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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문초록)

n번방 사건은 국외 메신저 서비스와 국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

스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다. 국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경우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자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이를 집행할 수 없다.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가능한 방안인 국제형사사

법공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해당 전자정보가 저장되

어 있는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상 효과적

이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증거 확보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범죄혐의사실 관

련 전자정보를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은 다음 압

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정보를 직접 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했던 과거와 달리,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버에 전자정보가 원격 저장된다. 이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

성으로 인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항

상 원격 압수‧수색의 문제가 발생한다. 형사소송법은 원격 압수수색

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클라우드 서

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와의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클라우드

계정과 관련하여 서버에 대한 접속권한을 가지고, 해당 클라우드 계

정에서 생성한 전자정보에 관한 처분권한과 권리보호이익을 가지는

주체로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서버에서 서비스 이

용자가 계정정보를 입력한 정보처리장치로 해당 계정의 전자정보를

가져올 권한이 있다. 따라서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도 서비스 이용

자를 상대로 한 원격 압수·수색은 전자정보에 대한 배타적, 독립적

재산권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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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전자정

보가 저장된 서버는 국외에 소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역외 압

수·수색이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는 서버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클라우드 계

정의 전자정보를 가져올 권한이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역시

이와 같은 접근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증거인 전자정보는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과는 달리 압수·수색을 위하여 수사기관이

물리적으로 국외에 위치한 서버 소재지에 갈 필요 없이 네트워크로

만 이루어지므로, 역외 압수·수색은 허용된다고 본다.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전자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아이디와 비밀번

호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인 서비스 이용자

로 하여금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진술하도록 강제

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자료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을 진술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정한 진술거부권 위반에 해당한다.

피의자에게 정보처리장치에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거나 입력한 상태로 정보처리장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의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

고 있고,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입력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정 내 전

자정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으

로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비밀번호를 말하도록 하는 것과 효과에

있어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의 대상이

다. 이를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압수·수색에 필요한

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잠금해제를 위한 생체

정보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라 하

더라도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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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

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다.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

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때 접근권한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서버를 관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이므로, 수사기관이 프로그

램을 이용한 계속적·반복적 접근, 시스템의 보안상 취약점을 이용하

여 클라우드 계정에 접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사

용할 수 있는 방식은 적법하게 압수한 증거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하거나 적법하게 압수한 정보처리장치

에 클라우드 서비스의 자동로그인 기능이 설정된 것을 이용하여 접

속하는 등으로 제한된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한다 하더라도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우드 인프라

와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압수·수

색으로 확보할 수 있는 포렌식 데이터는 제한적이고, 기존의 포렌식

도구로는 클라우드 포렌식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전자

정보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상태로의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밖에 없

는 등 피압수자의 휴대폰, PC 등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압수‧수색이

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비해 제한적이다.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확보한 전자정보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인정받는 것은 최초의 저장물 1개만을 원본으로 보고 이

후의 복제본은 사본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매체에서 매체로 전자정보가 그대로 복제된 경우

원본과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복제본에 대하여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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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서버에서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은 전자정보는

복제본으로서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와 같이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확보한 전자정보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용이하

고 매끄럽게 인정할 수 있다.

국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관련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에는 이미 한계가 있

고, 2요소 인증, 다중 요소 인증의 확산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약

은 더욱 커질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는 기술의 발전과 변화한 환

경, 초국경성, 휘발성, 전파용이성 등의 특성을 가진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을 위하여 전자정보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원

격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으로 법률을 정비하고

다른 국가에 소재한 전자정보의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전자정보가 저장된 위치를 특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고 전자정

보가 여러 국가에 흩어져있을 가능성이 높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

성상 국제적인 차원의 논의와 국가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사이버

범죄협약은 일정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데이터의 보존명령, 협

조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협약당사국이 다른

협약당사국에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신속한 보존을 요청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CLOUD Act는 국외에 소재한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기존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의 대안으로 미국과 행정협정을 체결한

해외 정부기관이 미국 기업에 직접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

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하여

현재와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만으로

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하고 미국 CLOUD

Act에 따른 행정협정 체결에 대하여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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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9년 2월경 텔레그램(Telegram)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촬영물을 생성, 거래, 유포한

소위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 텔레그램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이

용자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텔레그램은 2013년 8월 출시

된 메신저 서비스로, 서버의 소재지가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되찾자는 것을 모토로 하여 어느 나라의

수사 요청에도 응한 사례가 없다.1) 텔레그램은 국외에 본사가 위치

한 서비스 제공자이고, 서버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이상 우

리나라의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여 텔레그램에 대하여 압수·수

색 등의 강제처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텔레그램은 일반

대화와 비밀 대화의 두 가지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데,

비밀 대화의 경우 종단간 암호화2)를 적용하여 서버에 대한 감청영

1) 2014년 카카오톡이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던 노동당 부대표가 주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자
료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국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으로
이전하는 ‘사이버 망명’ 현상이 일어났다. 카카오톡이 이미 국내 메신저 서비스
시장을 독점한 상황에서 텔레그램이 대체재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기업의 메신저 서비스는 국가기관의 사찰의 대상이 된다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2016년 3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테러위험인물의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에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서 텔레그램은 실시
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2) 종단 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는 처음 입력하는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수신하는 단계까지 메시지를 평문으로 저장하지 않고 암호화하는 방식을 의미
한다. 메신저 서비스는 스마트폰(이용자) ↔ 서버 ↔ 스마트폰(이용자)의 형태로
교신이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메신저 서비스는 통신 보안을 위해 스마트폰과 서
버 사이에서 암호화를 하고, 서버에 도착하면 복호화하여 평문으로 저장하고, 이
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불거진 배경이다. 반면 종단 간 암호화는 서버에서조
차 평문으로 저장되지 않도록 하여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사이 모든 영역에서
메시지를 암호화함으로써 해킹의 위험에 대비하고 도청이나 감청을 할 수 없게
한다. 시용자가 스마트폰에 저장한 키가 없으면 서버에서도 메시지를 열어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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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발부되더라도 내용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n번방 사

건은 이와 같은 텔레그램의 보안성 및 정책과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텔레그램에 대하여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범죄에 악용한

것이다.

한편 n번방 등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뉴질랜드에 본사를 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인 메가(MEGA)를 통하여 유통되었다. 즉

판매자는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하여 클라우드

링크를 구매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하였고, 구매자는 이를 통하여 메가 클라우드에서 들여오기 방식으

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 소지하였다.3) 메가는 우리나라 수

사기관의 요청에 응하여 해당 이용자의 로그인, 업로드, 폴더 생성,

링크 내보내기 등에 관한 IP주소 등을 제공하였다.4) 그러나 이는 메

가가 아동 성학대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자사의 방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한 것일 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압수·

수색 등의 강제처분을 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메가

는 본사가 뉴질랜드에 소재한 국외 기업이고, 서버 역시 국외에 소

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압수·수

색영장을 발부받는다 하더라도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이를 집행할 수 없다. 현재 실무

상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 민간

3) 2020. 6. 2. 개정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 개정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시청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었다.

4) 차창희, “뉴질랜드 메가클라우드 ”韓 경찰 음란물 수사에 협조 중“, 매일경제(2020. 3.
31.자), 매일경제 홈페이지,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3/334259/,
(2021. 12. 1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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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의 협력,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 등의 방식으로 클라우드에 저

장된 전자정보를 확보할 수밖에 없으나 실효성 있는 확보가 어렵다.

현재로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의 제한적인 방법이 가능할 뿐이나,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그 사이에 해당 전자정

보가 멸실, 변형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전자정보가 저장

된 서버의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운 클라우드의 특성상 효과적이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상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된 전자정보

의 확보는 서비스 이용자를 피압수자로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다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의 아이

디와 비밀번호를 임의제출받거나 수사기관이 알아낸 클라우드 서비

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클라우드 계정 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수색하여 범죄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를 선별한 다음,

현출된 화면을 캡처하여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거나 첨부문서의 경

우 내려 받아 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압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5) 또한 국외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국외 클라우드 컴

퓨팅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5)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네이버 클라우드와 같이 국내에 본점을 둔 기업인 경
우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하지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압수·
수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고 담당자가 정리해둔 해
당 전자정보를 받아오거나 서비스 제공자의 담당자가 수사기관의 참여 하에 해
당 전자정보를 내려 받아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서비스 이용자의 클라우드 서비
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어떠한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압수한 전자정보의 동
일성과 무결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압수 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주로 피의자일 것)에 대하여 참
여권을 보장할 필요 없이 영장 제시부터 참여권의 보장까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만 이루어지면 되므로,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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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휴대폰 등의 정보

처리장치의 압수·수색과 달리 클라우드 서비스의 서버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므로, 수사기관이 클라우드의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쉽게 휘발할 수 있고, 클라우드 서비

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어디서든지 여러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전자정보를 삭제, 변경할 가

능성이 있으므로, 사실상 서비스 이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아이

디와 비밀번호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에 의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압수·수색 방식은 원격 압수·수색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서

버가 국외에 수재한 경우 역외 압수·수색의 문제가 발생한다. 나아

가 서비스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서비스 제공자

가 관리하는 서버에서 전자정보를 내려 받아 압수·수색하는 이와 같

은 방법은 압수된 전자정보의 무결성과 동일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 문제가 있다.

n번방 사건은 국외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메신저 서비스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6)를 이용하는 경우 수사의 어려움을 단적으

6) 개인 클라우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는 개인 클라
우드 서비스 종료에 나서고 있다. KT는 2020. 9. 10. PC, 모바일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를 종료한 것에 이어 2021. 9. 27.에는 SKT가 개인용 클라우드인 ‘클라우
드베리’의 서비스를 종료했다. LG유플러스도 2021. 12. 1. 개인 클라우드인 ‘U+
박스’ 서비스를 종료한다. 단, LG유플러스는 2021. 12.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하
기 전까지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U+박스에 저장된 파일을 자동으로 구글 드
라이브로 이전해주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2021. 9. 30. 개인용 클라우드인 ‘삼성
클라우드’ 서비스를 종료했다. 국내 기업으로는 네이버만 개인용 클라우드 ‘마이
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1인당 30GB의 저장 용량을 무료로 제공한다. 카카오도
‘톡서랍 프러스’를 운영 중이지만, 월 990원의 유료 서비스로 제공 중이다.
이들이 개인 클라우드 사업을 종료한 배경으로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MS) 등 글로벌 사업자들이 압도적인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으로 보인다. 2020년 말 기준 국내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 월간 이용자(MAU, 월
간 활성 이용자 수) 집계 결과 구글 드라이브·포토가 1615만 5368명인데 비해
통신 3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72만 명에 그쳤다.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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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여준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한 해가 다르게 빠른 속도

로 확산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인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국경의 의미

는 약해지고 있으며 국경을 넘어선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이하에서

는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쟁점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와 유형,

클라우드 컴퓨팅에 필요한 기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음으로 클라

우드 환경에서는 전자정보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버에 저장되므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원격 압수·수색의 문제가 발생하고, 클라우드 서버가 국내에 위치하

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역외 압수·수색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원격

압수·수색과 역외 압수·수색에 관하여 본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서

비스 이용자를 통해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피압수

자로 하여금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말하도록 하는

것,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 진술거부권의 대상인지 여부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것을 거

부한 경우 수사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살펴본다. 마지

막으로 클라우드 포렌식과 이를 통해 수집한 전자정보의 무결성과

동일성의 확보, 클라우드 서비스의 접속에 이용한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본다.

전히 접는 것은 아니고, 기업, 공공 클라우드에 주목하고 있다. 수익성은 적은
반면 유지보수와 서버 구축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은 개인용 클라우드보다 성장
가능성이 큰 B2B 시장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조현선, 오늘(30일) 삼성클라우드
서비스 종료…“빨리 백업하세요”, 뉴시안(2021. 9. 30.자), 뉴시안 홈페이지,
http://www.newsi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238, (2021. 12. 11. 최종
확인).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고 국내 이용자 데이터가 국외 클라우드
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류은주, “개인 클라우드 이용 증가하지만 이
통 3사‧삼성은 서비스 중단”, IT조선, 2021. 10. 7.자 ). 현재 우리나라 이용자의
개인용 클라우드 이용 비중은 2020년 기준 네이버 마이박스 55.2%, 2021. 9. 27.
종료된 SK텔레콤 클라우드베리 12.5%, 구글 드라이브 12.1%, 2020. 9. 종료된
KT 엠스토리지 6.2%, 애플 아이클라우드(iCloud) 5.9%, 2021. 9. 30. 서비스를
종료한 삼성 클라우드 4.2%, 2021. 12. 1.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있는 엘지 U+박
스 3.0%였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0년 1순위 이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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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 유형과 필요한

기술

1.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에 대하여 가트너(Gartner)는

“인터넷 기술을 사용하는 외부 고객들에게 확장 가능하고 탄력적인

IT 기능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컴퓨팅 방식”으로, 포레스터

(Forrester)는 “IP 네트워크를 통해 표준화된 IT 기반 기능들을 제

공하고, 언제나 접근이 허용되고 수요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며 사

용량에 따라 과금하는 웹 또는 프로그램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컴퓨팅”으로,7) IBM은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대용량 데

이터베이스를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분산처리하고 이 데이터를 PC,

휴대전화, 노트북, PC, PDA 등 다양한 단말기에서 불러오거나 가공

할 수 있게 하는 환경”8)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5. 9. 28.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은 제2조 제1호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Cloud Computing)’이란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

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7) Rosalyn Metz, “Cloud Computing Explained”, Educause Review, 2010. 6. 24.자,
EDUCAUSE Review 홈페이지, https://er.educause.edu/articles/2010/6/cloud-computing
-explained, (2021. 12. 11. 최종 확인).

8) Sai Vennam, “Cloud Computing”, 2020. 8. 18.자, IBM 홈페이지,
https://www.ibm.com/cloud/learn/cloud-computing. (2021. 11. 28.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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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기술연구소)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어디에서나 작동하고 편리하

며, 최소한의 관리 노력이나 서비스 제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빠

르게 제공하고 배포할 수 있는 구성 가능한 컴퓨팅 자원[예: 네트워

크나 서버, 저장소,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및 서비스]의 공유 풀

에 주문형 네트워크로 접근 가능한 모델”이라고 정의하였다. NIST

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 특성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들고,

NIST의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정의와 아래의 특성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가장 잘 설명하여 준다고 본다.

첫째, 클라우드 컴퓨팅은 주문형 셀프 서비스(On-Demand Self

Service)이다. 즉 서비스 이용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상호

협의 없이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산 능력을 설정할 수 있다. 둘

째, 클라우드 컴퓨팅은 광대역 네트워크 접근(Broad Network

Access)을 가능하게 한다. 즉 표준적인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네트워

크를 통해 언제 어디에서든 접근할 수 있다. 셋째, 자원을 공동 관

리한다(Resource Pooling).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팅 자원

은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동적으로 할당, 재할당되는

물리적 또는 가상화된 자원들을 멀티 테넌트(multi-tenant) 모델9)을

사용하는 복수의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공유관리(pooling)된

다. 서비스 이용자는 제공받는 자원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

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를 통제할 수도 없지만, 국가, 주,

데이터 센터와 같은 수준에서는 지역을 확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소 독립적이다. 넷째, 신속한 탄력성(Rapid Elasticity)을 가진다.

즉 계산 능력은 필요한 만큼 요구에 따라 쉽고 빠르게 탄력적으로

확장, 축소될 수 있다. 다섯째, 계량된 서비스를 제공한다(Measured

9) 다중 공유 모델(Multi-tenancy)은 하나의 정보자원 인스턴스를 여러 사용자 그
룹이 완전히 분리된 형태로 사용하는 모델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제공
하는 데 필수 요소이다. 멀티테넌시에서는 효율적으로 자원을 통합하고 할당하
여 궁극적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개별 사용자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SaaS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단일 테
넌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것보다 경제적일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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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클라우드 시스템은 IT 자원의 사용량을 기록하는 클라우

드 플랫폼의 측정 기능에 따라 사용한 자원의 양에 따라 비용이 청

구된다.10)

최초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1995년 미국 제너럴 매직

(General Magic)에서 AT&T 등 다른 여러 통신사와 제휴를 맺으면

서 시작되었으나,11) 2005년이 되어서야 특정 소프트웨어를 필요한

시기에 인터넷으로 접속해 쓰고,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제도가

정착되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도입이 본격화된 지 약 10년이 지난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의 사용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2020년 클라우

드 서비스 매출은 기업의 데이터센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

비용을 추월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재택근무로의 대대

적인 전환 등이 필요해지고, 불확실한 면이 많은 시기에 클라우드

컴퓨팅의 탄력성과 확장성 그리고 높은 유연성이 강점으로 작용하

면서 전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전례 없이 빠르게 성장

하고 있다.12)

10) Rosalyn Metz, 앞의 사이트.
11) AT&T (1993). "What Is The Cloud?". You can think of our electronic
meeting place as the Cloud. PersonaLink was built from the ground up to
give handheld communicators and other devices easy access to a variety of
services. [...] Telescript is the revolutionary software technology that makes
intelligent assistance possible. Invented by General Magic, AT&T is the first
company to harness Telescript, and bring its benefits to people everywhere.
[...] Very shortly, anyone with a computer, a personal communicator, or
television will be able to use intelligent assistance in the Cloud. And our
new meeting place is open, so that anyone, whether individual, entrepreneur,
or a multinational company, will be able to offer information, goods, and
services.
Ghost Archive 홈페이지, https://ghostarchive.org/varchive/_a7hK6kWttE, (2021.
10. 31. 최종 확인).

12) “클라우드 컴퓨팅 대폭발 – 2021년 클라우드 도입 현황과 실전 가이드”,
IDG Deep Dive, 2021. 7. 22, IT World 홈페이지,
https://www.itworld.co.kr/techlibrary/202119 (2021. 12. 11. 최종 확인), 가트너
(Gartner)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전세계 최종 사용자 지출이 2021년
에는 총 3,22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클라우드 사용량이 급증했던 2020년의 2,700억 달러보다 23.1% 증가한 수치이

https://ghostarchive.org/varchive/_a7hK6kW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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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면 컴퓨팅, 스토리지(Storage) 및 데이

터베이스(Database)와 같은 광범위한 서비스를 쉽고 신속하게 이용

할 수 있다(민첩성).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면 자원

(Resource)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

고, 필요성이 변화함에 따라 자원을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가능

하다(탄력성). 또한 클라우드를 통해 자본 비용(데이터 센터, 물리적

서버 등)을 가변 비용으로 전환하고, 사용한 만큼만 IT 비용을 지불

할 수 있다. 또한 규모의 경제로 직접 기업이나 개인이 직접 운영할

때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비용 절감).13)

2. 클라우드 컴퓨팅의 유형

NIST는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Cloud Service Model)을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눈다. 서비스 모델은 IaaS와 PaaS의 조합이나 IaaS,

PaaS, SaaS의 조합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세 가지 서비스 모델 중

IaaS가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부분이 가장 적고, SaaS는 서비

스 제공자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관리한다.

가.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service model)

다. 또한 시너지 리서치 그룹(Synergy Research Group)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지출 규모는 약 1,300억 달러에 육
박하며 35%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데이터센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 규모는 약 900억 달러에 근접하며 2019년과 비교할 때 6% 감소했다. 지난
10년 동안 데이터센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지출 증가율은 2%에 불과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52%에 달했다. 이러한
높은 지출 증가율에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클라우드 수요가 급증하면서,
2020년에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기업의 지출이 큰 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시너지 리서치 그룹은 분석했다.

13) 아마존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 홈페이지,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무
엇입니까?” https://aws.amazon.com/ko/what-is-cloud-computing/, (2021. 10.
31. 최종 확인).

https://aws.amazon.com/ko/what-is-cloud-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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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클라우드 서비스는 지메일(Gmail)이나 드롭박스(Dropbox),

네이버 클라우드처럼 소프트웨어를 웹에서 쓸 수 있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이

었다. 그러다가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의 IT 인프라 장

비를 빌려주는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서비스로서의 인프

라스트럭처), 플랫폼을 빌려주는 PaaS(Platform as a Service, 서비

스로서의 플랫폼)으로 늘어났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떤 자원을 제

공하느냐에 따라 이처럼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IaaS(Infrastructure-as-a-Service)는 하드웨어 관점에서

IT자원을 임대하는 것이다. 운영 시스템(OS, Operating System)과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소비자가 임의로

배포하고 실행하기 위해 프로세싱, 스토리지, 네트워크 및 다른 기

본적인 컴퓨팅 자원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능을 서

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이용자는 직접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필

요 없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필요한 인프라를 꺼내 쓰면 된다. 이렇

게 빌려온 인프라에서 이용자는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응용 프로그

램 등을 설치한 다음 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14) 서비스 이

용자는 운영체제와 미들웨어, 런타임(runtime), 데이터와 응용 프로

그램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운영체제의 배

포(deployment), 가상화(virtualization), 모든 하드웨어와 스토리지

(storage), 네트워킹 장비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이용

자를 위하여 관리한다. 이 모델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컴퓨팅 자원의

기저 구성에 대한 가장 많은 통제권을 준다.15) IaaS는 가상 서버,

14) Joshua I. James‧Ahmed F. Shosha‧Pavel Galdyshev,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and Cloud Computing”, Cybercrime and Cloud Forensics,
Information Science Reference, 2013, 14.

15) Peter Mell; Timothy Grance (September 2011). The NIST Definition of
Cloud Computing (Technical repor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U.S. Department of Commerce. doi:10.6028/NIST.S800-145.
Special publication, 800-145.



- 11 -

데이터 스토리지 같은 기존 데이터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

한다. 사용자는 이런 서비스를 조합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게다가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 시스템을 해체하는 것도 손쉽다.

IaaS의 예는 AWS Elastic Computing Cloud(EC2), Digital

Ocean과 Rackspace이다. 또한 넷플릭스(Netflix)는 자체 데이터센터

를 구축한 다음 서비스를 운영하는 대신 아마존웹서비스(AWS)의

IaaS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넷플릭스는 자체 데이터센

터를 완전히 폐쇄하고, 모든 시스템을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

우드 환경으로 옮겼다.16)

둘째, PaaS(Platform-as-a-Service)는 IT자원과 개발환경을 임

대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개발할 때 필요한 플랫폼을 제

공하는 서비스다. 사용자는 PaaS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애플

리케이션을 개발하면 된다. PaaS 운영 업체는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를 개발할 때 필요한 API를 제공해 개발자가 좀 더 편하게 앱을 개

발할 수 있게 돕는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기능은 프로그래

밍 언어로 만들어진 응용프로그램, 라이브러리, 서비스, 공급자에 의

해 제공되는 도구를 생성하거나 취득하는 방식으로 배포된다.17) 서

비스 이용자는 네트워크, 서버, 운영 시스템, 저장소, 개별 응용 프로

그램 기능까지 포함하여 기본적인 클라우드 인프라를 관리하거나

제어하지 않지만, 응용 프로그램의 배포와 응용 프로그램 호스팅 환

경의 구성 설정을 제어할 수 있다.18) PaaS의 예로는 AWS Elastic

16) 5 Lessons We’ve Learned Using AWS, Netflix Technology Blog, 2010. 12.
16.자, The Netflix Tech Blog, https://netflixtechblog.com/5-lessons-weve-learned
-using-aws-1f2a28588e4c, (2021. 10. 31. 최종 확인).

17) Peter Mell; Timothy Grance, supra note 15, at 800-145.
18) Boniface, M.; et al. (2010). Platform-as-a-Service Architecture for
Real-Time Quality of Service Management in Clouds.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rnet and Web Applications and Services (ICIW). Barcel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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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nstalk, Windows Azure와 Apache Stratos이 있다.

셋째, SaaS(Software-as-a-Service)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

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말한다. SaaS는 응용 프로그램의 소유

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응용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클라

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전적으로 관리되는(all-inclusive) 클라우

드 컴퓨팅 호스팅 환경이다.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클라

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관리되며, 서비스 이용자들은 주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한다.19) 응용 프로그램은 웹

기반 이메일처럼 웹 브라우저에 작동하는 가벼운 클라이언트 인터

페이스에서 프로그램 인터페이스까지 다양한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접속할 수 있다. 개인화된 응용프로그램 구성 설정을 제외하고 서비

스 이용자는 네트워크, 서버, 운영 시스템, 저장소, 개별 응용 프로그

램 기능까지 포함하여 기본적인 클라우드 인프라를 관리하거나 제

어하지 않는다.20) SaaS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한 명당 매월 또는 매

년 정해진 금액을 내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필요한 시점에 비용을

지급하고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게 되면 사용을 중지할 수

도 있다. SaaS의 단점 중 하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이용자의 데이터가 저장되므로, 권한 없는 사람이 데이터에 접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21)

대표적인 SaaS 서비스는 구글 앱스(Google Apps), 세일즈포스

Spain: IEEE. 155–160. doi:10.1109/ICIW.2010.91.
19) Peter Mell; Timothy Grance, Id.
20) Hamdaqa, Mohammad. “A Reference Model for Developing Cloud
Applications”, CLOSER 2011 - Proceedings of th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loud Computing and Services Science, Noordwijkerhout,
Netherlands, 7-9 May, 2011, 98-102.

21) Sun, Yunchuan; Zhang, Junsheng; Xiong, Yongping; Zhu, Guangyu
(2014-07-01). "Data Security and Privacy in Cloud Compu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Distributed Sensor Networks. 10 (7): 190903.
doi:10.1155/2014/190903. ISSN 1550-1477. S2CID 1321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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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컴, MS오피스 365, 드롭박스(Dropbox)와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등이 있다. 이 중 세일즈포스닷컴은 고객관리솔루션(CRM)을

최초로 SaaS 방식으로 서비스한 회사다. 국내에서는 한글과컴퓨터

가 SaaS 형태의 오피스 솔루션인 ‘넷피스’를, 인프라웨어는 클라우

드 오피스인 ‘폴라리스 오피스(Polaris Office)’를 선보였다.

나. 클라우드 배포(Deployment) 모델

또한 NIST는 클라우드 배포(Deployment) 모델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눈다. 첫째, 퍼블릭 클라우드(Public Cloud)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이다. 둘째, 프라이빗

클라우드(Private Cloud)는 단일 조직이 클라우드 IT 자원을 소유하

고 조직 내 기관에서만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된다. 예를 들면 삼

성전자, LG 등에서만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뜻한다. 셋째, 커

뮤니티 클라우드(Community Cloud)는 문제사항을 공유하는(예: 임

무, 보안 요구사항, 정책 및 준수 고려 사항) 소비자의 특정 커뮤니

티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넷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는 위에서 본 퍼블릭, 프라이빗, 커뮤니티

중 두 가지 이상의 배포 모델이 결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뜻한다.

3. 클라우드 컴퓨팅에 필요한 기술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조 제2호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란 클

라우드 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서 가상화 기

술, 분산처리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가상화 기술을 집적ㆍ공유된 정보

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

신자원’)을 가상으로 결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기술(제1

호)로, 분산처리 기술을 대량의 정보를 복수의 정보통신자원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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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여 처리하는 기술(제2호)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그 밖에 정보

통신자원의 배치와 관리 등을 자동화하는 기술 등 클라우드 컴퓨팅

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자원을 활용하는 기술(제3호)을 위

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가상화(Virtualization) 기술은 물리적인 하드웨어의 한계를 넘어

서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기술로, 여러 대의 전산자원을 마치 한

대처럼 운영하거나 한 대의 전산자원을 마치 여러 대의 자원처럼

나눠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22)

분산처리(Distributed data processing) 기술은 대규모(수천 노드

이상)의 서버 환경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는 기술로,

복수의 컴퓨터를 논리적인 하나의 컴퓨팅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복수의 전산 자원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중앙집

중화된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것에 비해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

다. 이를 통하여 비용이 절약되고 더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

한 분산된 환경에서 처리함으로써 좀 더 유연하고 확장, 축소가 가

능해진다. 데이터 손실을 막기 위하여 데이터는 클러스터에 걸쳐 복

제된다.23)

22) A virtual computer is a logical representation of a computer in software. By
decoupling the physical hardware from the operating system, virtualization
provides more operational flexibility and increases the utilization rate of the
underlying physical hardware. "Virtualization in education" (PDF). IBM.
October 2007. Retrieved 6 July 2010.

23) Shivang, “Distributed Data Processing 101 – The Only Guide You’ll Ever
Need”, 2021. 10. 31.자https://www.scaleyourapp.com/distributed-data-processing-101
-the-only- guide-youll-ever-need/, (2021. 10. 31.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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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원격 압수·수색과 역외 압수·수색

1. 원격 압수·수색

가. 원격 압수·수색의 정의와 문제점

디지털 증거에 대한 원격 압수·수색이란, 압수·수색영장의 대상

인 컴퓨터가 아닌 그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외부 저

장매체에 혐의사실에 관한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

하고 원격 조작으로 데이터를 압수, 수색 및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시스템 관리자의 물리적 소재지를 압수·수색할 장소로 기재한 압

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영장 집행시 필요한 데이터가 물리적

으로 떨어진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관리자의 물리적 소재지에

서 원격 서버에 접속하여 범죄사실 관련 자료를 수색하여 압수, 수

색 및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24)25)

24) 정대용 등, “수색 대상 컴퓨터를 이용한 원격 압수·수색의 쟁점과 입법론”, 법
조 제714권(2016), 46.

