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이학석사 학위논문

스마트폰 포렌식의 특수성과

효율적인 증거 확보 방안

- 동형암호 기술의 이용과

법률적 제도 보완에 대한 제언 -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디지털포렌식 전공

정 덕 채



스마트폰 포렌식의 특수성과

효율적인 증거 확보 방안

- 동형암호 기술의 이용과

법률적 제도 보완에 대한 제언 -

지도교수 천 정 희

이 논문을 이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디지털포렌식 전공

정 덕 채

정덕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월

위 원 장 국 웅 (인)

부 위 원 장 천 정 희 (인)

위 원 박 상 준 (인)



요약(국문초록)

최근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수사실무상 ‘스마트폰이 증

거의 왕’이 되었다. 스마트폰 포렌식은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

자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하여 증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스마트폰은 컴퓨터와 달리 주로 내부 기판에 부착되어 일체화

된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등 다양한 기술적인 특수성을 포함하

고 있어 스마트폰 기기자체를 압수하여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

정보 전체를 이미징 한 후 탐색·선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최근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스마트폰 압수수색 절차에

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사생활의 비밀 자료가 유출될 위험성

이 높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실체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암호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을 수행한 결과 값을

복호화 하면 원 데이터로 같은 연산을 수행한 결과 값을 얻을 수 있

는 암호인 동형암호(homomorphic encryption)를 이용하면 평문에 특

정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암호화된 상태의 암호문으로

도 찾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근사동형암호(Approximate Number

Homomorphic Encryption)와 동형기계학습(Homomorphic machine

learning)을 접목하는 경우에는 그 실용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형암호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폰 압수수

색 모델’을 제안한다. 다만, 이러한 모델이 실무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측면에서 어떤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주요어 : 스마트폰, 포렌식, 동형암호, 근사동형암호, 동형기계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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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방법

최근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

을 사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기능이 향상되어 단순히 통화를 하는

수준을 넘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이메일이

나 각종 SNS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문서를 주고받고, 위치정보, 신용

카드정보 등 이용자의 일상생활이 모두 스마트폰에 기록되고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초동수사 단계에서 스마트폰 압수수색을 통

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좌우되는 경

우가 많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들 역시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

결국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법원에서는 스마트폰 압수수색에 소

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실체진실을 규명하지 못하는 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런데, 평문을 암호화한 상태에서도 복호화 없이 컴퓨터가 수행

하는 모든 계산이 가능한 암호기술인 동형암호(homomorphic encryption)

를 이용하면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분석에서도 개인정보 유

출이나 데이터 소실 없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스마트폰 포렌식의 특수성과

이에 따라 현재 실무상 이루어지고 있는 스마트폰 압수수색의 절차에

1) 천정희·어윤희·김재윤,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동형암호기반 금융데이터분석”, 금융정보연구 제7

권 제1호(2018. 2.)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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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살펴보고,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면서도 증거를 효율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동형암호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실무

에 적용하기 위한 관련문제와 법률적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보기로 한다.

제2장 스마트폰 포렌식의 특수성

제1절 스마트폰 포렌식의 개념

1. 디지털 증거와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증거(digital evidence)는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

되는 증거가치 있는 정보 또는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며 법정

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2) 한편, 여기에서 ‘디지털(digital)’이

란 이산(離散) 형태로 정보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양, 문자, 부호 등 자료

(data)를 2진(二進) 형태, 즉 0과 1의 두 숫자로만 표현하는 것을 말한

다.3)

또한, 디지털 데이터가 법정에서 유효한 법적증거로 인정받기 위

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과학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그에 대한 검증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각종 디지털 데이터를 조사하

여 사건을 규명하는 법과학 분야를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이라

고 한다.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 증거는 0과 1이라는 시그널

(signal)의 연속일 뿐, 그 자체로 사람의 감각기관에 의해 내용이 인식

2) 대검찰청, 『과학수사 실무매뉴얼』(2014), 150면.

3) 대영백과사전, http://www.britannica.com/EBchecked/topic/163278/digital-computer 참조.

4) 대검찰청, 전게 실무매뉴얼, 150면.



- 3 -

혹은 파악될 수 없는 비가시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5) 즉, 디지털 증거는

특별한 전자적 장비를 사용하여 이를 사람이 지득할 수 있도록 하는 별

도의 절차가 필요한데 그 법률적 절차가 디지털 포렌식이다.

2. 디지털 포렌식의 분류와 스마트폰 포렌식

디지털 증거는 과거 종이 등에 기록된 자료와 달리 다양한 저장

장치와 저장매체에 기록되는데, 저장장치나 저장매체에 따라 디지털 증

거의 저장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 차이에 따라 전자정보

의 접근·탐색·조회·복제 방법이 모두 상이하게 진행된다.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증거의 저장장치나 저장매체에 따라, ➀ 
테스크탑, 노트북, 외장형 HDD, USB 등을 분석하는 컴퓨터 포렌식, ➁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디지털 기기를 분석하는 모바일 포렌식, ➂ 대
용량 서버 및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베이스 포렌식, ➃ 인터넷 정보

를 분석하는 네트워크 포렌식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6)

그 중에서도 모바일 포렌식은 모바일기기를 기반으로 범죄사실

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화번호부 및 음성, 메시지, 사진, 동

영상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7) 모바일기기 중에서도

2009년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 열풍과 함께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면

서 최근에는 주로 스마트폰이 모바일 포렌식의 대상이 되고 있다.8)

5) 박소연, “디지털증거물의 수집 및 보관과정에서 접근제한 확보방안”,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6. 2.) 6면. 한편, 디지털 증거는 기존의 유체물 증거들과는 달리 조

작·훼손에 대한 취약성, 매체독립성, 원본과 사본 구분의 곤란성, 비가시성·비가독성, 대량성, 

전문성, 익명성, 네트워크 관련성 등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지연, “디지털 증거의 특성

을 고려한 압수수색방안 제안”,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21. 1.) 4면.

6) 대검찰청, 『알기 쉬운 디지털포렌식 Q&A』(2015), 46면. 이에 따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디

지털수사과의 디지털 포렌식 업무도 △컴퓨터 포렌식팀, △모바일 포렌식팀, △데이터베이스 

포렌식팀으로 나누어져 있다.

7) 이경률·오인수·이선영·임강빈, “스마트폰 포렌식 및 증거 수집방안 동향 분석”, 한국통신학회논

문지 제42권 제6호(2017. 6.) 12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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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연락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등

통화목록 통화 상대, 날짜, 시간 등

문자메시지 보낸(받은) 사람, 시간, 내용 등

켈린터 날짜, 장소, 초대한 사람 등

이메일 보낸(받은) 사람, 시간, 내용, 첨부파일 등

웹히스토리 방문 URL, 검색어, 아이디, 패스워드 등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치 정보 등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 식별코드,
휴대전화마다 부여되는 고유번호

IMSI(International
Mobile Station

Identity)

국제이동국 식별번호,
USIM마다 부여되는 고유번호

기타
문서파일, 사진, 오디오,

MAC(Media Access Control) 주소

한편, 포렌식 관점에서 스마트폰의 기본 애플리케이션에 저장된

데이터를 정리하면 <표 1>과 같으며, 스마트폰 포렌식은 이러한 데이터

를 추출 및 분석하여 증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9)

<표 1> 기본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된 데이터

8) 구선미, “효과적인 압수수색 현장 대응을 위한 모바일 포렌식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융합과

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8. 2.) 12면.

9) 최우용·은성경, “스마트폰 포렌식 기술 동향”, 전자통신통향분석 제28권 제3호(2013. 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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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스마트폰 포렌식의 절차

스마트폰 포렌식의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나,

미국의 NIST에서 2006년에 발간한 ‘Guidelines on Cell Phone Forensic

s’10)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포렌식의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1)

① 현장 보존: 범죄 현장에서 스마트폰이 발견되면 사진을 찍어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이 켜져 있을 경우에는 화면 사

진도 캡처해 두어야한다.

