있다.379) 그러나 이 경우 영장의

실질적 효력과 별개로 형식적 압수 대상은 매체로 보고 있어 저

장매체 소재지에서 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순간 영장 집행은 객

관적으로 종료한다고 본다.380) 따라서 탐색․선별 과정에 있어서

의 참여권은 부인한다.381)

2) 수색설

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을 반출한 것은 아직 압수가 행해진 것

이 아니며 그 저장매체나 복제물을 검색하면서 범죄의 증거로

관련성이 있는 것을 확인해나가는 과정은 수색으로 보아야 한다

는 주장이다.382) 이 주장을 인용하는 견해에서는 우리 판례가 압

376) 조광훈,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쟁점과 개정안 검토”, 219면.
377) 조광훈,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쟁점과 개정안 검토”, 220면.
378) 조광훈,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쟁점과 개정안 검토”, 221-222면.
379) 박건욱(주 221), 201면.; 이경렬, 설재윤, “전자증거의 적법한 압수와 별건 증거
사용에 관한 실무 연구”, 법조 제68권 제1호(2019.2), 368면.

380) 박건욱(주 221), 201면.; 이경렬, 설재윤, 위의 논문, 368면.
381) 박건욱(주 221), 202-218면.; 이경렬, 설재윤(주 379), 369면.
382) 오기두, “형사절차상 컴퓨터 관련 증거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연구”, 80-81
면.; 노수환,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 절차상 당사자의 참여권 및 별건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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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 있다고 판시하는 것으로 보아 이 태

도를 따르고 있다고 해석한다.383)

다만 판례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이라는 표현을 사용

함으로써 개념의 정확성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

다.384) 압수와 수색은 서로 엄격하게 구분되는 대물적 강제처분

이며, 증거방법을 압수한 이후에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의 참여

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체 반출 행위를 곧바로 압수로 이해

할 수는 없는데도, 대법원이 이를 통틀어서 같은 취지로 판단함

으로써 탐색의 법적 성격을 흐리게 한다는 것이다.385) 따라서 매

체의 반출은 수색을 위한 임시반출로 이해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은 전체적으로 수색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386)

그러나 판례는 반출을 곧바로 압수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

니고 전체적으로 압수를 위한 과정 중의 일부로 파악하고 있을

따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영장으로 압수․수색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압수․수색 과정 일환으로 보는 데 큰 지장이 없

고, 압수․수색 과정으로 보거나 수색으로 보거나 궁극적으로 아

직 압수 종료 이전의 행위로 보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 자체는 다름이 없으므로 판례의 표현이 부정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한편 수색설에 따르면 탐색. 선별 과정은 아직 압수․수색 절

차가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마땅히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견해에서는 유관 정보와 무관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매체

없는 증거의 압수 요건-대법원 2015.7.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법조
제65권 제7호(2016.8), 651면, 653-655면.; 박경규, “전자정보의 수색.압수에서 피
압수자 등의 참여권”, 형사법의 신동향 제65호(2019.12), 285면, 299면.; 이진국,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서 피압수․수색 당사자의 참여권에 관한 일고”, 아주
법학 제11권 제4호(2018. 2), 328-330면.; 이세화(주 360), 45-47면.

383) 노수환, 위의 논문, 652-653면.
384) 이진국(주 382), 329면.
385) 이진국(주 382), 329면.
386) 이진국(주 382), 3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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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관 정보만을 탐색․선별해내는 절차와 최종 압수된 유관

정보를 수사기관이 분석하는 절차는 질적으로 다르다며 압수물

확인행위설을 비판한다.387) 즉 탐색․선별은 병원에 여러 사람의

혈액이 있는데 그 중 피의사실과 관련된 혈액만을 찾아서 압수

해가는 것과 같이 관련성 있는 물건의 압수․수색 집행 절차의

일환인 것이지, 이렇게 압수가 종료된 혈액을 사후 분석하는 행

위가 아니라는 것이다.388)

그리고 압수물 확인행위설에 의하면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현

장에서 전자정보를 검색하는 행위는 수색에 해당하고, 반출하여

수사기관에서 검색하는 행위는 임의수사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저장매체로부터 유관 정보를 탐색․선별하는 행위의 성질을 그

장소에 따라 다르게 규명할 수는 없다고 한다.389)

3) 검증설

탐색하는 것은 그냥 육안으로 서류를 보는 것과 달리 컴퓨터

조작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므로 단순한 수색으로 볼 수

없고 검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390) 따라서 탐색을 위해

서는 압수․수색 영장 외에 별도의 검증영장이 필요하다고 보

며,391)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392)

그러나 이 견해는 2011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주장

으로서, 오늘날의 사법환경과는 다른 이전의 상황을 전제로 한

다.

다. 판례

판례는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

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

387) 노수환(주 382), 654면.
388) 노수환(주 382), 654-655면.
389) 이세화(주 360), 45면.
390) 조국, ”컴퓨터 전자기록에 대한 대물적 강제처분의 해석론적 쟁점“, 형사정책
제22권 제1호(2010. 6.), 105면.

391) 위의 논문, 105면.
392) 조국(주 390),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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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의 일환에 해당한다”393)라고 하는바, 결과적으로 수색설과 그 취

지를 같이 하고 있다.

라. 국외에서의 논의

1) 독일

독일 형사소송법에서는 제94조에서 일반적인 압수 조항을 두

고 있는 것 외에, 제110조에서 문건 및 전자 저장매체의 검열394)

(Durchsicht von Papieren und elektronischen Speichermedien)

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문건(종이형태 및 전자적 형태 포함) 및 정보저장매체의

내용을 탐색하여 피의사건과 관련 있는 유관 정보인지를 살피는

행위로서 압수에 선행하는 수색의 한 과정이다395)

검열ㆍ탐색은 수사기관이 피의사건과 관련 없는 무관 정보까

지 압수하여 피압수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으로 압수ㆍ수색의 비례성을 담보하기 위

한 것이다.396)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광범위한 내용이 저장된 정보저장매체의

반출을 피하기 위해 예컨대 이메일을 압수하는 경우 날짜, 제목,

수신인 또는 송신인 검색을 통해 대강의 관련있는 이메일을 걸

러내는 것처럼 ‘대충의 대략적인 선별(Grobsichtung)’을 할 수 있

는데, 이는 매체 반출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 제110조에서 의미

하는 검열ㆍ탐색은 아니라고 한다.397)

문서의 검열에 있어 피의자나 변호인 참여와 관련하여, 종래

제110조 제3항은 “문서의 소유자 혹은 그의 대리인에게는 봉인

393)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결정.
394) 법무부, 독일 형사소송법, 110조 해석 참조
395) BVerfG 18.3.2009 – 2 BvR 1036/08, NJW 2009, 2518;

MüKo-StPO/Hauschild, § 110 Rn.1; BeckOK StPO/Hegmann, § 110 Rn. 6-8 참
조, 박경규(주 382), 305면에서 재인용.

396) MüKo-StPO/Hauschild, § 110 Rn. 1 참조, 박경규(주 382), 305면에서 재인용.
397) KK-StPO/Bruns, § 110 Rn. 7 참조, 박경규(주 382), 306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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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께 압인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그 후에 봉인의 해제와

문서의 탐색(검열)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그에

참여할 것이 권고되어야 한다398)”라고 규정하고 있었다.399) 그러

나 2004년 8월 제1차 사법근대화법을 통한 개정 과정에서 이 참

여 규정이 삭제되었다.40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삭제로 인한 참여권 부정은 위

헌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401)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례에

서 문서소지인을 참여시키는 것이 압수처분의 비례성을 확보하

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402) 모든 사례에서 피압수

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적 요구가 아니지만,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정보침해의 강도를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403)

달리 말해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른 검열․탐색의 과잉성이

나 장기간에 걸친 정보조사, 그리고 정보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

다.404) 그러므로 사안에 따라서 참여 여부의 적정성 판단이 달라

398) Dem Inhaber der Papiere oder dessen Vertreter ist die Beidrükung seines
Siegels gestattet; auch ist er, falls demnächst die Entsiegelung und Durchsicht
der Papiere angeordnet wird, wenn möglich, zur Teilnahme aufzufordern

399) 김성룡, “전자정보에 대한 이른바 '별건 압수․수색'”, 형사법의 신동향 제49호
(2015.12), 136면.

400) 위의 논문, 136면.
401) BVerfGE, 124, 43, 96 참조.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건 증거 압수 방법“, 104면에서 재인용.

402) “Zur Wahrung der Verhältnismäßigkeit kann es im Einzelfall von
Verfassungs wegen geboten sein, den Inhaber der sichergestellten E-Mails in
die Prüfung der Verfahrenserheblichkeit einzubeziehen.”[BVerfGE, 124, 43, 96]
김성룡(주 399), 136면 해석 인용.

403) “Von Verfassungs wegen ist es allerdings nicht geboten, in jedem Fall eine
Teilnahme an der Sichtung sichergestellter E-Mails vorzusehen. Ob eine
Teilnahme bei der Durchsicht geboten ist, ist im jeweiligen Einzelfall unter
Berücksichtigung einer wirksamen Strafverfolgung einerseits und der Intensität
des Datenzugriffs andererseits zu beurteilen.” [BVerfGE NJW 2009, 2437]참조,
김성룡(주 399), 136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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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405) 이러한 참여는 결과적으로 방어와 전략 수립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다수의 변호인들이 강력하

게 주장하는 권리이다.406)

2) 미국

미국에서는 수색을 이해함에 있어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

색절차를 저장매체 자체를 찾기 위해 수색하는 1단계 수색과 압

수된 저장매체에서 관련 정보를 탐색하는 2단계 수색으로 파악

하는 2단계 수색론(two-stage search)이 실무와 다수설의 견해

이다.407)

이 때 후자의 2단계 수색에 대한 피의자․피고인 등의 참여권

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408)

3) 일본

일본에서는 옴 진리교 신자가 집단생활시설에서 사용하는 자

동차의 본거지를 속여 자동차 등록파일에 부실 기록하게 한 후

비치하게 했다는 전자적 공정증서 원본불실기록 혐의와 관련하

여, 집단생활시설에서 PC 1대, 플로피 디스크 108개를 압수한 사

404) 김성룡(주 399), 136면.
405) 김성룡(주 399), 136면.
406) Tido Park,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3 Aufl. 2015. pp.255-256 참
조, 김성룡(주 399), 136면에서 재인용.

407) Samanta Trepel, “Digital Searches, General Warrants, and the Case for the
Courts”, 10 YALE J. L. & TECH. p.120, p.139 (2007); Thomas K. Clancy,
“The Fourth Amendment Aspects of Computer Searches and Seizures”, 75
MISS. L. J. p.193, pp.278-282 (2005); Orin S. Kerr, “Search Warrants in an
Era of Digital Evidence” 75 MISS. L. J. p.85, p.85 (2005); “Unlike warrants
seeking readily identifiable evidence such as narcotics or firearms, an onsite
search of a computer for the evidence sought by a warrant is not practical or
even possible in some instances.” [United States v. Metter, 860 F. Supp. 2d
205, 213 (E.D.N.Y. 2012)], “Because of the technical difficulties of conducting a
computer search in a suspect's home, the seizure of the computers, including
their content, was reasonable in these cases to allow police to locate the
offending files.” [Guest v. Leis, 255 F.3d 325, 335 (6th Cir. 2001)]; 이완규, ”디
지털 증거 압수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건 증거 압수
방법“, 100-101면.

408) 김성룡(주 399), 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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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가 있었다.409) 그러나 수사관은 압수 당시 플로피 디스크 내

정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 플로피 디스크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410) 이에 피처분자는 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준항고, 특별항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개연

성설과 필요처분설이 대립하였다.411)

개연성설은 압수물의 ‘관련성’은 사후적․객관적으로, 혹은 확

실히 인정될 필요는 없고 피의사실에 관련된 개연성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이해하는 것으로, 일정한 경우 전자적 기록매체 등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압수하는 것을 용인하는 견해이다.412) 이

견해에 따르면 매체를 압수했을 때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되고

이후 매체를 분석하여 증거가 되는 정보를 탐색․선별하는 과정

은 임의수사로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해당한다.413)

반면 필요처분설은 현장에서 플로피 디스크 등을 압수하는 조

치는 그 내용확인을 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이는 ‘압수’는 아니고

‘수색에 필요한 처분’으로 이해해야 하며,414) 따라서 물건을 외부

에 반출하더라도 이것은 관련성 없는 물건이 선별 배제된 후 반

환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점유취득은 일시적‧잠정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압수’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415) 이

견해에 따르면 이후 매체를 분석하여 증거가 되는 정보를 추출

하였을 때 압수․수색이 종료한다고 본다.416)

409) 最決平成 10⋅5⋅1 刑集 52卷 4号; 이흔재, “휴대전화 압수·수색관련 문제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38면.

410) 最決平成 10⋅5⋅1 刑集 52卷 4号
411) 이흔재, “휴대전화 압수·수색관련 문제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38면.
412) 中園江里人, “電磁的記録媒体の差押え”, 法科大学院論集　第14号(2018), p.72.;
右山宏樹, “捜査段階における差押えの関連性について”, 東京大学法科大学院ロ-レ
ビュ-, Vol.9 (2014.10), p.123. pp.124-131.; 이흔재, “휴대전화 압수·수색관련 문제
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38면.

413) 이흔재, “휴대전화 압수·수색관련 문제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39면.
414) 右山宏樹(注 412). p.123.; 이흔재, “휴대전화 압수·수색관련 문제점에 대한 비교
법적 고찰”, 139면.

415) 右山宏樹(注 412), p.123.; 이흔재, “휴대전화 압수·수색관련 문제점에 대한 비교
법적 고찰”, 139면.

416) 이흔재, “휴대전화 압수·수색관련 문제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39-1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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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성설 입장에서는 필요처분설에 대하여 압수의 개념에 반

할 뿐만 아니라, 일괄압수를 필요한 처분이라고 한다면 압수와

관련된 증거물에 대하여 압수품 목록 교부를 할 수 없고, 추후

압수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압수될 때까지 불복신청의 기회

가 없게 되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417).

최고재판소는 “영장에 의해 압수하려고 하는 PC, 플로피 디스

크 등 안에 피의사실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고 있는 개연성이 인

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정보가 실제로 기록되고 있는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기에는 기록된 정보가 파괴되는 위험이 있을 

경우,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위 PC, 플로피 디스크 등을 압수하

는 것이 허락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418)고 한바, 개연성설의

입장에 서 있다고 해석된다.419)

마. 검토

살피건대 설령 압수물이 정보가 아닌 매체라 할지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태대로 최종 결과물이 산출되지 않는 한 압수는 종

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상 압수 방법

대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출력하거나 복제하기 위하여 탐색․선

별하는 과정은 아직 압수․수색 진행 중의 과정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압수물 확인행위설에서는 현장 외 압수를 압수과정으로 볼 경우

동일영장에 의한 재집행을 허용하게 되는 결과가 야기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현장 외 압수를 영장 집행 과정으로 본다는 것

이, 해당 영장을 활용한 압수의 재착수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417) 하라라기 토키오 저, 조균석 역, 일본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180-181면.
418) “令状により差し押さえようとするパソコン、フロッピーディスク等の中に被疑事
実に関する情報が記録されている蓋然性が認められる場合において、そのような情
報が実際に記録されているかをその場で確認していたのでは記録された情報を損壊
される危険があるときは、内容を確認することなしに右パソコン、フロッピーディ
スク等を差し押さえることが許されるものと解される。‘ [最決平成 10⋅5⋅1 刑集
52卷 4号]

419) 이흔재, “휴대전화 압수·수색관련 문제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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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2단계 수색론을 원용하여 설명해보자면, 1단계 수색을 마친

결과물에 대해 2단계 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시 1단

계 수색을 새롭게 착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살펴보아

도 현장에서 영장 집행에 착수하면 발부된 영장 표지에 집행일시

및 집행자 명을 적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이 기재된

이상 해당 영장은 이미 집행된 영장이라는 것이 확연하여 재차 영

장 제시를 하며 집행 재착수를 하고자 하여도 피압수자가 강력히

반발할 것이므로 영장 재집행의 결과는 실질적으로 야기될 가능성

이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압수․수색이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면 영장에 기재된 압

수․수색 장소를 벗어나게 되어 특정성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 역

시도 영장 특정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다. 법 제114조

가 영장에 수색할 장소를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일반영장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420) 그렇다면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대한 수색을 통해 디지털 증거가 저장된 매체가 특

정된 이상 영장에 기재된 장소는 제 역할을 다 한 것이고, 이후에

는 압수할 물건의 특정성만이 문제될 뿐 장소는 더 이상 특정성의

차원에서는 문제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압수 영장의 유효기간도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

는 것일 뿐이므로,421) 해당 기간 안에 착수가 이루어지면 충분하고

집행 종료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따라서 집행 과정으로 볼 경

우 집행 유효기간이 무의미해진다는 비판 역시도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압수․수색 기한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는 비판은 경

청할만하다. 그러나 사건마다 문제가 되는 매체의 양 내지 종류가

다른 만큼 일괄적으로 탐색․선별 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

다.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처리 기한이 늘어나면 그만큼 피수

사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일정 기한이 지나면 주기적으로

수사진행상황 보고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신속 처리를 간접적으로

420) 부산고등법원 1992. 10. 15.자 92초109 결정.
421) 대법원 1999. 12. 1.자 99모16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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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하고 있는데, 디지털 증거의 탐색․선별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진다.

그 외에도 압수물 확인행위설에서는 압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경우 압수목록 교부시점이 모호해진다는 비판을 제기하는데, 압

수목록 교부시점은 압수가 종료된 시점, 즉 혐의 관련 디지털 증거

가 최종 선별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그 경우 매체가 반

출되었음에도 그에 대한 목록 교부가 없어 피압수자에 대한 보호

가 미흡해질 수 있는데,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매체를 반출할 경우

에는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그와 같은 문제를 보완

하고 있다.422)

다음으로 검증설과 관련해서는 정보검색과정을 수색이 아닌 검

증으로 이해하는 외에 소송법적 실익이 없이 별도의 영장 발부를

요구하는바, 사법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423) 더군다나 탐색․선

별 과정은 단순히 오관으로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어서 순수

하게 검증으로 파악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검증설은 타당치 않다.

결과적으로 수색설이 타당한데, 다만 수색이라고 보기보다는 압

수․수색 과정이라고 봄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별

과정은 수색보다도 압수를 위한 행위에 가까워 보이기 때문이다.

3. 참여권의 적용

가. 학설

참여권을 부정하는 측에서는 디지털 증거는 방어권 보장의 측면

에서뿐만 아니라 압수대상물 파악의 점에 있어서도 유체물 압수보

다 오히려 유리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424) 이유인즉 유체

물 압수의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취득하면 피압수자의 입장에

422)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6조;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8조, 제29조.

423) 박성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 정보검색의 성격과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의 의미-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형사정책 제
28권 제2호(2016.8), 208면.

