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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디지털 증거의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 형사소송법과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형사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다툼 역시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논문의 목적은

매체독립성 비가시성, , 무한복제성 취, 약성 대량성 전, , 문성 익명성 등,

고유한 특성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쟁점 즉, , 관련성 신뢰성 진정성 원본성 동일성 무결성의 원칙들을, , , , ,

점검해 보는 것이다.

디지털 증거는 요증사실에 대한① 최소한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관련성( ) ② 그 전제가 된 과학적 이론 또는 기술이 유효하고 그 기술이,

개별 사건에 정확히 적용되었어야 하며 신뢰성( ) 법정에 실제 제출된③

증거가 거증자가 주장하고 있는 그 증거와 동일해야 하고진정성( ) ④

원칙적으로 원본이 제출되어야 하며 원본성( ) ⑤ 원본 대신 제출된 사본은

원본과 그 내용이 동일해야 하고 동일성( ) 생성 시점 이후부터 법정에⑥

제출될 때가지 내용이 훼손되지 않아야 무결성 그 증거능력이 인정 된다( ) .

위 원칙들은 미국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원칙들로서 우리 형사

소송법은 위 원칙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국내 소송에서도 간간히,

위 원칙들이 다루어져 왔다 변화된 공판 환경에서 위 원칙들은 수집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공격하는 주된 수단이 될 것이다 이. 연구논문

에서는 위 증거법칙들에 대한 미국 법과 판례의 입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판례와 학계의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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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 론1
제 절 정보화에 따른 수사환경의 변화 연구의 목적1 -

인터넷 의 보급 국민정보화교육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화추진PC ,

정책 기술 발전에 따른 컴퓨터 구입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가구들의 컴퓨터 보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래 도표에 의하면.

년 현재 우리나라 가구의 인터넷 보급률은 컴퓨터보유율은2008 80.6%,

로 해마다 그 비율이 상승하고 있고 년 이후 가구의80.9% , 2000 컴퓨터

보유율과 인터넷 보급률의 격차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년, 2008 현재는

컴퓨터를 보유한 대부분의 가구에 인터넷이 보급 되어(80.9%) (80.6%)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

1) 도표의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청 나라지표에서 재인용: < e- >「 」

① 가구 인터넷 보급률은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인터넷접속 가능 가구의 비율 을 의미하며 인터넷접속가능(%) ,

가구란 인터넷접속서비스에 가입하여 가구 내에서 인터넷접속이 가능한 가구를 말함 가구 컴퓨터 보유율은.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컴퓨터 보유 가구의 비율 을 의미하며 컴퓨터 보유가구란 컴퓨터 이용여부와(%) ,

관계없이 가구 내 컴퓨터데스크탑 노트북 등 보유한 가구를 말함( , , PDA ) .

가구 인터넷 보급률을 산정함에 있어 이동통신망을 통한 무선인터넷 접속 제외②

가구 컴퓨터 보유율은 년까지는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컴퓨터 보유 비율이며 년의 경우2005 , 2006 PDA,③

등의 휴대형 컴퓨터를 포함한 수치임 년도에는 가구 컴퓨터 보유율이 조사되지 않음UMPC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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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년, ‘200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년 현재 만 세 이상 국민의’ , 2008 6

인터넷이용률은 이용자수는 만명으로 전년대비77.1%, 3,536 , 0.8%,

만명이54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인구가 인터넷 이메일 인스, ,

턴트 메신저, 커퓨니티 블로그 미니홈피 인터넷 쇼핑 인터넷, , , ,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러한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뒤지지 않는다 년말 현재. 2007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가구 인터넷 보급률은 이동통신망을 통한

무선인터넷 접속을 포함할 경우 로 위 가구 컴퓨터 보유율94.1% 1 ,

은 년말 현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등에 이어 위라고(80.4%) 2007 , 7

한다.3)

2)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2008 2008. 9.(‧ http://isis.nida.or.kr/board/?pageId

=040100&bbsId=7&itemId=723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통계정보시스템 위 보고서에 의하면 남성의: ) ; , ‘

인터넷이용률은 여성은 이며 연령별로는 대 대 대 등 젊은81.6%, 71.5% , 10 (99.9%), 20 (99.7%), 30 (98.6%)

층의 대부분 이상이 인터넷 이용자이고 세 인터넷이용률은 대 대 등의(98% ) , 3~9 82.2%, 40 82.0%, 50 48.9%

순이었다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볼 때 만 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 중 가 최근 년 동안. , 3 82.5% 1

이메일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메일이 가장 보편적인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만 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 중 가 최근 년 동안 인스턴트 메신저, 6 49.9% 1 (Instant

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만 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 중 대는 가 최근 년messenger) , 6 50.2%(20 76.4%) 1

동안 친교교제활동을 위한 대표적인 네트워킹 서비스 인 커뮤니티카페 클럽에 가입하여Social (SNS) ( )ㆍ․
활동하고 대는 가 블로그미니홈피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경제활동, 58.1%(20 82.0%) .․
측면에서 볼 때 만 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 중 가 최근 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 물건이나 서비스를12 60.6% 1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이 남성 보다 연령별로는 대 및 대 의{ (68.2%) (54.1%) , 20 (87.3%) 30 (72.4%)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인터넷 미디어 이용을 살펴보면 만 세 이상 국민의 가 인터넷을 통해}. , 6 63.4%

신문 라디오 등에 접근하고 있고 남성 이 여성 보다 높고 연령별로는 대TV, , { (68.9%) (57.8%) , 20~40

청장년층 대 대 대 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인터넷을 통해 신문을(20 96.8%, 30 89.8%, 40 69.1%) },

읽는 경우가 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영화 서적잡지 라디오59.7% , (33.2%), (30.6%), TV(25.7%), (21.8%)․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통적인 오프라인 신문을 읽는 경우도 아직까지 과반수 를 유지하고 있다. , (51.5%) .

한편 웹하드 등 파일공유서비스 이용률은 이며 주로 음악 또는 영화 파일을, P2P, 26.5% , (78.7%) (74.3%)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래 통계표는 통계청 나라지표에서 재인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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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WiBro, HSDPA(High Speed Downlink

세대 이동통신기술 등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Packet Access, 3 ), IPTV

및 기술의 등장으로 향후 제 의 인터넷 성장기가 도래할 것이며 정보화2 ,

기초기기인 컴퓨터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 보급되고 서로 네트워크로ㆍ

연결되어 이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예측된다.4)

이러한 인터넷과 컴퓨팅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범죄현상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여러 죄명 중 컴퓨터 범죄의 추이에 관하여 살펴보자. .

컴퓨터범죄5)는 최근 년간 형법범 특별법범 모두 발생건수 및 인원이5 ,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년의 경우 발생건수 건 중, 2007 20,8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등 이( )

건으로6,683 를 점유하여 가장 비중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32.0% ,

전자문서관련죄가 건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4,031 19.3%,

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 훼손 이 건으로 를 각 차지하였다) 2,106 10.1% .6)

아래 도표는 지난 년간5 컴퓨터범죄 중 형법범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사범의 발생추이를 각각 나타낸 표이다.

컴퓨터범죄 중 형법범 정보통신,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 http://www.index.go.kr/egams/default.jsp

5)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쪽은 컴퓨터범죄를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컴퓨터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을(2008), 101 ‘ ’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6)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쪽(2008),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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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범죄 형법범 발생추이[ ( ) 년 년(2003 2007 )∼ ]7)

컴퓨터범죄 정보통신망법 발생추이[ ( ) 년 년(2003 E 2007 )∼ ]8)

인터넷 및 컴퓨터 관련 범죄의 증가는 수사기관의 수사실무에도

7)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쪽(2008), 103

8)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쪽(2008),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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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다음의 표는 년부터 년까지 우리나라. 2005 2008

검찰 디지털포렌식 수사팀9)의 압수수색 및 분석 지원 회수를 나타낸․
것이다.

연도별 압수수색 및 분석 지원횟수

년2008 년2007 년2006 년2005

디스크분석팀 지원횟수 회916 회461 회363 회88

데이터베이스팀
지원횟수 회82 회70 회82 -

출처 디지털수사담당관실 통계시스템 현재( ) (DFIS)(2008. 12. 31. )10)

위 표에 의하면 데이터베이스의 지원 회수는 큰 변화가 없으나, ,

디스크 등 저장장치에 대한 지원요청은 년 회에서 년 회로2005 88 2008 916

년간 지원요청이 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가정에 이르기4 10 .

까지 디지털매체에 대한 보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각종 디지털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분석지원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이는 기업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특수부 등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었던 과거와 달리 모든 형사사건 전반으로 디지털증거에 관한

압수수색 분석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과도 관련이 있다 지원대상의, .․
일반화와 함께 눈에 띄는 점은 지원요청의 대상인 분석물 종류가

9) 대검찰청은 부터 미국 영국의 유관기관 및 국내 연구기관을 방문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인터넷으로2005. 12. , , ,

유사기관 여 곳을 조사하여 각 기관의 특성 등을 파악 과학수사 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모델을 수립한20 ,

후 년 월 일 착공 약 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준공했다, 2006 12 22 , 2 2008. 10. 31. .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대지 면적 평에 건축연면적 평 지하 층 지상 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11,826 2,373 , 1 , 6

건물로서 포렌식 연구실 등 감정감식실 디스크 분석실 등 디지털증거 분석실 등이 자리잡고 있다 디지털, DNA , .․
포렌식 센터는 디지털증거 수집 분석 분야 뿐 아니라 심리생리 문서 영상 음향 등 각종 과학감정, , DNA, , , , ,

감식 분야 등 그간 분산되어 있던 과학수사 분야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 증거 수집 및 분석 시간을 최소화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가능케 하여 첨단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전문수사요원을 양성할 수 있는 최첨단 교육시설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과학수사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검찰청. ,

디지털수사담당관실은 접근편의성 증대를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설치2007. 3. 1.

하였고, 2007. 부산고검 디지털수사팀 설치계획을 보고하고 위 수사팀 근무가능요원을8. 6. , 2007. 9. 3.｢ ｣
선발하여 개월의4 이론 개월의 실무교육을 마친 후 부산고등검찰청에 명 팀장 명 팀원, 6 , 2008. 6. 10. 5 ( 1 ,

명 으로 구성된 디4 ) 지털포렌식팀을 설치하여 부산고검 산하 각 지검 지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원토록 했다, .․
그 결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팀이 설치되기 전인 상반기보다 하반기 지원건수가 배 증가했으며5 , 2009

년도에는 더욱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 : Annual Report(2008. 12.)>

10) 출처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에서 재인용 필자가 대검찰청 디지털수사: Annual Report(2008. 12.) .

담당관실에 문의한 결과 검찰 디지털 포렌식 팀이 분석한 데이터 분량이미징 현장 데이터은 년, ( + ) 2006

년 년 이고 년은 월 현재까지 라고 한다97.4TB, 2007 151.4TB, 2008 153.5TB , 2009 3 39.04T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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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데스크탑 위주에서 랩탑. , CD, DVD,

메모리 모바일에 이르기까지 분석물 종류가 다양화 되어SDD, USB, CF ,

가고 있으며 특히 휴대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기기에 대한 지원요청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래 표는 분석물 종류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11)

구 분
분 석 수 량 개( )

2008 2007 2006 2005

디스크

Desktop 1,375 1,003 1,394 557

Laptop 262 129 185 18

CD,DVD 291 88 468 -

모바일 212 73 - -

기 타 520 200 1,040 -

소 계 2,660 1,493 3,087 575

디스크 총 지원횟수 회916 회461 회363 회88

데이터 베이스

지원횟수
회82 회70 회82 -

출처 디지털수사담당관실( ) Annual Report(2008. 12.)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년 하반기에 통신사업자가, 2009. 4. 7. 2008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게 제공한 통신감청 통신사실확인,

자료 및 통신자료 현황을 발표했다 위 발표 자료. 12)에 의하면 년, 2007

하반기에 비해 년 하반기의 감청협조 건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2008 ,

통신자료 제공건수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청협조의 경우,

문서기준으로 년 하반기 건에 비해 증가한 건으로2007 526 3.4% 544

집계되었고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건보다 가 증가한, 3,106 8.8%

건으로 집계되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건수 기준3,379 .

만 건으로 년 하반기의 만 건 대비 증가하였다11 261 , 2007 9 924 21.3% .

가입자의 단순 인적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건수 기준

만 건으로 년 하반기 만 건 대비 가 증가하였다24 3,334 , 2007 19 6,874 23.6% .13)

11) 출처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위 표의 출처 역시 동일하다: Annual Report(2008. 12.). .

12) 위 발표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http://www.kcc.go.kr/user.do?mode=

view&page=P05030000&dc=K05030000&boardId=1042&cp=3&ctx=ALL&searchKey=ALL&searchVal=%ed%

86%b5%ec%8b%a0&boardSeq=25197)

13)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전기통신이나 이메일 등에 대한 과학적인 통신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통신수사는 항상 통신 당사자의 기본권과 마찰을 빚어. ,

왔다. 최근에는 검찰의 이메일 압수수색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다음 기사 참조 이메일 압수수색 본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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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정보화가 진행되고 많은 증거들이 디지털 형태로 제출되는,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형사소송 관련 법령들도 일부 개정되었다.14)

개정 시행 형사소송법은 공판정 심리녹음2007. 6. 1. (2008. 1. 1. ) ①

또는 영상녹화제도 제 조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56 2) ②

제 조의 참고인 진술 영상녹화제도 제 조 피의자 진술( 165 2) ( 221 )③ ④

영상녹화제도 제 조의 증거개시제도 제 조의 등 공판준비( 244 2) ( 266 3 )⑤ ⑥

절차 제 조의 컴퓨터용디스크 등 증거조사 규정 제 조의( 266 5) ( 292 3)⑦ 1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 조의 진정성립 인정 또는 기억환기를( 308 2)⑧ ⑨

위한 영상녹화물 등 시청 제 조 제 조의 등의 제도를 새로 도입( 312 , 318 2)

하였고 개정 즉시 시행 형사 소송법은 공소시효를, 2007. 12. 21. ( )

연장하는 것 이외에 전문수사자문위원제 조의 과 전문심리위원제 조의( 245 2) ( 279 2)

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특히 디지털 증거와 관련되어.

주목되는 것은 위법증거수집배제 법칙의 도입 영상 녹화제도의 도입, ,

전문법칙의 정비 증거개시제도의 정비 컴퓨터용 디스크 등에 의한 증거, ,

조사 규정의 신설 공판준비절차의 도입 공판중심주의 강화, , 16) 등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과거와 달리 형사소송에서 증거에 대한 다툼이 더욱

거세질 것을 암시하는 규정들이다 더구나 국민의 형사재판에 참여에.

관한 법률이 부터 시행되어 법률에 문외한인 일반인들이2008. 1. 1.

통지 의무화박석원 기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월 일 수사기관의 이메일 압수수색이( spark@hk.co.kr)] ‘ 5 4 "

있을 경우 열람사실을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월4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이메일을 압수수색하고 이를" .

토대로 관련 수사를 벌여 공소를 제기한 뒤 일 이내 이메일 송 수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30 ㆍ

담았다 박 의원은 최근 검찰이 서울시교육감 후보였던 주경복 교수의 지난 년 간의 이메일을 압수수색. " 7

했지만 본인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법무부와 대법원은 물론이고" "

헌법재판소까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

국정감사에서도 년2008 상반기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 건의 이메일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나 한3,306 건도

본인에게 통지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었다 저작권자. < ⓒ 인터넷

한국일보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905/h2009050503273321060.htm)’

14) 우리나라 형법이 년 개정되면서 컴퓨터 관련 범죄구성요건들이 많이 도입되었다 형법 제 조 제 항1995 .( 140 3 ,

제 조 제 항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 제 항 제 조 제 조의 제 조 제 조 등314 2 , 347 2, 227 2, 228 1 , 229 , 232 2, 234 , 366

참조 그러나 그 이후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변화된 디지털 환경을 반영하는 반영하는 개정은 거의 이루어). ,

지지 않았다.

15) 이에 따라 형사소송규칙도 제 의 부터 제 조의 를 신설하여 영상녹화물 컴퓨터용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134 2 134 9 ,

조사방법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16) 공판중심주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차동언 공판중심주의확립을위한전문법칙의재정립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

논문 쪽 쪽 및 이완규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탐구사 쪽 쪽 참조, 2006., 8 ~ 64 , , , 2007., 97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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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형사재판에 제출되는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17)

한편 법무부는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2009. 3. 6. ‘

관한 법률안 을 입법예고하였다’ .18) 위 공고안에 의하면 위 법률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형사절차에 있어서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을, ‘

높이기 위하여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 제출 송달할 수 있는 제도를ㆍ ㆍ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형사절차의 전자화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서면심리주의에 의하여 간이 신속하게 약식절차에 의하여 정형적ㆍ

으로 처리되는 음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 한하여ㆍ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따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이다 고 밝히고 있다.’ .19) 위

법률안에 의하면 음주운전 등 일부 약식절차로 처리될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증거서류를 포함한 수사서류를 전자

문서로 작성하고 송치 기소 재판이 전자문서에 의해 진행되도록 하고, , ,

있다.

위와 같이 형사소송 밖의 세상은 이미 거의 모든 정보들이 디지털

형태로 변모하고 있고 그러한 변화들은 조금씩 그러나 광범위하게,

형사소송의 모습들을 바꾸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 관련. ,

규정들은 아직도 디지털 세상의 변화를 맞아들이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다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기는 하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

증거에 관한 모든 형사소송법적 쟁점들을 포섭해 내기에는 역부족

이라고 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디지털증거가 과연 형사소송법 상. ,

압수의 대상인 물건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 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106 1 )

17)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은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필요적으로 공판준비절차에 부치도록 하고 있고

제 조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 판단을 위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으며제 조 배심원은 국민참여( 36 ), ( 44 ),

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은 물론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제 조 배심원들의 예단배제를 위해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2 ), .

18) 법무부공고 제 호2009-22

19) 입법예고의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http://inglaw.moleg.go.kr/PS/lmPpInfoR.do?lmPpSeq=8629&lsClsCd

=all&orgCd=all&searchCategory=lsNm&searchKeyword=%ec%95%bd%ec%8b%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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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우리 법제는 침묵하고 있다 현재 실무상으로는 큰 다툼없이.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가 허용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부터 시작해서 압수가 가능하다면

과연 어떻게 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 다른 예로 서버에 저장되어 있으나 아직 수신자가 수신하지. ,

않은 이메일은 압수수색의 대상인가 아니면 감청의 대상인가 미국법은?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전혀 다툼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 법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하여 계속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에서 만들어진 디지털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경우 그 진정성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진문법칙 예외 요건으로서의 진정성립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디지털?

증거 분석에 적용된 과학 이론들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생길 경우

이는 증거능력의 문제인가 증명력의 문제인가?20) 원본이 아닌 복제된 디지털

증거가 제출된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현재까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의문들은 우리 법원이 디지털 증거에

관하여 고심 끝에 내놓는 소중한 소수의 판결들이나 수사기관이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만들어내는 가이드라인에 의해 조금씩 해결되어 가고

있지만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하루 속히 디지털 증거 나아가 다양한 과학적 증거들에,

대한 증거법적 차원의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디지털 증거에 관하여 우리 법제가 공백으로 남겨놓은 문제

들에 대해 실무적으로 지침이 될 만한 미국의 법률과 판례를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디지털 증거에 관한 입법적 논의가 척박한 우리,

환경에서 법원이 내놓은 소수의 판례들이 실무적 관점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20) 증거능력의 문제로 다룰 것인가 아니면 증명력의 문제로 다룰 것인가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신뢰성이 증거능력의 문제라면 배심원이 전혀 관여할 수 없지만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

제 조 증명력의 문제에 불과하다면 이는 배심원의 판단 영역이다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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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2

디지털 정보라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증거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형사소송의 실무적인 관점에서 완벽히 조망해 내려면 그

수집 과정에서부터 보관 분석 법정 제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

제기되는 기술적인 의문과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법적인 의문

까지를 모두 고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이 모두 이. ,

논문에서 다뤄질 수는 없다.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새로운 증거방법인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가 아직 우리 증거법에서는 생소한 분야라고 전제하고 이를 수사

또는 소송실무 관점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고찰해 보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이미 많은 논의가 이뤄져 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나,

전문법칙의 문제는 일단 이 논문의 주제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첫 번째 주제는 디지털 의 의미에 관한 것인데 이 부분에서는‘ ’ ,

전자적 증거 아날로그 증거 디지털 증거의 개념 상 차이점에 대해 먼저, ,

검토해 볼 것이다 두 번째 주제는 디지털 증거가 과거의 다른 증거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세 번째 주제는 디지털 증거의 분류방법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

증거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지만 증거능력의,

관점에서 의미있는 분류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네 번째 주제는.

이 논문의 주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기존에 이미 많은 논의가 있어온.

증거법칙들 즉 전문법칙 위법수집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등에 관한, , , ,

논의는 이 논문의 범위 밖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

고유한 특성과 관련된 증거법칙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증거의 고유한 특성과 관련된 증거법칙으로 관련성 신뢰성, ,

진정성 원본성, , 무결성 동일성 등이 거론되는데 이러한 증거법칙들은, ,

미국 증거법 상의 개념들로서 우리 증거법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들

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위 증거법칙들은 소수의 우리 대법원 판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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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끔 다루어졌던 주제들이다 향후 우리 형사소송에서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이 증가한다면 위 증거법칙들은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

에게 유용한 공격 방어 방법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
논문에서는 이론적인 음미보다는 소송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과연 그 요건과 법적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나아가 우리 법제에 어떻게,

수용가능한 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각 증거법칙에 관하여 먼저.

미국의 법률 규정과 판례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법제와 판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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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디지털 증거의 의의2
제 절 디지털 증거의 개념1

유사 개념의 혼용1. ( )類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증거가 활용되는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디지털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아직 확립된 바 없다 이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심지어 그 용어조차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여 電磁증거21) 또는 증거電磁的 22)23)24)(electronic evidence25)),

기록電磁 26)27) 또는 기록(electronic record)電磁的 28) 컴퓨터 관련,

21) 탁희성 전자증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오원근 영국의 전자증거 및, , , 2004. 8 ; ,

컴퓨터포렌직 법무연수원 해외연수검사논문집 김미자 사이버범죄에서 전자증거에 대한, , 2008. 12. ; ,

증거수집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7. 2.

22) 검찰청사무기구기구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 호 제 조의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등의 설치와 그[ 21341 ] 3 5 (

사무분장)

디지털수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과학수사기획관을 보좌한다.③

전자적 증거의 분석에 관한 사항1.

전자적 증거의 분석기법에 대한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2. ㆍ

전자적 과학수사기법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3. ㆍ

23) 대검찰청사무분장규정 대검찰청 훈령 제 호 제 조 디지털수사담당관[ 134 ] 12 【 】

디지털수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자적 증거의 분석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1. ,

전자적 증거의 분석기법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2. ․
전자적 과학수사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3. ․
과학수사를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
각급 검찰청의 첨단범죄수사와 관련된 장비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5. ․
최신 전자적 증거분석기법과 관련된 국내외 학술정보의 교류협력수집분석에 관한 사항6. ․ ․
전자적 증거 분석기법과 관련된 통계의 자료작성에 관한 사항7.

전자적 증거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8. ․
제 호 내지 제 호와 관련된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9. 1 4 ․

24) 노명선 전자적 증거의 실효적인 압수수색 증거조사 방안 연구 대검찰청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 , , , 2007.•

25) US DOJ NIJ(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Electronic Crime Scene　

Investigation-A Guide for First Responders, 2001. 7. <http://www.ncjrs.gov/pdffiles1/nij/187736.pdf> ;

US DOJ CCIPS(Computer Cr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 Criminal Division,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Searching and Seizing Computers and Obtaining Electronic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s, 2002. 1.<http://www.cybercrime.gov/s&smanual2002.htm>

26) 심희기 컴퓨터범죄의 특성과 수사증거조사절차상의 특성 고시연구 쪽 심희기 교수는 위, , , 2004. 7. 225 ,

글에서 전자기록이란 전자 적 방식 자기 적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으로써 인식할 수 없는“ ( ) , ( )電子 磁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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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29)(computer-related 컴퓨터 데이터evidence), (computer data)30),

디지털 증거(digital evidence) 31)32)33) 등 여러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34)

증거와 디지털 증거2. 電磁的
전자적 증거 또는 전자증거 는 전자적 정보 또는 전자기록 를 증거법적( ) ( )

관점에서 바라본 용어이다 즉 증거로 사용되는 전자적 정보가 전자적. ,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전자적 정보는 전자적 방식 즉 전기적 방식 또는. , ,

자기적 방식에 의해 처리 저장 전송 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전기적( , ) .

방식은 전압 전류와 같은 의 물리적 특성을 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電氣
방식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기록이며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에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적고 있다, .” . ;

이경훈 증거로서의 전자기록 관련 법제정비 방안 모색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2005. 8.

27) 우리나라 형법은 년 개정 시 컴퓨터 관련 범죄구성요건을 도입하면서 전자기록이라는 용어를 사용1995 ‘ ’

하였다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 제 항 제 조 제 조의. 140 3 , 314 2 , 347 2, 227 2, 228 1 , 229 , 232 2,

제 조 제 조 등 참조234 , 366

28) 강동욱 컴퓨터디스켓의 전자적 기록에 대한 압수의 적법성과 그 증거능력 고시연구, , , 2003. 5.

29) 오기두 형사절차상 컴퓨터관련 증거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1997

30) 유럽사이버범죄방지조약 은 라는 용어를(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ybercrime) ‘computer data'

사용하고 있다 위 조약의 조항 중 하나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Article 19[Search and seizure of stored computer data]

1. Each Party shall adopt such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mpower its

competent authorities to search or similarly access :

a. a computer system or part of it and computer data stored therein; and

b. computer-data storage medium in which computer data may be stored in its territory.

31)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디지털포렌식 매뉴얼 쪽 탁희성 이상진 디지털증거분석도구에, , 2008. 3. 1 ; , ,

의한증거수집절차및증거능력확보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 2006. ; ,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종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법제, , 2006. ; , ,

형사법의 신동향, 2009. 2.

32)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 대검 예규 호[ 438 ] 제 조 목적1 ( )

이 규정은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3) US DOJ NIJ, Forensic Examination of Digital Evidence-A Guide For Law Enforcement, 2004. 4.

<http://www.ncjrs.gov/pdffiles1/nij/199408.pdf> ; US DOJ NIJ, Digital Evidence in the Courtroom-A

Guide For Law Enforcement and Prosecutors, 2007. 1.<http://www.ncjrs.gov/pdffiles1/nij/211314.pdf> ;

US DOJ NIJ, Electronic Crime Scene Investigation-A Guide for First Responders, Second Edition,

2008. 4.<http://www.ncjrs.gov/pdffiles1/nij/219941.pdf 에서는> 2001. 7. First Edition ‘electronic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위 에서는 라는 용어로 변경한 사실이evidence' Second Edition 'digital evidence'

눈에 띈다. ; IOCE, G8 Proposed Principles For The Procedures Relating To Digital Evidence, 2000.

<http://www.ioce.org/fileadmin/user_upload/2002/G8%20Proposed%20principles%20for%20forensic%20e

vidence.pdf> ; IOCE, Guidelines for Best Practice in the Forensic Examination of Digital Technology,

2002. <http://www.ioce.org/fileadmin/user_upload/2002/ioce_bp_exam_digit_tech.html>

34)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 , 20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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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하며 자기적 방식은 극 극과 같은 의 물리적 특성을, N , S 磁氣
정보처리에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35)

한편 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실제 세계의 다양한 정보들을, 電磁氣
처리하는 방식은 그 표현 형식에 따라 디지털 방식과 아날로그(digital)

방식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디지털 방식은 실제(analog) .

세계에 존재하는 연속적인36) 또는 불연속적인37) 물리량을 불연속적인

값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말한다.38) 따라서 디지털 방식의 전자기기,

디( 지털 기기 는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연속적인 물리량을 전기적 물리량)

전류 전압 의 불연속적인 값 또는 자기적 물리량 자성 의 불연속적인( , ) ( )

값39)으로 표현한다.

이에 반해 아날로그 방식은 실제 세계의 연속적인 물리량을 그대로

연속적인 값에 대응시켜 표현하는 방식이다.40) 따라서 아날로그 방식의,

35) 의 물리적 특성은 저장매체에 정보를 저장하거나 저장매체로부터 정보를 읽어올 때 이용된다 자기의.磁氣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대표적인 저장매체는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자기테이프 등이다 반면 빛레이저의, , . , ( )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저장매체로는 등이 있다CD, DVD .

36) 빛의 세기나 주파수 소리의 높낮이나 크기 바람의 세기 등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정보들은 대부분, ,

아날로그 신호들이다.

37) 사람이 사용하는 숫자특히 정수 또는 문자( , integral number)

38) 국가의 위기 상황을 알리던 봉화 기원전부터 계산기로 사용된 주판 우리 몸의 생체 정보를 담고 있는‘ ’, ‘ ’,

컴퓨터 등 현대사회의 거의 모든 전자 기기는 디지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대표적인 예에‘DNA',

해당한다 이와 같이 디지털 방식은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가 발명되기 훨씬 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자기기가 발명된 이후 그 전부터 존재하던 여러 가지의 디지털 방식 중 신호의 특성에. , 電磁氣

적합한 이진법의 디지털 방식이 채택되었던 것이지 전자기기의 발명 이후에 비로소 이진법의 디지털 방식이

발견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전압이 인 경우와 일정 전압 이상인 경우 전류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는. 0v ,

경우, N극과 극 등 전자기의 물리적 특정은 이진법과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다 디지털 의 어원은s . ; (digital)

손가락 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현대 영어의 이다 대백과 사전은 디지털(finger) ‘digitus’(= ‘digit') . Wikipedia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Digital> ’A digital system uses

discrete (discontinuous) values, usually but not always symbolized numerically (hence called "digital") to

represent information for input, processing, transmission, storage, etc. By contrast, non-digital (or

analog) systems use a continuous range of values to represent information. Although digital

representations are discrete, the information represented can be either discrete, such as numbers,

letters or icons, or continuous, such as sounds, images, and other measurements of continuous

systems.‘

39) 예를 들어 전압과 자성은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물리량이지만 그 값 중 특히 전압이 인 경우와 일정값, 0V

이상인 경우 자성을 띠지 않는 경우와 자성을 일정값 이상 띠는 경우 즉 불연속적 값으로 나누어 정보를, , ,

표현하는 방식이 오늘날 디지털 기기의 정보 처리 방식이다 전압이 인 경우와 자성을 띠지 않는 경우는. 0V

이진법의 에 대응하고 전압 또는 자성이 일정값 이상인 경우는 이진법의 에 대응한다 전압과 자성은0 , 1 .

자연상태에서 매우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의 연속적인 변화에 실제 세계의 정보들을

대응시키는 방식으로는 정보 처리의 정확성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명확히 구분되는 가지. 2

상태를 이진수에 대응시켜 정보를 처리하게 되면 전압 또는 자성의 불안정에 기인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40) 실제 세계의 물리량의 변화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유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analog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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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아날로그 기기 는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연속적인 물리량을( )

전기적 물리량 전류 전압 의 연속적인 변화값 또는 자기적 물리량( , )

자( 성 의 연속적인 변화값으로 표현한다) .41)

위와 같이 오늘날의 디지털 전자기기는 정보를 과 의 두 가지 값에0 1

대응하는 상태로만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전자

기기로 처리 저장 전송되는 정보들은 과 이 연속되는 스트링, , 0 1 42)으로

표현된다 디지털 방식은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복사 과정을 거쳐도.

본래의 정보에 변질이 일어나지 않는다 과 이외의 다른 값 잡음. 0 1 ( ,

들은 시스템에 의해 무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방식으로noise) . ,

처리되는 정보는 무한복제성 대량성을 가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 그,

정보가 복제된 경우 과연 어느 것이 원본이고 어느 것이 복제본인지

여부가 애매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아날로그 방식은 복사 과정에서. ,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약간의 변질 잡음 과 본래의 정보를 구별할( , noise)

수 없기 때문에 원본과 사본은 항상 다를 수 밖에 없다 즉 아날로그. ,

방식에 있어서는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항상

문제될 수 있다.

디지털 정보는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송 매체의 저항 유선 전송의(

경우 또는 다른 신호의 간섭 무선 전송의 경우 에 대해 강한 특성을) ( )

가진다 그러나 아날로그 정보는 위와 같은 외부 영향으로 정보가. ,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디지털 정보는 전송이 용이한데 이는. , ,

디지털 정보의 초국경성과 연결된다.

디지털 정보는 위와 같이 정보의 종류 음성 영상 등 나 저장매체의( , )

종류와 관계없이 과 로만 표현되기 때문에 그 편집 수정이 용이할0 1 ,

41) 아날로그 기기의 대표적인 것이 기존의 아날로그 텔레비전과 라디오이다 사람의 음성은 연속적인 값의 진폭과.

주파수를 가지는데 사람의 음성이 가지는 그와 같은 값 즉 사람의 음파에 관한 정보가 방송국의 전자기파에, , ,

실려 수신자의 아날로그 기기에 수신된다 즉 사람의 음파에 관한 연속적인 정보는 전자기파의 진폭의. ,

연속적인 변화 변조 또는 주파수의 연속적인 변화 변조로 표현되어 수신자의 아날로그 기기에(AM ) (FM )

수신된다.

42) 스트링 중 하나의 자리는 과 의 값 중 하나만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 하나의 자리를0 1 , bit(binary

digit)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는 디지털 전자기기가 처리하는 정보의 최소 단위가 된다 는 로. bit . 1byte 8bit

이루어진 정보 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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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상이한 디지털 기기 사이에 호환도 가능하다 그러나. ,

아날로그 정보는 정보 및 저장매체의 종류에 따라 그 처리방식이

상이하므로 편집 수정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기기,

사이의 호환도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디지털 정보의 매체독립성. ,

무한복제성 대량성 취약성 등과 연결된다, , .

디지털 방식은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연속적인 물리량을 불연속적인

값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샘플링의 비율에 따라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변환기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방식은 고성능의 기기를 필요로 하고 데이터 압축 기술의,

발전을 수반하게 된다 이는 디지털 방식이 아날로그 방식 보다 뒤늦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된다.

아날로그 정보는 위와 같이 디지털 정보와 달리 매체로부터 독립되기

어렵고 복제나 편집이 용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복제나 전송,

과정에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아날로그.

정보는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무형의 정보라는 점 이외에는 증거법 상

유형물로 취급되는 저장매체와 달리 취급되어야 할 이유나 실질적

필요성이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디지털 방식의 여러.

장점으로 인해 오늘날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되는 정보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처리되는 정보를 압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미

생성된 아날로그 방식의 정보들도 모두 디지털 정보로 변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증거법 상 아날로그 정보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43) 따라서 위와, 같은 이론적 기술적 실질적 상황을, ,

감안할 때 증거법 분야에서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정보와 함께 묶어 전자적 정보 또는 전자적 증거라는

개념을 인정할 실익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43) 오늘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상 사진 또는 음성을 컴퓨터 디지털 캠코터나 카메라 가 아닌 아날로그, , , MP3

캠코더나 카메라 카세트로 녹화 촬영 녹음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가사 아날로그 정보를 방식의, , , . VHS

비디오테이프나 녹음테이프에 저장한 경우에도 편집 또는 보관을 위해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여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아직까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아날로그 기기는.

아날로그 텔레비전 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날로그 방송 또한 중단될 예정으로 있다, 2012.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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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증거와 디지털 증거3. ‘ ’

컴퓨터 증거 또는 컴퓨터 관련 증거 는 컴퓨터 정보 또는 컴퓨터 관련( ) (

정보 를 증거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개념이다 컴퓨터 정보의 개념과) .

관련하여 우선 컴퓨터의 개념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백과,

사전들은 그 표현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즉, ,

주어진 명령에 따라 계산을 수행하거나 또는 정보를 처리하는‘

전자기기 라고 정의하고 있다’ .44) 우리나라 법은 컴퓨터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45) 미국 는18 U.S.C. §1030 (e)

컴퓨터의 개념에 관하여 컴퓨터라 함은 논리연산 수치계산 또는, ,『

저장 기능을 수행하는 전기적 자기적 광학적 전기화학적 또는 기타, , ,

고속의 데이터 처리장치와 이러한 장치에 직접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연동하여 작동하는 모든 데이터 저장장치와 통신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자동 타자기, , 자동 식자기 휴대용 계산기 또는( ), (calculator)植字機
기타 비슷한 장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46)라고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는 전압 전류 등의 연속적인 물리량들을 그대로 입력받아,

처리하는 아날로그 컴퓨터 연속적인 물리량들을 불연속적인 값으로,

44) ① A computer is a machine that manipulates data according to a list of instructions. <http://en.

wikipedia.org/wiki/Computer>

전자회로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계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입력자료를.②

받아들여 처리하고 그 정보를 저장하고 검색하여 결과를 출력하는 일을 한다. <http://ko.wikipedia.org

/wiki/%EC%BB%B4%ED%93%A8%ED%84%B0>

③ 전자회로를 이용하여 수치계산 또는 논리연산을 하는 기계 이용자가 명령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데이터를.

입력 처리 저장 검색하여 결과를 출력하는 전자장치를 말한다· · · . <http://kr.dictionary.search.yahoo.com

/search/dictionaryp?pk=18957000&p=%C4%C4%C7%BB%C5%CD&field=id&type=enc&subtype=enc>

45) 다만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법률 제 호 에서 간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다, [ 8852 ] .

동법 제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 ( )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1. " " ( "

컴퓨터 라 한다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 · .

46) 18 U.S.C. §1030 Fraud and related activity in connection with computers

(e) As used in this section -

(1) the term "computer" means an electronic, magnetic, optical, electrochemical, or other high speed

data processing device performing logical, arithmetic, or storage functions, and includes any data

storage facility or communications facility directly related to or operating in conjunction with such

device, but such term does not include an automated typewriter or typesetter, a portable hand

held calculator, or other similar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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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한 후 처리하는 디지털 컴퓨터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컴퓨터로 분류되나 오늘날 아날로그 컴퓨터나 하이브리드 컴퓨터는,

실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컴퓨터라고

하면 디지털 컴퓨터를 의미한다는 점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합의가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통상의 디지털 컴퓨터. ,

이외에 디지털 포렌식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바일 폰 디지털,

텔레비전이나 유선전화기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 디지털 방식의, , CCTV

네트워크 나(Closed-circuit television), MP3 PLAYER, GATEWAY

전자수첩 고성능 전자계산기 독립적인 제어장치를 갖춘ROUTER, , ,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일반인의 법 감정에 비추어 컴퓨터라고 볼 수

있는가 위 전자기기들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를 모두 컴퓨터 정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전자기기들의. 내부에 저성능의 컴퓨터가 탑재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 위 전자기기들이 일반적 의미의 컴퓨터가 가지는 모든

기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47)48)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한다면 컴퓨터 정보 를 모든, ‘ ’ 디지털 정보의 범주를 포섭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9)

4 디지털 증거 개념의 재검토.

가 디지털 증거의 개념에 관한 여러 정의.

디지털 포렌식의 대상이 되는 증거를 지칭하는 용어로 디지털‘

증거 가 전자적 증거나 컴퓨터 관련 증거보다 더 적절한 용어임은 이미’

살펴보았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의 실질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시 그. ,

관점에 따라 범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의견을 입증 또는‘①

47)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은, , , 2006. 20

위 전자기기들이 디지털 저장 방식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아직 컴퓨터로 볼 수 없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48) 그러나 모바일폰 크기의 개인 휴대용 정보단말기 를 휴대용 컴퓨터라고(PDA, personal digital[data] assistant)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심리적 저항이 없을 것이다.

49)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 , 20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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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할 수 있거나 범죄 의도나 알리바이와 같은 범죄의 핵심 요소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보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데이터’50) 범죄를 입증하거나 범죄와 피해자 또는 범죄자 사이의, ‘②

연결 고리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데이터’51) 이진수, ‘③

형태로 저장 혹은 전송되는 정보로서 법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것’52)53),

디지털 형태로 저장 또는 전송되는 증거가치 있는 정보‘ ’④ 54)55), ⑤

각종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거나 네트워크 장비 및‘ 유무선

통신 상으로 전송되는 정보 중 그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어 증거로써

가치를 가지는 디지털 정보’56) 등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다.

나 디지털 증거의 개념 요소.

일반적으로 디지털 증거의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개념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되는 정보만이 디지털. ,

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날로그 정보가 디지털 증거가 될 수. ,

50) 의 개념 정의이다 탁희성 이상진 디지털 증거분석도구에 의한 증거수집절차 및W. Jerry Chisum(1999) . ; , ,

증거능력 확보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쪽에서 재인용, , 2006. 31

51) 의 개념 정의이다 탁희성 이상진 디지털 증거분석도구에 의한 증거수집절차 및 증거능력E. Casey(2000) . ; , ,

확보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쪽에서 재인용, , 2006. 31

52) 의 개념 정의이다 는 년 미국 호주 홍콩 영국IOCE(International Organization on Computer) . IOCE 1995 , , ,

등 여러 국가의 법집행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창설된 디지털증거에 관한 국제조직이다 양근원 형사절차상. ; ,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 2006. 21

53) IOCE, G8 Proposed Principles For The Procedures Relating To Digital Evidence, 2000. <http://www.

ioce.org/fileadmin/user_upload/2002/G8%20Proposed%20principles%20for%20forensic%20evidence.pdf>

위 문서 중 디지털 증거의 개념 정의 부분은 다음과 같다.

[General Definitions relating to digital evidence]

Digital Evidence : Information stored or transmitted in binary form that may be relied upon in court.

54) 의 개념 정의이다 는 미국 내 여러SWDGE(Scientific Working Group on Digital Evidence) . SWDGE 1998. 1.

연방수사기관의 증거분석연구소 책임자들 이 만든 실무 그룹이다(the Federal Crime Laboratory Directors) . ;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 , 2006. 21 ;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디지털포렌식 매뉴얼 쪽도 이 개념 정의를 채택하고 있다, 2008. 3. 1 .

55) SWDGE, Proposed Standards for the Exchange of Digital Evidence, 1999. 10. <http://www.fbi.gov/hq/

lab/fsc/backissu/april2000/swgde.htm 위 문서 중 디지털 증거의 개념 정의 부분은 다음과 같다> .

Definitions : Digital Evidence: Information of probative value stored or transmitted in digital form. ;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은, , , 2006. 21

이 개념 정의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한다.

56) 탁희성 이상진 디지털 증거분석도구에 의한 증거수집절차 및 증거능력 확보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

쪽2006.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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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현재의 디지털 포렌식은 이진수로 표시. ,

되는 디지털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론 상 진수 등으로. 10

표현되는 디지털 정보가 존재할 수 있지만,57) 그러한 디지털 정보는

이진법의 디지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오늘날의 디지털 전자기기와

호환이 어려우므로 디지털 정보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거론되는

무한복제성 대량성, , 초국경성 등의 특성을 나타낼 수 없다 반대로. ,

이진수로 표시되는 디지털 정보이면 그 매체와 상관없이 그리고 변환,

되기 전의 아날로그 정보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 영상인지 사진인지(

음성인지 를 묻지 않고 모두 디지털 증거가 될 수 있다 셋째 처리) . ,

중인 정보 저장된 정보 전송 중인 정보 모두 디지털 증거가 될 수, ,

있다 다만 매체의 물리적 특성으로 그 수집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

뿐이다 넷째 디지털 증거가. , 되는 정보는 전자적 정보에 한정된다.

전자기기에 의해 처리될 수 없는 비전자적 정보는 비록 디지털 방식의

정보라고 할지라도 디지털 증거가 될 수 없다 광디스크인 나. CD

에 저장된 광학적 정보도 결국은 광다이오드 등에 의해DVD

전기신호로 변환되어 처리되므로 전자적 정보에 포함된다 다섯째. ,

디지털 정보 중 증거가치 있는 정보만이 디지털 증거가 될 수 있다.

증거는 어떤 사실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힘이 있을 때에만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논자에 따라서는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부가하기도 한다.58) 그러나 신뢰성이 없는 증거는 증거,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신뢰성이 있다고, , 하여 모두

증거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뢰성의 보장 이라는‘ ’ 요건을

굳이 디지털 증거의 개념 요소에 부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개념 요소들을 감안하여 디지털 증거의 개념을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이 즉, , “이진법의 디지털 형식으로 처리 저장 전송되고, , ,

증거가치 있는 전자적 정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57) 초기 컴퓨터 중에는 이진수가 아닌 십진수로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도 있었다.

58) 탁희성 이상진 디지털 증거분석도구에 의한 증거수집절차 및 증거능력 확보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

쪽2006.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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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디지털 증거의 고유한 특성2

매체독립성1.

실제 생활의 아날로그 정보 즉 예를 들어 영상 화상 음성 등의, , , , ,

정보는 생성 즉시 소멸해 버리므로 그 정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여 저장매체에 저장하게 된다 이때 디지털 증거. ,

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디지털 정보를 처리 저장 전송하는, ,

매체가 아니라 디지털 정보 그 자체이다.59) 따라서 피의자의 범행이,

디지털 에 녹화되는 순간 즉 실제 세계의 아날로그 정보가 디지털CCTV , ,

정보로 변환되는 순간 우리가 증거로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미 과거

속으로 사라진 피의자의 범행 모습 그 자체나 또는 디지털 의 렌즈CCTV ,

저장매체가 아니라 위 저장매체 속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나열된 이진

정보들의 집합이다.60) 디지털 정보의 이러한 매체독립적 특성으로 인해

이용자는 디지털 정보를 매체와 무관하게 처리 저장 전송할 수 있다, , .61)

비가시성 비가독성 잠재성2. , ( 62))

앞서 보았듯이 디지털 정보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저장매체에 전자적

또는 광학적으로 저장되므로 인간의 지각능력으로는 그 존재 및 내용을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를 법정에서 조사하기 위해서는. ,

59)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디지털포렌식 매뉴얼 쪽 원혜욱 컴퓨터관련 증거의 증거조사와, 2008. 3. 1 ; ,

증거능력 수사연구 쪽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2000. 6. 32 ; , ,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임종인 조규형 전현욱 박은엽 외국판례에 나타난 디지털증거, 2006. 22 ; , , , ,

수집 분석 보존 과정에서의 무결성 논란에 비추어 본 디지털 증거의 활용방안 대검찰청고려대학교,⋅ ⋅ ․
산학협력단 쪽, 2006. 6. 4

60) 일반적인 하드디스크나 플로피디스크 같은 저장장치라면 자성을 띤 입자와 자성을 띠지 아니한 입자의磁氣

무수한 배열이 나 같은 광학저장장치라면 편평한 부분과 홈 또는 레이저 반사 상태 또는 흡수 상태의, DVD CD

무수한 배열이 플레시 메모리라면 전자를 품고 있는 셀과 전자를 품지 않고 있는 셀의 무수한 배열들만이,

관찰될 것이다.

61) 이렇게 디지털 정보 그 자체가 증거조사의 대상이 된다면 비가시적 비가독적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무형의, ,

디지털 정보가 우리 형사소송법 제 조 상 압수될 수 있느냐의 문제 즉 무형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106 , ,

강제처분으로서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아가 그 증거조사 방법으로 검증에 의할 것인가. ,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62) 탁희성 이상진 디지털 증거분석도구에 의한 증거수집절차 및 증거능력 확보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

20 쪽은 비가시성 비가독성이라는 용어 대신 잠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대검찰청06. 35 , . ;

디지털수사담당관실 디지털포렌식 매뉴얼 쪽은 잠재성이라는 용어를 비가시성 비가독성이라는, 2008. 3. 2 ,

용어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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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능력을 갖춘 사람이 특별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보고 들을 수 있는 실제 세계의 아날로그 정보로 다시 복원해야 한다.63)

그러므로 증거조사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분석도구나 분석관의 신뢰성 출력물의 진정성이나 원본성 등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된다 개정 형사소송법. 64)과 개정 형사소송규칙65)은

영상녹화물 컴퓨터용 디스크 등에 저장된 증거의 조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무한복제성 원본과 사본의 구별 곤란성3. ( )

63)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디지털포렌식 매뉴얼 쪽 원혜욱 컴퓨터관련 증거의 증거조사와, 2008. 3. 2 ; ,

증거능력 수사연구 쪽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2000. 6. 32 ; , ,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임종인 조규형 전현욱 박은엽 외국판례에 나타난 디지털증거, 2006. 23 ; , , , ,

수집 분석 보존 과정에서의 무결성 논란에 비추어 본 디지털 증거의 활용방안 대검찰청고려대학교,⋅ ⋅ ․
산학협력단 쪽, 2006. 6. 5

64) 형사소송법 제 조의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디스크292 3 ( ) · · · · ,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65) 형사소송규칙

제 조의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134 2 ( )

검사는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이①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조의 제 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134 3 ( 3 )

①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조서가 자신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조의 영상녹화물의 조사134 4 ( )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봉인을 해체하고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③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영상녹화물은 그 재생과 조사에 필요한 전자적 설비를 갖춘 법정 외의 장소에서.

이를 재생할 수 있다.

제 조의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134 5 ( )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기억의 환기가318 2 2 ,①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제 조의 컴퓨터용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134 7 ( )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컴퓨터디스크( "①

등 이라 한다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

낼 수 있다.

제 조의 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134 8 ( · )

녹음 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녹화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③

제 조의 준용규정 도면사진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134 9 ( ) ·

조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제 조 법 제 조의 의 규정을 준용한다292 , 29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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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는 변환 전의 아날로그 정보 및 저장매체의 특성으로부터

독립적이다.66) 뿐만 아니라 디지털 증거는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이산적

불연속적 인 값으로 정보를 처리하므로 복제나 전송 과정에 정보의( )

변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디지털 정보는.

복제나 전송 과정이 반복되더라도 동일한 값을 유지하므로 이론적으로

최초 생성된 원본과 최종 복제본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디지털 증거에 있어 원본과 복제본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67) 그로 인해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증거법 상 최량증거법칙

증거의 원본성 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며(best evidence rule, ) 68) 원본,

대신 제출된 복제본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등을 어느 수준에서 인정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취약성4.

디지털 정보는 변환 전의 아날로그 정보 및 저장매체로부터 독립적

이므로 서로 다른 디지털 기기 사이에 광범위한 호환성을 제공한다.

즉 이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라면 어느 것이라도 디지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69) 그리고 디지털 정보는 복제나 전송 과정에서,

정보의 질적 저하가 거의 없다 이는 복제나 전송 과정을 통해 무수히.

많은 사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디지털 정보는 그. ,

정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매우 쉽고 자유롭다 하나의 명령만.

으로 일부는 물론 정보 전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66) 비디오테이프나 에 저장된 아날로그 정보들은 아날로그 저장 방식 그 자체의 특성 때문에 복제 과정의VHS LP

반복 횟수에 비례하여 그 정보가 훼손되는 반면 디지털 정보의 경우 그러한 훼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

의미에서 디지털 정보가 매체 등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정보의 독립성이라는 것도. ,

아날로그 정보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디지털 정보도 결국은 저장매체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그 매체에 이진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므로 매체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

67)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디지털포렌식 매뉴얼 쪽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2008. 3. 2 ; ,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임종인 조규형 전현욱 박은엽 외국판례에, , 2006. 23 ; , , , ,

나타난 디지털증거 수집 분석 보존 과정에서의 무결성 논란에 비추어 본 디지털 증거의 활용방안,⋅ ⋅
대검찰청․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쪽, 2006. 6. 5

68) 예를 들어 전통적인 증거에 대한 원본과 복제본의 의미가 디지털 증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전통적인, ?

증거와 달리 원본과 복제본 사이에 차이가 없는데 굳이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

최량증거법칙과 관련하여 디지털 증거에 대해 가지는 의문점들이다.

69) 예를 들어 디지털 캠코더로 촬영된 영상은 저장장치에 디지털 정보로 저장되는데 이러한 영상 디지털 정보는, ,

컴퓨터로 복사하여 언제든지 처리 저장 전송이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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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아니다 해당 디지털 정보를 만들어낸 전용 소프트웨어가 없더라도.

위와 같은 작업들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70)

디지털 정보의 위와 같은 광범위한 호환성 복제가능성 등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특성을 가진다 즉 디지털 정보는 위와 같은 특성들로. ,

인해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처리 저장 전송 과정에서 항상 변경, ,

가능성이 존재한다 디지털 증거의 이와 같은 취약성은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 또는 피고인의 신뢰성이 없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 인해‘

디지털 정보의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라거나 또는 수사기관.’ ‘

또는 분석자에 의해 디지털 정보가 조작되었다 라는 등의 주장으로.’

현실화 된다.71) 그러므로 디지털 정보의 무결성 진정성 동일성과, ,

디지털 포렌식 도구나 분석관에 대한 신뢰성은 디지털 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되는 것이다.72)

70)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디지털포렌식 매뉴얼 쪽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2008. 3. 2 ; ,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임종인 조규형 전현욱 박은엽, , 2006. 23~24 ; , , , ,

외국판례에 나타난 디지털증거 수집 분석 보존 과정에서의 무결성 논란에 비추어 본 디지털 증거의⋅ ⋅
활용방안 대검찰청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쪽 탁희성 이상진 디지털 증거분석도구에 의한, , 2006. 6. 5~6 ; , ,․
증거수집절차 및 증거능력 확보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쪽, , 2006. 36

71)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고합 병합 판결에 의하면 위 사건속칭 일심회 사건의, 2007. 4. 16. 2006 1365( ) , ( ‘ ’ )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변호인들은,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들의 증거능력

여부에 관하여)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수사기관이 출력하여 제출한 문건들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검찰이 위 저장매체의 데이터가 본래 존재하였던 상태와 전혀 다름이 없이 수집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위,

디지털 증거의 분석처리과정에 대한 신뢰성에 대하여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이 법원의 검증절차에,

참여하여 이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증인 의 디지털 증거 분석능력과 그 증언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위,○○○

문건들은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7. 8.

선고 노 판결에 나타난 변호인들의 주장은 더욱 구체적이다 변호인들은16. 2007 929 . (『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에서 최초 이미징 작업 시 해쉬값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증인 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정보원에서 차로 진행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식1○○○

복구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원본 매체의 변경 가능성이 존재하고 검사가 국가정보원에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식 복구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된 입증을 아니한 이상 검찰에서 차로 진행된, 2

포렌식 복구 수사로써 독립적으로 디지털 원본 매체의 무결성을 절차적으로 기술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검찰 수사관인 증인 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거의 혼자서 이 사건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 ○○○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혼자서 검찰 수사기간 내에 이 사건 디지털 증거를 분석처리한○○○ ․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디지털 증거 처리의 결과를 신뢰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 포렌식 복구 과정에 대한,

전문가가 별로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검찰 이미징 작업은 의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신뢰성을 배척해야 마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압수물인 원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 내용이 원래의 데이터 내용과 다름없이 수집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위 문건은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암호화된.

파일의 암호를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국가정보원에서 피고인들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압에 의하여 임의성 없는 진술을 통해 이 사건 원본 디지털 매체의 암호를 획득했으므로,

이러한 위법한 암호 획득에 따라 이 사건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은 증거능력이 없다.』

72)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 대검 예규 호 은 디지털 증거의 취약성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438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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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성5.

디지털 정보의 특성으로서의 대량성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디지털 정보의 생성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 정보의 저장의,

측면이다.

과거에 존재하였던 많은 아날로그 형태의 정보들이 디지털 정보로

변환되고 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보들도 대부분 디지털 형태로.

