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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통상적인 수사의 한 과정이며

이때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가져오는 것이 수사결과의 성공,

실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되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증거의 압수는 필수사항이 되었고,

최첨단 디지털기기의 발전은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하여야 하는

매체 또한 다양하게 만들었다. 그 압수 대상 매체 중에 이메일

역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메일 중 구글·지메일은 현재

시장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 압수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압수수색 현장의 또 다른 변화는 예전과 다르게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강화되고, 현장 압수수색 시 사건과 관련된 파일을 선별하여

압수하여야 하는 것이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절차로 자리 잡혀가고 있다.

압수수색 현장은 어떤 매체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지 예측 불가

하고, 짧은 압수수색 시간 내에 적절한 디지털포렌식 도구를 사용하여

사건과 관련된 구글·지메일 파일을 선별하고 절차에 맞게 압수하여

가져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구글·지메일 현장 압수수색의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방법과 압수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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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구글·지메일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 진행 시 ‘구글 자료제공

서비스’, ‘디지털포렌식 도구’ 및 ‘구글·지메일 백업 도구’들을 사용하여

온라인 상태에서 구글·지메일에 대한 접근권한을 획득한 후

이메일을 파일화하여 디지털 증거화 하는 방법에 관해 확인하였다.

둘째, 현재 디지털포렌식 수사관들이 구글·지메일에 대하여 현장에서

압수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그러한 압수수색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점을 식별하고 문제점에 대한 기술적, 절차적 부분을 디지털

증거의 기본 성격에 맞춰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셋째, 구글·지메일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 시 구글·지메일 압수방

법들을 현장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압수수색 현

장 상황에 맞게 간단히 볼 수 있는 [구글·지메일 압수방법 기능

분석 및 비교표]. [구글·지메일 압수방법 흐름도]를 마련하여 수사

기관이 현장에서 구글·지메일을 압수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압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원활한 구글·지메일의 압수가 진행되어 신속·

정확한 수사 환경 제공에 이바지하였으며, 나아가 피압수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어 : 구글·지메일, 지메일, 이메일 압수수색, 이메일 압수, 구글·지메일

압수, 지메일 압수, 구글·지메일 포렌식, 지메일 포렌식

학 번 : 2020-2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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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구글·지메일(Gmail)1)(이하 ‘지메일’로 명칭)은 구글(Google)社의 ‘G’를

따서 만든 메일 서비스로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2004년 4월 1일에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아래 [그림 1]과 같이 2020년 기준 18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함으로써 구글의 가장 성공적인 서비스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물론, 각 나라를 대표하는 웹 메일 서비스는 존재하며, 중국은

‘바이두, 126’ 메일 서비스가 있고 대한민국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의

포털사에서 제공하는 메일 서비스를 사용한다.

[그림 1] 전 세계 구글 실사용자 통계자료2)

1) Google의 이메일 서비스(https://namu.wiki/w/Gmai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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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래 [그림 2]의 통계에서와 같이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모바일

기기가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증가한 모바일기기에서 사용하는 운영체제

중 72.45%가 안드로이드3) 운영체제로 확인된다.

[그림 2] 모바일 장치에서 안드로이드 시장 점유율4)

이렇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다수의 모바일기기에서 운영되고 있고,

해당 모바일기기는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구글 계정의 기본 인증이

2) 파이낸스 온라인 비즈니스 리뷰 사이트 파이낸스 온라인(https://financesonline.com)

에서 제공하는 구글 실사용자 통계자료

3) 안드로이드(Android) :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Google에서 제작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같은 플랫폼의 모바일 운영체제와 미들웨어 및 중요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집합, 2021년 기준 Android 점유율은 72.19%로 확인된다.(출처 : 나무위키)

4) 스탯카운터(https://gs.statcounter.com) : 2020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모바일 운

영체제 사용 점유율 제공, 1위는 안드로이드 72.45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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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하고 해당 계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통합인증 구조로

되어 있어, 사용자가 추가적인 가입 및 인증 없이,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설치된 모바일기기의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지메일 계정이 부여되기에, 세계적으로 가장 점유율이 높은 이메일

서비스인 것은 확실하다. 위와 같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장치가

많아질수록 사용자들이 모바일기기에서 사용하는 지메일의 사용도 증가할

것임이 자명하다.

2. 연구의 필요성

구글社는 지메일이 포함된 업무용 서비스 패키지를 출시하였다. 기존의

회사들이 사용하던 방식인 사내에 구축하는 메일서버는 서버를 관리하는

전산 인력이 필요하고, 메일서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각각 구매

하여 설치, 해당 장비를 네트워크에 연결 운영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또한, 메일이 증가함에 따른 메일서버 추가 구축 및 성능 개선, 보안

소프트웨어 고도화, 메일 솔루션 라이선스 업데이트 등, 메일서버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소비되었고, 이러한 비용은 회사에서 추가 비용을

지급하여 운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환경에 일찍이 구글은 이메일을 통한 업무와 계정에 로그인하는

것으로 장소와 시간, 기기와 관계없이 어떤 곳에서도 같은 사무실 환경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업무 시스템인 구글 워크스페이스5)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5) 구글 워크스페이스(Google Workspace, 구 G-Suite) : 구글이 개인, 조직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협업 서비스 모음으로, 장소와 시간, 기기에 상관없이 부서/

팀의 협업을 도모하고, 업무 능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도구다. Gmail, 구글 미트/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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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회적인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구글 워크스페이스 서비스는

아래 [그림 3]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서비스 중 이메일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지메일’이다.

구글은 구글 워크스페이스 서비스를 교육기관이나 일반 기업체 등에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였고, 국내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대부분 대학이

자체 운영하던 메일서버를 폐기하고 구글 워크스페이스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중·소규모의 기업에서도 사용 중에 있다.

이렇게 도입된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자체 메일서버를 완전히 도태

시키고 자리를 잡았다. 수사기관 역시 기업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메일의

압수가 필요한 경우 지메일을 압수해야 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3] 구글 워크스페이스 서비스 구성 목록 화면

구글 드라이브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글 서비스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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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지메일이 압수 현장에서 압수의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압수하는 현장 사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가. 압수수색 현장 사례 #1

2019년 10월경 국내 A 대학에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당시 지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메일의 압수수색을 위해

구글에서 제공하는 테이크아웃(Takeout)6)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메일

추출을 시도하였으나, 저용량 메일을 압수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압수수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압수수색 시작 후 20시간을 넘어가면서

테이크아웃 서비스로 자료를 받아 압수하는 것이 일부 컴퓨터에서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혐의사실 관련 일부 자료만 출력하는 방식으로 압수

수색이 마무리되었다.

나. 압수수색 현장 사례 #2

2020년 4월경 영업비밀 유출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으며,

국내 중소 IT 기업 B 업체는 직원 수가 100명 이내로 이메일에 대한 압수

수색이 진행되었고, 일부 직원이 업무 메일 이외에 지메일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국내 중소업체 상당수가 업무 메일의

접근성 문제로 지메일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 압수수색에서는 압수영장의 사건 관련 기간 내에 메일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되지 않아, 피압수자의 지메일은 압수하지 않았으나 지메일은

여전히 압수 대상으로 빈번히 확인되었다.

6) 구글 테이크아웃(Takeout) : 구글에서 제공하는 백업 서비스로 구글 드라이버, 메일,

리마인더, 캘린더, 크롬 등의 앱에 데이터를 PC에 저장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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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압수수색 현장 사례 #3

2021년 2월경 불법 촬영물 유포 관련 사건을 수사하며, 피압수자의

주거지 PC를 확인하는 중에, 불법 촬영물을 클라우드 등에 올렸을 가능성이

있어, 인터넷 접속기록 및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 사용 내용, 이메일

기록 등을 확인하였다.

피압수자는 구글에서 서비스 중인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 중으로

확인되었고, 지메일에서 혐의사실 관련 기간 중 주고받은 이메일을 1,000여

건이 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피압수자는 압수물을 선별하는 과정에

참여를 희망하여 압수 현장에서 메일을 검색하고 관련성이 있는 이메일을

선별하는데 6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위와 같이 개인 사용자뿐 아니라 기업 및 교육기관에서 지메일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메일이 압수 대상이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및 인권 보호가 강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압수수색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지메일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선별 압수수색 절차와 기술 방안은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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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목적

1. 연구의 방법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지메일을 압수하는 과정 및 절차를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본다. 또한 그러한 압수수색

방법을 개선하여, 이메일 관련 디지털증거를 무결성과 진정성 등을 유지하

면서 압수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먼저, 지메일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백업 방법, 시장 점유율 등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본다.

지메일을 압수하는데 있어서 수사관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구글 테이크

아웃’을 사용하여 압수하거나 선별된 이메일을 개별적으로 클릭하여

다운로드 또는 프린트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는 것이 유일하다.

이때 ‘구글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메일을 압수하는 경우,

백업 완료 시간을 알 수 없어 압수 현장에서 소유 시간 예측이 불가능하다.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다운로드받아 압수하는 경우 역시 신뢰성 및 정확성,

효율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기존 도구들을 살펴보면, 지메일을 압수하기 위해 개발되기보다, 보편적인

컴퓨터 현장 압수 또는 이메일 압수 후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메일 압수 도구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유지하면서 증거를 압수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최종적으로 지메일 전용 현장 압수 도구를 제작하여, 압수

현장 선별 가능성, 다운로드 소요 시간 예측, 압수하는 증거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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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상세목록’ 작성 등 지메일 압수에 적합한 도구를 제작하였다.

도구 기능을 상호 보완하여 압수방법 또한 지메일 압수에 사용되는 디지털

포렌식 도구와 백업용으로 사용되는 도구의 기능을 비교하고, 어떤 방법으로

압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에 표로서 나열하고, 사용되는 도구들이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을 순서도로 작성하여 현장에서 포렌식

수사관들이 구글 지메일을 현장에서 압수할 때 도구와 방법을 현장에서

참고하는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2. 연구의 목적

국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지메일이 압수대상물로 확인되는

경우, 정해진 시간 내에 선별 및 압수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인 방법은 없다.

