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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각종 디지털기기가 출시되고 그 사용이 보편화됨

에 따라 디지털기기의 저장 용량이 대용량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종래 일

반문서 형태로 보관하던 종이문서가 사라지고 디지털 형태로 보관하는

디지털문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문서화로 인해 개인 뿐 아니라 특히 기업의 중요자료

대부분이 디지털 문서형태로 저장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범

죄수사에서 더 두드러지는데 특히 회계부정이나 영업비밀유출과 같은 기

업범죄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가 디지털 증거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 증거를 수색하고 수집하는 일은 범죄수사에 있어

더욱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고, 현재 디지털포렌식 기술 연구를 통

해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는 노력과 안티포렌식 기술을 통해 이를

저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공존하면서 서로 경쟁하게 되었다.

안티포렌식에 활용되고 있는 기술은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고의로

은닉 또는 삭제하거나 기업의 자료유출방지나 정보보호를 위해 고안된 DRM

기술 등 암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비용 등의 이유로 많은 기업들

이 사용자 시스템 로그 기록이나 파일변경 이력 등을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고 있지 않고, 스토리지 부족 또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등의 이

유로 업무용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보관기간을 짧게 하는 등 디지털 증

거 수집을 지연․방해하는 다양한 안티포렌식 환경에 직면한지 이미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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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미국에서는 2000년초반부터 민사소송에서

e-discovery(전자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소송개시전 전자증거를 제출하

게 함으로써 소송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증거 제출명령에 불이행

하는 상대방에게 소송에서 제재를 가하거나 패소판결로 이어지는 불이익

을 주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9년경부터 형사소송에서 디지털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환

경을 사전에 구축하도록 하는 디지털 포렌식 준비도(Digital Forensic

Readiness)를 제도화하여 디지털문서관리시스템과 데이터 인덱싱 소프트

웨어 등 포렌식 장비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관련 법제는 이러한 안티포렌식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다

소 어려움이 있다. 특히 압수의 방법을 최종적으로 선별 압수로 제한하는

획일화된 규율은 안티포렌식 환경을 극복하면서 디지털 증거를 압수해야

하는 동태적인(Dynamic) 압수·수색 현실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디지털증거 압수와 관련된 우리 법제는 ‘개인 정보 보호’ 및 ‘방어권 보

호’의 측면에서 관계자의 참여하에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수행하도록 법

제화되어 왔고, 이는 ‘피고인, 참고인 등의 정보 보호 및 인권 보호’ 등을

확보하는 데는 기여하였지만 필연적으로 압수·수색시 정보 접근의 장벽,

포렌식 기술 활용 및 자율성에 대한 제한을 부여하게 되어 특히 안티포

렌식 환경에서는 국내 디지털 증거 수집의 한계점을 드려내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동태적인 압수·수색 현실에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함

에 있어 당면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제약 및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특히 안티 포렌식 유형과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국내의 법

제를 고찰해보고 안티포렌식 환경에 대응하기에 부적합한 다양한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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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민사소송에서 시행되는 e-discovery

제도와 영국의 형사소송에서 시행되는 포렌식 준비도의 개념과 사례를

연구하고 이 두 제도의 비교를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포렌식 준비도

의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고인의 인권보장’이라는 두 이념은 상호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상호 대등한 가운데 조화롭게 실현되어야

한다. 이 논문을 계기로, 안티포렌식 환경을 극복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희망

한다.

- 주요어 : 디지털증거, 디지털포렌식, 안티포렌식, 포렌식 준비도,

e-discovery, 압수수색, 보존명령, 제출명령

- 학 번 : 20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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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포렌식(Forensic)이라는 단어는 고대 로마시대의 ‘포럼(Forum)의 또는

포럼에 의한이란 뜻’과 ‘공공(Public)’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로마시

대 당시 형사재판에서는 오늘날의 대배심과 같은 포롬(로마)의 토론을

통해 범죄에 대한 기소를 하였는데, 오늘날에는 ‘법의학적인, 범죄과학수

사의, 법정의, 재판에 관한, 법정과 관련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

용사로 사용되고 있다.1)

현재는 포렌식에 디지털이란 단어가 합성되어 디지털포렌식으로 사용되

고 있으며, 이는 일종의 Forensic Science(포렌식 과학)의 한 갈래로, 범

죄와 관련하여 컴퓨터, 모바일, 서버 등 디지털 장치에서 발견되는 자료

를 조사하고 복구하는 법과학의 한 분야로써 디지털기기에 남아있는 증

거의 조사와 데이터의 복구를 총칭하는 용어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이런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는 사용 내역

및 시스템 로그인 기록, 인터넷 접속내역 및 검색어 등을 종합적으로 분

석하여 범인의 검거뿐 아니라 범행의 일시 및 장소, 범행 이후의 정황을

확보하여 양형자료에 활용하고, 법정에서 범행입증을 위한 증거로 사용

하고 있다.

종래 디지털포렌식이 사용되는 분야는 개인이 단순 실수로 삭제한 데이

1) 위키피디아, ‘포렌식(forensic)의 정의’



- 2 -

터를 복구해주거나 또는 기업에서 기술유출 사건이나 내부감사 등의 경

우 등 일부 특정 영역에 국한되어 사용되었으나, 점차 디지털기기가 모

든 연령층에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사용이 보편화면서 그 영역이 계속 확

대되고 있으며 그에 병행하여 디지털포렌식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하지

만 이와 반대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데, 그 예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

석하기 직전이나 압수수색영장 집행 직전에 저장매체를 초기화하거나 암호제

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초기

화 해주는 도구가 은밀하게 거래되는 등 포렌식에 대응하는 안티포렌식 기술

이 생겨나게 되었다.

안티포렌식은 포렌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디지털 증거를 삭제 또는 은닉하

거나 파일 또는 저장매체의 암호화를 통해 디지털증거의 수집을 방해 또는 지

연시키는 모든 행위로 일컬어 진다.

디지털 저장 매체의 용량과 기능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저장매체에서 삭제된

데이터의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특히 안티포렌식 기술을 활용

한 데이터의 고의 삭제 또는 은닉의 경우 그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고, 암호화

된 파일 등은 상대방의 협조 없이는 파일을 열람조차 할 수 없으며, 파일을 열

람 또는 수집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복호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복

호화를 위한 기술력을 갖추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증거 수집을 지연 또는 방해하는 안티포렌식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고, 해외의 민사소송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자적 증거개시제도

(e-discovery)와 형사소송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내·외 포렌식 준비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두 가지 제도의 장점을 국내 실정에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디

지털 증거수집을 위한 집행현장에서 이와 같은 안티포렌식에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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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기업의 포

렌식 준비도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둘째, 법령 및 영장 별지 개선안을 제안하면서 포렌식 준비도를 통해 기업

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보존명령 및 제출명령 도입을 제시하였고, 디지

털기기의 증거인멸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와 압수한 저장매체 원본반

환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영장 별지의 개선을 제안하면서 궁극적으로 안티

포렌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Ⅰ. 연구의 범위

본 논문은 국내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포렌식 준비도 도입 가능성을 검

토하기 위해 안티포렌식의 유형, e-discovery,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포렌식 준비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총 6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을 기술하고, 연구의 범위와 방

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형사소송과디지털증거의수집과관련하여디지털증거의특징및안티포렌식의

개념과실태, 유형의다양화에대해살펴보고, 특히수사기관이압수수색현장에서안티포렌식으

로인해압수수색이지연·방해받고있는실태를기술하면서집행현장에서안티포렌식탐지를위

한단계별점검리스트를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디지털증거 수집의 법제도적 어려움과 관련하여 국내·외 법제도를 고

찰하고, 국내 관련 법제도적 제한을 위주로 살펴보고, 디지털증거 수집의 법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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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관점에서실태와그어려움을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안티포렌식에 대한 법적 대응에 관한 국외 및 국내 법제도를 고찰하고,

제1절에서필요성에대해알아보고제2절에서국외에서활용되고있는 e-discovery제도

를살펴보고, 헌법상과잉금지원칙위반여부및개인정보자기결정권침해여부를검토하

였으며제3절에서포렌식준비도의개념과필요성, 국내수사기관의포렌식절차및국

내유사사례를고찰하였다.

제5장에서는합리적인포렌식준비도(안)로써제1절에서기업포렌식준비도표준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제2절에서법령및영장별지개선안을제안하면서보존명령과제출명령도입,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대한증거인멸처벌조항강화를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위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포렌식 준비도 도입으로 인한 기

대효과를살펴보았다.

Ⅱ.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국내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집행 현장에서 증거수

집을 방해·지연시키는 안티포렌식의 유형과 다양한 유형별에 따른 증거수

집의 기술적 제약을 살펴본다. 또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법률

적 제약을 살펴보고 실무상 발부되는 압수수색영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

단하고, 이러한 기술적·법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외국의

민사소송에서 활용되고 있는 e-discovery와 영국의 형사소송에서 시행중인

포렌식 준비도(Forensic Readiness)를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도입가능한지

연구하였다. 최종적으로 안티포렌식의 수사환경에서 디지털증거 수집의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해 1차적으로 포렌식 준비도 표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

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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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형사소송과디지털증거수집

제1절. 디지털증거의 특성

Ⅰ. 매체독립성

디지털증거는 데이터가 저장된 저장매체의 형태와 무관하게 동일한 데

이터는 동일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원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쉽게

복사가 가능하지만 반면에 원본과 복제본의 구별이 매우 어렵다. 이런

디지털 증거의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일반물건과 달리 저장매체와 정보

의 분리가 가능해 저장매체에서 정보만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압수가 진

행되는데, 이 경우 원본과 복제본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해시함수2)

를 사용하여 해시값을 계산한다. 하지만 복제과정에서 안티포렌식으로

인해 정보의 복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예측 불가능한 원인으로

인해 해시값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복제본의 생성부터 보관,

법정 제출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무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해시함수는 하나의 주어진 출력에 대하여 이 출력으로 사상시키는 하나의

입력을 찾는 것이 계산적으로 불가능하고, 하나의 주어진 입력에 대항 같은 출

력으로 사상시키는 또 다른 입력을 찾는 것이 계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두 가

지 성질을 만족하면서 이므이의 비트열을 고정된 길이의 비트열로 사상시키는

함수이이고 암호학적 해시함수의 종류로는 MD5, SHA계열 해시함수가 있다.

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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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량성

오늘날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부터 기업의 전산자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류의 정보가 생산되고 저장된다. 특히 기업의 대규모 회계자료나

파일서버, 메일서버는 비정형 데이터3)로 보관되어 있고 수집할 데이터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방대하다. 서버에 보관중인 비정형 데이터의 경

우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 PC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수집하는 방식과 달리, 각 서버의 종류별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SQL 명령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조합하는 방식

으로 수집해야 한다. 또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자료가 혼재되어 있

어 관련성있는 데이터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대량의 데이터를

선별할 수 있는 포렌식 도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

여 관련성 있는 자료를 선별가능한 현장용 포렌식 도구가 개발되어야 하

며, 이 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Ⅱ. 비가독성

디지털 증거는 0과 1의 기계어의 조합으로 저장되어 있어 그 자체만으

로는 사람의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여 그 내용을 출력·식별하기 위해

일정한 변환절차를 거쳐 모니터 화면으로 출력하거나 인쇄물로 출력되었

을 때 비로소 가독성을 가진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가 문서로 출력되었

을 때 혐의입증에 중요한 요소인 문서의 생성․수정․접근과 같은 메타

3) 미리 정의된 데이터 모델이 없거나 미리 정의된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은 정

보를 말하며,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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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4)의 정보가 누락된다. 이와 같은 중요정보의 누락방지를 위해서는

디지털증거의 특수성을 감안해 출력이 아닌 복제를 통해 메타데이터의

압수가 요구되는데 안티포렌식 도구로 메타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조작하

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프리패치(Prefetch)5) 파일 등을 확인해서

안티포렌식 프로그램 실행내역을 확인한 다음, 증거수집 절차를 진행해

야 한다.

Ⅲ. 네트워크 관련성

오늘날 클라우드 서비스의 등장으로 개인 또는 기업이 생산하는 정보는

물리적인 저장공간에 보관되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 클라우드에 보관

되고 있는 경향이 우세하다. 기업의 경우 본사와 지사가 네트워크로 연

결되어 있어 지사에서 생산되는 정보가 본사 서버에 저장된다. 따라서

지사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본사의 서버 주소를 특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

생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압수수색장소인 지사에서 본사 서버에 접속해

압수가 가능한지 여부와 본사 서버가 해외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국제법

상 영토주권의 침해 등 사법관할권이 충돌할 소지가 있다.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 및 글로벌 기업의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면

서, 수사기관에서는 데이터의 소재지 국가에 공조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

고 있다. 따라서 집행현장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지 여부를 먼저 탐

지할 수 있는 도구의 제작과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를 허용하고, 가입

4) 데이터에 관한 구조화된 데이터로 다른 데이터를 설명해 주는 데이터로, 대

량의 정보 가운데에서 찾고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 문서파일 등에

부여되는 데이터를 말한다(출처 : 위키백과)

5) 윈도우에서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해당 프로그램의 이름, 실행횟수, 마지

막 실행시간, 볼륨정보 등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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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보 등에 대해서는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에 관계없이 클라우드

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사

법 공조를 통해 해외에 설치되어 있는 서버의 경우에도 네트워크를 이용

한 원격접속을 통해 압수할 수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

Ⅳ. 조작의 용이성

디지털 증거는 일반 물건과 달리 수정 및 삭제, 편집 등 조작이 용이하

기 때문에 집행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여 그 증거가 법정에 제출될때까

지 조작이나 변조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비로소 증거능력이 인정된

다. 하지만 파일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파일의

속성이 변경되고, 저장매체나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인위적인 조작이 없

더라도 저장매체 자체에 설정된 TRIM6) 기능에 의해 파일의 변화가 일

어나는 경우가 있다.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수정 및 삭

제, 편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혐의와 관련성 있는 개별 파일 1개

만을 수집해서는 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저장매체 원본이나 전체 시스템

에 대한 수집을 통해 운영체제에서 자동으로 저장되는 파일 변경이력과

파일시스템의 MFT(Master File Table)7) 등을 비교 검증하는 방법으로

분석해야 한다. 현행 법제하에서는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데이터만을

6) TRIM은 컴퓨팅에서 운영체제가 어늘 블록의 데이터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

고 내부적으로 삭제될 수 있는지를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에 알려주는

명령이다. TRIM은 차후 쓰기 속도를 상당히 떨어트리는 쓰레기 수집 오버헤드

를 SSD가 미리 관리할 수 있게 한다.(출처:위키백과)

7) NTFS 파일시스템에서 볼륨상의 모든 파일에 대해 최소한 한 개의 엔트리를

가지고 있으며 파일 크기, 작성일자, 사용권한, 데이터 내용 등 파일에 관한 모

든 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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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으로 압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압수방법의 제한을 모든

사건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보다 범죄의 유형에 따라 압수방법의 제한

을 완화하여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을 다양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2절. 안티포렌식의 등장

Ⅰ. 개념

안티포렌식(Anti-Forensics)은 포렌식(Forensics)에 대응하는 개념으

로 과거에는 데이터의 단순한 삭제 또는 은닉을 의미하였다. 최초로 안

티포렌식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any attempts to comprise the

availability or usefulness of evidence to the forensics process'로 디지

털증거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하였다.8)

오늘날에 있어서는 매체제어를 통해 사전에 인증되지 않은 외부장치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외부반출을 막기 위해 내부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있

다. 또한 전자정보의 저장위치를 클라우드 공간으로 이동해 데이터의 탐

색 및 수집을 어렵게 하는 등 디지털 증거의 수집을 지연시키거나 증거

를 인멸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안티포렌식은 디지털포렌식 기술에 대응하

여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증거물을 파괴하거나 난독화하는 행

위를 말하며, 이는 종국적으로 수사기관의 디지털증거 수집을 방해하는

행위로 귀결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안티포렌식 기술을 자동화시켜 구현

8) Ryan Harris, 'Arriving at an anti-forensics consensus, 윤지수 2020년 고려

대학교 석사논문 ‘안티포렌식의 이해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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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는 전문도구를 온라인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

게 되었고, 안티포렌식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신생하고 있다. 또한 디

지털 포렌식 도구에도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기능이 동시에 구현되어 있

어 사용자에 따라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한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

하다.

Ⅱ. 실태

안티포렌식으로 인한 집행현장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포렌식 도구의 접근을 차단하고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한

다. 포렌식 수사관은 집행현장에서 수사관이 휴대한 외장하드에 각종 디

지털포렌식 도구를 저장하고 있으며, 이 외장하드에 저장된 포렌식 도구

를 구동하여 디지털 증거를 수집한다. 이때 안티포렌식으로 인해 외장하

드의 연결이 차단되거나 포렌식 도구가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으면 하

드디스크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우회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번거로움

이 발생한다.

