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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제도의 확산에 따라 국내 도입에 대비하여 표준화 된 업무 
수행 절차 확립을 위해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EDRM(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 및 The Sedona 

Conference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반화 된 E-Discovery 프로세스와 세부 절차 별 필수 업무 사항들을 
제시한다. 또한 이런 절차들이 실제 소송에 활용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시간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기술로써 기계 학습, 오픈 소스 형태의 정보 검색 라이브러리, Hadoop 기반의 대용량 데이터 분산 처리 
기법 등을 소개하고, E-Discovery 프로세스 상에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관련 서비스 및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하
는 벤더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또한 제도적 변화에 발맞추어 업무 시스템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기업들
로 하여금 소송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주제어 : 소송 대응, 전자증거개시, E-Discovery, 증거개시 절차, 전자 정보 관리

Abstract  In order to prepare for the introduction of the E-Discovery system from the United States and to 
cope with some causable changes of legal systems, we propose a general E-Discovery process and essential 
tasks of the each phase. The proposed process model is designed by the analysis of well-known projects such 
as EDRM, The Sedona Conference, which are advanced research for the standardization of E-Discovery task 
procedures and for the supply of guidelines to hands-on workers. In addition, Machine Learning Algorithms, 
Open-source libraries for the Information Retrieval and Distributed Processing technologies based on the Hadoop 
for big data are introduced and its application methods on the E-Discovery work scenario are proposed. All this 
information will be useful to vendors or people willing to develop the E-Discovery service solution. Also, it is 
very helpful to company owners willing to rebuild their business process and it enables people who are about 
to face a major lawsuit to handle a situation effectively.

Key Words : Litigation Response, Electronic Discovery, E-Discovery, E-Discovery Process, ESI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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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 문서(electronic documents)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자 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

거나 장된 문서 형식의 자료로서 표 화된 것을 말한

다[3]. 최근 컴퓨터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장치의 보

이 원활해지고, 이와 연 된 기술들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자동화된 정보 처리 시스템의 사용이 보편화 되면

서, 업무를 비롯한 일상에서도 자 문서의 사용이 증

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상은 범죄 수사  사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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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도 향을 끼쳐 민·형사 소송의 결정 인 증거가 되

는 자료들이 각종 디지털 매체 내에 자 문서의 형태로 

보 되어 있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확보하고 

증거로 재 에 활용하기 한 디지털 포 식 분야에 

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한 갈래로, 2006년 12월 1일 미국의 민사소송규칙 

FRCP(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s) 개정으로 인해 

등장한 자증거개시(E-Discovery) 제도는 소송에 처한 

당사자로 하여  소송 쟁 과 련된 모든 자 정보를 

수집하여 특정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으로 

증거로서 자 기록 제출  공개에 한 책임을 소송 당

사자에게 부가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주로 용되는 

례들을 살펴보면, 주로 기업  개인, 는 기업 간 소

송임을 고려해 볼 때, 업무를 해 매일 많은 양의 정보

를 처리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모든 자 정보를 보존하

고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해야 함을 의

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2]. 해당 제도가 아직 국내에서 

법제화 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디지털 자료의 증거 채택

과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증거개시제도 도입, 디지털 증

거의 요성 인식 등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과도

기  단계이긴 하지만 디지털 포 식  자증거개시 

제도와 련하여 법 제도 개선과 기술 표  마련 등 다양

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 인 보완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의 요한 원인은 다양한 IT 컴 라이언스들의 등장

이다. IT 컴 라이언스란 새로운 규제나 법안, 권고 등 

각 나라 별 혹은 로벌 감독 당국이 제시한 각종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기업의 정보 시스템과 업무 로세

스를 재정비하는 것을 의미한다[1]. 재 미국을 포함한 

해외 각 나라에는 SOX, HIPAA, GLBA, SB1386 등 해당 

국가  기 을 상으로 경제 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기

업들이 수해야 할 IT 컴 라이언스들이 존재하고 있으

며, 이는 특히 최근 들어 세계를 무 로 활동하고 있는 

로벌 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더 주목받고 있다. 