이에 국내 실정에 맞게 지메일을 현장 선별하고 압수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으로 지메일의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표준절차를 제

안함으로써 지메일의 증거능력을 유지하면서 사건과 관련된 이메일을

유실 없이 압수하는 방법을 확보하고자 한다.

역외 이메일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지의 디지털 자료를 다운로드 받

는 방법으로 디지털 자료를 증거화 하는 과정에 증거능력을 유지하기 위

해서 절차적으로 보완할 사항을 제안하고 지메일을 압수할 때 기술적 부분

을 더 고려하여 지메일에 대한 현재 사용되는 현장 선별압수의 안정성

을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지메일을 압수수색 현장에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들이 접할 때

불확실성 없이 확실한 압수수색 방안을 마련하여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지메일에 대해 사건 관련 이메일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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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구글·지메일의 보안 및 특징

제 1 절 구글·지메일의 구성

1. 구글·지메일 일반정보

2004년 4월경 구글은 지메일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당시 일반적인

이메일 서비스가 웹 기반에, 100 ～ 200MB의 메일 용량을 제공하였으나,

지메일은 용량 1GB에, POP37)와 IMAP8) 프로토콜을 모두 제공하여

당시 이메일 시장 환경을 뒤흔들 정도로 혁신적인 서비스였다.

웹 기반 이메일을 사용 중이었던 사용자들은 지메일의 POP3와 IMAP

기반 서비스는 큰 장점으로 다가왔다. 또한, 자체 메일서버를 구축하지

못하는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성능과 비용면에서 지메일을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구글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경쟁의식을 느낀 국내 이메일

업체들도 POP3/IMAP 메일 서비스를 무료도 제공하고, 이메일의 용량도

꾸준히 증가시켜, 현재, 국내 N사의 경우 메일 용량을 5GB 제공하며,

자체 로컬드라이브를 메일 용량으로 지정하여 TB(테라) 용량까지도 확장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지메일도, 2021년 기준으로 지메일은 구글 드라이브 9)를 포함,

총 30GB(이메일 15GB, 드라이브 15GB)의 용량을 제공하고 있다.

7) POP3(Post Office Protocol) : 메일서버에 지정된 사용자 ID로 접속하여, 메일박스 내에

도착한 메일을 자신(클라이언트)에게 가져오기(수신) 위해 사용되는 이메일 관련 프로토콜

8) IMAP(Internet Message Access Protocol) : 사용자 또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메일의

제목과 송신자를 보고, 메일을 다운로드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전자메일용 프로토콜

9)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 : 구글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협업 도구이자 파일 저장/공유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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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메일은 사용자가 많지만, 데이터를 전 세계 데이터센터에 분산하여

저장하고 있기에 접속과 다운로드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점차 개선되고 있다.

2. 구글·지메일 계정정보

구글 계정은 구글 사이트 ‘www.google.com’에 접속한 후 아래 [그림 4]

와 같이 만들 수 있으며 만들어진 구글 계정으로는 구글의 지메일, 유튜브,

캘린더, 드라이브 등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림 4] 구글·지메일 계정 생성

구글에서 제공하는 크롬10)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로그인 절차를 거치면,

아래 [그림 5]와 같이 동기화가 진행되고 이전에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하

10) 크롬브라우저(Chrome) : Google에서개발하는브라우저이며, 12월 11일에정식버전이출시되었다.

매우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빠른 페이지 로드 속도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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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인터넷 접속기록부터 북마크, 사이트 계정정보, 설치한 도구, 지메일,

캘린더 정보 등이 동기화되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구글·지메일 동기화 화면

지메일은 [그림 6]과 같이 직접 URL(https://mail.google.com/)을 입력하여

접속하는 방법과 [그림 7]과 같이 크롬 브라우저의 구글 앱에서 ‘Gmail’

서비스를 선택하여 접속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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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구글·지메일 접속 방법(URL 접속)

[그림 7] 구글·지메일 접속 방법(구글 앱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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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글·지메일 보안정보

지메일은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전송을 위해 이메일을 암호화하

는 표준 인터넷 프로토콜인 전송계층보안(TLS)11)을 사용하고 있다. TLS

는 인터넷 연결을 통해 전송 중인 이메일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또한 구글 워크플레이스에서 이전에는 보안 소켓 레이

어(SSL)12)로 이메일을 암호화했지만 이제 암호화에 TLS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TLS 및 SSL은 모두 'SSL'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TLS는

더욱 안전한 SSL의 업데이트된 버전이므로 이제 SSL을 언급하는 Google

관리 콘솔의 모든 설정에서 TLS를 사용하며, 구글 워크플레이스에서는

TLS 버전 1.0, 1.1, 1.2, 1.3을 지원한다.

기본적으로 지메일은 이메일을 전송할 때 항상 TLS에 연결을 사용하고,

안전하게 이메일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TLS에 연결하여야 하고, 온전하게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 TLS를 사용해야 안정한 연결을 구성할 수 있다.

지메일로 이메일을 발송할 때 수신 측에서 TLS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메일에서 메일을 전송하나, 연결이 TLS로 암호화되지는 않는다.

구글의 지메일은 이처럼 이메일을 송·수신 시 암호화해서 전송하고

있고 이런 TLS에 취약점도 확인되지 않았기에 송·수신 내역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아래 [그림 8], [그림 9]에서와 같이 구글의 보안은 2단계 보안으로

피압수자 중에 가끔 자신이 그런 메일을 보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시스템이

11) 전송 계층 보안(Transport Layer Security) :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암호 규약이다.

통신 과정에서 전송계층 종·단간 보안과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해준다. 웹 브라우징,

전자 메일, 인스턴트 메신저, voice-over-IP(VoIP) 같은 응용 부분에 적용되고 있다.

12) 보안 소켓 계층(Secure Socket Layer) : 넷스케이프사에서 개발한 인터넷 보안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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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당해 메일을 보내게 되었다고 현장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주장도

구글의 강력한 보안 구조 때문에 이 또한 피압수자가 현장에서 부인하기

힘든 요소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림 8] 구글·지메일 2단계 보안 화면(1)

[그림 9] 구글·지메일 2단계 보안 화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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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메일의 암호화는 전송 계층 보안(TLS)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연결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암호화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크게 확인된다.

첫째로 키 교환 알고리즘은 두 기기 간에 키를 교환하고, 그 키를

사용하여 두 기기 간에 전송되는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기능을

하고, 둘째로 대량 암호화 알고리즘은 TLS 연결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셋째로 MAC 알고리즘은 전송된 데이터가 전송 중에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TLS 협상을 ‘핸드셰이크’라고 하는데 통신 상대 간에 서로를 확인 및

인증하고, 사용할 암호화 및 세션키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 지메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최신 TLS 버전은 TLS 1.3으로 2021년

1월에 최신의 업데이트 된 것으로 확인된다.

4. 구글·지메일 다운로드 방식

일반적인 방식으로 지메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하다.

이메일의 상단 메뉴에서 ‘메일 다운로드’ 메뉴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이메일에 대해 ‘.EML13)’ 확장자를 가진 이메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아래[그림 10]는 지메일을 하나씩 다운로드할 수 있는 메뉴를 보여준다.

13) EML(Extention used for email files) : eml 형식의 파일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익스프레스나 모질라 썬더버드 등에서 자유롭게 열어볼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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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개별 구글·지메일 다운로드 화면

위와 같이 메일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다운로드를 하면 이메일 헤더와

본문 첨부파일을 모두 포함한 이메일을 ‘메일제목.eml’ 파일로 아래 [그림

11]과 같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그림 11] 개별 구글·지메일 다운로드 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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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글·지메일 IMAP, POP3 등 설정

지메일은 이메일 서버에서 사용자의 클라이언트로 메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성에 IMAP과 POP3 프로토콜을 지원한다.

POP3 프로토콜과 IMAP 프로토콜은 아래 [그림 12]와 같은 송·수신 프로

토콜 구조를 가진다.

[그림 12] SMTP와 POP3와 IMAP의 구성 그림14)

지메일을 POP3와 IMA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 13]과 같이 구글 설정에 들어가서 ‘모든 설정’ 보기를 한 후,

‘전달 및 POP/IMAP’ 탭에서 POP3와 IMAP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안함]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사용함으로 바꿔 주어야 한다. 설정을

바꾸면 이메일 클라이언트에서 수신메일 서버 설정을 하여 이메일을 사용자의

PC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된다.

14) 정보통신기술용어 사이트 : POP, POP3(http://www.ktword.co.kr/test/view/view.php?no=992)



- 18 -

[그림 13] 구글·지메일 POP3와 IMAP 설정화면

만약 POP3를 통하여 지메일을 수신받기를 원하면 수신메일 서버는

‘pop.gmail.com’로, SSL을 선택하고, 통신포트는 995로 설정하고, 이메일

주소와 지메일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구글 메일서버로부터 이메일을 다운

로드받을 수 있다.