생성되고 있다 정보대학원. UC BERKELY (School of Information Management

의 최근 연구 보고서and Systems) 73)은 위와 같은 현상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 조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2 ( )

디지털기기를 압수수색검증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수집분석할 때에는 디지털기기 또는 디지털 자료를․ ․ ․
수집한 때로부터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때까지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절차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조 디지털기기의 운반 및 보관3 ( )

디지털 자료가 저장된 디지털기기를 운반 또는 보관할 경우에는 정전기차단 충격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기기 등이 파손되거나 저장된 디지털 자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조 압수수색 시 유의사항10 ( )․
① 디지털기기를 압수수색검증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수집할 경우에는 대상 정보처리시스템으로부터․ ․
사용자를 격리하여 시스템 강제종료 등 임의적인 조작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압수수색검증 대상 정보처리시스템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압수수색대상자가 네트워크로 접속하여② ․ ․ ․
저장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네트워크 연결 케이블을 차단하여야 한다.

디지털기기를 압수수색검증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수집할 경우에는 대상 정보처리시스템내의 링크파일의③ ․ ․
등록정보를 확인하는 등으로 휴대용 디지털 저장매체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용 흔적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기기의 식별 값 을 특정하고 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Volume serial Number)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디지털기기를 압수수색검증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는 현장에서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쓰기④ ․ ․
방지장치를 사용하는 등으로 그 자료가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디지털기기를 압수수색검증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는 현장에서는 정보처리시스템이나 프린터기⑤ ․ ․
등의 임시 메모리 에 기록된 디지털 자료에 대하여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RAM, Cache Memory)

메모리 덤프 등의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수집하여야 한다(dump) .

제 조 분석방법13 ( )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분석은 분석에 적합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①

하여야 한다.

수집된 디지털 자료를 분석할 경우에는 사본을 작성하여 그 사본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사본을. ,②

만들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본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원본이 변경 훼손되지, ,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및 원본의 변경여부 등을 분석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항의 사본을 작성할 때에는 보존용 사본이하 보존사본이라 한다 과 분석용 사본이하 분석2 ( ‘ ’ .) ( ‘③

사본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야 하며 해시 값과 그 생성시간을 분석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 .

73) 등Peter Lyman and Hal R. Varian , HOW MUCH INFORMATION 2003?, 2003. < http://www2.sims.

berkeley.edu/research/projects/how-much-info-2003/printable_report.pdf 위 보고서는 동일 저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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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여주고 있다 위 연구에 따르면 년에 새로 만들어진 정보 중. , 2002

자기저장장치 광저장장치PRINT, FILM, (MAGNETIC STORAGE MEDIA),

에 저장된 정보는(OPTICAL STORAGE MEDIA) 5 exabytes74)에 달하고,

그 중 퍼센트는 전자 정보로 자기저장장치 대부분 하드디스크 에92 ( HDD)

저장되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수치는 년 저장된 정보의 배에. 1999 2

달하는 수치로 이는 년 이후 매년 씩 증가되었다는 것을 의미1999 30%

한다.75)

전 세계 저장정보 단위[ : terabytes]76)
디지털 정보로 환산 는 압축을 의미. ‘lower estimate'※

Storage Medium 2002 Upper
Estimate

2002 Lower
Estimate

1999-2000
Upper
Estimate

1999-2000
Lower
Estimate

Change
Upper
Estimates

Paper 1,634 327 1,200 240 36%

Film 420,254 76,69 431,690 58,209 -3%

Magnetic 4,999,230 3,416,230 2,779,760 2,073,760 80%

Optical 103 51 81 29 28%

TOTAL: 5,421,221 3,416,281 3,212,731 2,132,238 69%

년에2000 발표한 보고서의 개정판에 해당한다 년의 보고서는. 2000 http://www2.sims.berkeley.edu

/research/projects/how-much-info/ 또는 http://www2.sims.berkeley.edu/research/projects/how-much-

info/how-much-info.pdf에서 볼 수 있다.

74) 는 에 해당한다 등의 전게 보고서1 exabyte 1,000,000,000 gigabytes . ; Peter Lyman and Hal R. Varian

쪽에 나온 아래 단위 설명 참조3~4

How Big is an Exabyte?

Kilobyte
(KB)

1,000 bytes OR 103bytes
2 Kilobytes: A Typewritten page.
100 Kilobytes: A low-resolution photograph.

Megabyte
(MB)

1,000,000 bytes OR 106 bytes
1 Megabyte: A small novel OR a 3.5 inch floppy disk.
2 Megabytes: A high-resolution photograph.
5 Megabytes: The complete works of Shakespeare.
10 Megabytes: A minute of high-fidelity sound.
100 Megabytes: 1 meter of shelved books.
500 Megabytes: A CD-ROM.

Gigabyte
(GB)

1,000,000,000 bytes OR 109 bytes
1 Gigabyte: a pickup truck filled with books.
20 Gigabytes: A good collection of the works of Beethoven.
100 Gigabytes: A library floor of academic journals.

Terabyte
(TB)

1,000,000,000,000 bytes OR 1012 bytes
1 Terabyte: 50000 trees made into paper and printed.
2 Terabytes: An academic research library.
10 Terabytes: The print collections of the U.S. Library of Congress.
400 Terabytes: National Climactic Data Center (NOAA) database.

Petabyte
(PB)

1,000,000,000,000,000 bytes OR 1015 bytes
1 Petabyte: 3 years of EOS data (2001).
2 Petabytes: All U.S. academic research libraries.
20 Petabytes: Production of hard-disk drives in 1995.
200 Petabytes: All printed material.

Exabyte
(EB)

1,000,000,000,000,000,000 bytes OR 1018 bytes
2 Exabytes: Total volume of information generated in 1999.
5 Exabytes: All words ever spoken by human beings.

75) 등의 전게 보고서 쪽Peter Lyman and Hal R. Varia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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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광저장장치의 저장정보 단위[ : terabytes]77)
표준 압축 는 압축을 의미. ‘lower estimate'※

Storage
Medium

Type of
Medium

2002
Upper
Estimate

2002
Lower
Estimate

1999
Upper
Estimate

1999
Lower
Estimate

Change
Upper
Estimates

Optical Audio CD 58 6 58 6 0

CD ROM 1.1 1.1 0.7 0.7 57%

DVD 43.8 43.8 22 22 99%

Subtotal 102.9 50.9 80.7 28.7 28%

전 세계 자기저장장치의 저장정보 단위[ : terabytes]78)
표준 압축 디지털 정보로 환산 는 압축을 의미. ‘lower estimate'※

Storage
Medium

Type of
Medium

2002
Upper
Estimate

2002
Lower
Estimate

1999
Upper
Estimate

1999
Lower
Estimate

Change
Upper
Estimates

Magnetic Videotape 1,340,000 1,340,000 1,420,000 1,420,000 -6%

Audiotape 128,800 128,800 182,000 182,000 -30%

Digital tape 250,000 250,000 250,000 250,000 0

MiniDV 1,265,000 1,265,000 N/A N/A N/A

Floppy disc 80 80 70 70 14%

Zip 350 350 1,690 1,690 -79%

Audio MD 17,000 17,000 N/A N/A N/A

Flash 12,000 12,000 N/A N/A N/A

Hard Disk 1,986,000 403,000 926,000 220,000 114%

TOTAL 4,999,230 3,416,230 2,779,760 2,073,760 80%

한편 년 한 해 동안 전화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의 전자, 2002 , , ,

매체를 통해 유통된 정보는 에 달하는데 이는 년18 exabytes 2002

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의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3.5 .79) 위와 같이

유통된 전자정보들은 언제든지 디지털 정보로 저장 또는 변환될 수

있는데, 이는 앞으로 생성될 디지털 정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임을

시사한다.

전 세계 유통 전자정보 단위[ : terabytes]80)

Medium 2002
Radio 3,488

Television 68,955
Telephone 17,300,000
Internet 532,897
TOTAL 17,905,340

76) 등의 전게 보고서 쪽Peter Lyman and Hal R. Varian 4

77) 등의 전게 보고서 쪽Peter Lyman and Hal R. Varian 8

78) 등의 전게 보고서 쪽Peter Lyman and Hal R. Varian 7-8

79) 등의 전게 논문 쪽Peter Lyman and Hal R. Varian 2

80) 등의 전게 논문 쪽Peter Lyman and Hal R. Varia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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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디지털 정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저장장치 용량의 증가도

점점 빨라지는 추세에 있는데 디지털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는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의 대용량화를 요구하였고 저장매체의 대용량화는 다시,

디지털 정보의 증가를 촉진시키고 있다 최근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의 주된 저장장치인 하드디스크 도 테라바이트(HDD)

급 시대를 맞이하였다(terabyte) .81)

디지털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디지털 저장매체의 대용량화는,

증거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저장매체의 대용량화로 인해?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나 디지털 저장매체일지라도 갖가지 종류의

응용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수많은 형태의 자료가 함께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다중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서버의 경우에는 하나의.

저장매체 또는 시스템에 특정인의 자료 뿐만 아니라 범죄와 관계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가 함께 저장 또는 전송되는 것이 일반적이다.82)

81) 시대 열다 웨스턴디지털“HDD 2TB , WD20EADS” <http://www.ebuzz.co.kr/content/buzz_view.html?uid

=77436 사진이나 음악 영상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자료를 소장하기 쉬워졌다> (2009. 2. 11.) , .『 …

웨스턴디지털 이 출시한 인치 하드디스크 캐비어 그린(www.wdc.com) 8.89cm(3.5 ) (Caviar Green)

이 바로WD20EADS 그 주인공 이 제품은 용량이 로 현존하는 하드디스크 중 가장 많은 데이터를. 2TB

저장할 수 있다 웨스턴디. 지털은 인치 하드디스크 캐비어 그린2TB 8.89cm(3.5 ) (Caviar Green)

을 출시했다 는 플래터 개를 이용해 최대 용량을 저장할 수 있다WD20EADS . WD20EADS 500GB 4 2TB . …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저전력 기술 하드디스크에서 친환경적인 요소를 들자면 대표적인 것이. …

저전력이다 이러한 기술의 적용으로 읽기와 쓰기 유휴 모드 대기 모드에서 소비전력은 각각. , , 7.4, 4.0,…

다 소음은 탐색 모드와 유휴 모드가 각각0.97W . 이다 인터페이스는 를 이용하며 전송29, 25dBA . SATA

속도는 최대 이 제품은 파이어와이어3Gbps. USB, (Fir 를 이용하는 외장형 하드디스크를eWire), eSATA

포함해 데스크톱 워크스테이션 데스크톱 에 적합, , RAID 하다 가격은 달러약 만 원며 국내에는 월 중. 299 ( 41 ) 2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전자 친환경 에코그린. ; “ , HDD ‘』 ’시리즈 출시” <http://www.etnews.co.kr/

news/detail.html?id=200902020203 삼성전자대표> (2009. 2. 3.) (『 이윤우는 일 친환경 하드디스크) 2

드라이브 에코그린 시리즈 신모델인 을 출시했다 는 등 용량별로(HDD) ‘ ’ ‘F2EG’ . ‘F2EG’ 500GB·1TB·1.5TB

종이며 삼성전자의 독자 기술인 에코트라이앵글 기술을 적용해 저전력저소음친환경 등을 실현한 것이3 , · ·

특징이다. ;』 삼성전자 급 외장형 내놓는다“ , 1.5TB HDD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

200903120210> 삼성전자가 이르면 월께 테라바이트 급(2009. 3. 12.) 5 ‘1.5 (TB) ’『 외장형 저장장치를

내놓는다 삼성이 지금까지 출시한 제품 중에서 최대 용량은 기가바이트 급이었다. 500 (Gb) . 이에 따라 지난해

월 저장장치 시장에 진출한 삼성전자가 제품을 다양화하고 공격 경영을 선언하면서 시게이트11 ·

웨스턴디지털 등이 주도하던 국내 외장형 스토리지 시장에 토종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보인다 일‘ ’ . 12

삼성전자는 급 등으로 출시 제품을 다양화하고 공격적인 프로모션에 나서 올해 국내 브랜드 시장1.5TB

위에 올라서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올해 새로 추가할 제품은 인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1 . 1.5TB 3.5…

기반으로 동영상 등으로 저장 수요가 많은 가정용 시장을 겨냥한 모델이다 삼성은 이에 앞서(HDD) .

대용량과 친환경 쪽에 제품 컨셉트를 맞추고 지난해 중순 인치 를 상용화한 바 있다3.5 HDD .…』

82)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디지털포렌식 매뉴얼 쪽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2008. 3. 3 ; ,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임종인 조규형 전현욱 박은엽 외국판례에, , 2006. 24 ; , , , ,

나타난 디지털증거 수집 분석 보존 과정에서의 무결성 논란에 비추어 본 디지털 증거의 활용방안,⋅ ⋅
대검찰청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쪽, 2006.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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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범죄와 관련된 디지털 정보가 범죄와 무관한 정보들과 함께

저장되어 있는 경우 첫째 증거수집의 범위와 관련하여 압수수색,

대상의 특정 문제가 발생한다 영장주의 원칙 상 포괄영장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장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수집한 디지털 정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것으로 인정되어 증거 증력이

부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83)84) 둘째 대량의 디지털 정보를 분석수색하여, ( )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시스템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분석관이 필요하다 이는 분석도구 및 분석관의 신뢰성.

문제로 연결된다.

전문성6. ( )專門性
디지털 정보의 불가시성 불가독성 취약성 무한복제성은 디지털, , ,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원인이 된다 특별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없으면 보고 들을 수도 없거니와 증거 수집

그 자체도 불가능하다 사안에 따라서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통해 만들.

어진 정보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형태를. ,

가지는 전통적인 증거와 달리 전자기 또는 빛으로만 존재할 뿐이므로

83) 형사소송법 제 조의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308 2( ) .

84)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 대검 예규 호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438 ] .

제 조 과잉 압수수색검증 금지6 ( )․ ․
디지털기기를 압수수색검증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수집분석할 때에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 ․
실시하고 전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조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압수수색9 ( )․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을 압수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정보처리시스템으로부터 저장매체만을 분리하여①

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장매체를 분리할 경우 수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기 또는. ,

디지털 자료가 손상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정보처리시스템 전부를 압수할 수 있다, .

제 항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압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수사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1⑤

대상 정보처리시스템에서 디지털 자료를 검색하여 이를 저장매체에 기록하여 그 저장매체를 압수하거나,

압수해야 할 디지털 자료를 다른 저장매체에 이전 또는 사본하여 그 다른 저장매체를 압수하거나 그 내용을

출력 인쇄하여 출력물을 압수할 수 있다 이때에는 압수수색대상자 또는 전산관리자를 입회시키고 수색한. ․
결과물이 대상 정보처리시스템내의 자료로부터 검색이전사본 또는 출력된 것임을 확인시킨 후 별지 호· · 4

서식 또는 별지 제 호의 서식의 자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입회인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4 2 .

확인서는 사용된 디지털 포렌식 도구에 의해 자동 생성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⑥ 데이터베이스 가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이식(DB)

가능한 형태의 파일로 변환 하여 압수할 경우에는 압수수색대상자 또는 전산관리자를(Export, Dump) ․
입회시키고 압수된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해시 값 을 포함하는 프로파일을 생성하여 입회인의(Hash Value)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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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무결성 동일성 진정성 등을 의심받게, ,

되고 나아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디지털 증거를, .

만들어 낸 피의자조차도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겼던 정보를

복구하여 증거로서 빛을 보게 해야 할 경우도 있다 전문적 식견을.

요구하는 사안이 비단 이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디지털. ,

증거의 수집과 적정한 분석을 위해서는 디지털 정보 분석 프로그램,

이나 도구 등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85) 대검찰청의

디지털포렌식센터86) 경찰청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국가정보원의, (NETAN),

85)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 , 2006. 25 ;

임종인 조규형 전현욱 박은엽 외국판례에 나타난 디지털증거 수집 분석 보존 과정에서의 무결성 논란에, , , , ⋅ ⋅
비추어 본 디지털 증거의 활용방안 대검찰청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쪽 노명선 전자적 증거의, , 2006. 6. 6 ; ,․
실효적인 압수수색 증거조사 방안 연구 대검찰청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쪽· , , , 2007. 5•

86)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 대검 예규 호 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438 ]

규정하고 있다.

제 조 디지털포렌식수사관4 ( )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은 다음 호 또는 호에 해당하고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디지털포렌식수사관1 2 3①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수사기획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전문가 양성과정 의 교육을 이수한 자1. 『 』

2. 국내외컴퓨터관련교육과정을 개월이상이수한자로서디지털포렌식관련지식이충분하다고인정되는자· 4

개월 이상 디지털 포렌식 수사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3. 6

② 제 항의 디지털포렌식수사관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1 ,

운영지원과장 디지털수사담당관 첨단범죄수사과장과 인 이내의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 7

구성하며 디지털수사담당관이 간사역할을 담당한다, .

③ 디지털포렌식수사관으로 지명된 자는 매년 시간 이상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20 .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컴퓨터 수사 또는 디지털 포렌식 관련 교육1.

2. 다른 국내외 국가기관 전문교육기관 또는 학회에서 실시하는 컴퓨터 수사 또는 디지털 포렌식 관련 교육· ,

④ 검찰총장은 디지털포렌식수사관에 대하여 별지 제 호 서식의 지명서를 부여하고 디지털수사담당관은 별지1 ,

제 호의 서식에 따라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의 인적사항 전문 교육 이수사항 등을 관리한다2 , .

제 조의 디지털포렌식팀의 설치4 2 ( )

각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설치할 수 있다①

② 각 디지털포렌식팀은 각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관할구역내의 디지털증거 수집 및 분석 업무를 전담한다.

제 조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의 배치5 ( )

①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은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의 디지털포렌식팀, , ,

지방검찰청 차치지청의 수사과 또는 컴퓨터수사전담반에 배치하며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순환보직 등, ,

일반적인 인사원칙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 조 디지털포렌식수사관 등에 의한 압수수색7 ( )․
디지털기기의 압수수색검증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또는 대검찰청에서 실시한 디지털․ ․
증거 압수수색 실무교육을 받은 직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
일반 직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사후에 디지털수사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조 디지털포렌식수사관에 의한 분석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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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전센터와 같은 전문적인 조직이 설치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 전문성은 과학적 증거에 해당하는 디지털 증거 또는 이와

관련된 전문가 증언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익명성7.

논지는 이 사건“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 단서 또는 제 조 제 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313 1 314 , 315

있다는 것이나, 위 문건들은 그 작성자조차가 명료하지 않은 것들로서

위 각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문구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중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87) 디지털 기기나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디지털 정보, 그 중 특히 영상이나 음성을 담고 있지 아니한 디지털

증거는 일반 증거와 달리 목격자의 진술이나 서명 인영 필적 등에, ,

의해 그 작성자 정보 생성 또는 입력자 또는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 )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88) 이는 비단 진술증거로 사용되는 디지털 전자

문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비진술증거로 사용되는 디지털 정보에서도

문제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공개 게시판에 글을 게시함으로서 제 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3

헤더 를 분석하여(HEADER) 접속 를 추적해 내더라도 실제IP ADDRESS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분석은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의 도움을 받아 대검찰청에서 실시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실무교육을 받은 직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 조 분석방법13 ( )

① 수집된디지털자료의분석은분석에적합한장비와소프트웨어를갖추고신뢰할수있는방법으로하여야한다.

87)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1. 3. 23. 2000 486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거나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문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 본문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313 1

때에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압수된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 사건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 단서. 313 1

또는 제 조 제 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이나 위 문건들은 그 작성자조차가 명료하지 않은314 , 315 ,

것들로서 위 각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88) 노명선 전자적 증거의 실효적인 압수수색 증거조사 방안 연구 대검찰청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쪽, · , , , 200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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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글을 올린 사람을 찾아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전자서명이.

되어 있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신원 인증을 받은 후 게시된

글이라면 그나마 실제 게시자의 신원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아직까지 위와 같은 인증 제도는 보편화 되지 않았다.89)

인터넷을 통해 이메일을 보내거나 를 보낸 사람을Instant message

확정하는 것도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위와 같은 디지털 정보의.

익명성90)은 증거법 상 진정성의 문제로 연결된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증거는 그 진정함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진정성은 진술증거로 사용되는 디지털 증거 뿐만 아니라 비진술증거로

사용되는 디지털 증거에도 요구된다.91)

89) 소위 인터넷실명제 도입 문제는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다음 글 참조‘ ’ . ;

<http://100.naver.com/100.nhn?docid=772377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년 월 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2004 3 12 '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 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17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어길 경우에는 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1000

한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

실명제는 이 법이 개정 공포되기 훨씬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제도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의 순기능 외에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역기능도 생겨났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 등을' ' 통해 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2002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계속 추진해 왔다 그 최초의.

결과물로 법규에 명시된 인터넷 실명제가 바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적용된 규정이다' ' .(ⓒ

두산백과사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EnCyber & EnCyber.com, )’

90) 이수현 인터넷범죄의실태와대응방안 법학논고 쪽 쪽은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에 관하여 다음과, , , 2006, 271 , 287

같이 적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채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 .

이용하고자 할 때 인적 사항을 적도록 하고 일정한 인증절차를 거쳐 사용자를 확인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인적사항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타인의 인적 사항이나 를 도용하면 완벽하게 자신의 익명성을ID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이버 공간을 익명의 바다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자신을 숨길 수. ‘ ’ .

있는 익명성이 보장되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의 제작유포해킹 음란물의. ,․ ․
유포전시․ ․판매 인터넷 사기 등은 바로 이러한 익명성으로 인하여 행위자들이 쉽게 빠져들 수 있는,

범죄들이다 이러한. 익명성은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발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인터넷을. ………

이용한 컴퓨터 범죄를 수사하는데 있어 부딪히게 되는 또 다른 걸림돌은 행위자의 신원 파악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인터넷 상에서. 행위자를 식별하는 방법은 행위자가 사용한 를 확인하는 것인데 그 행위자가 다른ID

사람의 를 도용하거나ID 자체에 대한 실명확인제다고 없는 상태에서는 행위자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ID

명의로 를 만들어 사용할ID 수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를 파악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실제ID

행위자를 식별하기란 결코 용이하지 않다.‘

91) 개정 형사소송규칙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절차를 규정함에 있어 그 진정성 확인 절차에 관한 조합을

신설하였다 다만 진정성 입증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 .

형사소송규칙 제 조의 컴퓨터용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134 7 ( )

컴퓨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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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경성 시공초월성 네트워크 관련성8. ( , )

외국에 있는 해커가 외국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에 계정을 만든 후

그 컴퓨터를 통해 우리나라 방위산업체 컴퓨터를 해킹하여 수많은

방위산업 관련 자료를 유출해 간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92),

그 결정적인 증거는 위 해커들이 경유한 외국 서버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관련하여.

관할권 나아가 재판권 또는 국가 주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오늘날의.

디지털 기기들은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자료를 처리 저장 전송하는, ,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는 시간과 공간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93) 따라서 네트워크를 통해 지리적 국경 밖에,

존재하는 시스템 자원에 접속하여 디지털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94)95) 위 사안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그 디지털 증거는.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컴퓨터디스크 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조의 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134 8 ( · )

녹음 녹화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 , ,①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녹화 등이라 한다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 · " ) (

녹음 녹화매체 등이라 한다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녹화 등이 된" · " ) ·

사람 녹음녹화 등을 한 사람 및 녹음녹화 등을 한 일시 장소를 밝혀야 한다, · · · .

92) 첨단무기 방산업체들 잇따라 해킹당해 사이언스 투데이 국내산 첨단무기를 제작하는' '[ , 2008. 9. 29.] ‘

방위산업체들이 올 들어 잇따라 중국과 북한 해커들로부터 컴퓨터 해킹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발사한 거의 모든 인공위성이 보안 장치가 없어 사이버 테러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정보통신연구원 산하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를 보면 국산 유도 미사일을 개발 생산하는 넥스원은 지난 월 이지스함과 잠수함 등을 만드는LIG 3 ,

현대중공업은 월에 컴퓨터 시스템에서 해커들이 침투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김 의원은 해킹은 대부분7 .

중국과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됐다면서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www.

sciencetv.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101&s_hcd=&key=200809291651129722>

93) 이수현 인터넷범죄의실태와대응방안 법학논고 쪽은 사이버 공간의 시공초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 , 2006, 272

적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생활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 .

시간 내내 이용할 수 있으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접속할 수 있다24 , .

사이버 공간의 이러한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은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즉 범죄자는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컴퓨터에도 바이러스를 유포할 수. ,

있고 해킹도 할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체 피해 해킹 가운데 공격 흐름이 밝혀지는 경우는 절반. “

이하로 통계에 나타난 것보다 더 많은 해킹 피해가 우리나라를 거쳐 일어나고 있다 며 관련 기관의, .” “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평가가 인터넷 선진국이 아닌 해커의 놀이터로 전락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94)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디지털포렌식 매뉴얼 쪽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2008. 3. 3 ; ,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임종인 조규형 전현욱 박은엽, , 2006. 25 ~ 26 ; , , , ,

외국판례에 나타난 디지털증거 수집 분석 보존 과정에서의 무결성 논란에 비추어 본 디지털 증거의⋅ ⋅
활용방안 대검찰청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쪽 탁희성 이상진 디지털 증거분석도구에 의한, , 2006. 6. 7 ; , ,․
증거수집절차 및 증거능력 확보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쪽, , 2006. 39



개정 형사소송법 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 부산지검 박혁수, 09. 7.

- 34 -

대부분 저장된 정보로부터 수집될 것이나 예를 들어 해킹 중인 해커를,

추적하려면 실시간 송수신 중인 정보를 수집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현행 형사절차법이 관할권의 근간을 토지관할을 바탕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관할을 넘어서는 법집행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아울러 재판권 나아가 국가의 주권문제까지도 결부될 수,

있는 것이다.96)

95)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 대검 예규 호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438 ] .

제 조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압수수색9 ( )․
⑥ 데이터베이스 가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이식(DB)

가능한 형태의 파일로 변환 하여 압수할 경우에는 압수수색대상자 또는 전산관리자를(Export, Dump) ․
입회시키고 압수된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해시 값 을 포함하는 프로파일을 생성하여 입회인의(Hash Value)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96)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 , 2006. 25 ~ 26

임종인 조규형 전현욱 박은엽 외국판례에 나타난 디지털증거 수집 분석 보존 과정에서의 무결성 논란에; , , , , ⋅ ⋅
비추어 본 디지털 증거의 활용방안 대검찰청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쪽, , 2006.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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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디지털 증거의 유형3

서설1.

디지털 증거는 수많은 종류의 디지털 기기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수집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를 어떻게 유형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디지털 증거가 생성되는.

절차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 정도 출력에 의한 문서화 가능성 휘발성, ,

유무 등은 디지털 증거를 유형화하는 주된 기준들이 된다.97) 디지털

증거를 유형화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유형에 따라 수집 절차

및 방법 증거능력 증거조사 방법 등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 .

실무적인 이유 외에도 디지털 증거를 유형화하면 디지털 증거의

속성이나 범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점도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여 디지털 증거의 유형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휘발성 의 정도에 따른 분류2. (volatile)

디지털 증거는 휘발성98) 유무에 따라 크게 휘발성 정보 비휘발성,

정보로 분류된다.99) 엄밀한 의미에서는 휘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지만

시스템에 따라 임시로 존재하였다가 삭제되는 정보도 있는데 이를,

준휘발성 정보로 분류할 수도 있다.100) 휘발성 정보는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 기억매체에서 사라지는 정보를 말한다 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네트워크 상에 전송 중인 정보가 휘발성 정보의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에는 중앙처리.

장치 의(CPU) 레지스터101) 캐시, (cache)102) 주기억장치로 사용되는, DRAM

97)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 , 2006. 27 ~ 28

98)『기억 소자에서 전원을 끊으면 기억하고 있던 정보가 없어지는 성질 막기억 장치 와 같은 일반적인 집적. (RAM)

회로 기억 장치 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컴퓨터 내에서 이 부분만은 차 전지를 써서 정전에(IC memory) 2

대비한다 이에 반해 전원을 끊어도 기억 내용이 없어지지 않는 것을 비휘발성이라고 하는데 와이어 기억. ,

장치 코어 기억 장치 등이 이에 속한다, . <』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201&docId=19801>

99)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 , 2006. 28

100) 탁희성 이상진 디지털 증거분석도구에 의한 증거수집절차 및 증거능력 확보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

쪽 준휘발성 정보는 증거의 수집 방법과 절차 증거능력 등의 관점에서 휘발성 정보에2006. 42 ~ 43 ; ,

준하여 취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분류라고 생각된다.

101) 산술적논리적 연산이나 정보 해석 전송 등을 할 수 있는 일정 길이의 정보를 저장하는 중앙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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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처리장치(Dynamic RAM), (GPU)103)가 사용하는 레지스터나 그래픽

메모리(graphic memory)104) 등과 같은 다양한 휘발성 메모리 들이

있는데, 이러한 메모리들에 저장된 정보들은 전원이 차단되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전원 공급 차단 전에도 수시로 변하는 휘발성 정보들이다.

이러한 휘발성 정보들을 수집 분석하면 분석 대상 시스템의 네트워크,

연결 상태 포트, 정보, NetBios105) 캐시 정보 접속 중인 사용자 정보, ,

장치 내의 기억 장치 저장 용량에는 제한되어 있으나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접근 시간이 빠르고(CPU) . ,

체계적인 특징이 있다 컴퓨터에는 산술 및 논리 연산의 결과를 임시로 기억하는 누산기 기억 주소나. ,

장치의 주소를 기억하는 주소 레지스터를 비롯하여 컴퓨터의 동작을 관리하는 각종 레지스터가

사용된다. <』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204&docId=4866>

102) 캐쉬 컴퓨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전용의 소형 고속 기억 장치 또는 같은(cache). ,『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기억 장치의 일부분섹션 캐시는 고속의 중앙 처리 장치 와 에 비해( ). (CPU) CPU

속도가 느린 주기억 장치 사이에 데이터와 명령어들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기억 장소를 제공하여,

가 주기억 장치로부터 읽고 주기억 장치에 기록할 때보다 몇 배 빠른 속도 또는 에 가까운CPU CPU

속도로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캐시의 기억 용량이 클수록 요구되는 데이터가 이미 캐시에 저장되어 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성능이 향상된다 컴퓨터 시스템에 사용되는 캐시에는 전용의 고속 기억.

장치인 캐시 기억 장치 와 주기억 장치의 일부분을 사용한 디스크 캐시 의(cache memory) (disk cache)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캐시라고 하면 캐시 기억 장치를 가리킨다 가 주기억 장치에 접근하여2 . . CPU㉠

데이터를 읽거나 기록하면 그 내용의 사본이 주기억 장치 주소와 함께 캐시에 저장된다 가 어떤, . CPU

주기억 장치 주소를 참조하면 캐시는 그 주소가 캐시 내에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주소가 있으면 해당되는,

데이터를 즉시 에 전달한다 따라서 주기억 장치에 접근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 주소가 캐시에CPU . .

없으면 캐시는 해당되는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로부터 읽어 와 에 전달하고 캐시 내에 저장한다 또CPU .

캐시는 가 다음 명령이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와 명령어를 미리 예측 알고리듬을CPU

통해서 예측하여 주기억 장치로부터 큰 블록 단위로 읽어 와 저장한다 그럼으로써 가 필요할 때마다. CPU

주기억 장치로부터 인출해야 하는 시간을 단축하여 실행을 고속화한다 에 내장되는 캐시를 주. CPU

캐시 또는 차 캐시라고 하고 컴퓨터 본체 기판에 탑재되는 캐시를 보조 캐시 또는 차(primary cache) 1 , 2

캐시라고 한다 펜티엄과 같은 최근의 에는 캐시 충돌 방지와 성능 향상을 위해. CPU (cache conflict)

명령어 캐시와 데이터 캐시로 분리된 개의 캐시가 내장되어 있다 디스크 캐시는 디스크로부터 읽어2 . ㉡

온 데이터를 디스크와 사이에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특별히 할당되어 있는 주기억 장치의CPU

일부분섹션이다 최근에 디스크로부터 읽어 온 데이터 또는 디스크에 기록된 데이터가 여기에 저장된다( ) . .

요구되는 데이터가 디스크 캐시에 있으면 그 데이터를 디스크 장치가 디스크로부터 인출해 오는 것을,

프로그램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접근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고 실행이 고속화

된다. <』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204&docId=16768>

103) 그래픽 처리 장치 컴퓨터에서 그래픽 연산 처리를 전담하는 반도체 코어(GPU). Graphic Processor Unit.『

칩 또는 장치 컴퓨터 영상 정보 처리 가속화 신호 전환 화면 출력 등을 담당한다 중앙 처리. , , , .

장치 가 처리하던 기능 중에서 그래픽 부분을 대신 처리하여 의 부담을 줄이고 그래픽 처리(CPU) CPU

능력을 최대화할 목적으로 년 월 사에서 처음 내놓았다 와 마찬가지로 많은 열이, 1999 8 nVIDIA . CPU

발생하여 전용 방열판이나 냉각 팬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

204&docId=25196>

104) 그래픽 메모리 컴퓨터 게임기 등에 탑재되어 영상과 그래픽(GDDR). Graphic Digital Disk Recorder.『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디스크 메모리 범용 디지털 디스크 기록기 보다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DDR)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 속도가 빠른 것이 장점이다 최근 세대인 가 개발되어. 4 512Mb GDDR 4

애니메이션의 동작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고 컴퓨터 게임과 그래픽 디자인 프로그램 등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204&docId=26087>

105)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사가 제공하고 있는 에서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NetBios. IBM PC-LAN『

인터페이스 로서만이 아닌 구내 정보 통신망 용 프로토콜의 기능도 가지고 있으며 나중에(API). API (LAN) ,

확장판에 해당하는 가 등장하였다 통신망에 참가하는NetBEUI(Net-BIOS extended user interface) .

개인용 컴퓨터 등에 명을 부가해서 그 명칭을 근거로 통신을 실행하는데 현재 윈도(PC) NetBI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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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중인 프로세스 정보 실행 중인 서비스 내역 사용 중인 파일, ,

내역106) 등을 확인할 수 있다.107) 한편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디지털,

기기 사이에 전송 중인 정보 또한 휘발성 정보에 해당한다.108) 전송

중인 정보에는 통신 선로를 이동하고 있는 정보 뿐만 아니라 통신

선로 중간에 설치되어 중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계기109)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정보도 포함한다 네트워크 상의 휘발성 정보들을.

수집 분석하면 송수신 중인 정보의, 실질적인 내용은 물론 송수신자의

아이디 등 인적사항에 대한 단서도 파악할 수 있다, IP address .

비휘발성 정보는 휘발성 정보와 달리 전원 공급이 차단되거나 시스템이

종료되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정보를 말한다.110) 하드

디스크 자기테이프와 같은 자기저장장치 나 와 같은 광저장장치, , CD DVD

등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나 플래쉬 메모리 등(flash memory), ROM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는 사용자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지

않는 한 반영구적으로 정보를 저장하므로 그러한 정보들은 비휘발성

통신망의 기본형이 되어 있다. <』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213&docId=2840>

106)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3. 10. 9. 2000 4993 형법 제 조의 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232 2 ·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라 함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

이나 자기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비록 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 (RAM,

Random 이 임시기억장치 또는 임시저장매체이기는 하지만 형법이 전자기록위변작죄를Access Memory) , ·

문서위변조죄와· 따로 처벌하고자 한 입법취지 저장매체에 따라 생기는 그 매체와 저장된 전자기록 사이의,

결합강도와 각 매체별 전자기록의 지속성의 상대적 차이 전자기록의 계속성과 증명적 기능과의 관계, ,

본죄의 보호법익과 그 침해행위의 태양 및 가벌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 역시,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전산자료를 변경입력한 행위가 비록 원본파일의 변경까지

초래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위, 피고인이 조작의 대상으로 삼은 전자기록은 컴퓨터에 연결된 모니터에

표시됨으로써 그 내용이 외부에 표출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모니터에 표시되는 화상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에 표시되기 전에 작업자의 명령 처리를 위하여 임시기억장치인 램에 올라가

있었던 것이고 그 프로그램 처리 구조상 원본파일로부터 이와 같이 램에 올려지는 임시적 복제파일의,

생성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은 원본파일과 불가분적인 것으로,

원본파일의 개념적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전자기록에 위 피고인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 공범들과 통모하여 허구의 내용을 권한 없이 수정입력한 것은 그 자체로 그러한 사전자기록을

변작한 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수정입력의 시점에서 사전자기록변작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 위 판례에 대한 평석.’ ; 으로 심희기 컴퓨터범죄의특성과수사증거조사,

절차상의특성 고시연구 쪽 참조, , 2007. 4. 220 ~ 228

107)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디지털포렌식 매뉴얼 쪽, 2008. 3. 22

108) 전자공학에서 휘발성이라는 용어는 본래 기억매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이나 전송 중인 정보 또한 전원이‘ ’

차단되면 사라지는 성질을 가지므로 휘발성 정보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고 본다.

109) 게이트웨이 라우터 브리지 허브 등을 가리킨다 앞의 것일수록 지능적이다(gateway), (router), (bridge), (hub) . .

110) 탁희성 이상진 디지털 증거분석도구에 의한 증거수집절차 및 증거능력 확보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

쪽2006.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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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해당된다 비휘발성 정보는 현재까지 디지털 포렌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준휘발성 정보는 엄밀한 의미에서 휘발성 정보 보다는 비휘발성 정보에

해당하지만 정보 처리를 위해 운영체제나 응용프로그램이 일시적으로

만든 파일로서 특정 작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운영체제나 해당

응용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점에서 휘발성 정보에 준하는

취급을 필요로 한다 하드디스크의 또는. pagefile, swap file swap

partition111)에 임시 저장된 정보들 인터넷 서핑 과정에서 생성되는 임시,

인터넷 파일 각종 로그 파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112)

휘발성 정보와 준휘발성 정보는 증거 수집 절차에서 보다 더 세심하고

신속한 증거 수집을 필요로 한다.113) 일단 전원이 차단되거나 시스템이

111) 기억 장치에서 데이터 램 확장용으로 사용된 하드 디스크의 지정 영역 하드 디스크로부터pagefile. .『

데이터를 읽을 때 한다발의 데이터처럼 페이지 파일로 읽으므로 다른 위치에 있는 데이터보다 더 빨리

읽을 수 있다 윈도즈 에서 페이지 파일의 시스템 디폴트 크기를 관리자의 요구에 맞게 조정할 수. NT

있다 다른 운영 체계 에서는 또는 이라고 부른다. (OS) ‘swap file’ ‘swap partition’ . <』 http://terms.naver.

com/item.nhn?dirId=204&docId=18214>

112) 미국 법원 판례를 하나 보자 사건에서. United States v. Dean, 135 F.Supp.2d 207, fn. 1. (D.Me. 2001)

피고인 은 압수된 플로피 디스켓에 들어있던 파일에 접근하거나 열어본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Dean .

수사기관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컴퓨터에 장착된 하드디스크에서 사용자가 플로피Encase ,

디스켓에 접근할 경우 운영체제에 의해 임시로 생성되었다가 삭제되는 링크 파일을 찾아내 복구하였는데,

그 복구된 링크 파일에는 문제가 된 플로피 디스켓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생성된 날짜 저장경로 등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검사는 프로그램의 실행 화면에 나타나는 위와 같은 정보들을 출력한 문서를. Encase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증거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

113)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 대검 예규 호 제 조 압수수색 시 유의사항[ 438 ] 10 ( )․
① 디지털기기를 압수수색검증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수집할 경우에는 대상 정보처리시스템으로부터․ ․
사용자를 격리하여 시스템 강제종료 등 임의적인 조작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압수수색검증 대상 정보처리시스템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압수수색대상자가 네트워크로 접속하여② ․ ․ ․
저장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네트워크 연결 케이블을 차단하여야 한다.

디지털기기를 압수수색검증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수집할 경우에는 대상 정보처리시스템내의 링크파일의③ ․ ․
등록정보를 확인하는 등으로 휴대용 디지털 저장매체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용 흔적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기기의 식별 값 을 특정하고 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Volume serial Number)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디지털기기를 압수수색검증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는 현장에서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쓰기④ ․ ․
방지장치를 사용하는 등으로 그 자료가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디지털기기를 압수수색검증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는 현장에서는 정보처리시스템이나 프린터기․ ․
등의 임시 메모리 에 기록된 디지털 자료에 대하여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RAM, Cache Memory)

메모리 덤프 등의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수집하여야 한다(dump) .

수사목적상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자를 특정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마우스,⑥

키보드 등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등 다른 수사방법으로 조치를 취한 후 정보처리시스템을 압수수색검증․ ․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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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되면 더 이상 해당 정보들은 존재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증거

수집 후 법정에서 그 정보의 존재를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들에 대한 진정성 무결성 동일성, ,

시비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송 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3.

디지털 증거는 전송 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전송정보와 비전송

정보로 분류할 수 있다 전송정보는 네트워크 상에서 송수신 과정에.

있는 정보를 말한다 비전송정보는 전송 과정에 있지 아니한 그 이외의.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고 있는 각종 정보. ,

휴대전화망을 통해 전송되고 있는 각종 정보 등은 오늘날의 대표적인

전송 정보에 해당한다 전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나 아직 송신자의.

컴퓨터를 떠나지 아니한 정보 전송 과정이 완료되어 수신자의 컴퓨터에,

도착한 정보는 비전송정보에 해당한다.

디지털 정보를 전송정보와 비전송정보로 분류하는 실익은 그 정보의

수집 절차 상의 차이에 있다 통상의 압수수색 절차에 의해 수집 가능한.

비전송정보114)와 달리 전송정보는 기본적으로 엄격한 감청 절차에 따라

수집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기본적인.

태도 또한 위와 동일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란. ,

즉 첫째 송신자의 컴퓨터를 떠나 수신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메일서버 의, , ( )

저장 장치에 저장되었으나 아직 수신자가 열람하지 아니한 정보115)는

비전송정보로서 압수수색의 대상인가 아니면 전송정보로서 감청의 대상

인가 둘째 전송정보에 포함된 제어정보, 116)는 감청절차에 의해 수집

114) 다만 디지털 정보 그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수, 106 , 109 , 215 , 219

수색의 대상으로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위 조항의 물건은‘ ’ . ‘ ’

원칙적으로 유형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디지털 증거는 무형의 정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설의, .

대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형사소송 실무에서는 디지털 증거 자체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 ;

학설의 대립 및 외국의 입법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노명선 전자적 증거의 실효적인 압수수색 증거조사, · ,

방안 연구 대검찰청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쪽 쪽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 2007., 15 ~ 18 ; ,•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쪽 참조, , 2006. 137 ~ 142

115) 이러한 정보는 주로 전자메일이 될 것이다.

116) 인터넷 통신규약 인 는 데이터를 패킷 형태로 변환하여 전송한다 하나의 패킷은 전송되는(PROTOCOL) TCP/IP .

데이터의 내용 부분과 그 데이터를 식별 또는 제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헤더 부분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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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규약(PROTOCOL) <①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2&docId=17485>

컴퓨터 상호 간에 접속되어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의

집합 보통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통신 규약은 상호 간에 이해할 수 있는 의미 내용을 표현하는 형식 즉. . ,

정보 교환 형식과 정보의 송수신 방법 등을 규정하는 규칙으로 구성된다 같은 통신 규약을 사용하면.

기종과 모델이 달라도 컴퓨터 상호 간에 통신할 수 있게 되고 각각의 컴퓨터상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컴퓨터 사이에서 데이터의 의미를 일치시켜 프로그램을 동작시킬 수 있게 된다 중략. ( )

국제적으로는 국제표준화기구 와 국제전기통신연합 등이 통신 규약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ISO) (ITU) .

데이터 통신 전반의 통신 규약을 표준화한 대표적인 것이 에서 작성한 기본 참조 모델이며 공중ISO OSI ,

데이터망 에 관한 통신 규약을 표준화한 것이 에서 작성한 계열의 권고(PDN) ITU-T X (X Series

Recommendations)이다 기본 참조 모델과 약간 다르고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 이. OSI (OSI)

개발되기 전에 널리 사용되었던 통신 규약은 사의 시스템 네트워크 구조 이다 인터넷용으로IBM (SNA) .

개발되어 기본으로 사용되는 통신 규약은 이다TCP/IP .

②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

204&docId=21142>

컴퓨터 간의 통신을 위해 미국 국방부에서 개발한 통신 프로토콜로 와 를 조합한 것 는 현재, TCP IP . TCP/IP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통신 프로토콜로 통신 프로토콜이 통일됨에 따라 세계 어느 지역의 어떤 기종과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형태로 공개되고 있고 유닉스에서는 표준 프로토콜로 실장되어 있으며 거의. RFC , ,

모든 운영 체계에서 구현되고 있으므로 널리 보급되어 있다 기본 참조 모델을 기준으로 하면. OSI

제 계3 층과 제 계층에 해당한다 인터넷에서 경로 제어를 하며 종단 간 신뢰성이 높은 통신을 실현하고4 .

있다. 와 의 가지 통신 규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모든 프로토콜을 총칭하는 경우가TCP IP 2

많다.

모델과 비교한 프로토콜[OSI TCP/IP ]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1&dir_id=103&eid=rMYpVw4jWOcSQMkMnJzhS8F

D9+frurmz&qb=VENQL0lQ&enc=euc-kr>

는 인터넷의 기본적인 통신 프로토콜로서 인트라넷이나 엑스트라넷과 같은 사설 망에서도 사용된다TCP/IP , .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자신의 컴퓨터를 설정할때 프로그램이 설치되며 이를 통하여TCP/IP ,

역시 같은 프로토콜을 쓰고 있는 다른 컴퓨터 사용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또는 정보를 얻을TCP/IP ,

수 있게 된다 는 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다 상위계층인 는 메시지나 파일들을. TCP/IP 2 . TCP

좀 더 작은 패킷으로 나누어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일과 수신된 패킷들을 원래의 메시지로 재조립하는,

일을 담당한다 하위계층 즉 는 각 패킷의 주소부분을 처리함으로써 패킷들이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할. , IP ,

수 있게 한다 네트웍 상의 각 게이트웨이는 메시지를 어느 곳으로 전달해야할지를 알기 위해 메시지의. ,

주소를 확인한다 한 메시지가 여러 개의 패킷으로 나뉘어진 경우 각 패킷들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전달될 수 있으며 그것들은 최종 목적지에서 재조립된다 는 통신하는데 있어 클라이언트 서버, . TCP/IP /

모델을 사용하는데 컴퓨터 사용자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대응하여 네트웍 상의 다른 컴퓨터서버가 웹, ( ) , ( )

페이지를 보내는 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는 본래 점대점 통신을 하는데 이는 각 통신이. TCP/IP ( ) ,点對点

네트웍 상의 한점또는 호스트 컴퓨터으로부터 시작되어 다른 점 또는 호스트 컴퓨터로 전달된다는( ) ,

것을 의미한다 와 를 이용하는 상위계층의 응용프로그램들은 모두 커넥션리스. TCP/IP TCP/IP "

라고 불리는데 이는 각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이전에 했던 어떠한 요구와도 무관한(connectionless)" ,

새로운 요구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일상적인 전화통화가 통화시간 내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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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압수수색 기타 강제수사 절차에 따라 수집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있다.117)

하는 것과는 다르다). 커넥션리스는 네트웍을 독점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그 경로를 끊임없이 공동,

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사실 계층 그 자체는 어떤 한 메시지가 관계되어 있는 한 커넥션리스가( TCP

아니라는데 유의해야 한다 접속은 어떤 한 메시지에 속하는 모든 패킷들이 수신될 때까지 계속. TCP

유지된다).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를 이용하는 상위계층 응용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TCP/IP .

이러한 상위계층 프로토콜에는 웹서비스에 사용되는 를 비롯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지의HTTP ,

컴퓨터에 로그온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파일전송에 사용되는Telnet (Telnet), FTP (File Transfer

와 메일 전Protocol) 송에 사용되는 등이 있다 이러한SMTP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

프로토콜들은 종종 와TCP/IP 함께 패키지로 일괄 판매된다 사용자들은 보통 인터넷에 접속하기. PC

위해 SLIP (Serial Line Internet P 이나 프로토콜을 사용한다rotocol) PPP (Point-to-Point Protocol) .

이러한 프로토콜들은 다이얼업 전화접속을 통해 접속서비스사업자의 모뎀으로 보내질 수 있도록 IP

패킷들을 캡슐화한다 와 관련이. TCP/IP 있는 프로토콜로 가 있는데UDP (User Datagram Protocol) ,

이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대신에 사용TCP 되는 것이다 라우팅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네트웍 호스트.

컴퓨터에 의해 사용되는 프로토콜에는 ICMP (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IGP (Interior Gateway

Protocol), EGP (Exterior Gateway Protocol) 그리고 등이 있다, BGP (Border Gateway Protocol) .

패킷(PACKET) <②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205&docId=18032>

데이터 전송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묶음 패킷 전송은 두 지점 사이에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전송하지 않고. ,

전송할 데이터를 적당한 크기로 나누어 패킷의 형태로 구성한 다음 패킷들을 하나씩 보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각각의 패킷은 일정한 크기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 수신처 주소 또는 제어 부호 등의. ,

제어 정보까지 담고 있다 보통 한 패킷은 비트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 1,024 .

패킷의 구성[ ] <http://100.naver.com/100.nhn?docid=770207>

패킷은 본래 소포를 뜻하는 용어로 소화물을 뜻하는 패키지 와 덩어리를 뜻하는 버킷 의, (package) (bucket)

합성어이다 우체국에서는 화물을 적당한 덩어리로 나눠 행선지를 표시하는 꼬리표를 붙이는데 이러한. ,

방식을 데이터통신에 접목한 것이다 즉 데이터 전송에서 송신측과 수신측에 의하여 하나의 단위로. ,

취급되어 전송되는 집합체를 의미한다 전자우편이나 등 어떤 종류의 파일에도 적용할 수가. HTML·GIF

있다. 이 때 분할된 각각의 패킷에는 별도의 번호가 붙여지고 목적지의 인터넷 주소가 기록되며 에러,

체크 데이터도 포함된다 파일을 분할해서 전송하지만 수신하는 곳에서는 원래의 파일로 다시 재조립된다. .

헤더와 데이터테일러로 이루어져 있는데 헤더에는 데이터가 전달될 주소와 순서 등이 기록되고· , ,

테일러에는 에러 정보가 기록된다 보통 계층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계층의 데이터 단위는 패킷이라고. 2 3·4

하고 계층의, 1·2 데이터 단위는 프레임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바이트가 표준이지만. 128 32·64·256

바이트와 옥텟 등 편의에 따라 크기를 바꿀 수 있다 내부에 상대방의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으며 에러를 체크하는 등 고품질의 전송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통신망을 경제적으로, .

구성할 수 있고 전송속도와, 코드를 바꿀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기종을 사용하는 사용자들끼리도 통신이

가능하다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가능하며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매우 효율적이다. 패킷형 단말기와 교환기 사이의 인터페이스에 사용되는 권장

프로토콜은 이며 비표준 단말기와의 인터X.25 , 페이스에는 과 이다 두산백과사전X.3 X.28 .( EnCyber &ⓒ

EnCyber.com,)

117) 그리고 통신사실확인자료나 통신자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집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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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관여 정도에 따른 분류4.

디지털 증거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그 증거에 포함된 내용 데이터 의( )

형성 과정에 사용자가 관여한 정도에 따라 시스템 저장 증거 시스템,

생성 증거로 분류할 수 있다.118)119)120)

통신비밀보호법 제 조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절차에 의해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 제 항의13 , 54 3

통신자료 제공 절차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

118)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디지털포렌식 매뉴얼 쪽은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 2008. 3. 3~4 (Computer

st 컴퓨터로 산출된 기록 이라는 용어를 탁희성 전자증거에ored records), (Computer generated records) , ,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은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증거 컴퓨터의 조력을 받은, , 2004. 11 ‘ ’, ‘

증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글은 컴퓨터 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정보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 . ;

있으므로 디지털 증거를 시스템 저장 증거 시스템 생성 증거로 분류하기로 한다‘ ’, ‘ ’ .

119) 미국에서 논의되는 컴퓨터 저장 증거 컴퓨터 생성 증거의 개념 및 전문법칙과의 관계(stored) , (generated)

등에 대한 설명은 US DOJ CCIPS, Searching and Seizing Computers and Obtaining Electronic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s, 2002. 1.<http://www.cybercrime.gov/s&smanual2002.htm 의 편> 5 (V. EVIDENCE)

서론 부분에 잘 나와 있다(A. Introduction) . 『 For example, computer records that contain text often…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computer-generated records, and records that are merely

computer-stored. The difference hinges upon… whether a person or a machine created the records'

contents. Computer-stored records refer to documents that contain the writings of some person or

persons and happen to be in electronic form. e-mail messages, word processing files, and Internet

chat room messages provide common examples. As with any other testimony or documentary evidence

containing human statements, computer-stored records must comply with the hearsay rule. If the records

are admitted to prove the truth of the matter they assert, the offeror of the records must show

circumstances indicating that the human statements contained in the record are reliable and trustworthy,

In contrast, computer-generated records contain… the output of computer programs, untouched by

human hands. Log-in records from Internet service providers, telephone records, and ATM receipts

tend to be computer-generated records. Unlike computer-stored records, computer-generated

records do not contain human "statements," but only the output of a computer program designed to

process input following a defined algorithm. Of course, a computer program can direct a computer

to generate a record that mimics a human statement: an e-mail program can announce "You've got

mail!" when mail arrives in an inbox, and an ATM receipt can state that $100 was deposited in an

account at 2:25 pm. However, the fact that a computer rather than a human being has created the

record alters the evidentiary issues that the computer-generated records present. The evidentiary…

issue is no longer whether a human's out-of-court statement was truthful and accurate (a question

of hearsay), but instead whether the computer program that generated the record was functioning

properly (a question of authenticity). Finally, a third category… of computer records exists: some

computer records are both computer-generated and computer-stored. For example, a suspect in a

fraud case might use a spreadsheet program to process financial figures relating to the fraudulent

scheme. A computer record containing the output of the program would derive from both human

statements (the suspect's input to the spreadsheet program) and computer processing (the

mathematical operations of the spreadsheet program). Accordingly, the record combines the

evidentiary concerns raised by computer-stored and computer-generated records. The party seeking

the admission of the record should address both the hearsay issues implicated by the original input

and the authenticity issues raised by the computer processing.』

120) 다만 이러한 분류방법의 긍정 여부에 대한 미국 법원의 입장은 마다 상반되어 있다고 한다 설민수, . ,州

전자적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증거능력과 전문법칙 인권과정의 쪽 위 논문에 의하면, , , 2007. 12. 131 ; ,

구별을 부인하는 입장이 대다수의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입장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구별 방법을 부인하는.

입장은 전자적 기록 전부를 전문증거 로 보고 있다 즉 전자적, (computer records) (hearsay evidence) . ,

기록이 요증사실과 관련하여 전문진술로 인정되는 이상 그 구체적 내용이나 작성 주체를 가리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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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저장 증거는 사람이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작성한 기록으로서 컴퓨터 등의 저장장치에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 것을 말한다 생성 과정에 사람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뒤에서.

보는 시스템 생성 증거와 구별된다 주로 문서 파일과 이메일 인터넷. ,

채팅 메시지의 내용 부분 등이 이에 해당된다.121) 그 정보에 포함된

내용의 생성 과정에 사람이 일부만 관여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본 회계자료를 입력한 후 과 같은, MS EXCEL

프로그램의 자동연산기능을 이용해 만들어낸 파일도spreadsheet

시스템 저장 증거에 해당한다 이때의 컴퓨터는 사람이 표현하고자.

