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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관련성․동일성․참여권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17도13263 판결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 전자정보의 관련성․동일
성․참여권이 상호 밀접함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자정보의 관련성․동일성․참여권의
상호관계를 다루었는데 동일성 개념, 동일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 동일성과
무결성의 구별, 관련성 범위와 한계, 관련성과 압수․수색영장의 효력범위와 상관
성, 관련성과 압수․수색의 필요성과도 밀접함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종료시점에
서 수색의 종료시점과 압수의 종료시점을 구분하여야 한다. 그런데 압수․수색의 종
료시점은 관련성과 참여권과 불가분성을 갖고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피압수자의 참여권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현장에서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만을 선별한 후 이를 복제하여 압수하였
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절차는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는 수사기관이 그 후에 복제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함으로써 선별 압수․수색한 후에 참여권의 범위
와 한계를 명확히 제시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파일 4,508개의 전
자정보 중에서 공소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20여개의 전자정보에 대한 동일성
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동일성을 너무 형식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개정된 점에 비추어 향후 법원에서
는 전자정보의 진술증거와 마찬가지로 전자정보의 증거서류에 대한 입증방법이나
증거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좀 더 적극인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주제어 :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 정보저장매체, 전자정보, 관련성, 동일성,
참여권, 압수수색의 종료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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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 상호 간에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대법원 2018. 2. 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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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우리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정보저장매체(전자정보)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된
후, 실무상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 많은 쟁점들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쟁점들을 다룬 많은 판결과 연구물도 축적되었다. 그 결과, 정보저장매
체(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이 합리적으로 정리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 제기되는 ‘관련
성’, ‘참여권’ 등을 둘러싼 법적쟁점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형사소송법에 관련
성과 참여권에 관한 규정과 실무에서 발생하는 간극을 다양한 판례로 메워나가고
있지만 판례가 이를 완벽하게 보충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합리적 해석도
계속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는 일반적인 유체물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아
압수수색절차에서도 특별한 주의와 적법절차의 준수가 요구된다. 전자정보가 압
수수색현장에서부터 복제되거나 출력되어 증거화 단계를 거쳐 공판정에서 현출되
기까지 동일성과 무결성이 유지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자칫 실컷 압수수색을 해 놓고서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압수수색의 대상물이 전자정보라는 특수성 때문에 증거능력에 특별한 주의
가 요구되는 점이기도 하다.
증거물이 되는 전자정보가 압수수색할 때와 증거화 단계, 그리고 증거로 최종
채택되는 단계에서 그 내용이 변형․변화․훼손된다면 증거가치가 없어지거나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한 점에서 전자정보의 무결성과 동일성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
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전제요건이다. 전자정보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인정되
더라도 이러한 전자정보들은 해당사건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복제된 전자정보
가 원본의 전자정보와 동일성을 충족하고 있더라도 해당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다.
여기에다 또 하나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전자정보의 증거능
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서 동일성과 무결성이 실질적 요건이라면 참여권은 동
일성과 무결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정

12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관련성·동일성·참여권

보가 아무리 관련성과 동일성을 충족하고 있더라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절
차적 흠결로 해당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배제될 가능성은 커진다. 이와 같이 전
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관련성․동일성․참여권은 모두 핵심사항들이라고 볼 수

법
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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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글에서는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에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 제기된 관련성․동일성․참여권에 관한 법적쟁점을 중심으로 이들
의 상관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대상판결의 경과(Ⅱ)를 살펴보고,
전자정보가 증거능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관련성, 동일성, 참여권을 검토한 후(Ⅲ),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및 평가(Ⅳ), 이상 논의를 거쳐 결론(Ⅴ)을 내린다.

Ⅱ. 대상판결(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1. 사실관계

피고인 김○○, 황○○은 공모하여 2012.경부터 2014.경까지 유흥주점을 운영
하면서 유흥주점의 각 사업자 등록명의를 위장하여 실제 업주를 숨기고 일일매출
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조판지)를 파기하였다. 그리고 유흥주점의 영업부장 웨이
터들은 유흥업소 이용객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없이 받은 현금매출액과 계좌
로 송금받은 외상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으면서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허위매출장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그 매출장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매출액을 축소하여 허위 신고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2년도 부가가치세 5억 4,500만원, 개별소비
세 9억 7,246만원, 교육세 2억 9,173만원 등 합계 18억 941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총 86억 6,06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1)

1) 본 사안은 피고인 김○○, 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허○○, 해○○○○ 주식회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
으로 기소된 사안이었다. 그러나 본 사안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에서 쟁점이 되었고 전자정보에 압수수색의
쟁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 사안에 한정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다.

2018.06

13

법제논단

2. 제1심의 판단

피고인 김○○ 및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USB를 이미징한 형태의 복제
본 및 그 출력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
다. 그러면서 제1심은 검찰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에서 피압수자 등
에게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2)하였고, 그 사건 복제본도 적법하게 압수하였고 해쉬
값의 동일성도 확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현장
에서 USB에 대해 범죄혐의와 관련이 있는 정보가 발견되어 특정파일에 대하여 논
리적 이미징을 하여 그 이미징 파일을 압수하였고, 그 복제 본에 ‘이름. XlSX’와
같이 범죄혐의와 무관한 일부 파일들이 복제되었으나 이○○은 자신의 개인신상
과 관련된 파일은 없다는 진술과 그 파일들은 다른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가
아닌 점을 종합하여 이 사건 복제 본 중 범죄혐의와 무관한 몇몇 다른 파일들이 있
다는 사정만으로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복제 본에서 출력한 출력물에 대한 무결성과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
므로 검사가 주장․입증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며, 법정에서 이○○에서 검사의
동일성 질문에 인정한 점에 비추어 출력물에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부분에서
변조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더라도 출력물에 대해서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제2심의 판단(원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판단이유를 면밀히 대조해
보면, 이 사건 복제본과 그 출력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USB 이미지 감정 결과만으로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과
2) 피압수자 김○○에게 참여권을 고지하였으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압수수색현장에 있었던 이○○에게도 참여
권을 고지하였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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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이 사건 복제본과 그 출력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검찰이
압수한 USB를 이미징한 형태의 복제본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이 사건 복
제본과 그 출력물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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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 항소를 기각하고, 황○○에게는 유죄를 인정하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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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원의 판단(대상판결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검찰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
에 대하여, 대법원은 검찰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
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
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절차는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 후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
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
며, 피압수자 등에 대한 압수목록의 교부방법도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USB로 논리적 이미징하여 압수할 당시에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였으므로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압수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출력된 문건 등의 무결성․동일성에 관하여 증
거로 제출된 CD에 저장되어 있는 유죄의 증거로 삼은 파일과 USB 내 원본파일은
개별파일들이 포렌식 이미징 작업을 거친 이미지 파일이 아니고 상호 동일한 파일
이 아니며 USB 이미지 파일이 어떠한 형태의 변환 및 복제 등 과정을 거쳐 CD 형
태로 저장된 것인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4,508개의 파일 중에서 20여개 파일의
해쉬값이 동일하지 않아 사건목록 파일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당시가 아닌 그 후
에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실확인서에는 USB 이미지 파일 전체
해쉬값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미징을 한 USB내 개별 파일에 대한 해쉬값이 기재

