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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 수사기관의 수사에 있어서 금융거래정보는 소위 기업범죄

로 대표되는 반부패범죄, 주로 금융사기 등에서 큰 피해가 발생되

고 있는 경제범죄, 뇌물과 관련된 공직자 범죄, 금품살포 등 불법

선거 운동에서 비롯되는 선거 범죄, 군수품 조달 과정에서의 비리

와 관련된 방위사업 범죄, 국가적·사회적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재난과 관련된 대형 참사 범죄 등 이른바 중대 범죄로 규정된 6대

범죄 외에도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 해킹 등 각종 전자 금융

사기 범죄, 가상화폐 사기 등 다양한 신종 금융 범죄, 재산과 관련

된 일반 형사범죄 등 거의 모든 유형의 범죄 수사에 있어서 혐의

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고, 기소 전 또는 기소 후 재

판에서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을 몰수하기 위한 범죄수익 환수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따라서 수사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증거 확보

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추적은 수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매

우 중요한 요소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할 때 기본적으로 영장이 필요하지 않

고, 대부분 대배심 소환장에 의하고 있으며, 사전통지절차도 생략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도 단순히 계좌정보만 얻고자 하는 경우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고, 거래내역의 경우 자료제출요구, 증인소

환신문 등을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할 수 있

다. 이는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추적을 영장주의의 예외로 보거나

영장주의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

재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과 같은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과거와 비교해 보아도 모든 금융거래정보에 대



해 오히려 과거보다 좀 더 엄격한 영장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최초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새롭게 등장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과는 다른 특징과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체물의 압수·수색만 염두에 두고 제

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

행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고려한

절차를 형사소송법 등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원, 수사기

관, 금융기관 등 금융거래정보 추적 수사와 관련된 각 주체가 판

단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의 의미 및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

장의 집행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

이다.

최근 대법원은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모사전송

에 의하여 집행한 사안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영장 원본의 제시가

없었고, 영장 집행 이후 해당 금융기관에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

았다는 이유로 이를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이

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841 판결). 위 판결에 따라 더

이상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모사전

송 방식(영장 사본 집행)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위 판결 이후

수사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영장 원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하여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

색영장 집행 절차는 실질적으로 피의자는 물론, 압수·수색 당사자

(피압수자)인 금융기관의 권리보호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금융거래정보 추적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



리게 되었고 결국 사건의 핵심인 증거의 수집과 범죄수익 환수 절

차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적법절차의 준수는 물론 수사의 신속성과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기관이 압수 대상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서도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한 적법절차인 압수·수색영장 원

본을 제시하여 집행할 수 있는 방법, 즉 전자서명 기술을 기반으

로 하고 있는 전자영장을 활용하여 원격지에서 원본으로 집행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압수 대상 정보 취득 즉시 압수목록을 교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중심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주요어 : 전자서명, 전자영장,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금융거

래정보 추적, 금융거래정보, 압수목록

학 번 : 2020-2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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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사회적 배경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등장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경제 성장과 금융기술의 발전에 따라 금융관련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

다. 이와 같은 금융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수사기법의 하나로서 금

융거래정보 추적의 중요성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컴퓨터와 각종 모바일 기기, 인터넷과 통신 등 첨단 IT 기술과

그로인한 금융거래의 비약적인 발달로 금융범죄의 색출과 처벌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P2P(peer-to-peer) 대출, 각종 펀딩, 파이낸스 등과 같

은 자금모집과 관련된 범죄, 유사금융기관이나 유사수신업체의 금융 피라

미드, 불법대출 등 대형 금융범죄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금융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횡령, 배임을 통한 비자금 조성,

주로 상장사를 이용하는 사기적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과 같은 증권범죄,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대부분의 범죄수사에서 금융

거래정보를 추적하지 않는 사건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거래정보 추적 없이는 위에서 언급한 범죄들의 혐의를 밝

혀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금융과 관련된 범죄에서 수사기관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피의자가 무엇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으

며 범죄로 인한 수익은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막대한 자금이 동원되는 금융 관련 범죄의 동기는 대부분 경제적 이득

을 얻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금융관련 범죄자들은 이것을 소위 새로운

금융기법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지능적

으로 대비하고 그 범죄수익을 환수당하지 않기 위하여 다양한 자금세탁

기술을 사용한다. 이처럼 금융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적발을 하더라도 완전하고 철저한 금융거래정보 추적 없이는 범죄의

전체적인 규모와 종국적인 범죄수익의 규모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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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형 금융 범죄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 일반 사기 범죄 등 규

모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건에서 범죄자들은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을 숨

기기 위해 자금세탁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이를 추적하여 사건의 전모

를 밝히고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시키는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추적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2. 연구주제의 현재 상황

2019. 3. 14. 대법원은 모사전송에 의하여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

장을 집행한 사안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영장 원본의 제시가 없었고, 영

장 집행 이후 해당 금융기관에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를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

거래정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도2841 판결). 위

판결에 따라 더 이상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모

사전송 방식(영장 사본 집행)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위 판결 이후 수

사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영장 원본을 제시하는 방식으

로 집행하여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금융거래정보 추적이 성공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신속

성의 확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범죄자들보다 한 단계 먼저 발 빠르

게 움직여 범죄혐의를 밝히고, 범죄수익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는 신속한 금융거래정보 추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과 달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이를 다시

금융기관에 집행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

요된다. 그마저도 팩스를 이용하여 영장을 모사전송하는 방식으로 집행

하였을 때 위와 같은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고, 위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영장을 팩스로 집행(영장 사본 집행)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 현재는 수사

기관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영장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실제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여 자금추적을 실시하기 전 단계인 영장 집행에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우리 수사의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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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추적의 신속성 확보 측면에서 어떠한 대책이나 해결책도

현실적으로 마련해 두지 못하고 있다.

3. 연구주제의 중요성

다양한 수사 기법의 한 부분으로서 금융거래정보 추적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그러한 금융거래정보 추적은 신속하게 이

루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적법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신속성을 높여

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의 신속성과 적법절차는 모두 다 포기할 수

없는 형사사법절차의 중요한 가치이며, 이러한 가치는 형사사법절차 내에

서 조화를 이루고, 균형 있게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아래에서 대법원은 갑작스럽게 적법절차를 강조한

나머지 수사의 신속성을 저버리게 하는 판결을 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

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이상 마냥 판례를 비판하고만 있을

여유가 없다. 판례를 비판하되 적법절차와 수사의 신속성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4. 관련 연구 진행 경과 및 제한점

선행 연구 논문 및 학술지 등에서는 문제의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수

사의 실무 및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하

였다. 먼저 법 개정을 통해 소위 팩스영장이라고 하는 모사전송 방식의

압수·수색영장 사본 제시를 명문화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고, 나아가

사본 제시 문제를 원칙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자영장 제

도의 도입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언을 하였다.

그런데 모사전송 방식의 압수·수색영장 사본 제시를 명문화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넘어 나아가 헌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고, 무엇보다 영장 사본 전송 및 자료 송·수신시의 동일성, 무결성 문제

등이 여전히 존재하게 되므로 단순히 ‘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식의 제도

개선은 완전한 개선책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한편 전자영장 제도의 도입은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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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장 제도를 구현해야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어떤 개

념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단순히

전자영장은 언제나 원본이므로 피압수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주장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사실상 중요한 것은 전자영장 제도의 시스템이 어떤 개념으로

부터 출발하는지,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구

현 가능한 것인지, 구현 가능 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제도의 설계이다. 이와 같은 제도의 설계를 위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이지만 선행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

리고 전자영장을 언급한 연구에서도 실제적으로 전자영장의 개념과 작동

방식, 제도의 설계 등 구체적인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행히 2012년에 법무부 용역과제로 연구된 ‘전자영장제도의 도입 방

안에 대한 연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원)’에서 전자영장 제도

에 대해 시론적으로 연구의 첫 발을 내디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전자영장의 기반 기술인 전자서명과 암호화, 공개키 기반 구조

등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실무적으로 전자영장 제도가 어떤 식으로 구현

될 것인지,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 지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5. 연구의 목적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영장을 통하여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원격으로 제시하여 집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기술적 그리고 실무적인 부분에 방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특히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금융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압수·수색영장 원본 제시, 압수목록 교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수사의 신속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

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6. 예상되는 연구의 기여점

위와 같이 전자영장을 통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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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 금융기관에 집행할 수 있게 된다면 대법원 판례 이후 현재 문제

가 되고 있는 금융기관 직접 방문으로 인한 수사 인력 낭비 및 수사의

신속성 저하를 막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대법원 판례가 주장하는 영장

원본 제시의 원칙을 지킬 수 있으며, 동시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 즉시 피압수자인 금융기관에 압수목록을 교부

할 수 있게 되어 대법원 판례가 지적하는 적법절차의 문제점을 모두 극

복할 수 있게 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체계

1.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먼저 본 논문이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는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

색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 추적의 정의 및 특징, 의의를 알

아보기 위해 국내·외 문헌과 연구 논문, 관련 사이트 등을 검토하였고,

나. 외국의 금융거래정보 추적 수사 입법례를 연혁적으로 살펴보고, 조

문 구조를 분석한 후 국내 법제와 비교하여 참고하여야 할 부분을 검토

하였다.

다. 연구의 배경이 되는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관련 판례의 분석을

통해 압수·수색영장 사본 집행의 쟁점을 주제별, 내용별로 검토하였다.

라. 또한 본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행연구 논문을 가능한 최대

로 수집 및 분석하여 위 판례 분석에서 자세히 검토하였고, 특히 선행연

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의 한계 및 보완해야 할 부분을 찾아 본 연구에

서 도출하여야 할 개선방안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마. 본 연구의 토대가 되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전자영장 제도의

논의 등 연혁적인 법적·제도적 노력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전자영장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는 전자영장 제도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와 선행논

문에서 제시한 구조를 기본으로 현재의 변화된 제도와 앞으로 새롭게 변

화될 시스템 구상을 위한 쟁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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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자영장 도입을 위한 기반 기술인 전자서명 기술 및 공개키 기반

구조에 대해서 논문과 문헌, 관련 사이트 등을 검토하여 전자서명의 원

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수식과 그림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사. 전자서명을 통한 전자영장 집행 과정을 도식화하였고, 이후 실제

형사사법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개요, 기관별 형

사사법정보시스템의 현황을 설명하였으며,

아.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구현해야 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한 후 전산정보처리시스템과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털, 실제로 모바일

환경에서 구현될 전자영장지갑을 도식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자. 마지막으로 ‘HTML5 KSignCase-Agent Server API Test’ 사이트

의 테스트 페이지를 통해 전자서명의 주요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2. 구성 체계

본 연구는 위 연구방법에 따라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9개의 장으

로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체계를

기술하였다.

제2장 금융거래정보 추적의 정의 및 특성에서는 금융계좌추적용 압수·

수색영장 집행을 통해 진행되는 금융거래정보 추적 수사의 의의, 정의

및 개념, 관련 규정, 특징 및 중요성, 법적 성질 등을 기술하였다.

제3장 외국의 금융거래정보 추적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추적 수사와 관

련된 미국과 독일의 입법례를 검토하였다.

제4장 압수·수색영장 사본 집행의 쟁점과 한계에서는 압수·수색의 대

상 및 영장 집행의 실무를 통해 모사전송 방식의 영장 사본 집행의 문제

점을 검토한 후 이를 대상판결의 분석에 적용하여 비판하였고, 선행연구

의 개선방안을 살펴본 후 개선방안의 문제점 검토 및 보완을 통해 새로

운 압수·수색영장 집행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5장 전자영장 제도로의 포섭에서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전자영

장 제도의 도입 필요성, 전자영장 제도의 이해 등 연혁적인 전자적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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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전자영장 제도에 대한 논의, 전자영장 제도의 개요를 검토하였다.

제6장 전자영장 도입을 위한 기반 기술에서는 전자영장의 기반인 전자

서명 기술 및 암호화 방식을 이해하고, 공개키 기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였다.

제7장 전자적 영장 집행 방안의 모색에서는 구체적으로 전자서명을 통

한 전자영장 집행 과정을 도식화하여 설명하였다.

제8장 실제적 구현에서는 실제 형사사법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형사

사법정보시스템의 개요, 기관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현황을 설명하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구현해야 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한 후 실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털, 전자영장지

갑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사용자 환경에서 그림을 통해 구

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실제 전자서명 테스트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9장 결론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전자서명 기반 전자영장을 활용한 금

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원격 집행 방안에 대해서 그 동안의 논의를

정리하고, 핵심을 제시한 후 글을 마무리하였다.

제 2 장 금융거래정보 추적 수사의 정의 및 특성

제 1 절 의의

금융거래정보 추적 수사는 주로 형사사법기관인 검찰, 경찰이 형사소

송법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에 근

거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여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법원도 재판상 필요

에 따른 제출명령으로 금융거래정보를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형사사법기관 외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공정 거래

조사, 고객 예금 횡령, 금융실명거래 위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 산업

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부실 관

련자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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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 사항과 관련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감사원법에

따라, 국세청은 탈세, 상속·증여, 체납자 재산조회 등에 필요한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 금융

거래정보에 대한 추적을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거래정보 추적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범죄 혐의자 또는 혐의 법인의 자금흐름을 파악하여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수사 또는 조사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 추적은 실체적

진실 발견, 결정적 증거 확보, 수사의 단서 제공, 자금세탁 행위 발견, 범

죄수익 환수 등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사의 수단으로

서 의의가 있다.

제 2 절 금융거래정보 추적 수사 개관

1. 금융거래정보 추적 수사의 정의 및 개념

금융거래정보 추적 수사는 소위 계좌 추적, 자금 추적 수사1) 또는 금

융거래 추적 수사2)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

기 위해 적법한 절차(당사자의 동의 또는 영장)를 거쳐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하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범죄혐

의를 입증하는 수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계좌 추적, 자금 추적이라는 용어를 오랫동안 사용해왔고,

언론 등에서도 계좌추적이라는 용어를 계속하여 사용하면서 통상적으로

는 계좌추적이 금융거래정보를 추적하는 용어로 통용되어 왔다.

그러나 금융실명법 상 금융거래정보란 ‘은행 등 금융기관 등이 금융자

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밖에 금융

1) 대검찰청 홈페이지, 검찰활동-회계분석 자금추적 수사지원-자금추적 수사

(2021. 10. 20. 방문), <https://www.spo.go.kr/site/spo/02/1020202020000202004

0705.jsp>.

2) 고은석, “수사기관의 금융거래 추적 수사와 영장주의의 예외”, 「형사법의 신

동향」, 통권 제634호, 대검찰청, 2009, 136면. 각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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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고(동법 제2조 제2호,

3호), 금융자산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

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

전 및 유가증권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을 의미하므로(동법 제2조 2호) 추적의 대상을 계좌로 한정한 계좌추적

이라는 용어보다는 계좌는 물론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거래정보

전체를 추적한다는 의미로 금융거래정보 추적 수사라고 칭하는 것이 좀

더 의미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에서 말한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법 제4조의 비밀보장 규정

이 적용되는 정보를 말하고, 금융거래정보의 범위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

령 제6조의 ‘특정인의 금융거래 사실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으로 정

의하고 있다.

놀랍게도 아직까지 형사소송법에는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명문화된 규

정이 없다. 애초에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에 금융거래정보라는 개념

조차 없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은 후에도 금융거

래정보의 개념은 형사소송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금융실명법에서 수사기관은 명의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금융기

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법관이 발부하는 금융계좌추적용 압

수․수색영장에 근거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며(동법 제4조 제1항 제

1호), 형사소송법상의 일반 압수․수색영장과 달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금융실명법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

2019-22호] 제3조 별지2호)인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양식을 요

구하고(동법 제4조 2항)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금융거래정보 추적 수사 관련 규정

가. 전술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일반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

색 규정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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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
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
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
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이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규정

이 있다.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
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
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
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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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검찰사건사무규칙상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서식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제89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① 검사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215조제1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
지 제130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사전)

 2. 법 제215조제1항에 따라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
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1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금융
계좌추적용)

3. 금융거래정보 추적 수사의 특징 및 중요성

누구나 한번쯤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와 관련하여 계좌추적을 하고 있

다는 소식을 뉴스나 신문 등 언론을 통해 들어 봤을 정도로 금융거래정

보 추적이라는 수사 기법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로 인해 부패범죄나 금

융관련 범죄를 범하는 사람들이나 기업들은 불법적인 자금 거래 시 향후

수사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추적에 대비하여 자금세탁을 하기도 한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범죄수사에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그리고 은

닉되어 있는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특정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추적은 물론 폭넓은 개념으로 사건과 관련된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을 파

악하기 위해 포괄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추적을 진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금융거래정보 추적 수사는 범죄수사의 시작과 끝을 이루는 가

장 기본이 되는 수사의 한 분야하고 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정보라는 객

관적인 물증을 확보하여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범죄수

익 환수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4. 금융거래정보 추적 수사의 법적 성질

현재 우리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

외적으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나 인권 침해의 위험이 높은 강제수사의

경우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는데 금융거래정보 추적의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또는 영장으로 확보가 가능하다. 즉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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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강제수사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사자의 동의로도 금융거래정보의 수집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면 금융

거래정보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이는 데, 더욱이 ‘금

융거래정보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대상이라고 본다고 해도 자기결정

권 역시 법률유보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3) 보면 기본적으로 임의수사의 성격

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금융실명법의 목적이 금융거래를 차명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실지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

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

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금융거래정보는 단순한 개인의 정보라

는 사적(私的) 성격뿐만 아니라 공적(公的)인 색채를 함께 가진 정보라

는 점, 금융거래정보에 관하여는 특별히 금융실명법이 우선하여 적용(금

융실명법 제9조 제1항4))된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임의수사의 논지가

강화된다.

위와 같은 임의수사의 성격으로 인해 과거 수사기관은 금융거래정보

등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왔다. 그

러나 통제 없이 계속되는 수사기관의 임의제출 요청과 검토 없이 제공되

는 금융기관의 임의제출로 인해 해당 금융거래정보의 명의자에 대한 개

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였고, 이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형사소송법과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때

법관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에 의하도록 하였다.5)

금융거래정보의 요구에 법관의 영장을 요건으로 한 취지는 이를 최초

로 규정한 ‘예금적금등의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개정 이유를 보면 잘 나

3) 헌법재판소 2005. 5. 26.자 99헌마513 결정.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과 다른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5) 이관희, 이상진, "데이터 보관 사업자에 대한 영장집행 절차의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피의자에 대한 사전 통지 생략 및 영장 사본제시 필요성을 중

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31권 제1호(통권 제121호), 2020,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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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있다. 1971. 1. 13. 시행된 ‘예금적금등의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이

유에서 “현행법은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국세징수법 또는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 적금 등에 관한 비밀의 정보제공을 금융

기관에 요구할 수 있게 하였는바, 동 예외적인 규정이 수사기관이나 세

무서 등에 의한 질문이나 조사보고의 요구 시에는 특정인이나 특정점포

의 지정 없이 광범위한 자료제공을 요구하게 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러한

요인을 제거하여 이 법이 목적하는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6)

위와 같은 연혁으로 현재는 수사기관이 주로 영장에 의해서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는 태

생적으로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임의제출 자

료도 원본이 아니라 사본으로 제출하여 왔으며, 영장으로 자료를 확보하

게 된 이후에도 그 임의제출 형식과 사본 제출은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반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

색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때 법관의 심사를 받도록 한 법

개정 취지 및 연혁, 현재 금융실명법의 규정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841 판결)에 의하면 금융거래정보 추적

수사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현행법상 이제는

강제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제 3 장 외국의 금융거래정보 추적

제 1 절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가. 연혁

6) 이관희·이상진, 위의 논문, 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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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개인과 법인 그리고 금융거래정보의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지

만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이의 금융정보

에 대한 비밀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비밀을 유

지해야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영장이 있거나 법률 또는 법령, 법원의 명령 등이 있을 때

에는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7)

미국에서 금융거래비밀을 보호하는 일반적인 법률인 금융비밀보호에

관한 법률(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이 제정된 것은 1978년이다.

판례법 국가인 미국에서는 위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금융거래비밀의

보장과 공개에 대한 세부적인 규율은 판례 형성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1929년 미국 뉴저지 형평법 재판소(Court of Chancery New Jersey)는

Brex v. Smith 사건에서 은행은 고객에 대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다루어야 하며 법관에 의한 명령이 있기 전에 고객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8) 그리고 1961년 아이다호 주 대법원(Supreme Court

of Idaho)은 Peterson 사건9)에서 역시 은행은 고객의 신뢰를 위반하여

권한 없이 고객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기존 판례의 입장은 1976년 Miller 사건10)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서 결정적으로 뒤집어졌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고객의 은행계좌에 대한 사항은 미국 수정헌법 제4조가 보장하는 사생활

보호의 대상이 아니며, 은행은 법원의 영장이 없는 경우라도 형사사법기

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고객의 은행계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1978년 미국 연방의회는 Miller 사건에 대한 판결의 반작용으로, 금

융거래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 정보공개에 대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금

7) 김혜정, “금융비밀보호와 자금세탁방지와의 관계”, 2003, 65면.

8) Brex v. Smith, 104 N.J. Eq. 386, 146 A. 34 (N.J. 1929).

9) Peterson v. Idaho First National Bank, 83 Idaho 578, 367 P.2d 284 (Idaho

1961).

10) United States v. Miller, 425 U.S. 435(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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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비밀보호에 관한 법률’(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을 제정하였다.11)

나. 금융거래정보가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1) 서설

미국의 금융거래정보 추적 수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검토될 수

있다. 첫째, 수사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추적 수사가 수정헌법 제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 주거, 서류, 소유물에 대한 불합리한 수색 및 체

포·압수로부터 안전해야 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지 여부와 둘째,

수사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추적 수사가 권리 침해에 해당된다면 수사기관

이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할 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지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방식 외 별도의 절차를 밟아 수

집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12)

(2) 미국 연방대법원 United States v. Miller 판결13)

미국의 수정헌법 제4조는 ‘불합리한 압수와 수색, 체포에 대하여 신체,

주거, 서류, 물건의 안전을 확보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

다. 선서(oath)나 확약(affirmation)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

(probable reason)가 있어 특별히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 체포·구속

할 사람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장(warrant)은 발부되어서는 아

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정헌법 제4조에 따른 압수·수색

은 상당한 이유가 선서 또는 확언에 의하여 소명되어야 하며, 수색의 장

소나 체포될 사람,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지 않은 영장은 발부될 수 없다.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4조에 영장주의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원칙적으로 영장이 없는 압수·수색은 수정헌법 제4조에 반

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14)

11) 서보학, “예금자비밀보호와 계좌추적의 요건 및 한계”, 「형사정책」, 14(1),

2002, 198～199면.

12) 김재윤, “금융거래정보요구 영장청구에 대한 개선방안”, 「법학논총」, 34(3),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71면; 강석구·이상수·손진·강지현·최혜선·민수

현, “주요 해외국 법집행기관의 금융거래추적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 형사

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7, 50면.

13) United States v. Miller, 425 U.S. 435 (1976).

14) 이순옥, “금융거래정보와 영장주의”,「성균관법학」, 제31권 제4호, 2019, 5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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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원칙을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4조를 판

례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이 금

융거래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영장이 필요한 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

다.

이와 관련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먼저 Katz v. U.S., 389

U.S. 347(1967) 사건15)에서는 합리적인 사생활 비밀 보호의 기대

(reasonable or legitimate expectation of privacy)가 인정되는 영역에서

만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사생활의 비밀 보호

가 기대되는 영역에서의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

15) 이지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전자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미 연방헌법 수정 제4조를 중심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제5호, 2015, 15～16면. : Katz를 불법도박혐의로 수사 중이던 FBI

는 Katz가 전화를 거는 공중전화 부스 밖에 전자감청장치를 부착하여 그의

전화내용을 취득하고 재판에서 범죄의 증거로 제시하였다. 법정의견은 공중

전화 부스가 전화이용자가 프라이버시권을 가지는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장

소인가를 계쟁 쟁점으로 보는 것을 거부하고 ‘장소’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

라보는 접근법은 문제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하며, 그 논거로 “수정4조는 사

람을 보호하는 것이지 장소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시하며, “어

떠한 사람이 알면서 공중에 노출한 것은 자신의 주거나 사무실에서일지라

도 보호되지 않지만, 공중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도 사적인 것으로 하고자

했던 것은 헌법적으로 보호된다.”고 설시한다. 따라서 수정4조 적용 여부가

어떤 에워싸인 장소에의 물리적 침해의 존부에 좌우될 수 없다는 점이 명

백해진다고 하며, 수정4조의 압수․수색 발생 여부를 더 이상 불법 침입 원

칙이 아닌, 정부행위가 “자신이 누릴 것으로 정당하게 믿은 당사자의 프라

이버시를 침해했는지(violated the privacy upon which he justifiably

relied)”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공중

전화 부스에 들어가서 … 문을 닫고 전화 요금을 낸 사람은 자신이 수화기

에 하는 말이 세상에 공개(방송)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권리가 분명히 있

다(is surely entitled to assume that the words he utters into the

mouthpiece will not be broadcast to the world).”는 논거로 이 사건 정부

행위가 수색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다(Katz, 389 U.S. at 35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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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16)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United States v. Miller 사건에서 은행이 법

관이 발부한 영장이 아닌 대배심 소환장(subpoenas duces tecum)에 따

라 수사기관에 고객의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한 것이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판결의 요지를 보면 미국 연방대법

원은 ‘대배심 소환장에 의해 취득된 자료는 은행의 업무기록(business

records)이고 피고인 소유의 사적인 문서가 아니다. 원본수표, 예금 전표

에 대해서도 적법한 사생활 보호의 기대(expectation of privacy)가 인정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표는 은밀한 소통수단(confidential

communications)이 아니라 상업적 거래에 사용되는 유통수단(negotiable

instruments)이고, 모든 자료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은행에 제출한 것이

어서 통상적인 업무과정에서 그 정보가 은행직원들에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정헌법 제4조는 제3자에게 공개되고 그 제3자에 의해서 정

부기관에 제출된 정보의 취득을 금지하지 않는다. 은행비밀보호법상의

기록보관 의무 규정에 의해 고객이 그의 은행계좌기록에 대해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창출되지 않는다. 은행비밀보호

법에 근거하여 은행기록을 취득하는 것은 현존하는 법적 절차(existing

legal process)에 의한 규율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대배심 소환장에 의

해 고객의 은행기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관이 발부한 수색영장을 요

구하는 정도의 사법적 통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시하고 있다.17)

즉 금융거래정보는 피고인 소유의 사적인 문서가 아닌 은행 소유의 업

무기록으로 원본 수표, 예금 전표 등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은행에 제출

한 것은 이미 제3자인 은행에게 공개된 것으로서 제3자가 정부기관에 제

출하더라도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한 사생활 보호를 받을 합리적 기대

(re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의 범

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대배심 소환장에

16) 손지영·김주석, 사법정책연구원, "압수·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JPRI] 연구보고서」, 2016, 85면.

17) 강석구·이상수·손진·강지현·최혜선·민수현, 앞의 논문, 51면 <표 2-1>

United States v. Miller 판결의 개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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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이러

한 경우에는 법관이 발부한 수색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위 판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정보주체가 제3자에게 제공

한 정보 내지 물건을 제3자가 국가기관에 제공한 경우 제3자가 그 비밀

을 보호할 것이라는 정보주체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수정헌법 제4조 위반

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18)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의 Miller 판결에 따르면 해당 금융거래정보의

실제 명의인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 절차적

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게 되므로 수사

기관의 위법한 금융거래정보 추적 수사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

었다. 이에 수사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추적 수사의 남용을 막고, 금융거래

정보 추적 수사 과정에서의 일정한 절차를 규율하고, 금융거래정보 명의

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1978년 미국 연방의회는 '금융거래비밀보호

법(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을 제정하게 되었다.19)

이 법은 연방정부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규율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의 비밀유지의무(12 United States Code §3403 (a))를 확인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정보제공 요구나 금융기관의 정보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12 United States Code §§3402, 3403). 이에 따라 행정기

관은 금융기관 종사자 등의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2 United States Code §3403 (c)), 국세법 기타 법률에 의해 예외적으

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12 United States Code §3413),

FBI·안보기능을 수행하는 첩보기관(The Secret Service)의 요구에 의해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12 United States Code §3414) 외에는 고객의 금

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획득할 수 없다. 다만,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

우(12 United States Code §3404), 행정소환에 의한 경우(Administrative

subpoena and summons, 12 United States Code 3405), 법원의 수색영

장이 발부된 경우(Search warrants, 12 United States Code §3406), 법원

18) 이순옥, 앞의 논문, 524～525면.

19) 이창수, “미국에서의 계좌추적”,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15호, 대검찰

청, 2008, 25∼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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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에 의한 경우(Judical subpoena, 12 United States Code §3407), 당

해 목적으로 금융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행정소환권을 가지지 아니한 행

정기관의 공식 서면요구에 의한 경우(12 United States Code §3408)에는

정보의 제공이 허용된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행정소환장·수색영장·법원

의 소환장 등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당해 고객에게 소환장 내지 영장의 사본과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

한 통지문을 송달하여야 하고, 고객은 일정 기간 내에 정보제공의 금지

를 구하는 이의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저항권을 보장하고 있다(12

United States Code §3410).20)

(3) 수사기관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 금지 예외

위 법 제3402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대배심 소환장에 의하지 않고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에 접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수색영장(Search Warrant), 법원

소환장(Trial Subpoena), 공식 서면 요청(formal written request), 행정

소환장(Administrative Subpoena)에 의하여만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2 United States Code §3402). 즉 금융거래비밀

보호법 제정 이후에도 수사기관은 여전히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

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는 것

은 아니다. 그런데 위 법에 영장이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영장 없이 금

융거래정보 추적을 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금융거래정보 추적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Miller 사건 이전에 수사기관이 대배심 소환장도 없이 제3

자인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요구하여

오던 수사관행에 절차적 규율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21)

(4) 통지의 유예

금융거래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 대배심 소환장에 의하지 않고 금융

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계좌명의인에

20) 서보학, 앞의 논문, 199∼200면.

21) 이순옥, 앞의 논문, 525∼5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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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명의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전통지로 인하여 수사

의 밀행성이나 신속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

다. 즉 어떠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적 안전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우

려가 있는 경우, 기소를 면하거나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도피하는 경우,

증인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인멸 또는 은닉의 우려가 있는 경

우, 기타 수사의 진행을 어렵게 하거나 절차 진행을 더디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법원이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제3409조(a)(3)).22)

(5) 계좌명의인 등의 이의제기 등 절차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장(summons) 또는 공식 서면 요청(formal

written request) 등을 금융기관이 접수하면 그러한 소환장이 접수된 날

또는 그 전에 계좌명의인의 최종 주소지로 소환장 사본이 송부되어야 하

고, 소환장 사본과는 별도로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계좌명의인은 통지

를 받은 후 14일 이내 또는 금융기관에 정보제공요청이 있은 지 10일 이

내에 지방법원에 행정소환, 사법소환에 대하여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

거나 정부기관이 공식서면 요청에 의하여 금융기록을 취득하는 것을 금

지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제3410조).23)

(6) 예외규정

금융거래비밀보호법 중 제3415조, 제3420조13을 제외한 어떤 조항도

대배심의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발부된 소환장 또는 법원의 명령에 대하

여 적용되지 않으나, 법원은 제3409조에 따라 대배심의 소환장이 집행된

사실, 어떠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계좌명의인에게 알리지 못하도

록 하는 조치 즉 명령, 통지를 하지 않도록 명령할 수 있다.(제3414조

(i)). 즉 대배심의 소환장,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

는 경우에는 법에 규정한 통지 등의 절차도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계좌 명의인의 이름 및 주소, 계좌번호 등 계좌정보만 요청하는

22) 이순옥, 앞의 논문, 526면.

23) 이순옥, 앞의 논문, 526∼5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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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또는 계좌 명의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거래내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는 엄격한 통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24)

(7) 법 위반의 효과

미국은 수사기관과 같은 국가기관이 금융거래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경

우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민사 책임만 지도록 하고 있고, 민

사책임을 질 사안에 대해서도 선의의 위반인 경우에는 그 민사책임을 면

제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절차로 인해 수사 등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가 위축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제로 절차를 위반하여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도 그 증거가 형사소송절차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규

정은 없으며 연방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25)

(8)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금융거래정보

를 수집함에 있어서 법원의 사전 통제를 받지는 않고 절차적으로 간소한

대배심의 소환장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

통제를 받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대배심 소환장에 의하지 않고 금융거

래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 사실을 계좌명의인에게 통지하도록 하

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 두었다.

또한 수사상 필요에 의해 대배심 소환장에 의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절

차를 생략할 수 있고 일정기간 통지를 유예하여 수사의 목적을 달성한

후 사후적으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배심

소환장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외에도 공식적인 서면요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특히, 금융거래내역이 아닌 단

순히 계좌정보만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절차가 생략되는 등 그 예

외 인정의 범위가 넓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미국은 절차로 인해 수사기관 등의 권한 행사가

위축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금융거래정보 추적 수사를

24) 이순옥, 앞의 논문, 527면.

25) 이순옥, 앞의 논문, 5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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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절차 상 위반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고의로 위반한 것이 아

닌 한 민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록 절차상의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수집한 자료는 여전히 형사소송

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미국은 수사의 신속

성과 필요성을 정보주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요청 사실의 통지보다 우

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독일

가. 독일 기본법

독일 기본법 제1조 제1항26)은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

든 국가권력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27)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질서 또

는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기의 인격을 자유로이 실현할 권리를 가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르면, 독일

기본법 제1조 제1항과 제2조 제1항의 특별한 관계로부터 일반적 인격권

이 보장된다. 독일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본권들을 보장하는 보충적인 기

본권이다. 일반적 인격권은 이 규정과 기본법 제1조 제1항의 특별한 관

계 속에서 도출된다. 그래서 일반적 인격권은 인격성 보호 및 인격성 발

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 성격도 가진다.2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이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

리, 인간의 존엄권 그리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관한 권리에 근거를

26) (1) Die Würde des Menschen ist unantastbar. Sie zu achten und zu

schützen ist Verpflichtung aller staatlichen Gewalt.

독일_기본법_번역본(국회도서관), 세계법제정보센터(2021. 10. 20. 방문),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37924&

AST_SEQ=1145&ETC=1>.

27) (1) Jeder hat das Recht auf die freie Entfaltung seiner Persönlichkeit,

soweit er nicht die Rechte anderer verletzt und nicht gegen di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oder das Sittengesetz verstößt.

28) 김현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법인의 인격권", 「국립중앙도서관 연

계자료」, 제5권, 2015, 19∼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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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독일 기본법 제1조 제1항에서 나오는 인간의

존엄권 중에서 구체적으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도출되며, 제2조 제1항

에서 나오는 인격권 중에서는 결정의 자유에 대한 인격권과 사생활의 인

격권이 도출되는데 이것이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29) 또한 형사소송법상 압수 금지원칙은 위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

및 피고인 등과 당사자의 자기부죄 거부특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라고

보고 있다.30)

독일 기본법 제13조 제1항31)은 “주거는 침해되지 않는다.”, 제2항32)은

“수색은 법관에 의하여만 명하여지며, 지체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률에 규정된 다른 기관에 의하여도 명하여질 수 있다. 수색은 법률에 규

정된 형식으로만 실행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적 영역에

있어서의 불가침 원칙이 기본법에 따라 보장되고 있고 이것이 형사소송

법상 압수·수색의 헌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결국 독일의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은 필연적으로 주거의 불가침, 개

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헌법상의 개별적 기본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독일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을 강제처분으로 보아 형사소송법에

특별히 허용되는 경우와 요건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특히,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 취하는 입장을 살펴보면 독일은 금융거

래정보를 크게 기본정보인 계좌정보와 세부정보인 거래내역으로 나누어

서 계좌정보는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거래내역도 금

융기관이 수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33) 이는 기본적으로 독일이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 영

29) 김정식, 진술거부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2012.