② 증거의 확보: 조사해야 할 스마트폰이 확보가 되면, 우선 다

른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 스마트폰의 상태를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네트워크를 차단해야 한다. 이때 패러데이 상자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의 에어플레인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켜진 상태라면 전원

을 공급하여 활성데이터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스마트폰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때

는 수집된 데이터가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수정하는가

- 스마트폰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가

- 수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수사의 권한이 있는가

위와 같은 고려사항이 모두 충족되었으면 데이터 수집을 실행하

게 된다. 스마트폰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 및 분석하는 방법은 스마트폰

10) W. Jansen and R. Ayers, “Guidelines on Cell Phone Forensic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Special Publication 800-101, 2006. 최우용·은성경, 전게 논문 

3면에서 간접 인용하였다.

11) 최우용·은성경, 전게 논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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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영체제와 메모리 특성에 따라 상이하므로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여

야 한다.

④ 보고서 작성: 사건정보, 증거의 획득 과정, 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한다.

제3절 스마트폰 포렌식의 특수성 ➀ : 기기자체 압수의 필요성

1. 스마트폰 전자정보 저장 및 추출 방식

스마트폰은 하드디스크 등 개별 정보저장장치에 전자정보를 저

장하는 컴퓨터와 달리 주로 내부 기판에 부착되어 일체화된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리고 저장 방식 또한 DRAM, NAND, EMMC,

SSD 등에 따라 다양한 기술적인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어 데이터 획득과

분석 기술도 다르며, 제조사의 모델별 또는 기기 특성(접촉단자 불량,

고장, 원인 불상 오류 등)에 맞춰 적합한 이미징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

는 특징이 있다.12)13)

또한, 파일 형태로 저장되는 컴퓨터와 달리 스마트폰의 데이터는

주로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SQLite DB파일이나 메타데이터 형태로 저장

되어 있고, 운영체계(OS, Operating System) 내지 어플리케이션 버전별

로도 데이터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료 추출을 위해서는 사전에 어

플리케이션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14)15)16)

12) 대검찰청, 전게 디지털포렌식 Q&A, 78~79면.

13)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의 저장 방식 및 시스템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경률·오인수·이선영·임강빈, 전게 논문 1197~1203면 참조. 

14) 대검찰청, 전게 디지털포렌식 Q&A, 79면.

15) 최재원·김승주, “모바일 포렌식 증거 수집방안 연구: 제조사 백업 앱 기반 테이터 획득 기법”,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8권 제1호(2018. 2.) 96면.

16) 스마트폰 운영체제는 심비안, 블랙베리,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폰으로 분류되는데,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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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실무에서, 스마트폰의 모델, OS의 종류에 따라 같은 디

지털 포렌식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포렌식 작업을 하더라도 특

정 전자정보가 추출되지 않거나, 추출되더라도 다른 내용으로 추출이 되

는 경우가 종종 있다.

2. 논리적 추출 방법

논리적 추출 방법17)은 USB(Universal Serial Bus)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의 플래시 메모리 파일 시스템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저

장된 파일과 디렉토리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논리적 추출 방법은 속도는 빠르지만 삭제된 데이터의 복구가

어려우며 슬랙 공간(slack space area)18)의 데이터는 추출할 수 없다는

폰 운영체제 특징에 대해서는 이경률·오인수·이선영·임강빈, 전게 논문 1198면 참조. 

[스마트폰 운영체제 특징]

 

17) 논리적 추출 방법 및 물리적 추출 방법에 대해서는 최우용·은성경, 전게 논문 3~5면을 대부

분 그대로 인용하였다.

18) 저장매체의 물리적인 구조와 논리적인 구조의 차이로 발생하는 낭비 공간. 즉, 물리적으로는 

할당된 공간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을 의미한다. 슬랙 공간에는 램 슬랙, 

드라이브 슬랙, 파일 시스템 슬랙, 볼륨 슬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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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이 있다. 또한 패스워드가 걸려있는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패스워드

를 모르면 추출이 불가능하다.

논리적 추출을 지원하는 포렌식 도구에는 MicroSystemation사의

XRY Logical, Cellebrite사의 UFED Touch Logical, AccessData사의

MPE+, Paraben Corporation사의 Device Seizure, Logicube사의

CellXtract, BitPim사의 BitPim 등이 있다.

2.1. 안드로이드 OS 데이터 추출19)

데이터 저장을 위해서 안드로이드의 메모리는 <표 2>와 같이 4

개의 파티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Cache 파티션은 설치파일 등의 임시파

일을 저장하는 곳이고, system 파티션에는 기본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다. 그 외에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는

data와 sdcard에 저장된다.

19) 보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이경률·오인수·이선영·임강빈, 전게 논문 1204면 참조.

[안드로이드에서의 데이터 수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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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파티션 파일시스템 용도

내장

메모리

cache YAFFS2 or Ext4 임시파일 저장

system YAFFS2 or Ext4 기본 어플리케이션 설치

data YAFFS2 or Ext4 사용자 데이터

외장

메모리
sdcard FAT32 외장 SD 카드

<표 2> 안드로이드 파티션 구성

사용자의 연락처, 통화목록, 문자 메시지, 웹 접속 기록, 사진, 음

악,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등 모든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data에 저장되며,

sdcard에 저장하도록 설정을 바꿀 수도 있다. 안드로이드는 오픈 소스이

므로 제조사별로 파티션의 구성이 상이할 수 있으나 <표 2>의 4개의 파

티션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디바이

스의 슈퍼유저 권한을 획득하여야 하는데, 이를 루팅(rooting)20)이라고

한다. 루팅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Odin3 소프트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Odin3와 함께 루팅된 커널 파일이 있으면 루팅이 가능하다.

이때 주의할 점은 스마트폰의 기종과 커널의 빌드 버전에 맞는 커널 파

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 추출을 위해서는 ADB(Android Debug Bridge)

명령어를 이용하면 된다. 많이 쓰이는 ADB 명령어를 정리하면 <표 3>

과 같다.

20) 루팅의 개념과 종류, 적용에 대해서는 이경률·오인수·이선영·임강빈, 전게 논문 12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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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설명

adb devices 디바이스 목록 출력

adb shell <shell_command> 쉘 명령어 실행

adb install <path-to-apk> 어플리케이션 설치

adb pull <remore> <local> 디바이스에서 PC로 파일 복사

adb push <local> <remote> PC에서 디바이스로 파일 복사

<표 3> ADB 명령어

예를 들어, /system/app 디렉토리의 Phone.apk 파일을 C:W로

복사하려면 ‘>adb pull /system/app/Phone.apk C:WPhone.apk’라고 입

력하면 된다.

2.2. iOS 데이터 추출21)

21) 보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이경률·오인수·이선영·임강빈, 전게 논문 1205면 참조.

[iOS에서의 데이터 수집 절차]



- 11 -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루팅을

통해 슈퍼유저 권한을 얻어야 했던 것과는 달리 iOS 디바이스에서는 슈

퍼유저 권한을 얻지 않아도 대부분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으나, 이메

일, GPS 등과 같이 암호화된 데이터는 추출할 수 없다.

안드로이드의 루팅과 유사하게 iOS에도 루트 권한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탈옥(jailbreak)22)이라고 부른다. 탈옥된 iOS 디바이

스에서는 이메일, GPS 등의 암호화된 데이터도 추출할 수 있다.

