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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문초록)

형사사법의 역사는 과도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의 과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투쟁의 

과정에서 탄생한 근대적 의미의 검찰제도는 규문주의와 경찰국가에 대한

반성하에 시민혁명을 거쳐 탄생한 역사적 산물로서 소추권 행사를 통한 

법원의 전횡을 견제하고, 경찰의 수사권한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

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고 할 것이다.

최근 형사사법의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분야라 할 

것인데, 그 동안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디지털증거의 고유

한 특성, 압수·수색 방법의 기술적·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서 압수대상과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

하거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논의가 

지속되어 왔고, 이를 통해 무분별한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이 다소 해소된 측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여전히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부족한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호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절차를 엄격히 통제하는 것 

못지않게 압수된 디지털 증거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그 동안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각 수사기관별 디지털증거 관리시스템의 

미비점 내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 후, 그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디지털증거의 관리·감독 주체로서의 검사의 지위 및 역할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디지털증거 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이에 더하여 국민에 의한 직접 

통제의 원리에 따른 정보주체의 디지털증거 폐기요구권 인정 및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증거이력제 실시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주요어 :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증거 관리감독주체,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디지털증거 폐기요구권, 디지털증거이력제

학번 : 2020-28667



〈 목 차 〉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디지털 증거의 개념 및 특징

제1절 서설

제2절 디지털증거의 개념

제3절 디지털증거의 구체적 특징

1. 매체독립성

2. 원본과 사본의 구별 곤란성

3. 대량성

4. 다양성

5. 변조용이성

6. 비가시성·비가독성

제4절 소결론

제3장 수사기관 별 디지털증거 관리 등 절차 및 그 문제점

제1절 서설

제2절 검찰의 디지털증거 압수 및 관리 절차



1. 개관

2. 조직구성 및 디지털증거 분석 현황

가. 개요

나. 분석

3. 디지털증거 관리 규정 및 그 절차

제3절 경찰의 디지털증거 압수 및 관리 절차

1. 개관

2. 조직구성 및 디지털증거 분석 현황

가. 디지털 포렌식 인력현황

나. 경찰의 증거분석 현황

다. 분석

3. 디지털증거 관리 규정 및 그 절차

제4절 각종 특별사법경찰관의 디지털증거 압수 및 관리 절차

1. 특별사법경찰관의 개념

2.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취지 및 법적 근거

3. 특별사법경찰관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

제5절 현행 디지털증거 관리 절차의 문제점 

제4장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디지털증거의 관리·감독권자 설정

제1절 서설

제2절 선행연구

1. 기존 논의



2. 위 논의들에 관한 평가

제3절 디지털증거 관리·감독권자로서의 검사의 지위 및 역할

1. 개관

2. 디지털증거의 법적 성질(압수물인지 여부)

가. 개요

나. 학계에서의 논의

다. 대법원 결정례

라. 비교법적 검토

마. 검토

3. 디지털증거의 관리·감독권자로서의 검사에 대한 이론적 근거

가. 근대적 검찰제도의 탄생배경

나. 검찰제도의 본질

4. 디지털증거의 관리·감독권자로서의 검사에 대한 현행 법적 근거

가. 서론

나. 압수·수색의 개시(압수·수색영장 청구)

1) 압수·수색영장 청구관련 규정

2) 검사의 영장청구권의 의미

3) 소결론

다. 압수·수색의 실시(압수·수색영장 집행)

1)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

2) 검사의 집행지휘 규정의 의의

3) 소결론



라. 압수·수색 종료 후 압수물 관리 및 처분

1)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

2) 위 규정의 의의 및 해석

제4절 소결론 

제5장 디지털증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제1절 서론

제2절 기존 디지털증거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논의

제3절 현행 검찰 내부의 디지털증거 관리시스템 운영 방식

제4절 소결론

제6장 정보주체의 디지털증거에 대한 관리권 강화

제1절 서설

제2절 정보주체의 폐기요구권 인정 여부

1. 서론

2. 정보주체의 폐기요구권에 관한 현행법적 근거 

3. 미국의 삭제할 권리(Right to Deletion)에 관한 검토

4. 소결론

제3절 디지털 증거 이력제 실시

제4절 소결론

제7장 결론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최근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USB, SSD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처리장치 

및 저장매체의 증가, 정보통신 기술의 무한한 발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정보가 생성되고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의 중심이 피의자 및 참고인 등의 진술 확보 내지 물리적 

형태의 증거 확보 분야에서, 디지털 증거 확보로 옮겨지고 있으며, 실제 

디지털 증거의 확보 및 분석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비약적인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 

보면 디지털 증거 확보 및 분석의 중요성 내지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고 

확대될 것임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현재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 다수의 특별사법경찰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각 기관이 정한 

내부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며 다량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여 분석하고 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디지털증거를 압수할 때, 기술적, 현실적 한계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유관증거만 완벽하게 

선별 압수하기는 어렵고, 실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거나 이미징

(Imaging)을 통해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체자료를 확보한 후,

수사기관에서 선별 압수하는 방식으로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러한 형태의 압수 실무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필연적으로 범죄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유관증거 뿐만 아니라 관련성이 없는 무관증거 내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1차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또한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확보된 정보저장매체 내지 이미징 파일을 

대상으로 선별 압수를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대량성, 비가시성 등의 

디지털증거의 특성, 시간적·기술적 한계, 진정성립 입증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완벽한 형태로 유관증거만을 선별 압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에 따라 실무상 폭넓은 형태의 자료가 압수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로 확보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수사기관이 별다른 통제 없이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자체로 

정보주체에게는 자신의 정보가 별건 수사 내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발생하게 할 수 있고, 실제 본래 수사목적 이외의 별건 

수사, 행정상 목적 달성, 정보 확보 목적 등에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디지털증거의 보관 및 인계 과정에서 유출의 위험성 또

한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을 제외하고 경찰은 범죄 수사 이외에도 범죄의 예방·진압,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 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 등 

다양한 형태의 행정 경찰작용을 수행하고 있고1), 이에 더하여 최근 기본적

으로 행정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특별사법경찰기관2)도 

수사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수사기관의 무부별한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관련 규정 참조

2)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란 ‘식품·보건·안전사고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의 수사를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의미’



디지털증거 확보 및 디지털증거의 불필요한 보관 및 처분 등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어느때보다도 크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

하거나, 선별압수 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참여권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관련성 요건의 엄격해석 내지 당사자 참여권 

강화를 통해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이 다소 해소된 점이 있기는 하나,

여전히 기본권 보호에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고, 디지털증거의 압수 절차 

자체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 못지 않게 압수된 디지털증거를 어떻게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여부도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그 동안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디지털증거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디지털증거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통제적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던 기존 논의와 

달리 디지털증거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의 위험

성을 최소화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한 디지털증거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유체물과 다른 디지털증거의 특성, 현행 각 

수사기관별 디지털증거 확보 및 관리 시스템 운영 실태, 현행 시스템의 

미비점 및 문제점이 무엇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 그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의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디지털증거에 대한 관리·감독권자

로서의 검사의 지위 및 역할 강화, 그 이론적·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여부, 투명하고 효율적인 디지털증거 관리를 위한 각 수사기관 별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한 디지털증거 폐기요구권 및 디지털증거이력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2장 디지털 증거의 개념 및 특징

제1절 서설

디지털증거는 유체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 

차별성이 압수·수색에 있어 디지털증거를 종래의 유체물 증거와 달리 

취급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즉 디지털 증거는 사생활의 모든 

것을 담고 있을 정도로 그 내용과 분량이 확장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육안으로 파악되지 않으므로, 파일을 열어 탐색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는 범죄 관련 정보를 특정하여 수집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디지털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디지털증거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를 



대상으로 범죄 관련 정보를 탐색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범죄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탐지되어 수집될 수도 있다3).