424) 이순옥,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판례 연구", 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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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그 물건의 점유를 박탈당하므로,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이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425) 하지만 디지털

증거의 경우는 매체가 반출되더라도 이미징한 이후 원본은 곧바로

피압수자에게 반환되므로, 피압수자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압수

한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426)

또한 탐색․선별 과정에 피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될지라도 법

원에서 기대하는 별건 압수․수색이나 포괄적 압수․수색 차단의

효과가 없어 참여권 보장이 실익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427) 수사관

이 유관 정보를 정밀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혼재되어 있

는 무관 정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는 유관 정보 탐색․선별 과

정에서 수반되는 부득이한 결과이므로 피의자 등이 탐색 과정을

감시한다 할지라도 제지할 수 없고,428) 또한 참여인이 수사기관 사

무실에 출두하여 한 순간도 빠짐없이 수사 담당자의 활동을 감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물리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참여권이

보장되더라도 충분히 별건 범죄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

는 것이다.429)

위의 입장에서는 압수한 복제본이 탐색 과정 이후에도 증거물

또는 몰수물 등의 형태로 남아있는 한 수사기관이 그로부터 무관

정보를 탐색. 추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한

다.430) 따라서 수사기관의 무관 정보 취득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실

질적인 대안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지, 참

여권의 보장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431)

마찬가지 취지로 정보 선별 과정에서 물리적인 당사자의 참여는

실질적으로 사생활의 침해를 막기 위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될

425) 이순옥,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판례 연구", 135-136면.
426) 이순옥,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판례 연구", 136면.
427) 박건욱(주 221), 204-207면.
428) 박건욱(주 221), 204-205면.
429) 박건욱(주 221), 206면.
430) 박건욱(주 221), 206면.
431) 박건욱(주 221), 210-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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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고, 사생활 침해 가능성은 관련 증거 추출 과정에서의 기술적

조치들을 통하여 통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432)

다른 측면으로는 탐색․선별 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하면 참여자

의 절차상 효율성과 용이성을 위해 가능한 단기간에 선별을 마치

고자 하게 되는데, 그 경우 그만큼 관련성 확인이 더 대략적으로

훑어보는 정도에 그치게 되어 부득이 무관 정보가 포함될 확률도

높아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433) 따라서 참여권 보장은 복제본 생

성 시에만 허용하고 대신 최종 압수된 파일의 목록을 교부하는 것

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434)

참여권을 부정하는 측에서 무엇보다 가장 크게 손꼽는 문제점은

수사 밀행성의 훼손이다.435) 당사자 등이 탐색․선별 과정 중 수사

관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수사 상황을 알 수 있게 되고,436) 그로써

수사를 방해하거나 다른 증거물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도

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437)

반면 참여권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피압수자의 참여가 형식적

인가 하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438) 피압수자의 참여는 정보

탐색의 무제한성에 대한 통제 이외에도 공정한 재판실현을 위한

절차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439)

게다가 방대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한 수사기관으로서는 정보 탐

색 중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범죄정보를 인지할 가능성이 상존하

고 있어 수사기관 단독으로 비례원칙의 준수가 담보되기 쉽지 않

432) 김슬기, “미국에서의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5
권 제4호(2015.12), 158면, 161면.

433)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
건 증거 압수 방법”, 129면.

434)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
건 증거 압수 방법”, 129면.

435) 방경휘(주 126), 401-402면.
436) 박건욱(주 221), 213-214면.
437) 조광훈,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쟁점과 개정안 검토”, 222면.;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성 개념의 해석", 147면.

438) 박성민(주 423), 220면.
439) 박성민(주 423), 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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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40) 반면 피의자로서는 이미 관련 증거가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어 조작이 불가능하고 향후 예상치 못한 별건 수사에 놓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균형의 추는 심히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다.441) 따

라서 피의자의 법적안정성을 위해 참여권 보장을 통한 최소한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442)

나. 판례

판례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의 임의적인 복제를 방지하기 위

해 탐색․선별 과정의 참여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한다.443)

다. 검토

피압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고려해보면 압수 과정에 참여

하여 압수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

이 중요하므로 압수 종료 후 원본이 반환된다는 것이 참여권을 배

제할 근거가 되지는 못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측면에서도 압수목록

을 교부받지 못하는 피의자로서는 참여하여야 어떠한 정보들이 압

수되었는지 알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이다.

또한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유관정보 탐색 과정에서 부득이 무

관정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참여 실익이 없

다고 하는데, 우연한 무관정보의 탐색은 막을 수 없을지라도 고의

적 무관정보의 탐색은 방지할 수 있고, 또한 무관정보의 선별도 방

지할 수 있으므로 유관정보 압수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탐색·

선별 과정에의 참여는 의미가 있다.

물론 이미지 파일이 수사기관에 남아있는 한 무관정보 보유·활

용을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지극히 타당하나, 참여권

자체가 압수 집행 중 유관정보 압수와 관련된 문제이지 압수 종료

440) 황성민, “스마트폰에 대한 긴급압수·수색의 효력 범위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제44권 제3호(2020.9), 80면.

441) 위의 논문, 80-81면.
442) 황성민(주 440), 81면.
443)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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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무관정보 통제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므로 참여권을 배제하는

근거로서는 부적절하다.

한편 현장 외 탐색·선별에 참여권을 보장하면 선별을 단기간에

마치고자 하게 되며 그 결과 무관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아

진다는 견해의 경우, 위의 문제점은 현장에서의 탐색·선별 과정 참

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견해에서는 압

수 현장에서의 참여권을 보인하지는 않고 현장 외 압수과정에서의

참여권을 부인할 따름이다.444) 그렇지만 오히려 피의자 등의 법익

침해 우려는 현장 외 압수과정에서 더 커진다.445) 그렇다면 부인하

는 견해에 따를 경우 피의자 등의 법익 침해 우려가 큰 경우 오히

려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법익 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446)

그리고 참여권 보장으로 인해 수사보안이 훼손된다는 점은, 디지

털 증거의 탐색․선별 과정에 있어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닌 수사

단계에서의 참여권 제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 있어서까지 당사자

참여권 규정을 준용한 것이 입법자의 결단인만큼 수사보안을 이유

로 참여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참여권 보장 필요성을 부인하는 측에서는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할 경우 피의자 등의 고의적인 참여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한 수사의 신속성 저하, 수사 효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다고 하는데,447) 이러한 부작용들은 참여권 보장의 한계로 검토하

면 충분할 문제이다.448)

탐색․선별 단계는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전자

정보를 찾아내고 증거화시키는 과정으로 압수 실무에 있어 핵심단

444)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
건 증거 압수 방법”, 121면.

445) 서태경(주 157), 184면.
446) 서태경(주 157), 184면.
447) 박건욱(주 221), 211-214면.
448) 서태경(주 157), 1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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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해당하며,449) 참여권의 의의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방어권,

유관정보 압수 보장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설령 수사 진행

및 기타 공익에 어느 정도 제한이 가해지더라도 그러한 점이 예상

됨에도 불구하고 참여권을 준용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 경우

에는 참여권이 한 발 물러나 양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여권의

취지를 관철하는 것이 전체 법해석과 조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생

각한다.

4. 적용 범위

가. 문제의 제기

탐색·선별에 참여권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단계까지를 압

수 집행 중의 탐색·선별로 보고 참여권을 보장할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즉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

는 파일을 대략적으로 분류하는 단계까지로 볼 것인지, 분류된 개

별적인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까지로 볼 것인지의 문제이다.

나. 학설

대강의 탐색·선별까지를 참여권이 적용되는 단계로 보는 입장450)

에서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절차적 공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참여권의 내용적 한계를 유관 정보 선별을 위하여 전자정보를 개

괄적으로 탐색하고 분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451)

영업장부 등 유체물은 현장에서 제목이나 내용을 대강 훑어보고

관련성 여부를 선별하여 압수하게 되는데, 디지털 증거의 경우 정

보의 대량성, 비가시성 때문에 현장에서 대략적인 선별조차 하지

449) 조광훈, ”정보저장매체 등을 외부로 반출한 이후의 절차에서 피압수자의 참여
권을 둘러싼 실무상 쟁점과 해석론“, 영남법학 제41집(2015. 12.), 206면.

450) 방경휘(주 126), 396면.;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
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건 증거 압수 방법“, 120-121면, 124면.; 이진국(주 382),
336-337면.; 김범식(주 11), 72-73면.; 안정섭‧최건호,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일
련의 압수처분에서 참여권 보장 범위 및 준항고에서 취소의 대상 검토-대법원
2015.7.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법학평론 제7권(2017. 5.), 307면.

451) 안정섭‧최건호, 위의 논문, 307면.



- 167 -

못하고 원본 또는 복제본을 반출하여 사무실에서 선별하는 경우가

많다.452) 따라서 이 경우 유체물에 있어 현장에서의 대강의 선별절

차에 피의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디지털 증거에 있어서도

대강의 선별 절차에 피의자 등을 참여하게 하라는 것이 법원의 뜻

이라는 것이다.453)

피압수자는 모든 정보를 전달받고 확인하며 압수·수색 절차를

주도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454)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의 개

별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과정에까지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은 마치, 압수된 혈흔을 국과수에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증거 탐

지 및 확보 절차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수사의 신속성 · 밀행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한다.455)

위의 입장이 유체물 증거와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 참여권 보

장범위를 설명한다면, 그와는 달리 영장 집행의 종료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의 압

수․수색 절차는 2단계로 나뉜다고 한다.456)

1단계는 영장 집행 현장에서 유관 정보를 출력물․복제물로 압

수하거나, 예외적인 경우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으로 반출하

는 단계로서, 이 단계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이므로 당사자

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457) 이 때 정보 탐색과정의 참여권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보장되어야 할지는 입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문제이나,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와 실체적 진실발견

의 조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458) 이

452)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
건 증거 압수 방법“, 120면.

453)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
건 증거 압수 방법“, 120면.

454) 안정섭‧최건호(주 450), 307면.
455) 안정섭‧최건호(주 450), 307면.
456) 이세화(주 360), 53-54면.
457) 이세화(주 360),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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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탐색을 ‘1차 탐색’이라고 한다.

2단계는 수집된 출력물․복제물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

탐색을 진행하는 단계이다.459) 위의 견해에서는 ‘증거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본 논문에서 ‘분석’은 사용자가 생성한 내용

과 관련없는 데이터를 다루는 것으로 한정지어 해석하기로 하였으

므로, 증거분석이 아닌 내용 탐색으로 바꾸어 표현하도록 하겠다.

수집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세밀한 내용 탐색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종료 후의 수사처분이므로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다.460)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탐색을 ‘2차 탐색’이라고 한다.

반면 내용 탐색·선별까지가 참여권 적용 범위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피의자 등 참여권 인정 취지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의 내용까지 일일이 피의자 등에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해주

어야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461)

또한 대강의 탐색·선별까지를 적용범위로 보는 입장은 ‘수색되는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서 압수물을 발견할 가능성 또는 개

연성’을 의미하는 수색에서의 관련성 요건과 압수에서의 관련성 요

건을 혼동한 것으로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있다.462) 압수에서 요구

되는 피의사건과의 관련성은 증거가 피의사건과의 관계에서 얼마

나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는가에 대한 판단이므로, 내용에 대한

상세 검색을 해야지만 알 수 있다는 것이다.463) 그러나 이 견해에

서는 압수는 상세검색 이후 종료된 것으로 보면서도464) 상세 검색

에 참여권을 보장할 경우 피압수자 및 수사 기관 모두에게 고된

일이기만 할 것이라는 이유로 참여권은 키워드, 확장자 검색을 통

한 대략적 선별 과정까지만 보장하면 될 것이라고 하여 논리상 모

458) 이세화(주 360), 53-54면.
459) 이세화(주 360), 54면.
460) 이세화(주 360), 54면.
461) 서태경(주 157), 183-184면.
462) 박경규(주 382), 309면.
463) 박경규(주 382), 309면.
464) 박경규(주 382), 3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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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을 지니고 있다.465)

다. 판례

판례는 대강의 탐색·선별까지를 참여권이 적용되는 범위로 보는

듯하다. 즉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선별한 자료들을

논리 이미징하여 압수하였다면 그것으로 압수는 종료되었고, 이후

해당 이미지 파일을 탐색하는 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는 없

다고 하고 있다.466)

라. 검토

실무상 키워드, 확장자 검색을 할 경우 아무리 혐의와 관련한 범

위로 제한한다 할지라도 무관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게 검색 키워드 또는 확장자의 범위를

넓힐 위험성도 있다.

그런데도 탐색 및 선별로 압수․수색이 종료된다고 본다면 그

결과로 선별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무관 정보를 수사기

관이 보관·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특히 민감한 사건에서의

전자정보는 추후 별건 수사 단서로 활용하고픈 유혹이 클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남용의 우려가 상존한다. 따라서 참여권 보장의

범위를 내용 탐색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의 취지 자체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권이 정보의 내용까지 세세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권리라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디지털 증거에 있어서의 ‘관련성’ 판단도 결국 유체물 증거에 있

어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인데 유체물 증거에 있어서도 일률적

으로 피의자 등에게 내용까지 일일이 보여주거나 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회계 자료가 필요하다면 파일철 중

회계 관련 파일철을 찾아 작성 연도만을 확인하여 혐의 관련 연도

의 것을 압수하는 식이지 그 안의 회계 관련 자료의 내용을 살펴

465) 박경규(주 382), 312-313면.
466)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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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거나 참여인에게 확인시키지는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선별한 압수물에 설령 사건과 관련이 없는 문서

가 일부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이 압수․수색 자체가 법 제106조,

제215조에 어긋나는 위법한 압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467)

수사 효율성과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 탐색의 개념은 목적론적으

로 적절히 제한될 필요가 있다.468) 압수 과정에서 탐색․선별은 무

엇을 압수할 것인가를 정하기 위한 절차이지 압수된 것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밀히 확인하는 절차는 아니라 할 것이다.469) 따라서

내용 탐색을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다만 문제는 탐색․선별의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사실상

관련성 판단이 누락된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야기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엑셀로 작성되는 회사의 회계자료를 압수하

기 위해 확장자가 ‘.xls’, ‘.xlsx’인 모든 파일을 압수한다고 할 경우

이는 사실상 탐색․선별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엑셀

형식의 자료에는 사원 명단, 시설 목록 등 회계 자료와는 관련없는

무수한 다른 자료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장자만

으로 검색할 것이 아니라 ‘00년도 회계’로 키워드 검색을 추가하는

등으로 관련 자료를 선별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하급심 판결 중에서도 “데이터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영장에 기재된 사용자 아이디와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자정보의 

양이 방대할 뿐 아니라 그 발췌 기준 및 방법의 포괄성으로 인하

여 영장 범죄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수의 전자정보가 포함

된 것이어서 '복제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외

장하드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

우에도 피의자나 피압수·수색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467) 이흔재,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쟁점별 해석과 통제방안 -개정 형
사소송법을 중심으로-", 133면.

468) 이진국(주 382), 336면.
469)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
건 증거 압수 방법", 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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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470)이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즉 탐색․선별의 범위가 지나

치게 포괄적인 경우에는 아직 압수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후 단계에까지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사건마다의 성격이 달라 탐색․선별의 기준을 일률적․사

전적으로 규율할 수는 없는바, 개개 사건별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러한 측면에서 탐색․선별 판단의 적정

성을 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탐색․선별 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하

는 것이 더욱 의미있다 하겠다.

Ⅳ. 무관 정보의 삭제·폐기 단계

1. 무관정보의 통제 필요성

무관 정보의 삭제 자체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471) 디지털 증거의

수집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결성의 확보인데, 이미지 파

일에서 무관한 정보를 삭제하면 해시값이 달라져서 그 파일이 최초

에 압수되었던 상태 그대로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472) 따라서

향후의 증거 사용을 위해서는 최초에 해시값이 부여된 이미지 파일

이 수사기관의 수중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473)

그러나 종근당 결정474)에서 대법관 권순일은 반대의견을 통해

“검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미징 복제본은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전

자정보 중에서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탐색하고 이

를 출력 또는 복제하는 과정이 모두 종료됨으로써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 즉 압수·수색이 전체로서 종료된 때에는 삭제·폐기되

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밝힌 바 있다.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

창석의 보충의견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복제·저장된 이미징 파

470)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6노333 판결
471)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
건 증거 압수 방법“, 117면.

472)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
건 증거 압수 방법“, 117면.

473)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
건 증거 압수 방법“, 117면.

474)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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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남아있는 한 수사기관은 적법절차에 따라 행하여지는 압수·수

색과는 별도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한편 미국에서도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이미징에 의한 복제본을

증거수집 작업이 끝난 후 계속 보관하다가, 2년 반이 지나 다른 사

건에 관하여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사례가 있었다(소위

‘Ganias 사건’). 이에 대해 제2연방항소법원은 이러한 복제본 보관행

위는 별개의 압수에 해당하는데 이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성이 없어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475)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Ganias 컴퓨터 기록의 복제본476)을 2년 반 동안 보유함으로

써 그 기간동안 피의자의 위 파일들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박탈하

였으며, 이로써 정부는 영장 범위를 넘어서 피의자의 개인 정보를 

무한정 소유하게 되었다477)....이는 Ganias의 소유권에 대한 상당한 간

섭으로 수정헌법 제4조에 있어서의 압수에 해당한다”478)는 것이 위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수사실무상의 필요로 인해 이미지 파일(복제

본)을 만드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며,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 파일은

정부의 소유물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지 파일을 만드는 것까지는 영장 집행 과정에

서 정당화될 수 있지만, 그것을 압수할 수 있는 별도 영장이 있지

475) U.S. v. Ganias, 755 F.3d 125 (2nd Cir. 2014). 다만, 위 판결에 대해서는 U.S.
v. Ganias, 791 F.3d 290 (2nd Cir. 2015)으로 전원합의체 재심리가 개시되었다;

476) 원문에서는 ‘copies’라고 표현하였지만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이미지 파일에 대
해 영장을 신청한 사건인바 복제본으로 번역한다.

477) “The Government's retention of copies of Ganias's personal computer
records for two-and-a half years deprived him of exclusive control over those
files for an unreasonable amount of time. This combination of circumstances
enabled the Government to possess indefinitely personal records of Ganias
that were beyond the scope of the warrant while it looked for other evidence
to give it probable cause to search the files.”

478) “This was a meaningful interference with Ganias's possessory rights in
those files and constituted a seizure within the meaning of the Fourth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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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한 혐의 무관 서류 등을 무한정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에 대해서는 이후 전원합의체 재심리가 개시되었

다.479) 그리고 해당 판결에서는 수사기관이 새롭게 발부된 영장을 선

의로 믿고 그에 따라 압수를 진행하였기에 기존 이미지 파일의 보유

가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며 판단을 회피하였다.

생각건대 압수 종료 후 이미지 파일을 포함한 무관 정보를 수사기

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영장에 의해 압수 권한이 주어진 범위를

벗어나 정당한 권원 없는 압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위법하다.

동시에 수사기관에 의한 오남용의 위험이 있어 위험하기도 하다. 다

만 향후 재판과정에서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보장을 위해 이미지

파일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러한 예

외적인 필요성을 위해 이미지 파일 보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

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별도 영장을 신청하게

하거나 또는 이미지 파일의 접근에 대한 철저한 기술적 통제를 하는

등 적절한 통제 및 감시가 필요함은 자명하다.