의도한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거나 처리한 후 저장해 주는 역할만 수행

한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는 그 실질이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증거에 포함된 내용의 진실성이 요증사실이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122)

모두 전문증거로 보아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고 한다 반대로, . ,

위와 같은 구별 방법을 긍정하는 입장은 소수의 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는데 전자적 기록의 생성원,州

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구별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입장은 전자적 기록을 크게(source) .

컴퓨터가 스스로 생성한 기록과 인간의 진술이나 말을 단지 컴퓨터에 저장된(self-generated) (stored)

기록으로 구분하고 전자의 예로는 가령 전화를 걸 때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생성하는 전화접속기록, {State v.

Armstead, 432 So. 2d 837 (La. 1983)}이나 인터넷에 접속할 때 컴퓨터가 만들어 내는 인터넷

접속기록{People v. Hawkins, 121 Cal. Rptr. 2d 627 (Ct. App. 2002)} 보호관찰 대상자가 감시장치 범위를,

벗어났다는 컴퓨터의 자동신호분석{Ly v. State, 908 S.W.2d 598 (Tex. Ct. App. 1995)} 프로그램에, CAD

의해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유방 선 사진 분석X {Gray v. Fairview Gen. Hosp., No. 82318, 2004 WL 527936

(Ohio Ct. App. Mar. 18, 2004) 은행 자동화기기의 예금 수신 자료}, {United States v. Duncan, 30 M.J. 1284

(N-M. Ct. Crim. App. 1990) 를 들고 후자의 예로는 사람이 작성한 을 포함한 대부분의 문서나 다른} , e-mail

자료로서 인간의 개별적 조작이나 데이터 삽입이 필요한 것들은 모두 저장된 기록으로 전문법칙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 이유에 관해 위 법원들은 컴퓨터가 스스로 생성한 기록은 사람의.

진술이 아니라 단지 컴퓨터 작용의 결과물에 불과하므로 전문법칙에서 문제삼는 신뢰성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점을 들고 있다고 한다.

121)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디지털포렌식 매뉴얼 쪽, 2008. 3. 3~4

122)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9. 9. 3. 99 2317 다만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

경우 위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313 1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 ,…

이적표현물을 컴퓨터 디스켓에 저장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러한 내용의 문건의 존재 그 자체가 직접 증거로 되는 경우이므로

적법한 검증 절차를 거친 이상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에 관하여는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8. 11. 13. 2006 2556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 제 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2005. 12. 30. 7812 ) 65 1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검사가 위 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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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생성 증거는 사람의 작용이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생성된 정보를 말한다 컴퓨터 로그 기록 웹 히스토리. , ,

모바일 폰 회사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가입자 통화기록 현금자동,

인출기의 거래기록 시스템 상태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터넷을, .

통해 전송되는 패킷의 제어정보 또한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생성한

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그 생성 과정에 사람이 전혀.

관여하지 않으므로 진술증거로 취급될 여지가 전혀 없다.123) 이러한

증거에 있어서는 그 정보를 생성한 시스템이 정확히 작동하였는지,

관리자가 시스템을 적절히 관리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신뢰성이

문제되고,124) 신뢰성의 문제는 당해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생성 주체 및 절차에 따른 분류5.

디지털 증거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당해 소송 또는 수사절차에서

비로소 생산한 디지털 정보 생산된 디지털 증거 와 당해 절차와 무관( )

하게 생성된 후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 증거로 수집된 디지털

정보 수집된 디지털 증거 로 분류할 수 있다 당해 절차에서 법원이( ) .

형사소송법 제 조의 제 항56 2 1 125)에 의해 공판 심리 과정을 디지털 기기로

녹음 또는 영상녹화한 경우 판사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 조, 10 126)에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 조의 는 제 조 내지 제 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310 2 “ 311 316…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

진술이 법정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고 이에 갈음하는 대체물인 진술 또는 서류가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전문법칙을 선언한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와 같이 그 문자정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 조의 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310 2

없다.’

123) 다만 미국에서는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음을 이미 보았다, .

124)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디지털포렌식 매뉴얼 쪽, 2008. 3. 4

125) 형사소송법 제 조의56 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 )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①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 ,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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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증인신문 과정을 영상녹화한 경우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 조, 221

제 항1 127) 제 조의, 244 212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조의, 21

3129)에 의해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사 과정을 디지털 기기로

영상녹화한 경우 수사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 조 또는 제 조, 6 8 130)에

의해 전기통신의 내용을 디지털 기기로 채록하거나 같은 법 제 조14

131)에 의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디지털 기기로 녹음한

경우 기타, 132)133) 적법한 절차에 따라 디지털 기기로 영상녹화 녹음, ,

126)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 조10 영상물촬영( )

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또는 제 조의 증인신문의184 ( ) 221 2(①

청구 에 의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판사는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과정을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촬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 조의 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취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의56 2( ) 2 3 1ㆍ

촬영비용 및 복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범죄신고자 등의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1 .③

127) 형사소송법 제 조221 제 자의 출석요구 등( 3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128) 형사소송법 제 조의244 2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1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조의21 3 영상물의 촬영 보존 등( )ㆍ

제 항의 피해자가 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1 16③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ㆍ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30) 통신비밀보호법 제 조6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제 조 긴급통신제한조치( ), 8 ( )

131) 통신비밀보호법 제 조14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①

수 없다.

132) 첫 번째로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압수수색 현장 또는 체포구속 현장 등을 촬영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 대검 예규 호[ 438 ] 제 조9

제 항은 제 조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압수수색 압수수색검증의 현장에서는 전산관리자 또는3 ‘ 9 ( ) ③․ ․ ․
책임자를 통하여 대상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성 및 주변장치의 연결 상태 등을 파악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촬영한 후 특이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고 제 조는 제 항은 제 조 분석방법 수집된.’ , 13 5 ‘ 13 ( ) ⑤

디지털 자료를 분석할 경우에는 분석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객관성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수집 및 분석 과정을 캠코더로 녹화한 사실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 . ;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고합 판결2007. 4. 16. 2006 1365 이 있는데 위 판결은 압수물인 디지털, ‘(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들의 증거능력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의 검증조서 증인 의 증언) , ,… ○○○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압수물인 각 원본 디지털 저장매체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압수된 후 그 자리에서 봉인되었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위 압수물에 대하여 카피,

작업을 하거나 이미징 작업을 하기 위해 봉인을 해제하는 과정과 작업을 한 후 재봉인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압수물의 봉인 및 봉인해제 재봉인시에 항상 피고인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았고 위, , ,

압수물을 포장한 밀봉 봉투 개폐 부분에도 피고인들의 서명무인을 받았으며, 봉인 및 봉인해제 재봉인의,

전 과정을 캠코더로 녹화한 사실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액세스할 경우 원본에 변화가,



개정 형사소송법 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 부산지검 박혁수, 09. 7.

- 46 -

사진 촬영한 경우 그 과정에서 생산된 디지털 영상 음향, , 사진 정보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당해 절차에서 생산한 디지털 정보에 해당

한다.134) 그 밖의 디지털 정보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그 생성 절차에

관여하지 않은 것들로 대부분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절차에 의해

수집될 것이다.

소송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 생성되는 디지털 정보는

그 생성 보관절차 등에 관하여 근거 법령에 상세히 규정되는 것이,

보통이므로135) 실무 상 진정성 신뢰성 무결성 등이 문제될 여지가 거의, ,

일어나게 되므로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쓰기방지장치를 사용하고 이미징 장비를 통해 이미징, ‘ ’

작업을 하였고 그렇게 작성된 이미지가 법원에서의 검증절차의 대상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 ,

이미지 파일은 전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엔케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되었는데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의 해쉬값과 이미징 작업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 파일의 해쉬값은 동일한 점이 인정된다. …

앞서 본 증거의 요지 란에 거시된 문건들은 증거능력이 적법하게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들의‘ ’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고 판시하였다.‘ .

133) 두 번째로 공개된 장소에서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현장 영상녹화 녹음 사진촬영 등을 들 수 있다, , .

①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9. 9. 3. 99 2317 은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비디오촬영은 피고인들에. ,

대한 범죄의 혐의가 상당히 포착된 상태에서 그 회합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박 의 주거지 외부에서 담장 밖 및 층 계단을 통하여 박 의 집에 출입하는 피고인들의2○○ ○○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촬영방법 또한 반드시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 원심이 이 사건 비디오 촬영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영장없이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고.’ , ② 대법원 1999. 12. 7.

선고 도 판결98 3329 은 수사 즉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 ·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은 수사 목적을 달성함에· ·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것인바,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은 이러한 수사 활동의 일환으로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주행하는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그 범죄의 성질태양으로 보아 긴급하게, ·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통하여 운전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을 두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

134) 한편 법무부는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입법예고하였다 위, 2009. 3. 16. .『 』

법률안에 의하면 음주운전 등 일부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중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안, (

제 조 수사상 필요한 문서 기타 증거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안 제 조 제 조 전자문서로3 ) ( 5 , 6 ),

약식명령 등을 송달하며 안 제 조 안 제 조 정식재판에 회부되거나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7 , 8 ),

아니하고 공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하며안 제 조 전자문서를 출력한( 9 ),

문서로 형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안 제 조( 10 ).

135) 예를 들어 개정 형사소송법 제 조의 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절차와, 244 2 ,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개정 형사소송규칙 제 조의 는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영상녹화물의, 134 2

조사를 신청함에 있어 검사는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조사 장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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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다툼이 발생하더라도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의 형태로

문제가 제기된다.136) 이에 반해 사인 에 의해 생성된 디지털 정보는, ( )私人
그 생성 보관, 절차의 무결성이 법에 의해 보장되지 않으므로 법정에서

그 진정성 신뢰성 무결성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상대적, ,

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원본성에 따른 분류 원본 복제본6. ( , )

진술과 조서 기재내용의 동일성을 다투는 부분의 영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시각이 포함된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위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 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 즉 피의자의 신문이, , , 1.

영상녹화되고 있다는 취지의 고지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및 장소의 고지 신문하는 검사와2. 3.

참여한 자의 성명과 직급의 고지 진술거부권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고지 조사를4. · 5.

중단 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조사를 종료하는 시각을 포함하는· , 6.

것으로서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된 것으로 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영상녹화물의 재생 화면에는 녹화 당시의 날짜와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조의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244 2 ( )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①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1②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 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2③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136) 최근 법원은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 영상녹화물만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조서 작성 없이 이루어진 영상녹화는 위법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

사건의 심 법원1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고단 판결2007. 6. 20. 2006 3255 은 먼저 위 각 영상녹화물 중) ‘

피고인에 대한 영상녹화 부분은 이와 같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제출 없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 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피의자의 진술은 반드시 조서에244

기재하도록 하고 오기 여부를 확인한 다음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하게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될 피의자에 대한 수사절차를 엄격히 규제하고 이같은 절차를 거쳐 작성된

증거만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부적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개정 형사소송법도 제 조 제 항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반드시 조서에( 244 1

기재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그 아래에서 그 작성방법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개정된 것을

감안하면 제 조의 에서 그 작성절차와 방법이 신설된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제 조, 244 2 312

제 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2

경우에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서만 쓸 수 있을 뿐 피의자신문조서를 갈음하는 독자적인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을

명문화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판시하였고 심 법원.).’ , 2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노2007. 11. 2. 2007 1027

판결 은 원심은 검사 작성의 영상녹화물 중 피고인에 대한 영상녹화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은 반드시) ‘ , ,

조서에 기재하고 오기 여부를 확인한 다음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될 피의자에 대한 수사절차를 엄격히 규제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작성된 증거만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 조의 취지를 잠탈하는 부적법한 증거로서244

증거능력이 없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라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 즉 개정 형사소송법의 해석.’ . ; , ,

상 검사에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의무가 없다는 견해로 이완규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탐구사, , , 2007.

쪽 쪽 개정법상 조서와 영상녹화물의 작성 관계 참조165 ~ 1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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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과 사본 복제본 의 개념은 주로 문서에서 논의되는 것이다 문서에( ) .

있어 원본이란 일정한 사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최초에 확정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말하고 사본이란 원본을 등사한 문서를 총칭하여 말하는 것인데, ,

사본은 작성권자의 제한이 없으며 문서의 전부를 등사한 것이든 일부를

등사한 것이든 모두 사본에 해당한다.137)138) 이러한 분류방법을 디지털

증거에 그대로 적용하면 최초로 확정적으로 생성된 정보가 원본 디지털,

증거이고 그 원본 정보를 복사한 것이 사본 디지털 증거가 된다 증거법, .

에서 원본 증거와 사본 증거를 분류하는 이유는 사본을 원본 대신 증거로

제출되는 것이 허용 되는가와 사본이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가의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디지털 정보는 원본과 동일한. ,

복제본을 무한정 만들어 낼 수 있는 반면,139) 그 복제 과정에서 조작이

가해지는 것 또한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문제는 전통적인 증거와 사뭇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137)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법원행정처 쪽에 의하면 문서에 있어 원본 이란 일정한[ ], , 2005, 121 , ( )元本Ⅲ

사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최초에 확정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말하고 사본이란 원본을 등사한 문서를 총칭,

하여 말하는 것인데 사본은 작성권자의 제한이 없으며 문서의 전부를 등사한 것이든 일부를 등사한,

것이든 모두 사본에 해당한다 등본 이란 원본을 완전히 옮겨 쓴 문서로서 작성자가 원본과. ( )謄本

동일하다는 것임을 증명한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초본 이란 원본의 일부만을 옮겨 쓴 문서로서 그. , ( )抄本

부분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임을 증명한 것을 말한다 등본은 원본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고 초본은 원본의 존재와 옮겨 쓴 복사 부분의 내용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다 그리고, . ,

정본이란 등본 중에서 공증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특히 정본이라고 표시한 문서로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등본과 초본이 원본의 존재와 내용초본의 경우 일부 내용을 증명하는 효력만을. ( )

갖는데 반해 정본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38) 미국 연방증거규칙은 원본 과 복제본 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original) (duplicate) .

Rule 1001. Definitions

For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following definitions are applicable :

(3) Original. An ‘‘original’’ of a writing or recording is the writing or recording itself or any counter—

part intended to have the same effect by a person executing or issuing it. An ‘‘original’’ of a p

hotograph includes the negative or any print therefrom. If data are stored in a computer or simil

ar device, any printout or other output readable by sight, shown to reflect the data accurately, i

s an ‘‘original’’.

(4) Duplicate. A ‘‘duplicate’’ is a counterpart produced by the same impression as the original, or—

from the same matrix, or by means of photography, including enlargements and miniatures, or b

y mechanical or electronic re-recording, or by chemical reproduction, or by other equivalent tec

hniques which accurately reproduces the original.

139)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에 등장하는2008. 3. 13. 2007 10804 , 2008. 12. 24. 2008 9414

녹음테이프 사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사본 디지털 정보와는 다른 것이다 우선.

녹음테이프는 아날로그 저장매체일 뿐만 아니라 그 제작 방법도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된 음성 정보를,

재생하면서 그 소리를 카세트의 녹음 기능을 이용해 녹음테이프에 저장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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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3

관련성 신뢰성 진정성 원본성 동일성 무결성( , , , , , )

제 절 문제의 제기1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140)

형사소송법 제 조의 제 항이 위와 같이 규정한 증거재판주의는 근대307 1

재판 절차의 자명한 원리를 넘어서서 형사절차상 피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의 법리를 천명한 것으로 엄격한 증명의,

법리에 의하면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률이 자격을 인정한 증거 즉, ,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식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141) 따라서 디지털 증거도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되기 위해서 증거능력을 가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면.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통과해야 할 관문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다음의 가공된 사례를 살펴보자? .

중공업 주식회사의 연구팀장인 와 연구원인 는 공모하여X A B 2009. 4.

위 회사의 선박 제조기술 설계도면 만장 이 저장된 문서파일3. ( 1000 )

영업비밀 을 억원에 경쟁업체인 조선 주식회사에 누설한 혐의로( ) 10 Y

기소되었다 검찰청 디스크 포렌식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의. B

이동식 디스크에서 이미 삭제된 위 설계도면 파일과 이메일 파일 개를2

복구하였다 그 이메일 파일 중 개는 가 조선 주식회사의 연구팀장. 1 B Y

에게 위 설계도면 파일을 송부하면서 작성한 이메일이었고 설계도면C (

파일이 이메일의 첨부파일 형태로 송부되었고 도 참조 형태로 동일, A

메일을 수신 다른 개는 가 와의 진행 상황을 정리하여 에게), 1 B C A

보고하면서 작성한 이메일이었다 피고인 와 는 공판과정에서 누설. A B

사실 자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140) 형사소송법 제 조 증거재판주의307 ( )

141)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쪽, , , 2008,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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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에서 복구된 이메일 파일 개 첨부문서인 설계도면 파일2 (

포함 는 중요한 증거이므로 검사는 당연히 이를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먼저 증거를 어떤 형태로 제출할 것인지 부터.

살펴보자 증거 제출 방식에 따라 증거조사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검사는 피고인 의 이동식 디스크에 삭제된 파일 형태로 저장B① 142)

되어 있는 위 이메일 파일 개 및 이메일 파일에 첨부된 설계도면2

파일 자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물론 그 파일 자체는 무형의. ,

정보이므로 당연히 위 이동식 디스크 자체와 함께 증거조사의 편의를

위해 출력물143)을 법정에 현출하게 될 것이며 증거조사방법은 무형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검증의 방법으로 실시될 것이다 검사는 위. ②

이메일 파일 개 및 설계도면 파일의 복제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2

있다.144) 이 복제 파일 역시 무형의 정보이므로 그 복제 파일이

저장된145) 다른 저장장치를 법정에 현출하게 될 것이다 증거조사.

방법은 위와 같다 검사는 이메일 파일과 설계도면 파일을 모두. ③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그 서류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다.

이때 위 서류들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 제시 또는 낭독의 방법으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파일 내용과의 동일성에 다툼이 있다면,

검증이 실시될 것이다.146)

원본 데이터 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우선 간접증거에 해당하는( )①

위 이메일 및 설계도면 파일과 주요사실인 피고인들의 자‘ 2009. 4. 3.

누설행위 사이에 관련성 이 인정되어야 한다 관련성을’ (relevancy) .

142) 엄밀히 말하면 물리적으로 완전히 삭제된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즉 운영체제 에, , , (operating system)

의해 삭제된 파일로 취급될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 .

143) 형사소송규칙 제 조의134 7 컴퓨터용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컴퓨터디스크( "①

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

낼 수 있다.

144) 원본 파일을 압수하였으나 훼손 방지를 위해 사본 파일을 제출할 수도 있고 또는 처음부터 사본 파일,

형태로 압수하였기 때문에 사본 파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위 사례는 전자의 경우이다. .

145) 삭제된 파일은 보통의 명령으로 복사되지 않는다 비트스트림 방식을 이용하여 물리적인 수준에서copy .

이진 정보를 그대로 옮기는 방식으로 복제본을 만들게 된다.

146) 편의 상 의 증거는 원본 데이터 의 증거는 사본 데이터 의 증거는 출력물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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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위 이메일의 헤더 부분에 기록된.

전송정보 또는 그 파일의 등을 분석하여 확인된 전송일자가MAC time

이라면 당연히 관련성은 긍정된다 그런데 만약 그 일자가2009. 4. 3. . ,

이고 검사가 입증취지를 피고인들과 조선 주식회사가2001. 4. 3. ‘ Y

본건 범행 이전에도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 라고 밝힐 경우.’

과연 위 이메일 및 설계도면 파일과 주요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 이른바 간접증거와 주요사실 사이의 관련성은 위?

전자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다.

두 번째 관문은 신뢰성 이다 피고인들이 이미 삭제된(reliability) . ‘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는 주장 자체도 믿기 어렵거니와 수사기관이

이용한 복구 프로그램과 그 분석자도 믿기 어렵다 검사는 수사기관이.

적용한 복구 기술을 이용하면 반복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라고 주장할 경우 이는 위 이메일 및 설계도면.’

파일의 복구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부인하는 취지이다 신뢰성은 특히.

증거 수집 및 분석 과정에 당대에 익숙하지 과학기술이 적용되었을

경우 문제된다.

세 번째 관문은 진정성 이다 피고인들은 위 전자파일(authenticity) .

들에 대해서 자신들과는 무관한 파일이고 따라서 자신들은 그러한

파일들을 주고받은 적이 없으며 그 존재조차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은 증거의 진정성을 부인하는 주장이다 이메일과.

설계도면 파일을 주고받은 적은 있지만 압수된 이메일과 설계도면

파일은 자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진정성을

부인하는 취지이다.147) 이는 진술증거인지 또는 비진술증거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문제될 수 있다.

147) 자신들이 실제로 보냈던 이메일과 설계도면 파일이 불상의 방법으로 압수 이전에 이미 변경되었다는( )

주장으로서 동일성을 부인하는 취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의 동일성 요건은 진정성 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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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도 원본 데이터 사본 데이터 출력물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는 원래 의미의 동일성, ,

요건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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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관문은 무결성 이다 압수수색 이후 수사기관에(integrity) .

의해 원본 데이터의 내용이 임의로 변경되었다는 주장이 대표적으로

무결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이다.148)149)

사본 데이터 와 출력물 의 경우 기본적으로 위 원본 데이터에( ) ( )② ③

적용된 관문들 외에 추가로 다른 관문들도 통과해야만 한다 첫 번째.

추가되는 관문은 동일성 의 요건이다 사본 데이터와(identification) .

출력물은 원본 데이터와 동일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이는.

디지털 증거의 무한복제가 가능하고 그 보관 상 취약성 때문에

추가되는 관문이다 두 번째 추가되는 관문은 원본성 이다. (original) .

증거는 원본이 제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의 경우.

에는 전통적인 증거와 달리 원본의 완벽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데이터와 사본 데이터가 정확히 일치

하고 그 출력물도 완벽히 데이터와 등가를 이룬다 그러므로 사본 데이터와, .

출력물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과연 어떤 요건 하에 원본과 동일하게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디지털 증거 또는 그 출력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면,

관련성 신뢰성 진정성 무결성 동일성 원본성 등의 요건이 충족, , , , ,

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관련성 신뢰성 진정성 원본성 동일성. , , , , ,

무결성의 순서로 위 원칙들을 살펴볼 것이다.150)

148) 이 주장 역시 진정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성을 부인하는 취지기이도 하나 원래 의미의 동일성 요건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결성 요건에 포함시켜 검토하기로 한다.

149) 다섯째 관문은 형사소송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 조의 전문법칙( 308 2),

제 의 조 제 조 등이다 그러나 이 주제는 이 논문의 범위 밖이다( 310 2 ~ 316 ) . .

150)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의 요건으로 언급된 위 관련성 신뢰성 진정성 무결성 동일성은 엄밀한 의미에서, , , ,

비단 디지털 증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다만 주로 가시적인 유형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전통적인. ,

증거들에 대해서는 위 요건들이 특별히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상대적으로 그 논의가 빈약할 뿐이다 이와.

달리 디지털 증거는 대부분 간접증거로서의 역할에 그치는 것들이 대부분이므로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고 전통적인 증거들에 비해 증거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최신의 과학기술이 적용되므로,

그 배경 이론이나 기술 및 구체적 적용 과정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신뢰성이 문제되며 비가시성 비가독성, , ,

취약성 무한복제가능성 익명성의 특성과 관련하여 진정성 원본성 무결성 동일성 등의 입증이 중요한, , , , ,

쟁점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다음의 하급심 판결이른바 일심회 사건의 심. ( ‘ ’ 1

판결 은 위 요건들을 포괄적으로 다룬 우리나라의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고합2007. 4. 16. 2006 1365

판결 은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들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무릇 컴퓨터 디스켓 등) , ‘

디지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컴퓨터기록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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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정보인 컴퓨터기록 그 자체로서는 가시성과 가독성이 없으므로 법원에서의 검증절차를 통해 디지털

저장매체에 수록된 컴퓨터기록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고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의 검증절차를 통해 디지털 저장매체에 수록된 컴퓨터기록의 내용이 출력된,

문건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한편 컴퓨터기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 ,

컴퓨터기록이 입력된 후 법원의 검증절차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기록의 보관상황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디지털 저장매체에 보존된

데이터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가 법원의 검증에 사용될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 ‘ ’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데이터의 동일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또한 검증과정에 이용된‘ ’ ‘ ’ .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처리 출력의 각 단계에서의 컴퓨터 처리과정의 정확성, , , , ,

조작자의 전문적 기술능력 등이 갖추어질 때 컴퓨터기록은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법원의 검증절차를,

통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라고 판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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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관련성2 (relevancy)

관련성의 개념1.

유력한 명의 용의자 중 명이 진범인데 명 모두 범행을 극구2 1 2

부인하고 있다고 하자 어떻게 진범을 가릴 것인가 재판관 는. ? A

주사위를 던져 적은 숫자가 나온 사람을 진범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사위 게임에서 적은 숫자가 나왔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버림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재판관 는 명으로. B 2

하여금 서로 계란을 주고받도록 하여 먼저 계란을 떨어뜨린 사람을

진범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거짓말을 하면 긴장을 하게 되어.

땀이 나고 땀이 나면 계란을 떨어뜨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재판관 는 최신의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하여 그 주장들의. C

진위 유무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신의 거짓말탐지기는.

거짓말을 이상 가려낸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오늘날 피고인의99% .

유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사위 게임 결과 또는 계란

주고받기 게임의 결과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원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 게임 결과들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

근거는 우리가 이 절에서 검토하려고 하는 관련성의 법칙 이다‘ ’ .151)

형사소송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152) 따라서

어떠한 증거로 요증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증거와 요증사실

사이에 최소한의 자연적 사실적 또는 논리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 상 증거법칙으로 논의되는.

151) 후술하는 관련성의 법칙이나 신뢰성의 법칙에 의한 정교한 분석 없이 직관으로 판단해 보자 재판관 의. A

주사위 게임 결과는 누가 보더라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요증사실누가 범인인가 과의 관련성도( ?)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관 의 계란 주고받기 게임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위 주사위 게임 결과. B . ,

보다는 약간 더 믿음이 갈 뿐만 아니라 뭔가 그럴 듯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재판관.

의 최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주사위 게임 결과나 계란 주고받기 게임 결과 보다는 훨씬 믿음이C

간다 물론 전혀 믿을 수 없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안과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최신 거짓말탐지기. - .- ?

검사 기법이 사람의 거짓말을 전혀 가려내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152) 형사소송법 제 조307 증거재판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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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사실적 또는 논리적 관련성이라 함은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 ) ‘

최소한도의 증명력을 가지는 것 을 말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

관련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필요 최소한도의 증명력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증명 또는 판단될 수 있는가 관련성은 증거능력의?

문제인가 아니면 증명력의 문제인가 관련성과 다른 증거법칙들 즉? , ,

신뢰성 진정성 등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 형사법은, ?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침묵하고 있고 다만 일부 판례에서 약간, ,

언급되고 있을 뿐이므로 먼저 관련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의 논의를 살펴본 후 우리 법제와 판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미국에서의 관련성에 관한 규정 및 판례2.

가 미국 연방증거규칙의 규정.

미국 연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 제 조 조는401 ~415

관련성의 법칙을 규정하고 있다.153) 위 연방규칙에 의하면 관련성을"

153) 미국 연방증거규칙은 관련성과 그 한계라는 표제 하에 개의 조문을 두어 관련성의 법칙에 관하여‘ ’ 15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제 조의 관련성의 개념을 제 조는 관련성 있는 증거의 증거능력을. 401 , 402 ,

제 조는 관련성 있는 증거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일반적인 경우를 제 조 제 조는 관련성이403 , 404 ~ 405

문제되어 증거로서 허용되지 않는 간접증거성격증거 등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다( ) .

ARTICLE IV. RELEVANCY AND ITS LIMITS

Rule 401. Definition of "relevant Evidence"

"Relevant evidence" means evidence having any tendency to make the existence of any fact that is

of consequence to the determination of the action more probable or less probable than it would

be without the evidence.

Rule 402. Relevant Evidence Generally Admissible; Irrelevant Evidence Inadmissible

All relevant evidence is admissibl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by Act of Congress, by these rules, or by other rule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pursuant to statutory authority. Evidence which is not relevant is not admissible.

Rule 403. Exclusion of Relevant Evidence on Grounds of Prejudice, Confusion, or Waste of Time

Although relevant, evidence may be excluded if its probative value is substantially outweighed by

the danger of unfair prejudice, confusion of the issues, or misleading the jury, or by considerations

of undue delay, waste of time, or needless presentation of cumulative evidence.

Rule 404. Character Evidence Not Admissible to Prove Conduct; Exceptions; Other Crimes

Rule 405. Methods of Proving Character

Rule 406. Habit; Routine Practice

Rule 407.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Rule 408. Compromise and Offers to Com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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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증거 라 함은 중요한 사실" (any fact that is of consequence to

의 존재에 대한 개연성을 더 높게the determination of the action)

또는 낮게 하는 경향을 가지는 증거를 말하는데 제 조 연방 헌법( 401 ), ,

의회 법률 위 증거규칙 또는 위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방대법원이 제정한 다른 규칙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관련성

있는 모든 증거는 증거능력을 가진다.154) 제 조 미국 연방증거( 402 )

규칙은 위와 같이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관련성을,

모든 증거의 허용성 증거능력( )155)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성의 법칙이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에 실제 적용되는 구조에는

Rule 409. Payment of Medical and Similar Expenses

Rule 410. Inadmissibility of Pleas, Plea Discussions, and Related Statements

Rule 411. Liability Insurance

Rule 412. Sex Offense Cases; Relevance of Alleged Victim’ Past Sexual Behavior or Alleged Sexual

Predisposition

Rule 413. Evidence of Similar Crimes in Sexual Assault Cases

Rule 414. Evidence of Similar Crimes in Child Molestation Cases

Rule 415. Evidence of Similar Acts in Civil Cases Concerning Sexual Assault or Child Molestation

154) 위 규칙 제 조 단서에 의하면 관련성이 없는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402 (‘Evidence which is not relevant

이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관련성이 없는 증거는 어떠한 경우에도is not admissible.). . ,

증거능력이 없다.

155) 엄밀한 의미에서 영미법 상의 허용성 개념과 우리 법제의 증거능력 개념은 동일하지 않다 증거의.

허용성 이라 함은 어떤 증거가 증거법상 적법하게 채택되어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은(Admissibility)

것을 말하는 바 그 실제적 내용은 증거법 상의 모든 법칙에 의하여 증거로서 배심에게 제출되는 것이,

배제되는 모든 경우에 허용성이 없는 것으로 되므로 우리 법제에서의 증거능력의 개념보다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세한 증인신문 후 증언 취지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증인에 대한 검사 작성. ,

진술조서를 중복조사를 이유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증거조사에서 배제하는 경우 위,

진술조서는 우리 법제 하에서 증거능력은 있지만 허용성은 없는 증거가 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1.

선고 노 판결2. 2007 1027 은 원심은 검사 작성의 영상녹화물 중 노 김 에 대한 영상녹화‘ , ,… ○○ ○○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여 위 진술자들이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각 증언까지 하였음에도 위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녹취록에 준하는

검증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절차의 중복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검사 앞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 형식으로,

이루어진 위 사람들에 대한 진술녹화영상 부분만을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진술녹화영상 부분과

분리하여 검증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워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라고 판시하였다.‘ . ;

권창국 자연과학적 증거에 의한 개인 식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은, , , 2005. 12

영미증거법의 허용성은 대륙법계에서 사실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써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의‘

소송법적 자격 내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 가능한 증거의 형식적 자격인 증거능력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다만 증거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증거의 법적 자격 외에 후술하는 관련성 에서 알, (relevancy)

수 있듯이증거의 형식적인 법적 자격은 있지만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없음을 이유로 사실인정자료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체로 증거조사의 필요성.

등이 없는 경우는 증거의 법적 자격이 없다할 수 있고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만이 공판과정에서

사실인정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점에서 증거능력과 영미의 허용성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여도

무방하다 라고 적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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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직접증거란 주요사실. 156)을 직접적으로 증명

하는 증거이다 예컨대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은.

주요사실이고 이러한 살해 광경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증언은 직접

증거이다.157) 직접증거는 주요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이므로

그 증명 과정에 추론 과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직접증거로. ,

제출된 증거가 사실적 논리적 자연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 , )

되는 경우는 상정하기가 어렵다.158)

그러나 직접증거에서와는 달리 간접증거의 경우에 있어 입증대상은

일정한 법 규정 하에 포섭되어야 하는 범죄구성요건사실 자체가 아니라

여타의 다른 사실들 간접사실들 및 경험칙과 결합함으로써 비로소( )

주요사실의 존부에 관한 추론을 가능케 해주는 사태라는 점에서

156) 배태연 간접증거에 의한 주요사실의 인정 재판자료 집 법원도서관 쪽은 직접증거, , 22 , , 1984. 125 ,

직접사실 간접증거 간접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재판에 있어서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 . ‘

의하여야 함은 우리 형사소송법 제 조를 구태여 언급하지 않더라도 근대법제도에 있어서 민사 형사307 , ,

가사 행정 등의 모든 재판에 있어서 공통된 기본원리로 되어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다만 공지의, .

사실 등은 불요증사실로 되어 있고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요청 상 다툼없는 사실 등은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는 등 각 재판의 특성에 따른 예외는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실이라 함은.

원칙적으로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이 되는 사실 즉 민사에 있어서는 요건사실 형사의,―

경우에는 형벌권의 존부와 그 범위를 정하는 기초된 사실 등 을 말하는 것인 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주요사실 또는 직접사실이라 부르고 이러한 주요사실을 직접으로 증명하는 증거를(Haupttasche)

직접증거라 하며 주요사실의 존부를 경험칙 상 추인케 하는 사실을 간접사실 이라 하고 이러한, (Indizien)

간접사실의 존부를 증명하는 증거를 간접증거라 한다 그러므로 간접증거라 함은 결국 주요 사실을.

직접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나 경험칙상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케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57) 변종필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인정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쪽 직접증거란, , , , 2003. 12. 390 ‘

주요사실또는 범죄구성요건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이며 간접증거란 주요사실 자체에 대한( )

증거는 아니지만 그것의 존부를 추론케 하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이다 예컨대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은 직접사실이고 이러한 살해 광경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증언은 직접증거이다.

반면 범죄현장에서 혈흔이 묻은 칼이 발견되고 그 칼에 묻은 혈흔이 피고인의 혈액형과 같은 경우 혈흔이

묻은 칼은 간접증거이고 이를 통해 추단되는 사실 즉 피의자가 범행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

간접사실이다 또한 혐의자의 얼굴에 난 할퀸 자국과 피해자의 찢어진 옷자락은 양자 간에 상호 합의 없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간접사실을 추단케 하는 간접증거이다.’

158) 배태연 간접증거에 의한 주요사실의 인정 재판자료 집 법원도서관 쪽, , 22 , , 1984.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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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는 다르다.159) 즉 간접증거로 주요사실을 인정하려면 첫째 간접, ,

증거에 의해 간접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둘째 증명된 간접사실, ,

로부터 주요사실이 추론되어야 하는 단계의 사고 과정을 거치게2

된다 따라서 간접증거가 주요사실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의 문제는. ,

간접증거와 간접사실의 관련성 문제 및 간접사실과 주요사실의 관련성

문제 양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직접증거로부터 주요사실이 직접.

증명되듯 간접사실 또한 간접증거로부터 직접 증명될 것이므로

간접증거가 간접사실 그 자체의 증명에 사실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

증거에서 배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결국 간접증거와 주요.

사실 사이의 관련성 문제는 주로 간접사실과 주요사실과의 관련성

문제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증거법에서는.

간접증거에 의하여 증명되는 간접사실이 최종적인 주요사실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쟁점사항과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즉 간접, ,

사실과 주요사실 사이의 문제를 특히 협의의 관련성 과 구분(relevancy)

하여 중요성 이라고 부른다고 한다(materiality) .160)

159) 변종필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인정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쪽 간접증거는, , , , 2003. 12. 392 ‘

직접증거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분된다 즉 양자는 주요사실에 이르는 추론의 연쇄를 구성하고 있는. , 1)

단위나 구성요소의 수에서 서로 다르며 이로써 또한 그 구조면에서도 서로 다르다 즉, 2) . ,

직접증거에서와는 달리 간접증거의 경우에 있어 입증대상은 일정한 법규정 하에 포섭되어야 하는

범죄구성요건사실 자체가 아니라 여타의 다른 사실들간접사실들 및 경험칙과 결합함으로써 비로소( )

주요사실의 존부에 관한 추론을 가능케 해주는 사태라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물론 이러한 차이가 그.

증명력에 있어 직접증거가 간접증거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간접증거는.

특히 그것이 물적 증거일 경우 증인의 증언과 같은 직접증거보다 더 강력한 증명력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60) 권창국 자연과학적 증거에 의한 개인 식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따라서, , , 2005. 25 ; ,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가 최종적인 주요사실과 사실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먼저 그 간접증거와 간접사실 사이에 협의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함께 간접사실이 주요사실에

대하여 중요성을 가지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위 논문 쪽에 의하면 중요성의 문제는. , 25 ,

실체 법률관계를 검토함으로써 파악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협의의 관련성의 문제는 증명력과 유사한. ,

면도 있지만 증거에 의한 합리적 추론 즉 논리적 개연성이러한 의미에서 협의의(reasonable inference), (

관련성을 라고도 한다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으로 주요사실에 대한 입증의logical relevancy ) ,

충분성 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증명력과 차이가 있다고 한다 위 논문은(sufficiency) . ;

를 중요성으로 번역하였는데 영어의 이라는 표현은 그 증거나materiality , ‘material evidence or information'

정보가 법적 쟁점과 관련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대법원은 상당한(relevant) , (important) . ’

관련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4. 7. 22. 2002 4229 은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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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가 규정하고 있는 관련성은 정적 절대적401 ,

개념이 아니라 동적 상대적 개념이다 증거 그 자체는 물리적으로, .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의 두 가지 상태만을 가질(all or nothing)

뿐이지만 그 증거가 요증사실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즉 관련성의, ,

문제는 어떤 증거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움직이지 않는 특성이

아니라 오로지 특정한 사건에서 증명의 대상이 된 사실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161)162)163) 그렇다면 제출된 증거의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관련성은 증명력과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161) Lorraine v. Markel American Insurance Company, 241 F.R.D. 534 (D. Md. 2007)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relevance is not a static concept; evidence is not relevant or irrelevant, occupying

some rigid state of all or nothing. SALTZBURG at §401.02[11]. Instead, “[r]elevancy is not an

inherent characteristic of any item of evidence but exists only as a relation between an item of

evidence and a matter properly provable in the case.” FED. R. EVID. 401 advisory committee’s note.

As recognized by Federal Rule of Evidence 105, evidence may be admissible for one purpose, but

not another, or against one party, but not another.17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the proponent of

the evidence to have considered all of the potential purposes for which it is offered, and to be

prepared to articulate them to the court if the evidence is challenged. This point is particularly

significant, as discussed below, when considering hearsay objections, where disputed evidence may

be inadmissible hearsay if offered for its substantive truth, but admissible if offered for a reason

other than its literal truth.‘

162) Advisory Committee Note to Rule 401(http://www.law.cornell.edu/rules/fre/ACRule401.htm) ' Relevancy

is not an inherent characteristic of any item of evidence but exists only as a relation between an

item of evidence and a matter properly provable in the case. Does the item of evidence tend to

prove the matter sought to be proved? Whether the relationship exists depends upon principles

evolved by experience or science, applied logically to the situation at hand. James, Relevancy,

Probability and the Law, 29 Calif.L.Rev. 689, 696, n. 15 (1941), in Selected Writings on Evidence

and Trial 610, 615, n. 15 (Fryer ed. 1957). The rule summarizes this relationship as a "tendency to

make the existence" of the fact to be proved "more probable or less probable." Compare Uniform

Rule 1(2) which states the crux of relevancy as "a tendency in reason," thus perhaps emphasizing

unduly the logical process and ignoring the need to draw upon experience or science to validate the

general principle upon which relevancy in a particular situation depends.'

163)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 제 조 참조 예를 들어 성격증거의 경우 증명대상인 사실이 무엇인지에404 ~ 415 . ,

따라 증거로서 허용되기도 하고 배제되기도 한다 위 조항들의 자세한 내용 즉 간접증거의 적격에 관한. , ,

자세한 내용은 권창국 간접증거정황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성격 및 전과 등 유사사실증거에 의한, ( ) -

범죄사실 입증 가능성 청림인터렉티브 참조-, Jurist, , 20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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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증사실의 존재에 대한 개연성에 영향(more probable or less

을 주는 경향 만 있으면 충분하다probable) (any tendency) .164) 즉 거증,

책임자는 증거신청 단계에서 당해 증거의 요증사실에 대한 증명력이

이 아니라는 정도만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 따라서 관련성의‘0’ .

존부에 대한 판단은 입증의 문제라기 보다는 추론의 문제이므로 법적,

추론을 통해 어떤 물건 또는 서류가 증거로 허용될 만큼 충분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관련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165)166)167) 그리고 증명의 대상이 된 사실, ("fact that is

164) 권창국 자연과학적 증거에 의한 개인 식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은 일본의, , , 2005. 25

논의를 소개하면서 증거의 관련성은 개별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과정에서 요증사실과의 상정관계에 그치는“

문제임에 비하여 증거의 증명력은 증거조사 종결 후 전체 증거상태가 가진 요증사실의 존부에 대한, ,

영향력의 평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고 한다.” . ; Lorraine v. Markel American Insurance Company,

241 F.R.D. 534 (D. Md. 2007) ‘In assessing whether evidence is relevant under Rule 401, it also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the

weight to which it is entitled in the eyes of the fact finder, as Rule 104(e)18 instructs. To be

relevant, evidence does not have to carry any particular weight it is sufficient if it has “any—

tendency” to prove or disprove a consequential fact in the litigation. Whether evidence tends to

make a consequential fact more probable than it would be without the evidence is not a difficult

showing to make.’

165) Advisory Committee Note to Rule 401(http://www.law.cornell.edu/rules/fre/ACRule401.htm) ‘Problems

of relevancy call for an answer to the question whether an item of evidence, when tested by the

processes of legal reasoning, possesses sufficient probative value to justify receiving it in evidence.

Thus, assessment of the probative value of evidence that a person purchased a revolver shortly

prior to a fatal shooting with which he is charged is a matter of analysis and reasoning.’

166) 권창국 자연과학적 증거에 의한 개인 식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은 관련성, , , 2005. 27

판단 방법을 다음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갑이라는 사람이 매우 선량하고 온순한 사람이라는. ‘

동네사람들의 평판을 갖고 있다는 사실 을 폭행죄로 기소된 갑의 죄책 을(E,evidence) (H,hypothesis)

부인하기 위한 증거로 활용한 예에서 통상 와 같은 사실이 있다면 갑은 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E H

사람이라고 봄이 상식적논리 내지 경험칙으로 가 긍정되는 경우 간접사실 은 협의의( ) , P(H|E)< P(H) , (E)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직접적 추론방식 이라 한다 그러나(direct mode of reasoning) .

이러한 방식은 요증사실 에 대한 증거 의 영향력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 문제가 있어 역으로(H) (E) ,

가 긍정되는 경우 증거 의 협의의 관련성이 긍정될 수 있는 바 이를 간접적P(E|H)< P(E|notH) , (E) ,

추론방식 이라 한다 한편 이러한 협의 관련성은 추론과정이 추상적이거나(indirect mode of reasoning) .

나 이격성 을 갖는 경우에 부정될 수 있다 여기서 추상성(speculativeness) (remoteness) .

이란 당해 증거로부터 파생된 설명력이 모호하거나 의문스러운 추정에 근거한 경우로(speculativeness) ,

예를 들어손해배상소송에서 일실이익의 상실분을 환산함에 있어서 원고 측의 급여가 근로가능 시점까지, ,

동일한 비율로 상승함을 전제로 환산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또 한 이격성 은 교통사고 시. (remoteness) ,

사고지점에서 년 전 과속을 한 사실이 사고시점의 속도위반이라는 과실여부의 입증과 무관한 예와 같이2

요증사실의 추론과정에 시간적 공간적 이격성으로 인하여 그 추론의 합리성이 부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

그러나 위 사례에서 피고인 이 평소 온순하다는 사실간접사실 과 주요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사실 의( , E) (H)甲

관계는 협의의 관련성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성 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다만 위 간접사실 을‘ (materiality)' . , (E)

증명하기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의 증언간접증거이 과연 폭행사실의 존재의 개연성에 영향을( ) H( )乙

미치는 경향이 있는가의 문제가 협의의 관련성의 문제인데 이는 위 중요성에 대한 판단 결과에 좌우될( ) ,

것이다 의 증언간접증거과 위 간접사실 사이의 협의의 관련성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 ) (E) ( )乙 .

167) 앞서 보았듯이 사실적 관련성은 주로 간접증거와 주요사실 사이에서 문제되고 그 중 특히 간접사실로부터,

주요사실이 추론될 수 있는지의 문제 즉 중요성 이 문제된다 이러한 중요성의 문제는 일반적, , (materia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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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반드시of consequence to the determination of the action")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야만 관련성이 긍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한 증거라도 사실적 관련성이

긍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살해 사실을 일체 자백하고. ,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장소가 된 아파트의 전경 또는 사진 범행에,

이용된 칼 등이 법정에 제출되어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

소송절차의 부당한 지연이나 편견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는 별개의 문제이다, .168)

한편 미국 연방증거규칙에 의하면 사실적 논리적 자연적 관점에서, , ,

관련성을 가지는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다 우선 관련성이.

있는 증거라도 다른 명문의 증거법칙 즉 전문법칙 위법수집, , ,

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이 밖에도 미국.

연방 헌법 의회 법률 위 증거규칙 또는 위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하는, ,

바에 따라 연방대법원이 제정한 다른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402 )169) 또는 당해 증거가 가지는 증거가치(probative

value)에 비하여 그 증거로 인해 부당한 편견을 가지거나 쟁점의( )

혼란이 발생하거나 배심원을 오도할 위험이 더 큰 경우 또는 소송이

으로 사람의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의해 실체적인 구성요건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충분히 판단가능하다.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4. 7. 22. 2002 4229 등은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관련성은 이와 같이 입증의 문제라기 보다는.‘ . ;

추론의 문제라는 점에서 증거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보조사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다른 증거법칙들 즉 신뢰성 진정성 무결성 원본성 등의 원칙 전문법칙 및, , , , ,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구별된다.

168) Advisory Committee Note to Rule 401(http://www.law.cornell.edu/rules/fre/ACRule401.htm) ‘The fact

to which the evidence is directed need not be in dispute. While situations will arise which call for

the exclusion of evidence offered to prove a point conceded by the opponent, the ruling should be

made on the basis of such considerations as waste of time and undue prejudice (see Rule 403),

rather than under any general requirement that evidence is admissible only if directed to matters in

dispute. Evidence which is essentially background in nature can scarcely be said to involve disputed

matter, yet it is universally offered and admitted as an aid to understanding. Charts, photographs,

views of real estate, murder weapons, and many other items of evidence fall in this category.’

169) 위 연방증거규칙 제 조 및 제 조 제 조가 그 예이다 전자는 사실적 관련성이 있는 증거라도403 404 ~ 415 .

증거로 허용될 수 없는 일반적인 규정이고 후자는 사실적 관련성 있는 간접증거에 해당하나 그 증거제출이,

제한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다 후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규정인 전자에.

의해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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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중복 증거 제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거로 허용될 수 없다 위 규칙 제 조 위 규정들은 사실적 논리적( 403 ). (

또는 자연적 으로 요증사실과 관련성을 가지는 증거라도 다른 법익)

과의 비교형량을 통해 그 다른 법익이 증거가치를 능가하는 경우 그

증거를 법률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170)171)

나 미국 법원의 판례.

사건에서 원고 은 나머지 원고Littleton v. McNeely Michael Littleton

명을 태우고 호수에서 보트를 운전하여 가다가 야간에 길을 잃고3

표류하던 중 피고 가 운전하던 배에 부딪혀 전복되는Brandon McNeely

사고를 당하였다 명의 원고 부부 및. 4 (Michael Littleton, Gerri Littleton

부부 는 피고 를Robert Smedley, Lisa A. Smedley ) Brandon McNeely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심 법원은 원고, 1

의 과실 비율을 나머지 원고들의 과실 비유을Michael Littleton 55%,

피고의 과실을 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면서0%, 45% ,

침몰한 피고들의 보트에서 발견된 카메라에서 복구한 사진에 의하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이 술을 마시고 있었던 사실이Michael Littleton

170) Advisory Committee Note to Rule 403(http://www.law.cornell.edu/rules/fre/ACRule403.htm) ‘The case

law recognizes that certain circumstances call for the exclusion of evidence which is of

unquestioned relevance. These circumstances entail risks which range all the way from inducing

decision on a purely emotional basis, at one extreme, to nothing more harmful than merely wasting

time, at the other extreme. Situations in this area call for balancing the probative value of and need

for the evidence against the harm likely to result from its admission.’

171) 권창국 자연과학적 증거에 의한 개인 식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은, , , 2005. 28~29

일본에서는 관련성을 자연적논리적 또는 사실적 관련성과 법률적 관련성으로 구분한다 자연적논리적‘ ( ) . ( )

관련성은 미연방증거규칙 제 조에 해당하는 내용 즉 요증사실의 긍부정을 추정하게 하는 개연성이라401 , ․
하여 논리나 경험법칙에 근거하여 판단한 증거와 요증사실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다만 자연적 관련성이, . ,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의 문제인가 아니면 증거법적 규제 이전의 논리적 경험적 사물 간 관계의 문제인가, ,

등 그 성격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는 바 통설은 증거능력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법률적. ,…

관련성은 미연방증거규칙 제 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부당한 편견 소송의 지연 쟁점혼란의 방지 등을403 , , ,

위하여 자연적 관련성이 긍정되는 경우에도 법정책적 견지에서 요증사실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에는 전문법칙 자백배제법칙 등과 같이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도 악성격이나 전과 등,

유사사실의 원칙적 증거활용금지와 같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증거금지위법수집, (

증거배제법칙 등의 경우와 함께 이를 증거의 증거능력허용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의) ( ) .

판례도 관련성 개념을 긍정하는바 이를 증거능력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라고 적으면서, .‘ , 5921最決 昭和 ․ ․
판결과 판결을 예로 들고 있다38 12 071 56 2 992 .刑集 卷 頁 東京地決 昭和 判時 頁号 ․․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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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데 심 법원은 그 사진을 관련성이 없는 증거라는 이유로, 1

허용하지 않았다 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제 순회구 항소법원은.’ . 8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 제출한 사진은 심 재판 평결에 영향을 줄‘ 1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이 발생한 그 시간과, ②

장소에서 촬영되었다는 어떠한 입증도 없으며 사진 속에는 상의를, ③

전혀 입지 않은 여자 명이 나오는데 이는 배심원들로 하여금 원고2 ,

들에 대해 부도덕하고 불쾌한 인상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다 라고.’

판시하면서 위 사진을 증거로 허용하지 아니한 심 법원의 결정을1

긍정하였다.172) 항소법원의 위 판결 요지 중 은 사진의 사실적①

관련성을 부정한 것이고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 는 사진의( 401 ), ②

진정성을 부정한 것이며 위 규칙 제 조 은 사진이 불공정한( 901 ), ③

편견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위 규칙 제 조( 403 ).173)

사건에서 피고인 는 의사 인United States v. Kopp Kopp (doctor)

피해자를 총격하여 의도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결국 그 상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심. 1

법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분은 전문진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증거로

172) 여러 항소 이유 중 관련성에 대한 주장만 기재하였다‘ ’ .

173) Littleton v. McNeely, __ F.3d __ (8th Cir. April 9, 2009) (No. 07-3478) ‘ The photos do not…①

depict anyone actually drinking anything, and it is unclear whether the photos even depict Gerri

Littleton holding an alcoholic beverage. Several of the photos show a woman holding a bottle

covered in a green holder, and another photo shows a different woman holding a bottle largely

obscured by her hand. The court assumes the women in these photos are Gerri Littleton and Lisa

Smedley, but McNeely has not identified for this court which woman is Gerri Littleton and which is

Lisa Smedley. The photos do not reveal whether the bottles contain alcoholic or non-alcoholic

beverages. Even if the photos did show Gerri Littleton drinking alcohol, we fail to see how that fact

would have had any significant impact on the verdict. McNeely never claimed Gerri Littleton was the

operator of the boat or that her alleged alcohol consumption contributed to the collision in any way.

Further, there is no date stamp on the photos, and McNeely offered no evidence to establish②

whether the photos were taken on the day of the collision or another day that weekend. It is also

unclear whether the photos were taken at Party Cove or some other location on the water. The③

photos do, however, provide a potentially prejudicial depiction of two women, presumably Gerri

Littleton and Lisa Smedley, on a boat with their bikini tops off. The photos also contain other

images of unknown women with their tops off. It is readily apparent jurors might consider such

conduct lewd, offensive, or immoral. If these photos had any probative value at all and we see—

none the district court certainly did not abuse its discretion by determining any minor probative—

value was far outweighed by the potential for prejudice resulting from the jury’s disapproval of the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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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였다 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은. 1 ,

항소하면서 나는 의사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 검사는 심 재판 때‘ . 1

나의 진술서를 편집된 형태로 제출하였다 진술서 중 삭제된 부분을.

보면 내가 피해자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라고 주장하였다 제 순회구 연방항소법원은 심 법원이.’ . 2 ‘1

인정한 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그 상해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와

무관한 것이다 심 재판에서 제출된 진. 1 술서 중 삭제된 부분은 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 라고 판시하였다.’ .174) United States v. Banks

사건에서 피고인 는 총기불법소지 법정형 년 이상의 징역에Banks ( 1

해당하는 범죄로 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의 총기1

소지를 금지한 연방법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검찰 측은) ,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이 과거에 코카인 불법소지 및

총기불법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전과기록이 범죄구성요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배심원들에게 불공정한 편견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174) United States v. Kopp, __ F.3d __ (2d Cir. April 6, 2009) (per curiam) (No. 07-2797-CR)

‘ Appellant argues next that the district court erred when it granted the government’s motion to…

introduce his statements in redacted form, because the rule of completeness mandated that the

statements be introduced in their entirety. The rule of completeness provides that “even though a

statement may be hearsay, an omitted portion of the statement must be placed in evidence if

necessary to explain the admitted portion, to place the admitted portion in context, to avoid

misleading the jury, or to ensure fair and impartial understanding of the admitted portion.” The…

rule “does not, however, require the admission of portions of a statement that are neither

explanatory of nor relevant to the admitted passages.” United States v. Jackson, 180 F.3d 55, 73

(2d Cir. 1999). Appellant argues that the redacted portions of his statements should have been

admitted because they “have a bearing on mens rea,” they were necessary to explain that he did

not intend to kill Dr. Slepian. Whether Appellant intended to kill Dr. Slepian, however, is irrelevant.

Section 248 requires only that Appellant have acted with intent to injure Dr. Slepian because he had

provided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And although the death of Dr.Slepian was relevant to the…

punishment permitted by § 248, as the statute allows for a sentence of life imprisonment “if death

results,” 18 U.S.C. § 248(b), the statute does not require that the death have been the intended

result. Moreover, Section 924(j) requires only that the government prove that Appellant acted with

malice, i.e., that he demonstrated a “heightened disregard for human life” when he shot Dr.