25) 원격 압수·수색을 “최초 압수·수색 장소의 수색 대상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
결된 다른 컴퓨터에 사건 관련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확인되고, 해당
컴퓨터를 통해 접근ㆍ이용이 가능한 경우 다른 컴퓨터를 수색하여 관련된 정보
를 압수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원격 압수·수색의 경우 수색 대상 컴퓨터, 즉
최초 압수·수색 집행에서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수색의 대상이 되
는 컴퓨터를 이용한 압수·수색에 한정된다고 보기도 한다[정문경, “원격지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대법원판례해설 제114호(2017년
하), 법원도서관, 7].
그러나 압수·수색의 대상인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을 발부받은 이상 최초 압수·수색 장소의 수색 대상 컴퓨터를 이용한 접근만이
허용된다고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정보처리장치의 형태에 구애됨이 없이 접근
가능하다는 점이 클라우드의 특성으로, 무결성과 동일성 등 법정에서 증거로 인
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춘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이상 수색 대상 컴
퓨터를 이용한 압수·수색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이 볼 경우
압수한 USB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수한 것과 같은 경우 수사기관이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의
컴퓨터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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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장소는 원칙적으로 전자정보가 저장

되어 있는 서버 등의 소재지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정보저장매체

나 정보처리장치와 같은 유체물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압수·수색

에 기반하고 있고, 이와 같은 원격 압수·수색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를 통하

여 국외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압수·수색 장소에 있는 유체물을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하거나 압수·수색 장소에 있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

자정보26)를 압수·수색하던 기존의 압수·수색과는 달리 압수·수색 장

질 가능성이 있어 부당하다.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역시
압수한 USB에 저장된 암호화된 파일을 복호화하여 입수한 국외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무실의 컴퓨터를 이
용하여 접속하여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한 것을 적법하다고 보았다.

26)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현행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서 전자정보가 압수·수
색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압수‧수색의 대상
이 전자정보인지 아니면 위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인지 명확하지 않
고,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세부적인 절차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인터넷 등의 발전과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를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규
정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고, 대법원 또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전자정보 압
수·수색의 위법성과 증거능력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 (a)(2)(A)는 압수·수색의 대상인 물건
(property)에 정보(information)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미국 법원은 이와 같이 입
법적인 방법으로 디지털 정보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결하기 전에
도 압수대상에 관한 연방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은 예시적인 것이라고 해석함으
로써 정보(information)가 압수수색의 대상임을 인정하고 있었다[김범식, “영‧미
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5호(2014.
12.), 172].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는 전자정보의 압수 대상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자적 기록과 관계된 기록매체의 압수집행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개정 형사소
송법 제110조의2는 전자적 기록이 문제되는 경우 기록매체를 압수하는 방법으
로 압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정보는 저장된 저장매체,
또는 복사처분을 통하여 기록된 매체의 압수를 통하여 증거로서 획득되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김한균 외 15명,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
전방안 연구(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8-63-01(연구총서
18-CB-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8), 418]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도 매우 크므로, 이를 허용하는 명시적 근
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여전히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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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제3자가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장소로 내려 받기 한 다음 이를 압수·수색한

다는 점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것인지 문제된다.

압수·수색을 동일시하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한다. 즉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12643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7. 7. 5. 선고 2017노146 판결
과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3. 2016고합675 판결)은 “전자정보 그 자
체는 무체물이므로 그 ‘소유’나 ‘점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자정보가 기억된
정보저장매체의 ‘소유’나 ‘점유’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면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형사소
송법 제218조상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는 그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 소
지자 또는 보관자라 할 것이므로, 카페 점장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CCTV 영
상의 소지자 내지 보관자로서 수사기관에 이를 임의로 제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전자정보의 소유나 점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자정보가 기억된 정보
저장매체의 소유나 점유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은 잘못된 것
이라고 본다. 즉 즉 전자정보에 대한 권리와 그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에
대한 권리 내지 권한은 구별되어야 한다. 위 판시와 같이 볼 경우 클라우드와
같이 제3자의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경우 서버의 소유자인 제3자, 즉 서비
스 제공자가 그 전자정보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 서비스 이용자가
클라우드에 저장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서비스 제공자를 피압수자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허용된다 하더라도 임의압수는 서
비스 이용자를 상대로 하여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서도 서비스 이용자가 생성한 전자정보에 대한 권한은 기본
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역시 “인터넷 서비
스 이용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설한 이메일 계정과 관련 서버에 대한 접속권한을 가지고,
해당 이메일 계정에서 생성한 이메일 등 전자정보에 관한 작성·수정·열람·관리
등의 처분권한을 가지며, 전자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권리보호이익을 가지는 주체로서 해당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라고 판
시하였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즉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
스 이용자 사이에 서비스이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위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 무
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이용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전
자정보에 대한 권리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가
정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단순히 저장매체에 대한 권리에 따라 그에 저장
된 전자정보의 권리가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서울고등법원 2017. 7. 5. 선고 2017노146 판례 사안의 경우 피고인들과
카페 점장 사이에 명시적인 서비스이용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카페 점장은 카
페에 설치된 컴퓨터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로서 피고인들이 위 컴퓨터를 이용하
여 작성한 대북보고문 및 김정은, 김일성의 생일 축하문 등 이적표현물이라는
전자정보의 보관자에 해당하므로 위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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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의 입법례

다음과 같이 미국은 원격 압수·수색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였고,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등의 국가도 법률 개정을 통하

여 사이버범죄협약 제19조 제2항27)에서 요구하는 원격 압수·수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하였다.

(1) 미국28)

2016년 연방형사소송규칙 개정을 통해 치안판사의 압수·수색영

장발부권한에 관한 §41(b)(6) 부분에서 원격 압수·수색에 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였다. 2016년 개정 전 연방형사소송규칙 §41(b)(3)(

5)29)에서는 국내 또는 국제테러범죄 관련한 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27) Article 19 – Search and seizure of stored computer data
2. Each Party shall adopt such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nsure that where its authorities search or similarly access a
specific computer system or part of it, pursuant to paragraph 1.a, and hav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data sought is stored in another computer system
or part of it in its territory, and such data is lawfully accessible from or
available to the initial system, the authorities shall be able to expeditiously
extend the search or similar accessing to the other system.

28) 정문경, 앞의 논문, 558.
29)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Rule 41. Search and Seizure §41(b)
(3) a magistrate judge--in an investigation of domestic terrorism or
international terrorism--with authority in any district in which activities
related to the terrorism may have occurred has authority to issue a warrant
for a person or property within or outside that district;a magistrate judge
with authority in the district has authority to issue a warrant to install
within the district a tracking device; the warrant may authorize use of the
device to track the movement of a person or property located within the
district, outside the district, or both; and
(5) a magistrate judge having authority in any district where activities related
to the crime may have occurred, or in the District of Columbia, may issue a
warrant for property that is located outside the jurisdiction of any state or
district, but within any of the following:
(A) a United States territory, possession, or commonwealth;
(B) the premises-no matter who owns them-of a United States diplomatic or
consular mission in a foreign state, including any appurtenant building,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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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판사는 (미국 영토 내외를 불문하고) 그 관할권 밖에 있는 사람

이나 사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치안판사는 미국 내에서 관할권 밖에 있는

사물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해석상 원격

압수·수색이 허용될 여지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2016. 4. 28. 개정(2016. 12. 1. 시행)으로 신설된 연방형

사소송규칙 §41(b)(6)30)은 치안판사는 일정한 상황에서 원격 접속을

통해 전자적 저장매체를 수색하거나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를 압

수하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31) 이는 해당 매체

나 정보의 소재지가 익명화 프로그램 등 기술적 방법으로 은닉되어

알 수 없는 경우나 봇네츠(botnets)32)와 같이 여러 관할구역에 걸쳐

다수의 컴퓨터를 대상으로 한 해킹범죄 등 수사의 경우 5개 이상의

관할권에 걸쳐 불법적인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은 컴퓨터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경우를 예정한 것이다.

of a building, or land used for the mission's purposes; or
(C) a residence and any appurtenant land owned or leased by the United
States and used by United States personnel assigned to a United States
diplomatic or consular mission in a foreign state.

30) §41(b)(6) a magistrate judge with authority in any district where activities
related to a crime may have occurred has authority to issue a warrant to
use remote access to search electronic storage media and to seize or copy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located within or outside that district if:
(A) the district where the media or information is located has been concealed
through technological means; or
(B) in an investigation of a violation of 18 U.S.C. §1030(a)(5), the media are
protected computers that have been damaged without authorization and are
located in five or more districts.

31) 이 규정은 관할권 밖의 범위를 미국의 영토 내로 한정한 §41(b)(5) 규정과 달
리 미국 영토 내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아 미국 영토 밖에 있는 매체나 정
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정문경, 앞의 논문,
558).

32) 해커들이 트로이목마처럼 PC에 침투시켜 놓은 트로이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퍼
지면서 해커의 영향권 아래 놓인 컴퓨터 네트워크로서 스팸메일 전송과 온라인
사기의 발원지로 지목받고 있다(정문경, 앞의 논문,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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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33)

사이버범죄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은 2001년 헝가리

의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사이버범죄 국제회의에서 체결된 협약으

로, 협약이 체결된 지명에 따라 ‘부다페스트 협약)’이라고도 불린다.

사이버범죄협약은 인터넷 상에서 발생되는 범죄행위에 대한 상세한

규정과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최초의 국제조약으로, 2004. 7. 1.

발효되었다. 해당 협약을 총괄하는 곳은 유럽의 경제 및 사회적 발

전 촉진을 위해 유럽 각국 정부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기구인 유

럽평의회(COE, Council of Europe)이다.34)

2021년 10월 기준으로 협약 발효국은 66개국이고,35) 유럽 국가

이외에도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도 가입하여 비준을 받았다. 사

이버범죄협약에서 국가 간 쌍방가벌성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행위가 공조를 요청받은 피요청국에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공조 요청에 응해야 하는 문제, 법집행기관 및 기업들의

33) 사이버범죄조약은 가입국이 취해야 할 입법적 조치에 대하여 형사실체법, 절차
법, 협력체제의 구축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절차에 관한 조항은 제14
조에서 제22조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절차 조항은 이른바 ‘사이버범죄’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범죄에서 전자적 형태의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제14조), 각 가입국들은 협약상의 절차를 특정한 수사 또는 절차적 목적을 위
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제14조), 국제조약 등에 의한 인권 보호와 비례성 원칙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을 포함하는 국내법의 규율을 받도록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34) 유럽평의회는 1949년 5월 5일 런던에서 설립되었고, 설립 초기에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 10개국이 참가하였다. 1950년 유럽 석탄 및 강철 공동체(ECSC)를,
1957년 유럽 경제 공동체(EEC)를 설립하여 유럽의 경제 및 사회 발전 촉진과
상호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유럽을 하나로 통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여러 문화권으로 구성된 유럽 사람들의 인권,
민주주의와 법치의 가치에 기초를 두고, 평화로운 유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가입국(Member States)은 47국, 참관국(Observer States)은 미국, 일
본, 캐나다 등 6개국이다[유럽평의회 홈페이지: https://www.coe.int/en/, (2021.
10. 3. 최종 확인)].

35) 유럽평의회 홈페이지, https://www.coe.int/en/web/cybercrime/the-budapest-convention,
(2021. 10. 3. 최종 확인).

https://www.coe.in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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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부담,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문제로 인하여 주요국들이 비준

을 하는 것은 지체된 바 있다.36) 우리나라는 사이버범죄협약의 가입

국이 아니다.37)

사이버범죄협약 제19조 제2항에서 가입국의 법집행기관이 특

정한 컴퓨터시스템이나 그 일부를 수색 또는 접근함에 있어 찾는

자료가 해당 가입국의 영토 내에 있는 다른 컴퓨터시스템 또는 그

시스템의 일부에 저장되어 있고, 최초의 시스템을 통해 합법적으로

접근 또는 이용가능하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다른 컴퓨터

시스템이나 그 일부에 대한 수색 또는 그와 유사한 접근을 신속히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입법적 조치나 방법을 마련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38)

(3) 일본39)

36) 신용우,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체결 현황과 우리나라의 입법」정책
적 대응방향,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2020. 12. 1.), 국회입법조사처, 4.

37) 우리나라는 아직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사이버범죄협약을 통한
국제 공조를 도모하고자 몇 년 전부터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부처 등의 협의를
통해 가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 입법으로 형사소송법, 통
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등의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협약 가입의 실익과 장단점을 두고 이견
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신용우, 앞의 논문, 3; 주소형, “사이버범죄
국제 공조 위한 부다페스트 협약, 우린 왜 아직?”, 보안뉴스, 2021. 3. 25.자, 보안
뉴스 홈페이지,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7099, (2021. 12.
11. 최종 확인)].

38) Article 19 - Search and seizure of stored computer data
2. Each Party shall adopt such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nsure that where its authorities search or similarly access a
specific computer system or part of it, pursuant to paragraph 1.a, and hav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data sought is stored in another computer system
or part of it in its territory, and such data is lawfully accessible from or
available to the initial system, the authorities shall be able to expeditiously
extend the search or similar accessing to the other system.

39) 손지영ㆍ김주석, 압수·수색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6),
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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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기술의 고도화에 맞추어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2001.

11. 23. 서명, 2012. 7. 3. 비준, 2012. 11. 1. 효력 발생)함에 따라 ‘정

보처리의 고도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형법’ 등 일부 개정 법률을 제

정하고, 2011. 6. 24. 형사소송법을 개정(2012. 6. 22. 시행)하여 이른

바 ‘원격 접속 및 복사 후 압수제도’[제99조 제2항(재판소), 제218조

제2항(수사기관)40)]을 비롯한 전자적 기록매체의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다수 규정을 신설하였다.41) 이는 일본이 가입한 사이버범죄협

약 제19조 제2항과 같은 취지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원거리에 있는 다른 컴퓨터 시스템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하는 목적으로, 위 조항이 적용되는 대

상 컴퓨터는 압수 대상 컴퓨터와 떨어진 장소에 있기 때문에 ‘리모

트 액세스(りも-とㆍアクセス)’라고도 불린다.

컴퓨터 네트워크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전자적 기록을 물리

적으로 떨어진 여러 장소의 기록매체에 보관하는 것이 용이해지고

일반화되어 증거로서 필요한 전자적 기록이 있는 기록매체를 특정

하기가 곤란하고, 종래의 기록매체 압수만으로는 증거수집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메일서버 등에 전송하는 것, 파일 공유와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적

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상 컴퓨터의 특정 요건으로는 ① 압수대상

40) 제99조와 제218조의 각 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압수할 물건이 전자계산
기인 때에는 해당 전자계산기에 전자통신회선으로 접속하고 있는 기록매체로서
해당 전자계산기로 작성 또는 변경한 전자적 기록 또는 해당 전자계산기로 변
경 또는 소거가 가능한 전자적 기록을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
되기에 족한 상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자적 기록을 해당 전자계산기 또
는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한 다음 해당 전자계산기 또는 해당 다른 기록매체를
압수할 수 있다.”

41) 주요 내용으로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되어 있는 기록매체로부터의 복사의 도입
(형사소송법 제99조 제2항, 제218조 제2항), 기록명령부 압수의 신설(제99조의2,
제218조 제1항), 전자적 기록과 관련하여 기록매체 압수의 집행방법 정비(제110
조의2), 보전요청에 관한 규정의 정비(제197조 제3항 내지 제5항) 등이 있다(손
지영ㆍ김주석, 앞의 책, 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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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의 ‘접속성’, ② 압수대상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작성ㆍ변경

ㆍ소거하고 있다는 ‘관계성’, ③ 위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다고 인정

되는 ‘사용의 개연성’ 등이 있다.

‘해당 전자계산기로 작성ㆍ변경한 전자적 기록 또는 해당 전자

계산기로 변경ㆍ소거가 가능한 전자적 기록’이란 제도의 도입 취지

에 비추어 압수대상인 전자계산기에서도 변경ㆍ소거할 적법한 권한

이 인정되는 전자적 기록을 뜻하고,42) 단순히 기술적으로 변경ㆍ소

거가 가능한 상태에 지나지 않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압수 방법을 사용할 경우 영장에 복사하여야 할 전

자적 기록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하고,43) 그 기재 방식에 관하여 사

안별로 접속처의 서버에 해당되는 서비스의 종류(메일 서버, 파일

서버 등), 접속을 위한 아이디 등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수사의 진전 상황에 따라 ID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영장에 “○○○

의 계정에 의해 접속 가능한 기록 영역”, “압수할 개인 컴퓨터의 사

용자 계정에 의해 접속 가능한 기록 영역” 등으로 기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개괄적 기재가 허용된다.

역외(국외) 서버에 존재하는 데이터에 대하여도 이 조항에 근

거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이 조항

42) 이 조항의 모태가 된 사이버범죄협약 제19조 제2항은 “lawfully accessible
from or available to the initial system”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와 같은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43) 재판소에 대하여는, 일본 형사소송법 제107조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전항의 압수장에 같은 항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 압수하여야 할 전
자계산기에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하고 있는 기록매체로서 그 전자적 기록을
복사하여야 할 것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에 대하여는, 일본 형사소
송법 제219조 ② 전조 제2항의 경우에는 같은 조의 영장에 전항에 규정하는 사
항 외에, 압수하여야 할 컴퓨터 등에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하고 있는 기록매체
로서 그 전자적 기록을 복사하여야 하는 것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손지영ㆍ
김주석, 앞의 책, 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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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법적 근거가 된 사이버범죄협약 제19조 제2항은 그 대상을 자

국 영토 안에(in its territory) 있는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로 명시하

여 규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초국경적 접근

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제32조의 요건에 준하여 피처분자가 해당 데이터에 합법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한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44)

(4) 독일45)

독일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46)에 따라 별도의 서버에 존재

하는 정보를 압수·수색 장소에 위치한 컴퓨터로 내려 받아 압수·수

색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는 독일이 가입한 사이버범죄협약 제19조

제2항과 같은 취지로, 최초의 압수·수색 대상인 컴퓨터에서 적법하

게 접근ㆍ이용이 가능한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위 규정을 근거로 국가에 의한 해킹을 의미하는 이

른바 ‘은밀한 온라인 수색’47)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위 규정이 적용

44) 일본 형사소송법 제99조의2 기록명령부 압수[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기록명령부
압수(전자기록을 보관하는 자, 그 밖에 전자기록을 이용할 권한을 갖는 자에게
명하여 필요한 전자적 기록을 기록매체에 기록하게 하거나 또는 인쇄하게 한
다음 해당 기록매체를 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와 관련
하여 법제심의회는 기록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역외(국외) 서버에 있는 경우
해당 데이터를 피처분자가 보관하고 있거나 합법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한 가
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손지영ㆍ김주석, 앞의 책, 56-60).

45) 손지영ㆍ김주석 공저, 앞의 책, 56～60.
46) 독일 형사소송법 제110조 (서류 및 전자적 저장매체의 검열)
③ 수색대상인 자의 전자적 저장매체에 대한 검열은 검열대상인 데이터가 상실
될 우려가 있다면 저장매체로부터 도달될 수 있는 한, 당해 저장매체와 공간
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저장매체들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조사에 중요한 의
미가 있을 수 있는 데이터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98조 제
2항을 준용한다.

47) 온라인 수색에 대하여는 연방 차원의 입법논의를 거쳐 연방범죄수사청법
(BKAG)에 관련 근거 규정(제20k조)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르면 온라인 수색은
국제적 테러 위험 방지라는 경찰법적 목적에 근거하여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됨. 온라인 수색을 통하여 얻어진 정보를 형사소추의 영역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른바 ‘목적변경(Zweckänderung)’의 문제
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손지영ㆍ김주석 공저, 앞의 책, 56～60,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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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예로는, 피수색자의 이메일이 공간적으로 떨어진 이메일 서비

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본사와 지사로 나뉘어져

있는 회사의 지사 컴퓨터에서 본사 컴퓨터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수색하는 경우 등이 있다.

(5) 프랑스

사이버범죄협약 가입국으로서, 형사소송법 제57조의1 제1항에

서 “사법경찰관 또는 그의 감독 하에 있는 사법경찰리는 본법에 규

정된 바에 따라 수색을 함에 있어 그 수색장소에 설치된 정보장치

를 통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전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전자정보가 다른 정보장치에서 시동되었거나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색장소에 있지 않은 다른 정보장치를 통해서도 그 정보

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수색장소

에 설치된 정보장치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최초의 정보장치를 통

해 수사에 필요한 전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를 통해서도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입법례와 달리 압수·수색 절차에서 원격

지에 있는 전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에는 수사기관의 컴퓨

터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48)

(6) 호주49)

사이버범죄협약 가입국으로서, 형사법 §1914 3L(1)에서 “수사

관이 대상 데이터가 증거물을 구성할 수 있다고 믿는 데 합리적인

관한 상세한 내용은 박희영,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보 기술 시스템의 기밀
성 및 무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 인터넷법률 45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09), 93～120 참조].

48) 법무부, 프랑스 형사소송법(2011), 54.
49) 정대용․김기범․이상진, “수색 대상 컴퓨터를 이용한 원격 압수‧수색의 쟁점과
입법론”, 법조 통권 714호, (2016. 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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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있다면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서의 데이터(압수·수색영장

의 효력이 미치는 장소에 있지 않은 데이터도 포함된다)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자적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50)

다. 원격 압수·수색이 허용되는지 여부

(1)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

형사소송법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증거확보 규정을 두지 않다

가, 2011. 7. 18. 개정을 통해서 압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를 규율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51)을 신설하였다. 위 조항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 그 압

수 방법을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

받아야 하고, 다만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

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

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압수 목적물이 ‘정보’인지, ‘매체’인지

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일단 위 규정의 문언으로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매체 자체를 압수의 목적물로 보고 있다. 다만 압수 목적

물이 ‘매체’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매체 자체가 아닌 매체에 기록된

정보가 증거로서의 가치를 지닐 것이므로, 압수·수색의 방법으로서

매체 내에 저장된 데이터를 출력이나 복제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

50) Criminal Act 1914 3L(1): Use of electronic equipment at premises
(1) The executing officer of a warrant in relation to premises, or a constable
assisting, may operate electronic equipment at the warrant premises to
access data(including data not held at the premises) if he or she suspects on
reasonable grounds that the data might constitute evidential material.

51) 제106조(압수)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
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
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
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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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국회는 형사소송법을 위와 같이 개정하면서, 압수 목적물에 관

한 위 규정 외에 실무적으로 이에 필연적으로 부대될 수밖에 없는

수색의 장소적, 논리적 범위(형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52))나 수색할

장소(형사소송법 제114조)에 대해서는 디지털 증거의 무형성과 정보

성을 반영한 규정을 신설하지 않았다.53) 또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기기 자체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확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기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확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54)

위 조항은 유형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압

수·수색에 기반한 것으로서 전자정보의 경우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

는지 여부에 대해서조차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즉 정보저

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

에 대한 압수·수색은 구별됨에도, 위 조항은 전자정보만에 대한 압

수·수색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위 규

정은 이메일, SNS, 클라우드와 같이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하고 서

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한 서비스 제공자가 소유 또

52) 제109조(수색)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
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제114조(영장의 방식)
①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
건, 발부년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
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
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② 제7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영장에 준용한다.
53) 정대용․김기범․이상진, “수색 대상 컴퓨터를 이용한 원격 압수‧수색의 쟁점과
입법론”, 법조 통권 714호, (2016. 3.), 45면.

54) 조아라, “이용자 디바이스를 통한 클라우드 데이터의 압수·수색에 관한 고찰”,
사법연수원(2017),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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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지하는 각종 전자정보가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서버에 저

장되어 있는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흔히 문제되는 원격압수의 경우

해답을 주지 못한다.

형사소송규칙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도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지, 원격압수가 허용되는지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

니한다. 2021.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검찰청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1조에서는 원격지에 저장된 전

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이라는 제목으로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인

정보저장매체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압수 대상인 전자정

보를 저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원격지의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는

압수·수색·검증 대상인 정보저장매체의 시스템을 통해 접속하여 압

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압수자 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정보저장매체에 접속하여 기억된 정보를 임의로 삭제할 우려가 있

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연결을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원격 압수·수색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검찰청 예규는

행정규칙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수사절차 단계에서 증거의

수집과 보존에 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이 한계이다.

한편 실무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원격압수가 허용됨

을 전제로 하여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발부하고

이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압수·

수색장소에 존재하는 컴퓨터를 통해 내려 받는 등의 방법’을 기재하

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경우가 있는데,55) 자료의 내려 받기는

곧 원격 압수·수색을 의미하므로 위와 같은 실무상의 관행은 당연히

원격 압수·수색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

55) 이숙연, “형사소송에서의 디지털 증거의 취급과 증거능력”, 박사학위논문, 고려
대학교(201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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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집행 실무는 원격

압수·수색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의 압수·수색할 장

소에는 서울의 신한은행 본점 주소지를 기재하지만, 자료의 제출은

신한은행 직원이 본사에 있는 컴퓨터로 용인시에 있는 데이터센터

서버에 원격 접속한 다음 관련 자료를 내려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실무 역시 마찬가지이다. 수사기관이 네이버

게시글이나 이메일을 압수하고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경우,

압수·수색할 장소에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네이버 본사 주소지를 기

재하여 발부받은 영장을 네이버 본사 담당자에게 제시하면, 담당자

는 춘천시에 있는 데이터센터 내 서버에 접속하여 관련 자료를 내

려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실무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원격 압수·

수색에 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로 광

범위하게 이루어져왔음을 뜻한다.56)

(2) 학설

이와 관련하여 특정장소와 시스템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 영장에 기재된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원격지 서

버시스템 등에 대해서까지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56) 이동현, “디지털 증거의 수집 관련 국제 공조 방안 – 형사사법공조 절차의 문
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실무상 논의되는 방안을 중심으로”,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집 (Ⅰ) 제33집, 법무연수원(2008), 77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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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극설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지에 있는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은 형

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

한 처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현행 형사소송법의 해

석으로 원격 압수·수색이 허용된다는 견해이다.57) 압수대상인 전자

정보는 압수·수색의 개시 시점부터 수색장소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니고,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까지 수색장소에 확보되면 충분하다

고 본다. 원격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서

해당 서버에 접속하여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에 있는

PC 등에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함으로써 해당 전자정보가 수색장소에

존재하게 되므로, 영장에서 허용한 집행의 범위를 초월하는지의 문

제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58)

정보통신사회에서 디지털 정보는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 저장이 가능하여 물리적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므로,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장소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격지에 위치한 압수대상 전자정보를 내려 받을 수 있다면, 해당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의 위치가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다르더라도

해당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59)

(나) 제한적 적극설

57)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
문, 경희대학교(2006), 152～153; 박봉진ㆍ김상균,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
한 연구”, 법과 정책 19집 1호, 제주대학교 법학연구소(2013. 2.), 717; 이숙연, 앞
의 논문, 34; 이숙연,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재판자료(123), 664; 압수·수색영
장실무 집필위원회, 압수·수색영장실무(개정판 2010), 76.

58) 이숙연, 위의 책, 76.
59) 권양섭,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원광법학 제26권 제
1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2010),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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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의 해석상 일정한 조건하에서 원격 압수·수색을 허

용할 수 있다는 견해60)이다. 입력장치와 저장장치가 분리되어 있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청구 단계에서 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

거나 원격의 저장장치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장 청구시 입

력장치를 특정하는 방법을 통해 원격 압수·수색이 허용되고, 정보저

장서버까지 특정하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가 그로부터 합법적으로

접속 가능한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한 영장 기재의 특정성을 위반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61)62)

미국 연방법무부 지침서는 영장에 기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지역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면 각각의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원격의 정보를 압수할 수 있고,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

던 경우 수사기관이 의도적ㆍ고의적으로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

(Rule of Criminal Procedure) §41(a)을 위배하거나 결과를 예측하지

않았다면 원격의 정보를 압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본다.63)

(다) 소극설

현행 법률의 해석으로는 원격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든다.

① 영장의 장소적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 있는 컴퓨터에 대하

60) 탁희성,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일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1호, 한
국형사정책연구원(2004), 32; 오기두, “전자정보의 수색‧검증, 압수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함의”,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4권 1호(2012. 6.), 한국형사소송법학
회, 159.

61) 탁희성, 앞의 논문, 82.
62) 오기두, 앞의 논문, 159.
63) U.S. Department of Justice, Searching and Seizing Computers and obtaining
Electronic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s (2009),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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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영장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강제처분의 대상을 저장매

체로 보는 이상 다른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그 내용을 인식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64)

② 강제처분법정주의에 비추어 원격 압수·수색을 형사소송법

제120조의 필요한 처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65) 형사

소송법 제120조의 필요한 처분이 장소적 범위까지 확장하는 것은

아니다.66)

③ 미국의 이른바 캐비넷 또는 용기(Container) 이론67)에 의

하더라도 원격지 서버가 별개의 용기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

Plain View 이론68)도 우연한 압수와 달리 우연한 수색을 상정하기

어렵다.

