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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형사소송법은 디지털 증거의 경우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

된 것만을 ‘선별하여’ ‘복제하여’ 압수해야 한다고 원칙을 천

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와 국내 주된 논의는 범죄사실과 

관련성을 축소 해석하고 이를 당사자 참여권 강화와 연관시키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선별을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매우 엄격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는바, 수색과 압수물 분석의 개념을 혼동하게 되어 선진법제와는 

전혀 다른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범죄사실과 

관련성 해석 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상식과 경험칙을 가진 일

반 국민에게 예측 가능하지 않아 구체적 타당성, 형평성에 반하는 

결과가 나와 사법부의 신뢰 저하를 가져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크다. 게다가 긴급압수제도나 우연한 발견의 법칙이 없는 

현 법제에서 범죄사실과 관련성을 축소 해석하는 것은 실체진실발

견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이에 더 나아가 디지털 증거의 특징에 비추어도 위와 같은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대용량화, 안티포렌식 기술 진화 등의 현 상황

에서 현장에서 선별 압수를 하라는 것은 실체진실 발견에 눈을 감

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기본으로 돌아가 이러한 논의를 재검토하자고 제안한다. 

우선, 현재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현장 선별 압수수색은 현실적으

로도, 논리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개선이 필요하며 선진 법제에서

도 찾아보기 어려운 논리 전개를 하고 있다. 



본래적 개념으로 돌아가 수색에서의 관련성 개념은 미국 법제에서

처럼 ‘brief perusal’임을 명시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 일응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이는 것을 압수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개념 하에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또한 ‘압수물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별건 범죄가 발생한 경우 즉시 수색 또는 

분석을 중단하고 영장을 별도 발부받으면 될 것이다. 또한 별건 범

죄의 증거가 발견된 경우, 긴급 압수 제도를 도입하여 그 증거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여 증거인멸이 되지 않도록 하고, 사후 법

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통제받는 방식의 법 개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방식의 문제점으로, 디지털 증거의 특성에 비

추어 방대한 정보가 있어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별건 범죄를 수집하

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

나 추가 영장을 다시 발부받기 전에는 수집된 별건 범죄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 하며, 따라서 사후적 통제가 가능하다. 

오히려 선진법제의 논의도 무결성, 동일성 입증, 증거물 관리의 연

속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 법제의 논의가 현장에서 불완전한 

사본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압수물에 손을 대어, 오히려 무결성, 동

일성을 깨뜨리고 있다는 점에 우려스럽다. 압수는 증거물의 불완전

한 사본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수사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증거물 관리 시스템을 통합, 체계

화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열람, 분석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며, 이를 관리할 별도 부서와 인력을 두고, 감사를 주기적으로 하

고, 디지털 증거 시스템, 도구, 연구실, 인력의 인증 제도 등을 도입

하여 신뢰성을 담보하고, 증거물 관리에 있어서 보안을 보다 강화

하게 시스템을 제작하며, 암호 해독 능력 제고, 포렌식 분석 도구의 



고도화, 디지털 증거 관련 표준절차 제도화가 더 시급히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수색과 압수물 분석의 본래적 개념에 충실하고, 법 해석의 명확성, 

형평성을 위하여, 긴급 압수제도가 없는 법 현실에서 최소한의 관

련성이 인정되는 중대 범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수색에서의 관련성 해석을 압수 대상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

가 동일한 것으로, 상식과 경험칙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정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법 해석과 집행을 

하는 수사기관, 사법기관도 위와 같은 기본 입장에서, 분쟁 해결을 

위하여 영장에서 여죄 수사 등을 명시해 줌이 타당하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분쟁의 여지를 없애고, 선진법제에 맞춘 압

수수색 제도를 정립시킬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주요어 : 디지털 증거, 선별 압수, 현장 압수, 범죄사실과 관련성,

수색,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학 번 : 2020-2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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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압수수색에 있어서 디지털 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

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이메일을 주고 받고,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문서를 작성하며, GPS 정보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온라인 구매 

결제를 하고, 핸드폰을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핸드폰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며,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하여 편리하게 문서 작성을 하기도 한다. 

디지털 카메라, 녹음기도 휴대가 간편하여 상용화되어 있다. 우리가 걸어

가고 있는 길에 있는 CCTV,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등을 통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접

촉은 흔적을 남긴다’는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범죄를 하는 자 또한 

위와 같은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는 현대인이기에 그의 범죄 행적에 필연

적으로 디지털 흔적을 남길 수 밖에 없다. 

수사를 통하여 범죄자의 과거 행적을 찾아 과거에 발생한 범죄 사건을 

재구성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범죄자가 범행을 위하여 사용한 

도구이자 흔적인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 되었다. 

또한 디지털 세계는 물리적 공간 제한 없이 국경을 초월하여 너무나 쉽

게 순식간에 이동이 가능하기에, 범죄자가 디지털 정보로 저장하고 있는 

아동포르노 등 범죄의 결과물을 신속히 확보하여 추가 범행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압수수색은 필연적으로 침해적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헌법 제12조는 압

수수색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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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한 영장이 필요하고, 법률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제106조에 ‘압수’를, 제109조에 ‘수색’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2011. 7. 18. 이전 형사소송법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유체물 압수 및 수색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2011. 법 개정을 통하여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과 제4항이 신

설되어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

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

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

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

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

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알

려야’한다고 규정하였다. 

디지털 데이터는 물리적으로는 0과 1의 비트(binary digit = bit)로 구성되

어 있다. 저장장치, 네트워크 통신 등 모든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이진법

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한다. 

디지털 증거를 흔히 해당 디지털 기기에 담긴 문서 파일의 내용이라 생

각하기 쉬우나, 디지털 증거는 그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설명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로 응용 프로그램에서 자동 생성되는 메

타 데이터(meta data) 등을 분석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술유출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빼돌린 기술

을 실제 열람, 복사, 유출하였는지를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밝혀내는 것

이 빼돌린 기술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1) 무엇보다도 메타 

데이터 등과 연결하지 않고 파일의 내용만을 추려내는 것은 디지털 증거

1) 김영미,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증거 해석 기준

과 무관 증거 발견 시 증거 확보 방법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

결”, 형사판례연구 2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박영사, 202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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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결성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0과 1의 전자 정보는 하드디스크의 물리적인 공간에 차례로 저장되

지 않고 디스크의 임의 공간에 흩어져 저장되기 때문에 파일의 내용을 확

인하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0과 1의 값들을 정확히 찾아 파일을 구성하

여야 한다. 그리고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파일을 구성하는 0

과 1의 값을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문자, 기호, 그림 등과 같이 사람이 

인식 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고 이를 모니터 등에 출력하여야 한다. 다

양한 전자 정보가 흩어져 혼재되어 있는 저장매체에서 사건과 관련된 0과 

1의 바이너리 값을 찾아 이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구성하고 사람이 식별

할 수 있는 형태로 가시화하는 것은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다. 2)

게다가 소셜 미디어, 클라우드 서비스 등으로 인하여 유체물과 같이 어

느 특정 장소에 대상물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압수수색으로는 설명

될 수 없는 영역이 분명 존재하게 되었다. 

현재 판례 및 형사소송법에 의해서는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할 경우,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그 현장에 있는 온갖 디지털 데이터를 담고 있는 

매체들을 모두 확인한 후, 매체 안에 있는 디지털 증거를 일일이 모두 확

인하여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를 신중하고 꼼꼼하

게 추려내어 이를 복제하여 그 사본을 가져가는 것을 압수수색으로 보고 

있다. 즉 압수수색 대상인 디지털 증거는 복제본만을 수사기관이 가져가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유체물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다만 법원은 현재 실무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별지로서 위와 같은 경우의 

예외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즉, 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혐의 사실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

2) 독고지은, “디지털 압수․수색에 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규제와 집행에 관한 연

구 - 영장 집행 시 제기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 ｢법조｣, 2013. 5. 220-2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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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폐기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출력, 복제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

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에는 저장매체에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 이미징하여 그 복제본

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또 저장매체 원본 자체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

는 집행현장에서 하드카피, 이미징이 물리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하드카피, 이미징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

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아동포르노인 경우는 위와 같이 한다면 지속적인 유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기술유출한 서면이라면 압수수색을 한 이후에도 유출

된 서면을 피의자가 계속 보유하고 이를 제3자에게 유출할 위험을 방치해

도 되는 것인가. 저작권을 침해한 프로그램이라면. ... 이러한 많은 경우 

과연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이 압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야 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압수는 범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지 범죄 증거의 ‘불완전한 사본’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압수자가 이를 검증해 보아야 하는 것도 열람, 등사로 해결할 문제이

지 압수의 본질적 개념과 다른 해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판례 및 형사소송법에 의해 고착화될 우려가 있는 위와 같은 수색 

및 압수의 원칙이 압수 및 수색의 본질적 개념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법

제도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실무가 이를 너무나 당

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전제에서 증거 수집을 하는 것은 법적, 법 해

석적 더 나아가 기술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고, 이는 실체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보장이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의 균형점을 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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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려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실제 어떤 유형의 사건인가, 피의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디지털 증거 압

수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쟁점이 문제화될 수도 문제화되지 않을 수

도 있는 상황이 있는바,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사법의 신뢰를 저하

시킬 우려가 있다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형사소송법과 판례에 의하여 제시된 ‘현장’‘선별’ 

압수수색 원칙의 법적, 기술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진법제인 유럽사이

버범죄협약, 미국의 경우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다. 아울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궁극적

으로 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에 법률 개정

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현재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해석을 통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압수수

색을 통한 실체적 진실과 적법절차 준수를 제대로 구현할 합리적인 방안

을 연구할 시점이 되었고 이를 더 늦춰서는 안 된다고 본다. 결국 압수수

색을 하여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야 할 이유는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함이고, 과학수사를 통하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현장 선별 압수수색 관련 국내 논문은 상당수가 있다. (본고와 같은 서

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이학석사학위 논문도 마찬

가지로 많다) 그러나 기존 논문들은 대부분 현장 선별 압수수색의 문제점

을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인식하고 현재 판례 및 실무가 실체진실발견

을 저해하고 있으며, 수사 효율성 등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

나,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고 있다. 대부분 논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장 선별을 해야 하는 실무가 정착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그 전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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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개인정보보호와 수사 효율성, 실체진실 발견 등을 조화하기 위한 기

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논의가 대부분이다(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선

별도 잘 해 낼 수 있는 방법 연구라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오히려 현재 

판례 및 실무에서 더 나아가 선별 기준을 더 강화하여야 하고, 당사자 참

여권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주이다. (그러한 논문들도 대부분은 현

장에서 선별하는 어려움은 인정하고 있다) 

  본고는 기본 출발에서부터 다르다. 본고는 현장 선별 사본 압수수색 원

칙은 잘못된 방향임을 구체적으로 논증하고자 한다. 이미 많은 논문에서

도 그 문제점이 지적된 바와 같은 논거와 더불어, 현재 판례가 제시하는 

해석 기준이 예측가능성이 있지 않아 모순된 판시를 내고 있음을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제시하고자 한다. 판례가 예측가능하지 않을 때, 유사한 

사안에서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때 법원 판단의 신뢰에 치명적인 문

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 위험을 경고하고자 한다. 

또한 수색과 압수물 분석은 분명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무가 이 둘

을 동일선상으로 놓고 가는 방향은 분명 문제가 있음을 기본 개념을 다시 

점검함으로써 지적하고자 한다. 

이에 더 나아가 현재 국내 논의가 형사소송법의 해석 범위를 벗어나고 

해외 선진 법제와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현장 선별 사본 압수는 잘못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개

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선진법제에 맞추어서, 디지털 증거 특징을 고

려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구체적 법률 개정안도 제시

하고자 한다. 

또한 기술적 개선 방안은 선별 도구 개발이 아니라, 포렌식 절차를 표준

화, 인증하여 신뢰성을 담보하고, 증거물 관리를 체계화하여 증거의 무결

성을 확보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포렌식 관련 연구 개발이 합리적

인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현재 법 해석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

게 하는 것도 본 논문의 특징이다. 그동안 논의는 바로 현실에서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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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내용이 많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논의가 보다 더 필요하다고 보인다. 법은 구체적 사건과 함께 있는 것이

기 때문이다. 

제 2 절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우선 제2장에서 유체물과 비교되는 디지털 증거의 특징 

및 이러한 특징을 감안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특히 디지털 증거의 경우 일일이 열어보지 않고는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일반 영장(general warrant)’이 될 우려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 살펴보겠다. 

제3장에서는 현장 선별 압수수색 원칙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다. 우선 범죄사실과 관련성을 기준으로 하는 선별 압수수색의 경우 

데이터는 종이 문서로만 볼 수 있는 단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제3자 참여권 보장 등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겠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증거 자체가 범죄의 증

거이면서 피의자가 소지해서는 아니되는 경우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매체의 대용량화, 클라우드 컴퓨팅, 안티포렌식 등의 상용화로 인

한 현장 압수수색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아울러 모바일 포렌식의 경우, 휴대폰은 개인의 온갖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보다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바, 그에 대해서도 달리 취급될 필

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3장 마지막에서는 압수수색의 일반적 개념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속성이 침해적 법률행위여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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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받았음에도 법에도 규정되지 아니한 또 다른 제한을 하는 것은 피의

자의 방어권, 인권 보호와 실체진실발견이라는 균등한 시각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제4장에서는 우선 디지털 증거 법제에 대해 선도적인 유럽사이버범죄협

약과 미국에서 이를 어떻게 규율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제4장 제2절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방안, 법

적 해결방안(법률 개정안)을 제시해 보고,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법 해석

의 틀에서 적용가능한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모든 논의의 시작과 끝은 당연히 실체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준수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을 제대로 

해석, 적용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진정한 고민도 필요하다. 법치주의란, 그

리고 법의 형평성, 비례의 원칙이란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처럼 일반 서민

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보유한 자라 할지라도 

최소한 법의 테두리 내에 있게 하여 그에게 법의 이름으로 그 행위에 합

당한 책임을 제대로 지게 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다고 본다. 

적법절차와 구체적 타당성은 형식적인 논리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

에서 드러나는 판단의 기준인 것이다. 학문적 논의도 실무를 떠나 형식 

논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문적 논의를 하는 근본적 이유도, 법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정의를 

어떻게 구현해 내느냐의 문제라할 것이다.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을 다

루는 본고 또한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는 법치주의를 항상 

염두에 두고, 도그마틱한 논의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적법절차를 지켜

내면서 제대로 밝혀내어 정의를 구현하는 기본전제에서 논해야 한다는 상

식과 경험칙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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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특징

제 1 절 디지털 증거의 특징

디지털 증거, 전자증거에 대한 정의 및 그 특징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

다. 

1. 디지털 증거의 정의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각종 증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분야를 법

과학(forensic science)이라고 한다. 

컴퓨터가 도입되고 보편화됨에 따라 범죄 자료 저장소로 컴퓨터가 사용

되고 있고, 각종 디지털 기기가 보급되면서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데이터

가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다. 디지털 기기에 남아 있는 각종 데이터를 조

사하여 사건을 규명하는 법과학 분야를 법전산(forensic computing) 또는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이라 한다. 3)

디지털포렌식은 법적 사안에 있어서 전자적 증거에 관한 과학수사의 응

용기법을 말하는바 증거획득, 증거보존, 증거분석, 증거제출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4)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증거수집, 보존은 

3) 이상진, 디지털포렌식 개론, 이룬, 20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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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된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진정성 있는 증거로 인정되고 원본 증거

가 온전하게 제출되어 있음을 보증하는 핵심적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5)

디지털 증거의 개념 정의는 다양하다. 

디지털 증거(digital evidence)가 아니라 전자 증거(electronic evidence)로 

표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대검찰청 예규인 ‘디지털증거의 수집∙분

석 및 관리규정’에서는 전자증거란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이

고, ‘디지털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

되는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정보’라 하였고, ‘디지털포렌식’이란 ‘디

지털 증거를 수집, 보존, 분석, 현출하는데 적용되는 과학기술 및 절차’

라고 규정하기도 하였다.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범죄를 입증하거나 범죄와 피해자 또는 범죄

자 사이의 연결 고리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데이터’, ‘범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입증 또는 반박할 수 있거나, 범죄 의도나 

알리바이와 같은 범죄의 핵심 요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보로 컴퓨터

를 사용하여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데이터’, ‘디지털 형태로 저장 또는 

전송되는 증거가치 있는 정보’, ‘법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이진수 형태의 정보’, ‘각종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거나 

네트워크 장비 및 유, 무선 통신상으로 전송되는 정보 중 그 신뢰성을 보

장할 수 있어 증거로서 가치를 가지는 디지털 정보’ 등이 개념으로 제시

되고 있다. 6)

본고에서는 통상적으로 보이는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각종 데이터 중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유의미한 자료’를 디지털 증거라 해야 할 것으로 

4) 래리 다니엘, 라즈 다니엘 지음, 백제현 옮김, 포렌식 전문가와 법률가를 위한 디

지털포렌식, Bj 퍼블릭, 2012. p14

5) 래리 다니엘, 라즈 다니엘 지음, 백제현 옮김, 포렌식 전문가와 법률가를 위한 디

지털포렌식, Bj 퍼블릭, 2012. p32

6) 손지영, 김주석,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4), 21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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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전자증거가 아닌, ‘디지털증거’로 표현하기로 하겠다. 

2. 디지털 증거의 특징

이러한 디지털 증거의 특징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본고에서 다루

는 범죄사실 관련성, 현장성 관련하여 중요한 특징 위주로 설명을 하고자 

한다. 

디지털 증거는 디지털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이어서 디지털 

기기인 매체와 독립되어 있다. 이를 매체 독립성이라 한다. 

게다가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인하여 디지털 증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

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데이터가 일부 쪼개어 나뉘어져 저장되어 있

으며 심지어 실시간 이동하기까지 하고 있다. 사이버 세계는 전세계적으

로 순식간에 이동하기 때문에 기존 법제의 관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디지털 증거는 사본이 용이하기에 원본과 사본의 구별 의미가 없

다. 따라서 원본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보다는 증거가 보존, 획득의 과정

을 거칠 때 조작되지 않았는지와 같은, 무결성, 동일성, 증거물 관리의 연

속성(보관의 연계성)(chain of custody)이 보다 중요해진다. 다시 말하면 

이는 또한 수정, 삭제 등 편집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증거의 무결

성, 동일성 입증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판례도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

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된 이후 문건 출력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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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하고,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변화가 일어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디지털 저장매

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문건이 출력된 경우

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

일성도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일

명 일심회 사건)거나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

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대

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일명 왕재산 사건)라고 하여 일

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훼손이 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실무에서는 암호학

에서 사용된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무결성, 동일성을 입증하고 

있다. 해시 함수는 ‘임의의 비트열을 고정된 비트 열로 변환시켜주는 함

수’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 7) 즉 해시값(hash value)은 암호학적 

해시 함수 또는 해시 알고리즘을 통해 임의의 데이터로부터 만들어진 일

종의 전자지문으로, 임의의 비트 열을 고정된 길이의 비트 열로 변환시켜

주는 해시 함수를 통해 계산하여 산출된 값을 말한다. 

디지털 증거 검증 목적으로 하드 드라이브에 해싱(hashing)을 하면 해시

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디지털 

지문을 만들어 내어 해시값이 생성된다. 8) 해시값을 이용하면 파일 확장

자를 변경하는 등으로 파일을 은닉하더라도 숨겨진 파일을 찾을 수 있거

나, 컴퓨터에 특정 파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고, 중복된 

데이터를 걸러낼 수 있다. 

7) 이상진, 디지털포렌식 개론, 이룬, 2010, 239면

8) 래리 다니엘, 라즈 다니엘 지음, 백제현 옮김, 포렌식 전문가와 법률가를 위한 디

지털포렌식, Bj 퍼블릭, 2012.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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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디지털 증거는 대량의 여러 정보가 혼재되어 저장되는 특징이 있

다. 즉 범죄 관련 정보와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혼재되어 있고, 범죄 관련 

정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상정한 정보와 수사기관

이 미처 알지 못한 범죄정보가 혼재되어 있을 수 있다. 디지털 저장매체

의 대량화로 인하여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상당수 혼재되어 있는 경

향은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과 관계에서 비

례의 원칙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추세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증거는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파일을 구성하는 

0과 1의 값을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문자, 기호, 그림 등과 같이 사람

이 인식 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고 이를 모니터 등에 출력하여야 하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현출해 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디지털 증거는 그 데이터 내용(content) 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이루게 한 로그 기록 등 일련의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하드 드라이브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에서 분리하여 확보할 수 있으나, 컴퓨터 운영체제(OS)에 접근하지 않고

서는 타임 스탬프에 근거한 컴퓨터의 시간 설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

문에 파일의 타임 스탬프와 관련된 파생적인 문제와 하드 드라이브에서의 

작업 상황과 관련된 파생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9)

이외에도 디지털 증거를 획득, 보존, 분석 등을 하기 위하여는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와 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이 

부분의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9) 래리 다니엘, 라즈 다니엘 지음, 백제현 옮김, 포렌식 전문가와 법률가를 위한 디

지털포렌식, Bj 퍼블릭, 2012.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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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특징

유체물 압수 및 수색과 비교하여 디지털 증거 압수 및 수색은 어떠한 점

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유체물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장소에 들어가 범죄사실과 관련

되어 있을 물건을 찾아내는 것이다. 수첩을 발견했다면 이를 흩어보고 범

죄사실과 관련된 것이라면 수첩 자체를 압수하면 된다. 