탈옥 툴의 개발은 전문 해커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iOS의 새

버전이 나올 때마다 그 취약점을 분석해서 탈옥 툴을 공개하여 왔다. 아

이폰 데브팀, 지오핫, 크로닉 데브팀 등의 탈옥팀이 활동하였으나 iOS

6.0부터는 evad3rs가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다.

iOS 디바이스의 데이터 추출은 iTunes 백업 메커니즘을 이용한

다. iOS의 버전이 업그레이드되면서 iTunes 백업 메커니즘도 변경되었

다. iOS 1.x에서는 .mdbackup이라는 확장자를, iOS 2 & 3에서는

.mddata와 .mdinfo라는 확장자를 사용하였으나, iOS 4 이후부터는 확장

자를 사용하지 않고, SHA1 해시값을 파일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iOS

6.x의 백업파일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아이폰 백업파일 구조

22) 탈옥의 종류와 적용에 대해서는, 이경률·오인수·이선영·임강빈, 전게 논문 1211~12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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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해시값으로 표시된 파일이 실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파

일이며, 이 파일과 실제 파일과의 매핑 정보가 Manifest.mbdb 파일에 들

어 있다. 그리고 3개의 plist 파일에는 디바이스, 백업, 설정, 버전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물리적 추출 방법

논리적 추출 방법은 속도가 빠른 반면, 파일 시스템이 관리하는

파일에 대해서만 수집이 가능하다. 따라서 삭제 파일이나 슬랙 공간의

데이터는 추출할 수 없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리적 추출

방법이 사용된다.

물리적 추출 방법은 플래시 메모리 전체를 비트 단위로 복사하

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스마트폰의 파일시스템 데이터는 물론 펌웨어와

슬랙 공간의 데이터도 추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도 있다.

물리적 추출을 지원하는 포렌식 도구에는 MicroSystemation사의

XRY Physical, Cellebrite사의 UFED Touch Ultimate, AccessData사의

MPE+, (주)지엠디시스템의 MD-Smart 등이 있다.

물리적 추출 방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운영체제에 기반한 방법: 스마트폰을 부팅한 후 운영체제의

명령어를 사용하여 비트 단위의 추출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슈퍼유저 권한이 있어야 한다. 즉, 안드로이드 폰은

루팅된 상태, 아이폰은 탈옥된 상태여야 한다. 슈퍼유저 권한을 얻게 되

면 dd 명령어를 사용하여 물리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다. Micro

Systemation사의 XRY Physical과 AccessData사의 MPE+가 이 방법을 사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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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JTAG(Joint Test Action Group) 포트를 이용한 방법23):

PCB(Printed Circuit Board)의 JTAG 포트에 직접 연결하거나 표준 24핀

인터페이스로 연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은 출시될 때

JTAG 포트를 끊는 경우가 많아서 JTAG 포트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국

내업체인 (주)지엠디시스템의 MD-Smart가 이 방법을 사용한다.

③ 메모리칩을 분리(Chip-off, Memory Removal)하는 방법24):

메모리칩을 스마트폰으로부터 분리하여 직접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이

다. 스마트폰이 고장 나거나 화재 등으로 훼손되어 통상의 방식으로 테

이터를 추출 할 수 없을 때 주로 이용되는 방법이다.25)

④ Flasher box를 이용한 방법: Flasher box 장비를 이용하여

물리적 추출을 수행한다. 펌웨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하여 메모

리를 추출하므로 포렌식 관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SIM 카

드가 손상되거나 PIN으로 잠겨 있는 경우, 그리고 배터리가 없는 경우에

도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⑤ Boot loader를 이용한 방법: Boot loader란 시스템을 부팅할

때 운영체제의 커널을 메모리에 올려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방법은 운영체제에 의존하지 않으며, 동일한 종류의 디바이스에서는 범

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메모리를 변경하지 않고, 비할

당 영역의 데이터도 수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Cellebrite사의

UFED Touch Ultimate가 이 방법을 사용한다.

23) 최재원·김승주, 전게 논문 97면 참조.

24) 최재원·김승주, 전게 논문 97면 참조.

25) 대검찰청, 전게 디지털포렌식 Q&A, 81~82면, 84~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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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기자체 압수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마트폰의 제조사, 모델, OS 종류, 어플

리케이션의 버전 등에 따라 적합한 추출 방식으로 이미징 작업을 시도해

야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온전히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포렌식 전문가와 대상 스마트폰에 사용하기 적

합한 포렌식 전문 장비 등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압수·수색현장에서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압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

서는 스마트폰 기기자체를 압수하는 방법으로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것

이다.

제4절 스마트폰 포렌식의 특수성 ➁ : 전체 이미징의 필요성

1. 스마트폰 데이터 분석 방법

먼저 수집된 스마트폰 데이터를 분석26)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데

이터가 어느 위치에 어떤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데

이터 저장 위치 및 파일이름은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및 애플리케이션 버

전에 따라 다르므로 버전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안드로이드 OS와 iOS의 분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1.1. 안드로이드 OS 분석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은 SQLite,

26) 스마트폰 분석 방법은 최우용·은성경, 전게 논문 5~7면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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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방식
파일
형식

저장 위치

SQLite .db /data/data/<package>/databases

Preference .xml /data/data/<package>/shared_prefs

Local File
/data/data/<package>/Cache,

data/data/<package>/files

항목 파일 경로

연락처 /data/data/com.android.providers.contacts/databases/contacts2.db

통화목록 /data/data/com.android.providers.telephony/databases/telephony.db

문자
메시지

/data/data/com.android.providers.telephony/databases/mmssms.db

웹
히스토리

/data/data/com.android.browser/databases/browser.db

preferences, local file 형식으로 저장되며, /data/data/<package> 디렉

토리에 저장된다. 데이터저장 형식은 <표 4>와 같다.

<표 4>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저장 형식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대부분의 데이터는 SQLite 데이터베이

스로 저장된다. Preference는 xml 포맷으로, 주로 환경설정 값이 저장되

며, SQLite와 preference를 제외한 모든 파일은 임의의 형태로 local file

에 저장된다.

안드로이드 OS 4.0.4를 기준으로 주요 데이터의 위치와 파일이름

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안드로이드 OS 4.0.4의 주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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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패스워드

/data/data/com.android.browser/databases/webview.db

켈린더 /data/data/com.android.providers.calendar/databases/calendar.db

이메일
/data/data/com.android.email/databases/EmailProvider.db,
/data/data/com.android.email/databases/EmailProviderBody.db

알람 /data/data/com.sec.android.app.clockpackage/databases/alarm.db

페이스북 /data/data/com.htc.socialnetwork.facebook/databases/facebook.db

카카오톡
/data/data/com.kakao.talk/databases/KakaoTalk.db,
/data/data/com.kakao.talk/shared_prefs/KakaoTalk.perferences.xml

메모 /data/data/com.sec.android.app.memo/databases/Memo.db

Offset 데이터 설 명

4byte String Signature

1.2. iOS 분석

앞의 (그림 1)에서와 같이 수집된 파일에는 Manifest.mbdb,

Info.plist, Manifest.plist, Status.plist,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파일

들이 있다. 이 중에서 데이터 파일들은 해시값을 파일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로부터 직접 데이터의 위치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Manifest.mbdb를 해석하면 수집된 파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Manifest.mbdb에는 모든 데이터 파일의 도메인, 실제 파일

이름, MAC(Modification, Access, Creation) 시간 등이 기록되어 있다.

Manifest.mbdb 파일 구조는 <표 6>과 같다.