3) 피고인 황○○은 징역 3년 및 벌금 90억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김○○, 김○○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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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않아 사실확인서로 원본파일과 복제파일의 개별 해쉬값을 비교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판매심사 전체파일 출력물을 제시받은 후, 그러한 파일을 자신이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만으로는 원본파일과 판매심사파일이 동일하다는 내용이 증명
되었다고 충분하지 않으므로, 결국 판매심사 파일이 USB 내 원본파일을 내용의
변개 없이 복제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판매심사 파일과 대조한 결과
그 출력물에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부분의 변조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사
정이 USB내 원본 파일의 인위적 개작 없이 그 출력물이 복제․출력되었음을 뒷받침
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Ⅲ. 쟁점 - 대상판결에서 제기되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쟁점의 검토

1.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의 요건

전자정보가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자정보의 원본과 동일성․무결성 등
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자정보는 유체물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등 그
특성상 휘발성․변조용이성이 강하여 언제든지 동일성과 무결성이 훼손될 위험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전자정보의 특성 때문에 전자정보 원본이 쉽게 훼손될 수 있고
얼마든지 변조될 위험성이 유체물에 비하여 훨씬 높다. 이에 전자정보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또한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본과의 동일성 뿐만 아
니라 무결성도 당연히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요건
은 전자정보(디지털 증거) 특징이 고스란히 깔려 있다. 디지털 증거의 특징은 1)
비가시성(비가독성) 2) 변조용이성 3) 디지털 증거와 디지털 매체의 상호 독립성
인 증거가치성 4) 강력한 복제가능성 5) 대량성 및 광범위성의 특징을 갖는다.4)
4) 디지털 증거 특성에 관한 현재까지 선행연구는 충분하므로 이글에서는 상세히 다루지는 않는다.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자세히 다른
글로는 권오걸, “디지털 증거의 개념, 특성 및 증거능력의 요건,” IT와 법연구, 제5권, 경북대 IT와 법연구소, 2011. 2, 306～
310면; 전명길,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 법학연구 제41호, 한국법학회, 2011. 2, 317～336면; 한성훈, “디지털 증
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 제26권 제3집, 한양법학회, 2015. 8, 343～3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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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정보의 동일성과 관련성의 의의 및 한계
법
제

가. 동일성

Legislation

1) 동일성 개념
전자정보가 원본과 동일하다 함은 전자정보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원본과 동
일함을 의미한다. 전자정보 원본을 사본하였다면 원본과 사본이 동일함을 의미한
다. 이는 원본이 최초에 수집된 것과 같은지 여부 및 사본인 경우, 원본과 사본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으로5) 전자정보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전자정보 사본과 원
본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전자정보 원본이 “2018. 4. 20. 08:30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잠실역에서 내려 112번 버스를 타고 성남에 있는 학교를 갔다”로
되어 있다면 사본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만일 원본
은 이 내용이나 사본이 “2018. 4. 20. 08:20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지하철
을 타고 잠실역에서 내려 112번 버스를 타고 성남에 있는 학교를 갔다”라고 되어
있다면 이는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본에는 ‘08:30’으로 되어 있으나 사
본에는 ‘08:20’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어떤 범죄사실을 구성함에
있어 ‘08:30’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면 전자정보 사본은 동일성이라는 측
면에서 큰 흠결을 갖는다.

2) 동일성의 정도
위와 같이 가정한 사례에서 전자정보 원본 내용이 “2018. 4. 20. 08:30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잠실에서 내려 112번 버스를 타고 성남에 있
는 학교를 갔다”는 내용인데 사본의 전체 내용을 보았을 때 원본 내용과는 글의 구
성이나 체계가 약간 다르지만 전체적 내용의 취지가 동일하다고 할 경우에도 동일
성이 있다고 볼 것인가? 없다고 볼 것인가?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성은 없
5) 이숙연,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동일성․무결성 등의 증거법상의 지위 및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와의 관계-,” 저스티스 통
권 제161호, 한국법학원, 2017. 8, 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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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전자정보의 동일성은 그 내용에서 동일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체계, 형식, 숫자, 문체, 유형 그 원형과 형식에서 있어 원본과
100% 동일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전자파일의 경우에
는 파일제목, 내용, 형식 등에 있어 모두 동일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
에서 대상판례(대법원)에서도 검사가 제출한 4,508개의 전자파일 중에서 20여개
전자파일에 대한 해쉬값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CD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해당사건과 관
련성 있는 부분의 전자정보의 동일성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지만 관련성 없는 부
분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CD에 저장되어 있는 ‘판매심사파일’ 및 그 출
력물과 이 사건 USB내 원본 파일내용의 동일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면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이사건 CD에 들어 있는 개별 파일들은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현장에서 압수한 이 사건 이미지 파일이 아니고 이 사건 이미지 파일이
어떠한 경위를 거쳐 이 사건 CD에 들어 있는 개별 파일로 변환 복제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20개의 사건목록 파일들이 이 사건 압수집행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여 동일성을 부정하였
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3) 무결성과 구별
동일성이 전자정보의 원본과 사본의 완전한 동일성을 의미한다면 무결성은 동일
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일성은 원본과 사본의 제목, 내용, 형식에
있어서 구분이 되지 않는 완전한 동일성의 형식이라면 무결성은 동일성과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무결성은 전자정보를 압수한 이후에 공판정에 증거로 제출되기까지 일련의 과정
중, 전자정보가 변경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6) 따라서 무결성은 당