둘째, 데이터의 시간정보 등을 조작·변경하여 타임라인 분석을 방해한

다. 타임라인 분석을 방해하는 행위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이벤트 로

그9)를 삭제해 시스템의 부팅정보를 삭제하거나 시간정보를 변경하는 프

로그램을 이용해 파일 내부의 메타데이터를 조작하며 심지어 파일시스템

의 MFT의 변경을 통해 시간정보에 변경을 가하기도 한다.

셋째, 데이터의 외부 유출을 차단한다. 서버와 네트워크 인증을 통해 문

9) 윈도우에서 시스템을 감시하면서 컴퓨터의 사용기록을 남기는 로그를 말하

며, 서비스 오류와 응용프로그램, 하드웨어 장치 및 드라이버 설치 오류 등을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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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복호화하기 때문에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서버와 통신이 끊

기면 복호화하기 이전에는 파일을 열람할 수 없다.

넷째, 데이터의 탐지를 회피하거나 은닉한다. 오늘날 각종 데이터의 저

장공간이 물리적인 장소를 벗어나 클라우드로 이동하면서 실제 집행현장

에서 위치하고 있는 로컬pc에는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있다. 또한 로

컬pc에 임시로 저장된 데이터도 시스템을 종료하기 이전에 DLP10) 프로

그램을 통해 임시로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는 과정을 거친 후 시스템이

종료되기도 한다. 또한 가상화를 통해 1대의 pc에 여러 OS환경dmf 설치

하고, 각 OS환경마다 생성된 파일을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가

상화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디지털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 이하 제 3

절에서 구체적인 안티포렌식의 유형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3절. 안티포렌식 유형의 다양화

Ⅰ. 데이터의 삭제, 은닉·변조

1. 데이터 삭제

데이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삭제하는 행위를 일컫는데, 이는 안

티포렌식 행위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하드디스크 등

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데이터를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 삭제할 경우에 원

본 데이터가 기록된 곳에 다른 데이터를 덮어쓰기 전까지는 원본 데이터

10) DLP는 Data Loss Prevention의 약자로, 데이터 손실방지를 의미한다. 기업

내부의 데이터의 흐름을 감시하여 중요정보에 대한 유출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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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이는 파일 카빙(File Carving)11) 기법등을 통

해 복구가 가능하나, 소프트웨어 방식에 의해 원본 데이터를 일정 값이

나 난수로 덮어쓰는 방식, 소위 ‘와이핑’ 방식으로 삭제할 경우 복구는

거의 불가능한데 대표적인 와이핑 도구로는 Eraser, BC Wipe, CCleaner

등이 있다. 또한 하드디스크와 같이 자기적 성질을 이용하여 저장하는

방식의 저장매체는 강한 자기장에 노출시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삭제하

는 ‘디가우징’ 방식으로 매체 자체를 파기하는 방식이 있다. 이밖에도

윈도우 운영체제의 특정 폴더에 저장된 index.dat 파일을 제거함으로써

‘웹 히스토리’ 로그를 삭제하고, 윈도우 최근 열어본 파일 및 사용자의

활동이 저장되는 ‘ActivitiesCache.db’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삭제하여 사

용자의 열람파일 흔적을 삭제한다. 또한 메신저의 경우 로컬PC에 데이

터를 저장하지 않고 서버에 저장하거나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대화내용이 삭제되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삭제한다.

데이터를 삭제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다른 파일로 덮어 쓰이게 되면,

그 복구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게 되고, 데이터의 값을 0으로 바꾸게 되면

복구는 거의 불가능해 진다.12) 따라서 이와 같이 삭제된 파일은 기술적으로

현장에서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데 현재 집행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장용

포렌식 도구는 정상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할당영역만을 이미징 할 뿐 비할당

영역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삭제된 데이터가 존재하는 비할당영역을 이

미징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데이터 복구는 불가능한 것이다. 집행현장

에서 포렌식 수사관의 첫 번째 임무는 데이터가 고의적으로 삭제되었는지 여

11) 파일 유형별 Signature나 파일 헤더나 푸터 정보를 이용해 디스크의 비할당

영역에서 파일을 복구하는 방식을 말한다.파일카빙은 시그니처 기반, 파일구조

체 기반, 파일크기 기반 등 다양한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12) 이규안, 박대우, 신용태, "안티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대응 기술 연구" 한국

컴퓨터정보학회 2008 제38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제16권 제1호, 2008. 06. P

18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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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집행현장에서 데이터의 고의 삭제정황을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삭제 정황을 발견되더라도 원본 그대로

를 복구하는 것은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데이터가 삭제된 정황

을 발견하는 것이 우선인데, 시스템이나 매체의 어떤 경로에서 삭제 정황을 찾

을 것인지 구체적인 탐지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이런 기능을 포렌식

도구에 탑재하여 자동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원본 전체에 대한

이미징이나 원본 반출이 허용되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2. 데이터 은닉·변조

데이터 은닉・변조는 그 방식이 다양한데, 단순히 파일명 및 확장자를

변경하거나 하위 디렉토리에 해당파일과 전혀 관련 없는 파일을 위치하

여 데이터를 은닉하는 방식 등이 있다.

단순히 파일명이나 확장자를 변경하거나, 하위 디렉토리에 해당파일과

전혀 관련없는 파일을 은닉하는 방식은 포렌식 분석도구를 통해 쉽게 발

견이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은닉・변조 방식은 발견과 수집에 큰 어려

움이 있다.

첫째, 슬랙영역 은닉 기법이다. 저장매체에서 클러스터와 섹터의 데이터

보관 방식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8KB 클러스터에 5KB 데이

터를 보관하면 사용되지 않고 남은 3KB 슬랙영역에 데이터를 은닉하는

기법이다.

둘째, 스테가노그래피를 통해 문서나 음성파일을 사진파일로 위장하여

데이터를 은닉・변조하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사진파일과 압축된 mp3

음성파일을 한 개의 파일로 합쳐서 사진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은닉 방법

인데, 이 경우 음성파일과 합쳐진 사진파일은 평범한 사진 파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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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사진도 합쳐지기 이전과 동일하게 보여지는데 파일 속성을 보면 파

일 크기가 늘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셋째, 개별파일 또는 저장매체 자체를 암호화하는 기법이다. 이는 파일

자체를 암호화 하는 방식과 저장매체 자체를 암호화하는 방식이 있는데,

파일자체를 암호화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엑셀, 워드, 한글 파일이나 압

축 파일 등에 대한 암호화가 있으며, 매체 자체를 암호화하는 사례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트로커(BitLocker)와 애플의 파일볼트(Filevault)가

있으며 오픈소스로는 TrueCrypt와 같은 암호화 소프트웨어가 있다.

파일 자체에 대한 암호화 방식은 컴퓨터 사용자의 암호화 패턴과 사전공

격(Dictionary Attack )등을 통해 해독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해결이 용

이한 반면에, 저장 매체 자체에 대한 암호화 방식은 그 기술의 복잡성과

암호 알고리즘에 난독성에 따라 쉽게 해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13)

현재 개별파일이나 저장매체 자체를 암호화한 경우 패스워드를 알지 못

하면 암호를 해제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복호화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암호화된 저장매체의 패스워드를 크

랙하는 기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런 기술적 대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적·기술적 한계점이 있어 법제도적인 측면을 통

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Ⅱ. 매체제어

매체제어란 USB와 같은 보조기억매체를 통해 PC 및 정보시스템의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즉, 사용자의 PC에서 외부로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 PC의 환

13) “The basics of digital forensics" John Sammons (2015) P 8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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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설정의 신뢰하는 장치목록에 설정되지 않은 매체의 경우 접근을 제한

하여 내부 자료를 반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매체제어 솔루션

을 통해 PC에 연결되는 USB 등 외장매체를 감시하며, 포트에 연결된

외장매체의 허가, 차단, 읽기, 쓰기 등을 설정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한다.

통상 기업에서는 내부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보안 USB를 지급해 연결을

허용하고 있다.

매체제어 솔루션의 일종인 ‘오피스키퍼’의 제품 소개를 보면 다음과 같이

회사 보안 위험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매체제어 솔루션을 제

안하고 있다.

•회사보안위험 진단 : 회사 대외비 파일을 개인 USB로 자유롭게 복사

저장할 수 있다. 고객 개인정보를 암호화 하지 않고 PC에 저장한다.

외근 중인 직원과 카카오톡으로 거래처 정보를 공유한다. 퇴사한 직원

이 업무파일을 삭제하여 중요 데이터를 유실한 경험이 있다. 직원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사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린 적이 있다.

•해결책 : 오피스키퍼는 DLP(Data Loss Prevention)14) 솔루션으로 기

업 PC에 저장된 문서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내부자의 실수 혹은 고의

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출력 제어, 문서백업 등 다양한 보안 기능을 통합 제공

한다.15)

위와 같이, 매체제어는 컴퓨터에 설치된 디스크, 정보저장매체(HDD,

SSD, USB메모리, CD/DVD, SD카드), 네트워크 장치(유무선 네트워크

카드, 모뎀 등) 등 컴퓨터 내부에 설치된 버스 또는 인터페이스 등에 대

14) 데이터 손실 방지의 약자로 데이터의 흐름을 감시하여 기업의 내부정보에

대한 유출을 감시하는 방식

15) https://www.officekeeper.co.kr/product/intro, 오피스키퍼 통합PC 보안솔루션 제

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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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용자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기업 내 자료를 반출하기 위해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외부 저

장매체를 연결하는 경우 파일의 이동·복사가 제한된다. 그럼으로써 기업

은 회사 내부 데이터를 간편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의 기업에서는 매체제어 보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체제어가 활

성화되면 외부저장장치의 연결이 차단되고, 읽기 쓰기 등도 동시에 차단

된다.

이런 경우 대상 디지털기기에서 디스크를 분리한 다음 쓰기방지장치

(WriteBlocker)에 연결시켜 데이터의 손상이나 변경없이 증거 수집이 가능하

지만 대규모 압수수색 집행현장에서 압수할 디지털기기의 양이 방대할 경우

모든 기기의 디스크를 분리하여 작업을 하기에 역부족이며 증거수집에 엄청

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피압수자의 협조를 받아 매체제어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용

자의 PC정보(아이피)를 일일이 확인해 매체제어를 해제해야 하는 번거

로움이 있다. 따라서 개별 사용자의 PC 아이피 목록을 보관하게 하고,

개별 사용자의 아이피 리스트를 활용해 일괄하여 매체제어를 해제하는

솔루션 도입이 필요하다.

Ⅲ.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의 약어인 DRM은 컴퓨터 네트워크 등을 통

한 디지털 복제를 방지하고, 이를 통제하는 저작권 보호 기술이다. DRM

을 통해 일반적으로는 중요한 문서 파일이나 설계도면 같은 기밀 데이터

를 암호화하게 된다. 만일 파일이 임의로 복제되어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보안 서버와 통신이 끊긴 상태에서는 파일 자체가 암호화 되어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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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외부에서는 암호화된 파일을 열람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파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DRM의 해제가 필수적이지만 해당 보안 솔루션을 개

발한 업체의 협조가 없으면 데이터 분석의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16)

현재 국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DRM으로는 'Fasoo'와

'SoftCamp', ‘MarkAny'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각 버전별로 업그레이

드를 통해 보안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집행현장에서 대부분 피압수자의 기술적인 협조를 받아 DRM을 해

제하고 있지만, 유형에 따라 개별파일단위로 복호화가 가능한 경우, 폴더

단위로 복호화가 가능한 경우, 일정 파일 개수 이하로만 복호화가 가능

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피압수자가 협조를 거부할 경우에는 집행현장에

서 데이터를 열람할 수 없고, 원본매체를 복제하거나 반출하는 방법 등

으로 압수해서 검찰에서 자체 개발한 복호화 도구를 사용해 증거를 수집

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매년 업그레이드된 DRM을 도입해 사용

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모든 기업의 다양한 DRM의 종류를 파악하

고 개발속도에 맞춰 복호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DRM 복호화 솔루션에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Ⅳ.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은 클라우드 호스트에 의해 응용프로그램, 물리적 또는

가상적 서버, 데이터 스토리지, 개발 툴, 네트워크 등과 같은 컴퓨터 시

스템 리소스를 필요시 곧바로 제공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기반 컴퓨팅의 일종으로 정보를 자신의 컴퓨터가 아

16) https://www.britannica.com/topic/digital-rights-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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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클라우드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처리하는 기술이다.17) 이런 클라우

드 컴퓨팅의 특성상 데이터가 여러 지역의 서버에 분산되어 저장되기 때

문에 실제 저장위치를 알 수 없는 위치의 부재(Loss of location)가 발생

하고 있다. 이는 IT 자원을 공유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고 컴

퓨터 자원 운영에 유연성이 높으며 유지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휴대폰의 경우, 애플의 아이클라우드(iCloud)는 모든 애플 기기 안에 내

장되어 있어 사진, 파일, 메모를 같은 회사의 다른 기기들과 언제든지 공

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글의 경우 구글 클라우드 플

랫폼(Google Cloud Platform)을 통해 애플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 출시되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와

한글과컴퓨터, 한컴오피스(아래아한글, 한셀, 한쇼 등)는 인터넷이 연결된

웹브라우저 기반 환경에서만 실행이 가능한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고, 이

를 통해 작업·저장한 파일은 곧바로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관리되고 있

다. 이러한 문서를 작업한 컴퓨터에서는 파일명 및 파일의 작성흔적이

남아 있게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문서의 내용을 볼 수 없고 파일을

확보할 수도 없다. 또한 사용자가 각종 사진, 메모 자료를 자신의 PC나

휴대폰에 저장하지 않고 클라우드에만 저장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클라우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암호 입력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암호를 통해 접근하더라도 다운로드한 이후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는 특

징이 있어 증거수집 절차의 무결성을 이유로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등 수

집에 어려움이 있다.18)

클라우드가 각종 실생활에 도입된 계기가 언제 어디서든 정보에 접근이

17) 위키백과, 클라우드 컴퓨팅

18) https://www.apple.com/kr/i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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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휴대가 간편한 모바일

을 통해 클라우드에 접근하고 그 정보는 모바일과 동기화를 구성하고 있

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클라우드에 보관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기술

적 방안으로 모바일과 클라우드의 동기화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방안

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피압수자가 암호제공을 거부하

는 경우, 피압수자의 압수한 휴대폰을 가지고 사용자 인증을 통해 아이

디와 패스워드를 확보해서 클라우드에 보관된 정보를 로컬에 내려받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최근 수원지법 2019고단 936호19)(2021. 4. 15 선고)에서는 “텔레그램

PC버전의 로그인 입력창에 피의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

번호를 입력하여 텔레그램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컴퓨터로 다운

로드 받음” 행위와 관련해서 수사기관 내에 비치된 PC에서 피고인의 휴

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에 접속한

뒤 텔레그램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과 관련된 대화내용을 다운로

드받아 이를 그대로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재판계속중

이어서 그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지만 위와 같은 행위가 합법적인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

요하다. 또한 클라우드 서버의 위치가 비용절감 및 범죄은닉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국내에 한정되어 있지 않아 사법관할권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간 사법공조를 통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접근이 필요한 시

점이다. 이와 같은 국제공조를 위한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방지협약20)

이 있는데, 위 협약은 사이버 범죄 중 불법접속, 불법감청, 데이터침해,

19) 피고인 상고제기하여 현재 2021도14184호로 대법원에 계류중임

20) Convention on Cybercrime으로 2001. 11. 23.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협약

의 서명식이 개최되어 일명 ‘부다페스트 협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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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방해, 장치남용, 컴퓨터 관련위조, 컴퓨터 관련 사기, 아동음란물,

저작권 침해 범죄 등 9개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협약 가입국이 갖추어

야 할 실체법 및 절차법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국제협력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21) 유럽 평의회 회원국 등 61개국 이상의 주요 선진국

들이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미가입 상태로

사이버 범죄를 포함한 클라우드 정보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 회원국으로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

Ⅴ. 가상화 서비스

클라우드는 네트워크 전체에서 확장 가능한 리소스를 추상화하고 공유하

는 환경을 말하는 것에 비해 가상화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단일한 물리시

스템에서 다수의 운영체제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 즉 물리적으로

다른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통합하거나 하나의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분할

하는 환경을 말한다.

가상화란 물리적인 컴퓨터 하드웨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해주는 프로세스이며,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반하에 제공하

는 것이다. 이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프로세서, 메모리, 스토리지

등과 같은 단일 컴퓨터의 하드웨어 요소를 일반적으로 가상머신(VM)

이라고 하는 다수의 가상 컴퓨터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실제

컴퓨터 일부에서만 실행됨에도 각각의 가상머신(VM)은 각기 개별적인

운영체제(OS)를 실행하며 마치 독립적인 컴퓨터인 것처럼 작동하게

된다.

