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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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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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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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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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석사 학위논문

온라인 동영상 파일의 증거능력과

증거수집 방안에 관한 연구

- 유튜브 동영상 파일을 중심으로 -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권 성 희



온라인 동영상 파일의 증거능력과

증거수집 방안에 관한 연구

- 유튜브 동영상 파일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효 원

이 논문을 이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학과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권  성  희

권성희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월

      위 원 장       이 병 영      (인)

      부위원장       이 효 원      (인)

      위    원       이 광 근      (인)



- i -

국문초록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산업의 확산으로 누구나 쉽게 동영상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 또는 사상을 대중에게 표현하고 그에 대해 서로

의견을 공유하며, 그것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내는 데까지 도달하였다. 그

중에서도 1인 유튜버는 아이템 선정부터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배급의 과정

까지 혼자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부 유튜버들은 대중의 관심을 끌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목적

이거나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목적으로 유튜브 방송

과정에서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 선거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등 여러 범죄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유튜브 방송 내용 자체가 사실관계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게시된 동영상 파일은 직･간접적으로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증거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유튜브 동영상 파일 원본은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책상 동영상 이용자는

그 사이트에서 시청만 가능하고 다운로드가 금지되어 있고, 유료로 회원

가입하여 오프라인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나 노트북에

저장할 수는 없고 유튜브 사이트에서 휴대기기로만 저장하여 일정한 기간에

한정하여 시청이 가능할 뿐이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유튜브 동영상 파일을 증거로 수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비공식적인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유튜브 동영상 자체를 직접 재촬영하여 해시값 생성 등 무결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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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유튜브 동영상 내용에 따라 재촬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그 방법도 매우 원시적이어서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임의의 프로그램으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것은 재산권 내지 저작권 침해 등 증거수집 과정에 있어서

적법절차 위반의 소지도 있다.

이에,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서비스업자나 동영상 콘텐츠 제작자의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면서도 적법절차를 통한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증거능력 확보가 가능한 효율적인 증거수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먼저, 일반적인 디지털증거의 특성과 증거능력, 증거수집 절차를

살펴본 다음,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구조 등을 통해 일반적인

디지털증거와 구별되는 온라인 동영상 파일의 특성을 확인하고, 그 특성에

따른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유튜브를 통한 범죄현황, 현재 수사기관의 온라인 동영상 파일에

대한 증거수집 실태를 확인하고, 해외의 입법 사례와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효율적인 증거수집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한 후,

그 필요성에 따른 동영상 파일의 증거수집 방안을 법제도적인 측면과 기술

적인 측면으로 나눠 제안하고자 한다.

법제도적인 측면으로 온라인 동영상 파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는 적법

절차 원리 확보와 기본권 보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외의 규정을 참고

하여 증거수집 절차를 명확히 법규화할 것을 제안한다.

기술적인 측면으로 먼저, 저작권 침해 없이 공개된 동영상을 적법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즉, 포렌식 도구의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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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그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방향은 검찰‧경찰 등 국가 기관에서 공동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공동 검증한 다음, 증거수집 과정에서만

사용하며, 증거수집의 전 과정을 기록화하는 것과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아울러, 증거수집 과정에서 증거수집 시간(시작, 종료) 특정, 콘텐츠

제공자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제공자의 도메인 네임, 주소, 웹페이지

리소스 파일, 수집 대상자의 IP, 로그기록 등 네트워크 패킷도 동시에 수집

하는 등 증거수집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검증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윈도우10에

내장된 동영상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그 녹화 파일의

속성 정보를 확인하여 기록하고, 해시값 확보 등 무결성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증거수집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제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증거물 인증 시스템

(DAS, Digital Authentication System) 및 검찰청의 컴퓨터(모바일) 포렌식

기구를 소개하고, 개발할 프로그램에 그 기능을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산업이 더욱더

발전될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는 현재 상황에서 증거수집에 대한 명확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증거수집 도구를 개발하여 신뢰성 있는 방법

으로 증거수집을 한다면 일반적인 디지털증거를 수집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어 수사의 효율성과 실체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법 이념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
주요어 : 온라인 동영상 파일,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증거수집 절차,

다운로드 프로그램, 유튜브 동영상 녹화, 해시값

학 번 : 2020-2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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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최고 흥행작 자리1)에 오르기도 한 바 있듯

이 모든 연령대에서 온라인 동영상2) 시청은 이제 특별한 활동이 아닌

일상생활이 되었다. 이러한 온라인 동영상 시청자 10명 중 9명이 유튜브3)를

보고 있으며4), 유튜브에는 매분 약 500시간의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있고,

매일 10억 시간 이상의 동영상이 조회되고 있다.5)

[그림 1] 동영상 시청 채널(그래픽 = 나스미디어)

1) 넷플릭스는 2021. 10. 13. “전세계 1억 1100만 넷플릭스 구독 가구가 한국 창작
자들이 만든 <오징어 게임>을 시청했고, <오징어 게임>은 지난달 17일 첫선을
보인 이후 총 95개국에서 ‘오늘의 톱10’ 1위에 올랐다”고 발표. 넷플릭스는 현재
190여개국에서 2억 900만여 가구의 유료 멤버십을 보유하고 있다(2021. 10. 13.자
한겨레, ｢‘오징어게임’, 넷플릭스 최고 흥행자 기록 썼다…‘브리저튼’ 제쳐｣).

2) 인터넷 플랫폼에 기반을 둔 영상 서비스는 온라인 미디어, 온라인 영상, 온라인
동영상, 인터넷 영상, 인터넷 동영상, 동영상 플랫폼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산업계와 학계에서도 명확한 기준 없이 혼재해서 쓰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온라인 동영상으로 통일하였다(강병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현주소와 발전
방안”,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간기술동향, 2010. 8. 7.)

3) https://ko.wikipedia.org/wiki/유튜브(구글이 서비스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2006년 구글이 인수했고,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공유 및 호스팅 사이트로서,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업로드‧공유할 수 있다)

4) nasreport316-2021_NPR_Digital-Media-Usage-Survey_2104.pdf. 디지털 미디어렙
나스미디어, ‘2021 인터넷 이용자 조사(NPR, Netizen Profile Research)’에 따른
동영상 이용 행태 결과

5) 2020. 4. 19. Top YouTube Statistics That Matter In 2020[infographic]

https://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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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현대사회는 유튜버가 직업군으로 들어오고 비즈니스

모델로서 증가하고 있으며, 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크리에이터는

브랜드 스폰서쉽 영상당 2천 달러를 받고 있다.

유튜브 통계분석 전문업체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국내

광고 수익 유튜브 채널은 인구 529명당 1개꼴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인구가 몇만 명 수준인 일부 섬나라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세계

1위이다.6) 유튜브 수익 창출 채널은 구독자 1,000명과 연간 누적 시청

시간 4,000시간으로 광고를 붙일 수 있는 사실상 전업 유튜브 채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산업의 확산으로 누구나 쉽게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그것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내는 데까지 도달하였다. 그 중에서도 1인

유튜버는 아이템 선정부터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배급의 과정까지 혼자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수익 창출과 연결된 조회수 증가를 위해 점점 더

과격한 발언과 영상 등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는 조회수를 높여 수익을

창출할 목적 등으로 온라인 방송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 공직선거법위반 등 여러 범죄를 일으키기도 한다. 심지어 최근에는

유명 인터넷방송 진행자(BJ)에게 앙심을 품은 남성이 BJ의 어머니를 살해

하는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는7) 등 인터넷방송 진행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인터넷 공간을 넘어 현실 세계로 이어지기도 한다.

6) 머니투데이, 2021. 2. 12.자 ｢국민 529명당 1명이 유튜버...세계 1위 ‘유튜브 공화국’｣
7) 매일경제, 2021. 10. 8.자 A29면 ｢‘강퇴’에 앙심 품고 복수…범죄 표적된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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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 내용 자체가 사실관계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동영상 파일은 직･간접적으로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증거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온라인 방송에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나, 증거로 사용되어야

하는 동영상 파일의 데이터는 분산 처리, 네트워크의 연결 등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해 존재하는 장소를 특정할 수 없거나 국경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유튜브 등 해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성범죄 등 특수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국내 수사기관에 유튜브 계정 운영자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유튜브 정책상 유튜브에 올려진 동영상은 원칙적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한 당사자 혹은 프리미엄 회원에 가입한 사람들이 유료

다운로드만 가능하며 그 외의 방법은 모두 금지되어 있다.

게다가, 유료로 유튜브 프리미엄 회원에 가입하여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더라도 그 화질에 제한이 있으며, 키즈 동영상으로 분류되면 다운로드가

아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기를 통해 다운로드한 자료는 오직 유튜브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PC에서는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물론 어느 경우이든 당사자가 다운로드를 하지 못하도록 설정한 경우에는

다운로드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최종 게시된 유튜브 동영상

파일은 제작자가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각의 이용자들이

저장·보유하지 않고 각국의 통신사마다 설치된 캐시 서버나 구글 데이터

센터에 존재한다.8)

8) http://namu.wiki/w/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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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온라인 동영상 파일은 누구나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

되어 있긴 하나, 다운로드가 금지 내지 제한된 상황에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저작권 침해 등 없이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그 동영상 파일을

효율적으로 증거로 수집할 방안은 무엇인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증거의 원본성 내지 동일성 문제와 관련하여 온라인

동영상 파일은 무엇을 원본이라고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동시에 동영상 시청 행태가 TV 등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단순히 시청하는 것에서 나아가 직접 찾아보는 형태로 변화하고,

콘텐츠 제작비용과 유통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온라인 동영상은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을 온라인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그 과정에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수사기관은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온라인 동영상 파일은 인터넷 기술 등 정보통신기술이 발전

하면서 그 파일 원본 서버가 외국에 있거나 구체적인 물리적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파일을 직접적으로 탐지, 수집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 동영상을 다운로드 금지 내지 제한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저작권 등 재산권 보장 측면으로 본다면 그것을 다운로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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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수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제한

등 기본권 제한으로 볼 수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콘텐츠 제작자의 동영상 파일 등 저작물은

재산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영상 파일이 범죄의 증거로

수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해 다운로드가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다운로드는 적법절차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파일의 다운로드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원리를 철저히 준수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원격지에 있는 증거, 국경을 초월

하여 엑세스가 필요한 증거 중 누구나, 어떤 기기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중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유튜브 동영상에 한정

하여 그 증거수집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처음부터 위조·변조된

동영상이 게시되어 있는 것은 논외로 하고, 게시되어 있는 동영상을 내용

그대로 증거 수집하여 법정에 제출할 때까지의 절차를 전제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제2장에서 먼저 일반적인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수집 절차를 관련 사건의 판례 등을 제시하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후술하는 온라인 동영상 파일을 증거로 수집할 때 고려하여야 할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 제3장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일반적인 원리, 특징 등을 살펴

보고, 온라인 동영상 중 유튜브 동영상의 동작 원리를 통해 온라인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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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의 특성을 일반적 디지털증거와 비교하여 검토한 다음, 판례에서 인정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요건과 비교하여 동영상 파일이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제5장에서 제시할 증거능력을 확보방안에

대한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최근 유튜브를 통한 명예훼손, 모욕 등 범죄 현황을 확인

하고, 판례와 구체적 사건을 통해 현재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동영상

파일을 어떻게 증거로 수집하는지, 법원에서는 그에 대한 증거능력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봄으로써,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현재 제시되고

있는 디지털증거의 수집 절차에서 현실적 한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한계에서 효율적인 증거수집이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온라인 동영상 파일의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원격지에 있는 증거수집

방안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및 우리나라의 현 법률이나 관련 규정을 살펴본

다음, 구체적인 증거수집 방안을 법제도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으로

나눠 제시하고자 한다.

법제도적인 측면으로 해외 규정을 참고하여 온라인 동영상 파일을 수집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규범화할 것을 제안한다.

기술적인 측면으로, 비록 유튜브 등 유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다운로드 금지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나 저작권법상 예외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목적상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참고하여 저작권 침해 없이

공개된 동영상을 적법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즉, 검찰‧경찰 등 국가 기관에서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검증한

다음, 프로그램은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용하며, 증거수집 과정을 기록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7 -

다음, 증거수집 과정에서 시간(시작, 종료) 특정, 콘텐츠 제공자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도메인 네임, 주소, 웹페이지 리소스 파일, 수집 대상자의

IP, 로그기록 등 네트워크 패킷도 동시에 수집, 기록화하여 증거수집 환경의

신뢰성을 확보할 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3의 기관에서 인증하고, 보관·관리함으로써

증거수집 후 위·변조 시비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이상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증거수집을 한다면 다양한 온라인 동영상

파일을 증거로 수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격지에 있는 증거 등 일반

적인 디지털증거를 수색하고 수집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장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거수집 절차

제1절 디지털증거와 적법절차 원칙

1. 디지털증거의 개념

가. 정의

디지털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9) 디지털증거에 대하여 “각종 디지털

9) 대검찰청,「디지털증거의수집분석및관리규정(예규제1151호, 2021. 1. 1. 시행)」제3조제2호



- 8 -

저장매체에 저장되거나 네트워크 장비 및 유·무선 통신상으로 전송되는

정보 중 그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어 증거로서 가치를 가지는 디지털

정보”로 정의하기도 한다.10)

디지털증거는 ‘유체물’이 아니고 각종 디지털 매체에 저장된 혹은 전송

중인 ‘정보’ 그 자체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도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증거는 정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도 이른바 ‘일심회 사건11)’에서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의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디지털

증거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이를 ‘디지털 저장매체’와

전자정보인 ‘디지털증거’는 구별하고 있다.

나. 전자 증거와의 구별

디지털증거라는 개념은 전자 증거(electronic evidence)라는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컴퓨터시스템이나 그와 유사한

장치에서 처리되는 모든 데이터가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컴퓨터에 의하여

생성된 전자적 기록은 모두 디지털화된 전자적 기록으로 파악될 수

있으므로 디지털증거와 전자 증거의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있다.12)

10) 탁희성·이상진, “디지털 증거분석도구에 의한 증거수집절차 및 증거능력 확보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6-21, 2006. 34면

11)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12) 탁희성,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일고찰”, ‘형사정책연구’ 15권 제1호(통권 57호,
2004봄호),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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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디지털증거는 아날로그데이터, 비디오 및 오디오 녹취, 사진 필름

형태의 증거들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 증거의 넓은 범주에 속하는 일부분일

뿐이다. 온라인 디지털증거에 대해 수색하거나 증거로 수집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이유는 전통적인 증거들과 달리 디지털증거는

그 존재 및 상태를 사람의 지각으로 바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환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저장된 정보의 값이 같다면 어느 매체에 저장되어

있든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원본과 사본의 구별이 곤란하다는 점 등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반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저장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동종의 기기나

매체를 벗어나서 호환이 어렵고, 다른 매체에 복사되거나 이동되면 반드시

전자적·물리적으로 양적 혹은 질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

터로 취급할 수 없다. 즉 아날로그 방식의 전자데이터는 다분히 매체

의존적인 기록방식이기 때문에 매체와 일체화된 유체물로 취급해도 현행

법상 무리가 없는 것이다. 요컨대, 모든 형태의 데이터를 “디지털화”할

수는 있지만, 이들 데이터가 모두 디지털 형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므로

디지털증거와 전자 증거는 구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3)

2. 디지털증거의 특성14)15)

가. 매체 독립성

13) 정현욱·윤지영, “디지털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상 온라인 수색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0.) 8-9면

14) 탁희성‧이상진, 앞의 논문 34-39면
15) 이정인, “디지털증거의 관리연속성(Chain of Custody)과 적법절차의 원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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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는 저장되거나 전송 중인 정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각종의

저장매체와 독립되어 있다. 저장매체나 매개체의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일정한 정보의 값을 유지하므로, 원본과 사본을 구별하기 힘들다.

이러한 특성은 원본 디지털 정보와 이로부터 복제된 디지털 정보가 같다는

의미의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인 “동일성”과 관련이 있다.

나. 변조 용이성(취약성)

디지털증거는 컴퓨터를 통해 쉽게 위조‧변조 및 삭제를 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전자정보는 간단한 명령만으로도 정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 시스템 작동과정에서 특별한 조작이 없더라도 파일에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증거의 확보 및 보관

과정에서 수집되어 증거로 사용되기까지 전 과정에서 인위적인 개작이

없었는지를 다투는 “무결성”과 관련된다.

다. 비가시성, 비가독성(잠재성)

디지털증거인 전자정보는 그 자체로 사람의 육안으로 바로 인식할

수 없고, 컴퓨터에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만 가시성과

가독성을 갖는다. 모니터 화면으로 내용을 인지하거나 출력 등 방법에

의해서만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와 이로부터 추출한 데이터

와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된다.

라. 전문성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 관리자는 관련 전문

지식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디지털증거를 다루는 압수‧분석‧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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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전문성은

디지털증거의 “신뢰성”과 관련된다.

마. 익명성

일반 문서와는 달리 컴퓨터나 네트워크상에 있는 정보들은 작성자의 서명

등에 의한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진 정보인지 확인할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전자우편의 경우 표면상 작성자(ID 소지자)가

실제로 해당 전자우편을 작성하여 보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사용된 컴퓨터가 소유자 개인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사용이 용이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타인이 해당 기기를 사용하여 작성한 정보이거나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명예훼손이나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등이 그러하다. 위와 같은 디지털 정보의 익명성은 증거법상

“진정성”의 문제로 연결된다.16)

바. 네트워크 관련성

현재의 디지털 환경은 각각의 매체들이나 기기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방식뿐만 아니라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디지털증거는 시간과 공간, 국경의 벽을

넘어서 저장‧전송‧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증거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시스템 자원에 접근해서 네트워크 정보,

임시파일, 캐쉬파일과 같은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때로는 서버 저장 환경에 따라 시스템 자원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16) 박혁수, “개정 형사소송법상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관련성, 신뢰성, 진정성, 원본성을
중심으로”,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집 제25집(2010), 47-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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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디지털증거의

네트워크 관련성은 증거수집 시 “영토주권 문제”와 연결된다.