Slepian. The redacted portions of Appellant’s statements, which Appellant argues “unequivocally…

demonstrated that he did not intend to kill Dr.Slepian,”, thus had no bearing on the jury’s

consideration of either sta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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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심 법원은 이를, 1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 1 .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제 순회구 항소법원은 범죄, 8 ‘

사실의 구성요건 자체가 법정형 년 이상인 중죄를 저질러 유죄1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면서도 그 중 일부 중죄의

경우는 대상 전력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의 죄명은 증거로 허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과기록이 배심원. ,

에게 줄 수 있는 편견도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75) United States v. Kelley

175) United States v. Banks, __ F.3d __ (8th Cir. Feb. 2, 2009) (No. 08-2511) ‘(Relevance) We conclude

that Banks’s relevance argument fails. Relevant evidence is evidence having “any tendency to make

the existence of any fact that is of consequence to the determination of the action more probable

or less probable than it would be without the evidence.” Fed. R. Evid. 401. Banks was charged with

being a felon in possession of a firearm, 18 U.S.C. § 922(g)(1), which makes it unlawful for “any

person . . . who has been convicted in any court of, a crime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a

term exceeding one year . . . to . . . possess in or affecting commerce, any firearm or

ammunition.” But 18 U.S.C. § 921(a)(20) excludes from the definition of a “crime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a term exceeding one year” certain crimes, including “antitrust violations, unfair

trade practices, restraints of trade . . . or . . . any State offense classified by the laws of the State

as a misdemeanor and punishable by a term of imprisonment of two years or less.” The government

needed to prove, therefore, that Banks’s prior crimes triggered the conviction as a felon in

possession of a firearm. (Unfair prejudice) Banks’s argument that the unfair prejudice associated

with the names of his prior convictions outweighed their probative value also fails. Fed. R. Evid. 403

affords a district court discretion to exclude evidence when “its probative value is substantially

outweighed by the danger of unfair prejudice.” When balancing the prejudicial effect and probative

value under rule 403, “we give great deference to the district court’s ruling.” United States v.

Johnson, 463 F.3d 803, 809 (8th Cir. 2006). In denying Banks’s motion, the district court stated:

The issue is a 403 issue. The issue is whether the relevance of the names of the crimes --

whether that probative value is substantially outweighed by the other 403 factors, including the

danger of unfair prejudice. Obviously, I understand what the prejudice here is to Mr. Banks. The

concern that the jury will use propensity reasoning against him having heard that he has been

convicted of particular crimes, they will conclude he is a bad man and they will convict him for that

reason. Secondly is that we’re talking here about marginal prejudice. In other words, the jury is…

going to know it’s clear under United States v.Jones, the Eighth Circuit case, that the jury can at–

least hear that there are two prior felonies. So at that point they are going to know that . . . Mr.

Banks has been convicted of two prior felonies. So we’re talking about the marginal prejudice of

them knowing what the felonies were for. I agree that there is some there. I am not denying it. But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has to prove not only that he has been convicted of crimes that

are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more than one year but particular crimes that are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a term exceeding one year. The nature of the crime under 18 U.S.C. [§]

921(a)(20) is a necessary element. I can’t keep the government from proving that. In light of the

district court’s reasoned analysis and the significant deference we afford a district court in

conducting the rule 403 balancing, we decline to say that the district court abused its discretion.

Further, the district court gave the jury a limiting instruction, which stated that the jury may use the

evidence of the prior felonies only for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the government met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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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증권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주식중개인 는Kelley( )

검찰 측이 기망행위의 증거로 제출한 범행 이후account statements(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기망행위를 숨기기 위해2~4

투자자들 주식의 현재 가치를 부풀려 기재한 다음 투자자들에게 보낸

계좌 설명서 가 자신의 범행 당시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과 전혀)

관련성이 없으므로 증거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심에서. 1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이에 대해 제 순회구, 2

연방항소법원은 검찰은 피고인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회사들의 주식‘

가치를 속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투자를 하도록 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범죄구성요건 상 투자자들이, , ,

주식을 매입할 당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account

를 보내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주식을 매입하도록statements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이후 투자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허위의

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account statements . account statements

피고인의 전체 범행 계획에 따라 보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증거의 관련성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다.176)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burden of proof.‘

176) United States v. Kelley, __ F.3d __ (2d Cir. Jan. 5, 2009) (No. 06-5536-cr) (per curiam) ‘We review

evidentiary rulings for abuse of discretion. We will find an abuse of discretion only where “the…

trial judge ruled in an arbitrary or irrational fashion.” Generally, “all relevant evidence is admissible…

under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unless specifically excluded.” Evidence is relevant if it has…

“any tendency to make the existence of any fact that is of consequence to the determination of the

action more probable or less probable than it would be without the evidence.” Fed. R. Evid. 401.

Section 10(b)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of which Kelley was convicted, makes it

“unlawful for any person . . . to use or employ, in connection with the purchase or sale of any

security . . ., any manipulative or deceptive device or contrivance in contravention of such rules and

regulations as the [SEC] may prescribe.” 15 U.S.C. § 78j; see also 17 C.F.R. § 240.10b-5 (making

it “unlawful for any person . . . to employ any device, scheme, or artifice to defraud . . . in

connection with the purchase or sale of any security”). A fraudulent statement made in violation of

section 10(b) must therefore be a statement made “in connection with the purchase or sale of any

security.” Kelley contends that because the bogus account statements were created and…

disseminated two to four years after the purchases of the related securities, they were not mad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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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평가받는 사건Daubert 177)178)에서도 관련성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고 그 밖에 많은 사건에서 관련성은 증거의 허용성의 차, 1

관문으로서 항상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179)

connection with the sale or purchase of a security as required for a section 10(b) violation. In

support of his position, Kelley’s argument, however, misses the point and disregards the purpose…

for which the bogus account statements were offered into evidence. The section 10(b) violations

that were charged stem not from the bogus account statements themselves, a sine qua non for

Kelley’s argument to be persuasive, but instead stem from Kelley’s larger schemes to induce his

clients to purchase the securities or to use his clients’ funds to purchase the securities without their

authorization. References to the bogus statements were admitted as evidence because they tended

to demonstrate Kelley’s intent to defraud his clients and the scope of the schemes he employed. …

The bogus account statements were relevant evidence with respect to the charged securities law

violations. The statements provided the jury with evidence both that Kelley had intended to…

defraud his clients and that he continued efforts to avoid detection by deceiving his clients about

the value of the investments, often up to two years after a particular investment ceased to have any

value. The account statements also indicate that Kelley’s actions in defrauding his clients were not

simple mistakes but were instead part of a larger, intentional scheme to defraud. We hold,…

therefore, that the district court did not abuse its discretion in admitting evidence concerning the

bogus account statements that were generated and disseminated several years after the victims had

been induced to invest.‘

177)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 509 U.S. 579, 113 S.Ct. 2786) (1992) ‘…

To the contrary, under the Rules the trial judge must ensure that any and all scientific testimony or

evidence admitted is not only relevant, but reliable. Rule 702 further requires that the evidence or…

testimony assist the trier of fact to understand the evidence or to determine a fact in issue. This

condition goes primarily to relevance. Expert testimony which does not relate to any issue in the

case is not relevant and, ergo, non-helpful. Rule 702's "helpfulness" standard requires a valid

scientific connection to the pertinent inquiry as a precondition to admissibility. To summarize:…

"General acceptance" is not a necessary precondition to the admissibility of scientific evidence

under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but the Rules of Evidence--especially Rule 702--do assign to

the trial judge the task of ensuring that an expert's testimony both rests on a reliable foundation

and is relevant to the task at hand. Pertinent evidence based on scientifically valid principles will

satisfy those demands. The inquiries of the District Court and the Court of Appeals focused almost

exclusively on "general acceptance," as gauged by publication and the decisions of other courts.

Accordingly,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Appeals is vacated, and the case is remanded for further

proceedings consistent with this opinion. ’…

178) United States v. Quinn, 18 F.3d 1461, 1464-65 (9th Cir. 1994) ‘ Fed.R.Evid. 702 provides the…

appropriate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admissibility of expert scientific testimony.1 See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 - U.S. -, 113 S.Ct. 2786, 125 L.Ed.2d 469 (1993). Rule 702

embodies two primary criteria: a district court must determine whether proffered expert scientific

testimony is relevant and reliable. Id. - U.S. at -, 113 S.Ct. at 2795. There is no dispute in this

case as to relevance. The only issue is whether the district court erred in concluding that the

process used by Goodin was scientifically valid and sufficiently reliable to be placed before the jury.

’…

179) 관련성을 다룬 다른 판결들로, American Prairie Const. Co. v. Hoich, __ F.3d __ (8th Cir. March 24,

2009) (Nos. 08-1288, 08-1292, 08-1394) ; United States v. Ahrendt, 560 F.3d 69 (1st Cir. March

19, 2009) (No. 06-1254) ; United States v. Bruce, _ F.3d _ (7th Cir. Dec. 18, 2008) (No. 07-3675)

; United States v. Ellis, _ F.3d _ (7th Cir. Nov. 20, 2008) (No. 07-2643) ; Sprint/United Management

Co. v. Mendelsohn,_ U.S. _, 128 S.Ct. 1140 (2008). ; United States v. Fell, 531 F.3d 197 (2d Cir.

등이 있다June 27, 2008) (No. 06-2882-C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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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관련성 개념 수용.

가 학계의 논의.

미국 연방증거규칙과 달리 우리 형사소송법은 직접적으로 관련성

개념을 수용하고 있지 않지만180) 증거능력의 요건으로서 관련성 법칙은

별다른 이론 없이 긍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81) 또한 관련성의,

180) 우리 법상 관련성 요건과 가장 밀접해 보이는 조항은 현행 형사소송규칙 시행 제 의 조(2008. 1. 22. ) 132 2

제 항 제 항이다 형사소송규칙 제 조의 증거신청의 방식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1 , 2 . 132 2 ( ) ‘ ,①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81) 강구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고시계 쪽 형소법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 , 1982. 127 ‘

일반적으로 법률적 및 자연적 관련성이 문제된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하는 입증에.

점쟁이의 점을 허용하는 법원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이른바 관련성의 법칙이다. .’

배태연 간접증거에 의한 주요사실의 인정 재판자료 집 법원도서관 쪽 우리나라의; , , 22 , , 1984. 131 ~ 132 ‘

소송법제하에서도 재판의 적정 및 신속을 위하여 관련성 없는 증거가 배척되어야 함은 이론이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 조에서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의 결정을 하도록 하고. 295 ,

제 조에서 위 법원의 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권을 인정하고 있고 제 조에서 재판장은 소송296 , 299

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관련성이 없는 증거의 불허용성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역시 제 현행 민사소송법, 262(

제 조 조에서 증거를 신청함에 있어 요증사실및 요증사실과의 관련성을 표시하도록 하고 제 조현행289 ) ( ) 263 (

민사소송법 제 조에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290 )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다 송승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그.’ ; ,

결과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성균관법학 쪽 쪽 대법원이 사실적 관련성이라는, , 2006. 12. 549 ~ 550 ‘

개념을 사용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엄격한 증명의 법리를 보다

확대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영미법상의 이른바 관련성 개념을 원용함으로써· ,

각종 첨단장비의 사용에 의한 새로운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한 분석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지도적 역할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주봉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와 증거능력 재판자료 집 법원도서관.’ ; , , 23 , , 1984.

쪽 형사소송법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법률적 및 자연적 관련성이 문제된다 어느485 ‘ .

점술가가 피고인이 범인에 틀림없다는 점을 쳤을 때 그 내용에 관한 타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전문진술( )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면진술서은 모두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원진술자인 점술가가( ) .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피고인측에 반대신문의 기회를 줌으로써 그 전문성은 해소된다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증거로 점술가의 점을 채택하는 법원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증거를 배척하는.

것이 관련성의 법칙인 것이다 신동운 자백의 신빙성과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대법원.’ ; , (

선고 도 판결 법과정의경사 이회창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쪽1983. 9. 13 83 712 ), ( ), , 1995. 11. 242

본 판례의 사실관계를 놓고 볼 때 수사기관이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여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여 얻어 낸 결과 즉 범행당시 피해자가 법고 있었던 상의 및, "

피해자 오빠집에 가설된 전화번호를 질문 대상으로 하여 이것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 결과 피고인이 모른다고 한 답변은 모두 거짓으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역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별도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법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면 우선 그 검사결과가 사실적"

관련성 즉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요하는 것이라는 중요한 법리를, "

실시하고 있다 대법원이 본 판례에서 제시한 사실적 관련성은 비단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뿐만 아니라. ' '

검사결과 등과 같이 죄신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획득한 새로운 형태의 증거방법들에 대한 증거능력을DNA

판단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음미하여야 할 기본개념이다 그러므로 본 판례에서 대법원이 사실적. '

관련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여 준 논리적 분석과정은 최첨단장비를 이용하여 얻어 낸 유사한'

증거방법의 증거능력을 검토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조하여야 할 모범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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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사실적 또는 논리적 자연적( , )182) 관련성과 법적 관련성으로

나누고 사실적 관련성을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요하는 것 으로 법적 관련성을 자연적 관련성’ , ‘

사실적 관련성 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자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

증거라 할지라도 그 증거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해악보다

우월할 것을 요하는 것 으로 개념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론이 없어 보인다.183) 다만 접근방법에 있어 약간의 차이점이,

182) 다만 신동운 자백의 신빙성과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대법원 선고 도, , ( 1983. 9. 13 83 712

판결 법과정의경사 이회창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쪽은 용어에 관하여 대법원은), ( ), , 1995. 11. 243 , ‘

사실적 관련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자연적 관련성이라는 용어가 보다 영미법의 용어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차용석 형사소송법과 증거법 면 이하에서도 자연적 관련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 , 353

있다 관련성 은 자연적 관련성 과 법적 관련성 또는. (Relevance) (Logical Relevance) (Legal Relevancy

로 표현됨으로 분류된다 아래에서는 사실적 관련성과 자연적 관련성의 용어를Pragmatic Relevance ) .

혼용하기로 한다 라고 적고 있다.’ .

183) 강구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고시계 쪽 형소법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 , 1982. 127 ‘

일반적으로 법률적 및 자연적 관련성이 문제된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하는 입증에.

점쟁이의 점을 허용하는 법원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이른바 관련성의 법칙이다. .

그러면 관련성이란 무엇인가 자연적 관련성이란 증거가 그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대하여? ①

필요최소한도의 증명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자연적 관련성을 가지는 증거라 하더라도. ②

달리 그 증명력의 평가를 잘못할 염려가 있는 증거 반대신문을 거치지 아니한 증거 임의성에 의심이- ,

있는 증거 도 있다 이것들은 법률적으로 보아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 요컨대 관련성의 법칙이란- . . ,

증명력이 극히 낮은 법정의 수준에 미달하는 증거에 관하여는 법원의 자유심증을 배제하여 정형적으로- -

증거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사상이다 자연적 관련성을 지니지 않는 증거는- .

증명력이 제로 에 가까운 것이고 법률적 관련성이 없는 증거 전문증거도 그 하나에 속한다 는(zero) - -

증명력은 일단 있지만 법정의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양자는 다른 국면에 속하지만 양자가

터잡고 있는 바탕은 동일한 차원에 속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신동운 자백의 신빙성과.’ ; ,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대법원 선고 도 판결 법과정의경사 이회창 선생( 1983. 9. 13 83 712 ), (

화갑기념 논문 박영사 쪽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 243 ‘

사용될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이 단계적으로 구비되어야 한다 첫째로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는 피고사건과 자연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연적 관련성 이란. (Loglcal Relevance)

증거가 문제된 사실의 증명과 관련되고 있으며 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판례에서 대법원은 자연적 관련성을 사실적 관연성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거짓말탐지기와.

관련하여 자연적 관련성이 문제되는 항목으로는 일반적으로 거짓말탐지기의 작동원리가 공인된 과학적①

법칙에 근거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거짓말탐지기의 성능과 검사요원의 자질 그리고, ,②

검사절차가 과학적 정밀성을 구비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이 거름되고 있다 다음으로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는 피고사건과 법적 관련성 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법적(Legal Relevancy ; Pragmatic Relevance) .

관련성이란 자연적 관련성사실적 관련성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자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증거라( )

할지라도 그 증거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그 대가로 치뤄야 할 해악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를

능가하여야 한다는 요점을 말한다 법적 관련성은 자연적 관련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증거의 관련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다 법적 관련성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설사. ,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자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것이 법관의 심증형성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증명력평가를 도외시할 정도로 심하게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 이상의 과다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또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법적 관련성이 없음을 이유로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송승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그 결과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성균관법학 쪽 사실적, , , 2006. 12. 549 ‘“

관련성 이란 본래 영미의 증거법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법적 관련성(logical Relevancey59))” , “ (legal

이란 개념과 쌍을 이룬다 사실적 관련성이란 증거가 그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대하여Relevanc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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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최소한도의 증명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법적 관련성이란 사실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증거라 할지라도 그 증거를 사용해서 얻는 이익과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할 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를害惡

능가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적 관련성은 사실적 관련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증거의 관련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다 예컨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사실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것이 법관의 심증형성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증명력 평가를 도외시할 정도로

심하게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적 관련성이 없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박주봉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와 증거능력 재판자료 집 법원도서관.’ ; , , 23 , , 1984.

쪽 원래 관련성 이란 증거의 요증사실과의 연관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486 ‘ (Relevance) ,

피고인이 활을 쏘아 사람을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자료로서 피고인이 활의 조작법을 모른다는

증거는 허용되나 총의 조작법을 모른다는 증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관련성이란 제출된 증거로부터. ,

요증사실의 존부를 추리할 수 있는 개연성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연적 관련성이란 증거가 그. ①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대하여 필요최소한도의 증명력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 자연적 관련성을 가지는, ②

증거라 하더라도 달리 그 증명력의 평가를 잘못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법률적 관련성 이(Legal Relevancy)

없는 증거전문증거 임의성 없는 진술 등라고 한다 요컨대 관련성의 법칙이란 증명력이 극히( , ) . ,

낮은 법정의 수준에 미달하는 증거에 관하여는 법원의 자유심증을 배제하여 증거가치를 인정하지( )

아니하는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사상이다 자연적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증거는 증명력이 에 가까운( ) . 0

것이고 법률적 관련성이 없는 증거는 증명력은 일단 있지만 법정의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양자는 다른 국면에 속하지만 양자가 터잡고 있는 바탕은 동일한 차원에 속한다고 보도 좋을 것이다.’ ;

배태연 간접증거에 의한 주요사실의 인정 재판자료 집 법원도서관 쪽 증거의, , 22 , , 1984. 129 ‘

관련성 이라 함은 증거로서 요증사실을 추리할 수 있는 개연성 을 말하며 어느(Relevancy) (Probability)

증거에 의하여 직접 인정되는 사실로 부터 다른 사실요증사실의 존부를 추리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는( )

경우에 그 증거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된다 표현을 달리하면 사물의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 (in the

어느 사실 의 존재 또는 부존재가 그 자체로서 또는 제 의 사실 과common course of events) (A) 2 (B)

결합하여 다른 사실 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확실하게 하거나 확실할 것으로 한다면 그 사실 은 다른(C) , (A)

사실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직접증거는 요증사실을 직접으로 증명하는 것이므로(C) .

관련성이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고 간접증거의 경우에만 관련성이 문제가 되며 관련성이 없는 증거는,

허용될 수가 없는 것이다 권창국 간접증거정황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성격 및 전과 등.’ ; , ( ) -

유사사실증거에 의한 범죄사실 입증 가능성 청림인터렉티브 쪽 쪽-, Jurist, , 2002. 12. 93 ~94

관련성 이란 당해 증거가 존재함으로써 요증사실의 존부에 관한 개연성을 증대 또는 감소시킬‘ (relevancy) ,

수 있는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직간접증거를 불문하고 증거허용을 위한 기본요건으로 설명되지만 대개. · ,

간접증거에서 문제시된다 통상 자연적또는 논리적 관련성과 법률적 관련성으로 세분되는데 전자는. , ( ) ,

요증사실의 부정 또는 긍정을 추정하게 할 수 있는 개연성으로서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관찰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사물과 증거와의 관계를 의미하여 보통 증거의 최소한도의 증명력의 보유여부에, , ‘ ’

따라 판단된다고 한다 반면 법률적 관련성은 일응 자연적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쟁점의 혼란 부당한. , , ,

편견야기 당사자 간의 불의의 타격 부당한 소송지연 발생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요증사실과 증거간의, ,

관련성을 부정함을 말한다 따라서 관련성은 당해 증거가 보유한 요증사실에 대한 설명력과 형태 방향. , ,

등과 그러한 증거를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쟁점혼란 부당한 편견발생 등의 요소를 구체적인, (case

이익형량을 통해 판단 전자가 우월함을 전제로 인정된다 자연적 관련성은 좀 더 정확히는by case) , . ,

증거와 그 증거에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사실간접사실 정황증거라고도 한다과의 관계 간접I) ( , ) , ii)

사실 정황증거과 요증사실 간의 관계라는 단계구조로 구성된다 을 협의의 관련성 를 중요성( ) 2 . I) , ii)

라 하여 광의의 관련성을 세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최소한도의 증명력보유라는 자연적(materialily) , . ‘ ’

관련성 판단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주체에게 가능하면 많은 판단자료가 제공된다면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요증사실의 입증여부 판단이 가능한 장점을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자연적 관련성이 너무 넓게 인정된다면. , ,

사실판단주체에게 혼선을 초래할 우려 등의 단점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단점을 법률적 관련성에 의하여,

통제하고 관련성이 인정됨으로서 기본적인 증거적격이 부여되고 이후에는 증명력 판단 문제가, , (weight)

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관련성을 증명력이 아닌 증거능력의 문제로 파악함이 다수적 견해이자. ,

판례 소위 의 현장사진 증거능력판단의 태도이다( 59·12·21 38 12 3071 , ) .最決昭和 刑集 卷 頁 新宿騷擾事件

영미증거법에서 허용성와 증명력이란 개념에 의하여 증거평가가 이루어지는데admissibility( ) weight( ) ,

대체로 전자는 법관의 판단대상으로 증거능력에 후자는 배심재판하의 배심판단대상으로서 증명력에 상응한

개념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관련성이 유형적으로 문제되는 간접증거유형으로 성격증거 전과. ,

등 유사사실증거를 들고 원칙적으로 이들 유형의 증거에 대하여 영미증거법은 관련성을 부정 증거사용을, ,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논의 대상은 아니지만 과학적 증거 의 허용성 문제도. , , (scientific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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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즉 일반적인 증거법의 차원에서 관련성을 전반적으로 논의. ,

하기 보다는 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와 같은 과학적 수사 기법의

신뢰성과 연관지어 관련성 법칙을 다루는 접근방법과184)185) 간접 증거에

의해 주요사실을 증명함에 있어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의 요건으로서의

관련성 법칙을 다루는 접근방법으로 대별된다.186)187)188) 이는 대법원

근본적으로는 이 점에 기인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원래 영미증거법에서 증거의. ,

허용성 은 하나의 요증사실에 대한 허용성 부정이 반드시 다른 요증사실에 대한 허용성 역시(admissibility) ,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다원적 시각즉 에서 파악하며 관련성 은 요증( , mulitiple admissibility) , (relevancy)

사실 범위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성격 또는 유사사실, ,

증거가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증거능력을 획득할 수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영미증거법은 예외적으로( ) ,

이들 증거를 허용한다.‘

184) 강구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고시계 신동운 자백의 신빙성과 거짓말탐지기, , , 1982. ; ,

검사결과의 증거능력대법원 선고 도 판결 법과정의경사 이회창 선생 화갑기념( 1983. 9. 13 83 712 ), (

논문 박영사 송승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그 결과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성균관법학), ; , , , 2006. 12. ;

박주봉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와 증거능력 재판자료 집 법원도서관 권창국 자연과학적, , 23 , , 1984 ; ,

증거에 의한 개인 식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5.

185) 과학적 수사기법의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그 결과주로 간접증거를 사실적 관련성이 있는 증거로 인정할 수( )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이 접근방법은 신뢰성을 사실적 관련성의 구성요소로 본다 반면 신뢰성을. . ,

사실적 관련성과 구별되는 별도의 요건으로 보게 되면 과학적 증거의 사실적 관련성을 검토한 후 그

수사기법의 신뢰성을 별도로 검토하게 된다 두 요건의 관계는 후술한다. .

186) 배태연 간접증거에 의한 주요사실의 인정 재판자료 집 법원도서관 변종필 간접증거에 의한, , 22 , , 1984. ; ,

유죄인정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병주 간접증거에 의한 요증사실의, , , 2003. 12. ; ,

인정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고합 치과의사모녀살해사건과 관련하여 청주법률논단 충북법률실무( 95 228 ), ,

연구회 권창국 간접증거정황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성격 및 전과 등 유사사실증거에 의한, 2000. ; , ( ) -

범죄사실 입증 가능성 청림인터렉티브-, Jurist, , 2002. 12.

187) 직접증거는 주요사실직접사실을 추론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이므로 형사소송 실무 상( )

관련성 없는 직접증거는 상정하기 곤란하고 따라서 관련성의 요건은 주로 간접증거에서 문제된다는 것이, ,

주된 전제이다.

188) 다만 간접증거와 정황증거 증거능력과 허용성 등 용어 사용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 . ;

이병주 간접증거에 의한 요증사실의 인정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고합 치과의사모녀 살해 사건과, ( 95 228

관련하여 청주법률논단 충북법률실무연구회 쪽 쪽은 우리 형사소송법의 간접증거 및), , , 2000. 403 ~ 404

증거능력과 영미법의 정황증거 및 허용성 등의 차이에 대해 영미법상의 정황증거‘ (Circumstantial

의 개념은 우리의 간접증거의 개념과 내포와 외연을 같이 하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을evidence)

것이다 그러나 증거의 허부를 결정하는 기관재판관과 채택된 증거를 판단하여 심증을 형성하는. ( )

기관 배심이 분리되어 있는 영미법제하에서는 정황증거의 허용성 및 관련성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

논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증거의 허용성 이라 함은 어떤 증거가 증거법상 적법히 채택될. (Admissibility)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증거법상 모든 법칙에 의하여 증거로서 배심에게 제출되는 것이 배제되는 모든

경우에 허용성이 없다고 말하며 우리의 증거능력의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다 또한 증거의 관련성.

이라 함은 증거로서 요증사실을 추리할 수 있는 개연성을 말하며 어느 증거에 의하여 직접(Relevancy)

인정되는 사실로부터 다른 사실요증사실의 존부를 추리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는 경우에 그 증거는( )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된다 관련성이 없는 증거는 증거로서 허용되는 않는다는 증거법에 의하여 이러한.

증거가 배척되는 점에서 보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가 허용되지 않은 것과 법률상 효과에 있어서는

동일하며 관련성이 있는 증거는 영미증거법상 다른 증거배제의 규칙에 저촉되거나 증거능력이 제한받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성이 있다 할 것이다 부당한 편견을 일으킬 위험이 있거나 불공평한, i) ii)

경악을 일으킬 위험이 있거나 쟁점의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증거는 관련성이 있더라도 허용성이, iii)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영미법에서는 정황증거가 관련성을 갖는 경우와 갖지 않는 경우를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노력을 하여 왔으나 영미법과 달리 증거의 허부를 결정하는 기관과 채택된 증거를,

판단하여 심증을 형성하는 기관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우리 법제에서는 정황증거의 허용성 및 관련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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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대한 평석 위주로 논의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전자의 접근방법은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해 분석 또는 수집된.

증거가 대부분 간접증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후자의 접근방법과 일면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전자는 주로 간접증거로부터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

과정에 주목하는 반면 후자는 간접사실로부터 주요사실을 추론하는,

과정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189)

나 대법원 판례.

서설(1)

우리 형사소송법이 관련성의 개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문제의 중요성이 영미법에서와 같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법제 하에서도 관련성이 희박한.

증거를 배제함으로써 쟁점의 혼란을 방지하고 부당한 편견을 일으킬 위험을 줄이고 재판의 신속을 도모할

필요는 같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간접증거의 허용성과 관련성은 우리 법제 하에서도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라고 적고 있다 한편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 , 2008. 11. 27. 2008 7883 ,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헌법재판소2006. 11. 23. 2006 5407 , 2002. 1. 8. 2001 1897 , 2002. 6.

헌마 결정 등 다수 사건에서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27. 2000 645 . ; ,

권창국 간접증거정황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성격 및 전과 등 유사사실증거에 의한 범죄사실 입증, ( ) -

가능성 청림인터렉티브 쪽 통상 증거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 따라 직접증거와-, Jurist, , 2002. 12. 92 ‘ ,

간접증거로 세분된다 직접증거는 증거의 해석을 통해 직접 요증사실에 대한 설명력을 제공하는 반면 간접. ,

증거는 그 해석을 통해 일정한 매개사실간접사실 이를 증거는 그 해석을 통해 일정한 매개사실간접사실( , ( ,

이를 정황증거라고도 한다 을 인정하고 이를 경험논리법칙에 따라 판단 요증사실을 입증한다 따라서.) ,) · , . ,

정확한 의미로는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는 구별하여야 한다 정황증거는 요증사실의 입증에 활용되는.

간접사실을 간접증거는 요증사실에 대한 일정한 설명력을 제공하는 간접사실 입증 증거를 의미한다, .’

189) 이병주 간접증거에 의한 요증사실의 인정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고합 치과의사모녀살해사건과, ( 95 228

관련하여 청주법률논단 충북법률실무연구회 쪽 쪽은 과학적 수사기법과 간접증거의), , , 2000. 402 ~ 403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범죄사실을 직접 지각할 수 있는 자는 범인. ‘

자신 피해자 또는 목격증인 등으로서 직접증거는 주로 이들의 진술증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

이러한 직접증거에 중점을 두어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결국 피고인의 자백에 중점을 두게 되어 자칫

위법한 수사나 위법한 채증방법이 되어 불합리한 결과에 귀착하게 되는 바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제한하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묵비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범행의 수단이 나날이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 과학수사에 의한 과학적 증거의 수집을 통하여 수집된 여러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과학적 채증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치아 치흔감식 모발감식 거짓말탐지기검사 의류감식 화재원인조사 전화음성의 감정, , , , , , ,

중성자방사화분석법을 통한 모발의 개인감별 유전자에 의한 개인식별기법 혈흔정액타액감식, , · · ,

지문방법 등이 있으며 앞으로의 수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과학적 채증방법의 활용이 적극 요청되고DNA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는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니고 재판의 실제에 있어서 서로. ,

보완관계에서 법관에게 심증을 주어 요증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민사재판의 경우이든.

형사재판의 경우이든 간접증거는 직접증거가 전혀 없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요증사실을 인정하게 되는)ⅰ

경우 직접증거가 있어도 신용하기 어렵거나 서로 모순되어 간접증거에 의하여 직접증거가 배척되는, )ⅱ

경우 직접증거는 있으나 증명력이 약하여 간접증거에 의하여 보강되는 경우 등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ⅲ

있다 그러나 간접증거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증사실에 관한 아무런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에.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요증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과정을

분석하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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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반면 대법원은 지금까지 관련성에 대한 판례를 상당히 축적해,

왔다 형사증거법 상 관련성. ‘ 190) 에 대한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례는’

크게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간접사실2 .

로부터 주요사실을 추리함에 있어 과연 어떤 간접사실이 주요사실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판례들이다 주요사실 중 특히.

주관적 구성요건의 입증과 관련하여 간접사실의 관련성 문제를 다룬

판례가 많다 다만 이런 부류의 판례들은 거의 대부분 간접증거의. ,

관련성을 증거능력의 관점이 아닌 증명력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간접증거를 그 사실적 관련성이나 법률적 관련성의 결여를 이유로

증거에서 배제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191) 두 번째 부류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같은 과학적 수사기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그 기법의

신뢰성을 검토하면서 과학적 증거 예를 들어 거짓말탐지기 검사( ,

결과 의 사실적 관련성을 검토한 판례들이다 이 판례들은 과학적) ( ) .

수사기법의 신뢰성을 그 결과물인 과학적 증거의 관련성의 일부

190) 우리 법률 체계에서 관련성이라는 용어는 소송법 뿐만 아니라 실체법에서도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 .

형법 상 뇌물죄 성립요건으로서의 직무관련성 민법 상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 소개되는 대법원 판례 상의 관련성은 오로지 형사증거법. ‘ ’

상의 사실적 관련성에 한정된 개념이다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에 대해( ) ‘ ’ . ; 대법원 2007. 4.

선고 도 판결27. 2005 4204 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라고 판시하였다 한편 유치권의 견련성 판단 기준에 대해.’ . ; , 대법원 2007. 9.

선고 다 판결7. 2005 16942 은 민법 제 조 제 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320 1 “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함은 위.” , ‘ ’ ,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민법 제 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321 “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

전부를 담보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

191) 이는 관련성이 증거능력의 문제만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최소한의 증명력이 있으면. ,

관련성이 긍정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그 이후로 관련성은 증명력의 문제가 된다, .



개정 형사소송법 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 부산지검 박혁수, 09. 7.

- 74 -

요건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과학적 증거의 사실적 관련성을 증거, ,

능력의 문제로 보고 있다.192)

간접증거의 증명력 관점에서 접근한 판례들(2)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구별은 직접증거에 높은 증명력을 인정

하였던 증거법정주의에서는 의미가 있었으나 직접증거의 우월을 인정,

하지 않고 증거의 증명력 즉 실질적 가치판단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이를 법률로써 규제하지 않는 자유심증주의193) 하에서는

이러한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구별은 그 의미를 잃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자유심증주의 하에서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분류는 그

구별의 실익이 적어졌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직접증거에 의한 요증,

사실의 인정과는 달리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유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194) 즉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은 요증사실에 대한 직접적 추인력을 제공하는 직접증거와

달리 주요사실을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입증하고 입증과정에, ,① ②

경험칙 논리칙 등이 게재되어 일정한 추론과정을 거친다는 입증구조·

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실 인정과정의 오류개입 위험이 증대되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범죄수법 및 그. , ,

은폐방법의 지능화에 따라 피해자를 포함한 목격증인이 부존재하거나, ,

그 증언내용이 범죄사실의 입증에 활용되기에 명확성을 결하는 사례,

또한 과학적 수사기법의 활용에 따른 과학적 증거의 활용범위 및

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간접증거가 형사재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195)

이에 따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증거에 의한 주요사실의

192) 이 논문은 증거법칙으로서의 관련성 법칙과 신뢰성 법칙을 별개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신뢰성 부분에서 상술한다.

193) 형사소송법 제 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308 ( ) .

194) 이병주 간접증거에 의한 요증사실의 인정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고합 치과의사모녀 살해 사건과, ( 95 228

관련하여 청주법률논단 충북법률실무연구회 쪽 권창국 간접증거정황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 , 2000. 402 ; , ( )

성격 및 전과 등 유사사실증거에 의한 범죄사실 입증 가능성 청림인터렉티브 쪽- -, Jurist, , 2002. 12. 93

195) 권창국 간접증거정황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성격 및 전과 등 유사사실증거에 의한 범죄사실 입증, ( ) -

가능성 청림인터렉티브 쪽-, Jurist, , 2002. 12.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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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을 허용한 대법원 판례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196)197) 이러한

대법원 판례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주요사실 범의 목적 동기 공모 상습성 재범가능성 등 을 간접증거( , , , , , )

들을 통해 입증된 여러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추론한 판례들이다.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직접증거는 사실 상

입증할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배임의 고의 입증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

배임죄의 고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 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3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 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 은( , )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198)고

196)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8. 11. 13. 96 1783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의심하여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소위 치과의사 모녀 살해.’ ;

사건이다.

197) 다만 앞서 보았듯이 사실적 관련성이나 법률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간접증거가 증거에서 배제된,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198) 대법원 선고 도 판결 이 밖에 배임의 고의에 관한 대법원 선고2006. 12. 21. 2006 2684 ; 2005.08.25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2005 3410 , 1998. 2. 10. 97 2919 , 2004. 7. 22. 2002 4229

판결경영상 판단이 개입된 경우 간접증거에 의한 배임의 고의 입증 문제를 다룬 사안 대법원( ), 2000. 12.

선고 도 판결본인을 위한다는 의사가 일부 있는 경우 간접증거에 의한 배임의 범의 입증8. 99 3338 (

문제를 다룬 사안 대법원 선고 도 판결적극적 간접증거와 소극적 간접증거가), 1999. 4. 13. 98 4022 (

혼재되어 있는 경우의 추론 방법을 다룬 사안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2008. 5. 15. 2005 7911 ,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2004. 7. 9. 2004 810 , 2001. 2. 9. 2000 5000 , 2000. 4. 11.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99 334 , 1999. 7. 23. 99 1911 , 1999. 7. 9. 99 1864 ,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1999. 2. 9. 98 2074 , 1997. 6. 27. 97 163 , 1997.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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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 같은 주요사실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하여. ,

재범의 위험성이 문제된 사인에서 사회보호법 제 조에서 말하는 재범의‘ 5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 정도, , , , ,

전과사실 개전의 정 등의 사정과 보호감호의 요건이 되는 범죄사실,

즉 범죄의 동기 및 수법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고.’ ,

이러한 판시는 동종 사안에서 반복되고 있다.199)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97 618 , 1995. 2. 3. 94 3122 , 1988. 11. 22. 88 1523

판결 횡령죄의 불법영득 의사를 부인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 선고 도 판결, 2007. 5. 10. 2006 8832 ,

알선수재 사건에서 알선의 범의를 부인하는 사안에 대한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6. 10. 27. 2006 4659 ,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명예훼손의2005. 6. 24. 2004 8780 , 2003.01.24 2002 5191 ,

범의를 부인하는 사안에 대한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2002. 12. 10. 2001 7095 , 2002. 8. 23.

도 판결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문제된 사안에 대한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0 329 , 1995. 1. 24. 94 1949 ,

금융실명제 위반의 범의가 문제된 사안에 대한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등이 있다1995. 11. 14. 95 1729 . ;

또한 대법원은 수인 사이의 공모의 경우에도 간접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

판례로는 대법원 선고 도 판결 편취 범의와 함께 공모를 부인한 사안에 대한2006. 11. 23. 2006 5407 ,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2005. 3.11. 2002 5112 , 2003. 1. 24. 2002 6103 , 1998.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11. 24. 98 2654 , 2005. 3. 11. 2002 5112 , 2000. 7. 7.

도 판결 관세 부정 환급의 공모를 부인한 것에 대한 대법원 선고 도2000 1899 , 2005. 1. 14. 2004 7028

판결 배임의 범의와 함께 공모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한 대법원 선고 도 판결, 2008. 4. 24. 2007 11258 ,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시세조종으로2003. 10. 10. 2003 3516 , 2000. 3. 14. 99 4923 ,

인한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의 공모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한 대법원 선고 도2003. 12. 12. 2001 606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불법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와 선거사무실 종사자, 2002. 7. 26. 2001 4947 ,

사이의 공모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2005. 9. 9. 2005 2014 , 2008. 3. 27.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2008 225 , 1999. 3. 9. 98 3169 , 2002. 6. 28. 2002 868

판결 게임장 업주와 상품권업자의 공모 여, 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한 대법원 선고 도2008. 9. 11. 2007 6706

판결 등이 있으며 교사자 및 피교사자 모두, 교사자의 교사 사실을 부인하는 협박교사 사안에 대한 대법원

선고 도 판결도 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간접증거에 의한 주관적 구성요건의2000. 2. 25. 99 1252 . ;

입증에 관한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를 언급함이 없이 곧바로 간접증거에 의해 범의를 인정한 사례도

상당 수 있다 이러한 판례로는 살해의 범의에 관한 대법원 도 판결 대법원. 1991. 10. 22. 91 2174 , 1954.

형상 판결 대법원 형상 판결 대법원 형상 판결4. 27. 4286 73 , 1957. 5. 24. 4290 56 , 1954. 9. 4. 4286 177 ,

대법원 도 판결 대법원 도 판결 대법원 도 판결1966. 3. 15. 65 96 , 1975. 4. 22. 75 727 , 1977.1.11. 76 387 ,

대법원 도 판결 대법원 도 판결 대법원 도1979.1.17. 77 3636 , 1984.1.24. 83 2813 , 1987. 1. 20. 86 2395

판결 장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부인하는 사안에 대한 대법원 선고 도, 2006. 10. 13. 2004 6084,

대법원 선고 도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2004. 12. 9. 2004 5904, 1995. 1. 20. 94 1968 , 1987. 4. 14.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형상87 107 , 1970. 9. 29. 70 1678 , 1960. 4. 6. 4292 642

판결 등이 있다.

199) 대법원 선고 감도 판결 동종 사안으로 대법원 선고 도1995. 3. 10. 94 69 ; 1990. 11. 27. 90 2195,

감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감도 판결 등이 있다90 179 , 2000. 7. 4. 2000 1908, 2000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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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들은 대부분 객관적인 구성요건이 아닌 주관적 구성요건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던 것들이다 이와 달리 대법원 판례 중에는.

주관적 구성요건의 문제 이전에 객관적인 구성요건에 관한 주요사실을

간접증거의 검토를 통해 인정하거나 부인한 사례도 많다 예를 들어. ,

간접증거에 의한 주요사실의 인정은 목격자 진술 같은 직접증거가

없는 사안에서 주로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목격자가 확보되지,

아니하고 사체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완강히

부인하는 살인 사건에서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시체가 발견되지. ,

아니한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추가적 선결적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물론 그러한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다.’ .200)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관점에서 접근한 판례들(3)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사실적 관련성이 증거능력의 요건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대부분 사실적

관련성의 결여를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201)202)

200) 대법원 선고 도 판결 이 밖에 동종 사안으로 대법원 선고2008. 3. 13. 2007 10754 ; 1999. 10. 22.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이른바 치과의사 모녀 살해 사건 이 사건은99 3273 , 1998. 11. 13. 96 1783 ( ‘ ’,

사체가 있었었다 등이 있고 목격자 없는 폭행치사 사건에 관한 대법원 선고 도.) , 2003. 10. 10. 2003 3463

판결이 있다 이 밖에 목격자가 없고 쌍방 모두 성교 사실을 부인하는 간통 사안에 대한 대법원. ; 1997.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형상 판결 등이 있다7. 25. 97 974 , 1960. 10. 1. 59 940 .

201) 사실적 관련성이 아닌 법적관련성 결여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 ,

아래에서 보는 대법원의 판례들은 모두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을 사실적 관련성의 구성요소로 보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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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년 살인 사건에서 최초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1979

증거능력에 관하여 원심은 거짓말 탐지기 시험결과 및 그 보고서를‘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고 있는 바 거짓말탐지기,

시험결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학설상으로 대립이 있어 이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

검사결과의 정확성이 보증되어야 하고 그 정확성을 보증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예건대 검사기계의 성능이 우수할 것 피검사자의,

검사당시의 의식이 명료하고 그 심신이 건전한 상태에 있을 것, ,

질문표의 작성과 질문의 방법이 합리적일 것 검사자가 특정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을 자일 것 질문자극 이외의 자극 영향이 없는, ,

장소에서 검사가 행하여 질 것 그 검사결과가 전문가에 의하여,

정확하게 판정될 것은 물론이고 또 피검사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할 것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된 검사가

아니면 그 시험결과 및 그 보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조건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의 검사가,

시행되었다고 볼 자료조차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지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자가 수년간 거짓말탐지기시험을 전담해 왔고

피검사자인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검사하였고 그 검사경과의 결과를

충실히 기재한 것이라 하여 이 사건 시험결과 및 그 보고서를 유죄

인정의 직접자료로 사용한 원심의 조치는 잘못이다 라고.’ 203) 판시

하였고 년 살인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사실적 관련성의, 1983

개념을 원용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검사자의 신체에 호흡운동‘

기록기 혈압 맥박기록기 및 피부전기반사기록기 등을 부착하여, ,

피검사자가 일정한 질문에 답변할 때에 호흡 혈압 맥박 및 피부반응, ,

202) 다만 대법원 선고 도 판결과 대법원 선고 도 판결은, 2003. 10. 10. 2003 3463 2003. 2. 26. 2001 1314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지 않았다 그리고 대법원 선고 도. , 1984. 2. 14. 83 3146

판결과 대법원 선고 도 판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의 증거능력 요건을 설시하면서1987. 7. 21. 87 968

그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정황증거로서의 사용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개 판결은. ; 4

모두 무죄 취지로 판단된 사건들에 관한 것들이다 대법원이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를 간접증거로.

인정하여 유죄 취지로 판단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들다.

203)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79. 5. 22. 79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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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다각적으로 측정하고 그 측정내용에 의하여 그 답변의

진실여부를 판가름하는 검사방법을 말하는 것인바 이러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면 우선 그

검사결과가 사실적 관련성 즉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 검사의.

원리는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는 양심의 가책이나 거짓발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호흡 혈압, ,

맥박 피부 등에 생리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전제아래 그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여 거짓말인 여부를 판독한다는 데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마지막의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조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제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204)라고 판시한 이후

위와 같은 법리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까지 반복되고 있다.205)206)

204)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83. 9. 13. 83 712

205) 예를 들어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2005. 5. 26. 2005 130 , 1987. 7. 21. 87 968 ,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1986. 11. 25 85 2208 , 1985. 9. 24. 85 306 , 1985. 4. 9.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84 2277 , 1984. 3. 13. 84 36 , 1984. 2. 14. 83 3146 ,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등이 있다1983. 11. 22. 82 2087 .

206) 유전자 감식 결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언급함이 없이 그 증거능력의 요건을 설시한‘ ’

예로는 아래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선고 노 판결1997. 12. 5. 97 58 이 있다 유전자감식은 그에 관한. ‘

이론적 근거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그 시행의 역사가 짧고 분석재료의 수집 보관, , ,

검사기법 등 감식과정에서 지켜야할 보편적인 규범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검사기법 역시 새로,

운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발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실제 감식과정에서는 분석재료의 수집과 보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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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증거와 관련성의 법칙.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성의 법칙이 우리 형사소송법에 명시적

으로 규정된 증거법칙은 아니지만 판례와 학계에 별다른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디지털 증거의 관련성을 다룬. ,

판례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증거법칙으로서의 관련성. ,

법칙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종류의 전통적 증거들과 달리 디지털

증거를 특별히 취급해야 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오늘날의 대표적인. ,

과학적 증거에 해당하는 디지털 증거가 우리나라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증명의 대상이 된 사실과의 사실적 관련성,

즉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207) 특히 우리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와 같은,

과학적 증거의 사실적 관련성을 인정함에 있어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신뢰성이 그다지. ,

문제되지 않는 과학적 증거 이외의 일반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 요건으로서 사실적 관련성이 실무상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

검사기법 감정인의 능력 등에 따라 그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전자 감식결과에, .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감정인이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경험과 기술수준을 가지고①

있어야 하고 감정자료는 적절히 관리되어 보전되어야 하고 감정에 사용될 정도로 양적으로 충분하여야, ,②

하며 검사기법은 그 당시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③ ④

방법에 의하여 조작과 검사 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심이, …

채택한 위 유전자감식결과는 검사 및 분석에 참여한 감정인의 자격 및 감식경험 추출 및 보전과정, DNA ,

실험에 사용된 의 양 검사기법 및 이에 대한 분석과정 등에 비추어 그 증거능력은 인정된다고 할DNA ,

것이다.’

207) Lorraine v. Markel American Insurance Company, 241 F.R.D. 534 (D. Md. 2007) ‘ Whether…

ESI(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s admissible into evidence is determined by a collection of

evidence rules 5 that present themselves like a series of hurdles to be cleared by the proponent of

the evidence. Failure to clear any of these evidentiary hurdles means that the evidence will not be

admissible. Whenever ESI is offered as evidence, either at trial or in summary judgment, the

following evidence rules must be considered: (1) is the ESI relevant as determined by Rule 401

(does it have any tendency to make some fact that is of consequence to the litigation more or less

probable than it otherwise would be); (2) if relevant under 401, is it authentic as required by Rule

901(a) (can the proponent show that the ESI is what it purports to be); (3) if the ESI is offered for

its substantive truth, is it hearsay as defined by Rule 801, and if so, is it covered by an applicable

exception (Rules 803, 804 and 807); (4) is the form of the ESI that is being offered as evidence an

original or duplicate under the original writing rule, of if not, is there admissible secondary evidence

to prove the content of the ESI (Rules 1001-1008); and (5) is the probative value of the ESI

substantially outweighed by the danger of unfair prejudice or one of the other factors identified by

Rule 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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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증거의 경우 그 증거가 요증사실의 존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한의 경향이 있음을 법정에서 밝히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대법원 판례 상 간접증거에 관한 논의들이 증거능력의 문제보다는

증명력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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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신뢰성3 (reliability)

신뢰성의 의의1.

가 과학적 증거로서의 디지털 증거.

예를 드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해 본다.

장거리 로켓 추진체 제작 기술이 담긴 설계도면을 촬영하여 그 동영상

파일을 해외로 유출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던 검찰은 유력한 용의자의

집에서 노트북 컴퓨터와 이동식 그리고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첩HDD,
개를 압수하였다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노트북 컴퓨터는 내가1 . ‘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나는 그 이동식 를 사용한 적이 없고 설계, HDD ,
도면을 촬영한 사실도 없다 라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을 이용.’ . Encase tool
하여 그 이동식 에서 삭제된 동영상 파일을 복구하였다 일부HDD 80% .
복구된 그 동영상 파일에는 문제가 된 설계도면들 중 일부가 촬영일자와

함께 동영상 컬러 화면으로 깔끔하게 저장되어 있었고 동영상 파일의,
이름에는 피의자의 이름과 촬영일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검찰은 피의자의.
노트북 HDD에서도 일부 파일을 복구하였는데 그 파일 중에는 피의자가,
노트북 컴퓨터에 위 이동식 를 연결할 때마다 생성되었다가 연결이HDD
해제되면 삭제되는 임시 파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LINK . ,
압수한 수첩에는 동영상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촬영일자 당시의 피의자의

일정이 적혀 있었다.

위 사례에서 이동식 와 노트북 컴퓨터의 에서 복구한HDD HDD

파일등은 과학적 증거라고 볼 수 있지만 수첩을 과학적 증거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과학적 증거와 그 밖의 증거는.

증거법 상 어떤 의미있는 구분이 가능한가 이에 대해서 과학적?

증거를 흔적 증거 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trace evidence) ․
얻어 낸 의견 기타의 형태로 제출된 과학적기술적 기타 특별한, ,․
정보 라고 정의하는 견해가 있다’ .208) 이와 유사하게 과학적 증거를

다양한 과학기술 과학적 채증기법 을 활용하여 창출된 증거로서‘ ( )

208) 심희기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증거능력과 신빙성증명력에 관한 판례의 동향 고시계 쪽, ( ) ( ) , , 1999. 12. 5 ;

심희기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과 신빙성 형사법연구 호 한국형사법학회 쪽, , 12 , , 199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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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활용가치가 그 배경이 된 과학적 원리 등과 관련하여 신뢰성이

판단되어야 한다는 증거법적 쟁점이 야기되는 유형의 증거 라고’

정의하는 견해도 있다.209)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그 수집 및 분석

과정에 과학적 기술이 적용되어야만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 가능한 ①

물리적 실체 그 자체 또는 그 물리적 실체를 과학적 기술로②

분석하여 얻어낸 결과 또는 정보가 과학적 증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위 정의에 의하면 디지털 증거 즉 위 사례에서 복구된. , , ,

동영상 파일과 임시 파일은 과학적 증거에 포함된다고 볼LINK

것이다 위 파일들의 발견 복구 보관 분석과정에 다양한 최신의. , , ,

과학기술들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나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의 개념.

위 사례에서 피의자의 수첩은 특별한 과학기술을 적용하지 않아도

법관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육안으로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조작가능성도 그만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다, .

그러나 동영상 파일의 경우는 그 발견 복구 보관 분석 등의 절차가, , ,

육안으로 확인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모니터를 통해 그

정보를 확인하더라도 그 이전의 과정에서 어떤 조작이 가해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와 같은 과학적.

증거의 경우 그 수집 및 분석 절차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 또는 이론의

신뢰성 그 원리 또는 이론을 구현한 기술의 신뢰성 기술 적용의, ,

구체적 타당성이 증명되어야만 한다 즉 위 사례에서 검찰은. , Encase

의 복구기능에 적용된 과학적 이론과 기술의 신뢰성 및 위 이tool tool

구체적인 분석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용되었는지 등을 증명해야 한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위 복구데이터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그

진정성을 공격한다면 검찰은 등을 이용해 수집 및 분석hash value

과정에서 데이터에 일체의 변경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209) 권창국 자연과학적 증거에 의한 개인 식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 , 20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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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통계학을 포함한 자연과학에서의 신뢰성이라 함은 동일한

상황에 대해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였을 경우 동일한 결과를 창출하는

정도 즉 얼마나 정확하게 오차 없이 측정하고 있느냐를 의미한다, , .

잘못된 값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창출하는 경우에는 비록 계속하여

동일한 값이 창출되더라도 그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

신뢰성의 개념에는 정확성 의 개념이 포함된다고 할(accuracy)

것이다.210) 이러한 신뢰성의 개념은 증거법 상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개념에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특정의 흔적 증거에 특정의 과학. ,

원리 또는 기술을 반복적으로 정확하게 적용하여 얻어낸 결과들이

모두 동일한 값을 유지할 때 그 과학 원리 또는 기술 및 그 결과 즉, ,

과학적 증거는 신뢰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의 개념 요소 및 인정 방법.

과학적 증거의 응용사례와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관한 경험이

가장 풍부하게 축적된 미국 법정에서는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근거하는. ,

과학적 이론 이 유효 할 것 둘째 그 이론을(scientific theory) (valid) ,

적용하는 기술 이 유효할 것 셋째 그 기술을 특정사건에 적절(technique) ,

하게 사용 할 것 등이 그것인데 그 중 세 번째 요소와(proper application) ,

관련하여 분석 당시 검사기구의 상태(condition of instrumentation),①

적절한 절차의 이행 여부 기술을 실행한 사람의 자격과 그② ③

결과를 해석한 사람의 자격 등이 문제된다(qualification) .211) 위와 같은

210) 권창국 자연과학적 증거에 의한 개인 식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각종 관찰, , , 2005. 8 ;

대상을  관찰 절차를,  실제 관찰 결과를,   정확한 결과를, ∆ 라 하자 이때.

   ⋯⋯ 이면        ⋯⋯⋯        ∆  인
관계가 성립할 경우 관찰 절차인  는 신뢰할 만한 절차로 실제 관찰 결과인,  는 신뢰할 만한

값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211) 심희기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과 신빙성 형사법연구 호 한국형사법학회 쪽 쪽 권창국, , 12 , , 1999. 6 ~ 7 ; ,

자연과학적 증거에 의한 개인 식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쪽은 과학적, , 2005. 10 ~ 11

증거의 신뢰성의 판단 요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판단요소는 무엇인가. ‘ ?