이러한 디지털증거의 특성으로 인하여 디지털증거를 기존의 물리적

증거에 비해 엄격히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은바, 이번 장에서는 

물리적증거와 달리 디지털증거에 관하여 별도의 관리 체계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전제로 디지털증거의 개념,

기존의 물리적증거와 다른 디지털증거 자체의 고유한 특징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디지털 증거의 개념

디지털증거(Digital Evidence)가 활용되는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디지털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아직 확립된 바 없으나, 1995년 창설된 IOCE(International

Organization on Computer Evidence : 컴퓨터증거에 관한 국제조직)에서는

디지털증거란 “2진수 형태로 저장 혹은 전송되는 것으로서 법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바 있고, 1998년 SWGDE

(Scientific Working Group on Digital Evidence : 디지털증거에 관한 

과학실무 그룹)에서는 디지털증거란 디지털 형태로 저장 전송되는 

증거가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바 있다4).

3) 사법정책연구원, 2021.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4)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디지털수사과, 2015 알기쉬운 디지털포렌식 Q＆A 참조



결국, 디지털증거란 디지털 형태 즉 2진수 형태로 저장되어 있거나 

전송중인 정보로서, 법정에서 증거로서 사용되거나 사용을 전제로 

확보된 정보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3절 디지털증거의 구체적 특징

1. 매체독립성

디지털증거는 0과 1의 2진수 형태로 저장 혹은 전송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5)로서 그것이 매체와 구분되어 무형물로서 존재하고, 그 

매체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롭게 복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데, 이를 

매체 독립성이라고 한다6).

디지털증거의 매체독립성이라는 특징에 따라 현행법제하에서 디지털

증거를 저장하고 있는 정보저장매체와 구분하여 독립된 압수물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원본과 사본의 구별 곤란성

디지털증거는 값만 동일하면 반복된 복사과정에서도 질적 저하가 없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USB로 복제한 경우, 위 두 파일은 

동일한 정보와 해쉬값을 가지고 있어 원본 파일과 사본 파일의 구별이 

곤란하고, 또한 디지털증거는 복제가 용이하여 원본과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사본 파일을 생성해 낼 수도 있다7).

위와 같은 디지털증거의 특성에 따라 수사기관은 압수한 디지털 증거 

5)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디지털수사과, 2015 알기쉬운 디지털포렌식 Q＆A 참조

6) 사법정책연구원, 2021.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7)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디지털수사과, 2015 알기쉬운 디지털포렌식 Q＆A 참조



원본과 동일한 정보를 담고 있는 다수의 디지털증거 사본을 생성해 될 

수 있게 된다.

3. 대량성 

디지털증거는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기업의 전산회계자료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종류의 응용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수많은 형태의 

자료가 저장되어 있고, 아주 적은 저장매체에도 방대한 분량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 저장매체의 압수에 있어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 정보 

뿐 아니라 그와 관련이 없는 수많은 사생활 비밀, 영업비밀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8).

결국, 디지털증거는 단편적인 자료를 담고 있는 물리적증거와 달리 

개인에 관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수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유용될 위험성이 높고, 또한 그 내용이 유출될 경우 물리적

증거의 유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막대한 침해를 가져온다고 할 것이다.

4. 다양성

디지털증거에는 문서파일(한글, 엑셀, PDF 등), 이메일, 멀티미디어

파일(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및 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

어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개인 정보가 문서, 사진, 음성녹음,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5. 변조용이성

디지털증거는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수정 및 삭제 등 편집이 용이

8) 사법정책연구원, 2015.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하다. 이 특징은 실용적 측면에서 디지털 정보를 쉽게 가공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증거가치 측면에서는 전부·일부의 삭제, 변개 

등이 용이하다는 단점으로 작용한다9).

이러한 디지털증거의 변조용이성으로 인하여 디지털증거의 수집은 

신뢰 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에 의해 정해질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하여 수집된 증거가 변경되지 않은 것

임을 법정에서 입증할 필요성이 있다.

6. 비가시성·비가독성

디지털 기록매체에 저장된 데이터는 이진수의 신호체계로 작성·보존

되어 그 존재 및 상태를 사람의 지각으로는 바로 인식할 수 없다. 또한 

수집된 디지털증거에는 표면상 알 수 없고 숨어 있는 잠재 정보가 

존재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적절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디지털 정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판독절차를 

거쳐야 하고, 디코딩(Decoding), 암호 복호(Decrypt), 압축 해제(Decompress)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와 같이 디지털 정보의 확보 과정은 물리적이 

아닌 기술적·논리적인 방법이 동원되며, 이러한 측면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검토 과정에서 포렌식 도구의 신뢰성이나 분석관의 전문성 

검증과 연결된다10).

제4절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증거는 물리적증거와 달리 매체독립성,

9) 사법정책연구원, 2015.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10) 사법정책연구원, 2015.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원본과 사본의 구별 어려움, 대량성, 다양성, 변조용이성, 비가시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디지털증거의 특성으로 인해 물리적증거에 

비해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위험성이 커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3장 수사기관 별 디지털증거 관리 등 절차 및 그 문제점

제1절 서설

현재 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증거 확보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절차 

및 확보된 디지털증거의 관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 대략적인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통합적인 관리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디지털증거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검찰, 경찰 및 각종 특별사법경찰기관에서 각 기관 별로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그 규정에 근거하여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확보된 디지털증거도 각 

기관별 규정에 따라 처분 및 관리하고 있는바, 본 장에서는 각 수사

기관 별 디지털증거 압수 및 관리 절차, 그 현황을 확인하고,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현행 시스템에 어떠한 형태의 문제점 내지 

미비점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2절 검찰의 디지털증거 압수 및 관리 절차

1. 개관

검찰은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및 관리를 위해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대검예규 제1151호, 이하 ’대검예규‘라 함)를 두고, 전자

정보 압수·수색·검증의 기본원칙, 디지털 포렌식 수사지원,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검증, 디지털증거의 등록, 디지털증거의 분석, 디지털

증거의 폐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분석, 관리를 

위해 대검찰청에 ’국가디지털포렌식 센터‘를 두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위하여 D-NET 시스템을 두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수사팀을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신속한 수사지원시스템을 

제공하고, 디지털 증거분석 업무의 편의성 및 증거 관리의 엄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수사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고, D-NET은 디

지털 수사 통합업무관리시스템(DFIS II), 디지털 증거관리시스템, 통

합디지털 증거분석 시스템(IDEAS), 원격디지털수사공조시스템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11).

2. 조직구성 및 디지털증거 분석 현황

가. 개요

[국가디지털포렌식 센터 소개 책자 발췌]

11) 탁희성,이원상, 2016. 디지털포렌식 통합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나. 분석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는 2005년 업무를 시작한 이후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및 증거분석지원 등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6대 고등검찰청 

및 지역 거점 6대 지방검찰청에 디지털 포렌식 팀을 운영하고 있고,

압수·수색 및 증거분석지원 건수는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그 후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2021. 1. 1.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의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및 증거분석지원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디지털증거 관리 규정 및 그 절차

대검예규는 디지털증거의 무결성, 보관의 연속성 등을 유지하고,

등록된 디지털증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압수한 디지털 증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40조). 또한 현장이나 

현장 밖에서 선별 과정을 거친 디지털증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대검찰청 통합업무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제41조-제42조).

또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분석을 위해 생성한 이미지 파일이나 분석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전자정보는 분석결과 회신 후 지체 없이 삭제

하여야 한다(제48조).

또한 대검예규 제54조 제1항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압수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한 

기소·불기소 등 종국처분에 따라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어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디지털증거는 본 장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에서 폐기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검찰은 압수된 디지털증거를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에서 관리

하고 있는 디지털증거 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증거분석 절차를 진행

하고, 위 관리시스템 내에서 디지털증거의 관리 및 폐기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위 규정은 검찰에서 직접 디지털증거를 압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되고 있고, 실무상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기관에서 압수되어 

검찰에 송치된 디지털증거의 경우 그 내용이 위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고, 개별적인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3절 경찰의 디지털 증거 압수 및 관리 절차

1. 개관

경찰은 현재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 산하에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두고 있고, 위 디지털 포렌식센터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기술

지원팀으로 시작되었다가 2010년 디지털 포렌식팀으로 변경되었으며,

2014년 사이버안전국이 출범하면서 디지털 포렌식센터로 개편되었다12).