그런데 디지털 증거는 해당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0과 1의 이진법을 조

합하여 그 내용과 메타 데이터 등을 함께 읽어내야 한다. 일견 범죄사실

과 관련되어 보이는 파일들을 현장에서 선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이유이다. 

게다가 현장에서 확인하는 일부가 있더라도 파일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거

나 삭제하였을 경우 이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수색 장소에 있는, 범죄혐의가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디지털 

증거가 담겨 있는 매체들을 모두 압수하여야 하는 것일까. 범죄혐의가 있

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압수를 하지 못 한다면 수사기관에게는 눈

을 감으라는 것이 아닐까. 

디지털 증거에 대한 수색은 어디까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압수수색 

영장 대상 장소에서 디지털 증거가 담겨있다고 보이는 매체 등을 확인하

는 것까지가 수색인가. 아니면 매체에 담겨 있는 정보를 조합하여 ‘읽어

내어’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이 수색인가. 그 범주를 어디로 보느냐에 따

라 압수의 범위 또한 달라질 것이다. 읽어내어 일일이 확인을 매우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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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꼼꼼하게 하여 분류하기까지 하는 것을 수색으로 보아야 하는가. 일

견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을 경우 분류하는 것이 수색인

가. 자료를 확인하여 범죄사실 증거로 보이는지 분류하는 것까지 수색으

로 보아야 하는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있어서 ‘일반 영장(general warrant)’화 우려

가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디지털 증거는 일견 눈으로 보아서는 

확인할 수 없는 데이터들의 조합일 뿐이다. 이를 조합하여 확인하는 절차

가 필요하다. 쉽게 말하자면 클릭을 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내

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파일명으로는 이를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래서 모두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나올 수 있고, 압수수색 영장 범죄사실과 전혀 별건의 범죄사실 증거가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 키워드 등 검색어를 제한하거나 

파일 생성기간으로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본질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키워드를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증거를 누락할 위험

이 매우 높고 게다가 은닉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제한 설정이 무력화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연한 발견’을 하였을 경우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에 대

해 증거능력을 인정해주는(plain view doctrine) 미국 법제에서는 모든 것

이 ‘plain view’가 될 수 밖에 없게 되어 디지털 증거는 일반 영장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에서는 plain view doctrine을 적용해

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 수정헌법 제4조

에서 보호하는 권리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서 특수성을 인정하여 디

지털 증거의 경우 사실상 일반 영장화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전통적

인 Plain View를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10)

10) Orio S. Kerr, "Searches and Seizures in a Digital World", 119

Harvard Law Review, December, 2005, p532(이하)



- 16 -

그런데 우리 법제는 우선 Plain View Doctrine을 인정하지 않고 긴급압

수수색을 위한 법제도 또한 없다. 따라서 미국의 형사소송 법제를 고려하

지 아니한 위 법제의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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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현장 선별 압수수색 원칙의 문제점

제 1 절 ‘현장’ ‘선별’ 압수수색 원칙의 의의

1.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현장 선별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09

조 수색의 경우 디지털 증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본고가 수색과 압수를 다루는 것이므로 제109조도 다음에 기재하였다)

제106조(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

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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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

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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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06

조 제3항이 신설되었고, 2016. 5.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서류에 대한 증

제109조(수색)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

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

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

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

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

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

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

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

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

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 19 -

거능력 인정 관련,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할 때 과학적 분석 결과

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위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이 정보저장매체로 규정하고 ‘정

보’(information)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판례와 다수 학설은 압수

수색 대상이 정보가 됨을 인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전교조 시국 선언 사건 등) 11) 향후 논란의 소

지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가 압수수색 대상임을 법 개정을 통해 명시

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편 ‘정보’로 대상을 정리해야 저장매체 위주로 이루어지는 압수수색 

실무 즉 저장매체 압수가 이루어지면 집행이 종료되므로 그 이후 분석은 

법원의 통제 대상이 아니라 집행종료 이후 임의수사 영역이라는 주장이 

정당화되지 않게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12) 이는 뒤에서 살펴보듯이 디지

털 증거 압수수색 본질을 제대로 살피지 못 한 비판이라 할 것이다. 즉 

범죄사실과 관련성 판단 등에 대한 문제와 압수수색 대상을 저장매체로 

보느냐, 정보로 보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2. 개정 형사소송법과 대검찰청 예규

2020. 12. 8. 형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되었고, 위 법 

제195조 13) 의 개정에 따라 2020. 10. 7. 대통령령으로 ‘검사와 사법경찰

11) 박병민, 서용성,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

를 중심으로”,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2021), p225

12) 박병민, 서용성,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

를 중심으로”,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2021), p227

13)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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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 제정

되었다. 그런데 위 수사준칙은 디지털 증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정하였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2.4  종전의 제195조는 제196조로 이동] [[시행일 2021.1.1]]

제41조(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방법)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6조제3

항에 따라 컴퓨터용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

라 한다)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

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

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

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는 압수·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

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

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

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 또는 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수색영

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

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封印)하여 정보저장

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제42조(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을 완료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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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협조 등에 대한 내

용을 개정한 것일 뿐, 디지털 증거에 관한 부분은 개정된 바 없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위 수사준칙에 형사소송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위 수사준칙에 의해 대검찰청 예규 또한 개정(‘디지털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되었는바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과 관련된 내

용을 모두 적시할 필요 있어 적시하도록 하겠다.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

해야 한다. 이 경우 삭제·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

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

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

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

를 취해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

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피압수자등과 변호인

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

한 방법으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

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

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4장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검증

제1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방법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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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등에 기억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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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

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

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

인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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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검

증을 하여야 한다.

제22조(관련성의 판단기준) ① 주임검사등은 압수·수색시를 기준으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피의자나 진범 및  공범의 범죄혐의와 기

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동종·유사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의 전자정보, 이들의 범행 동기나 목

적 그 밖에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전자정보, 이러한 전자정보의 출처증명 기타 법정

에서 디지털 증거의 정확성과 신뢰성의 입증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전자

정보 등을 함께 압수할 수 있다.

② 주임검사등은 압수·수색·검증 과정에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

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

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별지 제

14호의 ‘전자정보의 관련성에 관한 의견진술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

출한 경우에는 이를 조서 말미에 첨부하는 것으로 조서 기재에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압수목록의 교부) ① 주임검사등은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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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

세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는 서면의 형태로 교부하는 

방법 이외에 파일 형태로 복사해주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관련 있는 전자정보 압수 후 조치) 주임검사등은 제23조의 목

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6호 서

식의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

게 교부해야 한다.

제25조(임의 제출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한 조치) ①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을 임의제출 받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의 취지와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 제출하는 것으로서 전자

정보에 대한 탐색·복제·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장에서 규정한 절차

를 준용한다.

제2절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디지털 증거 수집

제26조(현장에서의 참여권 보장) ① 주임검사등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

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에 별지 제13호의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 

안내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과정을 설명하는 등으

로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피압수자  및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압수자의 소재불명, 참여지연, 참여불응 등의 사유로 피압수자 또

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형사

소송법」 제123조에서 정하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한다.

2.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검증에 참여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중단하여 그 집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소

송법」 제123조의 참여인을 참여하게 한 후 집행을 재개한다. 집행을 

중지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압수·수색·검증 장소의 출구를  별지 제

5-3호 서식의 "압수장소 봉인지”로 봉인하거나 그와 상당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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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재개 시까지 그 장소를 폐쇄할 수 있다.

3.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검증에 참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

호인이 서명을 거부하였음과 그 사유를 위 확인서에 기재한다.

제27조(관련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시 조치)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

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건과 관련이 있는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생

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거

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서

명을 받아야 한다.

1. 확인서 작성일시  및  장소

2. 정보저장매체등의 종류  및  사용자

3. 해시값, 해시함수

4. 확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자와 피압수자와의 관계

5. 기타 원본성·무결성·신뢰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어려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전자정보 중 일부만 

가선별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할 전자정보로 특정이 가

능한 범위에서는 압수목록에 해당 전자정보의 출력 또는 복제 사실을 

추가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도록 유의한다.

제28조(전자정보의 전부 복제 시 조치) 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

보의 전부를 복제하는 경우 해시값을 확인하거나 압수·수색·검증 과정

을 촬영하는 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

절한 방법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의 "압수물 봉인지" 및  별지 제4호의 "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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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주임검사등은 압수목록 교부 시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 전부 복제

본 반출 사실도 압수목록에 기재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도록 유의한

다.

제29조(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 시 조치) ① 제20조제3항에 따라 정

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5-1호의 "압수물 봉인지”, 별지 제3호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

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임검사등은 압수목록 교부 시 제1항에 따른 정보저장매체등의 원

본 반출 사실도 압수목록에 기재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도록 유의한

다.

제30조(정보저장매체등 운반 시 유의사항)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

라 정보저장매체등을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운반과정

에서 매체가 파손되거나 기억된 전자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정전기 

차단, 충격 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원격지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인 정보저장매체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압수 대상인 전

자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원격지의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

는 압수·수색·검증 대상인 정보저장매체의 시스템을 통해 접속하여 압

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압수자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정

보저장매체에 접속하여 기억된 정보를 임의로 삭제할 우려가 있을 경

우에는 정보통신망 연결을 차단할 수 있다.

제3절 압수·수색·검증 현장 외에서 디지털 증거 수집

제32조(참관 기회의 부여) ① 주임검사등은 현장 외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검증 등 전 과정에서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

기 위하여 참관일, 참관장소, 참관인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

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

③ 참관인이 참여하는 경우 제33조의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참관인에

게  별지 제13호의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 안내문”에 따라 전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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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과정을 설명하는 등으로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봉인의 해제)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28조  또는  제29조

에 따라 반출한 정보저장매체등의 봉인을 해제하는 경우 부착되어 있

던  별지 제5-1호  "압수물 봉인지”에 봉인해제일시와 그 사유를 기재

하고 참관인의 서명을 받아 주임검사등에게 인계한다. 다만, 참관인이 

없어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 주임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인계받은 "압수물 봉인지”를 수사기록

에 편철하여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관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제34조(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① 제33조에 의해 봉인을 해제한 

이후에는 현장에서 기 생성한 이미지 파일의 무결성을 검증하거나 동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새로 생성한다. 다만, 

이미지 파일을 생성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은 원칙적으로 제1항에 따라 

동일성과 무결성이 확인되었거나 새로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진행하되, 제1항 단서와 같이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직접 탐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탐색을 통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파일 형태로 

복제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선별된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고 그에 대한 해시값을 확인한다.

제35조(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 ① 제34조에 따른 전자정보의 탐

색·복제·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고, 별지 제8호의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

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압수자등이 중간에 참관을 포기하고 퇴실하

는 등으로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확인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36조(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조치) ① 정보저장매체등에 복제

하여 반출된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삭제 또는 폐기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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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임검사등은 위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

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지휘’ 서식에 따라 담당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에게 전자정보의 삭제 또

는 폐기를 요청한다.

2.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주임검사등의 지휘에 따라 전자정보를 삭제 

또는 폐기한 뒤  별지 제16호의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확인

서”를 작성하여 주임검사등에게 송부한다.

3. 주임검사등은 송부된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검토

한 후 서명·날인하여 피압수자등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제본이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이 피압수자등

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그 자체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가 아닌 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을 반환

할 수 있다.

③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에 저장되어 반출된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피압수자등에게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돌려주는 방법으

로 반환한다.

1.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34조에 따라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별지 제5-2호의 "압수물 

재봉인지” 등으로 재봉인하여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확인

서”와 함께 주임검사등에게 인계한다.

2. 주임검사는 인계받은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하

고  별지 제10호의 "정보저장매체 등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

자등의 서명을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3. 주임검사는 제2호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반환한 뒤  별지 

제16호의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송부한다.

제37조(이미지 파일의 보관) ① 주임검사등은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재현이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에게 제34조제

1항의 이미지 파일의 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주임검사등은 피압수자등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이미지 파일명을 추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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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한다.

③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누구든지 권한 없이 

접근할 수 없도록 이미지 파일을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제38조(이미지 파일의 접근 통제) ① 제37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이미지파일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업무관리시스템의 관리 권

한을 부여받은 사람 이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권한을 관리하

여야 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이미지 파일에 대한 추가 

탐색이나  분석을 위해 접근 권한을 새로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청의 인권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디지털수사과장에게 공문

으로 이미지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임검사등이 제2항에 따라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이미지 파일에서 

추출된 파일을 탐색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에게  제32조

에 따른 참관의 기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에서 디지털 증

거의 동일성이나  분석  결과의 정확성, 신뢰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전자정보의 암호화 등에 대한 특례) ① 압수·수색·검증 대상인 

정보저장매체등이나 전자정보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는 등 다음 각 호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접근하여 탐색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본 절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한다.

1. 정보저장매체등이 물리적으로 손상된 것이 확인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2. 정보저장매체등에 암호가 걸려 있고 피압수자등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3. 정보저장매체등의 특성 상 적합한 장비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한 경우

4. 사건과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조작·삭제된 정황이 발견되어 사

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의 선별에 앞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한 종

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5. 안티포렌식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저장된 전자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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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

이라도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디지털 증거의 등록

제40조(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 ①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보관의 연속

성 등을 유지하고, 등록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압수한 디지털 증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관리시스템에 등

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대용량 기타 기술적인 사유로 업무관리시스템

에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의 내용이 변경·훼손되지 않

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현장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등록)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은 지원을 종료하고 복귀한 후 지체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압수한 

디지털 증거(이미지 파일, 증거파일을 포함한다)와 그 해시값을 업무관

리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현장에서 압수목록 이외에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

한 때에는 그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제42조(현장 외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등록) ① 디지털포렌식 수

사관은 제34조에 따라 무결성 등을 검증하거나 새로 생성한 이미지 파

일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한 때에는 해시값과 함께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주임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이미지파일을 해시값과 함께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③ 제35조에 따라 피압수자에게 교부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은 업무관리

시스템에 등록한다.

제43조(기타 업무수행을 위한 이용)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현장에서 

가선별하여 이미지파일 형태로 반출한 전자정보의 관리, 암호의 해제, 

디지털 증거의 분석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관리시

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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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디지털 증거의 분석

제44조(디지털 증거의 분석  시 유의사항) 디지털 증거의  분석은  분

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행하여야 

하고  분석에 적합한 장비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5조(이미지 파일 등에 의한 분석) ① 디지털 증거의  분석은 이미

지 파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파일로 복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복제한 정보저장매체 등을 직접  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저장매체 등의 형상이나 내용이 변경·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분석보고서의 작성)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에 따라  분석보고서를 작성

한다. 다만, 사안의 경중과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약식보고서

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를 업무관리시

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주임검사등

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

료를 CD 등 별도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주임검사등에게 인계할 

수 있다.

제47조(분석결과의 통보)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의 분

석을 종료한 때에는  분석보고서를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

로 회신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 기타 

방법으로  분석결과를 통보하고 사후에  분석보고서를 업무관리시스템

에 등록할 수 있다.

②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분석  대상물을 접수한 때로부터 15일 이

내에  분석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경우 중간 

 분석상황을 통지하는 등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 회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생성 이미지 파일 등 삭제) 제43조에 의한  분석을 위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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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미지 파일이나  분석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전자정보는  분석

결과 회신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  및  제45조

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전자정보와  분석보고서는  분석결

과의 정확성, 신뢰성 등에 대한 검증을 위해 계속 보관할 수 있다.

제7장 디지털 증거의 관리

제49조(디지털 증거의 관리 시 유의사항) 디지털수사과장은 업무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 증거 등 전자정보의 원본성·무결성 등이 훼손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의 지정) ① 디지털수사과장은 디지털 

증거의 보존·관리·폐기 등 디지털 증거의 생애주기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전담할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는 디지털 증거의 보존·관리·폐기에 

관한 절차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디지털수사과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51조(디지털 증거의 관리) ①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는 형사사법정

보시스템(이하 ‘KICS’라고 한다)의 사건번호와 연동하여 사건별로 디지

털 증거를 관리하여야 한다. 사건번호와 연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사건번호와 연동되도록 한다.

1. 반기 별로 업무관리시스템을 확인하여 KICS의 사건번호와 연동되지 

않은 디지털 증거를 파악하고 지원요청 부서별로 그 목록을 작성한다.

2. 제1호에 따라 작성한 목록을 해당 부서에 송부하여 1개월 내에 업

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KICS의 사건번호와 연동시켜줄 것을 요청한

다.

②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는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

함된 디지털 증거의 보관현황을 작성하여 디지털수사과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1. 디지털 증거의 번호

2. 디지털 증거의 용량

3. KICS와 연동되는 사건 번호

제52조(디지털 증거 보관기록 등 관리) ①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는 

디지털 증거의 보관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디지털 증거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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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법원에서 실무에 사용하던 압수수색 영장 별지로서 디지털 증거에 

관한 부분이 형사소송법에 반영되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참여

권 등까지도 수사준칙, 대검 예규에 반영된 셈이 된다.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에 있어서 피압수자의 개인정보보호가 매우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런데 이러한 법령이 과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본질에 맞게 가고 

있는 것인가. 디지털 증거 또한 증거이므로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과정에서 등록된 기록, 사진, 영상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는 권한 없이 디지털 증거에 접근하지 못하

도록 업무관리시스템 상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접근 로그를 생성·관리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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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범죄사실과 관련성

  

모든 압수수색의 경우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만을 수색해서 압수해야 한

다. 그렇다면 여기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1. 판례와 학설의 입장

우리 나라 판례는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

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 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

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고 하면서도, ‘헌법과 형사소

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

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

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고 하고 있다. 

또한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

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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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

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

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3607 판결 등)

‘관련성’의 의미에 대하여, 이는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개연성’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있다. 14)

이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에 한정되지 아니하

고, 정상에 관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도 포함한다. 