6) 이숙연,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동일성 무결성 등의 증거법상의 지위 및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와의 관계-,”저스티스 통
권 제161호, 한국법학원, 2017. 8, 1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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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동일성을 포함한 전제에서 논의되는 것이므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무결성을 논할 필요가 없다. 동일성은 전자정보 원본과 내용, 형식을 비롯
한 모든 면이 동일함을 의미하나 무결성은 원본과 동일성을 평가함에 있어 신뢰하

법
제

는 디지털 포렌식 장치나 기술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

Legislation

다. 따라서 무결성과 동일성을 동일한 의미로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4) 전자정보의 동일성의 증명

(1) 동일성의 증명의 주체
전자정보의 동일성은 당연히 공소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을 보
면, 전자정보의 동일성의 유․무도 검사가 입증해야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증명의 방법
동일성의 증명방법은 가장 기본은 해쉬값의 동일성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본과 복제본의 동일성, 복제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물건의 동일
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원본과 복제본의 동일성은 복제 당시 해쉬값의 비교로 족
하고 복제본의 쓰기방지 장치를 하여 분석하였다면 굳이 법정에서 다시 복제본의
해쉬값을 산출할 필요는 없고, 검증기일에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문건을 대조
하였다면 원본과 복제본의 해쉬값 대조는 불필요할 것이다.7)

(3) 증명의 정도
전자정보에 관한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본다. 소송상에 관한 사항
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아닌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증
명은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동일성의 증명은 반드시 검증
절차에 의한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를 분석하고 출력한 수사관의 법정 증언으로 갈
음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탄핵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족하며, 전문가의 증
언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수행한 절차의 적합성․신뢰성․전문성 등을 판단하면 족하
7) 이숙연, 앞의 논문 179～1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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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본다.8)
전자정보의 원본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자문
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 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
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
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가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
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 출력된 것
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
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선 직후의 해쉬값의 비
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 감정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
다”고 하였다.9)
대상판례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원본 동일성에 대하여 검사에게 주장 증명 책임
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증명 책임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지만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른 증명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관련성

(1) 관련성의 의의
압수수색절차에서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내용이 형사소송법 제
106조에 명문화가 된 후에 과연 관련성이 무엇인지10)와 관련성을 둘러싸고 제기
8) 이숙연, 앞의 논문, 180면,
9)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
13263판결
10) 오기두, 전자증거법, 박영사, 2015. 247면; 신동운, 간추린 형사소송법 제7판, 법문사, 2015, 122면; 정웅석․백광민,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14, 211면; 이완규, “디지털 증거압수수색과 관련성 개념의 해석,” 법조 통권 제686호, 법조협회, 2013. 11,
99면; 김인회, 형사소송법, 피씨앤미디어, 2015, 162면; 조광훈, “압수수색절차에서 관련성에 관한 고찰,” 사법 제33호, 사법
발전재단, 2015. 261면에서는 각각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관련성에 관하여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 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압수를 실시
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784 판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조광훈, “압수수색절차에
서 관련성의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동종성․유사성에 관한 검토,” 영산법률논총 제12권 제2호, 영산대학교법률연구
소, 2015. 12, 119～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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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쟁점을 다룬 글들은 많다.11) 관련성에 대한 의미가 다양한 만큼, 이는 압수수
색절차에서 관련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전자정
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는 전자정보의 특성상 해당사건과 관련성 없는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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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섞여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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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련성이 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
그런데 관련성은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는 말은 말 그대로 해당 사건의 범
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물건이나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해석론으로 전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12) 관련성을 나름
대로 정의하자면 ‘피고사건(해당사건)의 요증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물건(정보저장매체 포함)이나 전자정보의 연관성’이라고 볼 수 있다.13)

(2) 관련성의 범위와 한계
위와 같이 관련성 의미도 중요하고 관련성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압
수수색의 범위도 달라진다.
판례는 관련성에 관하여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 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압수를 실시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판례는 관련성 범위에 관하여 ‘압수
수색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이나 동종 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로 보고 있다. 판례가 관
련성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관련성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관련성 범위와 한계에 대한 합리적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11) 오기두, 전자증거법, 박영사, 2015, 247～254면; 오기두, “주관적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만의 수색, 검증, 압수,” 사법 제28호,
사법발전재단, 2014. 6, 201～254면; 이완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성 개념의 해석,” 법조 통권 제686호, 법조협
회, 2013. 11, 112～141면; 조광훈, “압수수색절차에서 관련성에 관한 고찰,” 사법 제33호, 사법발전재단, 2015. 9, 251～
295면; 조광훈,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쟁점과 개정안 검토,” 법조 통권 제694호, 2014. 7, 192～215면; 정대희․이상미,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에서의 관련성의 문제,”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10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여름호, 95～
130면; 김재중․이승준, “압수수색범위와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106호, 2016․여름호, 제61～93면.
12) 이글에서는 논제에 집중하기 위하여 관련성 개념은 상세히 다루지 않는다.
13) 조광훈, “압수수색절차에서 관련성에 관한 고찰,” 사법 제33호, 사법발전재단, 2015. 2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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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의 범위를 두고, 피압수자,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는 해당사건의 범죄
사실과 관련성이 없다고 하여 되도록이면 관련성 범위를 축소 내지는 협의로 보는
입장이 강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수사기관은 해당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
다고 하여 되도록이면 관련성 범위를 확장 내지는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늘리려고
할 것이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피압수자 등은 되도록 압수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줄여서 혐의를 모면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게 지배할 것이고, 반면 수사기관은 하나의 전자정보라도 더 압
수하여 되도록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더 많이 확보하려는 심리가 근
저에 깔려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관련성 범위를 두고 수사기관과 피압수
자, 피의자 등이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이
렇게 관련성 범위는 실무상으로나 이론상으로나 매우 중요한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얼마든지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성은 압수수색절차에서 압수수색 범위와 한계를 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요인이 된다. 즉 관련성이 있는 증거라도 현실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의해 압
수수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영장에 의한 압수나 형사소송법 제216조의 예외에
해당하여 압수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고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장소에서 압수할 물건에 한정하여 압
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14) 이는 관련성이 압수수색영장의
효력범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항목을 바꾸어 살펴본다.