가상머신(VM)은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물리적 컴퓨팅을 시뮬레이션하

21) 유민종, 사이버범죄 협약과 국내법제의 양립가능성 연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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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상 환경으로 일반적으로 가상머신(VM)의 구성, 가상 하드디스크의

스토리지, 그리고 특정 시점에 해당 상태를 유지하는 가상머신(VM)의

일부 스냅샷을 포함한 다수의 파일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컴퓨터 한대에 수 십개의

가상머신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은닉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고, 그

데이터는 VDI, VHD, VMDK 형태의 이미지 파일로 저장된다. 따라

서 이와 같은 가상화 환경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가장 먼저 가상머

신이 구동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가상머신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위치를 확인해 증거를 수집해야 하지만 각각의

가상머신의 파일이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의 열람이 불가능

하다.22)

가상화 환경에서는 우선적으로 가상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

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가상화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

인된다면 그 다음으로 가상화 이미지 파일의 위치를 탐지해야 한다.

특히, 원본 매체의 압수가 제한되고 있는 국내 형사법제하에서는

집행현장에서 가상화 서비스 사용여부와 가상화 이미지 파일을 탐

지할 수 있는 사전 프로세스를 통해 증거의 확보가 필요하다.

Ⅵ. 안티포렌식 탐지를 위한 단계별 점검 리스트(CheckList)

포렌식 준비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현재의 안티포렌식 환경하의

집행현장에서 수사기관이 디지털증거를 수집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포렌식 수사관이 집행현장에서 안티포렌식을 탐지하기 위해 필

22) https://www.ibm.com/kr-ko/cloud/learn/virtualization-a-complete-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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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단계별 점검리스트를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수사준칙 제42조와 대검찰청 예규 제4장에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검증시 유의사항으로,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며 신

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요건으로 2007년 왕재산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23)에 의해 동

일성, 무결성, 전문성 또는 신뢰성의 3가지 요건이 확립되었다. 하지만

안티포렌식 환경하에서는 전자정보의 임의조작이나 변경·훼손 등의 원

인으로 증거의 동일성 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한 각각의 수

사기관마다 집행현장에서 디지털증거를 수집하는 도구와 기법이 다양

하다.

또한 집행현장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포렌식 수사관의 전문성과

포렌식 도구의 활용도에 따라 안티포렌식에 대한 대응 역량에 차이가 있

고, 수집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의 질적·양적 편차가 발생한다. 이런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현장에서 안티포렌식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필

수적으로 점검할 사항을 사전에 매뉴얼화하면 다양한 현장상황에서 적절

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23)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

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

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

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

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

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

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

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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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별 점검 리스트

■ 1단계 : 대상 기기의 사용자를 특정한다.

집행현장에서 가장 먼저 직원 명단과 부서 조직도를 확보해 압수할 대상 기

기의 사용자와 부서를 특정하고, 사용자를 참여시킨 후 압수수색 절차를 진

행해야 한다. 사용자가 부재중이라도 반드시 대리인을 지정해 최종적으로 압

수가 종료될때까지 참여를 시키고 참여확인서를 받아 향후 참여권에 대한 문

제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 2단계 : 매체제어 프로그램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기업의 내부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DLP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

부분의 기업에서 인증되지 않은 외부 저장매체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어

수사관이 휴대한 포렌식 도구를 연결해도 사용할 수 없다. 매체제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모니터 우측 하단의 숨겨진 아이콘 보기를 통

해서 가능하고, C:\Program Files (x86)의 경로에 가서 직접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관리자를 통해 서버에서 매체제어를 일괄해제하

도록 조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디스크를 분리하해 매체제어를 우

회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 3단계 : 안티포렌식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탐지한다.

집행현장에서 사용하는 현장용 포렌식 도구에 안티포렌식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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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 기능을 구현해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검찰이

집행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장용 포렌식 분석도구인 CFT, DFT24)등

은 DRM, EFS25)(Encrypting File System), Ghost(General Hardware

-Oriented System Transfer)26) 파일 등을 확장자와 File Signature 분석

을 하여 자동으로 탐지해 주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DRM이 계

속 출시되고 있고, File Signature가 변경되어 탐지를 할 수 없는 경우

포렌식 수사관이 수작업을 통해 탐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전에 안티포

렌식 프로그램의 설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4단계 : 운영체제의 설치일자를 확인한다.

운영체제의 설치시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집행현장에서 운

영체제의 설치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운영체제의 설치일자가 최근으로

확인되면, 이미 자료가 삭제 내지 포맷되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파티

션 복구를 통해 데이터를 복원해야 하지만 현장용 분석도구로 복구가 거

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본 압수를 고려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

은 통상 운영체제의 설치일자는 통상 Registry Key27)정보를 통해 확인

24) CFT의 기능을 보완한 후속 버전으로 현장용에서 사용되는 분석도구이다.

25) NTFS 파일시스템에서 EFS로 암호화된 파일을 말한다

26) 디스크 이미지 백업 소프트웨어로, 하드디스크의 이미지를 만들어 두었다가

시스템 손상이 발생하면 이미지 생성시의 환경 그대로 복원이 가능함

27) Windows 98/ME의 경우에는

HKEY_ LOCAL _MACH I NE \ SOFTWARE \Mi c r o s o f t \W i n d ow s

NT\CurrentVersion\FirstInstallDateTime

Windows NT/XP/Vista/7의 경우에는

HKEY _ LOCAL _MACH INE \SO FTWARE \M i c r o s o f t \W i n d ow s

NT\CurrentVersion\Install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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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지만, Ghost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OS를 설치할 경우 최초

OS설치일자로 TimeStamp가 변경이 된다. 이 경우 MFT의 생성일자 등

복수의 방법을 통해 운영체제의 설치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 5단계 : 외부 저장매체의 연결흔적을 확인한다.

안티포렌식의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저장매체 자체를 은닉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디지털 기기에서 usb, 외장하드 등 외부저장매체 연결

흔적을 확인하여 외부저장매체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실제 집행

현장에서 이와 같은 저장매체의 연결내역을 토대로 중요한 자료를 압수

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외부저장매체의 연결 흔적은 lnk파일의 형태와

Registry의 하부키에도 기록된다. 운영체제에 따라 저장매체의 연결흔적을

실시간으로 갱신하지 않거나 특정주기에 따라 갱신하는 경우도 있어 복수

의 방법을 통해 접속시간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 6단계 : 클라우드(웹하드) 사용 및 접속내역을 확인한다.

인터넷 히스토리나 즐겨찾기를 검색하여 클라우드의 사용 및 접속내역

을 확인해야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데이터의 저장위치

가 집행현장이외의 장소에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사용이 확

인되면 원격접속을 통한 데이터의 삭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

며 이를 위해 사용자의 모바일이나 태블릿pc 등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

Windows 10 의 경우에는

HKEY _ LOCAL _MACH INE \SO FTWARE \M i c r o s o f t \W i n d ow s

NT\CurrentVersion\Install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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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집행현장이외에 서버나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를 대비하여 압수

수색영장에 원격접속을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

도 좋은 방법이다.

■ 7단계 : 가상화 서비스 사용 여부와 이미지 파일의 저장위치를 확

인한다.

가상화 서비스의 종류에는 서버 가상화, 데스크탑 가상화, 애플리케이

션 가상화가 있는데, 집행현장에서는 통상 데스크톱 가상화 환경이 빈번

하다. 데스크톱 가상화는 중앙에 있는 가상화기술을 사용해서 생성된

VM컴포터 환경을 사용자 PC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 값을 전달해

주는 형태로 서비스 사용자는 단일 PC에 다중의 응용체제를 설치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응용체제마다 각각 다른 환경과 파일이 저장되

어 있는데, 시스템을 종료하면 시스템 환경은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저장

된다. 따라서 가상화 시스템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가상화를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야 증거 수집이 가능하다.

■ 8단계 : 이메일의 사용 내역을 확인한다.

이메일 사용자인 클라이언트에서 이메일에 접속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에는 IMAP과 POP3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의 이메일을 사용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IMAP(Internet Message Access Protocol)은

중앙서버에서 동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장치에서 동일한 이메일

을 확인할 수 있고 로컬 장치에 이메일을 다운로드 하지 않는다. 반면에

POP3(Post Office Protocol3)는 서버와 동기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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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서버에서 로컬 장치로 이메일을 다운로드하면 이메일 서버에는 메일

이 남아 있지 않아 클라이언트에서 다운로드 한 메일을 삭제하면 복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반면에 IMAP 방식의 이메일은 중앙서버에서 동기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모든 장치에서 동일한 이메일이 저장되고, 특정기기에

서 삭제하더라도 다른 기기에는 그대로 이메일이 존재한다.

■ 9단계 : 사내 메일, 메신저와 전자결재 등 그룹웨어 사용여부를 확인

한다.

그룹웨어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분류되는데 기업 자체 사버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구축형’과 클라우드 전문업체를 통해 서버를 임대해서 사용하

는 ‘임대형’이 있다. 기업에서는 그룹웨어를 통해 메일, 메신저, 전자결재

등을 하나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용여부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사내 메신저와 쪽지를 통해 주고받

은 대화내용과 첨부 파일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혐의사실 입

증에 주요한 증거로 사용된다. 특히 금융이나 증권회사 등의 경우에는

메신저나 쪽지, 전화녹취 파일을 별도의 아카이빙 서버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수집이 필요하다.

■ 10단계 : 스토리지 등 대용량 서버의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스토리지(Storage)란,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별도의 장소 또는 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스토리지에는 RAM과 같이 내

부장치로 쓰이는 1차 스토리지와 하드디스크와 같은 2차 스트리지, 클라

우드와 같은 3차 스토리지로 나뉜다. 최근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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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DAS(Direct

Attached Storage), NAS(Network Attached Storage), SAN(Storage

Area Network) 등이 있다.

통상 집행현장에서는 NAS스토리지가 자주 발견되는데, NAS스토리지의

경우 스토리지를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NAS 자체는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클라이언트에 스

토리지를 제공할 때 클라우드 환경의 일부로 기능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사용자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스토리지에 접근하기 때문에 개별 사

용자의 아이피 접속내역 및 공유폴더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실행창에서 net use 명령어를 사용하거나 ip scanner 프로그램를

활용할 수 있고, 관리자 권한 획득이 필요하다.

■ 11단계 : ERP28) 시스템의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ERP는 전사적 자원관리로, 기업 내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과 구매,

제고 등 경영활동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관리해주고,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의 생성과 빠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모든 부서의

통합 데이터에 대한 열람 수집이 가능하지만,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용자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보해야 하고 개별 사용자는 문서

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상이하게 부여된다. 따라서 시스템 사용여부가

확인이 되면 관리자 권한 획득을 통해 일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28)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약자로 전사적 자원관리로 불리며, 재무,

제조 공급, 인사관리 등 기업 운영 전반의 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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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티포렌식을 이용해 데이터를 삭제․은닉 변조

하거나 매체제어나 DRM의 해제를 거부하는 경우와 모바일 및 클라우드

나 가상화 서비스의 암호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고 최근에

집행현장에서 이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

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155조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

멸29), 은닉30), 위조31) 또는 변조32)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이

러한 증거인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경우에

한해 적용되지만, 기업 범죄의 경우 공범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형사사건인지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어떠

한 행위가 디지털증거의 인멸, 은닉, 위조, 변조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안티포렌식 기술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안티포렌

식 프로그램의 구동 내역까지 삭제되기 때문에 증거인멸 행위 자체가 있

었는지에 대한 확인도 불가능하다.

사안이 중한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증거인멸행위

29) 증거의 현출방해는 물론 그 효력을 멸실,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

30) 증거의 소재를 알수 없게 하여 그것을 찾아내기에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31) 진정하지 않은 증거를 만들어 내는 것, 즉 현존하지 않는 증거를 새로 만들

어 내는 행위

32) 현존의 증거를 가공하여 증거로의 가치를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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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처벌형량이 높은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는 증거인멸 행위로 처벌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것이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한 조항으로 1995년 개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 급변하는 IT 시대변화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디지털 증거의 경우 인멸, 은닉, 위·변조가 쉽지

만 인멸된 증거의 복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디

지털 증거 등 전자정보에 관해 별도로 조항을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감 경 요 소 가 중 요 소

행위

▪ 소극 가담

▪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 경제적 대가의 수수 및 약속

▪ 형사사건 등에 영향일 미친 

경우

▪ 증거인멸을 교사한 경우

▪ 다수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 장기간에 걸쳐 인멸한 경우

행위자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는경우

▪ 이종 누범

▪ 동종 전력(범인은닉, 위증 

무고 등)

<표 1. 검찰 실무상 증거인멸 등 양형 기준>

검찰 실무상 증거인멸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같이 경제적 대가를 수수하

거나 본범의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친 경우, 증거인멸을 교사한 경우, 다

수 또는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 등을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외에 징역형만 가능하도록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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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는 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

니한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상 자기부죄금지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자기부죄금지 원칙에 따라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진술

거부권이 부여된다.

현대에 있어 모바일이나 클라우드, 가상화 공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암호해제가 필수적이지만 사용자 또는 ISP업체가 암호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암호해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최신 기종의 경우에는 상대

방의 협조없이는 암호해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2020년 ‘조국 일가’ 사건에서 휴대폰 암호제공을 거부하는 사안과 관련

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피의자

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까지

나서서 반발여론이 만만치 않았다33) 급변하는 IT변화에 발 맞춰 수사기

관의 디지털증거 수집에 대한 피의자의 협력의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분명하다. 다만 수사편의를 위해 그 절차와 방법이 무시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강압수사의 유혹에 빠질

우려가 있고, 헌법에서 정한 자기부죄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

가 있다. 따라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암호해제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에서 모바일 등 디

지털기기 판매업체에 암호해제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강제하거나 패스워

드를 지문이나 동공 인식 등 생체정보를 병행해서 암호를 설정하도록 하

는 방안이 있다.

암호해제를 강제하는 경우에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지문이나 생체정보를 강제하여 암호해제를 강제하는 경우는 현행법으로

33) 한국일보 기사, 2020. 11. 15, ‘자기부죄금지 원칙 흔들기’ 기사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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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능하다. 이와 유사한 예로, 음주 운전자의 음주측정 거부시 압수수

색영장에 의한 강제채혈이나 마약사범의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모발이나 소변을 강제 채취하고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디지털기기와 서버의 주기적인 동기화를 통해 클라우

드 서비스 업체나 ISP업체의 동기화된 자료를 수집하여 증거로 활용하

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 하다.

제3장디지털증거수집에대한법제도

제1절. 외국의 법제도

Ⅰ. 영국

영국은 압수수색에 관해서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PACE)가

1984년에 제정되었고, 디지털 정보와 관해서 형사사법 및 경찰법(the

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 CJPA)이 2001년에 제정되어 제66조

제1항에서 “모든 형태로 기록된 정보(information)가 문서에 포함된다”라

고 규정하여 디지털 정보를 압수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디지털정

보의 구체적 압수수색에 관한 별도의 법률 또는 실무규칙은 존재하지 않

지만, 위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압수를 위해 적법하게 출

입하는 경우 물건에 대한 물리적 압수뿐만 아니라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

도 같은 압수 수색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압수수색 장소에 디지털

정보로 저장된 정보가 범죄로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면, 피압수자의 동

의 여부나 범죄의 종류를 불문한다.34) 또한 컴퓨터 또는 그 일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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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저장한 미디어)가 암호화된 경우 국가안전보장, 수사의 목적 등을 이유

로 RIPA 제49조에 따라 암호해독을 하도록하거나 암호제출명령이 인정되

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최대 2년(국가안전 또는 아동의 성에 관련된 범죄

의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5)

영국은 “경찰 및 형사증거법” 제 16조 이하에서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집

행요건으로 피압수자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기관이 참여자

에게 보고 읽기 쉬운 양식으로 제공하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

써 절차적으로 피압수자의 방어권보다 수사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36)

Ⅱ. 미국

미국은 디지털 증거가 어떤 형태로 어느 공간에 보관되어 있는가에 따라

정보저장매체에 보관되어 있는 디지털 증거와 정보통신공간상의 디지털

증거를 구분하고 있는데 정보저장매체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1.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

미국도 원칙적으로 포괄영장이 금지되고 압수수색의 대상물을 구체적

으로 영장에 적시하도록 하고 있다.(수정헌법 제4조) 이에 따라 디지털

증거가 압수의 대상인 경우 저장매체가 압수대상인지 저장매체에 저장된

34) David Ormerod et.al., Blackstone’s Criminal Practice(2013), 1262면, 영미

의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김범식, 2014)

35) Peter Sommer, Police Powers to hack: current UK law, C.T.L.R 2012,

18(6), 165, 167(2013)

36) 김민아, 최신외국입법정보,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관련 미국, 영국, 프랑스 입

법례 2021-8호(통권 제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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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압수대상물인지 여부를 적시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증거를 현장

에서 반출한 후 이루어지는 분석은 기한의 적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영

장에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면 원본 반출을 허용하고 전자정보 목록을 교

부할 필요도 없다.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로써 Plain View37) 원칙이 확립

되어 있는데, 이는 컴퓨터 정보수색을 파일캐비넷 수색에 비유하여 캐비

넷에 있는 모든 파일을 수색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라 컴퓨터에 저장된

개개의 파일이 “독립적으로 닫혀진 컨테이너(a separate closed

container)”에 해당하면 전부 압수가 가능하다.38)

또한 연방 형사소송규칙 제41조에서 전자적 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는

원본이든 사본이든 압수수색이 가능할 뿐 아니라 압수목록 기재에 있어

서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없고, 압수물품에 대한 반환의무도 없다.