개별 과학적 증거에 따라 세부적 판단내용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신뢰성의 판단요소로 첫째,

배경원리의 타당성 둘째 배경원리가 구체화된 적용기술의(the validity of the underlying the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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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우리 대법원

판례에도 유사하게 수용되어 있다.212) 위 요소 중 어느 하나의

요소에라도 오류가 개입되면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은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범행현장이 그대로 녹화된 것이라는. , CCTV

저장장치의 신뢰성을 다투고자 하는 피고인은 가 전제하는CCTV

과학적 원리 또는 기술 즉 는 특정 장면을 그에 상응하는, , CCTV

디지털 정보로 변환한 후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그 디지털 정보는,

상영 프로그램에 의해 원래 장면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다는 원리

또는 기술의 유효성을 다투거나 아니면 위 원리나 기술의 유효성은

일단 인정하되 위 가 문제된 장면을 녹화할 당시 제대로CCTV

작동하고 있었는지 분석 기술자가 해당 디지털 정보를 제대로 수집,

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등을 다툴 수도 있다.

일반적 신뢰성 판단대상 이라고도 불리는‘ ’ 213) 위 첫째 요건 과학적('

이론의 유효성 과 둘째 요건 원리를 적용하는 기술의 유효성 은') (' ')

미국에서 사법적 승인 법령에 의한 인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① ② ③

타당성 셋째 구체적 사례에 적용된 기술의 적절성(the validity of the technique applying that theory) , (the

의 가지사항을 들 수 있다 특히 세proper application of the technique on a particular occasion) 3 . ,

번째 판단대상과 관련하여 당해 기술이 적용된 기기의 상태, (condition of instrumentation used in①

적절한 분석 및 실험절차의 준수여부 실험절차 등을technique), (adherence to proper procedures),② ③

진행하거나 결과를 해석하는 자의 적격성(qualification of the person conducting the procedure or

등을 세부 판단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interpreting results) .’

212)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83. 9. 13. 83 712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검사자의 신체에 호흡운동기록기 혈압‘ , ,

맥박기록기 및 피부전기반사기록기 등을 부착하여 피검사자가 일정한 질문에 답변할 때에 호흡 혈압 맥박, ,

및 피부반응 등을 다각적으로 측정하고 그 측정내용에 의하여 그 답변의 진실여부를 판가름하는

검사방법을 말하는 것인바 이러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면,

우선 그 검사결과가 사실적 관련성 즉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원리는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는 양심의 가책이나.

거짓발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호흡 혈압 맥박 피부 등에 생리적, , ,

반응을 일으킨다는 전제아래 그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여 거짓말인 여부를 판독한다는 데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마지막의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조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제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상 증거능력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13) 권창국 자연과학적 증거에 의한 개인 식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그리고, , , 2005. 11 ; ,

위 셋째 요건은 개별적 신뢰성 판단대상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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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증언 감정증언 등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 .④ 214) 우리의

형사소송 실무에서도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인정 방법과 관련하여 위

가지 방법이 모두 사용될 수 있으나4 215) 주로 위 전문가 증언 또는,

감정증언에 의한 방법이 이용될 것이다.216) 의 방법과 의 방법은① ②

특정한 과학원리 또는 기술에 대해 더 이상 그 신뢰성을 다투는 것이

의미가 없을 만큼 일반적으로 완전히 승인된 경우 소송 상의 소모적인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될 수도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 형사소송

실무에서 과 의 방법으로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을 부여한 경우는① ②

찾기 어렵다.

라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의 증거법 상 지위.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은 증거법 상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이는?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이 증명력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증거능력과도

관련된 문제인지에 대한 것이다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은 영미법에서.

일반적으로 증거의 허용성 문제로 이해된다.217)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

으로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을 증명력 이전에 증거능력과도 관련된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218)

214) 심희기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과 신빙성 형사법연구 호 한국형사법학회 쪽 권창국, , 12 , , 1999. 7 ; ,

자연과학적 증거에 의한 개인 식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 2005. 14

215) 사법적 승인은 우리의 공지의사실과 유사한 개념이다 사법적 승인 또는 법령에 의해 인정된 경우 과학적‘ ’ .

증거 제출자의 신뢰성 입증책임이 면제된다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인정하는 방법은 일종의.

소송계약에 의한 방법인데 우리 형사소송법의 증거동의제 조가 있는 경우 비슷한 법률효과가 발생할, ( 318 )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권창국 자연과학적 증거에 의한 개인 식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 ; , ,

학위논문 쪽 쪽 참조, 2005. 14 ~ 15

216) 반면 개별적 신뢰성 판단대상에 해당하는 셋째 요건 과학적 기술의 특정사건에 대한 적절한 사용 은, (‘ ’)

일반적으로 사법적승인 또는 법령에 의해 인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는 개별 사건마다 전문가 증언.

등을 통해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권창국 자연과학적 증거에 의한 개인. ; ,

식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과학적 증거의 개별 유형에 따른 수용가능성에, , 2005. 15 ‘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공지의 사실이나 입법에 의한 방식은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이라는 점에서 위의,

방법이 안이하게 긍정되어서는 곤란한 면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 신뢰성.

판단에는 적합할 수 있지만개별적 신뢰성 판단에는 부적절하고 아울러 증명력 판단차원에서 자유,

심증주의에 대한 제약 등을 고려할 때 역시 부적절하다는 점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217) 권창국 자연과학적 증거에 의한 개인 식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 , 2005. 11

218)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검사자의 신체에 호흡운동기록기 혈압 맥박기록기 및 피부전기반사기록기 등을‘ , ,

부착하여 피검사자가 일정한 질문에 답변할 때에 호흡 혈압 맥박 및 피부반응 등을 다각적으로 측정하고, ,

그 측정내용에 의하여 그 답변의 진실여부를 판가름하는 검사방법을 말하는 것인바 이러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면 우선 그 검사결과가 사실적 관련성 즉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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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증거의 신뢰성 문제와 사실적 관련성의 문제 사이에 어떤( )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가 우리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신뢰성 문제를 증거능력의 문제로 이해하면서도 그 신뢰성 문제를

사실적 관련성의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 후술하게 될 신뢰성 판단.

기준에 관한 영미법의 관련성 접근방법 도 우리 대법원과 유사한‘ ’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219) 이와 달리 역시 후술하게 될 신뢰성 판단

기준에 관한 영미법의 과 같이 신뢰성을 독자적인‘Daubert test'

증거능력의 문제로 보는 입장도 있다 신뢰성이 사실적 관련성과 전혀.

무관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전혀. ,

인정할 수 없는 점쟁이의 점은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는 양심의 가책이나 거짓발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호흡 혈압 맥박 피부 등에 생리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전제아래 그 생리적 반응을, , ,

측정하여 거짓말인 여부를 판독한다는 데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마지막의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조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선고 도 판결을 비롯하여1983. 9. 13. 83 712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2005. 5. 26. 2005 130 , 1987. 7. 21. 87 968 , 1986. 11.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25. 85 2208 , 1985. 9. 24. 85 306 , 1985. 4. 9. 84 2277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1984. 3. 13. 84 36 , 1984. 2. 14. 83 3146 , 1983.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을 통해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은11. 22. 82 2087 , 1979. 5. 22. 79 547

증명력 이전에 증거능력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신동운 자백의 신빙성과 거짓말탐지기. ; ,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법과정의경사 이회창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쪽은 위 대법원, ( ), , 1995. 11. 242

선고 도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1983. 9. 13. 83 712 “ "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면 우선 그 검사결과가 사실적 관련성 즉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요하는 것이라는 중요한 법리를 실시하고 있다 대법원이 본" .

판례에서 제시한 은 비단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뿐만 아니라 검사결과 등과 같이 죄신' ' DNA事實的 關聯性

을 활용하여 획득한 새로운 형태의 증거방법들에 대한 증거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科學技術

음미하여야 할 기본개념이다 그러므로 본 판례에서 대법원이 사실적 관련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 '

보여 준 논리적 분석과정은 최첨단장비를 이용하여 얻어 낸 유사한 증거방법의 증거능력을 검토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조하여야 할 모범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라고 평가하면서 그 견해를 지지하고 있고.” ,

심희기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과 신빙성 형사법연구 호 한국형사법학회 쪽 이하도 과학적, , 12 , , 1999., 4

증거의 신뢰성 문제를 증거의 허용성 문제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9) 다만 사실적 관련성과 신뢰성의 관계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판결에서만 발견된다 한편 관련성과 신뢰성의 관계 설정과 신뢰성의 판단 기준은 전혀 다른. , ‘ ’ ‘ ’

차원의 문제이다 즉 신뢰성이 관련성의 구성요소인지 여부와 그 신뢰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지. ,

여부는 전혀 별개이다 우리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신뢰성을 관련성의 구성요소로 보면서도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미국에서 논의되는 관련성 접근방법은 신뢰성을 관련성의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그 판단 기준에, ‘ ’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 보다 훨씬 완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 부산지검 박혁수, 09. 7.

- 88 -

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적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 때문에 신뢰성을 사실적 관련성의 구성.

요소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진정성 무결성 동일성 등이. , ,

전혀 인정되지 않는 증거도 모두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명력 즉 사실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 ,

그렇다고 하여 진정성 무결성 동일성 등의 문제를 모두 사실적, ,

관련성의 구성요소로 포함시켜 논의를 전개하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검사가 피고인 진술의 진실성에 관한 자료로 거짓말. ‘

탐지기 검사 결과 를 증거로 제출한 경우와 동전 던지기 게임’ ‘

결과 를 증거로 제출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 대법원 판례에’ .

의하면 전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없으므로 사실적 관련성이( )

없고 후자의 경우는 신뢰성을 별도로 판단할 필요도 없이 사실적, ( )

관련성이 없다고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후자 즉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명력이, ,

명백히 인 동전 던지기 게임 결과와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하는‘0’

것은 이론적으로나 또는 실무적으로나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일반적으로 사실적 관련성은 과학적 증거를 비롯한 증거,

전반에 관한 문제 그 중 특히 간접증거의 적격에 관한 문제로서,

간접증거를 어느 범위까지 주요사실에 대한 증거로 허용할 것인가를

다루는 반면220) 신뢰성은 아직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과학적,

기술이 적용된 과학적 증거를 과연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를 주로

다룬다는 점에서 양자는 실제 사건에서 주로 적용되는 영역이 다르다.

둘째 사실적 관련성은 요증사실의 존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향만,

있으면 족하므로 그 증명력이 에 수렴하지 않는 한 관련성이‘0’

있다고 보게 되지만 신뢰성은 가설 에서 법칙 으로 진화해 가고, (0) (100)

있는 과학적 기술을 과연 어느 단계에서 증거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그 역할을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문제로서 관련성의 경우처럼

220)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적 관련성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법률적 관련성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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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그 판단방법에‘0’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 이 논문에서는 신뢰성의. ,

문제를 사실적 관련성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증거능력의 문제로 다룰

것이다 즉 위의 예에 적용하자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증거. , ,

로서 사실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이와 별개로 신뢰성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할 것이고 이와 달리 동전 던지기,

게임 결과는 그 신뢰성 판단에 나아갈 필요도 없이 사실적 관련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게 될 것이다.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판단 기준2.

가 미국 법원의 판단 기준.

미국에서도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문제를 증거의 허용성 증거(

능력 의 문제로 보고 있고 그 인정 방법도 사법적 승인 법률에 의한) , ,

승인 당사자의 동의 보다는 주로 전문가증언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본 바와 같다 또한 미국 법정에서 과학적 증거의. ,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로 근거하는 과학적①

이론의 유효성 이론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 기술의 특정사건② ③

에서 적절한 사용이 문제됨을 보았다 그렇다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과학적 증거가 증거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위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사실적 관련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

요소에 불과한 것인가 만약 구비되어야 한다면 가설에서 법칙으로?

여러 단계 중 과연 어느 단계에 이르러야 위 요건들이 구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미국 법원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일반적 승인의 원칙 관련성. (Frye test),

접근방법 과학적 건전성의 원칙 이(Relevancy approach), (Daubert test)

그것인데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221)

일반적 승인의 원칙(1) (Frye test)

221) 와 의 개괄적인 내용은 백과사전에도 소개되어 있다 그 예로Frye test Daubert test . , http://legal-

dictionary.thefreedictionary.com/Daubert+Test나 http://en.wikipedia.org/wiki/Dauber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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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응용한

증거가 미국 법원에 최초로 제출될 때 그 새로운 기술의 유효성은

전문가증언의 형태로 법정에서 증명하게 될 것이다 이 때 미국 법원.

에서 새로운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일반적‘

승인의 원칙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 승인의 원칙이라(Frye test)’ ,

함은 새 과학기술과 그 기술 적용의 결과물을 증거로서 채택해 줄

것을 주장하는 측에게 그 과학기술이 과학공동체 안에서 일반적으로‘

수용 되었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그것이 입증되지 못하면 증거로’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 기준을 미국에서는 프라이 테스트. (Frye

라고 부르고 있다 이 방식의 명칭은 년에 연방항소test) . 1923 D.C.

법원이 살인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리한 Frye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처음 채택한 데서 유래한다고 한다.222) 위 사건에서 급2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 는 심 법정에 거짓말James Alphonzo Frye 1

탐지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수축혈압의 검사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즉 자백의 허위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하려고, ,

하였다 심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위 검사결과 및 위 검사결과에. 1

대한 전문가증언을 증거로서 허용하지 않았다 는 심 재판에서. Frye 1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 는 항소이유에서 증거법 상의 전통적. Frye

기준인 관련성과 유용성의 기준에 따라서 위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콜럼비아 특별구 연방.

항소법원은 과학적 원리나 발견이 언제 실험적인 단계에서 명백한‘

증명의 단계로 넘어가는지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단계들 사이의,

어느 지점에 이르면 그 원리나 발견의 증거가치가 인정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법원이 잘 알려진 과학적 원리나 발견에 기초를 둔 전문가.

증언을 증거로 허용하기 위해서는 그 증언의 기초가 된 원리나 발견이

해당 과학계에서 일반적인 승인을 얻고 있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현 단계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검사 기법과 관련된. ( )

과학적 발견 발전 그리고 실험들에 대한 전문가 증언을 증거로 허용할, ,

222) 심희기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과 신빙성 형사법연구 호 한국형사법학회 쪽 쪽, , 12 , , 1999. 8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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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위 검사 기법이 생리학 또는 심리학 권위자들 사이에 입지 또는

과학적 인정을 받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 1

하다.’223) 라고 판시하였다.224) 이러한 의 정당화 근거로는Frye test

223) Frye v. United States, 293 F. 1013 (D.C. Cir. Dec 3, 1923) ‘Appellant, defendant below, was

convicted of the crime of murder in the second degree, and from the judgment prosecutes this

appeal. A single assignment of error is presented for our consideration. In the course of the trial

counsel for defendant offered an expert witness to testify to the result of a deception test made

upon defendant. The test is described as the systolic blood pressure deception test. It is asserted

that blood pressure is influenced by change in the emotions of the witness, and that the systolic

blood pressure rises are brought about by nervous impulses sent to the sympathetic branch of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Scientific experiments, it is claimed, have demonstrated that fear, rage,

and pain always produce a rise of systolic blood pressure, and that conscious deception or

falsehood, concealment of facts, or guilt of crime, accompanied by fear of detection when the

person is under examination, raises the systolic blood pressure in a curve, which corresponds

exactly to the struggle going on in the subject's mind, between fear and attempted control of that

fear, as the examination touches the vital points in respect of which he is attempting to deceive the

examiner. In other words, the theory seems to be that truth is spontaneous, and comes without

conscious effort, while the utterance of a falsehood requires a conscious effort, which is reflected

in the blood pressure. The rise thus produced is easily detected and distinguished from the rise

produced by mere fear of the examination itself. In the former instance, the pressure rises higher

than in the latter, and is more pronounced as the examination proceeds, while in the latter case, if

the subject is telling the truth, the pressure registers highest at the beginning of the examination,

and gradually diminishes as the examination proceeds. Prior to the trial defendant was subjected to

this deception test, and counsel offered the scientist who conducted the test as an expert to testify

to the results obtained. The offer was objected to by counsel for the government, and the court

sustained the objection. Counsel for defendant then offered to have the proffered witness conduct

a test in the presence of the jury. This also was denied. Counsel for defendant, in their able

presentation of the novel question involved, correctly state in their brief that no cases directly in

point have been found. The broad ground, however, upon which they plant their case, is succinctly

stated in their brief as follows : 'The rule is that the opinions of experts or skilled witnesses are

admissible in evidence in those cases in which the matter of inquiry is such that inexperienced

persons are unlikely to prove capable of forming a correct judgment upon it, for the reason that the

subject matter so far partakes of a science, art, or trade as to require a previous habit or

experience or study in it, in order to acquire a knowledge of it. When the question involved does

not lie within the range of common experience or common knowledge, but requires special

experience or special knowledge, then the opinions of witnesses skilled in that particular science,

art, or trade to which the question relates are admissible in evidence.' Numerous cases are cited in

support of this rule. Just when a scientific principle or discovery crosses the line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demonstrable stages is difficult to define. Somewhere in this twilight zone the

evidential force of the principle must be recognized, and while courts will go a long way in

admitting expert testimony deduced from a well-recognized scientific principle or discovery, the

thing from which the deduction is made must be sufficiently established to have gained general

acceptance in the particular field in which it belongs. We think the systolic blood pressure

deception test has not yet gained such standing and scientific recognition among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authorities as would justify the courts in admitting expert testimony deduced from the

discovery, development, and experiments thus far made.’

224) 심희기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과 신빙성 형사법연구 호 한국형사법학회 쪽 쪽은 위, , 12 , , 1999. 12 ~ 13 Frye

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라고 불리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유전자test Frye Plus . ‘ (DNA)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뉴욕 주 법원은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People v. Castro

요건으로 프라이 기준에 하나의 기준을 더 덧붙여 세 가지 기준을 요구하였다 이 법원에 의하면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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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 기준에 서야 과학적 증거의 신빙성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고, ,

둘째 이 기준은 특정한 사건에서 과학적 결정의 유효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문가집단이 존재하는 것을 보장하고 셋째, ,

이 기준은 결정의 일정 정도 이상의 획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데 이,

기준으로 말미암아 특정의 과학적 증거의 신빙성에 관하여 다른

견해를 가지는 개별판사들이 자신과 견해를 같이 하는 과학자를 과학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여 기본적인 합의와 동의를 얻을 수 있고 넷째, ,

이 기준이 없으면 실험단계인 과학기술의 신빙성은 그 신빙성에

대하여 과학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의견불일치가 있는 한 개별 사건

마다 그것이 중심이슈가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전문가에 대한 신문과

반대신문이 계속 반복되어 재판이 지연될 것이고 심리절차는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심리절차로 변질되고 말 것이라는 점이 제시된다 반면. ,

에 대한 비판 근거로는 첫째 어떤 종류의 증거가 과학적 인Frye test , ' '

증거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위 기준은 선택적

으로 적용되는 폐단이 있고 둘째 위 기준이 신빙성 있는 증거의, ,

허용성을 지나치게 배제하게 되는데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새로운 과학적 방법이 재판에서 증거로 허용되려면 그 과학과 기술이

충분히 일반화되어 수용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렇게 되면 관련,

되는 증거가 너무 많이 재판에서 배제되고 셋째 위 기준은 배심원, ,

감식 증거가 허용되려면 근거하는 이론이 일반적으로 수용되어야 하고 그 이론을 적용하는 절차가(1) , (2)

일반적으로 수용되어야 하고 검사를 행하는 실험실이 그러한 절차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한다, (3) .{People

이것은 프라이 기준 과 외에 의v. Castro 144 Misc.2d 956, 545 N.Y.S. 2d985(Sup.Ct.1989)} ((1) (2)) (3)

요건을 하나 더 추가시킨 엄격한 기준이다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전제에서 볼 때 소추측이 제출한 유전자.

감식 증거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기준은 충족시켰으나 세 번째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실패했다고 보았다.

이 판결의 기준을 가리켜서 몇몇 비평가들은 이것을 프라이 플러스 라고 명명하였다(Frye Plus) . United

사건에서 연방 제 항소법원은 위 판결을 지지하였다States v. Two Bulls 8 .{United States v. Two Bulls

그러나 사건에서 연방 제 항소법원은 프라이918F.2d 56(8th Cir.1990)} United States v. Jakobetz 2 '

플러스의 입장을 너무 엄격한 기준이라고 하면서 배척하였다' .{United States v. Jakobetz 955F.2d

탁희성 이상진 디지털증거분석도구에의한증거수집절차및증거능력확보방안 한국형사786(2nd Cir.).}’ ; , , ,

정책연구원 쪽에 소개된 위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2006. 12.) 183 (People v. Castro ) .

년 월 빌 마폰스라는 여인이 딸과 함께 칼에 찔려 죽은 사건이 있었다 남편은 이웃에 사는 세의‘1987 5 . 38

카스트로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카스트로의 손목시계에서 혈흔을 발견했고 이것을 감정. DNA

기관인 라이프코즈에 보냈다 라이프코즈는 분석을 통하여 시계의 혈흔이 우연히 일치할 가능성은.

이라고 발표했고 검찰 측은 이 검사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법원은 그 증거의 허용성을1:189,200,000 .

결정하기 위한 사전심사를 위해 주 이상 심문을 개최하였으나 결국 증거로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12 .

판결에서 법원은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요건으로서 외에 실험실에서의 절차준수라고 하는 제 의Frye test 3

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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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판사와 같은 사실인정자들이 과학적 증거에 압도될 우려가 있다는

잘못된 가정에 입각하고 있고 넷째 위 기준은 법원으로, , 하여금 유효성

논점을 과학공동체에 전가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225)

관련성 접근방법(2) (Relevancy Approach)

관련성 접근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가 너무 엄격한 기준을Frye test

적용한다고 비판하면서 등장한 판단 방법으로 주된 접근방법은,

과학적 증거를 다른 증거와 구별하지 않고 그 증명력 설명가치( ,

과 그 증거를 채택함으로써 초래될지도 모르는 위험을probative value)

비교 형량하여 그 허용성을 심사하는 방법이다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 제 조 제 조401 , 402 , 403 226)와 일치하는 이 접근방법은 세 단계의

분석을 요구한다.227) 첫째 증거의 증거가치를 확인하는 것 둘째 다른,

반대되는 위험과 고려들을 확인하는 것 셋째 이 양자를 비교,

형량하는 것이다 위 접근방법의 첫 번째 단계는 제출된 증거의 증거.

가치를 평가하는 것인데 과학적 증거의 증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그,

신뢰성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즉 관련성 접근방법에서도 과학적. ,

증거의 신뢰성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그러나 관련성 접근방법. ,

에서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은 독자적인 요소로 취급되지 못하고

225) 의 정당화 논거 및 비판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희기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과 신빙성Frye test , ,

형사법연구 호 한국형사법학회 쪽 쪽 권창국 자연과학적 증거에 의한 개인 식별에 관한12 , , 1999. 9 ~ 12 , ,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쪽 참조, , 2005. 20 ~ 24

226) Rule 401. Definition of "relevant Evidence"

"Relevant evidence" means evidence having any tendency to make the existence of any fact that is

of consequence to the determination of the action more probable or less probable than it would

be without the evidence.

Rule 402. Relevant Evidence Generally Admissible; Irrelevant Evidence Inadmissible

All relevant evidence is admissibl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by Act of Congress, by these rules, or by other rule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pursuant to statutory authority. Evidence which is not relevant is not admissible.

Rule 403. Exclusion of Relevant Evidence on Grounds of Prejudice, Confusion, or Waste of Time

Although relevant, evidence may be excluded if its probative value is substantially outweighed by

the danger of unfair prejudice, confusion of the issues, or misleading the jury, or by considerations

of undue delay, waste of time, or needless presentation of cumulative evidence.

227) 관련성접근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탁희성 이상진 디지털증거분석도구에의한증거수집절차및증거능력확보, ,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쪽 쪽 참조, , 2006. 12.) 185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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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증거의 증거가치를 평가하는 구성 요소로 취급될 뿐만 아니라

그 인정 기준도 와 달리 전문가 증인 명의 증언만으로도Frye test 1

새로운 기술의 유효성과 그 증거가치를 충분히 인정할 있다고 본다.

두 번째 단계는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가 규정한 바와 같이 과학적403

증거가 배심원이나 판사 등 사실인정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다 과학적 증거는 배심원들에게 오류없음의.

환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과학적 증거의 증거가치를 상쇄시키는

부정적인 요소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위 접근방법의 세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단계에서 확인된 과학적 증거의 증거

가치와 그 부정적인 요소를 비교 형량하여 그 증거가치가 부정적인

요소를 압도할 때 과학적 증거를 증거로 허용하게 된다.228)229)

228) States v. Peters, 192 Wis. 2d 674, 534 N.W. 2d 867(App.1995) ' The decision of whether to admit…

expert testimony regarding scientific techniques is committed to the sound discretion of the trial

court. We will uphold the trial court's discretionary decision if it examined the relevant facts, applied

a proper standard of law, and, using a demonstrated rational process, reached a conclusion that a

reasonable judge could reach. The rule remains in Wisconsin that the admissibility of scientific…

evidence is not conditional upon its reliability. Rather, scientific evidence is admissible if : (1) it is

relevant, Rule 904.01 ; (2) the witness is qualified as an expert, Rule 907.02 ; (3) the evidence will

assist the trier of fact in determining an issue of fact, Rule 907.02.

229) United States v. Downing 753 F.2d 1224(3d Cir.1985) ‘ The conclusion that expert testimony on…

the perception of eyewitnesses, at least in certain cases, meets the helpfulness standard of Rule

702 does not end our analysis. This exercise of the district court's discretion will be shaped by…

the policies of Fed.R.Evid. 702, as it impinges on the court's assessment of the scientific basis for

the proferred testimony, and by the policies of Fed.R.Evid. 403. The balance of this section is

devoted to a discussion of the perceived evidentiary problems posed by novel forms of scientific

expertise, generally, and to an analysis of the test announced in Frye v. United States, 293 Fed.

1013 (D.C.Cir.1923), as a way of dealing with those problems. In sum, the Frye test suffers from…

serious flaws. The test has proved to be too malleable to provide the method for orderly and

uniform decision-making envisioned by some of its proponents. Moreover, in its pristine form the

general acceptance standard reflects a conservative approach to the admissibility of scientific

evidence that is at odds with the spirit, if not the precise language, of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For these reasons, we conclude that "general acceptance in the particular field to which

[a scientific technique] belongs," Frye, 293 F. at 1014, should be rejected as an independent

controlling standard of admissibility. The language of Fed.R.Evid. 702, the spirit of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in general, and the experience with the Frye test suggest the appropriateness of

a more flexible approach to the admissibility of novel scientific evidence. In our view, Rule 702

requires that a district court ruling upon the admission of (novel) scientific evidence, i.e., evidence

whose scientific fundaments are not suitable candidates for judicial notice, conduct a preliminary

inquiry focusing on (1) the soundness and reliability of the process or technique used in generating

the evidence, (2) the possibility that admitting the evidence would overwhelm, confuse, or mislead

the jury, and (3) the proffered connection between the scientific research or test result to be

presented, and particular disputed factual issues in the case. In establishing the reliability of…

novel scientific evidence as one criterion of its admissibility under Rule 702, we join a growing

number of courts that have focused on reliability as a critical element of admissibilit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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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ability inquiry that we envision is flexible and may turn on a number of considerations, in contrast

to the process of scientific "nose-counting" that would appear to be compelled by a careful reading

of Frye. Unlike the Frye standard, the reliability assessment does not require, although it does

permit, explicit identification of a relevant scientific community and an express determination of a

particular degree of acceptance within that community. The district court in assessing reliability may

examine a variety of factors in addition to scientific acceptance. In many cases, however, the

acceptance factor may well be decisive, or nearly so. Thus, we expect that a technique that

satisfies the Frye test usually will be found to be reliable as well. On the other hand, a known

technique which has been able to attract only minimal support within the community is likely to be

found unreliable. Where a form of scientific expertise has no established "track record" in…

litigation, the court may look to other factors that may bear on the reliability of the evidence. For…

instance, a court assessing reliability may consider the "novelty" of the new technique, that is, its

relationship to more established modes of scientific analysis. This consideration may be especially

significant in connection with an assessment of techniques that are new to the litigation setting. The

existence of a specialized literature dealing with the technique is another factor. Both of these

factors bear on the likelihood that the scientific basis of the new technique has been exposed to

critical scientific scrutiny. The qualifications and professional stature of expert witnesses, and the…

non-judicial uses to which the scientific technique are put, may also constitute circumstantial

evidence of the reliability of the technique. The frequency with which a technique leads to…

erroneous results will be another important component of reliability. At one extreme, a technique that

yields correct results less often than it yields erroneous one is so unreliable that it is bound to be

unhelpful to a finder of fact. Conversely, a very low rate of error strongly indicates a high degree of

reliability. In addition to the rate of error, the court might examine the type of error generated by a

technique. Finally, the district may take judicial notice of expert testimony that has been offered…

in earlier cases to support or dispute the merits of a particular scientific procedure. Undoubtedly,

other factors could be added to the list. After assessing the reliability of the evidence, the court…

must also weigh any danger that the evidence might confuse or mislead the jury. It may seem

paradoxical to suggest that scientific evidence based on principles bearing substantial indicia of

reliability could confuse rather than assist the jury, but we do not doubt that this may be so, in

some cases. The trial court must then balance its assessment of the reliability of a novel…

scientific technique against the danger that the evidence, even though reliable, might nonetheless

confuse or mislead the finder of fact, and decide whether the evidence should be admitted. ;…

탁희성 이상진 디지털증거분석도구에의한증거수집절차및증거능력확보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 2006.

쪽은 위 접근방법의 대표적인 판결로 제 순회구 연방항소법원의12. 187 3 United States v. Downing 753

판결을 들고 있다 이에 반해 권창국 자연과학적증거에의한개인식별에관한연구F.2d 1224(3d Cir.1985). . , , ,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은 라는 별도의 접근방법을 소개하면서 위 판결을, 2005. 36 pre-daubert test

그 접근방법의 예로 들고 있다 위 판결이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판단 기준을 기존의 에 비해. Frye test

다소 완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을 증거능력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성 접근방법을 취한 판례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어느. ,

견해에 의하든 위 판결이 기존의 즉 일반적 승인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점은, Frye test, ,

분명하다 권창국 자연과학적 증거에 의한 개인 식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 , 2005.

쪽은 위 판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위 사건은 제 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의36 . ‘ 1

감정인 진술이 배심의 판단에 중대한 편견과 오류를 야기할 수 있고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가 규정한, 702

감정인 진술의 유용성 판단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에서 배제하자 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1

피고인이 항소한 사안이다 위 판결은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그 허용성은 가 아닌. Frye test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를 기준으로 감정인의 진술이 배심의 사실판단에 유용하고 동시에 부당한702

편견이나 오류를 야기할 위험이 억제될 수 있을 때 긍정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세부적으로 활용된,

기술에 대한 과학적 신뢰성과 함께 관련성 및 배심의 판단에 오류를 야기할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동시에 위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새롭게 적용된 과학기술의 경우 기존 그. ,

신뢰성의 긍정이 정착된 과학적 증거와의 비교 외에 당해 증거와 관련한 과학적 기술에 대한 전문적, ①

문언의 존재 해당(existence of specialized literature regarding the scientific technique in question), ②

기법을 활용한 전문가의 적격성 오류율(qualification and professional stature of expert witness), (the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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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 접근방법의 장점 또는 정당화 논거로는230) 앞서 본 Frye

나 후술하는 와 같은 신뢰성 접근방법에 비하여 보다test Daubert test

용이하게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및 그 허용성을 긍정할 수 있고,

나아가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에 대한 관련 정보의 산출량을 최대한

증대시켜 보다 다각도의 검토가 가능하여 오히려 신뢰성 접근방법에

비하여 안정적인 판단기준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점이 주장된다 즉. ,

관련성 판단의 유연성과 함께 상호신문 등 당사자 간 공격방어활동을

통해 광범위하고 충분한 판단자료가 산출됨으로써 일반적 승인원칙

등에 비하여 보다 민감한 판단방법 이(more sensitive analysis method)

될 수 있으며 관련성 외에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판단문제를 별도로,

분리시키는 번거로움 및 그로 인한 판단 과정상의 혼란이 없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판단기준이라고 주장된다고 한다 그러나 반면. , ,

관련성 접근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 즉 관련성 판단에, ,

있어서 협의의 관련성과 부당한 편견 야기 등 부정적 요소 간 비교

형량 시 그 형량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성 접근방법은

효과적인 상호신문 등 당사자 간 충분한 공격방어방법이 전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히 피고인에게 대단히 불리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231)

과학적 건전성 원칙(3) (Daubert test)

동일 감정사례가 성공적으로 긍정된 예rate of error of a particular technique), (the successful④

등을 세부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라presentation of such expert testimony in other cases) ,

이러한 판단요소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목격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감정인 진술을 허용하지 않은

원심의 오류를 지적 파기하였다, .’

230) 심희기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과 신빙성 형사법연구 호 한국형사법학회 쪽 쪽 권창국, , 12 , , 1999. 13 ~ 15 ; ,

자연과학적 증거에 의한 개인 식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쪽, , 2005. 30 ~ 31

231) 심희기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과 신빙성 형사법연구 호 한국형사법학회 쪽은 이러한 문제점에, , 12 , , 1999. 15

대해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프라이 테스트의 경우와 달리 관련성 접근방법에서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의. ‘

신빙성을 증거의 허용성 문제를 검토하는데 앞서서 확인할 필요가 없다 관련성 접근방법에 의하더라도.

어떤 증거는 처음부터 허용성이 배제되는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단 증거로서 허용되어 조사의

대상이 되며 그 기술의 맹점과 결함은 전통적인 당사자주의 소송절차에서 반대당사자의 반대신문에 의해

반박되게 된다 이리하여 관련성 접근방법의 적절성은 완전한 증거개시 증거를 재조사하는. (full discovery),

기회 방어 측의 전문가 지정 등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다면 반대신문이나 반박은, . ,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이런 맹점 때문에 관련성 접근방법의 적절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 관련성 접근방법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희기 과학적 증거의.’ ; ,

허용성과 신빙성 형사법연구 호 한국형사법학회 쪽 쪽 권창국 자연과학적 증거에, 12 , , 1999. 14 ~ 15 ; ,

의한 개인 식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쪽 참조, , 2005. 31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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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

미국 연방대법원은 판결에서 과학적Daubert v. Merrell Dow(1993)

증거의 허용성 판당에 있어서 기존의 와 를Frye test Frye-plus test

거부하면서 과학적 공동체의 일반적 승인 기준 대신 법관의 독자적인

신뢰성 판단을 요구함과 동시에 관련성 를 신뢰성 로 대체test test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라는 말은 위 사건의 이름에서. Daubert test

유래된 것이다.232) 위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먼저 하급심이

원용한 기존의 에 대한 미국 연방증거규칙의 태도를 판단Frye test

하고 다음으로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과 관련한 허용성 판단에,

있어서의 기준으로 유용성 신뢰성 및 그 판단요소와 함께 관련성과의,

관계에 대해 차례로 판시하면서 기존 연방 하급심 및 각급 주 법원

판례를 통해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던 일반적 승인 원칙 즉 를Frye test

폐기하고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233)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

사건 판결 이후 연방 하급심 및 상당수 주 법원 판례를Daubert ,

중심으로 의 적용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위 대법원은Daubert test ,

사건과General Electronic Company v. RobertK. Joiner(1997) Kumho

사건에서 의 적용을 재차Tire Co. v. Carmichael(1999) Daubert test

확인하고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현재 미국에 있어서 과학적

증거의 허용여부와 관련 보편적인 신뢰성 판단기준으로 확고히

있다.234) 따라서 디지털 증거를 비롯한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판단과,

관련하여 위 대법원 판결은 우리나라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

되므로 위 사건의 사실관계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시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사건의 진행 경과( )

232) 탁희성 이상진 디지털증거분석도구에의한증거수집절차및증거능력확보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 2006.

쪽 참조12.) 189

233) 권창국 자연과학적 증거에 의한 개인 식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 , 2005. 43

234) 권창국 자연과학적 증거에 의한 개인 식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쪽, , , 2005. 48 ~ 49 ;

탁희성 이상진 디지털증거분석도구에의한증거수집절차및증거능력확보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 2006.

쪽12.)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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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원고인 는 선척적 장애를 가진 와Daubert Jason Daubert

의 친모인데 위 아이들을 임신하고 있던 중 제약회사인Eric Schuller ,

에서 만든 헛구역질 방지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 Bendectin(

약물 을 복용한 후 그로 인해 위 아이들에 대한 장애가 초래되었으며) ,

위 약의 포장지에 임산부에 대한 경고나 복용금지 문구가 인쇄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제약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피고 제약회사는 다양한 화학물질 약물 에 대한 노출이. ( )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연구로 저명한 전문가(Steven H. Lamm,

생리학자 병리학자 를 전문가 증인으로 증언하게 하였다 위 전문가, ) .

증인은 증언에서 문제가 된 약물인 과 인간의 선천성 기형에, Bendectin

관한 각종 연구 문헌을 검토한 결과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판단한 사례가 없다고 증언하였다 원고 측은 의 유해성에. Bendectin

관한 문헌 조사 보다는 약리학자 병리학자 생리학자 등 전문가, ,

인으로 하여금 위 약품에 포함된 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감정결과를8

법원에 보고하게 하였다 위 원고 측 감정인들의 감정 결과에는. , ①

실험실에서의 물질반응 테스트와 동물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 문제가,

된 위 의 구성물질이 일반적으로 기형을 유발한다고 알려져Bendectin

있는 화학물질과 그 구성성분 및 화학적 구조가 유사하다는 약리학적

검사 결과 그리고 피고 측 제약회사가 제시한 위 의, Bendectin②

인간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를 재분석한 결과 위 약품에 포함된,

구성물질과 기형아 출산가능성 사이의 상관성을 긍정하는 감정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다 심 법원은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은 당해 과학적. 1 ,

증거의 배경이 된 원리 등이 관련 과학계의 일반적 승인을 통해

지지될 때 인정될 수 있다는 일반적 승인 원칙 의 입장을, Frye test

취한 다음 원고 측 감정인들의 감정 결과는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①

임상실험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 측 제약회사가

실시한 인간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를 재분석한 것에 불과하고 그, ②

밖에 실험실에서의 약리 반응 테스트 및 동물 상대 임상실험결과,

의 화학적 구조분석에 의한 감정결과 역시 원고 측이Bendec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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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 선천성 기형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에Bendectin

있어서 합리적인 쟁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피고,③

측 제약회사에서 실시한 인간에 대한 임상실험결과를 원고 측 감정인

들이 재분석 자료로 사용하여 분석한 방법은 학계에 보고되거나 출간된

적이 없어 관련 학계로부터의 적절한 검증기회 조차 없었으므로 결국,

원고 측 감정인들이 제출한 감정 결과는 과학적 증거로서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따라서 위 사건의 증거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 1

으나 항소법원 역시 원칙을 원용하여 심 판결을 지지, Frye test 1

하였다 원고는 다시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는 미국. Frye test

연방증거규칙에 의해 폐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미연방대법원은 본.

사건이 그동안 많은 논란을 야기해오던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과 관련

하여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판단에 관한 중요 쟁점이 부각된 사안,

으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다.

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요지( )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연방법원 관할‘①

사건에서 전문가 증언의 허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정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상고인은 이 사건에서. Frye test .②

이 미국 연방증거규칙에 의해 폐기되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Frye test .

상고인의 주장에 동의한다 우리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미국. ③

연방증거규칙의 해석으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702 235)는 의 일반적 승인 요건을 전문가 증언의 허용Frye test ‘ ’

235)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는 위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일부 개정되었다 밑줄 친 부분은 위702 2000. 12. 1. .

개정 당시 추가된 것이다 따라서 이 판결 선고 당시 아래 밑줄 친 부분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

유의해야 한다.

ARTICLE VII. OPINIONS AND EXPERT TESTIMONY

Rule 702. Testimony by Experts

If scientific, technical, or other specialized knowledge will assist the trier of fact to understand the

evidence or to determine a fact in issue, a witness qualified as an expert by knowledge, skill,

experience, training, or education, may testify thereto in the form of an opinion or otherwise, i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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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 위 규칙의 입법 과정에서 는 언급. Frye test

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의 엄격한 기준은 미국 연방증거규칙. , Frye test

제 조 제 조401 , 402 236) 제 조 등이 취하고 있는 전문가 증언의 요건에, 702

대한 완화된 입장과 배치된다 미국 연방증거규칙의 완화된 입장. ④

그리고 전문가 증언에 관한 규정이 일반적 승인 이라는 개념을 전혀‘ ’

언급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감안할 때 미국 연방증거규칙이 Frye

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test . Frye

는 일반적 승인 이라는 개념을 전문가의 과학적 증언에 대한test ‘ ’

허용성 여부를 따지는 배타적인 기준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와 같이.

미국 연방증거규칙과 일치하지 않고 동떨어진 엄격한 기준이 연방법원

사건에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가 연방증거규칙에. Frye test

의해 대체되었다는 사실이 과학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증거의 허용

여부에 대해 연방증거규칙이 일체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증거를 검토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미국 연방증거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모든 과학적 증거 또는 전문가증언의 허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성은 물론 신뢰성까지 검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의무의 핵심 근거 조항은 연방. ⑤

증거규칙 제 조이다 제 조는 명백히 전문가들이 증언하게 될702 . 702

주제나 이론에 대한 규율로서 작동한다 과학적 기술적 또는 다른. ,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판단자에게 증거를 이해하고 쟁점이 되는 사실을

판단함에 있어 도움을 준다면 그 지식을 가진 전문가는 그것에 대해

the testimony is based upon sufficient facts or data, (2) the testimony is the product of reliable

principles and methods, and (3) the witness has applied the principles and methods reliably to the

facts of the case.(As amended Apr. 17, 2000, eff. Dec. 1, 2000.)

236) Rule 401. Definition of "relevant Evidence"

"Relevant evidence" means evidence having any tendency to make the existence of any fact that is

of consequence to the determination of the action more probable or less probable than it would

be without the evidence.

Rule 402. Relevant Evidence Generally Admissible; Irrelevant Evidence Inadmissible

All relevant evidence is admissibl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by Act of Congress, by these rules, or by other rule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pursuant to statutory authority. Evidence which is not relevant is not admissible.



개정 형사소송법 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 부산지검 박혁수, 09. 7.

- 101 -

증언할 수 있다 그 전문가의 증언 대상이 된 주제는 반드시 과학적인.

지식이어야 한다 과학적 이라는 수식어는 과학이 추구하는 방법과. ‘ ’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식. ‘ ’

이라는 용어는 주관적인 믿음이나 근거가 희박한 독단 그 이상의 것을

함축하고 있다 과학적인 지식 이라는 용어는 알려진 사실의 집합. ‘ ’

또는 사실로부터 추론된 생각 또는 적절한 근거를 가진 진실로

여겨지는 생각들의 집합을 가리킨다 물론 과학적 증언의 주제가.

무오류의 수준에 이를 것을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주장되는.

바에 따르면 과학에 있어 무오류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과학적 지식.

이라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론 또는 주장이 과학적 방법론에

따르고 있어야 한다 법정에 제시된 증언은 반드시 적절한 증명에.

의해 지지 즉 잘 알려진 것에 기초한 적정한 근거들을 갖고 있어야, ,

한다 요컨대 전문가 증언이 과학적 지식에 기초하고 있는지 여부는. ,

그 증언이 증거법적으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는 전문가. , 702⑥

증언과 같은 과학적 증거가 사실판단자로 하여금 증거를 이해하거나

또는 쟁점이 된 사실을 결정함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조건은 관련성 으로 이어진다 당해 사건의‘ (relevance)’ .

어떠한 쟁점과도 연결되지 않는 전문가 증언은 관련성이 없는 것이고,

그리하여 그 증언은 전혀 당해 사건에 전혀 도움을 두지 못하는

것이다 위 규칙 제 조의 유용성 기준은 과학적 증거가. 702 (helpfulness) (

당해 사건과 관련된 조사 내용과 유효한 과학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증거로서 허용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 ⑦

전문적인 과학적 증언이 증거로 제출될 때 법원은 먼저 미국 연방

증거규칙 제 조 항104 (a) 237)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 전문가가 첫째,

237) Rule 104. Preliminary Questions

(a) Questions of admissibility generally. Preliminary questions concerning the qualification of a—

person to be a witness, the existence of a privilege, o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ur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division (b). In making its

determination it is not bound by the rules of evidence except those with respect to privile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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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지식에 맞는 증언을 할 것인지 둘째 사실판단자에게 도움을,

주는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서 과연.

그 증언의 근저를 이루는 추론 또는 방법론이 과연 과학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그리고 그 추론이나 방법론이 적절히 당해 사건의 쟁점,

사실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전평가가 이루어진다 우리는.

연방법원 판사들이 이러한 사전평가를 감당해 낼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 위와 같은 평가를 함에 있어 고려될 수 있는 평가요소는.

많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요소들을 담은 단정적인 리스트나,

기준을 미리 만들 생각은 없다 다만 몇 가지 일반적인 의견은. ,ⓐ

적절하다고 본다 첫째 일반적으로 어떤 이론이나 기술이 당해 사건의. ,

사실판단자에게 도움을 주는 과학적 지식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는 과연 그 이론이나 기술이 검증 될 수 있는지(test)

여부 또는 과거로부터 검증되어 왔는지 여부이다 오늘날의 과학적.

방법론은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들이 오류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에 의해 과학은 인간의 다른.

질문 영역과 구분되는 것이다 또 다른 적절한 판단요소는 과연 그. ⓑ

이론이나 기술이 출판되어 해당 과학계의 동료들로부터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다만 출판되었는지 여부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기. , (

보다는 동료들로부터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를 결정짓는데 필요한)

작은 요소에 불과한 것으로 증거의 허용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다 즉 출판 여부는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과. ,

필요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근거를.

갖추면서도 혁신적인 이론들이 출판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과학계의 어떤 새로운 제안들은 너무나 특별하고 새롭고, , ,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어서 출판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과학계에 발표되어 세심한 검토를 받는다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 이론이나 기술이 갖는 방법론 상의 실질적

결함이 발견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양질의 과학이 갖는

하나의 특성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동료들의 검토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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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저널에 출판된 사실이 있는가는 전문가의 견해가 기초하고 있는

특정 기술 또는 방법론의 과학적 유효성을 평가함에 있어 비록

결정적인 요소는 아닐지라도 적절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기준을 더 추가해 본다면 어떤 특정한 과학 기술을,ⓒ

평가함에 있어 통상 법원은 잘 알려진 또는 잠재적인 오류율을

고려하거나 또는 그 기술의 적용 과정을 규율하는 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마지막으로 일반적 승인 이라는 요소 또한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 ’ (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떤 과학적) .

증거에 대한 해당 과학계 의 범위를(relevant scientific community)

명백히 특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학적 증거가 해당 과학계,

내에서 일정 수준의 승인을 받고 있는지를 명확히 결정지을 수

있느냐238)의 문제는 그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을 평가함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 방법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광범위한 승인은 특정 과학적 증거가 과연 허용될 수. ,

있는지 여부를 선언함에 있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반대로 잘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해당 과학계 내에서 소수의( )

지지만을 받아온 기술 또한 의문점을 가지고 적절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가 예정한 평가. 702⑧

방법이 유연한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위 조항이 담고 있는 주제는.

제출된 과학적 증거의 기저를 이루는 원리들의 과학적 유효성 그리고,

그로 인한 증거법적 관련성과 신뢰성이다 당연히 그 주제의 관심은.

결과물이 아니라 위 원리들과 방법론 그 자체에 집중되어야 한다. ⑨

법원은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를 적용하여 전문적이고 과학적702

증거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모든 과정에서 다른 규칙들 또한 세심히

살펴야 한다 연방증거규칙 제 조. 703ⓐ 239)는 달리 허용되지 아니하는

238) 의 단계 사고 과정을 풀어쓴 것이다Frye test 2 .

239) Rule 703. Bases of Opinion Testimony by Experts

The facts or data in the particular case upon which an expert bases an opinion or inference may

be those perceived by or made known to the expert at or before the hearing. If of a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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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 상의 사실 또는 데이터를 기초로 하는 전문가 증언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즉 위 사실 또는 데이터가 해당- ,

주제에 대한 의견 또는 추론을 형성함에 있어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합리적으로 의존되는 형태의 사실 또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전문가 증언을 허용하고 있다 연방규칙 제 조- . 706ⓑ 240)는

법원이 재량으로 전문가를 지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방증거규칙 제 조. , 403ⓒ 241)는 관련성이 있는 증거라도

그 증거가치에 비해 불공평한 편견 또는 쟁점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배심원을 오도할 위험성이 실질적으로 큰 경우에는 그 관련성 있는(

증거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컨대 연방증거규칙 하에서) . ,ⓓ

과학적 증거의 허용 여부를 결정함에 일반적 승인 은 더 이상‘ ’

필요적 전제조건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연방증거규칙 그 중에서도. ,

특히 제 조에 의하면 법원은 전문가 증언이 신뢰할 만한 근거를702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가진다 과학적으로 유효한 원칙들을 기초로 하는.

관련성 있는 증거는 이러한 요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 사건의.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이 보여준 심사 기준은 거의 전적으로 출판 사실

reasonably relied upon by experts in the particular field in forming opinions or inferences upon the

subject, the facts or data need not be admissible in evidence in order for the opinion or inference

to be admitted. Facts or data that are otherwise inadmissible shall not be disclosed to the jury by

the proponent of the opinion or inference unless the court determines that their probative value in

assisting the jury to evaluate the expert’'s opinion substantially outweighs their prejudicial effect.

240) Rule 706. Court Appointed Experts

(a) Appointment. The court may on its own motion or on the motion of any party enter an order—

to show cause why expert witnesses should not be appointed, and may request the parties to

submit nominations. The court may appoint any expert witnesses agreed upon by the parties,

and may appoint expert witnesses of its own selection. An expert witness shall not be

appointed by the court unless the witness consents to act. A witness so appointed shall be

informed of the witness’' duties by the court in writing, a copy of which shall be filed with the

clerk, or at a conference in which the parties shall have opportunity to participate. A witness so

appointed shall advise the parties of the witness’' findings, if any; the witness’' deposition may

be taken by any party; and the witness may be called to testify by the court or any party. The

witness shall be subject to cross-examination by each party, including a party calling the

witness.

241) Rule 403. Exclusion of Relevant Evidence on Grounds of Prejudice, Confusion, or Waste of Time

Although relevant, evidence may be excluded if its probative value is substantially outweighed by

the danger of unfair prejudice, confusion of the issues, or misleading the jury, or by

considerations of undue delay, waste of time, or needless presentation of cumulative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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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다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판단된 일반적 승인 원칙에 중점을‘ ’

두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의 판단은 파기되어야 하며 이,

사건은 이 법원 연방대법원 의 새로운 견해에 맞추어 다시 심리되어야( )

한다 고 판시하였다.‘ .242)

242)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 509 U.S. 579, 113 S.Ct. 2786) (1992)의

판결요지

‘ In this case we are called upon to determine the standard for admitting expert scientific… ①

testimony in a federal trial. We granted certiorari in light of sharp divisions among the courts

regarding the proper standard for the admission of expert testimony. The merits of the Frye… ②

test have been much debated, and scholarship on its proper scope and application is legion.

Petitioners' primary attack, however, is not on the content but on the continuing authority of the

rule. They contend that the Frye test was superseded by the adoption of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We agree. We interpret the legislatively enacted Federal Rules of Evidence as we… ③

를 지칭 필자would any statute. Nothing in the text of this Rule[Rule 702 ; ] establishes "general

acceptance" as an absolute prerequisite to admissibility. The drafting history makes no mention of

Frye, and a rigid "general acceptance" requirement would be at odds with the "liberal thrust" of the

를 지칭 필자Federal Rules[Rule 401, 402, 702 ; ] and their "general approach of relaxing the

traditional barriers to 'opinion' testimony." Given the Rules' permissive backdrop and their…④

inclusion of a specific rule on expert testimony that does not mention 'general acceptance,' the

assertion that the Rules somehow assimilated Frye is unconvincing. Frye made "general

acceptance" the exclusive test for admitting expert scientific testimony. That austere standard,

absent from, and incompatible with,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should not be applied in

federal trials. That the Frye test was displaced by the Rules of Evidence does not mean, however,

that the Rules themselves place no limits on the admissibility of purportedly scientific evidence. Nor

is the trial judge disabled from screening such evidence. To the contrary, under the Rules the trial

judge must ensure that any and all scientific testimony or evidence admitted is not only relevant,

but reliable. The primary locus of this obligation is Rule 702, which clearly contemplates… ⑤

some degree of regulation of the subjects and theories about which an expert may testify. If

scientific, technical, or other specialized knowledge will assist the trier of fact to understand the

evidence or to determine a fact in issue, an expert may testify thereto. The subject of an expert's

testimony must be ‘scientific . knowledge.’ The adjective "scientific" implies a grounding in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science. Similarly, the word "knowledge" connotes more than subjective

belief or unsupported speculation. The term applies to any body of known facts or to any body of

ideas inferred from such facts or accepted as truths on good grounds. Of course, it would be

un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subject of scientific testimony must be known to a certainty;

arguably, there are no certainties in science. But, in order to qualify as "scientific knowledge," an

inference or assertion must be derived by the scientific method. Proposed testimony must be

supported by appropriate validation--i.e., good grounds, based on what is known. In short, the

requirement that an expert's testimony pertain to ‘scientific knowledge’ establishes a standard of

evidentiary reliability. Rule 702 further requires that the evidence or testimony assist the trier… ⑥

of fact to understand the evidence or to determine a fact in issue. This condition goes primarily to

relevance. Expert testimony which does not relate to any issue in the case is not relevant and,

ergo, non-helpful. Rule 702's "helpfulness" standard requires a valid scientific connection to the

pertinent inquiry as a precondition to admissibility. Faced with a proffer of expert scientific… ⑦

testimony, then, the trial judge must determine at the outset, pursuant to Rule 104(a), whether the

expert is proposing to testify to scientific knowledge that will assist the trier of fact toⒶ Ⓑ
understand or determine a fact in issue. This entails a preliminary assessment of whether the

reasoning or methodology underlying the testimony is scientifically valid and of whether that

reasoning or methodology properly can be applied to the facts in issue. We are confiden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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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 심사 기준 분석( ) Daubert test

위 판결은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판단 기준을 미국Daubert

연방증거규칙 제 조의 해석으로부터 도출하고 있는데 과학적702 ,

증거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첫째 요증사실과 관련성이 인정,

되어야 하고 둘째 과학적 증거의 배경이 된 원리 기술 및 개별 적용, , ,

federal judges possess the capacity to undertake this review. Many factors will bear on the inquiry,

and we do not presume to set out a definitive checklist or test. But some general observations are

appropriate. Ordinarily, a key question to be answered in determining whether a theory orⓐ

technique is scientific knowledge that will assist the trier of fact will be whether it can be (and has

been) tested. Scientific methodology today is based on generating hypotheses and testing them to

see if they can be falsified; indeed, this methodology is what distinguishes science from other

fields of human inquiry. Another pertinent consideration is whether the theory or technique hasⓑ

been subjected to peer review and publication. Publication (which is but one element of peer

review) is not a sine qua non of admissibility; it does not necessarily correlate with reliability, and

in some instances well-grounded but innovative theories will not have been published. Some

propositions, moreover, are too particular, too new, or of too limited interest to be published. But

submission to the scrutiny of the scientific community is a component of "good science," in part

because it increases the likelihood that substantive flaws in methodology will be detected. The fact

of publication (or lack thereof) in a peer reviewed journal thus will be a relevant, though not

dispositive, consideration in assessing the scientific validity of a particular technique or

methodology on which an opinion is premised. Additionally, in the case of a particular scientific③

technique, the court ordinarily should consider the known or potential rate of error and the

existence and maintenance of standards controlling the technique's operation. Finally, "general④

acceptance" can yet have a bearing on the inquiry. A reliability assessment does not require,

although it does permit, explicit identification of a relevant scientific community and an express

determination of a particular degree of acceptance within that community. Widespread acceptance

can be an important factor in ruling particular evidence admissible and a known technique which

has been able to attract only minimal support within the community may properly be viewed with

skepticism. The inquiry envisioned by Rule 702 is, we emphasize, a flexible one. Its… ⑧

overarching subject is the scientific validity and thus the evidentiary relevance and reliability--of the

principles that underlie a proposed submission. The focus, of course, must be solely on principles

and methodology, not on the conclusions that they generate. Throughout, a judge assessing… ⑨

a proffer of expert scientific testimony under Rule 702 should also be mindful of other applicable

rules. Rule 703 provides that expert opinions based on otherwise inadmissible hearsay are to beⓐ

admitted only if the facts or data are of a type reasonably relied upon by experts in the particular

field in forming opinions or inferences upon the subject. Rule 706 allows the court at itsⓑ

discretion to procure the assistance of an expert of its own choosing. Finally, Rule 403 permitsⓒ

the exclusion of relevant evidence if its probative value is substantially outweighed by the danger

of unfair prejudice, confusion of the issues, or misleading the jury. To summarize: "General… ⑩

acceptance" is not a necessary precondition to the admissibility of scientific evidence under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but the Rules of Evidence--especially Rule 702--do assign to the trial

judge the task of ensuring that an expert's testimony both rests on a reliable foundation and is

relevant to the task at hand. Pertinent evidence based on scientifically valid principles will satisfy

those demands. The inquiries of the District Court and the Court of Appeals focused almost

exclusively on "general acceptance," as gauged by publication and the decisions of other courts.