④ 원격 압수·수색을 입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형사소송법

64) 전승수, 앞의 논문, 197-198, 정대용․김기범․이상진, 앞의 책, 67.
65) 노명선, 앞의 논문, 사단법인 한국포렌식학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최 국회 디
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개정 법률안 공청회 발표문(2012. 11.) 29.

66) 정대용․김기범․이상진, 앞의 책, 67.
67) 적법한 체포에 부수한 영장 없는 수색의 범위와 관련한 원칙으로, 미국 연방대
법원은 Belton 판결에서 피의자의 손이 닿는 범위 안에서 발견된 포장용기는 그
내용물을 수색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속에 다른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모든 물
건”을 포장용기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2009년 Gant 판결은 경찰관이 체포에
부수하여 또는 급박한 상황에서 영장 없이 물건을 수색하고 압수함에 있어 해
당 물건이 자동차의 사물함처럼 물건을 담는 포장용기인 경우에는 영장 없이
수색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 속에 범죄의 증거가 존재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일정한 한계를 부가하였고, 지
금까지 하급법원에서는 지갑, 가방, 잠겨 있는 서류가방, 그리고 주소록 등이 포
장용기로 분류되어 왔다[이종근, “적법한 체포에 부수한 휴대폰의 수색과 영장
주의”, 법학논총 33권 1호,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2016. 3.), 61-62].

68) 미국에서 유체물의 압수에서 피의사실 관련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어떠한 장소에서 이미 적법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entry)나 적법한 체포(arrest)
또는 수색(search)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그 장소에서 한 눈에 인지할 수 있
는(immediately recognizable) 증거물을 영장 없이도 압수할 수 있다.”라는 법리
로 이는 1971년 Coolidge v. New Hampshire 판결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고
한다[민만기, “현행 압수·수색 절차상 plain view 원칙의 적용 가능성과 입법론
적 검토”, 성균관법학 25권 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2013), 13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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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여러 차례 제시되었음에도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이를 반

영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의 의사는 향후 이를 허용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원격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69)

(3) 판례

2021. 7. 29. 선고된 대법원 판결70)은 피의자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은 다음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범죄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피의자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제공받은 다음, 수사기관

이 이와 같이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버 클라우

드에 저장된 범죄혐의 사실 관련 전자정보를 확보한 것은 적법하다

고 판시함으로써 원격 압수·수색이 허용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

와 같이 판시하면서 국외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원격 압수·수색, 나아가 역외 압수·수색이 적법하

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였다.

2017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약 한 달 간격으로 원격압수(수사기

관이 클라우드나 이메일 서비스 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

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클라

우드나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

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

련하여 상반된 결론의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7노2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5. 선고 2017노146 판

69) 류광현, “사법당국에 대한 클라우드상 정보제공과 관련한 문제점”, 개인정보 보
호의 법과 정책, 박영사(2014), 374-375면.

70)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



- 34 -

결). 두 사건 모두 상고되었다. 대법원은 원격압수·수색이 허용된다

고 보아 같은 전제에 선 서울고등법원 2017. 7. 5. 선고 2017노146

판결의 상고심인 대법원 2017도11502 사건에서 2017. 9. 21. 상고기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격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서울

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7노23 판결의 상고심인 2017도9747

판결에서 2017. 11. 29.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아래에서는 대

법원 2017도9747 판결과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7노146 판결

의 판시 내용을 대비하여 본다.

(가) 사실관계

수사기관은 적법하게 압수한 피의자의 USB에 스테가노그래

피71)로 숨겨져 있던 파일을 복호화한 문서에서, 피의자가 개설한 국

외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인 시나닷컴(sina.com)이 제공하는 이메일

서비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검증할 물건을 시나닷컴 이메일 계정 내 각종 보관함, 이메일과 연

결된 드라이브 내 각종 문서함 등에 송수신이 완료되어 저장되어

있는 범죄혐의사실 관련 내용 등, 압수·수색검증할 장소를 “한국인

터넷진흥원(KISA)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용 PC(온라인상 압수·수

색검증)”, 압수·수색의 방법을 “국가 정보통신 인증 공공기관인 한국

인터넷진흥원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용 PC에서 영상녹화 및 동 기

관의 전문가, 일반인 포렌식 전문가가 입회한 가운데 이메일 홈페이

지 로그인 입력창에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한 이메

일 계정·비밀번호를 입력, 로그인한 후 범죄혐의 자료 출력물 및 동

자료를 선별하여 저장한 저장매체 봉인압수”로 하여 압수·수색영장

을 청구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것을 조건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

71)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hy)란 영상이나 오디오 파일 등에 비밀메시지를 감
추어 정보의 존재를 숨기는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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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사기관은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다음, 위 이메일 계정의 전체보관함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

일 총 17건을 선별 압수·수색하여 그 중 15건의 이메일과 그 첨부파

일을 추출하여 출력·저장하는 방식으로 압수하였다. 구체적으로 국

가정보원 수사관은 노트북 바탕화면에 폴더를 생성하고 그 폴더 안

에 각각의 이메일 주소명을 이름으로 하는 하위 폴더를 생성한 후

그 안에 각각의 이메일 계정에서 선별한 자료를 저장하였다. 이후

위 폴더 내 자료들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프로그램인 EnCase7을 이

용하여 각각의 파일에 대한 해시값(hash)값을 생성한 후 전체 파일

을 복사하여 USB 2개에 각각 저장하고 각각의 파일에 대한 해시값

이 기록된 전자상세정보목록을 출력하여 원본파일과 사본파일 각각

에 대한 해시값을 비교하여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나) 서울고등법원 2017. 7. 5. 선고 2017노146 판결

원심은 원격 압수·수색과 역외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

면서도,72)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수·수색은 대인적 강제

처분이 아닌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특정 이메일 계정에 담긴 디지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이메일 서비스 이용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수단(ID, 비밀번호가 이에 해당한다)

을 확보하였음을 기화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디지털 정보가 저

장되어 있는 제3자의 장소인 해외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의 해외 서

72) 사이버범죄나 국경을 초월한 범죄 등이 빈발하고 있는데다가 정보통신 환경과
기술, 디지털 정보의 저장방식 등이 급변하고 있어 해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정보를 증거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해외 서버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과 ID, 비밀번호 등 계정정보를 확보한 경우 네트워크 접
속을 통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여
이를 대한민국의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추출, 저장하는 이른바 ‘역외 압
수·수색’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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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에 대해서까지 위 압수·수색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대물적 강제

처분인 압수·수색의 효력을 아무런 근거 없이 확장하는 것이라고 하

여, 현행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검증제도로는 원격 압수·수색과 역

외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심이 든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압수·수색은 대인적 강제처분이 아니

라 압수할 물건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대물적 강제처분이다. 통신비밀

보호법 제2조 제3호의 전자우편 등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그 대상이 유형물이 아니어서 실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특징이 있기

는 하나,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특정

이메일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접근권한을

확보한 것을 이용하여 관련 전기통신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

은 형사소송법이 상정하고 있는 압수·수색의 방법은 아니다.

② 형사소송법 제106조,73) 제107조74)는 압수·수색은 해당 대

73)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
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
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
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
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
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74) 형사소송법 제107조(우체물의 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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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물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를 상대로, 전기통신의 경우 해

당 전기통신을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을 상대로 해당 물

건이나 전기통신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로는 국외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가 국외에 위치한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 전기통신 등을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하면서도 압수·수색영장

에 기재된 국내의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은 위 형사소송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이와 같은 방식의 압수·수색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해당

압수·수색영장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18

조75)와 압수·수색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 외에서 이루어질

경우 해당 주거주 또는 간수자 등을 참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 제123조76)를 실질적으로 회피하는 것이다.

④ 이메일 서비스 이용자의 접근수단을 이용한 압수·수색은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이루어지게 되므로, 수집한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

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
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1.7.18>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
야 한다.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5) 제118조(영장의 제시)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76)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① 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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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

어서는 건정(건정, 자물쇠)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이 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도 준용된다. 그러나 국외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의 국외에 위치한

서버와 위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경우, 압수·수색하는 장소나

대상물이 국외에 존재하여 대한민국의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

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압수·수색·검증영장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

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심은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가 외국 기업

이고 서버가 국외에 존재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국가관할권이 미치

지 아니하므로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현재로서는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거나 개별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얻어 디지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

고, 궁극적으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관련 외국과의 조약 체결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대법원은, 서비스 이용자는 해당 계정의 접속권한과 위 계정

에서 생성한 전자정보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며, 전자정보의 내용

에 대해 권리보호이익을 가지는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이

므로, “수사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

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

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대법원이 든 근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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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수사기관이 원격지에 위치한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저장

된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허용한 피의자의 전자정

보에 대한 접근 및 처분권한과 일반적 접속 절차에 기초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

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둘째,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

으로 연결된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는 것이 영장에 수색할 장

소를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4조 제1항에 위

반하여 압수·수색영장에서 허용한 집행의 장소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전자정보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저장매체 간

이전, 복제가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수사기관의 수색에서 압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격지의 저장매체에서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결국 이러한 방식의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을 원활하고 적정하게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

서 이루어지고,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대물적 강제처분 행위로서 허용되고,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

항77)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4) 결론

77) 형사소송법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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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

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에 앞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법적 지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클라우드나 이메일 계정 내에 저장된 전자정보

의 압수·수색은, 휴대폰, PC 등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 또는

정보처리장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

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즉 휴대폰 등 정보저장매체나 정보처리

장치 및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경우 이를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

는 것은 피압수자인 반면, 클라우드나 이메일의 경우 피압수자가 계

정 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위 전자정

보가 저장된 서버를 관리하고 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전자정보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무엇으로 볼지에 관

하여 ‘데이터 오너십(Data Ownership)’, ‘데이터 소유권’ 등으로 다양

한 논의가 있다.78)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

로, 데이터 ‘소유권’이라고 볼 수는 없고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재산

권으로 보아야 하고, 독립적인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79)

대법원 2017도9747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7노146 판결 모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동일한 입

장으로 보인다. 대법원 2017도9747은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78) 자세한 논의는 “데이터 오너십 – 내 정보는 누구의 것인가?”, 서울대학교 법
과경제연구센터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박영사, 2019.

79) 이동진,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개념과 그 비판, “데이터 오너십 –
내 정보는 누구의 것인가?”,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 인공지능정책 이니셔
티브, 박영사(2019), 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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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지위에 관하여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와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설

한 이메일 계정과 관련 서버에 대한 접속권한을 가지고, 해당 이메

일 계정에서 생성한 이메일 등 전자정보에 관한 작성·수정·열람·관

리 등의 처분권한을 가지며, 전자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 등의 권리보호이익을 가지는 주체로서 해당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클

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를 전자정보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전자정

보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고, 해당

전자정보에 대한 배타적, 독립적 재산권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과 원심이 다른 결론에 이른 것은, 원심은 전자정보가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제3의 장소인 해외 서버에 대하여 압수·수색

하는 것이라고 본 반면, 대법원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수색장

소의 정보처리장치로 가져오는 것은 피의자가 하는 통상적인 접근

으로 압수·수색으로 보지 않고,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에 내려 받

거나 화면에 현출시킨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았다는 점

에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와의 서비스이용계약

에 따라 클라우드 계정과 관련하여 서버에 대한 접속권한을 가지고,

해당 클라우드 계정에서 생성한 전자정보에 관한 처분권한과 권리

보호이익을 가지는 주체로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서버에서 서비스 이용자가 계정정보를 입력한 정보처리장치로 해당

계정의 전자정보를 가져올 권한이 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전자정보가 저장된 서버의 유지·관리책임

을 부담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등록

한 것과 일치하는 경우 접속하려는 자가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인지

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접속을 허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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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도 서비스 이

용자에 대한 원격 압수·수색은 전자정보의 배타적, 독립적 재산권자

를 상대로 한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사기관이 서비스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계정에 접속한 다음, 서비스 이

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의 정보를 원격지에 있는 서버에서 수

색 장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아 이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압수‧수색의 장소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매체독립성, 복제용이성, 방대성 등 디지털 증거의 특성과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이용계약

을 체결하고 생성된 전자정보가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방

식의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

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격 압수·수색은 허용된다.

나아가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나 참여권의 보장은 피압수자이자

해당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인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이

루어지면 되는 것이므로, 압수·수색 집행 방식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동일성과 무결성의 문제 역시 기존

의 수색장소의 PC나 휴대폰,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다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미국의 연방형사소송규칙, 개정

일본 형사소송법 및 프랑스 형사소송법이나 유럽 사이버범죄방지조

약과 같이 원격압수·수색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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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외 압수·수색

가. 역외 압수·수색의 정의와 문제점

역외 압수·수색이란 원격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해당 전자정보

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의 소재지가 국외일 때를 뜻한다. 과거에는

관련 증거가 자국 관할 내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증거의 초국경성,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편화

등으로 인하여 오늘날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는 국가의 경계를 벗어

난 곳에 존재하거나 위치조차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

히 국외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나 이메일 서비스를 이

용하는 경우 서버가 우리나라 밖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클

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서 역외 압수·수색의 문제

는 흔히 발생한다. 그런데 역외 압수·수색의 경우 원격 압수·수색이

허용된다고 보더라도,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곳에 해당 전자정보가

위치하므로, 국가관할권이 미치는지의 문제가 추가된다.

국가관할권(state jurisdiction)은 한 국가가 사람, 물건, 행동 등

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총체를 의미한다.80) 국가관할권은 크게

입법관할권과 집행관할권으로 나누는 견해(이분설)와 입법관할권,

(협의의) 집행관할권, 재판관할권으로 나누는 견해(삼분설)로 나눌

수 있다. 삼분설에 따를 때 그 중 집행관할권은 법원 또는 행정기관

이 체포, 강제조사 등의 물리적인 강제조치에 따라 국내법을 집행

하는 권한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집행관할권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적 관점에서는 동의

를 받지 않고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집행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영토주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81) 따라

80) 김대순, 국제법론(제20판), 삼영사(2019), 451; 정인섭, 신국제법강의(제5판), 박
영사(2014),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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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집행관할권은 입법관할권과 달리 기본적으로 영토적 제약을 가

진다.82)83)84)

한편 n번방 성착취물 사건과 같이 범죄행위를 저지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수사가 어려운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피압수자를 서비스 이용자로, 압수·수색대상을 클

라우드나 이메일에 저장된 전자정보로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

은 다음,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확보한 서비스 이용자의 클라우드 계

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국외에 위치한 서

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거나

화면에 현출시켜 이를 압수하는 방식은 역외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나. 외국의 사례와 입법례85)

(1) 미국의 사례

(가) United State v. Gorshkov 사건(2001)86)

81) 김대순, 앞의 책, 454, 476, 석광현,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
부(2001), 36, 정인섭, 앞의 책, 196

82) 대외관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432조(형사법 집행수단) 제2항: “특정 국가의 수
사기관은 다른 국가의 권한 있는 공무원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다른 국
가의 영토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432. Measures in Aid of
Enforcement of Criminal Law (2) A state’s law enforcement officers may
exercise their functions in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other state, given by duly authorized officials of that state.]

83) 조성훈, 역외 전자정보 압수·수색 연구, 박영사(2020), 39-40.
84) 조성훈, 위의 책, 39-40에서 재인용.
85) 정문경, 앞의 논문, 18-23.
86) United State v. Gorshkov, 2001 WL 1024026(W.D.W.A May 23, 2001). 워싱
턴서부연방법원 결정 사안으로, 국내 문헌에서는 원격지로서 해외 서버에 저장
된 전자정보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허용한 미국의 사례로 제시되고 있
음[정대용․김기범․이상진, 앞의 논문, 62 ; 정대용 외 3인, “디지털 증거의 역
외 압수‧수색에 관한 쟁점과 입법론”, 법조 통권 720호(2018. 12.), 159 ; 노명선,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단법인 한국포렌
식학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최 국회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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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미국 FBI는 러시아 해커가 미국 2개 은행을 해킹하여 금융

정보를 탈취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러시아 해커에게 고용을 제

안하고 면접 과정에서 키로거(Key Logger)87)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

트북을 주고 실제 해킹했던 은행 사이트를 해킹하도록 제안하였다.

러시아 해커는 러시아에 위치한 서버에 접속하여 해킹 툴(hacking

tool)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해킹하였다. FBI는 사전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키로거 프로그램으로 확보한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러시아 서버에 접근하여 해킹 툴 등 데이

터를 다운로드 받아 긴급 보전한 다음 사후영장을 청구하였다.

2) 정당한 압수·수색으로 판단

워싱턴서부연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위 사안을 정당

한 압수·수색이라고 판단하였다. 러시아 해커는 당시 주변 다른 사

람들의 감독 내지 평가를 인식한 상태로 미국 회사 담당자가 건넨

노트북을 이용하여 러시아 서버에 접속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

를 함에 있어 프라이버시에 대한 실질적, 구체적인 기대(actual and

subjective expectation of privacy)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러시아 해커가 접속한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한 것을 수정

헌법 제4조88)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공청회 발표문(2012. 11.), 20-21].
87) 사용자의 키보드 움직임을 탐지해 아이디, 패스워드 등 중요한 정보를 빼 가는
해킹방법을 뜻한다.

88) 불합리한 수색, 압수, 체포로부터 신체, 주거, 서류, 물건의 안전을 보장받을 국
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영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고, 선서나 확언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 체포ㆍ구속할 사람을 기재하지 아
니하고는 이를 발부할 수 없다(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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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정헌법 제4조는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미

국 영토 밖에 소유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에는 적용되지 않으므

로, 러시아에 위치한 컴퓨터에 접속하여 해당 데이터를 다운로드한

것에 수정헌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설령 수정헌법 제4조가 적

용된다 하더라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긴급한 사유(수색영장을

발부받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한 근거에 의해 증거 손실을 방

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압수)가 존재하므로, 영장 없이 압수·수색

을 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아가 수정헌법 제4조의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된 증거를 취득한 것은 독자적으로 유효한 영장

에 의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89)

(나)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사건과 구글(Google) 사건

1) 개관 및 의의

미국의 통신보호법(Stored Communication Act. 이하 ‘SCA’)

§270390)에 따라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국외의 서버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89) 정대용 외 3인 공저, 앞의 책, 156-157.
90) SCA는 독립된 법률이 아니라 1986년 제정된 전자통신에 관한 비밀보호법(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ECPA)에서 별도의 장으로 규정한 것
임. SCA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정보를 3가지 형태로 나누어 각 다
른 형태의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① 가장 낮은 단계의 보호로서, 사용자
에 대한 기본정보(이름, 주소, 사용기간과 시간정보, 사용 중 부여된 IP 주소, 사
용한 서비스와 그 시작과 종료 정보, 신용카드 정보를 포함한 사용료 지불방법
등)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을 비롯한 정부기관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
출명령(Subpoena Duces Tecum)만으로도 가능하고(§2703(c)(2)), ② 다음 단계
로서, 사용자가 방문한 사이트의 주소, 이메일을 주고받은 상대방의 메일주소,
암호 등은 영장이 아닌 정부기관이 문제 된 정보가 현재 진행 중인 범죄수사와
관련해서 관련성이 있고 중요성을 가진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는
특정되고 상세한 사실관계를 제시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연방이나 주법원 담
당 법관의 명령(court order)을 받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제출을 요구
할 수 있고(§2703(d)), ③ 마지막으로, 통신이나 대화의 내용으로서 전자적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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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관 중인 고객의 정보 제출을 명하는 압수·수색영장이 역외적용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law of the United States)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상반된 판결이 선고되었다.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은 2016. 7. 14.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이하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에서 정부가 아일랜드 더블

린 소재 서버에 저장된 고객 이메일 정보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제

출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17. 2. 3. 펜실베

이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 치안판사는 구글(Google)(이하 ‘구글’) 사

건에서 구글에 국외 서버에 있는 고객의 이메일에 대한 SCA상 압

수·수색영장에 따른 미국 FBI의 제출요청에 응하라고 판단하였고,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2017. 8. 17. 치안판사의 위 결정

을 인가하였다.

위 두 사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라는 미국에 본사를

둔 서비스 제공자의 미국 밖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관련된 것으로, 국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측면에

서 이 논문에서 논의하는 국외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압수·수색과는

평면이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나 역외압수를 허용 또는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역외 압수·수색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논점을

다루고 있으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위 사건들은 원격 압수·수색에 관한 연방형사소송규칙

§41(b)(6) 신설 전의 사안이라는 점에서 위 규정의 신설로 국외의

에 부수하여 임시 또는 중간에 저장하거나 백업을 위해 보관하는 전자적 저장
장치에 보관된 정보로서 18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
(warrant)을 받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703(a)(b)(A)). 그 외에 SCA를 비롯한 미국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
한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일반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설민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서 본 제3자 보유정보에 대한 영장주의의 실효성”, 법조 통권 635
호(2009. 8.) 법조협회(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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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한 입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견해 대립에 관한 의미가 다소 퇴

색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방 형사소송규칙 §41(b)(6)(2016. 4. 28. 개정으로 신설,

2016. 12. 1. 시행)에 의하면, 치안판사는 전자적 저장매체나 전자적

으로 저장된 정보의 소재지가 기술적 방법으로 은닉되어 알 수 없

는 경우(A)나 해킹범죄[18 U.S.C. §1030(a)(5) 위반] 등의 수사에서

5개 이상의 관할권에 걸친 피해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인 경우(B)

에는 원격 접속을 통해 해당 전자적 저장매체를 수색하거나 전자적

으로 저장된 정보를 압수하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는 영장의

장소적 범위를 미국 영토 내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외에 위

치한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까지 수색하고 압수할 수 있는 영장도

발부할 수 있는 새로운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규칙으로 평가되고 있

다. 위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다수의 관할권의 여러 판사로부터 복수

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부담을 덜고 특정 관할권의 단일한 판

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

었다.91)

2) 마이크로소프트 사건92)93)

① 사실관계

91) 정문경, 앞의 논문, 565.
92) 제1심은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치안판사 James C. Francis Ⅳ.의 영장발부결정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and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15 F.Sup3d. 466 (S.D.N.Y. April 25, 2014)]에서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의 인가결정[2014 WL 4629624 (S.D.N.Y. Aug. 29. 2014)]
으로 이어졌고, 항소심은 제2순회연방항소법원의 결정[Microsoft 829 F.3d 197
(2d Cir. July 14, 2016)]이다.

93) 정문경, 앞의 논문 56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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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소속 치안판사는 SCA에 따라 마이크

로소프트에 대하여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서버에 보관 중인 특

정 웹 기반 이메일 계정과 연결된 고객정보를 제출하라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였고,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은 위 결정을 인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소하였고, 제2순회연방항소법원은

위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위법한 역외적용이라고 보아 위 결정을

파기하였다.

②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의 판단

SCA의 해석상 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국내에 있는

정보로 한정되지 않고, 국외에 위치한 정보를 대상으로 영장을 집행

하는 것으로 인하여 역외적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

므로, 영장의 위법한 역외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SCA §2703(a), §2703(b)(A) 규정 중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의해 연방형사소송규칙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발부된 영장”94)이

라는 문구가 문제된다. 즉 SCA에 따른 영장이 영장의 장소적 범위

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연방형사소송규칙 §41의 전체 규정이 적용

되는 것인지, 그 중 절차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는 것인지가 명확하

지 않다. 그러나 SCA에 따른 영장은 법집행기관에 의해 집행이 강

제되는 연방형사소송규칙에 따른 영장과 달리, 인터넷 서비스 제공

자에 대하여 압수·수색 대상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제출명령(subpoena)의 성격을 겸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보의 소재지

를 불문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ㆍ지배하에 있는 모든 정

보에 적용된다.

94) “a warrant issued using the procedures described in the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or, in the case of a State court, issued using State
warrant procedures) by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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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에 따른 영장의 대상에서 국외의 서버에 보관 중인 전

자정보를 제외할 경우 사법공조에 의하여 확보해야 하는데, 사법공

조절차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미국과 사법공조 관계에 있

지 않은 국가가 많으므로, 입법자가 SCA에 따른 영장의 효력범위를

국내로 제한할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SCA에 따른 영장의

내용과 집행은 미국 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

는 것일 뿐 국외에서의 행위를 불법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전자

정보 소재지인 국외에 미국 경찰을 배치하거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

자의 직원이 현존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장의 역외적용

문제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없다.

③ 제2순회연방항소법원의 판단

SCA의 해당 규정들은 역외적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되고, SCA에 따른 영장은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

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아일랜드 더블린에 저장되어 있는 마

이크로소프트 고객의 대화내용 정보의 제출을 명하는 영장을 집행

하는 것은 영장의 위법한 역외적용에 해당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Morrison v. Nat'l Austrailia Bank Ltd.

사건95)의 판시에 따라 특정 법률이 역외적용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

부는 문언상 또는 해석상 명백하게 역외적용을 인정하려는 입법자

의 의사가 도출되는지 여부를 토대로 판단되어야 한다. 법률은 통상

국내 사건에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과 국가 간 법률 규정의 충

돌이라는 국제적인 불합치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정책적 고

려에 비추어 입법자의 의사는 명시적인 반대규정이 없는 한 역외적

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95) 561 U.S. 247, 130 S.Ct. 2869, 177 L.Ed.2d 53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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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CA 규정은 고객의 사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해당 정보가 국외 서버에 있는 경우 SCA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는 곳은 해당 정보가 위치한 국외이

므로, 위 영장의 집행은 위법한 역외적용에 해당한다.

3) 구글 사건96)97)

① 사실관계

펜실베이니아 동부연방지방법원 치안판사는 2016. 8. 2.과

2016. 8. 19. 피의자 및 피해자 모두 미국 내 거주하는 내국인인 연

방재산범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에 사무소를 둔 구

글에 대하여 총 4개의 피의자 구글 계정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제

출하라는 내용의 SCA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 구글은

위 영장에 따른 정보 제공에 응하지 않았다. 정부는 영장 집행 강제

신청을 하였고, 구글은 영장의 위법한 역외적용 등을 주장하면서 영

장 변경 신청을 제기하였다.

② 치안판사의 판단

치안판사는 2017. 2. 3. 다음과 같은 점을 이유로 구글에 해

당 정보 제공을 명하는 것이 SCA 규정을 위법하게 역외적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연방대법원98)은 Morrison 사건

의 역외적용 판단 기준에서 더 나아가 특정 규정의 목적과 관련된

96) In Re Warrant No. 16-906-M-01 To Google. 미국 펜실베이니아동부연방지방
법원 치안판사 Thomas J. Rueter 2017. 2. 3.자 결정[232 F.Sup3d 708 (E.D.Pa.
Feb 03, 2017)]에 대하여 펜실베이니아동부연방지방법원은 2017. 8. 17. 위 결정
을 인가하였다[2017 WL 3535037 (E.D.Pa.Aug 17, 2017)].

97) 정문경, 앞의 논문, 567-580.
98) 561 U.S. 247, 130 S.Ct. 2869, 177 L.Ed.2d 53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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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국내 또는 국외 중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역

외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SCA §2703은

고객의 사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99) 연방수정헌법 제4조의 해석

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선례에 따르면 수색은 사생활에 대한 기대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때 시작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FBI가 펜실베이니

아 사무소에서 해당 정보를 수색할 때 고객의 사생활에 대한 실질

적인 침해가 이루어지므로, 침해 장소는 국내이다.

국외 서버로부터 캘리포니아에 있는 구글의 데이터센터로

전자적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계정보유자인 사용자

의 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연방대법원100)이나 제3순회연방법원101)의 판단 및 제7

순회법원이나 제6순회법원에서 단지 전자적 정보에 접근하는 것만

으로는 압수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상통한다.102)

특히 서버의 위치가 특정된 마이크로소프트 사건과 달리, 구

글은 해당 정보가 어느 서버에 있는지를 답변하지 못하고 있고 데

이터 저장 위치가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경되는 시스

99) 이 점은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에서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단과 동일하다.
100) Arizona v. Hicks 480 U.S. 321, 107 S.Ct. 1149, 94 L.Ed.2d 347 (1987). 경찰
관은 아파트를 긴급수색하던 중 절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의 오디오를 발견
하고 내용물의 시리얼넘버를 적었고 후에 그 시리얼 넘버가 무장 강도가 훔친
것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는데, 연방대법원은 위와 같이 시리얼넘버를 복사한 것
만으로는 그 시리얼 넘버나 해당 장비의 소유권에 대한 의미 있는 침해가 발생
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연방수정헌법 제4조의 압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정문경, 앞의 논문, 569).

101) 경찰관이 한 경찰서 내에서 다른 경찰서로 서류를 옮긴 것이 압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정문경, 앞의 논문, 569).