또한 영장 집행관이 압수하거나 복사한 디지털증거 사본을 보관할 수 있

는 규정도 있다.

즉, 미국에서는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수사기관이 디지털증거를 용이

하게 수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다.39)

37)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특정한 장소에 들어가 발견한 즉시 식별가능한 압수

대상물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압수에 대한 영장주의의 예외이론을 말한

다. 미연방대법원이 1971년 Coolidge v. New Hampshire사건에서 Plain View

압수를 인정한 요건으로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았거나 영장의 예외를 정당

화할 수 있는 주거에 진입일 것, 증거의 발견은 우연적일 것, 증거는 즉각적으

로 명백할 것이라는 3가지를 제시하였고, 1990년 Horton v. California사건에서

우연성을 폐지하였다“각국의 효율적 압수수색 제도 및 공판정에서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 대검찰청 연구용역보고서, 2009, 13면, 형사법의 신동

향 통권 제15호, 2008, 18-19면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4호, 2017, 377면

38) 김범식, 영미의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2014)

39) 김민아, 최신외국입법정보,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관련 미국, 영국, 프랑스 입

법례 2021-8호(통권 제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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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랑스

프랑스는 형사소송법 제97조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전자정보를 수색하는 경우 제96조 제3항에서 정한

“직무상 비밀유지와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압수 이전에 예심판사 또는 위임을 받은 사

법경찰관만 압수 이전에 문서 또는 전자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제3항과 제6항에서는 전자정보 압수시 피압수자의 참여가 없으면 사본

작성, 봉인 해제 및 문서 열람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

은 규정은 국내 형사소송에 있어 참여권을 보장하는 취지와 유사하며 피

의자가 아닌 제3자 주거에서 압수가 행해진 때에는 제3자의 봉인 해제

및 문서열람 등에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제7항에서는 제2항에서 전자정보에 대해 즉시 목록을 작성하고 봉인하

여 피압수자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것 외에도 피압수자가 압수된 전

자정보의 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신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는 전자정보에 대

한 압수·수색시 명시적으로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압수한 전자정보

의 목록을 교부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압수자 등에게 전자정보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내 형사법제와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전자정보에 대한 피압수자의 방어권 보장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40)

40) 김민아, 최신외국입법정보,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관련 미국, 영국, 프랑스 입

법례 2021-8호(통권 제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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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관련 법제도

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전자정보 선별 압수 원칙)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디지털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제106조와 제313조

에서 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2012. 1. 1.부터 시행된 제106조 제1항은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

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면서 압수의 요건

으로 ‘관련성’을 추가하였고,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예외적

인 경우에 한해 원본을 압수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의 요건을 강화하였다.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

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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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

(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

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

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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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압수수색영장 집행방법의 제한으로 야간 집행의 제한과

Knock-and-Announce Rule이 있다. 이는 미연방의 판례법상 압수수색영

장의 집행을 위하여는 먼저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면서 피압수자에게 신

분, 소속, 방문 목적 등을 고지한 후 압수수색 현장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원칙인데,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이 두가지의 제한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미 연방 법무부가 발간한 “범죄수사에 있어 디지털 증거의 획득 및

압수수색” 매뉴얼에 따르면, 컴퓨터 내 정보의 검색과 증거수집의 경

우 원본 압수가 당연히 가능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2009년에 그 개정판

이 발간되었다.41) 미국의 경우, 야간집행의 제한은 국내와 동일하지만

원본 압수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 원본압수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사본압수를 하

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이에 반해 국내의 경우는 권위적 검찰권의 불신

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본 압수이고 예외적으로 원본압수를 엄격히 허

용하고 있으며, 이에 덧붙여 관련성을 추가하여 선별압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급변하는 IT기술과 안티포렌식 환경하에서 증거를 수집

하는 수사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의 종류와 원본

압수의 필요성에 따라 원본 압수를 허용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2016. 5. 29. 신설된 동법 제313조 제1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

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고, 동조 제2

항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41) 백승주, 미국의 압수수색영장 일부기각 및 압수방법 제한에 관한 실무연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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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

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

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

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

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

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

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증거의 경우 포렌식 자료를 통해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

면 피압수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조사자증

언제도를 통해 법정에서 포렌식 분석관의 증언이 있으면 증거능력을 인정받

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객관적인 디지털 포렌식자료의 증거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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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현장 초기에 사용자의 로그온 행위와 프로그램 실행흔적 및 횟수,

시스템의 부팅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파일(Registry File42),

System, Software, Security, Sam, page file43))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

행위 분석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제하에서는 관련성 있는 파일의 선별

압수 원칙에 따라 위와 같이 시스템의 중요한 이력을 저장하고 있는 시

스템 파일의 압수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행위와 시스템 이력

을 담고 있는 파일을 선별압수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보존기간을 두어

의무적으로 보존하게 할 필요가 있다.

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

정(이하 ‘수사준칙’이라고 함)

2021. 1. 1.부터 시행된 수사준칙 제41조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42) 윈도우 등 운영체제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정보와 소프트웨

어 프로그램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 파일을 말함

43) RAM을 늘리기 위해 하드디스크의 일부 영역을 사용하는 가상메모리로, 자

주 사용하는 프로그램, 프로세스, 파일에 대한 엑세스 시간을 향상시켜줌



- 40 -

   제41조(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방법)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컴퓨터용디스크 및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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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

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

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 또는 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

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

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封印)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

할 수 있다. 

동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의 압수방법을 규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封

印)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위 3조에 따르면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에 걸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

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원본을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

출한 경우에도 압수수색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

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의 경우에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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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

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준칙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압수’

가 아니라 ‘반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반출한 이후에도 압수가 종

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본 매체 압수를 금지하

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시행령인 수사준칙에 서 상위법령

인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보다 그 범위를 축소하여 디지털 증

거의 원본 압수를 한층 강화하였다. 미국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에

있어 국내와 같은 원본압수 금지나 키워드 검색을 이용한 선별압수와 같

은 방법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제42조 2항에서 압수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종래에는 사경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하여 이미징한 경우, 검사의

지휘에 의해 이미징한 자료를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위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사경에서 관련성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압수한 다음 압수목록을 교

부하고, 압수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와 전체 이미징한 자료를 검사의

송치전 지휘를 받아 전부 폐기하고 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할 경우, 사건의 초기 단계이기 때

문에 이미징 전체를 보존할 필요성 있는지에 관해 결정을 하는 것이 쉽

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사경이 제시한 의견에　따라 이미징 전체를 폐기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최초 사경에서 작성한 이미징이 폐기됨에 따라

향후 법정에 제출된 자료의 동일성을 재현·검증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

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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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압수된 데이터의 원본 출처성에 관해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 그 출

처 입증이 곤란하며, 경찰에서 수사가 미진한 상태로 송치됐을 경우에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나 직접수사를 통해서도 보완이 쉽지 않다.

법 시행 초기 이런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검찰에서는 이미징 전체를 압

수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거나 임의제출을 받는 등 중복으

로 포렌식 분석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Ⅱ. 대검찰청 예규

대검찰청은 2006년 10월경에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규정’을 제정

하여 시행하였으며, 4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2021. 1. 1.부터 시행하고 있다.44) 현행

대검찰청 예규 제1151호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 106조 제3항, 제313조

와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1조, 대법원 판례와 압수수색영장 실무에

서의 원칙적으로 ‘선별압수’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원본 압수’가 아

닌 ‘원본 반출’의 취지를 구체화시킨 것으로서 총 8장으로 구성되며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장에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

고, 제1절에서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방법 및 유의사항, 제2절

에서는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디지털 증거 수집 제3절에서는 압

수·수색·검증 현장 외에서 디지털 증거 수집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

였다.

44) 대검예규 제1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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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전자정보의 단계적 압수·수색·검증) ① 주임검사등은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

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

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

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

자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방법 및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따라 과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원본을 반출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으로 압수를 허용했음에도

현재는 ‘압수’가 아니라 ‘반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압수수색의 방

법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제21조에서 참여권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여 참여권의 보장을

한층 강화하였고, 참여권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참여를

보장하는 것과 같은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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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

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검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어떤 행위가 명시적인 참여권의 거부가 어떤 행위인지, 묵시

적인 참여권의 거부를 인정할 것인지, 참여권의 적절한 통지는 몇 회인

지 등 구체적인 참여권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종료시

점이 피압수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통상 압수수색 집행현장에서 디지털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저

장매체를 사용하는 피압수자의 참여하에 선별압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피압수자가 출장이나 휴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직장 동료 등을 참여시킨 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집행을

종료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피압수자측에서 실질적인 참여권이 미

보장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영장을 재집행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최근 대법원은 2017도13263호 판결에서 “참여 수사기관이 정

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협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

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이라 한다)

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

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017도13263호) 이 판례에 따르면 ‘증

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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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값의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

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예외적인 원본 반출의 경우 참여권을 보장했더라도 적절한 참여권

보장인지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전자정보의 관련성에 관한 의견진

술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어 참여권의 보장이 영장집행을 방해하거나

수사를 지연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디지털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에도 실질적 참여권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쉬값과 봉인을 통해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원격지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이 가능한지에 관한 명시적 법규

정이 없지만 제31조에 원격지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규

정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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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저장매체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압수 대상인 전자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원격지의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는 압수·수색·검증 대상인 정보

저장매체의 시스템을 통해 접속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압

수자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정보저장매체에 접속하여 기억된 정보를 임의로 삭제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연결을 차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급 법원에 따라 상이한 판결을 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2017도9747호 판결에서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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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현출된 전자장보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압수수색도 허용된 것으

로 판시하면서 “압수ㆍ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정보처리장

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

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영장 기재 수색장소에 있

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피의자의 이메

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

자의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것 역시 피의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소지하는 전자정

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위와 달리 볼 필요가 없다.”45)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압수수색의 방법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도 아니

라고 하였다. 하지만 수사실무에서는 아직도 원격지 정보저장매체를 압

수하는 경우에 ‘원격접속을 통해 압수가 가능한 경우 그 PC가 설치된

장소’를 압수수색장소에 기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장을 집행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집행현장에서 피압수자 내지 변호인과 압수수색

장소에 관해 영장 집행의 적법성에 관해 다툼이 있다.

원격지와 같은 역외 데이터의 압수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2018년에

“CLOUD Act”가 제정되었는데 그 배경을 보면 2013. 12월 미국 수사기

관은 마약사범 수사를 위해 Microsoft사가 소유한 피의자 이메일을 열람

하기 위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당시 Microsoft사는 영장의 효력

45) 대법원 2017도9747호, 원격지에 저장된 이메일 압수의 적법성(201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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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국 영토 내에서만 있으므로 영토 경계 내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정부기관의 접근을 허가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미국 서버에 저장된 이메

일은 당국에 넘겼지만 아일랜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의 제출은 거부하

였다. 이에, 이용자의 데이터 보호를 둘러싼 수사기관의 권한 및 허용범

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외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절

차를 규정한 “CLOUD Act”가 제정되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정보의 관리, 공개 등의 의무준수에 대한

역외적용의 명시적 근거를 신설46)하여 “전자통신서비스(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또는 원격컴퓨팅서비스(remote computingservice)

제공자는 자신들이 보유, 보관 혹은 관리하고 있는 이용자 및 가입자 등

의 통신, 기록 등의 정보가 미국 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상관없이

(regardless) 보존, 복제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의 영장에 대한 이의신청권 근거로써47), “서비스제

공자가 통신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 ① 이용자 또는 가입

자가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미국 내에 거주하지 않고, ② 그러한 공개가

‘자격 있는 외국 정부(qualifying foreigngovernment)’11)의 법률을 위반

할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에는, 법원

을 상대로 14일 이내에 영장의 변경(modify) 또는 파기(quash)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46) 18 U.S.C. §2713 Required preservation and disclosure of communications and

records, 김나정, 미국 「CLOUD Act」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55호, 2020.

47) 18 U.S.C. §2703(h) COMITY ANALYSIS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REGARDING LEGAL PROCESS SEEKING CONTENTS

OF WI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김나정, 미국 「CLOUD

Act」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55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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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행정협정 체결에 따른 정보제공절차를 마련하였는데,

외국 정부와의 행정협정 체결은 미국 혹은 해외에 기반을 둔 서비

스제공자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할 때 상충될 수 있는 법적 의

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제공자는 「저장통신법」을 위반

하지 않는 선에서 상대국의 정보제공 요청에 응할 수 있다라고 하

였다.48)

미국의 “CLOUD Act”는 각국에 데이터에 관한 사법 주권에

관한 문제의 소지도 있지만, 향후 원격지에 있는 데이터를 확보

하는 것이 수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지 이미 오래전이

고, 그와 같은 역외 정보를 데이터의 위치와 상관없이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압수·수색·검증 현장 외에서 디지털 증거 수집과 관련하여, 제

32조에서 참관 기회의 부여, 제35조에서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 제36조에서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조치 규정을 두

어 압수수색현장에서 반출한 전자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6조는 2021. 1 . 1 .부터 시행된 수사준칙 제42조 제2항의 전자

정보 폐기 규정을 반영하여, 전부 이미지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정에서 동일성을 재현·검증하는 데 있어 지장할 초래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부 이미지를 보존하도록

하였다.

48) 18 U.S.C. §2523 Executive agreements on access to data by foreign

governments, 김나정, 미국 「CLOUD Act」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55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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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전자정보의 암호화 등에 대한 특례) ① 압수·수색·검증 대상인 정보저

장매체등이나 전자정보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는 등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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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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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련이 있는 전자정보의 선별에 앞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5. 안티포렌식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저장된 전자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이라도 업무관

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9조에서 전자정보의 암호화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었고, 동조 제

1항 5호에서 안티포렌식이란 단어를 언급하면서 본조에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접근하여 탐색할 수 있는 기

술적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 조치를 통해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원본 매체의 압

수가 필수적이지만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없어 향후에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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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살피건대, 대검찰청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

색의 대상과 방법의 제한 사항 및 그 내용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최근의

대법원 판례 및 법원의 영장실무에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대검찰청의 예규에서도 ‘선별압수’의 원칙과 예외적 ‘원본압수’를 유지

하면서 현행 법령과 유사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그 절차나 방법을 실

무적인 관점에서 구체화하고 있음이 확인된다.49)

제3절. 디지털증거 수집의 실태

Ⅰ. 법제도적 어려움

현행법규와 대검 예규, 판례, 영장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바, 압

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원본 매체의 압수 제한 및 참여권

보장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며, 이에 따라 원

본매체 압수절차 위법, 참여권 미보장, 전자정보상세목록 미교부 등을 이

유로 법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받았지만 압수수색이 완료된 후 지체없이 교부받지 못해 상세목록

교부가 지연하였다면서 형사소송법 제129조의 압수수색방법의 제한 사항

에 위반하여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종국적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고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될 우려가 있다. 이처럼 우

리나라는 디지털증거의 특성을 고려한 절차적 측면에 있어 세부 규정이

49) 이승무, 범행현장성에 따른 디지털 포렌식 절차 모델 개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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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하여 대법원 판례에 의해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Ⅱ. 압수수색영장 실무

1. 미국의 영장 실무례

미국에서는 어떤 형태로 어느 공간에 디지털증거가 보관되어 있는가에

따라 정보저장매체에 보관되어 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와 정보통

신공간상의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로 구분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론상 압수수색영장 집행방법의 제한으로 첫째, 야

간 집행의 제한과 둘째, Knock-and-Announce Rule만을 규정하고 있다.

1) 야간 집행의 제한

미 연방 형사소송규칙 제 41조에 의하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주간

집행이 원칙인바, 야간집행을 위하여는 야간집행이 필요한 정당한 이유

가 있어야 하고, 판사가 명시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취지를 영장에 기재

하여야 한다.50) 따라서, 판사는 수사기관에서 야간집행을 청구하더라도

50) 미 연방 형사소송규칙 Rule 41(e)(2)(A)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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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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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것이 압

수수색영장 집행방법의 제한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51)

2) Knock-and-Announce Rule

미 연방의 판례법상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하여는 먼저 사전에 영장

을 제시하면서 피수색자 또는 피압수자에게 신분, 소속, 방문 목적 등을

고지한 후 압수수색 현장에 들어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Knock-and-Announce Rule”이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영장을 집행

하는 수사관의 안전상의 이유나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에는 이러한 사전 고지 없이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를

“No-Knock” entry라고 한다. 따라서 검사가 “No-Knock” entry를 청구

한 경우에 법원이 이를 불허하는 것 역시 압수수색영장 집행방법의 제한

이라고 할 수 있다.52)

2. 국내의 영장 실무례

집행현장에서 디지털증거를 압수하는 방식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영장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데이터만을 복사하거나 종

이로 출력하는 방법, 둘째, 저장매체 전체를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증거사

본을 작성하여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데이터를 복사 또는 출력하

in the warrant.”