또한 IMAP을 통하여 지메일을 수신받기를 원하면 수신메일 서버는

‘imap.gmail.com’로, SSL 사용 선택, 통신포트는 ‘993’으로 설정하고,

이메일 주소와 지메일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구글 메일서버로부터

사용자의 이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이메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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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구글의 보안정책 상에 충돌로 구글 지메일에 대한 접속과 다운로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응 대책은 이메일 클라이언트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구글의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나 구글 OTP 등을 사용하여

2단계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인증받은 기기에서는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후 2단계 인증을 통해서 구글 지메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구글의 2단계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구글 2단계 인증을 지원하지 않는

특정 버전의 아이폰, 맥, 윈도우 컴퓨터, 윈도우 휴대전화, 기타 기기의

설치된 앱에서 앱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구글 지메일 계정에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앱 비밀번호는 임의의 알파벳 문자 15자리로 “xyxiafloehfoecod”와

같이 생성되며, 앱 비밀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기억할 필요가 없고,

구글 지메일에 완벽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구글 지메일에 접근할 때 구글 보안

설정에서 보안 수준이 낮은 앱이 계정에 접근하도록 허용으로 설정을 바꾸

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구글 계정에 접속하기 위한 절차와 정책이 강화

되거나 변경되면 구글 지메일 계정에 접속하는 도구들이 접속되지 않거나

도구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어 도구의 실행 전에 보안 설정 및

접근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지메일 계정에 접속해서 일시적으로 계정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IMAP 액세스 다운로드의 경우 하루 2,500MB, IMAP 액세스

업로드의 경우 하루 500MB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도 두고 있어서

대용량 지메일을 다운로드 할 때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를 고려하여

압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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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원격지 이메일 압수・수색

제 1 절 원격지 이메일 압수 법적 검토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현재의 수사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나, 이런 수사 환경 변화 요구에 법률은 후행하는 것이 현실이며,

심지어 이 법률의 후행에 대한 부분도 많은 기술적 검토와 기본권 침해에

대한 부분 등을 고려하여 대응하다 보니 너무 긴 시간의 수사 절차적 공백이

생기고,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도 늦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상당수의 앱과 휴대전화의 운영체제도

국경을 넘어 운영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정보 및 데이터도 모두 국외에

보관 운영 중인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는 더 많은 이런 초국경성의 데이터

이동·보관과 운영방식이 기본이 될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해외 운영된다는 이유로 적절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결국 수사의 본질인 실체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새로운 압수수색 방식을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의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1. 원격지 이메일 압수 정의

가. 원격지 이메일 압수 범위

원격지 이메일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 때문에 압수수색

현장에서 수색하여 확인된 이메일이 있고,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 21 -

예를 들어 ‘지메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기재된 사항과 같이 피압수자에게

이메일의 계정정보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2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압수자가 계정정보를 알려주면 계정에 접속하고, 물리적으로는 같은

압수장소가 아니나, 사건과 관련되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또는 사실과

관련된 자료들이 보관된 네트워크로 연결된 제3자가 보관 중인 디지털증거

중 이메일 부분을 피압수자의 압수수색 현장에 있는 물리적인 저장 매체

에 다운로드받는 방법으로 압수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상의 방법은 영장의 압수수색 대상에 압수할 물건에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에게 계정정보를 요청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로

한정된 것이다.

하여 압수수색 과정 중에 피압수자에게 이메일에 대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헌법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만드는 자기

부죄 금지원칙으로, 피압수자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의 수집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강제할 수는 없다.

피압수자의 협조 없이 압수수색을 강제하는 것을 여기서는 다루지 않으며,

이는 추후 통신사업자에게 ‘자료 보존’ 요청을 하고,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번역하여 구글코리아에 발송하여 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집행하여

자료를 획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맞은 방법일 것이다.

또한, 압수수색영장에 압수수색 장소로 기재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에

있는 저장매체에 접근하여 해당 디지털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를

압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압수 대상인 디지털정보는

압수수색을 개시할 때부터 수색 장소에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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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까지 수색 장소에 다운로드 되어 존재한다면 족

할 것이다.

나. 원격지 이메일 압수장소

압수수색영장이 압수수색의 대상을 ‘특정 장소에서 저장 중인 디지털

정보’로 특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문언상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착수

하여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운로드받는 결과로 그 장소에 존재하게 되는

정보까지 포함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수색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 보관하고

있거나 저장 중인 디지털증거로 한정한다면,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처럼, 제주도지사의 비서관이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영장 집행

장소로 관련된 서류를 가져갔다가 압수당한 경우, 압수수색 장소에 있지

않던 서류에 대해서는 ‘특정 장소에서 보관 중인 서류로 볼 수 없다’라고

하여 비서관이 가지고 온 그 서류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15)

디지털증거도 이처럼 봄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현재 실무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압수수색 할 물건’에 역외 이메일에 자료의 확보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기재하고, 영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피압수자에게 아이디와

패스워드 제공 요청받고, 피압수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해당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디지털정보를 다운로드한 후, 이를 출력·복사·논리적 이미징·화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압수하고 있다.

15)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직선거법 위반(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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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이메일 압수 관련 판례

가. 국외 원격지의 저장매체 압수의 적법성16)

대법원 2017년 11월 29일, 선고 된 2017도9747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판결에서 대법원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에서 해

당 계정과 관련하여 인터넷서비스 이용자가 정보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접속 권한을 가지며, 전자정보의 열람・관리 등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서버 접속을 위해 입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인터넷서비스 이용자가 등록한 것과 일치하면

접속자가 인터넷서비스 이용자로 식별하고, 보안 접속을 허용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관리하는 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등 다른 정보처리

장치로 다운로드하고 파일로 복제하는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

적인 운영방식이다. 이러한 운영방식에서

①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인 피의자는 전자정보의 소유자로 이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의 해석

상 허용되는 것이고,

②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획득한 접속정보를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저장정보를 현출하는 것은 피의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소지하는 대상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허용되고,

③ 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허용한 피의자의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

및 처분 권한과 일반적 접속 절차에 기초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16)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등, 편의 제공, 자진 지원·

금품수수)(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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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저장 매체 간 저장·변조·복제가 용이한 전자정보의 특성상 장소가

특정된 수색 장소에서 원격지의 저장 매체(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

는 것이 압수수색영장에서 허용한 집행의 장소적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적

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수색부터 압수까지 일련의 과정이 장소가

특정되어 행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원격지의 저장 매

체가 국내가 아닌 국외에 있는 경우라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라고 판시하였다.

나. 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적법하다고 본 판례17)

1) 사실 관계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의 수첩에 기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소인들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범죄 혐의와 관련 파일을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로 하여, 추출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압수를 진행하였다.

2) 판결 요지

국정원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의 메모 등에 기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외국의 업체에 의해 운영되는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에 대하여,

① 국가정보원의 수사관이 피고인들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것은,

압수수색 과정 중에 법원의 영장에 의하여 영장에 기재된 상당한 방법에

17)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보안법(특수잠입, 탈출, 회합, 통신 등)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2017.07.05. 선고 2017노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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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할 물건을 찾기 위해 채증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이는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해당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것에 해당하는 점,

②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와 같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건정(자물쇠)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고 있고, 이는 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되어야 하는바, 수사관

이 채증 과정에서 적법하게 알아낸 피고인들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

호를 입력하여 수색하는 것도 ‘기타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며,

③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 얻지 아니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법원의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취득까지 금지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어, 이러한 증거 확인 및 수집 방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④ 외국 업체가 운영하는 이메일이라 하더라도 전 세계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으므로, 이메일 운영시스템 관리자의 의도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인증받은 장비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서든지 접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법원의 영장에 기반하여 위 이메일에

접근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대한민국에서 외국의

이메일에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위법이 있거나 국제적인 관할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⑤ 국가정보원 수사관은 외국계 이메일 서버에 접속하여 범죄혐의와

관련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압수한 것일 뿐, 외국에

위치한 서버 그 자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므로, 외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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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의 압수·수색에 외국의 간수자의 참여는 필요가 없어, 국가정보원

수사관의 이러한 행위가 국제법상 관할의 특별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사법공조를 하여 확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⑥ 컴퓨터를 조작하여 외국계 이메일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마우스를 클릭하는 행위는 압수수색 검증 참여한 외부 디지털포렌식 전

문가가 담당하여,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는 이메일을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해시값을 비교하여 동일함을 확인하여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을

확인하여 어떠한 조작이 있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⑦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절차가 진행되기 전 피고인들에게 이를 통지하고 참여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통지가 당일에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피고인들의 참여권이 형식적이다.

라고 할 수 없고,

⑧ 외국계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변경으로

접근을 막거나, 이메일을 삭제하는 방법 등으로 손쉽게 증거인멸을 할 수

있어 긴급을 요 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당일 압수수색 검증 사실을 통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18)

다. 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법하다고 본 판례19)

위 고등법원 판결을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로 상고를

18) 계정 접속을 통한 역외 압수수색의 허용성과 무결성 입증방안에 대한 연구- 검증기관

도입의 필요성 2018, 이신애

19)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보안법(특수잠입, 탈출, 회합, 통신 등) 서울고등법원 제12부

2017.6.13. 선고 2017노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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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기각하고 고등법원의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을, ‘이메일 압수 부분이

증거능력이 있다‘라고 달리 판시하였으나 고등법원의 판시 내용도 살

펴봄이 타당하다고 보여 다시 살펴보면,

국정원 수사관들이 피고인의 USB에 들어 있던 파일을 복호화하여

알게 된 이메일 주소와 암호를 이용하여 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안에 대하여,

① 압수수색에 관한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등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대인적 강제처분이 아니라 압수할 물건이 상대인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전자우편 등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에서 정하는 전기

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대상이 유형물이 아니어서 실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것일 뿐,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만약 수사기관이 특정 이메일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이메일 계정에 관한

접근권한에 관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한 것을 기화로, 외국에 위치한

서버에서 해당 디지털정보 자체를 보관하고 있는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강제처분이 아닌, 네트워크로 연결된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관련 전기통신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의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② 압수·수색의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압수·수색의 집행방식은,

실제로는 해외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 압수수색의 대상인데, 압수·수색 영장

상의 압수·수색 장소는 국내의 임의의 장소로 기재하고, 실제로 그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게 되어, 이런 형태의 압수·수색 집행은 해당 대상물을

소지하고 있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를 상대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을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을 상대로 해당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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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전기통신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을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06조와

제107조의 규정에 저촉된다.

③ 만약 처분 받는 자에게 해당 압수·수색영장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정하

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18조와 압수·수색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주거

지 외에서 이루어질 경우, 해당 거주자 또는 간수자 등을 참여하도록 정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규정을 실제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압수·수색 대상인 전기통신 자체를 직접 보관하고 있는 자를 상태로

집행하지 않고, 이메일 서비스 이용자의 접근수단을 이용하여 임의의

장소에서 해당 이메일 계정에 접근하여 관련 전기통신 등을 수집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을 허용하게 된다면, 이는 압수·수색 처분을 받게 되는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수집된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없게 되는 문제 또한 발생한다.