‘증거’는 혐의사실 입증과 관련된 직접 및 간접 증거, 실질 증거 및 

보조증거 뿐만 아니라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확보할 필요가 있는 증거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종 범행 자료나 비행 자료를 정황증거로서 

사용하는 것도 범행의 동기나 의도 등을 추론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당연히 

포함된다하여야 한다. 15)

‘증거로서의 가능성’이란 사실의 전모를 확인하는데 증거로서의 의미

가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며, 16) 이는 압수 당시에 판단해야 하지 사후

에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압수의 필요성이 없어져 환부의 문제

가 발생할 뿐이다. 17)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찾을 때까지 압수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현재 

판례가 제시하는 입장에 따른다면, 관련성은 압수수색 집행 당시 시점이 

14)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건

증거 입수 방법”,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48호, 2015. 9.), 133면

15)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건

증거 입수 방법”,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48호, 2015. 9.), 133면

16)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건

증거 입수 방법”,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48호, 2015. 9.), 136면

17)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건

증거 입수 방법”,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48호, 2015. 9.), 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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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압수수색 종료 시점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범죄 혐의 관련성 유무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압수수색의 

집행 단계별로 압수수색절차의 적법 여부가 달라지거나 사후적으로 결정

될 우려가 크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18)

그런데 관련성 개념에 대해서 판례는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

일한 범행 또는 동종, 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은 공소장 변경의 기준으로 판례가 제시

한 것과 유사한 측면으로 일응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 당시는 수

사 초기이기에 이보다도 더 넓은 범위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또한 

우리 법제가 우연한 발견의 원칙(plain view doctrine)이나 긴급 압수제도

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만일 우

연히 발견한 중대 범죄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그 자리에서 압수하지 못 

하고 피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면, 피의자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을 다시 발부받아 이를 압수수색하기 전까지 보관해야 할 의무는 없고, 

자기 증거 인멸은 처벌 받지도 않기 때문에 중대 범죄 증거는 사라지고 

진실은 사장될 우려가 매우 높고 이는 법 체계의 허점으로 볼 수 밖에 없

어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본적 사실 동일성’이란, 공소사실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로 

환원하여 그러한 사실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동일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경험칙에 따라 자연적으로 볼 때 다른 

사실과 구별되고 역사적으로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구체

적 사실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여 여기에는 법적 평가를 문제삼지 아니하고 

18) 전승수, “디지털 증거 압수절차의 적정성 문제 - 피압수자 참여 범위 및 영장 무

관 정보의 압수를 중심으로”, ｢형사판례연구｣, 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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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관련된 사건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19)

이러한 압수수색에서 전자 정보의 경우 범죄사실 관련성을 엄격하게 해

석해야 한다는 견해와 완화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전자 정보는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되지 않은 정보가 함

께 혼합되어 저장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더 심

각하고 중대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의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유무를 엄격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제215조에 배치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20)

이에 반하여 전자증거는 자료를 일일이 열람하여야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압수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제3자로부터 목격될 가능성이 

낮아 이러한 증거가 있는지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점, 증거가 서로 분

산되어 있고, 다른 정보와 혼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러한 특성으

로 인해 분석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점, 특별한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 

기술로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포괄적 압수수색을 하면 

안 되나,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특정의 정도는 완화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21)

즉 범죄사실 자체의 증거뿐만 아니라 범죄의 수단이나 간접적 도구, 피

의자의 상습성, 성격, 범죄의 전체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양형에 

관련된 자료 등도 모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성 부분은 범죄와 무관한 데이터 내지 제3자의 권리나 이익 보

호라는 측면과 형사소추 유지의 이익이라는 측면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해

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되고 있다. 22)

19)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8. 413면

20) 전승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법조｣, 2012. 7. 262면

21)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성 개념의 해석, 법조 2012. 11., 93면, 113면

22) 원혜욱,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휴대전화(스마트폰)의 압수･수색”, ｢형사판례



- 37 -

관련성과 관련, 압수수색영장 범죄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

정할 것이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 유사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범위 내에서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는 판시를 들면서(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법원이 최근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피의

자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압수물’로 축소 해석하려는 경향은 문제가 있다

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23) 위 견해에 의하면, 일례로 성매매알선 업주

는 성매매 영업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 세무서 등에 금품 

로비를 할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고, 성매매업주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품 

공여 증거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금품 공여 사실은 성

매매 업주의 죄질, 범행 경과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간접증거이다. 따라

서 경찰관 금품 공여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는 피의자의 장기간 성매매영

업 지속 관련 간접 증거로서, 압수수색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더라도 뇌물공여 사건의 증거로 사용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영장 청구를 할 때 

‘압수수색할 물건’에 ‘본건 범죄 및 성매매업소 운영 수익의 사용처, 

범죄수익 은닉, 성매매업소 운영과정의 각종 인허가 및 단속 관련 자료’

를 기재해 주면 더 명확해질 것이다) 

또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예, 카카오톡 메시지, 위치정보 등) 이와 같은 디지털 증거 유형에 

대하여 사전에 완비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심사단계에서 모든 디지털 증거에 대해 일관된 

압수수색 기준을 제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종래

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무게

중심을 압수수색영장 발부 시점에 맞추고 있는 현재 실무에서 벗어나 사

연구(22)｣, 2014. 6. 323면에서 재인용

23) 최종혁, “사이버범죄 수사와 증거수집 실무에 대한 검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제19권 제4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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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적 판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24) 미

국 또한 압수수색에 대한 사후적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부분 해석을 사건과의 관련성인 객관적 관련성, 디지털 증거와 수사

대상자 간의 인적 관련성인 주관적 관련성, 혐의사실 발생시점과의 근접

성이라는 시간적 관련성의 3가지 측면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5)

그러나, 주관적 관련성이나 시간적 관련성도 사건 관련성을 판단하는 한 

요소에 불과하고, 법문도 명시적으로 피고 사건과의 관련성이라고 기재하

고 있어 사건과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을 뿐, 제3자 소유 여부는 묻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관적 관련성 등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법이 의도

하지 않는 제한 해석을 임의로 하는 것이라서 부적절하다. 26)

2. 판례와 실무의 문제점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라 실무도 범죄 사실과 관련성에 대해 엄격

하고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그렇게 방어적으로 해

석하지 않는다면 애써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에 더 

나아가 강제처분에서 뿐만 아니라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제한적 해석에 의

한 범죄사실 관련성을 도입하려는 견해마저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24) 모성준, “미국의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단계구조 -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제27권 제2호, 2017. 6. 192면 이

하

25) 오기두, “전자증거의 증거능력”, 법률신문 제4059호, 2012. 8.

26)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성 개념의 해석”, ｢법조｣, 2013. 11. 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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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도 사건과의 관련성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태도가 참여권 문제

와 맞물리면서 선진 법제에서 볼 수 없는 실무가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즉 대법원은 이른바 종근당 사건에서(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절차적 통제 수단으로 참

여권을 제시하였고, 참여권 보장이 되어야만 관련성 원칙이 준수될 수 있

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27)

27)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

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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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

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

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

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

주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2]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

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

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변호인에

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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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

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

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

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다수의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

수·이미징·탐색·복제 및 출력행위 등 수사기관의 처분은 하나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

색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러한 일련의 행위가 모두 진행되어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

에는 특정단계의 처분만을 취소하더라도 그 이후의 압수·수색을 저지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게 압수·수색의 결과물을 보유하도록 할 것인지가 문제 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준항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

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가려야 한

다. 여기서 위법의 중대성은 위반한 절차조항의 취지, 전체과정 중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과정의 중요도, 위반사항에 의한 법익침해 가능성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1 처분에 관한 대법관 김용덕의 별개의견] 컴퓨터용디스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

보저장매체(이하 ‘저장매체’라 한다)에 관한 압수 절차가 현장에서의 압수 및 복제·탐

색·출력과 같은 일련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고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이 구분될 수 있어 

개별 처분별로 위법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이상, 그에 관한 취소 여부도 개별적으로 판단

할 수 있으며, 이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이 모두 종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준항고법원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

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압수·수색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 및 취소한다

면 어느 범위에서 취소할 것인지를 형사법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결

국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압수·수색 과정에 관하여 위법 여부를 가린 후 

결과에 따라 압수·수색 과정 전부를 취소할 수도 있고 또는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일부만을 취소할 수도 있다.

[제1·2·3 처분에 관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 전자정보에 대한 압

수·수색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게 되므로, 압수·수색을 구성하는 일련의 과정

에서 이루어진 저장매체 압수, 이미징,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등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나

누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처분의 적법성은 압수의 

대상이 된 전자정보별로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즉 하나의 압수·수색영장에 기한 압수·

수색이 외형상으로는 1개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관념적으로는 대상별로 수개의 압수·수

색이 존재하고, 하나의 압수·수색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더라도 압수 대상 

전자정보별로 가분적인 것이다. 따라서 압수·수색의 적법성은 ‘대상별’로 전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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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처분에 관한 대법관 권순일의 반대의견] 일련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압수·수색 과정에 여러 개의 처분이 있을 경우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위법 여부

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다수의견의 해석론은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것

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절차의 실제에서도 검사는 적법한 압수처분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압수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압수처

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해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효력까지 소급하여 부정할 것은 

아니다.

[4] [다수의견]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갑 주식회사 빌딩 내 을의 사무실을 압

수·수색하였는데, 저장매체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이하 ‘유관정보’라 한다)와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갑 회사의 동

의를 받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다음 을 측의 참여하에 저장매체에 저장

된 전자정보파일 전부를 ‘이미징’의 방법으로 다른 저장매체로 복제(이하 ‘제1 처분’

이라 한다)하고, 을 측의 참여 없이 이미징한 복제본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재복제(이하 

‘제2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을 측의 참여 없이 하드디스크에서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갑 회사의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 등 무관정보도 함께 출력(이하 

‘제3 처분’이라 한다)한 사안에서, 제1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제2·3 처분은 

제1 처분 후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계속적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

지 아니한 채 유관정보는 물론 무관정보까지 재복제·출력한 것으로서 영장이 허용한 범

위를 벗어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며, 제2·3 처분에 해당하는 전자정보의 

복제·출력 과정은 증거물을 획득하는 행위로서 압수·수색의 목적에 해당하는 중요한 과

정인 점 등 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 전체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제1 처분에 관한 대법관 김용덕의 별개의견] 위 사안에서, 위법한 제2·3 처분 외에 제1 

처분까지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으나, 그 이유는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

에는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야 함에 따라 제2·3 처분의 중대한 

위법으로 인하여 절차적으로 적법하였던 제1 처분까지 함께 취소되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

고, 영장에서 정한 압수의 목적 내지 필요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제1 처분의 결과물을 더 

이상 수사기관이 보유할 수 없음에 따라 제1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제1·2·3 처분에 관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 위 사안에서, 제2·3 

처분 당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 현장압수 및 

제1 처분 당시 참여권이 보장된 점, 유관정보에 대하여는 참여권 보장이 가지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압수·수색 중 유관정보에 대한 압

수·수색이 영장주의 원칙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

거나 증거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여야 할 만큼 절차적 위법이 중대한 경

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제1 처분에 관한 대법관 권순일의 반대의견] 위 사안에서, 검사가 당사자를 참여시키지도 

아니한 채 이미징한 복제본을 자신이 소지한 외장 하드디스크에 재복제한 제2 처분 및 하

드디스크에서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함께 출력한 제3 처분 등은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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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 대하여 ‘참여권을 자백 강요에 대한 대응 수단인 진술거부권

수색에 관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적법하게 이루어진 제1 처분까지 소급하여 모두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

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

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

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는 최초의 압수·수색 절차와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이고,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는 최초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

수·수색의 대상이 아니어서 저장매체의 원래 소재지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

다)는 최초의 압수·수색 이전부터 해당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자라 할 것이므로,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참여

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

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6]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이하 ‘제1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갑 주식회사 빌딩 내 

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는데, 저장매체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이하 ‘유관정

보’라 한다)와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무관정보)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갑 회사의 

동의를 받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다음 을 측의 참여하에 저장매체에 저

장된 전자정보파일 전부를 ‘이미징’의 방법으로 다른 저장매체로 복제하고, 을 측의 참

여 없이 이미징한 복제본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재복제하였으며, 을 측의 참여 없이 하드

디스크에서 유관정보를 탐색하던 중 우연히 을 등의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이

하 ‘별건 정보’라 한다)를 발견하고 문서로 출력하였고, 그 후 을 측에 참여권 등을 보

장하지 않은 채 다른 검사가 별건 정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이하 

‘제2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별건 정보를 탐색·출력한 사안

에서, 제2 영장 청구 당시 압수할 물건으로 삼은 정보는 제1 영장의 피압수·수색 당사자

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재복제한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로

서 그 자체가 위법한 압수물이어서 별건 정보에 대한 영장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

고, 나아가 제2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당시 을 측에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제2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은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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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견주면서, 저장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절차가 모두 위법하다고 보아 참여권에 막

강한 규범력을 부여하였다’고 그 의미를 부여한 견해도 있다. 28) 현재 

판시되는 판례의 일련의 흐름 또한 참여권 보장과 범죄사실 관련성을 동

일선상에서 보는 것이 많다고 보인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형사소

송법 제122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

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

다’고 하고 있으며, 제123조는 ‘영장 집행을 할 때 공무소 등의 책임자

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공무소 등 이외의 장소의 경우, 주거

주, 간수자,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 법원의 판시는 디지털 증거를 하나하나 확인해보는, 일일이 찾아

보는 모든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을 추출하는지 여

부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만 논리 이미지로 추출해야 하며, 그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전자정보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동 성착취물이라도 이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전자정보 자체가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어서는 아

니되는 것일 경우, 논리 이미지 추출이 원칙이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제3자가 보관하는 전자정보가 급증하고 있는 현 실무에서 참여권 

28) 박병민, 서용성,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21. 3.,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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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으로 인한 범죄사실 관련성 압수수색 적법성 확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제 전자정보는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경우가 많고, 전

자정보는 전 세계의 도처에 일부만 쪼개진 형태로 계속 이동하면서 저장

되고 있을 수 있다. 또한 피의자가 아닌, 순수한 제3자인 네이버, 다음 등

이 전자정보 저장을 하는 경우, 특히 글로벌 기업의 경우로서 이메일 등

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의 참여권 보장을 일

률적으로 규범하기 어려울 것이다. (첨언하면, 영장 원본 제시 또한 문제

가 있을 수 있다)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여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하는 경우, 피의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인지 또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결국 참여권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 제대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

다고 본다. 

또한 현 실무에서는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만을 획득해야 한

다는 기본 전제 하에 키워드, 시간으로 범위를 설정하여 영장을 발부하는 

경향 또한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키워드를 무엇으로 설정 해야 하는

가. 키워드는 은닉어 등으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할 수 있다. 시간 범위 또

한 시간 조작을 통해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법원이 검색어 

조건을 제한까지 하는 것은 실체 진실 발견을 매우 어렵게 할 우려가 크

다. 

  결국 범죄사실과 관련성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더

불어, 일률적으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정하고 참여권을 확

장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제3자 보관 전자정보의 경우 새로운 규

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수색, 압수의 대상인 전자정보가 어떤 유형인가, 

즉 아동 성착취물과 같은 금지품인가, 회계 자료와 같은 서면인가 등에 

따라 수색 및 압수의 방법을 정치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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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펴보듯이 미국 형사법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참조할 만한 부분이 있

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전자정보인 데이터는 ‘문서’로 볼 수만은 없

다. 현재까지 진행되는 모든 논의는 문서를 전제로 한 논의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의 무결성, 동일성 확보를 위해서는 메타데이터 등 

디지털 증거와 뗄 수 없는 정보를 함께 봐야 한다. 디지털 증거의 생성시

간, 마지막 접근 시간 등의 중요한 정보가 있는 메타 데이터를 제대로 읽

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범죄사실과 관련된 ‘서면’만 추려내는 현

재의 실무 형태에서는 오히려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확보가 어려

워질 수 있다. 법정에서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 그 자료가 맞는

지 여부를 재현해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선별 압수를 고집할 경우 이를 재

현해 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제한과 우려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소위 별건 증거를 

사용할 우려 때문일 것이다. 이른바, 별건 수사로 이어질 우려, 별건 수사 

등을 이유로 압박을 하는 용도로 악용될 우려 때문일 것이다. 이는 수색

과 압수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려는 현재의 태도로 불식될 수 있다고 보이

지 않는다. 오히려 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끊임없는 분쟁과 논란을 통한 

소송 비효율과 실체적 정의가 후퇴할 우려가 매우 높다. 오히려 이는 새

로운 영장을 발부받음으로써,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준수로서 해결할 

문제라고 보인다.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선진 법제 또한 이러한 흐름으

로 가고 있다. 

사실 현재 판례의 태도에 의하더라도 어디까지가 적법하다는 것인지 예

측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 법적 불안전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 이

는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신뢰 저하를 가져와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최종 판단으로 승복하지 않는 것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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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 진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국

민의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예측가능한 관련성 기준을 지금까지 제시하

고 있는지 근본적 검토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법원은 ‘2018. 5. 23.경 필로폰 투약 혐의인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

에 기초하여 압수한 소변과 그 감정서로 입증되는 2018. 6. 21.경부터 25.

경까지 필로폰 투약 혐의는 연관성이 없으므로 위 소변 등은 별개의 증거

로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라고 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

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

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

하였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6775 판결) 

그러나 한편으로 또 다른 사건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범죄사실은 ‘피의

자가 2020. 7. 11. ~ 12. 및 2020. 7. 16. A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하

였다’는 것이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9. 11. 필로폰을 투약하였

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 압수영장에 따라 압수된 소변과 모발은 기소된 

공소사실과 연관성이 없기에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압수영장에 압수수색검증을 필요

로 하는 사유에 ‘피고인 상대로 필로폰 제공에 대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자 할 경우 이에 항거하거나 소지하고 있을지 모르는 필로폰 등의 증거물

을 은닉, 멸실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필로폰 사범

의 특성상 피고인이 이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 또

한 배제할 수 없어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 가능한 소변과 모발을 확보

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법원이 압수할 물건으로 피고인의 소

변 뿐만 아니라 모발을 함께 기재하여 이 사건 압수영장을 발부한 것은 

영장 집행일 무렵의 필로폰 투약 범행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투약 여부

까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압수영장의 혐

의사실은 필로폰 교부 일시 무렵 내지 그 이후 반복적으로 필로폰 투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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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증명되면 필로폰 교부 당시에도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적어

도 필로폰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의 증명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으

므로,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은 이 사건 압수영장의 혐의사실 증

명을 위한 간접 증거 내지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이 사건 압수영장 발부 이후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영장 발부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과 그에 대한 감정결과 등은 이 사건 압수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압수한 소변 및 모발 등으로 밝혀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압수영장의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

사의 범행인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 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압수한 소변 및 모발 등은 이 부분 공

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고 하면서 원심 판

결을 파기하였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서는 ‘산업부에서 처리 중이거나 추진하려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 업무를 종류와 직위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파일 

등으로서 그 내용 중에 000를 포함하여 누군가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추

천하였다는 기재가 없으므로 압수수색 필요 사유인 산업부 공무원들을 동

원한 000의 강원랜드 사외이사 채용 사실을 증명하는 직접증거에 해당하

지 않고, 설령 위 증거가 산업부의 조직적인 인사 청탁 관리 정황을 뒷받

침한다고 하더라도 위 압수물이 위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항목에서 간접적으로 추론해볼 수 밖에 없는 해당 범죄 혐의사실 또

는 그와 관련된 범죄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증거나 정황증거에 해당한다고 단

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업무인계서 등이 헌법과 형사소

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

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업무인계서 등은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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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4. 선고 2018고

합718, 서울고등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1529 판결, 현재 대법원 계

속 중)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법원이 관련성 인정 기준을 기본적 사실관

계의 동일성 및 동종, 유사 범행으로 설정하던 중 최근 구체적 사안에 따

라 객관적 관련성에 구체적, 개별적 관련성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으로 그 

인정범위를 축소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비판하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고 29) 수긍이 가는 점이 

있다. 

앞서 언급한 필로폰 투약과 같이 사안이 서로 대비되는 판결이 상당한

데, ‘피고인이 2018. 5. 16.경 피해자 A에 대해 간음유인미수 및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과 관련, 수사기관이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위 휴

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정보분석 결과 피고인이 2017. 12.경부터 2018. 4.

경까지 사이에 저지른 피해자 B, C, D에 대한 간음유인, 간음유인미수, 미

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성폭력처벌

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범행에 관한 추가 자료들이 획득되어 그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긴급체포되는 현장

에서 적법하게 압수되었고,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의해 발부된 법

원의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하여 압수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으며, 

압수수색영장에는 범죄사실란에 A에 대한 간음유인미수 및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만이 명시되었으나, 법원은 계속 압수수색검증이 필요한 사유로

서 영장 범죄사실에 관한 혐의의 상당성 외에도 추가 여죄수사의 필요성

을 포함시킨 점,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은 미성년자인 A에 대

하여 간음행위를 하기 위한 중간 과정 내지 그 수단으로 평가되는 행위에 

관한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형법 제305조의2 등에 따라 상습범으로 처

29) 서원익, “압수수색 관련성 범위에 관한 최근 판례의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 제32

권 제3호, 2020. 10.,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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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추가 자료들로 밝혀

지게 된 B, C, D에 대한 범행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기본

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

며, 실제로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저질러진 추가 범행들

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일시인 2018. 5. 7.과 시간적으로 

근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성

년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일련의 성범죄로서 범행 동기, 범행 

대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공통되는 점, 추가 자료들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중 간음유인죄의 간음할 목적이나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

적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영장 범죄사실

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수법 및 준비과정, 계획 등에 관한 정황증거에 해

당할 뿐 아니라, 영장 범죄사실 자체에 대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

단할 수 있는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추가 자료들

로 인하여 밝혀진 피고인의 B, C, D에 대한 범행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인 것을 넘어서서 이와 구체적, 개별

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객관적, 인적 관련성을 모두 갖추었다는 이

유로, 같은 취지에서 추가 자료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지 않

으므로 압수수색영장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추가 범행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는 판시가 있었고(2019도

14341 판결), 이에 대하여는 문제되는 추가 증거자료가 해당사건과 관련

성 있는지 여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압수물이 증명하고자 하는 별건이 압

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는데 이는 관련성 인정 기준으로서 해당 사건의 

의미를 놓치거나 압수수색 관련성과 압수물의 다른 범죄에 대한 증거 사

용 문제를 혼동한 것이 아닌가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30)

30) 민수영, “압수수색에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및 다른 범죄에 대한 증거 사용의

문제 – 대법원 2019도14341 판결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22권 제1호, 2021,

p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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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또 최근 대법원 판시는 비슷한 사안에서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 영장 범죄사실은 ‘2018. 3. 