한 기업 간 이해 계를 둘러 싼 분쟁과 민사 소송들이 

증하면서 기업들은 일반 인 조직 내 정보 리를 

한 시스템들 이외에도 자증거개시 제도에 활용 가능한 

문화된 솔루션들을 도입하여 자신들의 업무 로세스

를 개선하고자 시도하지만, 구체 인 법 규정이나 기술

 표  등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해야 할지 막연

한 입장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자증거개시 제도와 이

를 용함에 있어서 표 화된 업무 수행 차 확립을 

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EDRM(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9]  The Sedona 

Conference[17] 로젝트 등에 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

반화된 E-Discovery 로세스와 차 별 필수 업무 사항 

등을 제시한다. 한 이러한 차들이 실제 소송에 활용

됨에 있어서 자증거개시 제도가 근본 으로 내포하고 

있는 시간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해, E-Discovery 

솔루션 구   기업의 시스템 보완에 활용 가능한 체 

기술들을 제시하여, 기업들로 하여  소송에 보다 효과

으로 처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구 배경

2.1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제도

증거개시(Discovery) 제도란 소송당사자가 공  에 

공 의 비를 해 법정 외에서 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

여 소송의 쟁 을 명확히 하는 정보  증거를 수집·공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증거개시 제도는 기존의 증거

개시 제도에서 증거의 범 가 디지털 형태의 자 문서

로 확장되고 있는 의 흐름을 반 하여, 이를 ESI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라 총칭하고 증거 공

개 상으로 포함시킨 것이다[2]. 다음 [그림 1]은 미국 

FRCP 상의 민사소송 차를 간략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16].

[그림 1] FRCP 상의 민사 소송 절차

원고의 소장 제출에 한 피고의 답변서 제출 단계인 

변론(Pleading)을 거치고 나면, 소송 당사자들이 상 방

에서 증거의 공개를 요구하는 차인 사  심리(Pretrial)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단계의 핵심이 곧 자증거

개시 제도이다. 이를 통해 소송 당사자가 서로 상 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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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증거물을 공개하도록 요청하고, 사 에 확인 가

능하게 하여 등한 조건에서 소송이 진행되게 하며, 유

불리를 미리 알게 하여 공  이 에 합의를 끌어내 소송

이 효율 으로 처리되게 한다.

2.2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절차

다음 [그림 2]는 일반 인 소송 차에 있어서 자증

거개시와 련하여 법에 명시된 주요 데드라인들을 나타

내고 있는 그림이다[14].

[그림 2] 전자증거개시 절차와 데드라인

· Day –t : 소송 발생 이  기업 내 정보들에 해 보

존의 의무를 수행하는 단계

· Day 1 : 소장 수로 인한 소송 발생

· By Day 99 : Meet-and-Confer 세션으로 소송 당사

자 간 의를 통해 공개되어야 할 증거 범 와 형식, 

시간  비용 등을 결정하는 단계

· By Day 120 : 소송에 한 재  스 쥴을 결정하는 

단계 

2.3 전자증거개시에 따른 업무 수행 시 핵심 

요소

 차에 따르면, 실제 소송 련 정보를 수집하고, 

증거로 생산하여 제출하는데 소요할 수 있는 기간은 소

송 발생 일로부터 120일 이내이다. 이는 충분한 시간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여러 데드라인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소송 당사자 간의 주요 쟁 과 증거 제출 양식 의, 소

송 일정을 확인하는 등 많은 업무들이 포함되어 있으므

로, 실제 주요 자 정보 검색  증거로서 합성 검토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법

이 정한 기한 내에 증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패소는 자

명한 일이므로 업무 수행에 있어서 시간은 아주 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한 소송은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

며 기업이 다루는 정보의 양이 나날이 규모화 되고 있

는 상황 등을 고려해보면, 소송과 상 없이 평상시에도 

업무와 연 된 정보들을 체계 으로 분류하고 리하여, 

정보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임으로써 신속한 응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더욱이 가트 (Gartner)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률 

문가를 통한 1GB의 증거 자료 검토에 소모되는 비용

이 $18,750 정도로 부분의 경우 련 업무 수행에 있어

서 가장 많은 비용 지출을 차지하고 있다[7]. 이는 검토가 

필요한 자료의 양이 무 많아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어 

오히려 소송의 패소로 인해 입게 되는 기업의 경제 인 

손실보다 더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자증거개시 

련 업무 수행 자체가 무의미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기업이 제도의 변화에 부응하기 해 

자증거개시를 한 문 인 솔루션 도입으로 업무 차 

재정비를 꾀하고자 할 때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 있어서 

가장 효과 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4 EDRM과 The Sedona Conference

2005년 5월에 만들어진 EDRM(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은 미국의 FRCP에서 명시하고 있는 

요구 사항들을 효과 으로 수하기 해 자증거개시 

차를 표 화 하고 차 별 업무 수행을 한 가이드라

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60개 이상의 련 기 들의 의

를 거쳐 참조 모델 개선을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9]. 