14) 김재중․이승준, “압수수색 범위와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106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여름호․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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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성과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의 범위와 상관성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바꿔 말하면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대상물을 압
수수색할 수 있는 범위가 사전에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5) 이는 해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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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대상물이라면 언제든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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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음을 뜻한다. 반대로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다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말도 된다.16)
이를 두고 관련성 있는 증거라도 압수수색의 대상과는 구별된다는 견해17)가 있
다. 하지만 우리 형사소송법 제106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성’은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물건에 한정하여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관련성 있는 물건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것은 해당사건과 관련성이 있
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관련성 있는 물건(전자정보 포함)한하여 압수수색이 제한된
다는 점에서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는 압수수색의 대상(물)과는 완전히 합치되지
는 않을지라도 영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압수수색의 대상과는 구별되는 것은 아
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무상으로 본다면 압수수색의 대상과는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의 대상
물은 언제나 해당사건과 관련성 있는 대상물로 보아야 한다. 압수수색이 되는 대
상물의 하나 하나가 모두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유체물이나 전자정보이
므로 관련성이 있는 물건이나 전자정보는 모두 잠재적인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관련성의 범위는 압수수색을 한꺼번에 통틀어서 볼
것이 아니라 압수와 수색을 나누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자정보를 탐색
(수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탐색의 범위에는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
는 전자정보가 섞여 있을 수가 있어 항상 압수와 수색의 범위가 같을 수는 없다.

15) 김재웅․이승준, 위의 논문, 79면.
16) 정확히 말한다면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라도 이
를 복제한 후 외부로 반출하여 관련성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탐색하여 관련성 있는 정보만을 출력하여 이 부분에 한하
여 압수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더라도 일단 복제 또는 사본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출력하여 압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전자정보의 특성상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해당 전자정보를 탐색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관련성 없는 전자정보라도 어느 정도 수색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수색
을 통하여 해당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출력하여 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17) 김재중․이승준, 위의 논문, 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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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는 압수에 대한 관련성 범위와 수색에
대한 관련성 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대부분은 수색에 대한 관련성 범위가 압수에
대한 관련성 범위보다는 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이 발
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압수수색의 범위는 관련성 있는 물건이나 전자정보에 한정된다고 보아
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별되는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서로 동일한 의미로 보는
것도 무방하다고 볼 것이다.

(4) 관련성과 압수수색의 필요성의 상관성
관련성과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관하여 지금까지 제시되고 있는 견해들은 관련성
과 필요성을 동일한 의미로 보는 견해들과 이를 다른 의미로 보는 견해들도 나뉜다.
견해들을 보면, 관련성은 필요성을 구성하는 내용이므로 그 자체가 독립적 내용
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18), 관련성은 압수수색의 필요성 이외에 사건과의
관련성이라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다는 견해19),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관련성은
별개의 규정이라는 견해20), 관련성이 있어도 필요성이 인정하지 않으면 별개로 허
용되지 않는다는 견해21)들이 있다.
살피건대, 우리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관련성의 문구를 추가하기 전에도 압수수
색의 필요성이라는 문구는 조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관련성 문구를
추가한 이유는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해당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압수수색의 필요
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다면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않
는다는 것을 명문화를 한 것이다. 이는 엄청난 정보의 저장능력을 갖고 있는 전자
정보의 특성상 해당사건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나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해당 정보유출을 막고 불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사전

18)
19)
20)
21)

24

이은모, 형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2018, 307면.
이재상․조균석, 형사소송법(제11판), 박영사, 2017, 315면.
손동권․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제3판), 세창출판사, 2016, 296면.
정웅석․백승민, 형사소송법(전정증보 제6판), 대명출판사, 2016, 211～2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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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억제하고자 함에 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그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관련성은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동일
법
제

한 의미로 보기보다는 별개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Legislation

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종료시점

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의 종료시점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전자정보에 압수수색의 종료시점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전자정보를 최종적으로
탐색․출력할 때 까지를 그 종료시점으로 보고 있다.22) 따라서 수사기관이 압수수
색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나 원본매체에서 복제한 것을 외부장소로 반출하여 범죄
사실과 관련성 있는 부분만을 탐색․출력․복제하는 행위는 압수수색의 일환으로 보
고 있다.23) 하지만 판례처럼 원본매체를 외부장소로 반출한 후 다시 해당 범죄사
실과 관련성 있는 부분을 추출하기 위하여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까지를 압수수
색의 시적범위와 물리적 범위를 확장한다면 많은 논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압수수색 장소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점24), 둘째,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의 시
적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점, 셋째, 압수수색 대상물이 유동적으로 변한
다는 점 등을 비롯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여
전히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다.25)

나. 압수수색의 종료시점은 수색의 종료시점과 압수의 종료시점을 구분하여야 한다.
이는 앞서 수색의 관련성 범위와 압수의 관련성 범위가 다를 수가 있음을 밝힌
바와 같은 맥락이다. 일반적인 압수수색절차에서는 ‘수색’과 ‘압수’라는 절차가 동
시에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수색과 압수가 반드시 함께 진행되는 건 아

