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proportion of digital evidence in criminal cases has increased, while at the same time, the spread of the Internet
has made it easy to delete information that is stored in another place and thus, the Internet is being used to delete
online criminal evidence. To respond quickly and effectively to cybercrime, 29 countries signed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in 2001 through the Council of Europe. Article 16 of the Convention relates to the expedited preservation
of stored computer data and requires signatories to adopt legislative measures to enable its competent authorities
to order expeditious preservation of specified computer data where there ar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data is particularly
vulnerable to loss or modification. More than 60 countries have joined the Convention since 2001 and have made efforts
to improve their legal system in line with it. The United States legislated 18 U.S.C. § 2703(f) to preserve electronic
evidence pending the issuance of a court order. The Germ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 94~95 allows prosecution
authorities to seize evidence or issue production orders without court control in urgent circumstances. A custodian
shall be obliged to surrender evidence upon a request that evidence be preserved, and non-compliance results in
punishment. Japan legislated the Criminal Procedure Act § 197(3) and (4) to establish a legal base for requesting
that electronic records that are stored by an ISP not be deleted.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 184 outlines
procedures for the preservation of evidence but does not adequately address the expeditious preservation of digital
evidence that may be vulnerable to deletion. This paper analyzes nine considerations, including request subjects,
requirements, and cost reimbursement to establish direction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the expedited preservation
of digital evidence. A new method to preserve online digital evidence in urgent cases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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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생활이 점차 디지털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수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증

거 가운데 디지털 증거의 비율이 늘어났다. 요즘

형사사건 수사에서 스마트폰은 매우 중요한 증거

확보 대상이다. 디지털 기기 가운데 현대인의 삶

에 깊숙이 침투한 스마트폰은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합하고 있어 통화 내역, 연락처, 일정, 수발신 문

자 메시지, 쇼핑 내역, 이메일, 문서 파일, 통화 녹

음 파일 등 수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디지털화와 함께 네트워크화도 진행되었다. 인

터넷의 보급으로 국내 어느 곳이든 인터넷 접속이

수월하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의 보급으로 냉장고나 보일러 같은 가전기기까지

인터넷에 연결되고 있으며, 5G(5세대 이동통신 기

술)와 같은 첨단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로 전송속

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증거

의 삭제나 변경은 공간을 초월하여 원격으로 순식

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 증거보

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같은사이버환경에대응하기위해유럽국가

들은 2001년부터사이버범죄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ybercrime, ETS No.185, 이하 협

약)을 채택하여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범죄에 대

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현행 증

거보전 제도는 디지털 증거를 긴급하게 보전하는데

부족한 실정이다. 형사사건에서 증거를 보전하기 위

해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재의 제도는 유체물에 적용하

기 적당할 뿐 디지털 범죄의 빠른 속도에 대응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본고는 형사사건에서 디지털 증거보전에 대해 각

국이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의 과거 개선노력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디지털

증거보전을제도적으로개선하기위해디지털증거에

대한 긴급한 보전요청을 중심으로 요청의 주체, 요

건, 절차, 기재사항, 통지방법, 비용보상 등에 관하여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2. 디지털 증거보전의 필요성

2.1 디지털 증거의 특성

디지털 증거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되어 있거

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송수신되는 것으로 증거

로서 가치가 있는 정보이다. 디지털 증거는 데이터

(Data) 또는 정보(Information)로 컴퓨터나 스마

트폰과 같은 디지털기기로 처리되거나 저장된다.

유사한 용어인 전자증거는 전기(電氣) 또는 자기

(磁氣)적인 성질을 이용하여 기억된 것으로 증거로

서 가치가 있는 정보이다. 전자증거는 아날로그 증

거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를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이다(이주원, 2012). 그런데 요즘은 대

부분의 전자증거가 디지털 증거이므로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별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익이 거의 없다.

디지털 증거는 아날로그 증거와 크게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5; 이상진,

2015; 노명선, 백명훈, 2018). 복사했을 때 원본과

사본의 품질에 차이가 없는 특성이다. 이는 디지털

정보의 최소 단위가 0 또는 1로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생긴다. 아날로그 증거 중 하나인 서류를 복

사하면 미세하게 품질이 저하된다. 사본으로 다시

또 다른 사본을 복사한다면 품질의 차이는 더욱 커

진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 중 하나인 스마트폰 통화

녹음 파일은 복사했다고 음질이 저하되지 않는다.

디지털 증거의 다른 중요한 특성은 쉽게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가 저장된 매체를 가지고 있

다거나 정보가 저장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

더라도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

면 원격으로 그 내용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요즘과

같이 전국적으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정보통신 환

경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국내 어디서든지 원격으로

쉽게 변경될 수 있다. 디지털 증거를 긴급하게 보존

하지 않으면 그것이 원격으로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향후 수집하는 것이 의미 없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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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용어 사용

용어 사용에 관하여 ‘보전’과 ‘보존’을 혼용하는

경우가 있다(이윤제, 2012). 이미 기억된 데이터를

삭제․변경․손상 등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보호하

는 것으로 디지털 정보에 대한 ‘보전’과 ‘보존’이라

는 용어의 구분은 큰 실익이 없다. 단, 형사소송법

제184조를 근거로 증거보전을 청구할 경우 ‘보전’

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영어 단어인 ‘Retention’과 ‘Preservation’은 구분

되어야 한다(European Commission, 2012; 이용,

2015; 이용, 2016). ‘Retention’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규정된 기간 동안 보유해야 하는 의무

가 있는 정보에 대한 것으로 주로 ‘보관’로 번역하

고, ‘Preservation’은 보유의무와는 상관없이 현재

상태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것으로 미래에

저장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본 논문은

‘Preservation’을 ‘보전’으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2.3 디지털 증거보전의 필요성

형사사건에서 수사관은 범죄와 관련된 사실 확인

을 위해서 여러 디지털 정보를 수집한다. 수사관의

입장에서 디지털 정보는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장

치가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 등으로 발생한다.