사. 대량성

과거에는 정보의 생성 및 저장이 종이와 잉크를 매체로 이루어졌으나,

디지털 기술이 발전한 현재는 이 과정이 디지털 형태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으며, 그 정보의 양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확대로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정보의 양은 상상하는 범위를

초월할 정도로 방대하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스마트폰과 같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많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매체를 압수해야 하는 경우에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정보를 선별 압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디지털증거의 대량성은 증거법상 “관련성” 문제와 연결된다.

3. 디지털증거의 한계

디지털증거의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물리적 증거와 달리

형사절차에서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데 있어 증거수집

과정 및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가. 압수·수색 대상 선정의 곤란

물리적 증거는 범죄 현장에서 범죄와 관련된 증거인지 판단하기가 상대적

으로 용이하여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정하기가 비교적 쉬운 반면, 디지털

증거는 비가독성·비가시성(잠재성), 즉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읽을 수 없는

특성 때문에 범죄와 관련된 증거인지 알아볼 수 없어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 또한 전문성 등 기술적 한계로 인해 정보

중에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만을 선별, 압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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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압수·수색 장소 특정의 어려움

디지털증거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데이터의 서버 소재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정보의 주체 내지 소유자나 관리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 압수·

수색 장소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분산 처리 기술 및

클라우드 사용의 대중화로 인해 디지털증거의 소재를 확정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온라인 수색의 허용 여부나 방법,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다. 증거의 수집·분석 과정에 상당한 시간 소요

디지털증거의 대량성, 전문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증거수집 및 분석 절차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해서는 증거수집의

필요성과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 증거보다

수집·분석 절차에 있어 까다롭고 시간 소요가 많다. 오늘날 정보의 빅데

이터로 인해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점점 더 늘어

나고 있다.

라. 관련 증거의 결합으로 압수 대상의 확대

디지털증거의 비가시성, 비가독성 및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특정하기

인정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인해 직접적인 증거 외의 정보의 수집 시간,

시스템 로그기록 등 메타데이터를 함께 수집하여야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하나의 정보만이 아니라

여러 정보를 결합하여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므로 압수 대상이 광범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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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법절차의 원칙과의 관계

가. 적법절차 규정과 해석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국민의 인신에 관한 권리를 제한할 경우 ‘제12조 제1항의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 및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적법

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그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대상을 예시한 것에 불가하고, 신체의 자유의 제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상 재산상 불이익 등 일체의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17) 또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헌법 조항에 규정된 형사

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관련되지 않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된다.18) 즉,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 입법절차에도

적용되고 있다.

나아가, 적법절차의 원칙은 ‘절차적 차원의 적정성’과 ‘실체적 차원의

적정성’을 다함께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에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정당한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에 근거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19)

17) 헌재결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876면)
18) 헌재결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8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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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증거와 적법절차 원칙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고, 클라우드 사용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 개인 또는 기업의 업무는 컴퓨터나 서버, 저장매체가 탑재된 정보

처리장치 없이 유지되기 어렵다. 이러한 생활 패턴으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한 경우 각종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증거가 사건의 핵심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디지털증거는 대용량이어서 수사의

대상이 된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증거수집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 즉,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눈에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디지털증거의 한계로 인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일반

물리적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보다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증거를 수집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에, 디지털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능력을 판단할 경우에는 절차적·실체적

차원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한

수사의 필요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즉, 수사의 필요성과 개인의 인권

보호의 적절한 조화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하고,

인권침해 과정에서 최소침해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증거수집

절차를 마련하고,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법률적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 헌재결 1994. 12. 29. 94헌마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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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을 반영하여 대법원도 적법절차를 위반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

로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961 전합 판결 등)하고 있다.

제2절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20)21)

1. 의의

가. 유체물 증거와의 구별

일반 증거와 관련된 증거법의 원칙들은 주로 유체물인 증거, 사람에 의한

진술증거 등을 상정하고 있다. 디지털증거도 물리적인 증거 등과 마찬가지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어야 하고, 전문법칙22)이 적용된다. 그런데 디지

20) 박찬석, “디지털증거의 본질에 어울리는 증거조사 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1. 2.) 13-23면, 재인용

21) 권양섭, “판례에서 바라본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정보보호학회지
26-5, (2016. 10.)

22)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에서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규정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제311조로부터
제316조까지에 규정한 전문증거는 일정한 조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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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증거는 전술한 바와 같은 고유한 특성 때문에 다른 증거들과 달리

형사소송법상 의미 있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디지털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디지털증거의 매체 독립성, 취약성, 수집과 분석의

어려움 등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능력 판단에는 다른 증거와 구별되는

특성, 즉 무결성, 원본 동일성, 신뢰성, 전문성 등이 거론된다.

나.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또는 요소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또는 요소에 대한 견해는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① 동일성, 무결성은 사본 제출단계에서 증거능력의 요건일 뿐이고,

이후에는 진정성립, 신용성 등의 증거능력 요건을 인정하기 위한 사실

요소로 기능하는 데 불과하며 그 자체로서 독자적 증거능력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23), ② 관련성(relevancy), 신뢰성(reliability), 진정성

(authenticity), 원본성(original), 동일성, 무결성 등을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순차적인 관문으로 보는 견해24), ③ 무결성(authenticity),

신뢰성(reliability), 원본성(best evidence)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견해25),

④ 증거능력의 요건으로 진정성(authenticity), 무결성(integrity), 신뢰성

(reliability)을 드는 견해26), ⑤ 증거의 진정성은 원본증거의 내용과 법원에

제출된 증거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동일성의 문제와 법정에 제출되기까지

변경이나 훼손·조작이 없었다는 무결성의 문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증명력을 따지기 이전에 구비되어야 하므로 증거능력의 문제라는 견해27)

등을 들 수 있다.

23) 오기두,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방안”에 대한 지정토론문, 코트넷 게시판
24) 박혁수, 앞의 논문
25) 김영기, “디지털증거의진정성립부인과증거능력부여방안”, 형사판례연구 19호(2011. 6.)
26) 오길영, “디지털 검증의 현재와 그 부당성”, 민주법학, 통권 48호(2012. 3.)
27) 권양섭, “판례에서 바라본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정보보호학회지

26(5),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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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능력 인정요건28)

가. 동일성 내지 무결성29)

디지털증거는 다른 증거와는 달리 앞서 본 매체 독립성, 변조의 용이성

내지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최초 증거가 저장된 매체에서 법정에 제출되기

까지 변경이나 훼손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를 디지털증거의

동일성 내지 무결성이라고 한다. 디지털증거는 수집·분석·보관·처리·법정 제출

과정에 많은 사람들의 행위가 개입되는데 이 경우 각 행위 시마다 원본

데이터의 무결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절차적 보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도 자료의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

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나. 진정성

디지털증거에 있어서 진정성은 그 증거가 특정한 사람의 행위 결과가

정확히 표현되었고 그로 인해 생성된 자료인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자에 따라 동일성 내지 무결성은 최초 증거가 생성되어

법정에 제출되기까지 변경이나 훼손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28) 손지영·김주석,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5),
31-34를 발췌, 인용

29) 이 용어는 미국 연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 제901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인 ‘Authenticating or Identifying’에서 비롯된 용어로 생각된다. 또는 디지털
포렌식 문헌에서 사용하는 ‘Integrity(of Evidence)’를 위와 같이 번역하기도 하는
듯하다. 그런데 위 Authentication 또는 Authenticity를 ‘진정성’으로 번역하거나,
‘진정 성립’으로 번역하는 등으로 용어 사용에 혼란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른바
일심회 사건(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과 왕재산 사건(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에서는 동일성, 무결성을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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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은 압수한 디지털증거의 수집과 보존까지를 다루는 문제이고, 무결성

내지 동일성은 디지털증거의 수집과 보존을 포함하여 분석, 법정 제출

등 전 과정에 걸친 문제로 파악하기도 한다.30)

이에 대해, 디지털증거의 경우 익명성과 대량성으로 인하여 작성자의

진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대한 입증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진정성의

문제는 동일성의 문제 또는 원본성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면서

“전자우편과 설계도면 파일을 주고받은 적은 있지만 압수된 전자우편과

설계도면 파일은 자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진정성을 부인하는

취지이나 자신들이 실제로 보냈던 전자우편과 설계도면 파일이 불상의

방법으로 변경되었다는 주장으로서 동일성을 부인하는 취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의 ‘동일성 요건’을 진정성 요건에 포함시켜 검토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진정성의 일부 부인 주장으로 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원본 데이터, 사본 데이터, 출력물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는 원래 의미의 동일성 요건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31)라고 하여

진정성 요건을 동일성 요건과 결부된 문제로 보는 견해도 있다.

나아가, 이러한 주장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문헌의 번역에서 오는

혼란에서 초래되었다고 하면서, 진정성 문제는 사람의 행위가 개입된

증거에 관한 동일성·무결성의 문제로서 그에 포함되어 논의될 성질의 것

이며,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전문증거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성립의

진정 인정 문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와 사실상 같거나 유사하여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동일성‧무결성의 문제와 분리된 진정성의

개념을 별도로 인정하여 검토할 실익은 적다고 하는 견해32)도 있다.

30) 양근원, “디지털증거의 특징과 증거법상의 문제 고찰”, 경희법학 제41권 제1호
(2006. 6.), 217면

31) 박혁수, 앞의 논문, 77면
32) 손지영·김주석,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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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뢰성

디지털증거는 위와 같이 변조가 용이하고 의도적, 비의도적 조작에

취약하므로 그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신뢰성 인정을 위해

절차적으로 ‘보관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법이 사용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및 디지털포렌식 도구와 방법의 신뢰성이

요구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일명 ‘일심회’ 사건),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일명 ‘왕재산’ 사건)에서 대법원은

디지털증거의 동일성·무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이미징’33)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과 아울러 이를 확인

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중 ‘신뢰성’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은 통합

포렌식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신뢰성이 입증된 ‘EnCase’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EnCase의 주요 기능은 증거자료의 무결성 보장, 유연한 이미지 추출

방법 제공, 정확한 시간대 추적, 삭제된 파일, 폴더 및 비할당 클러스터

영역 검색 및 복구, 컴퓨터 포렌식 결과보고서 작성 등이다.34)

33) ‘하드카피’란 특수장비(디스크 이미징 장비)를 이용하여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그대로 복사하는 방법이고, ‘이미징’이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대상 하드디스크
전체를 하나의 파일 형태로 복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34) 최성필,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26집 (2011), 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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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디지털증거를 분석하는 인력도 일정한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검찰에서는 대검찰청 및 각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

검찰청에 별도의 기구로 교육훈련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설치하여 수사 일선에서 지원 요청을 받아

압수·수색, 분석, 현출, 기술적 자문,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디지털증거의

수집 및 분석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유지 업무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35)

라. 원본성

미국에서는 이른바 ‘최량증거의 원칙(Best Evidence Rule)’으로 원칙적으로

원본에 의한 입증을 요구한 데에 따라 그 원본성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미국

연방증거규칙36)제1001조 제3호는 “If data are stored in a computer or

similar device, any printout or other output readable by sight, shown

to reflect the data accurately, is an original(데이터가 컴퓨터 또는 동종의

기억장치에 축적되어 있는 경우에 가시성을 가지도록 출력된 인쇄물 또는

산출물로서 데이터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원본

으로 본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디지털증거를 출력한 문건의 원본성을

입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증거는 일반적 증거와 달리 유체물이 아닌 정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체 독립적이고 원본과 사본의 구분이 곤란한 특성을

지니고, 원본의 완벽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데이터와 사본 데이터가 정확히 일치하고, 그 출력물도 완벽히 데이터와

등가를 이룬다.37)

35) 디지털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대검예규 1151호 2021. 1. 1. 시행) 제3장
36)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연방법원에 적용되는 성문법으로 연방증거법 혹은
연방증거규칙으로 번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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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사실상 원본 데이터의 내용과 동일한 것임이 입증된다면

원본인가 사본인가 내지 출력물인가의 구별은 중요하지 않으므로, 데이터의

원본성은 원본과의 동일성이라는 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38)과 그 위임을 받은 형사소송

규칙이 제134조의739)로 컴퓨터용 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존에 문제되었던

저장매체에서 출력된 문건의 원본성 문제를 원본 동일성의 문제로 입법적

으로 해결하였다고 보이나, 원 저장매체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저장매체에

복사 또는 이전하는 방법으로 디지털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그 다른 저장

매체를 원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은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증거법의

일반원칙상 복사된 디지털증거의 원본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다.40)

따라서, 향후 입법적으로 이 부분을 원본과의 동일성을 요건으로 하는

내용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판례41)

37) 박혁수, 앞의 논문
38) 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9) 제134조의7(컴퓨터용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① 컴퓨
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다.

40) 최성필,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26집 (2011), 93면

41) 손지영·김주석, 디지털증거의증거능력판단에관한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5), 35-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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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에 특유한 증거능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대표적 판례들은

일명 ‘일심회 사건’(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왕재산

사건’(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이다. 그 판시 내용에 나타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동일성 내지 무결성

대법원은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일명 ‘일심회 사건’)의

이유에서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된 이후 문건 출력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았

음이 담보되어야 하고,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이미징’한 매체로부터 문건이 출력된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디지털증거의 동일성을 무결성과 함께

설시하면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으로 꼽은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일명 ‘왕재산

사건’)에서도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

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 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물건의 동일성이 인정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

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동일성’을 담보하기 위한 요건으로 ‘무결성’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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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뢰성

위 대법원 판결들은 법원에 제출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일성 내지 무결성을 요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의 신뢰성과 디지털포렌식 도구와 방법의

신뢰성을 요구하고 있다. 즉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

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

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

어야 한다(위 일심회 사건 판결).”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판시는 왕재산

사건의 판결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포렌식 도구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재판과정에서 프로그램 등의

신뢰성 자체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관여자들이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전문성, 기술적 능력의

정도에 관해 본격적으로 판단한 사례도 보이지 않는다.42)

다. 원본성

42) 장상귀,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법학실무연구회(2009. 5.),
235-236; 최성필,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26집 (2011), 91; 위 일심회 사건에서 대법원은 우리나라 수사기관
에서 이미징 작업에 이용하는 ‘EnCase’ 프로그램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
이라고만 하고 있다. 위 사건의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6. 선고 2006
고합1365, 1363, 1364, 1366, 1367(각 병합) 판결]에서도 EnCase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만을 언급하고 있다. 위 제1심판결에서는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검증 절차가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된 점 등을 들어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처리, 출력 각 단계에서의 정확성,
조작자의 전문적 기술능력 등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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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우리나라에서 디지털증거의 출력물을 원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 학설이 나뉘어 있었으나, 우리 형사소송법은 미국과 같이

최량증거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디지털증거의 원본성에 대하여 다툴

실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43) 더구나 형사소송규칙은 제134조의7로 디지털

증거 중 문자정보에 관하여 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는바, 그 논의의

실익은 더욱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다. 일심회 사건 및 왕재산 사건 판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법원도 디지털증거의 원본성 문제를 무결성·

동일성의 문제와 분리하여 별도로 고찰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증거는 원본성보다는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거능력 요건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판례에서 요구하는 증거능력 인정요건은 결국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 신뢰성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증거의 진정성이라고 하기도 한다.

라.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 가능성44)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의 의의

전문법칙은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전문증거란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45)을 말한다. 이러한 전문증거는 그 매체에 따라 사람의 진술로

전달되는 경우 외에도 전자문서, 녹음파일, 영상녹화물 등 다양한 기록물이 있을

수 있다.

43) 장상귀,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법학실무연구회(2009. 5.), 237면
44) 권양섭, “판례에서 바라본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정보보호
학회지 26(5), (2016. 10.) 44-53면

45) 이재상, 형사소송법(제5판), 박영사, 4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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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이라는 제목하에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

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 형사소송법은 문언상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진술

증거로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증거의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될 것인지,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인지의 논의가 있으나, 디지털증거의 경우에 당연히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증거의 특성상 비전문증거의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이다.

(2) 전문증거와 비전문증거의 구별

디지털증거는 법정에 제시되는 방식과 형태가 전문증거와 유사한 경우가

많지만 전문증거로 볼 수 없는 유형들도 존재한다. 예컨대, 로그기록 같은

컴퓨터시스템 자체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들은 사람의 진술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개입이 존재하지 않은 기계적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로 전문증거로 볼 수 없다.

전문법칙의 기초를 이루는 근거는 전문진술 증거가 선서 없이 행해졌고,

그 진술이 반대신문에 의해 검증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와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진술이 아닌 인터넷 로그기록, CCTV 화면 등

컴퓨터에 의하여 생성된 기록 등 비진술증거는 와전가능성이 없으며, 반대

신문도 무의미하므로, 그 자체로 전문법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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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증거의 경우에도 진술증거 자체가 증명대상인 범죄사실의 경우,

예컨대 인터넷에 게시된 명예훼손 내용, 침해의 대상인 영업비밀,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공포심이나 불안감 조성내용의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의 내용 등은

비진술증거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46).

그러므로, 디지털증거의 경우에 증거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그 증거가 전문

법칙이 적용되는 증거인가(전문증거인지, 비전문증거인지)의 여부를 확인

하고, 전문증거인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증거에 대해 동의가 없는 경우

에는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증거의 경우에는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와

증거의 진정성(원본 동일성, 무결성, 신뢰성) 여부만을 판단하여, 증거

능력을 판단하면 될 것이다.