2.), 65면.

30) 이순옥, 앞의 논문, 529면; 손지영·김주석, 앞의 논문, 147면; Christian

Starck, in: v. Mangoldt/Klein/ders. (Hrsg.)(주 531), Rn. 105 재인용.

31) (1) Die Wohnung ist unverletzlich.

32) (2) Durchsuchungen dürfen nur durch den Richter, bei Gefahr im

Verzuge auch durch die in den Gesetzen vorgesehenen anderen Organe

angeordnet und nur in der dort vorgeschriebenen Form durchgeführ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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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의의 적용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은행법

독일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범죄 등을 예방할 목

적으로 2002년 계좌정보 자동요청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연방금융감독청

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와 유가증권, 은행의 금고 등 금융자산에 대한

기본정보(계좌정보)를 자동으로 제출받을 수 있게 되었다.34)

은행법 제24c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계좌, 수탁증권, 은행의 금고 등

금융자산에 대한 기본정보를 전산으로 저장한 전산망 설비를 갖추어 정

보를 관리하여야 하고35), 연방금융감독청36)의 정보요구가 있으면, 자동

접속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 자동접속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기본정보

에는 계좌 또는 수탁증권 등의 개수, 계좌 등 개설이나 해지·상환의 일

시, 자연인의 이름 생년월일 또는 수탁증권 등의 소지자나 처분권자의

이름 주소 등만 포함되고(은행법 제1항), 계좌의 잔고나 거래의 내역은

자동접속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기본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33) 위와 같은 독일의 입장을 참조하여 선행연구 중 이순옥, 앞의 논문, 541∼

542면에서는 “계좌 명의인의 인적사항 등 계좌정보는 금융거래내역과는 달

리, 어떠한 금융거래의 실질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달리 취급할 필요

가 있다. 계좌정보만이라도 영장 없이 확인할 수 있다면 수사의 신속성이

확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좌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불필요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거래내용까지 추적수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며 ‘계좌정

보와 금융거래내역정보 요구제도의 이원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34) 강석구·이상수·손진·강지현·최혜선·민수현, 앞의 논문, 6면.

35) 김용진, "채무자 재산정보 수집 제도의 발전 방안 -유럽연합 제도와의 비교

를 통하여-", 「입법과 정책」, 제9권 제1호, 2017, 194면.

36) 연방금융감독청(Bundesanstalt fu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BaFin) :

기존의 독일 은행감독원(BAKred), 보험감독원(BAV), 증권감독원(BAWe)

을 통합하여 연방금융감독청설립법에 의거 2002. 5. 1. 설립. 금융시장의 안

정을 목표로 신용기관, 금융서비스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을 감독. 연

방정부에 업무 보고하는 공적기관으로 재무부의 감독을 받음. 2001. 6.월 한

국 금융위원회와 업무협력 약정 체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해외금융기관-주요국가 금융감독기관(2021.

10. 20. 방문), <https://www.fsc.go.kr/no0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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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방금융감독청은 국제형사사법공조에 필요하거나 관할당국이나

법원이 형사소추에 필요한 경우는 물론 대외무역법에 따라 자본이동과

지급결제를 제한하는 일을 처리하는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 정

보를 자동 접속하여 요청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은행법 제

3항)37) 따라서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기관 등이 연방금융감독청에 기본정

보 즉 계좌정보를 요청할 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고 볼 수 있다.

독일의 수사기관은 연방금융감독청을 통하여 확보한 금융정보를 수사

에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직접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95조), 금융기관이 거부하는 경우 질서벌로서

과태료나 구류에 처하게 할 수도 있으며, 자발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

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명령에 의한 압수·수색도 가능하다(형사소송법

제94조).

또한 독일의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 정보제공의 요청

(Auskunftsersuchen)은 수사절차의 개시를 전제로 인정되는데(형사소송

법 제161조 제1항, 제160조), 이때에는 ‘상당한 정도의 혐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개시의 요건에 해당하는 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최초의

혐의(Anfangsverdacht)’만으로 충분하고, 연방금융감독청의 감독업무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달리 긴급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은행법

제24c조 제3항 제1문 2호).38)

다. 금융거래정보의 주요 거래내역에 대한 추적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연방금융감독청에 요청하여 자동

화된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계좌정보’는 계좌의 개설

사실, 개설지, 명의인에 대한 정보 등 일종의 기본정보로서 수사의 절차

에 있어서 주로 최초의 혐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확

보된 계좌정보를 통해 수사기관은 최초의 혐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계좌거래내역, 계좌의 잔

37) 김용진, 앞의 논문, 194면.

38) 이순옥, 앞의 논문, 530∼531면; OLG Stuttgart, Beschluss vom 13.2.2015

– 4 Ws 19/15 = NStZ 2016, 48 (4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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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등 구체적인 혐의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입·출금이 포함된

계좌거래내역 등 자세하고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수색, 증거대상의 보전을 위한 압수, 자료제출요구, 증인소환신문,

자료요청 등의 절차를 이용하여야 한다.39)

(1) 증거의 보전과 압수(StPO §94)40)

독일 형사소송법 제94조를 보면 제1항에 ‘심리에서 증거방법으로서 가

치가 있을 수 있는 대상은 보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야 한다.’,

제2항에 ‘제1항의 대상은 개인이 보관하면서 자의로 제출하지 않으면 압

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압수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정보를 계좌명의인 등 당사자가 임의

로 제출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제출받고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보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전하면 된다(법 제94조 제1항).41) 우리 형

사소송법 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와 비슷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독일 형사소송법 제94조 제2항에서처럼 만약 당사자가

자의로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독일은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만 압수를 하게 되어 있다(법 제98조 제1항 제1문).42) 다

만, 지체하면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과 검찰수사관(법원조직

법 제152조)도 압수를 명할 수 있다(법 제98조 제1항 제2문).43)

39) 이순옥, 위의 논문 532면.

40) 독일법연구회, 사법발전재단, 독일 형사소송법, 2017, 81면.

41) 형사소송법 제94조 (증거의 보전과 압수) ①심리에서 증거방법으로서 가치

가 있을 수 있는 대상은 보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은 개인이 보관하면서 자의로 제출하지 않으면 압수할 수

있다.

42) 형사소송법 제98조 (압수절차) ① 압수는 법원만이 명할 수 있고, 다만 지

체하면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찰과 검찰수사관(법원조직법 제152조)

도 명할 수 있다. 제97조 제5항 제2문에 따라 편집국, 출판사, 인쇄소 또는

방송사 내에서 하는 압수는 법원만이 명할 수 있다.

43) 형사소송법 제98조 (압수절차) ① 압수는 법원만이 명할 수 있고, 다만 지

체하면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찰과 검찰수사관(법원조직법 제152조)

도 명할 수 있다. 제97조 제5항 제2문에 따라 편집국, 출판사, 인쇄소 또는

방송사 내에서 하는 압수는 법원만이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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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수색과 관련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상에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독일 형사소송법상으로

는 ‘그 밖의 사람과 관련한 수색’ 규정에 포함될 수 있다. 즉 범죄의 정

범이나 공범 또는 데이터장물죄, 범죄비호죄, 범죄은닉죄, 장물죄의 혐의

가 있는 사람, 즉 피범행 혐의자와 관련된 수색을 규정하고 있는 제102

조와 비교하여 별도로 피의자, 피혐의자 등에 대한 수색이 아니라 제3자

에 대한 수색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103조).44)

제3자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피의자 등을 상대로 하는 압

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자료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색이 이

루어져야한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에 대한 수색도 원칙적으로는 법관의 영장에 의

하여 인정되나, 예외적으로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 검찰과 검찰수사관

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법 제105조 제1항, 제103조 제1항).45)

위와 같이 독일 형사소송법상 이른 바 ‘제3자’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영장이 필요하나 형사소추기관은 금융기관 직원에게 검찰에 증인으로 출

석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질서벌이 부과될

것이라는 것, 더 나아가 금융기관에 대한 수색과 고객의 정보가 담긴 서

류에 대한 압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상황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44) 형사소송법 제103조 (그 밖의 사람과 관련한 수색) ① 그 밖의 사람에 관한

수색은 오로지 피범행혐의자의 체포, 범행 흔적의 추적 또는 일정한 대상물

의 압수를 위하여만, 그리고 그 추적 중인 사람, 범행 흔적 또는 물건이 수

색할 장소 내에 있다고 추론하게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

용된다. 형법 제129조a. 형법제129조b 제1항 중 제129조a 부분의 범죄 또는

이 조항에 규정된 범죄 중 하나를 저질렀다는 현저한 혐의가 있는 피범행

혐의자의 체포를 목적으로 하여 주거와 그 밖의 장소에 대한 수색은 그 장

소들이 건조물 내에 위치하고 그 내부에 피범행혐의자가 체류한다는 것이

사실에 근거해 인정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45) 형사소송법 제105조 (수색 절차) ① 수색은 법관만이 명할 수 있고, 지체하

면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과 검찰수사관(법원조직법 제152조)이

명할 수 있다. 제103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수색은 법관이 명한다; 검찰은

지체하면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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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금융거래내역을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조치

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 전체가 심히 방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세한 금융거래내역을 작성하고 검찰에 제공한다.46)

따라서 독일의 경우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영장을 제

시하고,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금융거래

정보의 본질적인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피압

수자의 영업을 보호해 주면서 동시에 수사의 효율성도 유지해 주는 효과

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제출의무(StPO §95)47)

독일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항은 ‘제94조(증거의 보전과 압수)에 규정

된 종류의 대상을 보관하는 자는 요구가 있으면 이를 제시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에게 제

70조48)에 규정된 질서벌과 강제수단을 부과할 수 있다. 증언거부권이 있

는 사람에게는 제1문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증거방법으로서 가치가 있을 수 있는 대상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46) 강지현, “금융거래추적수사와 범죄수익환수에 대한 독일의 논의 분석”, 「법

학논총」, 38(1),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434면.

47) 형사소송법 제95조 (제출의무) ① 제94조에 규정된 종류의 대상을 보관하는

자는 요구가 있으면 이를 제시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다.

②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에게 제70조에 규정된 질서벌과 강제수단을 부과

할 수 있다. 증언거부권이 있는 사람에게는 제1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48) 형사소송법 제70조 (부당한 증언거부나 선서거부의 효과) ① 증인이 법률상

근거 없이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그 거부로 말미암아 발생한 비용을

증인에게 부과한다. 이와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질서구금을 부과한다.

② 또한 증언을 강제하기 위하여 구금을 명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해당

심급 절차의 종료시점을 넘지 못하고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③ 제2항, 제2항에 따른 처분은 수사절차의 법관, 수명법관, 수탁법관도 할

수 있다.

④ 증인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처분을 모두 받은 후에는 동일한 절차 또는

동일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절차에서 증인에게 처분을 다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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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자의로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법 제95조 제1항). 바로 이

조문에 의하여 독일의 금융기관은 요구가 있으면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

고 제출할 의무가 있고 증언거부권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따

라서 만약, 금융기관이 위 제출의무를 어기고 금융거래 자료 제출을 거

부하는 경우 질서벌과 강제수단 즉 과태료, 질서구금(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을 부과받는다(법 제70조, 제95조 제2항).

한편 자료제출 요구의 권한이 수사기관에도 있는 가에 대해서 다수설

은 법원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에게도 자료제출 요구의 권한이 있다고

인정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형사소송법이 압수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

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제98조 제1항)한 반면, 제95조 제1

항의 자발적인 제출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령 요부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든다.

반면 자료제출의 요구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고,

검찰에게는 단지 지체의 위험이 있는 때 긴급권한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제95조 제1항은 단지 보충적 규정으로, 증거방법

으로서 의미 있는 증거 대상물을 소지하는 자는 제출하고 인도할 의무가

있다. 증거 대상물을 소지하고 있지만 이를 자발적으로 인도하지 않는

때 법원에 의한 압수가 이루어진다(제94조 제2항). 다수설에 따라 자료

제출요구 규정(제95조)을 해석하면, 압수에 관한 규정(제94조 제2항)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본다.49)

따라서 독일에서는 법원의 명령이 없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금융기관

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영장으로 금융기관을 압수·

수색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3) 검찰에 의한 증인과 감정인 신문(StPO §161a)50)

독일 형사소송법 제161조a 제1항은 ‘증인과 감정인은 검찰의 출석요구

49) 강지현, 앞의 논문, 432면.

50) 형사소송법 제161조a (검찰에 의한 증인과 감정인 신문) ① 증인과 감정인

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해 본안에 관하여 진술하거나 감정을 할

의무가 있다.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제1편 제6장과 제7장의 증인과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선서에 의한 신문은 법관만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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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출석해 본안에 관하여 진술하거나 감정을 할 의무가 있다.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제1편 제6장(증인)과 제7장(감정인과 검증)의 증인과 감

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선서에 의한 신문은 법관만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법상 금융기관의 직원을 증인으로서 신문하기 위하여 반드시 상급자

의 허가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다수설과 공법상

금융기관의 직원은 형사소송법 제54조51)의 ‘그 밖에 공무를 수행하는 사

람’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제54조의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

나 대부분의 경우 직원의 진술을 허가하므로 결과적으로 공법상 금융기

관이나 사법상 금융기관에 차이가 없다.52)

검찰은 금융기관의 직원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는데, 형사

소송에서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금융기관의 직원은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

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진술할 의무가 있다(법 제161a조 제1항).

다만, 금융기관의 직원이 특정인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있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제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

지 못한 때, 즉 자료제출 요구까지도 불응 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

다.53)

(4)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권(StPO §161)54)

51) 형사소송법 제54조 (공무수행인의 증언에 관한 승낙) ① 법관, 공무원, 그

밖에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그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과 그 증언의 승낙에는 공무원법의 특별규정

을 적용한다.

52) 강지현, 앞의 논문, 433면.

53) 이순옥, 앞의 논문, 534면.

54) 형사소송법 제161조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권) ① 다른 특별규정이 없는

한, 제16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검찰은 모든 기

관에 정보를 요구하고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경찰관청과

경찰공무원을 통해 수행할 권한이 있다. 경찰기관과 경찰공무원은 검찰의

요청이나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다른 모든 기관에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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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사소송법 제161조 제1항은 ‘다른 특별규정이 없는 한, 제16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검찰은 모든 기관에 정보

를 요구하고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경찰관청과 경찰공

무원을 통해 수행할 권한이 있다. 경찰기관과 경찰공무원은 검찰의 요청

이나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다른 모든 기관에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 제161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기관은 공법상의 기관, 즉 관

청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사법상의 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정보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일단 위 제161조 제1항 조문에 따라 검찰은 사법상의 금융기관에 대하

여 정보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제95조에 따라 우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다음,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

161a조 ‘검찰에 의한 증인과 감정인 신문’을 통하여 금융거래 내역의 제

공을 강제할 수 있다. 즉 검찰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검찰에 증인으로 출

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질서벌이 부과

될 것이라는 점 등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융거래 내역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5) 소결

독일은 기본정보(계좌의 개설 사실, 개설지, 명의인에 대한 정보 등)의

경우 영장에 의하지 않고도 수사기관이 비교적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계좌거래내역과 같은 금융거래정보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상의 제출의무(StPO §95)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에는 검찰에 의한 증인과 감정인 신문(StPO §161a) 절차를 통해서 금융

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만약 금융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증거

의 보전과 압수(StPO §94)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긴급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독일은 수사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추적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다양한 취득방법과 절차를

열어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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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검토

미국의 수사기관은 법원의 사전 통제를 받지 않고 대배심 소환장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통제를 받지 않더라

도 수사기관이 대배심 소환장에 의하지 않고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때

에는 그 요청 사실을 계좌명의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 두었다.

대배심 소환장에 의한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 사전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일정기간 통지를 유예하여 수사의 목적을 달성한 후 사후적으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사의 신속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또한 금융거래정보 요구의 방식도 공식적인 서면 요청 등 다양한 방법

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특히, 금융거래내역이 아닌 단순히

계좌정보만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절차가 생략되는 등 그 예외

인정의 범위가 넓다.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은 절차로 인해 수사기관 등의 권한 행사가 위

축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금융거래정보 추적 수사를 하

는 경우 절차상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의로 위반한 것이 아닌

한 민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비록 절차상의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수집한 자료는 여전히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미국은 수사

의 신속성과 필요성을 정보주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요청 사실의 통지

보다 우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은 계좌의 개설 사실, 개설지, 명의인에 대한 정보 등 이른바 기본

정보의 경우 영장에 의하지 않고도 수사기관이 비교적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계좌거래내역과 같은 금융거래정보의 경우에도 형사소

송법상의 제출의무(StPO §95)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의한 증인과 감정인 신문(StPO §161a) 절차를 통해서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만약 금융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증거의 보전과 압수(StPO §94)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긴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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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독일은 수사기

관의 금융거래정보 추적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다양한 취득 방법과

절차를 열어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금융거래정보 추적 수사에 있어서 미국과 독일은 수사기관에 대

하여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취득 방법을 열어주되 정보주체

에 대한 통지 등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부여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확

보해야 할 대한 수사의 신속성과 정보주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의 조화

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 4 장 압수·수색영장 사본 집행의 쟁점과 한계

제 1 절 서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당연히 법관의 판단에 따라 심사를 거친 영장

을 통해 이루어져 왔고 영장주의 본질은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하려고

할 때 법관의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만 할 수 있도록 하여

강제처분의 남용을 막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 시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금융거래정보와 이메일 등 이른바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

에 대한 압수·수색은 현재까지도 우리 형사소송법이 새로운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법 문언상 규정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다. 물론 형사소송법상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법조문의 해석은 법원의 몫

이긴 하나 그와 같은 입법의 불비 또는 흠결에 따라 논란이 되는 부분의

해석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2019. 3. 14. 선고된 대법원 2018도2841 판결(이하 ‘대상판결’)에서는

‘금융기관 및 인터넷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모사전송 방식으로 영

장 사본을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조

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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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도 없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된 금융거래자료와 이메일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위법수집증

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제3자가 보관하는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도 일반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마찬가지로 영장 원본 제시와 압수

목록의 교부를 요구하였고, 이를 따르지 않은 영장 집행 절차에 의해 수

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이다.

사실 금융거래정보와 이메일 등 제3자가 보관하는 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은 기본적으로 정보의 보관자와 정보의 주체가 다르고, 일반 물건의

압수·수색과는 그 압수 대상의 형태와 성질, 압수 절차가 달라 일반 유

체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엄격한 영장주의를 넘어 엄격한 원본주의는 신속한 수사의 원리에도 어

긋나고, 수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피압수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

게 되는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듯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제3자 보관 정보에 대

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일반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과는 다른 특징

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에서는 일반 유체물에 대한 압수·

수색의 절차를 제3자 보관 정보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최근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압수·수색의 대상 및 영장 집행의 실무에 대해서

검토한 후 대상판결에서 문제가 된 모사전송 방식에 의한 영장 사본 제

시의 쟁점과 한계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제 2 절 압수·수색의 대상 및 영장 집행의 실무

1. 제3자 보관 정보

현대 수사에서는 압수·수색 시 일반 물건과 같은 유체물보다는 컴퓨터

나 휴대전화 또는 전산기기, 서버 등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나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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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가 더욱 중요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왜냐하면 그 물건 자체보다는 물건에 담겨져 있는 정보가 사건의 실

마리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경우에 물론 휴대전화가 폭행과 같은 범죄의 물리적 도구로 사용되어 증

거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은 그 휴

대전화 자체를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수많은 정보와 흔적들을 압수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범죄의 유형을 떠나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그런데 휴대전화 속에 들어있는 정보의 압수는 그 휴대전화 자체를 당

사자로부터 압수하여 추출하면 되는데, 이메일과 금융거래정보는 당사자

로부터 압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메일의 경우 인터넷서비

스제공자, 금융거래정보의 경우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것이 이른바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렇게 정

보의 주체와 정보를 보관하는 자가 다른 경우를 제3자가 보관하는 정보

라고 하는데, 압수·수색에 있어서 이를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2.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방식

(1) 모사전송 방식의 활용 및 현황

기존의 수사실무에서 금융거래정보나 이메일 등 제3자가 보관하는 정

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주로 모사전송 방식에 의한 영장집행으로 이루어

졌다. 즉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으면 금융거래정보의

경우 금융기관에, 이메일의 경우 인터넷서비스업자에 일반 팩스나 전자

팩스를 이용하여 모사전송 하는 방식으로 주로 집행이 되었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수사기관에서는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금융기

관이나 인터넷서비스업자를 상대로 정보제공요구서에 압수·수색영장 사

본, 수사관 신분증을 첨부하여 팩스를 통해 모사전송하면, 해당 기관은

압수·수색영장 사본과 수사관 신분증을 확인한 후 정보제공요구서에 기

재된 요구 자료를 검토 및 선별한 후 해당 자료를 이메일 또는 모사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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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전송하게 된다. 따라서 제3자가 보관하는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반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과는 달리 압수·수색영장

원본이 아닌 사본에 의해 주로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고, 제3자

보관 정보의 성질상 정보의 보관자인 피압수자가 제3자의 입장에서 직접

해당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며, 제공한 정보를 돌려받지 않기 위해 자료

의 사본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실무상 피압수자가 환부 또는

가환부 신청을 위해 압수목록을 요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 압수목록을 피압수자에게 교부하지도 않게 된 것이다.

한편 최근 3년간 검찰과 경찰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통계55)를

보면 2018년 전체 압수·수색영장 발부 건수 247,349건 중 금융계좌추적

용 압수·수색영장은 150,976건으로 비중이 약 61%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9년 전체 압수·수색영장 발부 건수 285,877건 중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은 171,524건으로 약 60%, 2020년 전체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 313,230건 중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은 167,482건

으로 약 54%의 비중으로 확인된다. 이는 전체 압수·수색영장 중 금융계

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이 3년 평균 약 58.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방식에 있어, 영장 사본 집행에서

영장 원본 집행으로의 변경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장 사본에 의한 집행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

행뿐만 아니라 이메일 압수·수색영장 집행 그리고 그 범위가 더욱 확장

되어 가상화폐 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게임 아이템 사용내역 등

제3자가 보관하는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널리 사용되고 있

기 때문이다.

(2) 모사전송 방식을 이용한 영장 사본 집행의 이유

위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제3자가 보관하는 정보에 대해서 수사기

관이 모사전송 방식에 의한 영장 사본 집행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

유는 제3자가 보관하는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일반 유체물에 대한 압

55) 검찰통계시스템(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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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색이 서로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금융거래정보

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대상자가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한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는 몇 개인지를 알아내야 하는데, 그

러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

색영장을 동시에 포괄적으로 집행을 해야 한다. 이른 바 ‘포괄영장’에 의

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경우 현재와 같은 종이영장의

제도 하에서는 모사전송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동시에 수백 군데가 넘는

금융기관에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데, 해당 이

메일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 지 알 수가 없고, 보관되어 있는 서버를 안

다고 해도 직접 서버를 수색하여 해당 메일을 추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정보 보관자에게 일괄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피압수자의 입장에서도 모사전송 방식에 의할 때에는 접수된 영장

의 순서대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영업의 방해나 업무의 지연, 처리 순

서의 논란이 적은 반면, 수사기관에서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압수·수색영

장 원본을 제시한 후 직접 수색을 하거나, 직접 수색은 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피압수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수색하여서 제공해 줄 것을 요

구한다면 그 만큼 압수·수색의 시간도 지체가 되고 해당 기관에도 업무지

연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영업의 방해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제3자가 보관하는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모사전송을 이용

한 영장 집행 방식은 제3자가 보관하는 정보 자체의 특징에 따라 수사기

관과 피압수자인 정보 보관자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도출된 실무상의 합

리적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만약, 형사소송법에 금융거래정보, 이메일 등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방식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논의는 애초에 발생조차 하지 않았겠지만, 모사전송에 의

한 영장 사본 집행 방식이 실무적으로 그러한 형사소송법상 입법의 불비

또는 흠결을 메워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선행연구에서 법의 해석 또는 입법을 통하여 ‘모

사전송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사본 제시’ 허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



- 38 -

거로는 영장을 모사전송 방법으로 제시한 경우 사업자는 영장의 사본 및

영장을 제시한 수사관의 인적사항을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영장에 기재된 사항만을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등 영장의 집행에 따른 기본권 침해 상황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점

을 들고 또한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의 집행은 모사전송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만 엄

격히 해석할 성질도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임의제출의 방식과 다를

바 없이 진행되는 사업자 보관 데이터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영장의

제시를 사본에 의한 제시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점56)을 들고 있다. 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의 집행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5항에서는 통신사실확

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표지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데 형사소송규칙에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제3자가 사본 집행에 대해

동의하며 수사기관임을 증빙하는 증표가 제시될 경우에는 모사 전송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방법57)을 주장하는 연구도 확인되

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자복사나 모사전송 작업에서 오류 발생이 일

어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본이나 팩스로 영장 제시를 하는 것이

영장 제시의 취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몰각하는 것이 아님을 누구나

알 수 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조문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규칙

이나 금융실명법에서 집행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와 함께 모사전

송 등으로 영장사본을 송부하는 방식으로 집행방식의 제도변경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58)도 확인된다.

56) 이관희, 이상진, "데이터 보관 사업자에 대한 영장집행 절차의 현실화 방안

에 관한 연구 : 피의자에 대한 사전 통지 생략 및 영장 사본제시 필요성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31권 제1호(통권 제121호), 2020, 154면.

57) 김혜림,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영장 사본 제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2018. 2.), 48∼49면.

58) 서원익, "압수수색할 장소와 물건의 다양성에 따른 영장집행 방식에 관한

소고-영장원본 제시, 참여권 보장, 압수목록 교부의 현실과 한계-", 저스티

스, 182-1, 2021, 2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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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사소송법 제118조(영장의 제시) 제2항에 전자적 제시를 허용하

는 규정을 신설하되 제시 방법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모사전송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전자우편, 공문서(전자결재), 공인전자주소(#메일),

웹사이트 업로드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신분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조작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집행자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야 한다는 주장59)과 원본 제시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 등 집행에 있어 원본 제시 이외의 다양한 집행 방법을 규정하는 법

률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장의 제시는 현재 기술

발달 등을 감안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원본 요구를

할 경우에만 이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연구60)도 확인이 된다.

제 3 절 모사전송 방식의 영장 사본 제시의 문제

1.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절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3자가 보관하는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제107조에서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

2조 제3항에 따른 전기통신에 관한 압수를 ‘우체물의 압수’라는 이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별되는 제3자 보

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따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

항 제1호 및 제2항, 금융위원회 고시(제2019-22호) 제3조, 검찰사건사무

규칙 제89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양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금융거래정보와 같은 제3자가 보관하는

정보인 이메일은 따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일반 압수·수색영장의

양식에 의한다. 그런데 실무상에서는 실질적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

59) 김기범, “압수․수색영장의 전자적 제시에 관한 입법적 연구”, 「경찰학연

구」, 제18권 제2호(통권 제54호),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8,

164∼165면.

60) 김영미·권순철·전유경·박윤상, “이메일 등 제3자 보관 디지털 증거 관련 영장

집행 합리화 방안 연구”,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1호, 2020, 7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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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해당하지만 금융실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압수·수색영장

에 의하여야 하거나 어느 영역에 속하는 정보인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

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추적

수사에 있어서 그 영장의 형식을 정하기 어려워 혼란이 발생하므로 금융

거래정보 또는 이와 유사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영장을 청구하는 경

우 그 방식의 통일을 통한 수사의 신속성 도모가 필요하고, 특히 제3자

가 보관하는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보영장’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61)이 있다.

여기서 정보영장제도는 범죄에 이용되고 범죄로부터 만들어진 자료로

서 범죄의 입증에 필요한 정보 및 몰수되어 폐기되어야 할 정보와 범인

의 검거에 밀접하게 관계된 정보(Information)를 대상으로 하며 복사·복

제·삭제 등의 방법에 의해 집행되는 영장제도를 말한다.62)

위 정보영장제도를 이용하여 기존 유체물 압수 시와는 구분될 필요가

있는 압수 방법, 영장 제시(팩스 영장), 통지, 참여 등을 전자정보에 맞게

체계화시킨다면 각종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전자정보 등에 대한 규정

을 일원화시킬 수 있으므로 업무 혼란도 그만큼 최소화 될 것이라고 주

장하는 의견도 있다.63)

그러나 모사전송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대표되는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집행 방식은 현행 법 내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

연 영장 사본 제시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방식이 형사소송법과 더

나아가 헌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압수·수색 절차에 부합되는 것인지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방법과 절차를 직접적으

로 규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살펴보자. 형사소송법 제118조(영장의

제시) 내지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는 영장 집행과 같은 강제처분의

61) 이순옥, 앞의 논문, 536∼541면.

62) 김기범·이관희·장윤식·이상진, “정보영장제도 도입 방안 연구”, 「경찰학연

구」, 제11권 제3호(통권 제27호),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1, 99

∼100면.

63) 노세호, “모사전송을 통한 압수영장 제시의 논란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포렌식 연구」, 제10권 제2호, 2016, 38∼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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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 강제처분 후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처분자 또는 피압수자 그

리고 더 나아가 정보의 주체인 피의자나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

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조항을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살

펴보면 모사전송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영장 사본의 제시, 압수목록의 교부 등의 절차가 문제시 될 수 있는 것

이다.

그런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집행 대상의 형상과 성질, 피압수자의

환경과 특수성, 수사기관의 사정과 수사의 효율성 등의 문제로 형사소송

법에 따라 획일적으로 영장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형

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경중과 해

당 사안의 중요도, 긴급성 그리고 증거의 가치에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위 조문의 취지가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절차 위반이 아닌 경미한

절차의 위반까지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 볼 때, 절차위반 여부의 실질적인 판단에 앞서 위 절차

조항의 취지와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절차의 규정으로 지키고자 하는 보호법익이 무

엇인지 알아야만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절차가 형사소송법의 해당 조문

에 위배되는 것인지 또한 만약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사전송에 의한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

행 절차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먼저 해당 절차가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

익을 확인하고, 그와 같은 영장 집행 방식이 현행 형사소송법의 절차 규

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함께 만약 위배된다면 그러한 적법절차 위배가

절차 규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리고 최종적으로 헌법상의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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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많은 선행연구에서 영장 사본 제시를 허용하는 조문을

법 개정을 통해 명기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적법절차의 원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장 사본 제시를

허용하는 조문을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에 신설한다 하더라도 그

러한 신설 조문이 당사자의 법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 현행 형사소송법

의 절차 규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최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것

은 아닌지 등이 먼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관련 조문의 해석

(1) 영장 사본 제시 문제

(가) 영장 제시의 취지

우리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영장의 제시를 명문화하고 있어 단순히 영장의 제

시 절차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만이 아닌 더 나아가 헌법상 요구되는 중

요한 절차라고 보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18조에는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영장 집행에 있어서 피처

분자의 청구나 요구와 상관없이 영장의 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압수·수

색 과정에서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영장의

제시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절차

적 정당성을 확보해 주며, 영장에 기재된 물건과 장소에 대해서만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압수할 물건과 압수 장소 등을 제한하도록 통제함과

동시에 절차의 적정성을 담보하여 피압수자의 권리 침해 시 준항고 등으

로 불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압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명시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18조가 영장의 제시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와 같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지키고자 하는 보호법익

과 조문의 취지를 모두 고려해 보면 결국 영장은 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야만 피압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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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압수·수색의 범위를 알 수 있고,

수사기관도 영장의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영장의 제시 없이 압수·수색하여 수집한 증거에 대

해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바,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

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

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판시64)하여 각 피압수자에게 개별적

으로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압수·수색절차는 위법하다는 입장을 취하

고 있다.

이렇듯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는 법관의 심사를 의미하고, 영장 제시

의 원칙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는 개념을 말한

다.65) 즉 영장의 사전 제시가 헌법상 요구되는 절차라고 하더라도, 영장

의 제시 자체는 영장주의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영장주의의 취지를 구현하

기 위한 장치나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66)

왜냐하면 만약 영장의 제시가 영장주의 본질이라고 전제하면 긴급한

경우 영장 제시 없이 압수·수색을 하고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

나, 체포나 구속영장의 집행 현장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경우 이를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장의 제시는 영장주의의 본질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볼 수 있

다. 그렇게 보면 피처분자가 압수·수색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거나, 도주

한 경우 등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

64)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65) 문성도, “영장주의의 비교법적 고찰-한국 헌법 제12조 제3항과 미연방헌법

수정 제4조의 규범적 특징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24호, 2005·겨울,

163면.

66)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노23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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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피처분자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집행이라는 사실을 알면

서 영장의 열람을 거부한다든지, 제시받을 권기를 포기했다고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장의 사전 제시 의무는 예외로서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67)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은 그것이 원본에 의한 집행이든 사본에 의한 집

행이든 원칙적으로 사전에 피처분자 또는 피압수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다.

(나) 영장 원본 제시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장의 제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하여야 한다

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절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

다면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압수·수색영장이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는

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형사소송법 등 법 규

정 어디에도 원본 제시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런데 통신제한조치의 집

행에 있어서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의 사본 교부를 명

시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또는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의 사본 내지 모사전송 방식에

의한 집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37조 제5항과 비

교해 보면, 특별히 조문에 사본 또는 모사전송 방식의 집행 규정이 있어

야만 사본에 의한 집행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 전에도 고등 군사법원의 판례는 “압수·수색

처분을 받은 자에게 제시되어야 하는 영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본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에서 군검찰이 공소외 6에게 영장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시하고 영장을 집행한 것은 군사법원법 제258조를 위반한 것으

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68)하여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영장

의 원본 제시가 필요하다고 한 판례가 있고, 수사기관의 모사전송에 의

한 이메일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하여 “원심은, 수사기관이 2010. 1.

67)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68) 고등군사법원 2010. 12. 14. 선고 2010노106 판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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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네이버 주식회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이 발송한 이

메일을 압수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당시 네이버 주식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한 사실

은 있으나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또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전

제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압수된 위 각 이메일은 헌법과 형사소송

법 219조, 제118조, 제129조가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수집증

거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러한 절차 위반은 헌법

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법수집증거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

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

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압수 절차나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69)한 판례가 있다.

위 판례들이 나온 이후 대상판결에서는 ‘금융기관 및 인터넷업체에 대

해 압수·수색영장을 모사전송 방식으로 영장 사본을 전송한 사실은 있으

나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된 금융거래자료와 이메일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 원칙적으로 유죄

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판례들은 아래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

으며 따라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

드시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영장의 제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제

시된 영장이 원본인지 사본인지를 구별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드시 원본

이어야 한다는 문언은 확인되지 않고 그것이 원본이어야 한다는 것은 주

69)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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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나 해석에 불과하다. 결국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을 대법원

나름의 논리에 따라 해석하면 그것이 원본이어야 한다는 귀결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단지 조문의 문리적 해석이나 지나치게 좁은 해석으로 인해

해당 조문이 제정된 배경이나 취지 등을 간과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

는 것이다.

최초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새롭게 등장한 이메일이나 금융거래정

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반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과는 다른 특징

과 절차가 있다. 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압수·수색의 대상이 등

장하거나 시대의 변화로 인해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형사소송법

개정 또는 새로운 법의 제정 등으로 대상과 환경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

였으나 우리 형사소송법은 과거의 규정 그대로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이

다. 급기야 유체물의 압수·수색만 염두에 두고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

라 이메일,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고, 현재까

지도 이메일,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고려한 절차를 형사소송

법 등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원, 수사기관, 인터넷서비스업자,

금융기관 등 압수·수색과 관련된 각 주체가 판단하고 있는 압수·수색영

장의 집행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통신수단의 발전에 따라 관련 절차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37조 제5항을 보면 통신제

한조치 허가서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등의 경우 기술의

발달과 형사사법 환경의 변화에 따라 모사전송 등에 의한 집행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과 비교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형사소송법이 영장 사본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규정하고 있

지 않은 것은 단지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환경, 기술적

여건에 따라 영장을 복사하여 원본 외에 사본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여

건과 환경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사본이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

가지 않은 것이지, 영장 사본에 의한 집행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자 하

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즉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는 영장 사본에

의한 집행 자체를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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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애초에 형사소송법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제3자가 보관하는 정보에 대

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서 영장의 원본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비

슷한 성격의 타법률과 비교하여도 상당한 무리가 있고, 타법률과의 비교

를 차치하고서도 형사소송법 자체의 해석에 있어서도 합리성이 결여되어

타당하지 않다.