피의자가 범행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웹

하드에 올렸다고 가정해 보자. 피의자는 범행 일

자 내내 자신의 집에 머물렀다고 주장한다. 수사

관은 피의자의 스마트폰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범

행 일자에 촬영된 사진의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Thumbnail)를 발견한다. 해당 이미지는 해상도가

낮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지만 피의자의 집안이

아닌 실외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에

서 원본 이미지는 이미 삭제된 상태로 기술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다. 만약 스마트폰에서 해당 이미

지를 웹하드로 업로드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해당

이미지를 확보할 것이 요구된다. 이때 다른 대화내

용에서 공범이 존재하는 것이 의심되며, 웹하드에

이미지를 올린 것이 공범과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된다. 공범이 피의자가 수사받고 있

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상황은 급박하게 진행될

수 있다. 만약 공범이 원격으로 웹하드에 접속하여

해당 사진을 삭제한다면 수사기관은 어떻게 해당

디지털 증거가 삭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

현행 제도로는 해당 증거가 삭제되는 것을 막기

매우 어렵다. 피의자가 수사관이 웹하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는다면, 수사관은 웹하드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기 때문에 웹하드 서비스 제공

자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압수․수색은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현행범인의

체포와 같은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

장에서의 압수․수색이 가능하지만 이와 같은 예외

가 아닌 경우 수사관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다음으로 검사는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한다.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원칙적으로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면서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 피처분자에게

팩스로 영장의 사본을 송신하기만 하고 영장의 원

본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판례(대법원, 2017, 2015도

10648)의 입장이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

라고 하더라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발급받은

다음에 영장을 집행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디지털 정보는 공간을 초월하여 순식간에 변경

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범죄혐의자가 체포되었더

라도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공범이 있다면 네

트워크를 통해 디지털 범죄 증거를 어디서든 삭제

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면 구글의 “휴대전화 찾기”나

삼성의 “내 디바이스 찾기”에 로그인함으로써 원

격으로 스마트폰을 초기화시켜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 최신의 스마트폰은 이렇게 원격으로 데이터

가 삭제된 경우 최첨단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동

원하더라도 삭제된 내용을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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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

를 몰래 촬영하다 체포되어 스마트폰이 압수된 사

례가 있다. 그런데 수사관이 압수한 스마트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이 원격으로 초기화되

어 관련 증거가 삭제된 일이 벌어졌다. 요즘 수사

기관은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압수할 때 전원을 끄거나 SIM카드를 분리 또는

스마트폰을 전파차단봉투(패러데이 백, Faraday

Bag) 안에 보관함으로써 원격으로 증거가 삭제되

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관 중인 데이터는 여러 사람이 실시간

으로 서비스를 이용 중이기 때문에 위의 방법들을

사용해 통신을 차단할 수 없다.

최근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

하였는데, 사건이 발표된 초기 “텔레그램 탈퇴”라

는 검색어가 주요 포털의 10대 급상승 검색어 1위

에 오르는 일이 벌어졌다.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거를 원격으

로 삭제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것이다.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정부나 기업에서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

출, 사생활 정보 해킹을 통한 협박,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기존의 영장

에 의한 수사방식으로는 이러한 범죄와의 속도전에

서 승리하기 어렵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

관 중인 디지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는 요

구가 발생한 경우 현행 제도 안에서는 최대한 서둘

러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것 외에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없으며, 적법절차를 진행하는 중

에 원격으로 증거가 삭제되더라도 삭제된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고, 만약 삭제된 것이 확인되더라도

피의자의 방어권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보관자에게디지털증거를보전하도록신속하게요청

하고, 이렇게 제3자가 보전한 증거를 향후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할 수 있다면 공간을 초월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증거인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3. 외국의 디지털 증거보전 제도

3.1 유렵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

유럽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

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 사이버범죄협약

을 채택하였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럽평의회

회원국 및 비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서명식을 했기에

부다페스트 협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협약은 서문(Preamble)에 그 목적을 명확히 하

고 있다. 정보의 디지털화, 기술의 융합, 컴퓨터 네

트워크의 세계화로 국경을 초월하여 범죄가 발생

하고 있어 여러 나라의 공동 노력을 통해 신속하

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신속한(Rapid)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 각국

의 형사사법 체계는 나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 이전에는 기존의 체계로

대응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면, 현대 인터넷이

세계 각국을 연결하는 사회에서 점점 진화하는 범

죄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유럽평의

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 노력의 성과로 협약의 제

16조와 제29조는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보전에 관

하여 다루고 있다.