102) In re United States, 665 F.Sup2d 1210, 1222(D. Or. 2009)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하여 동시에 접속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본질에 비추어 전
자정보에 접속하는 것은 압수가 아니라고 판시함. United State v. Gorshkov,
2001 WL 1024026 (W.D. Wash. May 23. 2001)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복제하는
FBI의 행동은 연방수정헌법 제4조의 압수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는 해당 데이터
에 대한 피고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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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특성상 영장을 발부 시점과 집행 시점의 저장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국제예양과 관련하여 어느 국가의 주권 침해

가 우려되는지를 확정하기 어렵고, 국제공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다.103)

③ 연방지방법원의 판단

SCA §2703 규정의 초점은 고객의 사생활 보호가 아닌 정보

공개에 있다. 구글이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정부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해당 정보가 보관된 위치가 어디인지에 관계없이 구글 본사가

위치한 미국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구글이 영장에 따라 해당 정보에

접속하는 장소 역시 미국 내이다. 설령 위 규정이 사생활 보호를 초

점으로 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압수·수색은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다

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영장 집행은 역외적용과 무관하다.

(2) 미국의 CLOUD Act

2018년 초 미국 의회는 “합법적인 해외 데이터 활용의 명확화

를 위한 법률(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이하

‘CLOUD Act’)을 통과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

였다. 즉 미국 의회는 CLOUD Act를 통해 저장통신법 제2713조104)

103) 네트워크의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실행을 위해 특정 사용자의 데이터를 더
조각내어 이메일 본문과 그 첨부파일의 각 정보 보관 장소도 달리하였다.

104) 18 U.S. Code § 2713. Required preservation and disclosure of
communications and records
A provider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or remote computing service
shall comply with the obligations of this chapter to preserve, backup, or
disclose the contents of a wi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any record
or other information pertaining to a customer or subscriber within such
provider’s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regardless of whether such
communication, record, or other information is located within or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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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신설하여 미국의 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

는 통신내용, 트래픽 데이터, 가입자 정보 등에 대하여 정부기관이 ”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와 관계없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 역외 데이터 접근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역외 데이터 접근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105)

CLOUD Act 제102조106)에 따르면, 동 법의 역외적용 규정 신

설의 목적 중 하나는 법집행기관의 수사에 대한 장벽을 없애는 것

이다. 또한 CLOUD Act의 전문은 테러리즘을 포함한 심각한 범죄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에 적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데이터가 국외에 저장된

경우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다는 점을 입법의 이유로 들고

있다. 외국 정부가 미국의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데이터에 대

105) 송영진, “미국 CLOUD Act 통과, 국경 없는 데이터 접근권과 프라이버시”, 언
론중재(2018 겨울), 72.

106) SEC. 102. CONGRESSIONAL FINDINGS.
Congress finds the following:
(1) Timely access to electronic data held by communications-service
providers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government efforts to protect
public safety and combat serious crime, including terrorism.

(2) Such efforts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re being impeded by the
inability to access data stored outside the United States that is in the
custody, control, or possession of communications-service providers that
are subject to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3) Foreign governments also increasingly seek access to electronic data held
by communications-service providers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combating serious crime.

(4) Communications-service providers face potential conflicting legal
obligations when a foreign government orders production of electronic
data that United States law may prohibit providers from disclosing.

(5) Foreign law may create similarly conflicting legal obligations when
chapter 121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commonly known as the
“Stored Communications Act”), requires disclosure of electronic data that
foreign law prohibits communications-service providers from disclosing.

(6) International agreements provide a mechanism for resolving these
potential conflicting legal obligations where the United States and the
relevant foreign government share a common commitment to the rule of
law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civil lib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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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접근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통신 내용과 같이 미

국 법률에서 해당 데이터의 공개를 금지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들

의 법적 의무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는 점도 입법의 이유이다.107)

(3)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사이버범죄협약 제32조는 “동의에 의한 또는 공중이 이용 가능

한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초국경적 접속에 관하여,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a. 데이터의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공중이 이용 가능한 컴퓨터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고, b.

만약 당사국이 데이터를 공개할 법적 권한이 있는 자108)의 적법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얻었다면 자국 영토 내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다른 당사국에 위치한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속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가입국들 사이의 상호 협조 없

이도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초국경적인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다.109) 위 조항은 외국에 위치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근거를 국가 간의 승인이 아닌 사용자의 권한에 두고 있는데, 그 이

유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서버의 일정공간을 할당하여 사용자

에게 제공하고 있을 뿐이고, 계정 내 정보에 대한 작성, 수정, 열람,

관리 등 처분권한은 계정의 이용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07) 김한균 외 15명, 앞의 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8), 205-206.
108) 사이버범죄협약위원회가 채택한 해설서에 의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가 아닌 사용자(User)를 지칭한다.

109) Article 32 - Trans-border access to stored computer data with consent or
where publicly available
A Party may,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another Party: a. access publicly
available (open source) stored computer data, regardless of where the data is
located geographically; or b. access or receive, through a computer system in
its territory, stored computer data located in another Party, if the Party
obtains the lawful and voluntary consent of the person who has the lawful
authority to disclose the data to the Party through that compu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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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위와 같은 초국경적 접근이 허용되는 범위를 ① 정

보주체(data subject)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정보 관리자(data

controller)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③ 선한 의도나 긴급한 상황의 경

우, ④ 정보의 위치가 불명하여 영토의 개념이 정보처리 권한의 개

념으로 대체되는 경우 등까지 확장하려는 취지의 개정초안이 제시

되기도 하였다.110) 그러나 2013년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 개

최된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 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이러한 입장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다.111)112)

2017년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협약 위원회(Cybercrime

Convention Committee, T-CY)는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 또는 관리

하고 있는 한, 대상 가입자의 정보가 국외에 저장되어 있다고 하더

라도 제18조(가입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당해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정보를 제

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발표하였

다.113) 위 해석에 따르면 관련 서비스 제공자가 자국 내에 서비스를

110) 네트워크상에는 국경에 의한 구별이 특별히 의미가 없는 점, 협약 체결 당시
에는 보급되어 있지 않았으나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기술 서비스 이용
에 관해 특정한 기계에 의존하지 않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기술
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 등을 배경으로 한다(손지영ㆍ김주석, 앞의
책, 60).

111) 손지영ㆍ김주석, 앞의 책, 60. ①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정보 관리자에
의한 공개는 범죄가 될 수도 있는 점, ② 개정 초안은 정보를 요청하는 국가 측
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가 위치한
국가의 정보보호 법제를 침해할 수 있는 점, ③ 개정 초안은 초국경적 접근 허
가의 적법성 또한 요청하는 국가 측에서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정보가 위치한 국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창설하게 되어 국제법에 위반될 수
있는 점, ④ 선한 의도나 긴급한 상황의 경우 등은 형사절차에서 백지수표
(blank check)와 같이 활용될 수 있는 점, ⑤ 권위주의 국가의 정치적 활동가들
이 보다 자유로운 국가에 저장된 그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당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영토의 개념을 정보처리 권한으로 대체하는 것이 정치적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손지영ㆍ김주석, 앞의 책, 60).

112) 정문경, 앞의 논문, 570-571.
113) T-CY Guidance Note #10 Production orders for subscr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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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중이라면 국외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된 가입자 정보에 대해서

도 제출명령을 통해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114)

(3) 프랑스 사례

파기원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은 수사관의 정보 조회나 검색

과 구별된다는 취지에서 사법경찰관이 석방구금판사의 허가에 근거

하여 수색을 한 결과 인터넷사이트와 암호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압수한 후 수사관들이 검사의 허가를 받아 위 사이트와 암호를 이용

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당사자의 고객번호를 알아낸 것은 적법한 압

수·수색의 기회에 발견한 정보를 매개로 한 단순한 조사에 해당하고,

이를 석방구금판사의 새로운 결정을 요하는 별도의 수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해당 사이트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이유만

으로 형사사법공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115)

다. 역외 압수·수색이 허용되는지 여부116)

(1) 부정설

우리나라 학설로는 ① 역외 압수·수색의 전제가 되는 네트워크

를 통한 원격 압수·수색이 현행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영장의 장소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므로 역외 압수·수색도 영장의 장소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는 견해,117) ② 원격 압수·수색

information(Article 18 Budapest Convention), https://rm.coe.int/16806f943e.
114) 동 위원회의 해석은 국내 저장정보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제출명령
에 대한 사이버범죄협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외 저장정보의 제출이라는 내용
을 포함하므로, 국내 서비스 제공자의 원격 압수·수색과 관련하여서도 다루어질
수 있다.

115) Cass, Crim 6 nov. 2013.
116) 정문경, 앞의 논문, 23-26.
117) 전승수, 앞의 논문, 197-198 ; 류광현, 앞의 논문, 373-375.

https://rm.coe.int/16806f94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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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허용범위를 사건과 관련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압수·수색하는 경

우로 한정한다는 입장에서, 역외 압수·수색에서 이용되는 컴퓨터는

사건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118) ③ 역

외 압수·수색은 타국의 관할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조약 체결의 대

상이라는 견해,119) ④ 현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제도는 역외 압

수·수색에 대한 고려가 없어 역외 압수·수색의 특성상 형사소송법의

일반적인 절차를 준수하기에는 집행의 통지, 영장제시, 참여권 보장,

압수목록 교부 등 절차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견해120) 등이 있

다. 서비스 제공자가 외국 기업으로 서버가 국외에 위치하여 압수·

수색의 장소와 대상물이 국외에 존재하는 이상 대한민국의 국가관

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

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

9747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7. 5. 선고 2017노146 판결

도 역외 압수·수색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부정설 중에는 역외 압수·수색은 법률적, 절차적 근거가 없음

에도 실무상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기에는 수사

와 법집행의 한계에 부딪혀 국민을 보호할 수 없게 되고, 그대로 두

기에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역외 압수·수색의

필요성121)과 국제적인 확산 전망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하여 입법으로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는 견해가 있다.122) 이 견해는 압수·수색의 대상에 디지털정

118) 탁희성, 앞의 논문, 32 ; 오기두, 앞의 책, 158.
119) 이진규, “해외 납치에 의한 집행관할권 행사의 국제법적 고찰”, 동아법학(67
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2015. 5.) 335.

120) 정대용 외 3인, 앞의 논문, 176.
121) 역외 압수·수색은 피압수자인 계정 소유자의 접근권한을 이용하여 해외에 있
는 서버에 접근하는 것이어서 피압수자의 접근권한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이를 허용할 여지가 있고, 타국의 영토에 대한 물리적 진
입이 없다는 점에서 상대 국가의 주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122) 이하 정대용 외 3인, 앞의 논문, 15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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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명문화함으로써 디지털정보 자체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대

상인지에 대한 더 이상의 해석 논란을 불식시키고, 역외 압수·수색

의 전제로서 독일, 일본, 프랑스, 호주 등 형사소송법처럼 네트워크

접속을 통한 원격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명문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으로써 역외 압수·수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국가는 관할 외의 데이터의 흐름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관할 범위를 벗어난 규제는 불법이라고 보는 견해’123)

나 ‘법집행기관이 자국의 국경외의 데이터를 검색하는 행위는 국제

관습법에 위반되며 국제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역외 압

수·수색을 부정하는 견해124)가 있다.

(2) 제한적 긍정설

원격 압수·수색 방법에 따른 역외 전자정보 수집의 적법성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

여 수색과 압수의 목적론적 해석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125)

독일의 논의로서 사이버범죄협약 제32조 b. 사유(사용자의 동

의) 외에 제29조126)를 원용하여 독일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의

적용 범위를 외국에 저장된 데이터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보고,

123) Wu. Timothy S. “Cyberspace Sovereignty-The Internet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Harv. JL & Tech 10, (1996), 647. 정대용 외 3인, 앞의 논문, 156에서
재인용.

124) Bella, Patricia L. “Chasing bits across borders”,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2001, 100. 정대용 외 3인, 앞의 논문, 156에서 재인용.

125) 조성훈, 앞의 책, 30.
126) 협약가입국은 데이터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를 위해 다른 가입국에 국
제공조를 요청할 의도가 있음을 밝히면서 그 상대방 가입국에 대하여 관련 절
차에 따라 해당 데이터를 신속하게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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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접근한 데이터가 외국에 존재했다는 것이 사후에 밝혀

지는 경우에는 추후 국제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요청하면 충분하다

는 견해가 있다.127)

(3) 긍정설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송수신이 완료되어 서버에 보관된 이메

일에 대한 압수·수색의 상대방을 서버의 유지관리 책임자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외

소재 서버에 대한 접근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이용약관

에 따라 메일 서버에 보관하는 이메일 정보를 로그인한 컴퓨터로

현출시켜 열람할 수 있고, 서버의 소재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전자정

보의 특성에 비추어 장소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며, 실체적,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므로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다.128)

미국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할권은 물리적인 저장 위

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소유자가 그것을 다른 관할구

역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한 이상 법집행 목적에서 그 관할권

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견해129)나 “역외 압수·수색은

영토주권에 의해 금지되지도 않았고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므로 새

로운 관습법의 정착과정으로 보아야 한다.”130)라는 견해가 있다.

127) 정대용 외 3인, 앞의 논문, 156- 157.
128) 정문경, 앞의 논문, 23-24.
129) Sussmann, Michael A., “The Critical Challenges from International Hi-Tech
and Computer-Related Crime at the Millennium”, Duke Journal of
Comparative & International Law 9.2, 1999, 472. 정대용 외 3인, 앞의 논문,
154 에서 재인용.

130) Goldsmith, Jack L., “The Internet and the Legitimacy of Remote
Cross-border Searches”,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Vol. 2001 No.
1(2001), 13. 정대용 외 3인, 앞의 논문, 15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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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한편 앞서 본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은 수

사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

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

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

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고 보아 원격압수를 인정한 다음, 이러한 법리는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여 역외 압수에 대해서도 긍정하였다.

(5) 결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와의 서비스이용계약

에 따라 클라우드 계정과 관련하여 서버에 대한 접속권한을 가지고,

해당 클라우드 계정에서 생성한 전자정보에 관한 처분권한과 권리

보호이익을 가지는 주체로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서버에서 서비스 이용자가 계정정보를 입력한 정보처리장치로 해당

계정의 전자정보를 가져올 권한이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역

시 이와 같은 접근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증거인 전자정보

는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과는 달리 압수·수색을 위하여 수사기관

이 물리적으로 국외에 위치한 서버 소재지에 갈 필요 없이 네트워

크로만 이루어지므로, 서버가 소재한 국가의 국가관할권을 침해한다

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역외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국외 클

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

우 어렵게 된다.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역외 압수·수색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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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임의제출에

응하지 않는 이상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의 증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한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인 네이버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

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인 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자

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구글 클라우드와 같은 국외 클라우드 서

비스를 이용하여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증거 부족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불합리하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용을 기피하게 함으로써 국내 클라우드 서비

스 제공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131)

Ⅳ.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압수‧수색

1.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식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를 상대로 한 전자정보의 확보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를 피압수자로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

아 집행하거나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임의제출받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132)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구체적

인 방식은, 피압수자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압수·수색의 대상을

“○○○이 소지・점유・보관 중이거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전자

131) 각주1에서 본 텔레그램 망명 사태와 마찬가지의 현상이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
련해서 발생할 수 있다.

132)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받는 경우 진정한 임의제출인지 문제
되는 경우가 있다. 즉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되어
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특히 체포 현장에서의 임의제출의 임
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논의가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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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체(휴대전화기기, 태블릿 기기,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HDD, SSD, 이동식 하드디스크, USB, CD 등 포함) 및 이와 네트워

크로 연결된 클라우드 저장소(텔레그램, 메가클라우드 등 포함) 내

저장된 이 사건 범죄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133) 압수·수색의 방법

을 “피압수자의 컴퓨터, 휴대폰 등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이 사건

범죄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를 내려 받은 다음 이를 압수·수색하는

방식”, 압수·수색의 장소를 피압수자의 주거지 또는 특정 경찰서 사

무실 등 제3의 장소를 기재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클

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를 임의제출받거나 수사기관이 알아낸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해당 클라우드 계정 내에 저장된 전자정보

를 수색하여 범죄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를 선별한 다음, 현출된 화

면을 캡처하여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거나 첨부문서의 경우 내려 받

아 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압수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안에 관하여 본다. 다음으

로 이와 같은 클라우드의 보안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존재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

련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하여금 클라우드 서비스의 아이디와

133) 이와 같이 압수·수색의 대상을 광범위하게 기재하는 이유는 피압수자가 어떠
한 정보저장매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미리 알기 어렵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
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기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아가 클라우드에
압수·수색하려는 대상 전자정보를 저장해둔 경우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영장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상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고 있
으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어떠한 전자기기로든 접속이 가능하
다. 이로 인하여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받는 사이에 피압수자나 제3자가 클라우
드에 접속하여 관련 전자정보를 삭제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에서 탈퇴하
는 등의 인멸행위를 할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압수·수색
영장이 충분히 특정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서도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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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혹은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장치의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

는 것, 클라우드 계정정보를 입력한 상태로,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

장치의 잠금을 해제한 상태로 수사기관에 제공하게 하는 것, 스마트

폰에 지문 등 생체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것이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대상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가 클라우드 서비

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이 취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본다.

2. 클라우드의 보안

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책임 공유 모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장

비를 소유하지 않고 서비스 공급업체가 보유한 시스템을 빌려 쓰는

개념이므로, 시스템의 기본 소유권도 클라우드 공급업체에 있다. 대

다수 클라우드 서비스는 안전하다. 기본적인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

고, 하드웨어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수정하며, 대규모 공격에

도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그런데도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사고

는 적지 않다. 기업 내부의 인적 오류와 실수가 빈번히 일어나고,

하이퍼바이저(hypervisor), 가상머신,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134) 등 클라우드만

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오류도 존재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IaaS, PaaS, SaaS)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인 인프라 외에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이나

워크로드(workload)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부분 책임은 사용자인 기

134) API는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
을 말한다. 즉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
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비(非)그래픽 인터페이스로, 서로 분
리된 시스템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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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영역이다. 이 개념이 바로 보안사고 책임을 나누는 클라우드

책임 공유 모델(Shared Responsibility Model, SRM)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일부 보안 기능을 제공할 뿐 모든 보안 기능을 제

공하지 않고 보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또한 일부만 진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약관을 보더라도 아마존(Amazon)의

AWS(Amazon Web Service)는 공동책임모델을 통해 보안책임 범위

를 사용자와 나눠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애저(Azure) 또한

모든 부분의 보안을 맡지는 않는다. 서비스 제공자는 대체로 실체

서버 등 인프라의 유지 관리 및 물리적 보안까지를 책임지고,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 보안 등은 서비스 이용자의 책임으로 둔다. 절

대 다수의 클라우드 보안 사고가 사용자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의 유입, 접근, 승인 받지 않은 사

용자를 식별하고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클라우드 계정 아이디

와 패스워드의 관리가 중요하다. 온프레미스(On-Premise)135)와 달리

클라우드는 모든 정보 자산을 가상 환경에 두므로, 계정과 권한 관

리의 중요성이 한층 커진다.136) 클라우드 서비스의 아이디와 비밀번

호가 노출될 경우 클라우드의 보안책은 무용지물이 된다.

나.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의 강화

2020년 연예인 10여 명의 휴대전화 정보가 해킹되어 사생활이

유출된 사례의 경우 삼성 클라우드137)에 저장되어 있던 삼성 스마트

135) 온프레미스란 소프트웨어 등을 클라우드와 같은 원격 환경이 아닌 자체적으로
보유한 서버에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뜻한다. 온프레미스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136) 이장우,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은 보안부터” 보안 중심 클라우드 아키텍처
구축 가이드, 안랩, IDG, 1-2. IT World 홈페이지,
https://www.itworld.co.kr/techlibrary/209272, (2021. 12. 11. 최종 확인).

137) 삼성 클라우드는 2021. 9. 30. 국내를 포함한 미국, 독일, 영구, 프랑스 등 ‘그
룹1’ 국가에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종료하였고, 이날 이후 개인용 클라우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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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의 정보가 새어 나갔다고 보도되었다. 이에 대하여 삼성은 삼성

스마트폰이나 삼성 클라우드가 해킹된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계정

정보가 외부에서 유출된 다음 도용된 것으로, 삼성 클라우드에 저장

된 개인정보는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는다면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하였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삼성 클라우드 계

정과 비밀번호만 있으면 갤럭시 계정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점이 보

안상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다. 삼성 클라우드에는 클라우드에 백업된

내용을 다른 스마트폰에서 복원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삼성전자가

입장문에서 삼성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할 것과 보

안 2단계 인증을 추가 설정하라고 권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2단계

인증을 설정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더라도 문자로 전송된

인증 코드까지 추가 입력해야 로그인이 가능해 외부 기기로 개인정

보를 빼내기 어렵기 때문이다.138)

한편 애플 아이클라우드의 경우 이와 달리 다중 보안(3단계 인

증절차)을 기본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3자가 아이클라우드에서

정보를 가져가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기존 아이폰에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보안코드, 기존 아이폰에서 쓰던 잠금 비밀번호 6자리를 입

력해야 한다. 애플은 2014년 헐리우드 배우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이

해킹되어 누드 사진이 유출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다음 로그인

과정에서 편의를 줄이고 보안을 강화하였다.139) 위 사건에서 해커는

약 2년에 걸쳐 유명인들에게 구글이나 애플 관리자를 사칭해 아이

데이터 다운로드를 지원하지 않으며, 모든 데이터는 삭제한다고 공지하였다. 삼
성전자는 2021. 11. 30. 그룹2 국가(일본, 러시아, 브라질, 터키, 이집트, 멕시코
등)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종료할 방침이다. 조현선, 오늘(30일) 삼성클라우드
서비스 종료…“빨리 백업하세요”, 뉴시안, 2021. 9. 30.자(2021. 11. 5. 최종 확인).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OneDrive와의 협력에 따라 이후에는 OneDrive의 클라
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138) 이러한 점에서 ‘편의성’과 ‘보안’은 충돌하는 관계에 있다.
139) 배경수, “주진모 폰 해킹…삼성폰은 보안에 약하다? ‘오해와 진실’”, 한국경제,
2020. 1. 12.자. 한경닷컴 홈페이지,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1120160g,
(2021. 12. 11.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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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와 비밀번호를 묻는 이메일을 대량으로 보냈고, 여기에 속은 피해

자들이 암호를 입력함으로써 계정이 해킹된 것으로 보고 있다.

Tresorit, Egnyte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2요소 인증

(Two-Factor Authentication) 기능을 제공한다.

MEGA, SpiderOak, Tresorit, Sync.com을 비롯한 클라우드 서

비스 제공자는 영지식 암호화(Zero-Knowledge Encryption) 서비스

를 제공한다. 영지식 암호화란 서비스 제공자가 암호화키의 사본을

저장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암호화키 없

이는 서비스 이용자의 파일에 접근할 수 없다. 서버에 불법으로 접

속하거나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에는 접근할

수 없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에게 데이터를 보내

기 전 암호화하는 전통적인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더라도, 서비스 이

용자는 계산을 수행하기에 앞서 데이터를 복호화하기 위해서 서비

스 제공자에게 비밀키를 제공해야 한다. 그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할 경우 수사기관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한 전자정보뿐만 아니라 클라우

드 서버에 대한 포렌식을 통하여 다양한 포렌식 아티팩트(artifact)

를 압수할 수 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동형암호 기반 분석 기술

등의 도입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한 데이터를 알 수 없게 될 것이고, 그 결

과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암호화된 데이터

만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형암호는 차세대 암호화 기술

로, 기존의 암호화 방법과 다르게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결합

하고, 연산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밀키

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어느 단계에서도 데이터의 기밀성이 훼손되

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므로, 서버에 불법으로 접속하거나 영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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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부되더라도 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있어 그 내용

을 알 수 없게 된다.140)141)

Searchable symmetric encryption(SSE) 기법 역시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 위 기법은 사용자가 신뢰할 수 없는 서버에 키워

드를 노출하지 않고 외부에 위탁한 암호화된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

을 가능하게 하는 암호화 기법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데이터 스

토리지를 선별적으로 검색하는 기능을 유지한 상태로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서버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법에

서 사용자는 파일을 부분적으로 암호화하고 암호화키는 사용자가

보유한 상태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내므로, 암호화키에

접근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데이터 내용물로부터 아

무 것도 알아낼 수 없다.142)

3.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디․비밀번호143)의 확보와

진술거부권

140) Ihsan Jabbar, Saad Najim Alsaad, “Using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to
Secure Cloud Computing”, Internet of Things and Cloud Computing 4(2):13,
2016. 1, (2020. 12. 7. 최종 확인).

141) 네이버 클라우드는 동형암호 분야 전문기업인 크립토랩과 서울대학교 산업수
학센터와 함께 동형암호 기반 클라우드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강력한 보안 환경
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가 필요한 기관 및 기업에 맞춤형 동형암호 솔루션을 클
라우드 상에서 제공하는 상품인 HEaaN Homomorphic Anlaytics가 출시되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크립토랩의 혜안(HEaaN)은 실수 연산

이 가능한 최초의 동형암호 알고리즘으로, 14개의 특허를 통한 원천기술을 확보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암호화된 데이터를 일반 데이터와 동일하게 연산할 수 있
는 완전 동형암호 기술을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 유출에 대한 문제없이 안전
하게 활용해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을 수행할 수 있다. NAVER
Cloud Platform,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 HEaaN Homomorphic
Analytics.

142) Selasi Ocansey, “Search on Encrypted Data”, https://www.slideshare.net/
mrocansey/search-on-encrypted-data-48866060 (2021. 10. 30. 최종 확인).

143) 2요소 인증, 다중 요소 인증이 더욱 보편화되고 확대될 경우, 클라우드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 인증 수단에 대한 확
보까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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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제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하는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확보하면, 클라우드의 보안이 삼엄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서비

스 이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환경에

서 클라우드 내 전자정보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사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미리 확보하고

있는 경우는 제한적일 것이고, 대부분은 피압수자가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입력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피압수자의 협조를 통하

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클라우

드 서비스 아이디와 비밀번호,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장치의 비밀번

호를 말하도록 하는 것,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디와 비밀번호, 스마

트폰 등 정보처리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상태로, 혹은 정보처리

장치의 잠금을 해제한 상태로 수사기관에 제공하게 하는 것, 지문,

안면, 홍채 등의 생체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것144)이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 위반

이 되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다.

나. 인증의 유형

윈도우, 맥OS, iOS, 안드로이드 및 리눅스와 같은 모든 주요 최

신 운영체제에는 데이터 암호화를 위한 도구가 포함되어 있다. 윈도

우의 비트로커(Bitlocker) 시스템이 한 예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모

144) 지문, 안면, 홍채 등의 생체정보는 휴대폰에 주로 이용되고 있으나, 진술거부
권의 문제는 휴대폰의 잠금해제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함께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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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으므로 잠금을 해제하려면 키가 필요하

다. 온라인 파일 저장소와 은행과 같은 다른 안전한 위치에 저장된

개인정보도 마찬가지다.

암호화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세 가지 유형의 키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컴퓨터 보안에서는 이를 ‘알고 있는 것(What You

Know, 비밀번호 또는 PIN)’, ‘갖고 있는 것[What You Have, 유비

키(Yubikey)와 같은 물리적 암호화 키]’, 그리고 ‘있는 것(What You

Are, 지문이나 안면 인식과 같은 생체인증)’이라고 한다.145)

첫째, 알고 있는 것(What You Know) 유형으로 비밀번호146)가

사용자 인증(Authentication)의 방식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아이디가 비대면 환경에서 사람을 구별(Identification)하기 위한 수

단이라면, 비밀번호는 현재 로그인하는 사람이 바로 나임을 증명하

는 사용자 인증의 한 수단이다. 비밀번호 인증은 지식 기반(What

you know) 인증인데, 기억 기반(What you remember) 인증이라고

하기도 한다.147) 사용자 아이디/비밀번호 기반의 인증 방법은 아이

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기만 하면 다른 사람도 사용자와 마찬가지

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사람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약

145) “암호화란 무엇인가” 암호화의 의미와 작동 방식, ITWorld Korea, ITWorld 홈
페이지, https://www.itworld.co.kr/2098099 (2021. 12. 1. 최종 확인).

146) 법규는 비밀번호에 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내부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제2호
가. 비밀번호는 이용자 식별 부호(아이디),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와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
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변경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접근통제) 제8항
1.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2.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
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3.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 별 1회 이상 변경

147) 강은성, 강은성의 보안 아키텍트, “비밀번호를 없애자!”, 2021. 9. 17.자, CIO
홈페이지, https://www.ciokorea.com/news/208302 (2021. 12. 1.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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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용자 이름/암호 인증 시스템은 재생 공격

(공격자가 단순히 인증 트래픽을 관찰해 재생하는 방법)과 골든 티

커(Golden Ticker) 공격(공격자가 취약한 시스템의 메모리에 있는

유효한 인증 토큰을 덤프하는 방법)에 취약하다.148)

둘째, 갖고 있는 것(What You Have)을 이용한 인증 방식이 있

다. 스마트폰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문자메시지, OTP(구글

Authenticator),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경우 등록된 계정으로 메일

을 보내기도 한다. 출입 시 사용하는 스마트카드 인증도 있다.