피해자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2019. 3. 1.까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인데, 수사기관은 위 영장으로 확보한 전자정보에서 피

해자 A 이외의 다른 피해자들의 동종 범행을 발견하였고, 2017. 9. 3.경부

터 2018. 12. 10.경까지 아동 피해자 21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

작, 배포 등으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 1심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의 증거

로 인정하였으나, 항소심 및 대법원은 범죄사실과 관련성 없는 증거여서 

별도 영장을 받아야 했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였다. 그 근거

는 ‘이 사건 피의사실은 피해자 A에 대한 동종 범행에 해당하기는 하지

만, 피해자, 범행일시, 음란물 내용 등에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피의사

실에 관하여는 상습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음란물 자료들이 이 사건 피의사실의 목적이나 상습성에 대한 간접 증거

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여지가 없는 점, 이 사건 영장에 이 부분 범행에 

관련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추가 여죄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 또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

은 이 사건 피의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범행은 이 사건 피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영장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법원의 판단이 법률전문가가 볼 때도 아리송하게 된다면 이는 사법부 신

뢰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매우 크다할 것이다. 31)

궁극적으로 디지털 증거는 도구를 통해서 인식되기 때문에 Plain View 

논의가 의미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탐색적 수색을 제한

31) 법원의 판단이 주관적으로 보여 디지털 증거능력 판단을 수치화 하는 계산법을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있다. 물론 증거능력을 수치화하는 것은 사법의 영역에 수학

을 가져오는 것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김영준, 김완주, 임재성, ‘AHP 기법을 적용한 디저털 증거의 증거능력 수준 평가방법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제14권 제4호,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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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파일 수색 방법을 제한하려 하고 있으나 특정한 수색 방법(작

성시간, 키워드, 확장자 등)으로 영장을 제한한다면 많은 증거들이 간단히 

수색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32)

무엇보다도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해서는 메타데이터 등을 확

보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만을 선별해서 디지털 정보

를 획득한다면 시스템 정보의 훼손을 필연적으로 가져오며, 디지털 정보

의 생성, 수정, 열람 등을 확인할 정보 없이 데이터의 내용만을 획득하는 

것은 디지털 정보로 증명하려는 실체 진실에도 도움이 되지 못 하는 경우

가 많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포렌식도구는 주요 파일 선별 기능을 통

해 문서, 그림, 전자메일 등과 같은 주요 파일들을 종류별로 수집하여 제

공하고 있다. 33) 수집한 이 파일들을 확인하여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할 것이다. 

32) 박상준, 디지털포렌식 강의자료 1, 서울대학교 수리정보과학과, 2021, p193

33) 김준수, 황현욱, ‘디지털포렌식에서 선별을 위한 메모이제이션 기반 주요 파일 

수집기법’, 디지털포렌식연구 제14권 제4호,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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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현장 압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

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

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

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

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법 규정은 현장에

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에 한정하여 수색 및 압수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

로 해석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법원이 영장 별지에 첨부하던 것이 법규화 된 것으로 원칙은 

현장 선별 압수로, 예외는 매체 압수로 하여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즉 현

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를 확인하는 수색을 거쳐 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매체 자체를 가져가거

나, 매체 자체를 그대로 이미징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 말하는 ‘법과학적 복제’란 단순히 하드 드라이

브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증거가 포함되어 있는 하드드라이브 

전체를 확보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법과학적 복제(Forensic copy)(이미징이

라 하기도 한다)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자면, 데이터 저장 방식인 파일 

시스템을 기준으로 볼 때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할당된 공간 내에서 논리

적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은 저

장을 위해 사용 중인 논리적 공간과 미사용 중인 Slack Space가 포함된 

공간이고, 법과학적 복제는 이 모든 것을 복제하는 것이다. (이를 Bit 

Stream Image라고 하기도 한다) 34)

34) 래리 다니엘, 라즈 다니엘 지음, 백제현 옮김, 포렌식 전문가와 법률가를 위한 디

지털포렌식, Bj 퍼블릭, 2012.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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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와 같은 현장 압수수색 원칙은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경향이 

더 많아지고 있다. 

즉 매체가 대용량화되어 가고 있어 현장에서 짧은 시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디지털 증거는 적은 저장매체에도 방대한 분량의 정보를 저장

할 수 있어 저장매체의 압수에 있어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 정보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이 없는 수많은 사생활 비밀, 영업비밀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특히 다중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서버에는 하나의 저장매체

나 시스템에 범죄와 관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가 저장 또는 전송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범위, 방법 등을 제한할 필요가 더 크다는 지적

이 있다. 그러면서도 대량의 데이터가 대규모로 집적되어 저장, 처리, 전

송되는 만큼 저장매체를 압수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어 

당사자의 사회 활동에 큰 불편과 재산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의견

을 제시하는 견해가 있다. 35)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일견 모순되어 보인다. 적은 매체에 방대한 분량

이 담겨져 있다는 것은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기도 하

다. 모래 속에 있는 진주를 찾는 것처럼 포렌식 수사가 실체에 접근하기 

근본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분석에 장시간이 

필요하기에 당사자의 사회 활동에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현

장 분석은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체진실 발견을 너무나 어렵게 하

는 방향으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실체진실 발견을 

제대로 하게 하고 그로 인한 별건 수사를 막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궁극

적 방향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게다가 이제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는 시대이다. 서버의 위치가 수시

35) 손지영, 김주석,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4),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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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동되고 해외에 소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종래의 고정된 장소를 

예정한 압수수색의 인식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에 적용될 수 없다. 역외 압수수색의 경우 대법원에서 

법령의 해석으로서 인정하고 있으나(2017도9747) 36) 법률 개정이 필요한 

36) 대법원은 원격 압수수색 관련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압수ㆍ수색은 대상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를 상대로 할 수 있고, 이는 해당 소
유자 또는 소지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형사소송법 제
106조 제1항, 제2항 , 제107조 제1항 , 제108조 , 제109조 제1항 , 제219조  
참조). 또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하
여야 하고,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
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 제219조  참조).
인터넷서비스이용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인
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설한 이메일 계정과 관련 서버에 대한 접속권한을 가
지고, 해당 이메일 계정에서 생성한 이메일 등 전자정보에 관한 작성ㆍ수정ㆍ열
람ㆍ관리 등의 처분권한을 가지며, 전자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권리보호이익을 가지는 주체로서 해당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
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전자정보
가 저장된 서버의 유지ㆍ관리책임을 부담하고, 해당 서버 접속을 위해 입력된 아
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가 등록한 것과 일치하면 접속하려는 
자가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접속을 허용하여 해당 전자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등 다른 정보처리장치로 이전, 복
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하는 대물
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나아가 압수ㆍ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
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
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
장에 따라 영장 기재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적법
하게 취득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것 역시 피의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소지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위와 달리 볼 
필요가 없다.
비록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그 저장된 전자정보
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킨다 하더라도, 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허용한 피의자의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 및 처분권한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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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임은 분명하다할 것이다. 

또한 현재 실무에서 사용하는 포렌식 도구들로서 클라우드 저장소에 있

는 데이터를 선별 수집하는 것은 저장소 내의 파일들을 내려받아 선별 수

집하는 방식이다. 이는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된다. 이에 대하여 기존 로

컬 저장소 파일들과 마찬가지로 선별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저장소 내 파일들의 리스트, 메타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선별해서 압수수색

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파일을 내려받는 방법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37)

또한 이제 서버에 있는 정보가 암호화되는 것이 오히려 주류라 할 것이

고, 안티포렌식 기술이 나날이 발달하여 현장에서 이를 바로 분석하는 것

이 오히려 이례적인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DRM, 스테가노그라피 등 시

반적 접속 절차에 기초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제114조 제1항 에서 영장에 수색할 장소를 
특정하도록 한 취지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저
장매체 간 이전, 복제가 용이한 전자정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
속하는 것이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압수ㆍ수색영장에서 허용
한 집행의 장소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수색행위는 정보통신망
을 통해 원격지의 저장매체에서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현
출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위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압수행위는 위 
정보처리장치에 존재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이를 출력 또
는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수색에서 압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모
두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
음하여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
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
에 대하여 압수ㆍ수색하는 것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원활하고 적정하게 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
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대물적 강제처분 행위로서 허용되며, 형사소
송법 제120조 제1항 에서 정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
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7) 한중수, 이승용, 오정훈, 김준수, 정혜진, 황현욱,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

한 메타데이터 기반 파일 선별 수집 방법 및 구현’, 디지털포렌식연구 제14권 제

3호, 20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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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두고 분석해야 하는 경향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현장 분석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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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모바일 포렌식 특수성

미국 CIA가 각국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World Factbook에 의하면, 2019

년 기준 우리 나라는 100명 당 135개의 모바일을 보유한 국가이다. 38)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등을 보면 휴대폰 가입 사용자 인구는 폭증

하고 있고,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할 것이다. 휴대폰 기능이 점차 진화하고 복잡해지고 있고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백업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컴퓨터와 연결될 수도 

있으며, 상당한 양의 개인 정보를 담고 있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본격적인 디지털 포렌식 분석이 필

요한 경우에는 매체 압수를 단행하거나 관련성 인정 범위를 다소 확대하

는 판단이 정당하지만, 모바일은 선별 압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

에 개인정보 보호 방향으로 압수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39) 그러나 이 주장은 모바일은 선별 압수가 현재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전제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위 논문은 

진화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실체진실을 밝히라는 것이나 상용화되지 아니

한 (신뢰성이 인증되지 않은)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형사 사건의 실체 진

실을 밝힐 수는 없고 이는 실체진실 발견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밖에 해석

되지 않는다할 것이다. (위 논문에서 들고 있는 검찰에서 자체 개발한 모

바일 포렌식 도구는 무결성 확보가 담보되기 현재는 아직 어려운 도구로

서 상용화되기 부족하다. 디지털 증거는 무결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이

고, 디지털 증거의 연속성 관리에 방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실

38)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korea-south/#communications

2021. 08. 11.

39) 오현석, “전자증거의 선별압수와 매체 압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

술대학원 이학석사 학위논문, 2019. 2,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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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 관련성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 선진 법제에 

비추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휴대전화는 우리 나라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고, 사생활의 결정체라 

할 수 있으며 다른 저장매체와 달리 원본 자체의 반출이 통용되기에, 더

더욱 압수수색 요건을 다른 전자정보와 달리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 40) 그러나 우선 디지털 정보가 담겨져 있는 매체가 휴대

전화인가 아니면 일반 컴퓨터인가 등에 따라서 압수수색 요건을 달리 한

다는 전제에는 찬성할 수 없다. 휴대폰의 정의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

가. 기술의 발달은 법률의 개정보다 항상 빠르다. 전화도 되는 태블릿피

씨는 휴대폰으로 보아야 할까. 휴대폰의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가 법의 

명확성에 반할 수 있다. 또한 사생활, 별건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은 다른 

전자정보, 심지어 유체물 또한 마찬가지이다.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압수수색 요건이 달라진다는 것 또한 강제처분의 경우 더

더욱 법률의 명확성이 요구되는데 이 또한 문제라 할 것이다. 

휴대폰에는 가장 내밀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자료로 인해 비록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더라도 피압수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고 이를 압박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지

적은 일응 수긍이 되나, 그렇다고 이를 이유로 휴대폰의 경우 압수수색의 

원칙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41)  위와 같은 사유로 수긍하기 어렵

다. 위와 같은 회유, 협박의 수단으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그로 인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음은 이미 확립된 법칙임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싶다. 

40) 박병민, 서용성,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

를 중심으로”,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2021), p334~336

41) 김혜미, 휴대폰 압수수색과 영장주의 원칙의 엄격한 해석 요청-한국과 미국의 판

례 분석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55권 제2호, 2020.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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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아동 포르노 등 사건의 증거로 보이는 휴대폰과 단순한 모욕, 

명예훼손 등의 증거로 보이는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비례의 원

칙의 기준은 달리 지켜서 하는 것이고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하되,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법

정에서 증거로서 사용을 통제하면 될 것이다. 즉 디지털 정보의 압수수색

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그것이 모바일인가 아닌가가 아니고, 디지털 정

보가 담겨 있는 매체의 역할(해킹의 도구 등), 범행의 중대성(범행이 중대

하다면 그 범위는 넓어질 것이다), 범행의 태양(예를 들어 테러사범, 성폭

행 사건과 명예훼손 사건과의 압수 대상 범위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증거 조작 및 파괴 행위 여부, 증거의 양, 사건 현장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것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

능하고, 법원이 영장 발부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기재할 수 없는 부분이

다. 그래서 선진법제에서도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지, 

압수수색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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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수색과 압수, 압수물 분석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최소한 표준을 담은 지침을 미국 법무

부와 경찰서장 연합(IACP)에 의해 발간된 바 있다. 이는 디지털 증거의 수

집, 보존 과정에 주로 적용되고, 증거의 수집과 보존 과정은 분석된 디지

털 증거가 법정에서 진정성 있는 증거로 인정되고 원본 증거가 온전하게 

제출되었음을 보증하기 위한 핵심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42) 증거 획득은 

실제 데이터가 복제되는 과정에서부터 복제 이후 가치 있는 증거를 추출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추출 과정을 기존의 유체물 압수수색 

과정의 일환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고 보여진다. 

기본적 개념으로 돌아가보면, 압수란 수사기관이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

건을 보전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그 점유를 취득하거나 점유를 지속시키

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증거물은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진행 중인 당해 범

죄사실에 관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또는 서류를 의미하고 범죄

사실에 관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상에 

관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도 포함된다. 몰수 대상물은 당해 사

건에 관하여 그 시점에서 몰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물건을 말한다. 

재판을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몰수가 필요하지 않게 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3)

디지털 정보는 눈으로 일견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확장자 변

경, 비할당 영역 이용, 비어 사용 등으로 저장매체 내에 은닉하였을 경우 

이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압수 초기에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하지 

못 했더라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될 가능성도 있기에 일

42) 래리 다니엘, 라즈 다니엘 지음, 백제현 옮김, 포렌식 전문가와 법률가를 위한 디

지털포렌식, Bj 퍼블릭, 2012. p 32

43) 주석 형사소송법, p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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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정보만을 압수한다면 중요한 증거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미국 실무에서는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4)

수색은 이에 반하여 압수할 물건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따라서 엄밀하게

는 수색을 하여 범죄사실과 관련된, 필요한 증거 자료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압수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대상이 수색의 대상이 되는지가 보다 넓은 개념이라 할 

것이고, 현재 판례에 의해 정착되어 법령에까지 일부 반영된 것은 수색과 

압수의 개념을 혼동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엄밀히 말하면, 현

재 판례가 제시하는 것은 압수가 아닌 수색의 제한이다. 압수할 물건을 

찾아내는 과정을 제한하기 위하여 검색어 등으로 제한한다면 이는 중요한 

증거를 누락할 위험이 매우 크다할 것이다. 이는 예를 들어 범행 장소에

서 범죄 증거를 찾는데 00라는 문구가 들어간 자료만 가져갈 수 있다는 

제한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00가 사용되지 않아도 범죄 증거로서 사용할 

자료는 수없이 많다. 

쟁점은 압수수색 ‘방법’의 제한이 아니라 ‘대상’의 제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방법을 제한하면 수사기관은 진실을 발견하지 못 하고 소극적

으로 될 수 밖에 없다. 범죄사실과 관련된다고 일응 판단하여 찾아내서 

획득한 자료 중 차후 분석을 한 이후에 범죄사실과 관련되지 아니하게 된 

자료는 압수수색이 위법해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

히 발견한 별건 범죄의 예로 별도 영장을 받아서 해결할 문제이다. 법원

이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영장을 발부할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면 영장 발부를 기각하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이 또한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한 

상식과 경험칙,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은 혐의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영장을 ‘발부하여야’ 하는 

44) 주석 형사소송법, p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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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지, 임의로 기각해서 실체진실 발견을 저해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점유를 획득하는 시점을 어디로 보아야할 것인가. 판례는 이를 압

수물 분석을 완료한 시점이라고 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체물 압수

에서는 그 분석을 완료한 시점으로 보지 않는다. 현장에서 가져온 칼을 

압수하였다. 이 칼은 범행 도구 일수도 전혀 별개의 도구일 수도 있다. 위 

칼에 대해 DNA 감정 등을 통하여 분석을 하는 과정은 압수수색 이후 증

거물에 대한 분석일 뿐이다. 같은 의미로, 우리 실무와 판례에서 디지털 

증거에 한정하여 분석 완료시점이 압수수색 집행 종료시점으로 보는 것 

또한 선진법제에서 보기 어려운 시각이며, 현행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법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압수, 수색의 개념과도 맞지 아

니한 해석으로 보인다. 재검토가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하고 싶다.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 수사 당사자가 참여하여 수사기밀을 공유하라

는 판례와 실무 또한 재검토가 필요해보인다. 압수를 한 이후 증거물 분

석 과정을 수사기관이 혐의를 의심받는 피의자와 함께 공유하면서 내용을 

확인한다는 것은 수사의 본질에도 반한다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압수수색 시 범죄사실 관련성의 의미와 유죄 입증에서 범죄

사실 관련성의 의미는 다르다. 디지털 증거는 다른 유체물 증거 못지 않

게 아니 더더욱 그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사후 분석이 더 중요하다. 그 

사후 분석 과정을 강제처분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인다면, 수사의 기밀성을 

통한 실체진실 발견은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수색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강제 처분이 필요해 영장이 발부된 사안인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피의자를 위해 남용되는 것은 아닌

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억울함, 사회적 비용, 정의 구현의 후퇴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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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개선 방안

제 1 절 해외 법제

1. 미국

여기서는 선진법제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사이버 범죄협약을 중심으로 살

펴보고, 우리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실무 개선안에 참조하고자 한다. 

미국에서 전자 증거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거 규정은 수

정헌법 제4조이다. 수정 헌법 제4조는 ‘그들 개인, 주거, 서류들이 정부

의 부당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안전하고 또한 영향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할 

국민의 권한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그리고 영장은 oath or affirmation 

으로 뒷받침되는 합당한 근거에 기반하여야 하며 특히 수색될 장소와 체

포할 사람 또는 압수하려는 것을 기술하지 않고는 어떠한 영장도 발행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프라이버시에 대한 ‘reasonable expectation’에 대한 판례의 변화를 

통해 사생활을 좀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Olmstead v. Unitede States(1928) 에서는 도청은 영장 없이도 가능한 

근거로 위 ‘reasonable expectation’을 사용하였으나, Katz v. United 

States(1967) 에서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실질적 기대, 그러한 기대를 사회

가 합당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공중

전화박스 외부에 부착한 도청장치로 (영장 없이) 취득한 증거에 대한 위

법수집증거를 적용하였다. 또한 미국 판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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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증거의 경우에는 합리적 기대를 인정하기 어렵기에 영장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경향이 읽힌다. 

미국은 영장의 예외로서 우연한 발견의 원칙(Plain View Doctrine)이 적

용된다. 영장의 예외로서 긴급 상황(exigent circumstance) 또한 ‘증거가 

곧 파기될 위험’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 형사소송법 제41조에는 압수, 수색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 있

으며, 이는 전자 증거에서도 적용된다. 45)

45)

Rule 41. Search and Seizure

Primary tabs

(a) Scope and Definitions.

(1) Scope. This rule does not modify any statute regulating 

search or seizure, or the issuance and execution of a 

search warrant in special circumstances.

(2) Definitions. The following definitions apply under this 

rule:

(A) “Property” includes documents, books, papers, any 

other tangible objects, and information.

(B) “Daytime” means the hours between 6:00 a.m. and 

10:00 p.m. according to local time.

(C)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 means a government 

agent (other than an attorney for the government) who is 

engaged in enforcing the criminal laws and is within any 

category of officers authorized by the Attorney General to 

request a search warrant.

(D) “Domestic terrorism” and “international terrorism”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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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nings set out in 18 U.S.C. §2331.