협약 제16조는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신속한

보전을 위해 각국이 입법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약에 가입한 각 국가는 컴퓨터 데이터

가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데

이터에 대한 신속한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전명령에 관한 입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

기서 협약은 국가마다 법률체계가 다른 사정을 고

려하여 보전명령의 주체에 관하여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만 규정하고, 그 주체가 법원인지 또는

수사기관인지는 해당 국가에서 정할 수 있도록 남

겨놓았다. 협약 제16조는 수사대상의 범위를 유체

물 중심에서 무체물인 컴퓨터 데이터로 확대함으

로써 시대변화에 대응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전현

욱, 이자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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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29조는 데이터의 신속한 보전을 위한 가

입국 간의 협력에 관한 내용이다. 협약의 가입국

은 다른 가입국에게 데이터의 신속한 보전을 명령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국가는 요청

된 자료를 신속하게 보전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협약은 다자간의 협약이므로 각국의 법률제도에

따라 특정 조항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제한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제42조 유보조항을 두고 있

다. 협약 제42조는 제16조를 유보 대상으로 정하

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국들은 제16조의 효과를 제

한하는 등의 유보를 할 수 없다(윤해성, 라광현,

2019). 데이터의 신속한 보전에 대하여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은 제29조 제4항뿐이다. 해당 조항은 쌍

방가벌성을 요건으로 한 공조요청 거부에 관한 내

용으로 협약의 제2조에서 11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에 대한 공조 요청에 대

해서 요청을 받은 국가가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다

는 이유를 들어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3.2 미국의 디지털 증거보전

미국은 무체물인 디지털 데이터를 증거로 사용할

수있음을연방증거규칙제101조에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데이터(Data)는 기록으로서증거가 될수 있다.

“전자적으로 기록된 정보”(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를 법규에 명시함으로써 무체물인 디

지털 정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국은 연방법전 제18편 제2703조 제(f)항(18

U.S.C. §2703(f))에 따라 “원격 컴퓨팅 서비스”(한

국의 정보통신서비스에 해당) 제공자가 법원의 명

령이나 정부기관의 요구를 받았을 때 전자증거를

포함한 기록을 보전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백업 보전에 관한 연방법전 제

18편 제2704조 제(a)항(18 U.S.C. §2704(a))에 따

라 정부기관은 제출명령으로 또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 서비스 제공자에게 디지털 증거(전자통신 내

용)를 백업하여 보전(Backup preservation)할 것

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법원의 명령에 대해 통지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백업 보전을 수행해

야 한다. 또한, 백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정부기관

에 완료된 사실을 회신해야 한다.

미국에서 데이터 보전은 수사에서 중요하고 자

주 사용되는 방법이다(Council of Europe, 2012).

미국에서 데이터 보전요청은 수사관과 검사가 데

이터 원격 삭제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압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 시간

동안 해당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미국은 2018년 클라우드법(CLOUD Act) 통과

로 디지털 증거에 대해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장

소에 관계없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

으로써 역외 데이터 수집의 근거를 마련하였다(송

영진, 2018). 정보통신망의 세계화에 따라 공간을

초월한 범죄에 대응하고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고

려한 미국의 법률적인 개선 노력은 참고하기 좋은

예이다.

3.3 독일의 디지털 증거보전

독일은 2001년 사이버범죄협약 서명 이후 2007

년 컴퓨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을 제41차로

개정하는 등 사이버범죄협약 비준을 위한 법률 개

정 노력을 했다. 이후 2009년 유럽평의회 사무총

장에게 공식적인 비준서를 제출함으로써 유럽평의

회의 47개국 중 24번째로 사이버범죄협약을 비준

하게 되었다(박희영, 최호진, 최성진, 2015).

우선 디지털 정보 또는 데이터가 보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에 관한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디지털 증거 및 그 증거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매체 모두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라

고 판례를 통해 데이터가 보전 및 압수의 목적물이

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다(최성필, 2011).

독일의 디지털 증거보전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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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수사에 필요한 조사)

③ 검찰관,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원은 압수 또는
기록명령부 압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
기통신을 위한 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사용하
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자기의 업무를 위하
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통신을 매개할 수
있는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상 기록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송신원, 송신지, 통신일시 및 그 밖의 통신이력의
전자적 기록 중 필요한 것을 특정하고, 30일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소거하지 않
도록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
자적 기록에 대하여 압수 또는 기록명령부 압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게 된 때에는 해당 요구
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따라 소거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기
간에 대해서 특히 필요한 때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거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기간은 통합하여 60일
을 초과할 수 없다.

<일본 형사소송법>면, 독일 형사소송법 제94조 제1항은 “증거방법으

로서 심리에 중요할 수 있는 대상은 유치하거나 또

는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야 한다.”라고 데이터에

대한 보전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법무부, 2012). 또

한, 제95조 제1항에 데이터의 소지자에 대해 데이

터 보전을 넘어 제출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 처벌조항까지 갖추고 있어 의무이행을 거

부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제98조는 압수명령

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원이 할 것을 규정하고, 예외

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검사와 그 수사요원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협약의

제16조에 관한 특별한 입법을 하지 않았지만, 수사

기관에게 긴급한 때에 법원의 통제 없이 압수나 제

출명령을 허용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신속하게 확

보하기 위한 대안을 갖추었다. 다만 독일은 이와 같

은 예외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함으로

써 영장주의가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3.4 일본의 디지털 증거보전

일본은 2004년 사이버범죄협약을 비준한 이후

수차례 입법을 시도하던 중 2005년 중의원 해산 등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법무성의 지속적인 노력으

로 2011년 “정보처리의 고도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일명 사이버형

법안)이 공포되어 시행되었다(박희영, 최호진, 최성

진, 2015). 심의과정에서 외국 정부기관이 국내 온

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보전을 요청하거나

압수․수색의 과정에서 주권이 침해되는 것, 영세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제적 부담 등의 쟁

점이 발생하였으나,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

는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마

침내 2012년 사이버범죄협약을 발효했다.