둘째, 전술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영장의 제시만을 규정

하고 있을 뿐이므로 제시된 영장이 원본인지 사본인지를 구별하지 않는

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제시하고 집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소송법상 절차적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영장 제시

를 규정한 취지는 영장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로서 적법 절차

의 보장, 피처분자의 권리 보호, 다툼이 있을 시 불복의 기회를 실질적으

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과 영장 제시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

여 보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

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

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

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70)

즉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과 압수 장소 등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

장하고 피압수자의 사생활과 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영장 제시 제도의 취지이며, 영장 사본의 제시를 통해서도 피압수자에게

영장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

더라도 영장 제시의 본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크게 지장이 없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피처분자 또는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

70)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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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거기에 압수·수색영장이 원본이니 사본이니 하는 논의는 끼어들 여지

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논의는 피처분자가 요구할 경우에 수

사기관이 피처분자에게 입증하여 주면 될 문제이지 그것이 적법절차의

위반이라는 문제로 논의되고, 법정에서 증거능력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상당히 소모적인 일이고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

로 삼아야 한다는 것과 영장 원본의 제시 원칙은 관련이 없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원본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

는 공판중심주의의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

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

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

문이다.71) 즉 법정에 제출될 증거의 조작 가능성을 회피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능하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

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원본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

아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피압수자에게 영장의 사본을 제시하고 압수한 물건 또는 정보

라 할지라도 그 물건이나 정보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영장의 원

본이 아닌 사본을 제시하고 압수한 증거의 조작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영장 원본으로 압수하는 것과 사본으로 압수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시되는 영장이 원본이냐 사본이냐 하는 문제이고, 그렇게 제시

된 영장으로 압수된 증거물이 원본 증거이냐 사본 증거이냐 하는 문제

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영장 사본의 제시로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넷째, 우리나라가 해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71)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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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r 이하 ‘ISP’)를 상대로 이메일 등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집행할

때에도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외 ISP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외에도 스카이프,

우버, 페이팔 등 다양한 기업이 존재한다. 그리고 각 ISP마다 요청방법

이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요청

은 압수·수색영장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한글 원본을

스캔한 후 MS(마이크로소프트) 법집행기관 포털에 접속하여 첨부하는

형식이고, 긴급 정보요청은 일반적인 정보요청과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영장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한글 원본을 스캔하여 첨

부하되 이메일을 이용하여 MS(마이크로소프트)의 특정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게 된다. 정보의 수신은 일반적인 정보요청이든 긴급 정보요청이든

MS(마이크로소프트) 법집행기관 포털에 접속하여 다운로드하는 형식으

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이메일을 수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되면

해당 정보는 삭제되고, 각 링크에 대한 다운로드 시도는 총 3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다운로드 횟수를 초과한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재전송 요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료는 압축 폴더 형식으로 제공되며, 압축 풀기 과정

에서 필요한 비밀번호는 MS(마이크로소프트) 법집행기관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72) 구글, 트위터 등도 대동소이하나 공통점은 국내 한글 압수·

수색영장의 스캔본, 즉 사본이 전송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위 영장 사본의 제시에 대해서 해외 ISP에서 문제 삼는 경우

는 없었다. 그리고 회신 자료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담당 수사관

의 이메일로 전송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압수목록이 교부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ISP는 현재까지 자료 제공이 원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우선 미국은 일반 유체물과 관련하여 수색영장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

어갈 때에는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전 제시는 우리 형사소

송법과 같으나 이때 제시하여야 하는 영장은 원본이든 사본이든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공무원, 즉 수사관의 임장

7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해외 ISP 증거획득 절차, 2021. 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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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수사관이 원본을 직접 들

고 가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므로 사본의 전송으로도 가능하

다는 뜻이다.73) 특히 제3자가 보관하는 정보인 금융거래정보 또는 이메

일과 관련하여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로 사본이 활용된다. 또한 미국

은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에서 전자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지 않고 압수·수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압수목록을 작성

할 때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할 필요가 없고, 압수물품에 대한 반환

의무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미국은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수사기

관이 증거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다.74)

영국은 경찰 및 형사증거법 제16조 제5항75)에서 수색 전에 영장을 제

시하고 영장의 사본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 영국의 제도가

피압수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피압수자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피압수자에게 제시되는 영장이 원본인지 사본인지 여부가

아니라 피압수자가 충분히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해당 영장의 사본을 피압수자에게 교부하는 것만큼 확

실한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압수·수색 명령에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반

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전화상으로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독일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일반적인 규정에는 그 집행 방식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제98조(압수 절차) 제1항에서 “압수는 법

원만이 명할 수 있고, 다만 지체하면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찰과

검찰수사관(법원조직법 제152조)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105

조(수색 절차) 제1항에서 “수색은 법관만이 명할 수 있고, 지체하면 위험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과 검찰수사관(법원조직법 제152조)이 명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3) 김영미·권순철·전유경·박윤상, 앞의 논문, 63면.

74) 김민이, 국회도서관, 디지털증거 압수·수색관련 미국, 영국, 프랑스 입법례,

「최신 외국입법정보」, 2021-8호(통권 제157호), 2021. 4. 20, 3면.

75)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c. 60), s. 16(5)(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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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독일의 경우는 반드시 영장의 원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영장의 원본과 사본의 구분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다만, 수색의 대상이 된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색의 근거를

수색이 종료한 이후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되는 것이다.76)

물론 외국은 자국의 법률에 따라서 영장의 대상이 아니라 임의제출 대

상이라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상대국, 즉 우리나라

에서 이메일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외국의 입장에서는 상대국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메일 자료를 요구

하는 지, 관련 증빙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이므로 그 증빙이 사본이든 원

본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이든 제공된 자료를 돌려받거나 위법한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위해 교부하여야 한다는 압수목록 조차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을 보면 제출된 자료가 사본 또는 정보의 출력물에 불가하므로 적법한

근거에 의해 제공된 사본 자료는 돌려받거나, 이의제기를 할 여지가 없

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그런데 해외 ISP에 대해 국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스캔하여 이

메일로 보내거나 모사전송 등 사본으로 집행하여 취득한 이메일 등 자료

에 대해서 과연 대법원이 영장 원본으로 집행하지 않았으니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나아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내 수사

기관이 영장 원본을 들고 해외로 나가서 원본 제시 후 되돌아오는 것이

과연 형사소송에 있어서 합리적인 절차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 당사자의 권리 보장 문제

(가) 당사자의 참여와 사전통지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문은 압수·수색 절차

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

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22조는 “압수ㆍ수색영장

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

76) 김영미·권순철·전유경·박윤상, 앞의 논문, 65∼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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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러한 당사

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

행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사전통지 절차를 통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일

시와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였을 때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실제 압수·수색의 현장에서는 수사기관이 적

법절차에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도중에도 피압수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전에 통지

까지 해준다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의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 아마 압수

할 물건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즉 사전통지를 통해서 당사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 줄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수사기관은 당사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 훼손, 멸실할 가

능성이 있어 압수·수색의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것은 수

사의 밀행성, 신속성을 떨어뜨리고,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수사단계에서 떨어뜨린 밀행성과 신속성은 소송절차에까지 이어

져 결국 형사사법 비용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단서 조항에 “단,

전조에 규정한 자(피의자 또는 변호인)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을 두어

사전통지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칙 조항과

단서 조항이 서로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위

조문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실제적으로는 압수·수색영장을 집

행함에 있어서 대부분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 때문에 사전

통지를 할 수 없고, 아주 극소수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통지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원칙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것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사전통지를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121조와 제122조는

압수수색이라는 국가의 강제처분에 있어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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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청 즉 ‘적절한 고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제공’을 압수수색의 사전 통

지와 그 집행에 관한 참여권의 형태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형사소송법 제122조 본문에 정한 사전통지는 전자우편상의 정보

주체가 국가의 부당한 정보수집과 탐지 또는 추가적인 권익의 침해를 예

방하고 압수수색 후에 그 정보의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고지는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에 의한 적법절차원

칙에서 요청되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의 하나이다.”라고 판시77)하였다. 즉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의 참여와 사전통지 절차가 헌법상의 적법 절차의 원

칙에서 요청되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의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의 참여권의 보장과 사전통지

가 제3자 보관 정보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장 집행의 참여 및 통지와 관련하여 형사소

송법 제122조 단서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전통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급속을 요하는 때’의 의미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

행에 참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압수·수색영장을 집

행함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

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122조 본문),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여기서 ‘급속을 요하

는 때’라고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

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라고 해석

함이 옳고, 그와 같이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가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78)

하고 있다. 따라서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 그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 통지하지 않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122조

77) 헌법재판소 2012. 12. 27.자 2011헌바225 결정.

78)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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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배되지 않는다. 더욱이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는 수사기관도,

피의자도 아닌 말 그대로 보관자인 제3자가 자료를 선별하여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일반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비해 당사자에 대한 권리 침해의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낮은 권리침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

면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경우 이메일이라는 정보가 제3

자인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관리하는 서버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정보주체의 내용 수정이나 삭제 또는 가입 탈퇴와 무관하게

서버에 항상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고, 인터넷서비스제

공자에 따라 약관이 다르고, 관리형태, 보관형태가 다르며 이메일 계정의

소유자인 정보주체가 그 인터넷 서비스를 탈퇴하는 방식으로 계정을 삭

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메일 내용을 삭제·수정하게 되면 서버에 저

장된 정보 역시 영구적으로 삭제되거나 최초 작성 메일이 아닌 수정된

마지막 메일의 내용만이 보존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가입을 탈퇴하거나, 서버에 저

장된 정보를 삭제 또는 수정하여 증거를 은닉하거나 멸실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경우 사전에 통지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후 통지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메일에 대한 압

수·수색영장 집행 시 사전에 정보주체에 대해 통지하면 증거인멸의 가능

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시에는 사전 통지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납득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경우 금융거래정보가

제3자인 금융기관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이메일과 동일하다. 그러나 금

융거래정보의 경우 정보의 주체가 금융거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고, 만약 해당 금융기관에 계설된 계좌를 없애거나 탈퇴 또는 탈회

를 한다고 하여도 모든 거래내역은 그대로 남게 된다. 즉 정보 주체가 금

융거래정보를 은닉하거나 멸실시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압

수·수색영장 집행 전에 통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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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거래정보 그 자체는 은닉, 멸실될 가능성이 없지만 정보주체

가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수사의 밀행성

은 깨지고, 도주하거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금융거래정보의 경우에도 사전통

지 보다는 사후통지를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으로 수사의 밀행성과 정

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절차로 판단된다.

그런데 금융실명법 제4조의 279) 제1항에서는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예외로 제2항 제2호에서는 “금

융회사등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

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동안 통보를 유예하

79)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

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

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요청을 받은 경우

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통보를 유예

하여야 한다.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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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사후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증거인멸

등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히 있는 경우에는 그 사후

통지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둔 것이다. 따라서 금융거래정보의 압

수를 위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에서 있어서 통지의 절차

는 비록 형사소송법은 아니지만 금융실명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재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선별하여 제공하는 데이터의 취득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준용규정을 개정하여 수사기

관의 압수수색에서는 제121조, 제122조를 준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연구80)가 있다. 또한 정보주체가 아닌 정보를 관리하는 제3자나 기관이

피압수자인 압수·수색영장 집행에서 사실상 실익 없는 압수목록 교부를

중대한 절차로 보는 판례의 기조가 이어질 경우, 정보주체가 아닌 그러

한 제3자를 피압수자로 보고, 그에 대해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것으로 규

정하되, 피압수자의 동의가 있거나, 굳이 재산적 가치가 없고 법령이나

내규에서 별도로 수사기관에 제공한 자료를 보관·관리하는 기관에 대해

서는 압수목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81)

도 확인된다.

또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사전통지 절차 및 서식 마련, 정보

주체에 대한 사후통지의 철저 등 수사의 밀행성과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

하여 사전통지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 자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하위 법령이나 행정규칙에 사전통지의 절차 자체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107조 제3항, 제121조, 제122조의 취지를 몰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비

록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통지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사후통

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보관자에 대한 압수목록의 교부가 피

의자를 비롯한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에 대응한 권리구제에 별다른 역

80) 김관희·이상진, 앞의 논문, 153∼154면.

81) 서원익, 앞의 논문, 2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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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보주체에 대한 사후통지가 준항고 등을

통한 이의제기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고 주장하였다.82)

그러나 다른 취지로 제3자가 보관하는 정보 중에서도 금융거래정보와

달리 이메일, 즉 전자우편은 피의자가 소유·보관하는 정보라고 볼 수 있

음에도 제3자에 비해 방어권 보장이 취약하여 영장집행에 참여하지 못했

고, 통지도 수사가 종결된 시점에 제한된 정보만 받았으며, 압수목록도

교부받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로 헌법상 기본권인 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

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다. 해당 연구에

서는 특히, 전자우편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압수목록 교부와 동일한 효과

가 발생하도록 통지 항목에 영장 집행사실의 개요와 압수목록을 포함시

킬 필요가 있고, 형사소송법에 통지기한 및 방법을 명시하고 수사준칙에

사후 통지서식을 정비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83)

한편 이메일 등 ISP가 보관하는 정보에 대한 압수의 경우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19

조, 107조 제3항), 실무상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후에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

부분(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 2)이다.

이메일 등 내용정보가 담긴 자료는 사전에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정

보주체가 이를 삭제할 가능성이 높고 삭제하면 그 원본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바, 사전통지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정보보관자인

제3자에게 증거보전명령을 통하여 일정 기간의 자료가 삭제되지 않게 보

전하도록 한 다음, 범죄사실과 무관한 증거가 압수되지 않도록 정보주체

의 참여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관련증거를 선별하여 압수하도록 하는 절

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연구도 있다.84)

82) 김혁,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의 집행과 적정절차”, 「형사

정책연구」, 제29권 제2호(통권 제113호), 형사정책연구원, 2018, 100∼101면.

83) 김기범, 앞의 논문, 165∼166면.

84) 이순옥,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보관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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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압수목록의 교부

우리 형사소송법 제129조에는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

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

어 있다. 왜냐하면 압수목록에 기재된 사항은 압수물의 종류, 수량, 압수

장소, 소유관계 등을 명확히 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영장 기

재 내용과의 비교를 통하여 압수물이 영장의 허용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도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

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

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

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라고 판시85)하였다.

따라서 모사전송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사본 집행에 있어서 압수목록

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제공된 정보를 피압수자가 환부 또는 가환부 받기를 원치 않는다

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압수목록은 일반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

색에서 압수당한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

이다. 따라서 정보의 보관자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맞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적어도 제3자가 보관하는 정보의 압수·수

색에 있어서 피압수자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것이 피압수자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 구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왜

냐하면 정보의 보관자인 피압수자는 스스로 압수물을 특정하고, 선별하

여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

논문집」, 제43권 제3호, 2019, 182∼183면.

85)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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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질적으로 제공된 정보도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므로 환부 또는 가

환부를 신청할 실익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즉 영장을 제시한 건 수사기

관이지만 실제로 처분행위를 한 건 피압수자이므로 그 피압수자가 압수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압수목록이 압

수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는 것은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적어도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서는 실질

적인 의미가 없다.

또한 정보 주체의 입장에서도 정보의 보관자인 피압수자에게 압수목록

을 교부하는 것이 정보 주체의 권리구제에 무슨 도움을 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심지어 제3자가 보관하는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한 후 정보 주체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정보

주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주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위에

서 논의한 통지와 관련하여 내용도 모른 체 정보 주체가 압수목록을 교

부받게 된다면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는 정보 보관

자와 정보 주체에게 모두 압수목록을 교부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는 것이다. 따라서 압수목록의 교부는 적어도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제 4 절 대상판결의 분석

1. 관련 판례의 연혁 검토

대상판결 이전에도 대법원은 이미 수사기관의 모사전송에 의한 이메일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하여 “원심은, 수사기관이 2010. 1. 11. 네이버

주식회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이 발송한 이메일을 압수

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할 당시 네이버 주식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한 사실은 있으나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또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전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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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압수된 위 각 이메일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

219조, 제118조, 제129조가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수집증거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러한 절차 위반은 헌법과 형

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법수집증거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볼 수도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

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

당하고, 거기에 압수 절차나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86)하였다.

이른바 제3자가 보관하는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 모사전송

방식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수사기관의 실무상 관행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었던 현실에 제동을 거는 판례로 볼 수 있다.

수사기관은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 마찬가지로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역시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집행해 왔는데, 대법원이 이메일에 대한 모사전송 방식의 압

수·수색영장 집행 방식을 부정한 이후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모사전송 방

식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방식도 부정한 것이다.

결국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 이메일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모사전송 방식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를 부정하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841 판결)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동일한 영장의 수회 집행 및 수통 영장 발부의 문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대상계좌에 대한 최초 집행을

한 후 회신된 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하게 된다.

먼저 대상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여 유의미한 계좌거래내역을 확

인하게 되면, 대상계좌에 연결된 직전·직후 계좌에 대하여 재차 압수·수

색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정보의 흐름을 추적하게 된다. 그

86)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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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연결계좌에 대해서 같은 압수·수색영장을 수회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위법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형

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

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

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

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

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

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

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87)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일반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아닌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경우는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

우에도 계좌추적 등의 사실이 영장의 유효기간 이전부터 연속된다고 관

련 문서, 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88)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만든 금

융실명거래 업무해설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위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실

명거래 업무해설이 판례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 위 금융실

명거래 업무해설에 나와 있기 때문에 판례와 달리 유효하다고 해석한다

면, 똑같은 방식으로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에 나와 있는 정보제공 요구

방법에 “FAX 요청 시도 가능”89)이라는 내용에 따라 모사전송 방식의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방식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게 된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그렇다면 일반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같은 방식으로 금융계

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수통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 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먼저 포괄계좌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수통 발부할

87) 대법원 1999. 12. 1.자 99모161 결정.

88) 전국은행연합회 수신전문위원회,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2016, 59면.

89) 위의 책, 46면.



- 62 -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은 대

상자 명의로 된 전체 계좌에 대한 것과 대상자 명의로 특정 금융기관에

계설된 계좌에 대한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를 각각 포괄계좌와

특정계좌라 한다. 기본적으로 포괄계좌에 대한 압수란 계좌명의인 즉 대

상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계설된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을 압수하는 것이

다. 기본적으로 대상자가 어느 금융기관에 얼마만큼의 계좌를 개설하였

는지는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모든 금융기관에 집행해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사전에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정확히 몇 통의 발부를 요청할지, 가늠하여 기재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그렇다면 포괄계좌의 경우 모든 금융기관의 수만큼 수통 발부를 요청

하면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2021. 10. 6. 기준)

대검찰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금융기관별 연락처 현황’을 보면 총 460개

(은행 등 26, 증권사 62, 저축은행 104, 보험사 42, 카드사 10, 외국계은

행 36, 기타 12, 전자금융업자 등 168)의 금융기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따라서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포괄계좌의 경우 원본 집행을 위

해 총 460통의 영장이 필요한데 법원에서 460통의 영장을 발부해 줄 리

가 만무하다. 만약 법원에서 460통의 영장을 발부해 주었다고 가정하더

라도 문제는 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최초 대상계좌를 집행한 후

발생되는 연결계좌에 대한 집행 문제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특정계좌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수통 발부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특정계좌의 경우 예를 들어 대상

자 명의로 계설된 ‘국민은행 #123-4567-8910 계좌’, ‘우리은행

#111213-14-1516 계좌’와 같이 금융기관 및 계좌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수통 청구에 따른 수통 발부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최근 수사사례90)를 살펴본 바 위와 같이 특정계좌에 대

90) 이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원본 제시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검찰 내부망 e-pros 게시글(2019. 11. 10.).

「2019. 11. 8.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계좌영장의 경우 대상자의 계좌가 8

개인데다가 금융기관은 총 5곳입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단 두 통의 영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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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수통 발부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 법원에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

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실제 집행하여야 할 대상 금융기관의 수

만큼 발부하지 않고 그보다 적은 수의 영장을 발부한 사례가 확인되었

다. 이는 수사실무, 영장실무, 대법원 판례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으

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한 부의 금융계좌추적용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여러 금융기관에 집행하여 왔

고 이를 법원에서도 받아들였다. 그와 같은 수사 관행과 이를 인정하여

오던 법원의 영장실무가 최근까지 이어져왔던 것이다. 그러나 갑작스럽

게 대법원에서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무리하게 금융거래정보

에 대한 압수·수색에 적용시켜 새로운 판례를 형성하면서 수사실무와 영

장실무에서 대법원 판례를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영장의 유효기간 관련 기존 판례(대법원 1999.

12. 1.자 99모161 결정)와 배치되어 모순되는 상황과 영장 원본만을 제시

하는 것이 맞는 지 해석상의 문제 등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띤다.

다시 말해서 금융기관에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하

면서도 영장의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한다는 기

존 판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원본으로 집행을 하여야

한다면 해당 금융기관의 수만큼 수통 발부를 하여야만 하는데, 수통 발

부를 해주지 않고, 일부 또는 한 부만 발부해 주었다는 것은 한부의 영

장으로 여러 금융기관에 집행(이 경우 영장의 유효기간에 대한 판례에

어긋남)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영장 원본을 사본하여 나머지 금융기관

에 집행(이 경우 영장 원본 집행에 대한 판례에 어긋남)을 해도 된다는

것인지 법원의 취지 및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계좌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도 포괄계좌와 같

은 이유로 특정계좌에서 확장되어 나가는 연결계좌가 얼마나 되는 지는

발부하여 주었습니다. 원본 제시의 문제가 계좌영장을 집행한 후 사건 관련

증거가 있는 경우, 즉 영장 신청 단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가 종결될

무렵의 사후적인 문제라고 하여도 2018도2841 판례의 취지에 따를 때 법원

이 단 두 통의 영장만 발부하여 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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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계좌를 받아서 분석해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으므로 사전에 수통

을 발부받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원본 집행 문제는 현재의 종

이영장을 사용하고 있는 형사사법체계에서는 해결될 수 없다. 이러한 점

을 볼 때 대법원의 판결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기존 판례와의 충돌도 예상하지 못했으며, 수사실무와

영장실무를 도외시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애초에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반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같은 절차를 적용하고 같은 방식으로

집행해야 될 대상으로 평가를 할 것이었다면, 굳이 금융계좌추적용 압

수·수색영장 양식과 일반 압수·수색영장 양식도 나눌 필요도 없을 것으

로 보인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취급하여 오던 것을 갑자기 같

은 것으로 평가하면서 기존의 영장 집행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수사기관에 의한 영장 원본 직접 집행의 문제

만약 수사기관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직접 들고 금융기관

을 방문하여 금융기관의 담당 직원에게 영장 원본을 제시하더라도 수사

기관이 직접 금융기관의 전산망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수색하는 일은 드물

다. 설사 수사기관에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에 접속하

여 데이터베이스를 수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을 금

융기관에서 허용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수사기관이 직

접 금융기관의 전산망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수색할 때 압수하려고 하는

금융거래정보를 찾을 가능성은 희박해 지고, 오히려 직접 수색하는 과정

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손상시키거나, 영업 방해를

초래할 경우 심각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과 일반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특성과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형사소송법상 일

반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 규정을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무리하게 적용시킨 판결의 결과이다. 애초에 유체물이 아닌 금융거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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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금융계좌추적용이라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의 형

식을 갖춘 것인데 그 절차에 일반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규정

을 무리하게 적용시켜 수사의 신속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

즉 피압수자의 권리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4. 압수목록 교부의 문제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

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압수목록의 작성·교부시기에 대해서 판례는 ‘공무원인 수사기관이 작성

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압수물 목록에는 작성연월일을 기

재하고, 그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여야 한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

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 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

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

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판시91)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수사실무를 기준으로 본다면 금융거래정보는 금융기관이

모사전송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직접 검토 후 수사기관이 보내 준 금

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요구한 자료와 영장의 범위

를 확인하고 실제로 해당 금융거래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탐색 후 자

료가 존재하면 해당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게 되는 바, 금융기관 스

스로 탐색하여 확인 후 제공한 자료에 대해서 피압수자의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준항고 등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대법원 판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금융거래

정보는 일반 물건 또는 유체물과 달리 원본 그 자체를 압수하는 것이 아

니라 금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이 직접 탐색

후 선별하여 제공하는 것이고, 더욱이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는 것

인데 금융기관에서 그 사본에 대해서 환부 또는 가환부 신청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즉 돌려받는 절차를 가지지 않기 위해 애초에 사본을 제공

하는 것인데 그 사본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환부 또는 가환부를 운운하

91)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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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그 적용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결국 일반 물건 또는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 규정 및 절차를 무리하

게 적용시키다 보니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특징 내지 특수성

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5. 피압수자의 권리보호 문제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은 피압수자에게 제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 시에는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반

드시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하게 된다. 그러나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

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금융거래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제3자, 즉 금융기관에 모사전송을 통해 해당 금융계좌추적용 압수·

수색영장 사본을 전송하는 것인데, 이는 영장의 ‘제시’를 넘어서 ‘제공’까

지 하는 것이다. 즉 일시적으로 영장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영장의 사본을 완전히 준다는 의미이다.

또한 그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수사기관이 압수하고자 하는 자료에 대

한 자세한 설명을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라는 공문에 상세히 기재

하여 수사관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전송한다.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금융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금융거래정

보 제공 요구서를 확인 후 해당 자료를 선별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제공이 아닌 일시적으로

제시해 주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간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

는 여유를 주지 않는 것이고, 해당 압수·수색영장 사본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를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혼선을 빚을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으며, 갑작스럽게 자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

이다.

실제로 압수·수색의 현장에서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가장 많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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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 사본의 제공이다. 아무리 충분하게 영장 원본

을 제시하고 읽도록 하여도 얼마 가지 못해서 해당 압수·수색영장 사본

을 제공해 줄 수 있냐는 말을 듣게 된다. 결국 압수·수색의 현장에서 실

제 피압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영장의 원본 제시가 아닌

영장 사본의 제공이라는 말이다. 제공된 영장 사본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에 대응하고 압수·수색의 범위 등을 확인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경

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한마디로 피압수자는 백번의 영장 원본 제시보다, 한 번의 영장 사

본 제공을 원한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의 현장에서는 영장이 원본인지

사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설사 영장 사본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피압수

자가 영장 원본의 존재 유무나 영장의 위·변조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즉시 이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면 되는 것이다. 법

원은 이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마치 피압수자에게 영장 원본을 제시하면

피압수자나 정보 주체의 권리를 더욱 견고하게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으

로 막연하게 판단하고 있으나 오히려 압수·수색영장 원본 제시에 의한

직접 집행이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제공해 주는 것보다 피압수자인 금융

기관의 권리보호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금융

기관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들

고 직접 방문하여 제시하는 것이 영업보호의 측면을 차치하고서도 달갑

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대법원의 판결은 피압

수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6. 판결 이유에 대한 설시 부족

그동안 대법원에서 금융거래정보 추적과 관련하여 판결하였던 수많은

사안에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모사전송 집행 관행을 묵인하

여 왔던 이유에 대해서 대상 판결문에는 아무런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갑자기 형사소송법상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 규정을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에도 적용하여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과 똑같이 하지 않

았으니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법원은 왜 금

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와 동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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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여야하고, 더 나아가 이메일 등을 포함

한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반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와 왜 같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똑같이 법관의 심사를 통하여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고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경우는 모사전송을 통한 사본 집행이 허용되는데 사실상 자

료의 요구와 제공의 방식이 같은 이메일이나 금융거래정보의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이다. 단지 통신비밀보호법과

는 달리 형사소송법에는 영장 사본에 의한 집행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결한 논리대로라면 영장 원본에 의한 집행도 형사

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다. 그럼에도 법원이 제시하여야 할 영장은 오로지 원본만을 의미한다

고 계속해서 해석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그리고 기술

로써 그러한 잘못된 해석이나 판결을 뛰어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다.

7. 판결에 따른 실무상의 문제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대법원은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이메일 압수) 이후 2019. 3. 14. 선고 2018도2841 판결(금융거래정보, 이

메일 압수)에서 금융기관 및 인터넷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모사전

송 방식으로 영장 사본을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피압수·수색 당사자에

게 교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된 금융거래 자료와

이메일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

며,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 따라 더 이상 금융거래정보 추적을 위한 금융계좌추적

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 영장 사본에 의한 집행 즉, 모사전송

방식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위 판결 이후 수사기관이 해당 금융기관

에 직접 방문하여 영장 원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

수색영장 집행을 하여야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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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원본 직접 제시 절차는 현실적으로 피

의자 등 정보 주체 및 피압수자인 금융기관의 권리보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금융거래정보 추적 수사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크게 떨

어뜨리게 되었고 결국 범인의 검거, 증거의 확보 등 실체적 진실을 규명

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수사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결

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금융거래정보 추적

이 되지 않으면 범죄수익 환수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수사의 시작에

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수사 실무에서는 약간의 편법을 사용하여 기존의 방식대로 일단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라는 공문에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사본과 수사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전송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요구 자료를 담당 수사관의 이메일이

나 모사전송을 통해 받은 후 증거로 사용할 자료만 추려서 압수목록을

만든 후 다시 해당 자료를 전송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영장 원본

을 제시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인 금융거래정보도 취득 즉시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와 같이 추후에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고 또한 증거에 사용하지 않을 압수물에 대해서도 압수

즉시 압수목록을 교부하여야 하므로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

예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8.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방식 개선의 시급성

제3자 보관 정보 중 금융거래정보 이외의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제3자, 즉 ISP에 대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

는데, 대표적으로 국내에는 네이버(Naver), 다음(Daum) 등이 있고, 해외

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Google),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

(facebook) 등이 있다. 대검찰청에서 작성(2021. 3.)한 통신사 연락처 기

준 인터넷 포털 및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총 45개이고, 게임사 및 아이

템 거래사는 총 21개이며, 쇼핑 및 결제업체는 총 20개이다. 따라서 금융

거래정보 이외의 정보 보관자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금융기관보다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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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이므로 영장 원본을 직접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영장 집행을 위한 수사

인력 투입의 정량적인 측면이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을 위한 그것 보다는 규모가 작고, 실제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

해서 1∼2회만 ISP 본사를 방문하여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면 되

기 때문에 한 금융기관에 수회 또는 여러 금융기관에 집행해야하는 금융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비교해서 그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덜

하다. 따라서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방식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제 5 절 선행연구의 보완과 개선방안의 방향성

1. 선행연구의 보완

영장 사본에 의한 집행, 즉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모사전송 또는 이

메일로 영장 사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자는 내용의 개선방

안은 기존의 수사실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신속성, 편의성이 확보

되지만, 위와 같이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영장 사본에 의

한 집행을 가능하게 법 개정을 하여도 여전히 남는 문제점이 있다. 그것

은 영장 자체가 위·변조되지 않고 전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즉 동일성과 무결성의 입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

로 금융기관이 수사기관에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

할 때에도 역시 해당 금융거래정보가 위·변조되지 않고, 동일성과 무결

성을 유지한 상태로 수사기관에 전달되었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주장하는 대로 단순히 법을 개정하여 금

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사본으로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

도 위와 같이 동일성과 무결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사본 집행 후 금융기관에서 수사기관에

보낸 금융거래정보 파일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보낸 것(인증)이고, 원본과

동일하게 그대로 추출(동일성)되었으며, 전송 과정에서 위·변조 되지 않

았다는 것(무결성)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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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보냈다는 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융기관에서 보낸 파일

이 무결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적어도 해시값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쪽에

서 생성한 해시값과 금융거래정보를 받은 후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금융

거래정보의 해시값이 같다면 무결성을 유지한 상태로 전달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법기관에서 금융기관으로, 금융기

관에서 형사사법기관으로 자료 등을 전송 시에는 반드시 해시값을 형성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완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것이 단지 모사전송에 의한 영장 사본 집행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완전

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결론은 모사전송을 전자적 방식으로 규

정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영장 사본을 집행할 수 있게 법 개정을 하면 된

다는 식의 주장으로 귀결되었다. 수사의 실무자로서 선행연구의 문제점

을 지적하자면 단순히 피상적으로 보이는 문제, 즉 원본으로 영장을 집

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실무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모사전송

등 영장 사본으로 집행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영장 사본 집행 이면에 감추어진 근본적인 문제를 묵과하는 것이다.

영장을 사본으로 집행하든 원본으로 집행하든 우선 보다 근본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전송한 금융거래정보가 해당 금융기관에서 보낸 것이 맞는

지, 그 정보가 동일성, 무결성을 유지한 상태로 위·변조 없이 수사기관에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영장 원본 제시의 문제도 해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원본

으로 원격 집행이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보면, 논의의 결과는 전자영장으

로 귀결된다.

전자영장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자서명 기술은 사용자 인증과 부인

방지, 무결성을 보장하고, VPN92) 등 보안이 제공되는 구간으로 암호화

92) VPN : Virtual Private Network의 약어. (1) 공중 또는 공용 IP(Internet

protocol) 인프라 내에 구축된 사설망. 인트라넷(intranet) 외부에서 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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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시 기밀성까지 충족시킨다. 이와 같이 전자서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영장을 통해 증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

게 된다.

2. 개선방안의 방향성

기존의 논문이나 연구에서는 주로 모사전송, 즉 영장 사본에 의한 집

행 관행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고, 그 비판에 대한 개

선책으로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통해 모사전송 등을 통

한 영장 사본 집행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동일성과 무결성의 문제 외에도 팩스나 이메일

을 통한 압수·수색영장 사본 집행은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하는 영장 원

본 제시 원칙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특히 영장 사본을 제시

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금융거래정보 획득 후 해당 금융기관에 압수

목록은 원칙상 즉시 교부를 하여야 되는 바, 이 압수목록 교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렇듯 영장 사본 집행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

해 있다. 단순한 해결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다.

우선 대법원 판례에서 지적하는 영장 원본 집행은 현행 형사소송법 하

선로를 만들어 인트라넷에 접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트라넷을 외부에 개

방하지 않고도 필요한 사용자에게 인트라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VPN의 원래 개념은 자체 정보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용자라

도 공중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마치 개인이 구축한 통신망과 같이 이

를 직접 운영·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기업에서 별도의 사설 전용망을 구축하지 않고도 기존의 ISP의 네트워

크 기능을 사용해 마치 자신의 사설망을 구축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가

상 사설망 서비스. 별도의 독립적인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없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지점이라도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방안만

강구되면 국내외에 있는 지사 및 협력사에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인터넷 사이트 간에 인증과 암호화된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 표준 방화

벽 확장 기능을 말한다. VPN을 사용하면 원격 사이트에 있는 사용자는 인터

넷을 통해 보안이 제공되는 다른 사이트의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가상 사설망 [virtual private network] (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2011. 1.

20, 전산용어사전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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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법해석 기관인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므로 그 자체로 수사기관에서

는 따라야할 규범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선책에 들어가야 할

요소 중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영장의 원본 제시’ 부분이다.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영장 원본을 제시하여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영장 원본 자체를 들고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

하여 제시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므로 그로인해 과도한

수사 인력 및 비용의 낭비가 발생하고, 금융기관의 영업을 방해하는 결

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영장 원본의 집행이 사본의 집

행보다 비효율적이라는 점 외에도 피의자, 피고인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압수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도 문제이다.