<표 6> Manifest.mbdb 파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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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ng AppDomainnet.daum.maps Domain name

String Library/Preferences/net.daum.maps.plist File Path

4byte 0x000001F5 User ID

4byte 0x000001F5 Group ID

4byte 0x500E6FBA Last modified time

4byte 0x500E6FBA Last access time

4byte 0x500E6FBA Created time

8byte 0x000000000001D25 파일의 길이

항목 도메인 파일 경로
파일

이름(해시값)

연락처 HomeDomain
Library/AddressBook/A

ddressBook.sqlitedb

31bb7ba8914766
d4ba40d6dfb611

3c8b614be442

통화목록 WirelessDomain
Library/CallHistory/

call_history.db

2b2b0084a1bc3a
5ac8c27afdf14af

b42c61a19ca

문자
메시지

HomeDomain Library/SMS/sms.db
3d0d7e5fb2ce28
8813306e4d4636

395e047a3d28

웹
히스토리

HomeDomain
Library/Safari/History.p

list

1d6740792a2b84
5f4c1e6220c4390

6d7f0afe8ab

한편, iOS 6.x의 주요 파일에 대한 Manifest.mbdb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iOS 6.x의 주요 파일의 Manifest.mbdb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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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린더 HomeDomain
Library/Calendar/
Calendar.sqlitedb

2041457d5fe04d
39d0ab48117835

5df6781e6858

트위터
AppDomain-com.
atebits.Tweetie2

User/Library/Twitter/T
witter.splite

7a0c2551ecd6f95
0316f55d0591f8b

4922910721

페이스북
AppDomaincom.

facebook.Facebook
Library/Preferences/com.
facebook.Facebook.plist

384eb9e62ba50d
7f3a21d9224123
db62879ef423,

6639cb6a02f32e0
203851f25465ffb

89ca8ae3fa

카카오톡
AppDomaincom.
iwilab.KakaoTalk

Library/Preferences/com.
iwilab.KakaoTalk.plist

4903197cb3ac6b
15b086afe9e4374

72614ef29e1

2. 전체 이미징의 필요성

이처럼 스마트폰은 데이터베이스 구조상 컴퓨터와 달리 주요 분

석 대상 자료인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전자정보가 일자별로 구

분되어 가독성이 있는 파일로 구분되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통화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전자정보 일체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저장된다.27)

이 때문에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 중 일부만 확인

이 필요하더라도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 전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베이스 파일을 추출·분석하여 가독성 있는 파일(excel, pdf 등)로 변환한

후 선별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데이터

만 선별하여 이미징 하거나 추출하는 것이 현재 기술로는 어렵다.28)

27) 대검찰청, 전게 디지털포렌식 Q&A, 86면.

28) 대검찰청, 전게 디지털포렌식 Q&A, 86~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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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 결

이와 같은 스마트폰 포렌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스마트폰에서 전

자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추출

한 전자정보에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독성 있는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기술로서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접근·탐

색·복사·변환·출력 작업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기기 자체를 압수하여 전

체를 이미징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29)

제3장 스마트폰 압수수색의 절차

제1절 디지털 증거 선별압수의 원칙

이른바 전교조 사건에서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와 관련하여 원칙

적으로 압수현장에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만을 선별하

여 출력 또는 복제해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원칙적인 압수방법이 불

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저장

매체 반출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30)

29)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 이미징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일체를 선별 없이 임

의로 복제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선별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선행절차인 것이다.

30)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

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

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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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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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1. 7. 18. 위와 같은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형사소송법이 개정31)되었고, 그 후 유사한 취지의 판결들이 계속 되면서

이제는 디지털증거의 경우에도 압수수색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을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대원칙으로 자리 잡았다.32)

제2절 스마트폰 기기자체 압수 및 전체 이미징의 적법성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컴퓨터 포렌식이나 데이터베이스

포렌식의 경우 압수수색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선

별하여 복제·출력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모바일 포렌식, 특히 스마트폰

31)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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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에

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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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

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

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

수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

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32) 한편, 대검찰청에서도 이를 실무에 반영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21. 1. 1.부터는 단계적 압

수수색검증방안을 도입하여 선별압수수색을 원칙으로 하되, 이에 따른 압수가 불가능할 경우 

전자정보 전체를 복제하여 반출하고, 전체 복제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저장매체 원본을 

봉인하여 반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지연, 전게 논문, 38면.

 -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0조(전자정보의 단계적 압수·수색·검증) -

    ① 주임검사 등은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

체 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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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저장매

체 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 등의 소재지 외

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

보저장매체 등의 원본을 봉인하여 정보저장매체 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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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의 경우에는 다양한 기술적 문제들로 인하여 현재의 기술로는 압

수수색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복제·출력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33) 역시 모바일 운영체계, 모바일 포렌식 도

구, 복원 및 선별 기술, 무결성과 진정성 등 모바일 선별 압수의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모바일 기기는 정보저장매체 자체의 압수 및 전체 이미징

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적법성을 인정하였다.34)

제3절 실무상 스마트폰 압수수색의 절차

실무상 검찰에서는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 등에 근거하여 스마트

폰 기기자체를 압수한 후 이에 대한 전체 이미징을 통해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

고 있다.

33) 부산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노667 판결,「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의 장소에

서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것이 적법한 압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피고인

의 휴대전화 자체가 이 사건 영장의 압수대상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영장에 기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 자체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가 보이지 아니하고, 앞서 본 증

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휴대전화는 공통된 운영체제(OS)를 갖

고 있지 아니하여 각 제조사마다 메모리를 복제하는 방법이 다르고, 같은 제조사의 제품이라

고 하더라도 제품명에 따라 메모리를 복제하는 방법이 다른 경우도 많은 점, ➁ 이에 피압수

자가 어떠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지 알 수 없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압수하

게 될 휴대전화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구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➂ 또한 

휴대전화 메모리를 복제하는 경우, 삭제된 전자정보를 복원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를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다고 보이는 점(피고

인이 2013. 5. 22.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기재한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루팅(rooting)이

나 탈옥(jailbreak)을 하여 전자정보를 복제하는 방법’은 비할당 영역의 일부 데이터가 손상되

어 삭제파일을 복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보편화된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➃ 
전자정보의 경우 간단한 조작에 의하여도 쉽게 변경되고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를 분리하여 추출함에 있어 원본과의 동일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무결성과 진정성이 

확보될 것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압수〮수색 현장에서 휴대전화의 내용을 확인하

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선별적으로 복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자체를 압수하여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온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34) 구선미, 전게 논문,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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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장소 조치사항

1 당해 압수수색 현장
현장에서 피압수자로부터 모바일 기기
자체를 압수

2~3 당해 압수수색 현장
현장에서 기기의 전원을 종료, 봉인
봉인지에 피압수자, 담당자 확인 서명

4-➀

포렌식 설비가 갖추어진
장소

봉인 해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권 보장)

포렌식 설비가 갖추어진
장소

전문장비 이용, 이미징 파일 생성
해시값 확인 등 동일성 확인 조치

- 모바일 기기 자체는 반환

4-➁
4-➂

원칙적으로 포렌식 설비가
갖추어진 장소

위 이미징 파일에서 문자메시지, 카카
오톡 대화내용 등의 전자정보를 사람
이 읽을 수 있는 형식의 파일(엑셀,
PDF 등)로 변환하여 추출

5

검사실 등
위 변환하여 추출한 자료 가운데 범죄
사실과 관련된 자료 “탐색”

검사실 등
“탐색”된 자료 가운데, 범죄사실과 관
련된 자료를 별도 저장장치에 저장하
는 방식으로 압수

- 피압수자에게 상세목록 교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절

차는 <표 8>과 같다.35)

<표 8> 스마트폰 압수수색 절차

35) 대검찰청, 전게 실무매뉴얼, 189면. 구선미, 전게 논문, 16~17면.



- 23 -

1. 스마트폰 기기자체 압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스마트폰 기기 자체를 압수하고, 디지털증

거분석실 등 분석 장비와 환경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

관이 해당 기기를 분석한다. 이는 스마트폰을 임의 제출 받아 압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스마트폰 기기의 수신 차단

스마트폰을 압수할 경우에는 수신되는 데이터로 인해 삭제된 데

이터가 덮어 씌워지지 않도록 압수 즉시 배터리를 분리하여 수신을 차단

한다. 정상적으로 종료 할 때는 스마트폰에서 ‘Garbage Collection’ 기능

을 실행하여 일부 삭제 데이터들을 덮어쓰기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다.