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56조의4에 규정된 디지털 포렌식센터의 분장

업무의 내용을 보면, 디지털 포렌식 기획, 안티포렌식 대응 및 관련 

기술 연구·개발, 디지털포렌식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디지털증거 분석 

및 기법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경찰은 본청의 디지털 포렌식센터 외에 지방 17개청에 디지털 

포렌식계(팀/반)가 설치되어 있는데, 본청은 지방청에서 분석이 곤란한 

고난이도 매체분석 및 연구 개발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청의 

디지털 포렌식계는 각 수사관서에서 실제분석 의뢰되는 분석매체에 

대해서 증거분석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13).

12) 탁희성,이원상, 2016. 디지털포렌식 통합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13) 탁희성,이원상, 2016. 디지털포렌식 통합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2. 조직구성 및 디지털증거 분석 현황

가. 디지털 포렌식 인력현황[2020. 경찰백서 참조]

나. 경찰의 증거분석 현황[2020. 경찰백서 참조]

다. 분석

경찰은 본청의 디지털 포렌식센터 외에 지방 17개청에 디지털 

포렌식계(팀/반)를 두고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디지털 

증거분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2021. 1. 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디지털증거 분석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디지털 증거 관리 규정 및 그 절차

경찰은 인력구조 상 일선 수사관에게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훈련시켜 수사관이 직접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행하고, 분석만 증거분석관들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

되고 있고, 검찰이 DFIS II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 프로세스를 운영

하는 것과 유사하게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업무시스템’이라는 내부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위 시스템은 증거분석 요청 

그리고 결과보고서 및 결과 파일의 회신의 용도로 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렌식 프로세스를 통합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14) 다만, 최근 경찰은 디지털증거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디지털증거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은 디지털증거 압수 및 관리와 관련하여 ‘디지털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975호)을 제정하여, 위 규칙에 따라 

디지털증거 압수 및 관리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증거의 증거분석은 증거분석관(디지털 

증거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디지털 증거 분석을 위해 선발된 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위 규칙 제2조 제8호, 제6조),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하는 경찰관은 분석의뢰물이 충격, 자기장, 습기 및 먼지 등에 

14) 탁희성,이원상, 2016. 디지털포렌식 통합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의해 손상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봉인 봉투 등으로 

봉인한 후 직접 운반하여야 한다(제23조 제1항), 증거분석관은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증거의뢰물을 경찰

관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디지털포렌식 절차가 진행된다(제30조, 제32조).

또한 증거분석관은 분석을 의뢰한 경찰관에게 분석결과물을 회신한 

때에는 해당분석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폐기하

여야 하고, 경찰관은 분석결과물을 회신 받아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경우 압수하지 아니한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폐기하고 피압수자

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사건을 이송 또는 송치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디지털증거의 복사본을 지체 없이 삭제·

폐기하여야 한다(제35조)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경찰은 디지털증거 분석업무와 관리업무를 구분하여 증거

분석관은 디지털증거 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일선 수사관이 디지털

증거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15), 현재 실무상 증거

분석관은 분석 완료 시 분석보고서와 함께 확보된 디지털증거를 

CD-ROM, USB, HDD 등의 이동형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일선 수사관에게 

인계해주고, 일선 수사관은 위와 같이 인계받은 디지털증거를 별도의 

시스템 등록 없이 개별적으로 보관하며 수사에 활용한 후, 사건 송치 시 

위 CD-ROM 등을 검찰에 송부하고 있으며, 현재 검찰의 디지털수사망

(이하 D-NET)과 같은 디지털증거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상태로 인계,

보관, 폐기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 디지털증거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따라 디지털증거 통합관리시스템이 현실화되면, 디지털증거 분석

업무와 관리업무가 증거분석관에게 일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4절 각종 특별사법경찰관의 디지털 증거 압수 및 관리 절차

1. 특별사법경찰관의 개념

범죄의 수사, 피의자 체포 등 형사사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검찰 

내지 경찰(특별사법경찰관과 구별되어 일반사법경찰관이라고 함)이 

있지만, 이들 기관 이외에도 식품·보건·안전사고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의 수사를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수사관을 부여받은 자를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한다.

2.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취지 및 법적 근거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전문적 특수성을 

지니는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사법경찰의 수사활동만으로는 범죄발견,

증거 수집,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사건 관련 내용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서 신속하고 정당한 사법경찰권의 발동이 어렵게 되는 상황을 보완

하고, 행정현장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맺는 공무원이 범죄의 발견 시 

신속하게 수사 작용까지 담당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16).

형사소송법(법률 제18398호 일부 개정 2021. 8. 17.) 제245조의10(특별

사법경찰관리) 제1항은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제정

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수사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종류 및 권한범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16) 이근우, 특별사법경찰제의 체계적 통일성을 위한 기초 연구



결국 현재 교도행정, 식품, 환경, 의료, 소방, 산림, 문화재, 관세, 국세,

공중위생, 환경, 도로, 농산물·축산물 관리, 검역, 자동차 관리, 하천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병역, 지식재산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노동사건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특별사법경찰관을 임명하여 

수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특별사법경찰관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

현재 다수의 국가기관에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통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또한 최근 수사권 강화를 위해 검찰 

및 경찰에의 의존을 탈피하고, 각각의 특별사법경찰기관에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 수사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

하고 있다.

각 기관별 업무조직 내지 배포된 보도자료 등을 보면, 국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 고용노동부 디지털 포렌식 센터,

환경부 디지털 포렌직 센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디지털 포렌식 센터,

서울 민생사법경찰단 디지털 포렌식 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위 특별사법경찰기관 별 디지털 포렌식 센터의 구체적인 구성

현황, 증거분석 현황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또한 각 특별사법경찰기관 별 디지털 포렌식을 위해 각각의 내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정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정한 고용노동부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고용노동부 예규 제171호 제정 2020. 4. 8.)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노둥부는 디지털 포렌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별도의 기구로 디지털 포렌식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제6조),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은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이 

하여야 하며(제8조),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정보저장매체 원본 

등을 취득할 때에는 사건 담당자의 환부 요청이 있기 전까지 해당 정

보저장매체 원본 등을 디지털 증거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디지털 

증거가 복제본인 경우에는 복제된 증거파일을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만든 후 디지털 증거물 서버에 보관하여야 하고(제19조), ①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관련 사건이 불기소 등 종국 처분에 따라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사건 담당자 또는 검사의 

폐기 요청이 있는 경우에 증거를 폐기하여야 한다(제20조)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수행한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원칙적으로 확보된 디지털 증거를 계속해서 보관하고,

예외적으로 판결 확정, 종국처분, 검사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폐기하도록 되어 있어, 규정 상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검찰에 

사건 송치 전후를 불문하고 계속해서 디지털증거를 보관할 수 있는 것

으로 해석된다.

제5절 현행 디지털증거 관리 절차의 문제점 

위에서 살펴 본봐와 같이 현재 디지털증거 확보 및 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통합적인 관리 규정은 없고17), 그에 따라 

실무상 각각의 수사기관 별로 독자적인 수사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내부규정에 따라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 증거분석, 관리 및 폐기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 확보된 디지털증거에 관하여 각각의 기관별로 보관 및 폐기 

등의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압수된 디지털증거를 

계속 보관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할 것인지 여부가 압수한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리 취급될 여지가 있으며, 또한 압수된 디지털증거가 

적정하게 보관되고 규정에 따라 폐기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외부에서 이를 확인할 별도의 법적·제도적 방법 없이 각각의 디지털 

포렌식 기관에 일임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검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된 디지털증거는 

D-NET에 등록되고, 증거분석을 요청한 검사 및 수사관에게 D-NET에 

접속하여 등록된 디지털증거를 열람 및 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디지털증거가 일선 검사실에 인계되고, 디지털증거의 열람 

및 복제 내역에 관한 로그기록이 모두 저장되게 되어 있다.