재 많은 상용화 제품들이 이를 기반으로 개발 되었거

나 진행 에 있는데, 해당 모델의 주요 목 이 련 벤

더들로 하여  E-Discovery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활용 

가능한 임워크를 제공하는데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세부 차는 아래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총 

9개의 단계로 구분되어 지며, 각 차 별 상세들은 문

화된 솔루션이 수행하는 기능으로 도 무방하다.

[그림 3] 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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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Discovery 업무 절차 모델

1997년 Richard G. Braman에 의해서 설립된 The 

Sedona Conference는 반독  법, 특허와 작권, 복잡한 

소송의 쟁 들을 다루는 컨퍼런스이며, 7개의 워킹 그룹

으로 나 어져 있다. 각 워킹 그룹들은 자 정보들에 

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며, 변호사  법률 문가, 자문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주요 목 이 소송에 

한 효과 인 응 차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EDRM에 

비해 보다 포 이며 법 인 에서 자증거개시 제

도에 한 가이드라인  원칙들을 제정하며, 솔루션이

나 도구  에서 가치 있는 증거 생산을 한 기술

인 요구조건은 물론 소송 당사자의 입장에서 수해야 

할 의무, 권고사항 등을 기술한다[17].

3. 전자증거개시 제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업무 수행 절차 모델

본 에서는 앞서 소개한 2가지 로젝트에 한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각 자료들 간에 존재하고 있는 자증

거개시 제도에 한 미묘한 의 차이들을 목하여 보

다 일반화된 E-Discovery 업무 수행 차를 제시하고, 

차 별 필수 인 업무 사항들을 나열한다. 다음 [그림 4]는 

새로운 형태의 E-Discovery 업무 차 모델을 나타낸다.

3.1 E-Discovery 업무 수행 절차 모델 정립 

방법과 의미
· 궁극 인 목  : 원 내부의 세부 인 차가 지향하

는 E-Discovery 업무의 최종 목표로서, 우측 사각형에 

배치하 다. 1차 인 목표는 소송에서의 승소를 해 쟁

과 련성이 높은 ESI들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며, 

2차 인 목표로써 과도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를 방지하

는 것이 요한 요소임으로 ‘효율 인 확보’라는 표 을 

사용하 다. 

· 화살표로 둘러 싼 원 : E-Discovery 업무  핵심이 

되는 3가지 요소를 나타내며, 세부 차가 이루어지는 모

든 과정들의 기반이자 특정한 순서 없이 반 인 모든 

차에 걸쳐 지속 으로 수행되는 사항이므로 순환 형 

화살표를 활용하 다. 다음 <표 1>은 3가지 요소에 한 

설명을 요약한 것이다.

· 원 내부의 연속 블록 로세스 다이어그램 : 증거 생

산을 해 E-Discovery 에서 수행되어야 할 일련의 

차들을 연속 으로 나열한 것이며, 아래쪽의 화살표들

은 세부 차 간 업무 회귀 경로를 나타내기 한 것이다. 

이는 각 차마다 업무 수행 결과에 한 평가를 통해 

재 진행 인 작업의 합성을 지속 으로 진단하여, 잘

못된 작업 진행에 한 시간 , 비용  피해를 최소화하

기 한 것이다. 다음 <표 2>는 다이어그램의 심을 구

성하고 있는 연속된 블록 내의 차 별 필수 인 업무 내

용들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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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Culling)

· 기업이 다루는 정보의 양은 방 하지만, 이들  

소송에 직 으로 연 되어 증거로써 가치 있

는 정보의 양은 일부분임

· 기업의 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을 통해 

연 성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에서부터 비용 

감을 해 합성 검토 상을 연 성 정도에 따

라 추려내는 작업, 검토 결과에 따라 증거로 생

산할 ESI들을 결정하는 작업 모두 이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음  

통합

(Integration)

· 자 문서의 형태들은 다양하며, 어떠한 차에

서도 이들을 락 없이 다룰 수 있어야 할 필요

성이 존재함

· 특히 소송 쟁 과의 연 성과 증거로써의 가치

는 자 문서의 형태보다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에, 이들 간 상호 검토  요도 비교를 

해서는 정보 통합의 개념이 필요함

변환

(Convergence)