2. 참여권의 적용

무관정보를 통제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나, 그 통제 및 감시 수단

으로서 참여권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무관 정보는 압수가

종료된 이후에야 판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참여권 적용 범위에서 아

예 벗어나기 때문이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참여권이 영장집행의 공정성․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새겨볼 때, 영장주의의 적용범위와 참여권의

보장범위는 일치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영장주의를 연혁적으로 살

펴보았을 때 그 기원이 되는 영국과 미국에서 영장주의는 무엇보다

도 일반영장의 남용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데 그 도입목적이 있었

다.480) 연혁적으로 영장주의의 핵심이 일반영장 금지라면, 당사자의

479) 824 F.3d 199 (2d Cir. 2016)
480) 김종현(주 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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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행해질지도 모를 유·무관 정보의 무차별

적인 압수를 현장에서 감시하고, 이를 강행할 경우 법 제417조에 따

른 준항고 등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481) 따

라서 수사기관 내에서 당사자의 참여 하에 정보저장매체 내의 정보

들 중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고 압수될 대상을 당사자가 확인하였다

면 영장주의의 목적은 달성된다.482) 즉 영장이 발부된 유관 정보에

한해서만 압수가 이루어지고 무관 정보는 압수대상에서 배제되었음

을 확인한 것으로 영장의 집행은 완료하는 것이고, 이후 압수대상에

서 배제된 정보 내지 물건 등이 삭제․폐기․반환되는지 여부는 더

이상 영장주의의 적용 대상은 아닌 것이다. 이는 압수물의 환부, 가

환부로 규율되어야 할 문제이며, 수사기관이 계속적으로 무관 정보

의 점유를 계속하고 있을 경우에는 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로 다

투어야 할 것이다.

영장 별지에서도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

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이라고만 이야기하고 무관 정보 삭

제 시에는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제 3 절 소결

압수·수색 과정 중 복제본 생성 및 탐색․선별 단계는 피의자의 방어

권 및 피압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유관정보의 압수 보장과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단계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발견 등의

공익이 다소 제한된다 할지라도 참여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나 분석 단계는 파일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참여

권 의의와의 연계성이 거의 없는 반면, 그로 인한 분석 기법․기술 유출

의 우려는 매우 크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참여권이 보장되는 ‘압수․수색

481) 김혜경(주 29), 42면.
482) 김혜경(주 29),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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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과정’이란 ‘파일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 과정’이라고 해석하고,

파일 내용과는 무관한 분석 단계에는 참여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

는 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의 요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해석인 것으

로 생각된다.

한편 무관 정보 삭제는 참여권의 해석과 관련지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예 별도의 논의라고 보아야 하는데, 참여권은 압수 집행 중에만 인정

되므로, 집행 완료 후의 무관정보 삭제는 애초에 참여권의 적용 범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관정보 삭제의 확행은 참여권이 아닌 별개의

기술적․절차적 수단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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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수사실무상 참여권의 보장

제 1 절 참여권 관련 영장 별지의 검토

이상에 있어 법상 규정된 참여권의 종류와 각각의 의미, 준용 범위와

법해석상 타당한 적용 범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사실상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실무에 있어 참여권은 법 규정보다는 영장별지에 의해 규율

되어 온 측면이 강하며,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참여권을 이해하는 데 있

어 영장 별지의 검토는 필수적이다.

법원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통상적으로

영장 표지의 [일부기각 및 기각의 취지]란 중 ‘□ 압수대상 및 방법제한’

에 ‘√’ 표시를 한 후 영장 뒤쪽에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이라는 제

목의 영장별지를 첨부한다. 이 별지에는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일부기각 및

기각의 취지

□ 장소   □ 신체   □ 물건   □ 압수대상 및 방법제한

□ 기타 (                                           )  

실무상 발부된 영장 양식 중 일부기각 부분

영장 별지를 어느 판사가 언제부터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483) 2007년 영장 실무서에는 전산정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라는 별도의 장이 마련되었지만 별지 사용례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

며484), 다만 영장 실무상 2008년부터 법원에서 ‘압수방법의 제한’이라는

별지를 첨부하여 영장을 발부하였다는 연구가 있다.485) 2009년 이른바

전교조 재항고 사건의 원심 결정문486)을 보면 영장에서의 압수 방법의

제한이나 압수 대상의 제한과 관련된 일부 인용 부분이 나와 있다. 그

483) 오현석(주 343), 17-18면.
484) 오현석(주 343), 17면.
485) 전현욱 외 공저, 사이버범죄 수사 효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경
제·인문사회연구회, (2015.12), 86면.

486) 대법원 2011.5.26.자 2009모1190 결정의 원심 재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11.자 2009보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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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압수의 방법을 보면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는 피압수자 또

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의 확인을 받아 수사기관이 휴대

한 저장장치에 하드카피·이미징하거나, 문서로 출력할 수 있는 경우 그 

출력물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압수함”이라고 하여 참여인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으나, ‘참여권’의 언급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다가 2011.3. 영장실무법관연수 자료에 일부 수정된 새로운 별지라

고 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참여권이 명시된 별지 사례가 소개되었다.487)

중앙행정부처의 감찰부서, 대기업의 핵심 개발부서 등과 같이 저장매체

에 중요한 비밀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면 심각한 법익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서, 대상자의 참

여 하에 그 소재 장소에서 먼저 수색․검증한 후 혐의 관련 자료만을 출

력 또는 복사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도록 제한한 사례가 있다면서 새로운

별지를 소개한 것이다.488)

3. 수색·검증, 압수를 할 때는 피의자나 변호인, 전자정보 저장장치의 소유

자, 소지자 또는 간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121조 내지 제123조에 따라 참여

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들은 별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2011.8.1.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는데489), 이에 따르면 참

여에 관한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다.

487) 오현석(주 343), 20-21면.
488) 영장실무연구회, 압수․수색영장 처리실무 (2011.3), 20면 참조, 오현석(주 343),
20면에서 재인용.

489) 오현석(주 343), 22면.

2.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나. 전자정보의 압수

  (2) 저장매체의 하드카피∙이미징(이하 ‘복제’라 한다)이 허용되는 경우

   (나) 저장매체의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

    1) 위 (가)항의 경우 중 집행현장에서의 저장매체의 복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에 한하여, 피압수자 등의 참여 하에 저장매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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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5.7.16. 디지털 증거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판례라고 할 종

근당 결정이 있은 이후 해당 결정의 취지가 더욱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

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래 표490)와 같이 기존의 실

무를 개선하였다.491)

내용 이전 실무 개선된 실무

일반론

압수대상 및 방법을 제한

하는 내용의 별지를 영장 

뒷면에 첨부

압수대상 및 방법을 제한하는 주

요 내용을 영장 본문에 명시하고, 

별지로 첨부하도록 개선함

참여권

보장

영장

본문
언급 없음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저장매체 

또는 그 복제본의 탐색.출력.복제 

포함)에 걸쳐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될 것”

영장

별지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자 등의 참

여권 보장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이 필요한 

압수․수색 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복제본의 

획득,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

한 탐색∙복제∙출력 과정 포함)에 

걸쳐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될 

것”

개선된 실무에서 참여권 보장 등의 주요 내용을 영장 본문에 기재하도

록 하였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영장 본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발부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영장 전담 판사에 따라서는 “‘계속 압수

490) 손지영‧김주석, 압수․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6. 7.), 211면.

491) 위의 책, 211면.

본을 봉인하여 저장매체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음

    2) 위 1)항의 방법으로 반출한 원본은 피압수자 등의 참여 하에 개봉하

여 복제한 후 지체없이 반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반출

일로부터 10일을 도과하여서는 아니됨.

  (3) 전자정보 압수시 주의사항

   (다)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

야 하며,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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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물건’ 관련 일부 기각”이라는 제목 아래 영장 본문에 참여권을 포함

한 주요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는 물론, “전체 과정에 있어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도장을 따로 파서 본문에

날인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특히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할 경우 제3자로부터 압수하는

경우라도 영장 본문에 직접 자필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할 것”이라

고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 압수․수색 빈도가 빈번한 휴대전화의 경우 따로 아래와 같은

휴대전화 전용 영장 별지를 첨부하기도 한다.

압수방법의 제한(휴대전화)

1. 압수대상은 피의사실 관련 정보파일에 한하고, 피의사실과 무관한 사진, 

개인문서 기타 개인자료 및 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은 허용하지 아니함.

2. 압수방법은 먼저 피의자 기타 휴대전화의 소지자 등의 참여 하에 휴대전

화 내의 피의사실에 관련된 파일을 확인, 복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

3. 정보파일을 복사하는 방법에 의한 압수가 불가능하거나, 피의자 기타 소

지자의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정보파일의 형상, 재질 등에 증거

가치가 있어 휴대전화 자체의 압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휴대전화 자

체를 압수할 수 있음

4.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완료 후 지체없이 압수대상 전자정보의 상

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함.

5.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더라도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즉시 피압

수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끝.

그러나 조금씩의 형태 변주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발부되는 영장 별

지의 형태나 내용은 대동소이하며 십중팔구는 표준 영장별지 양식(다음

면에 첨부)을 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실제 참

여권 보장 실무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는바, 아래에서는 경․검의 참여

권 보장 실무가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되었고 어떤 점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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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1. 문서에 대한 압수

  가. 해당 문서가 몰수 대상물인 경우, 그 원본을 압수함.
  나. 해당 문서가 증거물인 경우, 피압수자 또는 참여인1)(이하 ‘피압수자 등’이라 한다)의 확인 아래 사본하는 

방법으로 압수함 (다만, 사본 작성이 불가능하거나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문서의 형상, 재질 등에 
증거가치가 있어 원본의 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을 압수할 수 있음).

  다. 원본을 압수하였더라도 원본의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함.
2.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가. 전자정보의 수색·검증

    수색·검증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압수 없이 수색·검증만 함. 
  나. 전자정보의 압수

    (1) 원칙 :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수색·검증 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범위를 정하여 문서로 출력
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음.

    (2)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 형태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
(가) 저장매체 소재지에서 하드카피·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함)로 반출하는 경우
    -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위 (1)항 기재의 원칙적 압수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2)에 한하여,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
일 전부를 하드카피․이미징하여 그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할 수 있음.

(나) 저장매체의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
   1) 위 (가)항에 따라 집행현장에서 저장매체의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3)에 한

하여, 피압수자 등의 참여 하에 저장매체 원본을 봉인하여 저장매체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반출
할 수 있음.

   2) 위 1)항에 따라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한 때에는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한 가운데 원본을 개
봉하여 복제본을 획득할 수 있고, 그 경우 원본은 지체 없이 반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본 반출일로부터 10일을 도과하여서는 아니됨.

(다) 위 (가), (나)항에 의한 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에 대하여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출력 또는 복제하여야 하고, 전자정보의 복구나 분석을 하는 경우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
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

   (3) 전자정보 압수시 주의사항
(가) 위 (1), (2) 항에 따라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①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하고, ②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
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위 상세목록에 삭제․폐기하였다는 취지
를 명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

(나) 봉인 및 개봉은 물리적인 방법 또는 수사기관과 피압수자 등 쌍방이 암호를 설정하는 방법 등에 의
할 수 있고, 복제본을 획득하거나 개별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 함수값의 확인이나 압수·수색
과정의 촬영 등 원본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여야 함. 

(다)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복제본의 획득,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 포함)에 걸
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함.

-------------------------------------
1) 피압수자 - 피의자나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  참여인 -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
2) ① 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② 혐의사실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

폐기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③ 출력·복제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

3) ① 집행현장에서의 하드카피·이미징이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② 하드카피·이미징에 의한 집
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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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경찰에서의 참여권 보장

Ⅰ.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003

호, 2021.1.22., 타법 개정)

경찰에서는 경찰청 훈령에서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세

부적인 사항을 규율한다.

이 훈령은 2015. 5. 22. 제정된 뒤 2020. 7. 23. 전부 개정을 거쳤으

며, 이후 세부적인 내용의 일부 개정을 통해 오늘날의 형태에 이르렀

다. 특히 2020년 전부 개정 당시 특히 참여와 관련하여 피압수자 등의

참여 보장에 관한 일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보장을 위한 통지 및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종

합하여 압수·수색·검증시 참여인과 참여 범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였

다.492)

또한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 또는 복제본을 반출하여 현장 외 압수를

진행하는 경우 피압수자 등에 대한 참여 일정 통지 및 협의 방식, 미

참여 시의 보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참여인에게 현장

외 압수․수색 과정을 설명하고 설명한 사실을 기록 편철하게 함으로

써 참여권 고지 절차를 확립하였다는 특징이 있다.493)

이하에서는 해당 훈령 중 특히 참여권에 관한 부분만을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참여 보장에 관한 일반 규정

제 13조(압수·수색·검증 시 참여 보장) 제1항 전단에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피의자 또는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후단에서는 압수·수색·검증 장

소가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1항, 제2항에 정한 장소인 경우 형사소

492)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2020.7.23. 경찰청 훈령 제996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정·개정 이유 참조

493)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2020.7.23. 경찰청 훈령 제996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정·개정 이유 참조



- 182 -

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의 참여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영장별지에서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표

현한 것을 풀어 쓴 부분인데, 참여권 보장대상을 전단과 후단으로

나누어, 영장별지에서 표현하는 ‘피압수자(피의자 또는 변호인, 소유

자, 소지자)’와 ‘참여인(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 간의 참

여권 보장 관계를 명확히 한 특징이 있다.

2. 참여인 및 참여 범위의 고려

참여권자들의 원칙적 참여권을 명시하면서도(제13조 제1항), 다만

실제 참여에 있어서는 ‘참여인과 압수정보와의 관련성, 전자정보의

내용,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참여인 및 참여 범

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3항).

그리고 피압수자 등이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관계인의 개인

정보와 수사비밀 등을 누설하지 않도록 피압수자 등에게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제13조 제5항).

3. 참여권의 고지·설명 및 기록

경찰관이 복제본 또는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권을 고지한 후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 또는 원본 반출 확인

서를 작성하여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제15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전단). 이 경우 피압수자 등의 확인·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제15조 제2항, 제

16조 제2항 후단)

참여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참여 철회 확인서를 작성하고 확

인·서명을 받아야 하며, 확인·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제17조 제6항).

피압수자 등이 현장 외 압수에 참여한 경우에는 현장 외 압수절차

를 설명하고 그 사실을 기록에 편철하거나(제18조 제1항), 현장 외

압수절차 참여인을 위한 안내서를 교부하여 설명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 제2항).

4. 미참여 시의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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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리 집행의 일

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지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

13조 제2항). 이는 복제본 또는 원본을 반출하여 현장 외 압수 절차

를 진행하여야 할 때에 피압수자 등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제17

조 제1항).

통지를 받은 피압수자 등은 현장 외 압수 일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제17조 제3항), 요청을 받은 경찰관은 범죄수사 및 디지털

증거분석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장 외 압수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제17조 제4항 전단). 이 경우 경찰관은 피압수자 등에게 변

경된 일시를 통지하여야 하고,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하지 않

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17조 제4항 후단).

만약 통지한 일시에 피압수자 등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차 일시

를 정하여 통지하는데, 이 때 ⅰ) 피압수자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불명인 경우, ⅱ) 피압수자 등이 도망하였거나 도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ⅲ) 피압수자 등이 증거인멸 또는 수사지연, 수사

방해 등을 목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ⅳ)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참여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제17조 제5항).

피압수자 등의 참여 없이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해시값의 동일성

을 확인하거나 압수·수색·검증과정에 대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등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하여야

한다(제13조 제4항, 제17조 제2항).

Ⅱ. 압수․수색 절차와 각 단계별 참여권의 보장

경찰의 압수 실무는 세 가지 압수 유형별로 나누어 알아보는 것이

실무 절차의 이해를 돕기에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증거의 압수는 첫 번째, 현장에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를 종

료하는 경우와, 두 번째, 현장에서 복제본을 획득하여 외부로 반출한

뒤 혐의 관련 디지털 증거의 탐색 및 압수를 진행하는 경우, 세 번째,

현장에서 원본을 반출한 뒤 혐의 관련 디지털 증거의 탐색 및 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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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 경우, 세 가지로 나뉜다.

사실상 첫 번째의 경우는 피압수자가 존재하고 있는 현장에서 디지

털 증거의 탐색 및 선별 압수가 종료되므로 참여권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 때에는 압수 종료 후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

여 피압수자 등의 확인 서명을 받은 뒤, 전자정보 확인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면 된다(훈령 제14조). 전자정보 확인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은 법 제129조의 압수목록을 디지털 증거에 적합하게 변형한

것으로, 훈령 제14조 제3항에 의해 법 제129조, 수사준칙 제42조 제1항

및 경찰수사규칙 제64조 제2항의 압수목록을 갈음하는 효과가 있

다494). 즉 전자정보 확인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를 통해 압수

목록 교부를 갈음하고 있다.

결국 실무에 있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

이다.

이 중 두 번째, 복제본이 반출되는 경우는 통상 압수 대상물이 컴퓨

터 기기인 경우이다. 모바일 기기의 경우 대상 기기의 제조사·모델·운

영체제 버전에 따라 획득 방법이 달라지므로 데이터 손실 없이 동일

성·무결성을 보존하면서 획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증거분석

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선 경찰서에는 모바일 기기 획득

프로그램 및 장비가 일절 하달되어 있지 않고 증거분석관이 모여 있는

각 지방청 디지털포렌식 부서에만 분석 전용 네트워크 망495)과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현장 복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바일 기기의 경우

현장에서 혐의 관련 전자정보의 선별 압수가 종료되지 않으면, 부득이

원본을 반출할 수밖에 없다496).

494) 훈령에서는 “ 경찰수사규칙 제65조제2항의 압수목록교부서 및 형사소송법 제
129조 압수목록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하나, 새로 개정된 규정들을 참조
하여 저자 수정

495) 경찰은 디지털 증거 획득 및 분석 과정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경찰 내부망과
분리된 별도의 분석 전용 네트워크 망을 운용하고 있으며, 해당 망에서만 모바일
획득·분석 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 비용 및 보안상의 문제로 해당 망
은 경찰청 포렌식센터로부터 각 지방청 디지털포렌식계까지만 설치되어 있으며,
각 경찰서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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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본이 반출될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 부서로 분석이 의뢰되는 경

우도 있고, 또는 담당 수사관이 별도 의뢰 없이 직접 분석 또는 관련

자료 탐색 및 선별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복제본을 획득할 때

이미징 방식497)이 아닌 하드카피 방식498)으로 획득하였거나 또는 수사

관이 EnCase 등 분석 전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면 디지털포렌식

부서에 의뢰 없이도 수사관이 직접 분석을 수행하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포렌식 부서에 의뢰를 맡기는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이 사진, 영상,

메시지 등 분석을 원하는 항목을 정하여 분석 의뢰를 하게 되며, 그에

맞추어 디지털포렌식 부서에서 분석 결과물을 회신하면 수사관 사무실

에서 결과물의 탐색·선별 압수 과정이 진행된다.

다시 말해 디지털포렌식 부서에 의뢰를 하는 경우이든 하지 않는 경

우이든 디지털 증거의 탐색 및 선별 압수는 대개 수사관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피압수자 등의 참여도 수사관 사무실에서 이루

어진다499).

사실 이 부분이 검찰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 경

찰은 디지털포렌식 부서에서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디지털 증거

분석관(이하 ’증거분석관‘이라고 한다)’이라고 표현하지만500), 검찰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라고 표현한다501).

그리고 경찰의 증거분석관은 수사와 연계된 판단 또는 추론은 진행

496)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현장경찰관을 위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매뉴얼
38면.

497) 하드카피와 마찬가지로 복제본을 생성하는 방법이나, 다만 정보저장매체에 저
장된 전자정보 전부를 분석용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분석 전용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파일을 열고 실행할 수 있다.