(E) “Tracking device” has the meaning set out in 18 

U.S.C. §3117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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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 or an attorney for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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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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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rd in the district—has authority to issue a warrant to 

search for and seize a person or property located within the 

district;

(2) a magistrate judge with authority in the district has 

authority to issue a warrant for a person or property outside 

the district if the person or property is located within the 

district when the warrant is issued but might move or be 

moved outside the district before the warrant is exec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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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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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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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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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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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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Persons or Property Subject to Search or Seizure. A 

warrant may be issued for any of the following:

(1) evidence of a crime;

(2) contraband, fruits of crime, or other items illeg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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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essed;

(3) property designed for use, intended for use, or used in 

committing a crime; or

(4) a person to be arrested or a person who is unlawfully 

restrained.

(d) Obtaining a Warrant.

(1) In General. After receiving an affidavit or other 

information, a magistrate judge—or if authorized by  Rule 

41(b), a judge of a state court of record—must issue the 

warrant if there is probable cause to search for and seize a 

person or property or to install and use a tracking device.

(2) Requesting a Warrant in the Presence of a Judge.

(A) Warrant on an Affidavit. When a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 or an attorney for the government 

presents an affidavit in support of a warrant, the judge may 

require the affiant to appear personally and may examine 

under oath the affiant and any witness the affiant produces.

(B) Warrant on Sworn Testimony. The judge may wholly or 

partially dispense with a written affidavit and base a warrant 

on sworn testimony if doing so is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C) Recording Testimony. Testimony taken in support of a 

warrant must be recorded by a court reporter or by a 

suitable recording device, and the judge must file the 

transcript or recording with the clerk, along with any 

affidavit.

(3) Requesting a Warrant by Telephonic or Other Reliable 

Electronic Means. In accordance with  Rule 4.1, a magistrate 



- 68 -

judge may issue a warrant based on information 

communicated by telephone or other reliable electronic 

means.

(e) Issuing the Warrant.

(1) In General. The magistrate judge or a judge of a state 

court of record must issue the warrant to an officer 

authorized to execute it.

(2) Contents of the Warrant.

(A) Warrant to Search for and Seize a Person or 

Property. Except for a tracking-device warrant, the warrant 

must identify the person or property to be searched, identify 

any person or property to be seized, and designate the 

magistrate judge to whom it must be returned. The warrant 

must command the officer to:

(i) execute the warrant within a specified time no longer 

than 14 days;

(ii) execute the warrant during the daytime, unless the 

judge for good cause expressly authorizes execution at 

another time; and

(iii) return the warrant to the magistrate judge designated 

in the warrant.

(B) Warrant Seeking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A 

warrant under  Rule 41(e)(2)(A) may authorize the seizure of 

electronic storage media or the seizure or copying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 warrant authorizes a later review of the media or 

information consistent with the warrant. The time for 

executing the warrant in  Rule 41(e)(2)(A) and (f)(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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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s to the seizure or on-site copying of the media or 

information, and not to any later off-site copying or review.

(C) Warrant for a Tracking Device. A tracking-device 

warrant must identify the person or property to be tracked, 

designate the magistrate judge to whom it must be returned, 

and specify a reasonable length of time that the device may 

be used. The time must not exceed 45 days from the date 

the warrant was issued. The court may, for good cause, 

grant one or more extensions for a reasonable period not to 

exceed 45 days each. The warrant must command the 

officer to:

(i) complete any installation authorized by the warrant 

within a specified time no longer than 10 days;

(ii) perform any installation authorized by the warrant 

during the daytime, unless the judge for good cause 

expressly authorizes installation at another time; and

(iii) return the warrant to the judge designated in the 

warrant.

(f) Executing and Returning the Warrant.

(1) Warrant to Search for and Seize a Person or Property.

(A) Noting the Time. The officer executing the warrant 

must enter on it the exact date and time it was executed.

(B) Inventory. An officer present during the execution of 

the warrant must prepare and verify an inventory of any 

property seized. The officer must do so in the presence of 

another officer and the person from whom, or from whose 

premises, the property was taken. If either one is not 

present, the officer must prepare and verify the inventor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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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ce of at least one other credible person. In a 

case involving the seizure of electronic storage media or the 

seizure or copying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the 

inventory may be limited to describing the physical storage 

media that were seized or copied. The officer may retain a 

copy of the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that was seized 

or copied.

(C) Receipt. The officer executing the warrant must give a 

copy of the warrant and a receipt for the property taken to 

the person from whom, or from whose premises, the 

property was taken or leave a copy of the warrant and 

receipt at the place where the officer took the property. For 

a warrant to use remote access to search electronic storage 

media and seize or copy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the officer must make reasonable efforts to serve a copy of 

the warrant and receipt on the person whose property was 

searched or who possessed the information that was seized 

or copied. Service may be accomplished by any means, 

including electronic means, reasonably calculated to reach 

that person.

(D) Return. The officer executing the warrant must 

promptly return it—together with a copy of the inventory—to 

the magistrate judge designated on the warrant. The officer 

may do so by reliable electronic means. The judge must, on 

request, give a copy of the inventory to the person from 

whom, or from whose premises, the property was taken and 

to the applicant for the warrant.

(2) Warrant for a Tracking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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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ting the Time. The officer executing a 

tracking-device warrant must enter on it the exact date and 

time the device was installed and the period during which it 

was used.

(B) Return. Within 10 days after the use of the tracking 

device has ended, the officer executing the warrant must 

return it to the judge designated in the warrant. The officer 

may do so by reliable electronic means.

(C) Service. Within 10 days after the use of the tracking 

device has ended, the officer executing a tracking-device 

warrant must serve a copy of the warrant on the person 

who was tracked or whose property was tracked. Service 

may be accomplished by delivering a copy to the person 

who, or whose property, was tracked; or by leaving a copy 

at the person's residence or usual place of abode with an 

individual of suitable age and discretion who resides at that 

location and by mailing a copy to the person's last known 

address. Upon request of the government, the judge may 

delay notice as provided in  Rule 41(f)(3).

(3) Delayed Notice. Upon the government's request, a 

magistrate judge—or if authorized by  Rule 41(b), a judge of 

a state court of record—may delay any notice required by 

this rule if the delay is authorized by statute.

(g) Motion to Return Property. A person aggrieved by an 

unlawful search and seizure of property or by the deprivation 

of property may move for the property's return. The motion 

must be filed in the district where the property was seized. 

The court must receive evidence on any factual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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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의 컴퓨터의 수색 및 압수, 전자 증거의 획득에 관한 절차에 

의하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은 범죄에 있어서 컴퓨터의 가능한 역할에 

대한 분류를 신중하게 한 후 영장 작성을 하고 있다. 46) 즉 컴퓨터가 소

지 자체가 금지된 데이터의 저장소가 될 경우(금지품)일 경우, 불법 마약 

거래를 보여주는 스프레드시트, 진행 중인 사기 행위에 사용된 편지 등 

범죄의 증거가 되는 데이터의 저장소인 경우, 해킹, 협박물 전송이나 불

법 저작물, 불법 음란물 제작, 배포의 도구일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necessary to decide the motion. If it grants the motion, the 

court must return the property to the movant, but may 

impose reasonable conditions to protect access to the 

property and its use in later proceedings.

(h) Motion to Suppress. A defendant may move to suppress 

evidence in the court where the trial will occur, as  Rule 12

 provides.

(i) Forwarding Papers to the Clerk. The magistrate judge to 

whom the warrant is returned must attach to the warrant a 

copy of the return, of the inventory, and of all other related 

papers and must deliver them to the clerk in the district 

where the property was seized.

46) 이하는 Office of Legal Education Executive Office for United States Attorneys,

Department of Justice, Searching and Seizing Computers and Obtaining Electronic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s

https://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criminal-ccips/legacy/2015/01/14/ssman

ual2009.pdf (2021. 8. 24.) 참조하여 위 내용을 해석하였다.

1) A computer can be contraband—either because the 

computer is a repository of data that is contraband (such as 

child pornography) or because the computer is sto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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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정보저장매체 자체 압수가 원칙이다. 특히 금지품이거나 범죄의 

증거, 범죄의 과실, 범죄수단일 경우에는 매체 압수가 원칙이고(Rule 41) 

예외적으로 매체에 있는 특정 정보만에 대해서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만 압수할 수 있다. (정보를 압수하는 것이 우리의 선

별 압수로 보인다) 

아동 포르노그래피, 해킹 등 매체 압수를 하는 대부분의 경우, 수사관은 

수색을 하여 하드웨어 자체를 압수한 후, 사무실에서 컴퓨터 포렌식을 통

해 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우리의 선별 압수, 즉 정보 압수

(information seizures)의 경우는 물리 이미징보다는 파일의 내용(content)

이 범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모든 파일을 

무분별하게 압수한다면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이 된다할 것이다. 위 경우는 

특정 범죄사실, 용의자, 관련 시간 등으로 한정하여 압수해야 한다. 마약 

거래에 있어서 영장의 특정 기재는 ‘(기간을 정한) 마약 거래와 관련된 

모든 기록’으로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예시 자료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아래에서 보듯이 ‘all 

records’를 기재하고 있다. 

property; 

2) a computer can be a repository of data that is evidence 

of a crime—such as a spreadsheet showing illegal drug 

transactions, a letter used in an ongoing fraud, or log files 

showing IP addresses assigned to the computer and 

websites accessed; or62 Searching and Seizing Computers

3) a computer can be an instrumentality of a crime—for 

example, the computer was used as a tool to hack into 

websites, distribute copyrighted videos, or produce illegal 

por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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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미국 법원은 영장에 명시적으로 ‘전자 정보’만을 압수하라고 되

어 있더라도 수사기관이 대상인 ‘전자 정보’가 있다고 믿을 만한 

‘reasonable’이 인정된다면 매체 자체의 압수를 허락하고 있다. 즉 미국 

법원의 경우 기술의 발달을 인정하고 영장에 모든 제한을 구체적으로 기

재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47)

47) United States v. Giberson, 527 F.3d 882, 888 (9th Cir. 2008) (“[t]he format 

of a record or document should not be dispositive to a Fourth Amendment 

All records relating to violations of 21 U.S.C. § 841(a) (drug 

trafficking) and/or 21 U.S.C. § 846 (conspiracy to traffic 

drugs) involving [the suspect] since January 1, 2008, 

including lists of customers and related identifying 

information; types, amounts, and prices of drugs trafficked 

as well as dates, places, and amounts of specific 

transactions; any information related to sources of narcotic 

drugs (including names, addresses, phone numbers, or any 

other identifying information); any information recording [the 

suspect’s] schedule or travel from 2008 to the present; all 

bank records, checks, credit card bills, account information, 

and other financial records. 

The terms “records” and “information” include all of the 

foregoing items of evidence in whatever form and by 

whatever means they may have been created or stored, 

including any form of computer or electronic storage (such 

as hard disks or other media that can store data); any 

handmade form (such as writing, drawing, painting); any 

mechanical form (such as printing or typing); and any 

photographic form (such as microfilm, microfiche, prints, 

slides, negatives, videotapes, motion pictures, photocop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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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드라이브 ‘수색’에 있어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현

장(on-site)에서 확인할 수 없어, 전체 이미징을 하거나 매체 자체를 가져

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 데이터가 담긴 파일의 경우, 파일명을 바꾸거나 

슬랙 스페이스에 넣거나, 암호화하거나, 또는 파일 자체가 아니라 로그 

자료, 아티팩트 등이 증거로서 필요한 경우, 너무나 대용량인 경우 등은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 적절한 포렌식 도구를 갖추고 

바로 분석에 들어가는 경우는 쉽지 아니하다. 게다가 현장에서 압수할 것

은 전자 증거만은 아닐 것이므로 전자 증거 수색에만 인력을 투입하는 것

은, 한정된 인력으로 다른 증거를 찾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지

inquiry”); United States v. Pontefract, 2008 WL 4461850, at *3 (W.D. La. 

Oct. 1, 2008) (warrant that specified photographs but not computers allowed 

the search of a computer for photographs because “in today’s digital world, 

a laptop computer is as likely a place to find photographs as a photo 

album”). As the Tenth Circuit explained in United States v. Reyes, 2. With a 

Warrant 75798 F.2d 380, 383 (10th Cir. 1986), “in the age of modern 

technology and commercial availability of various forms of items, the warrant 

c[an] not be expected to describe with exactitude the precise form the 

records would take.” Accordingly, what matters is the substance of the 

evidence, not its form, and the courts will defer to an executing agent’s 

reasonable construction of what property must be seized to obtain the 

evidence described in the warrant. SeeUnited States v. Hill, 19 F.3d 984, 

987-89 (5th Cir. 1994); Hessel v. O’Hearn, 977 F.2d 299 (7th Cir. 1992); 

United States v. Word, 806 F.2d 658, 661 (6th Cir. 1986); United States v. 

Gomez-Soto, 723 F.2d 649, 655 (9th Cir. 1984) (“The failure of the warrant 

to anticipate the precise container in which the material sought might be 

found is not fatal.”). See also United States v. Abbell, 963 F. Supp. 1178, 

1997 (S.D. Fla. 1997) (noting that agents may legitimately seize “[a] 

document which is implicitly within the scope of the warrant – even if it is 

not specifically identified”). This approach is consistent with a forthcoming 

amendment to Rule 41(e) (which, assuming no contrary congressional action, 

is scheduled to take effect on December 1, 2009) specifying that a “warrant 

under Rule 41(e)(2)(A) may authorize the seizure of electronic storage media 

or the seizure or copying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Office of Legal Education Executive Office for United States Attorneys, Department

of Justice, Searching and Seizing Computers and Obtaining Electronic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s

https://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criminal-ccips/legacy/2015/01/14/ssman

ual2009.pdf (2021. 8. 24.)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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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할 수 있다. 이는 유체물 압수에서도 유사 상황에서 모든 서류를 가져

와 검토하여 영장 범위 내의 물건을 압수하게 하는 것과 같다. 

기술의 발달에 의해 암호화 등의 진화는, 현장에서 압수수색으로 인해 

증거를 오히려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적절한 분석을 위해서, 전문가 부족 등을 기술하여 전체 이미징을 하거

나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 

또한 수색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전자 증거를 발견해 내는 수사기관의 

능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United States v. Brooks, 427 

F.3d b1246, 1252 (10th Cir. 2005) 에서 ‘포렌식 과정은 직관과 현장에서

의 판단을 매우 요구하는 것이어서 예를 들어 키워드로 수색의 범위를 제

한한다면, 영장 범위에 들어가는 수많은 종류의 파일들을 찾아낼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한 바 있다. 키워드로 걸러낼 수 없는 파일 형식이 있으

며, 사건 관계자들이 어떤 단어로 범죄 사실을 의미하게 사용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 하나 일일이 분석하지 않고 키워드 등으로 수색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실체 진실 발견을 저해한다할 것이다. 대표적 법률 

검색 사이트인 LEXIS 또한 키워드 검색만으로 원하는 것을 정확히 찾아

낼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 나라 법원이 키워드를 심지어 지정까지 하면서 수색의 범위

를 제한하는 것은 실체 진실 발견에 심각한 훼손을 주는 행위라 하지 아

니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수색은 수정 헌법 제4조를 준수하여 해야 하고, 후에 법원

이 그 수색이 수정헌법 제4조가 규정하는 ‘reasonable’한 것이었는지 

결국 판단하기 때문에 법원이 포렌식 방법까지 규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는 입장으로 보인다. (Hudson v. Michigan, 547 U.S. 576, 591 (2006) 등) 

무엇을 압수수색을 하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할 뿐, 어떤 방법으로 

수색을 하는지를 제한하는 것은 진실 발견을 매우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전자증거는 컨테이너와 같은 것이라서 일일이 열어서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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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않고는 증거가 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례의 원칙을 준

수하는 수사를 함이 더 중요하다고 보인다. 

전자 증거의 경우 압수수색 대상 범죄사실과 무관한 내용이 항상 함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 미국 법원은 일관되게 전자 증거를 간

단히 살펴본 후(brief perusal)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되지 아니한 것이 명

백하게(clearly) 되었다면 더 살펴보는 것은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의 리딩 케이스로 United States v. Heldt, 668 F.2d 1238, 1267 

(D.C. Cir. 1982)) 즉시 탐색을 중지하고 영장을 새로 발부 받으면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간단히 살펴보는 것조차 하지 못 하게 수색 방법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합당한 이유(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적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증거 조작 등 수사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 집행 통

지를 유예할 수 있고, 그 유예는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90일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등에서만 통

지 유예를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소송법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

다. 

미국은 클라우드 해외 서버에 저장된 증거 확보를 위해 Cloud 

Act(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도 2018. 3. 제정하여 적

용하고 있다. 미국의 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통신내

용, 트래픽데이터, 가입자 정보 등에 대해 데이터가 실제 저장된 위치에 

관게없이 제공 요청이 가능하고, 해외 정부기관이 미국과 행정협정을 체

결할 경우 해당 해외정부기관이 미국 기업에 ‘직접’ 데이터 요청이 가

능하여 상호주의를 적용한 것이 기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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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미국이 사생활 보호를 중시여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Riley v. California, 134 S. Ct.2473 (2014) 판결을 들기도 하나, 48) 이는 우

선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로서,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영장이 있음에

도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아니다. 또한 미국이 제3자 보유 정보에 대해서

도 사생활 보호를 중시여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도 하나, 미국은 기본

적으로 제3자가 보유한 정보는 영장 없이 제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가 계좌 내역에 대해 영장을 받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와 같이 압수물 분석 과정에 이르기까지 당사자 참여권 문제가 

쟁점화되고, 관련성 범위가 문제된 사례는 미국, 독일 등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압수를 한 이후 분석 과정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

고, 분석 과정에서 영장 범죄사실과 전혀 무관한 별개 증거가 발견된 경

우 처리는 Plain View Doctrine 이나 긴급 압수제도로 해결하고 그 이후 

별개 증거 수색을 위한 경우는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오히려 

압수물 분석 기간을 수년에 걸쳐 다시 하여 별건 범죄가 발견된 경우가 

문제되었고, 이 때 U.S. v. Ganias 판결 최종 결정은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으로 수사기관이 2006년 영장에 근거하여 선의로 2003년 이미징 하드 디

스크를 압수수색한 경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

시하였다. 49) 50) 오히려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전혀 없는 범죄에 대해 

Plain Veiw Doctrine 적용이 문제가 있다는 논의가 있을 뿐이다. 51)

48) 박병민, 서용성,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률 개정에 관

한 논의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21, p37 이하

49) 박병민, 서용성,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률 개정에 관

한 논의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21, p91 이하

50) 오히려 수정 헌법 제4조의 해석과 관련해 새로운 기술 발달은 그 도전을 받고 있

어 기존 해석을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Daniel Harper, ‘Automobile event data recorders, and the future of the Fourth

Amendment’, Columbia Law Review, June, 2020

51)

Orin S. Kerr, ‘Search warrants in an era of digital evidence’, Mississippi Law 

Journal, Fall 2005

Orin S. Kerr, ‘Search and Seizure in a digital world’, Harvard Law Review, 

December 2005

Orin S. Kerr, ‘Fourth Amendment Limitations on the Execution of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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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버범죄협약

  사이버범죄에는 국경이 없다. 사이버 세계는 국경을 넘어서 순식간으로 

이동하여 전통적인 관할의 개념이나 압수수색 장소의 특정 문제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도,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어려

워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사이버 범죄에 신속히 공조

하며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1985년 유럽평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사이버 

범죄협약은 2001년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에서 의결되어 2004년 7월 발효

되었다. 현재 유럽 각 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등 전세계 국가들의 

가입이 증가하여 66개국이 비준을 완료하였고 2개국이 서명을 하고 비준

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태이다. 52) 우리 나라는 아직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사이버 범죄협약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 논문이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는 절차적 측면에서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이버 범죄 협약 제16조, 제17조에서는 트래픽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

의 신속한 보전(무결성 확보) 및 제공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래

픽 데이터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통신과 관련하여 통신망의 일부를 구

성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생성되는 송, 수신처, 경로, 일시, 크기, 시

간 또는 통신서비스 유형을 나타내는 컴퓨터 데이터를 말한다(위 협약 제

1조). 위 협약 제18조의 경우 제3자가 전자 정보를 보관하고 있을 경우 

제출명령(production order)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3) 54)

Searches Conducted Pursuant to a Warrant’, Columbia Law Review, Aprill 2005

52)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module=signatures-by-treaty&tr

eatynum=185 2021. 9. 8. 방문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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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 Expedited preservation of stored computer data
1 Each Party shall adopt such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nable its competent authorities to order or similarly obtain the expeditious
preservation of specified computer data, including traffic data, that has been stored by
means of a computer system, in particular where there ar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computer data is particularly vulnerable to loss or modification.
2 Where a Party gives effect to paragraph 1 above by means of an order to a person
to preserve specified stored computer data in the person’s possession or control, the
Party shall adopt such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oblige
that person to preserve and maintain the integrity of that computer data for a period
of time as long as necessary, up to a maximum of ninety days, to enable the
competent authorities to seek its disclosure. A Party may provide for such an order to
be subsequently renewed.
3 Each Party shall adopt such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oblige the custodian or other person who is to preserve the computer data to keep
confidential the undertaking of such procedures for the period of time provided for by
its domestic law.
4 The powers and procedure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shall be subject to Articles 14
and 15.