(3) 판례에서의 디지털증거의 전문법칙의 적용

일반적으로 디지털증거가 전문증거인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해석

하고 있다. 대법원은 “디지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문건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디지털 저장매체는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

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47)하여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당연히 전문법칙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46)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47)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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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증거의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 인정 가능성

2016년 5월 29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 디지털증거가 전문증거에

해당되어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경우, 작성자가 디지털증거에 대해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 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이로 인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해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보다는 형사소송법 제315조48) 제2호의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나 제3호의 ‘기타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전문법칙의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디지털 매체의 출력물은 주로 일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록·저장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증거능력의

허용가능성의 문제는 통상 형사사송법 제315조 규정의 적용범위 문제와

직결되어 졌다. 그러나 우리의 대법원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49)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50)는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48)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49) 본건은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를 하달
받고 각자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 사이버 공간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여 대선 여론조작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50)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 29 -

인하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또 문서의 성질에 비추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

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

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입법 취지인 점과 아울러, 전문법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체계 및 규정 취지에 더하여 ‘기타’라는

문언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의 문서들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예시로 삼고 있는 형사

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규정형식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15호

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형사

소송법 제315조 제1호에 제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

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 나아가 어떤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가 정하는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및 제3호의

입법 취지를 참작하여 당해 문서가 정규적·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활동

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

관행 또는 직무상 강제되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취득된 즉시 또는 그 직후에 이루어져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의 기록이 비교적 기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기록

과정에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당해

문서가 공시성이 있는 등으로 사후적으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할

기획가 있어 신용성이 담보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원 직원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된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51)은 업무상 작성된 통상의 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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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지 않아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위 사건 이후,

2016년 5월 29일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개정52)되었는데, 개정된 형사

소송법에 의하면, 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예외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개정 이후에는 디지털증거가 전문증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작성자 또는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위 법 조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판례를 종합하면 디지털증거가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신뢰성 등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전문법칙이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53).

51) 국정원 직원이 사용하는 네이버 이메일 계정「내게쓴편지함」에 있는 2012. 12. 12.자
‘신의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이었다. 이메일 계정 사용자는
공판기일에 실시한 증인신문에서 “위 이메일 계정을 자신이 사용한 것은 사실
이고, 다른 사람이 위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사실은 없으나, 425지논파일, 시큐
리티 파일 등의 첨부파일은 자신이 작성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2) 제313조(진술서등)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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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권양섭, “판례에서 바라본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정보보호
학회지 26(5), (2016. 10.) 44-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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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유효성 평가 척도54)

4. 증거능력 제한과 한계

가. 증거능력 제한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많은 범죄행위들이 정보처리장치를

직·간접적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부분의 범죄 사건의 증거가 정보

처리장치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의 형태로 남아있고, 그 양도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그 디지털 정보를

증거로 수집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54) 권양섭,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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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무리 디지털증거가 중요하고 범죄사실 입증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원칙이나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된 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증거능력 한계

앞에서 언급한 디지털증거의 비가시성·비가독성, 전문성, 위·변조 용이성

등으로 인해 증거능력 인정을 위해서는 원본 동일성, 무결성, 신뢰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구사항이 실제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는데 물리적인 증거와 구별되는 증거

능력의 한계가 되고 있다.

디지털증거가 범죄사실 입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암호화

되어 있어 복호화하지 못하면 증거로 수집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논할

수 없다. 또한, 우리 현행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물리적 증거만을 예상하고

있을 뿐이고,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고, 위에서

살펴본 판례에서 인정된 요건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판례에서 인정한 디지털증거의 원본 동일성은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신뢰성 및 무결성 입증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제3절 디지털증거의 증거수집 절차

디지털증거를 수집하는 이유는 그 증거를 분석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법정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디지털증거의 수집은 디지털포렌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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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증거를 수집·보존·

분석·현출하는 데 적용되는 과학 기술 및 절차”를 말하는바,55) 인터넷 기술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디지털포렌식의 기본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아래에서는 디지털포렌식의 기본원칙과 기본원칙의 수정 필요성을 설명

하고, 디지털포렌식 절차의 개관과 함께 물리적인 증거 수집 과정과 구별되는

디지털증거 수집의 사전 준비 절차, 증거 추출 및 분석 절차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1. 디지털포렌식의 기본원칙

가. 전통적인 디지털포렌식 기본원칙56)

(1) 디지털증거 원본의 절대적 보존

디지털포렌식에 있어 디지털증거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디지털증거의 원본은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하므로, 증거분석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변경을 방지하고 원본 사용을 통제하는 한편, 무결

성을 증명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증거

운반 시 봉인을 해야 하고, 분석시 원본을 복제한 후 원본은 보존하고

복제본을 가지고 분석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원본 기록매체

에서 자료를 추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책임 있는 전문가를 통해 작업을

수행하고 그 과정과 절차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55) 검찰청 “디지털증거 수집 분석 및 관리규정(대검예규 1151호)” 제3조 제3호
56)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2006. 2.),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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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대 인터넷 기술의 발달, 클라우드의 보편화 등으로 인해 디지털

증거의 원본을 절대적으로 보존할 수 없는 환경이 발생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디지털 환경으로 인해 원본 사용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디지털증거 원본의 절대적 보존 원칙은 원본과의 동일성

입증 내지 동일성 유지 원칙으로 변경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분석도구의 신뢰성 확보

디지털증거에 대한 분석 도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검증된 분석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공개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증거가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포렌식 제반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소프트웨어와 장비들을 사용

하게 되는데, 이러한 장비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물을 보증할 수 없다.

또한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학문적

으로 입증되고 공개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 분석 도구의 신뢰성 확보는 더욱 중요한 원칙이 될 것이다.

(3) 모든 과정의 문서화

디지털포렌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디지털증거 원본을 확보하되, 증거

분석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증거수집 시에도 가급적

입회자를 확보하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일반적으로 보관의

연속성(Chain of Custody)이라 한다. 또한 디지털증거를 수집하고 분석

하는 과정에서는 시스템상 등 일시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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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사후 검증을 위해 명확한 문서화 작업이 필요하다. 나아가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등 체계적인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분석과정과

결과를 사후에 입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디지털포렌식 과정의 문서화는 증거 제출 이후 법정에서 증거 재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나. 전통적인 디지털포렌식 적용상의 한계57)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증거 수집 절차는 1990년대 초·중반 개인용

컴퓨터를 대상으로 설정된 절차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대형 전산시스템의

구축, 클라우드 사용의 확대, 네트워크 환경의 발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그 원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1) 가동 중인 시스템의 비정상 종료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 발생

디지털증거를 변경 없이 수집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가동 중인 시스템을

비정상 종료해야 하므로, 시스템의 안전성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데이터 동결은 디지털 정보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이점이 있으나 비정상적인 종료로 인한 운영시스템·응용프로그램 및

하드웨어에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해당 시스템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면, 디지털증거

수집부터 시스템 복구시간까지 서비스가 중단되므로, 사용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차원을 넘어서 고객 신뢰성의 하락·금전적 피해 발생 등의 문제를

57) 탁희성, 이상진의 앞의 논문, 5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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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가동 중이거나 활성 시스템에서

증거를 수집해야 할 경우가 있다.

(2) 하드디스크이미지생성및해시값생성에 과다한시간및 저장 공간 소요

대형 전산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확대 등에 따라 디지털증거를

수집하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이외에도 피해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그 증거수집 시간이 더욱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를 저장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하드디스크 전체 이미지를 생성하고 해시값을 생성하는 것이 비효율

적인 경우에는 디지털증거가 정당하게 수집되었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3) 디지털증거 수집 절차의 수동 제어 곤란

일반 디지털증거 수집 절차는 전 과정이 수동으로 제어되어야 한다.

디스크 이미지나 해시값 생성은 컴퓨터 포렌식 툴이 자동으로 실시하지만,

하드디스크를 분리해 컴퓨터 포렌식 툴에 연결하는 과정과 시스템 복원

과정은 피해 현장에서 직접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화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산망 관제 센터 등에 전담 인력이 상시

대기해야 하므로 인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포렌식 과정에

인위적인 개입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인력이 대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한다.

다. 현대에서의 디지털포렌식 기본원칙 - 라즈 다니엘과 래리 다니엘이

제시한 디지털포렌식 기본원칙58)

58) 이상재, 앞의 논문 83-85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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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전통적인 디지털포렌식의 기본원칙에서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상황에 맞추어 전통적인 원칙의 중요한 부분은 유지하면서 수정, 해석되는

포렌식의 기본원칙이라고 판단되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당성의 원칙

입수한 증거자료는 적법절차를 거쳐 얻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위법절차를 통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에 따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법 해킹을 통해 수집한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다. 이른바 독수의 과실 이론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서

얻은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적인 해킹을 통해 얻어진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파일을 해독

했다면 복호화된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재현의 원칙

디지털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같은 조건에서 수행한 결과는 항상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함을 뜻한다. 이는 다양한 증거 분석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같은 시스템을 조사했을 경우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3) 신속성의 원칙

디지털포렌식에 의한 수사의 전 과정이 불필요한 지체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뜻한다. 수사진행상 신속한 대응 여부에 따라 디지털

증거의 획득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압수･수색 현장의

컴퓨터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 컴퓨터 내 휘발성 정보 등을 우선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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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차의 연속성(Chain of Custody) 원칙

디지털포렌식은 일반적으로 증거물 획득 → 이송 → 분석 → 보관 →

법정 제출 등으로 이어진다. 각 단계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수집된 디지털 저장매체가 이송되는 단계에서 물리적 손상이

있다면 이송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인수인계하여 그 이후

과정에서 복구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증거 원본을 획득하였을 때에는 디지털증거 원본을 획득한 이후의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하고, 입회자를 확보하여 신뢰성을 확보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디지털포렌식의 연속성이 확보되어 각 단계

에서의 증거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다.

(5) 무결성의 원칙

디지털 정보는 위조·변조가 용이하고 의도하지 않게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집한 증거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담보로 하는

무결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는 수집된 디지털

정보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학적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원본과

분석된 복사본의 결과값으로 원본과 사본의 동일함을 증명한다. 즉 압수한

하드디스크 해시값과 증거로 법정에 제출된 하드디스크 해시값이 같다면

해시 함수의 특성상 무결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기본원칙

검찰청은「디지털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제2장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의 기본원칙이란 제목 아래 제4조에서 제8조까지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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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인 디지털

포렌식 기본원칙을 현대 정보통신 기술에 맞추어 그 수정 해석하고, 판례

에서 설시한 요건을 참고하여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적법절차 준수

위 대검예규 제4조에서 ‘디지털증거는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

입법절차에도 적용되고 있는 국가작용의 기본원칙이므로 디지털포렌식 과정

에서도 당연히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디지털증거의 원본성 유지

위 대검예규 제5조에서 ‘디지털증거는 법정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재현

하거나 검증하는 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수집·분석 및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포렌식에 있어 전통적으로 요구하는

디지털증거의 원본의 절대적 보존 원칙을 현대 정보통신기술 발달 수준에

맞춰 원본과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디지털증거의 무결성 유지

위 대검예규 제6조에서 ‘디지털증거는 압수·수색·검증한 때로부터 법정에

제출하는 때까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증거의 위·변조 용이성 등 취약성에 대한 우려를 제거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법정에 제출할 때까지 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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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증거의 신뢰성 유지

위 대검예규 제7조에서 ‘디지털증거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에 의해

신뢰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으로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디지털증거의 비가시성, 비가독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에

의해 증거의 수집, 분석, 관리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5) 디지털증거의 보관의 연속성 유지

위 대검예규 제8조는 ‘디지털증거는 최초 수집된 상태 그대로 어떠한 변경도

없이 보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관 주체들 간의 연속적인 승계 절차를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증거의 훼손,

변경의 용이성 등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함께 보관 및 관리의 연속성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인 디지털포렌식 절차

가. 디지털포렌식의 공통적인 단계들

디지털포렌식은 일반적으로 환경 조사, 수집할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는

등의 준비 단계, 현장에서 점검하고 증거로 식별하는 단계, 증거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기록 등을 잘못 취급하여 증거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수집하는 단계, 전자적으로 저장된 자료를 확인 후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단계, 그 후 보존된 증거에서 디지털 자료를 추출·처리·

판단하는 조사와 해석, 즉 분석 단계, 이러한 분석한 증거를 법정에 제출

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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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반적 디지털포렌식 절차

나. 국내(검찰청/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절차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매뉴얼로서, 검찰에는 기존의 ‘디지털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59)을 2021. 1. 1.자로 ‘디지털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60)으로 전면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서 만든 ‘디지털증거 분석 전문 매뉴얼61)’과 경찰청이 (사)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공표한 ‘디지털 증거처리

표준 가이드라인62)’이 존재한다.63)

수사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영장 발부, 집행, 압수 수색과 같은 부분이

강조되고, 조사 및 분석의 구분이 모호하고 사건 재구성 과정이 빠져

있다.64)

59) 대검예규「디지털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 (2006. 11.)
60) 대검예규 제1151호,「디지털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2021. 1.)
61) 경찰청, 「디지털증거 분석 전문 매뉴얼」, (2007. 6.)
62) 경찰청, 「디지털증거 처리 표준 가이드라인」, (2007. 12.)
63) 윤원대, ‘디지털포렌식연구’ 9(2), (2015. 12.) 27-42면
64) 박상준, 디지털포렌식 강의자료 1, (2021. 3.) 2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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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내 디지털포렌식 절차

3. 증거수집의 사전 준비 및 증거의 수집·분석

물리적인 증거와 비교하여 디지털증거는 대량성, 비가시성·비가독성, 변조

용이성 등 그 특성으로 인해 증거를 수집하여 법정에 제출하기까지

전 과정, 즉 디지털포렌식에 있어 특히 어떤 증거를 수집할 것인가를

사전에 검토하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증거수집 준비 절차와 잠재적인

증거를 증거가치 있는 증거로 어떻게 추출하고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증거수집 및 분석 절차가 특히 중요하다.

가. 증거수집의 사전 준비

특정의 범죄 또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범죄 등이 사이버 침해

사고인지, 기업범죄 내지 재산범죄인지, 성범죄인지 등 범죄의 유형별로

수집해야 할 증거가 상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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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범죄유형이 같다고 하더라도 범죄 현장에서의 디지털기기가

대형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인지,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인지, 휴대

전화인지에 따라 수집해야 할 증거와 증거수집 방법이 다를 것이다.

특히 인터넷 사용의 확대, 클라우드 사용의 보편화 등으로 인해 증거

수집 방법이 다양하고 복잡해 지고 있다. 따라서, 각 범죄유형별, 사건

현장별, 디지털기기별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할지에 대해 사전에

범죄를 재구성해 보고, 준비해야 한다.

현장 수사관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저장장치별 즉, 일반저장매체,

스마트폰, 영상저작물, 제3자 보관 데이터로 구분하여 증거수집 절차를

개선한 디지털증거 수집 매뉴얼을 만들자는 제안65)도 증거수집의 사전 준비

절차가 중요한 이유와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나. 증거의 수집 및 분석

디지털 데이터양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데이터를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증거를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아니하다. 또한, 안티포렌식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에 따른

데이터의 암호화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각종 디지털기기 또는 디지털 환경

에서 증거를 수집(추출)·분석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아래와 같은 구분에서 증거 수집·분석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자

한다.

65) 윤원대의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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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성/비활성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시스템 및 각종 디지털기기의 상태는 작동 여부를 기준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전원을 차단한 종료 상태와 운영 중인 활성 상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디지털증거 수집 관점에서 시스템이 작동 중에 있는

경우를 활성 상태라 하며, 활성 상태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휘발성 정보를

활성 데이터라 한다. 이러한 활성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작·종료 시간을 기록하고, 휘발성 정도에 따라 데이터를 신속히

수집하여야 한다.

또한, 데이터 수집과 동시에 분석이 실시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고, 활성

데이터는 휘발성이 높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정보들이 많고 대부분의

정보들이 수정·삭제 가능한 형태로 저장(주로 일반 텍스트 파일로 저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결성 확보가 어려우므로66) 데이터 수집 후 증거 제출

시까지 무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날 인터넷 기술 및 네트워크

환경의 발달로 인해 활성 데이터를 탐색하고 수집해야 할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활성 데이터와 비교하여 비활성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은 수집된 하드

디스크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런데, 수집된 하드디스크를 분석

컴퓨터에 직접 연결 후 조사·분석과정을 실시하면 증거물이 물리적·논리적

으로 손상되거나 변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하드디스크와 완벽히 같은

사본 파일을 작성하고 그 파일을 사용해 조사 분석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런 사본 파일을 만드는 과정을 이미징이라고 한다. 이미징 작업은

디스크의 모든 정보를 복제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복사 과정과 비교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경우에는 수집된

하드디스크의 해시값과 이미징한 디스크의 해시값을 작성하여 원본과의

66) 탁희성, 이상진 앞의 논문, 6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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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 및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다.67) 그 이후 수집된 하드디스크 및

이미징한 디스크의 상태가 법정에 제출될 때까지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다만, 이와 같은 하드디스크 전체를

이미징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과다한 수집으로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수집 및 분석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등이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분석 환경의 조성 및 일반정보·은닉정보 탐색68)

증거수집 후 분석 단계에서 먼저 실시해야 할 작업은 수집된 증거를

분석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집된 디지털증거의 상태

및 사건의 성격에 맞추어, 저장매체 및 파일 시스템 복구·브라우징·파일

복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디지털증거가 디렉토리 또는 파일 단위로 분석할 수 있게 준비가 되었

다면, 범죄 관련 증거나 단서를 검색 및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디지털증거 분석 단계는 지속적인 검색의 반복이라고 할 것이므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자는 발전된 형태의 검색기술을 사용하여 조사·분석 단계에

투입되는 시간 비용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대용량의 하드디스크 내에는 많은 수의 파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파일들을 대상으로 검색을 실시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조사·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잘 알려진 파일은 검색에서

제외하고, 주목해서 검색할 대상을 선정하여 검색 범위를 축소하고, 조사의

67) 탁희성, 이상진, 앞의 논문 62-64면
68) 탁희성, 이상진의 앞의 논문, 7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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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해시 검색, 파일이름·속성·내부

문자열·코드값 등을 선정하여 목적 파일을 검색하는 방법, 은닉정보를

검색하거나 암호화한 은닉정보를 복호화 등 해독하여 검색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데이터 분석69)

데이터를 열람 가능하게 하고, 열람한 정보를 검색, 확인하여 증거로 수집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므로,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로그·쿠키70)·임시 디렉토리·레지스트리는 용의자의 알리바이·행적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이진수 형태로 저장된 위 정보를 가독성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분석 도구들을 이용하여 관련 파일들을 추출하고, 그 내부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타임라인 분석은 디지털증거의 정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렬하여,

이벤트 시나리오를 재구성하는 기법을 말하는데, 디지털증거의 시간 정보는

사건 관련자의 알리바이·사건 정황 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분석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반드시 필요하다.