22)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판결;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결정.
23) 이를 두고 압수수색으로 보느냐 분석행위로 보느냐 또 다른 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존 논의들이 많고 그에 관해서는 필
자는 분석행위로 보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논제에 충실히 하기 위하여 다루지는 않는다.
24) 압수수색의 장소가 피압수자의 주소지, 사무실 등에서 수사기관의 사무실로 변동되고, 그 장소도 무한히 확장된다는 점에서 논란
이 발생할 수가 있다.
25)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조광훈,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쟁점과 개정안 검토,” 법조 통권 제674호, 법조협회, 2014. 7. 21
1～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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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수색 없이 압수만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26), 압수를 하지 않고 수색만을 진
행할 수도 있다.27). 후자의 경우에는 압수를 전제로 수색을 진행하였으나 유관정
보가 없어 수색만 진행할 경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압수는 수색을 전제로 하므로 압수를 전제로 수색이 선행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하지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압수와 수색을 더욱 분리하여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해당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관련
성 있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마구 섞여 있으므로 관련성 있는 전
자정보를 찾아내기 위한 수색이 전제가 된다. 즉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전자정보에 대한 수색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들에 대한 수색이 종료되어야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만을 사본하거나 복제하거나
출력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종료시점은
수색의 종료시점이 아니라 압수가 종료시점이 될 것이다. 즉 해당 범죄사실과 관
련성이 있는 전자정보만을 분리하는 수색절차가 끝난 후 유관정보만을 출력이 완
료되는 시점에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수색만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전
자정보에 대한 수색이 종료된 경우에 압수수색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압수수색의 종료시점은 반드시 해당 전자정보를 출력할 때
까지로 획일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해당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유관정
보를 수색하여 이를 출력할 경우에는 출력할 때가 압수수색이 종료될 것이나 유관
정보를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색이 종료된 시점에서 압수
수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꿔 말하면 압수를 전제로 유관정보를 탐
색(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색이 종료된 시점이 될 것이고 유관
정보를 탐색하여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시점이 압수의 종료
시점이 될 것이다. 이 경우에서 전자의 경우에는 수색은 압수의 전 단계에서 모두
종료가 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출력의 단계에서 모두 종료가 될 것이다.28) 그
26)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를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로부터 구별해 내는 수색의 절차없이 이를 곧바로 압수하는 경우
가 있을 것이다(예를 들면 특정의 USB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파일이 모두 관련성이 있어 수색이 불필요할 경우).
27) 수많은 전자파일 중에서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를 수색(탐색)하였으나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여
수색에만 그친 경우가 될 것이다.
28)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항상 명쾌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피압수자 등의 사무실 등에서 실시되는 압수수색현장에서
유관정보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보저장매체를 외부로 반출하여 정보저장매체를 탐색(수
색)하였으나 유관정보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서는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탐색(수색)이 종료되었을 때 모든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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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지금까지 판례도 이러한 모든 의문점을 말끔하게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어
그 논증구조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법
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만을 골라서 복
제, 사본, 출력한 경우에는 현장의 압수수색이 종료되었을 경우 압수수색이 종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
보(파일)만을 이미징(복제․사본)하였다면 이는 수사기관이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
는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선별적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므로 그렇게 이미징한 파
일을 수사기관의 사무실로 옮긴 후 다시 탐색 또는 복제하거나 출력함에는 피압수
자의 참여권을 인정할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압수수색의 종료시점
과 피압수자의 참여권의 보장시기는 압수수색의 종료시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최초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선별적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면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압수수색은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너
무도 당연할 것이다.

(2) 해당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와 관련성이 없는 정보를 함께 압수한 경우
압수수색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와 관련성 없는 전자정보가
구별되지 않고 혼합되어 압수수색을 하였거나(즉 선별적 압수수색이 아닐 경우),
선별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여 정보저장매체(원본매체)를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수
색의 종료시점은 늦춰진다.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복제하거나 출력한 자료를 외부
로 옮겨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다시 2차적으로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전
자정보를 선별하기 위하여 탐색하거나 복제하거나 선별한 후 이를 출력할 때까지
압수수색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때까지도 피압수자의 참여권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즉 적법절차를 준수하
지 않은 결과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가 있을 것이다.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외부로 반출하여 탐색하였으나 유관정보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러나 외부로 반출하여 유
관정보를 골라내어 유관정보만을 출력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출력한 경우에 모든 압수수색절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외부로 반출하여 탐색하여 유관정보를 발견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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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압수수색의 종료시점․관련성․참여권의 불가분성

(1) 압수수색의 종료시점과 관련성의 불가분성
압수수색의 종료시점은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절차가 종료된 시점을 말
한다. 유체물의 압수수색절차에서는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주체가 압수수색현장에
서 유체물의 점유권을 획득하는 순간에 압수수색은 종료되는 것이며,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저장매체나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와 관련성 없는
전자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이미징(복제)하거나 이를 모두 출력하거나
정보저장매체를 제3의 장소로 옮겨 이를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만을 분
리하거나 출력하는 경우에는 외부의 장소(예를 들면 수사기관의 사무실이나 디지
털 포렌식 장소)에서 최종적으로 탐색하여 출력할 때에는 압수수색이 종료되는 것
으로 본다.
대상판례에서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의 현장에서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이미징(복제․사본)하였다면 그 장소에서 압수수색이 종료된
것으로 보았다. 즉 압수수색현장에서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압수수색
하였다면 그 장소에서 압수수색은 종료하였으므로 압수수색의 관련성과 압수수색
의 종료시점은 일치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일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압수물과 그렇지 않은 압
수물이 혼합되어 있어 압수수색현장에서는 이를 분리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
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외부로 반출하여 관련성 있는 압수물과 그렇지 않
은 압수물을 분리하면 그때를 종료시점으로 보게 된다. 그렇다면 압수수색현장에
서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만을 압수수색을 하였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압수수색이
종료된 것으로 볼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이를 분리하여 종료될 때
관련성도 함께 종료된다고 볼 수 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도 마찬
가지로 압수수색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만을 압수수색하였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압수수색의 종료와 함께 관련성도 결부되어 함께 종료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압수수색의 종료시점과 관련성은 불가분성은 항상 함께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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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수수색의 종료시점과 참여권의 불가분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압수수색의 종료시점과 피압수자의 참여권은 불가분 관계에
있다. 즉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개시되어 압수수색이 종료될 때 까지는 피압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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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Legislation