· 차에 따라 효과 인 업무 수행을 해서는 각 

단계 별로 명확한 결과물을 정의하고, 이를 다음 

단계의 작업 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요함으

로, 정보에 한 형태 변환 작업이 필수 임

· 한 소송 당사자 간 의를 통해 결정된 제출 

증거물의 자 문서 포맷에 맞게 확보한 정보들

을 변환할 수 있어야 함

<표 1> E-Discovery 업무의 핵심 3요소

정보 

리

· 소송이 발생하기 이 의 단계로, 기업이 운 되고 있는 

평상 시 사내 정보들에 하여 자체 인 리 정책을 

용하고, 유지하는 작업이 이루어짐 

소송 

비

· 소송이 발생하게 되면, 법률 문가와 함께 소장의 내용

을 검토하고 주요 쟁 을 악하여, 향후 응 략을 수

립하는 작업이 이루어짐

· E-Discovery 작업이 요청될 경우 소송 당사자 간 의를 

통해 확보해야 할 정보들에 한 식별 작업을 수행

정보 

수집

· 리되고 있는 기업 내 데이터들에 하여 식별된 소송 

쟁 에 따라 검색 작업을 수행하여, 련 정보를 확보

보

· 확보한 정보들의 원본성을 보장하기 해 무결성 검증과 

향후 기  분실에 한 안 성을 확보하기 한 작업

을 수행

정보 

처리

· 수집한 정보들을 소송 쟁 과의 합성 검토를 해 변환

하거나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

검토 

 

분석

· 기업 고유의 기  정보나 특권 등과 련된 정보들을 가

려냄

· 소송 쟁 과의 합성에 한 검토

· 검토 결과에 한 업무 평가 분석

증거 

생산

· 의된 증거 생산 포맷에 맞게 정보를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 

제출 

 

기

·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증거를 공개하는 단계, 사용하지 

않은 정보나 사용이 끝난 정보들을 기

<표 2> 절차 별 주요 목표에 따른 업무 요약

3.2 기존 E-Discovery 모델과의 차별성

재 E-Discovery 분야의 수많은 문가  연구 단

체, 련 제품  서비스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문 업

체들은 E-Discovery 반에 걸친 모든 필수 인 요소들

을 획일화 된 표 으로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에 동의하고 있다. 이는 소송의 내용에 따라 요구되는 법

 응 차들이 무나 다양하며, 해당 분야에 활용 가

능한 련 기술들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며, 발 하고 있

기 때문이다. 이에 E-Discovery 련 시장에서 각기 다

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구성원  단체들은 자신

의 이익에 맞게 경쟁 으로 차별화 된 표 화를 진행하

고 있으며, 해당 견해에 따른 차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

는 상황이다.

이러한 에서 볼 때, 앞서 [그림 3]을 통해 소개된 

EDRM은 E-Discovery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서비스 솔

루션의 필수 기능  차들을 표 화하는 성향이 강하

기에, 련 기술  제품을 개발하여 공 하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제품들의 소

비자가 되는 일반 기업 는 Law Firm, 컨설  업체 등

의 법률 문가 단체들은 사람의 입장에서 조직 내 업무 

처리 차들을 유지하며, 보다 소송에 효과 으로 처

할 수 있는 표 화 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요하

다고 여기고 있으며, 지원 솔루션들의 역할은 부수 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성향이 강하게 반 되어 나

타나는 성과가 The Sedona Conference라 할 수 있다. 

하지만 E-Discovery 련 표 화의 선두 주자로 여겨

지고 있는 두 단체의 차 모델에 있어서 공통 으로 결

여되어 있는 요소는 E-Discovery 업무 수행의 궁극 인 

목표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

는 핵심 요소들이다. 특히 통상 인 소송 응 업무 차

이외에, 체 E-Discovery 수행에 한 효율성 평가에 

있어서 아주 한 연 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소송

에 처한 당사자 입장에서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인 시간과 비용 문제를 고려한 주요 사항들이 모델에 반

되어야 한다. 이는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사람이냐 

자동화 된 솔루션이냐 혹은 표 화에 반 되는 성향이 

개발자 주냐 소비자 주냐를 넘어서, 최근 

E-Discovery 련 법  요구사항의 변화 추세와 기술 연

구 동향을 반 한 최 합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의 차 모델에서는 차 다양하게 나타

나는 데이터 포맷들에 해 효과 인 처리가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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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E-Discovery 업무 절차 별 필수적인 기능 요소

하는 정보 통합 기술, E-Discovery 업무 수행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용 소모를 래하고 있는 소송 쟁 과의 

합성 검토 작업의 효율 향상을 한 정보 선별 기술, 

변하는 법  요구사항들에 능동 으로 처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변환 기술을 체 E-Discovery 차의 기반 

요소로 배치하고, 각 세부 차에서는 사람과 자동화 된 

솔루션의 역할을 함께 포함할 수 있는 포 인 용어들

을 사용하 다. 다음 <표 3>은 각 기  별 모델과 본 논

문에서 제시한 모델의 차이 을 요약한 것이다.