반면, 현재 경찰(각 특별사법경찰기관도 동일할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추정됨)은 일선 수사관에 의해 압수되어 증거분석관에 의해 

분석이 완료된 디지털증거는 업무시스템에 등록되어 일선 수사관

에게 인계되지 아니하고, 분석결과보고서와 함께 이동형 저장매체에 

1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방법(제41조),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에 관한 규정(제42조)을 두고 있기는 하나,

일반적인 규정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저장된 상태로 일선 수사관에게 인계되고 있다.

또한 일선 수사관은 위와 같이 인계된 디지털 증거를 개인 PC 등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수사에 활용하고, 수사가 종결되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시 디지털증거가 저장되어 있는 이동형 저장매체를 기록에 첨부

하여 송치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디지털증거 관리 및 처리절차의 경우, 디지털 증거의 

관리 및 보관 주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디지털 증거 생성 및 

인계, 보관 및 송치 등의 각 절차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디지털증거가 

다수 복제되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으며, 각각의 인계 

절차에 있어서 디지털증거가 정상적으로 폐기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

하기 어려우며, 정보주체에게 후술하는 바와 같이 디지털증거에 대한 

폐기요구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폐기 내지 삭제를 요구할 상대방 

및 그 대상도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디지털 증거 인계 등 

과정에서 디지털증거를 저장하고 있는 물리적 정보저장매체의 파손 내지 

분실 등의 위험 또한 상존하게 된다.

결국, 현재 디지털증거의 관리 및 폐기와 관련한 모든 사항이 각 수

사기관에 일임되어 있어 디지털증거의 관리 및 폐기 등의 절차가 각 

수사기관 별로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고, 더 나아가 각 수사기관 외부

에서 디지털증거 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거나, 위법·부당한 관리가 

확인되었을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절차 내지 방법도 없어 정보주

체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관련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4장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디지털증거의 관리·감독 주체 설정

제1절 서설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디지털증거를 이용한 별건 수사, 수사 이외의 

목적 활용, 무단 유출 등의 폐해로부터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단계에서 압수 대상과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거나, 선별압수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 압수된 

디지털증거를 어떻게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그 동안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 오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각 수사기관별로 압수된 디지털증거의 

관리 업무를 각 기관에 전속적으로 맡기고, 외부 통제 절차 없이 자기 

통제절차에만 맡기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부족한 측면이 

많으므로 기관 간 통제의 원리에 따라 디지털증거의 적정한 관리를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즉각적으로 이를 시정할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디지털 증거 관리·감독권자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장에서는 기존에 진행되어 온 디지털증거 관리

주체 설정에 관한 논의 및 그 평가, 디지털증거의 법적 성격,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검사의 책무, 현행 헌법 및 법률상 부여되어 있는 

압수 및 압수물 관리에 관한 검사의 권한과 책임을 살펴봄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디지털증거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



감독권자로서의 검사의 지위 및 역할 강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선행연구

1. 기존 논의

현재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디지털증거의 관리주체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다룬 논의가 제대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간접적으로라도 관리주체 설정에 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논의를 살펴보면, 김일권은 형사사법기관 간 디지털증거 전송

체계 도입방안 연구 논문에서, ‘디지털증거 전송체계에 전자문서 외에 

디지털증거까지 저장하고,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몰수형이 선고된 디지털증거까지 보관할 경우 정보 집적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외부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복사, 이동이 용이하고, 유출될 경우 확산이 빠르고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오남용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형사절차전자화법은 시스템 운영

근거와 수사서류의 전산화, 의사결정구조 및 상호간 협력의무 등 행정

절차와 형사처벌 근거만 두고 있을 뿐 통제장치가 없다. 따라서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전자형사사법정보의 처리에 

대한 조사권 및 통제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정보의 이용에 있어서 

데이터마이닝 등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는 

경우 비록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사법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형사사법기관 내 특수기록관을 설치하여 증거를 별도로

관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 또는 법원의 통제를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18).라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박민우는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서의 적법절차” 연구에서 

해시값을 나중에 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물리이미지를 보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31조에 의거한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조치’로 정당화될 수 있기는 한데, 무관정보의 폐기를 요구한 영장과 

조화를 위해서는 독립된 제3의 기관에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19)를

제시한 바 있고, 김영철은 “디지털 본래증거 수집 방안 연구”에서 

디지털 본래증거들을 포괄적으로 수집해두어야 하는 타당한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관련성 기준 위반으로 인한 압수의 위법성 문제와 본래

증거의 훼손·멸실 가능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디지털 본래증거들을 포괄적으로 사전 수집해 놓도록 하되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을 공판 전까지 당분간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로는 법원의 공개키로써 하이브리드 암호화함으로써 

Escrow 비슷하게 법원에 위탁하는 절차 모델이 바람직하다‘라는 견해20)를 

개진하기도 하였습니다.

2. 위 논의들에 관한 평가

위와 같은 논의들은 디지털증거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유체 압수물과

달리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공감대 

하에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정보관리위원회 등의 제3의 기관에 디지털

증거에 대한 통제 권한을 부여하자거나, 암호화 방식을 통해 법원에 디지

18) 김일권,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공공보안정책학과, 형사사법기관 간 디지털증거 전송체계 도입방안 연구

19) 오현석, 전자증거의 선별압수와 매체압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석사논문(2019)

20) 오현석, 전자증거의 선별압수와 매체압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석사논문(2019)



털증거의 관리권을 사실상 부여하자는 방식의 논의들인데, 제3의 기관의

경우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이 부족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증거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제3의 기관 

자체의 신뢰성 확보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방안

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원은 기존부터 별도로 압수물 관리를 해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압수물 관리 노하우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또한 재판

기관인 법원의 특성 상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조사권한이 없고,

압수물 관리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거나, 준항고 등의 재판 절차를 통해 

위법사실을 시정하는 것 이외에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조치에 나설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제3절 디지털증거 관리·감독권자로서의 검사의 지위 및 역할

1. 개관

본 장에서는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디지털증거의 관리·감독권자로 

제3의 기관이나 법원이 아닌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사명

으로 하고 있는 검사를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아래에서는 위 제안에 

대한 이론적·법적 근거를 제시하기로 한다.

2. 디지털증거의 법적 성질(압수물인지 여부)

가. 개요



디지털증거 자체가 압수의 대상인지, 아니면 디지털증거를 저장하고 

있는 정보저장매체 자체가 압수의 대상이고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증거는 압수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확보된 분석

결과물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다툼이 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종료시점에 관한 

논의와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 본 장에서 논하고자 하는 

디지털 증거의 관리·감독 주체 설정의 문제와도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본 장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21).

나. 학계에서의 논의22)

1) 정보저장매체가 압수의 대상이라는 견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과 제3항의 문언 해석에 충실한 입장으로,

전자정보(디지털증거) 자체는 압수의 대상물이 아니고, 컴퓨터용디스크 

등의 정보저장매체가 압수의 대상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형사소송법상 

압수의 객체는 유체물에 한정하고 있는데, 전자정보는 무체물이므로 

압수의 대상이 아니라, 유체물인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

하여 수집된 증거에 해당될 뿐이라는 것이다.

2) 전자정보가 압수의 대상이라는 견해

압수·수색의 대상이 정보저장매체라고 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106조 

21) 2011. 7. 18.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동법 제106조 제4항은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보

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여전히 

압수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물건’만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견해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22) 최윤정,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적용되는 영장주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법적 검토 참조



제3항이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를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인 집행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논리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위 조항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매체인 경우에 원칙적인 압수 방식은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복제하는 방법’이라고 명시하면서,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의 압수를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의 법원의 통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하에서 압수·수색의 대상은 전자정보라고 해석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법적 통제의 측면에서도,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를 허용하는 

경우 그에 저장된 무관정보가 함께 수집되는 것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전자정보를 압수의 대상으로 보고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

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대법원 결정례

1)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11. 7. 18. 형사소송법 개정 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위 영장 집행이 적법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ㆍ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

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

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고, 대법원은 위 결정에서 판단 대상이 된 

압수·수색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으로 칭함으로써 압수수색의 

대상이 저장매체가 아니라 전자정보 그 자체임을 명백히 한 바 있다.