Accordingly,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Appeals is vacated, and the case is remanded for

further proceedings consistent with this opinion. It is so or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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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대한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신뢰성이 관련성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허용요건임을 분명히 하였다 나아가 신뢰성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으로 당해 과학적 지식이 일반적 과학적①

방법론 가설 정립 오류의 반복적 검증 에 따라 획득된 지식기술인지( + ) ․
여부 검증가능성 과학적 증거의 기초가 된 이론이나( , testability), ②

기술이 간행 되어 관련 학계 등에 의해 심사 되었는지(publication) (review)

여부 해당 과학계의 검토과정에의 노출( , peer review or publication,

다만 새롭게 개발 발견된 과학적 지식의 경우 또는 그 지식의, ·

활용가치가 일정 범위로 제한되는 경우 그 간행에 의한 공개가 아직

미흡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광범위한 보고 및 검증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 요건은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 요소는 아니나 해당 학계의 충분한 심사를 받았다는 점은,

과학적 지식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임에는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당해 과학적 지식기술의 활용과 관련된 잘 알려진.), ③ ․
또는 잠재적인 오류율 또는 그 기술의 적용 과정을 규율하는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기준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오류가능성에, (

대한 검토 해당 과학계로부터 일반적인, potential error rates), ④

지지와 승인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 일반적 승인( , general acceptance)

등을 그 예로 들었다.243) 위 판결에서 제시된 의 심사Daubert test

기준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General Electronic Company v. Robert K.

Joiner(1997)244) 사건과 Kumho Tire Co. v. Carmichael(1999)245)

243) 권창국 자연과학적 증거에 의한 개인 식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쪽, , , 2005. 46 ~47 ;

탁희성 이상진 디지털증거분석도구에의한증거수집절차및증거능력확보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 2006.

쪽 쪽 강인숙 형사절차에서 분석에 대한 규범적 통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12.) 190 ~ 191 ; , DNA , ,

쪽 쪽2004. 2. 181 ~ 182

244) General Electric Co. v. Joiner, 522 U.S. 136, 143, 118 S.Ct. 512, 139 L.Ed.2d 508 (1997) ‘Abuse

of discretion the standard ordinarily applicable to review of evidentiary rulings is the proper— —

standard by which to review a district court's decision to admit or exclude expert scientific

evidence. Contrary to the Eleventh Circuit's suggestion,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 509 U. S. 579, did not somehow alter this general rule in the context of a district court's

decision to exclude scientific evidence. Daubert did not address the appellate review standard for

evidentiary rulings at all, but did indicate that, while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allow district

courts to admit a somewhat broader range of scientific testimony than did pre-existing law, they

leave in place the trial judge's "gatekeeper" role of screening such evidence to ensure that it is not

only relevant, but reliable. Id., at 589. A court of appeals applying "abuse-of-discretion" review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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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반복 적용하면서 그 개념이 더욱 명확해졌고 이제는 미국에서,

such rulings may not categorically distinguish between rulings allowing expert testimony and rulings

which disallow it. Compare Beech Aircraft Corp. v. Rainey, 488 U. S. 153, 172, with United States v.

Abel, 469 U. S. 45, 54. In applying an overly "stringent" standard, the Eleventh Circuit failed to…

give the trial court the deference that is the hallmark of abuse-of-discretion review. Pp. 141-143.

A proper application of the correct standard of review indicates that the District Court did not err…

in excluding the expert testimony at issue. These conclusions, however, do not dispose of the…

entire case. The Eleventh Circuit reversed the District Court's conclusion that Joiner had not been

exposed to furans and dioxins. Because petitioners did not challenge that determination in their

certiorari petition, the question whether exposure to furans and dioxins contributed to Joiner's cancer

권창국 자연과학적 증거에 의한 개인is still open. P. 147.78 F. 3d 524, reversed and remanded.’ ; ,

식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은 위 판결에 대해 동 사건에서 미연방대법원은, , 2005. 48 ‘ ,

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적인 판단요소는 개별 구체적인 사건별로Daubert test

당해 사실심 법관의 재량적 판단의 문제로서 특별히 재량남용의 여지가 없는 한 상급심은 사실심의, ,

판단에 구속된다는 재량남용기준 을 와 관련한( , Abuse of Discretion Standard) Daubert test裁量濫用基準

상소심의 판단기준으로 명확히 한 바 있다 라고 적고 있다.’ .

245) KUMHO TIRE COMPANY, LTD., v. CARMICHAEL 526 U.S. 137, 119 S.Ct. 1167(1999) ‘In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 509 U.S. 579, 113 S.Ct. 2786, 125 L.Ed.2d 469 (1993), this

Court focused upon the admissibility of scientific expert testimony. It pointed out that such

testimony is admissible only if it is both relevant and reliable. And it held that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assign to the trial judge the task of ensuring that an expert's testimony both rests on a

reliable foundation and is relevant to the task at hand." Id., at 597, 113 S.Ct. 2786. The Court also

discussed certain more specific factors, such as testing, peer review, error rates, and "acceptability"

in the relevant scientific community, some or all of which might prove helpful in determining the

reliability of a particular scientific "theory or technique." This case requires us to decide how Daubert

applies to the testimony of engineers and other experts who are not scientists. We conclude that

Daubert's general holding-setting forth the trial judge's general "gatekeeping" obligation-applies not

only to testimony based on "scientific" knowledge, but also to testimony based on "technical" and

"other specialized" knowledge. We also conclude that a trial court may consider one or more of the

more specific factors that Daubert mentioned when doing so will help determine that testimony's

reliability. But, as the Court stated in Daubert, the test of reliability is "flexible," and Daubert's list of

specific factors neither necessarily nor exclusively applies to all experts or in every case. Rather,

the law grants a district court the same broad latitude when it decides how to determine reliability

as it enjoys in respect to its ultimate reliability determination. See General Electric Co. v. Joiner, 522

U.S. 136, 143, 118 S.Ct. 512, 139 L.Ed.2d 508 (1997) (courts of appeals are to apply "abuse of

discretion" standard when reviewing district court's reliability determination). Applying these

standards, we determine that the District Court's decision in this case-not to admit certain expert

탁희성 이상진 디지털증거testimony--was within its discretion and therefore lawful.’ ; , ,

분석도구에의한증거수집절차및증거능력확보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쪽은 위 판결에 대해, , 2006. 12.) 192

미연방대법원은 는 과학적 지식 뿐만 아니라 기술적 지식이나 전문화된 지식에도 적용된다고‘ Daubert test

판시하였다 또한 주법원에서 전문가 증언을 증거로서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 즉 전문가의. , ,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과 전문가의 관련성 있는 증언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라고 적고 있고 권창국 자연과학적 증거에 의한 개인 식별에 관한 연구.’ , , ,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은 위 판결에 대해 미연방대법원은 고속주행 중인 자동차 타이어의, 2005. 48 ‘

펑크로 인하여 탑승자 인 중 인의 사망자 및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로 당해 사망자의 유족 및 중상자, 4 1 ,

등이 타이어 제조판매업체인 금호 타이어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통해Kumho Tire ,․
는 과학적 증거 외에도 기술적 경험적 분석에 의하여 산출된 증거 등 모든 형태의 전문가Daubert test ,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는 태도를 명확히 하여 그 적용범위를 과학적 증거 외의 기타,

기술적 또는 경험적 전문성 에 기초한 증거 로 확대함으로써( · ) (technical evidence) , Frye技術的經驗的專門性

에서도 제기되었던 문제점의 하나인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판단기준의 적용범위 즉 어떠한 증거가test ,

과연 과학적 증거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관련성 등의 유무 외에 신뢰성이라는 판단기준이 추가로‘ ’

요구되는가 라는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판단기준의 적용범위에 관한 모호성도 해결하였다 라고 적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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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요건으로서 신뢰성을 판단하는 확고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위 에 대해서도 비판이 없는 것은. Daubert test

아니다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을 너무 유연하게 판단함으로써 이른바 사이비.

과학의 유입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고 일반적 승인과 함께 관련, 분야로부터의 검증을 판단요소로 하고

이에 대하여 가중적 판단가치를 둠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적 승인원칙

과 크게 다르지(Frye test) 않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246) 그러나,

디지털 증거를 비롯한 다양한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입법적

경험이나 사법적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무에 미국의 위

판결들은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우리나라 법원의 신뢰성 판단 기준.

한국의 법제는 형사소송법이든 민사소송법이든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증거능력 과 신빙성 증명력 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 ( )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별도의 상세한 증거법령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법정에서는 간헐적으로.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하여 공방 이 행해져( )攻防
왔으며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응답의 형태로 이에 관한 판례가 다소간

축적되어 있다.247) 아래에서는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심사 기준을

다룬 것으로 평가되는 판례들을 소개해 본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관한 판례(1) 248)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 중에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가 가장 많이 발견된다 대법원은.

246) 위 심사기준의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권창국 자연과학적 증거에 의한 개인 식별에 관한 연구, ,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쪽 탁희성 이상진 디지털증거분석도구에의한증거수집절차및, 2005. 49 ~51 ; , ,

증거능력확보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쪽 쪽 강인숙 형사절차에서 분석에, , 2006. 12.) 191 ~ 192 ; , DNA

대한 규범적 통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참조, , 2004. 2. 183

247) 심희기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과 신빙성 형사법연구 호 한국형사법연구 쪽 쪽, , 12 , , 1999. 2 ~ 3

248)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한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판례는 권창국, , , 범죄수사 및

형사공판에서 거짓말탐지기 활용과 관련한 문제점의 재고찰 인권과 정의 호 대한변호사협회, 341 , , 2005.

쪽 쪽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128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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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그 신뢰성이

증거능력의 요건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249) 나아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대부분 신뢰성의 결여를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250) 대법원은 년 살인 사건에서1979①

최초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원심은 거짓말‘

탐지기 시험결과 및 그 보고서를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고 있는 바 거짓말탐지기 시험결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학설,

상으로 대립이 있어 이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 그 증거능력이. …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검사결과의 정확성이 보증되어야 하고 그,

정확성을 보증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예건대 검사기계의 성능이 우수할

것 피검사자의 검사당시의 의식이 명료하고 그 심신이 건전한 상태에, ,

있을 것 질문표의 작성과 질문의 방법이 합리적일 것 검사자가, ,

특정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을 자일 것 질문자극 이외의 자극, ,

영향이 없는 장소에서 검사가 행하여 질 것 그 검사결과가 전문가에,

의하여 정확하게 판정될 것은 물론이고 또 피검사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할 것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된

검사가 아니면 그 시험결과 및 그 보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조건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의 검사가,

시행되었다고 볼 자료조차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지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자가 수년간 거짓말탐지기시험을 전담해 왔고

피검사자인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검사하였고 그 검사경과의 결과를

충실히 기재한 것이라 하여 이 사건 시험결과 및 그 보고서를 유죄

인정의 직접자료로 사용한 원심의 조치는 잘못이다 라고.’ 251) 판시

249) 다만 대법원 선고 도 판결과 대법원 선고 도 판결은, 2003. 10. 10. 2003 3463 2003. 2. 26. 2001 1314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지 않았다 그리고 대법원 선고 도. , 1984. 2. 14. 83 3146

판결과 대법원 선고 도 판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의 증거능력 요건을 설시하면서1987. 7. 21. 87 968

그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정황증거로서의 사용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개 판결은 모두. 4

무죄 취지로 판단된 사건들에 관한 것들이다 대법원이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를 간접증거로 인정하여.

유죄 취지로 판단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들다.

250) 다만 앞서 보았듯이 우리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사실적 관련성의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의 논리 구조는 문제된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를 신뢰할 만한 자료가. , ( )『①

없다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② ③

않으므로 증거증력이 없다 라는 형식을 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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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년 살인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사실적 관련성의, 1983②

개념을 원용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검사자의 신체에 호흡운동‘

기록기 혈압 맥박기록기 및 피부전기반사기록기 등을 부착하여, ,

피검사자가 일정한 질문에 답변할 때에 호흡 혈압 맥박 및 피부반응, ,

등을 다각적으로 측정하고 그 측정내용에 의하여 그 답변의 진실

여부를 판가름하는 검사방법을 말하는 것인바 이러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면 우선 그

검사결과가 사실적 관련성 즉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원리는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는 양심의 가책이나 거짓발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호흡 혈압, ,

맥박 피부 등에 생리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전제아래 그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여 거짓말인 여부를 판독한다는 데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마지막의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조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제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252)라고 판시한 이후

위와 같은 법리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까지 반복되고 있다.253) 거짓말

251) 대법원 선고 도 판결 위 판결에서는 사실적 관련성에 관한 언급이 없다1979. 5. 22. 79 547 ; .

252)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년의 판결과 달리 사실적 관련성이라는 용어가 처음1983. 9. 13. 83 712 ; 1979 ‘ ’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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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기 검사 결과의 신뢰성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위와 같은

입장에 관하여 미국 법원의 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Frye plus test

이라는 견해254)와 미국 법원의 관련성 접근방법과 유사한 기준이라는

견해255)가 있다 우리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함에 있어 그 요건들만 상세히 언급하고 있을 뿐 그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과 방법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성을 독자적인 증거능력의

요건으로 보지 않고 사실적 관련성의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 이러한.

253)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2005. 5. 26. 2005 130 , 1987. 7. 21. 87 968 , 1986. 11.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25. 85 2208 , 1985. 9. 24. 85 306 , 1985. 4. 9. 84 2277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1984. 3. 13. 84 36 , 1984. 2. 14. 83 3146 , 1983.

선고 도 판결 등11. 22. 82 2087

254) 심희기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과 신빙성 형사법연구 호 한국형사법연구 쪽 쪽 쪽, , 12 , , 1999. 5 , 17 ~ 18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면 우선 그 검사결과가 사실적‘ '

관련성 즉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 그런데' ' ' .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원리는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는 양심의 가책이나 거짓 발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호흡혈압맥박피부 등에 생리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전제 아래· · ·

그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여 거짓말인 여부를 판독하는 데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 ( -1) '㉮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 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 -2)㉮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마지막의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

질문 조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 내용을 객관성, ㉱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제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선고 도 판결 살인 사체은닉( 1983. 9. 13. 83 712 , ,【

절도 집 형 공 한국 대법원의 거짓말 탐지기 기준은 대체로 보아서 미국의[ 31(5) 019, 1983 1528]).】 …

프라이 플러스 기준에 필적하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다 한국 대법원이 제시하는 기준 중에서 는. ㉮

근거하는 과학적 이론 이 유효 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는 그 이론을(scientific theory) (valid) ㉯

적용하는 기술 이 유효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와 는 자격있는 전문가가 그 기술을(technique) , ㉰ ㉱

특정사건에 적절하게 사용 했음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만 한국 대법원의 기준에서는(proper application) .

과 의 요건이 과학적 공동체에 일반적으로 수용될 것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을 따름이다' ' .㉮ ㉯

지금까지 실용화된 거짓말 탐지기 분석기술은 다른 과학적 증거의 분석기술에 비하여 정확성과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었으므로 한국 대법원의 기준이 거짓말 탐지기검사결과에만 적용될 때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그 기준이 요즘 한국에서 점차 실용화되어 가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 예컨대. ,

유전자감식이나 모발감식 음성분석 그리고 오래전부터 활용되어 왔던 사체부검이나 지문감식 문서와, , ,

필적 인장감정 등에 적용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너무 엄격하여 신기술의 사용을· .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255) 권창국 자연과학적 증거에 의한 개인 식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쪽, , , 2005. 71 ~72

한편 심희기 교수는 동 판례 및 거짓말탐지기 관련 후속판례를 놓고 매우 엄격한 판단기준밑줄 부분을‘ ( )㉠

적용한 점을 근거로 대법원이 일반적 승인원칙 즉 와 유사한 견해를 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Frye test .

그러나 의 적용이라면 일반적 승인의 주체와 범위 등에 대한 언급과 확인이 필요적이라는 점에서Frye test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위 판례를 두고 한국의 대법원이 적어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Frye

를 적용하고 하고 있다고 보기는 무리라고 생각한다 세부적 판단요소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test .

기본적으로는 관련성 접근방법에 가까운 입장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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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보면 표면적으로 대법원의 입장은 미국 법원의 관련성‘

접근방법 과 유사한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 ,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 신뢰성 이 문제된 사안들에 대한( )

우리 대법원의 구체적인 결론들을 보면 미국 법원의 관련성 접근, ‘

방법 이 취하고 있는 기준 보다는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그’

신뢰성을 판단한 다음 대부분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적 감정 결과에 관한 판례(2)

필적 감정 결과도 우리나라 소송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증거방법

이다 그러나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관점에서 필적 감정 결과의. ,

신뢰성을 판단한 우리 판례는 흔하지 않다 필적 감정 결과가 중요.

증거로 제출된 년 반공법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은1976 ‘감정자료인

필적의 선정 채취에 있어서는 객관성이 있는 타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어떤 문제된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과의,

동일여부를 감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문제된 필적을 보면서

유사하게 시필하도록 하여 이와 같이 하여 채취한 필적과 문제된

필적과의 동일여부를 감정하게 하는 경우 필적이 동일하다고 판정될2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감정자료선정 채취에 잘못이, ,

있는 객관성을 결여한 감정자료에 의한 감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감정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보면 경찰에서의 필적감정 결과와 원심감정인의 3, 4, 6

필적이 불온문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감정결과는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정자료 선정 채취에 잘못이 있는 객관성이 없는 감정자료에,

의한 감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아니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256)라고 판시하였다.257) 위 판결이

256)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76. 11. 23. 76 2938

257) 심희기 필적감정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형사법연구 호 한국형사법학회 쪽 쪽은 위, , 6 , , 1993. 12. 281 ~ 283

판결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 도 사건의 개요(1976.11.23. 76 2938 ) 피고인은 전주시197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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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자료의 선정에 있어 객관성을 잃은 필적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은 것인지 아니면 증명력을 문제삼은 것인지는 명백하지 않지만,

위 판결 이후의 대법원 판례 중 필적 감정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례는

발견할 수 없다.258) 그리고 위 판결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와,

전북대학교 체육관 동편에 있는 내측 대변소에 들어가서 그곳의 서편에 있는 높이 미터의 흰 벽에 파란1.4

볼펜으로 공소장 기재 내용의 불온문을 써서 반공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제 심과 원심에서는. 1

피고인의 자백과 흰 벽의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필적이라는 국과수의 필적감정소견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국과수의 필적감정은 경찰수사단계.

에서 회이하 차 필적감정이라 약함 제 심에서 회이하 차 필적감정이라 약함 원심에서 회이하1 ( 1 ), 1 1 ( 2 ), 1 (

차 필적감정이라 약함 등 도합 차례 행하여졌다 차 감정에서는 불온문의 사진 불온문의 탁본과3 ) 3 . 1 ,

채취된 피고인의 필적이 감정의뢰 되었는데 국과수에서는 불온문 필적과 용의자의 시필 필적은 동일,

하다고 감정 회보하였다 제 심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발생 이전에 썼던 원고지 노트 권과 불온물에 대한. 1 , 1

감정을 명하였는데 국과수는 입체현미경 및 확대 투영기를 통하여 세밀히 비교 검사한 결과 각자의, '

자획구성의 형태 자획의 위치 필순 필압 잠재적인 특징 잔존습벽 등의 일부 상사점은 있으나 대조, , , , ,

문자가 부족하여 이동 여부는 논단할 수 없다고 회보하였다 원심에서는 차로 국과수에 감정을' . 3

명하였는데 대조자료는 아주 색다른 시필이었다 시필의 채취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현장에서 피고인으로. .

하여금 불온문이 적혀 있던 높이의 원위치에 종이를 놓고 이에 불온물을 시필케 하였다 그리고 시필의.

채취방법은 피고인의 고유필적으로 매 의 필적를 쓰게 하고 불온물을 보면서 그것에 유사하게3 (1, 2, 5 )

쓰는 모방필적 매 필적를 쓰게 하여 이중 국과수의 한 감정인에게는 고유필적3 (3, 4, 6 ) 1, 2( ), 3,

모방필적를 또 한사람의 감정인에게는 고유필적 모방필적을 감정자료정확히 말하면 대조필적로4( ) , 5( ), 6( ) ( )

하여 감정을 명한 것이다 감정소견은 피고인이 불온물을 보면서 그것과 유사하게 시필한 필적은. '

자획구성의 형태 자획의 위치 필순 필압 잠재된 특징 등의 면에서 불온물의 필적과 동일하고 피고인이, , , , ,

그의 고유필적으로 시필한 필적은 불온물의 필적과 상이하다는 것이었다 제 심과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 1

받은 피고인은 상고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요지( ) 가 필적감정이란 감정의 대상이 되는 개( ) 2

이상의 필적의 동일 또는 상이 여부를 과학적 또는 특별한 지식경험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 ' ,

나 어떤 문제된 필적과 다 피고인의 필적과의 동일 여부를 감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 ' ' , ( )

문제된 필적을 보면서 유사하게 시필하도록 하여 이와 같이 하여 채취한 필적과 문제된 필적과의 동일,

여부를 감정하게 하는 경우 그 필적이 동일하다고 판정된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라( )

감정자료 선정 채취에 잘못이 있는 객관성을 결여한 감정자료에 의한 감정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감정은' ,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보면 경찰에서의 필적감정결과와'

원심감정인의 필적이 불온물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감정결과는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정자료3, 4, 6

선정 채취에 잘못이 있는 객관성이 없는 감정자료에 의한 감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증거로 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아니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분석( ) 가 에서는 필적감정은 과학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꼭 엄밀한 의미에서의( )

과학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기술성과 효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분야라면 형사재판에서 법관의

자유심증을 도와 줄 수 있는 감정의 영역으로서 그러한 학식과 경험있는 자의 감정소견은 증거능력이

있다는 취지를 표명했다고 해석된다 그러한 취지가 라에서는 객관성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었다 나에서. ( ) ' ' . ( )

거론되고 있는 문제된 필적 이 년 이후의 규정과 지침에서는 감정자료로' (Questioned document)' 1980

지칭되는 것이다 다와 같은 불합리한 시필을 채취해서는 필적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 )

어려우므로 그러한 시필의 채취와 그로부터 얻어진 시필을 대조자료로 한 감정을 라와 같이 객관성이( ) ' '

결여된 감정으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본 것은 타당한 것이었다 년대에 이르러 국과수에서 각종의' ' . 1980

규정과 지침을 만든 것도 감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규정' ' .

제 조는 문서감정업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증거로1 ' ' . '

할 수 없다고 한 것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판례총람의 편집자는 이것을 증거능력이' ? '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

258) 심희기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과 신빙성 형사법연구 호 한국형사법연구 쪽 감정자료의, , 12 , , 1999. 18 ‘

선정채취에 잘못이 있는 감정이란 필적감정이 근거하는 과학적 혹은 기술적특별한 지식경험 이론의· ' " ' ( · )'

유효성 이나 그 이론을 적용하는 기술의 유효성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필적감정의 기술을" " "

특정사건에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음을 탓하는 것이다 이런 흠있는 필적감정은 객관성을 결여한. '

감정이므로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판시가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인지 증명력을 부정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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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사안과 달리 필적 감정의 배경이 되는 과학적 이론 또는

기술의 유효성은 문제삼지 않고 오직 그 이론이나 기술이 실제 사건에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만을 문제삼고 있다 이는 미국 형사소송.

않다 그런데 필적감정에 관한 다음의 두 판례를 위 판례와 함께 검토하면 판례의 취지는 아마도 후자의.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위 판결 이후 필적 감정 결과가 문제된 사안으로는.’ ; , 대법원 1992. 7. 24.

선고 도 판결92 1148 소위 김기훈 유서 대필 사건( ‘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4. 9. 13. 94 1335 등이

있는데 위 판결들은 모두 필적 감정의 증거능력이 아닌 증명력을 문제삼고 있는 판례들이다, . ①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2. 7. 24. 92 1148 이 사건 감정서를 작성한 김형영과 공동심의에 참여한 같은 감정인‘

양후열은 한결같이 최초의 감정의뢰와 관련된 추가감정의뢰가 있을 때에는 편의상 그 접수를 생략하고, ,

여러 건의 감정의뢰를 한 데 묶어 회보해 온 관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추가감정의뢰 중 일부

의뢰서에 대한 접수절차를 생략한 것이고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일괄처리하면서 의뢰공문과의 대조번호,

기재가 누락된 것일 뿐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회보가 되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 제 호공소외, 2-1 (

이 작성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증 제 호책표지 장와 이 사건 유서의 필적감정소견은 당초1 ), 3-1 ( 2 )

대조자료 부족으로 일단 판정을 유보하였다가 추가자료의 현출로 대조자료가 충분해져서 공소외 의1

필적의 특징이 일관성 있게 나타났기에 이 사건 유서와 다른 필적으로 판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접수기재가 생략되었다는 흠은 추가 관련된 여러 건의, ,

감정의뢰 중의 하나이고 결국 감정의뢰사항에 대한 회보가 누락되었는지 여부는 의뢰기관과의 문제일

뿐이며 감정방법을 부동문자로 처리하는 것은 업무의 증가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임을 쉽사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항의 여하만으로는 감정내용의 신빙성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문제는 그

감정내용의 신빙성에 귀착된다. 원래 필적은 물리학적 입장에서 볼 때 점과 선이 합쳐서 성립되는 것이고,

그 구성은 개인차에 의하여 천태만상으로 표현되는 것으로서 이렇게 점과 선이 합친 대소의 형태에 개인의

특징이 현출되며 필적감정은 이러한 고유의 특징을 발견하여 필적의 이동을 식별하는 것이나 현재 그, ,

필적감정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결국 그 한계 내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여러

가지 합당한 방법으로 감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감정인 김형영이 뽑은 원심판결 첨부 별지,

필적대조표의 희소성 있는 특징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인의 감정경험 및 그 연구와 전문지식에

의하여 선정 제시된 것이고 위 필적대조표에 나타난 필적을 보건대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이 사건 유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위 진술서의 필적은 일반인의 통상적인 필적과 달리 아주 독특하여 동일한 반면에,

이들과 공소외 의 필적은 판이할 뿐더러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첩 등이 조작되었고 피고인1 ,

스스로 이 사건 유서의 필적 등이 피고인의 필적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이 사건 감정서의

신빙성을 보태주는 자료가 되는 점에서 이 사건 감정서는 신빙성이 있다.’ ② 대법원 선고1994. 9. 13.

도 판결94 1335 원심은 제 범행 장소에서 수거된 노란색 메모지 장에 이름을 기재한 사람이 반드시‘ 1 1

범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메모지의 기재가 범인의 필적임을 전제로 한 감정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될 수 없고 나아가 앞에서 본 원심설시와 같은 이유로 감정인 김상현 등의 감정결과 또한 믿을 수 없는,

것이라 배척하고 있다 메모지의 필적과 수표상의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한 것이라는 감정은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가볍게 동일필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감정서의

기재내용과 감정인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메모지의 필적과 수표에 남아 있는 필적 및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한 것이라는 감정결과는 고도의 개연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한편 동일인의 필적이라고, ,

하더라도 필기상태의 차이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감정결과에, ,

의문이 생기면 원래의 감정인에게 물어 보거나 다른 감정인으로 하여금 다시 감정하게 하여 보는 등,

의문점을 더 밝혀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필적의 일정한 특징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육안으로 보아 일부 자획에 상이한 점이 보인다고 하여 전문가의 감정결과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배척하거나 감정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정결과를 배척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고 압수된 메모지의 필적이 범인의 것이 아닐 가능성 범인 이외의 제 자가 수표를 환전하였을, , 3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메모지의 수거경위이는 피해자 가범행 전에 범행이( 2

이루어진 큰방을 치웠는데 범행 후 그 곳에서 수거되었다는 것이다 제 범행과 그 범행 현장에서 없어진), 2

수표가 현금으로 교환될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 제 범행의 현장과 수표교환장소의 거리와 제 범행, 2 1

현장에서 수거된 메모지와 그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 범행의 피해품으로서 농협2

북대구 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되었던 수표의 이면에 다같이 이동우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

종합하면 제 범행의 범인과 제 범행의 범인이 동일하고 메모지와 수표이면의 배서가 그 범인의, 1 2 ,

필적이며 수표교환도 그 범인이 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맞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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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와 달리 우리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필적 감정의

배경이 되는 과학적 이론 또는 기술의 유효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59)

유전자 감식 분석 결과에 관한 판례(3) (DNA )

유전자 감식 결과가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소송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증거능력 문제를 정식으로

다룬 우리 판례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유전자 감식 기법의 배경이.

되는 과학적 이론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승인되고 있어

소송의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다투지 않고 있는 실무

환경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260) 증거능력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 민사소송과 달리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 소송절차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형사소송에서 유전자 감식 기법이 구체적인

사건에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조차 다투어지는 경우가 드문

현상은 유전자 감식 결과의 활용 빈도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유전자 감식 결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상세한 요건을 언급한.

판례는 광주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유일해 보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강간 등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261)에서 ‘유전자감식은

259)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엄격한 심사 경향 배심제의 도입과 엄격해진 개정, ,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을 배경으로 보다 적극적인 변론을 요구하는 변화된 실무 환경 등을 감안할 경우 우리

형사소송 실무에서도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필적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

필적 감정 결과의 허용성 판단에 대한 미국 판례의 입장 변화도 매우 흥미로운데 년 과학적 증거의, 1993

신뢰성 심사 기준을 제시한 사건Daubert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509 U.S. 579, 113

년 기준이 과학적S.Ct. 2786, 125 L.Ed. 2d 469, (U.S. Jun 28, 1993) (NO. 92-102)}. 1999 Daubert

증거 이외에 기술적 증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한 사건KUMHO TIRE {KUMHO TIRE COMPANY, LTD., v.

이 있기 전 즉 년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CARMICHAEL 526 U.S. 137, 119 S.Ct. 1167(1999)} , , 1990

법원들의 주된 입장은 필적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고 한다 년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필적. 1995

감정 결과가 문서위조 등 공소사실에 대한 중요 증거로 제출된 사안{United States v. Strazecpyzel,

에서 필적 감정 결과는 과학적 증거라기보다는 기술적 증거에880F.Supp. 1027(S.D.N.Y.1995).} ,

해당하므로 그 허용성을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Daubert . , KUMHO

사건 이후인 년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역시 필적 감정 결과가 불법약물 거래 등 공소사실에 대한TIRE 2001

증거로 제출된 사안 에서 제출된 필적 감정{United States v. Saelee, 162F.Supp.2d 1097(D.Alaska)} ,

결과는 기준에 의할 경우 그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로서의 허용성을Daubert

부정하였다상세한 내용은 권창국 자연과학적 증거에 의한 개인 식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 ,

박사학위논문 쪽 쪽 참조, 2005. 140 ~142 ),

260) 이러한 분위기는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의 유전자 감식. , , ,

결과의 증거능력에 관한 상세한 논의로는 강인숙 형사절차에서 분석에 대한 규범적 통제 전북대학교, DNA ,

박사학위논문 쪽 쪽 참조, 2004. 2. 183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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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관한 이론적 근거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그,

시행의 역사가 짧고 분석재료의 수집 보관 검사기법 등 감식과정에서, ,

지켜야할 보편적인 규범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검사기법,

역시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발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실제, , ,

감식과정에서는 분석재료의 수집과 보관 검사기법 감정인의 능력, ,

등에 따라 그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전자.

감식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감정인이①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경험과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감정자료는 적절히 관리되어 보전되어야 하고 감정에 사용될 정도로,

양적으로 충분하여야 하며 검사기법은 그 당시 일반적으로 확립된, ③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④

조작과 검사 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심이 채택한 위 유전자감식결과는 검사 및 분석에 참여한, …

감정인의 자격 및 감식경험 추출 및 보전과정 실험에 사용된, DNA ,

의 양 검사기법 및 이에 대한 분석과정 등에 비추어 그 증거DNA ,

능력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262)263)

261)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선고 노 판결 다만 위 재판부는 위와 같이 유전자 감식 결과의1997. 12. 5. 97 58 ; ,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이 막연하고 유전자 감식 결과가, ,

기초하고 있는 통계 방법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증명력을 배척하고 심과 달리1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62) 참고로 증거능력이 아닌 증명력의 관점에서 유전자 감식 결과의 증명력을 판단한 대법원 판결 개를, 3

소개한다 위 대법원 판결 중 개는 형사 판결로서 를 연상시키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 , Frye test .

나머지 판결 개는 가사 인지소송에서 유전자 감식 결과가 증거로 제출된 사안들인 바 우리 법제는2 ,

미국과 달리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다소

반감된다. ①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7. 5. 10. 2007 1950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 조가‘ 308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특히,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DNA ,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 할

것이고 특히 유전자형이 다르면 동일인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유전자감정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전문지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범인의 그것과 상이하다는 감정결과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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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에 해당한다.’ ② 대법원 선고 므 판결2005. 6. 10. 2005 365 인지‘

소송은 부와 자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는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도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 한편 혈연상의 친자관계라는,

주요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있어서는 부와 친모 사이의 정교관계의 존재 여부 다른 남자와의 정교의, ,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가 자를 자기의 자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이 존재하는지 여부, ,

부와 자 사이에 인류학적 검사나 혈액형검사 또는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 주요사실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인시키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경험칙에 의한 사실

상의 추정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증명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혈액형검사나,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증명방법은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된다. ③ 대법원 선고 므 판결2002. 6. 14. 2001 1537

원심은 원고의 생모인 소외 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의’ , 1 1997. 9. 30. 2( ' ' )

사실상 혼인관계 중에 원고를 수태하고 원고를 출산하였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친생자라는1997. 12. 5.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 호증의 내지 제 심 증인 이성준의 증언, 5 1 11, 1 ,

원심법원의 주식회사 아이디진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원심의 감정촉탁결과라고 한다만으로는 이를( ' ' )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 . ⓐ

서울대학교병원장담당교수 이정빈은 제 심법원의 감정촉탁을 받고 망 소외 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 1 , 3 (

참가인이라 한다이 그들의 자녀들인 소외 및 망인의 친부모이고 소외 가 원고의 친모라는 전제' ' ) 4, 5, 6 1

하에서 상염색체 유전자 개를 검사하여 그 중 변별력 있는 유효 유전자좌유전자자리 개를 비교한, 27 ( ) 13

결과 그 중 개의 유전자좌상에서 나타난 원고의 부성인자 는 망인의 망부 인 소외 와3 ( ) ( ) 3父性因子 亡父

망인의 친모인 참가인의 유전자형에서 볼 수 없는 것임이 확인되고 개의 유전자좌 비교에서 돌연변이가, 13

발생할 가능성은 최대 개를 넘지 못하므로 결국 원고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2 ,

감정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아이디진은 원심법원의 감정촉탁을 받고 성염색체는 모계로 유전된다는. , , Xⓑ

특성을 이용하여 원고와 참가인의 성염색체에서 짧은 염기순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인X STR(Short

개에 대하여 대립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원고의 유전자 특징에서 어머니인 소외 의Tandem Repeat) 18 , 1

대립유전자를 제외하여 얻은 부계 대립유전자 일체가 참가인의 유전자 특징에 포함되었고 혈연이( ) ,父系

없는 두 사람 사이에 개의 에서 대립유전자가 우연히 일치될 가능성은 명의 임의의 한국인18 STR 59

여성의 유전자 특징을 모의실험으로 분석한 결과 유전자 특징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 쌍 가운데1,711

건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위 회사의 자 감정사실 수정건 회신에 의하면 쌍 중 건1 ( 2001. 1. 19. 1,711 1 ,

쌍 중 건이 우연히 일치함을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위11,175 6 , 1

표현은 착오로 보인다 원고는 참가인의 친손녀이고 따라서 망인의 친딸이라고 감정하였다 이 사건과), . ⓒ

같은 유전자감정을 통한 친자 감별에 있어 서울대학교병원이 채택한 상염색체유전자 감정방법은,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온 방법이고 감정을 담당한 이정빈이 속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은,

경부터 약 건 정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친자감정을 해 왔으며 주식회사 아이디진이 채택한1991. 1,500 ,

성염색체의 을 이용한 감정방법은 이 사건에 있어 최초로 채택된 것이다 혈연상의 친자관계라는X STR . …

주요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있어서는 부와 친모 사이의 정교관계의 존재 여부 다른 남자와의 정교의, ,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가 자를 자기의 자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이 존재하는지 여부, ,

부와 자 사이에 인류학적 검사나 혈액형검사 또는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 주요사실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인시키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증명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혈액형검사나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증명방법은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감정촉탁결과는. …

염색체 유전자좌 검사방법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감정방법의X ,

전제가 되는 이론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다가 그 감정 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망인의,

어머니인 참가인 사이에서 개의 에서 대립유전자가 전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가까운18 STR

혈연관계가 아닌 두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은 일치가 나타날 확률은 쌍 중 쌍으로서 에11,175 6 0.0005369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그 감정 결과를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방법에 의하여 만약 원고와. ,

참가인의 염색체가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이는 참가인과 망인 사이에 친모자관계가 없는 경우X , ,

망인과 원고 사이에 친부녀 관계가 없는 경우 또는 그 양자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가 될 것이지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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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이 제시한 과학적 증거로서의 증거능력 심사 기준은 유전자

감식 결과가 전제하고 있는 과학적 이론의 타당성은 일반적으로 승인

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하면서도 그 이론을 구현한 검사 기법의

타당성과 그 기법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서의 정확성 등을

증거능력의 인정 요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 심사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감정촉탁결과는 원고와 참가인의 염색체가 동일하고 그것이 혈연관계 없이 우연히 일치할 확률이 에X , 0

가까우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친손녀가 틀림없다고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감정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인정된다면 망인은 당연히 참가인의 친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친자임이 증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원심은 위와 같은 감정방법이 이 사건에서 최초로 채택된 방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였으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감정방법이 전혀 근거 없는 방법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위 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그 감정방법이 과연 과학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더

깊은 심리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이 제 심의 감정촉탁결과만에 의하여 원심의· ). , 1

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고 원고가 망인의 친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로 삼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선뜻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망인과 원고 사이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

배제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한 제 심의 감정촉탁결과는 상염색체유전자좌 검사방법에 의한 것으로서1 ,

이는 망인과 망 소외 의 유전자형을 모르는 상태에서 망인과 그 형제들인 소외 이 모두 망 소외3 4, 5, 6

와 참가인의 친자들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따라서 소외 또는 망 인 중3 , 4, 5, 6 ㅠ

어느 한 사람이라도 망 소외 또는 참가인의 친자가 아니라면 망인의 형제들인 소외 과 참가인의3 4, 5, 6

유전자형으로부터 추정한 망인의 유전자형은 사실과 다르게 되므로 그와 같은 전제조건이 되는 자연적,

혈연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행된 제 심의 감정촉탁결과는 실체적 사실에1

부합하지 않게 된다망인과 그 형제들의 부모가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수행된 제 심의( 1

감정촉탁결과는 거꾸로 만일 원고가 망인의 친자라고 가정하여 그 결과를 역으로 추론하면 소외, 4, 5,

중 적어도 일부는 같은 부모의 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되어 순환모순에 빠진다 호적부의 기재사항은6 ).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선고 다 판결 자 스 결정 등 참조 이는 일반적인 법률관계에1981. 12. 8. 80 3073 , 1997. 11. 27. 97 4 ),

있어서의 친족관계나 사망사실 등의 추정에 관한 것이고 위와 같은 감정방법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어떤,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서 감정의 전제되는 사실에 관하여 호적부의 추정력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그 전제되는 사실이 진실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감정방법을 원용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감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혈연관계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 심의 감정촉탁결과의 전제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그 진실 부합성을 인정한1

원심의 판단도 잘못된 것이다 인지소송은 부와 자와의 간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는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도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선고 므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우선( 1985. 11. 26. 85 8 ), ,

원고는 망인과 그 얼굴 모습이나 골상이 닮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더 심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나아가 만약 망 소외 의 유골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양질의 가, , 3 DNA

추출될 수 있다면참가인은 분묘 발굴에 동의하고 있다 원고가 망 소외 와 참가인의 손녀인지의 여부에( ), 3

관하여도 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고 또 염색체 유전자좌 감정 등을 통하여 소외 등 인이, Y 4, 5, 6 3

친형제들인지에 관하여도 더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적절한 증거조사방법에 의하여,

제 심의 감정촉탁결과가 그 전제로 한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음도1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263) 이 밖에 유전자 감식 결과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지 않고 간접증거로서의 증명력을 다룬 판례로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2006. 7. 7. 2005 6115 , 2001. 8. 21. 2001 2823 , 1994. 11. 8.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94 1943 , 1994. 9. 13. 94 1335 , 1994. 1. 28. 93 295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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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것이다.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판단3.

가 서설.

디지털 증거는 그 자체로 가독성 가시성이 없으므로 수집 분석, , ,

제출 절차 이후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하려면 과학적인 도구를 통해

영상 또는 서면의 형태로 출력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동원된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를 증거로 허용. ,

하기 위해서는 그 수집 및 분석 절차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 또는

이론의 신뢰성 그 원리 또는 이론을 구현한 기술의 신뢰성 기술, ,

적용의 구체적 타당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즉 과학적 증거로서의. ,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신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264)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당해 디지털 포렌식, 265)

절차가 전제하고 있는 과학적 이론 또는 원리가 유효해야 하고 둘째,

그 이론을 적용하는 기술이 유효해야 하며 셋째 그 기술이 특정,

사건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위 세 요소 중 첫 번째 두 번째. ,

요건 즉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전제하고 있는 과학적 이론이나, ,

기술의 유효성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나 분석관이 사용하는 디지털

포렌식 도구 장비와 소프트웨어 의 일반적 작동(digital forensics tool, )

원리 기능 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세 번째 요건은 디지털 포렌식, , ①

264) 다만 최근 고도의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증거와 디지털 증거는 법과학적 측면에서 동일점과 함께, DNA

차이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법과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증거와 디지털 증거의. DNA

동일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김종섭 디지털증거의 신뢰성 보증 모델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2003.

쪽 쪽 참조61 ~ 68

265) 정익래 홍도원 정교일 디지털 포렌식 기술 및 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쪽에 의하면 디지털, , , , , 2007. 2. 98

포렌식은 정보기기에 내장된 디지털 자료를 근거로 삼아 그 정보기기를 매개체로 하여 발생한 어떤‘

행위의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증명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는 증거수집 증거분석 증거제출의 단계로, ,

구분되고 분야에 따라 컴퓨터 포렌식 나 와 같은 운영체제를 탑재한 범용 컴퓨터를 대상으로, (Windows Unix

하는 디지털 포렌식 임베디드 또는 모바일 포렌식핸드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나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 , ,

와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네트워크 포렌식 컴퓨터나 핸드폰과 같은 통신PDA ), (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통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런 통신 디바이스에서 네트워크 정보 사용자 로그, , ,

인터넷 사용 기록 등과 같은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포렌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한다 전상덕) . ; ,

홍동숙 한기준 디지털 포렌식의 기술 동향과 전망 정보화정책 년 겨울호 쪽 쪽은 디지털, , , 2006 . 3 ~ 8

포렌식의 정의 및 그 분야를 보다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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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가 사용 당시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는지 여부 디지털 포렌식, ②

도구를 사용하여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한 사람 즉 디지털, ,

포렌식 수사관 또는 분석관이 전문가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266), ③

위 전문가들이 위 도구를 이용하여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각각 그에 대한 신뢰성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은. ,

결국 디지털 포렌식 도구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또는 분석관 의( )

신뢰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267) 이 장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미국과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디지털 포렌식 도구의 신뢰성.

디지털 포렌식 도구의 종류(1)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컴퓨터 포렌식 증거 수집 및 분석 소프트

웨어는 사의 와 사의Guidance Software EnCase AccessData Forensic

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는 모바일 기기에 대한Toolkit . Paraben

266) 이는 과학적 증거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전문가증인 일반에 요구되는 요건이다 참고로 미국, . ,

연방증거규칙 제 조는 전문가증인의 적격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702 .

Rule 702. Testimony by Experts

If scientific, technical, or other specialized knowledge will assist the trier of fact to understand the

evidence or to determine a fact in issue, a witness qualified as an expert by knowledge, skill,

experience, training, or education, may testify thereto in the form of an opinion or otherwise, if

(1) the testimony is based upon sufficient facts or data, (2) the testimony is the product of

reliable principles and methods, and (3) the witness has applied the principles and methods

reliably to the facts of the case.

267)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는 증거의 허용성의 한 요건인 진정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901 ,

제 조 는 제출된 어떤 증거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보조증거의 한 예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901 (b) (9) ‘

내는 절차 또는 시스템을 설명하는 증거로서 그 절차 또는 시스템이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를 예시하고 있다 위 조항에 의하면 디지털 시스템과 그에 대한 포렌식 절차의 신뢰성을,’ . ,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그 디지털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다.

Rule 901. Requirement of Authentication or Identification

(a) General provision. The requirement of authentication or identification as a condition precedent

to admissibility is satisfied by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a finding that the matter in

question is what its proponent claims.

(b) Illustrations. By way of illustration only, and not by way of limitation, the following are

examples of authentication or identification conforming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rule:

(9) Process or system. Evidence describing a process or system used to produce a result and

showing that the process or system produces an accurat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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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석가들을 위해서 등의 소프트웨어와Cell Siezure, PDA Siezure

각종 휴대용 기기와의 연결을 지원하는 툴박스 형태의 상용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메모리를 직접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개발,

하여 제공한다.268) 우리나라 검찰에서는 통합 포렌식 전문 도구인 위

와 자체 개발한EnCase D.E.A.S.(Digital Evidence Analysis System For

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Computer System) .

있는 컴퓨터 포렌식 도구 중의 하나인 는 년대에 개발되어EnCase 1980

현재까지 버전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는 컴퓨터 포렌식 증거. EnCase

수집 및 분석 프로그램으로 사법기관의 요구조건을 기반으로 하여

설계된 툴로서 의 주요기능은 증거자료의 무결성 보장 유연한, EnCase ,

이미지 추출 방법 제공 정확한 시간대 추적 삭제된 파일 폴더 및, , ,

비할당 클러스터 영역 검색 및 복구 컴퓨터 포렌식 결과 보고서 작성,

기능 등이 있다 검찰청에서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은. D.E.A.S.

디지털 증거의 획득 및 무결성 검증 기능을 제공하며 파일 복구

기능과 파일 슬랙에 대한 검색 변조 확장자 검색 암호파일 검색 등을, ,

제공하고 있다.269) 포렌식 툴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270)

268) 정익래 홍도원 정교일 디지털 포렌식 기술 및 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쪽, , , , , 2007. 2. 103

269) 김윤희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및 분석 실무 매뉴얼 대검찰청 쪽, , , 2009. 41

270) 정익래 홍도원 정교일 디지털 포렌식 기술 및 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쪽 표를 인용한, , , , , 2007. 2. 103

것이다 보다 더 다양한 디지털 포렌식 도구 분류는 탁희성 이상진 디지털증거분석도구에의한증거수집. ; , ,

절차및증거능력확보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쪽의 표아래 또는 전상덕 홍동숙 한기준, , 2006. 129 ( ) , , ,

디지털 포렌식의 기술 동향과 전망 정보화정책 년 겨울호 쪽 쪽 또는 송정환 디지털증거의, 2006 , 8 ~ 11 ,

수집분석 전문 역량 및 취급과 이해 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 대검찰청한양대학교 쪽 쪽 각 참조, , 2006. 10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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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먼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위 프로그램에 대한Encase

미국 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본다.

프로그램의 신뢰성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의와 판례(2) Encase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분석에 이용되는 프로그램의Encase

신뢰성을 검증한다는 것은 결국 디지털 증거의 전제가 되는 과학적

이론 또는 원리와 그 이론이 구현된 기술의 유효성을 검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먼저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판단 기준에 관한. ,

와 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에 의하면Frye test Daubert test . Frye test

프로그램에 적용된 과학적 이론과 기술의 유효함이 관련Encase

과학계의 일반적인 승인을 얻은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에, Daubert test

의하면 그 이론이나 기술이 검증 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과거, (test)①

로부터 검증되어 왔는지 여부 또는 그 이론이나 기술이 출판되어②

해당 과학계의 동료들로부터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 또는 그③

이론이나 기술을 평가함에 있어 잘 알려진 또는 잠재적인 오류율을

고려하거나 또는 그 기술의 적용 과정을 규율하는 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일반적 승인 이‘ ’④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각각 프로그램의 신뢰성 여부를Encase

판단하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 프로그램의 신뢰성에 대한. Encase



개정 형사소송법 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 부산지검 박혁수, 09. 7.

- 124 -

검증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을 비롯한. , Encase

디지털 포렌식 도구의 검증을 위해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에서는 디지털(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포렌식 툴 검증 프로젝트를(Computer Forensics Tools Testing, CFTT)

시행하고 있는데 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툴의 검증 및 평가, CFTT

방안을 제시하고 그 평가 결과 보고서를 미국의 국가사법연구원,

과 함께 공동으로 발간하여 검사(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NIJ) ,

변호사 컴퓨터 범죄 수사관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를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객관성 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

있다고 한다.271) 에서 개발한 평가방법은 기술적 경우의 수를CFTT

거의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다 또한 현재.

세계 각국에서 디지털 포렌식 도구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제한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이미 여러 국제표준을 제정하였던 에서 개발한NIST

평가방법은 디지털 포렌식 도구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CFTT

준수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한다.272) 프로그램에Encase v3.20

대한 위 프로젝트의 년 시험 결과 분석 보고서는 매우 인상적2003

인데 위 보고서는 위 프로그램의 영상 엔진에 거의 아무런 결함이,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273)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많은Encase

간행물에 의해서도 신뢰성 있는 디지털 포렌식 도구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274) 세계의 수많은 법 집행기관과 업체들이 Encase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매년 명 이상의 개인이, 3,500 Encase

프로그램 사용 교육을 교육받고 있다고 한다 비록 미국 법원의 일부.

사건에서 프로그램의 신뢰성이 도전받기도 하였지만 위와Encase ,

같은 광범위하고 일반적 인정은 보다 엄격한 에 의해서도Frye test

충분히 그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1) 정익래 홍도원 정교일 디지털 포렌식 기술 및 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쪽, , , , , 2007. 2. 103 ;

272) 위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ftt.nist.gov 또는 탁희성 이상진 디지털증거분석도구에, ,

의한증거수집절차및증거능력확보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쪽 쪽 참조, , 2006. 130 ~ 139

273)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보고서 원문 http://www.ncjrs.gov/pdffiles1/nij/200031.pdf 참조

274) 노명선 전자적 증거의 실효적인 압수수색 증거조사 방안 연구 대검찰청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 , , , 2007.•

쪽 쪽 참조69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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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피고인Sanders v. The State of Texas Roger Lee

는 아내의 남편 소생인 피해자를 여러 해에 걸쳐 성폭행 한Sanders 前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면서.

그녀에게 보여주었다는 아동포르노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복구

하여 증거로 제출하고 그 복구 업무를 담당한 를 증언, Jessie Lee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 1 .

이에 대해 제 항소법원은 과학적 이론으로부터 파생된Texas 10 ‘

증거는 그 배경이 된 원리나 기술이 유효하고 사건에 적절하게 적용,

되어야만 증거로 허용될 수 있다 가 컴퓨터 전문가로서. Jessie Lee

자신의 경험에 대해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와 같은, Encase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포르노 사진을 복구한 과정에 대해 증언하였다.

프로그램은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잡았고 이에 대한 글들도Encase ,

있다 의 증언은 전문가 증언으로서 자격이 있다 라고. Jessie Lee .’

판시하였다.275) 사건에서 피고인 는 아동Williford v. State Williford

275) Sanders v. The State of Texas, 191 S.W.3d 272(Tex. 10th App. March 8, 2006) '(Expert Testimony)

In his third issue, Sanders complains of the trial court’s admission of expert testimony from Jessie

Lee, the State’s forensic computer examiner who recovered the child pornography from computer

media found in Sanders’s apartment. Sanders asserts that the State failed to show that the

testimony was sufficiently reliable. To be reliable, evidence derived from a scientific theory must…

satisfy three criteria: (a) the underlying scientific theory must be valid; (b) the technique applying

the principle must be valid; and (c) the technique must have been properly applied on the particular

occasion. Factors affecting the trial court’s proper determination of these three criteria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 (1) the extent to which the underlying scientific theory and technique are

accepted as valid by the relevant scientific community, if such community can be ascertained ; (2)

the qualifications of any expert testifying ; (3) the existence of literature supporting or rejecting the

underlying scientific theory and technique ; (4) the potential rate of error of the technique; (5) the

availability of other experts to test and evaluate the technique ; (6) the clarity with which the

underlying scientific theory and technique can be explained to the court ; and (7) the experience

and skill of any person who applied the technique on the occasion in question. Lee, a certified

peace officer and criminal investigator for the district attorney for four years, said that he performs

computer forensic analysis daily. He had over 600 hours of training in his field, had attended

various training programs in his field, and, at the time of trial, was certified by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uter Investigation Specialists. His training included software programs like

EnCase and Forensic Toolkit. EnCase is a “field standard” for forensic computer examination;

treatises about EnCase have been published. Lee explained that when he takes a hard drive from a

computer, he uses a program like EnCase to automate the task of searching and finding the files

on it. An image of the drive is taken; the files are copied, and EnCase validates the copy by an

“MD5 hash,” a 128-bit algorithm that verifies the image. The MD5 hash is essentially a “digital

fingerprint” of a drive, and if the hash values match, Lee said that “basically there’s no chance”

that an error occurred in making an exact duplicate of the original computer file. Lee used EnCase

on computer files taken from Sanders’s computer. EnCase indexed the files, and Sanders was 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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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 사진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 측은 경찰관 가. Owings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찾아낸 아동포르노Encase

사진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경찰관 를 증언하게 하였다, Owings .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전문가로 신뢰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경찰관이, ,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사진 파일을 찾아Encase

냈다면 그 사진 파일과 경찰관의 증언 모두 믿을 수 없다고 주장

하였다 피고인은 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항소하였다 이에 대해. 1 , .