498) 정보저장매체의 전자정보 전부를 고스란히,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 복제하는 방
식으로, 분석 전용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컴퓨터에 인식시켜 내부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비유컨대 하드카피란 폴더를 복사한 후 폴더 형태 그대로 놔두는 것
이고, 이미징이란 복사한 폴더를 압축하여 압축 해제 전용 프로그램이 없으면 폴
더 내부의 파일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499)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현장경찰관을 위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매뉴얼,
32면.

500)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501)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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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수사관과 분리된 제3자적 입장에서 순수 기술적 의미의 분

석 지원만을 수행한다.502)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탐색․선별 등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 판단, 즉 수사활동이 포함되는 과정은 진행하지 않고

수사관이 전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복원․변환해주고, 원하는 자

료를 객관적 기준에 의해 추출하여 제공할 뿐이며, 그에 대한 탐색 및

선별은 원칙적으로 수사관 사무실에서 담당 수사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① 소위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당시 분석관이 수사관이 의

뢰한 키워드를 신속도를 이유로 축소시킨 것이 법적 쟁점화503)된 이후

수사 과정에 분석관의 판단이 개입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점, ② 증거분석관 1인당 수행해야 하는 분석 건수가 적정 분석 건수

의 2배 이상을 상회하면서 분석관이 탐색․선별에 참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 여력이 되지 않는 점504), ③ 증거 분석의 공정성․객

관성 보장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디지털포렌식

부서의 조직 및 역할을 수사 부서와 독립시키려는 조직 내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통상 탐색․선별 작업까지 수행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505).

502) 단 중요사건 또는 전문적인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석관의 탐색·선
별 지원이 가능하다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현장경찰관을 위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매뉴얼, 32-33면 37-38면].; 탁희성‧이원상, 디지털포렌식 통합모델 구
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84면.

5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고합576 판결 중 ‘6. 발표를 강행하기
위해 키워드 축소를 강요했는지 여부’ 이하의 사실관계 및 논점

504) 경찰청에서 산출한 1인당 적정 분석건수가 212건인데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찰 디지털포렌식 조직모델 설계“[내부용역 보고서], 경찰청 (2015. 12), 158면.), 201
7년 기준 지방청별 증거분석관 1인당 분석 처리 건수는 523건이다 (2017년 경찰
청 사이버안전국, 국감 대비 통계자료 참조). 그러나 위의 적정 분석건수 역시 분석
관의 업무범위에서 탐색․선별을 제외하고 현재 실제 수행 중인 분석, 지원, 법정
증원, 교육 등의 업무만을 대상으로 직무분석한 결과이므로(위의 내부용역 보고서
108-110면), 분석관의 업무범위에 탐색․선별이 포함된다면 1인당 적정 건수의 기
준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505) 조광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절차에서 참여권의 범위와 한계-대법원
2015.7.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304면, 306면.; 이순옥, “디
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판례 연구-대법원 2015.7.16.자 2011모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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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규칙 상으로도 대검찰청 예규 제14조에서는 전자정보의 압

수·수색·검증 실시자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을 명시하고 있지만, 경찰

청 훈령 제14조에서는 분석관이 아닌 경찰관을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핵심적인 참여 과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압수가 종료되는

시점 등에 있어 경․검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에 관해서는 후술

하도록 하겠다.

한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하는 현장

에서 원본을 피압수자 등의 참여 아래 봉인하고 이후 과정에 대한 참

여권을 고지한 후 참여 여부를 원본 반출 확인서에 기재하고, 반출 원

본 목록을 교부한다(훈령 제16조).

반출한 원본에 대한 기술적 분석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포

렌식 부서로 분석 의뢰를 하는데, 만약 피압수자 등이 참여 의사를 밝

힌 경우에는 포렌식 부서에 설치되어 있는 참여실에서 봉인 해제 및

복제본 획득 작업이 진행된다506). 복제본 획득이 종료되면 복제본 반

출(획득) 확인서를 작성하고, 획득한 복제본 목록을 교부한다(훈령 제

19조, 제15조 제2항).

이 때 복제본 반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탐색

및 선별 압수는 분석 이후 분석 결과물을 수사관이 회신받으면 수사관

사무실에서 이루어진다507). 따라서 피압수자 등의 탐색 및 선별 압수

에 대한 참여 역시 수사관과 일정을 정하여 수사관 사무실에서 이루어

진다508).

만약 디지털포렌식 부서에 의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관 사무

실에서 이후의 전체 압수 과정이 진행된다. 즉 피압수자와 일정을 정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122-123면.
506)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현장경찰관을 위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매뉴얼,

37면.
507)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현장경찰관을 위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매뉴얼,

37면.
508)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현장경찰관을 위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매뉴얼,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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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피압수자 등의 참여 아래 반출한 원본의 봉인을 해제하며, 이 때

복제본을 획득하여 복제본에 대해 탐색 및 선별을 진행할 수도 있고,

복제본 획득없이 원본 자체에 대하여 탐색 및 선별을 진행할 수도 있

다. 어느 방식으로 진행하든 전 과정에 있어 당연히 피압수자 등의 참

여 일정을 정하여 참여 하에 절차를 진행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핵심 참여 과정이 수사관 사무실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전용 참여실이 없다는 데 있다. 진술녹화실이라는

별도 공간이 있긴 하지만 수사관과 참여인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

로 책상이 배치되어 있어, 피압수자 등이 선별 과정을 살펴보고 참여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각 지방청 디지털포렌식계 및 경찰청의 디지털포렌식센터에는 참여

실이 있지만 앞에도 밝혔다시피 사실상 핵심 참여과정은 수사관에게

자료를 회신한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현재로서는 디지털포렌식 부서의

참여실은 단순히 (원본)봉인 해제 및 복제 과정에서의 참여권 부분을

형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의미만 있을 뿐,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 의

미에서의 효용 가치는 낮다.

제 3 절 검찰에서의 참여권 보장

Ⅰ.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대검찰청 예규 제

1151호, 2021.1.1., 전부 개정)

대검찰청 예규에는 ‘참관’이라는 용어와 ‘참여’라는 용어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압수 집행 시 피압수자 등에게 설명해주어야 하

는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 안내문(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르면

“전자정보를 전부 복제하여 반출하거나 원본을 봉인해서 가져와 선별

하는 과정에도 참여권을 보장하며, 실무상 현장에서 참여권과 구분하

기 위해 ‘참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

다.

그 외에도 대검찰청 예규의 경우 법 제123조 책임자 등의 참여를 피

압수자 등의 참여에 대해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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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하며, 참여인이 관련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특히 현장 외 반출에 있어 주임검사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간 매체가 인수인계될 경우 취해야 할 조치를 봉인 방법에 이

르기까지 세부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연계보관성을 철저히 도모하고 있

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에서도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마련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설명하도록 하는바, 수사기관 공

통으로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 참여 보장에 관한 일반 규정

주임검사 등은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 등이

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

또한 현장 외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등 전 과정에서 피압

수자 등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참관일, 참관장소,

참관인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제32조 제1항).

현장 외 압수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는 ‘참여권’을 보장한다고 하

면서도 구체적인 용어는 참관일, 참관장소, 참관인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2. 미참여 시의 조치

피압수자 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

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검증을 하여야

한다(제21조 제2항, 제32조 제2항).

특히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피압수자 소재불명, 참여지연, 참

여 불응 등의 사유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없이 압수․수

색․검증을 해야 하거나,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검증

에 참여하던 중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를 중단하여 그 집행을 계속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123조의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 진행한다

(제26조 제2항 제1호, 제2호)

만약 압수 현장에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검증에

참여한 후 “현장조사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때에는 피압수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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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호인이 서명을 거부하였음과 그 사유를 위 확인서에 기재하고,

(제26조 제2항 제3호) 현장 외 압수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이 중간에

참관을 포기하고 퇴실하는 등으로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확인서”에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교부 확

인서에 사유를 기재한다(제35조 제2항).

3. 압수과정의 설명 및 관련성에 관한 의견 기재

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는 물론 현장 외 압수 과

정에 참관인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 안내

물”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과정을 설명하는 등

으로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26조 제1항,

제32조 제3항).

한편 주임검사등은 압수·수색·검증 과정에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

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제22조 제2항 전단). 다만, 피

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전자정보의 관련성에 관한 의견진술서’ 서식

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조서 말미에 첨부하는 것으로

조서 기재에 갈음할 수 있다(제22조 제2항 후단).

4. 현장 외 반출시 참여권 관련 기록의 유지

현장에서 원본을 반출할 때에는 피압수자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봉인 후 반출할 수 있다(제20조 제3항). 주임검사가 매체 등에 대해

분석을 위해 디지털포렌식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 등이나

임의제출자가 보는 가운데 ‘압수물 봉인지’를 부착하여 봉인해야 하

고, ‘충격방지봉투’ 안에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확인

서’와 봉인된 매체 등을 함께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제17조 제3항).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은 봉인해제 시 부착되어 있던 ‘압수물 봉인지’

에 참관인의 서명을 받아 주임검사 등에게 인계하고, 만약 참관인이

없어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다(제33조 제1항)

복제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도 ‘압수물 봉인지’,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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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압수․수색 절차와 각 단계별 참여권의 보장

검찰 실무 역시 세 가지 압수 유형으로 나뉘는 것은 경찰과 마찬가

지이며, 현장에서 압수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복제본 반출의 경우는 원본 반출의 경우에 대부분의 절차가 포함되므

로 원본 반출의 경우에만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실무상 검찰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의 주요 절차는 ① 압수

· 수색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를 봉인하고,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기는

단계(디지털포렌식 센터) → ② 정보저장매체의 봉인을 해제하고 이미

징한 자료를 업로드한 후 정보저장매체는 반환 → ③ 디지털포렌식 담

당 수사관이 저장된 자료에 대하여 파일을 탐색하여 이미징 또는 출력

→ ④ 분석이 완료된 자료는 디지털포렌식 센터의 원격 업무관리시스

템에 업로드→ ⑤ 수사팀이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디지털 증거의 검색

→ ⑥ 해당 사건과 관련성 있는 디지털 증거의 복사 또는 출력 → ⑦

사건 종결 후 데이터 삭제(폐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509).

검찰 실무가 경찰의 그것과 다른 가장 주요한 점들은 ⅰ) 이미지 파

일 및 선별 압수 자료가 모두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되고 시스템에서

관리된다는 점과510), ⅱ) 유관 정보에 대한 탐색․출력에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관여한다는 점511), ⅲ) 유관 정보의 선별 방법이 다르다는 점

이다.

특히 ⅱ)의 사유로 인하여 경찰 실무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탐색․선별에 대한 참여가 대부분 수사관 사무

실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과 달리, 검찰에서는 대부분의 참여

509) 조광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절차에서 참여권의 범위와 한계-대법원
2015.7.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303-304면.; 안정섭‧최건
호(주 450), 306-307면.

510)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대검찰청 예규 제1069호, 2020.3.17. 일부개정) 제1
조, 제3조.;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조 제4호, 제37조 제3항,
제40조 제2항, 제41조, 제42조,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이순옥, “디지털 증
거의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판례 연구-대법원 2015.7.16.자 2011모1839 전원합
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126면.

511) 안정섭‧최건호(주 450), 307면.; 조광훈,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의 입법론에 관한 타당성 검토”, 영남법학 제51권(2020), 2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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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디지털포렌식 부서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ⅲ)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서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컨대

매체를 반출하여 포렌식을 거치는 경우 경찰의 경우에는 확장자 또는

키워드를 기준으로 분석 의뢰를 하기보다는 사진·영상 등 항목별로 복

원 및 추출을 의뢰한다. 디지털 증거의 경우 확장자 변경이 용이하고

파일 내용을 보기 전에는 혐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찰은 분석관이 증거분석만을 담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

어서 원칙적으로 탐색·선별에 대한 개입은 하지 않기에512), 일선 수사

관이 탐색·선별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자료를 요청한다. 그 후

의뢰된 항목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회신받으면 수사관이 해당 파일들을

탐색하여 혐의와 관련된 정보들을 선별한다. 이 때 키워드·확장자 검

색 등의 기술적 방법을 활용하여 탐색·선별하는 경우도 있지만, IT 비

전문가인 일선 수사관이 직접 탐색·선별을 진행하다 보니 주로 내용

탐색의 방법으로 유관정보를 선별하며,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의 압수

는 대개 내용을 기준으로 한 탐색․선별이 완료된 때 종료된다513).

반면 검찰은 통상적으로 혐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키워

드 또는 확장자 등의 탐색을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에게 의뢰한다514).

그러면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그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선별하고,515)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한다.516) 즉 이 단계에서 압수·수색은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후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선별한 디지털 증거

512) 탁희성‧이원상(주 502), 84면.
513)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현장경찰관을 위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매뉴얼,

30면에서도 범위를 정한 탐색·출력·복제와 관련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내용’만
선별 및 파일복제”하라고 하는바 기본적으로 내용에 대한 탐색 및 선별을 전제로
하고 있음.

514)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16조(협조의무) ① 주임검사등은 디지
털 증거의 수집·보존·분석·현출 등 디지털포렌식 지원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의 구별에 필요한 검색어(인물, 대상 등), 검색기간,
파일명, 확장자 등 선별 관련 정보

515)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4조.; 김지홍, “디지털 포렌식 절차
모델에 대한 새로운 접근”,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2015), 92면.

516)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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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전자정보상세목록 등을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517), 그 때 비로

소 수사팀에서 내용을 열람한 뒤 이를 출력·복제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다.518) 즉 검찰에서는 주로 키워드·확장자 검색 등 기술적 방법

을 활용하여 유관정보를 선별하며, 선별된 디지털증거를 내용적으로

탐색하는 작업은 대개 압수 종료 이후에 발생하므로 참여권을 보장하

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판례 역시도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

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

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

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519)라고 하고 있다.

제 4 절 적절한 참여 형태의 검토

Ⅰ. 의의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참여권 보장 실무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참여

권’을 보장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어떠한 형태로 구현하여야 할지는 분

명치 않다. 그저 참여하여 지켜보도록 하기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

지 않으면 참여인의 의견 개진이 가능한 것인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

다고 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지, ‘참여’

의 의의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 법의 입법 모델이 되었던 일본의 대정형사소송법에서는

‘참여’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는다. ‘입회’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며(제

157조 내지 제159조), 우리나라 제정형소법 이전의 형사법령인 조선형

517)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42조.
518) 탁희성‧이원상(주 502), 83면.
519)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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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에서도 전체적으로 ‘참여’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고 ‘입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520). 현재도 일본의 형사소송법에

서는 ‘참여’가 아닌 ‘입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법 제113조, 제114

조).

그러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입안자들이 굳이 ‘입회’가 아닌 ‘참

여’라는 용어를 선택한 데 대한 이유를 설명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입회’와 ‘참여’의 차이도 분명치 않은데, 변호사와 검찰사무관 등

현직 실무가들에게 문의한 결과로는 실무상 ‘입회’보다 ‘참여’를 더 많

이 사용하고 있지만, ‘참여’와 ‘입회’는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견해였다는 연구 자료가 있다.521) 특히 문의에

응답하였던 검찰사무관에 의하면, 양자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입회’는 일본어에 가까운 단어이며, 한국어로 순화된 표현이 ‘참여’라

고 설명하였다고 한다.522)

하지만 이에 대해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를 전제로 양 개념의 차

이를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참여한다는 것은 입회

보다 넓은 개념으로, 입회는 그 과정에 출석하여 위법을 감시하는 것

을 의미하고 참여는 위법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의견을 진술하는 것과

부당한 신문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

고 한다.523)

표준국어대사전을 통해 단순히 용어의 정의만을 살펴보아도 ‘입회’는

‘현장에 함께 참석하여 지켜봄’에 그치는 데 비하여 ‘참여’는 ‘어떤 일

에 끼어들어 관계함’을 의미한다524). 국립국어원에서 밝힌 바로는 ‘참

520) 구 조선형사령(조선총독부제령 제25호, 1938. 7. 14. 일부개정) 제10조 형사소송
법에 의하여 시·정·촌 이원에게 입회하게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부의 관리, 부읍
면의 이원 또는 2인 이상의 상당한 자를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521) 방경휘(주 126), 386-387면.
522) 방경휘(주 126), 387면.
523) 신동운, 신형사소송법(제5판), 255면.; 전승수 저, 김희옥·박일환 편집대표, 주석
형사소송법(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11), 432-433면.

52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입회” 검색결과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
%EC%9E%85%ED%9A%8C (2021. 4. 28 최종 확인)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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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단순히 출석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의 진행 과정에 개입해 있는

경우를 드러내는 데 쓰인다고 하는바,525) 입회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

고 능동적인 개념이라 하겠다.

위와 같은 개념 정의만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 입법자들은 참여인이

단순히 절차를 수동적으로 지켜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절

차에 개입하고 관여하는 형태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참여’

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이와 같은 짐작은 형사소

송법 제정 당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서 당사자주의를 철저화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당사자의 참여권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내용를

통해 뒷받침된다526).

그렇지만 ‘참여’라는 말에 참여인이 압수 절차에 개입하고 관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압수에

있어 어느 범위까지의 개입과 관여가 보장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분

명하다.

아래에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의 참여 양태를 살펴보고, 적절한 참

여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야 할지 검토해보도록 한다.

Ⅱ. 현황

1. 경찰

참여인이 현장 외 압수 과정에 참여할 경우 경찰관은 현장 외 압

수절차를 설명하고 그 사실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경찰청 훈령 제

18조 제1항). 이 때 설명에 갈음하여 현장 외 압수절차 참여인을 위

한 안내서를 교부할 수 있는데(경찰청 훈령 제18조 제2항), 해당 안

내서에 따르면 현장 외 압수절차 및 디지털 증거분석실의 참여시설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원하는 경우 담당 경찰관 또는 분석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
C%B0%B8%EC%97%AC (2021. 4. 28 최종 확인)

525)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 “‘참여’, ‘참석’, ‘참가’의 차이”.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correct/korean/info?seq=2106 (2021. 4. 28. 최종확인)

526) 엄상섭 감수․서일교 편, 신형사소송법(부 참고자료) 부록3, 63면 이하 참조. 신
동운, "제정형사소송법의 성립경위", 215면에서 재인용.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C%B0%B8%EC%97%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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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수사상 비밀이나 수사기법 등에 관한

설명은 제한될 수 있다고 한다.

현장 외 압수절차에 익숙하지 않을 참여인에 대하여 절차를 안내

함으로써 참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그 외

참여한 참여인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의 제공 내지 그 반영 등에 관

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2. 검찰

대검찰청 예규에서는 현장 외 압수를 기준으로 용어의 사용이 달

라진다. 그 이전까지는 ‘참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후에는 ‘참

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제2절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디지털 증거 수집]에 속하는 제26조에서는 조항의 제목을

‘현장에서의 참여권 보장’이라고 하는데 비하여, [제3절 압수․수색

검증 현장 외에서 디지털 증거 수집]에 속하는 제 32조에서는 ‘참관

기회의 부여’라고 표현한다.

별지 서식에서의 용어 사용 역시 달라지는데 압수현장에서 작성하

는 현장조사확인서에는 ‘전자정보의 선별과정에 참여하였고, 참여과

정에서...(이하 생략)’이라고 하여 ‘참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매체나 복제본을 반출하여 현장 외 압수를 진행하는 경우

작성하는 확인서의 경우 제목부터 각각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

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라고 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참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위의 확인서 상 압수현장에서 고지받은 사항을 체크하는

란에는 ‘이미징 및 유관 정보의 선별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

고, 참관 후 선별 압수 절차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이

라고 기재되어 ‘참여’와 ‘참관’이 혼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현장에서의 참여권과 구분하기 위해 현장 외

압수에 있어서는 의식적으로 ‘참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바,527) 위의 기재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527)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전자정보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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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의문은 검찰에서 굳이 ‘참관’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의도에 관한 것이다.