2)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준항고인용

결정에대한재항고]

위 결정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인 2015년 선고된 사건으로,

대법원은 이 결정에서 법 개정 전 결정 내용과 동일하게 압수·수색의 

대상이 전자정보임을 전제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결국, 위와 같은 대법원 결정내용을 보면, 대법원은 전자정보 즉 

디지털 증거를 정보저장매체와 독립한 별개의 압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 비교법적 검토23)



1)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 41(a)(2)(A)는 “Property는 서류, 서적, 기타 유체물,

그리고 정보(Information)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명문으로

’디지털 증거‘가 압수수색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

2) 영국

영국「형사사법 및 경찰법」(the 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

제66조 제1항은 압수 대상물인 ’documents’에 정보(information)가 포함

됨을 규정한다.

3) 독일

독일 형사소송법 제94조는 압수의 대상으로 ‘물건(Gegenstand)’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래 학설은 여기에 ‘디지털 정보’는 포함되지 않

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메일의 압수대상성을 인정

하면서 위 물건(Gegenstand)에는 증거방법으로서 심리에 중요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4) 일본

일본은 우리 법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99조 제1항에서 압수대상

으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을 규정하고, 디지털 

정보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됨을 명목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제99조의2에서 ‘기록명령부 압수’, 제110조의2에서 

‘기록매체 압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뿐인데, 일본 내 다수설은 

디지털정보를 압수대상으로 보지 않고, 저장매체만을 압수대상으로 

23) 사법정책연구원, 2021.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본다고 한다.

마. 검토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증거는 그 자체로 매체와 독립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정보로서, 실제 압수·수색의 중심은 정보저장매체 자체의 

확보가 아닌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증거를 확보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비록 정보를 직접적인 압수·수색의 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및 

제4항은 디지털증거가 정보저장매체와 독립한 별도의 압수·수색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결국, 디지털증거를 정보저장매체와 독립한 압수·수색의 대상, 즉 압

수물로 봄이 상당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디지털증거 자체를 압수·

수색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현행 법원, 검찰 및 경찰의 실무와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24).

3. 디지털증거의 관리·감독권자로서의 검사에 대한 이론적 근거

가. 근대적 검찰제도의 탄생배경25)

우리 형사소송법상 검찰제도는 대륙법계 검찰제도를 계승한 제도로서,

오늘날 검찰제도는 프랑스 혁명 이전의 구체제 하에서 전제군주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전제군주의 대리인에서 그 기원을 찾을 

24)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의안번호 : 19-13878, 20-1352) 제106조(압수) ③은『제1항의 증거물 또는

물건에는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도 포함된다』라고 규정함으로 압수수색 대상에 ‘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하였다.[사법

정책연구원, 2021.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참조] 

25) 사법연수원, 2011년 검찰실무 1



수 있다. 구체제는 전제 군주가 경찰권을 국가의 최대 권력으로 삼고 

강권적 통치를 행하던 전근대적국가로서 국민 생활의 모든 면에 경찰

력이 간섭하여 비밀수사와 규문주의 소송절차가 일반적이었다.

규문주의란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면 규문관(법관)이 수사와 소추 및 

재판을 모두 담당하는 형사사법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사건에 대한

예단으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고, 경찰에 대한 사법적통제가 없어 

인권침해의 폐해가 현출되었다.

따라서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인권을 존중하는 계몽주의의 영

향으로 규문주의 소송절차의 혁파가 시대적 요구사항이 되어 프랑스는 

1808년 치죄법의 제정으로 수사와 기소를 재판에서 분리하여 검사에게

일임하고 법관은 재판만을 담당하는 근대 형사사법제도가 확립되었던 

것이다.

나. 검찰제도의 본질26)

검찰제도는 전근대적･규문적 형사사법제도로 인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시민사회의 반성으로부터 태어난 제도로서 원래 사법작용으로 사법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수사가 법원의 인적･물적 자원의 제약이라는 

현실상의 이유로 인해 경찰에게 상당 부분이 위임되어 수행되어 오던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 활동을 법적으로 통제하고 수사를 사법적 절차로 

형성하여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법치주의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 제도이다.

즉, 검찰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수사권한을 위임받은 경찰에 대하여 

26) 안미영, 우리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의 의의 연구논문 참조 



위임권자인 법원이 그 인적･물적 한계로 인하여 경찰의 인권침해적 

수사를 감독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법원을 대신

하여 경찰의 수사를 감독·통제하고, 규문주의를 타파하여 수사와 기

소를 재판에서 분리하기 위하여 탄생한 제도로서, 검찰제도의 본질은 

①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 ② 소추권을 통한 법관의 전횡 견제이다.

따라서 검사는 소추권을 행사하여 법관의 전횡을 견제한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에 준하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여 인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공익의 대표자라고 하겠다.

결국, 검찰제도의 본질은 ①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 ② 소추권을 

통한 법관의 전횡 견제에 있는 것으로서, 검찰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재판과정에서 법에 따른 정당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원을 견제

하는 것에 그 핵심적 역할이 있는 것으로서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디지털

증거의 엄정한 관리 및 통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디지털증거의 관리·감독권자로서의 검사에 대한 현행 법적 근거

가. 서론

디지털증거 관리·감독 주체로서의 검사의 지위 및 역할에 관한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과 법률이 압수·수색의 개시, 압수·수색의 

집행, 압수·수색 종료 후 압수물 관리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검사

에게 어떠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 주었고, 그 제도적 취지 및 의의를 



살펴봄으로써 디지털증거 관리·감독권자로서의 검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자 한다.

나. 압수·수색의 개시(압수·수색영장 청구)

1) 압수·수색영장 청구관련 규정

우리 헌법 제12조 제3항은『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는『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제정된 형사사송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제1항은『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

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검사의 영장청구권의 의미27)

27) 안미영, 우리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의 의의, 연구논문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며, 우리 헌법 및 형사소송법은 이에 더하여 압수·수색영장의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함으로써 경찰 내지 특별사법경찰관은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를 통해서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관련하여 특이한 사항은 외국과 달리 이를 법률이 아닌 헌법적 사항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에게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제5차 개정헌법이 영장의 발부에 관하여 검찰관의 신청이라는 요건을 

규정한 취지는 검사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신청에서 오는 인권

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수사단계에서 영장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다른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 신청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줄이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28).

3) 소결론

결국,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강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주의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청구권자를 공익의 대표자이자 법률전문가인 검사로 한정함

으로써 강제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더 두텁게 보호하기 

28) 헌법재판소 1997. 3. 27. 96헌바28.