참여권은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 불필요한 압수수색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전자정보의 특성상 해
당 범죄사실과 관련성 없는 자료들은 피압수자나 제3자들에 은밀한 사생활 영역과
관련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만일 이들 자료가 마구 섞여 들어간다면 사생활 영
역이 침해될 수 있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당할 우려가 높다
는 점에서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은 사생활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
이고 불필요한 증거능력 다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형사정책적으로도 필
요한 절차라고 할 것이다.29)
그렇다면 전자정보에 압수수색절차에서 1차적으로 압수수색현장에서 해당 범죄
사실과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우에는 현장
에서 압수수색이 종료되었으므로 압수수색의 종료와 함께 피압수자의 참여권도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30) 왜냐하면 압수수색현장에서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
만을 압수하였다면 제106조에 따라 선별적 압수수색을 준수한 것이므로 포괄적 압
수수색과는 거리가 있고 피압수자 등에 대한 불필요한 기본권에 대한 침해도 수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를 복제 또는 출력한 이후에는 여전히 동일성과 무
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외부로 반출하여 분석, 출력함
에 있어서도 증거능력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당연히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공판정에서도 이러한 동일성과 무결성은 당연히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
다는 점에서도 피압수자 등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복제 또는 사본한 전자정보

29) 안정섭․최건호,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일련의 압수처분에서 참여권 보장범위 및 준항고에서 취소의 대상검토 -대법원 2015. 7.
16.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법학평론 제7권,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7. 5, 299면.
30) 이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든 없든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전명길,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
서 참여권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통권 제8권 제2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4, 6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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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사기관이 임의로 조작 변경한다는 것은 수사기관 스스로 자폭하는 일이 되므
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수사기관이 뻔히 드러날 어리석은 일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31)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와 관련성 없는 전자정보가 섞여진
채로 압수수색을 하였거나 선별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여 원본매체를 외부로 반
출하였을 경우에는 외부로 반출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절차나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할 때까지 피압수자의 참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아
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32) 이러한 점에서 수
사기관도 압수수색의 현장에서 되도록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압수수
색을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전자정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하면 그 이후 절
차에도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되도록 현장에서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만을 압수하여야 할 것이다.

(3) 관련성과 참여권의 불가분성
압수수색의 종료시점과 참여권이 불가분성이 있다면 관련성과 참여권 또한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압수수색의 기본원칙은 압수수색할 물건이 일
반적인 유체물이건, 전자정보이건을 불문하고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물건
이나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수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보면 해당 범죄사실
과 관련성이 없는 유체물이나 전자정보는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관련성 있는 범위에 한정하는 물건이나 전자정보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면 참여권의 효력도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물건이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한정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현장에
서 수사기관이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성 없는 물건이나 전자정보까지도 압수수색
을 실시한다면 참여권은 외부로 반출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복제․
출력할 때 까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참여권은 1차적 압수수색현장에서 소멸되지
31) 검사는 출력한 전자정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판정에서 전자정보의 원본과 복제 또는 출력본의 해쉬값이 동일함을 증명하
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조작한다면 해쉬값이 동일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32) 정보저장매체 등을 외부로 반출한 이후의 절차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둘러싼 실무상 쟁점에 관해서는 조광훈, “정보저장매체
등을 외부로 반출한 이후의 절차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둘러싼 실무상 쟁점과 해석론,” 영남법학 제41집, 영남대학교 법학
연구소, 2015. 12, 195～22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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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2차적 압수수색현장에서도 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관련성
과 참여권은 상호 불가분성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관련성, 참여권, 압수수색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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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시점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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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압수자의 참여권의 포기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범죄사실
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까지도 복제하여 장소를 옮겨 2차로 선별적 탐색․복제․출
력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에게 그 절차에 참여할 것을 통지하거나 고지하였음에도
피압수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를 외부로 반출하여 2차적으로 선
별적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압
수자의 사정으로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압수수색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례는 옳다고 판단된다.
만일 그렇지 않고 반드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면 언제나 피압수자
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2차의 선별적 복제․탐색․출력은 허용되지 않고
모두 불법이 될 것이며, 이는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빙자한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로 반출된 정보저장매체나 포괄적으로 복
제된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적 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압수자 등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수사기관은 피압수
자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2차적으로 선별적 탐색․출력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고 이는 적법한 압수수색절차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출력함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할 것이고,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는 출력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성은 없으나 별건의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를
발견하였다면 당초의 범죄사실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은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별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할 경우에는 새로
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33)
33) 이러한 경우는 원래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성 있는 부분을 선별하여 사본이나 출력물을 압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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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상판결의 판단과 평가
1. 대상판결의 ‘동일성’에 관한 판단과 평가

가. 대법원의 동일성에 관한 판단
해당 판결은 해쉬값이 동일하지 않은 파일 20여개가 섞여있다는 점에서 동일성
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즉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CD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이 모두 4,508개 파일이고 그 파일의 해쉬값과 이 파일에서 추출한 파일의
해쉬값을 비교하였을 때 20여개의 파일의 해쉬값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
이 압수수색의 영장의 집행현장에서 압수한 이미지 파일이 아니므로 어떤 경로로
CD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즉 개별 파일들은 포렌식 이미징 작
업을 거친 이미지 파일이 아니므로 USB 이미지 파일과 동일한 형태의 파일이 아
닌데, 이 사건 USB 이미지 파일이 어떠한 형태의 변환 및 복제 등 과정을 거쳐 이
사건 CDDP 일반 파일형태로 저장된 것인지를 확인할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가 없
고, 특히 사건목록 파일에는 이 사건 개별 파일들 숫자보다 많은 4,508개의 파일
관련이름, 생성, 수정, 접근 시각, 파일 크기, MD5 해쉬값, 경로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고 하면서, 원심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사건 개발 파일들의 해쉬값과 이 사
건 목록 파일상 해당 파일별 해쉬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20여개 파일의 해쉬값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사건목록 파일이 생성, 저장된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증
명이 없는 이상 압수집행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건 USB 이미지 파일의 전체 해쉬값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미징을 한 이
사건 USB 내 개별파일에 대한 해쉬값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실확
인서를 가지고 사건 판매심사 파일과 이사건 USB 내 원본 파일과의 개별 해쉬값
을 상호 비교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도 공소 외인의 진술은 이 사건 파일 형태로 작
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를 외부로 반출한 경우에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최초
에 1차적 압수수색현장에서 되도록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기 보다는 복제(사본)를 압수하는 것을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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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리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므로 동일성이 증명되었다
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파일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법
제