EDRM Sedona 제안 모델

모델
 과정 도식화 

한 모델 존재

업무 과정 별 

부분  도식화

 과정 도식화 

한 모델 존재

주요 

상

E-Discovery 서

비스  솔루션 

개발자,  벤더 

E-Discovery 업

무 수행 인력, 소

송 련자

E-Discovery 

련자 모두 포함

E-Discovery 업

무는 도구 의존도

가 높음, 도구의 

역할이 요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이 요

련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하는 모델

성향

우수한 성능의 지

원 도구 개발을 

한 가이드라인

효과 인 업무 수

행을 한 가이드

라인

궁극 인 목표와 

업무 효율성 향상

을 한 핵심 요

소 제시

<표 3> E-Discovery 업무 모델 간의 차이점

3.3 절차 별 필수적인 업무에 따른 기능 요소

<표 2>에서 제시한 E-Discovery 업무 차 별 수행 

내용에 따라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필수 으로 

용되어야 하는 기능  요소들은 [그림 5]와 같다.

· 소송 발생 이 (Day –t) : 기업이 정상 으로 운

되고 있는 평상시의 정보 리 단계에 해당하는 시기로 

자사에 합한 리 정책 설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구체 인 정보 리 방법을 구 해야 하는 부서  해당 

분야 문가와 실제 기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

서 직원들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부서  구성원 별 역할과 업무 상 계를 재정립

하고, 정보가 재 업무와 련된 가치 이외에 잠재 인 

가치 한 평가하여 리할 수 있도록 기업 내 다양한 정

보들에 한 데이터 맵 생성이 필요하다. 설정된 정책이  

용되면, 수 여부에 한 지속 인 모니터링이 이루

어져야 하며, 효율 인 리와 향후 신속한 열람이 가능

하도록 ESI들의 범주 정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주요 

리 업무는 Information Lifecycle에 따라 생성된 ESI들을 

정책에 지정된 기간 동안 보존하고, 기하며 해당 작업

들에 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다[4]. 

· 소송 발생(Day 1 ~ 99) : 소송 비 단계로 변호인과 

같은 법률 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장에 한 내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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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쟁  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후, Meet-and- 

Confer 세션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소장 수 후 99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소송 상 방과의 의를 통해 

쟁 을 명확히 하고 제출해야하는 증거 범 , 포맷 등을 

결정한다. 해당 기간에는 소송 응 략  

E-Discovery 수행 계획 수립이 동반되며, 의된 내용에 

따라 이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해야 한다. 한 주요 쟁

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연 성 정보들을 식별하고, 정보 

수집을 한 ESI 검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키워드 리스

트를 생성해야 한다.

· E-Discovery 업무 수행(Day 1 ~ 120) :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식별된 소송 쟁 과 생성한 키워드 리스트에 

따라 기업 내 정보들에 해 검색 작업 수행하고, 확보한 

ESI들을 백업하며 검토  분석 단계에 활용할 수 있도

록 사본을 생성해야 한다. 이는 자 문서가 변경이 용이

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정보 변경이

나 기를 방지하기 함이며, 증거로써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기 한 보  차와도 련이 있다. 보  단계에

서는 해쉬 기법 등을 이용한 무결성 검증 작업이 수행되

며, 특히 Litigation Hold를 한 차들이 진행된다. 

Litigation Hold란 조직이 향후 소송이 측되거나 실제

로 발생했을 때, 소송과 연 된 모든 형태의 정보들을 보

존해야 하는 당사자의 증거 보존 의무로, 이를 한 구체

인 방법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부분 우연 는 

고의 으로 발생 가능한 정보 괴, 수정에 한 조직 내

외부의 으로부터 정보들을 극 으로 보호하는 조

치들이 부 포함될 수 있다[11]. 보  단계를 통해 안

성이 확보된 이후, 정보 처리 단계에서는 검토  분석 

작업을 해 정보들을 가공하거나 추출하는 작업들과 서

두에 언 한 것처럼 비용 지출이 막 한 검토 작업의 

상을 이기 해 복된 ESI들을 제거하고, 우선 검토

되어야 하는 상들을 분류하는 작업들이 주를 이룬다. 