역공학 분석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역공학 분석이란 소프트웨어의 내부

정보를 획득하고, 소스코드가 없는 실행파일을 분석하여 내부 동작을 알아

내는 과정이다. 특히 해킹사고에서 피해자 시스템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백도어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범죄자에 대한 단서를 추출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69) 탁희성, 이상진의 앞의 논문, 83-85면
70) 쿠키는 웹사이트가 사용자의 하드디스크에 집어넣는 특별한 텍스트 파일로, 이것은
후에 그 사용자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
으로 쿠키는 특정한 사이트에 대한 그 사용자의 취향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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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로 연결된 디지털 환경에서, 각종 네트워크 장비에서 수집한

네트워크 정보를 유의미하게 재구성하여, 당시의 네트워크 상태를 쉽고

빠르게 파악하는 네트워크분석과 공격자의 IP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범죄

자에 대한 단서를 확보할 수 있는 역추적 기술도 디지털증거 분석에 이용

할 수 있다.

제3장 온라인 동영상 파일의 증거능력

제1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1. 의의

인터넷 플랫폼에 기반을 둔 영상 서비스는 온라인 미디어, 온라인 영상,

온라인 동영상, 인터넷 영상, 인터넷 동영상, 동영상 플랫폼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산업계와 학계에서도 명확한 기준 없이 혼재해서

쓰는 상황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온라인 동영상으로 통일하였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및 스트리밍 기술의 발달,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더욱 발전하였는데, OTT(Over The Top)71) 서비스 내지 스트

리밍 서비스라고 불리기도 한다.

71) OTT(over the top media service)는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영화·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OTT는 over-the-top의 줄임말로
over-the-X는 ‘기존의 범위를 넘어서’라는 뜻이 있다. Top는 TV셋톱박스 같은
단말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직역하면 셋톱박스를 통해서, 넘어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처럼 OTT서비스는 초기에 단말기를 통해 영화·TV프로그램 등 프리미엄 콘텐츠를
VOD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칭했으나 이후 인터넷 기술변화에 따라 콘텐츠
유통이 셋톱박스 외에도 모바일까지 포함하면서 OTT의 의미가 확대되었다.(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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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작동 구조

가. 기본 작동 구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은 파일 형태로 공유 및 저장

하지 않고 방송 종료 시 사라지는 휘발성 방송 형태이거나 사이트에

업로드된 콘텐츠를 스트리밍72) 방식으로 시청할 수 있는 형태이다.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을 작은 크기로 각각 압축한 후 조합하여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스트리밍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인터넷이 연결된

랩톱이 있는 컴퓨터 사용자로 전달된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가 영상을 생성하여 서비스별로 업로드하면

시청자는 업로드된 영상을 아래와 같은 작동 구조로 볼 수 있다.73)

72) 스트리밍(streaming)은 주로 소리(음악)나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전송하고
재생하는 방식의 하나이다. 보통 파일은 내려받고 난 뒤에 열리는 작업을 하지만,
동영상과 같이 크기가 큰 파일을 재생할 때에는 내려받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과 더불어 재생을 함으로써 기다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위키백과) 스트리밍 서비스란 직접 기기에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음성,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방식을
말한다.

73) 임이랑·정현지·이상진, “웹브라우저 캐시 재조립을 통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상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관한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20. 8.), 559-5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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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온라인 동영상(스트리밍) 서비스의 작동 구조

나. 시청자 측면에서의 작동 구조

제공자가 영상을 스트리밍 서버로 업로드하면, 서버에서는 영상을 작은

조각들로 저장한다. 해당 영상을 시청자가 요청하면, 서버에서는 저장된

작은 조각들을 시청자 PC로 보낸다. 이를 받는 시청자 PC에서는 받음과

동시에 압축을 풀어서 재생시킨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 PC에 조각 데이터를

받았다는 흔적이 캐시 파일로 기록된다.

캐시를 사용하는 이유와 원리는 다음과 같다. 웹 서버에는 무수히 많은

객체(동영상·음악·사진·글)가 존재한다. 사용자가 웹 서버에 접속하여 보고자

하는 자료를 요청하면, 사용자 PC에서는 서버상에 존재하는 하위 집단

자원을 내려받아 브라우저로 업로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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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웹 서버에 존재하는 내용을 보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소비되며,

비효율적인 작동을 한다.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캐시 기능이 사용된다.

처음에 웹서버로 접속하게 되면 Cache Miss(캐시 메모리에 찾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냄)가 발생한다. Cache Miss가 발생한 PC에서는

웹서버 상 안에 존재하는 하위 집단 자원을 모두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과정을 거친다. 저장이 완료되면, PC는 저장한 자원들을 브라우저에 업로드

한다.

이후, 웹서버로 재접속하게 되면 PC에서는 Cache Hit(캐시 메모리에

찾는 데이터가 존재하였을 때를 나타냄)을 발생시킨다. Cache Hit이 발생한

PC에서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를 이용하여 빠르게 브라우저로 업로드

시킨다. 캐시 기능을 이용하면 처음 접속했을 때 보다 빠른 속도로 웹사

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3.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분류와 특징

온라인 동영상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Youtube, Netflix,

AfreecaTV, Facebook 등이 있다. 해당 서비스들은 영화·방송·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의 접근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실시간으로 소통한다.

위 작동 구조에서 본 바와 같이 파일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PC에 한 번에 조금씩 다운로드되며 재생되는 즉시 삭제되므로

이론적으로는 영상 파일 자체는 존재하지 않으나, 영상을 시청하게 되면

사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캐시 형태로 기록된다.

가. 특징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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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는 영화, TV프로그램(드라마, 예능, 애니메이션),

짧은 방송(short Media) 등을 제공한다. Facebook Live나 Instagram GTV는

계정을 활용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하며 사람들과 실시간 소통한다.

Youtube나 Naver TV 그리고 Kakao TV의 서비스에서는 TV 프로

그램의 짧은 방송을 업로드한다. SPOTV365, SPOTVNOW는 스포츠 방송

및 케이블 방송을 실시간 중계한다. 1인 방송을 제공하는 서비스나 개별적인

업로드가 가능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도 있다. 이러한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특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74).

[그림 6]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분류

74) 임이랑·정현지·이상진, 앞의 논문 5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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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송 방식에 따른 분류

온라인 동영상(스트리밍) 서비스의 동영상 전송 방식은 그 서비스마다

다르게 운영하는데, 대표적인 전송 방식은 3가지이다.

(1) Progressive Download

이 방식은 시청자가 영상을 요청하면 실제로 스트리밍 하는 것이 아니라

웹서버로부터 전체를 다운로드를 하면서 일부를 먼저 재생한다. 파일 전체가

도착하기 전에 일부 도착한 파일들을 즉시 재생할 수 있어서 스트리밍과

매우 유사하나, 스트리밍과 달리 앞으로 건너뛸 수는 없고, 보고 싶은

지점까지 파일이 다운로드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한 파일 전체가

웹브라우저의 캐시에 다운로드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몇 년 전의

Youtube 방식이다.75)

[그림 7] Progressive Download Operation

75) 임이랑·정현지·이상진, 앞의 논문 561면, Chris Woodford, “Streaming media”,
https://www.explainthatstuff.com/streamingmedia.html, (2021. 8. 28.)



- 53 -

(2) RTMP(Real Time Message Protocol)/RTSP(Real Time Streaming Protocol)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서버에는 서로 다른 bit-rate로

인코딩한 여러 비디오 파일을 저장하고 있다. 이들은 작은 프레임으로 분리

되어 있으며, 분리된 비디오 파일 덕분에 화질 교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스트리밍 방식은 시청자가 영상을 요청하게 되면 처음부터

기다리지 않고 시청자가 원하는 부분 영상시청이 가능하다. 이는 여러

개로 분리된 프레임에서 시청하고자 하는 부분에 근접한 프레임을

보냄으로써 빠르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 주로 VOD 서비스, 생중계

방송에서 활용된다76).

[그림 8] RTMP/RTSP Opertion

(3) Adaptive Bit Rate Streaming

비트레이트 스트리밍은 소스 콘텐츠가 여러 비트레이트로 인코딩되는,

76) Jeroen wijering, “What is video streaming?”,
https://www.jwplayer.com/blog/what-is-video-streaming, 2011



- 54 -

HTTP 경유 비디오 스트리밍 방식의 하나이다. 서버에서 서로 다른

bit-rate로 인코딩한 3∼4개의 비디오 파일을 저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작은

조각 단위로 영상을 저장한다. 해당 영상을 시청하게 되면, 조각된 영상들을

연속적으로 붙여서 플레이할 수 있다. 이들은 사용자 대역폭 환경을 스스로

인지하여 그에 맞는 스트리밍을 자동으로 보내준다. 예를 들어, 서버에서

저장하고 있는 3개의 인코딩 비디오 파일이 고화질, 일반화질, 저화질이라고

한다면 해당 영상 요청 시 저화질을 재생시키고, 만일 해당 영상으로

사람들이 접속을 많이 하는 경우, 한 단계 아래인 저화질로 갔다가 대역폭이

안정적으로 변하면 고화질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대역폭 환경을 끊김

없이 스트리밍을 해주는 방식이다. 최근에 Youtube도 이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9] ABR Streaming Operation

다. 전통적인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의 구별77)

77) Chris Woodford, “Streaming media”
https://www.explainthatstuff.com/streamingmedia.html, (2021.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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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패킷으로 알려진 작은 비트로 분할되어 인터넷을 통해 효율적

으로 이동한다. 각 패킷은 독립적으로 주소가 지정되고 개별적으로 이동하며

서로 다른 패킷은 매우 다른 경로로 이동할 수 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다른 컴퓨터에 데이터를 요청하여 수십억 개의 패킷

으로 보내야 하며, 모든 패킷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스트리밍을 사용하면 패킷이 충분히 도착하는 즉시 패킷을 사용하기 시작

할 수 있다.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은 속도, 품질, 파일 형식, 서버, 인코딩/

디코딩, 저작권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1) 속도

다운로드 시간은 재생 시간과 관계없이 예측할 수 없다. 음악 앨범은 크기,

인터넷 연결 및 웹 트래픽에 따라 수초에서 수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스트리밍은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2) 품질

다운로드는 오류를 자동으로 수정하는 시스템과 함께 전통적인 인터넷

패킷 통신을 사용하고, 손실되거나 손상된 패킷은 재전송된다. 결국

컴퓨터에서 받은 파일은 서버에 있던 파일의 정확한 복사본이다.

그러나, 스트리밍은 패킷 손실은 무시되지만(손실되거나 손상된 패킷은

재전송되지 않음) 디지털 스트리밍된 비디오 및 오디오는 보거나 듣기 전에

아날로그 형식으로 다시 변환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스트리밍 중에 손실된 패킷은 단순히 오디오 스트림에 “표면 노이즈”를

추가하거나 비디오의 화질을 저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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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일 형식

다운로드는 모든 관련 데이터가 함께 패키징된 단일 파일이므로 영화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모든 것이 같은 파일 형식을 가진 단일 영화 파일로

패키징된다.

그러나, 스트리밍은 영화를 스트리밍하면 영화의 각 부분(사운드, 비디오,

자막 등)이 별도의 스트림으로 전송된다. 영화 플레이어는 스트림이

컴퓨터에 도착할 때 스트림을 재조립하고 동기화한다.

(4) 서버

다운로드는 기존 웹 서버에서 기존 웹 서비스 방법을 통해 작동하고,

각 파일의 동일한 버전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된다.

그러나, 스트리밍은 RTSP, ABS 프로토콜을 사용하며 스트리밍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서버에서 실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연결 속도에

최적화된 각 파일의 서로 다른 버전이 있다(예 : 전화 접속용 저품질 버전

및 광대역용 고품질 버전).

(5) 인코딩/디코딩

다운로드는 파일을 서버에 즉시 다운로드하기 위하여 업로드될 수 있다.

그러나, 스트리밍은 파일을 스트리밍하기 전에 압축(더 작은 비디오

프레임 또는 초당 더 적은 프레임 사용)한 다음 인코딩(개별 디지털 패킷

으로 변환)해야 한다. 스트리밍 파일을 보거나 듣는 사람들은 인코딩되고

컴퓨터화된 디지털 파일을 인간의 귀와 눈이 처리할 수 있는 아날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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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와 그림으로 되돌리기 위해 컴퓨터에 적절한 디코딩 파일(코덱이라고

알려져 있음)을 설치해야 한다.

(6) 저작권

다운로드된 파일은 기본적으로 뷰어의 컴퓨터에 복사되므로, 이메일을

보내고, 다른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재판매하기 쉽다. 따라서 저작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스트리밍된 파일은 한 번에 조금씩

다운로드되며 재생되는 즉시 삭제되므로 이론적으로 시청자의 컴퓨터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므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다.

제2절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중 공개되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의 파일 전달 구조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동영상 전달 기본 구조78)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79)와 동영상 게시자 내지 구독자 등 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관계에서 동영상 파일이 전달되는 구조는 아래와 같다.

78) https://www.scaleyourapp.com/youtube-architecture-how-does-it-serve-high-quality-videos-with-low-latency/
79) 저작권법 제2조 제30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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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 구조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모든 동영상은 유튜브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업로

드한 다양한 해상도, 파일 형식에서 전 세계 사용자들이 시청할 수 있고,

유튜브 재생이 가능한 방식으로 변환시킨다. 유튜브 사용자들이 업로드한

동영상 파일은 보통 데이터가 매우 커서 쉽게 재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리 지연, 스마트폰 과열, 심지어 버퍼링까지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유튜브는 처리 프로그램을 사용해 즉시 영상을 검사한 뒤 다시 작은

크기의 파일로 축소시킨다.

동영상이 변환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면 플랫폼의 캐시 네트워크

전체에 퍼지고, 사용자가 동영상을 요청하면 플랫폼은 시청자의 기기

유형, 화면 크리, 처리 능력, 네트워크 대역폭을 확인한 후 가장 가까운

CDN80) 노드에서 실시간으로 맞는 동영상 버전을 제공한다.

CDN은 사용자 위치, 콘텐츠 원본 서버, 에지 서버 위치를 기준으로

콘텐츠(웹페이지, 동영상, 이미지)를 최종 사용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에지

로케이션 서버라고도 하는) 분산 노드로 구성된 네트워크이다.

CDN 노드는 콘텐츠를 캐싱할 수 있는 캐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최종

사용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CDN

노드는 CDN 제공업체에 의해 여러 지역에 구축되고 여러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에 걸쳐 배포될 수 있다.

80)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ontent delivery network 또는 content distribution
network (CDN)}는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여러 노드를 가진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저장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 직접 연결되어 데이터를 전송하므로, 콘텐츠 병목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Ko.m.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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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CDN 동작 원리81)

CDN을 활용한 유튜브 동영상 전달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1] 유튜브의 동영상 전달 구조

81) https://www.alibabacloud.com/ko/knowledge/what-is-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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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튜브 글로벌 캐시 동작 원리82)

유튜브 이용자들은 유튜브 사이트에 접속하여 업로드된 동영상을 자유

로이 시청할 수 있다. 그런데 유튜브의 성장으로 인해 각국의 트래픽이

Google 데이터 센터로 쏠리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각국의 통신사가 확보한

해외망에 대한 가용량을 상당히 잡아먹는 요인이 되었다. 그로 인해 전

세계 유튜브 이용자들이 버퍼링 문제를 하소연하였고 Google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였다. 바로 각국의 통신사마다 캐시 서버(GGC, Google

Global Cache)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국내의 경우에는 해외망이 부족했던 LG U+가 2012년부터 국내 통신 3사

중에서 가장 먼저 GGC를 설치했다. 그 뒤로 2013년에 SK텔레콤과 SK

브로드밴드가 GGC를 도입했다. KT는 2015년 기가 인터넷과 기가 와이

파이를 상용화하면서 GGC를 도입하게 되었고, GGC에 저장되지 않은

YouTube 동영상들은 해외망의 규모가 열약한 LG U+나 대한민국 계열

통신사에 비해서 버퍼링 없이 매끄럽게 재생되었다.