⑤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자물쇠)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이 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준용되기는 하나, 건정을

열거나 개봉하여 압수·수색하는 장소 내지 대상물이 해외에 존재하여

대한민국의 사법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해외 이메일서비스제공자의

해외 서버 및 그 해외 서버에 소재하는 저장매체 속 디지털정보에

대하여까지 압수·수색·검증영장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검증제도로는 위와 같은 방식의 압수·수색·

검증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정보원 수사관은 피고인 명의의 차량 안에서 발견한 USB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위 USB에 들어 있던 정보가 파일 안에 숨겨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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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docx)을 복호화 한 문서에서 ‘분기마다 사용할 이메일 주소와 암호'

를 알게 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국내에서 제3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국

인터넷 포털서비스업체 ‘SINA.COM’이 제공 하는 ‘XKRRN555@sina.com’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국가정보원과 전혀 무관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다른 제3자인 문○○의 입회하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인 어○○이 컴퓨터에 계정정보를 입력하여 위 이메일에 접속하고,

이메일 계정에 저장된 메일을 선별압수·수색하여 총 15건의 이메일 및

그 첨부파일을 추출하여 출력·저장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하였는바,

설령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한민국의 사법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방식과 효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국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므로, ‘XKRRN555@sina.com’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된

이메일 내용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그 위법성이 중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제 2 절 역외 서버 및 서비스 압수방법의 문제점

1. 디지털증거의 일반적 성격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20)에서 디지털증거의 기본

원칙 5가지 ①정당성의 원칙, ②재현의 원칙, ③신속성의 원칙, ④절차의

20)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 손지영 前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주석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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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성 원칙, ⑤무결성의 원칙을 기술하고 있으며, 본 고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에 의한 수사의 전 과정이 불필요한 지체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뜻하는 신속성의 원칙은 제외한다.

가. 정당성의 원칙

디지털증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의 하나로 압수한 증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획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위법한 절차를 통해

획득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르는 것이다. 예로써 어떤 서버에 권한 없이 침입하는 방법으로 수사의

단서를 확보한 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 수집과 분석이 이뤄진다면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서 얻어진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절차의 연속성(Chain of Custody) 원칙

일반적으로 증거물을 획득하여 이를 봉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증거를

수사기관의 증거저장장소로 이동시키고, 증거저장장소에 보관하고, 보관된

증거를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각 과정에

증거물의 담당자 및 책임자를 명확히 해야 하고, 수집된 디지털 저장매체가

특정 단계에서 문제가 되었거나 손상되었다면 각 단계의 담당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증거물이 이동할 때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다. 재현의 원칙

동일한 조건으로 수행되는 디지털증거의 처리 및 그 결과는 항상

동일함을 보여야 한다. 만약 일반적인 과학적 상식에 비추어 다른 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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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같아야 한다.

라. 무결성의 원칙

위조 및 변조가 쉬운 디지털증거의 성격상,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디지털증거는 위·변작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예를 들어 압축프로그램으로

압축을 할 때 한 바이트의 손상이라도 발생하면 전체의 해시값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면 어떤 데이터가 위・변작 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 역외 서버 이메일 데이터의 디지털 증거적 성격

가. 이메일의 무결성의 성격

역외 서버에 보존 중인 디지털증거의 경우, 디지털증거의 무결성 측면에서

볼 때 원본 파일에 대한 정보가 없고, 원본 파일에 대한 해시값도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서버에서 전송되어 피압수자의 컴퓨터에 다운로

드 되어, 파일로 만들어지는 순간이 피압수자가 해당 이메일에 대한 해시값을

계산하여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이다.

나. 이메일의 절차의 연속성 성격

역외 서버에 보존 중인 이메일은 우선 인터넷서비스업을 하는 업체가

물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현장 압수수색을 수행하는 수사

기관의 수사관이 압수할 이메일에 해당하는 이메일에 대한 접근권한을

피압수자에게 획득하고, 여기서 획득된 이메일에 대해 무결성 검증을 위해

해시값을 계산하고 피 압수자에게 목록을 교부하는 순간이 압수 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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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성의 시작점이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이메일을 다운로드하여 개개의

메일이 파일로 저장되어 압수되어야만 할 것이다.

다. 이메일의 재현의 원칙

압수된 이메일에 대한 재현의 원칙은 압수된 지메일 파일에 개개의 이메일에

구성요소인 헤더와 본문 그리고 첨부파일이 모두 일체화 되어 어떤 손상도

없이 동일하게 저장되어 다른 이메일 포렌식 도구를 통해서 열람할 때

같은 이메일 내용이 열람하여야 하는 것이다.

라. 이메일의 압수의 정당성의 원칙

역외 서버에 보존 중인 이메일에 대하여 이메일에는 타인과의 계약이나

영업비밀 등의 정보가 많이 있을 것인바, 압수수색영장에 명확히 기간과

사건 관련성을 기준으로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를 하고, 원격지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 상태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혹여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 아이디 패스워드를 정보를 요청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해 압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절 국내 수사 기관별 이메일 압수방법 및 규정

1. 검찰의 이메일 현장 압수방법

검찰의 이메일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압수수색 현장에서, 피압수자의 회사가 자체적인 이메일 서버를 운영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내 전산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를 찾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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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할 일이다. 그리고 이메일 서버에 정당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협조를 통하여 서버의 접근통제를 해제한 후 접속이 가능하며,

접속한 이후에 서버 내에 존재하는 이메일에 대한 선별과 다운로드가

가능할 것이다. 대부분 기업에서 이메일에 대해 접근통제하고 있어 사용

자들은 권한이 묶여 있거나 열람 삭제 정도만이 가능하고 다운로드하는

등의 기능은 개인들의 권한에서는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다른 경우는 사내 이메일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의 업무지원시스템을 도입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구글 지메일을

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무적인 부분으로서의

대응책은 현재까지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개별적인 이메일을 현장 선별하여

다운로드 하거나, 테이크아웃을 사용하여 구글이 다운로드가 가능한

형태로 제공할 때까지 기다리며 압수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메일 압수방법이다.

이렇게 클라우드 형태의 업무지원시스템 서비스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이런 곳에 보관된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및 증거확보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과 절차적인 방법에 명확함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아래 [표 1]과 같이 검찰의 ‘디지털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2021년 1월 1일 개정되어 실무에 적용되고 있으나, 이는 로컬에 있는

디지털증거의 성격에 기반하여 작성되어 있으며,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절차 등에 관한 방법은 기술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포렌식

수사관들은 기존의 테이크아웃이나 개별 이메일 다운로드하여 파일로 만든

후 다운로드 된 파일이나 테이크아웃 한 파일에 대해 해시값을 계산한

후 파일명과 같이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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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적법절차의 준수) 디지털 증거는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수집·분석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5조(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유지) 디지털 증거는 법정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재현하거나 검증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수집·분석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6조(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 디지털 증거는 압수·수색·검증한 때로부터

법정에 제출하는 때까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유지) 디지털 증거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에

의해 신뢰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으로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디지털 증거의 보관의 연속성 유지) 디지털 증거는 최초 수집된 상태

그대로 어떠한 변경도 없이 보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관 주체들 간의

연속적인 승계 절차를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0조(전자정보의 단계적 압수·수색·검증) ① 주임검사등은 정보저장

매체등에 기억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1조(참여권의 보장) ① 주임검사등은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검증을

하여야 한다.

<표 1> 디지털증거의수집·분석및관리규정 제4조 등(2021. 1. 1 개정)21)

21) 국가법령포털 : 디지털증거의수집·분석및관리규정, 대검찰청예규 제1151호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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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의 이메일 현장 압수방법

경찰의 압수수색 및 업무의 특성을 보았을 때, 기업에 대한 수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고려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포렌식 업무

및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은 현장에서 이메일을 압수할 때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나 추가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압수수색 하는 것은 아니며, 압수

수색 현장에 클라우드 형태의 자료를 개별적으로 다운로드하여 압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 또한 [표 2]와 같이 ‘디지털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을 2021년

8월 30일 개정하여 피압수자의 참여권보장등의 강화를 꾀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4조에서 ’해시값 확인 등을 통하여 디지털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압수목록의 교부에 갈음하여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피압수자에게 교부한

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나 규정에 클라우드 형태의 업무지원시스템 서비스에 보관된 원격지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및 증거확보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과 절차

적인 방법에 명확함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규정된 압수수색에

대한 것은 파일 기반 데이터에 대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언젠가는

클라우드에 보관 중인 피압수자의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기술적인 확보

방법과 디지털증거로서 단단하게 그 증명력을 보유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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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 ① 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휴대한 정보저장매체에 해당 전자정보만을 복제

하는 방식(이하 "선별압수"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시값 확인

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압수가 완료된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

록에 편철한다.

③ 경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목록을 피압수자에게

교부한 경우 경찰수사규칙 제64조제2항의 압수목록교부서 및 형사소송법 제

129조 압수목록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하는 때에는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그 외 압수ㆍ수색ㆍ검증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은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표 2> 디지털증거의처리등에관한규칙제4조(2021. 8. 30 개정)22)

22) 국가법령포털 :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경찰청훈령 제1003호,(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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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 디지털 증거물의 처리 규정 및 절차23)

검찰은 디지털증거를 현장에서 압수한 압수물을 수리하고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를 대검찰청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두고 있다.

압수물 관리 절차에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압수물은 일반 압수물과

특수 압수물로 나누며 특수 압수물은 통화‧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 귀금속류 및 귀금속 제품 등 8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압수물의 수리, 영치, 처분, 환부, 이송 등 압수물에 따른 압수물 관리를

다르게 하고 있다.