셋째, 존재 기반’(What you are) 인증이 있다. 이는 지문 인증

을 비롯한 생체 인증으로, 스마트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생체

인식 정보와 공개키 기반구조(PKI) 기술을 이용한 FIDO(Fast

IDentity Online)가 국제표준(ITU-T)으로 채택되고, 스마트폰에 장

착된 하드웨어 보안 기술과 함께 대중화되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

하여 금융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인증 기술이다.149) 지난 몇 년 동

안 애플의 터치ID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지문이 사용되었으며 최

근에는 애플 페이스ID,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헬로(Microsoft

Windows Hello)와 같은 옵션으로 얼굴 인식이 본격적으로 부상했

다.150)151) 생체 인증은 사용자가 잊어버리거나 두고 올 일이 없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편리하다. 또한 생체 인증은 매우 복잡하므로 해

킹이 어렵다. 그러나 일단 침해될 경우 암호처럼 재설정하거나 스마

트폰처럼 다른 폰으로 바꿀 방법이 없고, 상처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148) 퀘스트소프트웨어, “MFA? OTP? 생체인증? 인증 기술 상식 다지기”, 2021. 9.
10.자, (2021. 12. 1. 최종 확인).
https://blog.naver.com/quest_kor/222501719339, (2021. 12. 11. 최종 확인).

149) 강은성, 앞의 글.
150) 이와 같은 편의를 위한 생체 인증과 아래 2요소 인증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인증 요소로서의 생체 인증을 혼동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디
바이스에 액세스하는 편리한 방법으로서의 헬로와 MFA 구성 요소로서의 헬로
를 명확히 구분한다.

151) 퀘스트소프트웨어,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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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다. 누군가가 몰래 혹

은 강제로 지문을 찍거나 얼굴을 스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나아가 암호 없는(Passwordless) 인증이 등장하였다. 암호 없는

다중 요소 인증은 기기의 등록과 두 번째 요소(PIN 또는 생체 인

증)를 결합하는 등으로 다양한 요소의 조합을 사용한다. 일단 사용

할 기기를 인증 시스템에 등록한 다음, 기기(디바이스 로컬)에서

PIN 또는 생체 인증을 사용한 다음, 인증 대상 시스템에 최종 사용

자가 본인이 맞음을 확인시키는 방식이다. 실제 인증은 액세스하는

원격 시스템이 아닌 디바이스 로컬에서 이뤄진다.152)153)

기기의 스토리지를 암호화하면 잠금해제 방법 없이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적

인 보안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154) 즉 다중 요소 인증(MFA,

Multi-Factor Authentication)은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요소를

요구하는 것이고, 2요소 인증(Two-Factor Authentication, 2FA)은

‘사용자가 아는 것(비밀번호)’과 ‘사용자가 갖고 있는 것(예: 스마트

폰의 앱으로 받는 코드)’를 결합한 것과 같은 것으로 다중 요소 인

152) 마이크로소프트 애저(Azure) AD로 실례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Authenticator 앱을 다운로드한 다음 현재 인증 흐름(가령 사용자 이름/암호 +
SMS OTP)을 사용해서 앱에서 애저 AD에 제 스마트폰을 등록한다. 이 등록
과정의 일부로 앱은 스마트폰에서 로컬로 패스코드 또는 생체 인증 잠금 해제
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이 애저 AD에 알려진다. 그
러면 애저 AD 계정을 암호 없는 인증으로 변환할 수 있다. 애저 AD는 인증을
해야 하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보내고, 이용자는 PIN 또는 얼굴을 사용하
여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여 인증을 확인할 수 있다. 갖고 있는 디바이스, 그
리고 이용자가 아는 PIN 또는 이용자의 얼굴, 2개의 요소가 사용된다. 첫 등록
이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애저 AD에 인증 정보를 전송하지 않고, 디바이스에서
로컬로 수행된다. 데스크톱 컴퓨터에서는 비즈니스용 윈도우 헬로(Windows
Hello for Business)가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PC가 애저 AD에 등록
되면 PC 잠금을 해제하는 데 PIN 또는 얼굴이 사용된다(퀘스트소프트웨어, 앞
의 글).

153) 퀘스트소프트웨어, 앞의 글.
154) “암호화란 무엇인가” 암호화의 의미와 작동 방식, ITWorld Korea,
https://www.itworld.co.kr/print/209809 (2021. 12. 1.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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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다중 요소 인증을 사용할 경우 단순

히 암호를 아는 것만으로는 해당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으므로, 해

당 시스템에 저장된 모든 정보에 추가 보안 계층을 제공한다.155)156)

이와 같이 2요소 인증, 다중 요소 인증이 도입될 경우 서비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하더라도 추가 인증 요소가 필요하므로,

155) 일반적인 다중 요소 인증 기술과 실제 환경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암호화란 무엇인가” 암호화의 의미와 작동 방식, ITWorld Korea,
https://www.itworld.co.kr/print/209809 (2021. 12. 1. 최종 확인)].
① 1회용 패스코드(OTP): 은행 등의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사용자 이름과 암호
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코드를 전송한다. 짧은 시간 내에 이 코드
를 입력해야 액세스 권한이 부여되고, 매번 인증할 때마다 새로운 코드를 입
력해야 한다.
• SMS 문자 – 문자는 간단하고 보편적인 다중 요소 인증 방법으로, 광범위하
게 사용되지만 안전성이 떨어진다. 공격자는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훔치거나
사용자의 스마트폰 번호를 공격자가 통제하는 스마트폰으로 옮기도록 사업자
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SMS 기반 다중 요소 인증을 무력화할 수 있다. 또한
공격자가 지원 담당자를 가장하여 사용자를 속여 전화로 SMS 코드를 제공
하도록 하는 등의 소셜(social) 공격에 취약하다.
• 하드웨어 토큰 – 사용자에게 OTP를 생성하는 디바이스를 지급한다(예: LCD
창이 달린 RSA 전자 키). 하드웨어 토큰은 물리적 도난과 소셜 공격에 취약
하며 인증을 해야 할 때 토큰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 스마트폰 앱 – 최근 몇 년 동안 Google Authenticator, Authy, Microsoft
Authenticator와 같은 스마트폰 앱이 물리적 전자키를 대부분 대체했다. 스마
트폰 앱을 통한 OTP는 스마트카드에 비해 설정이 쉽고 안전성도 낮지 않다.
그러나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기기를 등록하는 경우, 공
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암호 관리자(1Password 또는 Apple의
Keychain)가 편의성을 위해 OTP 생성을 암호 관리자 자체에 통합하는 경우
공격자가 암호 관리자에 접근하는 것에 성공할 경우 보안이 무력화된다.

② 스마트카드는 암호화 서명된 디지털 인증서를 저장하는 물리적 디바이스로,
인증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스마트카드를 삽입하거나 리더 가까이에 가져가면
시스템이 인증서를 읽는다. 스마트카드의 최신 버전으로는 유비키(Yubikey)
와 같은 디바이스가 있다. 스마트카드는 카드에 저장된 암호화 키가 잘 보호
되므로 안전한 인증 형식으로 평가된다. 스마트카드는 DFARS(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와 같은 규정 준수에 도움이 되므로 정부 기
관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스마트카드는 사용자가 늘 가지고 다녀야 하
므로 불편하고, 물리적 도난에 취약하다. 또한 스마트카드 구현에는 보통 상
당한 관리 오버헤드가 따른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Yubikey와 같은
현대적 키 카드는 생체 인증을 통합하고 광범위한 디바이스와 호환이 가능하
도록 하고 있다.

156) 퀘스트소프트웨어,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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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계정에 접근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157)

다. 수사기관의 암호 해제 요구와 진술거부권

(1) 미국에서의 논의

(가) 연방 수정헌법 제5조의 해석

연방 수정헌법 제5조158)에는 “어떤 사람도 형사 사건에서 그

자신에게 불리한 목격자가 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

는데, 여기에서 유래하는 시민의 권리를 자기부죄 거부특권(right

against compelled self-incriminating testimony)이라고 한다. 피의

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testimony)’만 거부할 수 있으므로, ‘행

위’를 강요받는 것, 예를 들어 옷을 입는 것, 혈액이나 필적의 샘플

을 제공하는 것,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 등은 수정헌법 제5조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159) 여기서 ‘진술(testimony)’이란 사람 내면의 내용

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160)161)

157) 구글은 2단계 인증(2-step verification)을 도입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하여 계정
정보 탈취를 바지하고 있다. 2단계 인증을 설정하면 알고 있는 정보(예: 비밀번
호)와 가지고 있는 기기(예: 휴대폰)로 전송되는 코드를 입력해야만 구글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다. 즉 이 경우 누군가가 서비스 이용자의 구글 계정을 해킹하려
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휴대폰도 갖고 있어야 한다.
https://support.google.com/accounts/ answer/185839?hl=ko&ref_topic=2954345,
Google 계정 고객센터(2021. 11. 15. 최종 확인).

158) No person shall be held to answer for a capital, or otherwise infamous
crime, unless on a presentment or indictment of a Grand Jury, except in
cases arising in the land or naval forces, or in the Militia, when in actual
service in time of War or public danger; nor shall any person be subject for
the same offense to be twice put in jeopardy of life or limb; nor shall be
compelled in any criminal case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 nor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159) U .S. v. Hubbell, 530 U.S. 27, 35 (2000).
160) Curcio v. United States, 354 U. S. 118, 128 (1957).
161) 박병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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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법원이 피의자에게 증거서류의 제출(Act of

Production)을 명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피의자의 수정헌법

제5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연방대법원은 Fisher v.

United States, 425 U .S. 391 (1976) 사건에서 피의자가 문서제출명

령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에는 ‘진술(testimony)’이 암묵적으

로 내포되어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① 증거서류의 존재, ② 그

소지·관리 여부, ③ 제출하는 서류들이 문서제출명령에 기재된 것이

라는 피의자의 믿음이다. 즉 문서제출명령을 강제하는 것은 수정헌

법 제5조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162)

한편 위 Fisher 판결은 위 원칙에 대하여 ‘Foregone

Conclusion Doctrine’이라고 불리는 예외를 허용하는데, 피의자가 문

서제출명령에 따르는 행위에 암묵적으로 내포된 진술들, 즉 피의자

가 문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수사기관이 별도의 정보를

통해 알고 있었다면, 문서제출명령의 이행을 강제하는 과정에서 피

의자에게 강요하는 암묵적인 진술(testimony)은 이미 알려진 결론

(foregone conclusion)이어서 수정헌법 제5조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

지 않는다는 것이다.163)

‘Foregone Conclusion Doctrine’은 연방대법원의 2000년

United States v. Hubbell, 530 U.S. 27 (2000) 판결에서 다소 제한

된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을 피의자에게 강제하

는 행위에 암묵적으로 피의자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Fisher 판결의 논증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Fisher 사건과는

100.
162) 박병민, 앞의 책, 101.
163) 연방대법원은 Fisher 사건에서 법원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조세범죄 관련 서
류의 제출을 명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5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수사기관이 범죄관련 서류를 변호인이 가지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박병민, 앞의 책,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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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13,120쪽에 이르는 서류의 존재 또

는 소재를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Foregone

Conclusion’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Foregone Conclusion’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합리적

인 특정(reasonable particularity)을 요구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연

방대법원은 Hubbell 사건에서 ‘Foregone Conclusion’ 법리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한 점을 지적하면서,164) 위 법리가 신중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165)166)

(나)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에게 암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미국에서의 논의를 첫째,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아이디와 비

밀번호를 말하라(tell the code)고 하는 방식, 둘째, 피의자에게 아이

디와 비밀번호를 입력(enter the code)하도록 하거나 휴대폰 등 전

자기기의 잠금을 해제한 상태로 수사기관에 제공하라고 하는 방식,

셋째,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위해 지문이나 안면인식 같은 생체정보

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167)

1) 피의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하는 것

디지털 정보에 걸려 있는 ‘비밀번호’는 인간 내면의 정보

(contents of individual’s mind)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정헌법 제

164) “Whatever the scope of this ‘foregone conclusion’ rationale, the facts of
this case plainly fall outside of it [United States v. Hubbell, 530 U.S. 27, 45
(2000)].

165) Vivek Mohan· John Villasenor, “Decrypting the Fifth Amendment: The
Limits of Self-Incrimination in the Digital Era”,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Vol.15, 11-28, 2012. 14-15.

166) 박병민, 앞의 책, 101.
167) Laurent Sacharoff, “Unlocking the Fifth Amendment: Passwords and
Encrypted Devices”, 87 Fordham L. Rev. 203 (2018), 2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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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로 보호받는 진술(testimony)에 해당한다.168) 다수의 미국 하급심

판결169)도 같은 논리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비밀번호 제출을 강

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5조 위반이라고 보았다.170) 대표적으로

U .S. v. Kirschner, 823 F . Supp. 2d 665 (E.D. Mich. 2010) 판결은

“비밀번호는 피의자의 내면 정보이고, 또 그것이 피의자에게 범죄혐

의를 씌우는데 사용될 수도 있으므로, 피의자에게 비밀번호를 누설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5조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171)

한편 피의자에게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5조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은 별다른 논리를 제시하지 않은 것172)

도 있고, 비밀번호가 ‘진술’임을 전제로 앞서 본 Foregone

Conclusion 법리를 넓게 적용하여 수정헌법 제5조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도 있다.173) 또한 형사절차에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구

성요건해당사실, 위법성과 책임의 기초사실, 간접사실, 소송법적 사

실 등이 있다.174) 비밀번호 등의 정보는 그 자체로는 요증사실의 입

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 일반적으로 형사책임과 관련된 증거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도록 할 뿐이므로,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

해가 있다.175) 이 견해는 그 자체로는 증거로서 가치를 가지지 아니

168) Laurent Sacharoff, 앞의 논문, 224. 다만 Orin Kerr 교수는 Password 자체는
‘진술’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수정헌법 제5조의 적용대상인 범죄와 관련
된(incriminating)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한다[Orin Kerr, “A revised
approach to the Fifth Amendment and obtaining passcodes”, Washington
Post: Volokh Conspiracy (2015. 9. 26.)].

169) U .S. v. Kirschner, 823 F . Supp. 2d 665 (E.D. Mich. 2010).; Commonwealth
v. Baust, 89 Va. Cir. 267 (2014).; SEC v. Huang, No. 15-269, 2015 WL
5611644 (E.D. Pa. 2015).

170) Aloni Cohen ‧ Sunoo Park, “Compelled Decryption and the Fifth
Amendment: Exploring the Technical Boundaries”, 32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169, 185 (2018).

171) 박병민, 앞의 책, 102.
172) United States v. Pearson, 2006 U.S. Dist. LEXIS 32982 (N.D.N.Y. 2006).
173) In re Boucher, No. 2:06-mj-91, 2009 U .S. Dist. LEXIS 13006 (D. Vt. Feb.
19, 2009). 수사기관이 노트북 내에 범죄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는 근거를 들어 비밀번호 제공을 허용한 사안이다(박병민, 앞의 책, 102).

174) 이재상‧조균석·이창온, 형사소송법(제13판), 박영사(2021), 57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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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오직 증거에 대한 연결을 제공하는 의미만을 가지는 정보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의 ‘진술(testimony)’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다.176)

2) 피의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하거나 잠금을

해제하고 수사기관에 제공하라고 하는 것

피의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수사기관이

클라우드 계정 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의자에게 비

밀번호가 설정된 전자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앞서 본 문서제

출명령을 피의자에게 강제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5조에 위반되는지

의 문제와 동일한 선상에 있다.177)

즉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요구하는 것에

는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그 소유 또는 관리자라는 사실

등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단 수정헌법 제5조에 해당

할 여지가 있으나, 수사기관이 위 진술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면(즉

Foregone Conclusion에 해당한다면) 수정헌법 제5조가 더 이상 작

동하지 않는다고 본다. 결국 이는 Foregone Conclusion의 적용 범위

의 문제로 귀결된다.178)

175) Orin Kerr, A Revised Approach to the Fifth Amendment and Obtaining
Passcodes, Washington Post: Volokh Conspiracy (2015. 9. 25.)

176) 조성훈, 앞의 책, 161-162.
177) 박병민, 앞의 책, 103.
178) Orin Kerr 교수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비밀번호 입력 행위를 할
때, 거기에 묵시적으로 내재된 진술은 “내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 정
도에 불과하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라는 사실을 독립적으로 입증한다면 Foregone Conclusion 법리에 따라 수정헌
법 제5조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Orin S. Kerr, “Compelled
Decryption and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97 Texas Law
Review 767 (2019)]. 위 견해는 Foregone Conclusion의 적용범위를 넓혀 비밀번
호 입력 행위가 허용될 가능성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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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미국 하급심 판결 또한 Foregone Conclusion 법

리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매

사추세츠 주 대법원179)은 피의자에게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것은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행위에 내포된 진술

내용(피의자가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고, 거기에 담긴 정보를 관리하

는 사실, 비밀번호의 존재 및 피의자가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수사기관에 알려져 있으므로(Foregone Conclusion),

수정헌법 제5조 위반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제11 연방항소법

원180)은 대배심이 피의자에게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하드디스크 저장

정보의 제출을 명령한 것은 수사기관이 범죄 관련 파일의 존재와

위치, 암호가 걸린 파일에 대한 피의자의 소유‧관리‧접근권한 사실,

피의자가 파일의 암호를 해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정헌법 제5조 위반이라고 보았다.181)

3) 잠금해제를 위한 생체정보 입력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수사기관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피의자의 휴

대폰을 잠금해제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지문이나 홍채, 안면 등 생

체정보 입력을 구하는 경우 수정헌법 제5조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다.182) 미국 하급심 판결은 지문 채취 등을 진술(testimony)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에 따라 엇갈린다. 미네소타 주 항소법원183)은

피의자에게 지문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피의자의 정신 작용과 무

관하고, 따라서 지문 제공을 수정헌법 제5조가 보호하는 ‘진술’이라

179) Commonwealth v. Gelfgatt, 11 N .E .3d 605, 615 (Mass. 2014).
180) In re Grand Jury Subpoena Duces Tecum Dated March 25, 2011, 670
F .3d 1335 (11th Cir. 2012)

181) 박병민, 앞의 책, 103-104.
182) MJEB, “Guide for Ninth Circuit Magistrate Judges When Reviewing
Government Applications to Obtain Electronic Information”, Third
Edition(2017. 7.), 39.

183) State v. Diamond, 890 N .W.2d 143 (Minn. Ct. App.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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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스마트폰 잠금해제를 위한 지문 채취 영장

이 허용된다고 보았다. 반면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184)은 피의

자가 스마트폰을 열기 위해 손가락을 사용함으로써 피의자는 과거

스마트폰에 접촉한 적이 있는 사실, 피의자가 현재 스마트폰 및 그

내용 정보와 관련이 있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하게 된

다고 보아 수정헌법 제5조 위반이라고 보았다.185) 미국에서 학설은

대체로 스마트폰 잠금해제를 위한 지문은 현대적 의미에서 범죄 관

련 정보에 바로 연결되는 비밀번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스마

트폰 잠금해제를 위한 지문 채취 영장은 수정헌법 제5조에 위반된

다고 본다.186)

4) 법적 효과

접근권한정보 등 자체의 증거능력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

력을 부정하여야 하고, 위법수집증거인 접근권한정보를 이용하여 암

호화 해제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역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

득한 2차적 증거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견해가 있

다. 이 견해는 접근권한정보 등의 증거능력만 부정한다면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근거

로 든다.187) 한편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접근권한

정보와 이를 사용하여 암호화를 해제한 전자증거(2차적 증거)의 증

거능력이 모두 부정된다고 보되, ‘독립 증거원의 예외(independent

source exception)’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암호해제한 전자정보(2차적

184) In Re Application for a Search Warrant, No. 17M081, 2017 WL 758218
(N.D. Ill. Feb. 16, 2017)

185) 박병민, 앞의 책, 104.
186) Kara Goldman, “Biometric Passwords and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33 Cardozo Arts & Ent. L.J. 211 (2015); Matthew J.
Weber, “Warning-Weak Password: The Courts' Indecipherable Approach to
Encryption and the Fifth Amendment”, U. Ill. J.L. Tech. & Pol'y, Fall 2016,
at 455(박병민, 앞의 책, 105에서 재인용).

187) 조성훈, 앞의 책, 168-169.



- 81 -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한 사례가 있다.188)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

원이 미란다 원칙 침해의 경우 독수과실이론의 적용을 거부한 것을

논거로,189) 접근권한정보의 수집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침해하였다

하더라도 암호 해제한 전자정보(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는 원칙적

으로 영향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190)191)

라. 진술거부권 위반인지 여부

(1)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진술하게 하거나, 아이디와 비밀번호

를 입력하게 하는 것, 잠금해제를 한 상태로 정보처리장치를 제공하

게 하는 것

클라우드 서비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진술하도록 하는 것

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자료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을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강제하는 것은 진술거부권 위반이

라고 본다. 또한 피의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거

나 잠금을 해제한 상태로 정보처리장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진

술’이 아니라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행위

는 피의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입력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정 내 전자정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으로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비밀

번호를 말하도록 하는 것과 효과에 있어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188) United States v. Ashmore, No. 2:16-CR-20016 (W.D. Ark. December 7,
2016)

189) United States v. Patane, 542 U.S. 630 (2004).
190) Orin S. Kerr, Encryption Workarounds, 106 Geo. L. J. 989, 1000 (2018);
Orin Kerr, When ‘Mirnada’ Violations Lead to Passwords, Wahshington Post:
Volokh Conspiracy (2016. 12. 12.)

191) 조성훈, 앞의 책, 169-17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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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압수·수색에 필요

한 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

행하기 위하여 비례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예를 들어 압수·수색 장소인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하여 잠겨있는 출입문을 불가피하게 여는 경우 등), 피

압수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행위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 생체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것

한편 생체정보의 경우 피의자가 기억하고 있는 정보(What

you know, What you remember)인 아이디, 비밀번호, 패턴 등과 달

리 피의자의 신체 일부(What you are)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적

법하게 압수·수색한 스마트폰의 잠금해제를 위해 사용자인 피의자

등의 지문을 스마트폰에 대도록 하는 것은 마약범죄나 음주운전 사

건 등에서 채혈이나 채뇨 등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

률심판 사건192)에서 음주측정거부행위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고 하면

서, 진술거부권에서의 ‘진술’이란 ‘언어적 표출 즉, 생각이나 지식, 경

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

므로,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도록 요구하는 것은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즉 호흡측정기를 사용한 음주측정의 경우 측정 방식의 성질

상 강제될 수 없고, 실무상 숨을 호흡측정기에 한두 번 불어 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므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강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12조 제3항의

192)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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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장치의 잠금해제를

위하여 지문, 안면, 홍채 등 생체정보를 입력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생체정보를 입력하는 피의자의 광범위한 개인정보와 피의자에게 불

리한 증거에 대한 연결자로 작용한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고, 수사기관이 입력을 강제할 경우 진술거부권이나 신

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본다. 정보처리장치의 잠금해제를 위한

생체정보의 입력은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본 경범죄처벌법상 지

문 채취,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서식에 따른 열 손가락 지문 날인

등과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

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

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구 경범

죄처벌법 제1조 제42호는, 수사기관이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

여 피의자에게 강제로 지문을 찍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라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간접적으로 지문

채취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피의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수용 여

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영

장주의에 의하여야 할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수

사기관이 수사상 필요하여 직접강제의 방식으로 지문을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므로 영장주의

원칙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193)

또한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 서식위헌

확인(열 손가락 지문 날인) 사건194)에서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

193) 헌법재판소 2004. 9. 23.자 2002헌가17 등 결정(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
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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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므로 침해되는 기본권은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고 본 다음, 개인의 지문 정보를 수집하는 것

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문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는 달리 생체정보에 해당하지만, 개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징표로 그 자체로는 타인의 평가

로부터 단절된 중립적인 정보라고 보았다. 즉 지문정보에는 종교,

학력, 병력, 소속 정당, 직업 등과 같이 정보 주체의 신상에 대한 인

격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평가가 가능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아니하

므로, 유전자정보와 같은 다른 생체정보와는 달리, 개인의 인격에

밀접히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워 수권법률의 명확성

이 특별히 강하게 요구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한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특

정범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으로부터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

하기에 앞서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

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

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디

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195)에서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 근거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고,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발부 후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되 잠정적용을 명하여 헌

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194) 헌법재판소 2015. 5. 28.자 2011헌마731 결정.
195) 헌법재판소 2018. 8. 30.자 2016헌마344 등 결정(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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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 개의 헌법재판소 사안은 지문, 디엔에이감식시료 등 생

체정보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서 스마트폰 잠금해제를 위

하여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행위와 공통점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 사안에서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거나 디엔에

이감식시료를 채취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고 본 것은 이러한 행위를 요구하는 근거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법률의 내용을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입법의 정당

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비례의 원칙이 모두 지켜졌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위 세 사안은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채취, 동일성 확인을

위한 지문 정보 수집,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를 확보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함으로써 범죄 수사 및 예방

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목적

이 아니라 휴대폰의 잠금해제를 위하여 지문, 홍채 등의 생체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수사기관의 행위가 단순한 요청에 따른 자발

적 협조를 구하는 것을 넘어 강제에 이르는 경우, 피의자에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각종 정보로의 연

결자로 기능하는 지문 등 생체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본

권 침해의 정도가 크므로, 법률상 근거 없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

다. 나아가 피의자에게 휴대폰 잠금해제를 위한 생체정보 입력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암호

해제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률규정은 기본권을 과도

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앞서 본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 서식위헌확인(열 손가

락 지문 날인) 사건196)에서 헌법재판소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196) 헌법재판소 2015. 5. 28자 2011헌마73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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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남용사고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

는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을 통한 위치추적으로 개인의 행동을 감시

하는 것과 달리, 지문정보가 위와 같은 연결자로 이용되거나 개인행

동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점을 위 법률규정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든 점, 디엔에이

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절차 사건에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개

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징표일 뿐 종교, 학력, 병력,

소속 정당, 직업 등과 같이 정보주체의 신상에 대한 인격적·신체적·

사회적·경제적 평가가 가능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아니하므로, 그 자

체로는 타인의 평가로부터 단절된 중립적인 정보이고, 그 자체만을

가지고는 정보주체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인적관리시스템에

서 인적사항 등과 식별코드를 확인해야만 정보주체의 확인이 가능

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점에 비추어볼 때에도,

생체정보가 이를 제공하는 피의자의 광범위한 개인정보와 불리한

증거에 대한 연결자로 이용될 수 있는 휴대폰 등의 잠금해제를 위

한 생체정보 입력과 같은 사안에서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점을 보

여준다.

(3) 아이디와 비밀번호, 잠금해제를 위한 생체정보를 압수·수색

의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2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던 피의자에 대한 지문, 홍채정보 채취를 위한 압수·

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하였다. 이 영장은 압수한 휴대폰 또는 태블릿

등 통신기기의 잠금해제 용도로 제한됐다. 그 외에도 “이메일 아이

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외국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접근하

도록 요청하여 포렌식 기법으로 관련 자료를 발췌하는 방법으로 압

수·수색영장을 집행”, “전자정보가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 암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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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태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기재한 영장이 발부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전자정보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지문 등은 마약 범죄 등의 경우 채

혈, 채뇨 등이 허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피압수자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로서 클라우드 계정 내, 또는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장

치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이르게 하는 열쇠의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유체물인 사무실이나 창고 열쇠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장소인 잠겨있는 창고의 문을 열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여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

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허용될 것이다. 그러나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경우 피압수자로 하여금 진술을 하거나 아이

디, 비밀번호를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가 직접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 외에 수사기관의 행위로서 할 수 있는 부분

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에 필요한 처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피

의자가 비밀번호, 패턴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강제할 방법이 없고, 설령 암호해

제법 등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생체정보의 경우 이와는 다르다. 즉 지문이나 홍채에 대

해서는 육안으로 곧바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

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손가락이나 눈을 정보처리장치에 가까이

가져다대는 피의자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측면, 이와 같은 행위를 함

으로써 자신이 그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게

된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 피의자에게 형사상 불리한 증거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를 마약 범죄의 채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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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뇨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여기에서의 생체정보는 개인의 동일성

을 확인하는 징표, 마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종 정보로의 연결자로서 기능하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생체정보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십지 지문, 홍채 정보 등을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기재하여 압

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경우197) 법원이 이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것, 압수·수색 방법에 잠금을 해

제한 상태로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장치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것을

기재하여 발부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진술거부권 위반의 효과

공소제기 후 공판절차에서 이러한 압수·수색으로 압수된 증거

에 대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입력 등을 수사기관이 강제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압수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접근권한정보 등 자체의 증거능력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하고, 위법수집증거인 접근권한정보를 이용

하여 암호화 해제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역시 위법수집증거를 기

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견

해가 있다. 이 견해는 접근권한정보 등의 증거능력만 부정한다면 위

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198)

197) 박미영, “스마트폰 잠금 해제 위한 ‘지문 검증’ 영장 논란”, 법률신문 2019. 12.
9.자, 법률신문 홈페이지,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
View?serial=157842, (2021. 11. 3. 최종 확인).