GGC는 유튜브 영상을 임시 저장하고 해당 통신사의 고객에게 버퍼링이

없는 빠른 속도로 스트리밍을 하고 있다. 이용자가 유튜브 동영상을 감상할

때에 해당 통신사의 GGC에서 미리 캐싱해 둔 동영상이 존재한다면 구글

데이터 센터가 아닌 통신사에서 직접 동영상을 스트리밍 받는다. 통신사의

GGC에 이용자가 보고자 하는 동영상이 캐싱되어 있지 않다면, 구글 데이터

센터에서 직접 스트리밍을 받는다. 그러고 나서 해당 GGC에서는 캐싱되어

있지 않은 동영상을 구글 데이터 센터로부터 다운받아서 캐싱한다. 다음

이용자는 해당 GGC에서 스트리밍을 받게 된다. 그리고, 국내 이용자들이

82) https://namu.wiki/w/구글 글로벌 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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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찾게 되는 영상들은 GGC에 저장되어도 단기간 내에 지워지게 되며,

조회수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나오는 동영상들이 GGC에 계속 남을 가능

성이 높다.

[그림 12] 구글 글로벌 캐시 동작원리

다. 구체적인 구글 글로벌 캐시 동작원리

LG U+ 가입자의 경우 LG U+ Google Global Cache(이하 GGC)내에

사용자가 요청한 동영상이 있는 경우(Cache Hit), LG U+ GGC로부터 어떤

흐름으로 동영상이 다운로드 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83)

83)
https://netmanias.com/ko/post/blog/5460/dns-google-google-global-cache-lg-u-ott-video-
streaming-youtube/google-global-cache-ggc-work-flow-for-youtube-part-2-lg-u-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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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LGU+ GGC 동작원리

위 그림의 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다.

① LGU+ 가입자가 브라우저에서 www.youtube.com을 입력하고, 단말에서

LGU+ DNS 서버로 DNS Query를 보낸다. 반드시 LGU+ DNS일 필요는

없고, 어떤 DNS 서버이든 상관없다.

② 그리고 LGU+ DNS는 YouTube 서버 주소 74.125.71.136을 가입자 단말로

전달한다.

③ 가입자는 Avatar 동영상을 클릭한다.

④ 이제 HTTP GET을 통해 Avatar 동영상 요청 메시지가 YouTube 서버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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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영상 다운로드에 관한 유튜브 정책

유튜브의 약관 등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복제, 다운로드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84)

⑤ HTTP GET 메시지를 받은 YouTube 서버는 단말의 IP 주소 대역을

확인한다. 이 경우 동영상을 요청한 가입자의 IP 주소 대역이 LGU+

이다. 그러면 YouTube 서버는 LGU+내에 위치한 GGC를 선택하여,

⑥ 그hostname(o-o.preferred.lgupluswireline-gmp1.v9.lscache5.c.youtube.com)을

가입자 단말로 전달한다.

⑦ 가입자 단말은 hostname에 대한 DNS Query를 하고 (역시 DNS 서버가

LG U+ 일 필요는 없음)

⑧ 그 응답으로 IP 주소 61.36.166.12를 받아온다. 이 주소는 LG U+ 내의

GGC 주소이다.

⑨ 이제 단말에서 LGU+ GGC로 Avatar 동영상을 요청하고

⑩ LGU+ GGC는 다시 HTTP GET을 보낸 단말의 IP 주소 대역을 확인

한다. 만약 이 주소 대역이 LGU+ 가입자 대역이 아니면 HTTP

302 Found 메시지를 단말로 보내어 미국에 있는 GGC로 붙도록 한다

(HTTP Redirect). 위 경우는 LGU+ 가입자이므로 밑에 11번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⑪ 이제 LGU+ GGC는 가입자가 요청한 동영상(Avatar)이 나한테 있는지

(storage에 있는지) 확인한다. 다행히 있다(Cache Hit).

⑫ 따라서, LGU+ GGC는 동영상을 가입자 단말로 전달한다. 빠르게 가입자

단말로 동영상이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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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튜브 서비스 사용 시 복제, 다운로드 등 금지

유튜브 서비스 이용 약관에 의하면 서비스 사용 시 다운로드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제한사항이 적용된다.

(a) 서비스의 명시적 승인, 또는 (b) 유튜브 및 해당하는 경우 각 권리

소유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나 콘텐

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엑세스, 복제, 다운로드, 배포, 전송, 방송,

표시, 판매, 라이선스 부여, 변경, 수정 또는 그 밖의 사용을 금지한다.

(a) 콘텐츠의 복사 또는 기타 사용을 방지 또는 제한하거나, (b) 서비스

또는 콘텐츠의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 또는 보안 관련 기능을 포함하여

서비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우회, 무력화, 기망적인 관여 또는

그 밖의 방해행위(또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시도)를 금지한다.

나. 유튜브에 콘텐츠 업로드한 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라이

선스 및 기간

84) https://www.youtube.com/t/terms (유튜브 서비스 약관)

유튜브에 채널을 보유하여 서비스에 콘텐츠를 업로드한 경우에 다른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에 엑세스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비독점적이며, 무상으로 제공되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본 서비스에서

https://www.youtube.com/t/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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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운로드 가능한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기능(예를 들어, 비디오 플레이백이나 퍼가기)을 통해 설정된

바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사용할 권리, 즉, 복제, 배포, 수정, 표시,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보다 명확히 설명하자면, 이 라이

선스는 다른 사용자가 본 서비스와는 별개로 채널 보유자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나 권한도 부여하지 않는다.

콘텐츠를 제공한 자가 부여한 라이선스는 해당 콘텐츠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에 따라 삭제될 때까지 유지된다. 콘텐츠가 삭제되면 라이

선스가 종료되지만, 서비스 운영, 삭제 전에 허용한 콘텐츠의 사용, 또는

법령에서 달리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공자가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유튜브는 (a) 제공자의

콘텐츠가 포함된 홍보자료를 회수하거나, (b) 서비스의 제한적인 오프

라인 시청 기능(예를 들어, 유료 가입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

능)에 따라 다른 이용자가 이용하는 콘텐츠를 회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c) 유튜브가 법적 필요에 의해 보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본을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에 다운로드 가능한 소프트웨어(유튜브 스튜디오 애플리케이션

등)가 필요하거나 포함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버전이나 기능이 제공되면 기기 설정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기기

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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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YouTube 유료 서비스 사용 규칙

YouTube 유료 서비스는 그 유형에 따라 액세스 또는 사용 방법이 다를

수 있다. 각 유료 서비스 유형에 적용되는 사용 규칙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YouTube 서비스에 기능, 기기 및 콘텐츠가 새로 추가됨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다.

영화와 프로그램의 대여 및 구매

A. 일반.

특정 유형의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면 제3자가 제공한 개별 영화 또는

TV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대여 또는 구매 항목은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추가 약관의 적용을 받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면,

유튜브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의 일부로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적이고, 세계적이며, 무상으로 제공되고, 양도

불가능하며, 비독점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한다. 이 라이선스는 서비스

이용자가 본 계약에서 허용하는 방법에 따라 유튜브가 제공하는 바대로

본 서비스를 사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공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이 소프트웨어의 어느 부분도 복사 수정, 배포, 판매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를 역설계하거나, 소스 코드의

추출을 시도할 수 없다. 다만, 법률상 이와 같은 제한이 금지되거나,

유튜브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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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으로 연결된 온라인 상태에서 YouTube 또는 Google 계정에

로그인하여 감상할 수 있다. 특정 대여 및 구매 항목은 이전에 승인된

기기로 오프라인 저장하여 오프라인 상태에서 시청할 수도 있다. 기기를

승인 및 승인 취소하려면 온라인 상태여야 한다. 콘텐츠 제공업체의

제한으로 인해 구매 또는 대여한 콘텐츠를 일부 국가에서 또는 자국

외에서는 구매가 불가능할 수 있다.

B. 다른 Google 제품을 통한 액세스.

대여 및 구매한 항목에 Google Play와 같은 다른 Google 제품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YouTube에서 대여 및 구매한 항목을

사용할 때는 YouTube 사용 규칙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Google 제품을

사용할 때도 이 사용 규칙이 다른 Google 제품에 해당되는 사용

규칙과 함께 적용된다.

C. 대여한 콘텐츠.

콘텐츠를 대여하는 경우, 결제 시에 표시되고 확인 이메일에 명시되는

기간(‘시청 기간’) 동안 콘텐츠 항목을 무제한 시청할 수 있다. 대여한

콘텐츠 항목을 일시중지, 중지 또는 되감기해도 적용되는 시청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대여한 각 콘텐츠 항목의 시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를 완료하기 전에 시청 기간을 검토하여야 한다. 대여한

콘텐츠는 온라인으로 또는 승인된 오프라인 기기를 사용하여 한 번에

1대의 기기에서만 시청할 수 있다.

D. 구매한 콘텐츠.

구매한 콘텐츠 항목은 디지털 보관함에 저장되며 보관함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다. ‘보관함 기간’은 YouTube 유료 서비스

약관에 설명된 제한에 따라 구매 날짜로부터 최소 5년이다. 구매한



- 68 -

이상 유튜브 정책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동영상은 다운로드 할 수 없으며,

오프라인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특정 기기, 특정

계정을 통해 한정하여 다운로드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각 콘텐츠 항목의 보관함 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콘텐츠를 주문하기

전에 보관함 기간에 동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구매한 콘텐츠를 일시중지,

중지 또는 되감기해도 보관함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YouTube 유료

서비스 약관에 설명된 것처럼, 구매한 콘텐츠 항목이 구매 날짜로부터

5년 내에 사용할 수 없게 되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구매한 콘텐츠:

① 한 번에 각 항목 중 1개 스트림을 시청할 수 있다.

② 한 번에 서로 다른 항목 중 최대 3개 스트림을 시청할 수 있다.

③ 보관함 동영상 콘텐츠를 오프라인으로 재생할 수 있는 기기로 한 번에

최대 5대를 승인할 수 있고 추가 기기를 승인하려면 승인된 기기 5대

중 1대를 승인 취소해야 한다.

④ 동일한 기기는 12개월 내에 3회만 승인할 수 있고 12개월 동안 동일

기기를 2회 승인 취소할 수 있다.

⑤ 오프라인 재생을 위한 기기는 90일마다 총 2대만 승인 취소할 수

있다.

⑥ 동일 기기에서 Google 계정은 3개만 승인할 수 있다.

콘텐츠에 액세스할 때 사용한 Google 제품(예: Google Play 무비/TV

또는 YouTube)에 상관없이 구매한 콘텐츠의 스트림 및 오프라인 재생

제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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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영상 파일의 특성

위에서 살펴본 일반 다운로드와 스티리밍 파일의 차이, 유튜브 동영상

전달 구조 및 유튜브 정책에 의하면 유튜브에 게시된 동영상 파일은 일반

적인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및 증거수집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

에는 아래와 같은 특성이 있다.

가. 증거능력 인정요건 관련 특성

(1) 원본과 사본의 구별 곤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원본성에 관련한 규정이

없고, 미국과 같이 최량증거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디지털증거의

원본성에 대하여 다툴 실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더구나 형사소송규칙은

제134조의7로 디지털증거 중 문자정보에 관하여 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판례에서도 증거의 원본성 문제는 무결성 내지 동일성과 함께

평가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즉, 디지털 정보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방식과는 달리 복사를 통해서도 질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원본이고 어떤 것이 복사본

인지 구분할 수 없으므로, 복사본과 원본의 구별 실익은 크지 아니하다.85)

특히, 위에서 유튜브 동영상 전달 원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튜브에

업로드된 동영상 파일은 처음 동영상 제작자가 업로드할 때부터 그 파일

85) 이상재, “형사절차상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0. 2.) 1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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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해상도 등이 변경되어 유튜브 서버에 보관된 것이고, 다양한 해상도,

전송 속도를 가진 파일로 편집되고 나누어져 구글 글로벌 캐시 서버와

같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서버에 보관되어 있다. 이 경우 유튜브를

통해 보는 동영상은 위 각 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CDN으로부터 전송

받은 것이므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원본 파일이라고 볼 수 없고, 증거로

수집한 유튜브 동영상이 유튜브 상에 공개된 동영상과 내용이 같은 것인

지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유튜브 동영상 파일을 증거로 수집할 경우에는 디지털증거의

원본성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동영상 그 자체와

같은 것임을 입증하면 될 것이다. 또한, 증거 수집 내지 획득 이후 법정에

제출 시까지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무결성 확보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2) 유튜브 동영상 파일에 대한 편집, 삭제 가능성

콘텐츠 제공자가 동영상 파일에 게시 기간을 설정해 두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동영상 게시가 중단될 수 있고, 동영상을 업로드한 유튜버가

파일을 편집하여 재업로드할 수도 있으며, 유튜브 자체로 정책 위반 등을

이유로 동영상 파일의 게시를 중지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경우, 계정에서

탈퇴하거나 계정 자체가 해지된 경우86)가 있을 수 있다.

(3) 다운로드 금지 내지 제한

유튜브 동영상 파일은 유튜브 정책상 다운로드가 금지되거나 프리미엄

86) 2021. 11. 5. 국민일보 13면, ｢‘한강 대학생 실종 가짜뉴스’ 청장 사칭 범인 끝내 못
찾아｣ 기사 참조(기사에 의하면 문제의 계정은 유튜브 약관 위반으로 해지된 상태이고,
구글은 경찰의 유튜브 계정 운영자에 대한 가입 정보 제공 요청에 비협조하여 유튜브
계정 명의인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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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오프라인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물론 그

경우에도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정한 제한(기간, 기기) 아래 접속하여

시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운로드 금지정책을 위반한 경우 위법수집증거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나. 증거수집 절차 측면에서의 특성

(1) 디지털포렌식에 있어서 원본 보존법칙 유지 곤란

원본을 전통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유튜브 동영상 파일 원본을 보존한

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증거수집 단계에서 진정성(동일성, 신뢰성,

무결성) 측면에서 해당 동영상임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원본 보전

법칙은 원본 동일성 유지의 원칙으로 수정해야 한다.

(2) 증거수집에 있어 외부 환경의 차단 곤란

통상 시스템에서 증거 수집할 경우, 시스템을 중지시키는 등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하여야 하나, 유튜브 플랫폼을 차단하거나 중지시킬 수 없다.

따라서 증거수집 단계에서 해킹 차단 등 증거수집 환경에 대한 신뢰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3) 네트워크 관련성 및 활성 데이터, 공중에 공개된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은 유튜브 사용자가 각자의 장치나 기기들로 접속하더라도

각 기기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어느 곳에서나 접속할 수 있다. 또한 누구에게나 공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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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동영상 파일을 증거로 수집하는 경우 유튜브 사이트 자체를

중단시킬 수 없는 활성 상태에서 수집해야 한다. 이에 파일 그 자체뿐만

아니라 파일을 수집하는 환경의 네트워크 정보, 메모리 정보와 같은 변화가

용이하며 휘발성을 지닌 정보를 유효하게 수집하고 해독할 필요가 있다.

(4) 재현 불가능에 대비

유튜브 계정 삭제(해지), 동영상 삭제 등의 경우에 재판 단계에서

증거수집 환경과 동일한 상태로 재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게시된 유튜브 동영상과의 동일성, 증거수집 후 법정에 제출할 때까지

무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통해 재현 불가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제3절 판례

1. 일반 동영상 파일의 증거능력

가.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1) 영상 선별에 수사기관이 관여한 동영상 파일

수사기관이 범행 관련 CCTV 영상의 선별부터 복사 및 임의제출까지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건87)에서, 법원은 원본 영상은 소멸되었고, 그 영상이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영상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는 사실을 담보할

만한 절차적 조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원본 영상을 그대로 사본하여 조작·

87)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21. 3. 31. 선고 2020노88 판결, 대법원 2021도
4745 판결에서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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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행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절차 관련자의 법정 진술만

으로는 CCTV 영상의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법원은 위 판결에서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

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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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Hash)값의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원본

동일성 및 무결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한편,

디지털증거를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의해 압수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

소지자 내지 보관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경우에는 영장 집행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3자에게서

증거를 임의제출 받는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임의제출 받는 경우 영장 집행에 비하여 간략한 절차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제출자로부터 원본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을

받은 후 원본을 압수하여야 하고, 복사 등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작성된

사본을 봉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적어도 법원이 그 무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원본이

소멸하였더라도 미리 추출하여 놓은 원본의 해시값이 있고 이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 원본과 사본의 해시값을 비교하여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원본이 소멸하였고 미리 추출하여 놓은 원본의 해시값도 없는

경우에는 사본 파일에 대한 감정 등을 통하여 인위적 개작의 흔적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는 등 신뢰성이 담보되는 높은 증명 방법에 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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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이상 파일 복사에 관여한 수사관들의 진술만으로 그 동일성을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해군기지 CCTV 영상이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영상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는 사실을 담보할 만한 절차적 조치가 부족한 상황

에서, 원본 영상을 그대로 사본하여 조작·편집 행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 △△△의 이 법원에서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해군기지 CCTV 영상의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CCTV 영상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위 CCTV 영상이 담긴 CD가 임의제출된 것이기는 하나, 임의제출

절차에서는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이 어려워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무결성 및 동일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 어려운

점, 수사기관으로서는 관련 영상을 증거로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

CCTV 영상 확보 및 복사 과정을 동영상 촬영하거나, 봉인, 해시값 추출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함으로써 간단히 그에 관한 논란을 차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인이 평소 관리·보관하던 영상을 제출하는 경우와 달리 수사기관이 범행

관련 영상의 선별부터 복사 및 임의제출까지 실질적으로 관여한 이 사건에서

디지털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 확보를 위한 전제 요건은 보다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디지털증거의 확보에