디지털증거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법정 제출까지 원본의 동일성, 무결성,

보관 연속성 등 디지털증거의 처리, 취급에 관한 엄격한 절차와 관리 등

증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검찰청에서는 검찰과 경찰(송치), 특별사법경찰(송치)이 수집한

디지털증거물에 대하여 대검찰청-과학수사부-디지털수사과로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두고,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이라는 대검 예규를 제정하여 획득한 디지털증거를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대검의 디지털증거 관리 구조는 [그림 14]와 같이 형사사법시스템

(KICS)과 연동되고, 경찰·특사경으로부터 송치된 증거도 전송되어 관리

되는 중앙 집중화된 증거관리 체제를 가지고 있다.

23) 국가법령포털 :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대검찰청예규 제1151호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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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확보체계 논리 구조도24)

또한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증거 분석, 송치, 수리, 영치, 법정 제출의

절차가 있고, 검찰 내에서도 처리, 송치, 수리, 보관, 열람, 대출, 처분 등

다양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디지털증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디지털수사지원(D-NET,

Digital Investigation Network)을 구축하여 디지털증거를 중앙화된 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디지털수사지원의 인프라 시스템의 구성은

아래 [그림 15]과 같다.

24) 이인수 “디지털증거 확보체계” 2016. 10. 정보보호학회지 제26권 제5호,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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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디지털수사지원 인프라시스템(D-NET)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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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구글 지메일 원격 수색·압수방법

제 1 절 구글·지메일 압수방법 현장성 판단 기준

1. 압수방법 현장성 판단 기준사항

가. 원격지 메일계정 접속 가능 여부

이 기준사항은 도구가 원격지에 있는 지메일 계정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접속이 가능한 사항으로, 원격지에 있는 지메일의 서버에 접속

하여야 압수대상 지메일의 메일함을 열람하여 압수할 이메일을 확인 가능

하기 때문이다.

나. 자체 도구 선별 다운로드 가능 여부

이 기준사항은 현행 대한민국의 압수수색 진행 과정 중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 범위를 정하여 복제하여 오는 원칙과 관련된 사항으로, 도구

자체에서 구글 계정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구글 서버에 접속하고,

접속한 후에 지메일 내부에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관련 파일을 검색

선별하거나, 특정 메일함의 다운로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 선택 메일박스 다운로드 가능 여부

이 기준사항은 피압수자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지메일 내부에서 ‘압수’라는

이름으로 메일박스를 만들고, 사건과 관련된 이메일을 선택하여 메일함으로

이동시킨 후, 선별압수 도구에서 ‘압수’라는 메일함을 선택하여 해당

메일함 자체를 다운로드하여 압수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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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글·지메일 기간 등 필터 선별 가능 여부

이 기준사항은 지메일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운로드받을 때

다운로드하려는 지메일 목록에서 메일의 제목에 포함된 키워드나 이메일의

수발신 시간을 기준으로 필터 기능을 적용하여 도구에서 특정 범위 안에

포함되는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그렇지 않은 파일은 다운로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마. 피압수자 시스템 독립실행 가능 여부

이 기준사항은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현장에 들어가 피압수자의

컴퓨터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상 컴퓨터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게 하는

기능이다. 지메일 압수를 진행할 경우 대용량 메일함을 다운로드 받아,

피압수자 컴퓨터의 저장공간에 손상을 입히거나, 이메일 압수를 위한 도구가

설치되면서 피압수자의 컴퓨터에 훼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별도의 외장하드를 사용하고, 해당 외장하드에 이메일 압수관련

실행파일을 구동시켜, 피압수자의 컴퓨터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 이메일 저장 후 목록 및 해시값 제공(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이 기준사항은 디지털포렌식 도구의 기본 기능과 디지털포렌식 원칙 중

무결성 원칙과 관련된 부분으로,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하여 선별된 파일을

피압수자로부터 압수하여 가져올 때 개별파일에 대한 목록과 해당파일의

목록을 교부하는 기능을 도구가 지원 가능한지 여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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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체 선별 파일 다운로드 획득 시간 추정

이 기준사항은 구글 테이크아웃의 경우 압수 현장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링크를 구글에서 제공 받기까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시간이

소요된다. 어떤 상황에는 곧바로 선별 파일 관련 링크를 받고, 어떤 경우에는

한 시간 이상의 대기시간이 소요되어도, 이메일 다운로드 링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사항으로 지메일 압수에 실패한 사례가

몇 차례 있어 이에 대한 기준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지메일에 대한 선별

압수를 끝마칠 수 있는 대략적인 압수수색 종료 시각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제 2 절 수사기관 압수 현장 구글·지메일 압수방법

1. 구글·지메일 검색 연산자를 통한 수색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피압수자가 사용한 지메일이 확인되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사항과 같이 지메일에 대해 피압수자의 참여

하에 지메일에 대해 선별을 하여야 하고, 이때 단순히 지메일 검색창에

‘주식’, ‘살인 청부’, ‘마약’ 등과 같이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해당 키워드가 메일 본문이나 메일 제목에 포함된 것이 확인되면 해당하는

모든 지메일을 확인시켜 준다.

만약 ‘검찰 압수수색영장’이라는 복합 단어 구성이 그 단어의 순서와

단어 전체가 일치되는 것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 ”(큰따옴표)를 활용하여

검색하려는 키워드를 감싸주면 “검찰 압수수색영장”이라는 완전한 키워드가

메일제목, 메일본문, 첨부파일 등에서 검색이 되면 그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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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검색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압수수색 현장에서 빠르게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이메일에서 검색하고 추출하기 위해서는 구글에서

지메일 검색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검색 연산자’를 사용하여 지메일의

검색창에 입력하면 좀 더 빠르게 관련 내용을 식별하고 압수대상을 특정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그림 16]의 예시와 같이 지메일 검색 연산자 “from:me to

abcd1234@gmail.com 논문”이라고 검색을 하면 피압수자가 상대인

abcd1234@gmail.com에게 ‘논문’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이메일을 검색

할 수 있으며 “after : 2021/10/01“이라고 입력하면 2021년 10월 1일 이후에

발송한 메일 중에서만 검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범죄일시와 관련자들에

대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을 할 수 있다.

[그림 16] 구글·지메일 검색 연산자를 이용한 검색 예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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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메일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연산자는 아래 <표3>와 같으며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피압수자의 불필요한 이메일을 열람하지 않고도 충분히

빠른 시간에 압수수색영장에 필요로 하는 자료를 압수할 수 있을 것이다.

연번 검색기준 검색 연산자

1 보낸 사람 검색 예: from:지현

2 받는 사람 검색 예: to:인성

3 제목에 포함된 단어 예: subject:저녁식사

4 정확한 단어 또는 문구 검색 예: "오늘 밤 저녁식사와 영화"

5 특정 기간에 보낸 메일 검색
예: after:2004/04/16

예: before:2004/04/18

6 특정 이름 또는 파일 형식의 첨부파일 예: filename:pdf

<표 3> 구글·지메일 검색 연산자 주요 목록

위 표의 검색 연산자를 사용하여 아래 [그림 17]과 같이 미리 검색 필터를

만들어 놓고 ‘불러오기’하여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17] 구글·지메일 검색 연산자 사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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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미리 검색 필터를 저장한 파일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18]과 같다.

[그림 18] 구글·지메일 검색 연산자를 이용한 사전 검색 필터 제작 예시

2. 구글·지메일 압수방법 #1(테이크아웃)

가. 구글 테이크아웃 압수방법 수행 방법

우선 첫 번째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현장에서 지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래 [그림 19]와 같이 ‘구글

테이크아웃(TAKEOUT)’을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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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구글·지메일 현장 선별 압수방법 #1 테이크아웃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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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테이크아웃을 위 [그림 17]와 같이 ‘내보내기’ 하면,

① 사건과 관련된 선별 이메일 파일들(.eml)을 압축하여 다운로드를 받

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다운로드 주소를 피압수자의 이메일로 받아 다운

로드 주소를 클릭하면 지메일 파일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② 선택한 지메일 파일들을 압축하여 피압수자의 구글 드라이브로 저장이

되고 이를 다운로드를 받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선택은 구글 테이크아웃

을 하는 과정 중에 어떻게 파일을 가져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해당 선별된 지메일 파일들에 대해 회신받을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OneDrive나 Dropbox에 추가하는 방법도 있어 다양한 방법을 선

택하여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현장에서 지메일에 대해 피압수자의 참여하에 사건 관련 지메일에

대해 선별하고, 해외에 이메일 데이터가 보존되어 있으므로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디지털자료 다운로드를 받는 방법으로 파일화 하여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가 가능해질 것이다.

구글 테이크아웃을 사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디지털자료를 피압수자의

컴퓨터나 매체로 다운로드를 하여 파일로 만든 후, 일반적인 파일을 압수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FTK Imager25) 나 CFT26) 등으로 논리이미

지로 작성하고, 여기에서 현출된 ‘전자정보상세목록‘을 피압수자에게 교

부하고, 압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25) FTK Imager : accessdata사에서 만든 디지털포렌식 도구로 현장에서 압수할 디지털

증거에 대한 논리적 및 물리적 이미지를 만드는 도구

26) CFT : 검찰 포렌식분석관들이 현장에서 선별압수하기 위해 만든 현장형 디지털 포렌식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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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글 테이크아웃 압수방법 장단점

구글 테이크아웃 방법을 통하여 압수하는 방법 중 단점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구글 테이크아웃은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는 시간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포렌식 수사관은 다수의 피압수자

의 컴퓨터, 휴대용 저장장치, 노트북, 휴대전화, 클라우드까지 살펴봐야

하는 압수수색 현장 상황에서 파일의 다운로드가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상황은 압수수색에 큰 문제이며, 실제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런 경우를 여

러 차례 겪었으며, 해결책은 지메일 다운로드 수량을 줄이고, 직접 다운

로드를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두 번째로 이메일이 압축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되기 때문에 이를 압축

해제하여 파일로 만들고 만들어진 이메일 파일에 대한 목록을 교부해야

하므로 포렌식 도구를 추가로 실행하여 해시와 목록을 교부할 수 있는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만들어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수사관의 실수가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단점도 가지고 있으며 아래 <표 4>와 같다.