텍사스 제 항소법원은 경찰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전문가로11 , ‘

인정받고 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만들고. Encase mirror ,

그 이미지 파일에서 이 사건의 증거가 된 파일을 뽑아낸 과정을 증언

하였다 위 경찰관의 증언은 신뢰할 만하다 라고 판시하였다. .’ .276)277)

to retrieve deleted files containing child pornography from Sanders’s computer. We find that the

trial court did not abuse its discretion in admitting Lee’s testimony and the evidence from Sanders’s

computer in the punishment phase.'

276) Williford v. State, 127 S.W.3d 309, 312-13 (Tex. 11th App. Eastland 2004, pet. ref’d)—

‘(Admissibility of Images Copied By Using EnCase) Detective Owings used EnCase to copy the data

stored on appellant’s hard drive onto another hard drive. The State‘s Exhibit Nos. 1 - 32 and 34 -

36 were not printed from appellant’s computer. Rather, Detective Owings printed them from the

Amirror image@ of appellant's hard drive that he made using EnCase. Appellant argues that the

State did not present the proper predicate for the admission of the exhibits because Detective

Owings was not qualified as an expert to testify regarding the scientific theory or technique used

to develop EnCase or the reliability of EnCase. Therefore, appellant argues that the exhibits should

have been excluded under Kelly v. State, supra. The State argues that Detective Owings‘s

testimony satisfied the Kelly criteria. Alternatively, the State asserts that expert testimony was not

necessary to establish the admissibility of its exhibits. In this regard, the State contends that

EnCase is the equivalent of a photocopier for computers; that the user of EnCase does not have

to be an expert on its scientific theory, scientific technique, or reliability to operate it properly; and

that the user, much like a person pushing a photocopier button, enters keyboard commands

causing EnCase to copy the contents of a hard drive. We need not address the State’s alternative

argument because an analysis of Detective Owings‘s testimony under Kelly disposes of appellant’s

first issue. Kelly provides that, to be reliable, evidence derived from a scientific theory must

satisfy three criteria: (a) the underlying scientific theory must be valid; (b) the technique applying

the principle must be valid; and (c) the technique must have been properly applied on the

particular occasion. Kelly v. State, supra at 573. Factors that affect the trial court's proper

determination of these three criteria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1) the extent to

which the underlying scientific theory and technique are accepted as valid by the relevant scientific

community, if such community can be ascertained; (2) the qualifications of any expert testifying;

(3) the existence of literature supporting or rejecting the underlying scientific theory and technique;

(4) the potential rate of error of the technique; (5) the availability of other experts to test and

evaluate the technique; (6) the clarity with which the underlying scientific theory and technique can

be explained to the court; and (7) the experience and skill of any person who applied the

technique on the occasion in question. Kelly v. State, supra. We review the trial court's decision

as to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under an abuse of discretion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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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신뢰성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의와 판례(3) Encase

앞서 보았듯이 우리나라 수사실무에서도 프로그램은 디지털Encase

증거의 수집 및 분석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디지털 포렌식 도구

이지만 그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논쟁은 학계에서는 물론 법정에서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278) 이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증거 자체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사건이 적을 뿐만 아니라 위 프로그램이 이미,

세계의 법원들에 의해 표준적인 디지털 포렌식 도구로 인정되고 있어

그 전제가 되는 이론이나 기술의 정확성을 비난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건에 적절히 적용되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오히려

소송상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포렌식.

도구의 신뢰성은 소위 일심회 사건에서 다투어 진 적이 있다 위‘ ’ .

사건에서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물건들의 증거능력이

문제되었는데 변호인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 ,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수사기관이 출력하여 제출한 문건들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검찰이 위 저장매체의 데이터가 본래 존재하였던 상태와 전혀)

다름이 없이 수집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위 디지털 증거의 분석처리

과정에 대한 신뢰성에 대하여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이,

법원의 검증절차에 참여 하여 이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증인 정 의○○

디지털 증거 분석능력과 그 증언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위 문건들은,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는 주장에 대하여.’ , 심 법원1 279)은

277) 이 밖에도 을 이용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의 신뢰성이 다퉈진 사건으로Encase tool Mathew Dickey v.

Steris Corporation, No. 99-2362-KHV(D. Kansas) ; Taylor v. State, 93 S.W.3d 487 (2002 Tex.App) ;

United States v. Habershaw, 2001 WL 1867803 (2002 D.Mass.) ; People v. Merken, case no

1815448 (May 1999 Calif. Sup.Ct., San Francisco) ; State of Nebraska v. Nhouthakith, Case No.

CR01-13, District Court of Johnson County, Nebraska ; Kucala Enterprises, Ltd. v. Auto Wax Co.,

Inc., 2003 WL 21230605 (N.D.Ill., May 27, 2003) ; United States v. Greathouse, 297 F.Supp.2d 1264

(D.Or. Oct. 20, 2003) ; State of Ohio v. Anderson 2004 WL 413273 (Ohio App. 4 Dist., Mar. 2,

2004). ; People v. Rodriguez, Sonoma County, California Superior Ct, no. SCR28424 ; State of

등이 있다Washington v. Leavell, Okanogan County, Washington Superior Ct. no. 00-1-0026-8 .

278) 다만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의 기능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송정환 디지털, Encase . ,

증거의 수집분석 전문 역량 및 취급과 이해 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 대검찰청한양대학교 쪽, , 2006. 15 ~‧ ‧
쪽 참조48

279)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고합 고합 병합 고합 병합2007. 4. 16. 2006 1365, 2006 1363( ), 2006 1364( ), 2006

고합 병합 고합 병합 판결1366( ), 2006 1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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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컴퓨터 디스켓 등‘ 디지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컴퓨터기록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무체정보인,

컴퓨터기록 그 자체로서는 가시성과 가독성이 없으므로 법원에서의

검증절차를 통해 디지털 저장매체에 수록된 컴퓨터기록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고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의 검증절차를 통해 디지털 저장매체에,

수록된 컴퓨터기록의 내용이 출력된 문건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한편 컴퓨터기록의 증거능력이. , 인정되기 위해서는,

컴퓨터기록이 입력된 후 법원의 검증절차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 기록의 보관상황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디지털 저장매체에 보존된 데이터를 하드카피‘ ’ 또는 이미징 한‘ ’

매체가 법원의 검증에 사용될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한 매체 사이의 데이터의‘ ’ ‘ ’ 동일성이 증명

되어야 한다 또한. 검증과정에 이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처리 출력의 각 단계에서의 컴퓨터, ,

처리과정의 정확성 조작자의, 전문적 기술능력 등이 갖추어질 때,

컴퓨터기록은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법원의 검증절차를 통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검증조서 증인. , ,

정 의 증언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압수물인 각 원본 디지털 저장매체는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압수된 후

그 자리에서 봉인되었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위 압수물에,

대하여 카피 작업을 하거나 이미징 작업을 하기 위해 봉인을 해제하는

과정과 작업을 한 후 재봉인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압수물의 봉인 및 봉인해제 재봉인시에 항상 피고인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았고 위 압수물을 포장한 밀봉 봉투 개폐 부분에도 피고인들의,

서명무인을 받았으며 봉인 및 봉인해제 재봉인의 전 과정을 캠코더로, ,

녹화한 사실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액세스할 경우 원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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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일어나게 되므로,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쓰기방지

장치를 사용하고 이미징 장비를 통해 이미징 작업을 하였고‘ ’ 그렇게,

작성된 이미지가 법원에서의 검증 절차의 대상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 이미지 파일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엔케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되었는데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의,

해쉬값과 이미징 작업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 파일의 해쉬값은 동일한

점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피고인들의 주거지. ,

또는 사무실 등에서 압수된 각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들은 피고인들의

참여 하에 이미징 작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봉인되어

있었으므로 압수된 이후 법원에서의 검증 절차에 이르기까지, 보관

과정의 신뢰성이 인정되고 또한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과 이미지,

파일 사이에 디지털 기기 등의 데이터가 서로 일치함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해쉬값이 동일하므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이미지 파일 사이의 데이터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한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이 법원의 전자법정시설 및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원의 검증절차가 이루어졌는바 검증,

당시 규격에 적합한 컴퓨터와 인케이스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검증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처리 출력의 각 단계에서의 컴퓨터 처리과정의 정확성, , , ,

조작자의 전문적 기술능력 등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보이고 달리 그,

요건의 흠결을 의심하거나 신뢰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며,

위와 같은 검증절차를 거쳐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이미징한 파일에,

수록된 컴퓨터파일의 내용이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수사

기관이 출력하여 제출한 문건들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

되었으므로 앞서 본 증거의 요지 란에, ‘ ’ 거시된 문건들은 증거능력이

적법하게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서 밑줄 친 부분이 위 사건에.‘ .

사용된 디지털 포렌식 도구의 신뢰성에 관한 부분인데 변호인도 그,

도구 주로 프로그램 에 적용된 과학적 이론이나 원리 기술에( Enca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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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문제 삼기보다는 주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전문가 적격과

당해 사건에서 과연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주로 문제 삼고 있고 이에 대한 법원의 결론도 디지털 포렌식,

도구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시 없이 단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라거나 규격에 적합하다 라고만 판시하면서‘ ’ ‘

그 신뢰성을 인정하고 있다 위 사건의 심 판결. 2 280)을 보면,

변호인이나 심 법원 모두 디지털 포렌식 도구의 신뢰성에 대해서는2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281) 위 사건의 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2

피고인 모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 282)은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의 증거 능력에 대하여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된 이후

문건 출력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하고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280) 서울고등법원 선고 노 판결2007. 8. 16. 2007 929

281) 변호인은 항소이유로 단순히 국가정보원에서 최초 이미징 작업 시 해쉬값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증인‘

정 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정보원에서 차로 진행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식 복구1○○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원본 매체의 변경 가능성이 존재하고 검사가 국가정보원에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식 복구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된 입증을 아니한 이상 검찰에서 차로 진행된, 2

포렌식 복구 수사로써 독립적으로 디지털 원본 매체의 무결성을 절차적으로 기술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검찰 수사관인 증인 정 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거의 혼자서 이 사건 디지털 증거에 대한, ○○

분석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정 혼자서 검찰 수사기간 내에 이 사건 디지털 증거를 분석처리한○○ ․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디지털 증거 처리의 결과를 신뢰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 포렌식 복구 과정에 대한,

전문가가 별로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검찰 이미징 작업은 정 의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신뢰성을 배척해야 마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압수물인 원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 내용이 원래의 데이터 내용과 다름없이 수집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문건은 증거능력이 없다 라고만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심 법원도 단순히 위 인정사실과, .’ , 2 ‘

같이 국가정보원에서 위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 봉인 봉인 해제 및 복제를 할 때 항상 해당 피고인, ,

측에서 입회하여 그 과정을 확인한 이상 국가정보원에서 위 디지털 저장매체를 복제할 때 해쉬값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디지털 저장매체에 담긴 파일의 내용이 국가정보원의 수사과정에서,

변경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되어 증거로 제출된. ,

문건의 내용과 위 디지털 저장매체에 담겨 있던 원래의 자료 내용의 동일성에 대하여 원심은 위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적법한 검증절차를 거친 다음 원심 판결문 제 쪽부터 쪽까지 설시한 바와 같은267 269

근거를 들어 위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이미징한 파일에 수록된 컴퓨터 파일의 내용이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수사기관이 출력하여 제출한 문건들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라고만 판시하였다.’ .

282)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7. 12. 13. 2007 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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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이미징 한 매체로부터 문건이 출력된 경우에는 디지털‘ ’‘ ’․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이미징 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 ’․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법원 감정을 통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

혹은 하드카피 이미징 한 매체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 ’․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

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 ․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

국가정보원에서 피고인들 혹은 가족 직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원심,

판시 각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한 다음 입회자의 서명을 받아

봉인하였고 국가정보원에서 각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조사할 때 피고인들 입회하에 피고인들의 서명무인을 받아 봉인 상태

확인 봉인 해제 재봉인하였으며 이러한 전 과정을 모두 녹화한 사실, , , ,

각 디지털 저장매체가 봉인된 상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된

후 피고인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봉인을 풀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미징 작업을 하였는데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의 해쉬 값과 이미징 작업을 통해 생성된 파일의 해쉬 값이(Hash)

동일한 사실 제 심 법원은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이 모두 참여한, 1 ,

가운데 검증을 실시하여 이미징 작업을 통해 생성된 파일의 내용과

출력된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출력된 문건은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되었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라고 판시하였다.‘ .

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신뢰성.

미국에서의 논의와 판례(1)

디지털 증거를 수집 분석 제출하는 과정에 다양한 과학적 또는, ,

기술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그 과정에 관여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신뢰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당연히 그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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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신뢰성에 의문이 발생할 경우 미국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전문가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게 된다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는 과학적 기술적 기타 전문적 지식에 관하여702 ,

사실인정자 앞에서 증언하게 되는 전문가 증인은 지식 기술 경험, , ,

훈련 교육 등에 의해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에만 의견의 형태로,

증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83)284) 위 규정에 의하면 전문가로,

증언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 컴퓨터 관련 학위를 받은 정도와 같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질 필요 없이 경험이나 훈련 등에 의해서는

그 자격을 갖출 수도 있다.285) 위와 같이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

제출 절차에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전문성은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사건Gates Rubber Co. v. Bando Chemical Indus., Ltd. 286)에서

디지털 증거를 제출한 일방당사자의 디지털 증거 분석관이 디지털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 당시 이미 활용 가능하였던 디스크 이미지를

만드는 대신 통상적인 파일 복사 방법 을 이용하는 바람에(file to file)

283) Rule 702. Testimony by Experts

If scientific, technical, or other specialized knowledge will assist the trier of fact to understand the

evidence or to determine a fact in issue, a witness qualified as an expert by knowledge, skill,

experience, training, or education, may testify thereto in the form of an opinion or otherwise, if (1)

the testimony is based upon sufficient facts or data, (2) the testimony is the product of reliable

principles and methods, and (3) the witness has applied the principles and methods reliably to the

facts of the case.

284) 미국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양성 제도에 관하여는 임종인 경찰의 차세대 디지털 포렌식 기반 구축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공학전문대학원 치안정책연구소 쪽 쪽 참조, , , 2008. 1. 36 ~ 71

285) 이에 따라 적절히 훈련된 수사기관의 수사관도 전문가로 증언할 수 있다고 한다 노명선 전자적 증거의. ; ,

실효적인 압수수색 증거조사 방안 연구 대검찰청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쪽· , , , 2007. 101•

286) Gates Rubber Co. v. Bando Chemical Indus., Ltd. 167 F.R.D 90(D.C. Col., 1996). ; EnCase® Legal

쪽Journal, Guidance software, 2008. 1., 9 Courts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mputer

forensic investigations to authenticate computer evidence. Gates Rubber Co. v. Bando Chemical

Indus., Ltd.,13 is a particularly important published decision involving competing computer forensics

expert testimony, where the court essentially defines a mandatory legal duty on the part of litigants

or potential litigants to perform proper computer forensic investigations. There, one party’s examiner

failed to make a mirror image copy of the target hard drive and instead performed a “file-by-file”

copy in an invasive manner, resulting in lost information.14 The opposing expert noted that the

technology needed for a mirror image backup was available at the time (February 1992), even

though not widely used. In its ruling issuing harsh evidentiary sanctions, the court criticized the

errant examiner for failing to make an image copy of the target drive, finding that when processing

evidence for judicial purposes a party has "a duty to utilize the method which would yield the most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complete and accurate results."15 ; , ,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2006.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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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정보가 손실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소송,

당사자는 적정한 컴퓨터 포렌식 절차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고 사건, Bray v. Bi-State Development Corp. 287)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관은 포렌식 절차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앞서. ,

보았듯이 컴퓨터에 고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전문가로서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United States v.

사건Scott-Emuakpor 288)에서 피고인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수행한

미국 재무부 특별수사국 요원이 스스로 자신이 디지털 포렌직 분야

에서 전문가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로서 증언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어느, ‘

쪽 증인이라도 컴퓨터 장비를 조사하거나 그 조사의 결과들을 증언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문제는 증인들이 예를 들어 정교한. ,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드 드라이브나 집 드라이브에. , (zip)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여부다 분명히. ,

그들은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내용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기술이

있었을 것이다 재무부 비밀 수사요원이 스스로 자신이 컴퓨터 포렌직.

분야의 전문가가 아님을 인정하였다는 사실은 법원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라고 판시하였고 사건.’ , Bone v. State 289)에서 피고인은 조사관의,

능력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지 않은 조사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작동하여 조사할 자격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컴퓨터 전문가만이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점검 및 유지할 수 있고 요구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옳지 않다 초기 구성과.

287)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Bray v. Bi-State Development Corp. 949 S.W. 2d 93(1997) ; ,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 2006. 228

288) 노명선 전자적 증거의 실효적인United States v. Scott-Emuakpor 2000 WL 288443 (W.D.Mich. 2000) ; ,

압수 수색 증거조사 방안 연구 대검찰청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쪽· , , , 2007. 101•

289) 노명선 전자적 증거의 실효적인 압수수색 증거조사Bone v. State 771 N.E.2d 710 (Ind. App. 2002) ; , · ,

방안 연구 대검찰청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쪽, , 2007.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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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부터 출력까지 모든 작업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운영과 시스템 사용에 대한 정확한 기술과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그 결과 출력된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자는

컴퓨터 증거의 신뢰성을 증명할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라고.’

판시하였고 사건, Galaxy Computer Services, Inc. v. Baker 290)에서

피고는 원고측 전문가 증인으로 신청된 디지털 증거 분석가의 증언을

막기 위해 원고가 신청한 전문가 증인은 컴퓨터 관련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컴퓨터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며 컴퓨터, ,

프로그래머가 아니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없으며 마이크로소프트, ,

로부터 증명서를 받기 위한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하였다.’

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증인으로 신청한, ‘

테일러의 지식 기술 경험 훈련 그리고 교육을 감안하면 그는 전문가, , , ,

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있다 컴퓨터 포렌직 분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

또는 코드를 읽고 쓰는 배경을 요구하지 않는다 테일러는 컴퓨터.

포렌직 분야에서 년 동안 일해 왔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조사5 . ,

결과물을 근거로 개의 포렌직 리포트를 작성하였으며 몇1,600~1,700 ,

개의 리포트는 이미 여러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라고 판시하였다.’ .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와 판례(2)

우리 형사소송법 제 조는 감정에 관하여 법원은 학식 경험있는169 ‘ ,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조는 감정.’ , 179

증인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

하는 경우에는 본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장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포렌식.’ . ,

절차에 관여한 감정인 또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은 감정인 또는

감정증인의 형태로 법정에서 증언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관여한 감정인 또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290) 노명선 전자적 증거의Galaxy Computer Services, Inc. v. Baker, 325 B.R.544 (E.D.Va.2005). ; ,

실효적인 압수수색 증거조사 방안 연구 대검찰청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쪽· , , , 2007.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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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전문성 이 문제될 수 있다 앞서 보았던 일심회 사건에서( ) .

변호인은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전문성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하여 심 법원1 291)은 ‘… 검증과정에 이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 입력 처리 출력의 각 단계에서의 컴퓨터, ,

처리과정의 정확성 조작자의 전문적 기술능력, 등이 갖추어질 때,

컴퓨터기록은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법원의 검증절차를 통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검증조서. , , 증인 정 의○○

증언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처리 출력의 각, , , ,

단계에서의 컴퓨터 처리과정의 정확성 조작자의 전문적 기술능력,

등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보이고 라고 판시하였고 심, ’ , 2…

법원292)은 심 법원의 판시 내용을 긍정하였으며1 ,293) 대법원294)은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된 이후 문건 출력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하고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이미징 한 매체로부터‘ ’‘ ’․
문건이 출력된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
291)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고합 고합 병합 고합 병합2007. 4. 16. 2006 1365, 2006 1363( ), 2006 1364( ), 2006

고합 병합 고합 병합 판결1366( ), 2006 1367( )

292) 서울고등법원 선고 노 판결2007. 8. 16. 2007 929

293) 변호인은 항소이유로 단순히 국가정보원에서 최초 이미징 작업 시 해쉬값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증인‘

정 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정보원에서 차로 진행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식 복구1○○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원본 매체의 변경 가능성이 존재하고 검사가 국가정보원에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식 복구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된 입증을 아니한 이상 검찰에서 차로 진행된, 2

포렌식 복구 수사로써 독립적으로 디지털 원본 매체의 무결성을 절차적으로 기술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검찰 수사관인 증인 정 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거의 혼자서 이 사건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정 혼자서 검찰 수사기간 내에 이 사건 디지털 증거를 분석처리한○○ ․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디지털 증거 처리의 결과를 신뢰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 포렌식 복구 과정에 대한,

전문가가 별로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검찰 이미징 작업은 정 의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신뢰성을 배척해야 마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압수물인 원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 내용이 원래의 데이터 내용과 다름없이 수집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문건은 증거능력이 없다 라고 주장하였다, .’ .

294)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7. 12. 13. 2007 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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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징 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 .

법원 감정을 통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 혹은 하드카피 이미징 한‘ ’‘ ’․
매체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 입력처리출력의․ ․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 라고 판시하였다‘ .295)

295) 위와 같은 문제를 예상하여 대검찰청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검증 및 분석은 원칙적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 2008. 12.

부터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인증심의위원회을 운영하고12.

있다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대검찰청 예규 호( , 437 , 2008. 12. 12.)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대검 예규 호[ ( 438 )]

제 조 디지털포렌식 수사관4 ( )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다음 호 또는 호에 해당하고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디지털1 2 3①

포렌식수사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수사기획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1.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전문가 양성과정 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국내외 컴퓨터 관련 교육과정을 개월 이상 이수한 자로서 디지털 포렌식 관련지식이2. · 4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월 이상 디지털 포렌식 수사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3. 6

디지털포렌식수사관으로 지명된 자는 매년 시간 이상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문 교육을20③

이수하여야 한다.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컴퓨터 수사 또는 디지털 포렌식 관련 교육1.

다른 국내외 국가기관 전문교육기관 또는 학회에서 실시하는 컴퓨터 수사 또는 디지털2. · ,

포렌식 관련 교육

제 조의 디지털포렌식팀의 설치4 2 ( )

각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설치할 수 있다①

각 디지털포렌식팀은 각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관할구역내의 디지털증거 수집 및 분석②

업무를 전담한다.

제 조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의 배치5 ( )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은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의 디지털포렌식팀, , ,①

지방검찰청 차치지청의 수사과 또는 컴퓨터수사전담반에 배치하며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

순환보직 등 일반적인 인사원칙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각급청 인사담당직원은 정기비정기 인사 시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의 배치현황을 디지털수사② ‧
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조 디지털포렌식수사관 등에 의한 압수수색7 ( )․
디지털기기의 압수수색검증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또는 대검찰청에서․ ․
실시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실무교육을 받은 직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직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사후에 디지털수사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조 디지털포렌식수사관에 의한 분석12 ( )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분석은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의 도움을 받아 대검찰청에서 실시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실무교육을 받은․
직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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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진정성4 (authenticity)

진정성의 개념1.

먼저 예를 들어보자 피고인 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를. A B

식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 에게 위B

식칼을 빼앗기고 도주하였다 그러나 근처에서 마침 현장 순찰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된 후 강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검사는 법정에서 피고인 가 범행에 이용한 식칼을 증거로 제출‘ A

한다 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증거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범행을.’ . ,

극구 부인하는 피고인 는 그 식칼은 오늘 처음 보는 것이다 나는A ‘ .

그런 식칼을 사용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라고 주장하였다.’ .

검사는 피해자 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 식칼은 피고인이 저에게B ‘

들이대면서 위협을 했던 식칼이 맞습니다 라는 증언을 하도록 하고.’ ,

식칼에서 채취된 지문 중에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다는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의 지문 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가 미국 연방증거규칙의 진정성에 관한 규정.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는 증거의 허용 여부에 대한 선행901 ‘

조건으로서의 진정성 또는 동일성296) 요건은 제출된 증거가 바로

거증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지지하는 충분한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97) 미국 연방증거규칙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불문하고 모두 적용되므로 위 규정은 민사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위 규정은 진술증거와. ,

비진술증거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정에 제출되는 모든 증거에,

296) 이 글은 디지털 증거의 복사본 또는 출력물이 원본과 동일한가의 문제를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으로서의 동일성 문제로 다룰 생각이다 따라서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에 나오는 동일성과’ . 901

혼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97) Rule 901. Requirement of Authentication or Identification

(a) General provision. The requirement of authentication or identification as a condition precedent—

to admissibility is satisfied by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a finding that the matter in

question is what its proponent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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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진정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298)299)

미국 연방증거규칙 하에서 진정성은 증거의 관련성 의(relevance)

특별 측면을 나타낸다.300) 따라서 법관은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 104

(b)301)에서 정한 방법 즉 최소한의 조건적 사실을 만족시킬 때 증거가, ,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조건적 관련성 의 판단“ (Conditional Relevance)”

298) 앞서 예로 든 사안을 위 규정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 식칼이 증거로 허용되려면 진정성 또는. ,

동일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위 사안에서 제출된 증거는 식칼이다 셋째 위 사안에서 거증자. , ‘ ’ ‘ ’ . , ,

즉 검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식칼이다 넷째 피해자 의 증언과 지문 감정, ‘ ’ . , B

결과는 다음 사실 즉 법정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식칼 검사가 주장하는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 [ = ‘

식칼 라는 사실을 지지하는 충분한 증거이다 따라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식칼은 진정성이 인정된다’] . , .

299) 이완규 진술서의 진정성립과 입증방법 형사판례연구회 쪽은 본문에서 그러면 증거서류에서, , , 07. 6. 8 ‘

증거물인 서면으로 전환되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조서와 진술은 개념상으로 분리되어 조서는.

진술 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입증수단의 하나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종전의 증거서류일 때는“ ” .

진술 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게 하는 절대적인 수단이었음에 반하여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 .

따라서 이제는 조서가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이나 원진술자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의 진술을 한 일이

없음을 다투는 경우에는 조서는 그러한 진술이 있었음을 사실상 추정하는 자료로서 사용될 수는 있으나

만약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실제로 그러한 진술이 없었다고 인정된다면 조서는 진술의 존재를 입증하는

수단으로서는 배척되게 된다 이렇게 조서를 증거물과 같이 취급하면서 진정성립을 요구하는 것은.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적 관점에서의 진정성 입증의 관점이다 당사자주의 하에서는(authentification) .

공소기관도 당사자이므로 그가 제출하는 증거도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와 마찬가지로 진정성 입증이

전제조건이며 이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라도 마찬가지다, . 또한 영미법계에서는 대륙법계에서와 같은

조서에 대한 특별한 전통이 없고 사인소추의 전통 하에 발전해왔으므로 수사기관이 수사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면에 대하여도 다른 증거물과 다른 취급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진술서면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

에도 증거물 로서 제출된다 즉 진술서면은 그러한 진술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입증하는 증거물 중(exhibit) .

하나인 것이다 라고 적고 있다 한편 각주에서는 진정성이 문제되는 예로 예컨대 절도사건에서 압수된.‘ . , ‘

물건이 증거로 제출될 때 그 압수물이 바로 그 절취 피해품이라는 것 갑과 을 간에 체결된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할 때 갑과 을 간에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제출된 서면이 바로 그 계약서라는 것 그리고,

조서와 같은 진술서면인 경우에는 그 서면이 실제로 작성되었고 작성된 바로 그것이라는 것 증인이 어떤,

사람과 통화한 내용을 증언할 때 그러한 통화 자체 즉 증인과 어떤 사람 사이에 어떤 일시에 통화한 일이,

있었다는 것 등이 진정성 문제이다 라고 적고 있다.’ .

300) United States v. Meienberg, 263 F.3d 1177, 1181 (10th Cir. 2001). ‘Before evidence is admissible it

must be authenticated. See Fed. R. Evid. 901(a). This requirement is met by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a finding that the matter in question is what its proponent claims." Id. "The rationale for the

authentication requirement is that the evidence is viewed as irrelevant unless the proponent of the

evidence can show that the evidence is what its proponent claims." United States v.

Hernandez-Herrera, 952 F.2d 342, 343 (10th Cir. 1991).’

301) Rule 104. Preliminary Questions

(a) Questions of admissibility generally. Preliminary questions concerning the qualification of a—

person to be a witness, the existence of a privilege, o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ur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division (b). In making its

determination it is not bound by the rules of evidence except those with respect to privileges.

(b) Relevancy conditioned on fact. When the relevancy of evidence depends upon the fulfillment of—

a condition of fact, the court shall admit it upon, or subject to, the introduction of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a finding of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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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동일하게 제출된 증거의 진정성을 판단하게 되므로,302) 이 경우

증거의 신청자는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901

에 따라 그 진정성 인정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최소한의 증거만을(b)

제출하면 된다.303)304) 그리고 진정성은 관련성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요증사실에 대해 상대적인 것으로 거증자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왜 당해 증거가 관련성이 있는지 에 따라 입증해야 할 진정성의( , )

의미는 달라진다.305)

302) 위 Advisory Committee Note to Rule 901(http://www.law.cornell.edu/rules/fre/ACRule901.htm) ;

‘Authentication and identification represent a special aspect of relevancy. ... This requirement of

showing authenticity or identity falls in the category of relevancy dependent upon fulfillment of a

condition of fact and is governed by the procedure set forth in Rule 104(b).'

303) Rule 901. Requirement of Authentication or Identification

(a) General provision. The requirement of authentication or identification as a condition precedent—

to admissibility is satisfied by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a finding that the matter in

question is what its proponent claims.

304) United States v. Gagliardi, 506 F.3d 140 (2nd Cir. 2007) ‘The bar for authentication of evidence is

19 not particularly high. United States v. Dhinsa, 243 F.3d 635, 658 (2d Cir. 2001). “The

requirement of authentication . . . is satisfied by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a finding that the

matter in question is what its proponent claims.” Fed. R. Evid. 901(a). Generally, a document is

properly authenticated if a reasonable juror could find in favor of authenticity. United States v. Tin

Yat Chin, 371 F.3d 31, 38 (2d Cir. 2004). The proponent need not “rule out all possibilities

inconsistent with authenticity, or to prove beyond any doubt that the evidence is what it purports to

be.” United States v. Pluta, 176 F.3d 43, 49 (2d Cir. 1999) (internal quotation marks and citation

omitted). We have stated that the standard for authentication is one of “reasonable likelihood,” id.

(internal quotation marks and citation omitted), and is “minimal,” Tin Yat Chin, 371 F.3d at 38.’

305) W. David Lee, DOCUMENTARY, VOICE IDENTIFICATION AND “"E-EVIDENCE”"-FOUNDATIONAL

쪽 진정성과REQUIREMENTS, Superior Court Judges’' Fall Conference, October 23-26, 2007. 2 ;

입증취지의 상관관계는 다음의 예(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9. 9. 3. 99 2317 속칭 영남위원회 국가, ‘

보안법위반 사건 참고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된 컴퓨터에서 이적표현물에) . ‘ ’

해당하는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하자 공소사실이 이적표현물 소지라면 검사는 피고인이 사용한. ‘ ’ ‘①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적표현물이다 라고 입증취지를 주장하면서 그 전자문서또는 출력물를 증거로.’ ( )

신청할 것이다 이때 검사는 법정에 전자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첫째 압수된 컴퓨터에서 당해. ,

전자문서가 발견된 사실 둘째 그 컴퓨터를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나아가 피고인이 최근에 그 문서를, , (

열어본 사실 정도만을 입증함으로써 진정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소사실이 그) . ,②

전자문건에 기재된 내용대로 활동하는 이적단체를 조직하였다는 것이라면 검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

이적표현물을 증거로 제출한다 피고인은 이 문건 내용과 같이 이적단체를 조직하였다 라고 입증취지를. .’

주장하면서 그 전자문서또는 출력물를 증거로 신청할 것이고 이때 검사는 법정에 전자문서를 증거로( ) ,

제출하면서 첫째 압수된 컴퓨터에서 당해 전자문서가 발견된 사실 둘째 그 컴퓨터를 피고인이 사용한, ,

사실 뿐만 아니라 셋째 나아가 피고인이 그 전자문서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사실을 입증해야만,

진정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제 조에 의한다면 위 셋째. , ( 313 ) ,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방법이 없다 참고로 위 대법원 판결은 다만 컴퓨터. ; , ‘ ,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위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313 1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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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정성의 개념에 관한 우리나라의 논의.

우리 법제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증거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증거 전반의 진정성 보다는 주로 서증으로 제출되는 문서의,

진정성립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서증306)과 관련하여 제 조 제 항은 문서의356 1 ‘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고 제 조는 사문서는.’ , 357 ‘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고 제 조는 사문서는.’ , 358 ‘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 이 있는 때에는( )拇印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고 제 조는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 359 ‘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 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印影
있다 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307) 위 규정들은 민사소송에서 서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컴퓨터 디스켓에 수록된 문건들컴퓨터 디스켓에 대하여 실시한. (

검증 결과는 단지 디스켓에 수록된 문건의 내용이 출력물에 기재된 것과 같다는 것에 불과하여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컴퓨터 디스켓에 보관된 문건의 내용이다에 대하여는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컴퓨터 디스켓에 수록된.

문건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를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쓴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다만( ,

이적표현물을 컴퓨터 디스켓에 저장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러한 내용의 문건의 존재 그 자체가 직접 증거로 되는 경우이므로

적법한 검증 절차를 거친 이상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에 관하여는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

306) 손용근 사문서 진정의 추정 강의중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쪽 본고의 논의를 전개함에, , , 2002. 2. 496 ‘

있어서 다음으로 언급하여야 할 것은 문서의 의미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방법인 서증

이다 그것은 문서의 의미 내용 즉 문서에 표현된 사상을 증거자료로 하는 것이다(Urkundebeweis) . , .

문서의 지질 형상 등을 증거의 대상으로 한다든지 필적 혹은 인영의 동일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

서증이 아니고 검증이다 문서에는 광의의 의미에서의 문서와 협의의 의미에서의 문서가 있다 광의의. .

문서에는 경계표 도면 사진 물가 번호표 등 징표로 삼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도 포함되지만 협의의, , , ,

문서는 문자 기호 등에 의하여 일정한 사상을 표현한 것만을 의미한다 전자는 소위 준문서라고 하여, .

서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주 협의의 문서가 민사소송법상의 서증의 대상이 되는 본래의 문서이다6) .’

307) 참고로 전자서명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 조 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1. " "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2. " "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3. " " .

제 조 전자서명의 효력 등3 ( )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 전자,①

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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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되는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진정 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 ’

두지 않고 있어 그 의미의 해석을 학설에 맡겨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이란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당사자에‘

의해 그 문서의 작성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의사에 의하여 그 문서가

작성된 경우 를 의미한다’ .308)309) 대법원은 민사소송의 서증으로 제출된

사문서의 진정성립과 관련하여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②

전자문서가 전자서명 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③

효력을 가진다.

308) 정선주 문서의증거력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쪽은 문서의 진정성립이란 거증자가 작성자라고, , , 2000. 240 ‘

주장하는 자에 의해 문서가 작성되었음을 의미한다 형법상 문서의 진정성은 서명이나 문서내용 상.

작성자라고 표시하는 자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 인정되는 반면 민사소송법 상 문서의 진정성은

증거제출자가 작성자라고 표시하는 자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거나 직접 서명할 필요는 없으며 작성자의 의사를 알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라고 적고 있다 문서의.’ .

진정성립의 개념에 관한 위 견해에 동의한다 그러나 형법소송의 경우에도 실제 작성자와 작성명의자가. ,

일치하지 않는 위조문서 또는 서명이나 문서내용 상 작성자라고 표시되는 자가 없는 문서도 서증으로 각각

제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의 의미가 위와 같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서 달리 취급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손용근 사문서 진정의 추정 강의중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쪽. ; , , , 2002. 2. 498 ~

쪽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사상을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499 ‘

우선 그 문서는 거증자가 작성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한다 작성자의.

의사에 기한 것인 이상 다른 사람이 쓴 것이라도 무방하다 작성 명의있는 문서에 대하여 거증자가 특별히.

작성자를 따로 지적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명의인이 작성자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볼 것이다 이와 같이.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밝혀진 문서를 진정문서라고 하고 또는 그 문서는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고 한다 습자를 위하여 쓴 문서의 의미내용은 작성자의 사상을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문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면 형식적 증거력이 없고 작성자가.

누구인가가 확정되지 않거나 또는 거증자가 작성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와 다른 자가 작성자임이 밝혀진

때에는 부진정문서로서 그 문서는 형식적 증거력이 부정된다 부진정문서와 형법상의 위조문서형법. (

제 조 이하와는 동일한 관념이 아니다 문서의 작성명의인과 작성자가 다를 때에는 그것은 위조문서225 ) .

이지만 거증자가 위조자를 작성자로 하여 위조문서를 제출하고 그것이 확인되면 그것은 위조자의 진정

문서가 된다 왜냐하면 그 문서는 위조자의 사상내용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

309) 안병걸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검토 비교사법 쪽 위 논문은 문서의 진정성립의 개념에, , , 2004. 569 ;

관한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옮겨 본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두. . ‘

가지의 견해가 있다 첫째로 문서의 진정성립이란 문서가 위조되지 않고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하는 견해가 있고 둘째로 문서의 진정성립이란 문서의 제출자가 그 문서의,

작성자라고 주장한 사람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견해의.

차이는 주로 위조문서와 관련하여 일어난다 즉 문서 제출자가 상대방이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

증거로 하기 위하여 위조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 첫 번째 견해에 의하면 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진실로 작성한 것만이 서증의대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조문서는 서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검증물에 불과하게 된다 그러나 두 번째 견해에 의하면 위조문서라도 작성자의 위조하겠다는 의사에. ,

터잡아 이루어진 이상 문서로서 서증의 대상이 된다는 결론이 된다 생각건대 첫 번째 견해에 의하면. ,

위조문서는 민사소송에서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한편. ,

위조문서라 하더라도 작성자의 위조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상 서증으로 조사할 필요성도 있고 또

그것이 가능함으로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소송에서 거증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그 진정 성립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두 번째의 견해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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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날인 또는 무인 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拇印
민사소송법 제 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당해 문서에 서명 날인( 358 ), ㆍ

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ㆍ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 날인 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ㆍ ㆍ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해.’

오고 있다.310)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거의 증거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부진정문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증거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 민사소송법은.

서증 이외의 증거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서증311)이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증거능력을 인정

받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성립의 진정함 또는 적법한 절차와‘ ’ ‘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312) 형사2008. 1. 1.

310)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2008. 1. 10. 2006 41204 , 2003. 4. 11. 2001 11406

311) 형사소송법 상 서증은 서면의 내용을 증거로 하는 증거서류와 서면의 내용 및 그 존재 또는 상태가 증거로

되는 증거물인 서면으로 분류된다내용기준설( ).

312) 형사소송법

제 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312 ( )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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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이 개정되기 이전 대법원 판례는 위 성립의 진정 의 의미에‘ ’

관해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312 1 "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 ·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 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고 위,

법문의 문언상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진정성립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 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다.’ .313) 성립의 진정이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을 의미하고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위와 같은 입장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제 조 진술서등313 ( )

전 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2①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313) 대법원 선고 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등2004. 12. 16. 2002 537 , 2007. 1. 25. 2006 7342 ;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서명날인의 진정성형식적 진정성립으로부터 조서 전체의 진정성립실질적( ) (

진정성립을 추정하던 기존 대법원 판결대법원 선고 도 판결 선고) ( 1984. 6. 26. 84 748 , 1986. 3. 25.

도 판결 선고 도 판결 선고 도 판결 선고86 218 , 1992. 6. 23. 92 769 , 1994. 1. 25. 93 1747 , 1995. 5. 12.

도 판결 선고 도 판결 선고 도 판결 선고95 484 , 1998. 6. 9. 98 980 , 1999. 7. 23. 99 1860 , 2000. 6. 13.

도 판결 선고 도 판결 선고 도 판결99 1581 , 2000. 7. 28. 2000 2617 , 2001. 4. 10. 2001 221 , 2001. 6. 29.

선고 도 판결 선고 도 판결 선고 도 판결2001 1049 , 2001. 8. 24. 2001 3319 , 2001. 9. 28. 2001 4395 ,

선고 도 판결 선고 도 판결 등 다수은 폐기되었다2002. 12. 6. 2002 4232 , 2003. 10. 23. 2003 4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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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 이라는 문구로 반영되었다’ .314) 우리

형사소송법 제 조 제 조는 전문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312 , 313

인정되는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조문들이다 따라서 예외적인. ,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으로 거론되는 위 성립의 진정 에 관한 규정은‘ ’

진술증거 그 중에서도 원진술의 내용의 진실 여부가 요증사실을,

이루고 있는 증거만이 그 적용 대상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에도. ,

서류 이외의 물건의 진정성을 언급한 조문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 조는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서류나 물건도318 ‘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나 피고인이 물건 을 증거로 함에 동의 한 경우에도. ‘ ’ ‘ ’

법원이 그 물건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위 조문의 문리해석에 의하면 우리.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서류나 물건은 항상 즉 상대방이 증거로, ,

함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315)

그렇다면 우리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진정성 은, ‘ ’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비록 우리 법제가 미국의 연방증거규칙과?

같이 증거의 진정성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14)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쪽 년 신형사소송법 제 조는 각종 조서의 증거능력을, , , 2008. 915 ‘2007 312

정비하면서 기본적으로 종전의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의 구별방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형식적 진정성립의 요건은 종래에 비하여 좀 더 강화되었다 신형사소송법 제 조가 규정한 적법한. 312 「

절차와 방식 은 종래의 형식적 진정성립보다는 넒은 개념이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은 일차적으로는.」

서명날인의 진정성을 의미하는 형식적 진정성립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서장성의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까지 포함하는 의미를 갖는다.’

315)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쪽 쪽에 의하면 위 조항의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는, , , 2008. 1006 ~1007 , ‘ .’

문구의 의미에 대해서는 동의의 대상이 되는 증거의 증명력을 신중히 검토하여 그 증명력이 현저히①

낮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그 증거를 사실인정의 증거로서 채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증명력설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진정성립설 동의의 대상이 되는 서류( ) ( )② ③

또는 물건의 신용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유형적 상황이 없음을 의미한다는 견해유형적 상황설 등 여러( )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고 한다 본 논문의 필자는 위 진정성립설이라고 불리우는 견해에 찬성한다 뒤에서. .

보는 바와 같이 진정성의 문제는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불문하고 증거능력의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다, , .

따라서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증거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

제 조는 그와 같은 당연한 법리를 규정해 놓은 것일 뿐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보낸318 . ,

이메일이 증거로 신청되었는데 실제로는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의 이메일이 제출된 경우 크래킹 범죄에,

사용된 바이러스 프로그램 파일이 증거로 신청되었는데 실제로는 다른 문서 작성용 프로그램이 제출된

경우 등과 같이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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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진정성이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불문하고 증거능력의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은 자명하다.316) 거증자가 증거신청을 하면서 요증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 증거가 실제 법정에 제시된 증거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 증거의 진정성은 전문법칙보다 더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문제이다.317) 예를 들어 보자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318)는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그

성립의 진정함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아도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319) 그러나 위와 같이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그

성립의 진정함에 관하여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

전제로서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전문법칙의 예외를 논할 필요도

없이 그 증거능력이 없다 공판조서. 320)가 전혀 다른 별개 사건의 공판

조서인 경우 또는 그 공판조서의 작성에 관여한 법관이 아닌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한 경우321) 그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은 당연히 부정될

수 밖에 없는데 이때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근거는 전문법칙이,

316) 설민수 전자적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증거능력과 전문법칙 인권과정의 쪽, , , , 2007. 12. 157

317) 우리 형사소송법이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 요건에 진정성 문제를 끌어들이는 독특한 증거법 체계를 취하고

있어 전문법칙과 진정성의 관계가 의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18) 형사소송법 제 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311 (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 조 및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184 221 2

같다.

319)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쪽 수소법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수소법원을 구성하는 법관과, , , 2008. 902 ‘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법관이 진술을 청취하고 그 결과로서 조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성립의 진정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에 의문이 없다 이 때문에 우리 입법자는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여.

별도의 제한없이 전면적으로 법관면전의 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320) 당해 피고 사건의 공판갱신 전 작성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담긴 공판조서 또는 피고사건에 대한

상소심에서 원심이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될 때 원심이 작성하였던 공판조서 등이 위 조항에서 규정한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해당한다‘ ’ .

321) 동일한 사안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다 대법원 선고 형상 판결 공판에. 1952. 9. 2. 4285 26 ‘①

입회하지 아니 한 서기가 작성한 공판조서는 무효이다 대법원 선고 형상 판결.’ 1957. 8. 2. 4290 110②

기록에 의하면 판사 갑은 원심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위법이 있다 대법원.’ 1970. 9. 22.③

선고 도 판결 공판조서에 그 공판에 관여한 법관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공판절차가70 1312 ‘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1983. 2. 8. 82 2940④

공판조서에 서명날인할 재판장은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한 재판장이어야 하므로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적식의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



개정 형사소송법 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 부산지검 박혁수, 09. 7.

- 146 -

아니고 증거 전반에 문제되는 진정성의 문제인 것이다.322)323) 위와

322) 물론 적법성의 문제이기도 하다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 한편 형사소소법 제 조의 공판정에서의, ( 53 1 ). ; , 56 2(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는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 ‘ ,①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

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 ) ,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②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 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 2 ·③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공판조서의.’ ,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23) 다만 우리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이 예외 인정 요건으로 성립의 진정을 요구하고 있어 증거능력의 기본, ‘ ’ ,

전제인 진정성의 문제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문법칙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진정성의 문제를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검사가 피고인이 된. ,

피의자를 신문한 후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증거로 신청하였는데 실제 법정에 제출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형식적 진정성립의 부재 또는( )

영상녹화물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과 정 반대 취지로 조서가 작성된 경우실질적(

진정성립의 부재 그 조서는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

전문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증거의 진정성 문제와 우리 전문법칙은.

분명히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편 증거의 진정성 문제와 우리 전문법칙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는. , ,

점이 있다.

첫째 증거의 진정성 문제는 모든 증거에 적용되는 문제이지만 전문법칙은 전문증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

둘째 우리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은 그 예외 요건으로 성립의 진정을 요구하면서도 그 입증방법을 상당히, ‘ ’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판례에 의하면 그 의미는 원진술자의 관점에서만 의미를, ,

가진다 위 사례에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검사의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는데(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1. 9. 28. 2001 4091 이는 전문법칙이 아닌 진정성또는) (

진정성을 규정한 법령위반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에 등장하는) .

성립의 진정 문제는 개념 상으로는 증거의 진정성 문제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그 입증방법의 엄격성으로‘ ’

인해 진정성 문제와는 별개의 다른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 증거능력의 부인이라는 증거법적 효과가{

동일하고 진정성립의 의미가 진정성의 개념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법칙의, ,

예외 요건으로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우리 형사소송 실무에서 전문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는 검사나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고자 하는 변호인이나 피고인에게 전문법칙은

증거의 진정성 문제보다 훨씬 예민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법원 판례 중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으로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판례는 매우 많은 반면 증거 전반의 진정성 문제를 다룬 판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사안의 성격 상 전문법칙 이전에 증거의 진정성이 문제되는 사안임에도, ,

불구하고 전문법칙을 먼저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례가 발견되는 이유도 위와 같은 이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예로. ,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노 판결2006. 4. 6. 2005 1051 대법원( 2008. 11. 13.

선고 도 판결에 의해 파기2006 2556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9. 9. 3. 99 2317 이 그 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에 의하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 312 1 , 2 , 4 , 5 ,

면전에서 작성된 진술서 검사 또는 그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 등은 원진술자의 공판정에서,

진술 또는 영상녹화물 기타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미국 증거법이 증거의 진정성을 증거의 관련성 차원에서 이해하여 그, ,

입증방법을 상당히 완화해 놓고 있고 우리 대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서증의 진정성립을 변론의 취지 등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과 비교해 보면 우리 형사소송법의 위와 같은 태도는 매우

엄격한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전문서류의 진정성립의 입증방법에 관한 개정이 있기는 하나 위와. ,

같은 엄격한 입증기준은 향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위 법은 제 조와 달리 제 조의 적용. , 312 313

대상인 전문서류수사절차 이외에서 작성된 사인의 진술서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성립의 진정을 오직( )

원진술자의 공판정 진술에 의해서만 증명하도록 방치하였고(대법원 선고 도2004. 12. 16. 2002 5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의 판결에 의하면 위 형사소송법 제 조가 성립의 진정을 원진술자의 진술에, 313 '

의하여 인정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진정성립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다 제 조가 새로 도입한 위 영상녹화물 기타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의.), 312 ‘ ’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 법원은 향후 매우 엄격히 해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부산지방법원 2008. 4.

선고 노 판결15. 2008 131 은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312 4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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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우리 법제에서도 증거의 진정성 문제를 증거능력의 기본 전제로

인정한다면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서증의 진정성립의 개념 거증자에, (‘

의해 그 문서의 작성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의사에 의하여 그 문서가

작성된 경우 을 모든 증거의 진정성에 대한 개념으로 확장하여’)

정의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미국 연방증거규칙의 진정성 개념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디지털 증거 역시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진정성의 요건을 충족

해야 함은 물론이다 즉 디지털 증거도 진술증거 여부의 문제를 떠나. ,

특히 사후에 제출된 증거가 저장수집 과정에서 오류 변경 훼손 가( , )․
없으며 특정인의 행위의 결과가 정확히 표현되었고 그로 인해 생성된,

자료인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324)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여

송부한 것으로 밝혀진 이메일 파일 처리과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만들어진 전자문서 등은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한편 디지털 증거의. ,

원본 자체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고 그 사본이 제출된 경우 또는 그

출력물이나 촬영물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출력물 촬영물 등이, ,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의.

진정성 요건에다가 원본과의 동일성이라는 요건이 추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으로 요구되는 동일성의 요건은,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위 조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문의 형식 및 형사소송법이 피의자에‘ ’

대한 영상녹화의 경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하고,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하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는 등 진술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려면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물에 준하는 정도의 엄격한, ‘ ’

객관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와 같은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조사자의 조사 및 그에 따른 증언은 그, ‘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다음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 ,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없고 피해자 또한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증언하였는데 조사자가 위, ,

조서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위 조서 중의 서명날인 또한 피해자의 것이 맞다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사자의 증언만으로는 위 경찰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324)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 , 2006. 216 ;

노명선 전자적 증거의 실효적인 압수수색 증거조사 방안 연구 대검찰청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 , , , 2007.•

쪽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디지털포렌식 매뉴얼 쪽 길연희 은성경 홍도원73 ; , , 2008. 3. 4 ; , , ,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확보 방안 디지털 포렌식 연구 창간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쪽, , , 2007. 11.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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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의 한 측면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본의 동일성. ,

요건은 진정성 요건 뿐만 아니라 원본성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항목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2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판단기준.

가 미국 연방증거규칙의 규정과 판례.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와 제 조(1) 901 902

보통법 시대의 증거법이 문서의 진정성 에 접근하는 방식은 지나‘ ’

치게 회의론적 시각에 사로잡혀 있어 일반인들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성을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부진정 문서의 법정 유입을 제대로 막지도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왔고,

미국 연방증거규칙은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증거의 진정성 인정

요건을 보통법 시대에 비해 크게 완화시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325)

한편 미국 연방증거규칙 하에서 진정성은 증거의 관련성 의, (relevance)

특별 측면을 나타낸다.326) 따라서 법관은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 104

(b)327)에서 정한 방법 즉 최소한의 조건적 사실을 만족시킬 때 증거가, ,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조건적 관련성 의 판단“ (Conditional Relevance)”

325) 설민수 전자적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증거능력과 전문법칙 인권과정의 쪽, , , , 2007. 12. 136 ; Advisory

Committee Note to Rule 901(http://www.law.cornell.edu/rules/fre/ACRule901.htm 특히 미국) ; ,

연방증거규칙 제 조는 진정성 입증이 불필요한 즉 진정성 인정을 위한 보조증거의 제출 책임이902 , ,

면제되는 증거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다.

326) United States v. Meienberg, 263 F.3d 1177, 1181 (10th Cir. 2001). ‘Before evidence is admissible it

must be authenticated. See Fed. R. Evid. 901(a). This requirement is met by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a finding that the matter in question is what its proponent claims." Id. "The rationale for the

authentication requirement is that the evidence is viewed as irrelevant unless the proponent of the

evidence can show that the evidence is what its proponent claims." United States v. Hernandez-

Herrera, 952 F.2d 342, 343 (10th Cir. 1991).’

327) Rule 104. Preliminary Questions

(a) Questions of admissibility generally. Preliminary questions concerning the qualification of a—

person to be a witness, the existence of a privilege, o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ur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division (b). In making its determination

it is not bound by the rules of evidence except those with respect to privileges.

(b) Relevancy conditioned on fact. When the relevancy of evidence depends upon the fulfillment of—

a condition of fact, the court shall admit it upon, or subject to, the introduction of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a finding of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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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동일하게 제출된 증거의 진정성을 판단하게 된다.328) 이 경우

증거의 신청자는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901

에 따라 그 진정성 인정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최소한의(b) 증거만을

제출하면 되고,329)330)331) 증거의 충분함이나 결함은 사실판단자인 배심의

판단 영역이 된다.332)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 는 증거의 진정성을901 ⒝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333) 위 규정은

328) 위 Advisory Committee Note to Rule 901(http://www.law.cornell.edu/rules/fre/ACRule901.htm) ;

‘Authentication and identification represent a special aspect of relevancy. ... This requirement of

showing authenticity or identity falls in the category of relevancy dependent upon fulfillment of a

condition of fact and is governed by the procedure set forth in Rule 104(b).'

329) Rule 901. Requirement of Authentication or Identification

(a) General provision. The requirement of authentication or identification as a condition precedent—

to admissibility is satisfied by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a finding that the matter in

question is what its proponent claims.

330) United States v. Gagliardi, 506 F.3d 140 (2nd Cir. 2007) ‘The bar for authentication of evidence is

19 not particularly high. United States v. Dhinsa, 243 F.3d 635, 658 (2d Cir. 2001). “The

requirement of authentication is satisfied by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a finding that the matter

in question is what its proponent claims.” Fed. R. Evid. 901(a). Generally, a document is properly

authenticated if a reasonable juror could find in favor of authenticity. United States v. Tin Yat Chin,

371 F.3d 31, 38 (2d Cir. 2004). The proponent need not “rule out all possibilities inconsistent with

authenticity, or to prove beyond any doubt that the evidence is what it purports to be.” United

States v. Pluta, 176 F.3d 43, 49 (2d Cir. 1999) (internal quotation marks and citation omitted). We

have stated that the standard for authentication is one of “reasonable likelihood,” id. (internal

quotation marks and citation omitted), and is “minimal,” Tin Yat Chin, 371 F.3d at 38.’

331) 다만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는 다른 증거의 도움 없이 그 자체로 진정성이 인정되는 증거들을 나열, 902

하고 있다.

Rule 902. Self-authentication

Extrinsic evidence of authenticity as a condition precedent to admissibility is not required with

respect to the following :

(1) Domestic public documents under seal. ……

(2) Domestic public documents not under seal. ……

(3) Foreign public documents. ……

(4) Certified copies of public records. ……

(6) Newspapers and periodicals. ……

(7) Trade inscriptions and the like. ……

(8) Acknowledged documents. ……

(9) Commercial paper and related documents. ……

(10) Presumptions under Acts of Congress. ……

(11) Certified domestic records of regularly conducted activity. ……

(12) Certified foreign records of regularly conducted activity. ……

332) 설민수 전자적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증거능력과 전문법칙 인권과정의 쪽, , , , 2007. 12. 136

333) Rule 901. Requirement of Authentication or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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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다음에 제시된 것들은 진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b) : .