Article 17 – Expedited preservation and partial disclosure of traffic data
1 Each Party shall adopt, in respect of traffic data that is to be preserved under
Article 16, such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a ensure that
such expeditious preservation of traffic data is available regardless of whether one or
more service providers were involved in the transmission of that communication; andb
ensure the expeditious disclosure to the Party’s competent authority, or a person
designated by that authority, of a sufficient amount of traffic data to enable the Party
to identify the service providers and the path through which the communication was
transmitted.
2 The powers and procedure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shall be subject to Articles 14
and 15.Title 3 – Production orderArticle 18 – Production order1 Each Party shall
adopt such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mpower its
competent authorities to order:a a person in its territory to submit specified computer
data in that person’s possession or control, which is stored in a computer system or a
computer-data storage medium; andb a service provider offering its services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to submit subscriber information relating to such services in that
service provider’s possession or control.2 The powers and procedure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shall be subject to Articles 14 and 15.
3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e term “subscriber information” means any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form of computer data or any other form that is held by
a service provider, relating to subscribers of its services other than traffic or content
data and by which can be established:a the type of communication service used, the
technical provisions taken thereto and the period of service;b the subscriber’s identity,
postal or geographic address, telephone and other access number, billing and payment
information, available on the basis of the service agreement or arrangement;c any
other information on the site of the installation of communication equipment, available
on the basis of the service agreement or arrangement.

54)
Article 18 – Product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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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협약 제19조는 수색과 압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격 압

수수색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1 Each Party shall adopt such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mpower its competent authorities to order:a a person in its territory to submit

specified computer data in that person’s possession or control, which is stored in a

computer system or a computer-data storage medium; andb a service provider offering

its services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to submit subscriber information relating to

such services in that service provider’s possession or control.

2 The powers and procedure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shall be subject to Articles 14

and 15.3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e term “subscriber information” means any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form of computer data or any other form that is held by

a service provider, relating to subscribers of its services other than traffic or content

data and by which can be established:a the type of communication service used, the

technical provisions taken thereto and the period of service;b the subscriber’s identity,

postal or geographic address, telephone and other access number, billing and payment

information, available on the basis of the service agreement or arrangement;c any

other information on the site of the installation of communication equipment, available

on the basis of the service agreement or arrangement.

사이버범죄협약 제19조(저장 데이터의 수색 및 압수)

1.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에게 자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

을 수색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엑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컴퓨터 시스템 또는 그 일부, 그 곳에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 

  b. 컴퓨터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컴퓨터 데이터 저장매체 

2.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이 제1항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 또는 

그 일부를 수색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엑세스한 결과,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자국 내 다른 컴퓨터 시스템 또는 그 일부에 저장

되어 있고 이 데이터가 최초 엑세스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정당

하게 엑세스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이 그 다른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 신속히 수색하거

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엑세스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포함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제1

항과 제2항에 따라 엑세스한 컴퓨터 데이터를 압수 또는 이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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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협약은 보다 구체적인 절차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 의한다고 하고 있

으나, 한편으로 위 협약 제19조를 보면 컴퓨터 데이터의 무결성 확보가 

중요하고, 매체 압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압수수색 방법을 제한한다

거나, 수색에 당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거나, 범죄사실 관련성을 찾아내

는 과정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따라야 할 

비례의 원칙을 제15조에 담고 있을 뿐이다. 

사한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컴퓨터 시스템 또는 그 일부, 컴퓨터 데이터 저장매체의 압수 또

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확보할 권한 

  b. 컴퓨터 데이터를 복제하여 보유할 권한 

  c. 저장된 컴퓨터의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할 권한 

  d.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접근 차단 또는 이를 제거할 권한 

4.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작동이나 컴퓨터 데이터

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에게 제1항과 제2항의 조

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

를 취해야 한다. 

5. 이 조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는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사이버 범죄협약 제15조(조건과 보장)

1. 각 당사국은 본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

를 집행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국내법에 따른 조건과 보장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이 조건과 보장 조치에는 ‘1950년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유럽평의회 협약’, ‘1996년 시민권 및 정치

적 권리에 관한 유엔인권협약’ 및 기타 인권과 관련된 국제협약에

서 부과한 의무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를 포함하여 인권과 자유를 비

례의 원칙에 따라 적절히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2. 위 권한과 절차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법적 심사 또는 기타 독립된 

감독, 권한과 절차의 정당화 근거, 권한과 절차의 범위 및 시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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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위 조건과 보장 조치에 적절히 포함해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위 조건과 보장 조치가 공익, 특히 정의 실현에 부합

하는 범위 내에서 위 권한과 절차가 제3자의 권리, 의무 및 정당한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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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술적 개선방안

1. 선행 연구 및 문제점

(1) 동형 암호 활용

선별 압수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을 연구하는 방안으로 동형 암호를 활용하자는 주장이 있다. 55)

원칙적 선별 압수로 인해, 키워드 검색 위주로 확인된 파일 단위의 단편

적 정보에 불과하게 되어 이러한 디지털 증거만으로는 안티포렌식 기법 

사용에 대응하여 의미있는 증거를 확보하는데 무력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 변화에 따른 추가 디지털 증거 확

보도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동형암호를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동형암호(同形暗號, Homomorphic Encryption, HE)는 데이터를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할 수 있는 암호화 방법이다. 암호문들을 이용한 연산의 결

과는 새로운 암호문이 되며, 이를 복호화하여 얻은 평문은 암호화하기 전 

원래 데이터의 연산 결과와 같다. 56)

동형암호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 채로 외부매체에 저장 및 계산

55) 오미경, 디지털 증거 선별 압수수색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적 방안 연

구 – 동형암호를 이용하여 -,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이학석사 학위논문,

2019. 2.

이하는 위 논문 내용을 재인용한다.

56) 위키피디아 동형암호에서 이하 내용은 재인용

https://ko.wikipedia.org/wiki/%EB%8F%99%ED%98%95%EC%95%94%ED%98%B8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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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동형암호를 이용하면 데이터를 암호화한 

채로 상업용 클라우드 서비스에 외주를 맡겨 암호화된 채로 데이터 처리

를 할 수 있다. 의료분야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가 심한 분야

에서 동형암호를 사용함으로써 데이터 공유를 막는 장벽을 극복하고 새로

운 서비스를 개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측분석의료는 개인의료데이터 

보호가 문제가 되어 응용하기 어려웠으나, 동형암호를 이용하여 예측분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프라이버시 보존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2019. 12. 동형암호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동형암호를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임시로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230만명의 KCB의 금융

정보와 국민연금의 연금납부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로 결합하여 통계분

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공데이터의 안전

한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도 검토되고 있다.

그동안 동형암호의 속도가 개선된 것은 암호학적 연구와 수학적 알고리

즘의 개선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에 따라 암호문 상태의 연산이 평문 상

태의 연산 대비 평균 1000x 수준에 이르렀으나 산업화가 활성화 되기 위

해서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SW)적인 최적화에 더불어 

동형암호 하드웨어(HW) 가속기가 연구되고 있다. 

동형암호를 산업적으로 널리 활용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7년에는 동형암호 관련 학자·기업·관료 등이 모여 동형암호 표

준화 기구(HomomorphicEncryption.org)를 발족하였고, 여기서 동형암호 

스킴의 안전성·응용 관련 백서를 만들어 공표하고 매년 1-2회의 워크샵

을 개최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2019년 TTA에 의해 HEaaN의 국내 

표준화가 제정 공표되었다. 2020년 4월 Microsoft와 Intel 등에 의해 세

계표준기구(ISO)에 완전동형암호 표준이 제안되었는데 표준 제정까지는 

3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제안된 동형암호 스킴은 

BGV/BFV와 HEaaN 두가지이다.

최근에는 코로나 확진자 동선 확인 앱인 코로나 동선 안심이(이하 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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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활용되었는데 동형암호를 적용한 공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번째 

사례이다. 코동이는 사용자의 최근 1주 동선과 공개된 확진자의 동선을 

비교하여 접촉 여부를 확인해주는 무료 앱이며, 개인이 자신의 동선을 암

호화해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관계기관의 서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와 동선 겹침 여부를 확인해 개인에게 전달하면, 개인의 휴대폰에서 그 

결과를 열어보는 구조이다. 모든 사용자 위치 정보는 동형암호화된 상태

로 비교, 연산된다. 따라서 개인의 동의 없이는 외부에서 어떤 정보도 얻

을 수 없다. 현재 경기도와 통계청, 서울대에서 공식적으로 서비스 중이

다. 경기도는 1300만 도민들의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을 위해서, 통

계청에서는 통계조사원들의 방문조사시 안전을 위해서, 서울대에서는 대

면 수업에 참여하는 교직원 및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동선 안심이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코동이의 작동은 다음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1. 확진자 방문 장소를 서버에 저장 2. 앱 사용자가 자신의 동선을 '동형

암호화'하여 서버에 전송 3. 확진자와의 동선 중복 여부 계산하여 개인에

게 전송 후, 암호화된 상태로 교집합 계산 4. 개인 스마트폰으로 '복호화'

하여 동선 중복 여부 판단

동형암호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지 않은 채로 컴퓨터로 수행가능

한 모든 연산이 가능한 암호기법으로, 암호화된 데이터로 연산을 수행하

더라도 평문을 알 필요가 없어 개인정보 보호에 유용한 기술이다. 

위 동형암호 활용 방안은 압수의 대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디지털 증거

의 범위를 매체 단위로 파악하여 매체 내 전자 정보 전체를 압수수색 시 

확보하되, 동형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호화하면 수사기관의 임의 접

근을 배제하여 피압수자의 기본권 보호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암호화

된 상태로 봉인된 파일에 대하여 검색 연산을 통해 추가로 찾고자 하는 

데이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복호화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무분

별한 복호화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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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당 매체 내에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매체 전체를 범죄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를 물리 이미지 파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압수하

고, 이를 완전 동형 암호를 이용하여 암호화하는 것이다. (암호화된 상태

에서도 연산이 보존되는 완전 동형 암호를 이용해야 복호화를 손쉽게 허

용하지 않아 피압수자의 기본권 보호가 더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러나 이는 상당한 시간, 비용, 용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현재에서는 현

실적이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논문에서는 관련성이 현재로서는 낮아보이지만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 등에서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전자 정보를 분리하여, 이 전

자 정보만을 암호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비밀키 생성, 보관 주체

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법원 등 중립기관, 피압수자 등 다자 참여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우선 동형암호는 아직 상용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새로운 

활용이 시험 중인 것이다. 우선 시험중인 기술을 형사 사건에 도입하기까

지는 검증 등을 통한 지난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관련성의 정도를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증거를 세분화하는 것이 현실적

으로 가능할지 또한 의문이다. 매체 분리, 전자 정보 분리가 가능할지 또

한 의문이다. 대개는 하나의 전자 정보에 여러 정보가 혼재되어 있기 때

문이다. 연산을 통해서 암호화된 상태를 검색해 내기에 개인 정보를 볼 

수 없어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용하다 주장하나, 그렇다면 결국은 ‘키워

드’ 검색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키워드 검색의 한계 때문에 전체 

매체 압수를 하자고 주장하면서, 위 주장의 전제는 모든 파일들을 하나 

하나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증거를 제대로 선별할 수 있기 때문인데, 

하나 하나 확인을 암호화된 상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 한 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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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를 통해서 해야만 한다면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동형암호는 의료 정보 등 정형화된 툴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확진자 동선과 내 동선이 겹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위치 정보는 간단히 위치정보로 분류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각각 

암호화한 상태에서 비교를 하는 것은 용이하다. 그러나 형사 사건은 다르

다. 증거의 해석은 AI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분

류하거나 정형화할 개인 정보로 하기 어렵다. 동형암호 활용의 기반이 다

르다고 할 것이다. 

형사 사건은 피의자, 피해자 등 관련자 모두에게 매우 중대한 일이다. 증

거를 살 펴서 피의자가 억울하게 하지 않도록 할 필요도, 피해자가 억울

하지 않게 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증거를 잘 살피는 것은 무엇보

다도 중요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는 과정에서 암호화를 해서 그 상태에서 

검색어를 입력해서 찾아내는 것은 현재의 판례가 제시하는 것과 크게 다

를 바 없다고 보이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그 한계와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2) 신뢰계산 기술 활용

현장 선별 압수수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뢰

계산 기술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57)

위 의견은 1단계로 문서 등은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압수수색하고, 컴퓨

터 생성 정보는 현장에서 전체 이미징하고, 2단계로 이를 모두 물리이미

징을 한 뒤,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신뢰계산 기술을 활용한 블랙박스 안에 

57) 이지연,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고려한 압수수색방안 제안,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

술대학원 이학석사 학위논문, 2021. 1.

이하는 위 논문 내용을 재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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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컴퓨터 생성 증거는 파일시스템, 메타데이터, 윈도우 레지스트리, 이벤트

로그, 저널링 파일 시스템, 볼륨 새도우 카피, 슬랙 공간, 프리패치, 휴지

통, 바로가기, 점프리스트, 인터넷 접속 관련 기록인 쿠키, 히스토리, 웹캐

시 등이 있다. 58) 즉 컴퓨터 생성증거(Computer Generataed Evidence)란 

사용자가 생성한 증거가 아니라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가 프로그램에 

따라 자체적으로 내장된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 또는 임의로 생성한 증거

로 정의할 수 있다. 59) 디지털 증거 작성자를 특정하고 무결성, 동일성 확

보 등에 있어서 위 생성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신뢰 계산 기술(Hardware-Assisted Trested Computing)이란 하드 웨어를 

58) 윈도우 레지스트리는 윈도우 시스템 정보, 운영체제 정보, 사용자 계정 정보, 시

스템 정보, 응용프로그램 실행흔적, 최근 접근 문서, 자동실행항목, 악성코드 탐지,

저장매체 사용흔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로그는 윈도우에서 일어나는 특정

동작을 기록한 것으로 이벤트 로그 분석을 통해서 해당시스템에서 일어난 동작들

이 무엇이었는지 전반적으로 알 수 있다.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란 디스크 데이터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을 로그 상태로 유지하면서 시스템 충돌이나 중단 시

로그에 있는 메타 데이터로 유실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 충돌 전으로 데이터를 돌

려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볼륨 새도우 카피란 시스템 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복

원 지점을 만들고 저장한 뒤,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경우 그 복원 지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상태로 시스템 파일과 레지스트리 값을 되돌리고 백업하는 기능을 말한

다. 슬랙 공간이란 논리적인 데이터 구조와 실제 물리적 저장 공간 간 차이로 생

기는 낭비 공간을 말한다. 프리패치는 실행 파일을 메모리로 로딩할 때 효율을 최

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프리패치에서 획득한 정보를 분석하

면 부팅시 로드되는 악성코드나 응용프로그램과 연결된 악성코드의 실행 프로그램

을 발견할 수 있다. 쿠키는 웹 사이트 접속 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임시 파일로 이

용자가 접속한 웹 페이지의 도메인, 경로, 만기일, 보안 속성, 상품 구매 내역 등이

나와 이용자가 어떤 웹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안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알 수

있다. 히스토리는 웹 서비스를 방문한 기록을 말하며, 웹 캐쉬는 웹 서비스에 방문

하는 경우 이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새로 접속하는 웹 서비스와 다르지 않을 때

는 기존에 다운로드되어 있는 파일을 로드하여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위해 만들어진 파일이다.

이상 위 전게 논문 각 정의

59) 이지연,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고려한 압수수색방안 제안,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

술대학원 이학석사 학위논문, 2021. 1. p17

Steven W Teppler, ‘Digital data as hearsay’, Digital Evidence and Electronic

Signature Law Review Vol. 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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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CPU 이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한 안전한 실행 영역을 만든 뒤 사

용자의 프로그램 등이 해당 안전 영역 안에서만 수행되도록 구현하여 수

행 과정과 그 결과의 보안이 보장되는 기술이다. 기밀 컴퓨팅(Confidential 

Computing) 서비스란 데이터 계산을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신뢰할 수 

있는 실행 환경 안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사용 중인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

으로, 미사용 및 전송 중 뿐만 아니라 처리 중일 때에도 암호화된 상태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신뢰 계산 기술을 활용한 블랙박스 안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되는 디지

털 증거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고, 추가로 필요한 증거가 생기는 경우 담

당 수사관이 이를 추출할 수 있는 계산 프로그램 및 이와 같은 증거 필요

성 등을 소명하면 담당검사가 이를 확인한 뒤 승인하고, 해당 증거만을 

비밀키로 복호화시켜 증거로 사용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절차를 독립

적인 제3의 검증기관에서 사후적으로 하면 된다. 

위 기술은 Intel사의 Software Guard Extention 과 같이 실무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어서 바로 구현 및 적용 가능하다고 한다. 

Intel SGX(Software Guard Extention)은 Intel 사에서 하드웨어 기반으로 

보안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CPU 내부에 보안 및 암호화 

메커니즘의 도움을 받아 신뢰할 수 없는 사용자로부터 민감 데이터를 보

호하는 기술이다. 디스크 암호화, 네트워크 트래픽 암호화 등 기술은 전

송 중인 데이터나 스토리지 내에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유용하나, 메모

리에서 사용 중인 데이터에 대한 가로채기, 변조에 취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착안된 기술이다. 사용중인 환경에서 엔클레이브(Enclave)라고 부

르는 프라이빗 메모리를 만들어 그 곳에 데이터를 저장,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다. 

데이터가 엔클레이브 밖으로 나가는 경우 그 전에 인증된 암호화 키를 

이용, 암호화 시키고(이를 실링(Sealing)이라 한다) 복호화를 위해서는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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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이브 안으로 옮겨와 실링에 사용되었던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복호화 

시키는 구조이다. 

위 기술은 컴퓨터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IT 인프라 장비를 

빌려주는 사업자들이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위해, 안전한 화상회의를 위한 

Zoom 등에 사용된다. 