장점 단점

- 구글 서비스 사용으로 신뢰성  

- 쉬운 다운로드 방식

- 데이터 무결성, 원본성 검토 불요 

- 종료 시간 예측 불가 

- ‘전자정보 상세목록’ 포렌식 도구로 

추가 작성 필요

<표 4> 테이크아웃 압수방법 별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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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글 테이크아웃 압수방법 현장성 판단 기준

구글 테이크아웃은 구글 서비스 이용으로 원격지 메일계정에 접속할

수 있고, 지메일 자체 검색 등으로 자체 도구 선별 다운로드 가능하고,

테이크아웃으로 선택 메일박스 다운로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구글

지메일 내에서 연산자를 사용하여 구글·지메일 기간 등 선별할 수 있고,

다른 실행프로그램 없이 피압수자 시스템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에 이메일 저장 후 이메일 목록 및 해시값

제공되지 않아 따로 계산하여야 하며, 전체 선별 파일 다운로드 획득 시간이

추정 불가함으로 현장성 판단 기준에 2가지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구글·지메일 압수방법 #2(아웃룩(Outlook)27))

가. 아웃룩 통한 압수방법 수행 방법

회사에서 여러 업무용 및 개인용 이메일을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사용되는 이메일을 통합하여 다운로드를 하고 볼 수 있는 이메일 클라이

언트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많았으나 그 중 안정적이고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는 프로그램이 Microsoft Outlook 프로그램이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아웃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글·지메일을 동기화하여

사용하는 피압수자가 있다고 한다면 지메일을 압수하는 것이 더 쉬워질

수도 있다.

우선 압수수색 현장에서 피압수자의 컴퓨터 아웃룩에 지메일 계정이

27) Microsoft Outlook :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개인 정보 관리자 응용프로그램이다.

전자우편 클라이언트 기능을 기본적으로 지원하며, 달력, 일정 및 연락처 관리, 메모,

업무 일지 기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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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아웃룻에 보관 중인 메일의 상태가

구글의 지메일과 같거나 삭제된 것 없이 동일하다고 하면 지메일에 대한

다운로드에 대한 고려 없이 아웃룩에서 지메일을 피압수자의 참여하에

선별하고, 선별된 지메일 파일들에 대해 메일함을 만들어 메일함 전체를

PST28) 파일로 저장하거나, 개별 이메일 파일을 아래 [그림 20]과 같이

선택한 후 드래그 앤 드랍(Drag and Drop)하여 개별 이메일(.eml) 파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0] 구글·지메일 현장 선별 압수방법 #2 아웃룩 화면

28) PST 파일 : Outlook에 전자 메일 계정을 추가하면 정보의 로컬 복사본이 컴퓨터에 저장되고,

POP 계정과 같은 특정 유형의 계정은 Outlook Data Files(.pst 파일)에 해당 정보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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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만들어진 개별 이메일 파일에 대해 일반적인 파일을 압수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FTK Imager 나 CFT 등으로 논리 이미지를

작성하고, 여기에서 출력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피압수자에게 교부하여

압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만약 아웃룩에 구글 지메일 계정이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구글 지메일을 아웃룩에 등록하고 구글 지메일에 보관 중인 이메일을

아웃룩에 동기화하는 방법으로 모두 피압수자의 컴퓨터에 내려받은 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선별하고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피압수자에게 교부하여

압수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나. 아웃룩 통한 압수방법 장단점

아웃룩 통한 구글 지메일 압수의 장점은 만약 지메일이 미리 동기화

되어 있어 사용 중에 있다고 한다면 구글 지메일에 대한 검색이 용이한

아웃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선별이 바로 이뤄질 수 있고, 선별된 이메일

파일에 대해 하나의 ‘PST’ 파일로 만들거나, 개별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쉽게 압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압수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아웃룩 프로그램에 대한 설치

걱정 없고, 사용자의 사용 중인 프로그램으로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는

장정이 있다.

아웃룩을 통한 압수의 단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아웃룩이 설치되어

있으나 피압수자가 사용 중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선 구글 계정을 아웃룩에

등록하여 동기화하여야 한다. 부분적인 동기화는 불가하므로 구글의 전체

이메일을 다운로드를 하여야 하는데 적게는 몇천에서, 많게는 몇만 개까지

의 구글 지메일의 전체 동기화를 기다려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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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단점은 피압수자의 모든 지메일이 피압수자의 컴퓨터에 생성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장점 단점

- 구글 지메일 아웃룩 등록 사용 중일 때 

바로 압수 가능

- 이메일 대한 쉬운 파일화

- 도구의 신뢰성 안정성 검토 불요

- 아웃룩 동기화 없을 때 지메일 전체 

동기화를 기다려야 함 

- ‘전자정보 상세목록’ 포렌식 도구로

추가 작성 필요

- 모든 지메일 로컬에 생성됨

<표 5> 아웃룩 압수방법 별 장단점

다. 아웃룩 통한 압수방법 현장성 판단 기준

아웃룩을 통한 압수방법은 아웃룩에 구글 지메일 계정을 등록함으로

원격지 메일 계정에 접속 가능하고, 전체 지메일을 동기화한 후 처리하는

방식으로 다운로드 후에 아웃룩에서 필터 검색을 사용하여 선별할 수 있고,

전체 선별 파일 다운로드 획득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반면 자체 도구

선별 다운로드는 불가하고, 구글 지메일 전체를 다운로드를 하여야 선별작업

이 진행 가능하고, 당연히 선택 메일박스 다운로드 불가하며, 아웃룩이

설치되어 있어야 압수가 가능하다. 또한 이메일 저장 후 이메일 목록 및 해

시값 제공되지 않아 따로 계산하여야 한다. 판단 기준에 4가지가 미흡한 것

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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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글·지메일 압수방법 #3(AXIOM 도구)

가. 디지털포렌식 도구를 통한 압수방법 수행 방법

압수수색 현장에서 지메일을 압수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하거나

적합한 도구는 당연히 디지털포렌식 도구이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포렌식

도구는 자료 획득 시, 있어야 하는 조작에 위험성과 이를 다운로드받는

과정이나 파일로 생성할 때 시간정보나 다운로드 후 해당 파일에 대한

검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파일에 정합성을 따져 확인하여 주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도구는 피압수자와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와 그렇지 않은 디지털자료와의 선별을 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고

압수할 수 있다.

포렌식 도구로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면 어떤 자료가

어느 위치에 존재하고 있었고, 어떤 시간정보와 경로 정보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피압수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정보(해시값, 파일명, 파일속성)

등의 목록을 출력할 수 있고, 이를 피압수자에게 교부하고 압수수색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구글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포렌식 도구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Magnet Forensics사에서

만들어 현재 베타 버전으로 출시된 AXIOM 클라우드 버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며, 도구의 기능,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지원하는 것은 아래 [그림 21]과 같이 다양한 클라우드

데이터를 다운로드 후 분석하고 출력하는 방대한 기능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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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구글·지메일 현장 선별 압수방법 #3 AXIOM 화면29)

아래 [그림 22]에서 지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행하기 위해 계정의

접근을 위해 계정정보를 입력하면 위에 확인되는 것과 같이 “계속 진행

하기 위해 Google에서 내 이름, 이메일 주소, 언어 환경설정, 프로필 사진을

Magnet Forensics International. Inc와 공유합니다.”라는 문구가 구글에

의해 뜨게 됩니다. 이는 구글이 계정에 접근하는 도구에 대한 권한을 주고

정보를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어떤 피압수자도 이러한 정보가

사용되는 도구에 의해 추출되거나 공유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9) 마그넷포렌식사 AXIOM Cloud 프로그램 : https://www.magnetforensics.com/resources

/axiom-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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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AXIOM 클라우드 접근 알림 및 권한 부여 과정

AXIOM이라는 디지털포렌식 도구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지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수행을 모의로 수행한 결과 우선 디지털포렌식 도구인

AXIOM 클라우드를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파일이 대용량으로 설치파일을

가지고 다니면서 압수수색 현장에서 설치하고 실행할 수 없으니, 기존

디지털포렌식 도구가 설치된 고성능 노트북과 같은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장비에 피압수자의 구글 계정을 요청하여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입력되는 사용자 계정에 대해 구글이 2차 장치 접근인증을

요구하는 등의 추가적인 번거로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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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포렌식 도구를 통한 압수방법 장단점

디지털포렌식 도구를 통한 압수수색의 단점은 첫째로 포렌식 도구의

설치가 피압수자의 시스템을 오염시키거나, 피압수자의 시스템에서는

성능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을 만큼 큰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 포렌식

도구는 선별 압수 작업을 위해서는 지메일의 선별・부분 다운로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지메일을 다운로드를 받은 후 작업을 하여야 하는 단점

이 있다.

장점은 디지털포렌식 도구로서의 다양한 키워드 및 아티팩트 검색기능,

선별기능, 필터 기능, 교부 목록작성 등의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다양한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장점이 있으며 그 내용은 <표 6>과 같다.

장점 단점

- 포렌식 도구로서 다양한 검색, 선별

- ‘전자정보 상세목록’ 작성 가능

- 도구의 신뢰성 안정성 검토 불요

- 설치파일이 대용량

- 사전에 모든 구글 지메일 다운로드 필요

- 모든 지메일 로컬에 생성됨

- 고성능의 컴퓨터상에서 운영 가능

<표 6> 디지털포렌식 도구 압수방법 장단점

다. 디지털포렌식 도구를 통한 압수방법 현장성 판단 기준

디지털포렌식 도구를 통한 압수방법은 포렌식 도구에 구글 지메일 계정을

등록함으로 원격지 메일계정에 접속 가능하고, 전체 지메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다운로드 후에 디지털포렌식 도구에서 필터 검색을

사용하면 선별이 가능하고, 전체 다운로드를 시작하기 때문에 선별 파일

다운로드 획득 시간 추정이 가능하고 포렌식 도구로 또한 이메일 저장

후 이메일 목록 및 해시값 제공되어 교부 가능하다. 반면 자체 도구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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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는 불가하고, 구글 지메일 전체를 다운로드하여야 선별 및 검색

작업이 진행 가능하고, 선택 메일박스 다운로드 불가하며, 포렌식 도구를

설치하여야 압수가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현장성 판단 기준에 3가지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다.