51) 백승주, 미국의 압수수색영장 일부기각 및 압수방법 제한에 관한 연구, 2013

52) 백승주, 미국의 압수수색영장 일부기각 및 압수방법 제한에 관한 연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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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 셋째,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다음 영장기재 혐의사실과 관련

된 데이터를 복사 또는 출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 세 번째의 경우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에 별지를 추가하여 제1항에서 문서에

대한 압수와 제2항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

정보에 대한 압수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2항에서 전자정보

의 경우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혐의사

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범위를 정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음”이라고 하며, 예

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반

출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저장매체의 원본반출을 허용하는 경우로 “집행현장에서 저장매체의 복

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때”라고 규정하면서 ① 집행현

장에서의 하드카피·이미징이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

한 경우, ② 혐의사실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폐기된

정황이 발견된 경우, ③ 출력·복제에 의한 집행이 파압수자등의 영업활

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 ④ 그 밖에 각호에 준하는 경우

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집행현장에서는 검찰의 포렌식 전문수사관의 경우 현장용

포렌식 도구인 ‘CFT, DFT53)’ 가 주로 사용되는데 위 도구는 집행현장

의 디지털기기를 Live54)상태에서 디지털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53) 국가보안연구소에서 현장용 포렌식 분석도구로 개발하여, 현재 대검찰청을

비롯한 국내 다수의 수사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

54) 저장매체에서 디스크를 분리하지 않고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압수하는

방법



- 54 -

개발된 현장용 포렌식 도구이다.

파일 삭제프로그램 등 안티포렌식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어 단순 삭제

가 아니라 안티포렌식 도구를 이용해 파일을 삭제한 것이라면 그 삭제·

폐기 정황을 발견해 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 현장에서 복제본을

획득하거나 원본의 반출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데이터의 용량이 방

대하고, 집행현장의 디지털기기 시스템 사양에 따라 복제에 장시간이 소

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원본 매체를 반출한 후 전체이미징이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앞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듯이 영미의 형사사법에서는 압수절차에서 원본

제한이 거의 없는 것을 알수 있는데, 국내에서도 현행과 같은 원본 반출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집행현장에서 포렌식 수사관의 재량을 넓혀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실무상 영장별지에서,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할 때에는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한 가운데 원본을 개봉하여 복제본을 획득할 수 있

고, 그 경우 원본은 지체 없이 반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반

출일로부터 10일을 도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본을 반출하더라도 암호를 해제하기 위한 작업에 수일 내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과거에 ‘청와대 울산

시장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 청와대 특감반원인 백모 수사관이 사

용하던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확보하지 못해, 그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데 무려 4개월이 걸린 적55)이 하나의 사례인데, 이와 같은 사례를 보더

라도 원본을 반출 후 10일 이내 반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

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55) 국민일보, 청 하명 수사‘ 극단적 선택 수사관 아이폰 풀렸다, 2020. 4. 28.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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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압수수색영장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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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안티포렌식에대한법적대응

제1절. 필요성

2020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디지털

포렌식 시장의 규모가 3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등 디지털

포렌식의 수요가 국내에서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추세이다. 하지

만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안티포렌식이 횡행하는 등 포렌

식과 안티포렌식 사이의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56) 포렌식 전문

기업의 대표는 2016. 4월 열린 ‘포렌식 인사이트 컨퍼런스(FICON) 2016'

행사에서 최근의 포렌식 기술 동향을 설명하며 포렌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안티포렌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라이브 포렌식과

함께 은닉탐지, 통합분석, 데이터 복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

후대응을 한다 해도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57)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안티포렌식은 그 행위를 발견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최신 기술에 즉각적으로 대응하

는 것도 쉽지 않다. 안티포렌식 기법을 극복하는 것이 범죄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급부상하였지만, 탐지도구의 개발이나 삭제·은닉된

데이터 복구를 위한 기술적 대응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국보법 사건

에서 스테가노그래피를 통한 데이터 은닉, 2016년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

건의 최순실 태블릿pc, 2018년 사법농단 사건의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조

56) MTN뉴스기사, 2020. 11. 2. 포렌식과 안티포렌식 각축전...

57) 보안뉴스 기사, 2016. 4. 28. 효과적인 안티포렌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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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후 폐기처분,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사건의 디지털기기 삭제,

2019년 버닝 썬 사건의 정준영 휴대폰 카카오톡 삭제, SSD 방식의 저장

매체의 Trim 기능을 활성화 하는 등 안티포렌식을 통한 데이터 삭제가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갈수록 진보하고 있는 안티포렌식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 각국에서의 대응 사례

를 고찰하고, 국내에 적용 가능하도록 기술적 법적 제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2절. E-discovery

Ⅰ. 개념

전자적 증거개시제도는 최초에 증거개시(discovery)의 개념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이는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 정보를 재판전에 개시하는 것으로

전자증거개시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증거개시(discovery)란 영미

민사소송법상의 제도로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가 가진 증거와 서

류를 상호 공개하여 사전에 소송의 쟁점을 정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소

송전 자료공개를 통해 쟁점을 명료화하고 소송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

으며, 소송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민사소송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로써 정식재판이 진행되기 이전에 원고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동시에 개시하고, 이 단계에서 제공하지 않은 증

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증거개시의 대상을 종이 문서로 제한했던 것을 전자문서

등 디지털증거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전자적 증거개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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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scovery)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곧 소송당사자간에 디지털 증거를

개시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디지털 증거에는 이메일, 메신저, 서버,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모든 디지털 정보를 포함한다.

Ⅱ. 도입배경

전자적 증거개시제도는 영미법에서 유래하는 제도로서 민사소송에서 소

송의 당사자나 소송당사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변론전

절차를 말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증거개시제도를 통해 소송에 관련된 정

보를 공유함으로써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하여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 국내 민사소송에는 아직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고,

2008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제266조의3 제6항에서 전자증거개시가 규

정되어 있지만 여전히 전자증거에 대한 증거개시는 출력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Ⅲ. 외국의 사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기업들이 e-메일을 일정기간 동안 보존할

것을 의무화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보존 대상 데이터의

종류는 스캔자료나 메신저 및 로그기록까지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고 있으

며, 기업은 e-메일 데이터 보존정책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규제준수 이

행여부를 증명해야 하며, 데이터를 원래 상태대로 불변상태로 보존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58)

58) 위키피디아, 전자증거개시제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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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경우

연방 형사소송법 제16조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소추기

관이 소지하고 있는 서류 또는 유체물의 열람·등사·사진 촬영을 피고

인에게 허락할 것을 검사측에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

형사소송법 제3500조는 ①검사측 소지의 공술서·보고서 등에서 진술

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그 공술자가 공판에서 증언하기까지는 개시·

열람의 대상이 되지 않고 ②검사측 증인이 공판정에서 증언한 후에

는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검사측이 소지한 그 증언에 관련

된 모든 공술서의 제출을 명령해야하며 ③검사측에서 개시를 명령받

은 공술서의 일부가 증언과 무관함을 주장할때에는 법원은 법정이외

에서 열람을 위한 제출을 명하고 열람 후 관련없는 부분을 삭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해야하며 ④검사측이 위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때에

는 법원은 공판기록에서 그 증언을 삭제하거나 정의가 요구된다고

인정할때에는 공판절차의 무효를 선언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내

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 증거개시의 대상은 검사측이 가지

고 있는 증거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피의자·피고인측의 증거도

포함된다.59)

2. 영국의 경우

증거개시에 관해 2011년에 법무부장관의 증거개시에 관한 가이드라

인(Attorney General's Guidelines on Disclosure)을 제정하여 디지털

59) 최득신,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본 증거개시 제도 연구, p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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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접근방법을 기재하고 있다. 암호화된 디지털 정보에 관하여

는 RIPA60)의 Part III와 암호화된 전자정보의 수사에 관한 규칙

(the Investigation of Protected Electronic Information Code of

Practice, para. 37)에 근거해 패스워드나 암호화 키를 제공할 것을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para. 38),

검사와 수사기관이 디지털 정보를 감별/검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에 관련있는 증거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견하

거나 알게 된 경우 또는 주의가 기울여진 경우 이를 증거개시 할 의무

가 있다(para. 41).61)

3. 일본의 경우

일본형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은 검사가 증거조사를 청구함에 있어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증인이면 상대방에게 그 성명·주소지를 알 기회를 주

고 또한 그것이 증거서류·증거물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것을 열람시

켜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여 소위 증거의 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형사

소송법 제321조제1항 1호 후단의 서면등의 조사청구에 대하여서는 적어

도 당해 증인의 신문종료전에 이것을 상대방에게 개시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하고 있다. 이에 의하여 피고인측은 공판에서 제

출되는 자기의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 불의의 기습을 받지 않는다는 최소

한의 방어권 보장을 받게 된다.62)

60) ‘수사권한규제법’(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 RIPA)

61) 김범식, 영미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2014

62) 최득신,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본 증거개시 제도 연구, p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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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의 경우

독일 형사소송법 제147조는 변호인은 수사결과가 기록으로 기재된 후에

는 공소제기전이라도 법원에 존재하거나 또는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거의 무제한적인 열람권을 갖도록 하였고, 또한

수사종결전에도 변호인은 서류 또는 공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증거에 대

한 열람을 할 수 있지만, 검사는 수사목적의 위태화를 이유로 기록 열

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

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증거개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되어 있거나 수사종결후의 소송기록 및 증거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공소제기전에 모든 증거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다만 수사가 종

결되기전에 변호인의 증거개시에 의해서 수사목적이 위태롭게 될 경우에

는 변호인의 증거개시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다.63)

Ⅳ. 국내 사례

2008. 1. 1.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규정으로써 피고인 등이 검사에게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 등사와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형

사소송법 제 266조의3).

또한 피고인등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

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열람ㆍ등사 또는 서

63) 최득신, 디지털포렌식 관점에서 본 증거개시 제도 연구, p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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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ㆍ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ㆍ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ㆍ의무

를 부과할 수 있다.(제266조의4)

하지만 이는 기소이후에 피고인 등에게 적용되고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수사기관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으로 뒤에서 살펴

볼 기소전 법원의 보존명령과 차이점이 있다.

민사에서는 일방당사자가 문서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문서제출명

령을 신청하거나 송부촉탁을 신청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제도(민사소송법 제343조)가 일정 부분 증거개시제도의 기능을 구현하고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

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

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

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Ⅴ. 과잉금지원칙 위반 및 적법절차 준수 여부

과잉금지원칙의 실정법상 근거는 일반적인 법률유보 또는 기본권제

한입법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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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규

정하고 있는 헌법 제76조 제1항에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처분 또는 명령

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명문으로 과잉금지원칙을 ‘필요성

의 원칙(최소침해성의 원칙)’에 관한 표현 형식으로 천명하고 있다.64) 

이러한 과잉금지원칙은 넓은 의미의 비례성의 원칙인 바, 하위 개념으

로 적합성의 원칙(수단의 적절성), 필요성의 원칙(침해의 최소성), 비례

성의 원칙(법익의 균형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자증거개시제도

는 기업 및 개인의 광범위한 정보가 법정에 제출된다. 민사소송에 있어

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소 능력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쌍방이 증거를 개시

하여 공격과 방어를 해야 하지만,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당사자

의 무기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민사소송의 전자증거개시제도가 형사소

송에 도입되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개인의 민감한 정보들이 수

사기관에 제한없이 공개될 우려가 있어 수사목적을 위해 과도한 정보가

공개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보

유하고 있는 수사와 관련된 서류 역시 방어권 보장을 위해 폭넓게 열람

등사를 허용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기업의 열람등사를 제한한다면 법원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보존명령 또

는 제출명령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할만 하다.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

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적

법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 전문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

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64) 황치연, 과잉금지원칙의 제문제, 헌법논총 제20집,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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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만을 강조하다보면 기업의 자율성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있고, 압수수색영장이 아닌 법관의 보존명령 및

제출명령을 통한 증거자료 확보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간과될 우려도 있

다. 따라서 보존명령 및 제출명령 과정에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

여권을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의 임의적인 제출·복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사기관

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

력ㆍ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

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

으로 옮겨 복제ㆍ탐색ㆍ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

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야 한다.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위와 같은

절차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

자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ㆍ수색

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

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ㆍ출력한 경우에도 마찬

가지이다라고 판시하였다.65)

65)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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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거개시제도를 형사소송에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실체

적 진실발견이라는 수사목적과 이로 인해 공개되는 정보로 인한 피

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개됐을 경우의 공익과 그로 인한 침

해되는 사익간의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한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해

야 한다.

본고에서는 제5장에서 형사소송에서 전자증거개시제도를 활용한

법원의 보존명령 도입을 제안하였다. 법원의 보존명령이란 수사기

관의 청구에 따라 기업에서 포렌식 준비도를 통해 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를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강제하는 임시조치를 말한다. 이

후 법원의 보전명령을 통해 전자정보가 보존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존명령된 자료의 추가 제출명령을 청

구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자료 제출명령을 강제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기존의 압수수색영장보다 제출명령을 통해 확보

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

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보존명령과 제출명령을 남발할 우려

가 있고 또한 개인의 사적인 정보까지 공개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기존의 압수수색영장보다 발부 요건을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

Ⅵ.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

정돼어 시행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과 제

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동법 제18조 제1항 7호에서는 범죄의 수사

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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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생활영역의 대부분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을 통한 정보화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저장된 정보의 양이 갈수록 증가

하고 있고 이런 디지털화된 개인의 정보가 수사기관에게 제공됨으써 개

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형사소송에서 디지털 증거개시제도가 도입

되면 이러한 정보들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광범위하게 수집될 우려가

있고, 수사기관의 요청이 남발할 소지도 있다.

현행 헌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의 하

나로 인정한 이래로 그 적용영역을 계속 확대해 오면서 현재에는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 제10조와 제17조 등을 들면서 그 보호영

역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 등과 중첩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지에

대한 판단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66) 이에 더하여 최근에

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보려는 경향도 나

타나고 있으며,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문제는 피해

자를 비롯한 소송관계인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와 관련한

문제에서 시작되었지만, 최근 들어서 새롭게 논의 및 등장하고 있는 절

차적 권리는 개인정보의 소극적 보호를 넘어 형사절차장 자신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권까지 문제되고 있다.67) 한편,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을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기도 한다.68)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보면 전자증거개시제도

66) 전상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영역, 2018, 저스티스 통권

제169호

67) 이성대, 형사절차상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2016

68) 헌재. 2012. 12. 27. 2010헌.마.153, 판.례.집. 24-2하., 537, 547(“구‘공2공기5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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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이 형사소송에 도입될 경우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개

인정보자기결정권과 상충할 우려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용산경찰서

장(이하 수사기관이라고 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의자들의 요

양급여 내역을 청구하여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게 제공한

피의자1의 약 2년 동안의 총 44회 요양급여내역 및 피의자2의 약 3년 동

안의 총 38회 요양급여내역은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

기관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

라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민감정보를 수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청구인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

단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요청한 것인데, 수사기관은 그와

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는‘당해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뿐 아니라

‘당해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

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접견녹

음 파일은 접견자의 성명 녹음일시 등을 기록함으로써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접견시 이루어지는 대화의 방식과 내용은 개인의 신분 사회적 지위 등 인

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

보이므로 이 사건 접견 녹음파일은 위 규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헌재 2014. 8. 28. 2011헌마8 등 판례집26-2상 337, 363(“디2엔에이 신원확인정

보는 개인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

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인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이다. 이 사건 삭제조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망할때까

지 개인정보인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관리할 수 있도

록 규정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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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요청을 할 당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추적자료를 제공받

는 등으로 청구인들의 위치를 확인하였거나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

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청구인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약 2

년 또는 3년이라는 장기간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급여일자와 요양기관명은 피의자의 현재 위치

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질병의 종류

를 예측할 수 있는 점, 2년 내지 3년 동안의 요양급여정보는 청구인

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는 매우 중대하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정보제공

행위는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 등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라고 판시하였다.69) 이와 같이 향후

포렌식 준비도가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사건과 무관한 기업 구

성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될 우려가 크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

및 증거 개시의 범위를 한정하고 수사기관에 제출된 데이터의 사용

을 엄격히 관리하고 수사가 종료되면 폐기여부까지 그 이력이 투명

하게 기록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대검찰청에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

리시스템(D-Net)70)을 설치하여 일선 검찰에서 수집된 디지털증거를

통합하여 보존하고 관리하고 하고 있다.