현장에서의 참여든, 현장 외에서의 참여든 매체 내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복제․탐색․선별이라는 동일한 과정에 대하여 참여하는 것이

어서 본질적으로 달라질 것이 없는데도 굳이 용어를 달리하는 취지

에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참관’

이란 용어는 ‘어떤 자리에 직접 나아가서 봄’이라는 뜻으로528), 국어

용례상 관여하고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지닌 ‘참여’에 비해 소극적

이고 수동적이다.

결국 검찰의 의도는 현장 외 압수에 있어서는 참여인의 참여를 가

능한 억제하고 최소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드는 것

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검찰청 예규상 현장에서와 현장 외에서의 압수에 있어

‘참여’와 ‘참관’ 사이의 양태를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없다. 또한 ‘참

여’든 ‘참관’이든 불문하고 검찰의 경우 참여인이 사건의 관련성에 관

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거나, 별지 제14호의 ‘전

자정보의 관련성에 관한 의견진술서’를 받아 조서 말미에 첨부하도

록 하고 있다(제22조). 이 의견 진술서에 따르면 ① 참여권 보장에

관한 의견, ② 전부 복제본 또는 매체 원본 반출에 관한 의견 ③ 개

개 전자정보의 압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

련성 뿐 아니라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 전반에 관해 폭넓게 의견 진

술을 받고 있다.

따라서 ‘참관’이라는 용어 선택이 주는 소극적인 인상과 달리, 검찰

은 오히려 적극적인 형태로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고 하겠다.

Ⅲ. 적절한 참여 형태의 검토

수색․검증 안내문’.
52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관” 검색결과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
%EC%B0%B8%EA%B4%80 (2021. 4. 28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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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

수사 실무에 있어 ‘참여’라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 이뤄져야 할지에

대해서는 참여인의 관여와 의견 진술이 보장되는 등 적극적인 형태

여야 한다는 입장과 강제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소극적인 형태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일단 전자의 입장에 속하는 견해 중, 참여권 규정이 갖는 중대성을

고려할 때 참여인은 디지털 정보의 영장 집행 과정 중 수사관이 무

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알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관련 없

이 복제, 탐색, 출력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직접 제재할 수 있어야 한

다는 견해가 있다.529) 이를 통해 수사관의 과잉 압수․수색 및 별건

수사로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530) 그러나 이 견해에서

도 기본적으로 영장의 집행 권한 및 재량은 수사기관에 속하는 것이

므로, 참여인이 집행 과정에서 수사관이 열람 혹은 복제하려는 정보

가 범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반대하더라도 실질적인 효력은 없다

는 한계를 인정한다.531)

그와 유사하게 다른 견해에서도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에의 참

여권이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일정한 방어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저지하거나 수사기관

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고 한다.532)

한편 참여 시에 수사관이 참여인에게 유관 정보의 판단 방법을 설

명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533) 참여인에게 압수 절차와 관련된 것

을 설명하는 것은 압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다 능동적인 참여를

529) 김혜미, “디지털 압수․수색 집행절차상 문제점과 피의자 방어권의 보장 방안-
사전제한으로서 집행방법 제한의 영장기재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3집 제2호
(2020.6) 199면.

530) 위의 논문, 199면.
531) 김혜미(주 529), 200-201면.
532) 이진국(주 382), 331면.; 방경휘(주 126), 387면.
533) 안정섭‧최건호(주 450), 3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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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참여 행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전자의

입장에 속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형물 압수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지 설명하는 것은

요구되지 않고 피의자는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

며, 설정된 기준에 따라서 자료가 추출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고 한다.534) 그 외 포렌식 절차는 그 기술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일반

인들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따라서 참여권이 선언적이고 형식적

인 권리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에, 특히 포렌식 과정과 절차에 대한

교육과 설명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535)

그리고 압수된 정보의 ‘무결성’과 수색ㆍ검증의 집행 방법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대상 정보의 ‘범죄혐의와의 관련성’ 또는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조서에 남

기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536) 역시도 적극적으로 의견진술을 보

장한다는 점에서 전자에 속한다.

반면 참여의 형태를 소극적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강제처분이

라는 영장 집행 절차의 특성으로 미루어볼 때 참여인이 현장에서 그

시정을 요구할 권리는 없으며 따라서 집행 자체를 저지할 수는 없다

고 한다.537) 참여인에게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면 집행절차는 피압수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절차로 되고 이는 강제처분이라는 본질에

반하기 때문이다.538)

2. 검토

살펴보건대 참여의 형태를 적극적으로 보는 입장이든 소극적으로

보는 입장이든 결국 참여인에 의한 직접적인 제지 내지 구속력 있는

534) 안정섭‧최건호(주 450), 307면.
535) 김병수,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3호(2016), 54면.

536) 오길영,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언론과 법 제14권 제1호
(2015. 4), 61면.

537)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
건 증거 압수 방법", 106면.

538)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
건 증거 압수 방법",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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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진술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의 차이는 없다.

다만 의견진술 및 이의 제기의 기회를 주는지, 압수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는지 정도의 차이이다.

참여인의 의견 진술에 구속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당연한데, 압

수․수색이란 기본적으로 강제처분으로서 수사기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집행 방법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며, 위법 사항에 대한 판단은 최종

적으로 법관이 내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더라도 그러한 의견은 그를 통해 수사기관의 경각

심을 제고하고, 압수․수색 과정에 있어 주의를 촉구하는 역할에 그

칠 뿐이다.

또한 강제처분의 성질 및 준항고에도 집행정지효가 없다는 점(법

제419조, 제409조)과의 균형상, 참여인이 직접 압수․수색 절차를 제

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 역시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입회’라고 규정한 일본의 형사소송법을 입법모델로 삼았으

면서도 그와는 달리 ‘참여’라는 용어를 선택한 입법자들의 의도를 고

려할 때, 참여인이 단순히 압수 절차를 지켜보기만 하는 것에서 벗

어나 어느 정도는 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법의 취지라 하겠다.

또한 국가의 강제처분에 있어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절차적

요청 즉 ‘적절한 고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제공’이 참여권의 형태로

구체화된 것이라고 하는 참여권의 의의를 고려할 때539), 참여인에게

의견 진술 내지 이의 제기의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 법의 취지 및

적법절차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참여인에게 유관 정보의 판단 방법 내지 기준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

참여권이 유관 정보의 압수를 보장코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

하면, 관련성의 판단 기준 또는 진행 중인 과정이 어떠한 것임을 알

539)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25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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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주는 것은 보다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에 일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위의 사항은 한편으로는 디지털 증거 수색의 방법이나 범

위에 관한 문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 사건

에 대한 지식이나 방향 등 수사기법에 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540)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유관 정보를 탐색․선별하기 위해 많이 사용

하는 방법 중 하나가 키워드 검색이다. 특히 사건 유형에 따라 해커

나 범죄자들의 은어 등을 DB화하여 이를 키워드로 검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해당 DB에 축척된 키워드 목록이 노출될 경우 수사기

관이 특정 범죄 유형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아

직 노출되지 않은 은어 등은 무엇이 있는지를 범죄자에게 알려주게

되어 추후 사건 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매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찾고자

한다고 알려주는 것은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

표가 되기도 한다.

또한 수사 기관의 선별 기법이나 기준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결과

탐색된 자료들을 보았을 때 본인이 제시받은 영장상 범죄사실에 비

추어 관련성 있는 자료인지 없는 자료인지 여부는 충분히 판별 가능

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참여인에게 유관 정보의 판단 방법이

나 선별 기준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러나 압수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나 포렌식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의 설명을 하는 것은 참여인의 참여권 행사에 도움을

주면서도, 수사 진행 및 수사 보안 측면에서도 큰 지장이 없어 권장

할만하다.

제 5 절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안

540)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디지털 증거분석실 표준 설계안 연구”[내부용역 보고
서], 경찰청 (2017.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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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참여권에 대한 형사법적 관심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압수·수색에 있어 참여 건수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에 의해 확인

된다. 전체 수사기관의 현황은 알기 어려우나 서울경찰청의 사례만을

살펴보자면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에서 실제 참여가 이루어졌던

건수는 18년 86건에서 19년 203건으로 폭발적 증가하였다.541)

그러나 그 중 변호인의 참여는 18년 25건에서 19년 36건으로 늘어,

전체 참여 건의 증가폭에 비하면 그 증가의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2021년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내부 규칙이 참여권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제히 개정되면서, 그에 관한 폭넓은 홍보가

이루어졌고,542) 로스쿨 제도 정착으로 변호인들의 법률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변호인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체

감하고 있다.

그런데 참여를 위해 서울경찰청을 방문한 변호인들과 인터뷰를 진행

해보았을 때 참여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참여가 실효적이

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시설적 측면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았는데 대개 분석관 또는 수

사관이 직접 작업을 하는 컴퓨터 화면 1대 주변에 피의자, 변호인 등

이 둘러앉아 진행 과정을 보려니, 제대로 화면이 식별되지 않는 경우

도 많고 불편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수사관 사무실에서 참

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선 경찰서에서 사용 중인 PC의 성능이 좋지

않아 탐색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불만도 있었다.

그 외 특히 기술적인 포렌식 과정의 경우에는 참여한다 할지라도 포

541) 이 건수는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에서의 봉인해제 및 복제 과정에의 실제
참여 건수만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봉인 해제 및 복제 과정은 제외하고 수사
관 사무실에서의 탐색, 출력·복제 과정에만 참여한 경우, 또는 참여 의사를 밝혔
다가 의사를 번복한 경우 등은 제외된 수치이다.

542) “대검 ”디지털 증거 압수 때 방어권 보장 강화“”, 연합뉴스(2020.12.29.),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9068800004?input=1195m;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때 변호인 참여권 보장“대검 예규 개정”, YTN(2020.12.29.),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291238598084 등.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9068800004?input=1195m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29123859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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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식 비전문가인 변호인으로서는 진행 중인 과정이 어떠한 의미를 지

니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참여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실제

그러한 이유로 디지털포렌식계에서의 봉인해제․복제 과정에 참여하였

다가 참여를 철회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였다.

이에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을 위한 대안으로 시설적 측면에서의 참

여실 개선, 전문 참여인 제도의 도입․영상 녹화 제도 마련 등의 방안

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하에서는 각각의 제안들을 살펴보고 그 타당

성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Ⅱ. 시설적 측면의 제안

수사 기관 내에서도 참여에 적합한 참여실의 구축은 큰 관심 사안이

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18년 증거분석 업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증

거분석실 표준 설계지침543)을 마련하여 하달한 바 있는데, 그 중 참여

실과 관련된 표준안이 제시되어 있어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표준안에서는 4명의 참여인과 2명의 증거분석관까지 공간을 공

유하며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최소 20㎡ 이상의 참여실 공간을

제안한다.544) 그리고 참여인이 앉아서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의

자와 탁자 등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545) 또한 분석관 등의 작업 공

간을 참여실과 구분해놓은 경우 소통이 가능하도록 유무선 마이크와

스피커 등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546) 특히 작업 컴퓨터의 화

면 등이 보여질 수 있도록 1대 이상의 52인치 이상 대형 모니터를 설

치하도록 하는데, 동시에 2개의 화면을 띄어야 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

므로 2대의 설치를 권장한다.547) 그리고 참여와 동시에 참여인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참여인 조사를 위한 컴퓨터, 영상녹화 시스

템 등의 구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548)

543)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디지털증거 분석실 표준설계 지침 (2018.1.15.)
544) 위의 지침, 12면.
545)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디지털증거 분석실 표준설계 지침 12면.
546)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디지털증거 분석실 표준설계 지침 12면.
547)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디지털증거 분석실 표준설계 지침 12면.
548)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디지털증거 분석실 표준설계 지침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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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설계지침은 각 지방경찰청의 디지털포렌식계에 설치될 참여실

을 전제한 것이긴 하지만, 참여인 편의성에도 부합하고 앞서 살펴본

적절한 참여 형태(의견 진술 기회 보장 등)도 구현할 수 있는 것이어

서, 참여실에 대한 일반적인 시설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위의 설계지침은 분석실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당연히 분석관용

워크스테이션(고성능 컴퓨터)이 작업 컴퓨터로 쓰일 것을 전제하므로

참여 작업에 쓰이는 컴퓨터 사양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일선 수사관들의 경우 낮은 사양의 일반 PC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파일의 실행 및 탐색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사관 사무실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참여실 지침을

마련할 때에는 참여 작업에 사용되는 컴퓨터의 사양에 대해서도 규정

하여, 원활한 탐색․선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참여실에 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하더라도 공

간․예산의 한계로 위 지침에 따른 참여실 구축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

한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모든 수사기관 사무실에 위와 같은 사양의

설비․공간이 갖추어진 참여실을 구비하고자 한다면 막대한 예산과 공

간이 필요할 것인바, 그에 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Ⅲ. 기타 실질적 보장을 위한 대안들의 검토

1. 전문가 참여인 제도의 운용

대다수의 변호인이 디지털포렌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를

한다 할지라도 큰 의미가 없고, 도리어 디지털 포렌식을 모르는 피

의자 등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포렌식 절차에 참여할 뿐이므로

전문가 참여인 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549) 이

경우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포렌식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실질적

인 조력을 얻을 수 있고,550)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 등이 영장

집행에 대한 확인과 서명을 거부할 경우 전문가로부터 대신 확인을

549) 김무석(주 220), 299-300면.
550) 김무석(주 220), 300면, 3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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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수사과정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도 제고할

수 있어551) 쌍방에게 유용한 제도라고 한다.

생각건대 특히 참여가 중요한 과정은 탐색·선별 과정이며 이 과정

에 있어서는 굳이 포렌식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치 않다는 점에서

전문가 참여인 제도의 효용이 과연 어느 정도일지 의구심이 드는 것

은 사실이다. 그러나 복제 과정 등에 있어서는 포렌식 전문가를 참

여시킴으로써 피의자 등의 방어권 보장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장점

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명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위 견해에서는 피의자 등이

전문가 참여를 거부하거나 변경을 요청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 피의자 등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진다.552)

즉, 마치 외국인 피의자를 조사할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와의 소

통을 위해 통역인을 부르고 그에 대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하는 것

과 유사하게 포렌식 전문가 제도를 구상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

통역인과 포렌식 전문 참여인은 그 판단의 결을 다르게 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전문 통역인은 피의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만을 번역하여 수

사기관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만, 포렌식 전문 참여인의 경우

피의자가 공개를 원치 않는 정보에까지 접근이 가능하여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피의자 등이 포렌식 전문 참여인의 참여를 희망하는 건에 한

하여 이 제도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포렌식 전문가의 전문성과 중립

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포렌식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로 난립하고 있는 영세 포

렌식 업체들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국내

포렌식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포렌식 도구들의 국내 수입 및 포렌식

교육 등을 겸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포렌식 도구 및 교육에 대한

551) 김무석(주 220), 312-313면.
552) 김무석(주 220), 313-3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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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높은 수사기관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

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학술 기관과 협력하여 포렌식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도 꾸준히 힘을 쏟고 있는바, 포렌식 학계와도 연계성

이 높다. 따라서 아무리 객관적이고 제3자적 입장에 있는 자들로 전

문 참여인 인력풀을 구성하려고 할지라도 사실상 수사기관 편향적으

로 인력풀이 구성될 여지가 높다.

그러므로 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포렌식 인력풀의 전문성

및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 구체적 자격 요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

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컴퓨터 영상 녹화 제도의 도입

현재는 참여인이 참여를 원할 경우 수사기관 사무실에 방문하여

물리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참여인 입장에서

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압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매

번 수사기관 사무실을 방문해야 하기에 그로 인한 번거로움과 시간

적 낭비가 매우 크다.553) 또한 수사관이 혐의 관련성 여부를 판별하

기 위하여 파일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우연히 무관 정보를 열람한

다 할지라도 이는 압수 과정 중의 부득이한 일이어서 참여를 하더라

도 사실상 무관정보 탐색 방지라는 실익은 제한적이기도 하다.554)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참여인 측이 압수·수색 과정, 특히

탐색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참여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

장해 줄 수 있는 기술적 대안으로서 컴퓨터 영상 녹화 제도를 제안

하는 견해가 있다.555)

증거탐색 과정의 컴퓨터 영상을 녹화하여 파일로 저장한다면 수사

기관에 대한 심리적 강제 효과로 인해 무분별한 탐색․선별을 방지

할 수 있고, 반출한 매체로부터 공정하고 적정한 탐색 기법을 통해

증거를 취득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556) 이

553) 최형석‧이상진, “디지털 증거탐색 과정에서의 피압수자 참여 문제와 컴퓨터 영
상 녹화 제도에 관한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제11권 제2호(2017.9), 78면.

554) 위의 논문, 78-79면.
555) 최형석‧이상진(주 553), 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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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컴퓨터 영상 녹화란 컴퓨터 앞에 CCTV 등의 녹화 장치를 설치

하여 작업 화면을 촬영하는 방식의 녹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내부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컴퓨터에서 행해지는 모든 동

작 및 화면을 직접 녹화하는 방식을 뜻한다.

수사기관 내에서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

하면서도 참여인의 물리적 참여로 인한 수사기밀 유출 및 수사 지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 방법은 참여권

보장에 따른 수사기관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참여권 취지 측면에

서는 참여인이 직접 참여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참여 의사를 밝힌 건과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사건의 정보가 영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증거의 방대성으로 인하여 디지털 증거 탐색·선별에는 부득이 긴 시

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 시간 동안 해당 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으며, 다른 여러 건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다. 그런데 디지털 증거 탐색·선별 과정에 있어 수사기관이 무관 정

보의 압수 없이 유관 정보만을 선별·압수하였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면 일부 핵심 과정을 녹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컴퓨터에서 이

루어지는 탐색·선별 전 작업을 녹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부득이

다른 수사 사건의 작업 화면도 녹화 영상에 담길 수밖에 없으며 이

는 다른 사건의 수사 보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결국 이에 대한 보완책은 별도 참여실에 여러 대의 참여 전용 컴

퓨터를 비치해두고, 각 컴퓨터에서는 참여 건 1건에 관련된 작업만

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일단 영상

녹화 프로그램이 상시 실행되면서도, 디지털 증거 압수를 위한 탐색·

선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정도의 고사양 컴퓨터가 필요하다.

또한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참여인이 다를 경우 다른 컴퓨터를 사

용해야 하며, 여러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

556) 최형석‧이상진(주 553),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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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러한 고사양의 컴퓨터가 적게는 수 대, 많게는 수 십여 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녹화된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대용량 스

토리지와 스토리지를 거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스토리지 내 데

이터에 대한 훼손이 없도록 항온·항습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량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도 필수적이다.