있어서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는 압수·수색 영장의 방식이 아닌, 그보다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임의제출의 형식이 남용될 가능성을

용인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사건 해군기지 CCTV 영상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고, 당연히 위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도 위 영상 중

일부를 그대로 캡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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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영상의 원본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영상 확보 및 복사 과정을 동영상 촬영하거나, 봉인, 해시값 추출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한 경우

에는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2) CCTV 장치에 저장된 파일을 임의제출 받거나 재촬영한 영상을

다시 수사기관이 컴퓨터에 복사하였다가 CD에 저장하여 제출한

동영상 파일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범행 장소까지 간 후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녹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이동

동선에 설치된 CCTV 장치에 저장된 파일을 각 CCTV 소유자 내지

보관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휴대저장매체(USB) 및 수사관의 컴퓨터에

복사하였다가 다시 CD에 복사한 파일과 수사기관이 각 CCTV 소유자

내지 관리자의 승낙하에 각 CCTV 장치에서 재생되는 화면을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재촬영한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복사하였다가 다시 CD에

복사한 파일이 증거로 제출된 사건88)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위 CD에 복사한

영상 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

하여 수집된 위법수집증거는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으나, “원 CCTV 영상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원본 파일로부터 추출한 해시값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CD에 저장된 복사 파일만으로는 그 변개･변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감정되었으므로 실제 파일을 복사한 수사관이나 복사에 동석한

CCTV 소유자 내지 관리자의 진술과 법원의 CD에 저장된 복사 파일의

검증만으로는 각 CCTV에 생성되었던 원본 파일과 위 CD에 복사된 위

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노1268,
대법원 2014도11449 판결에서 1심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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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파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CD에 저장된 복사 파일은 무결성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수사관이

휴대폰으로 재촬영한 파일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원본 파일을 수사관의

컴퓨터로, 수사관의 컴퓨터에서 CD로 2회 복사되었는데, 수사기관이 자신이

취득한 재촬영본 원본 파일에 대하여 어떠한 봉인장치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복사하는 과정에서 각 저장장치를 봉인하지 아니하여 수사관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위 각 파일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수사관이나 촬영에 동석한 CCTV 소유자 내지 관리자의 진술만으로 재촬영

파일의 무결성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수사관들 및 CCTV 소유자･관리자의

각 진술, 재촬영 파일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CCTV 영상에 특별한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촬영되었음을 인정하더라도 재촬영본 원본

파일이 제출되지 않을뿐더러, 이에 대한 해시값이 추출된 적이 없고, 사본

파일만으로는 변개･변작 여부를 감정할 수 없는바 수사관들의 진술 및

법원의 재촬영 파일에 대한 검증만으로는 수사관의 휴대폰 카메라에

저장된 재촬영본 원본 파일과 CD에 복사된 재촬영 파일의 동일성을 인정

할 수도 없어, 무결성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이 재촬영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진술이 있고 그 사본이 있음

에도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무결성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나, 이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적어도 수사기관이 재촬

영한 원본 파일을 저장하여 해시값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그 영상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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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관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타인의 통화내용 등을 촬영한 동영상

수사관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타인의 통화내용 등을 촬영한 동영상(대화

내용도 녹음되어 있음)이 증거로 제출된 사안에서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되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

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

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긴급체포 당시에 긴급

체포자가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하는 것을 경찰관이 공개적으로 촬영한

점, 경찰관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도록 지시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긴급체포자가 임의로 휴대폰의 스피커폰 기능을 작동시켜 피고인의 대화

내용까지 현장에 있었던 경찰에게 노출되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경찰관의 촬영 행위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89)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 영상 압수과정에 변호인 등이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출한 동영상

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고단262호 판결, 필로폰 매수 혐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과정에서 혐의자가 필로폰 매도자인 피의자와 통화하는 것을 경찰관이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하였고, 그 과정에 스피커폰 대화 내용이 일부 녹음되어
있는 사건에서, 피의자가 동영상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되어 위
동영상 및 그 동영상을 기초로 획득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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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에게 미리 집행이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저장매체를 탐색·복제·출력

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그 동영상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0노481호 판결)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

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

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을 통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

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할 경우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수집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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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961 전합 판결, 2015. 1. 22. 선고 201410978 전합 판결 등). 이

사건에서 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초하여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본체

1대, 휴대전화 1대를 경찰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하여, 피고인이 봉인

과정에 참여하여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봉인 해제, 복제본의 획득,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할 수 없음을 고지받았는데 위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4∼5년 전부터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두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은 압수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탐색하여 피고인이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동영상 파일 등을 발견한 후

그 취지 등을 담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

신문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몰래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경찰관은 다시 압수된 컴퓨터에 내장된 하드디스크을

탐색한 후 불법 촬영 동영상의 재생장면을 캡처하여 해당 동영상 파일

정보를 캡처한 이미지와 함께 출력하였는데,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에게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탐색 과정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국선변호인은 참여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과에 비춰 이 사건

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압수수색 경위 등 위 전합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적법절차 원리 침해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이념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어 이 사건의 동영상 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호 판결).

다. 소결

위 판결들의 취지에 의하면 동영상 파일의 경우에도 일반 디지털증거와

동일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고, 원본과의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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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결성, 신뢰성 등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임의제출은 가능하고 원본이 소멸하였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2. 유튜브 동영상 파일의 증거능력

현재까지 유튜브 동영상에 대해 위법수집 증거라거나 동영상 내용이

편집되었다는 등으로 증거능력을 다투어 쟁점이 된 사건은 확인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 명예훼손 내지 모욕 범죄를 저지

르거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이 된 사건 등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저장한 CD, 유튜브 캡처 화면, 유튜브 동영상의 음성 부분을

녹취한 녹취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

죄명 범죄사실 요지 증거의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사건90)

유튜브 생방송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신체
부위 영상 캡처 사진 게시

몸캠 영상 유출 방송
자료 첨부한 수사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폭행 장면을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에 실시간

전송91)

유튜브 동영상 분석 및
캡처한 수사보고 및

캡처 사진
유튜브에 명예훼손 발언하는
내용의 동영상 게시92)

유튜브 캡처 사진,
유튜브 동영상, 녹취서

명예훼손 사건93)
유튜브에 명예훼손 글과

동영상 게시
유튜브 캡처 화면

모욕 사건94)
유튜브 방송에서 모욕적

발언
고소인 제출 동영상

CD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유포)사건95)
유튜브에서 낙선 목적

허위의 발언 내용 방송

유튜브 동영상 CD,

녹취록

[표 1] 판례에서 확인한 유튜브를 통한 범죄사실 개요와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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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판시한 사건들을 보면, 유튜브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적 발언,

모욕적 발언 등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였다는 자체가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전문

증거가 아니므로 전문법칙 적용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제4절 증거수집 절차 및 증거능력 요건의 한계

유튜브 동영상 등 온라인 동영상 파일을 증거로 수집하는 경우 일반적인

디지털 정보를 증거로 수집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증거수집 절차와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있어 기존의 논의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1. 증거수집 절차의 한계

유튜브 동영상 파일 등 온라인 동영상 파일이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필요가 있어 증거로 수집하는 경우, 기술적·법률적 한계가

존재한다.

가. 동영상 원본 소재 확인 곤란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로 연결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이용

되는 세상에서 동영상 원본 서버는 국경을 넘은 곳에 소재하거나 그 원본

9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1고합221 판결
9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고단1748 판결
92)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고합449 판결
93) 인천지방법원 2015. 9. 9. 선고 2015고단30, 3425(병합) 판결
94)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9고정656 판결
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2. 선고 2020고합7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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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원본 파일

자체를 압수하여 저장하지 못하는 경우에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증거로

확보한 동영상 파일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위해 자료의 획득, 증거로 제출

시까지 그 동영상 파일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담보할 방안이 필요하다.

나. 네트워크 연결 차단 어려움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파일을 수집하는 경우 네트워크로 연결된

유튜브 플랫폼의 시스템을 중지하고 증거수집을 할 수가 없다. 이 경우

유튜브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과정에 외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접근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즉 증거수집 환경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 사법관할권의 문제

유튜브 콘텐츠 등 온라인 동영상 파일의 원본이 저장된 서버가 국경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경우 원격지에 있는 서버를 탐색하거나 그 동영상

파일을 국내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은 사법관할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에 원격지에 있는 동영상 파일을 탐색하고, 증거로

수집할 경우 사법관할권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지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다.

2. 증거능력 요건의 한계

일반적인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비교하여 유튜브 동영상의

전달 구조와 유튜브 동영상 파일의 특성을 고려하면 유튜브 서비스 이용

자가 각자 시청하는 동영상은 콘텐츠 제작자가 업로드한 동영상 파일의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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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 파일과

내용이 같은 것이라면 원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유튜브의 다운로드 금지정책을 위반하여 다운로드를 한 파일은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동영상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다운로드가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예를 들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수사 및 재판 목적상 다운로드하는 경우)에서는

적법한 다운로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역외 서버에 있는 파일도 원격으로 압수가 가능하다며

판시한 요건, 동영상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 판시한 요건을

통하여 온라인 동영상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먼저, 유튜브 동영상은 누구에게나 공개된 것이므로 유튜브 동영상

게시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나 수사기관은 임의로 저장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유튜브 정책 등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운로드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유튜브를 통하여 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유튜브 동영상

파일은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동영상 내용 자체가 범죄사실을 증명

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비전문증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증거로

제출된 유튜브 동영상이 방송되었던 내용과 동일하다는 원본 동일성이

입증되고, 법원에 제출될 때까지의 변개･변작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입증

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물론, 이는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시점에 유튜브에 동일한 동영상이

게시되어 있다면 그 게시된 내용이 제출된 동영상과 동일하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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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재생하는 방법으로 입증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법정

에서 유튜브 동영상이 삭제되거나 편집되어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거수집을

할 필요가 있다.

제4장 유튜브 동영상 파일의 증거수집 방안

제1절 증거수집 필요성

1. 범죄 현황

최근 도입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언론규제법이 정작 가짜뉴스를 대거

양산하고 있는 유튜브는 제외해 논란이 된 바 있고96), 유튜브를 통해

세월호 유족들을 능멸했던 유튜브 운영자가 법정 구속되는 등 엄한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97)

경향신문에 “서울경찰청에 관내 경찰서(경찰청 포함)에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신고건수’를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하루 평균 13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되기도 한98)

사실에 비추어 유튜브를 통한 범죄 건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6) 매일경제, 2021. 8. 24.자 A6면, ｢‘친여 유튜브’ 알릴레오․시사타파TV… 미확인
지라시 쏟아내｣

97) 서울신문, 2021. 9. 1.자 31면 사설/오피니언, ｢유튜브와 ‘허위조작정보’｣
98) 경향신문, 2021. 8. 3.자 10면, ｢일단 던지고 보는 유튜버･구독자...‘명예훼손’ 고소･
고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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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튜브를 통한 명예훼손 범죄만은 아니지만, 검찰청의 통계시스템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건 접수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2020년 이후 접수 인원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실제 유튜브를 통하여 저지른 모욕죄, 공직선거법위반, 성범죄 등으로

고소･고발하는 숫자를 포함한다면 건수는 더 많을 것이다.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1.〜7.)

인원(명) 13,194 12,483 15,830 18,113 22,695 4,533*

[표 2]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접수 현황99)

2.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실태

가. 임의제출의 경우

사건 관계인들이 임의로 유튜브 동영상을 오픈소스 프로그램 등을 사용

하는 등으로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그 동영상

파일을 분석하고, 대화 내용을 녹취하여 수사보고서로 작성하고, 필요시

동영상 파일에 대한 해시값을 생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나. 수사기관에서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99) 검찰청 통계시스템 (* 수사권 조정 도입된 2021. 1. 1. 이후, 경찰에 고소․고발되어
수사, 기소 의견인 사건만 송치되기 때문에 통계는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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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다운로드 받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해당 유튜브 동영상을 확인하고, 그

유튜브 동영상 파일을 오픈소스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다음 해시값을 부여하여 저장하고, 그 동영상 내용과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필요시 녹취하여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한다.

(2) 동영상을 재촬영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제3자 또는 관련자를 참여시킨 다음, 범죄사실과 관련된

해당 유튜브 동영상을 재생하여 직접 재촬영하고, 그 촬영 영상 파일을

해시값을 생성하여 저장한 다음, 그 동영상 내용과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필요시 녹취하여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한다.

3. 문제점

가. 저작권법위반 여부

유튜브 약관에 의하면 허용된 방법 외에는 유튜브 동영상을 다운로드,

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수사기관이 유튜브 동영상을

오프라인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받는 것이 약관 위반 내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닌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3조에서는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튜브 약관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동영상을 복제할 수는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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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인터넷 등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운로드하는 것은 사후 검증 등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나. 역외 증거수집 문제

역외 증거수집 내지 역외 압수수색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없으나,

수사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역외에 존재하는 관련 데이터 및 디지털증거에

대해 집행하는 압수수색방법이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수사기관이 해외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계정 정보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

사무실 등에서 계정을 통해 해외 서버에 접속하여 필요한 증거를 압수·

수색하는 방법이라고 하기도 한다.100) 역외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사법

관할권 문제, 압수·수색 장소, 당사자 참여권 등의 문제로 허용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유튜브 동영상 등과 같이 누구에게나

공개된 대상을 수집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증거수집 과정에 신뢰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실제 유럽

사이버범죄협약에서도 이 부분은 증거수집할 수 있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 아래의 제2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다. 디지털포렌식 원칙 적용상의 한계

유튜브 동영상 파일은 역외 서버에 있거나 서버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원래의 파일이 원본이라면

디지털포렌식의 원칙상 원본 매체 보존의 원칙을 지킬 수 없다.

100) 이상국, “원격지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 접근 방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1.), 72-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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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튜브 동영상 파일은 게시된 동영상 파일과

동일한 내용의 파일을 다운로드 한다면 증거수집 시의 파일을 원본(원본

동일성의 원칙은 유지)이라고 하고, 그 원본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때까지

변조 등이 없었다는 무결성의 원칙을 유지하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유튜브 동영상을 다운로드 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떠한

검증도 없었으므로 증거수집 도구의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

라. 수집 환경의 신뢰성 확보에 미흡

현재와 같이 단순히 유튜브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는

상황에서는 사후에 그 동영상 파일을 언제 다운로드 받았는지, 어떤 환경

에서 다운로드 받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사후 검증 및 재현을 위해

증거수집 환경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마. 수사의 효율성 측면

임의의 다운로드 프로그램 사용이 문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직접 재촬영

하는 경우, 유튜브 동영상 파일의 재생시간, 증거수집 시에 사건 당사자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따라 최소 몇 시간에서 며칠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긴급을 요하는 사건 등에서는 수사의 효율성에 상당한 제한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원격에 있는 디지털증거 중 누구에게나

공개된 대상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증거수집이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범죄 현황과 증거수집 실태에 비추어 좀 더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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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증거수집에 관한 법제도

1. 외국의 규정

온라인 동영상 파일과 같이 원격에 있는 디지털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공개된 대상을 수집하는 경우와 대상에 접속하기 위해 인증

과정이 필요한 사적인 대상을 수집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사적인 대상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사법관할권의 문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장소, 대상, 당사자 참여권 등 여러 논의가 있으나 공개된 대상을

수집하는 것 자체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신뢰성을 확보하여

증거수집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 사이버범죄협약(Cybercrime on Convention)

원격에 있는 데이터의 압수수색 여부와 관련하여 사이버범죄협약 32조

(역외 컴퓨터 데이터 수집)101)에서 공개된 데이터 등 역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허락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할 수 있다;

101) Article 32 – Trans-border access to stored computer data with consent or
where publicly available
a Party may, without the authorisation of another Party:
a access publicly available (open source) stored computer data, regardless of
where the data is located geographically; or

b access or receive, through a computer system in its territory, stored
computer data ocated in another Party, if the Party obtains the lawful
and voluntary consent of the person who has the lawful authority to
disclose the data to the Party through that computer system.



- 90 -

a. 데이터가 지리적 위치에 관계 없이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엑세스하거나;

b. 당사국이 해당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당사국에게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합법적이고 자발적인 동의를 얻는

경우, 그 당사국 영역내에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다른 당사국에

위치한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엑세스하거나 수신할 수 있다.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 및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동의가 있는

경우, 원격지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그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거나 관리할 권한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102)영국의 ACPO(The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103)

｢디지털증거에 관한 모범사례 안내(ACPO Good Practice Guide for

Digital Evidence)｣를 발간하여 디지털증거를 다룰 때의 원칙을 공표하였다.