5. 구글·지메일 압수방법 #4(기타 이메일 백업 도구)

가. 이메일 백업 도구를 통한 압수방법 수행 방법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지메일을 압수할 수 있는 도구는 추가로

지메일을 백업하는 도구들을 사용하여 백업받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존재하는 모든 도구를 검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지메일을 백업할 수

있는 도구 중에 기능을 확인하고 안정적이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지메일을 안정적으로 백업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능이 확인된 두 개의

프로그램에 대해 기능과 검색 필터 등을 테스트하였다. 테스트한 지메일

백업 도구는 아래 <표 7>와 같고 실행화면은 [그림 19]과 같고 필터 기능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번 도구 이름 제작사

1 Email Backup Wizard adviksoft

2 xtraxtor 4n6soft.com

<표 7> 구글·지메일 현장 선별 압수방법 #4 백업 도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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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구글·지메일 현장 선별 압수방법 #4 백업 도구 화면(1)30)

[그림 24] 구글·지메일 현장 선별 압수방법 #4 백업 도구 화면(2)

30) Advik 포렌식 도구 : Gmail 메시지를 ELM 파일로 대량으로 보내는 기능, EML 파일

을 하나의 OutLook PSD 파일로 결합, 반대로 Outlook 파일을 ELM 파일로 변환

(https://www.advik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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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위 [그림 23]처럼 지메일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지메일을 피압수자의 컴퓨터로 다운로드를 하는 기능은 수행할 수 있는 것

으로 확인된다. 이때 [그림 24]와 같이 이메일의 날짜를 선택할 수 있고,

수신자, 송신자, 이메일의 제목을 필터링하여 메일을 검색할 수 있다.

위의 백업 도구도 피압수자의 매체에 파일로 만들어진 개별 이메일

파일에 대해, 일반적인 파일을 압수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FTK Imager나

CFT 등으로 논리이미지로 작성하여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여기에서 출력된 문서를 사용하여 ‘전자정보상세목록‘을 피압수자에게

교부함으로서 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이메일 백업 도구를 통한 압수방법 장단점

이메일 백업 도구를 사용하여 구글 지메일을 압수하는 방법의 장점은

이메일 백업 도구가 이메일의 백업 기능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설치

및 실행 파일의 용량이 작고 가볍다. 또한 구글 지메일 내에서 기간으로

선별과 제목, 수신자 등으로 선별하여 이메일 압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이메일 백업 도구는 구글 계정 로그인 정보 입력이 필요하여,

관련도구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피압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해당하는

파일 목록 및 해시값을 따로 계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장단점을

정리하면 아래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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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단점

- 설치 및 실행 파일이 작음

- 압수수색검증영장 부분 다운로드 가능

- 전송 일자, 송수신자 제목을 기준으로 

선별 가능

- 도구의 신뢰성 안정성 검토 필요

-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용 추가 생성 필요

- 다운로드 된 이메일 원본 동일성 검증 

필요

<표 8> 이메일 백업도구 압수방법 별 장단점

다. 이메일 백업 도구를 통한 압수방법 현장성 판단 기준

이메일 백업 도구를 통한 압수방법은 구글 지메일 계정을 등록함으로

원격지 메일계정에 접속 가능하고, 이메일 백업 도구에서 필터 검색을 사용하여

혐의사실 관련 이메일만 선별 가능하며, 선별이 완료된 후 다운로드가

진행되어 다운로드(획득)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기간 및 송·수신인 등으로 선별 및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지만,

이메일 백업 프로그램을 압수대상 컴퓨터에 설치하여야 압수가 가능하며,

이메일 저장 후 이메일 목록 및 해시값 제공되지 않아 현장성 판단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다.

6. 구글·지메일 압수방법 장단점 정리

지메일 현장 압수수색 방법에 대해 아래 <표 9>와 같이 장단점이 확인

되며, 이와 같은 장단점을 기준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지메일이 확인되어 압수할 때 이상의 장점과 단정을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압수를 하여 정해진 시간 안에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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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화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고 이를 병렬로 다수의 방법을 선택하여

안정적이고 현장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면 될 것이다.

압수방법 장점 단점

구글·지메일 

압수방법

(테이크아웃)

- 구글 서비스 사용으로 신뢰성  

- 쉬운 다운로드 방식

- 데이터 무결성, 원본성 검토 불요 

- 종료시간 예측 불가 

- ‘전자정보 상세목록’ 포렌식 도구로

추가 작성 필요

구글·지메일 

압수방법

(아웃룩)

- 구글 지메일 아웃룩 등록 사용 

중일 때 바로 압수 가능

- 이메일 대한 쉬운 파일화

- 도구의 신뢰성 안정성 검토 불요

- 아웃룩 동기화 없을 때 지메일 

전체 동기화를 기다려야 함 

- ‘전자정보 상세목록’ 디지털포렌식 

도구로 추가 작성 필요

- 모든 지메일 로컬에 생성됨

구글·지메일 

압수방법

(포렌식도구)

- 포렌식 도구로서 다양한 검색, 

선별

- ‘전자정보 상세목록’ 작성 가능

- 도구의 신뢰성 안정성 검토 불요

- 설치파일이 대용량

- 사전에 모든 구글 지메일 다운

로드 필요

- 모든 지메일 로컬에 생성됨

- 고성능의 컴퓨터상에서 운영 

가능

구글·지메일 

압수방법

(이메일백업

도구)

- 설치 및 실행 파일이 작음

- 압수수색검증영장 부분 다운로드 

가능

- 전송 일자, 송수신자 제목을 

기준으로 선별 가능

- 도구의 신뢰성 안정성 검토 필요

-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용 추가 

생성 필요

- 다운로드 된 이메일 원본 동일성 

검증 필요

<표 9> 구글·지메일 현장 선별 압수방법 별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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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구글·지메일 원격 수색·압수 개선방안 제안

제 1 절 압수수색 절차적‧기술적 미비점

1. 구글·지메일 압수수색 절차적 미비점

압수수색 현장에서 지메일에 대한 압수를 수행할 때 기관의 절차적

미비점은 원격지에 있는 지메일을 현장에서 확인한 후 신속한 압수가

이뤄져서 디지털 증거화 하여 보존될 수 있을 것인데 현장에서 지메일에

대한 압수를 진행할 수 없을 때 피압수자나 조력자에 의한 지메일에 대해

삭제 위험성이 있다.

또한 현재에 구글 테이크아웃을 압수수색 방법으로 사용하면 좋으나,

언제든지 구글 서비스의 부하나 서비스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해당

서비스는 중지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는 지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고, 수사기관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또한 판례에 의하여 원격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 수집된

증거가 아니며,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이 디지털증거를 원격지에서

더 안전하고 빠른 방법으로 증거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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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글·지메일 압수수색 기술적 미비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지메일에 대한 압수를 수행할 때, 도구적인

측면에서 피압수자의 컴퓨터에 포렌식 도구를 설치하는 것은 나중에

피압수자의 시스템을 오염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내기 쉽지 않을

뿐더러, 피압수자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다가 시스템이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도 고려해야 하여 디지털포렌식적 측

면에서 좋은 방안은 아닌 것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고,

이미 포렌식 도구가 설치된 디지털포렌식 장비(예:노트북)를 압수

현장에 가져가 피압수자에게 이 노트북에 피압수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 경우, 피압수자는 ① 구글의 보안인증 구조에서 피압수자의

휴대전화로 해당 매체로의 접근이 올바른 것인지 묻게 되고, ② 또한 구글

계정을 포렌식 도구에 입력하면 구글 계정의 프로필 등을 공유할 수 있다는

문구가 보이고, ③ 보안 구성에서 도구에 대한 인증을 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피압수자는 압수에 불신을 가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피압수자는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자신의 구글 계정이 접근

되는 것에 대한 반감과 의심이 생길 수 있어 현장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지메일을 다운로드하는 시점에 정확한 표준 시간값을 확인하지

않거나 시스템의 아이피(IP) 값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다운로드만

받아, 논리이미지로 압수만 하는 것은 파일을 압수하는 것으로 구글의

메일서버로부터 메일 다운로드를 받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으므로,

향후 피압수자가 메일을 삭제하고 이에 대한 존재에 대해 부정하면 증명

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법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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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글·지메일 압수수색을 위한 전용 도구 개발

수사기관의 기존의 지메일 압수수색 방법의 문제점으로 개별 이메일의

다운로드 및 테이크아웃을 사용하였을 때 문제가 됨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본 연구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지메일을 압수하는 방법으로

적합한 전용 도구를 개발하였다.

자체 제작한 파이선 스크립트 기반의 전용 도구는 디지털포렌식 도구의

설치가 커서 현장 피압수자의 컴퓨터를 오염시키고, 압수 완료 시간을 추정키

힘든 부분 등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제작하였고, 지메일 백업 도구가 디지

털포렌식적으로 기능의 검증이나 피압수자의 구글 인증정보 등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압수자에게 무작정 지메일 백업

도구에 구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달라고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보완적인 기능을 추가하여 도구를 개발하였고, 기본 동작

및 구성도는 아래 [그림 25]와 같다.