기존의 수사실무를 보면 원격지, 즉 수사기관에서 팩스, 이메일 등으로

영장 사본을 금융기관으로 전송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접수된 순서대로

영장을 확인한 후 수사기관이 보내주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를 보

고 해당되는 자료를 선별해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장이 집행되는데 반

해 수사기관에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영장 원본을 제시하면, 금융

기관에서는 다른 업무 처리 도중에 영장을 충분히 숙지하기도 어려운 상

황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야 하며, 수사기관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급히 자료를 찾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 사실

거래 전표 등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찾아야 되는 부분이다. 피압수자인

금융기관의 권리보호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다.

그렇다면 결국 해결책, 즉 개선방안의 방향성은 우선 영장을 원본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되,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

사기관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원격으로 제시하여 집행할 수

있어야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즉시 압수목록

을 교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기존의 영장 사본 집행과 같거나 그보다 더 절차적으로 간소화되

어 편리해야 하며, 동일성과 무결성을 위해 모든 구간에서 자료의 발신

시 전자적, 자동적으로 해시값을 형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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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압수·수색영장 집행 방안의 모색

이하에서는 개선방안의 방향성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금융거래정보 추

적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형사사

법기관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서도 영장 원본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 즉 원격지에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과 동시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즉시 압

수목록을 자동적으로 교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자 한

다. 이를 위해서 제도적으로는 ‘전자영장 제도’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는 ‘전자서명과 암호화 기술’이 필요하며, 법

적으로는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령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우선 전자영장 제도를 전제로 설명하면, 애초에 법원에서 현행 종이영

장이 아닌 전자영장으로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발부된 영장은 수사기관

으로 전달되고, 수사기관은 위 전자영장을 금융기관에 집행하게 되는 것

이다. 전자영장은 일반 전자문서와 같기 때문에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공

문서를 결재하듯이 쉽게 금융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금융기관으로 어

떤 식으로 위 전자문서(전자영장 원본)를 유통시킬 것인가이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KICS 상에 영장 조회와 같은 기능을 삽입하여

피압수자로 하여금 직접 영장을 조회하도록 함으로써 영장 원본을 확인

토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93) 기존의 형사사법기관이 사용하고 있

는 KICS 즉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점과 영장조회 기능 삽입

은 동의하는 바이나 금융기관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 발부 및 제시 사

실을 어떤 식으로 통보받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금융기관이 영장 조회

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제도의 설계나 구체적인 대

안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단순히 전자문서를 파일로 만들어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팩스

전송 하는 경우를 전자적인 전송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영장 사본 집행

방식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보안성을 높이면서도 편리하게 접속할 수

93) 노세호, 앞의 논문, 35∼36면; 김혜림, 앞의 논문, 53∼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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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무엇인가 획기적인 방식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또는 전

자영장정보시스템)을 마련하여 ‘전자영장-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금융거래정보 회신-압수목록 교부’ 등의 카테고리를 만들고 해당

카테고리에서 전자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금융기관에 집

행할 수 있게 하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금융기관 사이(즉 차

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외부망)에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털을 만들어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털과 연계되도록 하고, 금

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게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전송받은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회신된 자료에 대한 압수목록을 자동적·

전자적으로 교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위와 같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털을 만들게

되면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영장 원본 제시, 압수목록 교부라는 두

가지 절차적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게 되며, 동시에 동일성과 무결

성의 문제도 해결된다. 아울러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뿐만 아니

라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등 이른바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

수·수색영장 집행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통신사실확인자

료제공요청이나 통신자료제공요청에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위한 법적 근거와 연혁을 먼저

살펴보고 현재 수사실무와 환경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전자적 통합 방

법에 대해서 검토 후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전

자영장 제도에 대해서 논지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제 5 장 전자영장 제도로의 포섭

제 1 절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1.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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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3조, 제7조94)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2014년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

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

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제정되었다.

동 법 제2조에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대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

관이 업무에 의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

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형사사법업무”란 법원, 법무부, 해양경찰청, 검찰청, 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등 “형사사법업

무 처리기관”이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

련하여 수행하는 일체의 업무를 의미한다. 또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들을 “형사사법정보”라고 한다. 이렇게 운영되는 형

사사법정보시스템 중 둘 이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의해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을 “형사사법공통시스템”으로 정의하며, 공통시스템 내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

을 “형사사법포털”이라고 한다(제2조).

한편 제3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에 따르면 형사사법업무 처리

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이를 반영할 수 있

94) 제3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

절차의 전자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위하여 시스템의 유

통표준을 준수하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국민 포털서비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

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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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7

조(대국민 포털서비스)에 따르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

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형사

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95)

95) 제5조(전자문서의 작성) ①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규정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다. <개정 2016. 1. 6.>

1.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2. 체포 및 석방에 관한 문서

3.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정황ㆍ결과 및 음주운전자의 운전정황을 적

은 문서

4.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조회 결과 및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정황을

적은 문서

5.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6. 그 밖에 수사상 필요한 문서

② 검사는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 시

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한다. <신설 2016. 1. 6.>

④ 검사는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한다. <신설 2016. 1. 6.>

⑤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

송에 관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개정 2016. 1.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전자문서 작성자는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

여야 하고,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⑦ 제6항의 행정전자서명과 전자서명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개정 2016. 1. 6.>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전자문서의 간인(間印)은 면수(面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 1. 6.>

제6조(전자화문서의 작성)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전자적 처리절차에서 제출된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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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4편 제3장에 따른 약식절차 등에서 전자문서의

이용·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약식절차 등의 정

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동 법에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로서 문서형식

이 표준화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비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문서를 형사

사법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라

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2호).

“전자문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체포 및 석방에 관한 문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정황·결과 및

음주운전자의 운전정황을 적은 문서,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조

회결과 및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정황을 적은 문서,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다(제5조). 또한 “전자화문서”와 관련해

서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이 사건에 관한 전자적 처리절

차에서 제출된 종이문서나 그 밖에 비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문서(전자화

대상 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해 변환 및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3) 전자정부법 제4조, 제46조96)

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

서”라 한다)를 전자화문서로 작성한다. <개정 2016. 1. 6.>

② 전자화문서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과 형태가

같게 변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자는 전자화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전자화문서 작성자의 소속 기관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약식명령이나 판결

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화문서 작성자의 소속 기관이 전자화대상문서를 다른 기관에 송부한

경우에는 송부받은 기관에서 전자화대상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96)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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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4조에서는 행정기관 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행정업무의 혁

신 및 생산성·효율성의 향상,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의 확보,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중복투자

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등을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추진할 때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여야 하는데, 전자정부 시행령에서 정하는 행정기관 등(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

출하도록 하고 있다(제46조). 이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에는 도입

기본방향, 현행 정보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사업

추진사항, 아키텍처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활용에 관한 책임자 지정 및 전담조직, 중장기 추진 일정, 아키

텍처 도입·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에 대해 담고 있어야 한다(시행령 제55

조 제1항).

2. 추진 경과97)

2.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ㆍ효율성의 향상

3.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의 확보

4.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6.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②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정보기술아

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은 상호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기관등이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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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구축 단계(형사사법업무 처리 절차 전산화)

○ 2004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전자정부 사업’의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

○ 2005년 형사사법 통합체계 추진단 설립

○ 2005년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구축 BPR/ISP98) 수립

○ 2005년 ∼ 2009년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시스템 구축

○ 2010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

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1. 25.)

○ 2010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및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오픈(7월)

(2) 시스템 고도화 단계(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 2013년 전자 불기소 처리 시스템 오픈

○ 2013년 형사사법포털 휴대폰 서비스 일부 오픈(안드로이드)

○ 2013년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 오픈

○ 2016년 형사사법포털 휴대폰 서비스 전면 오픈(아이폰 앱 추가)

(3)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 2016년 차세대 KICS 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 신청

○ 2017년 경찰, 해경, 검찰, 법무부 등 4개 기관 공동추진 실무 합의

○ 2018년 상반기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에서 4개 기관 공동추진

및 법원 협조 합의

○ 차세대 KICS 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 수행

○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4월)

○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착수(5월)

○ 2020년 사업계획 변경 실시(4월)

97)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2020. 8, 요약 4면.

98)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은 기업의 활동과 업무 흐름을 분석

하고 이를 최적화하는 것으로,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과정들을 제거하기 위

해 업무상의 여러 단계들을 통합하고 단순화하여 재설계하는 경영혁신 기

법이고,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는 조직, 기관의 미래상을 달성

하기 위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보기술을 연계하고 적용할 것인가 전략

을 짜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일련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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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을 입법 예고(8월)

○ 2021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1월)

○ 2021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9월)

3. 전자적 통합 방법의 모색

(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2010. 1. 25. 제정, 2010. 5. 1. 시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를 보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 법

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1. 12.

28. 일부개정) 및 그 소속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 처리 기관이 수사,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의미한다.

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라 각 형사사법기관의 형사사법정

보시스템과 이들을 연결하는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2005년부터 4개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법무부, 검찰, 경찰, 법원)은

각 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각 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

스템을 통합하는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은 2010년에 구축되어 법무부가 운

영하고 있다.

위와 같이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위해 2005년부터 법무부, 검찰, 경

찰,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이 단계적으로 구축되었으나 각 기관의 독자성

문제, 통합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경찰 사건수사시스템, 검찰 수사결정시

스템, 법원 재판지원시스템을 각각 구축하여 실제적인 형사사법정보는

각 기관이 별도로 관리하고, KICS는 각 기관 사이의 정보흐름을 관리하

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2)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

법예고(법무부, 2020. 8. 13.)99)

99) 법무부 보도자료, 형사사법절차, ‘종이기록’에서 ‘전자문서’로 바꾼다(202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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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 문서의 작성·제출·유통 등을 완전 전자화

하는 내용의「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

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고, 2024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차세대 형사

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 추진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문서의 제출, 작성, 유통, 관리가 완전

전자화되고, 사건관계인은 전자적으로 사건기록을 열람, 출력하고 전자적

으로 송달, 통지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전자법정이 구현되어 구두변론이

활성화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나) 법률안 주요내용 요약

13.), (2021. 10. 20. 방문)<http://www.corrections.go.kr/bbs/moj/182/529383

/artclView.do>.

조문 주요 내용

제1조(목적)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실현 및 신속

성·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

제2조(정의)

￭전자문서,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

등’), 전자서명 등 정의 규정

*전자화문서 :종이문서를 스캔 등으로

전자화한 문서

제3조(적용범위)

￭형사소송법, 소년법, 성매매처벌법 등

의 법률(1∼9호) 및 위 법률을 적용·

준용하는 법률(10호)

제5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형사사법절차의 수행)

￭전자문서등에 기존 종이문서와 동일

한 효력 부여

피의자·피고인·피해자·고소인·고발인·

변호인 등은 전자문서등으로 서류 제

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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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작성·제출 등 하는 전자

문서등은 제3조 각 호 법률상 요건·절

차에 따른 문서로 간주

제6조(사용자등록)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서는 사용자등록 필요

제7조(전자서명)

￭종이문서에 서명날인하는 것을 대신하

여 전자문서 등에 전자서명을 하도록

규정

전자문서등 제출자는 전자서명, 법관

등은 사법전자서명, 검사 등은 행정전

자서명 등

￭전자서명에 서명, 서명날인, 기명날

인과 동일한 효력 부여

제9조(전자문서 등의 접수)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전자문서 등

은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인정

￭최초 제출된 파일과 동일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 부여

제출인의 동일성 확인 요구시 확인 기

회 부여의무

제10조(전자문서의 작성)

제11조(전자화문서의 작성)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문

서로 서류를 작성·유통하도록 함으로

써 전자문서 작성 의무화

￭사건관계인이 종이문서(‘전자화대상

문서’)를 제출할 경우 형사사법기관

에서 전자화하도록 규정

전자화문서는 전자화대상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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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자화대상문서 보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통령령등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관하거나 확인서

받고 제출인에게 반환 가능

제13조(전자문서등의 유통)

￭형사사법기관 간에는 전자문서등을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전자

문서등 유통

이 법 적용 기관 외 다른 기관(군 수사

기관 등)에 사건을 이송·송치하는 경우

는 출력하여 송부하고, 그 경우 출력서

면에 전자문서등과 동일 효력 부여

제14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제15조(전자문서등을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전자적 송달·통지에 동의한 사건관

계인 상대로는 전자적 송달·통지 가

능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및 그 소속 공

무원에게도 전자적 송달·통지

송달·통지받을 자가 확인한 때에 송달·통

지된 것으로 보고, 2주 미확인시 송달·

통지 간주 원칙

제16조(전자문서등의열람·복사)
￭전자적인 방법으로 사건기록 열람·

출력 가능

제17조(영장의집행에관한특례)

￭영장은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제시·

전송 원칙, 예외적으로 출력서면으로

집행도 가능

제18조(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전자문서등은 모니터, 스크린 등을 이

용해 열람하는 등으로 증거조사 가능

제19조(재판의 집행지휘에

관한 특례)
￭전자문서등으로 재판 집행 지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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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법률안 주요내용 요약

(다) 제정안 입법예고 배경

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추진 배경

㉮ 현(現)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현황

형사소송을 제외한 다른 소송절차는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

이 도입되었고, 행정소송은 99.9%, 민사소송은 77.2%가 전자소송으로 진

행될 정도로 상당히 정착되었고, 처음 우려와는 달리 전자소송에 대한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소송

은 100%에 가까운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형사소송절차는 여전히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고 음

주 무면허사건 및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전

자적 사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전자약식․전자불기소는 전체

송치사건의 3.06%에 불과한 49,253건으로 집계되었다.

그동안 형사사법기관 사이의 논의가 부족하였고, 법적 근거도 마련되

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전자화를 지원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

문에 전자화 도입이 늦어지게 되었다.

㉯ 종이기록으로 인한 문제점

서류 및 증거자료 제출, 조사, 증거기록 열람 등사 등 대부분의 업무가

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사건관계인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빈

제22조(벌칙)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제2항의 특칙

으로, 전자문서의 경우 전파성이 높기

때문에 종이문서의 경우보다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

부칙 제1조(시행일)
￭공포 후 5년 내 시행, 절차별·기관별

로 적용시점 달리 정할 수 있음

부칙 제2조(적용범위) ￭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사건에만 적용

부칙제3조(다른법률의폐지등)
￭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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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하게 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기소 이후 피고인은 증거기록을 복사하여야 하는데, 철끈으로 묶여진

종이기록을 한 장씩 넘겨가며 복사기로 복사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고

열람·등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방어권 보호에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대형사건으로서 기록이 수십 만 쪽

(소위, 트럭기소)에 이르는 경우, 기록을 복사하는 데만 수 주일이 소요

되고 복사비용이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한다.100)

또한 종이기록은 한 사람이 기록을 검토 중일 때 다른 사람은 동시에

기록을 검토할 수 없어 필요 시 기록 전체를 복사해야 하고, 키워드 검

색을 할 수 없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토가 어렵다. 종이기록의 특성 상

사건 배당 결재 등의 과정에서 다량의 종이기록의 이동이 필요하고, 확

정된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대규모 창고를 필요로 하는 등 사건의 진행

은 물론 처리 후에도 비효율이 발생한다.

게다가 종이기록은 사건 송치 이송, 영장 신청 청구, 상급심 송부 등

물리적으로 기관 간 또는 지역 간 이동이 필요하고, 송달 통지에도 다소

간의 시간이 필요하여 신속한 사건 처리를 저해한다.

② 추진 방향 및 계획

형사사법절차 전자화101)는 수사 기소 재판 형집행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전자문서의 광범위한 활용을 전제로 한 패러다임의 큰 변화로서,

‘법제도 정비’와 ‘시스템 구축’의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이 필요하다.

먼저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위해「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

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하여 ’20. 8. 13. 입법예고 하

였다. 제정안은 종이기록의 한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권

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그동안 전자소송이 정착된 다른 소송

100) 20만 쪽 기록을 복사하는데 1,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 영상물 등 파일은

700Mb에 5,000원, 추가 350Mb 당 2,500원의 비용이 발생(법무부, 위 보도자

료, 3면.).

101) 전자적으로 작성 유통 보관되는 전자문서 및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전자적

으로 변환된 전자화문서를 이용하는 시스템(법무부, 위 보도자료,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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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달리 형사절차는 여전히 종이기록에 의존함에 따라 피고인의 방

어권과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 등을 작성․유통하기 위해서는 새로

운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바, 2024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차세대 형사사

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차세대 KICS는 전자문

서 등을 작성 관리 유통하는 기능을 비롯하여, 첨단 정보기술(IT) 도입

으로 대면접촉을 줄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원격 화상조사, 음성인식 조서, 챗봇 등 첨단 기술을 통해 보다 효율

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림 1-1]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계획102)

③ 법률안의 주요 내용

첫째,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문서의 제출 작성 유통 관리가 완전 전자

화(Paperless, Digitalizing)된다. 제출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은 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서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

국민에게 편리하고 ‘언택트 시대’에 부합하는 형사절차가 조성된다. 고소

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고소장, 증거서류 등을 파일 형태로 업로드 하

는 방식으로 문서 제출이 쉬워진다. 작성․유통과 관련하여 조서 등 각

종 서류를 전자서명 후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이러한 전자문서가 유통됨

102) 법무부, 위 보도자료,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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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고 사건 처리의 신속화에도 도움이 된다.

종이기록과 달리 기관 내부(배당․결재) 또는 기관 외부(이송․송치)로

물리적 이동을 할 필요가 없이 기록을 전자적으로 전송한다. 관리와 관

련하여 전자적으로 기록을 관리함에 따라 종이기록을 이동․보존하는 과

정에서 발생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전자화

제출
기관에 방문하여 종이서류 

제출

컴퓨터 등 이용하여 

서류파일 제출

작성‧유통
직접 출석, 기명‧날인하여

 종이조서 작성

전자적 서명, 전자문서 작성,

 화상조사 활성화

관리
기관간‧지역적 이동에 따른 

시간‧비용 발생

전자적으로 송부함으로써 

시간‧비용 절감

[표 2-1] 법률안 주요내용(제출, 작성·유통, 관리)103)

둘째, 사건관계인은 전자적으로 사건기록을 열람․출력하고, 전자적으

로 송달․통지를 받을 수 있다. 열람․출력과 관련하여 종이기록을 복사

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없

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증거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어 피의자 피고인

의 방어권이 보장된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기록을 열

람․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에 대한 접근이 편리해진다. 송달․통지

와 관련하여 동의한 사건관계인에 대하여는 우편송달을 대신하여 전자적

송달 통지를 시행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

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전자화

열람‧출력
증거기록을 한 장씩 

넘겨가며 복사

컴퓨터 등 이용하여 편리하게 

열람‧출력

송달‧통지
우편을 이용하여 주소지로 

송달

시스템에 전자문서 등재, 

전자적으로 통지

[표 2-2] 법률안 주요내용(열람·출력, 송달·통지)104)

103) 법무부, 위 보도자료,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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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자법정’이 구현되어 구두변론이 활성화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도 충실히 보장된다. 각종 조서, 스캔한 증거자료를 법정 내 스크린에 띄

운 다음 재판 참여자들이 함께 내용을 확인하면서 변론을 하거나 증인신

문을 할 수 있다. 구두변론 활성화와 관련하여 법정 내 스크린 등 설비

를 이용하여 전자화된 증거자료의 현출이 쉬워지고, 이를 활용하여 증인

신문 등의 재판절차에서 구두변론이 활성화된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증거기록을 쉽게 열람하고 기록 검토가 빨라지면서 재판진행도 신

속하게 이루어진다.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전자적 증거기록

열람을 통해 신속하고 충실하게 기록 검토를 할 수 있어 신속한 재판절

차 진행이 가능하고,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전자화

구두변론
활성화

종이기록은 법정 내에서 많은 사람

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어려움

법정 내 스크린을 이

용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하면서 증인신문 

등 재판 진행 가능

방어권 
보장

증거기록 열람‧복사가 지연되어 기록검

토를 충분히 하지 못하거나 기일이 공전되는 

사례 발생

신속 간이하게 증거기

록 열람하여 충실하게 

기록 검토를 할 수 있고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

[표 2-3] 법률안 주요내용(구두변론 활성화, 방어권 보장)105)

④ 기대 효과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가 널리 사용됨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 보

장은 강화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며, 형사사법업무의 전반에 걸쳐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피의자의 경우에는 종이문서 제출 및 출

력물 교부를 선택할 수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다.

또한 차세대 KICS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정보보안 체계 강화를 포함하

104) 법무부, 위 보도자료, 7면.

105) 법무부, 위 보도자료,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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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하여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에 따른 업무변화

[그림 2-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에 따른 업무변화106)

(3)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

무회의 통과(법무부, 2021. 1. 26.)107)

법무부는 위 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전자문서의 이용

106) 법무부, 위 보도자료, 11면.

107) 법무부 보도자료,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1. 1. 26.)(2021. 10. 20. 방문), <https://www.moj.

go.kr/bbs/moj/182/542196/artcl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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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경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4)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

회 본회의 통과(법무부, 2021. 9. 28.)108)

법무부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유통을 지원하고 최신 IT기술

을 적용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고,

2024년 하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번 제정 법률에 대한 대통

령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차질 없

이 마무리하여, 국민에게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노력하겠다고 한다.

제 2 절 전자영장 제도의 도입 필요성

1. 전자영장 제도에 대한 논의

가. 전자영장에 대한 연구

(1) 전자영장 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2012, 이상원)

단독으로 전자영장 제도에 대해 연구한 선구적인 논문이다. 위 논문에서

경찰, 검찰, 법원의 통합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장의 청구와 발부 및 집행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전자영장 제도의 도입 방안이 제시되었다.

(2) 전자영장에 관한 연구(2020, 김시원)

전자영장이 불가피한 시대의 흐름으로서 이를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지만 전자압수수색영장을 먼저 도입하고 시행 경과를 지켜본 후 전자

구속영장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전자영장 제도 도입 가능성

(1)「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본

회의 통과)에는 전자서명(제8조), 전자문서의 작성(제10조), 전자화문서의

108) 법무부 보도자료, 3년 후, 형사사법절차가 전면 전자화됩니다. 국민에게 쉽

고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2021. 9. 28.)(2021. 10. 20. 방문),

<https://www.moj.go.kr/bbs/moj/182/552276/artcl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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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제11조), 전자문서등의 유통(제13조), 영장 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

(제17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전자영장 제도의 도입이 구체화되

고 있다.

(2) 동법 제17조 제1항109)에 의거 형사소송법 제73조(영장의 발부),

제113조(압수․수색영장),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201조(구속),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에 따른 집행 시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제시․

전송이 가능해지므로 전자영장 제도의 구현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졌다. 특히, 동법 제17조 제1항 5호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제4조에 따른 영장, 즉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이 명문

으로 들어가 있음이 확인된다.

(3) 또한 등록된 사용자만이 KICS를 이용(동법 제7조)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등에 전자서명을 하도록 규정(동법 제8조)하며, 전자서명에 서

명, 서명날인,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게 된다.

2. 전자영장 제도의 필요성 증대

가. 형사소송 절차의 신속성 확보

만약 금융거래정보와 이메일과 같은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대상판결

이 없었다고 가정하고, 수사실무에 따라 압수·수색영장 사본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전자영장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를 해보면, 역시

109) 제17조(영장 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영장, 감정유치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 등(이하 “영장등”이

라 한다)이 전자문서로 발부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영장등을 집행할 수 있다.

1. 「형사소송법」 제73조, 제113조, 제200조의2, 제201조 및 제215조에 따

른 영장

2. 「형사소송법」 제172조 및 제221조의3에 따른 감정유치장

3. 「형사소송법」 제173조 및 제221조의4에 따른 허가장

4. 「형사소송법」 제473조에 따른 형집행장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장

6.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7.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8.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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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현재와 같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하에서는 각 형사사법기관이 각자의 전산시스템에서 각자의 업무처리를

하여 업무의 중복과 단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반 종이문서는 물론 종이

문서의 범주 중에 하나인 영장에서도 업무처리 시에 중복으로 인한 비효

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형사사법기관 사이의 정보의 흐름이 종이에 의

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100% 종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

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정보는 다시 전산에 입력해야하는 비효율이 발

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비효율은 비단 형사사법기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

서 보더라도 기관별로 각각 업무를 보아야하는 불편이 따르게 된다. 즉

종이영장의 경우 영장의 신청, 청구와 발부, 집행의 각 단계에서 각 형사

사법기관 내부의 결재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종이문서의 작성과 기

록편철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비용이 발생되며, 서류들을 들고

각 형사사법기관 사이를 직접 이동하면서 발생되는 부대비용과 인력낭비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사법절차 중 가장 시급을 요하고, 필수적이며, 실행하였을

때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줄 일 수 있는 영장 부분에서 전자영장 제

도의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나. 형사소송 절차 상 판단의 정확성 확보

단순히 전자영장 제도의 도입으로 형사사법기관의 영장 집행 절차에

있어서 신속성만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전자영장 제도의 필요성은 약화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상판결로 인해 압수·수색영장 사본 집행이 불가

해져서 원본으로 집행하게 되더라도 법원은 업무량의 정량적 측면에서

전혀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이다. 즉 법원의 경우 전자영장 제도의 실현

으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있어서의 신속성 증대는 크게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나 전자영장 제도 하에서는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채증 가능한 영

상이나 음성, 사진 등을 거의 실시간으로 전송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법원의 판사 입장에서는 사실적인 상황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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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확인할 수 있어 종전 종이영장 제도 하에서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전자영장 제도는 수사 절차상의 신속성 외에도 판단의 정확성

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다.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서 진정한 영장주의의 실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속한 절차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의 보장이 있어야만 진정한 영장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전자영장 제도 하에서는 사후 영장은 필요성이 거의 없어지므

로 모든 영장은 사전영장으로 발부되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로인해서 수사기관이 영장을 회피하려고 하는 시도를 막을 수 있게 되

고, 그것이 피압수자나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전제 하에 대상판결에서 주장하는 영장주

의, 원본주의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영장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전자영장 제도의 필요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현황

현재 전자영장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그리고 도입에 필요한 법

적, 제도적 요소가 어느 정도 갖추어 지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까지 전자

영장 제도의 구체적 모습과 전자영장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와 연

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영장 제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전자영장의 개념과 효과, 실

현 가능성 등이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의 전자영장 사례를

통해서 우리 제도의 설계에 참고하여야 하며, 전자영장을 위한 시스템

구상 등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졌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전자영장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논지

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제 3 절 전자영장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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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영장의 개요

가. 전자영장의 기본개념

전자영장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청구, 발부, 집행되는

영장을 말한다. 또는 전자서명 및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전자적인 방

식으로 신청, 청구, 발부, 집행되는 형태의 영장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전자영장과 대비되는 종이영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검찰에 영

장을 신청, 검찰에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여 검

찰에 송부, 검찰로부터 영장을 수령하여 경찰이 집행하게 된다. 물론 검

찰에서 직접 청구하는 영장은 검찰에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법원에서 검찰에 송부 후 검찰에서 집행하게 된다.

따라서 각 형사사법절차 마다 얼마나 전자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다양한 단계의 전자영장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장의 신청,

청구, 발부, 집행의 모든 단계를 전자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

고, 각 단계 중 일부(신청, 청구)는 종이영장의 단계로 진행하고, 발부만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110) 또한 신청부터 발부까

지 모든 단계를 전자적인 방식이 아닌 종이영장을 전제로 진행 한 후 최

종 종이영장을 집행단계에서 스캔 등을 통해 전자화 영장(종이영장을 전

자화하여 전자영장으로 변환한 것)으로 변환한 후 전자화 영장(전자화영

장도 전자영장과 같이 효력이 동일함을 전제)으로 집행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이렇듯 전자적인 개념의 도입으로 다양한 단계의 전자영장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전자영장은 신청, 청구, 발부, 집행 등 모든 단

계가 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되는 영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전자영장의 효과111)

110) 김시원, "전자영장에 관한 연구-집행절차를 중심으로", 「사법」, 제54호,

사법발전재단, 2020, 356면.

111) 이상원, “전자영장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용역과제, 서울대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2, 95면(전자영장의 효과 부분은 주로 위 논문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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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차적 신속성의 확보

종이영장의 경우 신청, 청구, 발부, 집행에 이르기까지 영장에 관련된

절차는 형사사법기관 사이의 정보의 이동뿐만 아니라 형사사법기관 내부

의 결재 절차도 거쳐야 한다. 또한 영장뿐만 아니라 종이 문서로 이루어

진 기록의 작성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영장의 절차

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

에 따라 절차적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112)

(2) 판단의 정확성 확보

종이영장의 절차를 전자적으로 전환하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사진이나 음성 또는 영상을 수사기관의 장비(스마트폰, 태블릿

PC, PDA, 디지털 카메라 등)에 담아 실시간으로 판단자인 검사나 판사

에게 전달함으로써 더욱 정확하게 영장의 청구나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피의자의 인권보

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다.113)

(3) 진정한 영장주의의 실현

기존 종이영장에서 전자영장으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곧 바로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함에 따라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토하여 즉

시에 영장 발부를 해줌으로써 수사기관이 긴급한 사유로 영장 없이 압수

수색(사후 영장을 의미)을 진행하려고 하는 동기가 약화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원칙적으로 사전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등 강제처

분만 허용하게 하더라도 과도한 요구가 아니게 된다. 더 나아가 압수·수

색뿐만 아니라 모든 강제처분에 대하여 사전영장을 받도록 함으로써 현

행 영장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진정한 영장주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114)

112) 전자영장이 요청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효과로서 시간의 절약뿐만 아

니라 종이영장의 작성과 기록 조제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

113) 판사의 입장에서 원격지인 수사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사진과 영

상은 사후에 종이문서로 전달된 기록을 검토할 때와는 달리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판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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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영장의 가능성115)

(1) 기존의 영장 절차

우리 형사사법기관은 각자의 업무처리시스템에서 각각 정보를 입력하

고 자료를 처리하여 각자의 영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형사사법정보시

스템은 점점 고도화 되고, 전자적·시스템적 처리 비중은 계속하여 증가

되고 있지만, 종이영장을 포함한 종이서류에 의한 절차의 진행은 형사사

법절차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형사사법기관 사이의 정보의 이전이 종이기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현재의 업무처리는 종이문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많은

시간, 비용, 인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각 형사사법기관 사이에 정보 공유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한 정보를 기관마다 조사․입력하여야

하는 중복의 문제가 있으며, 형사사법에 관련된 국민들도 기관별로 각각

방문하여 비용을 들여서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상당한 불편함이

따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도 각 형사사법기관은 각자의 업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의 비중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종

이영장에 의한 절차의 진행은 전자적인 정보처리와는 별도로 이중적, 중

복적으로 형사사법절차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영장과 관련하여 형사사법기관 사이의 정보의 이전은 종이서류에

의한 기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산상의 이동은 예를 들어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되었다거나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었다거나, ‘압수·수색영

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정보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다.

114) 진정한 영장주의가 사전영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사전영장을 원칙으

로 한다면 사후영장을 발부받는 경우를 ‘영장주의의 예외’라고 볼 것인지

가 문제되는데,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를

‘영장주의의 예외’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영장주의의 예외’가 아니

라 ‘사전 영장주의의 예외’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115) 이상원, 앞의 논문, 95∼97면(전자영장의 가능성 부분은 주로 위 논문을 참

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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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전히 종이문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인력과 시

간, 비용의 낭비가 발생하고, 형사사법기관 간에 수사정보 공유가 이루어

지지 않아 동일한 수사정보를 형사사법기관마다 각자 따로 입력하여야

하는 업무 프로세스의 중복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형사사법에 관련

된 당사자들도 각 형사사법기관별로 따로 서류를 만들어 각각 제출하여

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애초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대외적으로 형사사법기관 간 정보를 활

용하는 시스템으로 국민에게 사건진행정보, 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 벌

과금 납부 조회 등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대

내적으로는 형사사법기관들이 하나의 통합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사용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각 형사사법기관의 독자성

문제와 형사사법정보의 통합범위 등에 관하여 각 형사사법기관 간에 의

견의 일치가 되지 않아, 각 형사사법기관 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통합

은 정체되었다.

이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통합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2007.

11. 5.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177695)

안이 제17대 국회에 정부발의로 제안되었다. 이 의안은 형사절차에 있어

서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

ㆍ제출ㆍ송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먼저 약식절

차에 따라 정형적으로 처리되는 음주ㆍ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약식절차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이용방법과 효력 등을 규정하려는 것이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하고 2008. 5. 29.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116) 그러나 18대

국회에 이르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2010. 1. 25. 법률 제9942

호)117)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

116) 의안정보시스템, 의안검색-상세검색-177695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2021. 10. 20. 방문), <https://likms.assembly.go.kr/bil

l/billDetail.do?billId=PRC_X0Z7Y1E1K0U5E1V7X1B2V4P8U5M5I2>.

117) 의안정보시스템, 의안검색-상세검색-1804885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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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제9943호)118)이 제정되어 2010. 5. 1.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 시행으로

시작된 전자 약식사건이 전체 약식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시행 초기

에 크게 증가119)하였고, 이후에는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형사

소송의 전자화를 확대하자는 의견120)도 제시되어 있다. 위 법률들은 전

자증거만을 증거로 사용하거나 적어도 원칙적인 증거로 삼는 것이어서

비전자증거를 원칙으로 하던 종래의 형사사법절차와는 많은 차이가 있

다.

(3)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전산정보처리시스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전자약식을 비롯한 전자형사소송 절차에서 형사

사법기관 간 정보의 통합과 이동 그리고 전자영장 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다. 현재 형사사법정보는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공유되거나 유통되고 있지

는 않지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각 형사사법기관 간 정보의 이동과 흐

름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의 전자적 전송과 이

동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는 위 기능에 주목하여 형사

사법정보시스템을 잘 활용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한다.

안(정부)(2021. 10. 20. 방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

PRC_O0P9J0Y5Y1Q8R1V8S0Z6E3W1L4F7K5>.

118) 의안정보시스템, 의안검색-상세검색-1804884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

용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2021. 10. 20. 방문), <https://likms.assembly.go.kr/

bill/billDetail.do?billId=PRC_B0U9Q0F5R1D8S1P8T0Y5J2H9U4I3P4>.

119) 신성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융합보안

논문지」, 제15권 제4호, 2015, 144면. <표2>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자약

식 처리사례를 보면 시행 초기에 음주무면허 사건 중 전자약식 비율이

2010. 7.(개통시) 2%에서 2012. 7. 25.5%로 증가하였음이 확인되고, 박혜림,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입법·정책보고서 Vol. 56, 2020. 9. 18, 25면 <표8> 약식사건 및 전자약식

사건을 보면 2015년∼2018년 최근 4년간 전자약식 사건 처리건수를 살펴

보면, 전체 약식사건 처리건수의 약 10%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120) 김혜정, “방대한 수사기록, 변론권 침해 가능성 있다”, 대한변협신문(2019.

3. 25.)(2021. 10. 20. 방문),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

html?idxno=19646>.



- 100 -

즉 전자영장 제도의 구현은 각 형사사법기관 간 정보의 원활한 이동을

전제로 하여야만 실현 가능하다. 그러나 정보의 이동은 필연적으로 정보

유출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의 유통 구

조 및 시스템을 통하여 이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 형

사사법기관은 이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시스

템을 구축해왔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개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제 전자영장 제도를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위와 같은 현실적이고

실무적이며 구체적인 구현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외국의 전자영장 사례를 먼저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외국의 전자영장 사례

가. 미국121)

(1) 연방

미국은 비록 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영장주의의 예외를 다양하게

인정하고 이를 확장해왔지만 영장주의가 원칙임을 수정헌법 제4조에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상의 필요로 이른바 긴급상황에 의한 예외를

점점 늘려감에 따라 예외가 원칙을 잠탈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122)

이러한 문제가 누적됨에 따라 미국은 1977년 연방 형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제41조를 개정하여 전화나 기타

신뢰할만한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에 기하여 압수·수색영장 청구, 심

리 및 발부 절차를 처음 허용123)하였다. 그리고 2011년 연방 형사소송규

칙을 개정하여 영장, 소환장, 고발장 등의 청구, 심리, 발부 절차를 통합

한 제4조의1124)에서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압수·수색에 관한 제41조

121) 김시원, 앞의 논문, 359∼362면(외국의 전자영장 사례는 주로 위 논문을 참

고하였다.).