이를 해 유사성 기반 데이터 분석, 데이터 복 제거

(De-duplication), 순 화 된 검색 결과에 따른 필터링 기

법들이 활용되며, 데이터 특징에 따라 통합된 형태의 검

토 상 포맷 생성을 해 컨테이  일 추출과 메타데

이터 추출 작업 등이 필수 이다[14]. 검토  분석 단계

에서는 다양한 ESI들에 해 동시 인 연 성 분석이 가

능하도록 하는 시각화 기술이 용되어야 하며, 공개되

어서는 안 될 기업 고유의 기  정보나 특허 련 정보 

등을 분류해 내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한 소송 쟁 과

의 연 성 검토를 통해 최소의 비용 수 에서 최 의 증

거물을 생산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합성을 기 으로 

한 ESI 그룹핑과 순 화 된 검토 결과 생성이 이루어져

야 한다. 이러한 기 들은 검토 작업이 수행되기 이  

략  계획 수립을 통해 사  결정되어야 하며, 최종 증

거 생산 이  검토 결과에 한 생산성 분석을 통해 효율

을 평가하고 원하는 수 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잘못된 부

분을 악하여 신속한 재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다. 마지막 증거 생산 단계에서는 Meet-and-Confer 세

션  의된 증거 일 포맷에 맞게 정보를 가공하여 증

거로 생산해내고, 해당 작업  증거 자료 근에 한 

로그를 기록해야 한다. 이는 생산한 결과물에 해 증거

로써 가치를 보다 인정받기 한 증거물 연계 보

(Chain of custody) 원칙에 따른 의무사항이다.

· 증거 공개(Day 120 이후) : 제출  기 단계로 법

정 증거 공개 원칙 악하고, 공개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법률 문가들이 IT 비 문가임을 고려하여 그들의 쉬운 

이해를 돕기 해 보고서 작성  ESI 시각화 작업이 수

행된다. 한 증거로 생산되었지만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이 완료된 정보들을 기하고 원본 데이터들에 해

서는 소송 련 기록과 함께 정보 리 정책에 따라 이를 

보존해야 한다.

4. E-Discovery 업무의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한 대체 기술 분석

본 에서는 자증거개시 제도가 근본 으로 내포하

고 있는 시간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여 기업들로 하여  

소송에 보다 효과 으로 처할 수 있도록 하기 해, 기

존에 E-Discovery 솔루션 구   기업의 시스템 보완에 

사용되던 기술들을 체하여 새롭게 활용 가능한 기술들

을 제시한다. 

4.1 E-Discovery의 과거와 현재

과거의 E-Discovery 서비스  솔루션의 주요 목 은 

사람에 의한, 즉 법률 문가에 의한 소송 쟁 과의 합

성 검토 작업 비 단계로써, 키워드에 근거하여 문서를 

식별하고 수집하는 역할만을 수행하 으며, 단순한 정보 

검색 분야 기술에 한 의존도가 높았다. 기업이 처리하

는 정보의 양이 증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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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요구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신속하게 검색하는 기법

의 사용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수밖에 없지만, 최근 연

구 동향들을 살펴보면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 단순한 검

색 기법 활용은 그 한계가 분명하며, 특히 검색 용어를 

선정함에 있어서 법률 문가로 하여  큰 부담을 안겨

주는 결과를 래하고 있다. 정보 검색 분야에서 기법에 

한 성능 평가 시 사용되는 2가지 요소인 재 율(recall)

과 정확율(precision)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재 율이 아

주 낮은 검색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증거물 제출에 있어서 련

성이 떨어지는 증거물을 많이 제출하는 경우보다 증거물 

자체가 부족한 경우 소송에 있어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다시 말해 재 율의 

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라 할 수 있다[13]. 이에 ‘Advanced 

Search’라 불리는 동의어, 시소러스 등을 활용한 쿼리

(query) 확장 기법들이 주목을 받았으나, 이는 검색 결과

물을 증가시키게 됨으로 검토 업무 에서 볼 때, 그 

시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증가시키는 좋지 못한 결과를 

래할 수 있다. 결국 재 율과 정확율에 한 트 이드

오 에 해서는 그 정선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를 효과 으로 조율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최근 TREC의 Legal Track이나 E-Discovery 련 컨

퍼런스에서 주목받고 있는 방법은 자동화 된 기계 학습

(machine learning)을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반의 합성 분류(relevance classification) 기

법이다 [13][18]. 한 Hadoop과 같은 Map-Reduce 기반

의 분산 처리를 이용한 인덱싱 기법  문서 처리 기술 

등을 활용하여 속도 인 측면에서 검색 작업의 성능을 

높이고 있으며, 인덱스 정보의 확장을 이용한 문서 태깅

(tagging) 기술을 용하여 보다 손쉽게 사용자의 정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게 하는 결과 도출 방법들이 각

을 받고 있다. 