69) 헌법재판소 2018. 8. 30자 2014헌마368 결정,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요

청 및 제공행위 등 위헌 확인

70) 대검찰청에서 구축하여 운영 중인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과 분석, 증

거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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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소결

최근에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디지털 증거수집이 수사의 성패를 가

늠할 수 있을 정도로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디지

털포렌식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증거개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증거개시의 대상이 종이 문서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개시의 방법도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로

한정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개시의 방법과 형태, 범위

나 개시제한 사유 등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어 증거개시의 대상

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증거개시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

해 그 제한 사유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증거개시제

도를 형사소송에 도입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보존명령 또는 제출명

령을 청구할 때 증거개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

요가 있다.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민사소송에서는 증거개시 제도가 널리 인정되

고 있는 반면에,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그 범위가 제한적으로 인정되지

만 점차 범위를 넓혀 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활용

되고 있는 증거개시제도를 검토하여 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포렌식 준비도를 통해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떤 정보에 한해 보존의무를 강제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

하다. 다만 디지털증거의 보존에는 많은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제3의

공공적 성격을 지닌 기관에 데이터를 보존하는 방법이나 일정 기간 동

안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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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포렌식 준비도(Forensic Readiness)

Ⅰ. 개념

포렌식 준비도는 정보보호의 관점에서 로그데이터의 보존이나 포렌식

전문 인력을 고용과 같은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중소기업에서 적용하기

힘든 제도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 포렌식준비도란 일반적으로 조사 비용

은 최소화하고 디지털증거의 활용가능성은 최대화하기 위한 조직의 능력

으로 정의된다.71) 일반 기업에 있어서 보안사고에 따른 대응비용을 최소

화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법적 증거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

며 대응을 위해 정책, 절차 체크리스트, 로그관리, 시스템 장비, 인프라스

트럭처, 포렌식 도구, 교육훈련 등 다양한 조직내 자원들을 얼마나 잘 갖

추었는지 그 수준을 확인할 수 있록 해주는 지표이다.72)

Tan이 처음으로 포렌식 준비도의 개념을 정의하여 발표한 후 2004년에

Jeker Danielsson과 Ingvar Tjoskheim이 Tan의 개념과 자신들이 정립한

개념을 이용해 포렌식 준비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발표하면서 물

리적 세계에서 조직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CCTV 영상감시, 출입기록과 같은 물리적 장치들을 온라인 공간에 구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포렌식 준비도에 최소한 필요사항으로 첫째, 디지

털증거 수집의 법률적 제한 사항 분석, 둘째, 디지털증거에 대한 조직의

71) 이상진, 포렌식 준비도, 포렌식 학회지 창간호 2011. 6.

72) 송교철, 내부정보 유출방지 기술 한계 극복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준비도

연구, 동국대학교 2015 석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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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분석, 셋째, 잠재적인 디지털증거 활용을 위해 기술과 프로세스를

분류, 넷째, 디지털증거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 다섯째, 보고서

형식을 보고 방식 수립을 포함시켰다73) 이외에도 포렌식 준비도를 강제

적으로 수행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수립 및 수립된 포렌식 준비도 정

책에 관한 검증 및 평가 수행 등의 항목이 있다.

Ⅱ. 도입 필요성

기업의 자료 등 주요정보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법정에 제출되는 증거에

서 디지털증거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소송에 대비해 잠재적

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전자문서와 기록을 단순 보관이 아니라 증거로써

사용 가능하도록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11년 4월 농협전산망 마비사태와 관련해 국내 세미나에서 포렌식 준비

제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국내 대학의 한 교수는

‘농협사태로 본 디지털 포렌식 준비도’란 주제로 세미나 발표자로 나서 포

렌식 준비제도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30분 정도 소요된 해킹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관 1명당 34시간 정도가 소

요된다며 각 업체가 자신이 소유한 유·무형 자산의 가치에 따라 창의적으

로 보안 대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74)

또한 2014. 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KT 개인정보 유

출 사고 등으로 기업의 책임과 배상문제가 불거지며 평소 포렌식 준비도

와 보안 사고에 대비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75)

73) 백승조, 임종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포렌식 준비도 모델 도입방안 연

구, 2020

74) 보안뉴스, ‘포렌식 준비제도 의무화 필요’ 주장, 2011. 7. 12.일자 기사

75) 아주경제, ‘포렌식 준비도 시급’, 2014. 9. 1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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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서는 모든 업무가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고 있으

며 기업의 자산 및 영업비밀 등 중요정보들이 디지털 정보로 생산되어 자

체 서버 시스템에 저장 보관되거나 아웃소싱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 또한

개별 사용자들의 경우는 휴대용 태블릿이나 노트북, 스마트 폰 등을 이용

해 서버 시스템과 유무선으로 통신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이와 같은 디지털환경을 고려하여 최근 여당의 대선 후보는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를 설치하고, 총 135조원을 투자하여 국가가 디지털 역량교

육비를 지원하는 휴먼캐피털 제도 등을 통해 디지털로의 전환을 주도한다

는 공약을 발표76)한 바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출현으로 저장매체의 용량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디지털 증거의 수집에 어려움이 있고,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과거에는 수사기관에서 디지털증거를 무결하게 확보하기

위한 사후적 대응방법으로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사용했지만, 오늘날에 있

어서는 기업에 있어서도 기업재산이나 정보보호나 침해사고에 대응, 손상

된 데이터 복구 등을 위해 그 사용범위가 널리 확장되고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포렌식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고 안티포렌식의 기술도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어 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한 기술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포렌식 준비도를 통해 기업에서 보관중인 자료의 사전준비 환경

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증거수집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포렌식 수행

비용을 최소화며 궁극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포렌식 조사업무 수행을 위

해 사전에 포렌식 준비도를 통해 준비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그 필요

성이 있다.

76) 연합뉴스 기사, 2021. 11. 23.일자 ‘디지털 대전환’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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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디지털포렌식 절차

포렌식 준비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수

집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해외에서는 각국의 형사법제에 따라 다양한 절차 모델이 존재하고 있지

만 본고에서는 국내 대표적 수사기관인 검찰이 대검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기준으로 하여 사전 준비 → 증거 수집 → 봉인 및 운반 →

조사 분석 → 보고서 작성순으로 크게 5단계로 구분하였고, 이하에서는

대검예규에 규정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과정을 알아보았다.

1단계. 사전 준비

집행현장에서 사용할 분석도구나 현장채증 도구, 압수수색영장의 압수

할 장소와 물건 등을 점검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건의 유형에

따라 주요 조사대상 부서와 대상자를 선정하고 분석대상의 우선순위 지

정 등 전반적인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물

건의 범위를 확인한다.

집행현장에서 먼저 영장을 제시하고 증거수집 이전에 집행현장 출입 및

이동을 통제하여 증거의 은닉 및 인멸을 방지해야 한다.

2단계. 증거수집

증거수집단계에서는 먼저 참여권을 보장한 이후에 조사가 필요한 저장

매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증거수집전에 참여자에게 대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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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 안내문을 교부하고

있다.

증거 수집이 완료된 이후에는 해쉬값이 포함된 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

여야 하며, 부득이 집행현장에서 증거수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

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전자

정보 압수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증

거 수집의 모든 과정을 참관시키고 이를 기록하여 사후 압수절차를 검증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3단계. 봉인 및 운반

집행현장에서 데이터를 선별하기 어려운 경우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

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봉인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

고, 반출한 정보저장매체등의 봉인을 해제하는 경우 봉인해제일시와 사

유를 기재하고, 참관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봉인된 정보저장매체

등의 운반과정에서 매체가 파손되거나 기억된 전자정보가 손상되지 않도

록 정전기 차단, 충격 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단계. 조사 분석

디지털증거의 분석은 원칙적으로 원본이 아닌 복제된 이미지 파일77)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이미지 파일로 복제하는 것이 곤란

77)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

정보를 포렌식 도구를 사용하여 비트열 방식으로 동일하게 복사하여 생성한 파일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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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 압수 또는 복제한 정보저장매체 등에 쓰기방지장치를 연결한

후 직접 분석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대검찰청에서 인증받은 포렌식 수사관이 분석을 수행하고,

검증된 장비와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해 분석결과의 신뢰성을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단계. 보고서 작성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규정된 양식에 따라 분석보고서를 작

성해야 한다. 분석보고서에는 분석일자와 분석장소, 분석대상, 요청기관, 요청사

항, 분석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상세내역으로 분석대상 기기의 정보와 분

석 시스템의 운영체제 및 분석에 사용한 프로그램과 증거사본 작성일시와 해시

값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경중과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약식

보고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Ⅳ. 외국의 사례

1. 영국의 포렌식 준비도

디지털포렌식은 수행주체와 이용목적에 따라 크게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

기 위해 수행하는 압수수색과 기업에서 정보보호 도구나 기술유출의 위험관리, 컴플

라이언스, 거버넌스의도구로사용하는경우로구분할수있다.

영국에서포렌식준비도는기업이자신을방어하기위해디지털증거의이용을위한

사전준비를갖춤으로써사기, 정보도용, 이더넷오용등사건들을탐지하고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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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요 소

정책적

준비도

조직

외부

국제 사이버범죄 국제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가입

국내

▪ Data Protection Act 준수

▪ CESG : 요구사항

▪ NISCC : 기초개념

▪ IAAC : A guide to Forensic

▪ 포렌식 준비도 정책표준 샘플

▪ 첨단범죄수사국(NHTCU)과 민간기관의 사이버보안사고

위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되며, 기술적 혹은 비기술적 활동을 통해 조

직의디지털증거활용능력을극대화하는것을말한다(NISCC, 2005)78)

영국은현재로서유일하게포렌식준비도를제도화한국가로, 그역사를보면2007년국세및복지

수당청이약2,500만명의개인정보가담긴디스크를감사원으로보내는과정에서해당디스크가동봉

된우편이도난된사건이발생하였다.79) 이로인해유출된개인정보는당시연국인구의40%가량을

차지하는규모로, 그사건으로인해개인정보보호에대한사회적요구를반영하여2009년에포렌식

준비도를제도화하여시행하고있다. 이에따라정부기관들은침해사고준비도를정보보안정책프레임

워크의37번째요구사항으로명시하여정부기관들은침해사고준비도관련정책또는계획을의무적으로

작성하게하였다. 또한 CESG(Communications-Electronics Security Group)는 ‘GPG(Good Pracfice

Guide) 18'을통해정부기관에서의침해사고준비도구축시참고할수있는우수사례들을제공하고있

다.80) 영국에서시행중인포렌식준비도에서는포렌식준비도의정의, 조직내인력의역할과책임, 포

렌식준비도절차, 성과지표등을포함하고있다.81)

78) 백승조, 임종인. 개인정보보호강화를 위한 포렌식 준비도 모델 및 도입방안 연

구, 2012

79) 김대은, 김용현, 금융회사 침해사고 준비도에 관한 연구, 2017

80) https://www.ncsc.gov.uk/guidance/forensic-readiness-good-practice-guide-18

81) 백승조, 임종인. 개인정보보호강화를 위한 포렌식 준비도 모델 및 도입방안 연

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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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협력

조직

내부

인력

▪ 직원의 포렌식 준비도 역할과 책임부여

▪ 내부직원 포렌식 준비도 교육훈련

▪ 사고대응팀 설립

정책

▪ 포렌식 준비도 정책

▪ 포렌식 준비도 계획 수립 및 테스트

▪ 로그 보존정책

절차 ▪ 포렌식 준비도 절차

기타 ▪ 포렌식 준비도 성과지표

기술적

준비도

조직

내부

도구
▪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전자 ID, 서명, DRM 활용

기술

▪ 사전예방모니터링 : 중앙집중적 로그관리, 이벤트 연

관관계 및 트렌드 분석 등

▪ 모든 서버와 경계선 보안장비들의 보안 이벤트 기록

▪ 서버 시간 동기화

▪ 포렌식 준비도 정책기반 시스템 설정

▪ 연계보관성 확립

▪ 수명주기 관리기술

▪ 기록검색 메커니즘

<표 2. 영국의 프라이버시 사고 대응 포렌식 준비도 구조>82)

82) 백승조, 임종인. 개인정보보호강화를 위한 포렌식 준비도 모델 및 도입방안

연구, 2012,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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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사이버범죄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지만 국내의 경우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준비도의 도입에 다소 차이점이 있지만, 조직내부의

정책적 준비도와 기술적 준비도를 참고하여 국내에 도입 가능한 모델을

반영하고자 한다.

포렌식 준비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이 유일한데, 이는 외국에

비해 국내 형사법제하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압수수색의 방

법이 훨씬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이미 온라인 프라이버시 소송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개인정보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포렌식 준비도을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Ⅳ. 국내 유사 사례

1. 증거보전제도(형사소송법)

증거보전제도란 공판이 개시되기 전이라도 증거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판전에 법원에 그 증거의 보전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CCTV나 블랙박스에 범행 장면이 촬영되었지만, 공판기일까

지 기다릴 경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상이 삭제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

에 영상을 확보해 달라고 증거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보전

제도는 디지털증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참고인 등 사람의 진술에 대

해서도 증거보전이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에서 검사, 피고

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

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 79 -

있다. 이와 같은 증거보전제도는 소송 개시전에 사건에 필요한 증거자료

를 보전한다는 점에 있어서 포렌식 준비도와 일응 유사성이 있다. 하지만

증거보전제도는 기소 이후 공판기일전까지 증거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

우에 적용되지만 포렌식 준비도를 통한 보전명령은 기소 이전· 이후를 불문

하고 모든 기업에서 일정기간 보존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2.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 및 증거제출(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 273조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

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

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4에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들 역시 소송이 개시되기 전에

사전적 준비라는 의미에서 포렌식 준비제도와 유사성이 있지만

기소 이후에 피고인 또는 증인 신문에 한정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을 선별하여 제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다.

3. 기업에서의 도입 사례

1)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사례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사항으로 정책관리, 취급

관리, 인적관리, 물적관리 등 크게 4가지로 나누고, 기술적 요구사항으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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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기술적

준비도

서버 및 DB 보안설정여부 분기별 점검 및 조치결과 기록

외부침입자 

방어 및 대응
방화벽 침입탐지 및 모니터링 시스템

전자문서 

불법사용 

제한

문서암호화 (DRM)기술적용

암호화하여 이메일 전송

비인가 

저장매체 

제한

이동식 저장매체를 통한 복사 제한

네트워크 

보안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허용된 장비만 유선 네트워크 및 무선AP

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함

로그기록 

유지
PC, 보안프로그램, 네트워크 장비, 서버 등 로그파일 기록 및 보관

모의훈련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보유출 사고 대응 모의훈련 수행

도구/솔루션
쓰기방지장치와 저장매체 이미징 장비 도입(WriteBlocker, Falcon 등)

디지털 증거 분석 솔루션 도입(EnCase, FTK, Autopsy 등)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하에서는 기술적 요구사항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적 요구사항의 주된 내용은 로그기록

보존과 DRM 도입 및 매체제어, 네트워크 보안, 포렌식 장비 및 솔류션

도입이 주된 내용이다.

<표 3.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포렌식 준비도 구조>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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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사고 사후 대응을 위한 사례

산업기술 침해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포렌식 준비도를 위한 기술적 항

목으로 다음과 같이 9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었다.

① 이벤트 로그 모니터링을 보관함으로써 응용프로그램의 설치 이력, 사

용자의 로그온 성공실패 로그 등을 보관하도록 하고, ② 프리패치 설정

을 함으로써 악성프로그램 등 실행파일의 흔적을 확인한다. ③ 방화벽

로그 설정을 활성화하고 ④ 크래시 덤프를 설정하고 ⑤ 파일시스템의 레

지스트리 변경을 통해 파일의 마지막 접근시간 설정을 활성화하고 ⑥ 시

스템 복원지점 / 볼륨 섀도우 설정을 통해 시스텀 복원 기능을 활용하고

⑦ $LogFile 감사를 통해 파일의 변경이력을 확인하고 ⑧ 각종 장비에

대한 로그 설정을 강화하며 ⑨ 정기적인 로그 백업을 제시하였다.84)

3) 금융회사 침해사고 준비도 사례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디지털포렌식 기술이 침해사고 원인 분석 및 예방과

탐지를 위해 민간에도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 및 금융기관의 경우 해킹 등 다양한 침입경로로 인해 금

융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에 비해 포렌식 준비도의 중요성이 높

다 하겠다.