결국 어마어머한 비용적·공간적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비용적·공간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문제

는 남는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재판 지연인데, 공판 과정에서 수

사관의 압수가 적법했는지 다툼이 있어 관련 녹화 화면을 제공한다

고 했을 때 위법이 없었는지, 유관 정보만을 압수한 것이 맞는지 확

인하려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에 달하는 영상 녹화분을 모두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과도한 사법 비용 소요로 이

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으로서 컴퓨터 영상 녹화 제도가 매우 매력적인 제안임

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영상에 대한 신뢰성은 보장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제 6 절 실무상 특수쟁점

Ⅰ. 쟁점의 제기

디지털 증거와 관련하여 일반론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실무상 정착

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논의가 정립

되지 못한 특수 쟁점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매체 ‘압수’ 시 디지털 증거에 대해 참여권을 보장해

야 하는지 여부와 이미 반출되어 있는 매체 내지 복제본에 대하여 별

건 압수를 진행할 때 참여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할지이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매체를 ‘반출’한 것이 아니라 매체를 ‘압수’한 경

우의 문제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매체 ‘압수’로 일견 압수가 종료한



- 209 -

것으로도 볼 수 있기에 그 안의 전자정보를 탐색하거나 선별함에 있어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후자는 별건 압수 시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명확하나,

이 경우 수사기관이 이미 소지하고 있는 매체 내지 복제본에 대해 영

장 집행이 이루어지는 형태기에 피압수자를 누구로 보아야 할지, 참여

인별 참여권 보장 형태는 어떤 식이어야 할지에 대한 문제이다.

각각에 대하여 이하에서 보다 자세히 논해보기로 한다.

Ⅱ. 매체 ‘압수’ 시 참여권의 보장

1. 문제의 제기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 영장을 청구했을 때 통상적으로는 매체 내

혐의 관련 전자정보만 선별적으로 압수하도록 일부 기각된 영장이

발부되지만, 간혹 일부 기각이 되지 않고 매체 자체에 대해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매체 내 저장된 디지털 증거의

탐색·선별에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참여권은 압수 진행 과정 중 보장되는 것인데 매체 자체 압수가

가능한 경우라면, 매체의 점유가 이전된 순간 압수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마치 책 한 권

을 압수한 경우 대(大)는 소(小)를 포함하므로 책에 포함된 개별 페

이지는 당연히 함께 압수된 것이고, 따라서 책의 개별 페이지를 보

는 행위에 추가적인 압수조치나 참여권 논의가 전혀 불필요한 것처

럼 말이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에 있어 매체 내 디지털 증거가 매체에 ‘포함’

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책의 경우 책의 개별 페이

지들이 모여 책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책은 책 속의 개별 페이지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디지털 증거의 경우 디지털 증거들이 모여서 매체를 구성하

지는 않는다. 여러 가지 물건들이 모여 있는 방처럼, 매체는 단지 디

지털 증거를 포함한 여러 전자정보들을 담고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디지털 증거에 있어서는 매체 자체의 압수와 매체 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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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어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를 별개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든다.

예컨대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경우 휴

대전화 자체를 압수할 수 있는 영장이 발부되었고, 이 때 휴대전화

에 저장된 정보 용량 중 불법촬영물이 차지하는 것은 오직 1%에 불

과했던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경우 휴대전화 자체를 압수할 수 있

는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 나머지 99%의 전자정보도 당연히 압

수된 것으로 보거나, 피의자 등 참여없이 수사기관의 제한없는 접근

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아무래도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이에 관한 검토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만약 정

보저장매체는 반드시 그 안의 디지털 증거만을 압수하여야지 절대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는 없는 것이거나, 또는 매체 압수는 가능할

지라도 영장 효력이 그 안의 디지털 증거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라면

이후 참여권의 논의는 제기될 여지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참여권

보장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매체 ‘반출’이 아닌 ‘압수’가 가능한 것인

지, 그 경우 매체 내 디지털 증거까지 압수 가능한 것인지 먼저 살

펴보도록 한다.

2. 매체 ‘압수’의 검토

가. 매체 압수의 가능 여부

법원에서는 뚜렷한 기준없이 ‘예외적 매체 압수사유’와 ‘반출이

허용되는 사유’를 혼용함으로써,557) 법 제106조 제3항 단서에 의해

매체 압수가 가능한지 여부 자체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다.

법원은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의 “집행이 불가

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원본 또

는 복제본 “반출”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558)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는 법 제 106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예외적 매체 압수

557) 이인곤(주 226), 188면.; 권양섭, “판례에서 바라본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정보보호학회지 제26권 제5호(2016), 46면.

558) 대법원 2011.5.26.자 2009모1190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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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판례는 이 사유를 예외적 반출 사유라

고 제시하면서, 그렇다면 예외적 매체 압수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

해서는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559)

심지어 “개정으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데, 

전자정보가 아닌 물리적인 정보저장매체 자체에 대한 압수를 위한 

규정이라면 압수에 관한 일반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에 

기탁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별도로 위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

는 것”560)이라고 해석한 하급심 판결도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매체 압수의 경우를 아예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신설된 것이 아니다. 동항은 기존 형사

소송법이 압수의 대상을 유체물로 한정하고 있어 무체물인 정보

자체만 필요한 경우에도 정보저장매체까지 압수하는 사례가 빈번

하자,561) 정보 압수 원칙과 매체 압수 예외를 분명히 하고자 입안

된 것이다.562)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563)에서 소위원장대리 박영선의

발언을 살펴보아도 “이게 예외규정을 두고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

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그만 손으로 쓴 장부라도 이것을 

화이트로 지우고 나서 그다음에 뭐라고 고쳤을 경우에 복사하면 

이것 안 보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원본이 필요하지요, 뭐라고 

고쳤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 디지털화된 것도 그런 경우하고 

똑같은 예인데, 그래서 예외규정을 그런 경우에는 두고”라고 하

므로 제106조 3항 단서는 본문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원본(저장

매체 자체)을 압수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예로 든 화이트로

559) 한성훈(주 360), 187면.
560) 서울고등법원 2015.2.9. 선고 2014노282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
고 2013고합577, 2013고합1060(병합) 판결도 마찬가지 취지.

561)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4366, (2009. 4. 1.), 1면.
562)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09. 9.), 2면.
563) 제 18대 국회 제292회 제6차,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검찰관계법심사
소위원회)”, (2010. 7. 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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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운 장부를 살펴보면 이는 ‘반출 후 반환’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

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증거능력 다툼에 대비하여 원본을 돌려주지

않고 ‘압수’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임이 자명하다.

다만 그럴 경우 그렇다면 매체 ‘반출’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반출’은 제106조 제3항 본문 및 제120조로부터

도출될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본문에 의해 원칙적으로 매체가 아

닌 전자정보를 압수해야 하는데, 이 때 사람의 신체를 수색하거나

강제채뇨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상자가 있는 장소로부터 그 자를

적절한 장소까지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듯 수색이나 압수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컴퓨터 등 기록 매체를 일시 보전하여 적절한 장소까

지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564)

나. 매체 압수가 가능한 경우

법 제106조 제3항 단서의 경우 매체 ‘압수’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판례는 매체 압수가 가능한 기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며, 매

체 자체가 압수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연구 자료도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어느 한 연구에서는 법 제106조 제3항 단서에서 일컫는 ‘출

력·복제가 불가능’한 사례로 저장된 정보의 양이 방대하여 이를 분

석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전문적 기술 및 장비가 필요한 경우, 저

장매체, 구동프로그램이나 개별 파일이 암호화되어 있어 현장에서

이를 해독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 정보가 삭제, 은닉, 가장되어 있

어 이를 복원하여 분석하는 것이 현장에서 불가능한 경우를 제시

하고 있다.565)

그리고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사례로는 디지털 정보

의 내용이 증거가치를 지니는 경우가 아니라 저장매체의 존재 자

체가 증거가치를 가지는 경우, 정보저장매체 전체가 몰수대상물인

경우, 개별 파일들 사이의 관계 등 저장매체 내 정보 전체에 대한

564) 박민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의 적법절차“, 95면. 노명선(주 358), 350면.
565) 전승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265-2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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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분석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시한다.566)

그러나 해당 견해에서 제시하는 출력·복제가 불가능한 사례의

대부분은 영장 별지에 의해 반출 사유에 포함된 것들이다. 그리고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사례로 제시한 것 중 매체 존재

자체가 증거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법 제106조 제3항 ‘매체’로서 압

수되는 경우가 아니라 법 제106조 제1항에 의해 ’물건‘으로서 압수

되어야 할 경우라고 보여진다. 또한 매체 내 정보 전체에 대한 분

석이 필요한 경우는, 복제본을 생성하여 복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

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매체 자체가 압수되어

야 할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매체 자체 압수가 가능한 사례로 남는 것은 매체 전체

가 몰수대상물인 경우뿐이다. 그리고 생각건대 매체 내 정보 전체

가 몰수대상물인 경우뿐 아니라, 매체 내 정보 전체가 혐의 관련

정보인 경우에도 역시 매체 자체 압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매체 압수 이후 별다른 탐색, 선별 과정이 불

필요하므로 매체 압수와 동시에 매체 내 전자정보 일체에 대해서

까지 압수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외에 또 매체 압수가 가능한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을 것인

가. 경찰청 훈령 제12조 제3항에서는 아래의 2가지의 경우를 제시

하고 있다.

1. 정보저장매체등이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로 인하여 형법 제48

조 제1항의 몰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보저장매체등이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경우

형법 제48조 제3항567)에 의해 몰수 대상인 디지털 증거의 경우

그 증거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몰수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66) 전승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266면.
567)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
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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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상 몰수물은 재판 이후 검사가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제

477조568), 제483조569))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삭제가 이루어질

수 없고 향후 몰수형 집행을 위해 원본이 저장되어 있는 매체를

압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후 법정에서 매체를 활용한 재현이나 증명이 필요한 경

우에도 역시 매체 압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찰청에서 제시한 기준은 매체 압수의 기준으로서 타당

하다고 보여진다.

경찰청 디지털 증거 매뉴얼570)”에서는 그 구체적인 사례를 아래

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정보저장매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금제품을 저장하고 있

는 경우

- 불법사이트 운영 사건 등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하지 않으면 

다시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불법촬영 사건에서 스마트폰 등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하지 

않으면 인터넷 등에 유포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사생활 보호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유포시 개인의 인

격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불법하게 취득한 타인의 영업비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경찰청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사례들은 주로 경찰청 훈령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례들이라고 보여진다.

하급심 판결들을 살펴볼 때 법원 역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몰수하거나,571) 인터넷

568)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
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569) 제483조(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570)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현장경찰관을 위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매뉴얼,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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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사이트에 직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취득한

인적사항, 계좌정보 등을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한 자들의 하드

디스크 및 휴대전화를 몰수572)하는 등 디지털 증거에 대한 몰수

필요성이 있을 때 해당 증거를 저장하고 있는 매체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리는 듯하다.573)

한편 제2호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예컨대 어떠한 파일 또는 프로

그램은 특정 매체에서만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을 듯하다. 또는 디지털 증거의 동일

성․무결성을 둘러싸고 증거능력에 다툼이 있어 향후 법원에서 디

지털 증거 선별 과정에 대한 재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역시 2호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매체 압수 시 디지털 증거 압수 가능 여부

사실 이 논문에서는 앞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대한 참여

권 준용 여부를 검토하면서 매체 압수의 효력이 디지털 증거에 미치

는지 여부를 이미 논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에 의한 압

수에서 이를 다시 한 번 논의하는 이유는 양자에 있어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의 경우 법규정에 의하여 긴박성, 임의

적인 제출 의사, 유류된 상태가 갖춰지면 압수가 가능해진다. 즉 법

규정에 의한 각각 요소의 해석 및 법규정의 취지가 압수 효력을 결

정하는 기준이 된다.

반면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압수 범위가

중립적 제3자인 법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영장 기재 사

항에 내포된 영장 발부자 의사의 해석이 매우 중요해진다.

그런데 압수의 목적이 되는 매체는 오늘날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진다. ‘물건’으로서의 의미와 ‘정보저장매체’로서의 의미

571) 청주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5고단167 판결.
5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고단4320 판결.
573) 강민기, 박수경, 이봉규, “몰수 대상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찰학연구 제18권 제1호(2018. 3), 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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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것이다. 예컨대 휴대전화로 사람의 머리를 때려서 죽인 경우라

면 휴대전화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와는 전혀 별개로 휴대전화 기기

자체가 증거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때 휴대전화는 ‘물건’으로

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만약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다른 사

람을 교사하여 살인을 저지른 경우라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신저

대화 내역이 증거 가치를 가진다. 이 때 휴대전화는 ‘정보저장매체’

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위 각각의 사례에서 휴대전화에 대해 영장이 발부된다면, 전자의

경우는 휴대전화 내 저장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는 전혀 예정하

지 않고 오로지 휴대전화 기기 자체만을 염두에 두고 영장이 발부된

것이므로, 추후 그 안의 디지털 증거가 필요해진다면 별도로 영장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당연히 매체 내의 디지

털 증거를 탐색할 것을 예측하면서 발부된 영장이므로 별도 영장 청

구 없이 매체 내 자료들을 살펴본다 할지라도 영장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상 규정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본다면 ‘물건’의 압수를

규정한 법 제106조 제1항에 의해 압수된 경우에는 매체 내 디지털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정보저장매체등’의 압수를 규정한 제106조

제3항 단서에 의해 압수된 경우에는 매체 내 디지털 증거 압수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급심 판결(이하 ‘휴대전화 사후영장 건’) 중에서도 경찰관이 계속

압수할 물건으로 휴대전화를 기재한 사후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사

후영장의 효력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도 미치는지가 문제

되자 “이 사건 휴대전화는 실질적으로 전자정보의 저장매체로서 압

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후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은 위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까지 미친다고 판단된

다”라고 본 사례가 있다.574)

574) 서울고등법원 2018.11.14. 선고 2018노1588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
도18853 판결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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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권의 보장

매체 압수 시 그 영장의 효력이 매체 내의 디지털 증거에만 미치

는 것인지 또는 디지털 증거를 비롯한 전자정보 일체에 미치는 것인

지 의문이다.

만약 후자라고 한다면 매체 압수를 통해 전자정보 일체까지 압수

된 것이어서 별도로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역시 영장 발부자 의사의 해석 문제로 귀결되는데, 매체 압수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할 때는 디지털 증거의 몰수

필요성, 매체를 활용한 재현 내지 증명 필요성을 소명할 뿐이지 매

체 내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 전체의 내용을 밝히거나 어떠한 종류

의 전자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을지를 밝히지는 않는다.

전자정보의 비가시성으로 인하여 매체 내에 어떠한 내용들이 저장

되어 있을지 인지할 수 없고, 심지어 정보저장매체의 대용량성을 생

각하면 그에 저장될 수 있는 전자정보가 양이 심대할뿐더러 디지털

형식이기만 하면 종류를 불문하고 다양한 정보들이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도 실제 압수 이전까지는 어떠한 종류, 어떠

한 내용의 전자정보들이 얼마나 저장되어 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

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장 전담판사의 입장에서도 단지 혐의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가 해당 매체 내에 저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과 해당 매체

자체를 압수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만을 인지한 상태에서 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영장 발부자의 입장에서 인지조차 하지 못

했던 다른 전자정보에 대해서까지 영장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 영장의 효력은 매체 자체와 매체 내 저장되어 있는 혐의 관련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만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매체 압수에 의해 매체 자체의 압수 절차는 종료하지

만, 매체 내 저장된 혐의 관련 디지털 증거를 선별하기 전까지 디지

털 증거에 대한 압수 절차는 아직 종료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매체 압수 이후에도 참여권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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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휴대전화 사후영장 건의 하급심 판결에서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

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여부가 문제

되자, 정보의 탐색·복제·출력 과정에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전

제로 다만 당해 사안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참여 의사를 물었음에도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참여

권이 보장되었다고 보았다.575) 그리고 해당 판결의 상고심에서도 “휴

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압수·수색 등 절차 참여권......을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

다.”라며 원심을 확정하였다.576)

Ⅲ 별건 압수·수색시의 참여권 보장

1. 별건 압수·수색시의 처리

디지털 증거에 대한 탐색 진행 중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

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

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

부받아 별건 압수․수색을 전개할 수 있다.577)

이 때 별건 압수․수색 영장은 기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일환

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별개 사건에 있어 새로운 영장

집행으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영장 제시 및 참여권 보장, 압수 목록

교부 등 영장 집행에 따른 절차를 모두 새롭게 거쳐야만 한다.

그런데 다지털 증거의 경우는 수사기관이 보관 중인 원본 매체나

이미지 파일 또는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물이 압수 대상물이 되므

로, 구체적 집행에 있어 누구를 피압수자로 보아야 할지, 참여권 보

장은 어떻게 하여야 할지 실무상 혼란을 야기한다.

아래에서는 피의자, 피압수자, 책임자 별로 나누어 별건 압수․수

색에 있어서는 어떻게 취급되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

575) 서울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노1588 판결.
576)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8853 판결.
577)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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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

2. 인적 범위별 참여권 검토

가. 피의자

별건 압수․수색에 있어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함은 당

연하다. 별건 압수․수색은 기존의 압수․수색과는 완전히 구분되

는 별개의 것이므로 해당 영장 집행에 다시 한번 법상 모든 절차

적 권리가 고스란히 재적용됨은 당연한 것이고, 제121조 당사자 참

여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만약 기존 압수․수색에 있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피의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기존 압수 영장 집행과 관련한 의사일

뿐, 별건 압수 영장 집행과 관련한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므로 다

시 한 번 참여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압수․수색에 있어 참여하였던 당사자라 할지라도 별

도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수사기관이 별건 범죄 혐

의와 관련 없는 것을 선별하는 것은 아닌지 감시할 필요가 있으므

로 마찬가지로 참여 의사를 재차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2조 단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미 앞에서

살펴본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별건 압

수는 이미 수사기관의 손에 매체 원본 내지 복제본이 확보되어 있

는바, 현장 외 압수 과정에서의 기준에 따르게 될 것이며, 피압수

자의 기본권과 충돌하지 않는 한 참여권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나. 피압수자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피압수자 역시도 별건 압수․수색에 있어

서 재차 참여권을 보장받게 될 것인데, 다만 문제되는 것은 누구를

피압수자로 볼 것이냐이다.

별건 압수․수색의 경우 대개 실제 압수 집행의 대상이 되는 매

체 또는 이미지 파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수사기관일 것이기 때

문이다.

그런데 피압수자로서 압수처분을 당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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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억압되거나 침해되는 것을 말하는데, 별건 압수 처분으로 인하

여 수사기관의 기본권 내지 기타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

기는 어렵다578).

그리고 수사기관은 기존 압수․수색영장에 기한 수사 등을 위하

여 당해 압수물을 소지 내지 보관하는 것일 뿐 별건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적법한 소지 내지 보관자로 볼 수 없으며,579) 수사기관은

피압수자가 아니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장소인 공무소의 책

임자로서 영장 집행에 참여권이 보장되어 있어 피압수자에서 제외

해도 무방함을 논거로 드는 견해도 있다.580)

판례에서는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는 최초의 압수․수색 절차와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이고,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는 

최초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니어서 저장매

체의 원래 소재지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압수자는 최초의 압수․수색 이전부

터 해당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자”581)라고 하고 있다.

위 판례는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자’를 피압수자라고 표현

하고 있는바, 별건 압수에 있어서는 판례가 전자정보에 대한 권한

여부를 기준으로 피압수자를 판별하는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판례는 일관되게 1차적․직접적으로 처분

을 당하는 자가 피압수자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으며, 다만 별건

압수에서는 원래 해당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자가 실제적으로

처분을 당하는 자가 될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

로 보인다.

별건 압수․수색은 반출한 복제본에 대해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

우도 있고, 반출한 매체에 대해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 복제본이 저장되어 있는 매체는 대개 수사기관 소유

578)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
건 증거 압수 방법“, 149면 취지 참조.