도구는 지메일 메일의 제목 기반 선별이 가능하며, 메일박스 선별하여

다운로드 및 부분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구현하였으며, 압수수색을 실시할

때 표준시를 확인하고, 선별한 지메일의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게 개발하였고 기능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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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구글·지메일 현장선별 압수방법 #5 개발 도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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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안 도구의 압수수색 현장성 분석

1. 전용 압수수색 도구의 현장성 분석

가. 피압수자의 신뢰 확보 및 협조 용이

제안 도구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CPU에 부하를 주지 않으며, 현장에서

피압수자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부분은 스크립트를 이용한다.

스크립트를 수행 시 모니터를 촬영하는 것으로 어떤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추가 적으로 정보 유출이 있을 수 없으므로 피압수자

측에서도 안심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전자정보 상세목록’ 파일 자동 생성 후 교부 가능

개발한 제안 도구를 실행하여 선별된 구글 지메일을 다운로드를 하고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아래 [그림 26]과 같이 현장에서 자동으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할 수 있도록 압수할 개별 이메일의 목록(메일 제목 기반)

및 저장경로 해시값을 작성하여 피압수자에게 바로 교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림 26] 구글·지메일 현장 선별 압수방법 #5 개발도구 실행 결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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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메일에 포함된 첨부파일의 분리 및 확인 가능

제안 도구의 추가적인 기능은 실행하면 아래 [그림 27]과 같이 실행된다.

화면에 현재 다운로드 되는 이메일에 대한 정보가 출력된다. 이메일에 정보가

출력되고 파일 다운로드 완료되면 [그림 28]과 같이 다운로드 된 파일이

이메일의 제목으로 파일명이 생성되어 저장되는 것이 확인된다.

[그림 29]와 같이 이메일에 포함된 첨부파일은 ‘Attached’ 폴더에 추출

되어 저장되며, 압수 현장에서 피압수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선별할 수 있다.

[그림 27] 구글·지메일 현장 선별 압수방법 #5 개발도구(파이선 스크립트 실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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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구글·지메일 현장 선별 압수방법 #5 개발도구(다운로드된 EML 파일)

[그림 29] 구글·지메일 현장 선별 압수방법 #5 개발도구(이메일에 포함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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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량의 설치파일 설치 필요 없이 독립실행 가능

제안한 개발도구는 파이선 기반의 스크립트로서 대용량의 기능을 탑재한

포렌식 도구와 같이 설치되어 실행되는 것은 아니며, 스크립트를 실행

파일로 만들어 윈도우 운영체제가 구동 중인 시스템에서 아이디와 패스

워드를 입력받는 방법으로 실행 가능하고, 스크립트 자체로서도 실행가능

할 것이므로 설치하면서 피압수자의 우려와 압수하려는 시스템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지메일 다운로드 완료 시간 예측 가능

개발도구는 실행과 동시에 구글 지메일에 대한 다운로드가 시작되므로

구글 지메일의 수량에 비례하여 완료 시간을 예측 가능하며 1,000개가량의

지메일은 대량의 첨부파일이 지메일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1시간

이내에 다운로드가 완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 메일 선별압수 가능

개발도구는 이메일 송・수신자, 메일 전송일자, 메일제목 키워드 기반으로

선별압수가 가능하며, 압수수색검증영장를 선택하여 전체 또는 부분 선별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사. 개발도구의 장단점 정리

개발도구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아래 <표 10> 과 같다. 장점으로는

표준시를 확인하여 압수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키워드 기반으로 이메일을 선별하여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전체 이메일에 대한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선별하여 이메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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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하는 경우는 압수 종료 시간을 예측할 수 있으며 첨부파일까지

정밀한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에 의해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원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이외 단점으로는 해당 도구는 지메일에만 특화되어 있으며, 실행할 때

파이선이 필요하다.

장점 단점

- 표준시 체크하여 압수 시간의 정확성 기함 

- ‘전자정보 상세목록’ 자동 생성

- 키워드 기반으로 이메일 선별 다운로드 

가능 및 전체 다운로드 가능

- 지메일 압수 완료 시간 예측 가능

- 첨부파일 분리로 정밀확인 가능

- 간단한 스크립트로 작성

- 파이선 포함 필요 

- 구글 지메일에만 특화됨

<표 10> 개발도구 현장 선별압수 장단점

2. 기존 압수수색 방법과 전용 도구의 비교분석 및 흐름도

앞의 내용에 기술한 것과 같이 현재 수사기관들이 지메일을 압수할

때 ‘테이크아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압수하려는

지메일의 수량이 10개 이하로 적으면 클릭하여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취

하고 있다. 아래 <표 11>을 기반으로 제안한 개발도구는 현장 사용 가능성을

보았을 때 피압수자의 구글 계정의 접속에서부터 선별기능, 목록작성,

획득 완료 시간 추정 가능 등의 현장 사용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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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기능

구글 
TAKEOUT

포렌식
도구 압수

아웃룩
압수

이메일 
백업 도구 

압수

개발
도구

1 원격지 메일계정 접속 가능 여부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2 자체 도구 선별 다운로드 가능 여부 가능 불가 불가 가능 가능

3 선택 메일박스 다운로드 가능 여부 가능 불가 불가 가능 가능

4 지메일 기간 등 필터 선별 가능 여부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5 피압수자 시스템 독립실행 가능 여부 가능 불가 불가 가능 가능

6
저장 후 목록 및 해시값 제공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불가 가능 불가 불가 가능

7 전체 선별 파일 다운로드 획득 시간 추정 불가 가능 가능 가능 가능

<표 11> 구글 ·지메일 압수방법 기능 분석 및 비교표

테이크아웃과 지금까지 지메일을 압수하는 방법을 모두 사용했을 때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결과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며, 현장에 참여하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관들도 지메일을 압수하는데

부담을 많이 덜 것이고,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데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수사 기관들의 지메일 압수수색 방법은 “압수 장소 도착” ->

“구글 지메일 확인” -> “구글 지메일 검색어 선별”-> “선별한 지메일

지정메일함 이동” -> “구글 테이크아웃” 순서로 진행이 되었으나, 새롭게

제시하는 압수방법은 아래 [그림 30]의 흐름도와 같이 구글 지메일의

압수수색이 진행될 것이다.



- 72 -

[그림 30] 구글·지메일 압수방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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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 현장에 진입하여 영장을

집행하고 나서야, 피압수자가 지메일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였거나, 중요

내용을 지메일로 전달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 장소의 기재와 더불어

피압수자의 시스템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이메일이나 피압수자가 사용한

원격지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할 물건에 대한 기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근거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행할 때, 구글의

지메일에 대한 메일 검색어를 적극 활용하여 사건 관련 이메일을 빠른

시간 안에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메일들을 충분히 수색하고 선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별될 이메일에 대해 디지털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유지하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다운로드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본 논문에서 제시

한 대로 현장의 환경에 적절하게 사용 가능한 도구와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면 압수수색 시간 내에 선별된 이메일에 대한 수색 및

압수가 정확히 마무리될 것이다.

<표 11>의 ‘구글·지메일 압수방법 기능 분석 비교표’와 [그림 30]의

‘구글·지메일 압수방법 흐름도’를 사용하여 어떤 도구가 현재 압수에 적합한 지

참조하고 자체 제작한 파이썬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하고 신속한 압수 마무리가 될 것이다.

또한 자체 개발한 도구를 통하여 구글 지메일에 대하여 다양한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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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가능성, 다운로드 정확성, 첨부파일 추출, ‘전자정보 상세목록’ 자동

작성 등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지메일을 중심으로 압수방법에 대해 연구하였고, 파이썬

스크립트로는 기능 확인과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이메일

및 웹 드라이브 압수 절차와 압수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파이썬 스크립트를 더욱 확장 개발한다면 ‘범죄사실을 입력하여

구동하는 방법이나’, 키워드를 알고리즘을 입력하여 압수수색의 정확성을

높이는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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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ethod of

screening and seizure of Google

G-mail

Choo, Hyun-Tak

Master of Science in Digital Forensics

Department of Mathematical Information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Investigation agencies conduct a search and seizure is a

normal process of investigation, and promptly and accurately

retrieving data at this time has become a factor in determin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investigation result.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seizure of

digital evidence has become a necessity, and the development of

cutting-edge digital devices has also made the media that must

be searched and seized in the field diversified. Email also

occupies a part among the media subject to seizure, and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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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s, Google and Gmail currently occupy the number one

market share, so research on related seizure methods is needed.

Another change in the search and seizure scene is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eizure is strengthened, unlike in the

past, and the need to select and seize files related to the case

during the on-site seizure and search is becoming a digital

evidenc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

The search and seizure site is unpredictable what media and

services are being used, and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to select Google and Gmail files related to the case using

appropriate digital forensic tools within a short search and

seizure time, and to seize and retrieve the files according to the

procedure. have.

The following methods were studied to supplement the

technical and procedural methods and seizure procedures of the

increasing number of Google and Gmail site seizures and

searches.

First, when conducting on-site seizure and search of Google

Gmail, use the 'Google Data Service', 'Digital Forensic Tool'

and 'Google Gmail Backup Tool' to obtain access to Google

Gmail online and then email It was confirmed about the method

of making digital evidence by making a file.

Second, the current digital forensic investigators explain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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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eize Google Gmail on the spot, identify technical problems

with such a search and seizure method, and improve the

technical and procedural parts of the problem according to the

basic nature of digital evidence. method was studied.

Third, [Google Gmail Seizure Method Function Analysis and

Comparison Table], which can be easily view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the search and seizure site, suggests how to

use the Google and Gmail seizure methods according to the site

situation in the case of on-site seizure and search for

Google/Gmail. [Flowchart of Google Gmail Seizure Method] was

prepared and suggested the method so that when the

investigation agency confiscates Google Gmail on the spot, it

can most effectively carry out the seizure.

As a result, the seizure of Google and Gmail proceeded

smoothly in the field, contributing to the provision of a prompt

and accurate investigation environment, and further research

was conducted to help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seized.

keywords : google·g-mail, g-mail, email search and

seazure, e-mail seazure, google·g-mail seazure, google g-mail

forensic, gmail forensic

Student Number : 2020-2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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