122) 이상원, 앞의 논문, 80면.

123)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41(c)(2).

124) Rule 4.1 Complaint, Warrant, or Summons by Telephone or Other

Reliable Electronic Means

(a) In General. A magistrate judge may consider information

communicated by telephone or other reliable electronic means when

reviewing a complaint or deciding whether to issue a warran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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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ons.

(b) Procedures. If a magistrate judge decides to proceed under this rule,

the following procedures apply:

(1) Taking Testimony Under Oath. The judge must place under oath

— and may examine — the applicant and any person on whose

testimony the application is based.

(2) Creating a Record of the Testimony and Exhibits.

(A) Testimony Limited to Attestation. If the applicant does no more

than attest to the contents of a written affidavit submitted by

reliable electronic means, the judge must acknowledge the

attestation in writing on the affidavit.

(B) Additional Testimony or Exhibits. If the judge considers additional

testimony or exhibits, the judge must:

(i) have the testimony recorded verbatim by an electronic recording

device, by a court reporter, or in writing;

(ii) have any recording or reporter’s notes transcribed, have the

transcription certified as accurate, and file it;

(iii) sign any other written record, certify its accuracy, and file it; and

(iv) make sure that the exhibits are filed.

(3) Preparing a Proposed Duplicate Original of a Complaint, Warrant, or

Summons. The applicant must prepare a proposed duplicate original

of a complaint, warrant, or summons, and must read or otherwise

transmit its contents verbatim to the judge.

(4) Preparing an Original Complaint, Warrant, or Summons. If the

applicant reads the contents of the proposed duplicate original, the

judge must enter those contents into an original complaint,

warrant, or summons. If the applicant transmits the contents by

reliable electronic means, the transmission received by the judge

may serve as the original.

(5) Modification. The judge may modify the complaint, warrant, or

summons. The judge must then:

(A) transmit the modified version to the applicant by reliable

electronic means; or

(B) file the modified original and direct the applicant to modif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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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에서 이를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125) 다만 이는 종래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가 생겨 수사기관이 영장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

장의 절차를 보다 실현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를 거치도록 장려하기 위한

취지이다.126) 연방 제도의 특징은 온전히 전자문서만 유통되는 전자영장

제도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종이영장 절차를 완전히 배제하

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영장의 절차 중 선서나 증언, 서류의 전송

등 비교적 간단한 절차에 있어서 편의를 위해 전화, 팩스 등 신뢰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연방의 제도는 다른 주의 입법에 영향을 주어 현재

많은 주가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신뢰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영

장절차를 도입하였고, 나아가 전자영장을 도입한 주도 늘어나는 추세이

다.127)

(2) 각 주(州)의 현황

미국에서의 전자영장은 주로 압수·수색영장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대다수의 주는 법률, 규칙, 명령 등을 제정하여 전화, 팩스,

이메일, 비디오 등에 기초한 전자영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델라

proposed duplicate original accordingly.

(6) Issuance. To issue the warrant or summons, the judge must:

(A) sign the original documents;

(B) enter the date and time of issuance on the warrant or summons;

and

(C) transmit the warrant or summons by reliable electronic means to

the applicant or direct the applicant to sign the judge’s name and

enter the date and time on the duplicate original.

(c) Suppression Limited. Absent a finding of bad faith, evidence obtained

from a warrant issued under this rule is not subject to suppression

on the ground that issuing the warrant in this manner was

un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125) 김시원, 앞의 논문, 359면.

126) 손지영·김주석, 앞의 논문, 95∼96면.

127) 이상원, 앞의 논문, 80면; 김시원, 앞의 논문, 3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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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미시시피, 로드아일랜드, 웨스트버지니아 주

의 경우 전자영장에 관련된 법률이나 규칙, 명령 등이 없는데128), 그렇다

고 그것이 전자영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129)

각 주의 전자영장 관련 입법례가 다양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

적으로 확인되는 3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로 전송메커니즘

(transmission mechanism), 두 번째로 선서 증언(sworn testimony), 세

번째로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이다.130) 즉 팩스, 화상 회의, 전화, 이

메일 그 밖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영장의 신청 및 발부 등의 절차가 이

루어지도록 하고, 직접 대면하여 증언하는 방식 외에 전화나 화상 회의

등을 통한 원격 증언을 허용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경우 위증죄 죄책을

지우는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전자서명의 방식을 포함하

고 있다는 것이다.131)

다만 델라웨어,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미시시피, 로드아일랜드, 웨스트

버지니아 주 외 45개의 주가 영장의 모든 구간에서의 전자화가 이루어진

완전한 의미의 전자영장을 도입한 것은 아니지만 각 주마다의 사정과 환

경에 따른 다른 특징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연방의 제도와 유

사한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압수·수색영장 등 절차상 필요한 분야에서 먼저 전

128) Elaine Borakove & Rey Banks, Justice Management Institute, A Guide

to Implementing Electronic Warrants(2021. 10. 20.), <https://www.respon

sibility.org/wp-content/uploads/2018/04/FAAR_3715-eWarrants-Interactive

-PDF_V-4.pdf?pdf=eWarrants_Implementation_Guide>, 8면.

129) 김시원, 앞의 논문, 361면; 미 연방대법원 Mitchell v. Wisconsin 사건에서

National College for DUI Defense, Inc.가 petitioner 측 법정조언자

(amicus curiae)로서 연방대법원에 2019. 2. 26. 제출한 서면, 재인용.

130) Elaine Borakove & Rey Banks, Justice Management Institute, A Guide

to Implementing Electronic Warrants(2021. 10. 20.), <https://www.respon

sibility.org/wp-content/uploads/2018/04/FAAR_3715-eWarrants-Interactive

-PDF_V-4.pdf?pdf=eWarrants_Implementation_Guide>, 9∼10면.

131) 김시원, 앞의 논문, 362면; Foundation For Advancing Alcohol Responsibility,

“Improving DUI System Efficiency: A Guide to Implementing Electronic

Warrants”(2018), (주3), 9∼10면, 재인용.



- 104 -

자영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범위도 점점 늘려가는 추

세로 보인다.

나. 싱가포르132)

(1) 개관

싱가포르의 전자소송 연혁을 살펴보면 1997년 전자문서제출시스템

(Electronic Filing System, EFS)을 시범 운영한 뒤, 2000년 대법원과 하

급법원 사건에서 전자문서제출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을 의무화하

였다. 위 전자문서제출시스템은 2002년경 조세사건, 2003년경 가사사건,

2005년경 대법원의 형사사건에 확대 적용되었고, 2009년경까지 대부분의

사건에 적용되었다가 2014. 2. 폐지되었다.133)

싱가포르의 경우 대법원(고등법원 포함) 민·형사사건, 하급법원의 민사

사건에 적용되는 통합전자소송시스템(Integrated E-litigation System,

IELS)과 하급법원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

(Integrated Criminal Case Filing and Management System, ICMS)이

2015. 2. 정식 출범함에 따라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134)

위 두 시스템은 서로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급법원에서 제1심으

로 재판한 형사사건이 대법원 고등재판부에 항소된 경우, 제1심 재판부

가 전체 기록을 PDF 파일로 복사하여 시스템 외적으로 대법원으로 이

관하고, 항소심은 시스템상 제1심 기록에 접근할 수 없다고 한다.135)

기소, 영장신청 등 각종 신청은 전자 양식(e-form) 형태로 정보 입력

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전자적 신청 형태를 띠고 있다.136)

영장 신청 및 발부는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 내에서 전자적으

로 이루어지는데 시범 운영 단계 초기부터 법무부·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연계가 확보되어 있고 형사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세관·이민국 등의 행

정기관과도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다.137)

132) 김시원, 앞의 논문, 370∼371면.

133) 정성민, 사법정책연구원,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사법정책

연구원 연구총서, 2020-05호, 2020, 213면.

134) 김시원, 위의 논문, 370면; 정성민, 위의 논문, 214면.

135) 김시원, 위의 논문, 370면; 정성민, 위의 논문, 215면.

136) 정성민, 위의 논문, 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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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절차

법관, 검사, 경찰 등 법원 및 수사기관 내부의 사용자는 아이디와 비밀

번호만으로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에 로그인할 수 있고, 별도의

공인인증서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법원 및 수사기관 내부 사용

자가 외부에서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에 접근할 때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는 것은 같지만, 추가적으로 가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VPN)]을 이용하여야 하고 신분증에 내장된 IC칩 또는

토큰(OTP)으로 신원 확인이 이루어진다.138)

경찰관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

(ICMS)에 로그인할 수 있는데, 소송절차 내에서의 다른 신청절차와 마

찬가지로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에서 영장을 신청한다.139)

영장발부 시 법관과 참여관의 서명 이미지가 입혀진 영장이 전자파일

로 생성되는데, 영장파일은 경찰에게 전송되어 1회만 다운로드가 허용되

고, 장애 발생 시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다시 다운로드를 한다. 영장의 집

행 시 종이로 출력하여 제시할 수도 있고,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제

시도 가능하다.140)

(3) 개발 현황

싱가포르는 현재 하급법원을 포함하여 검찰, 수사기관, 교정기관 등 30

여 개의 유관기관에서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을 사용하고 있고,

적어도 절차에 관하여 각 기관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더 이상 종이가 사

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141)

3.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상을 위한 쟁점142)

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조

(1) 연계시스템

137) 김시원, 위의 논문, 370면.

138) 김시원, 위의 논문, 370면; 정성민, 위의 논문, 219면.

139) 김시원, 위의 논문, 370면; 정성민, 위의 논문, 223면.

140) 김시원, 위의 논문, 371면; 정성민, 위의 논문, 223면.

141) 정성민, 위의 논문, 217면.

142) 이상원, 앞의 논문, 97면 이하 참조(전자영장 제도의 구상에 관한 부분은

주로 위 논문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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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영장 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

다.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사본으로 집행하여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이후 많은 선행

연구에서 개선방안으로 전자영장을 언급하기는 하였지만, 말 그대로 전

자영장 그 자체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그 전자영장을 유통할 수 있는 시

스템이나 제도, 구체적 모습과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지 않았

다. 결국 전자영장 제도의 시스템적 모습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형성된

바 없다.

따라서 우선 앞서 살펴본 미국의 단계별 전자영장 유형 중 전자화 정

도가 가장 강한 형태, 즉 영장의 모든 과정을 전자화한 유형을 최종 목

표로 하여 전자영장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현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은 경찰, 검찰, 법원이 각자의 시스템을 두고,

각 형사사법기관 사이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

장의 전 과정을 전자화한 전자영장 시스템은 전자영장 관련 자료가 기관

대 기관으로 전송되는 구조를 요구하게 되어 있으므로 현재 형사사법정

보시스템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의 단편적 정보의 연계를 전

면적 정보의 연계로 개선하여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이다. 결과적으로 전

자영장이 유통될 수 있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여러 시스템 중 하나일 뿐이므로 각 형사사법기관 사이의 연계방식을 따

라야 하는 것이다.

(2) 통합시스템

위 연계시스템은 각 형사사법기관의 독자적 또는 독립적인 시스템을

보장해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영장의 경우 정보의 흐름을 보면 경찰

의 신청, 검찰의 청구, 법원의 발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정보가 순

차적으로 이동되어야 하며, 다음 단계로 이동된 이후 변경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변경 사항이 영장에 반영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영장 정보가 변경되었는데 이것이 영장에 즉시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영장 집행이 어려워진 미국의 예1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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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정보의 업데이트가 영장 집행에서 중요하고 특히 소재불명, 국외출

국 등 수사 또는 기소중지된 사건에서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있는 영장

의 경우에는 정보의 업데이트가 필수적이다. 물론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에는 유효기간이 짧은 관계로 위와 같은 장기 미집행 상태로 있을 경우

가 적지만, 신병에 대한 영장에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

다. 단순히 연계 시스템만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변경된 영장정보의 실시

간 반영이 어렵다. 따라서 시스템의 통합이 필요하게 된다.

각 기관의 독립된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과 통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즉 통합시스템은 최초 형사사법정보시스

템이 연계시스템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사정을 뛰어 넘으려고

시도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현재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연

계시스템을 채택하게 된 데에는 기관 간 정보를 완전 통합하게 되면 기

관간의 독립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문제까지 야기하였기 때문에

통합시스템 구축은 쉽지 않은 문제였다.

사실 영장과 관련하여 법원이 담당하는 영장의 발부라는 행위가 재판

작용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본안사건에 대한 재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

다. 본안사건에 대한 재판은 기소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며 소추기관과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과 방어를 공개된 법정에서 하고 법원은

소추기관과 피고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판단자의 지위를 가지

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 당시 공소장 이외의 일체의 정보도 제출

하지 못하게 하는 공소장일본주의, 공판정에서의 증거조사만으로 사실관

계를 확인하는 공판중심주의 등의 재판의 원리가 지배하는 절차가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영장재판은 재판이라기보다 수사기관이 수사단계에

서 강제처분에 대한 허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판단하는 절차로 볼 수 있

으며, 수사의 합법성을 검증함으로써 불법한 방향으로 나가갈 수 있는

수사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의미가 더욱 크다. 즉

영장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은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로서 기능하는 것이

143) 이상원, 위의 논문, 90∼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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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본래적 의미의 재판과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영장과 관련

해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여도 사법부의 독

립에 본질적으로 반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영장에

관한한 법원과 수사기관의 통합시스템의 구축은 헌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144)

(3) 통합시스템의 관리 주체 및 소재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때 통합시스템을 누가 관리하고, 어디에 두는 가

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먼저 누가 관리하는 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가

장 효율적인 방법은 각 형사사법기관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담당할

직원을 공통의 기구에 파견하는 것이다. 공통의 기구 안에서 형사사법정

보시스템의 시스템을 유지, 보수, 개선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발전시

키기 위해 함께 의논하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이 있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통합시스템의 소재는 각 형사사법기관 중 형사사법정보시스

템 사용 규모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선의 적극성, 예산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정하도록

한다. 우선 한 기관에 통합시스템을 두는 경우에는 관리의 효율성이 증

대되는 반면 보안의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여러 기관

에 분산하여 두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관리의 효율성은 떨

어지는 반면 보안 면에서는 분산 저장으로 인한 강점이 생기게 된다.

만약 위와 같은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각 형사사법기관이 협의에 이

르지 못하게 된다면, 각 형사사법기관에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기구를 만들고, 위 기구에 통합시스템을 소재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형사사법기관 간 완전한 통합시스템을 구

축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과 기관 간의

독립성 문제 등으로 현재는 연계시스템과 통합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하여

경찰, 검찰, 법무부, 법원은 각각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전용 서버를 설

144) 이상원, 위의 논문,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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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및 운영하고 있고, 공통시스템 서버 운영과 각 기관 간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연계 업무는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이 수행하고 있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은 2010년 처음 구축되어 시행된 지 12년이 되어가

고 있고, 2018년 법무부, 검찰, 경찰,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최신 IT 기

술 기반의 지능형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세대 형사사법정

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새로운 시스템 구축

을 준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실

태조사 및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145)

나. 전자영장의 원본성 문제146)

(1) 문제의 소재

종이기반 영장절차에서는 판사가 서명·날인한 영장만이 존재하며, 이

때 영장의 원본은 한 개이고, 원본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전자영장을 발부할 경우에는 무한한 복제가 가능한 전자문서의 특징을

고려할 때 동일한 내용의 문서, 즉 전자영장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2) 단수의 원본주의

전자영장 제도에서도 반드시 원본은 한 개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

이 있을 수 있다. 이 입장을 단수의 원본주의로 규정하고, 이 입장에 설

때 다음과 같은 견해가 가능하다.

① 법원증거의 원본성

우리가 보통 종이로 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원본을 법원에 제출

하는 것처럼 전자문서도 법원에 제출한 문서가 전자증거의 원본이고 그

원본은 단 하나만 존재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면, 검찰이 법원에 전자증

거를 제출한 후에는 검찰에 있는 전자증거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검찰이 점유하였던 증거가 법원의 점유로 이

전되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의 시스템에서 법원의 시스템으로 전자증거

가 제출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보면 검찰의 시스템에 있는 전자증거와 동

일한 내용의 전자증거가 법원의 시스템에 만들어지는 현상이다. 검찰 시

145) 박혜림, 앞의 논문, 요약면.

146) 이상원, 앞의 논문, 100∼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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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 전자증거가 삭제되었는지 여부는 법원시스템에 제출된 전자증거

의 객관적 형상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전 단계에 대한

삭제 요구는 오직 원본이 하나만 존재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기여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따지고 보면 이렇듯 원본은 단 하나

가 아니라 복수로 존재할 수도 있고,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하나의 원본을 만들기 위해서 전 단계에 존재하는 전자증거

를 삭제 요구하는 것이 무언가 불합리해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

고 하여 검찰 시스템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지 않은 채 전송된 후 법원

시스템 존재하게 된 파일이 원본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② 검찰증거의 원본성

시간적 그리고 물리적인 순서로 볼 때 최초로 작성된 전자증거(예컨

대, 피의자신문조서 파일)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있는 것이고

법원이 실제로 조사를 하는 전자증거는 위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만들어

진 전자증거를 복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원본을 복사한

것은 사본이 되므로 경찰이나 검찰의 시스템에 있는 파일이 전자증거의

원본이고 법원은 사본을 증거조사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그러

나 이는 법원에 원본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어서 타당하지 않다.

(3) 복수의 원본주의

위 단수의 원본주의에서 검토해 보았듯이 무언가 원본이 하나여야 한

다는 전제 하에 논리를 전개하여 보면 불합리한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다면 원본이 반드시 하나여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전제 하에 논지를

전개해 보자.

우선 간단하게 경찰 시스템에서 검찰 시스템으로, 검찰 시스템에서 법

원 시스템으로 전자증거의 복제 이동이 있을 경우 기술적으로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들 모두를 원본이라고 볼 수 있다. 자료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복제본으로도 원본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형사사법절차는 원본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법원에는 원본이 제출되

어야 한다는 전제를 생각해보면 이 또한 무언가 완전히 납득하기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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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따른다.

그런데 만약 경찰에서 검찰로, 검찰에서 법원으로 전송된 전자증거가

모두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위 형사사법기관의 각 시스템에 존재하는

전자증거를 모두 원본이라고 볼 수 있다면 위에서 논의하였던 불합리한

문제들이 모두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렇듯 복수의 원본을 인정할 수

있다면 전자증거를 제출한 이후 경찰이나 검찰의 시스템에 남아있는 전

자증거 파일을 삭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원본은 복수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수의 원본을 인정하는 것이 앞으로 더욱 전자화될 현대 형사

사법제도의 합리적 의사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4) 복수의 원본 간 충돌 가능성

만약 복수의 원본주의를 채택했을 경우 경찰과 검찰의 시스템에 있는

전자증거 파일의 내용과 법원 시스템에 있는 전자 증거 파일의 내용이

다른 경우와 내용은 같지만 해시값이 달라진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

이다. 먼저 파일의 내용이 달라진 경우는 이미 동일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원본성을 잃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내용은 같지만 해시값이 달라진 경

우 또한 무결성이 훼손되었으므로 원본성을 잃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수의 원본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동일성과 무결성 등 전자증

거의 진정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5) 소결

위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우선 연계시스템을 채택할 경우 원본성을 검

토한다. 실제로 영장이 완성되는 것은 판사가 법원시스템에서 영장을 작

성하고 전자서명을 할 때이므로 법원시스템에서 형성된 영장이 최초의

원본이 된다. 이것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각 형사사법기관으로

전송되면 검찰 및 경찰시스템에 저장된 영장이 모두 원본이 된다.

경찰, 검찰, 법원의 담당자가 자신의 화면(컴퓨터 또는 휴대전화, 태블

릿 PC 등의 단말기)에서 보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각 시스템에 있는 파

일을 읽어 담당자의 단말기 화면에 뜬 파일을 보는 것이므로 원본이 아

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심지어 이렇게 단말기를 통해 보는 영장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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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시스템에 연결된 상태인 단말기로 전송

된 영장을 직접 보는 것은 종이영장을 들고 와서 직접 제시하는 것과 차

이가 없고, 단지 종이냐 전자적 화면이냐의 차이만 존재할 뿐 시스템으

로 전송된 원본 그 자체를 열람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것

은 원본을 열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법원에서 만들어져

전송된 각 단계의 전자영장은 모두 원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이나 검찰수사관이 자신이 소지하는 단

말기 화면을 피의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영장 제시를 할 경우, 같은

논리로 피의자 역시 영장의 원본을 열람하는 것이고 경찰관이나 검찰수

사관은 영장 원본을 피의자에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통합시스템을 채택할 경우에는 통합시스템에 존재하는 영장 원본

이 단말기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되는 것이고, 각 관여자가 열람하는

것은 원본 그 자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출력본과 수통 부여147)

(1) 출력본

위와 같이 복수의 원본이 가능하다면, 복수의 출력본도 무한정 허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복수의 원본과 복수의 출력본

은 달리 보아야 한다. 송신자로부터 최초에 만들어진 영장이 전자적으로

수신자에게 전송되었다고 하여, 송신자에게 원본 영장이 반드시 사라져

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원본은 하나여야 한

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전자적인 전송을 논하는 자리에 종이의 관념

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매우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일이다.

단말기를 통하여 영장을 제시하는 경우 우리는 단말기에 연결된 시스

템에 저장된 영장이 단말기를 통하여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즉

어딘가에 저장된 원본 영장이 있고, 지금 단말기를 통해 보는 것은 원본

이 아니거나 사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와는 별개로 종이로 출력된 전자영장을 볼 때에는 시스템의

문서를 보는 것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종이영장이 독자적으로

147) 이상원, 위의 논문, 102∼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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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즉 그 종이에 출력된 전자영장이 원본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전자영장의 원본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원본의 출력본은 사

본이다. 그런데 사본 또한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원본

이 여러 개 존재할 이유가 없다. 최초에 만들어진 원본은 하나만 존재하

는 것으로 하고 원본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나, 그 원본의 출력본은 모

두 사본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즉 최초의 원본이 아닌 복수의 원본과

원본의 출력본인 사본은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출력본을 여

러 개 허용하게 되면 전자영장에 대한 복수의 원본 주의가 흔들릴 수 있

는 것이다.

사실 전자영장 제도 하에서는 전자영장의 출력본을 사용해야할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종이영장 제도 하에서 영장 사본을 사용하는 이

유는 원본이 하나이기 때문인데 이에 반해 복수의 원본이 가능한 전자영

장 제도에서는 필요한 경우 복수의 원본으로 집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출력본 사용의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영장 발부 후

시스템의 셧다운 등 전자영장의 출력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상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출력본은 출력 사유 입력 후 결정을 받아 횟수 통

제 하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수통 부여의 문제

수통의 영장을 작성할 때에는 그 사유를 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형사

소송법 제82조, 제200조의6, 제209조). 따라서 이미 이 단계에서 사전에

수통의 영장 발부에 대한 허부가 검토된다. 즉 수통의 영장은 영장집행

자로 하여금 복수의 영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미리 발부된 영장의 수 이상은 집행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애초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영장발부 수를 제한하기 때

문에 피의자에게 제시하는 단말기의 일련번호나 수를 제한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유하자면 단말기는 영장이라는 음식이 담겨질 그

릇에 불과하다. 어떤 그릇에 담기든 주어진 음식의 양은 이미 정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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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접 현장에서 단말기를 통해 전자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

전자적인 방식으로 원격 집행하는 경우에는 수통 부여의 제한적 기능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원래 수통 부여가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이

고, 수통 부여로 인한 위험의 방지는 발행 통수의 제한이라는 방법 외에

도 다른 기술적인 방법을 통하여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특히, 포괄계좌의 경

우)에 있어서 압수·수색 장소인 금융기관은 수 백군 데에 달한다. 물론

전자영장 제도 하에서 수백 통의 전자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

은 아니지만 집행의 효율을 위해서는 하나 또는 수개의 전자영장에 압

수·수색 장소를 여러 개 기재하여 각 장소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서와 자료의 단일화 문제148)

(1) 신청서/청구서/영장

각 형사사법기관 간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영장신청서, 영장청구서, 영

장은 전자적으로 일원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서류는 오직 전자문서

만으로 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함이 상당하다.

(2) 자료

수사기록 등 영장청구의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들은 전자문서의 형태,

비전자문서의 형태 또는 물건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전자화하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다. 기록의 일부는 전자화, 일부

는 비전자문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 비전자문서도 전자화 과정을 거

쳐서 전자화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각 형사사법기관

에서 사건 관련자로부터 제출받는 서류도 애초에 전자문서로 받거나, 접

수받는 시점에 전자화하여야 한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형사사법절차의

완전한 전자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제 6 장 전자영장 도입을 위한 기반 기술

148) 이상원, 위의 논문, 103∼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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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전자서명의 이해

1. 전자서명의 개요

가. 전자서명의 형식

전자서명의 형식은 전자서명에 사용되는 암호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을 이용한 공개키 서명 방식

과 대칭키 암호화 방식을 이용한 비밀키 서명 방식이 그것이다.

공개키 서명방식은 서명자의 검증정보를 공개하여 누구나 검증할 수 있

는 서명방식으로 서명의 생성과 검증이 간편한 방식이고, 비밀키 방식은

대칭키 암호화 방식의 성질상 서명의 생성과 검증을 제3자가 중재하는 방

식으로, 서명을 할 때마다 제3자의 참여가 있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나. 전자서명의 과정

Alice(송신자)는 서명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메시지에 서명을 한다. 메

시지와 서명은 Bob(수신자)에게 전송된다. Bob(수신자)은 메시지와 서명

을 받고 여기에 검증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만약 그 결과가 참이면 메시

지는 올바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문서는 거절된다.

검찰 단계에서 예를 들자면, Alice(송신자)는 검찰이고, Bob(수신자)은

금융기관이다. 메시지는 법원에서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부된 전자영장이

고 서명은 검사의 집행지휘를 의미하게 된다.

[그림 3-1] 전자서명 과정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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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서명이 Alice(송신자), 즉 검찰이 한 서명인 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전자서명 과정에 키가 필요한 것이다.

[그림 3-2] 전자서명 과정에 키 추가하기150)

만약, 검찰만이 가지고 있는 개인키가 있는데 그 키로 서명된 메시지

를 금융기관이 받게 되었고, 금융기관이 검찰의 공개키로 메시지를 검증

하였다면 금융기관은 검찰이 집행한 전자영장임을 알게 되고, 안심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전자서명이 어떤 서비스

를 제공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다. 전자서명 서비스

(1) 메시지 인증

전통적인 서명처럼 안전한 전자서명 구조는 메시지 인증(데이터 근원

인증)을 보장한다. 수신자는 받은 메시지가 송신자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2) 메시지 무결성

메시지 무결성은 전체 메시지에 서명을 할 경우에도 보장이 된다. 왜

냐하면 메시지가 변경되면 서명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영장이 변경되

149) Behrouz Forouzan, Cryptography and Network Security-Chapter 13

Digital Signature(2021. 10. 20. 방문), <https://slideplayer.com/slide/

16342798/>, 슬라이드 9면.

150) Behrouz Forouzan, 위의 자료,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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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서명도 달라진다는 뜻이다.

현재 사용되는 전자서명 시스템은 해시함수를 사용하여 서명과 검증

알고리즘을 만든다. 이 알고리즘은 메시지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따라서

검찰에서 금융기관에 전송한 전자영장과 금융기관에서 검찰에 전송한 금

융거래정보의 무결성은 전자서명으로 보장된다.

(3) 부인방지

만약 나중에 송신자가 그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부인한다면, 인증센터

는 저장하고 있는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수신자가 메시지를 받

은 사실을 부인할 경우 수신자의 메시지가 인증센터가 보관하고 있는 메

시지의 복사본과 같다면 수신자는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실무상 영장 사본을 모사전송 하는 경우 수백 군데에 달하는 금융기관

에 일괄 집행 시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한참 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영장

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심지어 아예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 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영장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수신을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4) 기밀성

전자서명을 한다고 해서 기밀성이 보장되는 전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전자영장에 전자서명을 한다고 가정하면, 전자영장 그 자체는

원문 메시지가 되고 원문은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전송되는 것이다.

만약 기밀성이 필요하다면 원문 메시지와 서명에 비밀키를 이용하거나

공개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해야만 한다.

전자봉투 등을 이용하여 암호화 전송하는 경우 기밀성, 보안성까지 유

지하게 되어 완전한 전자영장 제도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라. 전자서명이 갖추어야 할 주요 기능151)

(1) 위조 불가(Unforgeable) : 합법적인 서명자만이 전자서명을 생성

할 수 있어야 한다.

(2) 서명자 인증(User authentication) : 전자서명의 서명자를 누구든

151) 200301, [정보보안기사 PART 02] 암호학-전자서명과 PKI(2021. 10. 20. 방

문), <https://200301.tistory.com/40?category=76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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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3) 부인방지(Non-repudiation) : 서명자는 서명행위 이후에 서명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야 한다.

(4) 변경 불가(Unalterable) : 서명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5) 재사용 불가(Not reusable) : 전자문서의 서명을 다른 전자문서의

서명으로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2. 전자서명의 이론적 구조

가. RSA 전자서명 구조152)

(1) 개요

RSA 알고리즘153)을 이용하면 메시지에 서명을 하고 검증을 할 수 있

다. 이것을 RSA 전자서명 구조(RSA digital signature scheme)라고 한

152) Behrouz A. Forouzan, 손승원·이재광·임종인·전태일(공역), 암호학과 네트

워크 보안, 한국맥그로힐(주), 2013, 413∼414면.

153) 1. p ≠ q 인 두 소수 p와 q를 정한다.[원래는 매우 큰 소수 p, q로 정해야

하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 p=3, q=11로 정함]

2. n = p × q 인 n을 만든다.[따라서 n = 33]

3. n보다 작은 정수 e를 공개키로 채택하고, e·d≡1(mod∅(n))이 되는 개

인키 d를 채택한다. 이때 사용자의 공개키는 (e, 33)이 되고, 개인키는

(d, 33)이 된다.

4. 오일러 파이 함수에 해당하는 ∅(N) = (p-1)(q-1)을 구한다. [여기서 ∅

(n) = (p-1)(q-1) = (3-1)(11-1) = 2 × 10 = 20]

5. 1 < e < 20 이면서 20과 서로소인 임의의 e를 구한다.[e를 7이라고 가

정]

6. (d × e) / ∅(n) = 1에서 d를 구할 수 있다.[여기서 (3 × 7) / 20 = 1이

되므로 d = 3으로 정함]

7. 이제 (e, n)에 해당하는 공개키와 (d, n)에 해당하는 개인키를 만들 수

있다.[여기서 공개키는 (7, 33), 개인키는 (3. 33)]

8. 2라는 값을 갖는 평문 m을 암호화 한다.[암호문 c = 27 / 33 = 29]

9. 암호문 29를 복호화 한다.[평문 m = 293 / 33 = 2]

10. 송신자는 수신자의 공개키를 통해 평문을 암호화하고, 수신자는 자신의

개인키를 통해 암호문을 복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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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SA 암호 방식을 이용한 전자서명의 안전도는 RSA 암호 방식의

안전도와 일치한다. 즉 RSA 전자서명은 소수 p, q에 따른 n = p·q의 소

인수분해의 어려움을 기반으로 한 전자서명 방식이다.

전자서명 구조에서는 사용하는 개인키와 공개키가 바뀐다. 암호화의

경우에서처럼 수신자의 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송신자의 개인키와

공개키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2) 키생성

RSA 전자서명 구조에서 키 생성은 RSA 암호시스템에서 키를 생성하

는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 Alice는 두 개의 소수 p와 q를 선택한 다음에

n = p × q를 계산한다. Alice는 ∅(n) = (p-1)(q-1)을 계산한다. 그 다음

에 공개키로 e를 선택하고, e × d = 1 mod ∅(n)을 만족하는 값 d를 계

산하여 이를 개인키로 사용한다. Alice는 d값을 취한 다음 n과 e를 공개

한다.

(3) 서명과 검증

① 서명 : Alice는 자신의 개인키로 계산한 지수 값 S = Md mod

n을 이용해서 메시지(M)에 서명(S)을 생성하고 그 메시지(M)와 서명(S)

을 Bob에게 보낸다.

② 검증 : Bob은 메시지(M)와 서명(S)을 수신한다. Bob은 서명에

Alice의 공개키를 적용하여 메시지 M' = Se mod n을 구한다. Bob은 이

값 M'를 M과 비교한다. 만약 이 두 값이 합동으로 같으면 Bob은 이 메

시지를 받아들인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검증 기준을 살펴보자.

M' ≡ M(mod n) → Se ≡ M(mod n) → Md×e ≡ M(mod n)

마지막의 합동식이 성립하는 이유는 d × e = 1 mod ∅(n)이기 때문이

다.154)

154) 천정희, 정보보호이론 강의록, 서울대학교 수리정보과학과, 2020. 2. 17, 14면.

「오일러의 정리는 임의의 자연수 n(= p × q)과 정수 a(〈n)에 대하여

(mod n)에서 a∅(n)과 1은 같다는 정리이다. 여기서 ∅(n)은 오일러 함수(n

보다 작은 자연수 중 n과 서로소인 수의 개수)를 뜻한다.」 즉, k가 정수

라고 한다면, ak×∅(n)+1 ≡ a (mod n), ∅(n)은 1부터 n까지의 정수 중 n과

서로소인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오일러 파이 함수이므로 예를 들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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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RSA 전자서명 구조155)

(4) 예시

① 서명의 보안을 위해서 Alice가 p = 823, q = 953을 선택했다고 하

자. 그러면 n = 784319 이고, ∅(n) = 782544가 된다. 이제 Alice가 e =

313으로 선택하고 d = 160009를 계산하였다. 여기까지 해서 키 생성이

완료된 것이다. 이제 Alice가 숫자로 변경한 메시지의 값이 M = 19070

인 메시지를 Bob에게 보내려고 한다고 해보자. Alice는 자신의 개인키인

160009를 이용하여 메시지에 서명을 한다.

② M = 19070 → S = (19070160009)mod784319 = 210625mod784319

Alice는 메시지와 서명을 Bob에게 보낸다. Bob은 메시지와 서명을 수신

한 후 다음을 계산한다.

M' = 210625313mod784319 = 19070mod784319 → M ≡ M'(mod n)

③ Bob은 Alice의 서명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메시지를 받아들인다.

나. ElGamal 전자서명 구조156)

(1) 개요

을 구해보면 10과 서로소인 수는 1, 3, 7, 9이므로 ∅(10) = 4가 된다.

155) Behrouz Forouzan, 앞의 자료, 24면.

156) Behrouz A. Forouzan, 손승원·이재광·임종인·전태일(공역), 앞의 책, 417∼

4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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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Gamal 전자서명은 이산대수 문제에 기반을 둔다. 즉 Y=Xⁿ의 Y값

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역으로 n = LOGx Y의 n(지수)값은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다. ElGamal 전자서명은 ElGamal 암호화 방식과

동일한 키를 사용한다는 점은 같지만 알고리즘이 다르다.

즉 암호화 연산과 전자서명 연산이 거의 동일한 RSA와 달리 ElGamal

전자서명은 암호화 스킴과 차이가 있다. 그런데 ElGamal 전자서명 알고

리즘은 암호문의 길이가 평문 길이의 2배가 되는 단점이 있어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대신 DSA(Digital Signature Algorithm)라고 알려

진 그 변형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

(2) 키 생성

키 생성 절차는 암호화 시스템에서 키를 생성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하

다. p는 
 안에서 이산대수 문제를 풀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큰 소수

라고 하자. 그리고 을 
 안의 원시근이라고 하자. Alice는 자신의 개인

키 d가 p-1보다 작은 수가 되도록 선택한다. Alice는  = 
를 계산한다.