위 의견은 현재 검찰에서 구축되어 있는 디지털 증거 관련 D-NET 시스

템 안에 위와 같은 신뢰계산을 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고안하여 집어넣어 

압수수색 결과물을 암호화하여 저장한 후 이를 복호화하는 키를 담당 검

사 승인 하에 수사관이 하여 그 검색 이력 등을 남기자는 것으로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결국 전체 이미징을 하고 암호화한다할지라도, 범죄사실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은 복호화를 해야만 가능하고, 복호화한 이

후 검색 권한을 제한한다는 점에서는 현재 열람 권한이 제한되고 그 이력

이 관리되는 D-NET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압수한 증거물에 대한 임의적 검색, 활용을 경계할 필요가 분명 있으나 

이는 현재도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신뢰계산 기술은 개인 정보가 클라우드 등에서 처리, 

전송될 때 가로채기 등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암호화를 하여 이를 보호

하자는 취지이다. 압수수색 관련성 범위를 제한하려는 시도도, 참여권을 

확대 해석하려는 시도도, 수사기관이 너무 많은 개인 정보를 압수하여 이

를 영장 범죄사실 혐의 입증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 우려되어서

이다. 즉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압수물을 굳이 암호화한 후 분석하기 

위해 다시 복호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선별 압수의 문제점을 극복할 

방안인지 근본적으로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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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FA와 휴대폰 선별 압수

현장 선별 압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매체 압수를 원칙으로 해야 하

나, 한편으로 휴대폰은 개인 정보가 많이 담겨 있기에 또한 선별 압수가 

가능하기에 휴대폰은 선별압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60) 위 주장은 

키워드 검색의 규범적, 기술적 한계, 논리이미징의 한계, 디지털포렌식의 

다양한 고급 기법들이 선별 압수 결과물에는 적용되지 못 하기 때문에 매

체 압수가 필요하고 관련성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관련

성 요건은 본질적으로 모호성이 있고, 집행 현장의 상황적 한계로 인해 

판단이 제약되며, 구분 단위가 불분명하고, 아티팩트(Artifacts, 운영체제나 

응용 프로그램이 생성하는 다양한 정보)의 경우 관련성 유무 판단이 곤란

하며, 안티포렌식 행위 유무에 따라 관련성 범위가 변동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도 모바일의 경우, 검찰이 자체 개발한 MFA(Mobile Forensic 

Acquisition & Analysis)가 현장 선별 압수수색이 가능하게 하였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MFA 관찰 결과에 의하면, 미디어 파일 일체를 획득하는 

것이고, 개개 파일을 골라서 할 수 없고, 특정 앱의 DB 파일이나 그 DB 

파일의 특정 레코드만 골라서 선별해내는 기능은 없고, 개개 증거 파일의 

해시값 구현 기능이 없으며 획득단계에서 키워드 검색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 있다. 61) 즉 현재 MFA로도 현장 선별은 불가능하다

는 것이다. 그러면서 위 주장은 MFA를 간단히 개선하면 현장 선별이 가

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참여권 보장을 고도화하고(수사관 작업 화면 동영상 캡쳐, 작업환

경 로깅, 분석 작업 PC의 가상머신화와 그 이미지 보존 및 제공, 원격데

스크탑 방식으로 작업화면 제공, 화상회의 방식 참관 기회 제공, 입회인 

60) 오현석, “전자증거의 선별압수와 매체 압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

술대학원 이학석사 학위논문, 2019. 2

61) 오현석, “전자증거의 선별압수와 매체 압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

술대학원 이학석사 학위논문, 2019. 2,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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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활성화), 피압수자의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하고 무관정보 삭제, 폐기 

요구권을 제정하며, 수사기관이 합리적 대응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명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자 증거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관리 이력

을 공개해야 하며, 선별 담당자와 수사 담당자의 인적 분리가 있어야 한

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모바일은 온갖 다양한 최신 기술이 집약된 결정체이다. 현재 모바일에서 

특정 앱에서 사용 중인 특정 내용만을 선별하여 그 자리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포렌식 도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모바일의 시스템 구조 등이 제조사별로 매우 상이하고, 같은 제조

사라 할지라도 출시되는 상품별로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에 

맞는 특정 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

기관에 최신 기계 성능에 맞는 다양한 포렌식 도구를 매번 개발하여 모든 

사건의 현장에서 구비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중요 

사건에서만 그것을 구비하라는 것도 법률적으로도 맞지 아니하다. 중요 

사건과 아닌 것의 구별은 무엇이며, 다르게 증거 수집을 해도 된다는 것

인가. 

무엇보다도 위 주장은 현재 검찰에서 사용하는 포렌식 도구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위 도구를 간단히 개발하면 된다

고 주장하나, 무결성, 동일성 확보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도구를 

사용하여 포렌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 원칙과도 

괴리가 있다고 보인다. 

검찰에서 자체 개발한 MFA는 쟁점이 간단한 사안에서, 무결성, 동일성

을 다투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사안에서 간단하게 자료를 추출하

는 것이어서 이를 디지털 증거 추출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할 

것이다.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모바일 포렌식을 특수하게 다루어야 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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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논리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인다. 

(4) 기타 기술적 개선방안

이외에도 선별 압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술적으로 선별하면서 프라

이버시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많다. 

선별 절차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원격 선별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사

건 담당자가 디지털 증거를 분류하는 과정을 녹화하고, 그 파일을 원격 

선별 프레임 워크에 업로드하여 피조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

견이 있다. 62) 피조사자가 이를 확인한 후 의견 제시를 할 수 있게 하자

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의견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피조사자가 

결국 디지털 증거 망에 접속할 수 있어 보안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크다. 

또한 현재 디지털 증거 조사 방법은 그 본질에 맞지 않기에 개선이 필요

하다면서 그 개선방안으로 증거조사 대상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63) 디지털 증거의 계층 구조를 언급하면서64),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물리계층, 상자계층을 최초 확보한 후 그로부터 디지털 데이터

인 binary code 자체를 증거로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디지털 증거 진정성 확보 방안으로 기술적 봉인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현재의 해시값 이외에 해당 데이터 수집 시각을 획득하여 

62) 박영민, “디지털 증거 선별 절차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이학석사 학위논문, 2021. 2, p35이하

63) 박찬석, 디지털 증거의 본질에 어울리는 증거조사 방안,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

대학원 이학석사 학위논문, 2021. 1. p28이하

64) <원용기,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계층적 접근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에서는 디지털 증거를 가시성이 부여된 자료, 정보가 저장된 객체, 사람이

지칭하여 사용하는 단위(파일, 폴더 등), 정보저장을 위한 논리체계(볼륨, 파일시스

템 등), 물리형태를 갖는 매체(하드디스크 등)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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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시각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또한 그 일련의 과정

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가상머신으로 구현하고, 이를 기록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5) 현장 선별 압수의 한계 지적

앞서 소개한 여러 기술적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현장 선별 압수 원칙의 

문제점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관련성 범위를 제한하면

서 압수하는 것은 실체진실에 반할 우려가 크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률과 판례가 현장 선별 압수수색 원칙을 강화하고 있기

에 이를 전제로 그 개선방안을 논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성을 선별하여 논리 이미징을 만든다는 것은, 

이미 현장 압수물에 손을 대는 것이라 할 것이다.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

를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가져와야 하는 증거물 관리의 연속성(chain 

of custody)이 깨어진다는 의미라 본다. 현장에서 확보한 업무 파일철에서 

필요한 부분만 사본하여 법정에 제시한다면 사본한 것이 현장에서 확보한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내야 하는 것일까. 수첩의 일부만 범죄사실

이 기재되어 있으면 수첩에서 필요 부분만 사본하여 법정에 제시해야 한

다는 것인가. 

본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을 압수하더라도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 상황에서 서버에서 이메일을 선별하여 가져오

면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현 실태는 오히려 엄밀한 의미의 무결성, 동일성이 깨어지고 있

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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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적 개선 방안

(1) 증거물 관리 체계화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현재 선별 압수 원칙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함

을 강조한다. 따라서 현장 선별 압수를 전제로 한 기술적 개선방안보다는 

압수물을 제대로 관리하는 기술적 개선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실제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으로 강조되어 왔던 무결성 및 동일성 바탕에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관리연속성(Chain of Custody)’라는 개념이 전제되어 있고, 압수 뿐만 

아니라 압수 이후 절차에도 관리 연속성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65) 위 의견은 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두고, 교육을 강화하며, 

로그 기록을 명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전자 증거의 관련성 개념, 현장성 등의 쟁점은 결국 확보한 압수물에 대

해 수사기관이 마치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처럼 열람, 활용하는 것이 문

제라 보는 점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별건 사건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볼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된 문제 제기가 아닌가 싶고, 디지털 증거 바로 

삭제, 페기 관련도 사건이 확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공범 사건이 지속되

거나, 국가보안법위반 등 특정 범죄의 경우 등에는 제외되며, 재심 등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해 두고 싶다. 

65) 이정인, 디지털 증거의 관리 연속성(Chain of Custody)과 적법절차의 원리에 관

한 연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이학석사 학위논문, 20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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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 디지털 증거 자료는 D-NET에 업로드되어 관리되고 있다. 대

검찰청은 전국디지털수사망인 D-NET을 구축하여 디지털 증거의 압수, 분

석, 관리, 폐기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증거 관련 업무 지원 및 정보시스템

을 구축하였다. D-NET 의 경우, 디지털 증거 압수, 분석 및 분석 결과 확

인을 위한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DFIS), 디지털 증거 압수물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디지털 증거 압수물관리시스템, 디지털 증거 폐기 관련한 

디지털 증거 폐기관리시스템, 통화내역, 계좌내역, 회계 등 디지털 증거 

분석을 하는 통합디지털분석시스템(IDEAS), 모바일 포렌식 증거 수집, 분

석을 하는 MFA운영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6)

일선 수사 및 공판 담당 검사는 위 수사망에 접속하여 파일을 열람하고 

필요한 부분을 다운로드 받아 법정에 제출한다. 위 수사망에 업로드된 자

료는 IDEAS라는 검찰 압수물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여 필요한 부

분만 체크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법정에 제출하는 것은 위 체크하

여 다운로드된 파일을 CD-R로 저장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적 방법이

다. 가끔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위 IDEAS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람, 출력 등을 한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여 해시값에 문제가 생

기게 되는 경우이나(열람 등을 하면 해시값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 경우

는 다시 수사망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해결하면 될 일이다. 67)

66) 이지연,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고려한 압수수색방안 제안,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

술대학원 이학석사 학위논문, 2021. 1. p77

67)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무결성, 동일성

을 인정하였다. 

2017도13263에서 법원은 무결성, 동일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① 이 사건 CD에는 이 사건 판매심사 파일을 포함하여 공소외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4,458개의 파일(이하 ‘이 사건 개별 파일들’이라고 한다)과 

DirList[20160407-213826].html 파일(이하 ‘이 사건 목록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 

원심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개별 파일들은 포렌식 이미징 작업을 거친 이

미지 파일이 아니어서 이 사건 USB 이미지 파일과 동일한 형태의 파일이 아닌데, 

이 사건 USB 이미지 파일이 어떠한 형태의 변환 및 복제 등 과정을 거쳐 이 사건 

CD에 일반 파일 형태로 저장된 것인지를 확인할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다. 더

욱이 이 사건 목록 파일에는 이 사건 개별 파일들 숫자보다 많은 4,508개의 파일 

관련 이름, 생성·수정·접근 시각, 파일 크기, MD5 해시값, 경로 정보가 저장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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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위 수사망에 접속할 권한은 사건 담당자만이 가능하도록 관리되

있고, 원심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개별 파일들의 해시값과 이 사건 목록 파

일상 해당 파일별 해시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20개 파일의 해시값이 동일하지 않

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목록 파일이 생성·저장된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목록 파일 자체의 파일명 및 그 파일 속성을 통해 알 수 있는 수정 일

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목록 파일이 이 사건 압수 집행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생성되었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USB 이미지 파일의 전체 해시값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미징을 한 이 사건 USB 내 개별 파일에 대한 해시값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가지고 이 사건 판매심사 파일과 이 사건 USB 내 원본 파일과의 개별 

해시값을 상호 비교할 수도 없다.

③ 공소외인은 제1심에서, 검찰 조사 당시 엑셀 파일로 된 이 사건 판매심사 파일을 보았

고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인이 위 조사 

당시 이 사건 판매심사 파일 전부를 제시받아 그 판매금액을 확인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

료가 없다. 오히려 공소외인은 스스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원본에서 조금 필요 없

는 것을 제하고 파일을 좀 보기 좋게 만들었던 것 같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소외인은 제1심에서, 검사로부터 이 사건 판매심사 파일 출력물 중 2012. 1. 판매

심사 부분만을 제시받은 상태에서 자신이 정리한 판매심사 파일 내용이 맞고, 판매심사 

파일 내용에 실제로 판매한 술의 종류별 수량, 매출금액, 서비스한 금액을 입력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변호인으로부터 이 사건 판매심사 파일 전체 출력물을 제시받은 후 

자신이 그러한 파일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공소외인이 제시

받은 전체 출력물의 양이 적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유흥주점의 2012. 1.부터 2015. 10.까지 

영업 기간의 매월 판매금액을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과 이러한 진술 경

위, 앞서 본 관련 진술 내용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러한 진술은 공소외인이 제시된 출력

물 형식으로 일일 매출금액 등을 파일 형태로 작성·관리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

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결국 공소외인의 제1심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판매심사 파일이나 그 출력물이 이 사건 

USB 내 원본 파일과 동일하다는 내용을 증명한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

④ 이 사건 판매심사 파일이 이 사건 USB 내 원본 파일을 내용의 변개 없이 복제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판매심사 파일과 대조한 결과 그 출력물에서 과세표준의 기

초가 되는 부분의 변조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사정이 이 사건 USB 내 원본 파일의 

인위적 개작 없이 그 출력물이 복제·출력되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판매심사 파일과 그 출력물이 이 사건 USB 내 원본 파일 내

용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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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담당자가 이동하여 업무를 승계 받을 경우 등 권한을 부여받아

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권한 부여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고, 위 수사망 

이력조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저장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아

무나’ ‘모든’ 디지털 증거를 열람하여 활용할 수 없으며, 담당자도 열

람 이력에 대하여 남아 있다할 것이다. 

현장에서 압수한 범죄사실과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들에 대해 확인

하여 분석하는 과정 등 로그 자료, 열람, 출력, 저장 관련 자료 등에 대해 

동영상 촬영을 하자는 주장은 비용과 시간,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다 보

기 어렵고, 오히려 수사관이 디지털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에 대해 수사관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향이 보다 더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현재 경찰이 확보한(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경찰 확보 압수물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증거는 결과적으로 법정에 제출해야 하

므로 디지털 증거 관리의 연속성에 비추어 보면 경찰, 검찰, 특사경 디지

털 증거 관리 시스템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경찰청 또한 ‘디지털증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KMV 뷰어(경찰

청에서 수사관이 스마트폰 분석 결과물을 선별 및 추출할 수 있도록 제작

한 프로그램)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형사 사법 기관 간 통합시스템인 KICS에 D-NET과 

같은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관리 연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위 파기 환송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부산고등법원 2018노121, 대법원 2020도2466

<원심은 이 사건 USB 이미지 파일 생성 직후 해시값의 비교, A, B, C 등의 증언을 통

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판매심사 및 산결 각 파일의 보관 및 해시값 산출 경위 등

을 비롯하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판매심사 및 산

결 각 파일과 그 출력물은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이 인정되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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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또한 있다. 68) 위 주장은 또한 로그 기록을 명확하 하기 위하여 금

융결제위원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뱅킹, 전자상거래, 병원 의료 차트

에서 사용되는 TSA(시점확인서비스, Time Stamp Authority)를 도입하자고

도 하고 있다. TSA는 전자 문서 데이터에 대해 인증기관이 표준시각 정

보를 포함하여 전자 서명한 타임스탬프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용자가 

전자 문서 해쉬값을 생성, 전자문서에 대한 시점 확인을 요청하면 TSA 

서버는 타임스탬프토큰을 생성하여 TSA 인증서의 비밀키로 전자서명하여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타임스탬프토큰을 저장한다. 생성 저장된 토큰은 

사용자에게 전송되어 무결성을 입증하고, 그 과정에서 표준시각수신장치

는 위성으로 시각을 수신받아 TSA 서버에 표준시각을 공급한다. 이를 활

용하여 로그기록 해시값을 생성, 전자서명과 함께 기록하면 디지털 증거

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는 견해이다. 69)

시스템을 통합하고, 접근 권한에 대해 설정하고 관리 이력을 체계화하는 

것이 보다 시급하고, 기술적으로도 현실적 접근이 된다고 보인다. 또한 

디지털 증거를 관리하는 별도 부서를 두어 관리 이력을 점검하고 디지털 

증거의 관리, 폐기 등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효과적인 통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증거물 보관의 보안 강화 – 신뢰계산기술 활용

여기에 더하여, 시스템 안에 있는 디지털 증거가 임의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함이 보다 중요하고, 이를 앞서 언급한 신뢰계산 기술을 활용

함이 상당하지 않을까 싶다. 신뢰계산 기술은 보안을 위한 것으로서 민감

68) 이정인, 디지털 증거의 관리 연속성(Chain of Custody)과 적법절차의 원리에 관

한 연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이학석사 학위논문, 2019. 2. p72

69) 이정인, 디지털 증거의 관리 연속성(Chain of Custody)과 적법절차의 원리에 관

한 연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이학석사 학위논문, 2019. 2.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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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 정보가 신뢰 기반 하드웨어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는 암호화를 

하여 중간에 개인 정보를 가로채지 못 하게 하는 것이다. 데이터 계산 즉 

분석은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신뢰할 수 있는 실행환경 안에서 수행

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D-NET과 같은 시스템을 수사기관이 통합적으

로 구축하되, 위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는 실행환경으로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다.

Intel이 사용하는 신뢰계산 기술은 SGX로서, 특정 애플리케이션 코드 및 

데이터를 메모리 내에 격리하는 하드웨어 기반 메모리 암호화를 제공하

고, 사용자 수준 코드를 사용하여 엔클레이브라고 하는 프라이빗 메모리 

영역을 할당할 수 있고, 엔클레이브는 더 높은 수준의 권한으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로부터 보호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오늘날 보안 솔루션은 

데이터가 스토리지에 있을 때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될 때 암호화를 제

공하나, 데이터가 메모리에서 처리될 때 여전히 취약할 수 있고, 위 기술

은 암호화 데이터를 넘어서서 암호화된 컴퓨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70)

이는 현재의 검찰 D-NET보다도 더 보안을 강화하여 해킹 등으로 형사 

사건 증거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며, 증거를 활용하고

자 할 경우 복호화키를 통해서만 복호화하여 외부 유출이 가능하도록 하

고 그 관리 이력을 시스템에 남겨 기록하는 것이다. 

70)

https://www.intel.com/content/www/us/en/architecture-and-technology/software-

guard-extensions.html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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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렌식 기법의 고도화

여기에 더 나아가 범죄사실과 관련성을 확인하여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별 작업이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제대로 된 증거를 찾아

내는 작업이 보다 필요하다. 디지털 포렌식에서 다루어야 할 데이터가 기

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한 증거를 찾아내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보다 더 필요하다할 것이다. 데이터 뿐 만 아니라 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디바이스의 다양화는 수사기관의 포렌식 기법 고도화를 필요로 할 

것이다. 

문서 이미지 분류 기술의 경우, 텍스트 문서에서 텍스트를 직접 추출하

여 자연어 처리 방식으로 분류하는 기술은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높

은 정확도가 있으나 문서 스캔 이미지에는 적용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문

서 스캔 이미지와 일반 이미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딥러닝을 이용하여 판

별하자는 주장도 있다. 71) 이 경우에도 물론 이미지 중 어떤 것이 문서를 

스캔하거나 촬영한 것인지만 분류할 뿐, 그 내용까지 분류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분류 이후 관련성 확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수사관

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은 기존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IoT 기기는 주변 환경 정보를 수집, 이를 기반으로 다른 기기와 상호 작

용하거나 사용자 지정 명령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아티팩트 분석을 하여 

범죄 발생시각 등 유용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기에 대한 

포렌식 기법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72)

현재 국내 연구가 선별 압수수색을 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개발을 하고 

71) 이수현, 김준수, 황현욱, 이해연, ‘딥 러닝을 이용한 문서 스캔 이미지 탐색기술’,

디지털포렌식연구 제15권 제1호, 2021. 3.

72) 강수진, 신수민, 김소람, 김기윤, 김종성, ‘샤오미 스마트홈 아티팩트 분석 및 활용

방안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제15권 제1호, 20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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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바, 압수수색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도구 개발을 하는 것, 압수

수색을 보다 제대로 하기 위한 개발에 중점을 둔 연구가 오히려 더 필요

하고, 수사기관이 오히려 증거물에 접근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연구, 

개발로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심히 우려스럽다.

(4) 디지털포렌식 표준절차 수립

앞서 미국의 경우, 포렌식 과정의 전반적 절차에 대해 미국 연방 검찰은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미국은 국가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 NIST)에서 컴퓨터 포렌식 도구 시험 프로그램(CFTT)를 운영

하면서 포렌식 도구들을 검증,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ISO/IEC 17025에 기초하여 ASCLD/LAB에서 포렌식 분석실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여 행정적 절차, 조직 구성, 권한 부여, 훈련과 개발 등 표

준과 평가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73) 우리 또한 미국의 예와 같이 전통적 

법과학 분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인증기구를 포렌식분야에도 도입하

는 것이 시급하다. 포렌식 도구, 분석실 인증과 표준절차를 체계화할 필

요가 있고 더 나아가 포렌식 전문가 인증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미국은 미 법무부와 경찰서장 연합(IACP)에 의해 발간된, 디지털 증거 수

집 및 보존에 관한 최소한의 표준을 담은 지침을 제정하여 실무에 적용하

고 있다. 74) 위 모범 실무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Collection)과 보존

73) 권양섭, 한국형 디지털포렌식 수사 절차 및 검증체계 구축방안, 디지털포렌식연구 

제15권 제1호, 2021. 3., p78~79

74) 래리 다니엘, 라즈 다니엘 지음, 백제현 옮김, 포렌식 전문가와 법률가를 위한 디

지털포렌식, Bj 퍼블릭, 2012.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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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rvation) 과정을 중시여긴다. 보존은 관련 증거의 수집 이전부터 증

거 수집, 복제, 분석 그리고 최종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증거가 보호

되고 보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 증거의 획득

(Acquisition)이란 하드 드라이브나 기타 저장매체 혹은 활성 메모리에서 

디지털 증거를 법 과학적으로 복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증거 보존이란 증

거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를 의미한다. 