국내 금융회사의 침해사고 유형은 내부망 해킹이나 금융기관 홈페이지

83) 문국현,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준비도 설계, 2020

84) 김은광, 보안사고 사후 대응을 위한 포렌식 준비도 구축에 대한 연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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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사항 세 부 내 용 항목

침해사고 및 

디지털 증거 식별

보호자산 식별

업무리스트 등 업무현황

고객정보 보유현황

시스템 및 네트워크 현황

침해사고 유형분류

전산자료 및 프로그램 조작

정보유출사고

내부망 해킹

시스템 위변조

디도스 공격

침해사고 관련 디지털 

증거식별

하드디스크, 네트워크 동신 및 접속로

그

요구사항 식별 법적 요구사항 식벌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요구 

및 제안사항

위변조, 내부직원 등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 등 다양하다. 2011. 4 12. 디

도스 공격을 통한 농협 전산망이 마비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전

산장애의 원인은 농협에서 상주하던 협력사 직원의 노트북에서 시스템

파일 삭제명령이 내려졌고, 명령이 실행된 5분동안 전산서버 약 275대에

서 에러가 발생해 고객 거래 원장 등이 일부 훼손되어 이를 정상화 하는

데 일주일 가량이 소요되었다.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침해사고 준비도에 필요사항을 세부내용과 항목으

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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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요구사항 식별

통합 포렌식 도구

활성데이터 수집/분석 도구

디스크 이미징/복제 도구

모바일 포렌식 도구

데이터 복구 도구

인적요구사항 식별 포렌식 관련 교육이수 인력

IT 인프라 구축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정책 

수립

사전준비-증거수집-보관및이동-조사

분석-보고서 작성

디지털증거 보존 정책 수립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

감독규정에 따른 거래 등 기록

시스템 아키텍쳐 정의 및 

구현
금융회사 네트워크 구간 분리

테스트 및 평가 매뉴얼 제작 및 활용

디지털증거 수집 및 보존 수집 및 보존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속적 관리

준비도 정책 관리체계 수립 데스트 및 평가 반영

지속적인 직원 교육 및 

인식제고
외부 전문 교육프로그램 활용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사 정보보호 점검 등 역량 유지

<표 4. 금융기관 침해사고 준비도 필요사항>85)

85) 김대은, 김용현, 금융회사침해사고준비도에관한연구, 2017 전자금융과금융보안(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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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소결(국내도입 가능성)

국내에서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정 당시 포렌식 준비도

를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두고, 기업의 규모별로 의무조항을 구분할 계

획이었으나 최종 시행령에서는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86) 하지만 현재

국내 일부 금융기관 및 기업에서는 영업비밀 유출방지나 보안사고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포렌식 준비도를 도입하고 있다. 디지털증거의 휘

발성과 변조가능성 등 편집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사전에 증거를 확보

하지 못하면 증거가 아예 삭제되거나 훼손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위험이 높고, 장기간 동안 침해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

생한다. 따라서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고 디지털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증거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써 포렌식 준비도의 도입이 필

요하다. 포렌식 준비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포렌식 도구와 장비를 구

축해야 하고, 그 장비를 운용할 전문 인력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소

규모 기업의 경우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도입에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4(이용자의 정보보호) ① 정부는 이용자의 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권고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

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개인 및 기업의 내부정보를 보존하고 있는 기업은 위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지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 법률 조항에 따라

공공적 성격을 가진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포렌식 준비도가 구축된 전

문기관에 저렴한 비용으로 데이터 보존을 위탁하는 아웃소싱 방식이나

86) 김지선, “보안 사고때 원인분석 신속하게”, 디지털타임즈, 2011.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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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보조금지급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

어 디지털포렌식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교육기관을 확충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포렌식 준비도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포렌식 준비도의 시행 초기에는 장비구축을 위한 비용 발

생과 전문 인력채용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기업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포렌식 준비도를 도입함으로써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및 유출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고, 장기간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에서 포렌

식 준비도를 통해 보관중인 기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5장합리적인포렌식준비도의제시

제1절. 기업 포렌식 준비도 표준 가이드라인

포렌식 준비도는 성폭력 등 개인범죄에서 적용하기 보다는 주로 회

계 부정이나 횡령과 같은 기업 범죄의 경우에 있어 그 활용도가 크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안티포렌식 환경하에서 기술적으로 모든 제

약을 극복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증거 수집에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

도적 보완책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바, 보완책의 첫 번째 방법으로

기업에 일정한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포렌식 준비도 가이드라인을 제

정하는 방안이다. 최근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내부감

사를 위한 포렌식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으며, 포렌식 전문인력의 채용

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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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의 형태로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포렌식 준비도를 통해 파일

의 접근·열람·수정·이동 등 로그이력을 중앙집중화하여 관리·보관하고,

보안침해사고 발생시 이와 같이 보관된 기록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

능하다.

또한 포렌식 준비도를 통해 기업의 관리·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를

현행과 같이 강제수사 방식인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본고 제4장 제2절에서 살펴본 전자증거개시제도의 개념을 변

형하여 법원의 보존명령을 통해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전자증

거개시제도에서는 공개되는 자료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한데 반해, 법

원의 보존명령을 통해 보존하고 제출받는 자료는 수사상 관련된 사

항에 관해 범위를 엄격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법원의 보존명령을 통해 일정기간 자료를 보존하도록 보존명령을 하고,

향후 수사상 법정에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으로 법원의 제출

명령을 통해 보존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현재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투

입하는 인력과 장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포렌식 준비도를 통해 보관하고 있는 기존의 자료를 변경·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인한 영업의

침해를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칭함) 제

45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 위 법은 그 적

용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한정하고 있어, 이를 곧바로 일반기업에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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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

를 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기기ㆍ설비ㆍ장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이

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지키도

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2. 정보의 불법 유출ㆍ위조ㆍ변조ㆍ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4.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ㆍ조직ㆍ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

5.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하지만 포렌식 준비도가 시행이 되면, 일반기업에서도 일정 부분 민감

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고, 법원의 보존명령 및 제출명령이 있으면

이를 보존하고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일부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포렌식 준비도를 도입한 기업에서

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준하는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통망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집행현장에서 활용되

고 있는 포렌식 수사기법 등을 토대로 기업에서 포렌식 준비도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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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포렌식 준비도

표준 가이드라인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기업 포렌식 준비도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Ⅰ. 기업 포렌식 준비도(안) 가이드라인

기업 포렌식 준비도 가이드라인은 크게 4개의 주요 정보에 대한 보관 의무화 조치

와 보존명령된 자료의 보존조치, 정보관리 책임자 지정, 포렌식 솔루션 구축, 포렌식

준비도를 통한 내부감사 의무화 조치로 구성된다. 포렌식 준비도를 위해 의무적으로

보관할정보로는시스템정보, 사용자계정, 네트워크로그, 웹사이트, 이메일, 전자결

재문서로정의하였다.

[그림 2] 윈도우 이벤트 로그 화면 캡쳐-보안패치 설정

윈도우에는 시스템에서 발생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이벤트

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 로그에는 시스템 구성요소에 의해 생성되는 이

벤트가 기록되는 시스템로그, 응용프로그램의 생성 및 실행을 기록하는

프로그램 로그, 로그온 실패/성공, 보안 정책 변경과 같은 보안로그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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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다.

기업 포렌식 준비도 가이드라인은 운영체제 자체에서 남기는 로그 이외

에 외장 장치 연결내역, 사용자 계정 정보, 파일 변경 이력, 서버 접속이

력 등을 로그를 포함하고 있다.

1. 정보 보관 의무화 조치

이하에서는 총 6가지의 보관 의무화 조치에 대해 기술하였다.

1) 시스템정보 보관 의무화

현재 일부 기업에서는 보안정책에 따라 기업내에서 생산되는 문서는 자

동으로 중앙서버로 이관이 되고 로컬에서 저장이 금지된다. 또한 시스템

이 종료되기 직전 로컬에 임시 저장된 파일까지 전부 삭제되도록 프로그

램되어 있다. 이런 보안정책으로 인해 로컬 사용자 pc에서는 로컬시스템

의 온/오프, 운영체체 설치일자, 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 내역, 외장장치

연결 내역 등이 확인되는데, 이런 자료들은 시스템 보관 정책에 따라 그

내역이 단기간에 삭제되기 때문에 로그를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보존하도

록 해야 한다.

2) 사용자 계정 보관 의무화

사용자 계정에 할당된 아이피 관리를 통해 공유폴더 접근내역 및 중앙서버

에서 다운로드 받은 문서파일 등의 이력을 보존하도록 한다. 이 경우 파일을

요청한 사용자 정보, 사용자가 파일을 요청한 시간, 다운로드가 완료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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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남기도록 해야 한다. 이때 시간정보 등의 편집이나 변경을 막기 위해 매

일 서버와 주기적인 시간동기화를 통해 자료의 변경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네트워크 및 방화벽 로그 설정 의무화

최근 대량의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업로드되어 보관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 저장공간이 로컬에서 클라우드로의 이동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이

동의 기본은 클라이언트-서버(일대일, 일대다, 다대다), 클라이언트-서비스

가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된 구성으로서, 클라우드에 보관된 자료는 데이

터의 생성, 수정, 변경 등 시간정보를 입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파일이

업로드 되는 경우 업로드한 시간으로 생성 수정이 변경되며 이와 반대로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되면 다시 다운로드한 시간으로 생성·수정이 변경된

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네트워크에서 데이터의 이동이나 다운로

드 등에 대한 패킷의 크기와 패킷이 송·수신된 시간, 방향(인바운드, 아웃

바운드)등에 대해 [그림 3]과 같이 사용자의 아이피 등 로그를 보관함으로

써 사용자와 데이터의 이동시간을 특정 할 수 있다.

[그림 3] 윈도우 방화벽 로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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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화벽 장비 등의 로그이력은 그 보존기간이 짧아 주기적으로

백업을 통해 일정기간 자료를 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 웹사이트 이용 내역 보관 의무화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검색한 검색어나 방문한 사이트 이력과 접속시

간, 웹하드 접속 주소 등은 수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기업

에서는 비용이나 서버 용량의 한계로 인해 그 저장기간이 짧고, 개별 사

용자에 의해 자료가 임의로 삭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서버와

동기화를 통해 웹사이트 이용내역과 검색어 등을 별도 백업서버에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여 데이터의 삭제를 방지하고, 법원의 보존명

령이 있을 경우에 그 자료를 보존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메일 아카이빙 도입 의무화

메일 아카이빙이란 기업의 모든 메일 데이터를 별도의 서버에 보관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메일서버와

는 별도의 공간에 독립적으로 보존관리하여 필요시 메일자료를 간편하게

복구하고 효율적인 정보관리를 도모하는 솔루션을 말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2020. 12. 10. 시행)’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법 제5조 제1항에서 ‘전자문서가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

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

호에서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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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메일의 수신자, 발신자 및 수·발신에 관한 이력이 보존되도록 메일 아카이

빙을 도입하면 실시간 복구, 백업, 데이터 선별 및 통계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즉, 사용자 또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실수로 삭제된 메일

이나, 퇴사한 직원의 메일도 복원이 가능하고, 해당 기간을 선택해서 선별

적으로 저장된 메일을 추출할 수 있고, 관리자 권한을 통해 사내 메일 송

수신 내역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6) 전자결재 문서의 보존 의무화

기업내 품의서, 신청서, 지출결의서 등 다양한 종류의 문서가 전자결

재를 통해 신청이 되고 승인된다.

따라서 전자결재가 완료된 최종문서는 PDF 파일형태로 변환하여 결재

가 완료된 이후에 문서의 수정·편집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때 기안자

와 중간결재자, 최종 승인자 및 기안일시, 승인일시가 포함된 이력을 보

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집행현장에서 전자결재 서버를 압수하는 경우, 본문과 첨부문서를 별도

로 추출하여 수집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문과 첨부문서를 일

괄하여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도 필요하다.

2. 보존명령된 자료의 보존조치

디지털증거로서 수사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에 대해 임의접근을

통한 정보의 변경이나 훼손, 삭제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써 전자증거개

시제도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즉 수사기관이 기업이 보존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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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대해 법원에 보존 명령을 청구하여 압수수색을 통하지 않고 신속

히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법원의 보존명령은 기존의 압수

수색영장 집행과 달리 실제 데이터를 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자

료를 보존하는 조치로써 기업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최소화하고 단지 법

원에 제출될때까지 그 자료를 보존하도록 명령하는 조치이다. 그렇기 때

문에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이나 개인정보침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법원의 보존명령에 따라 기업의 자료를 보존조치하더라도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편집, 삭제, 훼손, 악성 코드에 의한 오염 등 증거가 오염되거나

손상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런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써 ① RDX87)와 정전기 방

지봉투 및 봉인지를 보급하도록 하고, ② 기존에 운영되던 시스템의 자

료를 백업하여 파일로 생산한 후 암호화하여 시스템에 보존하게 하고,

③ 소규모 기업에 한해 아웃소싱을 도입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같은

공공적 성격을 지닌 제3의 기관을 지정한 후 법원의 보존명령으로 보존

된 자료를 보존조치하도록 하고, ④ 보존자료의 봉인 해제 및 열람, 보존

된 자료의 이동이 발생하면 전체 이력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남도록 하여

야 한다.

3. 제출명령된 보존자료의 제출조치

법원의 보존명령을 통해 기업은 일정기간(최장 90일을 넘지 않는 한도

에서) 자료를 보존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자체적으로 보존조치가

87) 이동식 미디어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테이프보다 빠른 랜덤 엑세스 성능, 높

은 전송 속도 및 데이터의 이동성, 오랜 보관 주기와 같은 백업저장장치를 말하

며, 현재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특사경에서 보급하여 디지털 증거를 송

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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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같은 제3의 기관에 아웃소싱하는 방

안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사항이다.

수사기관은 수사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인 혐의를 확정하기 전까지 우선

적으로 법원의 보존명령을 통해 자료를 보존조치하고, 법정에 제출이 필

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제출명령을 청구하여 보존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존조치된 자료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출명령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고, 관련성

있는 자료만을 혐의사실 기간과 키워드로 한정해서 엄격히 선별하여 확

보하도록 제출절차를 통제해야 한다.

4. 정보관리 책임자 지정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36조의8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90일 이내

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렌식 준비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

업에서도 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포렌식 준비도 표준 가이드 라인

의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지속적인 직원 교육훈련을 한다면 정보보

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원의 보존명령에 따라

보존조치된 데이터가 법정에 제출명령이 있을때까지 그 자료의 변경 및

훼손을 방지하도록 책임자의 지정이 필요하다. 데이터를 서버에 중앙집

중화하고, 정보관리 책임자를 통해 서버실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한편, 지문 인식이나 사번입력 등 출입 패스정책을 통해 출입 이력을 남

겨 이를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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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렌식 솔루션 구축

포렌식 준비도에 따라 기업에서 디지털 증거를 보존하고 있더라도 그

증거가 훼손·변경되지 않도록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수집하는 과정도 매

우 중요하다. 따라서 디지털증거를 훼손·변경을 막기 위한 포렌식 솔루

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포렌식 장비와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렌식 장비에는 쓰기방지장치(WriteBlock), 이

미징 전용 장비(Falcon), 대용량 데이터 분석 장비(Nuix, EnCase,

X-ways, FTK) 등 이 있으며, 이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포렌식 전담팀

이나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포렌식

장비의 유지·보수와 이를 운용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보수 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여야 한다.

6. 포렌식 준비도를 통한 내부감사 의무화

2019. 7.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한 이후, 금융위원회는

2019. 12. 26. 보도자료를 통해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

여, 경영진이나 회계, 자금, 재무 보고 담당자가 연루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

정 등 감사에서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1. 11.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안)을 제정하였고,

제7조(감사증거의 입수 등) 제4항 4호에서 디지털 포렌식 감사를 명문화하였다.