198) 조성훈, 앞의 책, 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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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 규

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

송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므로, 수사기관

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

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

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

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

적ㆍ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199)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디와 비밀번호, 생체정보 등을 압

수·수색의 대상으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

므로,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적법한 압수·수색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

나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아이디와 비밀번

호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위 영장의 집행에 따라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것과 같은 요소를 고려

하여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4.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제

공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가. 수사기관이 클라우드 계정 접속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의

판단기준

199)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
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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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이용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

대법원은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

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가 아닌 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200)

수사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

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

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

의 서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① 수사기관이 피

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201) ② 영장 기재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200)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201)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
에 따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속하는 대신, 피
압수자로부터 임의제출받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2021. 7. 29. 선고된 대법원
2020도14654 판결은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하여서는 최
초로 판시한 사안으로 보인다. 이 판결에서는 피의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
출받았고, 피의자가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
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
로 수사기관에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
하였으므로,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
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위 휴대전화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UPlusBox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경우 별도로 피의자에게 위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하여
고지하거나 제출에 대한 동의를 받지도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위법수집증
거로 보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대법원은 휴대폰을 적법하게
압수하였다 하더라도 휴대전화를 통하여 접속 가능한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
정보의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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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③ 적법하게 취득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고 ④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것 역시 피의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소지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전자정보에 대한 압

수·수색을 위와 달리 볼 필요가 없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메일 서비스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즉

클라우드와 이메일 서비스 이용자는 클라우드·이메일 서비스 제공자

와 서비스이용약관에 따른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제공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생성한 정보는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된다. 또한 서

비스 이용자는 반드시 특정 기기를 통해서만 클라우드나 이메일 계

정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아이디와 이메일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계정에 접속하여 서

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접근하고 삭제, 변

경하는 등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202) 따라서 이메일 서

비스에 관한 위 판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제3자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기

본적인 인프라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피압수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

는 휴대폰, PC, 기타 저장매체, 장부, 수첩, 자동차 등에 대한 압수·

202)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의 측면 있으나, 서비스 이
용자의 전자기기에 저장되는 부분이 상당하거나 더 많은 경우(카카오톡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대화내역의 3일치만을 보관하는데 비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경
우 삭제하지 않을 경우 많은 양의 대화내역을 보관할 수 있음) 이메일 만큼 유
사성이 강하지는 않다. 한편 이메일은 업무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보다는 주로 기업과 관련된 범죄에서 문제되는 비중이 높고, 이메일을 주고
받은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대방으로부터도 자료 확보가 가능
하다는 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와 차이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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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과는 수사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즉 휴대폰, PC 등의 경우 수사기관이 이에 대한 압수·수색영

장을 발부받은 이상 해킹, 프로그램의 이용, 제3의 기관의 도움 등

광범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디와 비밀번

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는다.

원격 압수·수색, 나아가 역외 압수·수색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식에 비추어 볼

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접근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

는 등 이용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접속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제

공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이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하기 위

해 할 수 있는 조치의 판단 기준으로 타당하다.

(2) 서비스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적법한 취득

또한 수사기관은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법

하게’ 취득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

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아이

디와 비밀번호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아이디와 비밀번

호를 수사를 통해 확보하여 입력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위 법률규

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수사를 위한 목적이라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행위 등으로 위법성이 조각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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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접속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

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접근권한이 있는지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

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

비스 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

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03)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

스 이용자의 지위에 비추어볼 때,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다.

한편 대법원은 이용자가 제3자에게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3자의 사용이 이용

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 제공

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의 사용을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제3자가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 제

공자도 동의하였을 것으로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

으로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204)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

203)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3
판결(리니지 사건),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도17860 판결(토플 사건).

204)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이에 따라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직속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직속상관이 모르는 사이에 군 내
부전산망 등에 접속하여 직속상관의 명의로 군사령관에게 이메일을 보낸 행위
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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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

와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이 되지 않는 경우

를 서비스 이용자가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거나 서비스 제

공자가 승낙하였거나 승낙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문언을 넘어서서 구성

요건을 지나치게 확장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나. 구체적인 범위

앞에서 본 기준, 즉 적법하게 취득한 클라우드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방법은

다른 적법하게 압수한 증거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의 아이디와 비

밀번호 입수하는 것, 적법하게 압수한 컴퓨터, 휴대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클라우드 서비스의 자동로그인 기능이 설정된 것을 이용하

여 접속하는 경우, 피압수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진술을 통하

여 피압수자의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하는 경

우 등을 상정해볼 수 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컴퓨터, 스마트폰을

분석한 다음 자동로그인 기능의 토큰(계정, 암호, 세션정보)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디바이스에서 클라우드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확보하

고 있다고 한다.205)

그러나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피압수자나 제3자가 클라우드 서

비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탈퇴하거나, 클

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 훼손,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이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205) 김한균 외 15명, 앞의 책,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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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는 이유로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거나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삭제나 변경을 막기 위한 조

치를 취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 현재 경찰청은 Encase,

KDF-mobile, FinalMobile Forensics ed의 도구를 이용하여 클라우

드 앱 설치, 클라우드 접속 여부(업로드, 다운로드) 또는 계정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206)

한편 프로그램을 이용한 계속적, 반복적 접근[무작위 대입 공격

(Brute force attack)], 키로거 프로그램(Key logger) 등을 통하여 아

이디와 비밀번호를 입수하는 것, 시스템의 보안상 취약점을 이용하

여 접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

때 접근권한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서버를 관리하는 클라우드 서

비스 제공자로, 해킹과 같은 방식을 이용하는 것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허용하지 않는 접근방식에 따른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제

48조 제1항에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를 분실하였다고 하고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 피압수자의 개인신상

정보와, 압수한 휴대폰 등으로 오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이용

하여 새로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 또한 클라우드 서비

스 제공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206) 김한균 외 15명, 앞의 책,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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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클라우드 포렌식과 전자정보의 확보

수사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하였다면, 클라우드 포렌식이 이루어지게 된다. 클

라우드 포렌식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디지

털 포렌식에 비하여 어려움이 있다.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의 계층

별, 클라우드 포렌식의 절차별 어려움에 관하여 본다. 다음으로 클

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를 통한 클라우드 포렌식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검토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확보한 전자정

보의 동일성과 무결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서

비스 접속에 이용한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클

라우드 계정을 통한 전자정보의 확보와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

자정보의 상호 관계에 관하여 본다.

1. 클라우드 포렌식(Cloud Forensics)

가. 클라우드 포렌식의 정의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혹은 기업의 내부 조사를 위한 디지털증거를 찾는 포렌식 절차이다.

전통적인 디지털 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절차에 따른

디지털 포렌식 가이드라인에 따라 압수, 포렌식 이미징, 보고서 작

성을 위한 디지털 기기 분석의 과정을 따르면 되었다. 증거를 수집,

보존,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과정을 돕기 위하여 포렌식 기술

과 도구가 마련되었다. 디지털 포렌식은 범죄가 저질러진 부분에서

발견된 디지털 증거를 다룬다. 디지털 포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과 관리의 연속성(chain of custody)을 유지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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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포렌식은 디지털 포렌식의 하위 분야로, 클라우드 환

경에서 포렌식 원리와 원칙에 근거하여 디지털 수사를 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마련되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컴퓨터나 네트워크 수사와 비교할 때 많은 부분에서 다른 문제를

다뤄야 한다. 미국 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이하 ‘NIST’)에 따르면, 클라우드 컴퓨팅 포렌식은

“과학적 원리, 기술적 관행의 적용, 식별, 수집, 검증, 해석과 보고를

거쳐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발생한 지난 사건을 재건하기 위한 방식”

이다.207)

나. 클라우드 포렌식의 어려움

NIST의 클라우드 컴퓨팅 Forensic Science Working Group은

이러한 어려움을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클라우드 포렌

식은 원격이든, 가상이든, 네트워크이든, 라이브이든, 규모가 크든,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많든 적든지 간에 디지털 아티팩트

(artifacts)를 찾아내기 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한 기기를 사용한다. 클라우드 포렌식의 어려움은 기술적, 법적,

구조적인 부분에 걸쳐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기술에 기반한 것이

다, 위 보고서는 65개의 문제점을 찾아낸 다음 이를 다음과 같이 9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208)209)

207) Stavros Simou1 et al., “A survey on cloud forensics challenges and
solutions”, SECURITY AND COMMUNICATION NETWORKS Security
Comm. Networks (2016), Published online in Wiley Online Library
(wileyonlinelibrary.com). DOI: 10.1002/sec.1688, 3-4.

208) GCN Staff, “NIST details cloud forensic challenges”, 2020. 8. 25.자, GCN 홈
페이지, https://gcn.com/articles/2020/08/25/nist-cloud-forensic-challenges.aspx,
(2021. 12. 12. 최종 확인).

209) Martin Herman et al,. “NIST Cloud Computing Forensic Science
Challenges”, 2020. 8. 25.자, NIST 홈페이지, https://www.nist.gov/publications/
nist-cloud-computing-forensic-science-challenges, (2021. 12. 12.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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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라우드 포렌식에서 시스템 구성(Architecture)의 문제는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 클라우드 구성의 다양성, 자원에 대한 권한

설정(provisioning)210)을 하는 동안 테넌트(tenant)의 데이터를 구획

화하고 분리하는 것,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 위치와 엔드

포인트(endpoints)의 확산, 관리의 연속성(chain of custody)를 유지

하고 보존하기 위한 정확하고 안전한 출처, 다른 테넌트(tenants)를

방해하지 않고 클라우드 자원을 압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

라 마련을 다루는 것이다.

(2) 데이터 수집 문제는 포렌식 크고 분산되고 동적인 시스템에

서 포렌식 아티팩트(forensic artifact)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것,

휘발하는 데이터의 위치를 특정하고 수집하는 것, 가상 머신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데이터가 다수가 접속할 수 있는 복수의 장소

에 위치한 복수의 컴퓨터로부터 데이터가 공유된 멀티테넌트

(multi-tenant) 환경에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클라우드 포렌식에서 분석의 문제는 클라우드 제공자들 사

이에 포렌식 아티팩트의 관련성, 가상 이미지나 저장소를 복원하는

것, 메타데이터(metadata)211)의 무결성, 타임스탬프(timestamp)212)의

동기화(synchronization)를 포함하여 로그(log) 데이터213)의 타임라

210) 권한 설정(Provisioning)은 이용자에게 계정, 계정 접근 권한, 계정 관련 권한,
계정 관리에 필요한 제반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설정 과정을 뜻한다. 특히 이
용자 측면에서 하나의 서비스 형태로 통신사업자가 이용자 회선을 적절한 네트
워크에 연결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설정하는 것과, 이용자가 웹 기
반 인터페이스나 다른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설정하는 것이 있다.

211)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데이터에 관한 구조화된 데이터로, 속성
정보라고도 한다. 대량의 정보 가운데에서 찾고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내
서 이용하기 위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콘텐츠에 대하여 부여되는 데이터를 뜻
한다.

212) 타임스탬프는 어느 시점에 데이터가 존재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특정 위치에
표시하는 시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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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timeline)을 분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안티 포렌식(Anti-forensics)은 포렌식 분석을 방해하고 호

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련의 기술을 말한다. 클라우드 포렌식에

서는 난독화(obfuscation), 데이터 은닉, 멀웨어(malware)214), 또는

증거의 무결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다른 기술이다. 멀웨어는 가상 머

신 분리 방법을 피하기도 한다.

(5) 사건에 대한 최초 대응자 문제는 첫 번째로 대응하여 데이

터 수집을 행한 클라우드 제공자의 기밀성(confidence), 능력

(competence)과 신뢰성(trustworthiness), 최초로 분류(triage)를 수

행하는 것의 어려움, 수집된 포렌식 아티팩트(forensic artifact)의 방

대한 규모를 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역할 관리 문제는 계정의 주인을 알아내는 것, 클라우드 서

비스 이용자의 인증내역과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 익명성과 온라인상에서 허구의 신원(identity)을 만드는 것의

용이함, 데이터 오너십(data ownership)을 정확히 결정하는 것, 인증

(authentication)과 접속 관리 등을 포함한다.

(7) 법적 문제는 클라우드 포렌식에서 법적인 문제는 데이터에

법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관할의 문제, 조사하는 동안 국제적인 의사

소통과 협력을 위한 효과적인 채널의 부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의 협력에 의존하는 데이터 취득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의 능

력과 신뢰성, 계약과 SLA(Service Level Agreements)215)에서 충분

213) 로그 데이터(log data)는 가동 중인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장애에 대
처하기 위해 데이터 장애 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원(recovery)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뜻한다.

214) 악성 소프트웨어(malicious software), 또는 악성 코드(malicious code)에서 나
온 말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215) 서비스 수준 협약(SLA, Service-Level Agreement)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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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 데이터의 물리적 소재지를 알지 못한 상

태 소환장(subpoenas)을 발부받는 것,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압수·

수색이 다른 테넌트(tenants)의 사업 계속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

등을 포함한다.

(8) 기준(Standards) 문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표준행동절차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 실무와 도구조차 부족한 것,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상호간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부족,

시험과 승인 절차의 부족을 포함한다.

(9) 클라우드 포렌식에서 훈련 문제는 클라우드 포렌식에 적용

될 수 없는 포렌식 훈련 자료를 잘못 사용하는 것, 수사관들과 지휘

관 모두에 대해 클라우드 포렌식 훈련과 전문 지식의 부족, 클라우

드 서비스 제공자의 직원이 증거로 사용할 자료를 보존하는 것에

대한 한정된 지식을 포함한다.

다. 클라우드 컴퓨팅 계층별 포렌식의 어려움

클라우드 컴퓨팅 구조는 물리 영역, 관리 영역, 가상화 영역, 서

비스 영역으로 나누어지고, 추상화된 클라우드 계층은 네트워크, 물

리적 하드웨어, 호스트 운영시스템(Host Operating System), 하이퍼

바이저(Hypervisor),216) 게스트 운영체제(Guest OS), 게스트 응용

SLA란 고객이 공급업체에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을 기술한 문서로, 포렌식 수사
기간 동안 제공되는 서비스, 지원되는 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허
용된 액세스, 포렌식 수사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사이 신뢰의
경계(한계), 역할, 의무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법, 규제, 그리고 고객의 비밀
과 프라이버시 정책을 위반하지 않고 여러 사법 관할 환경에서 수사를 진행하
기 위한 절차이다.

216) 하이퍼바이저(Hypervisor)란 프로세서나 메모리와 같은 다양한 컴퓨터 자원에
서로 다른 각종 운영체제(OS)의 접근방법을 통제하는 얇은 계층의 소프트웨어
를 뜻한다. 다수의 운영체제를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로 중앙처리장치(CPU)와 운영체제 사이에 일종의 중간웨어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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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Guest Application)으로 나누어진다. 클라우드 계층마다 다

른 내용의 포렌식 수집 활동이 이루어지고, 계층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의 정도가 다르게 요구되기 때문에 계층을 나누어서 분석해

야 하고 상위로 올라갈수록 누적된 신뢰가 필요하다.217) 이하에서

클라우드 계층별 증거 획득의 어려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첫째, 네트워크 계층에서 클라우드와 같은 복잡한 컴퓨팅 모델

에서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용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네트워크 자

원은 물리적 또는 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자원들은 사용자 간

에 공유될 수 있다. IaaS에서는 여러 가상머신이 하나의 호스트 시

스템 네트워크 카드를 이용한다. 또한 다양한 사용자가 포함되어 있

으므로, 특정 사용자에 의해 이용되는 네트워크 리소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존의 네트워크 장치 또는 모니터링 솔루션

은 멀티테넌트 환경에서 증거를 획득하는 것이 어렵다.218)

둘째, 물리적 하드웨어 단계에서는 원본 하드디스크 확보 또는

하드디스크 복제를 통해 저장된 데이터의 복구 및 분석이 필요하고

원본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수행된다. 이때 획득할 수 있는 데이

터는 파일시스템의 메타정보(마지막 수정 시간, 마지막 접근시간, 생

성시간, 변경상태 등), 시스템과 응용 프로그램의 로그(에러 로그,

설치 로그, 네트워크 연결 로그, 보안로그 등) 등이 있다.219) 문제는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다

하더라도 국가관할권의 문제로 인하여 이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

며, 하나의 컴퓨터에서 서로 다른 OS를 사용하는 가상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가상화 엔진이다.

217) J. Dykstra, A. T. Sherman, “Acquiring Forensic Evidence from
Infrastructure-as-a-Service Cloud Computing: Exploring and Evaluating
Tools, Trust, and Techniques”, Digital Investigation, Vol 9, 2012, 90-98.

218) 한수빈‧이태림‧신상욱,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에서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
2014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1권 제1호(2014. 4), 2-3.

219) 이상진, “디지털 포렌식 개론”, 이룬(2010), 10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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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도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상 사실상 하드웨어를 압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호스트 운영체제에는 클라우드 인프라의 중앙제어에 관한

구성요소,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액세스 권한, 환경구성, 자원 프로

비저닝(provisioning)220), 정책, 사용자 로그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포함되어 있고 클라우드 관리시스템이라는 용어

로도 사용된다. 가상 디스크에 대한 접근으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고,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로그파일과 가상머신의 스냅샷

(snapshot)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정보이다. 또한 관리자는 클라

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자원관리, 작업관리, 감사 등을 수행할 수 있

다. 문제는 공용 클라우드는 라이브 포렌식 및 휘발성 데이터에 대

한 액세스를 허용하지 않고, 클라우드 플랫폼에 따라 로그 파일 및

리소스가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221)

넷째, 하이퍼바이저 단계에서 데이터의 사용은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의 동작을 통해 증거를 획득할 수 있다.222) 이러

한 조사는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IaaS 클라우드 조사에 적합하다. 문제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압수

‧수색으로는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종류에 따라 데이터에 대

한 보존과 형식이 다양하다는 점이다.223)

다섯째, 게스트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단계에서, 인스턴스

220) 프로비저닝은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시스템 자원을 할당, 배치, 배포해두었다
가 필요할 때 시스템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미리 준지해두는 것을 뜻
한다. 서버 자원 프로비저닝, 운영체제 프로비저닝, 소프트웨어 프로비저닝, 스토
리지 프로비저닝, 계정 프로비저닝 등이 있다.

221) 한수빈‧이태림‧신상욱, 위의 논문, 3,
222) T. Rubsamen1, C. Reich, “Evidence for Accountable Cloud Computing
Services”, Pre-Proceedings of International Workshop on Trustworthiness,
Accountability, and Forensics in the Cloud(TAFC), 2013.

223) 한수빈‧이태림‧신상욱, 위의 논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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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e)224) 내부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원격 포렌식 소프트웨

어를 통해 증거를 획득하는 방법과, 가상머신 내부에 추가로 스프트

웨어를 설치해서 가상머신 내부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 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로그, 인증 로그를 얻을 수 있고 멀티

테넌트 로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중 리소스로부터 분리와 병합이

함께 되어야 한다. 게스트 운영체제의 경우 저장된 이미지와 스냅샷

을 통해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서비스 제공자가 영구저장소

를 제공하지 않으면 인스턴스의 종료와 함께 사라질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강제 종료하거나 간단한 명령어로 스냅샷을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수집이 어렵다. 응용 프로그램

의 경우 데이터가 휘발성이고, 사용자 이벤트가 서비스 제공자 측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집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이고, 서비스

제공자와 응용 프로그램을 신뢰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225)

라. 클라우드 포렌식 절차와 절차별 포렌식의 어려움

클라우드 포렌식은 식별(Identification) - 보존(Preservation) -

수집(Acquisition) - 분석(Analysis) - 보고[문서화(Documentation)

및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포렌식 절차

의 단계별로 나타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데이

터 분산, 데이터의 휘발성, 멀티테넌시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클라

우드 포렌식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높다

는 특성을 가진다. 그런데 국가관할권 문제로 인하여 클라우드 서비

스 제공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는 한계가 있다.

224) 인스턴스(instance)는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개개의 객체로, 하나의 클래스에
서 생성된 객체를 말한다. 특 클래스가 구체화되어, 클래스에서 정의된 속성과
성질을 가진 실제적인 객체로 표현된 것을 의미한다.

225) 한수빈‧이태림‧신상욱, 위의 논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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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별(Identification) 단계226)

(가) 로그에 있는 증거에의 접근

로그는 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사고를 식별하기

위하여 로그 파일에 접근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최우선과

제이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로그를 수집하는 것은 클라우드의 불명

확한 속성과 다수의 사용자가 동일한 처리절차와 네트워크 자원을

나누어 사용하는 멀티테넌트(multi-tenant)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운

작업이다. 로그를 탐지하는 것 또한 서비스 모델에 따라 달라진다.

PaaS와 SaaS에서 시스템 상태와 로그 파일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왜냐하면 서비스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는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API)에 제한되어 있거나 이미 설정

된 인테페이스(pre-designed interface)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IaaS의 경우 실제 기기와 거의 동일하게 작동하는 가상 머신(VM)

을 제공하므로, IaaS에서만 부분적으로 가능할 뿐이다.

반면 많은 서비스 제공자는 로그를 수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숨기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도 한다. 로그의 분산, 로그의 휘발성, 여러 층과 단계의 존재, 로그

에의 접근가능성, 로그의 부존재, 로그에서 중요한 정보의 부존재,

로그 포맷의 상호호환 불가와 같은 것들이 클라우드에 기반한 로그

의 분석과 포렌식과 관련된 주요한 문제점이다.

(나) 물리적인 접근의 불가능함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하드웨어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226) Stavros Simou1 et al., supra note 197 at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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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다. 이로 인하여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서버 시스템 파일

과 로그 같은 가상 인스턴스(virtual instances)와 디지털 아티팩트에

대한 물리적 위치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227) 기존

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와 도구는 하드웨어에 물리적으로 접근이 가

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 포렌식에서는 복

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번갈아가면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물리적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는 점과,

기기의 환경설정(configuration)이 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자조차 물리적인 수집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다른 관할에 있는 분산된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저장된 하드웨어를 압수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러한 어려움은 세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모두에 적용된다.

(다) 데이터의 휘발성

IaaS 서비스 모델에서 가상 인스턴스에 저장된 데이터는 가

상 머신이 꺼지거나 재부팅되는 경우 상실된다. 이는 레지스트리 엔

트리(registry entries), 프로세스(processes), 일시 파일(temporary

Internet files)과 같은 중요한 증거가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

구 스토리지 동기화(persistent storage synchronization) 없이 가상

머신에 대해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경우, 공격이 완료되면 공격자는

휘발성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기 위하여 가상머신 인스턴스를 셧

다운(shutdown)할 수 있다. 이는 보존과 수집 단계에서 특히 문제될

수 있는데, 먼저 휘발성 데이터를 식별해야 하고 그 다음 인스턴스

를 보존하고 수집해야 하기 때문이다.

227) 한편 아마존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가상머신 인스턴스(VM
instance)가 처음 생성될 때 이를 기록할 지리적 위치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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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클라이언트 측의 식별

증거는 서비스 제공자 측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 측의 인

터페이스에서도 발견된다. 대부분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시스템상

의 웹 브라우저와 같은 사용자 에이전트(User Agent)228)는 클라우

드 서비스와 연결된 유일한 응용 프로그램이다. 이는 특히 SaaS와

PaaS의 경우에 적용된다. 일단 침입자가 식별되면, 수사기관은 주의

깊게 준비한 다음 포렌식을 위해 안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 가능한

한 신속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 침입자는 데이

터를 훼손할 수 있고, 중요한 증거가 멸실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자 측의 증거 식별은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

다른 국가관할권에 있기 때문에 수집하기가 어렵다. 철저한 포렌식

을 위해 브라우저 환경에서 수집된 증거 데이터는 생략되어서는 안

되고 주의 깊게 계획한 다음 수집되어야 한다.

(마)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신뢰성에 의존

포렌식의 각 단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은 중

요하다. 서비스 제공자는 멀티테넌트 환경에 접속하는 것을 허가하

지 않으려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자료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가지 서비스 모델, 특히

SaaS와 PaaS에서 수사기관은 식별, 보존, 수집하는 것에 있어서 서

비스 제공자에게 의존하게 된다. 수사기관이 자격 있는 포렌식 수사

기관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의 정직함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

이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로그를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 로그와 데이

터를 계속해서 변경한다.

228) 사용자 에이전트(UA)는 메일을 송수신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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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문제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3자에게 의존한다는 것

이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과 계약을 체결한다. 이는 수사기관은 관리의 연속

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당사자를 포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

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현재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투명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바) 서비스 수준 협약 (Service level agreement)

SLA에 따라 상호 동의한 내용은 포렌식 수사가 어떠한 방식

으로 다루어질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SLA가 서비스 이용자에

게 어떠한 절차와 포렌식 데이터가 제공될 것인지에 관한 통지 내

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그와 같은

정보를 제공할 계약상의 의무가 없다. 많은 경우 포렌식 수사에 관

한 중요한 용어들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체결한 SLA

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서비스 이용자의 지식의 부족

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투명성 부족, 신뢰의 경계, 국제적인 규정의

부재 등으로 인한 것이다.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모

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해볼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완전히 계약을 이행했는지

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또 다른 문제는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를 위한 SLA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특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달리 볼 만한 이유가 없다면, 최종 사용자(end-users)는 그

들의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알지 못하고, 그 결과

어느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지 알지 못한다. SLA는 식별, 보존, 수

집 단계에서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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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존(Preservation) 단계229)

(가) 무결성(Integrity)

증거의 보존에 대한 무결성은 클라우드 수사에서 필수적이다.

수사기관은 여러 관할권에 걸친 환경에서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 이

는 어떠한 법률도 위반함이 없이 수행하기 어려운 일이다. 무결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나 하이퍼바이저

(hipervisor)에 의하여 변형될 수 있다]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

택되지 않을 수 있다.

클라우드는 변동성이 큰 환경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은 분석 단계에 적용된다.

IaaS와 PaaS 서비스가 사용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 이용자

들은 가상 머신에서 동일한 스토리지를 나누어 사용한다. 멀티테넌

트 환경에서 증거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기밀성이 유지되고 테넌트

의 프라이버시가 보존되어야 하며, 특정 테넌트로부터만 데이터가

수집되고 다른 테넌트로부터는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았다는 점이

보장되어야 한다. 데이터에 물리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는 영

장에 기재된 피의자에 의해 소유되거나 관리되는 것이 아닌 한 수

사의 범위 밖에 있는 데이터를 변형시킬 위험이 있다. 멀티테넌시

때문에 데이터는 동일한 스토리지 유닛에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들

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나) 내부 직원 구성 (Internal staffing)

이 문제는 세 개의 서비스 모델과 식별부터 보존까지의 네

229) Stavros Simou1 et al., supra note 197 at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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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 모두 적용된다. 클라우드 포렌식에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팀으로 관여한다. 이 팀은 기술적 지식, 법률

자문, 새로운 기술에 심도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성 있는 외

부 직원으로 꾸려져야 한다.

(다) 관리의 연속성(Chain of custody)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과

정을 통틀어 증거 관리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관리의 연속성

에 어떠한 방해요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증거능력에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복수 관할 법률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관여로 인

하여 관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수사기관은 클라

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증거 수집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통

제권을 갖지 못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측의 데이터 수집 담

당 직원이 포렌식 기술에 따라 증거를 보존하는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 관리의 연속성이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라) 이미징(Imaging)

IaaS에서 증거를 획득하기 위해 인스턴스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가상 머신의 스냅샷을 찍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서비스 이용

자는 인스턴스를 복제하기 위하여 가상머신을 셧다운할 필요가 없

다. 라이브 수사(Live Investigation)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가동 중, 실행 중, 유휴 상태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PaaS 환

경에서, 서비스 이용자는 호스트에 공급된 하드웨어에 접근할 수 없

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자원과 이용자의 데이터를 포렌식의 관점에

서 안정적인 상태에서 획득할 수 있는 유인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존하게 된다.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하위 계약을 체결

한 제3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기기에 저장되어 있다면 더욱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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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다. SaaS의 경우 수사기관은 하드웨어에 대해 더 적은 정보를

가진다.

(마) 대역폭의 제한(Bandwidth limitation)

데이터의 규모는 증거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데이터를 수

집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은 가상 머신 인스턴스의 이미지를 다운로

드해야 한다. 이와 같이 큰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경우 대역폭을 염

두에 두어야 한다.

(바) 복수의 관할권(관할의 분산) – 협력의 필요

클라우드의 특성 때문에 시스템의 데이터는 보통 전세계의

여러 장소에 흩어져 있다. 수사기관은 여러 관할과 국가별, 지역별

로 다양한 법률을 다루어야 하는 문제를 겪게 되고, 이러한 환경에

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

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 수집(Acquisition) 단계

(가) 멀티테넌시(Multi-tenancy)

클라우드 컴퓨팅은 멀티테넌츠(Multi-tenants) 환경으로 동일

한 자원을 공유하는 다른 사용자들을 방해하지 않고 증거를 분리하

고 보존하는 것이 어렵다. 증거를 분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사용

자의 인스턴스를 샌드박싱(sandboxing)하는 방법이 있으나, 가상 머

신 인스턴스의 생성, 삭제와 같은 시스템 수준의 정보를 포함하는

하이퍼바이저(Hypervisor)230) 수준의 로그 솔루션은 일반 사용자 계

230) 하이퍼바이저는 호스트 컴퓨터에서 다수의 운영 체제를 동시에 실행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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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다른 계정 사용자의 정보를 포함한다.