원격에 있는 데이터의 수집에 관해서는 섹션 4의 6항104)과 Appendix

102) 서강윤, “원격에 있는 디지털증거 수집을 위한 프레임워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8.) 3-5면, 재인용

103) https://en.wikipedia.org/wiki/Association_of_Chief_Police_Officers. 잉글랜드,
웨일스 및 북아일랜드의 최고 경찰관 협회는 수년 동안 잉글랜드, 웨일스 및
북아일랜드에서 치안 관행의 발전을 주도한 비영리 민간 유한 회사

104) 4.6 CAPTURING ONLINE EVIDENCE
4.6.1 In some investigations the capture of digital evidence may be from an
online rather than a physical location. Detailed guidance on securing this
evidence can be found in ‘Crimes involving websites, forums and blogs’ and
‘Network forensics and volatile data’.
4.6.2 Online evidence can roughly be split into that which is publicly
available (e.g. forum postings, where the forum does not require a login to
view) and that which is private (e.g. Facebook account information). There

https://en.wikipedia.org/wiki/Association_of_Chief_Police_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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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의 항에서 수집할 데이터가 속한 환경을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

으로 분리하여 수집할 때 그 과정을 기록하여 감사 추적할 수 있도록 권고

하였다. 하지만 원격에 있는 디지털증거를 수집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집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 유럽의 ENISA(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105)

may be scope to obtain both (e.g. by capturing the text of a forum posting
and then requesting the account details of the user who made the posting
from the forum owner).
Investigators should be aware of the potential issues when capturing
publicly available data, Including the ‘footprints’ which are left when
accessing a site, which can alert a website owner to law enforcement
interest.
4.6.3 Records should be kept of all actions taken when capturing online
evidence in order to comply with principle 3.
4.6. 온라인 증거수집
4.6.1 일부 조사에서 디지털증거 캡처는 물리적 위치가 아닌 온라인에서 수행될
수 있다. 이 증거 확보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웹사이트, 포럼 및 블로그와 관련된
범죄' 및 '네트워크 포렌식 및 휘발성 데이터'에서 찾을 수 있다.
4.6.2 온라인 증거는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증거(예: 포럼 게시물, 포럼에서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음)와 비공개 증거(예: Facebook 계정 정보)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둘 다 얻을 수 있는 범위가 있을 수 있다(예: 포럼 게시물의 텍
스트를 캡처한 다음 포럼 소유자에게 게시한 사용자의 계정 세부 정보를 요청하여).
수사관은 웹사이트 소유자에게 법 집행 기관의 관심을 알릴 수 있는 사이트에
액세스할 때 남겨지는 'footprints'를 포함하여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캡처할 때 잠재적인 문제를 알고 있어야 한다.
4.6.3 원칙 3을 준수하기 위해 온라인 증거를 수집할 때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105) https://www.enisa.europa.eu/about-enisa (사이버 보안을 위한 유럽 연합 기관
(ENISA)은 유럽 전역에서 높은 공통 수준의 사이버 보안을 달성하기 위해 전념
하는 연합 기관임. 2004년에 설립되고 EU 사이버 보안법에 의해 강화된 유럽
연합 사이버 보안 기관은 EU 사이버 정책에 기여하고 사이버 보안 인증 체계를
통해 ICT 제품, 서비스 및 프로세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회원국 및 EU 기관과
협력하고 유럽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

https://www.enisa.europa.eu/about-en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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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증거 초동 대응자를 위한 기본 지침(Electronic evidence - a

basic guide for First Responders106))｣을 통해 디지털증거에 관한 기본

원칙을 공표하였다. 이 원칙들은 원격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때에도 적용

된다. 수집하는 방법은 네트워크 포렌식 안내서(Introduction to Network

Forensics. 2019107))에서 제시하였다.

Wireshark, tcpdump, Argus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패킷 수집 도구나

In-Line Network Tap, Hub, Switch 등 물리적 장비를 활용하여 케이블

에서 직접 네트워크 트래픽을 수집하는 방법부터 ARP Spoofing, MAC

Flooding 등의 해킹 기술을 활용하여 수집하는 방법, 무선 공유기(AP)의

모니터 모드, Promiscuous 모드 등을 활용하여 무선 네트워크 트래픽을

획득하는 방법까지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실무자를

위한 지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라. 중국 공안부의 증거수집 관련 규정108)

원격에서 디지털증거를 수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과 수집해야 할 정보를

명시하였다. 원격 압수에 대해서는 제4장 네트워크 온라인 전자 데이터

추출 섹션의 제23조부터 제35조에 걸쳐 명시되어 있다.

106)
file:/C:/Users/guaut/Downloads/Good%20practice%20material%20for%20first%20respo
nders%20.pdf

107)
https://www.enisa.europa.eu/topics/trainings-for-cybersecurity-specialists/online
-training-material/documents/introduction-to-network-forensics-handbook.pdf

108) http://gaj.cq.gov.cn/zslm_245/wlaqgl/flfg/201912/t20191221_2043591.html :
Ministry of Public Securit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公安机关办理
刑事案件电子数据取证规, 2019.

http://gaj.cq.gov.cn/zslm_245/wlaqgl/flfg/201912/t20191221_20435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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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25조109)에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에서 디지털증거를 수집할 때

변경 가능성이 있어 이후에 같은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 비디오,

사진 촬영, 컴퓨터 스크린 캡처 등의 방법으로 시스템의 접근 방법, 수집

종료 시각, 사용된 도구 및 방법과 전자 데이터의 네트워크 주소, 저장 경로

또는 데이터 추출 시 절차 무결성 검사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35조110)에서는 프록시 서버 전송 소프트웨어 등의 네트워크

도구를 사용한 경우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이름과 버전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마. Todd G. Shipley와 Roy Womack

109) 第二十五条 网络在线提取时，对可能无法重复提取或者可能会出现变化的电子数据，
应当采用录像、拍照、截获计算机屏幕内容等方式记录以下信息：
（一）远程计算机信息系统的访问方式；
（二）提取的日期和时间；
（三）提取使用的工具和方法；
（四）电子数据的网络地址、存储路径或者数据提取时的进入步骤等；
（五）计算完整性校验值的过程和结果。
제25조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추출할 때 반복적으로 추출할 수 없거나 변경될
수 있는 전자 데이터에 대해 비디오 녹화, 사진 촬영 및 컴퓨터 화면 콘텐츠 가로
채기를 통해 다음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1) 원격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접근 방법;
(2) 수집 날짜 및 시간;
(3) 추출에 사용되는 도구 및 방법;
(4) 데이터 등을 추출할 때 네트워크 주소, 저장 경로 또는 전자 데이터의 입력 단계;
(5) 무결성 검사 값을 계산하는 과정과 결과

110) 第三十五条 网络在线提取、远程勘验使用代理服务器、点对点传输软件、下载加
速软件等网络工具的，应当在《网络在线提取笔录》或者《远程勘验笔录》中注明采
用的相关软件名称和版本号。
제35조 프록시 서버, 지점간 전송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가속 소프트웨어와 같은
네트워크 도구가 온라인 추출 및 원격 조사에 사용되는 경우 사용된 관련 소프트
웨어의 이름 및 버전은 "네트워크 온라인 추출 기록" 또는 "원격 검사"에 표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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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111)와 저서112)를 통해서 원격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앞서 언급한 ACPO의 지침과 미국 내

관련 법을 고려하여 조사자가 지켜야 할 원칙으로 가능한 증거를 변경

하지 말 것,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수집할 것, 관리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을 제시하였다 수집 방법은 특허의 예와 그 설명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위 특허에서는 수집 이전에 조사할 대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진정성을

위해 IP를 조회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수집은 도구를 통해 자동화되어

있으며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에 있는 데이터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바. 소결

여러 국가들의 규정과 지침들은 원격에 있는 디지털증거를 수집할 때도

기존의 디지털증거의 요건에 맞추어 수집하도록 권고한다. 하지만 원격에

있는 데이터의 수집과 물리적으로 특정된 매체에서의 수집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이때 발생하는 위 변조의 위협을 불식시키는 방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즉 조사자가 이 지침과 규정을 따라 수집하고자 해도 신뢰할

수 있는 수집 도구가 없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수집 과정을 촬영하는

방법 등을 동원하여 원격지 디지털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악의적인

조사자가 수집 과정에서 전문가를 속이고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을 동작시켜

수집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수집한 데이터를 사전에 준비한 조작한 데이

터와 바꿔치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뢰성을 훼손할 여지가 남아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기술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111) Roy Womack, Todd G. Shipley. Online Evicence Collection, US 8,417,776 B2.
2013

112) Todd G. Shipley and Roy Womack, Internet Investigation, Syngres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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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법

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정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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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는 외에 원격지의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방법은 물론 디지털증거에 대해

압수수색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나. 대검찰청의 ｢디지털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규정｣

위 규정 제32조는 원격지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방법이란 제목

하에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인 정보저장매체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압수 대상인 전자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원격지의 정보

저장매체에 대하여는 압수수색검증 대상인 정보저장매체의 시스템을 통해

접속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압수자등이 정보통신망

으로 정보저장매체에 접속하여 기억된 정보를 임의로 삭제할 있을 경우

에는 정보통신망 연결을 차단할 수 있다”고 원론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증거수집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3. 판례

가. 역외 데이터 원격 압수한 이메일 증거능력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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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갑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과 활동비 1만 8900달러를 받은 혐의

(국가보안법위반)로 기소되었다. 국가정보원 수사관은 갑의 차량에서

압수한 휴대용 저장장치(USB)에서 암호화된 파일을 복호화하였다. 그

결과 중국 내 서버가 있는 시나닷컴(sina.com)의 갑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하였다. 수사기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나닷컴 이메일

계정 내 편지함 등에 송·수신이 완료되어 저장되어 있는 내용 등’을 압수할

물건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사무실 내 PC’를 수색할 장소로 특정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갑의 압수·수색 참여

기회 부여를 조건으로 하여 영장을 발부하였다. 수사기관은 한국인터넷

진흥원 직원의 참여로 갑의 이메일 계정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한 후 이메일(북한 대남공작조직225국과 주고받은 메일) 15건을 추출하여

출력, 저장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

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원활하고 적정하게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대물적 강제처분 행위로서 허용되며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114)에서

113)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114) 형사소송법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제1항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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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3) 소결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제3의 기관인 인터넷진흥원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역외 서버에 있는 이메일을 내려받아 이를 압수한 것에 대해 수집

파일이 원본 파일과 동일한 것인지, 압수수색 장소가 적절한 것인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시 없이 역외

서버에 있는 파일도 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방법도 형사

소송법 제120조 제1항의 압수가 필요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공개된 홈페이지에서 임의로 출력한 게시물의 증거능력

(1) 사건 개요

갑은 인터넷 홈페이지 알림마당 등 공개된 게시판에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혐의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수사기관은 홈페이지에서 각종

게시물을 임의로 출력하여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게시

물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압수·수색은 증거의 수집·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의 하나로서 압수란 유체물(다만 전산정보 등은 무형물



- 98 -

이지만 포함된다)에 대한 점유의 취득과 점유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처분을 말하고, 수색이란 물건 또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는바,

이러한 강제처분은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임의수사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위법수집증거라고 들고 있는 것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으로 누구나 접근하여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것이어서 수사기관도 이를 출력하여 증거자료로 확보하는 것은 임의수사의

한 방법에 불과할 뿐이고 이러한 임의수사로도 증거 확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상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시115)하였고, 서울고등

법원은 “홈페이지는 누구든지 접근해 자료를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공개사이트로 수사기관도 임의로 접근할 수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들을 출력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할 것이다. 한편, 임의수사에 있어서도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요구된다 할 것인데, 사이버공간에서의 의견 게시

및 삭제는 매우 용이하고 빨라 그 수집에 영장을 요구할 경우 게시물 삭제

등으로 형사소추 등 공익실현의 기회를 상실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 인터넷 게시물의 출력은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증거 수집방법으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도 인정된다는 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게시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수집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어서,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116)하였으며,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시117)하였다.

1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2고합1050호 판결
116)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3노895호 판결
117)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068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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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위 판결들에 비추어 누구든지 접근해 자료를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공개된 사이트에 수사기관이 접근해 자료를 출력하는 것은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허용되고, 증거보전의 필요성이나 긴급성에서 당연히 필요한

수사 방법으로 허용될 것이다.

제3절 증거수집을 위한 구체적 방안

이상 살펴본 온라인 동영상 파일에 대한 특징과 판례를 통해 확인된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요건(원본 동일성, 무결성, 신뢰성)을

고려하고 디지털포렌식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상황을 반영하여 법제도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으로 증거수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기본원칙

가. 실체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원칙 조화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온라인 동영상 파일도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의제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강제수사로 압수·

수색·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임의제출이나 강제수사에 있어 디지털

증거의 대량성 등의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을 전제로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적법절차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증거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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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본성 유지와 무결성, 신뢰성 확보

온라인 동영상 파일을 증거로 수집할 경우 증거 제출 이후 온라인

동영상 파일이 삭제될 것을 대비하여 원래 게시된 동영상과 같은 내용의

파일을 수집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수집

후 증거 제출 시까지 변작·변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구나 전문가에 의하여 증거가 수집되어 연속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다. 피해자의 인권 보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 수집 대상의 소유자 내지 관리자 등 당사자 는

물론, 그 동영상으로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라. 소결

위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구체적 증거수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방안은 법제도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원격지에

데이터가 존재하거나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하는

온라인 동영상 파일 등의 경우에 증거수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침이나

법령으로 제정하고, 증거수집 도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운로드

가능한 증거수집 도구를 개발하고, 증거수집 시 동영상 파일 및 그 파일

수집 당시의 환경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를 동시에 수집하여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때까지 무결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제안한

구체적 증거수집 방법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기능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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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 등 규범화

(저작권법상의 복제 예외 인정)

증거수집

도구의

주요 기능

동영상 다운로드 프로그램 포함

(동영상 녹화 및 캡처 기능)

원본 동일성 확보

도구 및 환경의 신뢰성

확보
증거수집 시점, 장소 특정, 수집한

증거에 대한 해시값 생성

무결성 확보

환경의 신뢰성 확보

당사자가 확인, 목록 교부, 위·변조

방지 프로그램 가동

수사기관의 위·변조

방지, 원본 동일성,

무결성 확보

제3의

기관에서

증거 인증

수집한 증거 및 시점 등 확인할

정보를 함께 인증 및 보관, 관리
무결성 확보

[표 3] 증거수집 방안의 주요 내용

2. 증거수집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 등 규범화

가. 해외 법규정 참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공안부의 증거수집 규정 제25조에는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에서 디지털증거를 수집할 때 변경 가능성이 있어

이후에 같은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 비디오, 사진 촬영, 컴퓨터

스크린 캡처 등의 방법으로 시스템의 접근 방법, 수집 종료 시각, 사용된

도구 및 방법과 전자 데이터의 네트워크 주소, 저장경로 또는 데이터 추출 시

절차 무결성 검사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35조에

서는 프록시 서버 전송 소프트웨어 등의 네트워크 도구를 사용한 경우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이름과 버전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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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규정을 참고하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공통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증거수집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 증거수집 절차에 관한 지침 내지 규정 등 마련 제안

원격에 있는 디지털증거 중 누구에게나 공개된 대상을 수집하는 경우

에는 다른 일반 디지털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음을 명시하고,

사이버범죄 협약 제32조와 같이 공개된 데이터 등 역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각 증거수집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

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 내용은 수사기관, 학계의 논의 등을 통해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공통된 지침을 제정하거나 형사소송규칙 등 법령에 명확한 기준을 두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 지침 내지 규정에는 앞에서 제시한 원격지 증거수집에 관한 외국의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에서 디지털증거를

수집할 때 변경 가능성이 있어 이후에 같은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디오, 사진 촬영, 컴퓨터 스크린 캡처 등의 방법으로 시스템의

접근 방법, 수집 종료 시각, 사용된 도구 및 방법과 데이터의 네트워크

주소, 저장경로 또는 데이터 추출 시 절차를 함께 수집하여 저장하고,

무결성 검사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도록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자가 지켜야 할 원칙으로 가능한 증거를 변경하지 말 것,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수집할 것, 관리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을 제시하는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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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수집 도구의 개발

온라인 동영상 자체가 딥페이크 등의 방법으로 위·변조된 것인지는

별도의 연구 과제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을 전제로 하고,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등 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 자체를 증거로 수집하여 법정에 제출하는

데 있어 원본 동일성, 무결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하기로 한다.

가. 현행 도구 활용 증거수집 방안 소개

활용 가능한 온라인 동영상 파일에 대한 증거수집 방안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소개한 다음, 포렌식 도구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Xbox Game Bar 동영상 녹화 및 화면 캡처 기능 활용

위 Xbox Game Bar는 Windows 10/11에 기본 제공되는 게임 녹화 및

화면 캡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데, 이를 활용하여 온라인 동영상을 녹화

하고 화면 캡처하는 방법으로 증거 수집할 수 있다.

(가) 구체적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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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면 녹화 기능 설정 : 윈도우 시작에서 <설정> 키를 누르고, <게임>

항목을 클릭하여 게임 바를 사용하여 게임 클립, 스크린샷 및 브로드

캐스트 레코드를 ‘켬’ 상태로 변경한다.

② 유튜브 동영상 플레이하는 동안 Windows 로고 키 + G를 눌러 Xbox

Game Bar를 열고,

• 위젯 메뉴 > 캡처를 선택한다.

• 녹화 시작, 스크린샷 찍기 또는 마지막 녹화를 선택한다.

• 마지막 녹화를 선택하면 백그라운드 녹화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장

최근 플레이 순간들이 게임 클립이 된다. Windows 설정 > 게임 >

캡처에서 기간을 설정한다.

• Game Bar를 열고 위젯 메뉴 > 갤러리를 선택하여 게임 클립과

스크린샷을 찾는다.

• 해상도를 4K로 설정하고 모든 콘텐츠를 4K로 전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한다.

• 동영상 장면을 캡처하려면 Game Bar 설정에서 플레이하는 동안 백그

라운드에서 녹화 확인란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또는

Windows 설정 > 게임 > 캡처에서 이 옵션을 켠다. Game Bar를 사용

하지 않고 녹화를 시작하거나 중지하려면 바로 가기 키 Windows 로고

키+ Alt + R을 사용한다. 녹화 시작 또는 종료를 나타내기 위해 화면이

깜박인다.

• 백그라운드 녹화가 설정되어 있을 때 Windows 로고 키+ Alt + G를

누르면 마지막 플레이 순간들이 녹화된다. 전체 화면 게임에서 바로

가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Windows 로고 키 + G를 누름. 화면이 두 번

깜박이면 게임이 인식된 것이다.

• 그런 다음, 게임을 전체 화면으로 다시 열면 된다.