한편, 최근 출시된 배터리 일체형 스마트폰은 종료 기능을 통해

전원을 차단하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데이터 수신을 차

단한다. 또한, 도난방지기술(Kill Swich)을 적용한 스마트폰은 원격으로

기기를 잠그거나 초기화 할 수 있으므로, 압수 즉시 전원을 종료 등의

방법으로 통신 자체를 차단한다.

3. 봉인 및 운반

스마트폰 기기를 정전기 방지용 봉투 등 정보저장매체 훼손 또

는 변경의 우려가 없는 봉투나 상자에 넣고 봉인한 후 이를 운반하여 디

지털 포렌식팀에 분석을 의뢰한다. 봉인을 할 때에는 봉인(압수물 확인)

지를 작성하여 피압수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위 봉투에 부착하고, 이때

피압수자로 하여금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참관여부 확인서’를 함께 작

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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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봉인해제 및 전자정보 추출

통상적으로 검찰에서는 스마트폰 기기 압수부터 봉인 및 운반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는 수사팀 수사관이 현장에서 수행하고, 이후 스마트

폰에서 전자정보를 추출하는 절차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디지털증거

분석실에서 수행한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스마트폰에서 전자정보를 추출하는 구

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➀ 봉인을 해제하고 스마트폰 기기 내 데이터를 이미징 하여 증

거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다. 이는 모바일 기기의 정보를 확인하고 데이

터를 획득하는 과정이다. ➁ 획득한 이미지 파일을 등록하여 파일시스템

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추출·복구한다. 이 단계에서 파일 종류, 파일 구

조, 파일 내용, 시간관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➂ 기간, 파일 확장자 등

검색, 색인, 필터링 등으로 데이터를 선별하여 증거파일을 추출하고, 분

석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추출된 증거파일과 분석보고서를 디지털수

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5. 전자정보 탐색 및 선별

일선 수사팀은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에서 위 증거파

일을 열람하여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자료를 탐색하고, 탐색된 자료

중에 증거로 사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압수한다. 이때 피압

수자에게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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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동형암호를 이용한 증거 확보 방안

제1절 착안점

1. 스마트폰 압수수색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위험성

이처럼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은 스마트폰 기기자체를 압수

하고, 저장된 전자정보 전체에 대해 이미징을 하기 때문에 증거를 탐색·

선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가 노출 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마트폰 기능의 향상으로 인해

스마트폰에는 녹음, 사진, 동영상, 이메일, 문자메시지나 각종 SNS 대화,

문서 파일은 물론 GPS 정보, 신용카드정보, 웹히스토리 등 엄청난 정보

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피압수자 입장에서는 개인의 은밀한 역역에 속

하는 정보까지도 노출 될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비록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정보를 유출 할 가능성이 크지 않

고 유출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압수자의 입장에서

는 위와 같은 정보들이 수사기관에 노출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리적 부

담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 최근 스마트폰 압수수색에 대한 법원의 입장

위와 같은 위험성으로 인해 최근 법원에서는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일부 법원에서는 스마트폰 기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선별 압수를 요구하면서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 대한 압수 영장을 기각하

고 있다고 한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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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태도로 인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범죄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

해 범죄 피해자의 기본권을 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 사

실이다.

3. 새로운 방안의 모색

현실적으로 스마트폰의 경우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선별 압수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별 압수 역시 안티포렌식(Anti Forensic)

에 무력할 수밖에 없고, 쟁점변화에 따른 디지털 증거 추가 확보가 불가

능한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37)

또한, 선별절차에서 참여권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전문가가 아

닌 피압수자의 입장에서 무의미한 참여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수사기관

의 입장에서도 피압수자 등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법 등이 노출될

수도 있으며,38) 무엇보다도 수사기관에 사생활의 비밀 정보가 노출되는

위험은 여전히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걸이를 금고 안에 넣어

놓고 가공을 할 수 있다면, 목걸이 주인은 목걸이를 도난당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목걸이 수리공 역시 그러한 의심을 받지 않고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도난 걱정 없는 원석 가공39)

36) 구선미, 전게 논문, 16~17면.

37) 선별 압수수색에 따른 문제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미경, “디지털 증거 선별 압수·

수색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적 방안 연구-동형암호를 이용하여-”, 서울대학교 융합

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9. 2.) 15~20면 참조.

38) 참여권 보장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지연, 전게 논문, 48~49면 참조.

39) 천정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정보보호이론 강의안(2020. 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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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목걸이를 스마트폰 이미징 파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스마트폰 주인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의 비밀 정보가 노출될 위험

에서 벗어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그러한 의심을 받지 않고 필요한 증거

를 획득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원 역시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압수수

색 현장에서의 선별 압수 등을 이유로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동형암호(Homomorphic Encryption)기술이다.

제2절 동형암호 - 4세대 암호

1. 동형암호의 개념

동형암호(Homomorphic Encryption)40)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가

지고 연산을 수행한 결과 값을 복호화 하면 원 데이터로 같은 연산을 수

행한 결과 값을 얻을 수 있는 암호를 말한다.41) 다시 말해 평문 공간과

40) 암호 시스템의 발전 과정을 보면, 1세대 암호 Password(Authentication), 2세대 대칭키 암호

를 거쳐 3세대 공개키 암호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컴퓨터가 등장하면서 현재 통용되

는 RSA 암호화 방식의 보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양자컴퓨터의 상용화 이

후에도 사용 가능한 포스트양자암호시스템(Post-Quantum Cyrptosystem)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었고, 격자 기반 암호 중 하나인 동형암호가 주목받고 있다. / 김금태·이용우·노종선, 

“완전동형암호 기술의 응용과 발전 방향”,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20. 2.) 7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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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문 공간이라는 두 개의 집합에서 대표적인 연산인 덧셈과 곱셈을 보

존하는 암호 체계로, 평문에 연산을 하여 암호화 한 값과 평문을 암호화

한 것에 연산을 한 값이 같게 되는 암호체계를 말하는 것이다.42)

일반적인 공개키 암호(public key encryption)에서는 평문  ,

의 암호문  , 가 주어졌을 때, 복호화키(비밀키) 없이는 평문에 대

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고, 암호문  , 를 변형하여 초기의 평문

 ,  이외의 다른 평문에 대한 암호문을 만들어 내는 것도 불가능하

다. 그러나 동형암호로 암호화하면 복호화키 없이도  , 로부터 두 평

문의 덧셈 +와 두 평문의 곱셈 ×의 암호문을 만들 수 있다.43)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평문  , 에 대한 암호문 = Enc

(), = Enc()가 주어졌을 때, 평문에 대해 연산을 수행한 후 이를

암호화 한 값과 각 암호문에 대해 연산을 수행한 값이 같아지기 때문에,

비밀키가 없이도 연산을 수행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44)45)

Enc(+) = Enc() + Enc() =  + 

Enc(×) = Enc() × Enc() =  × 

2. 동형암호의 종류 및 장점

한편, 컴퓨터가 하는 모든 연산은 and, or, not 등의 논리연산의

41) 김명환, 『수리암호학 개론』, 경문사(2019) 12면.

42) 정명인, “완전동형암호 기술의 연구 동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권 8호(2013) 38면.

43) 천정희·어윤희·김재윤, 전게 논문, 35면.

44) 동형암호(homomorphic encryption)에서 동형을 뜻하는 homomorphic은 수학에 흔히 다루고 

있는 homomorphism(동형성)에서 온 것으로 동일한 유형의 두 대수 구조 사이의 연산을 보

존하는 사상(map)을 말한다. 즉 동형암호는 평문공간의 원소를 암호문 공간의 원소로 대응시

키는 사상으로 덧셈과 곱셈 등 특정한 연산을 보존하는 암호시스템이다. 천정희·어윤희·김재

윤, 전게 논문, 39면 각주5).