따라서 수집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지원이 필요하다.

(나) 라이브 포렌식(Live forensics)

클라우드 환경의 데이터는 휘발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빠

른 시간에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스토리지에 저장된 정보뿐만 아니

라 실행 중인 시스템에서 프로세스 리스트, 커널 모듈, 열려있는 네

트워크 포트, 휘발성 메모리 데이터 등과 같은 풍부한 정보를 모을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다) 삭제된 데이터

클라우드 환경의 휘발성과 유연성으로 인하여 삭제된 데이터

를 수집하는 것은 훨씬 어렵다. 이전의 다른 테넌트(tenant)들이 남

긴 데이터를 제외하고 (데이터 볼륨이 덮어 씌워지지 않으면) 동일

한 테넌트에 의해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범죄

의도를 갖는 사람들은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작업을 한 후 계정을

종료시키고 가상머신 인스턴스를 삭제한다. 프라이버시를 강화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전자정보를

삭제할 경우 완전하게 삭제한다고 홍보한다.

(라) 전문적, 상업적 도구의 부재

완전한 포렌식 아티팩트는 메타데이터, 파일의 변경 히스토리

논리적 플랫폼을 말한다. 가상화 머신 모니터(Virtual Machine Monitor, VMM)
또는 가상화 머신 매니저(Virtual Machine Manager, VMM)라고도 부른다. 하이
퍼바이저는 하나의 컴퓨터에서 서로 다른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가상 컴퓨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가상화 엔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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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파일 내용 변경, 레지스트리 내용, 삭제된 파티션, 네트워크 로그,

트래픽 패턴, 그리고 클라우드 인스턴스 사용자의 생성과 삭제 시간

들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하이퍼바이저 수준의 로그를 포

함한다. 그런데 클라우드 환경 전반에 걸쳐 e-discovery와 포렌식

목적을 위한 데이터 획득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된 상업용 도구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클라우드 고객 또는 수사관들은 증거를 제공하

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EnCase, Access

Data FTK와 같은 널리 사용되는 포렌식 도구가 지원하는 원격 데

이터 획득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획득하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성공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 또 다른 대안은 클라우드 자체를 수행하

는 도구를 배포하는 것이다.231) Office 365를 'E5' 방식으로 사용하

는 조직의 경우 비록 포렌식 절차에서 전형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트인(built-in)

e-discovery를 사용할 수 있다.232)

(마) 관할권

서비스 제공자들은 높은 데이터 이용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주 데이터 미러링을 한다. 미러링된 데이터베이

스는 원래 위치와는 다른 사법관할권에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데이터 획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데이터 위치에 대한 실시간 정

보를 얻는 것도 어렵다. 또한 데이터가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규제

가 이루어지는 사법관할 구역에 있지 않은 경우 수사가 어렵다.

(4) 분석(Analysis) 단계233)

231) Richard, Adams; Graham, Mann; Valerie, Hobbs "ISEEK, a tool for high
speed, concurrent, distributed forensic data acquisition". Research
Online(2017). doi:10.4225/75/5a838d3b1d27f

232) Richard, Adams; Graham, Mann; Valerie, Hobbs, Id.
233) Stavros Simou1 et al., supra note 197 at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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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렌식 도구의 부족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포렌

식 도구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수사에 이용되는 많은 도구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클라우드 모델에 대한 포렌식

에는 한계가 있다. 보존-수집 단계에서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수

집하기 위해 새로운 소프트웨어 도구가 개발되어야 하고, 새로운 보

증된 도구가 데이터 검증과 분석을 위해 생산되어야 한다.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은 포렌식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포렌식 준비제

도(Forensic Readiness)234) 등 포렌식 수사를 고려한 사전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

(나) 데이터의 방대함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 센터에 저장된 데이터의

양은 방대하고, 하루하루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 중에서 관련성 있

는 디지털 증거를 찾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

공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SaaS, PaaS를 위한

가상 머신은 방대한 저장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다른 여러 개의 응

용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 머신을 직접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리소스에 많은 영향을 주는

라이브 수집과 함께 수행되는 경우 네트워크 수행에 미치는 영향,

문제된 데이터가 원격으로 추출되는 경우 다른 기업에 방해가 될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234) 포렌식 준비제도 또는 포렌식 준비도란 사고 발생 이전 증거를 효과적이고 신
속하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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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암호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들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하여 저장하는 경우가 많다. 암호화된 정보를 수사하는 것은 쉽지

않고 암호화키를 획득하고 정보를 포렌식으로 분석하는 두 가지 작

업 모두에서 기술이 필요하다. 암호화키를 얻지 못하면 암호화된 데

이터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되어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라) 시간 동기화(Time synchronization)

데이터가 다른 시간대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역과 국가에

흩어져 있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범죄 현장과 장소를 논리적인 순서

에 따라 재현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이벤트 로그는 사건이 발

생한 타임스탬프를 기록하는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로그된

영역의 가치는 이용자에 의해 설정되는 컴퓨터의 날짜-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이로 인하여 모든 기기의 시간이 동기화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특정 이벤트가 특정 시간에 일어났다는

것을 확실하기 위해 기기에서 타임 스탬프를 수집해야 하고 이벤트

의 정확한 타임라인을 설정해야 한다.235)

(마) 로그 포맷(log formats)의 식별

서비스 모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시간이 소

235) Amazon AWS CloudTrail 감사 추적 로깅 기능을 제공한다. 이 기능은 산업
규제 준수를 따르기 위한 웹 서비스로서, AWS 서비스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API 콜들을 로그 기록하고 로그 파일을 사전 정의된 Amazon Simple Service
Storage(Amazon S3) 버킷(bucket)에 전달한다. 비록 아마존이 여러 가지 로깅
과 PCI DSS v2.0, ISO 27001:2005 등에 따른 규제 준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감사 추적 웹 서비스를 만들었으나, 이는 포렌식 분석에도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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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되는 절차이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로그 포맷을 식별하고 다루어

야 하는 경우에. 클라우드에서 로그 포맷을 통합하는 것은 방대한

양의 다양한 리소스에 접근해야 할 때 어려운 작업이다.

(바) 신원(Identity)

전통적인 디지털 포렌식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와 이용

자를 연관시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작업이었다(그 기기가 그

사람의 소유이고 피의자의 주거에서 발견되었다고 상정하면). 클라

우드 수사에서는 데이터가 멀티테넌트 환경에서 복수의 원격 장소

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진다. 그러므로 전세계에 흩

어져 있는 많은 숫자의 클라우드 사용자들 중 누가 그 데이터의 소

유자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복잡한 절차이다. 또한 이용자가 감춰진

IP 주소로부터 가상머신을 통해 형사적인 행위를 한 다음 다른 사

람이 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문

제가 있다.

(5) 보고(Presentation) 단계236)

수집의 모든 기술적인 정보에 관하여 법관이나 컴퓨터 시스

템에 관하여 기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배심

원들을 이해시키는 것은 어렵다. 또한 수사기관은 수사를 통해 수

집된 증거가 적절하게 문서화되고 이전 단계에서 변화가 가해진 적

이 없으며, 수사에 관여한 모든 당사자들이 증거 관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방식과 원칙을 준수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디

지털 증거의 문서화는 클라우드 포렌식의 모든 단계에서 문제된다.

236) Stavros Simou1 et al., supra note 197 at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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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보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한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는 서비스 이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접속한 통상적인 환경에서 접근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수색과 압수를 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서비스 제

공자 측의 아티팩트(artifact, 이용자나 애플리케이션이 운영체제와

상호작용할 때 생성되는 포렌식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는 서비스 제공 모델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에 한계가 있다. 즉 PaaS, SaaS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들이 하드웨어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면 수집할 수 있었을 로그(logs) 정보

등은 수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IaaS의 경우 서비스 이

용자들이 인스턴스(instance)의 이미지를 만들고 로그를 획득할 수

있다.237)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저장된 전자정보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상태 그대로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수밖에 없고, 수사기

관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한 상태에서 서비스 이용자가 변경하

기 이전의 전자정보를 복원하는 것은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백

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

럽게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허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별도의

포렌식 도구를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복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는다고 할 것이다. 서비스 이용자가 특정 전자정보 혹은 전체 정보

를 삭제한 경우도 동일하다고 본다. 서비스 이용자가 특정 전자정보

에 대하여만 암호를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닉한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암호를 제공하거나 복호화에 협조하는 조치를

237) Stavros Simou1 et al., supra note 197 a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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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이 암호를 무작위 대입해보거나 암호해

독을 위한 도구를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복호화시키려고 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과 같이 해당

정보처리장치 자체를 압수하는 방법도 불가능한 이상 클라우드 서

비스 제공자의 서버에서 내려 받기 한 전자정보를 압수하여 가져온

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전자정보에 대한 포렌식 작업으로 삭제, 변

경된 전자정보를 복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탈퇴한

경우, 서비스 이용자를 통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자

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탈퇴할 경우 계정이 사라지므로, 서비스 이용

자를 통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자가 서비스에서 탈퇴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증거 확보도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이용자의 정

보를 파기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서비스이용계약에서 정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7조 제3

항에서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의 계약이 종료

되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고 클라우

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38)

238) 다만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7조 제5항에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컴
퓨팅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으로 특별히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에서 달리 정하였다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자를 통한 확보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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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라우드에서 확보한 전자정보의 동일성과 무결성

가. 동일성과 무결성의 의의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

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

하면 압수‧수색의 대상이 전자정보인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저장매

체 자체가 아니라 해당 전자정보만을 압수‧수색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디지털 증거의 경우 기존의 유체물과는 달리 원본 자체의

압수가 아닌 복제본 내지 사본의 압수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일단 압수가 종료되고 나면 이후 공판절차 등에서 압수된 전자정보

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진다 하더라도 해당 정보저장매체로부터 해당

전자정보를 다시 압수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또한 클라우

드에 위치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위 전자정보가 저장된

서버 자체를 압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239) 전자정보는 특정

매체에 종속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본 매체에 저

장된 전자정보가 다른 매체에 복사되는 등의 방식으로 이전되어 증

거로 제출되게 되므로, 동일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디지털 증

거의 경우 수정, 삭제, 조작이 쉽고 증거의 수집, 보존, 분석 과정에

서 인위적 조작이나 실수로 변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39)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
우 우리나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내 클라우
드의 경우에도 다른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 중단 가능성 등을 고려
할 때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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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40) 또한 동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

본이 압수된 이후 문건 출력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를

‘무결성’이라 할 수 있다)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징한 매

체로부터 출력한 경우에는 이 매체의 무결성도 담보되어야 한다. 이

를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국가정보원에서 피

고인들 혹은 가족, 직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

한 다음 입회자의 서명을 받아 봉인하였고, 국가정보원에서 각 디지

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조사할 때 피고인들 입회하에 피고인

들의 서명무인을 받아 봉인 상태 확인, 봉인 해제, 재봉인하고 이러

한 전 과정을 모두 녹화한 사실, 디지털 저장매체가 봉인된 상태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된 후 피고인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봉인

을 풀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미징 작업을

한 사실,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의 해시(Hash) 값과 이미징 작업을

통해 생성된 파일의 해시 값이 동일한 사실, 제1심 법원은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검증을 실시하여 이미징 작

업을 통해 생성된 파일의 내용과 출력된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동

일함을 확인한 사실241)을 들어 인정하였다.

나. 원본증거의 법칙

우리 형사소송법은 원본증거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242) 우리 형사소송법은 최량증거법칙을 채택하지 않아 원본243)성

240)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241)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242) 현행 법률에서 증거능력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과 전문증거 배제법칙(제310조의2 이하)이고,
동일성, 무결성에 대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243) “원본(原本)”이란 일정한 사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최초에 확정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사본(寫本)”이란 원본을 등사한 문서를 총칭하여 말하는 것인
데, 작성권자의 제한이 없으며 문서의 전부를 등사한 것이든 일부를 등사한 것
이든 모두 사본에 해당한다. “등본(謄本)”이란 원본을 완전히 옮겨 쓴 문서로 원
본과 동일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을 말한다. 등본 중에서 그 내용이 원본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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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토할 의미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244) 그러나 판례와 같이 헌법

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기

본원칙으로 하고 있고,245) 이로부터 원본증거의 법칙이 도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공판중심주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주요 원리로

삼고 있다고 하면서, 여기서 공판중심주의는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

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

칙이고,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는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

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

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라고 한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즉 대법원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

주의 →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 원본증거의 요청」의 구도를 요구

한다고 이해함으로써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증

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고 원본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

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하 ‘원본증거의 법칙’)이 우리

형사소송법상 인정된다고 확인한 것이다.246) 따라서 증거의 제출은

원본증거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247)

하다는 것을 인증기관이 공증한 것을 인증등본이라 하고, 등본 중에서 공증권한
을 갖는 공무원이 특히 정본이라고 표시한 문서로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
는 것을 정본(正本)이라 한다. “초본(抄本)”은 원본의 일부분만이 필요한 때에
원본 내용 중의 일부만을 기재한 문서로서 등본의 일종이다. “부본(副本)”은 복
수의 원본 중에서 송달에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무상 등본으로 취
급된다. 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복제는 복제 전의 원본과 복제본 사이에 외형상
차이가 없게 됨으로써 1개의 원본 및 이 원본과 외관상으로도 구별되는 사본이
라는 개념은 흔들리게 되었다.

244) 김영기, “디지털증거의 진정성립부인과 증거능력 부여방안”, 형사판례연구 제
19호(2011), 518; 장상귀,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법학교수·검찰실
무연구회 발표자료집(Ⅰ), 대검찰청(2009), 237; 전명길, ”디지털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 법학연구 제41집(2011), 330(이 견해는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7에서
디지털증거 제출방법이 해결되었다고 하나, 원본성은 그 밖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245)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246) 이상원, “전자증거와 원본증거의 법칙”,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36호(2012.
9),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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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본 개념의 복수성과 상대성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최초의 저장물 1개를 원본으로 보고 그

이후의 복제본은 사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원본이 1개만 존재한

다는 관념은 전통적인 상황에서도 당사자 사이에 교환 보관하는 수

통의 계약서 원본의 경우처럼 벽에 부딪치는 경우가 흔히 발견된다.

전자증거에서는 그와 같은 현상이 더욱 일반화된다. 예컨대 온라인

거래를 하는 계약당사자는 같은 화면을 본다 하더라도 사실은 각자

의 화면에 나타나는 별개의 이미지를 보는 것이어서 그 화면 수만

큼의 원본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248) 전자증거를 독자적인 존재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전자증거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한 발현형태를

묻지 않고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그들 모두가 원본이

될 수 있다(원본 개념의 복수성). 다만 정확성(동일성)이 담보되는

복수의 전자증거 중 작성자의 합리적인 의사에 따라 원본으로서의

법적 의미를 갖는 것이 원본이다(원본 개념의 상대성).249)

미국법 역시 하드드라이버나 웹서버가 원본이 된다고 한다면

이들의 수만큼의 원본이 존재하고, 이를 법정에 가져와서 이에 저장

된 이미지를 법정컴퓨터 단말기에 불러온 경우 이 이미지 또한 원

본이 되고 법정 외에서 종이로 출력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 출력본

역시 원본이 된다는 입장이다.250) 마찬가지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가 제공하는 메시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 메

시지를 문서편집 프로그램에 복사하여 종이로 프린트한 출력본도

원본이라고 한다.251) 이는 전자정보의 경우 그 인쇄물 기타 출력물

247) 이상원, 앞의 논문, 79-80.
248) Rice 2008, 303.
249) 이상원, 앞의 논문, 1, 83-85.
250) Rice 2008, 303-304.
251) Laughner v. State, 769 N.E.2d 1147, 1159 (Ind. Ct. App. 2002) (경찰관이 어
린이 행세를 하여 Laughner와 채팅을 하면서 채팅내용을 문서편집프로그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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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한 모두 원본이라고 하는 미국 연

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 이하 ‘FRE’) 제1001조 (d)

항252)에 근거한 것이다.253)

(2) 동일성의 인정범위: 복제본과 사본

과학기술의 발달로 원본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내용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본의 작성이 가능해졌다. 원본과 정확한 동일

성만 인정된다면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

다.254) FRE가 복제본이라는 개념을 둔 이유도 이러한 이유에서이

다.255) 우리 법에서도 원본과 같은 효력을 갖는 복제본을 개념을 세

오려붙인 다음 이를 위 프로그램에 의하여 종이로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한 사
안이다.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법원은 대화의 내용을 직접 알고 있고
출력물이 원래의 대화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경찰관의 증언에 의하
여 위 출력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Rice 2008, 304.

252) Rule 1001. Definitions That Apply to This Article
In this article:
(d) An “original” of a writing or recording means the writing or recording
itself or any counterpart intended to have the same effect by the person
who executed or issued it. For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original”
means any printout — or other output readable by sight — if it
accurately reflects the information. An “original” of a photograph includes
the negative or a print from it.

253) 이상원, 앞의 논문, 83-84.
254) 이상원, 앞의 논문, 85.
255) FRE는 영미 보통법에서 내려온 최량증거법칙을 서면, 기록, 사진에 관한 ‘원
본서면의 법칙(Original Writing Rule)’으로 입법화하였다. FRE는 서면이나 기록
의 ‘원본’은 서면이나 기록 자체 또는 그 복본(counterpart)으로서 작성자가 동일
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의도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복본이란 보통법의
‘복제본(duplicate)’에서 유래한다. 보통법의 복제본은 복수의 원본(multiple
original), 즉 복제된 원본(duplicate originals)을 지칭하였는데, 약관의 동일성 여
부와 관계없이 그 내용이 동일하고 작성자가 각 복제본을 원본으로 취급할 의
사가 있다면 법적으로 원본으로 취급하였다.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의 경우 그
인쇄물 그 밖에 시각으로 읽을 수 있는 출력물로서 당해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
하는 것이면 어느 것이나 원본이 되고, 사진의 원본에는 음화 및 그 인쇄물이
포함된다. FRE에서는 ‘복제본(duplicate)’이라는 용어가 기계, 사진술, 화학, 전자
기타 이와 동등한 공정이나 기술에 의하여 생성된 것으로 원본을 정확하게 재
생산한 복본을 뜻한다. 이 복제본은 원본의 진정성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된 경
우와 복제본을 허용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원본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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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필요가 있다. 여기서 원본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것, 즉

동일성을 어떠한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 문제된다.

과학기술적 방법에 의한 경우 원본자료 그 자체의 복제인가(이

를 ‘자료의 동일성’이라 할 수 있다)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

다. 매체에서 매체로 전자정보가 그대로 복제되는 경우 원본자료 그

자체가 복제되는 것으로 ‘복제본’이 된다. 복제본은 원본과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본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도 되고, 복제

본이 제출된 경우 굳이 원본 제출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256)

한편 모니터 화면을 촬영한 사진과 같이 원본자료와 독립하여

생성된 증거는 내용이 갖더라도 복제본이라고 할 수 없고, 복제본과

구분하여 ‘사본’으로 볼 수 있다. 사본은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할 수 없고, 원본증거의 제

출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것을

요건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는 미국 FRE의 태도와 다

른데, 이는 내용의 동일성뿐만 아니라 자료의 동일성도 복제본의 요

건으로 보기 때문이다.257)

위 두 경우 모두에서 ‘동일성’은 핵심요건인데, 동일성은 절대

적인 개념이 아니다.258) 즉 상황, 증거의 성격에 따라 ‘동일성’은 달

찬가지의 증거능력이 있다. 위 요건을 갖춘 복제본은 정확성(원본과의 일치성,
accuracy)과 진정성(genuineness, authenticity)이 확보된 경우이므로 원본증거의
법칙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서 증거능력을 인정해도 되
기 때문이다. FRE는 모든 원본이 분산되거나 파손된 경우, 가능한 사법절차를
다하여도 원본을 획득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이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
수적 쟁점에 관한 경우 원본이 제출되지 않더라도 다른 증거(2차 증거)에 의하
여 서면, 기록, 사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상원, 앞의 논문,
86-87).

256) 이상원, 앞의 논문, 86-87.
257) 이상원, 앞의 논문, 86-87.
258) 김도훈, “증거개시절차상 메타데이터의 취급에 관한 소고”, 인터넷 법률 제43
호, 법무부, 2008, 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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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원본에서부터 복제된 문서파일의 문자내

용만이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내용의 동일성만 확보되면 동일

성을 인정해도 무방하고, 반드시 해시값의 동일성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경우는 이미징이 아닌 일반 복사에 의한 복제도 복제

본으로 인정할 수 있다.259) 반면,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내용의 동일성만으로는 내용의 동일성 확보만으로는 부족

하고, 메타데이터(metadata), 시스템 아티팩트(system artifact) 등

주변 정보가 필요하다. 원래의 데이터를 담은 파일에 시스템에 의하

여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부수정보(사용자 이름, 작성연월일 등)나

작성자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숨겨진 정보와 같은 메타데이터

(metadata)는 원본파일이 복사될 경우 사본에는 복사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있다.260)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하드카피

나 이미징과 같은 기법을 사용하고 해시값의 동일성을 확보함으로

써 이러한 변형을 막고 정확한 동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복제

본으로부터 복구된 파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물리

적 동일성을 요구하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261)

다. 수집한 전자정보의 동일성과 무결성의 확보

(1) 클라우드의 특성과 동일성, 무결성 인정의 어려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색장소의 컴퓨

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접속한 다

음,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거나 화면

에 현출시킨 다음 이를 수색, 압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당초

해당 전자정보가 소재하고 있던 곳은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이므로,

259) 이상원, 앞의 논문, 87-88.
260) 김도훈, 앞의 논문, 65-67.
261) 이상원, 앞의 논문,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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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원본으로 볼 경우 최초

의 저장물 1개를 원본으로 보고 이후의 복제본은 사본으로 보는 대

법원의 입장에 따른 전자정보의 동일성 확보는 어렵다. 서비스 제공

자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

여 압수·수색을 하여야 하고,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는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컴퓨터로 내려 받은 전자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색장소의 컴퓨터로 내려 받은 전자정보는 서비스 제

공자의 서버에서 수색장소의 컴퓨터로 그대로 복제된 것으로 원본

자료 그 자체가 복제된 것이므로 복제본이 되고,262) 이는 원본과 같

은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이 수색장소의 컴퓨터로

내려 받은 전자정보를 다시 USB로 옮겨 저장한 것 역시 매체에서

매체로 전자정보가 그대로 복제되는 것으로 복제본에 해당하므로,

이것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원본 제출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또한 클라우드 포렌식은 휴대폰,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과 달

리 쓰기 방지 장치 등을 사용함으로써 압수·수색 도중에 압수·수색

대상에 변경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거나 전파를 차단하거나 시스템을

셧다운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고263) 라이브(live) 포렌식이

불가피하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는 휴대폰, PC, 태블릿 기기 등

다양한 정보처리장치로 어느 장소에서든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고, 본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제한되지도 않

는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클라우드 서비스의 아

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클라우드 서비스에

262) 원본 개념의 복수성, 상대성에 의하더라도 이를 원본으로 볼 수는 없다.
263) 설령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다 하더라도 클라우드 서
비스의 경우 다수의 사용자가 해당 서버를 사용하고 있고, 서버의 규모가 큰 경
우가 많아 압수·수색을 위하여 해당 서버의 운영을 중단시키거나 해당 서버 자
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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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이 가능하고, 동시에 여러 개의 기기로도 접속이 가능하다. 따라

서 피압수자의 컴퓨터가 압수되었다 하더라도 휴대폰 등 다른 기기

를 이용하여, 피압수자는 압수·수색 장소에 있더라도 압수·수색 장소

에 있지 않은 제3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정보를 삭제하거나 변경,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264) 또한 클라우

드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클라우드에 있는 전자

정보를 보존, 습득할 만한 도구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기존의 포렌

식 도구로는 클라우드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제한적으로만 가능

하다. 이러한 이유로 무결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어렵다.

(2) 판례 및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대법원은 영장 기재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이

메일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킨 것을 원본으로 보는 것으로 보인다. 즉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의 제1심 판결265)은 국가정보원

과는 전혀 무관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이 공소외17의 참여 하에

이메일 서버에 직접 접속하여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USB에

저장하였고, 위 USB에 저장된 파일과 선별압수하고 난 후의 파일,

원심에서 봉인을 해제하고 검증한 파일의 해시값이 동일하고, 원심

까지 관련자들의 증언의 위·변조도 없었다는 것이므로 원심에서 검

증한 증거 파일과 이메일 서버에 저장된 원본 파일의 동일성과 무

264) 수사기관은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수하여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하고 난 다음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피압수자나 제3자가
계정에 접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 이미 로그인하여 있는 경우 등 피압수
자나 제3자에 의한 변경, 삭제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2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고합538, 558(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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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021.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은 제2조 제5호에서 “‘정보저장매체등266)

원본’이란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을 목적으로 반출의 대상이 된

정보저장매체 등을 말한다.”라고, 제6호에서 “‘복제본’이란 정보저장

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의 기술

적 방법으로 별도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 1. 22.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찰청 훈령인 『디

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267)도 위 대검찰청 예규와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위 예규 또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

정보를 원본으로 보는 대법원과 동일한 입장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

다.268) 따라서 위 예규에 따를 때 압수·수색검증을 목적으로 반출의

대상이 된 정보저장매체 등은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가 되므로, 서비

스 이용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식으로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

해당 전자정보의 원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과 같이 압수·수

색의 시작 시점을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거나 화면에

266) ‘정보저장매체등’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뜻
한다(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조).

267)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이란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을 목적으로 반출의 대상
이 된 정보저장매체등을 말한다.
6. "복제본"이란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
징 등의 기술적 방법으로 별도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268)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4조 제1항 본문은 “경찰관은 압수·
수색검증 현장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
자정보에 한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휴대한 정보저장매체에 해당 전자정보만을
복제하는 방식(이하 “선별압수”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제15조 제1항은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제14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선
별압수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
우에는 복제본을 획득하여 외부로 반출한 후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을 진행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복제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
나 이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를 매체에서 매체로 복제하는
방식을 뜻하는 것으로, 원본자료의 복제와는 평면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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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출시킨 전자정보로 보아야 원본성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3) 결론

위 판례와 같이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거나 화면

에 현출시킨 전자정보를 원본으로 볼 경우 동일성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보저장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경우 해당 전

자정보를 원본으로 보는 것, 또한 클라우드나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

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

보를 원본으로 보는 것과 달리, 클라우드나 이메일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거나 화

면에 현출시킨 전자정보를 원본으로 보는 이유를 일관성 있게 설명

하기 어렵다. 결국 이는 원본을 유일한 것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원본이 복수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자정보가 매체에서 매체로

그대로 복제되는 경우에는 원본과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이

와 같은 복제본에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269)은 압수·수색 대상인 전기통신

자체를 직접 보관하고 있는 자가 아닌 서비스 이용자의 접근수단을

이용하여 임의의 장소에서 해당 이메일 계정에 접근하여 관련 전기

통신 등을 수집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압수·수색 처

분을 받게 되는 서비스 제공자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이루어지게 되

어 수집된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복제가 가

능하고 용이한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무시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269) 서울고등법원 2017. 7. 5. 선고 2017노1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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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클라우드 서비스 접속에 이용한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압수·수색

가. 클라우드 계정 내 전자정보와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압수·수색

클라우드 계정 내 전자정보와 정보처리장치는, 클라우드 계정

내 전자정보는 휴대폰이나 PC 등 정보저장매체가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정보저장

매체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와는 별개의 것이라

는 점에서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도 별도로

발부받아야 하고,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만을 발부받은

상태에서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예외 사유

에 해당하고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는 등의 조치 없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이 되어 증거능력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만을 발부받은 상

태에서 피압수자의 동의 등 없이 피압수자가 소유, 소지하는 정보처

리장치를 압수·수색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 역시 마찬

가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021. 7. 29. 선고된 대법원 판례270) 사안에서도 피의자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은 다음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범죄혐의

사실 관련 전자정보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피의자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제공받은 다음,

수사기관이 이와 같이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

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범죄혐의 사실 관련 전자정보를 확보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휴대폰의 임의제출과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

된 전자정보의 임의제출을 별개로 본 것으로 보인다.