4.2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기계 학습은 인공 지능의 한 분야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를 말

한다[3]. 정보 검색 분야에서는 자 문서 리를 한 문

서 분류 기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웹과 

같은 규모 검색 시스템에서는 새롭게 추가되는 웹 페

이지들을 자동으로 수집·분류하여 사용자 질의에 한 

검색 상 범 를 축소함으로써 성능 향상을 꾀하고, 검

색 결과에 한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해 분야 별로 

분류된 결과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E-Discovery의 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부분에 활

용될 수 있다[6]. 

먼  정보 리 단계에서는 사 에 정의한 ESI 범주

에 따라 학습 자료를 생성하고, 자동화 된 분류를 수행 

가능하게 하여 리 작업에 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정보 수집 단계에서 검색 기법을 구 할 때에 추가

으로 활용 가능하며, 앞서 언 한 정보 검색 분야에서

의 활용 사례가 그 로 용되어 검색 성능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검토 차에 

한 활용도이다. E-Discovery에서 말하는 문서 분류는 주

로 소송 쟁 과의 합성을 기 으로 유효한지 아닌지

(responsive or not)에 한 2진 분류를 의미한다. 단순한 

작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실험들을 살펴보면 사람, 

즉 법률 문가에 의한 문서 검토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

서 치명 인 단 들이 존재하며, 합성 여부에 한 평

가 결과가 일정하지 않게 나타난다는 보고들이 있다[5]. 

어느 정도의 소규모 ESI들에 해서만 사람이 검토하여 

합과 비 합 문서에 한 학습 자료를 생성하고, 나머

지 ESI들에 해서는 기계 학습 기법들을 용한다면, 

이러한 문제 들을 효과 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기계 학습 기법에서 분류를 해 사용되는 문서 간 

유사도(liklihood) 수치 정보[10]를 한 기  설정을 

통해 증거 생산 상으로서 ESI 선별 시 활용한다면, 상

황에 맞게 재 율과 정확율의 트 이드오 를 조 할 수 

있다. 를 들어, 최종 으로 증거를 생산하기 해 사람

에 의한 재검토 작업을 수행할 때,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

거나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유사도 수치 기 을 높여

서 정확률이 높은 문서만을 선별함으로써 검토 시간  

비용 감을 꾀할 수 있게 되고, 반 의 경우라면 재 율

을 높여 많은 ESI들을 심도 깊게 검토함으로써 결정 인 

증거 확보를 해 재 에 한 비를 보다 철 하게 진

행할 수 있게 된다. 다음 <표 4>은 3장에서 제시한 차 

모델 상에서 기계 학습 기술이 용될 수 있는 각 단계 

별 기능 요소와 기  효과를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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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용 상 기능 기  효과

정보

리
- ESI 리

· 용량 데이터에 한 인덱싱 작업

을 분산 처리하여, 소요 시간  비

용을 감

정보

수집
- 정보 검색

· 동일한 쿼리를 상 시스템 별로 분

할하여 달하고, 그 결과만을 취합

하는 형태로 작업을 수행하여 검색 

속도  효율성이 향상 됨

정보

처리

- 유사성 분석

- De-Duplication

· 해당 기능 요소 구 의 핵심은 유사

성 비교를 한 ESI 벡터화이며, 이

는 기계 학습 용 가능 상임

· 분산 처리 기반으로 기계 학습을 구

하여 기법 자체가 제공하는 효과

들 외에도 부가 인 작업 속도 향상

을 꾀할 수 있음

검토

분석

- 기  정보 분류

- 특허 분류

- 그룹핑

- 연 성 재검토

<표 5> 분산 처리 적용 대상 기능 요소 및 기대 효과

단계 용 상 기능 기  효과

정보

리

- ESI 리

- 데이터 맵 생성

· 기계에 의한 자동화 된 ESI 분류는 

사람에 의한 작업 의존도를 낮추어 인

력  비용을 감할 수 있음 

· 분류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짐에 따

라 반 인 ESI 리 작업의 효율이 

증가함

정보

수집
- 정보 검색

· 소송 이슈에 따라 선정된 검색 키워

드와 ESI 분류 범주 간의 유사성 비교

를 통해 검색 상 범 를 제한함으로

써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함

검토

분석

- 기  정보 분류

- 특허 분류

- 그룹핑

- 연 성 재검토

· 기  는 특허 련 ESI를 분류하

기 한 범주를 정의하고, 정보 리 

단계에서 미리 분류함으로써, 해당 범

주의 ESI들이 검색되었을 때 별도의 

검토 작업 없이 제외시킬 수 있게 됨  

· 소송 이슈와의 유사도에 따라 ESI들

을 그룹핑 하고, 증거 생산 시 비용  

한계로 인해 우선 생산 되어야 하는 

ESI들을 선별하고자 할 때, 유사도를 

연 성 정보로 활용 가능함

· 해당 효과들로 인해 검토  분석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

할 수 있음

<표 4> 기계 학습 적용 대상 기능 요소 및 기대 효과

4.3 고성능 검색 엔진

최근 정보 검색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고

성능의 인덱싱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오  소스 형태

의 라이 러리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

법들은 규모 ESI에 검색 작업이 주를 이루는 

E-Discovery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다. 정보 리 단계에서는 데이터 맵 생성 과