45) 백승주, 전게 논문,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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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들 세 가지 논리연산만 암호화한 상태에

서 수행할 수 있으면 이를 반복하여 임의의 연산을 암호화한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암호화한 상태에서 일부 연산만 수행할 수

있는 암호를 부분동형암호(partial homomorphic encryption)라고 하는

데, 유한체위의 ElGamal암호가 곱셈만 가능한 곱셈동형암호(multiplicative

homomorphic encryption)이고 Okamoto-Uchiyama암호, Pailler암호가

대표적으로 덧셈만 보호하는 덧셈동형암호(additive homomorphic

encryption)이다.46)

Gentry가 처음으로 제시한 안전한 동형암호는 제한된 횟수의 연

산만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이는 어느 정도의 연산을 수행하고 나면 암

호문 안에 들어있는 잡음(noise)이 커져서 평문이 훼손되게 되기 때문이

다. 만일 이 잡음이 큰 암호문을 평문을 유지하면서 잡음이 작은 새로운

암호문으로 바꿀 수 있으면 다시 연산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재부팅(bootstrapping)47)이라 한다.

46) 동형암호의 종류 및 장점 부분에 대해서는 천정희·어윤희·김재윤, “전게 논문, 39면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였다.

47) 복호화에 필요한 비밀키를, 공개키를 이용하여 암호화 한 후, 이중 암호화 된 상태에서 복호

화를 진행하는 것이 바로 부트스트래핑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homomorphism 내

부에서 복호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으며, 비밀키를 사용하지도 

않는다. 부분동형암호에서 부트스트래핑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완전동형암호를 설계할 수 있

다. 김금태·이용우·노종선, 전게 논문, 701면.

[재부팅(부스트트래핑)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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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부팅 과정이 허용되는 암호는 무한한 회수의 연산도 가능

하게 되며 이렇게 임의의 연산을 무한히 계속 할 수 있는 암호를 완전

동형암호(fully homomorphic encryption)라고 부른다. 이에 반해 제한된

회수의 연산만 수행할 수 있는 암호는 유한동형암호(somewhat

homomorphic encryption)라 부른다.48)

완전동형암호는 암호화된 상태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연산을 원하는 대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검색이나 통계

적인 분석뿐 아니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49)이나 영상처리 등 매

우 복잡한 연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계학습

의 경우 암호화된 데이터 상에서 분석을 수행하고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에서만 복호화 하여 개인정보 열람을 최소화할 수 있다.50)

3. 동형암호기술의 발전

그러나 동형암호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들도 무시할 수는

없다. 완전동형암호는 컴퓨터가 하는 모든 연산을 암호화한 상태로도 수

행할 수 있는 이론적 강점이 있는 반면 평문 연산에 비해 암호문 연산의

효율성에서는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51) 즉, 동형암호는 암·복호화키의

크기가 크고, 연산의 복잡도가 높다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연산이

계속될수록 계산 속도가 느려진다는 단점이 지적되어 왔으며,52) 특히 재

부팅은 계산 량이 상당히 많고 복잡한 연산이기 때문에 효율성 개선 및

보안성 제고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53)

48)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동형암호 참조

49)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명시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도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연구 분야이다. 천정희·어윤희·김재윤, 전게 논문, 44면.

50) 천정희·어윤희·김재윤, 전게 논문, 40면.

51) 천정희·어윤희·김재윤, 전게 논문, 40면. 

52) 백승주, 전게 논문,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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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근사동형암호

이와 관련하여, 근사계산에서 떠돌이소수점(floating point number)

연산을 지원하는 동형암호인 근사동형암호(Approximate Number

Homomorphic Encryption)가 개발되어, 동형암호 연산중에 가장 비효율

적인 재부팅시간이 크게 개선되었다.

실제로 2011년도에는 비트당 30분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0.32s,

2015년에는 0.02s까지 계산속도가 개선되었으며,54) 2019년에는 0.5ms가

걸리게 되어 300만 배의 개선을 이루어 매년 8배씩 빨라지고 있는 상황

이다.55)

현재 유일한 근사동형암호인 HEAAN56))(homomorphic encryption

for arithmetics of approximate numbers)은 기존의 동형암호가 가지고

있는 평문의 덧셈, 곱셈 연산 이외에 버림 연산이 기본 연산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숫자연산 동형암호와 같이 큰 크기 정수를 원소로 하면서

도 비트연산 동형암호처럼 동형용량 만큼의 순차적으로 동형연산을 수행

할 수 있다.57)

53) 김금태·이용우·노종선, 전게 논문, 701면.

54) 근사계산과 동형암호, 근사동형암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천정희·어윤희·김재윤, 전게 

논문, 40~42면 참조.

[공개키 암호와 동형암호의 성능 비교]

  ※ 공개키 암호는 대표적인 RSA와 타원곡선암호(ECC, ellipticcurve cryptography)를 대상

으로, 동형암호는 IBM의 Helib과 마이크로소프트의 SEAL2.4v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HEAAN을 대상으로 하였다.
55)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동형암호 참조

56) https://github.com/kimandrik/HEA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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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동형기계학습

동형암호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학습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자율학습(unsupervised learning)과 지도학

습(supervised learning)으로 나뉜다.58)59)

한편, 기계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동형암호화 하여 수

집한 다음, 기계학습의 훈련 과정에서 동형 암호화된 데이터를 학습시켜

암호화된 예측모형을 유도하고 클라이언트의 암호화된 데이터를 암호화

된 예측모형에 적용하여 최종 결과 값을 얻는 과정을 동형기계학습

(Homomorphic machine learning)이라고 한다.60)

이 경우 기계학습의 학습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입력되고 결과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계산되며 중간에 어떤 과정에서도

복호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기계학습을 수행하는 기계는 복호화키를 가

질 필요가 없다.61)

57) 천정희·어윤희·김재윤, 전게 논문, 42면. 이를 이용하면 의 역원계산이나 의 지수승 등을 

재부팅 없이 수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삼각함수 sin나 초월함수  , log 등의 근삿값의 

암호문도 의 암호문으로부터 복호화키 없이 계산할 수 있다. 

58) 백승주, 전게 논문, 66~76면.

59) 기계학습의 의의, 알로리즘, 자율학습과 지도학습 등에 대해서는 천정희·어윤희·김재윤, 전게 

논문, 44~46면 참조.

[기계학습 개념도]

60) 천정희·어윤희·김재윤, 전게 논문,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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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동형기계학습 기술 개념도62)

결국, 동형 암호화된 데이터의 연산에서 데이터 사이즈가 수십

배 증가하고, 연산 속도가 수백 배 느려지는 단점이 있지만, 근사동형암

호 등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연산 속도를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동형기계학습을 통해 실용적인 수준으로 연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실수 값 데이터를 근사동형암호를 통해 암호화하

고, 이를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이 가능하도록 하여 데이터의 기계학습

을 비롯한 인공신경망까지 확장함으로써, 음성, 영상, 신용, 의료 데이터

등을 동형 암호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동형기계학습을 실용화 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63)

제3절 스마트폰 압수수색에서의 적용 모델 제안

1. 디지털 증거 확보 시 완전동형암호기술 적용 방안

이처럼 동형암호기술, 특히 근사동형암호와 동형기계학습을 이용

61) 천정희·어윤희·김재윤, 전게 논문, 47면. 다만, 이를 활용할 때에는 복호화를 하여야 한다.

62) 동형기계학습의 구체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천정희·어윤희·김재윤, 전게 논문, 48~50면 참조. 