위 지침을 보더라도 증거 식별, 수집, 획득, 보존 전 과정에 있어서 우리 

나라와 같은 사건 당사자의 참여권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 105 -

제 3 절 법적 개선방안 – 형사소송법 개정안

위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시해보고

자 한다. 

제106조의2(전자 정보의 압수수색) (제106조 제3항, 제4항은 삭제) 

①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 증거인 정보인 경우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

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전자 정보를 수색하는 경우 전자 증거인 정보가 피고 사건

과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흝어 보고,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매체 자체를 압수하거나 기타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의2 수사기관은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지 아니한 범죄의 증거물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수색을 중단하고, 그 증거물에 한하여 긴급하게 

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사후에 지체없이 압수 영장을 받

아야 한다. 수사기관은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지 아니한 범죄의 증거

물을 추가로 수색, 압수하기 위하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③ 전자 정보를 수색하는 경우 전자 증거인 정보가 피고 사건과 관계

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흝어 보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체 자체

를 현장에서 가져오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전자 정보가 삭제, 은닉 등으로 복호화 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매체 

자체를 압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컴퓨터 시스템 또는 그 일부를 수색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접근한 결과, 찾고자 하는 전자 정보가 다른 컴퓨터 시스템 또는 그 

일부에 저장되어 있을 경우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 또는 그 일부에서 

수색,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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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매체가 아닌, ‘정보’의 압수임을 논란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

하여 명시하였다. 

또한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의 일반적 경우와 마찬가지로 압수수색의 필요

성, 범죄사실과 (일응) 관련성이 있는 경우 매체 자체를 압수함을 원칙으

로 한다. 매체 자체를 압수할 필요가 없음에도 현저하게 과도하게 압수한 

것인지는 사후 통제를 받을 사안으로 해결할 일이다. 법원이 이미 압수를 

하도록 허락한 사안에 대해서 매체를 압수한 것인지, 일부의 사본만을 압

수해 가는 것인지를 다시 임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사 사법의 예측가

능성, 투명성, 형평성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사법불신을 초

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미국의 간단히 흝어봄을 도입하여 수색시 일응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

는지 하나하나 확인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때의 관련성은 앞서 지적한 바

와 같이 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색시 흝어봄에는 형사

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응 흝어보았을 때 전혀 별건 범죄 내용이 있을 경우, 미국 법리를 가

져와, 긴급압수제도를 도입하고, 긴급 압수제도에도 사후 영장을 도입하

고, 그 이후 수색과 압수는 법원의 영장을 받는 것을 통해 사법통제를 강

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반하여 수색을 통해 압수물을 확보한 후 정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은 

압수물 분석과정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 참여권 문제가 제기되는 영역이 

⑥ 전자증거의 압수, 분석, 제출 전 과정에 있어서 관리의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제3자 보관 전자 정보에 대한 영장의 집행과 당사자의 참

여)

피고인이 아닌 자가 보관하는 전자 정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 집행

을 할 경우 피고인이 아니라 전자정보 보관자가 집행에 참여할 수 있

다. 제122조 통지 대상 또한 피고인이 아니라 전자정보 보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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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을 전제하였다. 현재 법원이 압수물 분석과정과 수색을 동일시하여 

불필요한 시간, 비용, 분쟁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일응 관련성이 인정되어 압수하여 이미 압수수색이 종료한 이후 분석 과

정에서 전혀 다른 별건 범죄가 발견된 경우는 이미 압수된 것이므로 영장

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 인해 취득한 증

거물을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그로 인해 취득한 증거물을 더 찾아보기 위한 수색은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였다.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성을 훑어봄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매체 자체를 가져온 이후(기타 필요한 조치는 전체 이미징 등을 

말한다), 훑어보는 과정에 당사자 참여권을 인정해주면 된다. 따라서 제3

항은 매체 자체를 가져온다고 하고 ‘압수’한다고 하지는 않은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정보주체에 통지하는 부분 또한 일반적 압

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피압수자에게 통지가 되므로 별도 규정을 둘 이유는 

없어 보여 삭제했다. 

암호화, 삭제 등으로 복호화 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매체 자체 압수를 원

칙으로 하였다. 복호화부터는 압수물 분석 과정으로 봄이 상당해 보인다. 

원격 압수수색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유럽 사이버 범죄협약 제19조를 참

조하여 규정을 신설하였다. 75)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전자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리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 이력을 

갖추어야 하고, 비례의 원칙을 중시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75) 유럽사이버범죄협약 제1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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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강조하고자 5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피압수자가 제3자인 전자정보의 경우 참여권 인정 대상을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실무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제121조의2를 신설하였다. 

분류화를 해야 할 구체적 사정을 나열하여, 아동포르노의 경우, 컴퓨터

가 범죄 수단일 경우 등에 매체 압수 등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나, 

이를 법률로 하는 것보다는 수사기관의 내부 가이드라인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기술의 발전, 범죄 유형의 변화 등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의 경우도 전자 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법률

로 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또한 암호화되어 있는 등으로 복호화 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이미 매체 

자체를 가져와야 할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져오는 것으로 압수

는 종료되었고, 복호화 이후는 분석 과정으로 봄이 상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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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법해석적 개선방안 – 가이드라인

형사소송법 개정이 바람직하나, 법 개정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행 법률, 

판례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현장 선별 압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수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앞서 논의를 토대로 제안해 보기로 하겠

다. 

1. 해당 전자 정보의 소지 자체가 아동 성착취물과 같은 금지품인 경

우, 해킹 도구인 경우 등 피압수자가 계속 소지하는 것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매체 자체 압수를 원칙으로 하

고, 영장에도 명시한다. 

2. 해당 전자 정보 관련 범죄가 동종 수법 범행을 반복적으로 할 우

려가 있는 경우 또는 그와 연관된 여죄 수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는 영장에도 이를 명시한다. 

3.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수색) 인정되는 경우 압수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 변호인은 참여권이 있으며 집행 참여 통

지를 해 주되, 증거 인멸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4. 컴퓨터 시스템 또는 그 일부를 수색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접근한 결과, 찾고자 하는 전자 정보가 다른 컴퓨터 시스템 또는 

그 일부에 저장되어 있을 경우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 또는 그 일

부에서 수색, 압수할 수 있다.

5. 전자 정보가 삭제, 은닉 등으로 복호화 작업을 진행한 경우, 전자 

정보의 증거인멸을 한 경우로 보아 복호화부터 그  이후 과정은 

압수물 분석 과정으로 본다. 

6. 전자 정보 수색 중 또는 압수물 분석 중 별건 범죄가 발견되었을 

경우 수색 또는 분석을 즉시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 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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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미국의 경우, ‘모든 매체에 대해 법과학적 복제를 한다’고 형

사사건 증거개시신청 양식에 명시되어 있다. (미 북부 캐롤라이나 법원 

동의 판결시 양식) 76)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매체 압수를 해야 할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현재 

실무는 사본 압수를 원칙으로 하면서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까지 발부되는 

영장에 별지를 첨부하여 사본 압수를 해야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

나 이는 성착취물 등이 유포되는 더 큰 피해를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 매

우 위험하다. 일선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 한 채 정형화

된 틀에서 영장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 후에 성착취물 등의 

원본이 피의자에게 그대로 남아 유포, 배포되는 위험을 안고 있어 시급히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또한 미국 연방 검찰에서와 같이 우리 나라도 수사 실무를 위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보다 명확히 하고 계속하여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

인다. 현재 대검 예규만으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명확히 하

기 어렵고, 법령으로 규율되어 있어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전문가, 실무자 등이 주기적으로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일정 주기로 매뉴

얼을 업데이트함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76) 래리 다니엘, 라즈 다니엘 지음, 백제현 옮김, 포렌식 전문가와 법률가를 위한 디

지털포렌식, Bj 퍼블릭, 2012. p 147

발부받아야 한다. 

7. 전자 정보 압수물은 폐기될 때까지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접근, 열

람 이력을 보존한다. 

8. 전자 정보 압수물 관리를 위하여 수사기관은 별도의 부서 및 담당

자를 두고, 주기적으로 관리의 적정성을 감사한다. 

9. 전자증거의 압수, 분석, 제출 전 과정에 있어서 관리의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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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지금까지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논의를 보면,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을 

선별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 실무와 판례가 이루어진 실제 사례들

을 검토하면서 관련성 기준 해석이 예측가능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다고 보인다. 게다가 중대한 별건 범죄가 발견되었을 경우, 

긴급 압수 제도가 없는 현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인지

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인다.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범죄사실 

관련성과 재판에서 확인하는 범죄사실 관련성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현장 선별 압수가 많은 실체 진실을 놓쳐버리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현

재 안티포렌식 기술의 진화 등에 비추어 보면 더더욱 많은 문제점이 있다

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현재 판례와 실무가 이렇게 정착되어 가고 있으므

로, 이를 전제로 한 기술적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는 논의는 많으나, 

이 또한 현실적으로 바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점이 많다. 

본고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논의해 보자고 하는 것이다. 우선, 현재 판례

가 제시하고 있는 현장 선별 압수수색은 현실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법

리적으로도 개선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게다가 선진 법제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논리 전개를 하고 있다.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것을 수색하고 압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판례가 제시하는 ‘수색을 함에 있어서 관련성 개념’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첫째, 압수수색 시점의 관련성 

개념은 법정에서 유, 무죄를 따질 때 증거로서의 관련성 개념과 다르다. 

둘째, 우리 나라는 긴급 압수제도, Plain View Doctrine이 없으며 자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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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멸을 처벌하지도 않는다. 중대한 별건 범죄를 수색하여 우연히 발견

하였을 때, 현재 판례의 태도라면 이를 눈감고 범죄자에게 인멸할 수 있

도록 돌려주라는 것이 된다. (실제 그런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도 있다) 따라서 우리 법제는 다른 나라보

다도 더 넓게 관련성 개념을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다. 

또한 현재 판례가 제시하는 관련성은 상식과 경험칙을 가진 국민인 누구

나 예측 가능하지도 않다. 앞서 예로 든 판시 등에서 보았을 때를 보더라

도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라도 관련성 범위 인정 기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가 쉽지 않다. 이는 법적 안정성, 구체적 타당성을 해하고 결과적으로 사

법 불신을 가져오는 위험이 크다. 

이에 더 나아가 수색과 압수물 분석의 개념을 혼동하는 것은 수사의 본

질에도 반하고, 실체 진실을 밝혀낼 정의의 개념에도 반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본래적 개념으로 돌아가 수색에서의 관련성 개념은 미국 법제에

서처럼 ‘brief perusal’임을 명시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 일응 범죄

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이는 것을 압수하는 것이다. 압수를 한 이후 분석 

과정은 수사의 과정이므로 참여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선진법제에

서 우리 나라와 같이 압수물 분석 과정에 참여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개념 하에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또한 ‘압수물 분석’

을 하는 과정에서 별건 범죄가 발생한 경우 즉시 중단하고 영장을 별도 

발부받아야 한다고 하면 된다. 또한 법을 개정하여, 중대한 별건 범죄의 

증거가 발견된 경우, 긴급 압수 제도를 도입하여 그 증거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여 증거인멸이 되지 않도록 하고, 사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통제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법 개정으로 긴급 압수제도가 도

입되기 전까지는 관련성 범위를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판례와 실무는 ‘수색’과 ‘압수물 분석’을 거의 동일선상에서 

놓아 참여권을 마치 관련성 인정을 위한 전제조건인 것처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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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과도 맞지 아니하고 선진 법제와도 맞지 아니하며, 기본 개념

과도 맞지 아니한 해석이다. 

디지털 증거의 특성에 비추어 방대한 정보가 있어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별건 범죄를 수집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집된 별건 범죄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 한다. 영장

을 다시 발부받기 전에는. 따라서 사후적 통제로 가능한 것이다. 무엇보

다도 강제처분을 위해 영장을 발부받은 사안이다. 그럼에도 개인정보 보

호와 충돌된다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모순된다할 것이다. 

현재 실무가 이에 더 나아가 압수된 디지털 증거에서 선별을 세세하게 

한 이후 일부 무관 증거를 폐기 요구까지 하는 것은 오히려 디지털 증거

의 무결성, 동일성 입증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혹자는 선별

을 할 때 해시값을 산출, 당사자 서명을 받으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당사

자가 그 서명의 진정성을 다툴 경우, 선별 과정에서 무결성, 동일성에 문

제가 있다고 다투게 될 경우(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그 입증

에 어려움이 있고 결과적으로 당사자에게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선진

법제의 논의도 무결성, 동일성 입증, 증거물 관리의 연속성에 중점을 두

고 있는데 우리 법제의 논의가 오히려 무결성, 동일성을 깨뜨리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할 것이다. 

  그동안 선별 현장 압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그 전제하에 동형암호를 

활용하거나 신뢰계산 기술을 활용하는 등으로 개인 정보 보호를 하면서 

동시에 선별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자는 의견이 있어 경청할만

하나, 근본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 제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 한다할 

것이다. 

오히려 현재 수사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증거물 관리 시스템을 통합, 체

계화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열람, 분석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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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관리할 별도 부서와 인력을 두고, 감사를 주기적으로 함이 우려

를 불식시킬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또한 디지털 증거 시스템, 도구, 연

구실, 인력의 인증 제도 등을 도입하여 신뢰성을 담보함이 보다 더 시급

히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증거물 관리에 있어서 보안을 보다 강화하게 시스템을 제작하여야 할 것

이고, 이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참고할 만하다 본다. 

아울러 안티포렌식에 대응하는 암호 해독 능력 제고, 포렌식 분석 도구

의 고도화 등이 보다 필요하다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유독, 선별 

도구의 고도화가 연구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포렌식 발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과학수사의 핵심인 디지털 증거 관련 표준절차를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

를 하여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 

또한 앞서의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정

보가 압수, 수색의 대상임을 천명하고, 수색은 미국의 brief perusal 개념

을 명확히 하여, 현재 수색과 압수물 분석의 개념 혼동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수색을 하고 압수를 함에는 현장 사본 압수가 원칙이 아

니라, 각 사안별로 수사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현장 상황에 맞춰 해

야 한다고 본다. 또한 긴급 압수 제도를 도입하여 법의 공백을 막을 필요

가 있다. 별건 범죄가 발견될 경우와 긴급 압수를 할 경우 모두 법원 영

장을 발부받아 통제를 받으면 된다할 것이다. 또한 암호화를 하거나 은닉

하였을 경우는 압수를 한 이후 복호화부터는 압수물 분석 과정으로 보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압수물 분석 과정 모두 시스템 관리 이력으로 관

리하면 증거물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할 것이다. 

증거물 관리의 연속성을 중시여기는 것은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을 확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률 개정이 되기 전까지 법의 공백과 혼선을 막기 위하여 일선에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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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함이 필요하고, 법원 또한 각 사안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현재 압수물 분석 과정에 피의자가 참여하여 그 분석에 일일이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불필요한 수사 장기화, 수사 기관의 실

체 진실 발견 의지 저하, 소송 비용 증가 등 수많은 문제를 가져오고 있

다. 혹자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함이라 하나, 이미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

정되어 영장이 발부되어 강제처분이 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

선으로 다시 언급할 논리적 근거가 되는지 의문이다. 수사기관이 필요 이

상의 개인 정보를 과잉으로 가져갈 우려는 그 증거를 사용하지 못 하게 

함으로써 억제될 수 있다할 것이다. 

법 해석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여야 하며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디지

털 증거의 특징에 비추어 대량의 별건 범죄, 개인 정보가 압수수색 대상 

범죄와 혼합하여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사기관이 이 모두

를 가져감에 우려가 크다는 점 또한 공감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디지털 

정보는 클릭 하나로 영구히 복구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매우 높고, 현장

에서 가져온 바로 그 정보가 법정에서 보여주는 것임을 입증할 무결성, 

동일성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오히려 방대한 정보 속에서 필요한 증

거를 찾아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현재의 현장 선별 압수의 강조가 무결성, 동일성을 깨뜨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수색과 압수물 분석의 본래적 개념에 충실하고, 법 해석의 명확성, 형평

성을 위하여, 긴급 압수제도가 없는 법 현실에서 최소한의 관련성이 인정

되는 중대 범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수색에서의 관련성 

해석을 압수 대상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상식과 

경험칙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함이 타

당하다. 또한 법 해석과 집행을 하는 수사기관, 사법기관도 위와 같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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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장에서, 분쟁 해결을 위하여 영장에서 여죄 수사 등을 명시해 줌이 

타당하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분쟁의 여지를 없애고, 선진법제에 맞춘 압수수색 

제도를 정립시킬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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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roblems and Technical and Legal

Improvement measures of the principle of ‘on-site’ and

‘selection’ in th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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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ing on the necessity of amendment of Article

106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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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of Science in Digital Foren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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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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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se of digital evidence, the Criminal Procedure Act 

declares the principle that only those related to criminal facts 

should be ‘selected’ and ‘replicated’ and confiscated ‘on 

the spot’. In this regard, precedents and main discussions in 

Korea reduce the relevance to the facts of the crime and relate it 

to the strengthening of the parties' right to participate.

However, this trend is moving in the direction of requiring a 



very strict and meticulous confirmation of whether screening is 

related to criminal facts, confusing the concepts of search and 

confiscated material analysis, causing unnecessary disputes that are 

completely different from advanced legal systems.  Above all, 

there is a high risk of undermining the foundation of the rule 

of law by lowering the trust of the judiciary as the judgment of 

the court on the criteria for interpretation of criminal facts and 

relevance is unpredictable to the general public with common 

sense and empirical rules, resulting in results contrary to 

specific validity and equity. Moreover,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where there is no emergency confiscation system or 

‘Plain View Doctrine’, understating the facts and relevance of 

crimes is highly likely to hinder discovery of the actual truth.

Furthermore, in the view of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evidence, the above direction is not desirable. In other words, in 

the current situation such as large-capacity and anti-forensic 

technology evolution, it can be said that selecting and confiscation 

on the site is no different from closing your eyes to discovering 

the real truth.

This paper proposes to go back to the basics and reconsider 

these discussions. First of all, the on-site screening, seizure and 

search suggested by the current case is not appropriate in reality, 

logic, and law, and is developing a logic that is difficult to find in 

advanced legal systems.

Returning to the original concept, it is necessary to explicitly 



state that the concept of relevance in search is 'brief perusal', as 

in US legislation. Confiscating anything that appears to be related 

to a crime at first glance.

Under the above concept, if a separate crime occurs in the 

process of ‘search’ or ‘analysis of seized material’, the 

search or analysis should be stopped immediately and a warrant 

issued separately. In addition, if evidence of a separate crime 

is found, it is proposed to introduce an emergency confiscation 

system to ensure that only the evidence is seized without a 

warrant so that the evidence is not destroyed, and to amend 

the law so that a warrant is issued and controlled by the court.

As a problem with the method proposed in this paper, there may 

be a counterargument as to how to prevent an investigative 

agency from collecting special crimes at will because there is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evidence. However, until an additional warrant is reissued, 

the collected crimes cannot be used as evidence, and thus ex post 

control is possible.

Rather, the discussion of the advanced legal system focuses on 

the continuity of integrity, proof of identity, and management of 

evidence, but I am concerned that the discussion of our legal 

system is breaking the integrity and identity of the confiscated by 

bringing incomplete copies from the field. This is because 

confiscation does not mean obtaining an incomplete copy of the 

evidence.



To integrate and systemize the currently scattered evidence 

management system for each investigative agency, restrict access 

rights, systematically manage the reading and analysis history, 

have a separate department and manpower to manage it, conduct 

regular audits, and conduct digital evidence Introduce systems, 

tools, laboratories, and personnel certification systems to ensure 

reliability, create systems to further strengthen security in 

evidence management, enhance cryptocurrency decryption 

capabilities, upgrade forensic analysis tools, and institutionalize 

standard procedures related to digital evidence should be 

discussed and reviewed more urgently.

Relevance in search is faithful to the original concept of search 

and seizure analysis, and for clarity and equit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interpretation in a way that anyone with common sense and 

empirical knowledge can recognize as the basic factual relationship 

is the same as that of the crime to be seized.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for investigative agencies and judicial agencies that 

interpret and enforce laws to specify the investigation of other 

crimes in the warrant for dispute resolution in the same basic 

position as above.

It is said that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the room for disputes 

through revision of the law in the future and to establish a 

search and seizure system in line with the advanced legal system.



keywords : digital evidence, selective seizure, on-the-spot

seizure, criminal facts and relevance, search, Article 106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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