위한 이중의 안전장치를 설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압수·수색의 실시(압수·수색영장 집행)

1)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

우리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1편(총칙)

제10장에서 피고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규정을 상세하게 두고 있고, 제2편

(1심) 제1장(수사)에서 이를 수사단계에서의 압수·수색에 준용하는 형태의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는『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 

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동법 제115조(영장의 집행) 제1항은『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검사의 집행지휘 규정의 의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관한 위 규정들은 사법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지휘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압수·수색영장 발부 이후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



하여 검사의 지휘권 내지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지휘는 단순히 사법경찰관이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압수·수색의 방법 및 시간제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지시,

필요시 압수·수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포괄적인 지휘 권한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검사에게 집행

지휘권을 부여한 법률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결국, 우리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단계에서도 수사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압수·수색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집행지휘권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검사의 역할 및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 압수·수색 종료 후 압수물 관리 및 처분

1)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

압수·수색 종료 후 압수물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2편 1장(수사)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에서『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법경찰관이 압수한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려는 경우, 즉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물을 반환해 줄 때

에는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는『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 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 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법경찰관

이 처분 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③ 법령상 생산·제조·

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

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② 환부

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는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의 의의 및 해석

우리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압수해 온 물건을 환부 및 가환부,

위탁 및 대가보관, 폐기, 피해자 환부함에 있어서도 모두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서 압수·수색 종료 후 압수물 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 

검사의 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의 단계, 즉 압수물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의 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5.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제도의 본질은 법원의 전횡을 견제하고,

사법경찰관의 과도한 수사권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검찰제도의 존재 이유라고 할 것이고, 2021. 1. 1.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경찰 수사에 일부 자율성이 부여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과 관련된 전반적인 영역에서 계속해서 검사의 지휘권이 



인정되고 있는바, 이는 강제처분이 갖는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제정권자 내지 입법권자의 의사가 반

영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디지털증거는 기소여부 및 유·무죄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디지털증거를 계속해서 보관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할 건인지, 폐기할 것이라면 어느 시점에 어떤 범위 

까지 폐기할 것인지 여부 등의 문제는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사건마다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서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검사가 관리하고, 통제권을 행

사함이 타당하다29).

결국,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디지털증거의 수사 목적 외 사용 내지 유출 

등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증거에 

대한 검사의 관리·감독권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을 위해 경찰 내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하여 디지털증거 관리 현황 및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권, 정기 및 수시 감사권, 위법·부당

한 디지털증거 관리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권 등이 보장될 필요성이 있다.

제5장 디지털증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제1절 서론

29) 디지털 증거를 관리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2021. 1. 1. 개정 형사

소송법 시행으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 범

위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뒤에서 살펴보는바와 같이 정보주체의 폐기요구권 등을 강화함으로써 검사의 수사권 

남용의 위험성에 대하여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현행 디지털증거 관리시스템과 같이 경찰 내지 특별사법경찰기관에서 

확보한 디지털 증거를 CD-ROM, USB, HDD 등의 이동식 저장매체에 

담아 일선 수사관을 통해 검찰로 송치하는 방식으로는 투명하고 체계

적인 디지털증거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통합적인 디지털증거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디지털증거 통합 

관리시스템 내지 확보체계 구축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고, 본 장에서는

기존에 있어 왔던 디지털증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논의 등을 

살펴본 후, 추가적인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도록 한다.

제2절 기존 디지털 증거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논의

기존에 있었던 디지털증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정현희는 디지털증거의 생명주기를 고려한 관리방안 연구

에서 피의자(피고인) 및 변호인의 열람·등사의 한계, 법정 증언에 

필요한 열람·복제, 판결 이후 디지털증거에 대한 파기·재심 청구에 

따른 장기보존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송치 사건의 디지털증거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경찰에서 확보한 디지털 

증거 중 송치 대상의 경우 국가 전송망을 통해 검찰에 송치한 후 

검찰의 디지털증거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필요 시 권한을 

부여받아 그 내용을 열람 내지 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하고,

송치하지 않는 디지털 증거에 관하여는 경찰 내부의 디지털증거 관

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별도로 관리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며 아래와 

같이 디지털증거 관리 시스템 구성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이인수는 디지털증거 확보체계에 관한 연구(정보보호학회지  

제26권 제5호, 2016. 10.)에서 디지털증거를 중심으로 증거 자체와 

증거와 관련이 잇는 정보를 담도록 설계된 디지털증거데이터팩을 

기본으로 하여 각각의 수사기관에서 검찰로 디지털증거를 송치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아래와 같은 디지털증거확보체계 논리 구조도를 

제시한 바 있다.



위와 같은 논의들의 공통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경찰 내지 특별사법

경찰기관 내부에 일시적이나마 단순한 증거 분석을 넘어 디지털 증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전제로 국가전송망을 통해 

검찰로 관련 디지털 증거가 전송되어 관리되는 구조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3절 현행 검찰 내부의 디지털증거 관리시스템 운영 방식30)

디지털증거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상당기간 디지털증거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온 검찰의 디지털증거 관리 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확인함으로써, 이를 향후에 구축할 디지털증거 통합관리시스템

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위하여 D-NET 시스템을 두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수사팀을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신속한 수사지원시스템을 제공

하고, 디지털 증거분석 업무의 편의성 및 증거 관리의 엄격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디지털수사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D-NET은 디지털 수사 통합업무관리시스템(DFIS II), 디지털 증거

관리시스템, 통합디지털 증거분석 시스템(IDEAS), 원격디지털수사공

조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DFIS II는 디지털 포렌식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각 단계별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며,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사용하는 내부 

시스템과 일선 수사팀이 사용하는 외부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데이터를 

30) 탁희성,이원상, 2016. 디지털포렌식 통합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참조



확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디지털 증거 관리시스템은 디지털 압수물의 생명주기 전체를 

관리하고, 디지털 압수물 관련자료를 사건별로 관리함으로써 chain

of custody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사건단위로 압수한 디지털 정보에 

대한 포렌식 조사관 및 수사팀의 접근권한을 설정하여 권한 없는 자의 

접근 및 변경을 엄격히 차단함으로써 디지털 압수물의 안정성 및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디지털 압수물의 접근이력이 관리되기 때문에 

압수된 디지털 정보가 시스템에 등록되는 순간부터의 이전, 변경 등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즉, 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은 대검내의 디지털수사담당관실을 중심

으로 모든 디지털 압수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증거의 

관리 및 보관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 디지

털증거분석시스템(IDEAS)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수행한 분석결

과를 SBC(Server Based Computing)과 GPKI(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 두 단계 인증을 거쳐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하며,

분석결과를 사건단위로 통합조회하거나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분석요원에게 실시간 수사상황에 필요한 다양한 분석을 요청할 

수 있고, 분석결과를 온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전달받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검찰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 지원요청단계에서 부터 DFIS II를 

통해 등록하고, 최종 분석 완료된 이미지파일을 증거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관하는 단계까지 통합된 시스템 내에서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진행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DFIS II에 등록된 이미지 파일은 무결성 보장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한 인증절차를 거쳐야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이미지 파일은 사건담당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만 

접근이 가능하고, 분석결과자료에 대해서는 지원요청을 한 검사와 

수사관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작업내용은 모두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된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등록된 이미지 파일에 대한 분석을 거쳐 

추출한 데이터를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에 업로드하면, 수사팀은 

두 번의 인증과정을 거쳐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로드 한 데이터와 분석결과자료를 열람하며, 이를 출력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게 된다.

분석이 종료된 이미지파일은 이미지 파일 보관용 저장서버에 보존

되고, 보존되는 동안 접근 로그를 생성･관리함으로써 권한 없는 접근 시 

추적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결국 검찰에서는 D-NET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증거의 압수·

분석 ·보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압수되거나 증거분석이 이루어진 

디지털증거는 디지털수사망(이하 D-NET)에 등록(보관)되어 보관되고,

수사검사실은 위 디지털수사망에 접속하여 디지털증거를 열람한 후 

복제 또는 출력하여 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또한 위 디지털수사망에 보관된 디지털증거가 범죄 혐의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확정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보관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수사검사 또는 압수물담당검사의 폐기 

지휘에 따라 디지털수사망에 보관중인 디지털증거가 최종적으로 폐기 

되게 된다.