일본 형사소송법에서 기록명령부 압수는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전자정보를 저장매

체에 복사하거나 인쇄하게 한 후 그것을 압수하는

것이다(김잔디, 2012). 일본은 형사소송법 제99조

의2를 신설하고 제218조 제1항을 개정하여 기록명

령부를 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통

신이력의 전자적 기록 등 디지털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과 제4항을 위와 같

이 신설하였다. 전자적 기록에 대해서 소거하지 않

도록 한다는 것은 삭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것

으로 압수 이전의 증거보전에 관한 것이다.

3.5 소결

외국의 디지털 증거보전에 관하여 종합하면 크

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수사기관

이 사전 통제 없이 긴급하게 압수를 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의 예외로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철저하

게 관리하는 것인데 독일의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선행하여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보전요청을 할 수 있

는 제도를 둠으로써 적법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증

거가 원격으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미

국과 일본의 예가 되겠다.

미국과 일본은 2001년 사이버범죄협약 이후 인터

넷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법률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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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였다. 그런데 사이버범죄협약의 중심이었던

유럽에서는 2018년 유럽의 디지털 증거보전 제도를

표준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규정안(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European Production and Pre-

servation Orders for electronic evidence in cri-

minal matters)이 새롭게 제안되었으며, 유럽데이

터보호위원회 및 유럽데이터보호감독기구를 중심

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유럽의 많은 국가는 이미

제3자(ISP 등) 보관 디지털 증거보전에 관한 제도

를 도입하여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준

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

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에서 페이스북, 구글, 애플 3개 주요 사업자

에 대한 증거보전 요청을 살펴보면 2018년에 13만

건, 2019년에는 15만 건 이상이 이루어졌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정보통신 강국으로 자부하는 우리

나라의 경우 디지털 증거보전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4. 국내 디지털 증거보전 실태

4.1 국내 디지털 증거보전 법규와 실태

4.1.1 증거보전 관련 법규

한국의 형사소송법(1954.9.23. 법률 제341호로 제

정되고 2019.12.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된 것, 이

하 형소법)은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으로 제184조와

제185조를 두고 있다. 형소법 제184조는 증거보전

의 청구와 그 절차를 규정한다. 증거보전이란 장차

공판에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사용하

기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

에 따라 법관이 공판 전에 그 증거를 수집․보전하

여 두는 제도를 말한다(법원행정처, 2014). 이에 따

라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

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

증을 청구할 수 있다.

디지털 증거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해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면, 동 조항은 실질적

으로 압수․수색․검증의 처분으로 이루어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당 조항이 입법된 시대상황

에 따른 것인데 당시 유체물에 대해 증거의 가치

나 성상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적용할 수 있었

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의 보급으로 시대상황이 바

뀐 후에 디지털 정보의 원격삭제 등 증거수집 전

에 긴급한 증거보전이 요구되는 상황에 적용하기

는 어렵다. 하위 규칙인 형사소송규칙(1982.12.31.

대법원규칙 제828호로 제정되고 2016.11.29. 대법

원규칙 제2696호로 개정된 것)도 증거보전에 관해

제91조와 제92조를 가지고 있지만, 역시 디지털

증거에 관해 적용하기는 어렵다.

형사사건에서 증거보전은 판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 청구해야 하므로 피의자가 아닌 자

가소지또는보관하고있는디지털증거를긴급하게

보전하기위한조치로는 한계가있다. 당사자별로디

지털 증거보전 목적으로 현행 제도를 이용하는 데

관해 검토해보자. 수사기관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에 대해 긴급하

게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형소법 제184조를 적용하

는 것은 법원에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실익이 없다(방희선, 2009).

피의자나 변호인의 경우 접근이 가능한 정보는 수사

기관에 임의제출하면 되고, 접근이 불가능한 디지털

정보는 수사기관에 압수․수색할 것을 요청할 수 있

는데, 판사에게직접증거보전을 신청하는것은증거

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을 단축하는데 별다른 실익이

없다. 이로인해디지털증거의경우실무상증거보전

절차의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다(송규영, 2019).

한국의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를 처리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검찰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

석 및 관리 규정 (2006.11.21. 대검찰청예규 제410

호로 제정되고 2019.5.20. 대검찰청예규 제9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검찰예규)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경찰은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2015.5.22. 경찰청훈령 제766호로 제정되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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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경찰청훈령 제845호로 개정된 것)을 두고 있다.

이 두 가지 규정 모두 디지털 증거보전에 관한 내용

은 없다. 다만, 검찰예규의 경우 디지털 증거를 수집

한이후에 대해 보존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데, 이는

긴급한 증거보전과 관련이 없다.

4.1.2 제출명령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 디지털 증거를 제출하도록 긴급하

게 명령할 수 있다면 굳이 보전요청까지 요구되지

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형사사건에서 유체물에 대

한 제출명령 근거조항을 가지고 있다. 형소법 제

106조 제2항, 제107조 제1항이다. 동법 제219조 준

용규정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고(제106조 제2항), 전자우편(이메일) 등 전기통

신에 관한 것으로서 기관 등이 소지․보관하는 물

건의 제출을 명할(제107조 제1항) 수 있다고 해석

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제출명령은 준용되지 않

는다는 것이 통설이다(법원행정처, 2014). 이와 별

개로 제출명령을 받는 경우 협력의무가 있는지 여

부나 강제수단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있지만 논외

로 한다. 결국 실무적으로 제출명령을 받은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디지털 정보의 임의제출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법원에 영장을 받아 강제

하는 것 외에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 더욱이 제출명

령에 관한 위의 두 개 조항에서 대상을 ‘물건’으로

명시하여, 무체성을 갖는 디지털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여러 해석이 가능한 문제도 있다.