Alice의 공개키는 세 쌍의 수 (, , p)가 되고 Alice의 개인키는 d이다.

(3) 서명과 검증

① 서명 : Alice는 메시지의 다이제스트에 서명을 할 수 있다. 이

서명은 Bob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체가 검증할 수 있다.

㉮ Alice는 비밀 난수 r을 선택한다. 비록 공개키와 개인키가 반복

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Alice는 새로운 메시지에 서명을 할 때마다

새로운 r을 사용한다.

㉯ Alice는 첫 번째 서명 S1 = 
 mod p를 계산한다.

㉰ Alice는 두 번째 서명 S2 = (M - d × S1) ×r
-1 mod (p-1)을

계산한다. 여기서 r-1은 r의 모듈러 p 곱셈에 대한 역원이다.

㉱ Alice는 M, S1과 S2를 Bob에게 보낸다.

② 검증 : Bob은 하나의 개체로서 M, S1과 S2를 수신한 후 다음

절차에 따라 검증한다.

㉮ Bob은 0〈 S1〈 p 인지 확인한다.

㉯ Bob은 0〈 S2〈 p-1 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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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b은 V1 = 
 mod p를 계산한다.

㉱ Bob은 V2 = 


 × 


 mod p를 계산한다.

㉲ 만약 V1과 V2가 합동으로 같다면 그 메시지는 받아들여지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된다. 이런 검증과정은  = 
 와  = 

을 이용하여

증명해 보자.

 ≡ (mod p) → 
 ≡ 

 × 


 (mod p) ≡ 
 

 
 

 (mod p) ≡




 (mod p)

이렇게 해서 
 ≡ 



 (mod p) 을 얻는다.

은 원시근이기 때문에 위의 합동식이 성립할 필요충분조건은 M ≡

[dS1+rS2] mod(p-1) 혹은 S2 ≡ [(M-d×S1)×r
-1] mod (p-1)이다. 이 S2는

서명 과정에서 사용했던 S2와 같은 것이다.

[그림 3-4] ElGamal 전자서명 구조157)

157) Behrouz Forouzan, 앞의 자료,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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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시

① Alice는 p = 3119, e1 = 2, d = 127 로 하고 e2 = 2
127 mod 3119

= 1702를 계산한다. 또한 r = 307로 선택한다. Alice는 e1, e2 및 p를 공

개하고 d를 개인키로 보관한다. 아래에 Alice가 어떻게 메시지에 서명을

하는지 나타내었다.

② M = 320

S1 = 
 = 2307 = 2083 mod 3119

S2 = (M-d×S1)×r
-1 = (320-127×2083)×307-1 = 2105 mod 3118

Alice는 M, S1 및 S2를 Bob에게 보낸다. Bob은 공개키를 사용하여 V1과

V2를 계산한다.

V1 = 
 = 2320 = 3006 mod 3119

V2 = 

 × 

 = 17022083 × 20832105 = 3006 mod 3119

V1과 V2는 합동이므로 Bob은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다른 어떤 사람도

Alice의 개인키 d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Alice가 서명한 문

서일 것이라고 믿는다.

다. Schnorr 전자서명 구조158)

(1) 개요

ElGamal 전자서명 구조의 문제는 
 위의 이산대수 문제로부터 안전

해지기 위해 p가 매우 큰 소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장되는 p의

크기는 1024비트 이상이다. 이로 인해 생성되는 서명의 길이는 2048비트

가 넘어간다.

위와 같은 ElGamal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chnorr는 ElGamal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서명의 크기를 줄인 새로운 구조를 제안하였다.

(2) 키 생성

메시지에 서명을 하기 전에 Alice는 키를 생성해야 하고 공개해야 할

것들을 공개한다.

① Alice는 소수 p를 선택한다. 이 수는 길이가 1024비트는 되어야 한다.

158) Behrouz A. Forouzan, 손승원·이재광·임종인·전태일(공역), 앞의 책, 420∼

4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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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lice는 다른 소수 q를 선택한다. 이 수의 길이는 암호학적 해

시함수로 생성되는 해시값의 길이와 동일해야 한다. 예를 들면 SHA-1

을 쓸 경우 160비트이다. 그러나 미래에는 길이가 512비트 등으로 달라

질 수 있다. 소수 q는 또한 p-1의 약수이어야 한다. 즉 (p-1) = 0 mod

q 이어야 한다.

③ Alice는 모듈러 p로 1의 q거듭제곱근인 을 구한다. 이를 위해

Alice는 의 한 원시근 를 구하고  = 
   mod p를 구한다.

④ Alice는 하나의 정수 d를 구해서 자신의 개인키로 사용한다.

⑤ Alice는  = 
 mod p를 계산한다.

⑥ Alice의 공개키는 ( ,  , p, q)이고 개인키는 d이다.

(3) 서명과 검증

① 서명

㉮ Alice는 임의의 수 r을 선택한다. 비록 공개키와 개인키를 이용

해서 여러 개의 문서에 서명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Alice는 새로운 메

시지를 보낼 때마다 새로운 값 r을 사용한다는 점과 r의 값도 1〈 r〈 q

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Alice는 첫 번째 서명 S1 = h(M|
 mod p)를 계산한다. 메시지

는 
 mod p의 앞부분에 붙인 다음 다이제스트를 생성하기 위해 해시함

수를 적용한다. 해시함수는 메시지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M을 


mod p의 앞부분에 붙인 다음에 수행한다.

㉰ Alice는 두 번째 서명 S2 = r+d×S1 mod q를 계산한다. 여기서

S2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모듈러 값이 q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 Alice는 M, S1, S2를 보낸다.

② 검증 : 수신자인 Bob은 M, S1과 S2를 받는다.

㉮ Bob은 V = h(M|




  mod p)를 계산한다.

㉯ 만약 S1이 모듈러 p로 V와 합동이 되면 메시지는 받아들여지

고, 그렇지 않으면 메시지는 거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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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Schnorr 전자서명 구조159)

(4) 예시

① 예를 들어 q = 103 이고 p = 2267이라고 하자. p = 22 × q + 1

이라는 점에 유의하자. 
 의 한 원시근  = 2 라고 놓자. 그러면 (p

- 1) / q = 22 이므로  = 2
22 mod 2267 = 354 이다. d = 30 이라고 하

면,  = 354
30 mod 2267 = 1206 이다. Alice의 개인키는 이제 d 이고 공

개키는 ( ,  , p, q) 이다.

② Alice가 메시지 M을 보내려고 한다. 이때 Alice는 예를 들면, r

= 11을 선택하고, 
 = 35411 = 630 mod 2267을 계산한다. 보내는 메시

지가 1000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것을 이어 붙이면 1000630이 된다는

뜻이다. 또한 이 값의 해시 값이 h(1000630) = 200이라고 가정해보자. 즉

S1 = 200이라는 말이다. Alice는 S2 = r + d × S1 mod q = 11 + 1026 ×

159) Behrouz Forouzan, Cryptography and Network Security-Chapter 13

Digital Signature(2021. 10. 20. 방문), <https://slideplayer.com/slide/

16342798/>, 슬라이드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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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mod 103 = 35를 계산한다. Alice는 메시지 M = 1000과 S1 = 200

과 S2 = 35를 보낸다.

③ 수신자인 Bob은 M=1000, S1=200과 S2=35를 받고, V = h(M|





  mod p)를 계산한다. S1이 mod p로 V와 합동이 되면 메시지는 받아

들여진다.

라. 전자서명 표준(DSS, Digital Signature Standard)160)

(1) 개요

전자서명 표준(DSS)은 미국의 전자서명 표준으로 ElGamal 전자서명을

변형한 방식이다. 전자서명 표준은 ElGamal 전자서명 방식과 비슷하지만

서명과 검증에 소요되는 수학적 계산 량을 크게 줄인 방식이다.

DSS는 이산대수 문제를 기반으로 하며, 오직 전자서명 기능만을 제공

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암호화와 전자서명에 사용되는

RSA와는 달리 DSS는 암호화나 키 교환에 사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SS는 공개키 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DSA(Digital Signature Algorithm)는 전자서명에 대한 미 연방 정부

표준 DSS이고 NIST161)가 제안하였다. ElGamal 서명 스킴보다 서명 길

이가 320비트로 짧고, ElGamal에 대한 공격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160) Behrouz A. Forouzan, 손승원·이재광·임종인·전태일(공역), 앞의 책, 422∼425면.

161)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는 미국 상무부내에 비규제 정부기관이다. 1901년에 설립된,

미국의 국립 측정(계측) 기관이다. 국가 기술이전 및 진흥법(NTTAA,

Public Law 104-113)에 따라, NIST는 정부의 기술 표준 활동 및 민간부

문의 적합성 평가 활동을 조정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Government Use of

Standards 참조). 비록 NIST가 표준화활동에 있어서 기타 연방정부에 대

한 감독 및 감시기능은 없으나, 자발적 표준의 사용 참여에 대하여 연방

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적이고 국내의 표준화활동에 참

여하므로, NIST 전문가는 자발적 합의 표준의 개발에 있어서 상당수준의

기술적인 정보에 기여하고 있다.(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s)

표준포털홈페이지, 미국 표준 체계 : NIST(정부)(2021. 10. 20. 방문),

<https://www.standardsportal.org/usa_kr/k/standards_system/nist_govern

men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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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징이 있다.

알고리즘 암호/복호 모델 전자서명 모델 키교환

RSA Yes Yes Yes

Diffie-Hellman No No Yes

DSS No Yes No

타원곡선 Yes Yes Yes

[표 3-1] 알고리즘에 따른 공개키 시스템 지원 모델162)

(2) 키 생성

모든 개체를 위해 메시지에 서명을 하기 전에 Alice는 키를 생성하

고 공개해야 할 사항들을 공개해야만 한다.

① Alice는 소수 p를 512비트에서 1024비트 사이의 길이가 되도록

선정한다. 단, p의 비트수는 64의 배수가 되도록 정한다.

② Alice는 160비트 소수 q를 선택한다. 여기서 q가 p-1의 약수가

되도록 정한다.

③ Alice는 두 개의 곱셈 군 <
 , x>와 <

 , x>를 사용한다. 두

번째 군은 첫 번째 군의 부분군이다.

④ Alice는 모듈러 p로 1의 q거듭제곱근인 을 구한다(
 = 1 mod p).

이를 위해 Alice는 의 한 원시근 를 구하고  = 
  mod p를 구한다.

⑤ Alice는 d를 하나 취해서 개인키로 하고  = 
 mod p를 계산한다.

⑥ Alice의 공개키는 ( ,  , , )이고 개인키는 d이다.

(3) 서명과 검증

① 서명

㉮ Alice는 임의의 수 r을 1≤r≤q이 되도록 하나 선정한다. 비록

공개키와 개인키가 한 번만 선택되어도 여러 개의 메시지를 서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Alice는 새로운 메시지에 서명을 할 때 매번 새로운 r을

162) 서상원, “네트워크 보안 기술의 원리와 응용 : 메시지 인증과 공개키 암호

화”, 마이크로소프트웨어, 2007. 311면 <표 5>, <http://index-of.co.uk/Cry

ptology/smil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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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필요가 있다.

㉯ Alice는 첫 번째 서명 S1 = (
 mod p) mod q를 계산한다. 여

기서 주의할 것은 첫 번째 서명 값은 메시지 M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 Alice는 메시지 다이제스트 h(M)을 생성한다.

㉱ Alice는 두 번째 서명 S2 = (h(M)+dS1)r
-1 mod q를 계산한다.

여기서 S2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모듈러 값이 q라는 점에 유의한다.

㉲ Alice는 M, S1, S2를 Bob에게 보낸다.

② 검증

㉮ Bob은 0〈 S1〈 q 인지 확인한다.

㉯ Bob은 0〈 S2〈 q 인지 확인한다.

㉰ Bob은 Alice가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M의 다이제스트를 계산한다.

㉱ Bob은 V = [(

 








) mod p] mod q를 계산한다.

㉲ 만약 S1이 V와 합동으로 같으면 메시지는 받아들여지고 그렇

지 않으면 거절된다.

[그림 3-6] DSS 전자서명 구조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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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시

① Alice는 q = 101, p = 8081을 선택한다. Alice는  = 3을 선택

하고  = 
   mod p = 6968을 계산한다. Alice는 d = 61을 선택하

여 개인키로 사용하고  = 
 mod p = 2038을 계산한다. 이제 Alice는

메시지를 Bob에게 보낼 수 있다. h(M) = 5000 이라고 하고 r = 61 이라

고 가정하자

h(M) = 5000, r = 61, S1 = (
 mod p) mod q = 54, S2 = ((h(M) +

dS1)r
-1) mod q = 40

Alice는 M, S1, S2를 Bob에게 보낸다. Bob은 공개키를 사용해서 V를 계산한다.


  = 48 mod 101, V = [( ×  ×  × ) mod 8081] mod 101 = 54

S1과 V가 합동이므로 Bob은 메시지를 받아들인다.

마. 타원곡선 전자서명 구조164)

(1) 개요

① 타원곡선 전자서명 구조는 타원곡선 암호(Elliptic Curve

Cryptography)에 기반을 둔 DSA(Digital Signature Algorithm)이다. 이

구조는 ECDSA(Elliptic Curve Digital Signature Algorithm)라고 부른다.

② ECC(Elliptic Curve Cryptography)는 보다 짧은 비트 길이로 인

해 짧은 처리 시간에 짧은 서명 생성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1988년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가 ECDSA(Elliptic Curve

Digital Signature Algorithm)를 미국에서 표준화하였다.

③ KCDSA 전자서명

국내에서도 전자서명 표준방식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4년부터 한국

정보통신정보보호학회의 암호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국가 표준 전자서

명 알고리즘 KCDSA(Korea Certification-based Digital Signature

Algorithm) 개발이 시작되었다. 안전성 평가를 거쳐 1997년에 국가표준

으로 채택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쳐 1998년 10

월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163) Behrouz Forouzan, 앞의 자료, 40면.

164) Behrouz A. Forouzan, 손승원·이재광·임종인·전태일(공역), 앞의 책, 425∼4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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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에서 단체 표준으로 제정되었다.

KCDSA 전자서명은 ElGamal 전자서명을 개선한 방식으로 이산대수 문

제의 어려움에 근거한 방식이며 DSS(Digital Signature Standard)를 변형

한 방식이다. KCDSA 개발 중 가장 고려되었던 사항은 효율성을 높이고

장차 스마트카드에 사용 시에도 편리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임의의 길

이를 가지는 메시지에 대해 부가형 전자서명을 생성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해주는 확인서를 이용한 부가형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규정하고 있다.

(2) 키 생성

① Alice는 타원곡선 Ep(a, b)를 선택한다. 여기서 p는 소수이다.

② Alice는 계산에 사용할 다른 소수 q를 선택한다.

③ Alice는 개인키로 정수 d를 선택한다.

④ Alice는 곡선 상의 한 점 (..., ...)를 선택한다.

⑤ Alice는 곡선 상의 또 다른 한 점 (..., ...)=d×(..., ...)를 계산한다.

⑥ Alice의 공개키는 (, , , ,  , )이고 개인키는 d이다.

(3) 서명과 검증

[그림 3-7] ECDSS 전자서명 구조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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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명 : 서명 과정은 주로 비밀인 임의의 수를 선택하기, 곡선상

의 세 번째 점 생성하기, 두 개의 서명 계산하기, 메시지와 서명 보내기

절차로 구성된다.

㉮ Alice는 비밀의 임의의 수 r을 선택한다. 단, 1〈 r〈 q-1이다.

㉯ Alice는 곡선상의 세 번째 점인 P(, ) = r × (..., ...)를 선택

한다.

㉰ Alice는 P(, )의 첫 번째 좌표를 이용하여 첫 번째 서명 S1을

계산한다. 즉 S1 =  mod q이다.

㉱ Alice는 메시지 다이제스트와 자신의 개인키, 비밀의 수 r, S1

을 이용해서 두 번째 서명 S2 = (h(M)+d×S1)r
-1 mod q를 계산한다.

㉲ Alice는 M, S1, S2를 보낸다.

② 검증 : 검증 절차는 주로 세 번째 점을 재구성하는 것과 첫 번

째 좌표가 S1이 모듈러 q로 합동인 것을 보이는 것으로 구성된다. 세 번

째 점은 서명자가 비밀 값 r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

다. 검증자는 이 비밀값 r을 가지고 있지 않다. Bob은 메시지 다이제스

트 S1과 S2로부터 세 번째 점을 만들어야 한다.

㉮ Bob은 M, S1과 S2를 이용해서 두 개의 중간 결과 A와 B를 도

출해낸다.

A = h(M)
  mod q 이고, B = 

  mod q

Bob은 세 번째 점 T(, ) = A × (..., ...)+ B × (..., ...)를

재구성한다.

㉯ Bob은 T(, )의 첫 번째 좌표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검증한다.

만약  = S1 mod q 라면 서명은 검증이 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서명

에 실패한 것이다.

(4) 예시166)

165) Behrouz Forouzan, 위의 자료, 45면.

166) Ⅰ부 암호, 4장 공개키 암호, 타원곡선 암호, 27∼35면, (2021. 10. 20. 방문),

<https://www.slideserve.com/skip/i?c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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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E : y2 = x3 + ax + b 방정식의 그래프167)

➀ 타원곡선 E는 ‘y2 = x3 + ax + b’ 방정식의 그래프이다. 만약 p1

과 p2가 E 상에 있다고 한다면, p3 = p1 + p2를 정의할 수 있다.

➁ y2 = x3 + 2x + 3 (mod 5)라는 식으로 예를 들어보면,

x = 0 → y2 = 3 → no solution (mod 5)

x = 1 → y2 = 6 = 1 → y = 1, 4 (mod 5)

x = 2 → y2 = 15 = 0 → y = 0 (mod 5)

x = 3 → y2 = 36 = 1 → y = 1, 4 (mod 5)

x = 4 → y2 = 75 = 0 → y = 0 (mod 5)

➂ 따라서 타원곡선 상의 점들은 (1, 1), (1, 4), (2, 0), (3, 4), (4, 0)

과 ∞(무한대 위의 점)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주어진 조건 곡선 E : y2 = x3 + ax + b mod p, E상에서 먼저

p1 = (x1, y1), p2 = (x2, y2)이고, 구하고자 하는 해는 p1 + p2 = p3 = (x3,

y3)이다. x3 = m
2 - x1 - x2(mod p), y3 = m(x1 - x3) - y1(mod p) 그

리고 m = (y2-y1)*(x2-x1)
-1 mod p, if p1=p2, m = (3x1

2+a)*(2y1)
-1mod p,

이고 if p1≠p2, m = (y2-y1)*(x2-x1)
-1 mod p 이다. 특수한 경우 만약 m

이 무한대인 경우 p3=∞, 그리고 모든 점 p = ∞ + p이다.

167) Library of Ezbeat, 타원곡선 암호(2021. 10. 20. 방문), <https://ezbeat.tistory.com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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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p에 대해 y2 = x3 + 2x + 3 (mod 5)를 생각해 보면 곡선 상의

점들은 (1, 1), (1, 4), (2, 0), (3, 4), (4, 0)과 ∞이다. (1, 4) + (3, 1) = p3

= (x3, y3)인데, (x3, y3)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면, m = (1-4)*(3-1)-1 =

-3*2-1 = 2(3) = 6 = 1 (mod 5), x3 = 1 - 1 - 3 = 2(mod 5), y3 =

1(1-2) -4 = 0 (mod 5)이다. 따라서 이 곡선 상에서는 (1, 4) + (3, 1) =

(2, 0) 이다.

⑤ 디피헬만(Diffie-Hellman) 방식의 타원곡선을 예를 들어 보면

먼저 타원곡선과 곡선 상의 점 (x, y)를 공개하고, Alice의 A와 Bob의 B

를 비밀로 한다. Alice가 A(B(x, y))를 계산하고, Bob이 B(A(x, y))를 계

산한다. AB = BA 이므로 이들 값은 동일하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곡선 y2 = x3 + 7x + b (mod 37)과 점 (2,

5)를 공개하여 b = 3을 얻는다. Alice의 비밀은 A = 4, Bob의 비밀은 B

= 7 이다. Alice가 Bob에게 4(2, 5) = (7, 32)를 전송하고, Bob은 Alice에

게 7(2, 5) = (18, 35)를 전송한다. 이제 Alice는 Bob에게서 받은 값 (18,

35)에 자신의 비밀 A = 4를 곱해서 (22, 1)의 결과를 도출한다. Bob도

같은 방식으로 Alice에게 받은 값 (7, 32)에 자신의 비밀 7을 곱해서 (22,

1)의 결과를 도출한다. 이렇게 하여 Alice와 Bob은 대칭키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비밀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AB(2, 5) =

BA(2, 5)이기 때문이다.

3. 전자서명의 방식168)

가. 메시지 복원형 전자서명

(1) 개요

서명자는 공개키와 개인키 중 자신의 개인키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암

호화하여 전송하고, 검증자는 서명자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서명된 암호

문을 복호화한다. 위와 같은 검증 결과 정해진 규칙에 맞는 유의미한 메

시지가 되는지 확인함으로써 서명을 검증한다.

메시지 복원형 전자서명은 공개키 암호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자서명 스킴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메시지를 일정한 크기의 블록

168) 조현준,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필기, 도서출판 탑스팟, 2020, 97∼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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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누고 나누어진 각각의 블록에 서명을 해야 하므로 서명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실제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2) 단계별 흐름

Alice는 미리 공개키와 개인키의 키쌍을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 또한

Bob이 서명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Alice의 공개키를 입수해둘 필요가 있다.

[그림 4-1] 앨리스의 메시지 서명, 밥의 서명 검증169)

나. 부가형 전자서명

(1) 개요

임의의 길이로 주어진 메시지를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일정한 길

이로 압축하고, 그 해시 값을 송신자의 개인키를 이용하여 전자서명한

후 메시지에 부가하여 전송한다. 전자서명의 검증은 수신된 메시지의 해

169) 박종혁, SeoulTech UCS Lab, 2013-1st 현대암호학-제10장 디지털서명(2021. 10.

20. 방문), 18면, <http://www.parkjonghyuk.net/lecture/2013-1st-lecture/modern

Crypto/chap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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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값과 공개키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복호화한 값을 비교함으로써 이루

어진다.

부가형 전자서명은 메시지에 부가하여 전자서명을 전송하여야 하므로

전송량이 약간 증가하는 반면, 아무리 긴 길이의 메시지라도 한 번만 서

명 생성 과정을 거치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따라서 실제로 많이 사

용되는 방법은 부가형 전자서명이다.

(2) 단계별 흐름

메시지 전체를 암호화하는 대신에 일방향 해시함수를 사용해서 메시지의

해시값을 구하고, 그 해시값을 암호화(해시값에 서명)하도록 한다. 메시지

가 아무리 길어도 해시값은 짧기 때문에 암호화(서명)하는 것이 훨씬 수

월해진다.

[그림 4-2] 앨리스의 메시지 해시값 서명, 밥의 서명 검증170)

4. 특수 전자서명

가. 개요

170) 박종혁, 위의 자료,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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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키 방식을 이용한 전자서명은 검증키를 공개하고 있어 누구나 서

명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으나 전자서명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제한하기가 곤란하다. 이는 개인의 이익 침해나 사생활 노출로 이

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서명자의 동의가 있어야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거나, 서명

문의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하고 서명하도록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특수한 형태의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나. 부인방지 전자서명

일반적인 전자서명 방식의 서명 검증은 검증자가 임의로 할 수 있으

며, 누구든지 검증이 가능한 자체 인증 기능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D.Chaum이 제안한 부인방지 서명(undeniable signature)171)은 자체적으

로 인증하는 방식을 배제시키고 서명을 검증할 때 반드시 서명자의 도움

이 있어야 검증이 가능하도록 만든 전자서명 방식이다.

다. 의뢰 부인방지 서명

부인방지 서명 방식은 자신이 서명한 서명문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부인과정 때문에 일종의 거짓말 탐지기 기능을 제공해주게 된다. 부인방

지 서명 방식에서의 거짓말 탐지기 기능 문제는 결국 검증을 원하는 임

171) 데이비드 차움 박사는 1982년과 1988년에 각각 세계 최초의 중앙집중형

온라인 암호화폐와 오프라인 암호화폐를 개발한다. 이어 1989년과 1991년

에는 기존 전자서명에 익명성 기능을 강화한 특수 전자서명 기술인 '부인

방지 서명(Undeniable Signature)'과 '그룹 서명(Group Signature)'을 발표

한다. 공인인증서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자서명은 누구나 쉽게 서명

이 첨부된 문서의 출처와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차움 박

사는 이런 공개 검증성(public verifiability)이 사용자의 익명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차움 박사가 고안한 부인방지 서명은

반드시 원 서명자의 도움이 있어야만 서명 검증이 가능케 함으로써 이 문

제를 해결했다. 부인방지 서명은 이후 '수신자 지정 서명방식(Nominative

Signature)', '분산신원확인(DID)' 등의 개념으로 확대 발전했다.

김승주, ‘익명성에서 다크코인까지’ 데이비드 차움이 우리에게 남긴 것, [칼

럼] 김승주의 암호학&블록체인(2021. 4. 13.)(2021. 10. 23. 방문), <https://

www.coindeskkorea.com/news/curationView.html?idxno=7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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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검증자가 부인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부인방지 서명의 거짓말 탐지기 기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임의의 검증자가 부인과정을 수행하지 못하고 특정한 자, 예를 들어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해주는 사람 혹은 재판관만이 부인 과정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의뢰 부인방지 서명이다.

라. 수신자 지정 서명

서명의 검증 시 특정 검증자만이 서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만일

그 서명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도 검증자의 비밀서명 생성정보를 노출시

키지 않고 제3자에게 서명의 출처를 증명함으로써 분쟁 해결 기능을 제

공하는 서명 방식을 말한다. 즉 지정된 수신자만이 서명을 확인할 수 있

고, 필요시 제3자에게 해당 서명이 서명자에 의해 자신에게 지정된 서명

임을 증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명의 남용을 서명자가 아닌 검증자(수

신자)가 통제할 수 있는 서명 방식을 말한다.

마. 은닉 서명(블라인드 서명, blind digital signature)

은닉 서명 방식은 D.Chaum에 의해서 처음 제안된 서명 방식이다. 쉽

게 얘기해서 서명 용지 위에 묵지를 놓은 채로 봉투에 넣어 서명자가 서

명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명토록 한 방식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 은닉 서명(blind signature)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서명문의 내용을

숨기는 서명 방식으로 제공자(provider : 서명을 받는 사람)의 신원과 서

명문을 연결시킬 수 없게 되어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서명자)이 만원에 해당하는 화폐에 서명을 한다고 하

자. 화폐는 추적할 수 없어야 화폐를 소유하는 사람의 익명성이 보장된

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은닉서명이다. 먼저 고객(제공자)은 묵

지가 내장된 봉투에 서명받을 용지(만원권)를 넣어 은행에 보내고, 은행

은 그 고객의 예금 계좌에서 만원을 인출한 후 고객이 보낸 봉투 위에다

서명을 한다. 그러면 내장된 묵지에 의해서 봉투 안에 있는 서명 용지에

도 똑같이 서명이 된다. 이제 은행은 서명된 봉투를 고객에게 보내고, 고

객은 그 봉투를 제거한 후 그 안에 있는 용지 위의 서명을 확인하면 되

는 것이다.



- 138 -

바. 위임 서명(proxy digital signature)

M. Mambo와 E. Okamoto는 본인이 부재 중 자신을 대리해서 서명을

할 수 있는 위임 서명을 제안하였다. 이 위임 서명 방식은 위임 서명자

(proxy signer)로 하여금 서명자(original signer)를 대신해서 대리로 서

명할 수 있도록 서명권한을 위임한 서명 방식을 말한다.

사. 다중서명(multi signatures)

현재까지 다양하게 개발된 전자서명은 주로 한 사람이 서명하는 단순

서명(single signature)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되어 왔다. 쉽게 얘기

해서 성명서나 탄원서 등에 서명을 할 때 여러 명이 자신의 서명을 각자

한 번씩 하는 것인데 이를 반복해서 적용하면 서명의 길이가 늘어나고

또한 서명을 검증하려고 해도 서명자의 수만큼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서명자가 많은 경우 검증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단순 서명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 다중 서명

방식으로 다중서명은 동일한 전자문서에 여러 사람이 서명할 수 있도록 만

든 서명방식이다.

5. 전자서명 이용의 전제 조건

전자서명이 바르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큰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것은

‘수신자 측이 서명을 검증할 때 사용하는 공개키가 진짜 송신자의 공개

키일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검증된 공개키를 입수하기 위해 고

안된 것이 인증서이다. 인증서란 공개키를 메시지로 간주하고, 신뢰 가능

한 다른 사람에게 전자서명을 해서 받은 공개키를 말한다.

위와 같이 공개키 암호 및 전자서명의 기술을 사회적인 기반 구조로

만들어 둔 것, 그것이 공개키 기반 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 즉

‘PKI’가 된다.

아래에서는 전자서명 이용의 전제 조건이 되는 공개키 기반 구조에 대

해서 논하고자 한다.

제 2 절 공개키 기반 구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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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키 기반 구조의 개요172)

가. 기본 개념

(1) 공개키 기반 구조는 공개키 알고리즘을 위한 키 관리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공개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응용 방식은 일반적으로 공개

키를 디렉터리에 공개한다.

(2) RFC 2822173)는 공개키 기반 구조를 비대칭키 암호시스템에 기초

하여 디지털 인증서를 생성하고 관리하고 저장하며, 분배하고 취소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람, 정책 및 절차라고 정의하였다.

(3) 공개키 기반 구조는 인증서의 발급, 사용, 취소와 관련 서비스를

통하여 기밀성, 무결성, 접근제어, 인증, 부인방지의 기능을 제공하며, 인

증기관, 등록기관, 사용자, 신뢰 당사자, 저장소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4) 공개키 기반 구조와 관청

공개키 기반 구조는 ‘인터넷에서 신분증을 검증해주는 관청’이라고 생

각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관청으로는 동사무소가 있고, 동사무소 위에

구청, 구청 위에 시청이 있으며, 맨 위에 정부가 있는 것과 같다. 우리가

다른 동네의 동사무소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볼

수 있는 것처럼 공개키 기반 구조에 속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자신의

인터넷상 신분을 CA(Certification Authority), 즉 인증기관에서 받은 인

증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여기서 인증기관(CA)은 일종의 동사무소이

고, 인증서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인 것이다.

2. 공개키 기반 구조의 주요 구성요소174)

가. 개요

(1) 인증기관(CA, Certification Authority)

172) 조현준, 앞의 책, 101∼102면.

173) 서연주·정석권, "공공기관의 이메일 기록 획득을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6권 제1호, 2009, 131면.

RFC(Request for Comments) 2822 : RFC는 인터넷 표준 설정을 위해

IETF에 제출하고 IETF가 출판하는 문서로 각각의 RFC문서는 인터넷 활

동의 기술적인 측면을 기술하고 있다.

174) 조현준, 앞의 책, 102∼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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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은 인증정책을 수립하고, 인증서 및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기

목록을 관리하며, 다른 인증기관과의 상호 인증을 제공한다. 인증기관이

하는 일 가운데는 ‘공개키의 등록과 본인에 대한 인증’을 등록기관이나

사람(개체)에게 분담시키는 경우도 있다.

(구)전자서명법 제4조175)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구)공인인증기관에는

한국정보인증(주), (주)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주), 한국무역정

보통신이 있다.

[그림 5-1] PKI 구성요소176)

175) 제4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

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31., 2008. 2. 29.>

②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③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

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

증시장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

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목적에 따라 인증업무

의 영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30., 2008. 2. 29.>

⑤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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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승인기관(PAA, Policy Approving Authority)

정책 승인기관은 인증서 운영을 위한 계층 구조 상 최상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Root CA’라고도 한다. 정책 승인기관은 공개키 기반 구조 전반

에 사용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공개키 기반 구조의 루트 인증기관으로서

의 역할을 하며 공개키 기반 구조 전반에 사용되는 정책과 절차를 생성

하여 수립하고, 하위 기관들의 정책 준수 상태 및 적정성을 감사한다.

정부 공개키 기반 구조의 경우 하나만 존재하고, 다른 나라의 정책 승

인기관들과 상호 연동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

(3) 정책 인증기관(PCA, Policy Certification Authority)

정책 인증기관은 정책 승인기관 아래 계층으로 자신의 도메인 내의 사

용자와 인증기관(CA)이 따라야 할 정책을 수립하며, 인증기관의 공개키

를 인증하고 인증서, 인증서 폐지 목록 등을 관리한다.

(4) 인증기관(CA, Certification Authority)

인증기관은 정책 인증기관 아래 계층으로 사용자의 공개키 인증서를

발행하고 또 필요에 따라 폐지하여 인증서 폐기목록(CRL)을 발행한다.

사용자에게 자신의 공개키와 상위 기관의 공개키를 전달하고, 인증서

소유자를 대신하여 공개키와 개인키 쌍을 생성할 수 있으며, 안전한 방

법으로 소유자에게 전달한다.

인증기관은 등록 기관의 요청에 의해 인증서를 발행한다.

나. 검증기관(VA, Validation Authority)

검증기관은 인증서와 관련된 거래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여기에 사용

되는 인증서의 유효성 여부와 인증서가 적절한 개체로 발급되었다는 것

을 신뢰 당사자에게 확인시켜 준다. 검증기관 없이 인증기관만 존재할

수 있으나, 적절한 인증서 검증 기능이 없다면, 인증서 기반 응용은 보안

측면에서 불완전하다고 간주될 수 있다.

검증기관은 외주로 운영하거나 인증기관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176) 박종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0-1학기 현대암호학-제10장 인증서(2021. 10.

20. 방문), 30면, <http://www.parkjonghyuk.net/lecture/modernCrypto/lecture

note/chap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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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기관과 인증기관은 통합적으로 운영되거나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다. 사용자와 최종 개체(subjects and end entities)

공개키 기반 구조 내의 사용자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용하는 시

스템 모두를 의미하고, 자신의 개인키/공개키 쌍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하

고, 공개키 인증서를 요청하고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전자서명을 생성

및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키가 분실 또는 손상되거나 조직

의 탈퇴 등으로 자신의 정보가 변했을 때 인증서 폐지를 요청할 수 있어

야 한다.

라. 등록기관(RA, Registration Authority)

등록기관은 사용자와 인증기관이 서로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 경우, 인

증기관과 사용자 사이에 두어 사용자가 인증서를 신청할 때 인증기관 대

신 사용자의 신분과 소속을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등록기관은 사용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인증서 요청에 서명을 한 후 인

증기관에 제출한다. 인증기관은 등록기관의 서명을 확인한 후 사용자의

인증서를 발행하여 등록기관에게 되돌리거나 사용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그러나 등록기관은 선택적인(optional) 요소이다. 등록기관이 없을 때에

인증기관은 등록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마. 저장소(Repository, Directory)

저장소는 사용자의 인증서를 저장하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발급한 인증서를 발급과 동시에 디렉터리에 저장하며,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상대방의 인증서를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정보는 이곳에서 포괄적으로 관리되며 디렉터리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접근 제한을 제공한다.