를 떠나서 원본 전자정보와 복제한 전자정보의 해쉬값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20여

Legislation

개 섞여 있었고 그러한 해쉬값이 어떠한 경로로 달라졌는지에 대한 원심의 충분한
심리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평가
판례는 본 사안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CD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판매심사
파일)을 포함하여 모두 4,458개 파일(사건 목록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이 개
별 파일들은 포렌식 이미징 작업을 거친 이미지 파일이 아니었고, USB 이미지 파
일과 동일한 형태의 파일이 아니었고 USB 이미지 파일이 어떠한 형태의 변환 및
복제 등의 과정을 거쳐 CD에 일반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
고, 사건목록 파일들 숫자보다 많은 4,508개의 파일 관련 이름, 생성, 수정, 접근
시각, 파일 크기, MD5 해쉬값, 경로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사건의 개별 파일들의
해쉬값과 사건의 목록 파일상 해당 파일별 해쉬값을 비교하면 20개 파일의 해쉬값
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원본파일과 복제파일의 동일성을 부정하였다.
생각건대, 동일성이 불일치하는 20여개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본건의 범
죄사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4,508개의 파일 중에서 본
건의 판매심사 파일에 실제로 판매한 술의 종류별 수량, 매출금액, 서비스한 금액
등과 무관하거나 공소사실의 요증사실에 미친 것이 아니라면 비록 해당사건과 관
련성이 없는 전자정보(즉 범죄사실과 무관한 몇 개의 파일)가 몇 개가 섞여 있다고
하여 파일전체에 대하여 동일성을 부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34)
또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이 명문화가 되어 있
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배제하려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함에 있어 그
34) 대상판결의 항소심(2017. 8. 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노142 판결)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소 외(이○정)의 자신의 개인신
상과 관련된 파일은 없다고 진술한 점, 해당 파일이 다른 범죄혐의와도 관련된 전자정보도 아니며, 복제본 중 범죄혐의와 무관한
몇 개의 다른 파일들이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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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사소한 절차에 불과한 것에 불과한 경우까
지도 증거능력을 모두 배제한다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너무 도외시한 것이다. 물론
증거의 증거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과 동일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다르다.
그러나 증거서류인 전자정보는 사실상 증거로 사용할 전자정보가 원본과 출력물
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동일성 유․무는 증거
능력 유․무와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35)
본건에서 비록 동일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그 동일성이 입증되지 않은 전자정
보가 해당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다면36)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
수수색의 절차가 절차 위반행위가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37) 따라서 이 사건 목록파일이 총 4,500개가 넘는 방대한 파일 중에
서 해쉬값이 일치하지 않는 파일은 20여개에 불과하였고, 게다가 이 사건 판매 심
사파일과 출력한 파일을 대조할 결과,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부분의 변조내용이
찾아볼 수 없었음에도 복제파일에 범죄혐의와 무관한 몇 개 파일이 들어 있고 그
파일에 대한 동일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전체 파일에 대하여 동일성을
부정한 것은 전자정보의 동일성을 너무 획일적이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든다.38)
또한 대상판결은 공소 외 이○정은 항소심에서 사건 판매심사 파일 전체 출력물
을 제시받은 후 “증인이 정리한 판매심사 파일 내용이 맞느냐?”는 검사 질문에 자
신이 그러한 파일을 작성한 사실이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 외인이
제시받은 전체 출력물의 양이 적지 않은 반면, 본건의 유흥주점이 2012. 1.경부터
35)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증거능력은 원본과 출력된 문건이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원본에 대한 압수시부터 문건의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선고 2007도7257 판결).
36) 피압수자도 해당 전자정보의 파일들은 자신의 개인신상과는 무관한 파일이라고 하였다.
37)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
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
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여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
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증거를 유죄의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참조).
38) 본 사안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다. 과학적 분석기법과 관련하여 1차적 증거방법 자체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
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분석결과 사이의 차이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해명될 수 있고 1차적 증거방법에 따른 결과의 오류
가능성이 무시할 정도로 극소하다는 점이 검증된다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1차적 증거방법을 취신하더라도 그것이 자유심증
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그 중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방법만을 섣불리
취신하거나 이와 상반되는 증거방법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013도960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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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경까지 영업기간의 매월 판매금액을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들어 원본파일과 출력물의 파일의 동일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
법
제

였다.39)

조는 진술서의 작성자가 진정 성립을 부정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
하여 디지털 포렌직 자료, 감정 등의 객관적 방법으로 작성자를 특정하고 진정성
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입하였다.40) 형사소송법 제313조를 개정한 이유
는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임에도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말 한마디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불합리한 조항을 디지털 증거시대에 맞게 증명방법을 다양화한
것이다. 물론 제313조는 진술서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전자정보로 작성된 증거서
류에 대한 입증방법을 이보다 더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
정보의 형태로 작성되어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진술서인지, 아니면 전자정보의 형
태로 작성되었지만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증거라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
우라고 할지라도 전자정보 형태로 존재하는 건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
는 것이다.
대상판결에서는 심사파일을 작성한 이○정이 “판매심사 파일 내용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면 증명된 것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 물론 전자정보 형태로 작성된 진술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전자정
보 형태로 작성된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이 다를지라도 형사소송
법 제313조가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판례가 좀 더 적극적인 해석론을 전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이 사건의 판매심사 파일이 USB내 원본파일을 내용의 변개
없이 복제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판매심사파일과 대조한 결과 그 출력물에
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부분의 변조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본
파일이 인위적 개작없이 그 출력물이 복제․출력되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도 없
다고 하였다.
39)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실상 3년 동안 자신의 업소 매월 매출을 일일이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40) 이에 대한 조광훈,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합리적 해석방향 -특히 제313조 제2항의 ‘객관적 방법’을 중심으로-,” 법
조 통권 제721호, 법조협회, 2017. 2, 221～26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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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 목록파일이 총 4,500개가 넘는 방대한 양이고 해쉬값이 일치하
지 않는 파일은 20여개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판매심사 파일과 출력한 파일을 대
조한 결과,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부분의 변조내용이 찾아볼 수 없었음에도 파
일 전체에 대한 동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
고 본 것은 전자정보의 동일성을 너무 형식적 논리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 한다.
증거로 사용될 전자정보는 당연히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에
한정하는 것이고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동일성을 거론할 조차도 없다. 증거서류인 전자정보는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증거로 사용될 전자정보에 한하여 동일성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관
련성이 없어 애초부터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전자정보는 동일성을 입증할 필요도
없다. 증거로 사용되지도 않는데, 동일성을 입증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 사례에서 4,500여개가 넘는 사건 목록파일 전부에 대하여 동일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과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에 대해서만 동일성이 요
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는 전체 파일 중에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입증할 전자정보에 대한 동일성이 입증되었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20여개
파일에 대한 동일성의 입증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4,500여개의 전
자정보 중에서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20여개의 전자파일이 원본과 동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에 대한 동일성이 입증되었
으므로 공소사실은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2. 대상판결의 ‘참여권’에 관한 판단과 평가