4.1.3 영장주의의 예외

헌법은 제12조 제3항에 압수․수색에 관해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는영장주의원칙을 규정하고있다. 예외로는현행범

인인경우와장기 3년 이상의형의죄에관해도피하

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수 있도록허용하고있다. 형소법은 압수․수

색․검증에서 영장주의의 예외에 관한 규정으로 제

108조와 제216조부터 제218조까지를 두고 있다. 임

의제출물이나 유류물,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

의 압수․수색,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압수․수색 등

에서 영장주의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보전 요청은 압수․수색과는 달리, 디

지털 증거의점유가 수사기관으로 이전되지않고, 보

관자에게 증거를 보전할 것을 요구하는 선제적인 조

치일 뿐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범죄와 관

련된 디지털 증거가 원격으로 삭제나 변경되지 않도

록 요청하는 것은 압수․수색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

므로 영장주의에 적용받지 않는다. 디지털 긴급보전

요청 이후 수사기관은 법률에 규정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을 위해 반드시

사전에 영장을 받아서 집행해야 한다.

4.2 이전의 입법 시도와 결과

이전에 디지털 증거보전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

하는 2건의 입법 시도가 있었다. 2009년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소법 개정안과 2015년 김도

읍 의원의 개정안이다.

4.2.1 이종걸 의원의 입법 시도와 결과

이종걸 의원이 2009년 5월 대표발의한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법원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정보를보관․관리하고있는자에게관련정보의

보전을명령할수있도록하기위해아래와같이형사

소송법 제106조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106조(압수)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압수의 목적이 컴퓨터용디스
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조
에서 “정보저장매체 등”이라고 한다)에 기억된 정
보를 얻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정보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자에게 관련정보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기간은 필요한 최소한
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이종걸 의원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 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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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2(정보의 보존요청 등)

① 법원은 정보를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항제3호에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30일의 범위 내에서 당해 정보가 삭제․변경되지
않도록 보존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
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정보를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보존 요청을 취소하여
야 한다.

<김도읍 의원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등, 2015)

이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는 2009년 9월 검토보

고를 통해 범죄와 무관하게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자에 대한 의무부과를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하였다

는 점 등을 들어 대부분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평가

하였다(법제사법위원회, 2009). 다만, 정보에 대한

보전명령은 수소법원의 전속권한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들어 수사기관이 주체가 되는 보전명령은 허

용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검토하였으며, 수사기관이

법원에 보전명령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2010년 4월 검

토보고를 통해 정보의 보전명령에 관해 이전의 법

제사법위원회와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였다(사법제

도개혁특별위원회, 2010). 대한변호사협회는 2009

년 7월 정보에 대한 증거보전 명령제도 도입 취지

나 개정내용에 찬성하는 의견을 게재하였다(대한변

호사협회, 2009).

이 개정안은 이후 2011년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의 신설에 기여하는 등 수사기관이 무형의 전

자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2012년 제18

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어 디지털 증거보

전에 관한 제도가 형소법에 도입되지는 않았다.

4.2.2 김도읍 의원의 입법 시도와 결과

김도읍 의원이 2015년 2월 대표발의한 형사소송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소를 초월한 정보의 분산

보관, 원격 삭제․변경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정보

에 대한 압수 집행의 기술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법

원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30일의 범위 내에

서 당해 정보가 삭제․변경되지 않도록 보존할 것

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제108

조의2(정보의 보존요청 등)를 신설할 것을 포함하

는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는 2015년 6월 검토보

고를 통해 보존요청으로 증거가치가 있는 정보의

상실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이해하였으나, 개정안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

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원의 보존요청

을 거부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될 우려가 있

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법제사법위원회, 2015).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는 보존요청 제도의 도입

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근거로 두 가지 이유

를 들었는데, 하나는 개정안이 보존요청의 요건으

로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영장을 발부․

집행하면 족하고 별도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게 보존요청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

이다. 다른 하나는 전기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불

필요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의 정보 보전요청은 영세

한 기업에게 상당한 업무상 부담이 있으므로, 정

보 보전요청제도의 적용범위를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후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2016년

제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5. 국내 디지털 증거보전 개선

5.1 디지털 증거 긴급보전요청 제도 도입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아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해 원격 삭제 위협이 생기더라도



66 Sohyong Ro․Sungwoo Ji

보관자가 협조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해당 정보가 원격 삭제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방

법 외에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처럼 공간을 초월하여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의 삭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

라의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 요구된다. 이 장은

디지털 증거 긴급보전요청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관련 쟁점들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

시한다.

5.1.1 긴급보전요청의 주체(요청자)

디지털 증거에 대한 긴급보전요청을 누가 내릴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자. 형소법은 압수․수

색 처분의 주체로 법원과 검사, 사법경찰관을 모

두 인정하고 있다. 형소법 제106제부터 제145조까

지는 압수․수색․검증에 관하여 법원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19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제106

조, 제107조 등의 압수에 관하여 검사와 사법경찰

관의 주체적인 지위가 일부 인정된다.