579) 이경렬‧설재윤(주 379), 384면.
580) 이경렬‧설재윤(주 379), 384-385면.
581)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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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따라서 당연히 실제 처분이 이루어지는 대상물은 복제된 전

자정보가 된다. 후자의 경우 반출된 매체는 이미 더 이상의 침해의

여지가 없게 완전히 수사기관의 손에 장악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

라서 매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제한이 가해질 수 없고, 별건 영

장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그 안의 전자정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별건 압수에 있어서는 원래의 전자정보

관리자가 실제적으로 처분을 당하는 자가 되며, 동시에 피압수자

지위에 서게 된다.

다. 책임자

별건 전자정보 압수에 있어 법 제123조 책임자 참여가 문제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개 압수가 진행 중인

수사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 장소로 하여 영장이 집행되므로 집

행 기관과 영장 집행을 당하는 기관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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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참여권 보장 위반시의 효과

제 1 절 원칙적인 효과

Ⅰ. 위법수집증거로서 배제될지 여부

우리 법은 제308조의2에 위법수집증거 배제 규정을 두어 적법한 절

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

된 증거’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 전자는 어떠한 절차의 위법이라도 있

으면 증거로서 배제한다는 것이지만, 후자는 ‘적법 절차’라는 추상성과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해석을 통해 종합적인 비교형량을 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582)

원래의 사개추위 원안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

다”였지만,583) 이에 대해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위법하게 수집

된 증거는 위법이 중대하고 이를 증거로 함이 사법적 정의에 반할 때

에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대안을 제시하였고,584) 그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도출된 것이 현재의 규정이다.585)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적용 범위에 관하여는 견해가 일

치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학설이 나뉘는데,586)

대체적으로는 경미한 증거 수집 절차의 하자나 단순한 훈시규정의 위

582) 하태영‧김현보‧김회종,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법적 의미와 적용범위”, 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2007), 164면.

583) 박민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의 적법절차“, 47면.
584) 이완규, “사개추위안의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에 대한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제
8권 제1호(2006.7), 614면.; 하태영 외 공저(주 582), 162면.; 박민우, ”디지털 증
거 압수·수색에서의 적법절차“, 47면.

58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자료집 제10권 -사법 선진화
를 위한 개혁 :연구보고서․참고자료 Ⅵ-6 (2006), 843-846면.; 하태영 외 공저(주
582), 162면.

586) 노태악 저, 김희옥·박일환 편집대표, 주석형사소송법(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11), 3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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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만으로는 부정되지 않고 본질적 증거절차규정을 위반한 때, 즉 중대

한 위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본다.587)

반면 판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588)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살펴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

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 사법 정

의에 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

다.589)

결국 학설에 의할 때나 판례에 의할 때 모두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

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경미할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참여권에 있어서는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성

이 어느 정도로 평가될지 문제되는데,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라도 참여

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원칙적으로는 부정될

것으로 보인다.

혐의 무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되는데, 참여권이 이러한 위법을 방지하는 장치590)로서 영장주의 실현

에 기여한다는 점과 적법절차 원칙의 핵심적 가치인 고지 및 의견제출

기회가 구현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참여권 미보장은 중대한 위

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Ⅱ. 무관 정보에 한하여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

1. 문제의 제기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연구자료는

587) 노태악, 앞의 책(주 586), 376면.
588)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589)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590) 이세화(주 360),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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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참여권 미보장의 경우 위법성과 관련하여 보

다 심도있게 살펴보고 싶은 것은 위법하게 되는 범위가 무관증거에

한하는 것인지, 유, 무관 불문 전체 디지털 증거에 미치는 것인지 여

부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종근당 결정591)에서 이미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아래에서는 판례에서의 견해 대립을 자세히 알아보고, 위법성의 효

과가 미치는 범위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2. 종근당 결정에서의 견해 대립

다수의견은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위법하므로 전체적으로 압수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무관 정보를

제한없이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유관 정보에 한정되어 발부된 영장

을 전자정보 전부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영장으로 변모시키는 결

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의견에서는 참여권의 의의가 관련성 있는 압수를 보장하

려고 하는 것인만큼 유관 정보 압수에 있어서는 당사자 등이 참여했

다 할지라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

으므로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성도 적고, 따라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관 정보에 한해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참여권 침해를 ”무차별적으로 언제나 

영장주의 원칙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으로 파악하거나 참여권 

그 자체에 대하여 강력한 독자적인 적법절차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입장“이어서, 또다른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 규명과의 조

화를 잃은 해석이라고 비판하였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충돌하는 지점은 참여권의 의의 및 무관

정보의 보유와 관련된 것이다.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에서는 참여권은 ”영장주의에 의한 적법한 

591)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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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을 확보하고, 피압수자 측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

유,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압수․수색의 중요과정에 있어 참여권이 전혀 보장

되지 않은 것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적법절

차 위반이므로, 그러한 압수․수색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유, 무관 정

보를 불문하고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다수의견에서는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이 무

관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여 보유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경계한다.

만약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취득한 무관 정보를 별건 수사를 위한 단

서로만 활용하고 증거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 법관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메일과 같은 전자정보는 통상

다른 저장매체나 웹서버에도 동일한 내용의 전자문서가 존재하므로

수사기관이 일단 범죄 단서를 확보하면 다른 적법한 방법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

한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는 대검 원격공조시스템

에 복제·저장된 이미지 파일이 남아있는 한 수사기관에 의한 무관

정보의 별건에의 활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참여권은 무관 정보

의 보유 및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지

적한다.

또한 반대의견에서는 참여권의 의의가 법 제219조, 제215조, 제106

조 제1항의 규범력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즉 관련성 요건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참여권의 의의인만큼 그

로 인해 증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도 관련성 없는 부분에 한정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검토

살피건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모두 참여권을 통해 무관 정보의

임의적인 탐색․복제․출력을 막고자 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다수의견에서는 그를 통해 궁극적으로 수사기관의 무관 정보 보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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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막고자 하므로 참여권에 보다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반대의견에서는 참여권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무관 정보

의 압수․수색 방지까지이고 이후 무관 정보 보유와 관련된 것은 궁

극적으로 이미지 파일을 파기하도록 하거나 접근을 통제하는 등 무

관 정보 삭제․페기․접근 금지 조치로 달성해야 할 것이지 참여권

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만약 다수의견처럼 참여를 통해 수사기관이 무관 정보를

취득하고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할지

라도, 특히 검찰 단계에서 이 때의 ‘무관 정보’란 이미지 파일로부터

추출된 자료 중 선별에서 제외된 나머지 전자 정보만을 이야기할 뿐

이다. 대검찰청 예규 제37조, 제48조가 법정에서 분석결과의 정확성,

신뢰성 등에 대한 검증을 위해 이미지 파일을 계속 보관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

서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참여권을 보장한다 할지라도 이미지 파

일을 활용한 별건 수사 단서 확보가 가능하므로, 참여권을 통해 무

관 정보의 보유 및 활용을 막는 효용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한

다.

다수의견에서 의도한 효과는 오히려 이미지 파일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통해 달성할 수 있으며, 이미 각 수사기관에서는 그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이미지 파일을 관리하고 있다.

예컨대 디지털 증거 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미지 파일을

통합 관리·보관할 수 있는 서버가 없어 이미지 파일에 대한 일괄적

인 통제․감시가 어려운 경찰에서는 사건을 이송 또는 송치한 경우

이미지 파일을 지체없이 삭제․페기하도록 한다.(경찰청 훈령 제35조

제3항) 반면 이미지 파일 보관 서버(업무관리시스템)를 운영하고 있

는 검찰에서는 이미지 파일을 보관할 수 있도록은 하되, 다만 그에

대한 접근을 통제한다. 즉 권한 없는 자는 이미지 파일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그에 대해 추가 탐색이나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에게 참관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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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검찰청 예규 제38조)

그러나 압수․수색 종료 후의 문제인 무관 정보의 보유, 활용에 있

어 참여권이 의미를 가지지 못할지라도, 압수․수색 과정 중에 있어

참여권이 가지는 의의가 퇴색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반대견해에서도 이와 같은 참여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반대 견해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은 전자정보별로

달리 평가될 수 있으며, 참여권의 미보장은 무관 정보 부분에 있어

서만 중대한 위법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할 뿐이다.

그러나 반대의견에서 “압수·수색이 외형상으로는 1개만 존재한

다고 하더라도 관념적으로는 대상별로 수 개의 압수·수색이 존재”

한다고 하는 것은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압수 대상을

어느 단위까지 쪼개느냐, 어떠한 기준에 따라 쪼개느냐에 대한 정형

적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

일부 위법이 있었던 전자정보만 별도로 쪼개어 분리할 수 있는 기준

을 정립하고, 나머지에는 위법이 없어 여전히 증거능력이 있음을 주

장하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

또한 유형물 증거에 있어서도 수색할 장소로 어떠한 장소를 특정

하고 해당 장소 내에서 여러 개의 압수물을 압수한 경우 전체 하나

의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보지, 이것을 압수물 개수만큼 여러 개의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굳이 디지털 증거에 있어 다

르게 볼 이유가 없을뿐더러, 실제적으로도 각 정보별 압수 과정은

서로 혼화되어 이루어지므로 각각으로 분리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하나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한 외형상 하나의

압수․수색은 더 이상 쪼갤 수 없고 하나의 압수․수색 단위로 보아

야 한다면, 그 과정에 위법이 있었을 경우 그 결과로서 압수된 압수

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체적으로 그 위법의 효과가 미친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이는 특히 유관 정보 압수에 대해서는 참여인이 어떠한 이의를 제

기할 여지가 없다는 반대의견의 판단과 달리,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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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유관 정보 압수에 있어서도 그 절차의 위법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관련성에 대한 참여인의 의견은 수사기관의

그것과 다를 수 있고, 따라서 수사기관, 나아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관 정보라 판단 내렸을지라도 압수․수색 당시 참여인은 무관 정

보라고 생각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설령 관련성 판단 결과가

참여인의 그것과 일치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

는 결과를 불문하고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는지 자체, 절차가 준수되

었는지 자체가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절차가 위법한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위법하지 않다는 이유

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마치 위법수집

증거배제 법칙에 대하여 성상불변론을 채택했던 이전의 법적 사고와

다를 것이 없다.

하나의 압수․수색 과정에 있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의

효과는 유·무관 정보를 불문하고 압수 전체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제 2 절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 인정이 가능한 경우를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다만 판례 사안들을 바탕으로 대강의 윤곽을 그려보고자 한다.

판례는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힌다.592)

이 때 고려해야 할 사정으로는 일반적으로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

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

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이 들어진다.593)

592)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593)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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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판례 사안을 살펴보자면, RO사건에서 법원은 복호화 과정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경우 “피고인들은 일부 현장 압수․수색과정

에는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고,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압수․수색절차에도 

피고인들과 관련된 참여인들의 참여가 있었던 점, 현장에서 압수된 디지

털 저장매체들은 제3자의 서명하에 봉인되고 그 해쉬(Hash)값도 보존되

어 있어 복호화 과정 등에 대한 사전통지 누락이 증거수집에 영향을 미

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근거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였

다.594) 참여권의 보장 필요성이 크지 않은 복호화 과정에 대한 사전통지

누락이었음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동일한 사안에서 주거주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경우

에 대해서는 “수사관들은 거소지에 진입한 이후 30분가량 참여인 없이 

수색절차를 진행하다가 곧바로 공소외 1에게 연락하여 참여할 것을 고지

하였고, 공소외 1이 현장에 도착한 08:19경부터는 압수물 선별 과정, 디

지털 포렌식 과정, 압수물 확인 과정에 공소외 1과 변호인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참여가 있었으며, 압수․수색의 전 과정이 영상녹화된 점”을 들

어 증거능력을 인정하였고, 마찬가지로 주거주 등 참여없이 건물에 진입

한 경우에 있어서도 진입까지는 위법하나 “진입한 이후 수색절차를 진

행하지 않은 채 대기하다가 주민센터 직원 공소외 2가 도착한 이후에야 

본격적인 수색절차를 진행하였고, 압수․수색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등 절차

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한 점”으로 미루어 증거능

력이 인정된다고 하였다595). 즉 일부 참여가 누락된 부분은 있지만 사후

적으로 하자가 치유되었거나 다른 보완조치가 취해지는 등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경우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한편 위 사건의 항소심596)을 살펴보면 이러한 예외적인 증거능력 인정

의 배경에는 “수사관들이 참여인 없이 일부 절차를 진행한 것은 증거인

멸 등을 방지하여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려는 목적과 지방공공단체 

직원의 범위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참여인 

594)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595)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596) 서울고등법원 2014.8.11. 선고. 2014노7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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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의도적으로 참여권을 배제할 의도가

있었느냐가 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를 결정

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 척도 중의 하나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제 3 절 참여권의 남용

Ⅰ. 일반적인 효과

참여권의 남용이 있었을 경우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추후 위법수집증거의 예외로 취급될지라도 일단 절차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참여권 보장의 예외가 되는 경우로

서 아예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피압수·수색 당사자 등이 수사 절차를 방해·간섭하거나 불합리하게

지연시킬 목적으로 참여권을 행사한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는 참여권 보장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597)

형사 사안은 아니지만 예컨대 교직원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에

있어서는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 신청 자체가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피신청이 부적

법하다고 보고 있다.598) 형사법상 인정되는 피의자의 권리 역시 법령

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일 뿐 그 범위를 넘어 남용한 경

우에는 더 이상 형사법상 보호받을 수 없다.599) 따라서 참여권에 있어

서도 참여권의 남용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권이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이 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Ⅱ. 구체적 사례

1. 수사지연. 방해 목적의 참여권 행사

597) 손지영‧김주석, 압수․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18면.
598)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다34154 판결
599)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1다카10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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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는 워낙 다양한 사례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모두 나열할 수는 없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

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사례로는 수사지연, 방해 목적의 참여권

행사가 있을 것이다.

수사기관에서도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피압수자 등의

참여 없이 압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경찰청 훈령 제17조 제5항에서는 ‘피압수자 등이 증거인멸 또는

수사지연, 수사방해 등을 목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참여 일시에 불출석할 경우 피압수자 등 참여 없이 현장 외 압수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검찰청 예규 제26조 제2항

에서는 피압수자의 ‘참여지연’ 등의 사유, 또는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중단하여 그 집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123조

의 참여인을 참여시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가 수사지연, 수사 방해 목적에 해당할지는 신

중한 판단이 필요한데, 단순히 피의자 등이 전반적인 수사절차에 비

협조적이라는 것만으로는 참여권 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참여권 배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보여진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참여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그 범위와 폭을 좁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그에 대하여 참여

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으로 연기 신청을 한다든가 참여 시

압수 진행을 방해한다는 등 제공된 참여의 기회와 관련하여 비협조

적인 태도가 있을 때 비로소 남용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을 것이다.

하급심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일체 절차에 협조

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참여권은 여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600)

위와 같이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었는데 그에 대한 피압수자의 참

여일정 연기 요청, 또는 참여 시의 방해가 이어진다면 수사기관이

① 수사진행의 필요성, ② 연기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601), ③

600) 수원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고합641 판결
601)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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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시의 방해가 실질적인 절차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

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수사진행의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는, 예컨대 디지털 증거를 확보한

후 그를 근거로 후속 압수를 진행해야 하는데 후속 압수 대상이 카

카오톡 서버 내 보관된 메시지라거나 CCTV 영상인 등 정보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압수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해야만 공범

추적 단서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고 있거나

도박 사이트가 계속적으로 운영 중인 등 범행이 계속적으로 확산,

진행되고 있어 신속한 범인 검거가 필요한데 그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유일한 증거라는 등 신속한 압수․수색 진행이 필요한 사정이 고

려될 수 있을 것이다.

연기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피의자에게 연

기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 의한 참여가 불

가능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연기 요구가 정당화될 수 있을

것602)으로 생각된다.

참여 시 방해는 일반적인 이의 제기나 의견진술의 수준을 넘어 하

나하나 불합리한 꼬투리를 잡아 실질적인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난동을 부리는 등의 사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2. 구속 피의자의 참여권 행사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경우는 다른 사건으로 인해 이미 구속되

어 있던 경우와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압수현장에서의 참여의 경우 피의자가 인신 구속되어 있을

지라도 집행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제3자를 통한 증거 인멸 또는 훼

손이 가능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피의자 참여에 있어서와 고려 요소

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건 증거 압수 방법", 131면.
602) 고범석(주 41),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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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무상 구속 피의자와 관련하여 현장 외 압수과정에서의 참

여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구속된 피의자가 수감소를 벗

어나 외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참여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이다.

우리 법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면 참여권

을 제한할 수 있겠지만, 현장 외 압수 단계에서는 제122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다. 무엇보다 구속 피의자의 경우 인신 구속

상태여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지배가능성, 은닉·훼손 가능성이 현저

히 낮아져 있는 상태이다. 또한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경

우에는 통상 구속이 될 정도라면 이미 혐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정도의 수사가 진행된 것이어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한다 하여

도 이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여지는 크지 않다. 즉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면서도 구속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을 위하여 참여권을 보장할 실익은 큰 바, 구속 피의자가 참여를 원

할 경우 그의 참여권을 배제할 수는 없으리라 보여진다.

그러나 참여를 위해 구속 피의자를 출감시켰을 경우 피의자 신변

관리의 어려움, 제한된 구속 시일로 인한 사건 처리의 급박성, 피의

자 출감 조치로 인한 시간 소요 및 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사

실상 구속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은 수사 실무상 매우 곤란한 것이

사실이다.

그에 따라 어떠한 견해에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체가

구금되어 있는 이상 압수․수색 장소에의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압

수․수색 장소에의 참여권이 사실상 제한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603)

또한 공판단계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구속

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참여권을 배제하고 있다(법 제113조 제1항).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금의 목적을 저해할 수 있고,

피고인은 어차피 증거물 조사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

이다.604)

603) 노정환(주 358), 29면.
604) 신이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와 제한 규정”, 227-2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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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나라의 입법자들은 일본의 입법 모델을 따르면서도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참여권 배제 문구를 제외시켰다. 신변이 구금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참여권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속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구속 피의자

가 참여권을 행사하였다는 것만으로 참여권을 남용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구속 피의자가 직접 참여권을 행사할 경우 구금

의 목적이 저해되고, 특히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제

한된 구속 일정동안 급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구속 수사의 특

성상 수사 진행에 큰 차질이 빚어짐은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의 조화상 참여권은 행사하되, 구속 피

의자를 대신하여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참여하는 형태로 행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피의자가 본인

의 직접 참여를 주장할 경우에는 직접 참여하여야만 하는 정당한 이

유가 없다면 참여권의 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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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우리나라 디지털 증거 참여권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법률 규정보다는

영장 별지에 의해 참여권이 규율되어 왔다보니, 명백한 법률상 근거를

지니고 있는 법상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영장 별지에 의해 새롭게

창설된 권리인 것처럼 취급되고, 영장 별지를 참여권 해석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겨우 A4용지 한 장에 담긴 영장 별지의 내

용으로는 참여권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으며, 그러

다 보니 참여권과 관련하여 기존에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쟁점이 도출될

경우 수사기관은 판단 아노미를 겪게 된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혼동은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부인

될 수 있다는 수사기관의 강박 관념과 결합되어 명백한 정당성·합리성

판단조차 외면하고, 기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참여권을 보장하는 결과로

연결된다. 피해자의 매체 탐색에까지 피의자를 참여시키거나, 부하 공무

원의 순수 개인적 비위로 인한 현장 외 탐색 과정에 단지 매체 반출 당

시 장소의 책임자였다는 이유로 상사를 참여시키는 등이 그 예이다.