현재 디렉터리 표준형식으로는 ITU-T에서 정의한 X.500 표준형식과

이것을 간략화시킨 LDAP177)(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177) X.500을 근거로 한 디렉터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한 통신 규약. 미

국 미시간 대학에서 개발되었으며 디렉터리 정보의 등록, 갱신, 삭제와 검

색 등을 실행할 수 있다. 운영 체계(OS)나 그룹웨어 제품들이 지원해 주고

있다. RFC 2251에 규정된 버전 3이 최신판이며, 통신망을 이용한 이용자

메일 주소나 이용자의 정보를 검색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LDAP 서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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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3. 공개키 기반 구조의 형태178)

가. 계층 구조

① 최상위 루트 CA가 존재하고 그 아래에 하위의 CA가 계층적으

로 존재하는 트리형태로, 상위 인증기관이 하위 인증기관에 CA인증서를

발행하며 하위 인증기관은 상위 인증기관의 인증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② 최상위 인증기관 간의 상호인증은 허용하지만 하위 인증기관 간

의 상호인증은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③ 루트 CA 간의 상호인증을 통해 국제 간 상호동작을 원활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나. 네트워크 구조

① 상위 인증기관의 영향 없이 인증기관 각각이 자신의 인증정책에

따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형태이다.

② CA 간에 인증을 위해 상호인증서를 발행하여 인증서비스를 한

다.

③ 모든 상호인증이 허용되면 상호인증의 수가 대폭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그림 5-2] 계층 구조(좌)와 네트워크 구조(우)179)

는 넷스케이프 디렉터리 서버와 같은 전용 서버 제품도 있다. LDAP

[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78) 조현준, 앞의 책, 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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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혼합형 구조

① 계층 구조와 네트워크 구조의 장점을 취한 방법으로 각 도메인

별로 신뢰 관계가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다. 각 도메인의 독립적 구성을

허용하면서 서로 효율적인 상호 연동을 보장하는 구조이다.

4. 공개키 기반 구조의 주요 관리 대상180)

가. 인증서(PKC, Public-Key Certificate)

(1) 개요

① 한 쌍의 공개키/개인키와 특정 사람/기관을 연결시켜 주는, 즉

해당키가 특정인의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 전자서명에 사용

된 개인키와 상응하는 공개키를 제공하여 그 공개키가 특정인의 것이라

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증거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인증서는 표준화된 양식에 의거하여 믿을 수 있는 제3자(인증기

관)가 발행하며 PKI의 근간을 이룬다.

③ 공개키 인증서에는 이름이나 소속, 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 및

그 사람의 공개키가 기재되고, 인증기관(CA)의 개인키로 전자서명 되어

있다.

(2) 인증서 표준 규격 X.509

① 인증서는 인증기관에서 발행하고, 이용자가 그것을 검증하기 때

문에 인증서의 형식이 서로 다르면 매우 불편하다. 그 때문에 인증서의

표준 규격이 정해져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ITU나 ISO에서 정하고 있는 X.509라는 규

격이다. X.509는 인증서를 작성하고, 교환을 수행할 때의 표준 규격으로

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지원되고 있고, IP 보안(IP security), 안전한 소

켓 계층(SSL, Secure Sockets Layer), 안전한 전자거래(SET, Secure

Electronic Transaction)와 S/MIME(Secure/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ension)같은 네트워크 보안 응용에서 널리 사용된다.

② X.509 인증서 프로파일

179) 이병천, 중부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공개키기반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

(2021. 10. 20. 방문), 24면, <https://slidesplayer.org/slide/16633995/>.

180) 조현준, 앞의 책, 106∼109면.



- 145 -

[그림 5-3] X.509 인증서 양식181)

[그림 5-4] 인증서 프로파일(X.509 v3)182)

181) Behrouz Forouzan, Cryptography and Network Security-Chapter 15 키관

리(2021. 10. 20. 방문), 41면, <https://slidetodoc.com/chapter-15-copyright-the-

mc-grawhill-companies-inc/>.

182) 보안꿈나무, inforsecDreamtree, Lisense Study/정보보안기사-[정보보안기

사]_2.암호학_전자서명과 PKI(2021. 10. 20. 방문), <https://inforsecdream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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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서 확장 영역

① X.509v3 인증서의 확장영역은 사용자의 공개키 정보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공하며, 인증서의 계층 구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② 키와 정책 정보(key and policy information)는 인증서와 관련되

는 키와 키의 용도 및 인증서 정책에 관한 부가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기관키 식별자(authority key identifier)는 서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인키(private key)에 대응하는 공개키(public key)를 구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사용자키 식별자(subject key identifier)는 최종 개체가

여러 인증서를 획득한 경우(특히 여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획득

한 경우), 특정 공개키를 포함하는 인증서의 집합을 빠르게 구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키 사용(key usage)은 인증서에 포함된 키의 용

도를(예를 들어 암호화, 서명, 인증서 서명) 정의한다. 인증서 정책

(certificate policies)은 인증기관 자신이 발행한 인증서에 대한 정책을

인증서 내에 나타낼 수 있다.

③ 사용자와 발행자 속성(subject and issuer attribute)은 인증서

주체나 인증서 발행자에 대해 여러 형식의 여러 대체 이름을 지원한다.

사용자 대체 이름(subject alternative name)은 추가적인 신분(identity)

이 인증서의 사용자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한다. 정의된 선택 사항에는 인

터넷 전자 우편 주소, DNS(Domain Name System) 이름, IP(Internet

protocol) 주소,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가 포함된다. 발급자 대

체 이름(issuer alternative name)은 다양한 형식으로 된 하나 이상의 다

른 대체 이름을 포함한다.

④ 인증 경로 제약조건(certification path constraints)은 다른 CA

가 발행한 CA 인증서에 포함될 제한사항을 제공한다.

기본 제한(basic constraints)은 인증서의 사용자가 인증기관인지 여부

를 구분하고, 이름 제한(name constraints)은 사용자 DN(Distinguished

Name)이나 사용자 대체 이름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특정 이름 형태가

나타날 때만 제약을 가한다. 정책 제한(policy constraints)은 인증기관에

tistory.co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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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인증서 내에 정책 제한 확장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림 5-5] X.509 인증서와 인증서 취소 목록183)

나. X.509 인증서 폐지 목록 프로파일

(1) 인증서 폐지 사유

① 어떤 경우에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지를 해야

한다. 여기에 몇 가지 예가 있다.

첫째 사용자(주체)의 개인키(인증서 안에 있는 공개키에 대응되는 키)

가 침해를 당했을 경우, 둘째 CA가 사용자를 더 이상 인증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 특정 기관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 그 기

관과 관련지어 발행되었던 사용자의 인증서는 폐지사유에 해당된다. 셋

째 인증서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CA의 개인키가 침해를 받았을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CA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모든 인증서를 폐지해야만

183) 김호원, 부산대학교 정보보호 및 IoT 연구실·블록체인 보안 전문연구실·사

물인터넷연구센터, 인증서 및 OpenID Connect OAuth2 기술-OpenID

Connect, OAuth2 등-(2021. 10. 20. 방문), 8면, <http://infosec.pusan.ac.kr

/wp-content/uploads/2019/09/3.-%EC%9D%B8%EC%A6%9D%EC%84%9

C-%EB%B0%8F-OpenID-Connect-OAuth2%EA%B8%B0%EC%88%A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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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CRL(Certificate Revocation List)

① 폐지된 인증서들에 대한 목록을 인증서 폐지 목록(CRL)이라고

하며, 인증기관의 저장소(repository) 또는 디렉터리(directory) 시스템 등

에 등재하여 신뢰 당사자가 언제든지 이 목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취소된 인증서는 사용자에게 발행한 것과 다른 CA에게 발행한

것 모두를 포함)

② 인증서 폐지 목록에는 인증서 폐지 목록의 버전, 서명 알고리즘

및 발급 기관의 이름, 인증서 발급일, 다음 번 갱신일, 취소된 인증서에

대한 정보(인증서 일련 번호, 폐지 일자, 폐지 사유 등)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③ CRL(Certificate Revocation List) 내 각각의 폐기된 인증서는

인증서 일련 번호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다. 인증서 운영 프로토콜

(1) 온라인 인증서 상태 검증 프로토콜(OCSP, Online Certificate

Status Protocol)

① OCSP는 CA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CRL을 검사하는데 OCSP가

구현되면 작업은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수행된다. 따라서 CRL은 여

전히 사용되고 있지만, 인증서 검증 과정에서 CRL을 확인할 수 있는 프

로토콜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즉 실시간으로 인증서의 상태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② OCSP는 IETF PKIX 작업반에서 1997년 첫 번째 인터넷 드래

프트를 제안한 이래 9번의 개정을 거쳐 RFC 2560(proposed standard :

1999)으로 발표되었다. 그리고 OCSP는 OCSP 클라이언트, OCSP 서버,

인증 서버로 구성된다.

③ 참고로 PKI 환경에서 인증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PKI

실체들(이용자, 인증기관, 등록기관, 인증서 저장소 등) 간의 통신 프로토

콜을 인증서 관리 프로토콜(CMP, Certificate Management Protocol)이

라고 한다.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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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온라인 인증서 상태 검증 프로토콜(OCSP)185)

제 7 장 전자적 영장 집행 방안의 모색

제 1 절 전자서명과 암호화 기술

1. 관련 법률 상 용어의 정의

(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

절차전자문서법)

(1)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2)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

니한 서류 또는 도면ㆍ사진ㆍ음성ㆍ영상자료 등(이하 “전자화대상문서”

라 한다)을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한 전

자문서를 말한다.

(3) “형사사법업무”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를 말한다.

184) 보안꿈나무, inforsecDreamtree, Lisense Study/정보보안기사-[정보보안기

사]_2.암호학_전자서명과 PKI(2021. 10. 20. 방문), <https://inforsecdreamtree.tist

ory.com/9>.

185) 한국전자인증 홈페이지 내 ‘공인인증솔루션-CrossCert OCSP-OCSP 구성

도(2021. 10. 20. 방문)’, <https://www.crosscert.com/solution/03_1_05.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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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말한다.

(5)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

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서 이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 제

출, 송신ㆍ수신하거나 관리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6)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7)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

서명을 말한다.

(8) “사법전자서명”이란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법관 또는 법원서기관ㆍ

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형

사사법절차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약칭: 형사절차전자화법)

(1) “형사사법업무”란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

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형사사법정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4)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

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ㆍ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

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5)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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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말한다.

(6) “형사사법포털”이란 국민이 형사사법정보에 쉽고 신속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하 “공통시스템”이라 한다)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

(다) 전자서명법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전자서명법 제2조 제1항)

(2) “전자서명”은 서명자의 신원,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

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

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의미한다.(전자서명법 제2조 2항)

(3)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

자적 정보를 말한다.(전자서명법 제2조 제3항)

(4) “전자서명수단”이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

단을 말한다.(전자서명법 제2조 제4항)

(5)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속한다는 사

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전자서명법 제2조 제5항)

(6)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전자서명법 제2조 제6항)

(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약칭 : 전자문서법)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

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전자문서법 제2조 제1항)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작성자”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신자”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5)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

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6) “전자거래사업자”란 전자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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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거래이용자”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업자

외의 자를 말한다.

(8) “공인전자주소”란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

기 위하여 문자ㆍ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로서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

된 주소를 말한다.

(9)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이하 “전

자문서보관 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

은 자를 말한다.

가.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나. 그 밖에 전자문서 관련 업무

(10)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마) Electronic Signature VS Digital Signature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가. 서명자

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의 사항을 나

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자서명은 영어로 'Electronic Signature' 또는 ‘Digital Signature’로

표현된다. 'Electronic Signature'는 전자펜 등 전자기술을 이용하여 구현

된 서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Digital Signature’는 일반적으로 전

자서명 중 공개키 기반 암호화 방식을 사용한 서명을 의미한다.

전자서명법상의 개념은 후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전자문

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의 개념은 위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86).

그러나 ‘Digital Signature’가 전자서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전자서명을 ‘Digital Signature’에 국한하

여 설명하기로 한다.

186) 배대헌, “전자서명과 인증”, 「인터넷 법률」, 창간호, 법무부, 2000, 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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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서명의 효력

전자서명의 효력에 대해서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은 “전자서명은 전

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

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2항은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

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

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은「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서명법에 따라 수기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영장

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하더라도 수기서명과 같은 효력을 가

지게 된다.

3. 전자서명 생성과 검증 과정

가. 전자서명의 생성

(1) 송신자는 공개키와 개인키의 쌍을 생성한다.

(2) 메시지(원문)를 해시하여 고정된 길이의 출력값(메시지 다이제스

트)을 생성한다.

(3) 이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1)의 과정에서 생성된 송신자의 개인키

로 서명(암호화)한다. 이는 ‘송신자만이 가지고 있는 개인키로 메시지(원

문)에 서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개인키에 의해 암호

화된 메시지가 ‘전자서명’이다.

나. 전자서명의 검증

(1) 수신자는 송신자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송신자의 전자서명을 복호

화한다.

(2) 전자서명의 생성과정과 마찬가지로 메시지(원문)를 해시하여 고

정된 길이의 출력값(메시지 다이제스트)을 생성한다.

(3) 이 메시지 다이제스트 값이 복호화한 전자서명과 일치하는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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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검증한다.

[그림 6-1] 전자서명 생성 및 검증 절차도

4. 공인인증서의 이해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란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

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전자

서명법 제2조 제6항)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로 공인인증기관 중 우리

가 잘 알고 있는 기관은 현재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

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이 있으며, 이 인증기관이 인정한 은행, 증

권회사 등의 등록대행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에서는 (ⅰ)가입자의 이름, (ⅱ)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 정

보, (ⅲ)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ⅳ)공인인증

서의 일련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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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인증서 내부 구조

인증서의 내부 구조를 열어보면 (ⅰ)버전, (ⅱ)일련번호, (ⅲ)서명 알고

리즘, (ⅳ)발급자, (ⅴ)유효 기간(시작), (ⅵ)유효 기간(끝), (ⅶ)주체, (ⅷ)

공개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위 항목 중 버전은 공인인증서의 버전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X.509187) V3 표준을 사용하고 있다. 서명 알고리즘은 sha256, RSA를 이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련번호는 인증서의 고유 번호를 의미하고,

187) X.509는 암호학에서 공개키 인증서와 인증알고리즘의 표준 가운데에서 공

개 키 기반(PKI)의 ITU-T(Inte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Teleco

mmunication Standardizaton Sector) 표준이다.(정보통신기술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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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시작)과 유효기간(끝)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을

의미한다. 그 밖에도 기관키 식별자, 주체 키 식별자, 주체 대체 이름,

CRL 배포 지점, 기관 정보 액세스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공인인증서가 저장되는 경로 중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폴더는

NPKI 폴더와 GPKI 폴더가 있다. NPKI(Natural Public Key

Infrastructure)는 국가용 공인인증서를 의미하고, GPKI(Gover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는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 공인인증서

를 의미한다. 즉 PKI(Public Key Infrastructure)는 공개키 기반구조를

의미하고, 공인인증서 발급과 사용을 위한 인프라 역할을 한다.

5. 전자서명을 통한 전자영장의 집행 과정

[=Key, =Message, =Signature, =Certification, =Verification]
① 먼저 검찰은 공개키(검공 )와 개인키(검개 ) 한 쌍을 생성한다.

② 검찰은 메시지(원본 영장)[]를 해시[]한 후 검찰의 개인키(검개 )

로 서명(집행지휘)[]을 해서 원본 영장과 암호화된 해시를 금융기관에

전송하면 되는데, 금융기관이 이 암호화된 해시 즉, 서명이 검찰의 서명

이 맞는지 검증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므로 검찰은 전송 시에 원본

영장, 서명(암호화된 해시), 인증서(검찰의 공개키)를 함께 전송한다.

[ (영장) + 검 (검개 , H()) + (검공 ,  (
개 , 검공 ))]

③ 금융기관은 서명의 검증을 위해서 먼저 인증서의 유효성을 검증한

다. 인증기관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인증기관의 개인키로 암호화된 서명

을 풀면, 즉 인증기관의 서명을 검증해서 확인이 되면 검찰의 공개키가

맞다는 것이 검증된다.

[ (
공 ,  ) → 검공 ]

④ 금융기관은 인증서를 통해 검증된 검찰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검찰

의 개인키로 암호화된 검찰의 서명을 검증한다.

[검 (검공 , 검 ) → ]
⑤ 이제 금융기관은 메시지(영장)[]가 검찰이 서명(집행지휘)[]한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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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전자서명을 통한 전자영장의 집행과정188)

6. 전자봉투를 이용한 전자영장의 암호화 전송

가. 전자봉투(Digital Envelope)의 개념

전자봉투의 개념은 공개키 암호화와 비밀키 암호화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암호화 방식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비밀키 암호화 방식은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칭되는 하

나의 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키 분배의 문제가 발생하고, 반면 공개키 암

호화 방식은 비밀키 암호화 방식에 비해 속도는 느리지만 키를 공개한

상태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키 분배의 문제가 해결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각 암호화 방식의 장점들을 묶어 메시지를 비밀키로 암호화 한

후, 다시 비밀키를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보내는 것이 효과적인

전송 방법으로 개발되었고, 이것이 마치 비밀키를 편지봉투에 담아서 보

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여 이를 전자봉투라고 표현하게 되었다.

188) Blog-IT, I Think-공인인증서와 블록체인을 이용한 공동인증 [1]-2.전자서

명-그림9. HASA함수를 사용한 전자서명(2021. 10. 20. 방문), <https://chol

ol.tistory.com/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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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전자봉투 개념도

나. 전자영장을 암호화하여 전송

(1) 전자봉투의 암호화

검찰은 전자영장을 암호화하여 전송하기 위해 우선 전자서명을 생성하

고 전자서명과 전자영장(원문) 그리고 검찰의 공개키가 들어있는 인증서

를 비밀키(DES 알고리즘 등에 사용되는 대칭키)로 암호화한다. 이 전자

서명 세트[전자서명, 전자영장(원문)]와 (공개키가 들어 있는)인증서 전체

를 암호화한 비밀키를 금융기관의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전송하게 되는데

이것이 전자봉투가 되는 것이다.

결국 검찰은 최종적으로 비밀키로 암호화한 결과와 금융기관의 공개키

로 암호화된 비밀키를 전자봉투를 통해 금융기관에 보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자봉투를 이용하면 기밀성까지 확보하게 되어 기밀성, 무

결성, 인증, 부인 방지를 모두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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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전자봉투를 이용한 암호화 전송189)

(2) 전자봉투의 복호화

전자봉투를 통해 검찰로부터 금융기관의 공개키로 암호화된 상태로 비

밀키를 전달받은 금융기관은 우선 전자봉투를 자신의 개인키로 복호화 하

여 비밀키를 획득한다. 그 비밀키를 이용하여 전자서명과 전자영장(원문),

검찰의 인증서를 복호화 한다. 복호화 한 인증서에서 검찰의 공개키를 얻

어 전자서명을 복호화한 후 이를 전자영장(원문)을 해시한 결과와 비교하

여 일치하면 검찰에서 보낸 원본 영장으로 검증 및 확인되는 것이다.

189) 이경환, 위덕대학교 경찰정보보안학과 홈페이지, 커뮤니티-자료실-사이버

보안개론 8장, 9장 강의자료-ch08_암호를 이용한 전자상거래.ppt-(2021.

10. 20. 방문), 18면, <https://hacking.uu.ac.kr/bbs/board.php?bo_table=sub0

4_04&wr_id=10&pag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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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전자봉투의 복호화190)

7. 전자서명에 필요한 요소

전자서명의 조건은 ①서명자 신원확인(전자서명에 사용된 개인키의 소

유자가 전자서명 행위를 한 자임을 증명하는 것), ②위조불가(권한 있는

서명자 이외에는 전자서명의 생성이 불가능한 것), ③변경불가(전자서명

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전자서명 자체의 변경이 불가능한 것), ④부인불

가(전자서명자는 전자서명 이후 자신이 전자서명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

이 불가능한 것), ⑤재사용불가(특정 전자문서의 서명을 다른 전자문서의

서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등이 있다.

추가적으로 공격자가 원문의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비밀을 유지하는 기

밀성(Confidentiality)은 전자봉투에 대한 설명에서 보았듯이 암호화를 통

하여 해결할 수 있고, 전송 도중에 문서 내용에 대한 변경이 없었다는

것을 보장하는 무결성(Message Integrity)은 해시값 비교로 해결되며, 문

190) 이경환, 위의 자료,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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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실제로 보낸 사람과 송신자의 명의가 일치하는 사용자 인증(User

Authentication)은 송신자의 공개키로 복호화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고,

송신(서명)부인방지(Non-repudiation of origin)와 수신부인방지

(Non-deniability of receipt)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서는 전자서명 고유

의 기능, 즉 송신자의 개인키로 원문의 해시값을 암호화(해시 후 서명)한

후 수신자에게 전송하고, 수신자는 송신자의 공개키로 복호화(서명 검증)

함으로써 해결(송신자만이 서명할 수 있으므로)될 수 있고, 비밀키 암호

화 방식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신뢰 기관(TTP : Trusted Third

Party), 즉 인증기관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전자서명의 조건 중 일반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서명

재사용의 문제이다. 그러나 서명 재사용의 문제는 서명이 메시지를 기반

으로 한다는 점에 착안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메시지 M과 M'에 대한 전자서명을 각각 Sig(M), Sig(M')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메시지에 대한 암호화된 해시값, 즉 전자서명은 서로 다

르므로[Sig(M)≠Sig(M')] 메시지 M에 대한 서명인 Sig(M)을 메시지

M'에 서명으로 붙일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시스템 상에서의 재전송 공격(Replay Attack), 즉 프로토콜 상에

서 유효한 메시지를 골라 복사 후 재전송함으로써 정상적인 사용자로 가

장하는 공격에 대해서도 타임스탬프, 넌스(Nonce) 등을 이용하여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 8 장 실제적 구현

제 1 절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191)

가. 개요

191)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2020. 8, 11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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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를 전자화하여 형사사법기관이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에서

수사, 기소, 재판,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로서 생성된 정보와 문서

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전자적 업무관리 체계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및 「약식절차등에서의 전자문서이용등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2010년 7월 12일부터 운영되어 왔다. 형사사법정

보시스템은 경찰 및 해양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각 기관별 업무 특성

을 고려하여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결재,

문서관리 등은 공통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생성된 정보를 활용한다. 다만,

현재 해양경찰은 독립된 시스템 없이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제한

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성도

[그림 7-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성도192)

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한계

192)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PMO 사업 제안요청서”, 2020. 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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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정보를 생성, 저장, 처리하기 위한 인프라로서의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이 이미 구축,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절차의 근간

이 되는 「형사소송법」은 아직까지 종이기록만을 원본으로 인정하고 있

어 전자적 사건처리에 법적 제약이 존재한다. 즉 현재 대부분의 형사사건

문서는 일단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

인한 종이기록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여 재판에서 활용하고 있다.

음주·무면허 운전사건 등 단순·경미한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부터 벌금 납

부까지의 전 과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전자약식 시스템으로 수행될

뿐이다. 한편,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서는 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 애플리

케이션을 통해 사건 조회 및 벌과금 조회, 전자민원신청, 각종 통지서 및

재판서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온라인·모바일로 처리가 가

능한 서비스는 전체 민원서비스 중 일부에만 한정되어 있다.

2. 기관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현황193)

가. 경찰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수사업무 처리를 위한 사건수사, 전자결재

시스템과 수사 업무포털인 KICS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사건수사시스템

은 사건접수부터 송치까지의 사건처리 업무 및 수사지원 업무를 지원하

며, 사건처리, 정보검색, 분석, 지원 관리 등의 하위 메뉴로 구성된다. 전

자결재시스템은 각종 수사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 결재 후 검찰 및 법

원으로 유통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자결재, 문서관리,

유통관리, 서식관리 등의 하위 메뉴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KICS

에서는 수사업무 수행 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기

능과 KICS 개선의견 수렴 및 문의 응대 등 소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17개 경찰 내부시스템, 4개 형사사법기관

의 16개 시스템, 9개 외부기관의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

나. 검찰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검찰의 수사, 결정 및 집행 업무를 지원하

193)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위 보고서, 113∼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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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건관리, 수사결정, 재산형집행, 자유형집행, 공판지원 등 30개 응용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다. 사건관리시스템은 사건 수리 및 배당, 영장관

리, 진정내사, 사건 처분결과 통보, 기소중지 등의 업무를 지원하며 수사

결정시스템은 검사실로 배당된 미제 사건을 관리하며, 사경에 대한 건의

지휘, 영장청구, 조사, 처분결정 업무 등을 지원한다. 재산형집행시스템은

재산형 집행 대상에 대한 접수, 조정, 납부명령, 수납 및 미납 시 강제집

행 또는 유치집행을 통한 수납처리 등 재산형집행 업무를 지원하며, 자

유형집행시스템은 재판의 선고결과 입력, 확정업무 및 자유형 관련 집행

업무 처리를 지원한다. 공판지원시스템은 법원의 사건 배당정보 수신 후

공판준비, 변론종결, 선고 조회 및 결과 확인, 항소 및 상고, 피해자 통지

등 공판업무 전반을 지원한다.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17개 내부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으며, 4개 형

사사법기관의 17개 시스템 및 9개 외부기관의 시스템과도 연계되어 있다.

다. 법무부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집행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보호관찰시스

템, 소년보호정보시스템, 감호정보시스템, 수용정보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보호관찰시스템은 보호관찰 대상자와 보호관찰 상황 파악 등의 업무를

지원하며 법무부 내부 보호통합지원시스템 및 위치추적시스템과 연계되

어 운영되고 있다. 소년보호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소년원의 입·출원관리,

분류심사, 분류처우, 상담조사 및 대안교육 업무를 지원하며 법무부 소년

교육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감호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치

료감호소의 감호정보관리, 치료감호위탁관리, 정신감정 및 통계관리업무

를 지원하며,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

수용정보시스템은 법무부 교정본부 수형자의 입소 및 출소 등 수용정보,

출정업무 등을 지원하며, 교정본부의 통합교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운

영되고 있다.

라. 형사사법공통시스템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은 국민에게 형사사법 정보를 제공하는 형사사법포

털과 경찰, 검찰, 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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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있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국민에게 사건조회, 벌과금조회, 가납금환급조회

및 신청, 재판서 및 통지서 조회, 전자민원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건조회 서비스는 경찰, 검찰, 법원의 사건검색 기능을 제공하는데, 사

건관계자별로 조회 가능한 사건 및 제공정보가 상이하다. 벌과금 조회

및 가납금환급조회 서비스는 납부명령을 받은 벌과금 및 납부내역, 가납

금환급정보를 제공한다. 재판서 및 통지서 서비스는 27종의 기관별 통지

서 및 재판서의 온라인 열람 기능을 제공하는데, 모바일 형사사법포털에

서는 27종 중 4종에 대한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민원신청 서비

스는 형사사법기관별 온라인 민원신청 및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온라인에서 예약신청 후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방문예약 서비스가

있으며 36종의 민원신청 중 검찰민원 10종은 모바일 형사사법포털을 통

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3.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괄194)

가. 개요

(1)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

㈎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원격화상조사 서비스

㈏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모바일 기반 현장조사

㈐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형사사법 민원 시비스 재편

㈑ 지능형 형사사법도우미(챗봇) 서비스

㈒ 피해자 지원 토털서비스

(2)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절차 실현을 위한 형사사법업무 혁신

㈎ 현장 중심 업무처리를 위한 모바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도입

㈏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조서작성 서비스

㈐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확대

㈑ 디지털 수사자료 관리·유통·활용체계 구축

㈒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서비스

㈓ 형사사법 환경변화를 고려한 정보공동활용 확대

194)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위 보고서, 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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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변화에 대비한 사전 대응방안 마련

㈕ 고도화 한계 극복을 위한 KICS 근본적 개편

(3) 디지털시대·지능정보사회에 걸맞은 미래지향 IT구조 개편

㈎ 미래지향 아키텍처 구축

㈏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 생명주기 기반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

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성도

[그림 7-2]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성도195)

4. 새로운 시스템 도입 및 기존 시스템 개선

가. 모바일 KICS 도입

전자영장의 원격 집행과 함께 실제 수사기관의 외부 업무, 즉 현장수

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사건에 대한 영장 조회 기능, 사건종

합 검색, 수사대상자 검색, 수사정보 조회, 관할검색, 판결문 조회, 결정

195)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

축 PMO 사업 제안요청서", 2021. 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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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검색, 신원조회 등 각종 조회, 검색 기능 등을 제공한다.

위 모바일 KICS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즉시 조회하여 바로

전자결재를 올릴 수 있고, 현장에서 피의자 등을 체포할 때에도 전자영

장을 모바일 환경에서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수사서

류를 검색하여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영장

신청 및 청구가 필요 시 현장 사진이나 영상 등을 곧 바로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전송할 수 있으며, 수사단계가 아닌 공판단계

에서도 법정에서 바로 관련사건 조회나 증거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

템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차세대 형사사법포털 앱 설치 방법은 아래 ‘그

림 7-3’과 같이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3] 차세대 형사사법포털(KICS) 앱 설치 방법196)

[그림 7-4] 모바일 KICS 주요 활용 서비스197)

196)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2021. 10. 20.), <https://www.kics.go.kr/po

rtal/jsp/popup/mblSvcGuid.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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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전자영장의 집행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주로 전자적인 방식으로 금융기

관을 방문하지 않고, 원격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만약 필요에 따

라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더라도 기존의 종이영장이 아닌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전자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금융거래정보

를 제공받는 즉시, 압수목록을 교부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일반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시, 자유

형미집행자 검거 시, 벌금 및 사건 수배자 검거 및 체포 시에 주로 모바

일 기기를 통한 전자영장의 집행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 현장에서 영장 원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

고, 무엇보다도 휴대성이 편리하여 체포나 검거 시 바로 대상자에게 영장

제시 후 진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이 구비되어야 한다.

특히, 현장에서 수배 조회, 사건조회, 주민조회, 차량조회 등 필요한 조

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전자영장 집행 시 모바일 기기를 통한 영장 조회 기능뿐만 아니라

재판 시에도 각종 사건기록, 공판문서, 피고인 상세정보, 공판카드 등 관

련 정보를 조회하고 입력 및 관리하는 기능이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안정책 및 업무 특성에 맞는 시스템 설계

모바일 기기는 휴대하기 편하기 때문에 수사 현장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지만 반면에 사용자 인증이 필요하고, 도난·분실 시 보안 대책을 강구

해야하는 등 모바일 기기 활용과 관련된 업무 특성에 맞게 단말-플랫폼

-네트워크-서버 등 구간 별 위협 대응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업무용 PC와 인

터넷용 PC를 망 분리 하듯이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분리하고, 업무 시에는 공용 휴

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단말 단계에서부터 망 분리에 준하는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 구간 별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다.

197)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 2020. 4,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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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선

수사기관 중 검찰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전산정보처리시스

템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털 통합 구조도’와 같이 검찰에서 내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형사절차 완전 전자

화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고 연계하는 방식으로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우선 가장 시급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원본 원격 집행을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전자영장의 유통을 위

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과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털을 만들어야 한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은 향후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뿐만 아니

라 나아가 일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포함),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모든 영장의 신청, 청구, 발부, 집행 등 유

통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이고,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털은 수사기관 내

부의 업무 망과 금융기관이 접속할 외부 인터넷 망 사이에서 전자영장과

금융거래정보의 유통을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이다.

알림 기능을 통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이 접수되었음을 확인

한 금융기관은 업무용 PC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

털에 접속하게 된다. 인증을 거쳐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열람하는 순간 영장은 제시된 것이고, 이제 금융기관은 종이영장 원본이

제시된 것이나 종이영장의 사본을 모사전송으로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면서도 동시에 영업에 방해를 받지 않고, 기존의 방식대로 자연스럽

게 금융거래정보 제공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은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털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상대방(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융거래정보의 수신 확인

이 되면 자동적으로 금융기관에 압수목록이 교부된다는 것이다. 물론 압

수목록이 도착하였다는 사실도 알림 기능으로 통지, 통보가 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털은 향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나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제공 목적으

로 선별한 자료를 전송하기 위해서 접속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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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전자영장을 통해 압수·수색영장을 전자적으로 원격 제시하

면, 선별 후 해당되는 자료인 이메일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 위 플

랫폼에 접속하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추후 전자영장이 확

대되는 추이에 따라서 명칭을 ‘영장 집행 자료 제공 포털’ 또는 ‘정보 제

공 포털’ 등 여러 종류의 영장을 포괄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면 되

는 것이다.

[그림 7-5]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털 통합 구조도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가) 기본개념

형사절차의 완전한 전자화를 목표로 기관 중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

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리고 법원과의 향후 연계를 고려하여

구축한다.

사건접수에서부터 사건의 처분·공소유지·형확정·집행까지 형사절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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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서 생성·유통·보관되는 모든 문서를 전자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관

간의 업무처리를 기존의 종이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적인 문서를 이용하

여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시스템을 설계해 나간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프로세스는 기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사용

되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동일한 프로세스로 생성 유통되는

종이 서류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처리하도록 구축하고, 형사절

차 완전 전자화 프로세스 안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전자영장정보시

스템 등의 형사절차에 해당하는 프로세스를 먼저 구현한다. 논의 과정에

서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모든 영장에 대해서 전자영장을

도입하는 것을 찬성하였으나,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우선적으로 시행

해보고 나머지 종류의 영장에 대해서 추후 경과를 지켜보고 검토하는 것

으로 의견 제시하여, 법원의 의견에 따라 먼저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

전자영장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법기관에서의 전자영장 및 전자영장과 관련된 전자문서 생성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 등 형사사법절차와 관련된 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

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생성된 ‘중간단계의 전자문서198)’는

각 형사사법기관의 특성에 맞는 전자결재 방식을 통해 ‘최종단계의 전자

문서’로 완결되어야 하며, 전자서명을 포함한 진본성·무결성을 보장하는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문서를 생성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최종적인 전자문서는 PDF/A-1199) 문서 포맷을 사용하여 생성되도록

198) ‘중간단계의 전자문서’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문서로 최종적

으로 기관 간 유통되는 전자문서가 되기 전 단계의 전자문서를 말하며 현

행 ‘HWP’ 파일형식 또는 ‘ODT(오픈도큐먼트)’ 파일형식 등 그림/도형/표

삽입 등과 같은 자유로운 편집이 가능한 문서 포맷을 말한다.

199) PDF/A-1는 PDF 포맷의 한 버전으로 A는 ‘Archive(아카이브)’를 의미하는

데 Archive(아카이브)란 ‘소장품이나 자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한데 모아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아둔 파일’이라

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PDF/A는 장기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문서

파일 포맷이라는 뜻이다. PDF/A-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의된 장

기전자용 문서보존포맷이라고 할 수 있다. (ISO 19005-1) 국내에서도 이러

한 표준을 준용하려는 연구가 있었고 마침내 2006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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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해당 포맷의 문서가 형사사법기관 간의 유통에 사용되는 기본 문서

형태로 협의가 되어야 한다. PDF/A-1 문서를 문서보관 표준 포맷으로 선

정한 이유는 문서가 생성된 당시의 애플리케이션이 없어도 미래에 해당

문서의 내용과 외형을 그대로 재현하여 내용을 볼 수 있는 포맷으로서 장

기 저장에 유리하고, 수정 가능한 외부 소스링크 등의 기능이 생략되어 있

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공식적으로 PDF/A-1 포맷을 문서보관 표준 포

맷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향후 전자정부의 정책에 대한 호환성을 고려해

보면 PDF/A-1 문서 포맷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진본성·무결성을 보장하는 기술적 조치로는 행정안전부 전자문서진본

확인센터200)와 같은 제3자의 증명을 통한 타임스탬프201), 형사사법절차

에 포함된 기관 간에 블록체인202)기술 및 대체 불가능한 토큰

(Non-Fungible Token, NFT)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생성되는 전자문서에는 관련 디지털 자료를 등록(첨부)할 수 있어야

하고 첨부된 자료는 문서 내에서 링크로 확인 또는 결재환경(뷰)에서 디

지털 자료 목록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구현하면 될 것이다.

원은 PDF/A-1을 공공기관의 전자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문

서보존표준 포맷으로 확정하였다.

강일용, it dongA, [칼럼] PDF라고 다 같은 PDF가 아니다, 보관용은 따로

있다(2016. 11. 21.)(2021. 10. 20. 방문), <https://it.donga.com/25481/>.