압수․수색 등 강제 처분의 주체로 법원, 검사,

사법경찰관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증

거 긴급보전요청의 주체 또한 이들 모두로 허용하

여야 한다. 보전요청 주체는 검사 등 수사기관이

어야 한다는 견해(김연주, 2019)가 있지만, 법원

또한 공판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전이 요

구될 수 있다. 따라서 사법부인 법원과 행정부에

소속된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각 수

사기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긴급보전요청의 주

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5.1.2 긴급보전요청의 요건

긴급보전요청의 주체가 어떤 요건에서 요청을

내릴 수 있는지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디지털 정

보에 대한 삭제․변경의 가능성, 긴급보전요청이

없을 경우 증거 확보가 불가능한지 여부(필요성),

요청을 받는 자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Neumeier, Hansen and Dmitrieva,

2004; 김연주, 2019). 디지털 증거 긴급보전요청은

압수․수색과 같은 다른 강제수사에 비해 제한되

는 기본권의 범위가 작고, 수사기관으로 해당 증거

가 이전되는 것이 아닌 선제적인 보호 조치라는

점에서 엄격한 요건을 적용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

이 저하된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를 원격으로 삭

제․변경할 수 있다는 주관적 혐의로 긴급보전요

청이 가능해야 효과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5.1.3 협력의무 명문화

긴급보전요청을 실효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는

요청을 받는 자에게 보전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

록 법률에 협력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요

구된다. 더 나아가서 독일의 입법례와 같이 처벌

조항까지 명문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미

국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보전의무를 규

정하는 것만으로 제도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1.4 요청의 통제 여부

디지털 증거의 긴급보전요청에 법원의 영장 발

부와 같은 통제를 둘지 여부는 쟁점이다. 압수․

수색․검증 영장이나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수사기

관이 통제장치 없이 처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이 침해되는 것을 우려하려 법원의 통제하에 처분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장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통상적으로 수사

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한

다.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할 장소로 이동하여 영

장의 원본을 제시하면서 처분을 시작해야 한다.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도 마찬가지로 사

법경찰관이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한다.

압수․수색․검증 영장이나 통신제한조치는 대표

적인 강제수사에 해당한다.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나 통신 및 대화의 비밀에 관하여 엄격한 법

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권익이 최소

한으로 침해되도록 한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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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디지털 정보의 긴급보전요청 제도는 압

수․수색과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에서 큰 차이가

있다. 요청을 받는 대상은 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데 별도의 압수․수색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정보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넘어가

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의 비밀보장은 긴급보전

의 유무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긴급보전 자체는 해당 정보의 서비스 이용자(해당

정보의 작성자이며 실질적인 정보의 소유권자)의

기본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 다만,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나 변경을 방지함

에 따라 해당 정보의 자기결정권 중 정보를 삭제

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될 수 있지만,

이는 공간을 초월하여 빠르게 발생하고 있는 범죄

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따라서 디지털 정보에 대한 긴급보전요청은 신속

성을 기하기 위해 법원의 절차적 개입을 최소화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앞서 여러 차례 기술한 대로 요즘의 범죄

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디지털 증거를 빠르게 삭제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암호화시키거나 하여 수

사를 방해할 수 있다. 범죄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기관이 절차에 개입

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독자

적으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긴급보전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수사기관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요

구된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법제사법위원회, 2015)

이 있었으나,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도움을 주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공익과

정보주체인 개인의 삭제․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비교형량 했을 때 공익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속하게 범죄를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정보가 삭제되거나 변경․암호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면 요청자가

외부기관의 통제 없이 요청을 직접 전달할 수 있

어야 한다.

5.1.5 요청의 기재사항

디지털 증거에 대한 긴급보전요청자가 요청에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검토해보자. 2011년

7월 형소법 제106조 제3항이 신설되어 2012년 1

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

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를 압수하기 위한 법률

적 근거가 일부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중요하게

부각된 것이 정보의 선별압수 원칙이다. 정보저장

매체에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들이 혼재하는 경

우에 수사기관은 일정한 범위를 정해 탐색하는 등

으로 범죄와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하여 복제하거

나 출력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해야 한다. 압수

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

고 가능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거나 전체

를 복제하는 처분을 지양하고, 정보의 범위를 혐

의사실과 관련된 내용에 한정하여 출력하거나 복

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법원은 수차례의 판결로

영장의 별지에 기재된 상황 등 예외적인 조건이

아닌 경우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거나 전체

를 복제하는 처분이 과도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대법원, 2011, 2009모1190;

대법원, 2015, 2011모1839; 대법원, 2015, 2013모

1969 등).

정보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정보의

긴급보전요청도 보전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가

능한 명확하게 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증거의 긴급보전요청에는 누가 누구에게 언제 요

청을 하는지와 같이 당연히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

외에 이용자 식별정보, 긴급보전의 필요성, 대상

기간 범위, 보전 대상정보의 종류, 보전의 방법, 보

전의 착수 시기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익명의 서비스와 같이 이용자를 명확히 구

분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IP주소 등의 사항

을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자의 실명을 인증하여 가입하는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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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를 특정하여 요청할 수 있으

나 실명인증 없이 계정(ID)과 비밀번호 설정만으

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가입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계정이나 IP주소 등 최대한 구체적

으로 이용자 식별 노력을 할 것이 요구된다.

긴급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유형의

통상적인 행위에 대한 예상 수준으로 기재할 수

있다. 만약 피의자나 공범자의 구체적인 삭제 정

황에 대한 파악과 같은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어

기재되어야 한다면, 긴급보전요청을 생산하는데

제약사항이 되어 실질적으로 요청의 목적을 달성

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해질 수 있다.