결국 이는 참여권의 의의와 법규정의 내용, 그 적용 한계와 해석 기준

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야기되는 문제이므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

제 의식에 근거하여 가급적 법규정 및 그에 전제된 헌법적 가치를 중심

으로 관련 쟁점들을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참여권은 영장 집행에 있어 적법절차 원칙의 핵심적 요소인 ‘적절한

고지, 의견 및 자료제출 기회 제공’이 구체화된 권리이다. 특히 디지털증

거에 있어서는 일반영장 금지의 원칙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

으로서, 유관정보 압수를 보장하는 취지가 강화된다. 또한 참여권은 피의

자의 방어권, 변호인의 직업의 자유, 피압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따라서 참여권과 관련된 법규정을 해석하거

나 관련된 갈등을 해결할 때는 위의 기본권들을 염두에 두고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 법에서는 일제 강점 기간 동안 누적된 수사기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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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불신으로 인하여 수사밀행성의 원칙을 다소 포기하면서까지 법 제

121조 당사자 참여를 준용하고 있는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수사보안

내지 실체적 진실발견의 요청을 이유로 피의자 참여권을 무조건 배척하

려는 시도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우

에 있어 피의자 참여권을 일률적으로 보장할 경우 사실상 범죄수사가 불

가능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우리 법은 제122조 단서를 두어

실체적 진실발견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법 제123조의 참여권의 경우, 책임자 등의 참여권은 정해진 장소 내에

서의 집행을 전제로 한다. 또한 압수·수색으로 제한받는 것은 책임자 등

의 압수 장소의 비밀과 주거권인바, 이들의 권리는 해당 장소를 벗어나

서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반출된 매체가 공무상 비밀과 관련되

어 있거나 책임자 등이 피압수자 지위를 겸하고 있지 않는 한 현장 외

압수에 있어서까지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책임자 등과 달리 피압수자 참여권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논하기가 어

려운데, 피압수자와 정보의 관련 정도 및 피의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기

본권 제한 여부 및 제한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안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중요해지는데, 사실 피압수자의 참여권은 법규정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인정할 수 있을지

부터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피압수자의 참여권은 법 제118조 및 제129

조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로서, 법해

석상 도출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피압수자와 관련하여 최근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소위 제3자 보관 정

보에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을 받는 정보소유자를 피압수자로

볼 수 있을지 여부이다. 그러나 실제 압수 처분을 당하는 자가 아닌 정

보 소유자에 대하여, 기본권 주체라는 이유로 피압수자 지위를 인정하기

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상 참여권이 바로 도

출되는 것이거나, 특정 상황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는 참여권이 최소한의 절차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적법

절차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압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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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의 참여권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라거나, 최소한의 절차적 보장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고 생각된다. 통신비밀보호법 및 법 제107조 제3항은 정보소유자가 피

압수자로서 집행 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완하

고자 사후적인 통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에서 살펴본 법 제121조 내지 법 제123조의 법규정은 모두

공통적으로 영장 집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장에 의하지 아

니한 압수, 예컨대 체포에 수반한 압수, 임의제출, 유류물 등에 있어서는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살피건대 우리 법은 영장에 의한 압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수사

단계의 압수 처분에 대하여 법 제219조의 포괄적인 준용 규정을 두고 있

다. 따라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라 하더라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

는 한 참여권 준용이 가능하다. 이 때 참여권이란 ① ‘강제처분’에 있어

② ‘관련성’ 있는 압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 2가지 요소를 기

준으로 삼아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

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는 모두 성질상 강제처분에 속한다고 보

아야 한다. 또한 임의제출이나 유류물의 경우 법 제106조 제1항의 관련

성 요건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을지라도 임의제출자 의사의 해석 기준으

로 간접 적용되거나 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내 유류물

압수의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관련성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 내에선

참여권 준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제는 신설된 수사준칙으로 인하여 참여

권이 직접 적용된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수사에 있어서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그 내용상 실체적 진실

발견 내지 범죄수사라는 공익에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데, 실체적 진

실 발견의 요청 역시 외면할 수 없는 형사법의 핵심 가치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자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수사단계에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고려

해보면, 양자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참여권을 일부 제한하는 방향

으로 조화를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체적 진실발견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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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침해가 아닌 한은, 공익에 어느 정도의 제

한이 가해지더라도 참여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지점에서는 참여권을 충실

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다만 참여권과의 연계성이 낮

은 경우에만 공익과의 형량을 통해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이 진정한 조화

를 이루는 길이라고 보여진다.

그렇게 해석하였을 때 분석 단계는 파일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단계가

아니므로 참여권의 의의와 연관성이 낮고,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전

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므로 참여권 보장의 실익이 거의 없다. 반면

기술 유출·분석 기법 노출의 위험은 매우 높은 바, 그렇다면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할 ‘압수․수색 전 과정’은 ‘파일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

과정’만을 일컫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분석 과정은 제외된

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무관정보의 삭제·폐기 단계에도 참여권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

야 하는데, 이는 법해석의 결과가 아니라 법규정 적용 범위의 문제이다.

참여권은 영장 집행 중에 있어 보장되는 것이므로 집행 종료 이후의 문

제에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관정보 삭제·폐기는 참여권

이 아닌 기술적·절차적 수단을 통해 확행해야 한다.

이상으로 제4장까지에 있어 참여권의 법규정을 기준으로 의미, 한계.

준용 여부, 적용 범위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제5장에 있어서는

참여권이 수사실무상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사실 참여 실무에 있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부분

은 참여의 형태이다. 즉 참여인에게 의견진술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제

공하면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진행되는

절차를 ‘참관’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입법모델이 된 일본 형사소

송법의 ‘입회’라는 말 대신 ‘참여’를 선택한 입법자들의 의도 및 적법절차

원칙을 고려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유·무관 불문 전체 증거에 대하

여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무분별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한 수사기관에 대한 징벌로서의 의미는 아니다. 외형상 하나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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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면 그 효과는 그 산출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 타당하고, 무엇보다 참여권은 결과적으로 유관 정보 압수를 보장한

다는 실체적 의의 외에 압수 과정에서 적절한 고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가진다는 절차적 의의 자체를 중시하는 절차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설령 수사기관에서 유관정보만 압수하였다 할지라도 참여권을 보장하

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치유되지는 않는다.

즉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한 증거 배제는 다른 모든 절차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 따르는 것일 뿐이고, 결

과가 위법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증거를 배제하는 것은 2007년 기존

의 성상불변론이 폐기된 이후 일관된 법원의 태도이다. 결국 기존에도

존재하던 법규정이 다만 새로운 형태의 증거에 적용된 결과일 뿐, 디지

털 증거에 있어서는 기존 법규정상의 참여권이 아닌 새롭게 창설된 별도

의 참여권이 적용된 결과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에 있어서

도 참여권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은 법상 참

여권 규정의 의미와 해석이다.

그럼에도 법규 및 그에 전제된 헌법상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참여권

을 좁게 해석하거나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경우 문제는 발생한다. 디지

털 증거의 비가시성, 대량성, 위·변조 용이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권

한 남용 우려가 커졌음을 고려하면 참여권을 좁게 인정하였을 때의 부작

용은 자명하다. 하지만 참여권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킬 경우

역시 문제는 심각한데, 수사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작은

문제이다. 더 큰 문제는 수사기관의 판단기준을 모호하게 하고 맹목적인

참여권 보장을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피압수자 내지 정보소유자의 기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디지털 증거에 있어 참여권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

다. 하지만 참여권의 효용성에 주목하여 참여권이 가지는 본연의 법적

한계 및 범위를 벗어나 적용범위를 과도하게 넓히는 것은 위험하다. 참

여권의 의의 및 법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냉철한 법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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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제17권 제3호(2015)

김영규, “미국 연방대법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판결의 의의-피체포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영장 없는

수색 제한에 관한 RILEY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5

권 제4호(2014)

김정한,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관한 실무적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제68

호(2020)

김지홍, “디지털 포렌식 절차 모델에 대한 새로운 접근”,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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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2015)

김태오, “사이버안전의 공법적 기초-독일의 IT기본권과 사이버안전법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45권(2016)

김해원,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영장주의”, 공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2017.8)

김혁,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과 적정절차”, 형

사정책연구 제29권 제1호(2018)

김혜경, “영장주의의 본질을 기초로 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참여권의

범위”, 연세법학 제35권(2020.6)

김혜미,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영장주의 원칙의 엄격한 해석 요청-한

국과 미국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55권 제2호

(2020)

, “디지털 압수․수색 집행절차상 문제점과 피의자 방어권의 보장

방안-사전제한으로서 집행방법 제한의 영장기재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3집 제2호(2020.6)

남정아, “미국 연방헌법 수정증보 제4조의 압수 및 수색의 범위에 관한

고찰-연방법원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서울법학 제27권 제3

호(2019)

노명선, “사이버 범죄의 증거확보에 관한 몇 가지 입법적 제언”, 성균관

법학 제19권 제2호 (2007. 8.)

,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판례 동향과 비교법적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제43호(2014. 6.)

노수환,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 절차상 당사자의 참여권 및 별건 관

련성 없는 증거의 압수 요건-대법원 2015.7.16자 2011모1839 전

원합의체 결정”, 법조 제65권 제7호(2016.8)

노승권, “컴퓨터 데이터 압수․수색에 관한 문제”, 검찰 통권 제111호

(2000)

노정환, “현행 압수․수색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실무상 문제점을 중

심으로-”, 법조 제59권 제4호(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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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지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규제와

집행에 관한 연구-영장 집행 시 제기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법

조 62권5호(2013.5)

류제성, “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의 헌법적 권리성”, 법학논총

제28권 제2호(2015)

모성준, “미국의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단계구조 -디지

털 증거를 중심으로-”,법학연구 제27권제2호(2017.6)

문성도, “영장주의의 비교법적 고찰-한국 헌법 제12조 제3항과 미연방헌

법 수정 제4조의 규범적 특징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24권

(2005)

, “영장주의의 도입과 형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

학교(2001)

박건욱, “수사기관에서의 전자정보 탐색과정을 압수․수색의 일환으로

보는 판례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

50호(2016.3)

박경규, “전자정보의 수색.압수에서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 형사법의 신

동향 제65호(2019.12)

박경신, “E-메일 압수․수색의 제문제와 관련 법률개정안들에 대한 평

가”, 법학연구 제13권 제2호(2010.8)

박락인,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경

찰학연구 제15권 제3호(통권 제43호)(2015.09)

박민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의 적법절차“,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

학교(2016)

,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한 증거의 보존을 담보해주는 방안-

영장주의 예외와 증거인멸죄 활용을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

향 제54호(2017.3)

박봉진·김상균,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 제19

권 제1호(2013.2)

박석훈·함영욱·백승철, “전자증거의 압수․수색 및 임의제출 과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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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범위한정가능성에 대한 고찰”, 법조 제64권 제6호(2015.6)

박성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 정보검색의 성격과 피압수자 참

여권 보장의 의미-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형사정책 제28권 제2호(2016.8)

박용철, “디지털 증거 중 카카오톡 대화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참여권-대법원 2016모587 사건을 통해 본 122조 급속을 요하는

때의 의미”, 비교형사법연구 제20권 제4호(2019.1)

박종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법제”, 형사법의 신동향 제18호

(2009.2.1)

박혁수,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의 실무상 쟁점“, 형사법의 신동향 제44

호(2014. 9.)

박형식, “현행범 체포시 핸드폰 압수․수색의 한계와 효율성 제고방안”,

경찰학논총 제13권 제2호(2018)

박희영, “정보기술 시스템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上)”,

법제자료(2008.10.17.)

방경휘, “정보저장매체의 반출 후 전자정보의 탐색·선별에서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 21권 제3호(2020)

백승주, “미국의 압수․수색영장 일부기각 및 압수방법 제한에 관한 실

무연구-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실무연구(2013)

서원익, “압수․수색할 장소와 물건의 다양성에 따른 영장집행 방식에

관한 소고-영장원본 제시, 참여권 보장, 압수목록 교부의 현실과

한계”, 저스티스 통권 제182-1호(2021.2)

서주연,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대한 고찰“,

경찰학연구 제15권 제3호(2015.)

서태경,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

한 검토-피의자·변호인의 참여권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제39권

제3호(2015)

설민수, “피의자 보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서 미국과 한국 법원의

영장주의 적용과 변화과정-이미징을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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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통권 제53호(2016.12)

손동권, “수사절차상 긴급 압수․수색 제도와 그에 관한 개선입법론”, 경

희법학 제46권 제3호(2011.9)

, “새로이 입법화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연구 -

특히 추가적 보완입법의 문제-”, 형사정책 23권 2호(2011.12)

송기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집행과 관련한 문제점 고찰”, 범죄수사

학연구 제1권 제1호(2015.12)

신동운, "일제하의 예심제도에 관하여-그 제도적 기능을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법학 제65권 제1호(1986)

, “제정형사소송법의 성립경위”, 형사법연구 제22호(2004)

신동현·백승조, “디지털 압수물의 환부 · 가환부와 몰수 방안에 관한 연

구”, 디지털포렌식 연구 제8권 제1호(14.6)

신상현,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임의성”, 형사법의 신동향

제67호(2020.6)

신이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와 제한 규정”, 중앙법학

제11집 제2호(2009)

,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의 적용범위와 증거능력 인정요건”,

법학연구 제15권 제3호(2012)

, “형사절차상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규제”,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1호(2016)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대한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 제67호(2020)

안성수,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압수․수색”,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1

호(2008.7)

,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법조 제66권 제1호(2017.2)

안정섭·최건호,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일련의 압수처분에서 참여권 보

장 범위 및 준항고에서 취소의 대상 검토-대법원 2015.7.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법학평론 제7권(2017. 5.)

안주열, “일제강점초기 형사사법제도와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고찰 :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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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형사판결록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제33권(2006)

양근원, “디지털 증거의 특징과 증거법상의 문제 고찰”, 경희법학 제41권

제1호(2006)

양상희, 이중정, 윤혜정, ”정보저장매체 반출 및 디지털 증거 탐색 과정

에서의 참여권 보장 환경에 대한 중요도·이행도 분석“, 한국전자

거래학회지 제23권 제3호(2018. 8.)

오경식, “수사절차상 압수․수색제도에서의 인권보장 방안”, 형사법의 신

동향 제50호(2016.3)

오기두, “형사절차상 컴퓨터관련증거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연구”, 박사

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1997)

, “전자정보의 수색·검증, 압수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함의”,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4권 제1호(2012.6)

오길영,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언론과 법 제14권

제1호(2015. 4)

오현석, ”전자정보의 선별압수와 매체압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2019)

이경렬, 설재윤, “전자증거의 적법한 압수와 별건 증거사용에 관한 실무

연구”, 법조 제68권 제1호(2019.2)

이규호·박성원, “수사상 압수 및 수색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4권 제2호(2010.12)

이기리,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및 탐색의 한계-대법원

2015.7.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한국정보법학회 정기

세미나 사례연구회(2015.9)

이기영·주민철·서경원, “압수․수색영장 일부기각에 관한 연구”, 법조 제

62권 제6호(2013)

이기은, “디지털기록 증거채택에 관한 헌법적 고찰-영장주의를 중심으로

-”,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2016.8)

이동희, “형사소송법의 편장체계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시론-일본 형

사소송법에 대한 비교 검토를 포함하여-”, 비교형사법연구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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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제1호(2019.4)

이상명,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제

36권 제3호(2008)

이성기, “수사기관의 범죄현장 증거물 수집에 관한 소송법적 논의”, 형사

법연구 제26권 제1호(2014.3)

이성대, “형사절차상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

동향 제56호(2017)

이세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 대상과 종료시점“, 법

학연구 제58권 제4호(2017. 11.)

이숙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본권, 그리고 영장주의에 관하

여”, 헌법학연구 제18권 제1호(2012.3)

,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동일성 무결성 등의 증거법상 지위 및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와의 관계”, 저스티스 통권 제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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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emergence of a new form of evidence, called the digital

evidence, the right to participate has been in the spotlight to prevent

the indiscriminate search and seizure of a large amount of electronic

information. However,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the right to

participate are still being discussed.

This paper introduces issues of participation rights that are

particularly problematic in investigation, and attempts to find

appropriate answers based on previous researches and precedents.

When considering the issues related to the right to participate, what

should be clarified at first is the meaning of the right to participate.

The right to participate is a materialization of the key elements of

the due process and is intended to ensure the lawful enforcement by

warrant.

By guaranteeing the right to participate, the seizure of relevant

information related to the warrant can be guaranteed, and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of the

person whose thing was seized is also able to be guarante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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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of the suspect’s right to defense, either.

However, we cannot guarantee the prevention of the retention of

irrelevant information. That is a problem after the execution of the

warrant. And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and meaning of the

right to participate, although the integrity and identity of evidence

can be reinforced as a result of guaranteeing the right, but it is

difficult to see itself as the purpose of the right.

The right to participate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e right of the

suspect and the right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place where the

seizure is made. And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the

right of the participation of person whose thing was seized is able to

be derived from Articles 118 and 129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And recently the right of the person whose thing was

seized to participate was explicitly stipulated as the statutory order,

"Regulations on Mutual Cooperation between Prosecutors and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General Rules of Investigation" was legislated.

The proviso to Article 122 of the Code stipulates that the right of

the suspect can be limited when the search and seizure process is

necessary to speed up.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to limit the

right of others' right, however when looking at the meaning of each

provisions related to the right and considering the possible conflict of

fundamental rights arising from the guarantee of the right, it needs

to be interpreted that there are cases where the right to participate is

limited, especially in the case of off-site seizure.

However, all of the above provisions on the right to participate are

premised on the execution of a warrant, so there is a question

whether it can be applied mutatis mutandis in the case of seizure

without a warrant. Now then, the feature of “seizure by warrant” to

which the right to participate is applied is that it is a f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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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osition. And the seizures without warrant such as seizure

accompanied by an arrest, voluntary submission, things left behind

are also subject to forced dispositions by their nature. If so,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provisions on participation rights can be

applied mutatis mutandis.

On the other hand, the right to participate implies restrictions on

the request for substantial truth. Although it is important to interpret

the law that allows both sides to harmonize, however considering the

purpose of legislation, which stipulate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 even though it is foreseen to interfere with criminal

investigation, it is not desirable to limit the right to participate

unconditionally just because the two sides collide. If it is closely

linked to the right to participate, it shall be interpreted so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can be faithfully guaranteed. Only when the

connection is low, it is desirable to impose restrictions. And if so,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can be limited

at the analysis stage. Because the analysis process does not target

the contents of the file, so the connection to the meaning of

guaranteeing the right is so low, while the invasive effects such as

concern about technology leakage and exposure of analysis techniques

are so high.

And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legislator who chose the active

word 'participation' rather than passive words such as "attendance"

or "observation“, in the case the right to participate is guaranteed, it

should be possible that express one’s opinions and raise objections in

addition to simply watching. However, it seems that there is no need

to inform the criteria or method of determining the relevant

information, for the security of the investigation.

In addition, if the right to participate is abused, such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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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ing the right for the purpose of delaying or obstructing the

investigation, the right needs to be restricted, and by doing so,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and the principle of the due process

can be harmo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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