결국,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지원요청단계에서부터 DFIS II를 통해 

등록하고, 최종 분석 완료된 이미지파일을 증거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관하는 단계까지 통합된 시스템 내에서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진행

되도록 구성하고 있고, 또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 관련 디지털증거

를 열람할 수 있으며, 보존되는 동안 접근 로그를 생성･관리함으로써 

권한 없는 접근 시 추적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서 디지털 

증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4. 소결론

디지털증거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수사기관을 

통할하는 디지털증거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구체적인 모습에 관하여는 디지털증거 관리의 효율성, 현실성, 비용

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향후

에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사에게 디지털 증거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디지털증거를 처음부터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증거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방안은 

효율성 내지 비용의 측면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각각의 수사기관별로 디지털증거 관리시스템을 두고, 네트워크를 

통해 위 관리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디지털증거의 전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검찰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디지털증거 관리시스템에 접근하여 

디지털증거 분석 현황, 권한 부여 내역, 접근 로그기록 등의 관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각의 수사기관은 디지털증거 관리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확보된

디지털증거가 시스템 밖에서 생성 내지 복제, 인계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고, 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를 엄격히 통제하고, 시스템 접근 

로그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함으로써 디지털 증거의 수사목적 외 사용 내지 

유출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디지털증거 통합 관리시스템에 디지털증거를 등록할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 보관하고, 예외적으로 폐기사유가 발생한 경위 관련 

증거를 폐기하도록 하는 방식의 경우(현행 검찰 디지털증거 관리시스템 

운영방식임), 디지털증거 폐기사유 발생 여부 확인 등이 지연 또는 

누락되어 디지털증거가 불필요하게 계속 보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디지털증거를 등록할 시 디지털증거의 보존기간을 설정하고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등록된 디지털증거가 자동적으로 삭제되도록 

설정하고, 예외적으로 수사팀 내지 정보주체의 보관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디지털증거를 계속 보관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한다면 

수사기관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디지털증거를 보관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6장 정보주체의 디지털증거에 대한 통제권 강화

제1절 서론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디지털증거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목적 외 사용 내지 유출로부터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검사에게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디지털증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못지않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이 장에서는 정보주체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증거의 폐기(삭제)요구권 인정 여부 및 디지털증거 

이력제 실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한다.

제2절 정보주체의 폐기요구권 인정 여부

1. 서설

정보주체에게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디지털증거 중 범죄사실과 무관한 

디지털증거에 대하여 폐기 내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다면 디지털증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

으로부터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좀 더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아래에서는 정보주체의 디지털증거 폐기요구권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정보주체의 폐기요구권에 관한 현행법적 근거  

현행법상 정보주체에게 범죄사실과 무관한 디지털증거의 폐기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항은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수사기관의 압수집행 이후에도 비례의 

원칙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역역에서 

압수물의 반환·폐기 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31).

즉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디지털증거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무관함이 

확인된 경우 위 디지털증거는 더 이상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환부 청구에 

준하여 정보주체에게 폐기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정보주체의 폐기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3. 미국의 삭제할 권리(Right to Deletion)에 관한 검토32)

미국에서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자체 또는 이미징을 통해 복제

본을 만들어 현장 외 장소에서 사후분석을 수행한 후 영장 기재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것인지, 보유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의 보유한 범죄무관정보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U.S. v. Ganias, 판결을 통해 활발한 논의가 일어났는바,

아래에서 위 판결의 내용 및 그 취지를 살펴본다.

먼저 Ganias, 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 ‘Ganias는 회계사인데, 2003년 

A 수사기관은 그의 고객 2명을 사기 혐의로 조사하면서 위 고객의

31) 사법정책연구원, 2021.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32) 사법정책연구원, 2021.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회계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해 영장을 받아 Ganias의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였다. 당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Ganias의 하드디스

크를 이미징하여 반출한 다음, 사후 분석을 통해 범죄 관련 정보만 추

출하고, 범죄와 무관한 다량의 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 이미징 복제본은 

그대로 보유하였다. 그 후 B 수사기관은 2006년 Ganias의 조세 관련 

범죄를 수사하면서 A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위 2003년의 이미징 복

제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집행하여 유죄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고, Ganias는 A 수사기관이 2003년 이미징 

복제본을 사후 분석이 종료된 이후에도, 2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

었던 것은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되고, 따라서 위 이미징 복제본으로부

터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2 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2014. 6. 17. 결론적으로 

수사기관이 범죄와 관련 없는 디지털정보를 압수하고, 이를 무한히 보관

하면서 추후 발견된 혐의에 사용하기 위해 다시 압수수색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Ganias Ⅰ). 또한 제2 연방항

소법원은 2015. 6. 29. 위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재심리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수사기관이 2006년 영장에 근거하여 

선의(Good Faith)로 2003년 이미징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였으므로,

결론적으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위 

판결에서 논의된 헌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Lohier Pooler 판사는 위 다수의견에 동의하면서 수사기관이 

디지털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때, 피압수자는 연방소송규칙 41(g)에 



규정된 압수물의 반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Ganias Ⅱ 판결).

위 판결이 해석과 관련하여 Ganias Ⅰ 판결은 수사기관이 이미징 

자료의 사후 분석 후 언제 범죄무관 정보를 삭제·폐기하여야 하는지 

판시하지는 않았지만, 수사기관에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제2 연방항소법원이 피압수자에게 ‘삭제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는 미국 내 견해가 많다.

4. 소결론

결국, 디지털증거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으로부터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좀 더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보주체에게 범죄무관 증거에 대한 폐기요구권을 인정함이 상당하고,

현재 압수물 환부 및 가환부 규정에 근거하여 폐기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향후 명시적인 입법을 통해 폐기요구권의 주체, 절차,

범위, 시기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3절 디지털증거 이력제 실시

현재 정보주체에게 디지털증거 압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

되어 있고,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가 종료한 이후에는 정보저장매체와 

별도로 압수된 디지털증거 자체에 대하여 압수목록을 교부받음으로써 

자신의 어떠한 디지털 정보가 압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그 이후 압수된 디지털증거의 인계, 사용, 복제, 보관, 폐기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하여는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정보가 제공

되지 않아, 정보주체가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한을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

이에 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칭 

디지털증거이력제 실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이력제라 함은 ‘제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 디지털증거의 경우 생성, 인계, 사용, 보관 및 폐기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이 종합적으로 기록되지 않고 있어 디지털증거가 생성되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후 폐기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이 명확히 확인

되지 않고 있다. 기존에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디지털증거의 증거

능력 확보를 위한 관리의 연속성의 관점에서 ‘디지털증거데이터팩33)’을 

통해 관리하자는 논의 등이 있어 왔다.

다만, 이러한 디지털증거의 이력 관리 필요성을 증거능력 확보의 관점

에서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의 관점에서 

바라 봐, 디지털 증거를 담고 있는 정보저장매체가 압수 내지 확보된 

시점에서부터 증거분석을 거쳐 디지털증거의 압수, 일선 수사팀에의 

인계, 사용(추가 복제 여부 등), 송치, 보관 및 폐기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하여(기록 시 각각의 절차에 있어서의 담당자와 처리 사유를 

기재할 필요 있음) 이력제로 관리하고, 위와 같이 기록된 이력내역을

불기소 처분 내지 기소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제공해 

33) ‘디지털증거데이터팩’이란 기관 간 유통 시 디지털증거와 해당 증거에 가해진 행위를 모두 기록 관리함으로

써 효율적 디지털증거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표준 규격을 의미한다. 



줌으로써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한을 강화하고, 디지털증거 관리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세부적인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좀 더

덕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4절 소결론

결국, 디지털증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으로부터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상호 

간에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 당사자인 정보

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 또한 중요하며 이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직접 통제 원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에서 논의한 정보

주체의 폐기요구권 및 디지털증거이력제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정보

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시스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제7장 결론

형사사법의 역사는 과도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의 과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투쟁의 

과정에서 탄생한 근대적 의미의 검찰제도는 규문주의와 경찰국가에 대한

반성하에 시민혁명을 거쳐 탄생한 역사적 산물로서 소추권 행사를 통한 

법원의 전횡을 견제하고, 경찰의 수사권한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

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고 할 것이다.