보전할 정보의 시간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를 최초 생성한 시간, 최종 수정한 시간, 마지막

접근한 시간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각 서비

스 종류에 따라 위의 여러 가지 시간 정보를 저장하

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을 수 있으며, 굳이 시간 정

보가 필요하지 않다면 시간 정보 없이 데이터만 저

장하도록 시스템을 제작하였을 수도 있다. 요청자는

생성․수정․접근 시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경우

각각을 한정해야 하지만, 만약 범죄의 대략적인 기

간만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시간의 종류에 관한 구분

없이 대상 기간의 범위를 기재하면 된다.

보전 대상정보의 종류는 대상 서비스에 따라 대

화내용, 대화방의 구성원, 업로드한 파일 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요청자는 보전 대상정보의 종

류에 관해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수

사 대상이 집단이거나 공범이 의심되는 경우 서비

스 이용자가 작성한 정보 이외에 다른 이용자로부

터 공유받은 정보를 열람만 했을 가능성에 대비하

여 해당 서비스 이용자에게 접근이 허용된 정보까

지 대상종류에 기재할 수 있어야겠다.

서비스 접속기록 등 로그 정보에 대한 긴급보전

요청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접속기록은 행정안전부

고시와 같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일정기간 기록

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이용자가 기록을 삭제할

수 없다거나 하여 긴급보전요청이 별도로 요구되

지는 않는다.

보전의 방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변경을 방지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 외에 서비스 이용자가 삭제 또는 변경

의 행위를 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에게 권한 없음

을 표시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정보가 이용자에

게 삭제 또는 변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

로는 보존되도록 할 것인지 기재할 수 있다. 백업

과 같은 사본을 생성하는 방법은 서비스 이용자에

게 노출되지 않으며, 외부 접근으로부터 사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방법이

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 처리 용량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대용량의 정보에 대해서는

부적절할 수 있다.

요청을 받는 자로 하여금 보전을 언제 조치할지

명시하기 위해 보전의 착수시기를 “요청 접수시 지

체없이” 또는 “요청 접수 즉시”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청을 접수한 다음 가능한 빠르

게 조치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실효적인 처분

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5.1.6 요청의 통지방법

디지털 증거에 대한 긴급보전요청을 어떤 방법

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면, 통상적인 다

른 요청과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으

로 통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편

물의 배달에 수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

하면 실질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할 요청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범죄협약 위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면 구

글은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증거보전 요청을 접수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팩스(FAX)로 접수하는 등

각 회사별로 다양하게 사이버범죄협약 제16조에 해

당하는 증거보전 요청을 접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Council of Europe, 2016). 통지방법은 전자

우편이나 팩스 등 서비스 제공자가 원하는 다양한

전송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 타당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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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팩스로 집행

하고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위법한 처

분이라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2017, 2015도10648).

만약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긴급보전요청을

원본으로만 전달해야 한다면 공간을 초월하여 신속

하게 발생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해야 하는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긴급보전요청의 통지는 전자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사본의 통지를 허용하거나, 사후 원본

의 우편통지를 허용해야 한다.

5.1.7 디지털 증거보전 방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긴급보전요청을 받으면 해당 정보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해당 증거를 어

떤 방법으로 보전해야 하는지는 정보통신시스템의

설계, 설비 종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

다. 디지털 증거를 보전하는 방법은 크게 복사본

(백업본)을 만드는 것과 쓰기방지 기능을 설정하

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복사본을 만드는 것은 백업하는 행위

를 일컫는다. 요청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파일 형

태로 존재한다면 별도의 폴더에 복사를 해서 보관

하거나 ZIP파일과 같은 압축파일로 묶어서 보전할

수 있다. 만약 긴급보전요청의 대상이 데이터베이

스(Database, DB)의 기록(레코드, Record)으로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보전요청과 무관한 다른 기

록들과 같이 기억되어 있다면 해당하는 기록만 선

별하여 별도의 파일로 추출하는 방법으로 보전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쓰기방지 기능을 설정하는 것인

데, 이것은 정보통신서비스가 쓰기방지 기능을 구

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만

약 쓰기방지 기능이 구현되어있는 서비스라면 서비

스 제공자는 요청받은 보전대상 데이터에 대해 간

단히 쓰기방지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증거를 보전

할 수 있다. 쓰기방지 기능이 활성화되면 서비스 이

용자의 삭제 또는 변경으로 발생하는 쓰기명령을

무력화할 수 있어 별다른 사본 생성 없이 효율적으

로 증거를 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삭제 명령이 거부되고 있음을 인지하여 증

거보전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는 점에서 복사본을 만드는 방법과 다른 영향이 발

생할 수 있다.

디지털 증거를 다룰 때 부수적인 조치로 무결성

에 관한 조치를 병행하는 것은 향후 증거의 신뢰

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행위이다(탁희성, 이상

진, 2006). 디지털 증거가 보전되고 수집된 다음

공판에 제출되어 사용되기까지 그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무결성

보장이라 한다. 무결성을 보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시값을 계산하여 기록하는 방법

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널리 사용

된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에 대해 긴급보전요청을

받으면 증거보전 조치를 취한 다음 해시값을 계산

하여 기록하는 등 무결성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수사기관

이 압수․수색으로 해당 디지털 정보를 제출받을

때 해시값 목록을 같이 전달받는다면 공판에서 내

용이 변경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효과적으

로 입증할 수 있다.

무결성의 보장과 함께 원본 동일성에 대한 요구

가 발생할 수 있으나, 앞에서 디지털 증거의 특성

중 원본과 사본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해시값이 일치하는 등 디지털 정보의 내용이 동일

한 것이 입증된다면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

5.1.8 긴급보전 비용에 대한 보상

영세한 기업에게 정보 보전은 업무상 부담으로

작용하여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개정시 증거보전 비

용에 관한 보상 규정을 추가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상비용의 책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

항은 형사소송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다.