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가 정보들을 이용하여, 인덱

스 정보 확장을 통한 문서 태깅 기법들을 용한다면 보

다 효과 인 리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한 정보 

수집 단계에서 이러한 태깅 정보를 활용한 쿼리 확장 기

법이 4.1 에서 등장한 advanced search 기술들과 함께 

구 된다면, 비약 인 검색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가 치를 이용한 질의 수행과 검색 결과 정렬 방식

은 유사도를 활용하는 기계 학습 방식과 비슷하게 활용 

가능함으로, 검토 단계 이 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상황

에 합한 검토 상 선별을 한 방법으로 아주 합하

다. 표 인 고성능 정보 검색 라이 러리로는 Apache 

로젝트  하나인 Java 기반의 Lucene이 있으며, 확장 

가능한 색인  질의 생성, 다국어  다양한 문서 포맷 

지원, 필터링  순 화 등의 고  검색 기법들이 체 

기술로써 활용 가능하다.[8][15]. 

4.4 대용량 데이터를 위한 분산 처리 기법

자 문서 검색을 한 인덱스 생성이나 기계 학습 

는 가 치 질의 처리를 한 용어 별 벡터화

(vectorization)는 컴퓨터와 같이 빠른 계산 성능을 가진 

장치들을 활용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들이다. 

더욱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빅 데이터 시 의 도래를 

고려해볼 때, 많은 양의 기업 데이터들에 해 와 같은 

작업을 특별한 근 방법 없이 그 로 용한다는 것은 

실용성 측면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법 

 하나가 MapReduce를 활용한 Hadoop 기반의 분산 처

리 기술이다[20]. 

MapReduce는 구 (google)에서 개발한 소 트웨어 

임워크이며, 이는 페타 바이트(peta byte) 이상의 

용량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컴퓨터로 구성된 클러스

터 환경에서 병렬 처리를 지원하기 해서 개발되었다. 

이 임워크는 함수형 로그래 에서 일반 으로 사

용되는 Map과 Reduce라는 함수 기반으로 구성되는데, 

Map 함수는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Key, Value)의 형태

로 연 성 있는 데이터 분류로 묶는 작업을 수행하며, 

Reduce 함수는 Map 함수의 결과  복 데이터를 제거

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한

다[19]. E-Discovery 업무를 차에 따라 수행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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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기업 내 데이터베이스의 규모와 각 차상에서 필

요한 입력과 출력 데이터 크기, 주요 작업 등을 고려하여 

분산 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하게 해당 임워크를 

용한다면, 시간  비용 측면에서의 상 가능한 문제 

해결은 물론 업무 효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표 5>는 업무 차 모델 상에서 분산 처리 기술이 

용될 수 있는 각 단계 별 기능 요소와 기  효과를 간

략하게 설명한 것이다.

5. 결론

본 논문은 미국 자증거개시 제도의 확산과 국내 도

입에 비하여 표 화된 E-Discovery 업무 수행 차 확

립을 해 선행 연구된 로젝트들에 한 분석을 바탕

으로 일반화된 E-Discovery 로세스와 차 별 필수 업

무 사항 등을 제시하 다. 이는 각기 다른 선행 연구 결

과들의 미묘한 견해 차이를 조정하고  최근 법  요구사

항들의 변화 추세와 련 기술 연구 동향을 반 하여 결

여된 부분을 새롭게 포함 시킨 것으로, 소송에 한 효과

인 응 방법을 알고자 하는 기업 혹은 소송 당사자들

은 물론 해당 분야에서 문 인 서비스  솔루션 개발

을 시도하려는 벤더들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

로 기  된다. 한 이러한 차들이 실제 소송에 활용됨

에 있어서 자증거개시 제도가 근본 으로 내포하고 있

는 시간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해, E-Discovery 솔

루션 구   기업의 시스템 재정비에 활용 가능한 체 

기술들을 제시하 다. 이는 련 분야 기술 발   한계 

극복을 한 극 인 안으로써 충분히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라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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