현재 디지털포렌식 시스템을 도입한 기관은 검찰, 경찰, 해경을 비롯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이 있다. 대기업에서도

포렌식을 통한 자체 내부감사가 시행된 지 이미 오래전 일이고, 포렌식 장비

등이 구축되지 않은 기업에서는 포렌식 전담인력을 갖춘 로펌에 의뢰하여



- 96 -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에서의 중요 정보가 대부분 디지털 문서로 저장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아날로그 방식의 감사 기법으로는 문제점이나 해결책을

찾기 힘든 점 등 적절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에 포렌식

준비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업에서는

이를 통해 정기적인 내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면 잠재적인 소송비용을 절

감하고 침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2절. 법령 및 제도 개선안

Ⅰ. 전자증거개시제도를 활용한 보존·제출명령 도입

형사소송법은 제15장에서 증거보존제도를 명시하고 있는데, 제184조

제1항에서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증거보전

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보전은 공소가 제

기된 사건에 한해서 증거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

정으로, 기소 이전의 수사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에서

기술한 제4장의 전자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여 기소전 수사단계에서 활

용할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오늘날 대부분의 자료가 전자정보 형태로 저

장되어 있고, 이러한 전자정보는 상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특히, 원격으로 접속하여 데이터를 삭제·폐기하는 경우, 그 행위 및 행

위자를 특정하기 힘들고, 어느 장소에서 접속하여 무슨 데이터가 삭제

되된 것인지 추적이 어렵고, 삭제된 전자정보의 복구 또한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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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소전 수사단계에서부터 포렌식 준비도를 통해 기업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법원에 보존명령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

토하였다. 수사기관에서 보존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발부한 보존

명령을 통해 일정 기간동안(최장 90일 이내) 정보의 삭제나 훼손을

금지시키는 임시적 보존조치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이와 유사한 제

도로는, 사이버범죄 방지협약 제16조를 들 수 있는데, 제16조는 초국

가적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신속한

보존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 가입국은 컴퓨터데이터를 보존하도록

명령을 통하여 최장 90일 동안 이러한 컴퓨터데이터의 무결성을 보

존하고 유지하여 이를 권한 있는 기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 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제16조 (저장된 컴퓨터데이터의 신속한 보존) 1. 컴퓨터시스템에 의해서 저장되어 있는 

통신데이터를 포함한 특정한 컴퓨터데이터가 특히 손실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국은 이러한 데이터의 신속한 보존을 자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명령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 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가입국은 어떤 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특정한 저장된 컴퓨터데이터를 보존

하도록 명령을 통하여 요구함으로써 제1항을 실행한다면, 가입국은 필요한 만큼의 기간 

동안, 최장 90일 동안 그 자가 이러한 컴퓨터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존하고 유지하여 이

를 권한 있는 기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 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가입국은 그러한 명령이 연속하여 연장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3. 각 가입국은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기간 동안 이러한 절차의 수행을 비밀리에 할 수 

있도록 보관자 또는 컴퓨터데이터를 확보해야 할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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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컴퓨터 데이터의 압수는 데이터가 저장되

어 있는 저장매체의 압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조약 제16

조의 규정은 컴퓨터 데이터의 신속한 저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94

조 이하의 압수규정을 통하여 보호되고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은 “동결

(frozen; 예컨대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란 의미에서 증거상 중요

한 컴퓨터 데이터의 단순한 확보를 위한 명백한 규정은 없지만 다른 조

치로써 컴퓨터 데이터의 제출은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컴퓨터 데이터

의 확보는 형사소송법 제94조 이하의 압수에 대한 규정을 통하여 가능하

다.88) 우리나라는 현재 사이버범죄 방지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국내 안티포렌식 수사환경에서 디지털증거 수집을 위해 위 협약이 규정

하고 있는 보존명령조치는 매우 유의미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협약 가입

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보존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의 보존명

령으로 기업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보존조치하도록 의무화하며, 추후

필요시 보존된 자료의 제출명령을 통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법원의 제출명령과 관련하여 유사한 제도로써 사이버

범죄 방지협약은 제 18조에서 제출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법상 제출명령과 관련한 근거법률로써 민사소송법 제294조를 들 수

있는데, 이 조항에서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에서

는 사실조회로 불리고 있다.

또한 제출명령과 유사한 제도로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들 수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3호와 관세법 제116조 제1항 2호, 금융실

88) 박희영, 독일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비준에 관한 법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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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1호에 각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이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들은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해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

과 영장을 통해 강제적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두가지 방법을 동시에 규정

하고 있다.

요약컨데, 1차적으로 법원의 보존명령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디지털증

거를 일정기간 보존조치하고, 2차적으로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해 보존된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18조 (제출명령) 1. 각 가입국은 a) 어떤 자가 자국의 영토 내에서 소유하고 있거나 지배하고 있

고 컴퓨터시스템 내에 또는 컴퓨터데이터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특정한 컴퓨터데이터를 제출하

고, b) 서비스제공자가 가입국의 영토 내에서 그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지배하고 

있는 가입자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관할 기관에게 부여하도록 필요한 입법적 조치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 조에 의한 권한과 절차는 제14조와 제15조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3. 이 조에서 의미하는 가입자정보란 컴퓨터데이터의 형태로 또는 그 밖의 다른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로써, 통신데이터나 내용관련 데이터 (이외의 것으로)를 제외한,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이용

자에 관한 것으로써 서비스제공자에게 보관되어 있고, a) 이용 중인 통신서비스의 종류, 이 서비스에 

관련되는 기술적 조치 및 서비스의 기간; b) 가입자의 신원, 주소, 전화와 그 밖의 접속번호, 통신서비

스와 관련한 계약이나 협약에 근거해서 이용될 수 있는 요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 c) 통신서

비스와 관련한 계약 또는 협정에 근거하여 존재하는 전기통신시설이 있는 장소에 관한 그 밖의 정보를 

통해서 확정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제1절 기업 표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포렌식 준비도를 통해 기업이

보관중인 전자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③항 보존명령을 도입할 것을 제

안하고, 보존명령 또는 ④항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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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 행 개 선 안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

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

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

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

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

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

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

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

매체와 관련하여 정보를 삭제하거나 제

출을 거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

방법원판사에게 정보의 보존을 청구하

여 허가를 받아 발부받은 허가장에 의

하여 보존명령을 할 수 있고, 그 기간

은 90일 이내로 한다.

④ 검사는 법원의 보존명령으로 보존된 

정보저장매체와 관련하여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

정하여 제출명령을 청구하여 지방법원판

사가 발부한 제출명령으로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의 보존명령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의 포렌식

준비도 도입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Ⅱ. 형법 제155조 제1항 처벌규정 강화

1.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증거인멸 등 처벌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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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5조 제1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처단하도록 규정되

어 있는데 1995년 개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변화하는

IT기술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안티포렌식 기술의 발달로 인해 안티포렌식을 이용해 디지털문서화된 데이터

를 삭제·은닉하거나 훼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면 일반 물건에 비해 복구가능

성이 현저히 낮고, 증거 인멸 행위가 있었는지 자체를 파악하기 힘들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증거를 은닉하는 경우, 데이터의 저장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고, 집행도중에 원격 접속을 통해 데이터를 고의로 삭제할 우려가 있으며 데이

터가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협조없이는 복호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된다.

또한 위·변조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의 시간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를 조작하면 그 흔적을 찾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시간정보가 오염되어 사건

의 실체가 왜곡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 큰 장애물이 된다.

2020년 8월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0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된 인원은 98명에

그쳤으나 매년 꾸준히 늘어 2018년에는 751명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기소된 인

원도 22명에서 59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범죄현장에서 발생하

는 증거인멸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89) 왜냐하면 디지털 기기 자체

의 파손 등을 통한 증거인멸이 아닌 디지털 기기내 전자정보의 삭제, 훼손, 은닉

등을 통한 증거인멸 행위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 특성 때문이다.

디지털 증거가 손상이나 훼손없이 법정에 제출되면 그 증거가 사용자에 의해 인

위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되는 특성으로 인해 객

관적인 입증 자료로써 증거의 가치가 매우 높다. 하지만 역으로 안티포렌식을 통

해 증거가 오염이 되면 신뢰성을 잃게 되고 더 이상 증거능력을 갖지 못한다. 디

89) 한국일보, 2020. 8. 3.일자 기사, ‘휴대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자료삭제?

수사현장 증거인멸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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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증거의 인멸로 인해 혐의 입증이나 여죄 등을 발견할 수 없는 중한 결과의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주된 범죄의 형이 증거인멸죄의 형보다 중할 경우, 증

거인멸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디지털 증거의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여 단서 조항에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별도로 신설하여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처벌 규정 강화를 제안한다.

현 행 개 선 안

제155조(증거인멸 등) ①타인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

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제155조(증거인멸 등) ①타인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

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단, 전자기록등 특수매체

기록을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

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Ⅲ. 영장 별지의 개선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방법에 관해 규정하

고 있으며, 경찰청 훈령인 디지털증거 수집 및 처리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에서 디지털 데이터 또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과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 및 방법의 제한에 따르도록 규

정하고 있다. 현행 압수수색영장은 원본 압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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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삭제·폐기할 경우 집행현장에서 단기간에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고, 삭제 폐기된 정황을 찾는것도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삭제·폐기된 증거를 복구하지 못하면 그 증거가 혐의사실과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인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삭제·폐기된 증거의 복구가능성을 높이기 위

해 원본 반출을 폭 넓게 허용하고 그 대신에 원본 반출된 저장매체의 분석에 피

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 준다면 무관정보의 압수나 방어권이 침해를 줄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영장별지를 통해 원본 반출시 그 반환 기간을 10일 이

내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안티포렌식 기술의 발전 등 급변한 디지털 수사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안티포렌식을 통한 암호화나 삭제·폐기시 그 복구에 상당한 시

일이 소요되고, 삭제·폐기정황이 있는 원본매체 자체가 법정에서 증거인멸 등 범죄

의 입증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

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

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부정과 같은 범죄의 경우에 저장매체에 이중장

부가 작성되어 있을 수 있고, 특히 성범죄의 경우 그 저장매체 자체에 영상이 기록

되는등범행에제공한물건이기때문에몰수뿐아니라폐기까지고려해야한다. 하

지만 영장별지의 10일 이내 반환규정은 이런 수사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더

구나 영장 항고제가 인정되지 않는 국내 법제에서는 원본 반환의 기간 제한은 포렌

식수사관의분석재량을과도하게제한하며변호인은이규정을근거로압수절차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별지를 통해 원본을 지체없이 반환 또는 10일 이

내 반환토록 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압수물의 가환부··환부를

통해 압수물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현행 압수영장 별지를 아래와 같이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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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안

① 집행현장에서의 하드카피·이미징이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② 혐의사실과 관련될 개

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폐기된 정

황이 발견된 경우, ③ 출력·복제에 의한 

집행이 파압수자등의 영업활동이나 사

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 ④ 그 밖

에 각호에 준하는 경우

 ① 집행현장에서의 하드카피·이미징이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

란한 경우, ②항 전자정보가 삭제·폐기된 

정황이 발견된 경우, ③ 출력·복제에 의한 

집행이 파압수자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

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 ④ 그 밖에 

각호에 준하는 경우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할 때에는 피압수

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한 가운데 원본

을 개봉하여 복제본을 획득할 수 있고, 

그 경우 원본은 지체 없이 반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반출일로

부터 10일을 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할 때에는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한 가운데 원본을 개봉

하여 복제본을 획득할 수 있고, 그 경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

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

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제3절. 소결

기업의 입장에서는 포렌식 준비도가 도입되면 기업의 자산을 체계적으

로 관리하고 내부자료 유출을 방지하며,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향후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기업자산의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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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통해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 내

부에서 사전에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면 조직내

구성원의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수집이 신속 용이한 장점이 있다. 보존명령을 통

해 보존된 데이터를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해 제출받음으로써 압수수색영

장 집행 등 강제수사를 최소화하여 기업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안티포렌식으로 인한 데이터 삭제·폐기나 보존기간의 경과로 인한 삭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영장 별지를 개선하여 원본 반출을 허용기준

을 완화하고 포렌식 수사관의 분석기법의 활용도를 넓혀 줌으로써 삭제

된 데이터의 복구율을 높일 수 있고, 또한 원본매체 압수의 필요성이 없

는 경우에는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제도를 통해 재판 종결전이라도 원본

매체 반환이 가능하다.

제6장 결론

현행 형사소송법 등 우리나라의 법제에서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

수색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원본 매체의 반출과 복제를 금지하여 압수수

색의 범위와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2021. 1. 1.부터 시행된 「검

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 41조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원본을 복제하거나 반출하더라도 데이터를 선별하여

압수한 다음 반출한 원본을 즉시 반환하거나 복제본을 삭제하도록 규정

하였다. 이에 따라 사경에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 원본 이미징

을 삭제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다투게 되면 범죄입증을 위

해 원본 이미징을 현출할 수 없는 등 디지털증거 수집절차가 더욱 어렵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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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IT 기술과 안티포렌식의 발달로 인해 삭제한 데이터의 복구 가

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고, 데이터가 물리적 위치를 벗어나 클라우드

에 저장되고 있어 압수할 장소와 물건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압수할 데

이터의 양이 방대할뿐 아니라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등 관련데이터를

선별하여 압수하기에는 기술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암호화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증거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해야 한다. 하지만 복호화에 장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복호화 기술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

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복호화를 통헤 데이터를 열람조차 할 수

없어 상대방의 협조없이는 사실상 선별압수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증거수집을 지연․방해하는 안티포렌식의

유형과 디지털 증거 수집 관련한 국내·외의 기술적·법제도적 규제에 따

른 실무상의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 민사소송에서 시행되고 있는 ‘e-discovery’ 와 국내·외에

서 발표된 ‘포렌식 준비도’를 고찰하고 이를 연구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

한 ‘기업 포렌식 준비도 표준 가이드 라인’을 제안하였다.

포렌식 준비도를 통해 기업 내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파일의 수정 및

실행, 삭제 내역, 이메일 수·발신 내역, 암호화 등에 대한 자료를 법원의

보존명령을 통해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하고, 향후 수사상 필요시 이와

같이 보관된 자료를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해 수사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강제수사를 최소화하

고, 강제수사로 인해 낭비되는 물적, 시간적, 인적 비용을 줄이는 한편

기업의 영업활동의 자유와 사생활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해 줄수 있을 것

이다. 다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보다 보존명령을 통해 확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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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료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보전명령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법원의 심

사를 통해 보존명령 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디지털 기술이 인간

의 모든 생활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저장되는 정보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안티포렌식 기술도 빠르게 발전할 것이

다. 범죄수사에 있어 수사의 성패는 디지털 증거 수집 여하에 달려 있을

만큼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 질 것이다. 따라서 포렌식 준비

도를 통해 신속한 디지털 증거 수집은 필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포렌식 준비도’의 전면 도입에 앞서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포렌식 준

비도 구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에 대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종국적으로 포렌식 준비도를 통해 안티포렌식에 대응함으로써 디지털

증거 수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논지이다.

아울러 디지털증거의 수집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 법률의 개정안과 실무

에서 발부되고 있는 압수수색영장 별지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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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f response to
Anti-Forensic environment and

digital forensic readiness

In modern society, as various digital devices are released and 

their use is common, the storage capacity of digital devices is 

increasing and digital documentation is accelerating, in which 

paper documents stored in the conventional form of general 

documents disappear.

Due to such digital documentation, most important data of not 

only individuals but especially companies are stored and managed 

in the form of digital documents. This change is more pronounced 

in criminal investigation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corporate 

crimes such as accounting fraud or trade secret leakage, most of 

the evidence has been converted into digital evidence. For this 

reason, the search and collection of digital evidence has taken a 

more important position in criminal investigations. Currently, 

efforts to collect digital evidence through digital forensic 

technology research and efforts to inhibit it through anti-forensic 

technology coexist and compete with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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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early 2000s, e-discovery (electronic disclosure system) was 

introduced in civil litigation, requiring electronic evidence to be 

submitt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litigation, thereby 

increasing the speed and efficiency of litigation, and sanctioning 

the counter party who fails to comply with the order to submit 

evidence in litigation. or give a disadvantage that leads to a 

losing judgment. In the UK, since around 2009, Digital Forensic 

Readiness, which allows an environment to collect digital 

evidence in criminal litigation to be established in advance, has 

been institutionalized and forensic equipment such as digital 

document management system and data indexing software has 

been established and utilized.

However, the relevant legal system in Korea has some difficulties 

in responding to such an anti-forensic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 uniform discipline that ultimately restricts the method of 

seizure to selective seizure has limitations in regulating the 

dynamic reality of seizure and search that requires the seizure of 

digital evidence while overcoming the anti-forensic environment.

In terms of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right to defense', our legal system related to the seizure of 

digital evidence has been enacted to be carried out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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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of relevant parties to the minimum necessary extent, 

which contributes to securing such as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human rights of defendants, witnesses, etc'. However, it 

inevitably imposes barriers to information access and restrictions 

on the use of forensic technology and autonomy in case of seizure 

and search, especially in the anti-forensic environment, which 

exposes the limitations of domestic digital evidence collection.

In this paper, we will first look into the restrictions and 

limitations in the technical aspects we face in collecting digital 

evidence in the dynamic reality of seizure and search. In 

particular, we will look at the types of anti-forensics and their 

limitations. Next, we will probe the domestic legislation and 

various factors that are inappropriate to respond to the 

anti-forensic environment. Lastly, the concept and case of both 

e-discovery system enforced in civil litig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forensic readiness is implemented in British criminal 

litigation are studied. By comparing the two systems, I will 

propose a guideline for forensic readiness suitable for the 

domestic environment, and seek a way for companies to 

voluntarily participate in order to institutionalize it.

The two ideologies of ‘discovery of the substantive truth’ and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the accused’ are mut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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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patible principles. Therefore, it must be realized in 

harmony and in mutual equality. With this thesis as an 

opportunity, I hope to overcome the anti-forensic environment,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the accused, and take one step 

closer to discovering the substantive truth.

ByungKap, Moon

Department of Mathematical Information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

keywords : digital evidence, digital

forensics, anti-forensics, forensic

readiness, e-discovery, search and

seizure, preservation order, submission

order

Student Number : 20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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