63) 천정희·어윤희·김재윤, 전게 논문,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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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신속하게 평문에 특정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에 대하여 암호화된 상태의 암호문으로도 찾는 것이 가능하다. 암호화된

데이터로 다양한 연산을 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더

라도 굳이 평문을 알 필요가 없으므로 평문이 노출될 위험이 없다.64)

완전동형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평문인 정보를 암호화하여

서버에 보낸 뒤 암호화된 상태로 연산을 처리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사

용자와 서버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➀ 복호화에 사용될 비밀

키와 암호화에 사용될 공개키를 생성하고, 공개키를 이용하여 암호문을

만든 뒤 암호문을 서버에 업로드를 하면, ➁ 서버는 비밀키 없이도 암호

문만으로 연산을 하여 결과 값을 도출할 수 있는 구조이다.65)

한편, 형사소송절차에서는 평문인 원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던

사용자는 피압수자이다. 그리고 압수 수색 절차를 통해 수사기관이 압수

한 데이터를 보유하게 되니 수사기관이 서버인 셈이다. 수사기관은 보호

가 필요한 데이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직접 알 수 없도록 공개키로 암호

화하여 보관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암호문 상태에서 검색 연산을 통

하여 찾고자 하는 데이터의 존재가 확인된 후에 비밀키로 복호화 될 것

이다.

2. 동형암호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폰 압수수색 모델

위와 같은 방안을 스마트폰 압수수색에 적용하면, ➀ 스마트폰에

있는 전자정보를 동형암호를 이용하여 암호화 한 상태로 이미징하고, ➁
동형 암호화된 상태에서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탐색·선별하고,

64) 디지털 증거 확보 시 완전동형암호기술 적용 방안 부분은 오미경, 전게 논문 26~27면을 대

부분 그대로 인용하였다.

65) 김세환‧윤현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완전동형암호 적용 방안 

고찰”,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4권 5호(2014) 9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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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장소 조치사항
적용
모델

1
당해 압수수색

현장
현장에서 피압수자로부터 모바일 기기
자체를 압수

2~3
당해 압수수색

현장
현장에서 기기의 전원을 종료, 봉인
봉인지에 피압수자, 담당자 확인 서명

공개키와
비밀키
생성

4-➀

포렌식 설비가
갖추어진 장소

봉인 해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권 보장)

참여 불요

포렌식 설비가
갖추어진 장소

전문장비 이용, 이미징 파일 생성
해시값 확인 등 동일성 확인 조치

동형
암호화

- 모바일 기기 자체는 반환

4-➁
4-➂

원칙적으로
포렌식 설비가
갖추어진 장소

위 이미징 파일에서 문자메시지, 카카오
톡 대화내용 등의 전자정보를 사람이 읽
을 수 있는 형식의 파일(엑셀, PDF 등)
로 변환하여 추출

암호화된
상태로
진행

5

검사실 등
위 변환하여 추출한 자료 가운데 범죄사
실과 관련된 자료 “탐색”

검사실 등
“탐색”된 자료 가운데, 범죄사실과 관련
된 자료를 별도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방
식으로 압수

복호화

- 피압수자에게 상세목록 교부

➂ 선별한 정보에 한하여 복호화를 하여, ➃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앞서 살펴본 스마트폰 압수수색의 절차에 구체적으로 적용

해 보면 <표 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9> 동형암호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폰 압수수색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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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스마트폰 기기자체 압수) 동형암호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에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 위험성이 극히 적으므로, 영장 또는 임의제출

에 의해 스마트폰 기기자체를 압수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을 보인다.

(2~3단계 스마트폰 기기의 수신 차단, 봉인 및 운반) 이 단계

에서는 기존의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되, 암호와에 사용할 공개키와 복

호화에 사용할 비밀키를 생성한다. 다만, 공개키는 수사기관에서 추후에

생성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비밀키의 경우에는 누가 생성·관리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5장 제1절에서 구체적으로 검

토하기로 한다.

(4단계 봉인해제 및 전자정보 추출)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스

마트폰에서 전자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으로, 스마트폰 기기 내 데이터를

이미징 한 후 그 이미징 파일을 동형암호를 이용하여 암호화 한다. 그

이후 절차는 위와 같이 암호화 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의 참

여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5단계 전자정보 탐색 및 선별)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

를 탐색·선별하는 과정 역시 암호화 된 상태에서 진행하다. 해당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이후 이를 복호화 한다.

다만, 이러한 모델이 개념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암호화 된 상태

에서 관련성 있는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

지, 실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에 소요되는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로

실용화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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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관련문제 및 법률적 제도 보완의 필요성

제1절 비밀키 생성·관리의 주체 문제

1. 문제의 소재

암호화 및 복호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복호화에 필요

한 비밀키를 누가 생성하고 관리하는가이다. 암호화를 하는 이유는 평문

의 노출 내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비밀키가 제대로 생성·관리

되지 않는다면 평문이 쉽게 노출 내지 유출 될 수 있어 암호화를 하는

의미 자체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2.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논의

암호와 방식에 따라 비밀키의 생성·관리 주체가 다를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생성·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인 것

으로 보인다.66) 구체적으로, 비밀키 생성·관리 주체에 대하여, ① 수사기

관이 생성·관리하는 방법, ② 법원 등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생

성·관리하는 방법, ③ 수사기관, 피압수자, 법원 등이 분산하여 생성·관리

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각 경우마다 복호화 절차에 다소 차이

가 있을 수 있다.67)68)

➀ 수사기관이 생성·관리하는 방법은, 비밀키를 수사기관의 별

도 서버에 저장해 두었다가 접속권한이 부여된 담당자가 인증 후 비밀키

를 내려 받아 복호화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은 수사기관이 스스로

66) 이현규, “정부기관 간 민감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동형암호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

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21. 2.) 35면.

67) 오미경, 전게 논문, 40~43면.

68) 강석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기술적 조치 연구-임계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7. 2.) 47~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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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과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비교적 간편하게 실현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사기관이 단독으로 모든 전자정보를 관리하

는 경우 이를 남용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➁ 법원 등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생성·관리하는 방법

은,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발부 시에 비밀키를 생성하고, 별도 서버에서

관리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법원으로부터 비밀키를 넘겨받기 위해서는

영장의 형태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방안은 디지털 증거 관

리 및 복호화 과정에서 중립성이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미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기 위해 다시 영장

을 받는다는 논리적 모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단점이 있다.

➂ 분산 생성·관리의 방법은, 수사기관과 피압수자 또는 법원을

포함하여 비밀키를 나누어 가지고, 양 당사자 또는 삼자 중 두 당사자의

합의로 복호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수사기관 단독 생성·보관

방법에 비하여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당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

문에 일응 합리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피압수자의 협

력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비밀키를 분산 보관으로

인한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검토 및 법률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바인, 스마트폰 압수수색에 동형암호

기술을 적용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한편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수사기관이 비밀키를 생성·관

리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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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압수수색의 절차는 스마트폰 압수로 종료되는 것이 아

니라 압수한 스마트폰에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를 탐색·

선별하여 법원에 제출 할 수 있는 증거의 형태(서면 또는 가독성 있는

파일)로 변환하여야 비로소 종료되는 것이다. 즉, 스마트폰 압수수색에

동형암호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강제수사 절차에 있어서 피압수자의 사생

활의 비밀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비밀키를 생성·관리하는 경우, 남용의 위험

성이 있다는 견해와 관련해서는, 이를 남용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을

하거나 해당 전자정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법률적 제

도를 마련하여 대응하여야 할 문제로 보인다.69)

나아가, 위와 같은 사후적인 제도 외에도 절차의 신뢰성을 담보

하기 위한 사전적 제도로, 수사기관에 별도의 관리위원회를 두거나 디지

털 증거의 탐색·선별 및 복호화 과정을 오딧(audit)할 수 있는 기술적·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➀ 별도의 관리위원회70)를 두는 방안의 경우, 복호화를 위한

비밀키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해당 전자정보를 탐색·선별하게 된 과정의

적법성 및 그 정보를 복호화 하였을 경우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정

69) 논의의 전제가 다르기는 하지만, 오미경, 전게 논문 33면 역시 암호화된 정보라도 이미 압수

절차가 종료되어 수사기관이 증거로 보관하고 있는 이상 위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은 수

사기관의 증거분석 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법원 등과 같은 다른 기관이나 피압수자

가 키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 이를 위한 별도의 장비나 규정 마련 없이도 비교적 적은 비용

으로 구현 가능한 점, 이미 기존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압수된 정보임에도 그 정보의 추가적

인 탐색이나 데이터 추출을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영장을 다시 발부받는 것은 논리적

으로 쉽게 귀결되기 어려운 점, 수사기관이 비밀키를 생성‧관리하더라도 비밀키를 수사담당자

나 제3자가 임의로 별도 저장할 수 없도록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찾고자 하는 데이터의 존재

에 대한 검색 연산 결과 및 비밀키를 확인하고 내려 받는 접속 기록을 기록해두는 추가 조치

를 병행한다면 수사기관의 암호화된 증거에 대한 임의 접근을 배제하여 피압수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낮추고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비밀키를 생성

하여 보관하도록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70) 검찰의 경우 가칭 ‘검찰 디지털 증거 관리위원회’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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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을 관리위원회에 소명하도록 하

는 것이다.