- 105 -

(나) 동영상 저장 위치 확인

동영상 녹화가 종료되면 탐색기를 실행하여 내PC 아래 동영상 <캡처>

폴더에 아래와 같이 저장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면 된다.

녹화 종료 후 저장 저장된 녹화 동영상

[그림 14] Xbox Game Bar 녹화 기능 사용 후 저장 장면118)

(다) 동영상 파일을 녹화, 저장한 시간, 장소 등 정보 수집

캡처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속성 정보를 확인하면, 동영상을 캡처한 일시,

파일 크기 등을 알 수 있고, 네트워크 패킷을 수집하여 동영상을 저장한

장소(IP)를 특정함으로써 증거수집 환경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18) 실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영상 녹화 후 저장한 파일에 대해 캡처하고,
아래에서 속성 정보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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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캡처한 동영상의 속성 정보 확인

동영상 수집한 기기의 IP 확인 네트워크상 IP 확인

[그림 16] 증거수집 장소(IP) 및 Wireshark119) 활용 수집 네트워크 패킷 정보

(라) 저장된 동영상에 대한 해시값 생성 후 저장, 증거로 제출

119) https://ko.wikipedia.org/wiki/와이어샤크; 와이어샤크(Wireshark)는 자유 및 오픈
소스 패킷 분석 프로그램이다. 네트워크의 문제, 분석, 소프트웨어 및 통신 프로토콜
개발, 교육에 쓰인다.

https://ko.wikipedia.org/wiki/���̾��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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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동영상에 대하여 별도의 저장매체에 증거 수집(저장) 후 증거 제출

시까지 무결성 확보를 위해 수집한 동영상 파일에 대한 해시값을 생성한

후 함께 저장하고, 위 속성 정보까지 함께 저장하여 증거로 제출한다.

(마) 각 프로그램 사용 효과 및 문제점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온라인 동영상 파일을 캡처하고 상세정보가

작성된 파일을 생성할 수 있으나, 해시값 생성, 증거수집 시간 등 정보

수집을 별도로 하여야 하고, 공인된 기관 등에 의한 인증 등을 통한 공정성

확보에 논란이 될 수 있으며, 해시값을 생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시값 생성

후 증거 제출 시까지 수사기관의 위·변조 의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부족하다.

(2) DAS 캡처 프로그램을 통한 동영상 캡처 및 녹화 기능 활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증거물 인증 시스템(DAS,

Digital Authentication System)의 캡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온라인

동영상을 캡처 및 녹화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가) DAS 개념 및 절차120)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2015년부터 DAS라는 디지털 증거물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AS는 크게 무결성 입증(원본

입증), 중립기관에서의 공정성 보증, 위·변조의 의심 원천 봉쇄 등의 취지로

개발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에서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구이다.

120) 신정원, 강구민, “디지털인증시스템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디지털증거의 무결성
입증을 중심으로-”,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4호, (2021. 11), 111-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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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는 사용자에 의한 증거수집 및 전송, 저장관리, 인증관리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전체적인 절차 및 업무 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17] DAS 절차 및 업무흐름도121)

① 증거수집 및 전송

사용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부여받은 ID로 DAS 앱 또는 캡처

프로그램에 로그인하여 증거를 수집하면 즉시 특정 저장 위치에 자동으로

12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 절차 및 업무흐름도”,
<https://nfs.go.kr/site/nfs/05/10503020000002017083103.jsp> (2021. 12. 13. 검색)

https://nfs.go.kr/site/nfs/05/1050302000000201708310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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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되고, 증거의 해시값이 생성된다. 생성된 증거의 해시값과 메타데이터

(시간 정보, 위치 정보, 사용자 ID 등)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내부망의

방화벽을 거쳐 안전하게 DAS 서버로 전송된다.

② 저장관리

DAS 서버는 사용자로부터 채증 정보를 수신한 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정보를 저장시켜 관리자로부터 인증 및 발급 데이터 정보 열람 요청을

받으면 해당 정보를 관리자에게 전송하여 보관 및 확인한다.

③ 인증관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용자로부터 채증된 증거에 대한 인증서 발급

요청을 받으면, 해시값 비교 후 인증 확인서를 발급하고 파일별로 해시

값을 생성하고 하루 단위로 전체의 해시값을 계산하여 DAS 웹 사이트에

공개되고 이를 일주일 단위로 묶어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공개한다.

(나) DAS 캡처 프로그램을 통한 캡처 및 녹화 방법

① 참여당사자 입회하에 DAS 캡처 프로그램을 통해 웹 게시물을 캡처

하거나 컴퓨터에 저장된 디지털증거를 이미징하는 과정을 녹화한다.

② 캡처 또는 녹화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그 파일에 대한 해시값과 더불어

해당 정보(컴퓨터 정보, 촬영 일시 등)가 작성된 파일이 생성된다.

③ 해당 증거에 대한 인증으로 자동으로 진행되지만, 인증서 발급 요청은

직접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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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증정보 조회와 하루 전체 해시값에 대한 2차 해시값을 생성하여

일별 인증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매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게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DAS 효과 및 문제점

DAS를 사용하면, 인증 받은 시점 이후에는 위·변조 의심을 원천 차단

할 수 있고, 공인된 기관에서 증거를 관리하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

무결성 및 원본 동일성을 가장 손쉽게 확보할 수 있지만, 온라인 동영상의

경우 네트워크에 위·변조 프로그램 개입 등으로 이미 조작된 상태(이미

위·변조되어 있는 웹사이트)에서 화면 캡처한 파일을 인증받았을 가능성이

존재하여 인증받는 당시의 증거수집 환경의 신뢰성 확보를 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유튜브 정책에서 보듯이 다운로드 금지 정책을 위반하여 캡처

하거나 녹화한 것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이 될 수 있다.

(3) 검찰청의 CFT 및 MFA 활용하여 다운로드된 동영상 증거 수집

(가) CFT 주요 기능

CFT(Computer Forensic Tool)는 국책연구기관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개발한 구동 중인 컴퓨터에서 원 데이터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고 관련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이미징하기에 최적화되어 설계된 현장 포렌식 도구로

증거 획득 및 분석, 해시값 추출 등이 가능하다.122) 다만, CFT는 보안

122) 부산고등검찰청 디지털포렌식팀, “공판 사례로 본 디지털증거 압수 쟁점”, (2021.
12. 10.) 100-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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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으로 분류된 수사용 프로그램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고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에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사용자 등을 제한하고

있다.123)

(나) MFA 주요 기능

MFA(Mobile Forensic Aquisition & Analysis, 모바일 포렌식 도구)는

압수 또는 임의제출 받은 안드로이드 또는 iOS기반의 스마트폰에 있는

디지털 증거물을 수집 및 분석하는 도구로서, 스마트폰으로부터 증거물을

수집하기 위해 스마트폰 이미지를 추출하는 증거획득 파트와 스마트폰 내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여주는 분석 파트,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124)

MFA는 증거 획득 및 분석과 함께 증거제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수사보고서 작성, 전자정보상세목록 자동 작성, 현장조사확인서 자동 작성

등의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125)

이에 당사자로부터 증거 획득 후 현장조사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받아

참여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하고, 획득한 증거의 상세목록을 출력하여

교부하는 등 디지털증거 압수 및 임의제출 과정에 디지털증거의 동일성

및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수 있다.

123)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도구 CFT 운영 관리 지침｣(2010. 2. 4. 제정, 2015. 7.
16. 일부개정)

124) MFA 5.0-사용자매뉴얼-V1.0. 6면
125) MFA 5.0-사용자매뉴얼-V1.0. 19면, 36면, 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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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MFA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

[그림 19] MFA에서 자동으로 작성 가능한 증거화 서류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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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FT 및 MFA의 사용 효과 및 문제점

위 각 도구는 컴퓨터나 휴대폰에 사건 관련자가 이미 다운로드 받은 파일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분석, 증거로 제출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온라인

동영상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는 없다.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증거

수집, 제출 시 까지의 위변조 주장 등이 제기될 수 있어 중립기관에서의

공정성 보증이나 위·변조의 의심 원천 봉쇄 등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나. 온라인 동영상 파일에 대한 증거수집 도구(프로그램)의 개발

(1) 의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상 복제가 금지된 것이라도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복제가 가능하다는 규정이나, 증거수집

절차에 관한 지침 등에서 공개된 자료는 증거로 수집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여부의 논란은 해소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유튜브 정책 등과 같이 다운로드가 금지된 공개된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도구(프로그램)를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그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방향은 검찰‧경찰 등 국가 기관에서 공동 개발

하고,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공동 검증한 다음,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공개해 둔다. 또한, 그 프로그램은 증거수집 과정에서만 사용하며, 증거

수집의 전 과정을 기록화하는 것과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관리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26) 앞의 ｢디지털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규정｣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
제28조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현장에서 디지털증거 수집 시 작성해야 할
서류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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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구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 기능

프로그램은 위에서 설명한 Xbox Game Bar 활용 동영상 녹화 및 화면

캡처 프로그램이나 DAS, CFT, MFA 등을 참고하여 그 각각의 기능에

더하여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온라인 동영상 다운로드 기능

스트리밍 방식의 온라인 동영상을 적법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포렌식 도구의 기능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증거수집 환경의 신뢰성 확보 기능

수집한 동영상 파일에 대한 해시값을 생성하는 외에 증거수집 환경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튜브 사이트에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증거수집 과정에서 시간(시작·종료) 특정,

콘텐츠 제공자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제공자의 도메인 네임, 주소,

웹페이지 리소스 파일, 수집 대상자의 IP, 로그기록 등 네트워크 패킷도

동시에 수집하고,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 그 자체를 녹화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증거수집 절차적 요건 확보를 위한 증거화 서류 작성 기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MFA에 내장되어 있는 각 서류와 아래와 같은

수집한 증거의 상세목록 교부확인서와 함께 해시값이 작성된 수집한 증거

목록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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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확인서127)

4. 제3의 기관에서의 증거 인증·관리

현재 검찰청은 디지털증거를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보존·관리, 폐기

등을 하고 있다.128) 경찰청은 사이버안전국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두고

디지털증거 분석 및 지원업무, 디지털증거 분석기법 연구와 디지털포렌식

도구개발 업무를 하고 있으나,129) 실무상 증거물은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후 각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반환하고 검찰청에 송치되는 기록과 함께 압수물로

송부되는 경우 외에 별도로 인증, 관리 업무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DAS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증거를 관리하고 있다.

127) ｢디지털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128) 앞의 ｢디지털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 “제5장 디지털증거의 등록, 제7장

디지털증거의 관리, 제8장 디지털증거의 폐기”라는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129) 이상재, “형사절차상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2.), 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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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그 밖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할 제3의 기관에서 증거수집 후 해시값 작성하여 등록하고,

법정에 증거 제출할 때까지 변작·변개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인증서를 제공하고, 보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소유지,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에서 증거물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는 학계와 관계기관 등의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현재와 같이 수사기관, 특별사법경찰관마다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두고 디지털증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객관적인

기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제5장 결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초고속 인터넷의 확산과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활성화에 따라 실시간 미디어 시청 환경이 마련되고, 영화나 TV처럼 주어진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시청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원하는 동영상 등을 직접

제작하여 공유하고 취향에 맞는 방송을 찾아보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더욱 발전하고 있다. 대기업이 산업에 참여하고 1인 미디어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 점점 더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사회적 현상으로 여러 가지 다툼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동영상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위반 혐의 등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계상으로도 이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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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그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 그 동영상은

비진술증거인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기관은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해시값 등을 작성하고, 캡처 사진 등을 첨부한 내용

확인 보고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고 있고, 법정에서 특별히 그 내용에

대해 이의 없이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 동영상이 법정에서 계정 해지, 동영상 삭제 및 변경 등으로

재현 불가능하거나, 당사자들이 증거 수집 과정 등에 저작권법위반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존의 디지털증거에 대한 판례에서 요구하는 증거능력

인정요건(원본 동일성, 무결성, 신뢰성)을 그대로 요구하여 증거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실무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온라인 동영상은 어떻게 증거로

수집할 것인지, 오프라인 다운로드가 금지되어 있는데 별도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 우려는 없는지,

온라인 동영상을 종래의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요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증거수집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유튜브 동영상을 중심으로 동영상 전달

구조와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검토하였다.

그래서 우선, 일반적 디지털증거의 특성, 증거능력 및 증거수집 절차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전달 구조와 서비스 이용정책을

유튜브를 통해 확인한 후 온라인 동영상이 기존의 디지털증거와 다른 특징을

살펴보았다. 즉 온라인 동영상 파일은 전통적인 다운로드 방식이 아닌 스트리밍

방식으로 파일이 전송되어 데이터 패킷은 실시간 전송되며, 사용자의 매체에

저장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영상 원본 서버는 해외에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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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이를 증거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법관할권이나 원격지에 있는 증거수집

방안에 대한 논란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결할 필요가 있고, 사용자가 시청하는

온라인 동영상 파일은 기존에 저장매체로부터 직접 수집하던 증거와 달리

원본이라는 개념을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각국의 입법에서 원격지에 있는 정보라도 공개된 정보는 증거

수집이 가능하고,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누구나 접속가능한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것은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허용하는 등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증거로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유튜브 동영상이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경우 그 내용이 비진술증거인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수집된 증거 동영상이 업로드된 동영상과 같은 내용의 동영상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동영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것인가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판례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인 원본 동일성, 무결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법제도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첫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먼저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그 규정 중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규정을 참고하여 증거수집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서버 원본이 해외에 있거나 그 소재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라도 공개된 정보는 우리나라 사법관할권 내에 있는

정보저장매체를 통해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기술적인 측면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온라인 동영상 파일을

수집할 수 있는 증거수집 도구를 개발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 도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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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다운로드 프로그램이 아닌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신뢰성을 인증받은 동영상 다운로드 기능, 해시값 작성 및 증거

수집 과정에 위·변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증거수집 시간, 장소

등 메타데이터 기록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기능, 증거수집 상황에 대한

동영상 제작 및 캡처 기능, 증거수집 시에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작성한 서류,

수집한 증거 목록 등을 작성, 교부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할 것을 제안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이나 학계, 실무의 논의를 거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서 수집한 증거를 인증하고, 법정에 제출할 때까지

보관,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3의 기관으로 고려할 때 검찰청의 디지털

증거 업무관리시스템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증거물 인증 시스

템을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산업은 계속하여 발전하고 있어 앞으로 형사절차

에서 온라인 동영상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성은 날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증거수집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디지털포렌식 도구를 개발하여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증거수집을 한다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의 캡처

등이 금지된 사진, 글 등을 수집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디지털증거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수사의 효율성과 실체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법 이념을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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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proliferation of online video service industries such as YouTube,

anyone can easily express their opinions or ideas to the public through

videos. Among them, there are cases where a YouTuber does the entire

process from item selection to content planning, production, and distribution.

However, some YouTubers commit various crimes such as defamation,

insults, sexual offenses, election law violations, copyright law violation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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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case, the content of the YouTube broadcast itself will play a decisive

role in proving the facts, and the posted video file can and should be used as

evidence to prove the crime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original YouTube video file is

located overseas or does not know where it is specifically. Also, according to

the policy, video users can only watch on the site, and download is

prohibited. It is only possible to watch.

Therefore, when it is necessary to collect YouTube video files as evidence,

investigative agencies can use unofficial download programs to arbitrarily

download videos or directly re-shoot them to ensure integrity, such as

generating hash values. Furthermore, they are submitting in the Court.

However, this method takes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to re-shoot,

depending on the content of the YouTube video. The technique is also very

primitive, so there is a problem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investigation. In addition, downloading video files with arbitrary programs

may violate due process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evidence, such as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or copyrights.

Therefore, preparing an efficient evidence collection method is necessary to

secure evidence capacity to discover the actual truth through due process. At

the same time, it protects the property rights and personal information of

video-sharing service providers such as YouTube or video content cre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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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l digital evidence,

evidence capacity, and evidence collection procedures. It then identifies the

attributes of online video files that are different from general digital evidence

through the structure of online video services such as YouTube. Finally, we

want to examine the requirements fo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Next, after confirming the current state of crime through YouTube, the

current state of evidence collection for online video files by investigative

agencies, and examining overseas legislative cases and Korean legal

regulations, the reason for the need for efficient evidence collection is

presented. Finally, we want to propose collecting evidence for video files

according to the law by dividing it into legal and technical aspects.

From a legal and institutional point of view, it is suggested that the evidence

collection procedure for online video files be legislated by referring to

overseas regulations to secure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nd guarantee

fundamental rights.

In terms of technology,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software)

that can legally download published videos without copyright infringement,

that is, a forensic tool. The primary direction of the program development is

jointly developed by state agencies such as the prosecution and police,

together with verifying the program&#39;s reliability and used only in the

evidence collection process.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evidence, identification of the time

(start, end) of the collection of evidence, domain names, addresses, web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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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files, IP of content providers and online video service providers, and

network packets such as log records are also collected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e reliability of the collection process must be ensur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verified program as above, it is necessary to

collect evidence using the video recording function built into the current

Windows 10, check and record the property information of the recorded file,

and secure the integrity, such as ensuring a hash value. The method of

securing the reliability of the evidence collection process until submitting it is

suggested to reflect the function in the program to be developed.

In the current situation, it is sufficiently expected that the online video

service industry will be further developed wi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f a clear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evidence

collection is prepared. Evidence collection tools are designed to collect

evidence reliably, as they can collect digital evidence. It will also contribute

to balancing the effectiveness of investigations and the criminal law

philosophy of finding the absolute truth.

Keywords : online video file, evidence capacity of digital evidence, evidence

collection procedure, download program, YouTube video recording, hash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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