최근 형사사법의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분야라 할 

것인데, 그 동안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디지털증거의 

고유한 특성, 압수·수색 방법의 기술적·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해 발생

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

수색절차에서 압수대상과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논의가 

지속되어 왔고, 이를 통해 무분별한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이 다소 해소된 측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여전히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부족한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호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절차를 엄격히 통제하는 것 

못지않게 압수된 디지털 증거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그 동안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각 수사기관별 디지털증거 관리시스템의 

미비점 내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디지털 증거의 관리·감독 

권자로서의 검사의 지위 및 역할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디지털증거 

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을 위한 디지털증거 폐기요구권 및 디지털증거이력제 실시 

방안을 제안하였는바, 이 논문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증거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으로서 향후 증거능력 확보의 



측면에만 치우치지 않고 정보주체의 기본권도 함께 보호될 수 있는 

디지털증거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본 논문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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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istory of criminal justice is a process of continuous struggle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from excessive exercise of

the right to punishment. The modern prosecution system, which was

born in the process of this struggle, is a historical product of the civil

revolution under reflection on inquisitorial system and the police state,

and its essence is to check the court's transition through the exercise

of prosecution power and protect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In the area of criminal justice, the part that raises the most concerns

regarding the violation of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are the field

of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evidence.

In the meantime, in order to respond to the risk of infringement of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due to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digital evidence containing a vast amoun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technical and time constraints of the seizure and search methods

for digital evidence, discussions have continued in the process of

seizure and search for digital evidence to strictly interpret the

requirements for relevance between the subject of seizure and the

criminal facts listed in the warrant, or to strengthen the parties'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eizure and search.



Through these discussions, the risk of infringing on people's

fundamental rights from reckless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evidence has been somewhat alleviated, but there is still a lack of

protection for people's fundamental rights.

In addition, in order to thoroughly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from seizure and search for digital evidence, it is

important to manage the seized digital evidence transparently and

systematically as well as strictly controlling th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 for digital evidence. Nevertheless, relatively active

discussions have not been conducted on this part.

Therefore, in this thesis, after examining the deficiencies or problems

of the current digital evidence management system for each

investigation agency, as an improvement plan, the status and role of

prosecutors as the main agent for managing and supervising digital

evidence is strengthened, the need to establish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transparent and efficient digital evidence

management, and digital evidence of data subject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direct control by the people, I would like to describe the

topic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digital evidence history system to

recognize the right to request destruction and secure its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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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agent for managing and supervising digital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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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to request disposal of digital evidence

Digital evidence record system

학번 : 2020-28667


	제1장
	제1절 문제의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제2장 디지털 증거의 개념 및
	제1절
	제2절 디지털증거의
	제3절 디지털증거의 구체적
	1.
	2. 원본과 사본의 구별
	3.
	4.
	5.
	6.

	제4절

	제3장 수사기관 별 디지털증거 관리 등 절차 및 그
	제1절
	제2절 검찰의 디지털증거 압수 및 관리
	1.
	2. 조직구성 및 디지털증거 분석
	가.
	나.

	3. 디지털증거 관리 규정 및 그

	제3절 경찰의 디지털증거 압수 및 관리
	1.
	2. 조직구성 및 디지털증거 분석
	가. 디지털 포렌식
	나. 경찰의 증거분석
	다.

	3. 디지털증거 관리 규정 및 그

	제4절 각종 특별사법경찰관의 디지털증거 압수 및 관리
	1. 특별사법경찰관의
	2.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취지 및 법적
	3. 특별사법경찰관의 디지털 포렌식

	제5절 현행 디지털증거 관리 절차의

	제4장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디지털증거의 관리·감독권자
	제1절
	제2절
	1. 기존
	2. 위 논의들에 관한


	제3절 디지털증거 관리·감독권자로서의 검사의 지위 및
	1.
	2. 디지털증거의 법적 성질(압수물인지
	가.
	나. 학계에서의
	다. 대법원
	라. 비교법적
	마.

	3. 디지털증거의 관리·감독권자로서의 검사에 대한 이론적
	가. 근대적 검찰제도의
	나. 검찰제도의

	4. 디지털증거의 관리·감독권자로서의 검사에 대한 현행 법적
	가.
	나. 압수·수색의 개시(압수·수색영장
	1) 압수·수색영장 청구관련
	2) 검사의 영장청구권의
	3)

	다. 압수·수색의 실시(압수·수색영장
	1) 관련 형사소송법
	2) 검사의 집행지휘 규정의
	3)

	라. 압수·수색 종료 후 압수물 관리 및
	1) 관련 형사소송법
	2) 위 규정의 의의 및



	제4절

	제5장 디지털증거 통합 관리 시스템
	제1절
	제2절 기존 디지털증거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제3절 현행 검찰 내부의 디지털증거 관리시스템 운영
	제4절

	제6장 정보주체의 디지털증거에 대한 관리권
	제1절
	제2절 정보주체의 폐기요구권 인정
	1.
	2. 정보주체의 폐기요구권에 관한 현행법적
	3. 미국의 삭제할 권리(Right to Deletion)에 관한
	4.

	제3절 디지털 증거 이력제
	제4절

	제7장


<startpage>10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디지털 증거의 개념 및 특징
  제1절 서설
  제2절 디지털증거의 개념
  제3절 디지털증거의 구체적 특징
    1. 매체독립성
    2. 원본과 사본의 구별 곤란성
    3. 대량성
    4. 다양성
    5. 변조용이성
    6. 비가시성·비가독성
  제4절 소결론
제3장 수사기관 별 디지털증거 관리 등 절차 및 그 문제점
  제1절 서설
  제2절 검찰의 디지털증거 압수 및 관리 절차
    1. 개관
    2. 조직구성 및 디지털증거 분석 현황
      가. 개요
      나. 분석
    3. 디지털증거 관리 규정 및 그 절차
  제3절 경찰의 디지털증거 압수 및 관리 절차
    1. 개관
    2. 조직구성 및 디지털증거 분석 현황
      가. 디지털 포렌식 인력현황
      나. 경찰의 증거분석 현황
      다. 분석
    3. 디지털증거 관리 규정 및 그 절차
  제4절 각종 특별사법경찰관의 디지털증거 압수 및 관리 절차
    1. 특별사법경찰관의 개념
    2.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취지 및 법적 근거
    3. 특별사법경찰관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
  제5절 현행 디지털증거 관리 절차의 문제점
제4장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디지털증거의 관리·감독권자 설정
  제1절 서설
  제2절 선행연구
    1. 기존 논의
     2. 위 논의들에 관한 평가
  제3절 디지털증거 관리·감독권자로서의 검사의 지위 및 역할
    1. 개관
    2. 디지털증거의 법적 성질(압수물인지 여부)
      가. 개요
      나. 학계에서의 논의
      다. 대법원 결정례
      라. 비교법적 검토
      마. 검토
    3. 디지털증거의 관리·감독권자로서의 검사에 대한 이론적 근거
      가. 근대적 검찰제도의 탄생배경
      나. 검찰제도의 본질
    4. 디지털증거의 관리·감독권자로서의 검사에 대한 현행 법적 근거
      가. 서론
      나. 압수·수색의 개시(압수·수색영장 청구)
        1) 압수·수색영장 청구관련 규정
        2) 검사의 영장청구권의 의미
        3) 소결론
      다. 압수·수색의 실시(압수·수색영장 집행)
        1)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
        2) 검사의 집행지휘 규정의 의의
        3) 소결론
      라. 압수·수색 종료 후 압수물 관리 및 처분
        1)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
        2) 위 규정의 의의 및 해석
  제4절 소결론
제5장 디지털증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제1절 서론
  제2절 기존 디지털증거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논의
  제3절 현행 검찰 내부의 디지털증거 관리시스템 운영 방식
  제4절 소결론
제6장 정보주체의 디지털증거에 대한 관리권 강화
  제1절 서설
  제2절 정보주체의 폐기요구권 인정 여부
    1. 서론
    2. 정보주체의 폐기요구권에 관한 현행법적 근거
    3. 미국의 삭제할 권리(Right to Deletion)에 관한 검토
    4. 소결론
  제3절 디지털 증거 이력제 실시
  제4절 소결론
제7장 결론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