270)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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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압수자가 정보처리장치의 잠금해제를 자발적으로 하

였다 하더라도 클라우드 계정 내 전자정보까지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이는 특히 피압수자가 휴대전화 등을 임의제

출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에 자동로그인이 기능 설정되어 있는 경

우에 문제될 수 있다. 클라우드 계정 내 전자정보는 정보저장매체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자

동로그인 기능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임

의제출이 있었다는 이유로 당연히 클라우드 계정 내 전자정보의 압

수·수색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보저장매체와 네트워

크로 연결된 클라우드 계정 내 전자정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라면, 클라우드 계정 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

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피압수자로부터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저정보를 임의제출받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

이다. 또한 정보처리장치의 잠금해제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

더라도, 클라우드 계정 내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포렌식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접속한

클라우드 계정을 통해 접근가능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접속을 하기 위해 사용한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 작업 역시 클라우드 포렌식의 일환이다. 클라우

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 데스크톱 컴퓨터 환경과는

달리 사용자의 행위에 의한 데이터가 로컬 시스템에 거의 남지 않

고, 심지어 원격지의 서버시스템에 모든 데이터가 저장되기도 한

다.271)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이

271) 서버에는 포렌식 수사에 중요한 많은 포렌식 아티팩트(Artifacts)가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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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트가 필요하고, 일반 사용자들은 다양한 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다양한 시스템에는 다양한 흔적이 남게 되고, 이를 통하여 로

그인 정보를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272) 클라이언

트 관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공되

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

을 가능성이 있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상정한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시청의 경

우273) 본인이 시청하거나 내려 받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가

능성이 높다.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자료 수집은 누가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인지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시스템 로그(system logs), 응용 프로그램 로그(application logs), 사용자 인증
(user authentication), 접근 정보(access information), 데이터베이스 로그
(database logs) 등]. 서버 측 포렌식 아티팩트는 지리적으로 여러 지역에 분산
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의 압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상 머신
인스턴스는 데이터 센터 내에서, 동일 사법관할권 내 다른 데이터 센터로, 또는
관할권이 다른 데이터센터로 이동할 수 있다.

272) 클라우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압수자의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클라우드 서비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
써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앞서 본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이 여기에 해당한다. 즉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한 피압수자의 USB에서 암호화된 파일을 복호화하여 이메일 서
비스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수한 다음, 제3의 장소에서 위 아이디와 비
밀번호를 입력하여 국외에 위치한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된 전자
정보를 제3의 장소의 컴퓨터로 내려 받기 한 다음 이를 압수하였다. 그러나 피
압수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알더라도 클라우드 서비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
지 못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이를 제공하는 것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피압수자
의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273) 어떠한 정보처리장치로도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매체독립성)이 클라우드 서비
스의 특징으로, 특히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시청과 같은 경우 여러 기기를 사
용한 경우 모두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나아가 판결에서
몰수와 폐기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수·수색,
나아가 몰수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이 논문
에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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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자는 주로 웹브라우저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웹브라우저의 사용흔적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다

양한 웹브라우저는 인터넷 사용 내역을 웹브라우저 생성파일에 기

록한다. 이를 통하여 히스토리 로그(history logs), temp data, 레지

스트리(registry), 접근 로그(access logs), 챗 로그(chat logs), 세션

데이터(session data), 지속 쿠키(persistent cookies)와 같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이를 분석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의 모바일 기기들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보안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포렌식 데이터 식별과 수집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클라우드 서비스 중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레지스트리를 분석한다.274)

다.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잠금해제

(1)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보안

휴대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

색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에 설정된 잠금을 해제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방식이 아닌 신뢰 플랫폼 모듈

(Trusted Platform Module, TPM)275)과 같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디스크 전체를 암호화하기도 하고, MS오피스 등 응용 프로그램에서

파일이나 저장매체를 암호화하거나 암호화 파일의 컨테이너(True

Crypt, Vera Crypt 등 응용 프로그램에서 지원)에 파일을 저장하거

274) IATAC, “Cyber Forensics in the Cloud”, IAnewsletter(Winter 2011),
SCRIBD 홈페이지, https://www.scribd.com/document/121446119/Cyber-forensics-
in-the-cloud, (2021. 12. 12. 최종 확인).

275) TPM은 컴퓨터의 보안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하드웨어 부품으로, 컴퓨터의
중요 부품인 메인보드에 장착된 작은 컴퓨터 칩(집적회로)의 형태를 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를 위해 생성된 키를 보유하는 보안 장치로, 암호화키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금고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데이터와 암호화키가 각각 다른 장소에
저장되고 암호화키 없이 데이터를 불러올 수 없으므로, 노트북을 잃어버리더라
도 저장된 자료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김한균 외 15명, 앞의 책,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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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체제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암호화 방식(Windows의

Bitlocker, Apple의 FileVault)을 이용하여 운영체제 자체를 암호화하

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276)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컴퓨팅 발달로 원격 시스템에 대한 암호

화도 문제다. 기업 관련 범죄에서는 수사 대상 기업이 DRM277)을 활

용할 경우에는 관리자의 협력이 없으면 디스크 복원이 어렵다. 수사

현장에서는 피의자 설득을 통한 암호 획득, 암호화 프로그램 우회,

패스워드 분석 장비의 방법 중에서 피의자를 설득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한다. 암호화 프로그램을 우회하는 것은 메모리에서 실행되

는 암호화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것이 어렵고, 무작위 패스워드 대입

공격(brute force attack)을 활용하는 패스워드 분석 장비는 장문의

패스워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계가 있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암호화는 디바이스, 디스크 파티션, 문서‧압축파일, 통신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수사기관은 고성능 컴퓨터를 도입하여 암호

해독을 시도하고 있지만 성능과 기법 등에서 한계가 있다.278)

특히 휴대폰에 대한 보안 강화는 고도화되어 있고, 강화되고 있

276) 김한균 외 15명, 앞의 책, 488.
277) DRM(Digital Rights Management)란 허가된 사용자만이 디지털콘텐츠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한 기술을 뜻한다. 또는 디지털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복
제될 수 없도록 하는 보안 기술을 뜻하기도 한다. 넓게 보면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 기술, 사용료 부과를 통한 유통 및 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기업 내 문서
보안과 저작권 관리 기술이 포함되는 방대한 개념이다. 기업용 DRM은 문서 보
안이 중요한 기업과 관공서에서 사용된다. 기존에는 문서에 암호를 설정하는 방
법이 사용되었지만 일단 암호를 해제하고 나면 무방비 상태에 놓인다는 약점
때문에 완벽한 보안으로 보기 힘들었다. 반면 문서 보안 DRM은 사내 문서 시
스템과 연동해 사용자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기밀을 유지한다. 문서를 작성한 사
람이라도 권한이 없으면 삭제, 복사, 붙여넣기, 스크린샷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최초 작성자가 누구인지, 수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여기에 디지털 워터마킹(watermarking) 기술을 결합하면 인쇄물이 유
출됐을 때 유포한 사람을 추적할 수 있다. 디지털 워터마킹은 DRM의 기반 중
하나로, 디지털콘텐츠에 저작권자의 고유마크를 삽입해 문서의 위변조를 막는
기술이다(용어로 보는 IT, 서동민, IT 동아).

278) 김한균 외 15명, 앞의 책, 48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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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에는 안드로이드 계열과 iOS 계열의 모든 스마트폰에서 지

문인식, 패턴인식, 얼굴인식 등 다양한 암호화 기능을 설정하면서

모바일 포렌식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279) 보안 강화(Secure

Booting)과 FDE(Full Disk Encryption)로 최신 기기들은 압수하더

라도 기기 소유자의 협조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안드로이드

FDE(Full Disk Encryption)은 안드로이드 기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

를 암호화키로 암호화하는 것을 말한다. 기기가 일단 암호화되면,

모든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디스크에 저장되기 전

암호화되고 다시 불러오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복호화된다. FDE는

안드로이드 4.4에서 최초 도입되었고, 안드로이드 6.0 이전은 사용자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어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나, 6.0 이후에는 기

본사항이 되었다.280)

279) 김한균 외 15명, 앞의 책, 478-480. 모바일 운영체계는 대부분 구글 안드로이
드 OS와 애플의 iOS이다. 두 가지 모두 스마트폰의 전원이 켜지고 암호가 해제
되어야만 일명 ‘라이브 이미징(live imaging)’ 방식으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
다. 스마트폰 암호 확보를 위하여 스마트폰 화면 잠금장치에 있는 패턴을 해제
할 수 있는 기술이 활용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카카오톡, 위챗(WeChat), 텔
레그램(Telegram) 등 상당한 종류의 앱이 암호기능을 장착하고 있어 스마트폰
에 있는 앱의 데이터를 추출하지 못하거나 앱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안드로이드 8.0을 사용하는 기종에서 Weibo, Viber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은 어렵고, 국내 기종에서도 위챗,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등의 데이
터는 추출하지 못하고 있다. iOS 8.4 이상의 경우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등
의 대화내역은 추출 자체가 안 된다. 결국 로지컬 이미징(Logical Imaging)을
하면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의 목록과 앱 내부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출하기
위해서는 앱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어야 하고 암호를 복호화해야 한다. 애플의
아이튠즈와 같은 백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거나 백업 알고리즘
을 역공학 분석하여 인코딩하거나 또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방법 등의
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나 효과적이지 않다. 플래시 메모리의 사용기간 연장을 위
한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방식인 웨어 레벨링(Wear Leveling, NAND 플래시 메
모리 블록은 10만 번 이상 쓸 수 없다. NAND이 수명을 늘리기 위해 특정 블록
에 치우침 없이 균등하게 쓰기 연산을 분배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기술과
Trim 기술이 활성화 된 경우 비할당영역에서 데이터를 복원하는 것도 어렵다.
현재 경찰청은 한컴 흥 회사의 제품을 일부 수정한 MD-NEXT(획득)과 KDF
Mobile(분석)를 기본으로 FinalDATA의 FinalMobile Forensics를 병용하고 있다
(김한균 외 15명, 앞의 책, 478-480).

280) Swati Khandelwal, “Google Makes Full-Disk Encryption Mandatory for
New Android 6.0 Devices”, The Hacker News, 2015. 10. 20.자.
https://thehackernews.com/2015/10/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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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잠금해제를 위한 방안

현재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 피압수자가 정보처리장치, 정보저장

매체의 잠금해제에 협조함으로써 여기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잠금해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컴퓨터, 휴대폰, 태블릿 PC 등 각종 정

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의 잠금해제에 관해서도 앞서 살펴본 진

술거부권의 논의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수사기관은 피압수자에게 단

순한 협조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잠금해제를 위한 비밀번호, 생체정보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기재

하거나 잠금을 해제한 상태의 정보처리장치를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기재한 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정보처리장치는 피압수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것

으로 특히 암호화 등으로 인하여 압수·수색 현장에서 선별 압수가

어려운 경우 기기 자체에 대한 압수가 허용된다. 그리고 적법하게

압수된 이상 수사기관은 정보처리장치의 잠금해제를 위하여 프로그

램을 이용한 계속적·반복적 접근(무작위 대입 공격), 프로그램의 사

용, 시스템의 보안상 취약점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 제3자의 도움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방식이 허용될 것이다. 클라우드 서버를 소유

내지 관리하는 것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는

제한적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라.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확보를 위한 클라우드의 활용

휴대폰의 경우 현대인들이 거의 항상 신체와 아주 가까운 거리

full-disk-encryption.html(2021. 12. 1.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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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휴대하고 다니고 통화기록, SNS 등 메시징, 네비게이션, 사진과

동영상, 이메일, 연락처, 스마트뱅킹 등 금융, 일정, 메모, 각종 어플

리케이션 등 휴대폰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수사

기관은 거의 모든 범행에 대하여 휴대폰을 확보하고자 한다.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의 선별을 위해서는 일단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는 들여다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으나, 전자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

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

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

아 압수·수색할 수 있으므로,281)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잠금이 해제

될 경우 사용자의 광범위한 정보가 노출되게 된다.

그런 만큼 휴대폰은 보안은 가장 고도화되어 있고, 잠금설정을

해둔 경우 피압수자가 잠금해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잠금을 해제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한편 수사기관이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하는

것에 비하여 잠금해제를 위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다양한 많은 조

치를 취할 수 있으나, 현재의 암호화 상태에서도 휴대폰의 잠금해제

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282) 더욱이 암호화 기

281)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282) 단적으로 미국에서 2016년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샌 버나디노(San Bernadino)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2019년 플로리다주 해군 항공기지에서 총기 난사를 한
범인이 사용한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법원에 아이폰의 잠금 해제를 구하였으나, 애플은 수사기관을 위해 예외적으로
백도어를 만든다면 이 백도어가 다른 범죄자나 권위주의 정부에 악용될 수 있다
고 주장하면서 거부하였다. 결국 미 수사기관은 애플과 피의자 도움 없이 직접
아이폰을 풀기 위해 비번 해제 기술을 도입했다. 아이폰 비번을 푸는 기구를 만
들어 파는 대표적인 회사는 세계에 2곳이 있다. 전직 애플 엔지니어가 설립한 미
국 애틀란타 소재 회사 ‘그레이시프트’와 이스라엘 회사 ‘셀레브라이트’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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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발전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휴대폰 압수·수색의 어려움 때문에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확보를 위해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애플(Apple) 아이폰(iPhone)의 경

우 아이클라우드(iCloud)를 사용하여 아이폰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

상, 연락처, 음악, 각종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는 경

우가 많다.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휴대폰을 새 것으로 바꿀 경우 백

업의 목적 또는 휴대폰의 메모리 용량에 따라 일부를 클라우드에만

저장하는 등 다양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많은 경우 아이폰과 아이

클라우드를 연동하여 아이폰에서 생기는 변동사항은 실시간으로 아

이클라우드에 반영된다. 나아가 아이패드, 맥북 등 애플 사가 제공

하는 다른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이러한 정보 또한 아이클

라우드에 반영된다.

따라서 잠금해제가 어렵고 잠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 휴대

폰의 잠금해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통하여 이에 저장된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을 상정할 수 있다. 클라

우드의 경우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전부를 반드시 저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설정하기에 따라 사진과 동영상만을 클

회사의 도구는 약 9,000만 ~1만 8000달러(약 1,000 ~ 2000만 원), 연간 이용료는
3,500 ~ 1만 5,000달러(약 410만 ~ 1,760만 원)가 든다고 한다. 애플의 보안이 점
점 강화돼 최신 아이폰은 더욱 비번을 해제하기 어려운데, 이런 최신 휴대폰은
셀레브라이트에 따로 보내 2000달러(약 235만원)를 주고 비번을 해제하기도 한
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선 최소 2000개의 지방 수사기관이 이러한
기구를 갖고 있다. 이 기구로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만 수십만대의 아이폰 비번
을 풀었다고 한다. 미국 외에도 다수의 국가 수사기관이 이 회사들의 기구를 이
용한다. 셀레브라이트는 세계 150개국에 7000개 이상의 고객이 있다고 밝혔다.
조미덥 기자, 아이폰 ‘비번 해제’ 갈등, 미국에선 어떨까, 경향비즈, 2021. 9. 21.자,
경향신문 홈페이지, https://www.khan.co.kr/economy/market-trend/article/202109211315001,
(2021. 12. 12.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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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드에 저장하거나 어플리케이션 별로 연동이나 저장 여부를 선

택할 수 있으므로, 휴대폰의 잠금해제에는 협조하지 않더라도 아이

클라우드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제공에는 동의하는 경우도 있을 것

이다.

실제로 검찰은 법원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자, 정경심 교수의 대학 연구실이나 자택에 있던 컴퓨

터(PC)에서 클라우드에 동기화된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하는 우회로

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283)284) 또한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서 아이

폰의 보안 강화로 아이폰을 압수하고도 잠금해제를 하지 못해 디지

털 포렌식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텔레그램의 일반대화 내용은 텔

레그램 서버에 남는 것을 이용하여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압수한 다음, 해당 번호로 휴대폰 인증을 받아 PC버전으로 로

그인하여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확보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는 우수

과학 수사 사례로도 선정됐다고 한다.285)

283) 김민상‧김수민, “폰 확보 못해도 게임 끝…조국 수사 核 ‘클라우드 포렌식’”,
중앙일보, 2019. 11. 18.자, 중앙일보 홈페이지, https://www.joongang.co.kr/article
/23635004, (2021. 12. 12. 최종 확인).

284)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는 Takeout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하여 피압수자와 같은
조사대상 계정으로 로그인한 다음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구글 Takeout에는 약
28여 개의 구글 서비스 데이터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구글 계정을 사용한 모든
기기에서 사용자가 사용한 구글 서비스의 사용내역, 동기화된 파일뿐만 아니라
시간정보를 포함하는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한 모든 앱의 구동 내역, 사용자의 위
치정보(위도, 경도 포함) 등도 포함된다.
구글 클라우드는 사용자가 업로드, 동기화한 파일과 데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의 동기화 내역과 클라우드 이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내역, 위치
정보 등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행위 분석 관점에서 디지털 포렌식 조사
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는 정보처리장치의 종류와
관계없이 구글 계정을 통해 동기화되기 때문에 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
양한 정보처리장치에서 사용한 구글 서비스 데이터를 해당 정보처리장치 없이
도 구글 계정을 통해 수집할 수 있다. 김도현‧김준기‧이상진, “디지털 포렌식 관
점에서의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연구”,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4(12)(2020.
12), 1662-1664.

285) 신동진, “유심 통한 텔레그램 복원 나선 검찰... ‘묘수’ 안 통했나”, 동아일보,
2020. 7. 30.자, 동아일보 홈페이지,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730
/102234712/1, (2021. 12. 12. 최종 확인). 다만 이 방법은 텔레그램 내에서 2요소
인증(two-factor verification) 옵션을 켠 후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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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클라우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컴퓨터, 태블릿 PC 등 다른 정보처리장치에 접근한 다음,

여기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자동로그인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통

하여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이나

PC가 뚫리면 메신저의 보안성과는 관계없이 어떤 앱에서든 정보를

빼낼 수 있다. 메신저 앱이 메신저에서 주고받은 내용을 자동 암호

화해 송신하기 전 단계에서 정보를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스마트폰을 잠금해제할 경우 어플리케이션에 별도로 암호

설정을 해두지 않은 이상 내부의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된 전자정보

를 가지고 갈 수 있고,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메일 서비스에 접속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를 입력해야 하지만 자동로그인 기능을 설정하여 두었다면 자유로

운 접근이 가능하다. 다만 클라우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지 못

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설정된 클라우드 서비스의 자동로그인 기능을

이용하여 클라우드에 접속하려고 하는 경우 잠금해제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하여 실효성 있는 집행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피압수

자는 자신의 정보처리장치가 압수된 사실과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

행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잠금해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클

라우드 서비스를 탈퇴하거나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

은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불가능하다. 텔레그램의 PC버전에 로그인할 때 휴대폰 인증 후 클라우드의
비밀번호를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텔레그램의 비밀대화 기능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텔레그램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수사기법의 사용은 불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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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n번방 사건은 국외 메신저 서비스와 국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

스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다. 국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경우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자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이를 집행할 수 없다.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가능한 방안인 국제형사사

법공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해당 전자정보가 저장되

어 있는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상 효과적

이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증거 확보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범죄혐의사실 관

련 전자정보를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은 다음 압

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정보를 직접 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했던 과거와 달리,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버에 전자정보가 원격 저장된다. 이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

성으로 인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항

상 원격 압수‧수색의 문제가 발생한다. 형사소송법은 원격 압수수색

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클라우드 서

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와의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클라우드

계정과 관련하여 서버에 대한 접속권한을 가지고, 해당 클라우드 계

정에서 생성한 전자정보에 관한 처분권한과 권리보호이익을 가지는

주체로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서버에서 서비스 이

용자가 계정정보를 입력한 정보처리장치로 해당 계정의 전자정보를

가져올 권한이 있다. 따라서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도 서비스 이용

자를 상대로 한 원격 압수·수색은 전자정보에 대한 배타적, 독립적

재산권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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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전자정

보가 저장된 서버는 국외에 소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역외 압

수·수색이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는 서버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클라우드 계

정의 전자정보를 가져올 권한이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역시

이와 같은 접근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증거인 전자정보는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과는 달리 압수·수색을 위하여 수사기관이

물리적으로 국외에 위치한 서버 소재지에 갈 필요 없이 네트워크로

만 이루어지므로, 역외 압수·수색은 허용된다고 본다.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전자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아이디와 비밀번

호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인 서비스 이용자

로 하여금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진술하도록 강제

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자료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을 진술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정한 진술거부권 위반에 해당한다.

피의자에게 정보처리장치에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거나 입력한 상태로 정보처리장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의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

고 있고,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입력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정 내 전

자정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으

로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비밀번호를 말하도록 하는 것과 효과에

있어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의 대상이

다. 이를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압수·수색에 필요한

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잠금해제를 위한 생체

정보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라 하

더라도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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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

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다.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

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때 접근권한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서버를 관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이므로, 수사기관이 프로그

램을 이용한 계속적·반복적 접근, 시스템의 보안상 취약점을 이용하

여 클라우드 계정에 접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사

용할 수 있는 방식은 적법하게 압수한 증거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하거나 적법하게 압수한 정보처리장치

에 클라우드 서비스의 자동로그인 기능이 설정된 것을 이용하여 접

속하는 등으로 제한된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한다 하더라도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우드 인프라

와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압수·수

색으로 확보할 수 있는 포렌식 데이터는 제한적이고, 기존의 포렌식

도구로는 클라우드 포렌식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전자

정보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상태로의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밖에 없

는 등 피압수자의 휴대폰, PC 등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압수‧수색이

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비해 제한적이다.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확보한 전자정보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인정받는 것은 최초의 저장물 1개만을 원본으로 보고 이

후의 복제본은 사본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매체에서 매체로 전자정보가 그대로 복제된 경우

원본과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복제본에 대하여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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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서버에서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은 전자정보는

복제본으로서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와 같이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확보한 전자정보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용이하

고 매끄럽게 인정할 수 있다.

국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관련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에는 이미 한계가 있

고, 2요소 인증, 다중 요소 인증의 확산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약

은 더욱 커질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는 기술의 발전과 변화한 환

경, 초국경성, 휘발성, 전파용이성 등의 특성을 가진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을 위하여 전자정보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원

격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으로 법률을 정비하고

다른 국가에 소재한 전자정보의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전자정보가 저장된 위치를 특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고 전자정

보가 여러 국가에 흩어져있을 가능성이 높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

성상 국제적인 차원의 논의와 국가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사이버

범죄협약은 일정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데이터의 보존명령,286)

협조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협약당사국이 다른

협약당사국에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신속한 보존을 요청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287)을 보존을 통해 국제적인 차원에서 상

호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고, 미국 CLOUD Act는 국외에 소재한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기존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과 행정협정

(Executive agreement)을 체결한 해외 정부기관이 미국 기업에 직

접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

다.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하여 현재와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외 클라

286) 사이버범죄협약 제16조, 제17조.
287) 사이버범죄협약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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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이버

범죄협약에 가입하고 미국 CLOUD Act에 따른 행정협정 체결에 대

하여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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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arch and Seizure Against

Offshore Cloud Computing

Service Users

Kwon, Kyongsun

Th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Nth Room Case’ was a crime made possible by offshore

instant messaging services and cloud computing. As national

courts have no jurisdiction over offshore instant messaging

services, Search and Seizure Orders for offshore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s were rendered unenforceable. Of course, Search

and Seizure Orders against offshore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s may be enforced through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but such procedures are time consuming, and

moreover ineffective as it is difficult to pinpoint the exact

location where the targeted electronic data are saved. For such

reasons, investigators would rather obtain Search and Seizure

Orders against the individual user when investigating crimes

related to offshore cloud computing services. Such orders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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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w the investigators to download electronic data related to

crimes stored in the target individual’s cloud computing service

account. When the electronic data is downloaded to a separate

data storage or computing device, the device would then be

seized by the investigators under the Search and Seizure Order.

In cloud computing, electronic data are stored in remote servers

provided by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s. This is in

contrast to electronic data being directly stored in data storage

devices which was more frequent in the past. Because of such

shift in the way data are stored, Search and Seizure Order

against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s will invariably lead to

issues relating to remote Search and Seizure, the legality of

which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is silent on. Under the

terms of contract between cloud service users and providers,

users would typically enjoy a right to access the server

connected to his/her account. Also, users would normally have

disposal rights and legally protected interests with regard to

electronic data stored in his/her cloud computing account. This

would allow the individual user to access his/her account and

download electronic data stored in remote servers to any data

storage devices of his/her choosing. This would mean that under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remote search and seizure

against individual service users would be deemed legal as it

would be a form of Search and Seizure Order against a person

who holds exclusive and undivided right over the seized

electronic data.

Furthermore, as it is typical for data to be stored in offshore



- 153 -

servers, Search and Seizure Orders against cloud computing

service users would also raise issues relating to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Orders. Cloud service users retain a right to

access and download electronic data stored in his/her account

regardless of the server’s location. Such right forms the basic

premise of cloud computing services. Therefore, in contrast to

Search and Seizure Orders against physical properties located

abroad, Search and Seizure Orders against electronic data in

cloud computing can be conducted through electronic networks

which allows the Order to be enforced within the territorial

boundaries of judicial competence, without having to physically

venture out into extra-jurisdictional territories where the server

is located. Hence, it must be concluded that such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is also allowed under current legal settings.

In order to search and seize electronic data stored in individual

cloud service accounts, it would be necessary to acquire the

exact ID and password of the targeted account. As the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s the right to remain silent during criminal

proceedings, individuals may not be forced to disclose his/her ID

and password to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Moreover,

compelling the individual to type in his/her ID and password in

the log-in page or forcing the individual to hand over his/her

computing device with the cloud computing service already

logged on would also lead to similar constitutional violations.

This is because such acts would show that the individual is in

knowledge of the ID and password to the account which in turn

is a statement that (s)he has proprietary rights over the data

stored in that account. Such statements will be dee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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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iminating whilst individuals ar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against making forced incriminating statements. It is also obvious

that such compulsions may not constitute ‘necessary measures’

under Article 120(1) of the Criminal Procedures Act. Even in

situations where investigators have obtained a Search and

Seizure Order for biological informations in order to log-in to the

account, the aforementioned coercions can not be deemed legal.

Therefore, when individual cloud computing service users do

not voluntarily provide his/her ID and password, there is little

that investigators may achieve. Article 48(1)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prohibits intrusion on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without rightful authority

for access or beyond a permitted authority for access. In cloud

computing, the perimeters of authorized access would be set by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s. Therefore, it would be illegal

for investigators to access cloud computing accounts by using

certain brute force attacks or by exploiting certain security

weaknesses in the cloud computing system. Legally viable

options left for investigators would be to acquire the ID and

password from other legally seized evidence or to utilize the

default log-in status of cloud accounts in certain computing

devices that have already been legally seized.

Even when investigators succeed in accessing individual cloud

service accounts, only limited forensic data can be acquired and

existing forensic tools may be ineffective.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in cloud computing, the infrastructure and resource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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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system is provided by the service provider, as opposed to

the individual user him/herself. If the data in the cloud system

has been adulterated, the investigators have no other option but

to search and seize the adulterated information, without having

the tools to recover the unadulterated version. This is in contrast

to Search and Seizure Orders against smart-phones or personal

computers and renders Search and Seizure Orders in cloud

computing services less effective.

The Korean Supreme Court only acknowledges the initially

stored data as originals and deems subsequently copied data as

mere copies. According to such rules, it may be difficult to

establish the identity and integrity of electronic data acquired

from individual cloud service accounts. However, when electronic

data are exactly copied from a device to another device, the

identity of the copied data may be matched with that of the

original data, which would allow the copied data to have the

same legal force afforded to the original data. This would mean

that the electronic data downloaded from cloud computing servers

would be deemed as copies that have equal legal weight as

originals stored in the server itself. In this way, the identity and

integrity of electronic data acquired from individual cloud service

users may be established in a simple and smooth fashion.

In crimes relating to offshore cloud computing services, Search

and Seizure Orders against individual users clearly have its

limits. The spread of Two-Factor Authentication and

Multi-Factor Authentication along with other technological

advances would only create more hurdles for investigator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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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to such technological advances and the changes it

entails, many nations are devising ways to seize electronic data

stored abroad and have enacted legislations explicitly stipulating

that electronic data are objects of Search and Seizure Orders as

well as creating new rules legalizing Remote Search and Seizure

Orders. Such actions were taken in order to facilitate the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data, which is becoming evermore

extra-territorial, volatile and transmissible in nature. Given the

difficulty of locating the server where electronic data are saved

and the possibility that such data may be stored in more than

one jurisdictions, criminal investigations relating to cloud

computing calls for international actions and inter-state

cooperations. The Convention on Cyber-crime(so-called the

‘Budapest Convention’) allows for certain preservation orders

against cloud service providers in Article 16(Expedited

preservation of stored computer data) and Article 17(Expedited

preservation and partial disclosure of traffic data). It also

empowers authorities to issue cooperation orders to cloud service

providers and provides legal basis upon which member states

may require other member states to preserve certain stored

computer data more swiftly(Article 29 – Expedited preservation

of stored computer data). The CLOUD Act of the United States

also provides clear legal grounds allowing for the access of

electronic data stored abroad. Furthermore, where a foreign state

organ has entered into an executive agreement with the US

government, the Act empowers such foreign state organs to

directly request US private companies to hand over certain

electronic data. Such measure was adopted as an alternative to

international judicial cooperation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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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clear that the current practice of issuing Search and

Seizure Orders against individual users falls short of effective

Search and Seizure in relation to offshore cloud computing

services. To counter such ineffectiveness, clear legal grounds

providing for direct measures against offshore cloud service

providers should be established. Joining the Budapest Convention

and entering into an Executive Agreement with the U.S

government under the US CLOUD Act should certainly help in

achieving such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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