영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디지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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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긴급보전 조치는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해당 정보를 백업하거나 변

경할 수 없도록 조치하기 위해 인력과 시간이 요

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때 보상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1.9 대상자에 대한 통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긴급보전요청

을 받는 경우 서비스 이용자인 수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는지에 관해 살펴보자.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는 디지털 정보를 신속하게 보전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정보의 주체인 이용자의 의사

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보전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정보주체의 해당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

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이용자에

게 통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통지는 사전통지와 사후통지로 구분할 수 있는

데, 긴급보전요청의 신속성을 위해 사전통지를 의

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후속적인

압수․수색이 원칙적으로 사전통지를 규정하고 있

기 때문에 중복일뿐더러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

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후통지는 후속적인 압수․수색의 발생 여부로

유형화시켜 구분할 수 있는데, 긴급보전요청 이후

에 압수․수색이 뒤따르는 경우 압수․수색의 일

환으로 통지가 이루어지게 되지만, 후속적인 압

수․수색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

자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적인 압수․수색이 발생하지 않

는 경우 긴급보전요청자에게 서비스 이용자에 대

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2 전자영장 도입 방안과 비교

컴퓨터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연결된 시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

자영장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다(이상원, 2012).

미국의 선구적인 전자영장 제도를 검토하여 국내

에도 전자영장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민사소송에 전자소송에 관한 첫발을

떼면서 형사소송분야에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최영덕, 2017). 해당 의견이 제시될

2012년 당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의

초기 단계라서 각 수사기관과 법원이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와 문서를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수준이

었지만, 현재는 디지털 증거의 송치까지 전자적으

로 이루어지는 디지털증거송부시스템(KD-NET)

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전자영장을 도입하면 현장의 수사관과 판사가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등 직접적인 소통 채널

이 열리는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는 시대 흐

름에 맞춰 형사사법 체계가 따라가야 하는 커다란

변화의 흐름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전자영장은

법원의 통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러 기관을

거치는 과정에 시간이 소모되어 디지털 긴급보전

요청과 같이 요청권을 가진 기관이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수준의 긴급성을 확

보하기 어렵다. 또한, 전자영장은 본질적으로 압

수․수색의 강제 처분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개입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조치하

는 긴급보전요청과 다르다.

6. 결 론

요즘 형사사건에서스마트폰이 큰 역할을 하는 경

우가 종종 있다. 위치정보, 통화기록, 대화내용 등

개인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가 담겨있어 아날로그 증

거보다 디지털 증거가 많아진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

고 있다. 인터넷이 세계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스마

트폰과 같은 작은 휴대기기로 원격지에서 공간을 초

월하여 정보에 대한 변경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세상

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비

유럽 국가 할 것 없이 60여개 국가들은 사이버범죄

협약을 비준하고 자국의 법률체계를 개선하였다.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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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서 디지털 정보에 대한 긴급한 보전 조항은 원

격삭제 우려 등 긴급한 경우 디지털 증거를 보호하

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기본권의 제한은 상충할

수 있어, 이들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것은 영원한

과제이다. 현대의 정보통신 환경에서 디지털 증거

를 긴급하게 보전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 긴급보전

요청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의자의 기본권

제한을 필요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이다. 법원이

나 수사기관은 피의자 외의 제3자가 보관하고 있

는 디지털 정보를 긴급하게 보전해야 할 요구가

있을 경우 직접 신속하게 요청함으로써 삭제나 내

용의 변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요

청은 요청을 받은 자로 하여금 디지털 증거를 삭

제나 변경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요구할 뿐 법원이

나 수사기관 등 요청자가 실제 조치에 개입하지

않는 점, 실질적 정보의 이전은 이후 별도의 압

수․수색 영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장주의의

적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체적 진실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이다.

디지털 성범죄, 사생활 자료 해킹을 통한 협박,

보이스피싱 범죄, 개인정보 유출, 랜섬웨어의 자료

훼손과 복구를 위한 금전 요구 등의 범죄가 끊이

지 않고 있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긴급한 증거보

전을 통한 국민의 재산과 안전 보호라는 공익과

개인이 원격으로 자신의 정보를 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리라는 사익, 이 두 가지를 비교형량하

면 공익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국내 디지털

증거보전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인 요구이다. 한국은 이미 두 번 이

상의 입법 시도를 통해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였

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비용보상 문

제 등 관련 쟁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부족하였

다. 디지털 증거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보전의무를

명문화하고, 요청의 주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며,

후속적인 압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통지의무를

부과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영세 사업자

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

요하다.

유럽은 사이버범죄협약으로 각국의 디지털 증거

보전 제도 도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대부분이 디지털 증거보전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디지털 증거보전

의 표준화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안을

제안하고 검토하는 중이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환

경에 맞춰 형사사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

형소법에 제106조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2016년

제313조 제2항을 개정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을 기

울여왔다. 지금은 정보통신 강국인 우리나라가 첨

단 정보통신 환경에 발맞춰 디지털 증거보전 관련

법률제도를 선진적으로 개선할 때이다.

본고는 지면적인 한계로 미국, 독일, 일본의 입법

례를검토하는데그쳤으나, 향후다른국가의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외국에서

디지털 긴급보전요청으로 수사에 성공한 실제 사례

에 대한 조사의 한계와 우리나라 법원에서 증거보

전 통계 중 디지털 정보에 관한 것을 별도로 구분

하지 않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은 향

후 연구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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