200) 전자문서진본확인센터(GTSA, Government Time Stamp Authority)란

각종 전자(화)문서의 진본 및 시점 확인을 위해 타임스탬프를 발급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TTP, Trust Third Party)을 말한다.

전자문서진본확인센터(2021. 10. 20. 방문), <https://www.gtsa.go.kr/redir.

action>.

201)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 13호에서는 「“타임스

탬프”라 함은 전자화문서와 시각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시각정보의 생성시에

그 전자화문서가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데이터 혹은 정보를 분산시켜 저장하는 기술로

서, 사용자는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기록하거나

조회 할 수 있다.(이새봄·박아름·송재민, “블록체인 기술과 활용 연구”, 한

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제26권 제2호(통권 203호), 2021,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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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에서 형사사법기관이 생성한 문서가 아닌 금융

기관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결과로 제출한 엑셀 파일과 같은 비정형

적인 전자문서인 경우와 종이 문서와 같은 비전자적인 문서인 경우에 대

해서도 진본성·무결성을 확보하는 기술적 조치를 거쳐 형사사법정보시스

템의 전자문서 관리 체계에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접수단계에서 변환

후 생성(등록)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이문서의 경우 전자화프로그램(전자스캔시스템)을 도입하여

스캐너 관리 및 제어, 스캔작업 관리, 전자화문서 생성, 전자화문서 이관

등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애초에 금융기관에 협조를 통해 되도록 전

자문서 규격에 맞는 형식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하고, 그래도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예를 들어 종이문서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위와 같이 형

사사법기관이 자체적으로 전자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문서의 종류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하게

영역의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적으로 생성되는 ‘전자영장’의 경

우 최초 작성 후 추가 및 삭제의 내용을 현재 업무처리와 최대한 유사한

방법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검찰에서 청구

한 전자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의 내용 그대로 법원에서

발부하는 경우는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추가하는

경우는 ‘삭·가’ 표시를 원문 내용을 보존해둔 채로 수정할 수 있도록 구

현하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금융계좌추

적용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법원에서 ‘직전 직후 3개월’을 ‘직전 직후 3

1개월’로 수정한 후 ‘가자
삭자 ’ 또는 ‘정1자’ 와 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수표사본, 전표, … ’를 ‘수표사본, 전표, … ’로 수정한 후 ‘삭4자’로 처리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삭·가·정’ 처리기능이 구현된다면 전자

영장에서도 일반 종이영장과 마찬가지로 시각적이면서도 즉각적인 수정

이 가능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전자서명

전자서명으로 전자문서 작성자 또는 결재자의 확인 및 전자문서의 무

결성, 부인방지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에 적용되는 전자서명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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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향후 변경되는 법률, 시행령 등 제도적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구축

되어야 하며 전자서명에 사용된 전자서명(개인키 등)이 사용기간 도과로

폐기되더라도 이후에 서명자 확인 등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

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법령 정비에 따라 약간의 수정을 가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되 기

본적인 구조는 전자영장 원문을 해시하여 다이제스트를 형성하고, 다이

제스트를 송신자의 개인키로 암호화하여 전자서명을 생성한 후, 전자영

장에 서명을 붙여서 함께 전송하고, 수신자는 전자서명을 송신자의 공개

키로 복호화 하여 다이제스트를 얻고, 전송받은 전자영장을 해시한 다이

제트와 비교한 후 일치하면 검증되는 구조로 가야할 것이다.

여기에 전자영장과 전자서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봉투

개념, 즉 전자영장과 암호화된 해시값, 인증서를 비밀키로 암호화하고,

비밀키를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면 기밀성까지 보장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전자서명이 가능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활용하여 조서,

영장, 전자화 문서에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구현하고, 전자서명이 된 전

자문서를 원본으로 최종 저장되게 하여야 한다.

(다) 전자영장의 결재

결재 상신된 전자영장은 전자기록뷰어를 통해 조회되고 결재 처리되도

록 하고,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결재 진행, 기안 작성, 상급자의 전자

영장 검토 및 결재 완료, 담당 부서로 사건기록 자동인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결재자가 문서 수정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정 사유, 수정 이력 등을 기록, 관리하고 결재자가 수정한 내용을 기안

자가 수정 전·후 변경내용을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결재자의 문

서 수정 등의 기능은 형사사법기관의 실정과 실무에 맞게 사용 여부를

선택 가능하도록 분석·설계 단계에서 구체화하도록 한다.

(라) 전자기록뷰어 구축

전자영장도 일반 전자문서와 마찬가지로 E-Book 방식의 화면 넘기기



- 175 -

효과, 문서 썸네일, 열람화면 글자 진하기 및 밝기 조정 등이 가능하도록

구현하고, 문서 내 검색, 부전지, 책갈피, 메모, 주석, 형광펜, 밑줄 표시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특히, 전산정보처리시스템과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털을 연계하는 전자

영장지갑 기능을 마련하여 책갈피, 북마크, 최근 검색이력, 상세정보 조

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통 검색결과 보기, 결과 내 재검색, 더 많은 검

색결과 보기, 명칭 변경, 법령 검색, 검색결과 북마크 저장, 공통본문 상

세보기, 본문 보기, 한글/한자 변환, 본문단어 찾기 기능 등을 구현하면

더욱 편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원본 전자영장은 그대로 유지하며 각 조직의 문서 공유(열

람) 권한자 간에 부전지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 대상이 아닌 뷰어에서 변경된 내용을 별도의 저장 공간에 보존하여

확인 가능하도록 구현되어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전자문서의 유통 및 관리

기본적으로 사건정보와 전자사건기록(전자문서 및 전자수사자료) 등의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전자영장의 유통은 전자

영장 자체(표준서식 포함)와 영장의 내용을 시스템 상에서 빠르게 참조·

확인 가능한 메타데이터(metadata)203)를 함께 유통해야 하며, 메타데이

터는 전자영장과 마찬가지로 보관, 관리되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메타데이터 파일은 유연성을 확보한 방식을 이용하고 형사절차 전자화

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할 수 있어야 하며 현행 형사사법정

203) 메타데이터는 일반적으로‘데이터에 대한 데이터(data about data)’라고 하

며, 대상이 되는 정보자원의 속성과 특성 및 다른 자원과의 관계를 기술하

여, 이용자의 관점에서는 검색을 돕고 관련기관에서는 정보원 제어와 관리

를 돕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메타데이터는 실제로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예를 들면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등)는 아니지만, 이 데이터와 직

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를 나타내는 말

이다.(서태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표준화기술지원실, “디지털 지식정

보자원의 상호운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활용방안”, 지식정보인프라, 통권

19호(2005. 07),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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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스템의 문서 유통표준인 XML204) 형식 또는 상대적 경량의 JSO

N205) 형식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문서를 작성하거나 활용

할 때 시스템에서 정하는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따라 통일시킬 필

요가 있으므로 XML 형식으로 유통하고 관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바) 전자영장의 열람·복사(등사)·출력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유통·관리되는 전자영장 및 저장된 자료의 열

람, 복사(등사) 및 출력은 향후 변경되는 법률, 시행령 등 제도적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제도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각 기관

의 특성에 맞는 절차를 통해 처리되도록 하고 출력된 전자영장의 경우 그

내용이 원본인 전자영장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야 하고, 전자영장을 전자적 형태로 복사(등사)하는 경우 해당 전자문서가

복사된 전자영장임을 표시할 수 있는 조치도 포함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열람·복사(등사)·출력되는 문서는 제공되는 목적 및 대상에 따라 적절

한 비식별화 조치(승인과정 포함)를 한 뒤 제공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

204)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은 1996년 W3C에서 제안하여 1998년

에 표준으로 제정된 것으로, 웹상에서 구조화된 문서를 전송 가능 하도록

설계된 표준화된 텍스트 형식이다. 이는 HTML의 한계를 뛰어넘어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의 복잡성을 제거한

SGML의 부분집합(subset)이다. XML의 장점은 XSL(eXtensible

Stylesheet Language)을 이용하여 문서로서의 역할을 가지며 문서 그 자

체가 데이터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가진다는 것이다(김성한·정재길·정회경,

"XML 기반의 정보통합을 위한 문서 변환 시스템에 관한 연구", 「인터넷

정보학회지」, 제2권 3호, 2001, 47면.)

205)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은 간결함과 높은 처리 효율성과 같은

장점으로 인해 XML을 대체하는 데이터 교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

다. 또한 MongoDB 등과 같은 대용량 데이터 저장 관리를 위한 NoSQL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도 JSON을 기본적인 저장 포맷으로 사용하는 등

JSON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김성완, "접미사 배열을 이용한

JSON 데이터의 경로 기반 검색에 대한 연구", 「창의정보문화연구」, 제7

권 제3호, 2021, 1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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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기존의 종이영장과는 달리 전자적인 형태로 복사되거나, 전자

영장을 출력하는 경우를 상정해 미리 시스템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사) 전자영장의 보존 및 폐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유통·관리되는 전자영장 및 저장된 자료의 보

존 및 폐기는 향후 변경되는 법률, 시행령 등 제도적 규정의 내용을 반

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제도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절차를 통해 처리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아) 전자영장의 신청 및 청구

영장의 신청 및 청구서의 작성은 기관 간 연계되어 있는 차세대 형사

사법정보시스템 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작성되어야 하고, 신청

또는 청구되는 영장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결재 선을 거쳐 상신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내부결재가 완료되면 대상기관으로 발송, 발송 취소가

가능하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자) 전자영장의 집행

전자영장의 집행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전자영장을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전송·제시하는 방법으로 집행 가능하도록 구축한다.

먼저 ‘전송에 의한 집행 방식’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전산정

보처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금융거래정보제공 포털을 통해 각 금융기

관에 전자영장이 전송되고, 각 금융기관은 알림을 통해 해당 금융기관에

전자영장이 전송되었음 알 수 있게 된다. 각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제

공 포털에 접속하여 해당 전자영장을 열람할 수 있는데, 열람하는 순간

영장 원본이 전자적인 형태로 제시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1회에 한해 출

력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확인 시 수사기관에도 알림 설정되어 영장이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게 구현되어야 한다.

한편,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점검 및 오류, 셧다운 등 만약의 사

태를 대비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전자팩스 등 여러 가지 전자적 전송 방

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계좌영장집행시스템) 기능도 업그레이드 시

켜야 한다. 이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일단 영장 사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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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집행 후 나중에 영장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적법 절차를 지키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제시에 의한 집행 방식’은 우선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PDA, 태블릿 PC 등 단말기를 들고

직접 압수·수색 대상 장소를 방문하여 전자영장을 휴대전화 등 전자 기

기에 현출시켜 제시한 후 기존의 방식대로 집행하는 것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기존의 종이영장과 달리 수백 곳의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이

미 최초 집행되어 재차 집행할 수 없게 된 영장으로 집행해야만 하는 기

존 종이영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말기에

현출된 영장은 원본이고, 해당 금융기관은 압수·수색 장소 중의 하나일

뿐이며, 해당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서명도 각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원본 영장 하나에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집행 서명을 할 수

도 있고, 수통 발부된 전자영장에 따라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집행 서

명을 각각 할 수도 있다. 어느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기존 종이영장의 한

계는 분명히 뛰어 넘을 수 있게 된다.

위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외에도 대상자, 피압수자(제출자) 또

는 참여자로부터 권리고지확인, 전자정보확인서 등 다른 영장과 관련된

문서에 대해서도 전자서명을 받아 처리할 수 있고 현장에서 영장에 의한

체포·구속의 통지, 압수목록 등의 영장과 관련된 문서를 전자통지의 방

법으로 교부도 가능하며, 영장에 의하지 않은 현행범인체포,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체포확인서 등 관련 문서의 서명 확인, 통지의 교부 처리가 가

능하도록 설계되면, 향후 모든 영장에 대한 완전 전자화 시기가 되었을

때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전자적 영장 집행은 전자영장 등의 출력 서면으로 집행

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출력 서면은 전자영장과 동일성이 확보

되어야 하고 법관이 발부한 취지를 벗어나 수통이 출력될 수 없도록 구

현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비전자적 집행의 경우에도 현장에서 체포·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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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체포·구속통지, 압수목록 교부 등의 영장과 관련된 문서를 전자

통지의 방법으로 교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영장 집행의 경우에도 각 형사사법기관에 따라 전자영장을

집행 또는 출력하는 단계에서 승인 과정을 포함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법원에서 발부된 전자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서 금융기관에 집행 시 검

사의 집행지휘가 전자적 방식으로 날인되면서 승인되도록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향후 분석·설계 과정에서 각 기관별 그리고 기관 내에서는 구성원

들과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되어야 하고 향후 공포되는 법률, 시행령 등 제

도적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고 정비하여 실제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2)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털

형사사법기관 중 수사기관이 전자영장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금융기관

에 직접 원본 제시하여 집행하였다면,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

정보, 즉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자료를 전자적인 형태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형사사법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

시스템과 금융기관 사이에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털을 만들어 일종의

DMZ(Demilitarized Zone)206)와 같은 보안구역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

에서부터 아이디어는 출발한다.

정보보안의 여러 연구 영역 중 방화벽 분야에 배스천 호스트(Bastion

Host)207)가 있다. 배스천 호스트는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사이

206) DMZ 구간은 인터넷과 내부망 사이에 위치한 중간 지점 또는 인터넷 구간

사이에 위치한 중간 지점으로서 인터넷 구간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한 영

역을 말한다.(침입차단시스템 등으로 접근 제한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또한, 내부망은 접근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차단되어 외부에서 직접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을 말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

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제2020-2호, (2020. 12.), 63면.)

207) 배스천 호스트는 방화벽 시스템이 가지는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을 제

공하게 된다. 원래 배스천(bastion)은 중세 성곽의 가장 중요한 수비 부분

을 의미하는데, 방화벽 시스템 관리자가 중점 관리하게 될 시스템이 된다.

방화벽 시스템의 중요 기능으로서 접근 제어와 응용 시스템, 게이트웨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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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하는 게이트웨이이다. 보안대책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배스천 호

스트는 내부 네트워크를 겨냥한 공격을 방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네트

워크의 구성과 밀집도에 따라 다르지만 배스천 호스트 그 자체로서 방어

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방어계층과 함께 대형 보안시스템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배스천 호스트는 접근 제어 기능과 더불어 게이트웨이로서

가상 서버(Proxy Server)의 설치, 인증, 로그 등을 담당한다. 그 만큼 위

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스천 호스트는 네트워크 보안상 가

장 중요한 방화벽 호스트이다.

금융기관(외부)에서 직접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내부)에 접속하는

것은 보안의 측면에서 위험성이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DMZ 내 배스천

호스트를 거쳐서 접속하되 보안성을 향상시킨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털

(외부)을 만드는 것이다.

[그림 7-6] 배스천 호스트(Bastion Host)208)

서 가상 서버(proxy server)의 설치, 인증, 로그 등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

므로 이 호스트는 외부의 침입자가 노리는 시스템이 되므로 일반 사용자

의 계정을 만들지 않고 해킹의 대상이 될 어떠한 조건도 두지 않는 가장

완벽한 시스템으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보통 판매되는 방화벽 시스템은 이

러한 배스천 호스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컴퓨터인터넷IT용어

대사전, 2011. 1. 20, 전산용어사전편찬위원회)



- 181 -

즉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금융계

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금융기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원격 집행하면,

해당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털의 알림 기능을 통해서 영장 집

행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고,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털에서 해당 영장 원

본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금융기관은 영장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정보를 탐색하여 선별한 후 해당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털을 통해 형사사법기관으로 전송한다.

같은 방식으로 알림 기능을 통해 형사사법기관은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털에 연계되어 있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가

도착했음을 알 수 있고, 형사사법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된 자료

를 확인하면 곧 바로 해당 금융거래정보 내역에 대한 압수목록이 생성된

다. 압수목록 역시 전자적인 형태로 생성, 전송되므로 전산정보처리시스

템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털로 연계 전송되고, 해당 금융기관은 알림

기능을 통해 압수목록이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전송되어 도착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되며, 접속 후 압수목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형사사법기관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

장 원본의 원격 집행과 집행된 금융거래정보의 전송 및 수신, 해당 금융

거래정보에 대한 압수목록 전송 및 수신의 절차가 전자적으로 완성된다.

다. 전자스캔시스템

형사사건의 기록이 완전 전자화되기 전까지는 전자적인 처리를 위해

전자화 프로그램209)이 마련되어야 하고 전자화 프로그램 내에는 종이기

록 등을 스캔하여 전자화하기 위한 전자스캔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

어 민원인이 전자문서가 아닌 종이문서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 또는 전자

208) Building Internet Firewalls(Chapter5 Bastion Hosts) 5.6. Selecting

Services Provided by the Bastion Host(Figure 5.1:The bastion host

may run a variety of Internet services)

<https://www.cs.ait.ac.th/~on/O/oreilly/tcpip/firewall/ch05_06.htm>

209) 전자화프로그램은 ①사용자의 접근통제 기능, ②스캐너의 제어관리 통제

기능, ③전자화문서의 작성 기능, ④전자화문서의 보안 처리 기능, ⑤속성·

색인정보의 생성, 입력 및 편집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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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등을 출력하여 집행한 경우 전자화문서로 변환 후 시스템에 등재하

게 된다. 또한 법원에서 시스템 문제 등 특별한 사유로 종이영장이 발부

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전자화 문서로 변환하여야 하며, 금융기

관에서도 특별한 경우 일반 팩스나 전자우편 등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

출할 수 있으므로 완전한 전자영장 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자

스캔시스템이 필요하다.

라. 전자문서뷰어,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전자영장과 같은 전자문서나 종이문서를 전자화시킨 전자화문서를 보

기 위해서는 반드시 뷰어가 필요하다. 이 전자문서뷰어는 형사사법기관

이 공통적인 뷰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문서 인식률이 높아야 하며, 각종

전자문서를 편리하게 볼 수 있게 구현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 전자문서뷰어를 포함한 전자문서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핵심 목표 기능은 형사

사법기관에 제출되거나 형사사법기관에서 생성되는 전자문서를 효율적으

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전자영장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과 관련된 모든 기록이 전자화

될 것이므로 이 전자문서뷰어, 전자문서관리시스템도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제 2 절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털

1.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털 소개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털은 수사기관(검찰, 경찰, 해경 등)의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창구로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

장 집행 정보, 온라인 원격 제시 및 집행 안내, 금융거래정보 제공 내역

조회, 압수목록 교부 및 수신 여부 조회 등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

장 집행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플랫폼을 의미

한다. 기본적인 PC 환경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전자영장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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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 포털은 대외용 형사사법포털 내 포털로 구성하거

나, 대외용 형사사법포털과 분리하여 별도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털을

신설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PC 기반 환경은 이미 오랜 기간 구축되어온

베이스가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시스템 추가 및 수정이 가능하

므로 아래에서는 새롭게 구축될 모바일 기반 환경을 중심으로 서술해 보

고자 한다.

[그림 7-7]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내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털 구현 화면210)

2.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털 서비스

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집행 내역 조회

나. 금융거래정보 제공 및 제공 내역 조회

다. 압수목록 교부 및 수신 내역 조회

210)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어플리케이션 초기 접속 화면(2021. 10. 20. 방문)

<https://m.kic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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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영장지갑

가. 전자영장지갑의 정의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과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털을 연계하여 PC

환경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전자영장을 신청, 청구, 발부,

집행할 수 있도록 구현한 서비스 개념이다. 검찰을 기준으로 본다

면 전자영장지갑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전자영장을 진송하여,

압수·수색현장에서 필요할 때 즉시 제시하여 집행할 수 있고, 전자

적 방식으로 해당 기관에 전송하여 원격으로 전자영장 원본을 제

시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림 7-8] 전자영장지갑 구조도

나. 전자영장지갑의 기능적 구현

(1) 전자영장지갑 생성 방법

(가) 금융거래정보제공 포털 로그인 → 전자영장지갑 바로가기 클릭

→ ‘약관 동의, 정보입력, 발급완료’ → 전자영장지갑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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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털 로그인 및 전자영장지갑 발급 화면211)



- 186 -

(2) 전자영장지갑 메뉴 구성

(가) 나의 전자영장 : 형사사법기관의 경우 발부받아 집행 대기 중

인 전자영장을 확인 및 보내기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경우 제

시받은 전자영장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나) 보낸 내역 : 형사사법기관의 경우 금융기관에 집행한 전자영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경우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자료 담기 : 형사사법기관의 경우 전자영장, 압수목록 등 전자

문서를 담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경우도 금융거래정보 파일

및 전자문서를 담을 수 있다.

(라) 압수목록 : 형사사법기관의 경우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에 대

한 압수목록 생성 및 발신 여부, 금융기관의 경우 제공한 금융

거래정보에 대한 압수목록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압수목록의 경우 특

별히 자동체크 항목을 생성하여, 자동체크 항목에 체크(☑)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가 발송되어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털에 도착하는 즉시 자동적으로 해당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목록이 금융기관에 발송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마) 공지사항 : 시스템 점검 등 각종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바) Q&A :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금융거래정보 제

공 관련 질문과 답변을 Q&A 탭을 이용하여 제공한다.

(사) 나의 지갑 주소 보기 : 나의 전자영장지갑 주소 확인 및 QR코

드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주소 클릭 또는 QR코드를 통해 접

속 시 전자영장지갑으로 연결된다.

(아) 이메일 주소 변경 : 나의 전자영장지갑 정보 확인 및 이메일 변경

(자) 전자영장지갑 폐기 : 기존 전자영장지갑 폐기 신청

(차) 전자영장 진본검증 : 접수된 전자영장의 진위 여부 확인

211) 행정안전부, 알기 쉬운 전자문서지갑 사용 안내서, 4면 그림 참조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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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0] 전자영장지갑 메뉴 화면212)

(3) 전자영장지갑에서 전자영장 열람하기

(가) ‘나의 전자영장’ 메뉴 선택 → 열람할 전자영장 선택(체크) →

전자영장 열람 화면에서 영장 확인 → 닫기

(나) 형사사법기관과 금융기관에서의 열람의 의미

법원의 경우 판사가 발부한 영장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수

사기관의 경우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

으며, 금융기관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영장의 현

황을 확인할 수 있다.

212) 행정안전부, 위의 자료, 5면 그림 참조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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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1] 전자영장지갑에서 전자영장 열람 화면213)

(4) 전자영장지갑에서 전자영장 집행하기

(가) ‘나의 전자영장’ 메뉴 선택 → 열람할 전자영장 선택(☑) → ‘보

내기’ 버튼 클릭 → 집행처 선택(기관명 검색, 지갑주소 입력, 1

회 열람용 보내기) → ‘보내기’ 버튼 클릭

(나) 보내기 화면 구성

형사사법기관의 경우 발부받아 집행 대기 중인 전자영장을 선

택하고(첨부 추가 및 삭제 가능), 다음으로 집행처를 선택한다.

집행처는 기관명, 지갑주소 또는 QR코드로도 검색이 모두 가

능하고, 지갑 주소를 생성하지 않은 기관에도 1회 열람용(해당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털에 접속하여 인증 후 열람)

으로 설정하여 전송할 수 있다.

(다) 모바일 화면에서 바로 제시 및 열람 가능

전자영장지갑에 전송받은 전자영장은 전송은 물론 현장에서 압

수·수색 시 피압수자에게 직접 제시하여 열람시킬 수도 있다.

213) 행정안전부, 위의 자료, 7면 그림 참조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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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2] 나의 전자영장 탭 내 보내기 화면214)

(5) 전자영장지갑에서 집행한 전자영장 정보 확인

(가) ‘보낸 내역’ 선택 → 확인할 전자영장 선택 → 전자영장 상세정보 확인

(나) 전자영장 상세정보 화면 구성

형사사법기관의 경우 금융기관에 집행한 전자영장에 대한 상세

정보(보낸일시, 수신처, 현재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다. 문서열람

번호는 6자리로 구성된 핀번호로 특정 담당자만 해당 전자영장

을 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영장 열람 번호를 의미하고, 상대

금융기관에서 전자영장을 수신하기 전인 경우, 즉 미확인 상태

인 경우 ‘보내기 취소’가 가능하다.

214) 행정안전부, 위의 자료, 8면 그림 참조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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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3] 전자영장지갑에서 집행한 전자영장 정보 확인 화면215)

제 3 절 실제 전자서명 테스트

1. HTML5 KSignCase-Agent Server API Test

‘HTML5 KSignCase-Agent Server API Test’ 사이트216)의 테스트 페

이지를 통하여 전자서명의 주요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다.

2. 클라이언트 전자서명 생성 및 서버 검증

가. 클라이언트에서 서명 값 생성

클라이언트에서 전자서명을 생성하고, 서버에서 검증하는 방식으로 테

스트를 진행한다. 먼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이라는 원문을

‘전자서명 원문’란에 입력한 후 서명값을 생성한다. 이때, ‘서명값 생성’

탭을 클릭하면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 창이 표시되고, 자신의 인증서를

선택 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인증이 완료되면 서명값이 생성되게 된다.

215) 행정안전부, 위의 자료, 9면 그림 참조 및 활용.

216) KSign Toolkit Development Dept, HTML5 KSignCase-Agent Server

API Test(2021. 10. 20. 방문), <http://218.149.189.18/sign/kc_sig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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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전자서명 테스트(클라이언트) 원문 입력 화면

[그림 8-2] 전자서명 테스트(클라이언트) 서명값 생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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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으로부터 생성된 서명값은 아래와

같다.

MIIIigYJKoZIhvcNAQcCoIIIezCCCHcCAQExDzANBglghkgBZQMEAgE

FADAqBgkqhkiG9w0BBwGgHQQbsd3AtrDowcLD38D7v+sgvtC89rz2u/a

/tcDloIIHajCCB2YwggZOoAMCAQICBAnymbowDQYJKoZIhvcNAQEL

BQAwUDELMAkGA1UEBhMCS1IxHDAaBgNVBAoME0dvdmVybm1lb

nQgb2YgS29yZWExDTALBgNVBAsMBEdQS0kxFDASBgNVBAMMC0

NBMTI4MDAwMDMyMB4XDTIwMTExNzA4MzYyOVoXDTIzMDIxN

zA4MzYyOFowbTELMAkGA1UEBhMCS1IxHDAaBgNVBAoME0dvdm

∼중간 생략∼

YTbiOmYIMX4E7XZ19023dLJFBqi+mAsAn3BJl7oYzWAMb3nk/bPh4Zy

r6mGd8pk9e5fSEpL1OHP465XKbFkwX+ShFSewRY2gJcr8NTuhuApRIT

lLlcdFJr9egamgMt/KYZKGNXVqGwPhMYHGMIHDAgEBMFgwUDEL

MAkGA1UEBhMCS1IxHDAaBgNVBAoME0dvdmVybm1lbnQgb2YgS29

yZWExDTALBgNVBAsMBEdQS0kxFDASBgNVBAMMC0NBMTI4MD

AwMDMyAgQJ8pm6MA0GCWCGSAFlAwQCAQUAMAwGCCqDGoya

RAEbBQAERzBFAyEAG5iDQQ0PyRTML3YW3dRX+r1KwpMsL/mnCV

8SDcDAOy4CIBy1h/ASnW2YcOOofrzu56uJGcugaxXcvKU047w0gwuc

나. 서버에서 서명 값 검증

클라이언트에서 생성한 전자서명 값을 서버에서 검증해 보면 검증 결과

가 ‘검증 성공’이고, 서버에서 검증된 값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으로 확인되었으며, 서명한 인증서 정보는 ‘김승일, 대검찰청’으로서 클라

이언트 측에서 원문에 서명 시에 사용한 인증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클라이언트 측에서 전자서명 후 생성하여 전송한 원문 ‘금융계좌추

적용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서명 값을 서버 측에서 검증한 결과 서명 값

이 검증 성공하였으므로, 원문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은 검증된

값이 되는데, 이로써 클라이언트가 서명 시에 개인키로 암호화 한 것을

서버 측에서 클라이언트가 사용한 인증서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공개키로

복호화 하여 검증에 성공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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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전자서명 테스트(서버) 서명값 검증 화면

3. 서버 전자서명 생성 및 클라이언트 검증

[그림 8-4] 전자서명 테스트(서버) 서명값 생성 및 클라이언트 검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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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서명 데이터로부터 인증서 정보 추출

[그림 8-5] 전자서명 데이터 내 인증서 정보 추출(서명값 입력 화면)

[그림 8-6] 전자서명 데이터 내 인증서 정보 추출(추출된 인증서 정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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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결론

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자영장 제도는 단순히 영장 원본의

원격 집행뿐만 아니라 비대면의 온라인 환경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의사표

시와 신원확인, 증거자료 확보 등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한 중요한

법적·사회적 인프라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대면의 온라인상에

있는 상대방을 신뢰하고 안전하게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

의 수립과 시스템 개발이 필수적이다.

종래 우리 법제는 종이영장과 원본이라는 것에 집착하여 수사의 신속

성과 효율성을 저버리게 되었고, 형사소송에 있어서 전자적 환경으로의

전환과 적응이 늦어지게 되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장성이 부족하게

되었다. 즉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원본주의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바람

에 신속성과 효율성을 등한시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대상판결이 나온 이후 약간의 편법을 써서 일단

기존 실무에서 하던 대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모사전

송의 방식으로 금융기관에 집행하여 회신된 금융거래정보를 검토하고,

증거로 사용할 자료의 목록을 만든 후 영장 원본을 들고 해당 금융기관

에 직접 방문하여 압수목록을 교부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무언가 많이 불편하고, 불합리해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딱하나만 바꾸

면, 수사기관은 기존의 수사실무 대로 할 수 있으면서 금융기관도 기존

의 방식대로 영업이 방해받지 않는 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 그것은 현재

의 종이영장을 전자영장으로 바꾸는 것이다. 단순히 법률을 개정하여 영

장 사본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나 원본인 전자 압수·수색영장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원격 집행할 수 있

도록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융거래정보 제공받은 즉시 전자적인

방식으로 압수목록이 교부되게 하자는 것이다.

위와 같이 전자서명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자영장으로 원격 집

행하면 가장 큰 문제였던 영장 원본 제시 및 압수목록 교부 문제가 해결

되고, 수사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침해받고 있는 영



- 196 -

업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보장받게 된다. 동시에 영장 사본 집행의 이면

에 숨겨진 증거의 근본적인 문제 즉 인증, 무결성, 동일성의 문제도 해결

된다. 이로써 대상 판결에서 지적하는 문제를 모두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기관도 피압수자이기 이전에 사회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다. 사회

의 여론은 안전성도 중요시 하지만 앞으로는 신속성과 편의성을 더욱 원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에 따라 형사사법기관도 기술을 발전시키고

법률과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새로운 전자영장 제도를 받아들이고 인정

하여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고에서 논의한 전자영장 제도의 취지에 발맞추어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현재 다양한 사설·공동인증서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며 시

장에 출현하고 있다. 또한 은행들마다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하여 누구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은행의 모바일 앱에 접속 후 금융 업무를 볼 수 있

도록 환경이 구현되고 있다. 주요 금융기관은 이미 해당 금융기관의 특

성에 맞는 앱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도 자체 앱을 개발 중인 금융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의 앱을 통해 전자영장을 전송받는

방식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종이영장

제시 및 집행은 시대에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모두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전자적인 처리를 통해 편리한 환경

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직 형사소송에서만 종이와 원

본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형사소송절차의 이념은 피

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소송절차의 다른 이념까지 함께

고려하여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국민에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의 유형을 훨씬 뛰어 넘어서, 현실 공간

과 가상의 공간을 넘나드는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점차 국제화,

첨단화, 디지털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에 있어서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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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게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네트워크, 디지털, 전자 기술

을 잘 활용하여야 하고, 더욱 발전적인 전자영장 제도의 마련과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와 같은 논의를 통해 법적, 제도적, 기술적 그리고 실무적으로 정제

된 전자영장 제도를 만들 수 있고, 국내는 물론, 나아가 해외 ISP에 대

해서도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전자영장 원본을 원격 집행할 수 있게 되

며,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이러한 연구와 기술이 축적되었을 때 국제적

으로 통용되어 표준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전자영장 제도가 마련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중심으로 전자서명

기반 전자영장을 활용한 압수·수색영장의 원본 원격 집행 방안을 연구함

으로써 압수·수색영장 사본 집행 및 압수목록의 미교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논의한 전자영장의 개념, 제도의 설

계, 실제적 구현 방법 등을 토대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뿐만

아니라 이메일 등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더 나아가 일

반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그리고 신병과 관련된 체포영장, 구속

영장 등 모든 영장이 전자영장으로 처리되어, 본격적으로 형사사법기관

에 전자영장이 활용되는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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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investigation of modern investigative agencies,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is the most important evidence to prove the

charges, and is an important basis for the return of criminal proceeds

to confiscate profits from crimes in pre- or post-prosecution trials.

In addition to six major crimes, such as anti-corruption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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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ed by so-called corporate crimes, economic crimes,

bribery-related public official crimes, election crimes, money and

valuables, defense crimes related to corruption, and major national

and social disasters, in almost all types of criminal investigations,

including various electronic financial fraud crimes such as phishing,

farming, smishing, and memory hacking, various new financial crimes

such as virtual currency fraud, and general criminal crimes related to

property,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becomes the most important

evidence to prove the charges.

Accordingly, tracking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for prompt and

accurate evidence acquisition in investigations is a very important

factor that determines the success or failure of investigations.

In the case of developed countries abroad,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when collecting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stored by

financial institutions, a warrant is basically not required, and most of

it is based on a grand jury subpoena, and the advance notice

procedure can be omitted.

In Germany, if you simply want to obtain account information, you

can collect it without a warrant, and in the case of transaction

details, you can collect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relatively

easily by requesting data submission and by summoning witnesses.

This means that the tracking of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is

regarded as an exception to the warrantism, or that the warrantism

is relaxed and applied.

However, Korea seems to be returning to a stricter warrantism than

in the past with respect to all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regardless of comparison with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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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seizure and search of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which has emerged since the first Criminal Procedure Act was

enacted,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procedures from the seizure

and search of general objects, the Criminal Procedure Act was

established with only the seizure and search of tangible objects in

mind. Accordingly, we are executing warrants for seizure and search

of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t specifically stipulate procedur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seizure and search of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The reality is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opinion in the meaning of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judged by each related entity(Courts,

investigative agenc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method of

execution of seizure and search warrants for tracking financial

accounts.

Recently,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in the process of executing a

seizure and search warrant for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it is

faxed and executed without presenting the original, and if the seizure

list is not issued to financial institutions even after the warrant is

executed, it said illegal. it was judged that the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cquired thereby did not hav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The Supreme Court sentenced on March 14, 2019,

2018Do2841 judgment).

According to the above judgment, the facsimile transmission method

(execution of a copy of the warrant) can no longer be used in the

execution of a seizure and search warrant for tracking financial

accounts, and after the judgment, the investigative agency faced the

problem of having to visit the financial institution in person and



- 207 -

present the original warrant.

However, the procedure for executing the seizure and search warrant

for financial accounts tracking under the Supreme Court ruling was

of little help in protecting the rights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

confiscated party), as well as the suspect, but rather greatly reduced

the speed and efficiency of tracking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nd in the end, it is a reality that causes considerable problems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evidence and recovering criminal proceeds,

which are the core of the case.

Therefore, in this paper, in order to comply with the due process and

to increase the speed and efficiency of the investigation, We would

like to focus on research that investigative agencies present the

original seizure and search warrant set out in the Supreme Court

precedent execute without visiting the agency subject to seizure in

person.

In other words, we would like to focus on research that the ways of

execution seizure and search warrants for tracking financial accounts

using electronic warrants based on digital signature from a remote

location and the ways of issuing seizure lists immediately after

acquiring information subject to seizure.

keywords : digital signature, electronic warrant, seizure and

search warrant for tracking financial accounts,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tracking,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confiscated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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