비록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의 위험성을 제한하여 신뢰성을 보장하면서도 다른

방법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➁ 한편, 위와 같은 오딧 절차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드웨어 모듈을 이용하여 엑섹

스 로그기록을 관리함으로써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암호화

된 상태에서 선별·탐색을 하면서 사용한 키워드가 자동적으로 저장되게

하여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검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당 로그기록 이나 키워드 검색 내역을 법원에 증거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권한 남용의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71)

제2절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 및 실용화 문제

1. 문제의 소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형암호는 컴퓨터가 하는 모든 연산을

암호화한 상태로도 수행할 수 있는 이론적 강점이 있는 반면 평문 연산

에 비해 암호문 연산의 효율성에서는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72)

71) 만일 권한을 남용하여 수집한 증거로 확인될 경우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면 될 

것이다.

72) 천정희·어윤희·김재윤, 전게 논문, 40면. 특히, 암호문 크기의 경우 공개키 암호에 비해 동형

암호의 암호문 크기가 큰데, 그것은 메시지 공간의 차원dimension만큼의 평문이 한 암호문에 

동시에 암호화되어서 저장되기 때문이다. 즉, 공개키 암호의 경우 유한체의 원소 하나가 평문

으로 대응되는 반면 동형암호는 유한체의 원소들의 벡터가 평문에 대응되어 벡터의 암호화로 



- 41 -

그러나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근사동형암호, 동형기계학

습 등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동형암호 속도가 매년 8배

씩 빨라져서 2024년에는 평문 연산 대비 10x 수준의 고속 하드웨어

(HW)를 개발하여 상용화 예정73)인 만큼 실용화를 위한 제도를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2. 참여권 보장을 통한 암호화 대상 전자정보 분리 논의

이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낮은 전자정보들을 따로 분

리하여 수사기관이 임의로 열람하며 남용할 수 없도록 암호화를 하여 보

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74)

즉, 압수수색 집행 당시에 해당 매체가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인

정된다면 매체 내 모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를 허용해야 하며, 그 매체

내에서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다소 낮은 전자정보들을 따로 분리할 수 있

는 경우라면 이때 이러한 부분의 전자정보만을 암호화하여 압수하고, 나

머지 전자정보들은 평문 그대로 분리하여 압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관련성은 인정되나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전자정보들을 최소한으로 추출하여 이들만 암호화하여 봉인할 경우, 수

사기관이 이러한 전자정보들을 남용할 위험도 막을 수 있고, 암호화에

따른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경청할 가치가 있다.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암호문이 평문의 몇 배가 되는지를 표시하는 확장률(expansion rate)

을 보면, 공개키 암호가 두 배 정도라면 동형암호는 수십 배에 이른다. 연산시간의 경우 한 

번의 덧셈 혹은 곱셈에서 Helib과 SEAL은 비트연산을 8000번 수행하는 것이고 HEAAN은 

16비트 두 개로 이루어진 복소수의 연산을 4000개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즉, Helib과 

SEAL은 7μs와 3μs에 한 번의 비트연산을 수행하고 HEAAN의 경우 12μs에 한번의 16비트 

연산을 하는 셈이어서 평문상의 연산에 비해 수천 배 느리다고 할 수 있다.

73)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동형암호 참조

74) 오미경, 전게 논문, 36~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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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하지만 본고에서 제시한 ‘동형암호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폰 압수

수색 모델’은 이미징 당시부터 동형암호를 이용하여 암호화하는 것으로,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모델이라

는 점에서, 피 압수자가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암호화 대상 정보를 분리

하자는 논의를 위 모델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위와 같은 견해를 반영하여 이미징 파일에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식의 파일(엑셀, PDF 등)로 변환하는 단계에서 참여권 보장을

통해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낮은 정보를 선별하여 동형 암호화를 진행75)

한다면 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를 일부 해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3절 압수수색 관련 규정 정비의 필요성

현행 형사소송법을 비롯하여 압수수색과 관련한 규정들은 대부

분 유체물의 압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비록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

항76)에서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언 상으로 압수의 대상이 전자정보저장매체인지 그 안에 저장되어 있

는 전자정보인지 명확하지 않고, 관련성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

정하고 있지 않다.77)

75) 이러한 형태의 수정 모델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7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

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

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

77) 오미경, 전게 논문, 43면.



- 43 -

더욱이 최근에는 중요한 증거들이 유체물 보다 스마트폰을 비롯

한 전자정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위와 같은 관련 규

정의 모호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증거

를 발견하였음에도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실체 진실과 배치되는 판결

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증거의 확보 방법과

절차를 실체법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연구도 계속

되어 야 할 것이다.

제6장 결 론

과거 ‘자백은 증거의 왕이다’라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스마트폰이 증거의 왕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실무상 스마트

폰을 확보하여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

한편, 스마트폰은 전자정보 저장 및 추출 방식의 특수성으로 인

해 스마트폰 기기자체를 압수하고, 전자정보 전체를 이미징 하는 방식으

로 증거를 확보하기 때문에,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사생활의 비밀

자료까지 노출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 법원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증가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동형암호기술을 이용하면 사생활의 비밀 자

료가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자료만을 탐색·

선별할 수 있고, 본고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동형암호기술을 적용한 스

마트폰 압수수색 모델’을 제안하였다. 다만, 이러한 모델이 실무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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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제

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언제나 기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발전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형암호는 연산 속도가 매년 8배씩 빨라지고

있어 기술적으로는 조만간 동형암호가 곧 실무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법률적·제도적 연구는 기술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체진실 발견과 사생활의 비밀 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는 기술

이 실현 되었음에도 이를 뒷받침 할 법률적 제도가 없어 실무에 적용하

지 못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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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recent spread of smartphones, ‘smartphones have

become the king of evidence’. Smartphone forensics refers to a

series of processes that seek to use as evidence by extracting and

analyzing the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in the smartphone.

Unlike computers, smartphones contain various technical

characteristics, such as being attached to an internal substrate and

storing data in an integrated memory. Selection is taking place.

Meanwhile, in recent times, the courts are increasingly

dismissing search warrants for smartphones on the grounds that

there is a high risk of confidential data not related to the crime

being leaked in the smartphon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s. In

some cases, it may not be possible to determine

However, using homomorphic encryption, which is an

encryption that can obtain the result of performing the same

operation on the original data by decrypting the result of

performing an operation with the encrypted data, encrypts whether

a specific word is included in the plaintext It is possible to find

even the encrypted tex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combining

Approximate Number Homomorphic Encryption and Homomorphic

Machine Learning, the practicality is further increased.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smartphone seizure

and search model using homomorphic encryption technology’.

However, in order for this model to be applied to practice,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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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to prepare in advance what kind of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should be made in terms of legal as well as

technical aspects.

… … … … … … … … … … … … … …

Key words: smartphone, forensics, homomorphic encryption,

approximate number homomorphic encryption,

homomorphic machine learning, seizure and search

procedures, secret key generation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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