가. 대법원의 참여권에 관한 판단
대상판결은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해당 사건의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
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
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

36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관련성·동일성·참여권

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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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
만을 압수수색하였을 경우에는 그 후에 절차에서는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
하지 않아도 본 최초의 법리를 설시한 판례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수사기관의 최초
압수수색현장에서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한 후 해당 부분
만을 압수하였다면 그 이후 절차에서는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더라
도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판
단은 타당하다.
물론 이는 수사기관이 선별 압수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만을 지칭할
것이다. 또한 압수수색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에 대하여 선별
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선별 압수하여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압수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도 그 후에 전자정보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다. 전자정보의 동일성․무결성
은 증거로 사용할 전자정보는 증거로 사용할 때 까지는 그 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즉 전자정보의 동일성과 무결성은 참여권 보장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선별 압수하여 이미지
파일을 봉인한 후 이를 출력한 후 다시 봉인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 해쉬값이
동일함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압수수색현장에서 수사기관이 관련성을 준수하여 선별 압수를 하였다면 즉 압수
수색현장에서 수사기관이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만을 출력 복
제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참여권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는 수사기관이
1차 압수수색현장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성 있는 부분에만 한정하여 압수하였으므
로 수사기관이 관련성 없는 전자정보를 압수하여 영장주의를 우회하여 별건 수사
에 활용할 가능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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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여야 할 필요성은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성 없는 전자정보
를 별건의 수사에 이용하려는 심리를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를 억
지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바꿔보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현장에서 관련성 있는 정보와 관련성 없는
전자정보가 섞여있는 채로 압수하였다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이미지 파일에 대한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에게는 반드시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해당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성은 매우 중요한 의
미가 있다. 압수수색절차는 기본적으로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증거만을 수
집하여야 하고 관련성 없는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은 적법하지 않다. 하지만 전자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반적인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도 않고 아주 적은 정보저장매체에 엄청 많은 전자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점에
서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와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가 섞여 있
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
전자정보를 작성하거나 만든 사람이 고의든, 실수든 이런 저런 자료들을 섞어
저장해 놓은 것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현장에서 그것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완벽하게 선별하여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수사기관
이 의도하지 않게 부득이 하게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외부로 반출하여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선별하여 이를 압수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피압수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성 없는 전자정보에 대
한 불필요한 압수수색이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차원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은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전자정보의 관련성과 동일성과 무결성 또는 매우 중요한 개념
으로 등장한다. 전자정보의 관련성, 동일성, 참여권은 언제나 불가분 관계에 있으
며 특히 관련성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압수수색의 종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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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도 항상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판결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에서 위법수집배제법칙에 대한 적
용을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 동일한 기준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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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하였다면 판례의 논증구조가 보다 바람직한 구조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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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소의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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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edness, Sameness & Participation Right in
Procedure of Search and Seizure for Electronic
Information
- Focused on the issues suggested at Supreme Court ruling as per 2017do
13263 on February 8, 2018 Gwang-Hun, Cho
Dept of Law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egal Studies
Doctorate course complete
Relatedness, sameness and participation right have a very significant meaning in
the procedure of search and seizure for electronic information. These are also very
closely interrelated. Recent ruling of the Supreme Court as per 2017do 13263 on
February 8, 2018 was the one in which we could confirm that relatedness, sameness
and participation right in connection with electronic information are closely
interrelated in the procedure of its search and seizure.
This study dealt with interrelations between relatedness, sameness and
participation right in connection with electronic information as suggested at the
relevant ruling. It also dealt with details such as the concept of sameness, the extent
of being perceived as identical, division between sameness and integrity, scope &
limits of relatedness, interrelation between relatedness and the scope of effect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 close relation between relatedness and the need for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of search and seizure for electronic information should have the end
point of search and that of seizure divided at the end point of its search and seizure.
And the end point of search and seizure is inseparably related with relatedness and
participation right.
The relevant ruling judged that if in connection with the participation right of the
searched, the investigation agency selected and duplicated only electronic information
related with the applicable criminal fact at the search and seizure scen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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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of search and seizure for the object of the seizure ended. This ruling meaning that the investigation agency might not guarantee the participation right of
the searched during its search, duplication and printing out later on - could be
considered as a ruling clearly defining the scope and limit of participation right.
information not closely related with the charges out of total 4,508 pieces had not
been proved for the sameness, regrettably seemed to have judged the sameness in an
excessively formal way. In light of the revision of Article No. 313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e study believes that in the future the court had better have a
more positive posture when judging as to proving methods or admissibility of evidence
for the evidence documents of electronic information like statements of evidence.
Keywords : Search and seizure, Digital evidence, Data-storage medium, Electronic
information, Relatedness, Sameness, Participation right, End point of
search and sei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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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he court's ruling that the sameness of over 20 pieces of electr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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