Illustrations. By way of illustration only, and not by way of limitation, the following are—

examples of authentication or identification conforming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rule :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이 증언하는 경우 법정에 제출된 것이 거증자가 주장하는 것과(1) -

동일하다는 증언

Testimony of witness with knowledge. Testimony that a matter is what it is claimed to be.—

필적에 대한 비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경우 필적의 진정성에 대한 비전문가의 의견으로서 당해(2) -

소송절차와 무관하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

Nonexpert opinion on handwriting. Nonexpert opinion as to the genuineness of handwriting,—

based upon familiarity not acquired for purposes of the litigation.

사실인정자나 전문가 증인이 비교한 경우 제출된 증거와 진정성이 이미 입증된 다른 자료를(3) -

사실인정자나 전문가 증인이 비교하는 방법

Comparison by trier or expert witness. Comparison by the trier of fact or by expert—

witnesses with specimens which have been authenticated.

독특한 특성 등이 있는 경우 정황과 함께 외관 내용 실체 내부적 패턴 등 독특한 특성 등을(4) - , , ,

고려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d the like. Appearance, contents, substance, internal patterns,—

or other distinctive characteristics, taken in conjunction with circumstances.

음성의 동일성 화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음성을 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직접 듣게 하거나(5) - ,

기계적 혹은 전자적으로 전달된 것을 듣게 하거나 녹음한 것을 듣게 한 후 그 동일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성의 동일성을 확인

Voice identification. Identification of a voice, whether heard firsthand or through mechanical—

or electronic transmission or recording, by opinion based upon hearing the voice at any

time under circumstances connecting it with the alleged speaker.

전화대화 전화회사가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부여한 전화번호로 특정 시점에 전화를 하였다는(6) -

증거로서 개인의 경우에는 수신자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경우와 같이 그 정황 상 수신자가(A) ,

송신자가 의도하였던 사람과 일치하는 때 기업의 경우에는 그 전화가 영업장소로 발신되었고(B) ,

사업과 관련된 대화가 전화 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된 때

Telephone conversations. Telephone conversations, by evidence that a call was made to—

the number assigned at the time by the telephone company to a particular person or

business, if (A) in the case of a person, circumstances, including self-identification, show

the person answering to be the one called, or (B) in the case of a business, the call was

made to a place of business and the conversation related to business reasonably

transacted over the telephone.

공적 기록이나 보고서 법에 의해 기록 또는 보존되어야 하는 문서로서 실제 공공기관에서 기록(7) -

또는 보존된 서면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또는 공적인 기록 보고서 진술 자료 모음 등이라고. , , ,

주장되는 것들이 그 형태를 불문하고 그와 동종의 자료들을 보존하는 공공기관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Public records or reports. Evidence that a writing authorized by law to be recorded or filed—

and in fact recorded or filed in a public office, or a purported public record, report,

statement, or data compilation, in any form, is from the public office where items of this

nature are kept.

오래된 서류나 자료모음 서류나 자료 모음 등은 그 형태를 불문하고 진정성에 관하여(8) - (A)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태에 있었고 진정한 것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실제 있었고(B) (C)

증거로 제출된 일시로부터 년 이상 존재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20

Ancient documents or data compilation Evidence that a document or data compilation, in—

any form, (A) is in such condition as to create no suspicion concerning its authenticity,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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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방법을 예시하고 있을 뿐 다른 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거증자는 위 예시된 방법에 준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증거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다 위 예시 방법들은 대부분 통상적인 문서에.

관한 것들이지만 음성통신이나 컴퓨터 출력물을 고려한 조항들도

있는데,334) 특히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은 위 조항 중 사실을 알고, (1)

있는 증인의 증언 또는(Testimony of witness with knowledge) (9)

절차나 시스템 에 의해 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Process or system) .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에 관한 미국 법원 판례(2)

과학적 증거의 배경이 되는 과학적 이론 또는 기술이 도입 단계를

거쳐 법칙으로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그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에 관한

법원의 입장도 점점 적극적으로 변화해 가기 마련이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미국 법원의 입장도 예외는 아니어서 디지털 기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시작한 년대1980 335) 초반 이전까지 미국 법원은 디지털

was in a place where it, if authentic, would likely be, and (C) has been in existence 20

years or more at the time it is offered.

절차나 시스템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이용된 절차나 시스템을 설명하는 증거로서 그 증거에(9) -

의해 절차나 시스템이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Process or system. Evidence describing a process or system used to produce a result and—

showing that the process or system produces an accurate result.

다른 법률이나 규칙에 규정된 방법 의회의 법률이나 법에 따라 대법원이 제정한 다른 규칙에(10) -

규정된 진정성 인정 방법

Methods provided by statute or rule. Any method of authentication or identification—

provided by Act of Congress or by other rule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pursuant

to statutory authority.

334) 위 Advisory Committee Note to Rule 901(http://www.law.cornell.edu/rules/fre/ACRule901.htm) ; ‘The

treatment of authentication and identification draws largely upon the experience embodied in the

common law and in statutes to furnish illustrative applications of the general principle set forth in

subdivision (a). The examples are not intended as an exclusive enumeration of allowable methods

but are meant to guide and suggest, leaving room for growth and development in this area of the

law. The examples relate for the most part to documents, with some attention given to voice

communications and computer print-outs.’'

335) 년대 초 개인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데이터들이 컴퓨터로 저장되기 시작하였다1980 .

년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운영하던 애플컴퓨터에서 모델명 를 개발했다1977 "Apple II" . 1MHz

를 탑재한 비트 컴퓨터였는데 일반적으로 이 컴퓨터를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라 부른다 년CPU 8 , " " . 1981

월 에서 모델명 를 발표했는데 를 탑재하고 운영체제로 를8 IBM "IBM PC(IBM 5150)" , 8086 CPU , MS-DOS

사용하였다 이 모델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시장을 파고 들었다. .(http://ko.wikipedia.org/wiki/IBM_PC).

년 월 애플컴퓨터는 매킨토시를 발표한다 매킨토시는 당시 유행하던 명령 줄 인터페이스 대신1984 1 ‘ ’ .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마우스를 채용해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한다.(http://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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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소 엄격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입장을 다소 완화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년 사건인1969 King v. state ex rel Murdock Acceptance Corp.

사건에서 원고 채권자 인 은 피고 을 상대로 한 소를( ) Murdock King

제기하면서 채무내역이 담겨 있는 컴퓨터 출력물을 중요 증거로 제출

하여 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 이 항소하면서 원본1 , King ‘

장부나 영수증이 아닌 그 내역을 기록한 컴퓨터 출력물은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서 최량증거법칙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라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해 미시시피 주 항소법원은 컴퓨터 기록으로부터 출력된

문건은 최량증거법칙을 만족시킨다고 판시하면서 컴퓨터에 자료‘

입력을 담당한 직원을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만들어진

컴퓨터 기록으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허용되기( )

위해서는 그 컴퓨터가 당해 사업에 있어 표준적인 장비로 인정①

되고 컴퓨터 기록이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 만들어지고 관련자의, ,② ③

증언에 의해 정보의 근원 준비 방법과 시간 등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336) 년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서도 이러한 입장이1973

발견되는데 사건에서 병원 진료비를 허위, United States v. Russo

청구하여 보험회사인 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Blue Shield of Michigan

혐의로 기소된 내과의사 는 검찰 측이 증거로 제시한 위Joseph Russo

보험회사의 컴퓨터 출력물 의 병원비 청구 내역 등이(Joseph Russo

정리된 통계자료 의 증거능력을 다투었다 이에 대해 제 순회구) . 6

EB%A7%A4%ED%82%A8%ED%86%A0%EC%8B%9C 이러한 변화로 디지털 증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디지털 증거에 대한 미국 법원의 입장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336) King v. State ex rel. Murdock Acceptance Corp., 222 So.2d 393 (Miss. 1969) ‘.... trial courts must

begin to take into account the realities of modern business practice in keeping records. ...printout

sheets are admissible without the necessity of producing, as witnesses, the individuals who make

the original entries, if : 1. the computer is recognized as a standard equipment in the business; 2.

the records are made in the usual course of business; and, 3. relevant testimony satisfies the court

다만 이 판례의that the sources of information, method and time of preparation are trustworthy.’ ; ; ,

전체적인 취지는 업무상기록을 전문법칙의 예외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상

기록의 증거능력을 컴퓨터의 성능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기존의 업무상기록 보다 더 완화된( )

기준에서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판결 당시는 컴퓨터가 일반적으로 보급된 시기도 아니고 그 성능에 대한.

신뢰성도 완전히 확보된 상태가 아니었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당연한 판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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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은 첫째 컴퓨터 출력물이 통상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병원비 청구 내역서가 제출될 때마다 컴퓨터에 입력,

되었으며 둘째 보험회사의 컴퓨터는 전자적 또는 기계적으로 신뢰할, ,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이나 컴퓨터 출력물을,

출력하는 과정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인정되고 셋째 컴퓨터 출력물은, ,

원본 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an original record)

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Joseph Russo .337) 미국 법원의 위와 같은

337) UNITED STATES v. RUSSO 480 F.2d 1228(6th Cir. 1973) ‘(The Computerized Statistical Evidence)

The uncontradicted testimony of two witnesses established that the 1967 statistical run was… a

regularly maintained business record of Blue Shield and was made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It was also shown that this record was relied upon by the company in conducting its

business, particularly with reference to its auditing and actuarial procedures. Computer printouts…

are not mentioned in the Federal Business Records Act. However, no court could fail to notice the

extent to which businesses today depend on computers for a myriad of functions. Perhaps the

greatest utility of a computer in the business world is its ability to store large quantities of

information which may be quickly retrieved on a selective basis. Assuming that properly functioning

computer equipment is used, once the reliability and trustworthiness of the information put into the

computer has been established, the computer printouts should be received as evidence of the

transactions covered by the input. No evidence was introduced which put in question the

mechanical or electronic capabilities of the equipment and the reliability of its output was verified.

The procedures for testing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fed into the computer were

detailed at great length by the witnesses. The district court correctly held that the trustworthiness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computer printout had been established. However, the evidence…

clearly shows that a record of payment was made at the time each DSR was paid by Michigan Blue

Shield and that this record was referred to as the paid claims file. This file consisted of reels of

magnetic tape which reflected every payment to a doctor in the year 1967. Since the computer

printout is just a presentation in structured and comprehensible form of a mass of individual items,

it is immaterial that the printout itself was not prepared until 11 months after the close of the year

1967. It would restrict the admissibility of computerized records too severely to hold that the

computer product, as well as the input upon which it is based, must be produced at or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each act or transaction to which it relates. Appellant insists that the 1967…

statistical record was a "summary" which is not admissible. The witness Smith did summarize…

portions of the annual statistical record and did relate these summaries to the individual doctor's

profiles of the defendants. Nevertheless, the entire statistical run was produced by the prosecution

as a business record prepared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long before the time of the trial.

Although summaries may or may not be admissible in evidence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a

particular case, we hold that the computer printout offered in evidence in this case was an original

record and not a mere summary. The witnesses Smith and Mrachina were qualified as experts by…

education, training and experience and they showed a familiarity with the use of the particular

computers in question. The mechanics of input control to assure accuracy were detailed at great

length as was the description of the nature of the information which went into the machine and

upon which its printout was based. We believe that in this case the prosecution proved the…

essential elements upon which the district court could, and did, conclude that the annual statistical

run of Blue Shield of Michigan was a trustworthy record which was entitled to be received in

evidence under the Federal Business Records Act. Two well-reasoned state court opinions support

this conclusion. See Transport Indemnity Company v. Seib, 178 Neb. 253, 132 N.W.2d 871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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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은 개인용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기 직전인 년 판결에서도1977

발견된다 사건에서 코카인 관련 혐의로. United States v. Scholle

기소된 는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컴퓨터Stephen G. Scholle

출력물 미국 개 마약 분석실의 코카인 분석 결과를 취합하여 각종( 8

코카인 사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자동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출력한 문서 의 증거능력을 다투었다 이에 대해 제 순회구 연방항소) . 8

법원은 컴퓨터 기록을 만들어낸 사람을 직접 소환하지 않고도 그 기록의‘

출력물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하여 전문법칙의 예외로 증거능력을( )

인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반복적인 업무 과정에서 만들어 졌을 것,

둘째 입력 대상 자료가 발견됨과 동시에 또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그,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였을 것 셋째 입력 대상 자료의 출처를,

상세히 밝히고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입력 제어 및 검증,

절차가 있음을 보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338) 위와 같은

King v. State ex rel. Murdock Acceptance Corporation, 222 So.2d 393 (Miss.1969) 같은 해.’ ; North

대법원의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Carolina . State v. Springer 283 NC 627, 636 (1973) 판결은 영업기록이

컴퓨터에 저장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컴퓨터에 저장된 영업기록을 허용하기 위한

요건을 판시하고 있다. ‘ printout cards or sheets of business records stored on electronic…

computing equipment are admissible in evidence, if otherwise relevant and material, where: (1) the

computerized entries were made in the regular course of business, (2) at or near the time of the

transaction involved, and (3) a proper foundation for such evidence is laid by testimony of a

witness who is familiar with the computerized records and the methods under which they were made

so as to satisfy the court that the methods, the sources of information, and the time of preparation

render such evidence trustworthy.’

338) United States v. Scholle 553 F.2d 1109(8th Cir. 1977) ‘Defendant Scholle finally protests the

introduction into evidence of the computer printouts and the accompanying testimony of Donald

Johnson, Section Chief of the Investigative Service Section of the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The printouts were the product of a computer retrieval system called System to Retrieve Information

from Drug Evidence (STRIDE) which was developed by Mr. Johnson who testified as to its

operation. The determination of relevancy concerning the computer evidence was within the broad…

discretion of the trial judge. United States v. Johnson,516 F.2d 209 (8th Cir.), cert. denied, 423 U.S.

859, 96 S.Ct. 112, 46 L.Ed.2d 85 (1975); United States v. Mitchell, 463 F.2d 187 (8th Cir. 1972),

cert. denied, 410 U.S. 969, 93 S.Ct. 1449, 35 L.Ed.2d 705 (1973). The court's acceptance of the

evidence was appropriate under the standards set forth in Fed.R.Evid. 401 in that the computer

printout may have had a tendency to make the existence of a cocaine conspiracy involving the

defendants more probable. We find no abuse of discretion. In reviewing the foundation…

established for the reliability of the computer printout evidence, we note that this court has

recognized the propriety of treating routinely made and recorded laboratory analyses of drugs as

business records admissible under the Federal Business Records Act, 28 U.S.C. § 1732.4 United

States v. Parker, 491 F.2d 517, 520 (8th Cir. 1973); see Fed.R.Evid. 803(6). The generally

recognized purpose of the Federal Business Records Act, now incorporated into Rule 803(6), was to

facilitate the admission into evidence of records which are most probably reliable by dispensing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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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입장은 컴퓨터가 일반 개인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년1980

초반을 지나면서 완화되기 시작한다 대표적인 판례로 언급되는 것이.

년 사건에 대한 제 순회구 연방항소법원의1982 United States v. Vela 5

판결이다 마약 판매 혐의로 기소된 는 심 재판에서 검찰. Ricky Vela 1

측이 유죄 증거로 제출한 컴퓨터 출력물 전화 회사인( South western

의 컴퓨터에서 출력한 전화비 청구서 을 근거로 유죄Bell Company )

판결을 선고받자 위 전화 회사의 컴퓨터에 작동 상태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할 만한 입증이 심에서 없었으므로 위 컴퓨터 출력물은 증거1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위 연방항소법원은.

위 회사의 직원이 법정에 출석하여 전화비 청구 내역이 컴퓨터에‘

입력되는 절차 및 그 내역서가 출력되는 일반적인 과정에 관하여 증언

하였으므로 비록 그 직원이 회사에서 사용 중인 각 컴퓨터들의 상표,

사양 모델들을 특정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의 전화비 청구서가 작성될, ,

당시 해당 컴퓨터의 적정한 작동 상태를 보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의 장거리 전화비 청구 기록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이 법원은 이전부터 컴퓨터 증거가 본질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해 왔다 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339) 년 사건에서1988 United States v. Catrabran

the necessity of calling the persons who prepared them. United States v. Parker,supra ; 28 U.S.C. §

1732. There two basic requirements for a business record to be admissible. The record must have

been made in the regular course of business; and the regular course of business must have been

to make such records contemporaneously or within a reasonable time thereafter. United States v.

Anderson, 447 F.2d 833, 838 (8th Cir. 1971). Although the Act did not mention computer printouts,

Rule 803(6) specifically includes a "data compilation." Computer printouts are not intrinsically

unreliable, and their use in criminal prosecutions has been upheld. United States v. Fendley, 522

F.2d 181 (5th Cir. 1975); United States v. Russo, 480 F.2d 1228 (6th Cir. 1973); United States v.

DeGeorgia, 420 F.2d 889 (9th Cir. 1969). Even where the procedure and motive for keeping

business records provide a check on their trustworthiness (United States v. Fendley, supra ), the

complex nature of computer storage calls for a more comprehensive foundation. Assuming properly

functioning equipment is used, there must be not only a showing that the requirements of the

Business Records Act have been satisfied, but in addition the original source of the computer

program must be delineated, and the procedures for input control including tests used to assure

accuracy and reliability must be presented. United States v. Russo, supra. ’…

339) United States v. Vela 673 F.2d 86 (5th Cir. 1982) ‘(Admission of Telephone Records) Vela argues

that the district court erred in admitting copies of the telephone bills of Vela, Caballero, and

Gutierrez under the business records exception to the hearsay rule because a proper foundation was



개정 형사소송법 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 부산지검 박혁수, 09. 7.

- 156 -

피고인 은 파산절차에서 재산을 숨겼다는 혐의 등으로Lino Catabran

기소되었는데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컴퓨터 출력물 회사의 컴퓨터, (

에서 출력한 물품명세서 의 부정확성을, general ledger computer printouts)

지적하면서 증거능력을 다투었고 이에 대해 제 순회구 연방항소법원은9

장부관리 담당자 중 인이 나와 입력 및 출력 절차에 관하여 증언‘ 1

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증명력의 문제에 불과하다 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340) 이하에서는 법정에 제출되는 디지털,

not laid to support the reliability of Southwestern Bell Company's computer-billing process. … The

testifying employee vouched only for the general reliability of the process. He was unable to identify

the brand, type, and model of each computer, or to vouch for the working condition of the specific

equipment during the billing periods covered. The district court admitted the bills under Rule 803(6)

declaring that they "would be even more reliable than average business record(s) because they are

not even touched by the hand of man." Vela's central attack on admissibility of the bills under…

Rule 803(6) is that the prosecution did not lay a satisfactory foundation. Vela does not dispute that

insofar as the custodian of the records testified that the records were kept in the regular course of

business the dictates of Rule 803(6) were satisfied. What Vela does argue is that by failing to

establish that the computers involved in the billing process were in proper working order a

satisfactory foundation was not made and Vela was denied confrontation rights. Our review of a…

trial court's decision to admit business records is a limited one. We test it only for abuse of

discretion. See Rosenberg v. Collins, 624 F.2d 659, 665 (5th Cir. 1980). While the suggestion has

been made that there are unique foundation requirements for the admission of computerized

business records under Rule 803(6), see generally United States v. Scholle, 553 F.2d 1109, 1125

(8th Cir.), cert. denied, 434 U.S. 940, 98 S.Ct. 432, 54 L.Ed.2d 300 (1977); McCormick's Handbook

of the Law of Evidence 733-34 (2d ed. 1972), this court has previously held that "computer data

compilations should be treated as any other record of regularly conducted activity." Rosenberg v.

Collins, 624 F.2d at 665. Like the computer records in the Rosenberg case, the telephone

company's long distance billing records are "sufficiently trustworthy in the eyes of this disinterested

company to be relied on by the company in conducting its day to day business affairs." Id. The

prosecution laid a proper predicate for the admission of the bills. A telephone company employee

explained the precise manner in which the billing data are compiled. The failure to certify the brand

or proper operating condition of the machinery involved does not betray a circumstance of

preparation indicating any lack of trustworthiness. Fed.R.Evid. 803(6). This court has previously

stated that computer evidence is not intrinsically unreliable. United States v. Fendley, 522 F.2d 181,

187 (5th Cir. 1975); Olympic Insurance Co. v. H. D. Harrison, Inc., 418 F.2d 669, 670 (5th Cir.

1969). Vela's arguments for a level of authentication greater than that regularly practiced by the

company in its own business activities go beyond the rule and its reasonable purpose to admit

truthful evidence. The court did not abuse its discretion in admitting the bills or deny Vela his

confrontation rights. At best, the arguments made go to the weight that should be accorded the

evidence, not its admissibility. See United States v. Scholle, 553 F.2d at 1125.’

340) United States v. Catrabran 836 F.2d 453 (9th Cir. 1988) ‘ appellant contends that the district court…

erred in admitting the printouts because they were inaccurate and therefore untrustworthy. The

district court recognized that the defense had brought out inaccuracies in the computer printouts but

held that these inaccuracies went to the weight of the evidence, not to admissibility. This is the

general rule. See United States v. Hudson, 479 F.2d 251, 254 (9th Cir.1972) (fullness and

completeness of selective service file in draft prosecution goes to weight, not admissibility of



개정 형사소송법 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 부산지검 박혁수, 09. 7.

- 157 -

증거의 유형별로 그 진정성 입증 방법에 관한 미국 법원의 입장을

소개하고자 한다.341)342)

가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상 기록( ) 343)의 진정성 입증

앞서 보았듯이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 가 예시하고 있는901 (b)

방법들은 주로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보통법 시대부터 인정되어

오던 방법들인데,344) 위 방법들은 크게 문서작성자 또는 그 당시

evidence), cert. denied, 414 U.S. 1012, 94 S.Ct. 377, 38 L.Ed.2d 250 (1973). The question here is

whether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computerized records should alter this rule. Catabran suggests

two sources of inaccuracies characteristic of computerized records. First, Catabran suggests that

inaccuracy could have resulted from errors in data entry.2 However, each witness claimed to have

input the data correctly. Miss Keys, in particular, stressed that she double-checked her figures.

Second, Catabran challenges the accuracy of the computer program itself. He argues that the

computer program created inaccurate inventory figures because of the markup it applied. Miss Keys

testified that the computer calculated a certain markup automatically, but that she could, and did,

override that function for inventory sold at less than the suggested price. Although there was some

contradiction concerning this issue, we conclude that the district court did not abuse its discretion

in admitting the ledgers, particularly given the extensive cross-examination on this issue. Cf. Frank

Music Corp. v. Metro-Goldwyn-Mayer, Inc., 772 F.2d 505, 515 n. 9 (9th Cir.1985) (summary not

inadmissible under Rule 1006, even though "self-calculated" and "unverified," because inaccuracies

could be brought out on cross-examination). Any ques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printouts,

whether resulting from incorrect data entry or the operation of the computer program, as with

inaccuracies in any other type of business records, would have affected only the weight of the

printouts, not their admissibility. Manual for Complex Litigation Second Sec. 21,446 n. 81 (1985).’ ;

같은 취지로, United States v. Soulard, 730 F.2d 1292, 1298 (9th Cir. 1984) ‘ Once adequate…

foundational showings of authenticity and relevancy have been made, the issue of completeness

then bears on the Government's burden of proof and is an issue for the jury to resolve. ’…

341)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 가 예시하고 있는 진정성 인정방법을 기준으로 사례를 분류하는 방법도902 (b)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방법들은 한정적인 목록이 아니어서 거증자는 위 목록에 기재된 방법. ,

이외의 방법으로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목록에 기재된 방법을 중 둘 이상을 조합하여

진정성을 입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진정성 인정방법 보다는 디지털 증거의 유형을 기준으로 사례를. ,

분류하는 것이 편리해 보인다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입증 방법과 관련하여 이 논문이 주로 참고한.

논문들도 디지털 증거의 유형별로 미국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설민수 전자적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 ,

증거능력과 전문법칙 인권과정의 이규호 미국에 있어 디지털 증거의 증거증력, , 2007. 12. ; ,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7. ; Stanley A. Kurzban, Authentication of computer-generated evidence in

the United States Federal Courts, The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1995.(http://www.ipmall.org/

hosted_resources/IDEA/35_IDEA/35-4_IDEA_437_Kurzban.pdf)

342) US DOJ CCIPS(Computer Cr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 Criminal Division,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Searching and Seizing Computers and Obtaining Electronic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s, 2002. 1.<http://www.cybercrime.gov/s&smanual2002.htm 은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을>

공격하는 당사자 주장의 유형에 따라 그 진정성 입증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위 매뉴얼의. ‘V. Evidenct. B.

에 의하면 소송당사자가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을 공격하는 가지 방법으로 첫째 컴퓨터Authentication’ 3 , (

생성증거나 컴퓨터저장증거를 불문하고 생성 이후 변경 또는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방법 둘째 컴퓨터) , ,

생성증거에 대하여 그 증거를 생성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방법 셋째 컴퓨터저장증거에, ,

대하여 그 작성자의 동일성을 공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343) 출력물 을 포함한다(printout) .

344) Advisory Committee Note to Rule 901(http://www.law.cornell.edu/rules/fre/ACRule901.htm) ;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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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한 제 자와 같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의 증언3 345) 전문가,

증인의 증언346) 정황증거, (circumstantial evidence)347)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348) 이 방법 중 가장 흔한 방법은 문서작성자 또는 그 당시

참석한 제 자와 같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의 증언에 의해 그3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방법인데 미국 법원은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상 기록도 다르게 보지 않고 있다.349)

treatment of authentication and identification draws largely upon the experience embodied in the

common law and in statutes to furnish illustrative applications of the general principle set forth in

subdivision (a). The examples are not intended as an exclusive enumeration of allowable methods

but are meant to guide and suggest, leaving room for growth and development in this area of the

law. The examples relate for the most part to documents, with some attention given to voice

communications and computer print-outs.’'

345)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 의901 (b) (1), (7), (8)

346)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 의901 (b) (2), (3), (9)

347)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 의901 (b) (4)

348) 설민수 전자적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증거능력과 전문법칙 인권과정의 쪽, , , , 2007. 12. 137

349) ① United States v. Henry, 164 F.3d 1304 (10th Cir. 1999) 연방근로자 보상연금 수령을 위해 이메일로[

허위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그 허위진술서에 피고인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 형식 등에 의해 진정성을 인정한 사안, ] ‘ Mr. Henry also challenges the district court's…

admission of documentary evidence. In particular, Mr. Henry argues the evidence did not show he

"made" the false statements because his signatures were not authenticated. Fed.R.Evid. 901(b)…

requires a document to be authenticated as a condition precedent to its admission. When Mr.…

Henry objected to the admission of the documents, the government responded proper foundation

had been established pursuant to Fed.R.Evid. 803(6) and 803(8). The district court ruled the witness

"identified [the Forms 1032] and authenticated them as official documents in her custody, and I

think they may be received." Here, Mr. Henry argues the business records exception should not

apply because the records were prepared by him rather than by OWCP(Office of Workers

Compensation Programs), Fed.R.Evid. 803(6), and the public records exception to the authentication

requirement does not provide a basis for admission of all records held by governmental agencies.

Ms. Thomas testified it was the duty of OWCP to mail, receive, and preserve documentation such…

as the Forms 1032, and she was assigned to maintain Mr. Henry's OWCP file as part of her official

duties. Before the forms were admitted, Mr. Henry's attorney asked Ms. Thomas if they appeared to

feature Mr. Henry's signature, if she had received them in the regular course of business, if they

had been filed by her office, and if she compared the forms to the originals in her office. She

answered affirmatively to these questions. Several pieces of circumstantial evidence also support

that the district court properly admitted the Forms 1032. OWCP regularly mailed Mr. Henry

instructions and blank Forms 1032. The completed forms carried a strong indicia of reliability

because they replied to OWCP's original mailing to Mr. Henry. Mr. Henry's own counsel testified…

to helping him complete the forms; the forms contained information personal to him, such as his

Veteran Administration number; the forms were internally consistent as to biographical information;

and several witnesses corroborat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m. See Fed.R.Evid. 901(b)(4) (A

document may be authenticated by "appearance, contents, internal patterns, and other distinctive

characteristics, taken in conjunction with circumstances."). Considering the record as a whole, we

cannot say the district court abused its discretion in finding the forms were admissible.‘ ; ② United

States v. Devous, 764 F.2d 1349 (10th Cir. 1985) ’The admission of transcripts to assist the trier of

fact, like the admission of tapes of marginal quality, lies within the discretion of the trial court. …

Transcripts, like other evidence, must be properly authenticated before they can be admitted.

Fed.R.Evid. 901(a) provides generally that: "The requirement of authentication or identification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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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사건에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United States v. Catrabran

기소된 피고인 은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컴퓨터 출력물Catrabran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판매 물품명세 급여 정보 등을 출력한 문서 의( , , )

진정성을 다투었고 이에 대해 제 순회구 연방항소법원은 법정에, 9 ‘

출석한 장부관리담당자 경리직원 중 인이 판매나 재고 급여에 관한( ) 1 ,

정보를 회사 컴퓨터에 정기적으로 입력하고 있고 출력물이 그 정보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증거로 제출된 컴퓨터 출력물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라고 판시하였고.’ ,350) United States v. Linn

사건에서 피고인 은 컴퓨터 출력물 호텔 컴퓨터가 자동입력한Linn (

피고인과 공모자 사이의 통화 기록 의 진정성을 다투었고 이에 대해) ,

제 순회구 연방항소법원은 전화기록이 자동으로 입력될 당시 근무9 ‘

중이던 호텔관리자의 증언으로 충분하다 라고 판시하였다.’ .351) Zayre

condition precedent to admissibility is satisfied by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a finding that the

matter in question is what its proponent claims." When a transcript is offered, the authentication

question is usually, as it was here, whether the transcript is an accurate rendition of the taped

conversation. The testimony of either the stenographer (transcriber) or a participant in the actual

conversation that the transcript is correct is sufficient to authenticate. United States v. Rochan, 563

F.2d 1246, 1251 (5th Cir.1977). Additionally, this Court has stated that, although a judicial

determination of the accuracy of transcripts is not a sine qua non of their use, it is a recommended

practice in the absence of a stipulation by counsel on the point. United States v. Watson, supra,

594 F.2d at 1336 n. 6. The D.C. Circuit has offered a set of guidelines for the use of transcripts

which we find useful: ‘

350) United States v. Catrabran 836 F.2d 453 (9th Cir. 1988) ‘ Catabran suggests two sources of…

inaccuracies characteristic of computerized records. First, Catabran suggests that inaccuracy could

have resulted from errors in data entry.2 However, each witness claimed to have input the data

correctly. Miss Keys, in particular, stressed that she double-checked her figures. Second, Catabran

challenges the accuracy of the computer program itself. He argues that the computer program

created inaccurate inventory figures because of the markup it applied. Miss Keys testified that the

computer calculated a certain markup automatically, but that she could, and did, override that

function for inventory sold at less than the suggested price. Although there was some contradiction

concerning this issue, we conclude that the district court did not abuse its discretion in admitting

the ledgers, particularly given the extensive cross-examination on this issue. Cf. Frank Music Corp.

v. Metro-Goldwyn-Mayer, Inc., 772 F.2d 505, 515 n. 9 (9th Cir.1985) (summary not inadmissible

under Rule 1006, even though "self-calculated" and "unverified," because inaccuracies could be

brought out on cross-examination). Any ques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printouts, whether

resulting from incorrect data entry or the operation of the computer program, as with inaccuracies

in any other type of business records, would have affected only the weight of the printouts, not

their admissibility. Manual for Complex Litigation Second Sec. 21,446 n. 81 (1985).’

351) United States v. Linn 880 F.2d 209 (9th Cir. 1989) ‘On December 9, 1986, at approximately 6:25

p.m., a DEA agent observed appellant placing a telephone call from the Vance lobby. The agent

overheard appellant inquire about the arrival of a flight due from Florida. The call lasted no more

than one minute. Appellant immediately placed a second telephone call. The DEA agent overhe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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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원고 은 피고Corp. v. S.M. & R. Co. Zayre Corporation S.M.

과의 약정에 따라 수회에 걸쳐 피고의 고용인들에게 피고를& R.

대신하여 휴가비를 지급하고 이를 피고에게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아니하자 금전지급을 구하는 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그.訴
증거로 와 컴퓨터 출력물을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그 출력물의invoice ,

진정성을 다투었다 이에 대해 제 순회구 연방항소법원은 원고. 7 ‘ Zayre

에서 회계 기록 책임자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Corporation

기재된 의 선서진술서 만으로는 컴퓨터 출력물의Donald Campbell (affidavit)

진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선서진술서에는 이. Donald Campbell

컴퓨터 출력물을 만들어낸 컴퓨터 시스템을 잘 아는 이유에 대해 아무

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정에. Donald Campbell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요 증거인 그 컴퓨터 출력물을 평소에 검토하여

왔고 그 출력물에 기재된 금액 등이 실제 거래 관계를 정확히 반영,

하고 있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컴퓨터 출력물은 그 진정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다 라고 판시하였고.’ ,352) Hardison v. Balboa Insurance

this second call. In it appellant informed another party that their previous arrangement was running

late and that he would make contact again in one hour. The second call lasted no more than ninety

seconds. Appellant promptly ascended by elevator to his hotel room. A computer record, introduced

at trial, indicated that a telephone call was placed from appellant's room at the Vance to

coconspirator Adler's room at the Sheraton. This call was recorded at 6:29 p.m. (Sheraton time). …

Second, appellant objects to admission into evidence of a computer printout which recorded the

6:29 p.m. telephone call from Adler's room to appellant's hotel. Appellant claims that the printout is

inadmissible under the business records exception to the hearsay rule, Fed.R.Evid. 803(6), since the

printout is "an untrustworthy record generated by a computer." Fed.R.Evid. 803(6) requires, as

foundation for admissibility, that the excepted writing be made by a person with personal knowledge

at or near the time of the recording, and that the record be kept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Appellant argues that, since the Sheraton's Director of Communications, Ms. Fry, "did not

understand the distinctions between 'menus', 'data bases', and computer 'code', she was 'confused

and inadequately trained,' " and thus without personal knowledge of the way in which the computer

printout was generated. This argument is frivolous. The record was generated automatically, as the

trial transcript demonstrates, and was retained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as records of

outgoing telephone calls regularly are. Fry was a "qualified witness," even though she was not a

computer programmer. See United States v. Miller, 771 F.2d 1219, 1237 (9th Cir.1985); see also

United States v. Young Bros., Inc., 728 F.2d 682, 694 (5th Cir.), cert. denied, 469 U.S. 881, 105

S.Ct. 246, 83 L.Ed.2d 184 (1984). In any event, telephone records are business records for the

purposes of Fed.R.Evid. 803(6). See, e.g., United States v. Vela, 673 F.2d 86, 89-90 (5th Cir.1982).

Since this court has given district courts broad discretion to decide whether a particular record is

trustworthy, United States v. Licavoli, 604 F.2d 613, 622-23 (9th Cir.), cert. denied, 446 U.S. 935,

100 S.Ct. 2151, 64 L.Ed.2d 787 (1980), and appellant does not demonstrate untrustworthiness, we

conclude that the record ("Exhibit 15") was properly admitted under Fed.R.Evid. 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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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원고 은 피고 가 증거로Co. Hardison Balboa Insurance Co.

제출한 컴퓨터 출력물 보험회사의 보험 취소 통지 여부가 다투어지자(

보험회사에서 컴퓨터에 전산화되어 저장되어 있던 통지 관련 데이터를

출력한 문서 의 진정성을 다투었고 이에 대해 제 순회구 연방항소) , 10

352) Zayre Corp. v. S.M. & R. Co. 882 F.2d 1145 (7th Cir. 1989) ‘ Regarding Zayre's claim for…

reimbursement, SM & R concedes that it owes Zayre money for vacation pay Zayre paid on SM &

R's account. The only dispute is over the amount. To support its motion for summary judgment on

the reimbursement claim, Zayre submitted an affidavit from its vice president-controller, Donald

Campbell. Along with Campbell's affidavit, Zayre submitted invoices that it had sent to SM & R.

Attached to the invoices were computer printouts that showed the amounts of vacation pay that

Zayre had paid to jewelry department employees on SM & R's account. The invoices and printouts

showed that Zayre had paid $61,539.40. Campbell's affidavit stated that he personally knew, and…

was competent to testify to, the facts in the affidavit. According to the affidavit, Zayre had sent a

number of invoices (including the computer printouts) at various times to SM & R but SM & R failed

to reimburse Zayre for any of the vacation pay. The affidavit went on to state that Campbell had

reviewed copies of the unpaid invoices and printouts and that the printouts were "based upon

information kept in Zayre's ordinary course of business, and accurately reflect Zayre's actual

payment to [jewelry store employees] for vacation pay which accrued during SM & R's occupancy

of the ... jewelry ... departments." According to SM & R, Zayre has failed to properly authenticate…

the printouts, or to establish a sufficient foundation to admit the printouts--admittedly hearsay--as

business records because Zayre has failed to present evidence regarding, among other things, the

source of data for the printouts, the data's accuracy, the input procedures used to feed the data

into the computer, or whether the computer was working properly. See Fed.R.Evid. 901(b)(9)

(authentication); Fed.R.Evid. 803(6); United States v. Croft, 750 F.2d 1354, 1363-65 (7th Cir.1984);

United States v. Weatherspoon, 581 F.2d 595, 598 (7th Cir.1978). SM & R also complains that

Zayre has not established that Campbell was qualified to establish the foundation because his

affidavit does not show that he was the "custodian or [an] otherwise qualified witness," Fed.R.Evid.

803(6), and that Zayre has not established that the printouts were made as a routine company

practice. Finally, SM & R claims that the printouts were summary evidence under Fed.R.Evid. 1006

and that they were inadmissible as summaries because Zayre had not made the documents

underlying the summaries available to SM & R. SM & R's authentication and foundation…

arguments, however, raise more complicated issues. Campbell's affidavit indicates that whoever

prepared it gave little thought to authenticating the printouts or qualifying them as business records.

The affidavit states nothing about why Campbell would be familiar with the computer system and

data processing procedures that produced the printouts. Zayre has attempted to bolster Campbell's

affidavit by emphasizing that he was Zayre's controller, who Zayre claims was "the very individual

responsible for maintaining the accuracy of Zayre's accounting records." But the record contains no

evidence of Campbell's duties with Zayre, and absent such evidence Campbell's title is

meaningless. Not all companies use the same labels for the same functions, and for all we know

from the record Zayre could have given the title "controller" to its head of maintenance. Still,

Campbell did testify that he reviewed the printouts and that the printouts accurately reflected the

amounts of vacation pay that Zayre had paid on SM & R's account. Campbell also testified that he

personally knew about what he testified to. SM & R has not presented any specific facts that call

into question Campbell's assertion that he could personally attest to the printouts' accuracy. This is

not surprising because, as far as the record shows, SM & R never deposed, or even asked to

depose, Campbell before the district court entered summary judgment. Given SM & R's failure to

test Campbell's knowledge, perhaps Campbell's affidavit is sufficient to authenticate the printouts

and qualify them as business records (or at least to prevent us from concluding that the district

court abused its discretion--the relevant standard for reviewing evidentiary questions, see, e.g.,

United States v. Franco, 874 F.2d 1136 (7th Cir.1989)--in considering the printo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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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컴퓨터 출력물에 대하여 회사의 부사장이 법정에 출석하여 회사‘ ,

전산통지 시스템의 작동 및 기록 보존 절차에 관하여 증언하였고 피고의,

석명요구에 따라 운영절차에 관하여 충분한 증언을 하였으므로 컴퓨터에,

대한 복잡한 기술적 설명이 없었다고 해도 컴퓨터 출력물의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 라고 판시하였다.’ .353) 사건United States v. Bonallo

에서 피고인 는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의 전산기록을 조작하여Bonallo

은행 고객들의 돈을 인출해 간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 측은 피해.

고객들의 명단과 피고인에 의해 조작된 거래들의 일시 등이 담긴 컴퓨터

출력물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거래내역들이,

타인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진정성을

다투었다 이에 대해 제 순회구 연방항소법원은 컴퓨터에 저장된. 9 ‘

자료가 일반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증거로 제출된

자료가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에 부족하다 그러한 주장은 증거.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증명력의 문제에 불과하다 고 판시하였다.’ .354)

353) Hardison v. Balboa Insurance Co. 4 Fed. Appx. 663 (10th Cir. 2001) ‘Although Hardison is correct

that none of Balboa’s employees testified about any steps they personally take to mail cancellation

notices, that is because Balboa sends its notices by computer. Indeed, Balboa’s uncontradicted and

verified interrogatory answers stated that once a force placed policy is cancelled, a

computer-generated letter is automatically produced and sent to the homeowner and “there is not

evidence that the handling of this file was not normal and in accordance with its procedures.”‘

354) United States v. Bonallo 858 F.2d 1427, 1436(9th Cir. 1988). ‘ Daniel Bonallo worked at American…

Data Services (American Data) beginning in 1979. American Data is a subsidiary of The Oregon

Bank.1 American Data handles data processing for the Bank as well as for other banks. Bonallo

worked in the Systems Development department, the function of which was to correct problems

arising in the computer software. He was responsible for support of the Automatic Teller Machines

(ATM) and Bank Card Management Systems. Government Exhibit "1" is a list of persons whose…

bank card numbers were used to obtain funds from ATMs of the Bank, and who reported to the

Bank that they did not use a card for such transactions. The exhibit lists the person's name,

account, type of card used, date and time of the transaction, and the amount of money obtained.

The information in the exhibit was obtained from customer affidavits and from American Data's

computer. Government Exhibit "3" is a list reflecting the date and time of the 12 transactions at

issue, and also the pertinent times when Bonallo arrived at and left the American Data building after

hours. The information in the exhibit comes from American Data computer logs. Bonallo also…

argues that the records are untrustworthy because it is possible that someone else at American Data

altered them in an effort to frame him. However, Bonallo does not provide any evidence to support

that theory. The fact that it is possible to alter data contained in a computer is plainly insufficient to

establish untrustworthiness. The mere possibility that the logs may have been altered goes only to

the weight of the evidence not its admissibility. See Catabran, 836 F.2d at 458. We therefore

컴퓨터conclude that the district court did not abuse its discretion in admitting these exhibits.’ ;

생성 기록이 전문증거의 예외인 업무상기록에 해당하려면 그 진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설민수 전자적. ,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증거능력과 전문법칙 인권과정의 쪽 미국의 증거법에서 전문증거, , , 2007. 12. 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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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은행원인 피고인 는 은행고객United States v. Glasser Glasser

으로부터 지급받은 채무변제금을 횡령하고 그 은행고객의 계좌와,

관련된 은행 전산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 측은.

문제가 된 고객들의 계좌 거래 내역이 담긴 컴퓨터 출력물 피고인의(

에 의해 계좌 거래 내역이 변경된 것으로 저장되어teller number

있었음 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 teller

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출력물의 진정성을 다투number

었다 이에 대해 제 순회구 연방항소법원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11 ‘

컴퓨터 출력물은 David Woellner (the Bank's director of internal

의 증언에 의해 업무상기록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구비auditing)

하였음이 증명되었다 기록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 존재할 것이 컴퓨터 인쇄물을 증거로 삼기 위하여 필수적

이지는 않다 만약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필수요건으로 한다면. ,

컴퓨터로 산출된 기록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55)

특히 문서화된 증거가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입증되어야 한다 하나는 증거가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형식적 진정성립의 입증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what its proponent claims) ,

증거임에도 예외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예외에 속함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통상 전자적 문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문증거의 예외인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문서 미국[business record,

연방증거법 제 조 의 경우 그 자체의 요건으로 정보의 근원이나 준비의 방법 준비의 정황이803 (6)] ,

신뢰성이 부족할 때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형식적 진정성립의 입증을 포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당수 법원은 형식적 진정성립의 입증 없이도 바로 전문증거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기도 한다.’

355) United States v. Glasser 773, F.2d 1553(11th Cir. 1985) ‘Glasser first complains of the admission of

computer printouts. These computer printouts contained compilations of various transactions relating

to the mortgage accounts which were the basis of the prosecution. Glasser contends that the

trustworthiness of the printouts was not established through proper foundation testimony, and that

the printouts should have therefore been excluded. Computer generated business records are

admissible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1) The records must be kept pursuant to some

routine procedure designed to assure their accuracy, (2) they must be created for motives that

would tend to assure accuracy (preparation for litigation, for example, is not such a motive), and (3)

they must not themselves be mere accumulations of hearsay or uninformed opinion. Rosenberg v.

Collins, 624 F.2d 659, 665 (5th Cir.1980) (citing United States v. Fendley, 522 F.2d 181, 184 (5th

Cir.1975)). Having reviewed the record, and, in particular, the testimony of David Woellner (the

Bank's director of internal auditing), we conclude that these conditions were satisfied. We note that

while Woellner's testimony provided a sufficient foundation upon which to admit the printouts, it also

demonstrated some weaknesses in the security measures taken by the Bank to control access to

the computer terminals. On this score, Glasser points to the fact that teller identification numbers

were not kept confidential. The existence of an air-tight security system is not, however, a

prerequisite to the admissibility of computer printouts. If such a prerequisite did exist, it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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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컴퓨터에 저장된 공문서( ) 356)의 진정성 입증

공문서의 진정성립도 역시 전통적으로 문서작성자 또는 그 당시

참석한 제 자와 같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의 증언에 의해 그3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357) 미국 법원은 컴퓨터에 저장된

become virtually impossible to admit computer generated records; the party opposing admission

would have to show only that a better security system was feasible. The government laid a sufficient

foundation for the admission of the printouts; thus, the district court did not abuse its discretion in

admitting this evidence.’

356) 출력물 을 포함한다(printout) .

357) United States v. Hernandez-Herrera, 952 F.2d 342 (10th Cir. 1991) 이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서와[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피고인의 지문이전 사건에서 받아둔 지문의 진정성을 다툰 사안( ) ] ‘(EXHIBITS 1-4)

The foundations the government laid for Exhibits 1, 2, 3 and 4 are nearly identical. All four exhibits

were documents from an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INS) file retrieved from the Denver

immigration office. The government offered testimony from Michael Wheeler, an agent of the INS,

that all four exhibits were records kept by the INS in the course of its regularly conducted business

activity. Concerning Exhibits 1, 3, and 4, Wheeler testified that it is the regular practice of the INS

to make these records at or near the time of the events reflected in the records. Wheeler also

testified that Exhibit 2--the decision of the immigration judge--was prepared by someone with

knowledge of the events reflected in the document. Agent Wheeler gave testimony concerning how

the immigration file was identified and obtained. Wheeler testified that he interviewed the defendant

on May 23, 1990 and placed the defendant's name into the Immigration Service's computer to

determine whether the defendant had an immigration file. Wheeler discovered that a file under the

name of Francisco Hernandez-Herrera was located at the Denver, Colorado immigration office.

Wheeler then "retrieved" that file from the Denver immigration office and kept the file in his custody.

Authentication is a prerequisite to the admission of evidence. Fed.R.Evid. 901(a). The authentication

requirement is "satisfied by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a finding that the matter in question is

what its proponent claims." Id. The rationale for the authentication requirement is that the evidence

is viewed as irrelevant unless the proponent of the evidence can show that the evidence is what its

proponent claims. Cardenas, 864 F.2d at 1531 (citations omitted). Defendant argues that Exhibits

1-4 were not properly authenticated. Defendant maintains that, even assuming Exhibits 1-4 are

public records, they were not authenticated as public records under Rule 901(b)(7) because the

government failed to properly establish a chain of custody.1 Defendant also argues that Exhibits 1-4

could not have been authenticated under Rule 901(b)(1) because no witness "with knowledge"

presented testimony that the exhibits were what the government purported them to be. Rule

901(b)(1) provides that a witness with knowledge may authenticate a piece of evidence by testifying

that a matter is what it is claimed to be. The trial transcript shows that Agent Wheeler had personal

knowledge of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making of the relevant INS forms and that Wheeler

was familiar with the recording procedures of the INS. Wheeler testified that he had worked for the

INS for nearly five years. For two of those years, Wheeler was an Immigration Detention Officer and

was involved in moving, detaining and transporting illegal aliens. We find that the testimony of

Wheeler, an INS agent familiar with the record keeping practices of the INS regarding Exhibits 1-4,

establishes the authenticity of these exhibits under Rule 901(b)(7). United States v. Quezada, 754

F.2d 1190, 1194 (5th Cir.1985). In finding that Exhibit 2--the decision of the immigration

judge--was sufficiently authenticated, we rely both on Agent Wheeler's testimony and on the internal

indicia of reliability appearing on the face of the exhibit. See United States v. Jimenez Lopez, 873

F.2d 769, 772 (5th Cir.1989). Because these documents are uniquely identifiable and relatively

resistant to change, the establishment of a chain of custody is not necessary. Cardenas, 864 F.2d

at 1531. The trial court committed no abuse of discretion in admitting Exhibits 1-4 into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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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도 이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358) United States v. Meienberg

(EXHIBIT 9) Exhibit 9 is a photocopy of a fingerprint card. The government claimed that Exhibit 9

was a photocopy of the defendant's fingerprint card from the Denver Police Department, made

November 4, 1977, bearing the Denver Police Department identification number of 268336. The

defendant argues that the photocopy of the fingerprint card is inadmissable hearsay. We find,

contrary to defendant's assertions, that the objection he raised at trial to Exhibit 9 was not "in

substance" a hearsay objection. Consequently, the defendant cannot raise the hearsay issue on

appeal. See United States v. Markopoulos, 848 F.2d 1036, 1039 (10th Cir.1988); United States v.

Taylor, 800 F.2d 1012, 1017 (10th Cir.1986) ("specific ground for reversal of an evidentiary ruling on

appeal must also be the same as that raised at trial" (citations omitted)), cert. denied, 484 U.S.

838, 108 S.Ct. 123, 98 L.Ed.2d 81 (1987). The defendant also argues that Exhibit 9 was not

properly authenticated. We hold that the trial court did not abuse its discretion in ruling that Exhibit

9 was admissible. The government offered testimony from FBI Special Agent Robert Novotny that

Exhibit 9 was requested from the Denver, Colorado Police Department and was received in the

District of Kansas. Agent Novotny testified that there is nothing about a photocopy of a fingerprint

card that makes it less reliable than the original. He also testified that he had never seen the

original. He stated, "The original I believe is in Denver, Colorado." We find that there is ample

circumstantial evidence to establish that Exhibit 9 was what the government purported it to be. In

discussing the authenticity of a fingerprint card, the Eleventh Circuit ruled that the authenticity of the

card could be inferred from sufficient circumstantial evidence. United States v. Lopez, 758 F.2d

1517, 1521 (11th Cir.1985), cert. denied, 474 U.S. 1054, 106 S.Ct. 789, 88 L.Ed.2d 767 (1986).

This Circuit has held that the "identification of physical evidence, and its connection to a particular

defendant, may be shown through either circumstantial or testimonial evidence." United States v.

Brewer, 630 F.2d 795, 802 (10th Cir.1980) (citing United States v. White, 569 F.2d 263 (5th Cir.),

cert. denied, 439 U.S. 848, 99 S.Ct. 148, 58 L.Ed.2d 149 (1978)). Agent Novotny testified that the

fingerprints on Exhibit 9 matched the set of prints on two other exhibits--Exhibits 3 and 8--that

were already admitted into evidence.2 Rule 901(b)(3) of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provides that

authentication may be established through comparison by an expert "with specimens which have

been authenticated." Agent Novotny also testified that the fingerprint card showed a "DPD" number,

a number assigned by the Denver Police Department. The DPD number on Exhibit 9 matched the

DPD number on two other exhibits--Exhibits 6 and 7--that had already been properly admitted into

evidence. Further, in laying the foundation for Exhibit 6, the government offered testimony

concerning the significance of the DPD number. Although the government could have laid the

foundation for Exhibit 9 in a more thorough manner, it presented sufficient circumstantial evidence

to place the admission of Exhibit 9 within the broad discretion of the trial court. Any possible lack

of proof connecting Exhibit 9 with the defendant was a matter for the jury to consider. Brewer, 630

F.2d at 802 (citations omitted). Therefore, we conclude that the trial court committed no abuse of

discretion in admitting Exhibit 9.’

358) United States v. Henry, 164 F.3d 1304 (10th Cir. 1999) 연방근로자 보상연금 수령을 위해 허위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연방정부기관인 에 보낸 사안에서 그 허위진술서가 연방정부기관으로부터OWCP

제출되었고 비록 그 허위 진술서에 피고인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방정부기관의 공무원의,

증언 및 그 허위진술서의 내용 형식 등에 의해 진정성을 인정한 사안, ] ‘ Mr. Henry also challenges the…

district court's admission of documentary evidence. In particular, Mr. Henry argues the evidence did

not show he "made" the false statements because his signatures were not authenticated. …

Fed.R.Evid. 901(b) requires a document to be authenticated as a condition precedent to its

admission. When Mr. Henry objected to the admission of the documents, the government…

responded proper foundation had been established pursuant to Fed.R.Evid. 803(6) and 803(8). The

district court ruled the witness "identified [the Forms 1032] and authenticated them as official

documents in her custody, and I think they may be received." Here, Mr. Henry argues the business

records exception should not apply because the records were prepared by him rather than by

OWCP(Office of Workers Compensation Programs), Fed.R.Evid. 803(6), and the public records

exception to the authentication requirement does not provide a basis for admission of all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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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무기판매상이 무기를 판매할 경우 콜로라도 수사국에,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 수사국으로부터 받은 승인 번호를

장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신원 확인 절차 없이 가공의

승인번호를 장부에 기재한 후 무기를 판매하여 연방법 및 주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무기판매상인 피고인 는Michael Meienberg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컴퓨터 출력물 그 동안 수사국이 피고인에게(

발부한 승인번호 목록 의 진정성을 다투었고 이에 대해 제 순회구) , 10

연방항소법원은 수사국의 공무원이 법정에 출석하여 컴퓨터 출력물이

콜로라도 주 수사국의 관리 하에 있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연방증거규칙

제 조 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라고 판시하였다901 (b) (7) .‘ .359)

held by governmental agencies. Ms. Thomas testified it was the duty of OWCP to mail, receive,…

and preserve documentation such as the Forms 1032, and she was assigned to maintain Mr.

Henry's OWCP file as part of her official duties. Before the forms were admitted, Mr. Henry's

attorney asked Ms. Thomas if they appeared to feature Mr. Henry's signature, if she had received

them in the regular course of business, if they had been filed by her office, and if she compared

the forms to the originals in her office. She answered affirmatively to these questions. Several

pieces of circumstantial evidence also support that the district court properly admitted the Forms

1032. OWCP regularly mailed Mr. Henry instructions and blank Forms 1032. The completed forms

carried a strong indicia of reliability because they replied to OWCP's original mailing to Mr. Henry. …

Mr. Henry's own counsel testified to helping him complete the forms; the forms contained

information personal to him, such as his Veteran Administration number; the forms were internally

consistent as to biographical information; and several witnesses corroborat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m. See Fed.R.Evid. 901(b)(4) (A document may be authenticated by "appearance,

contents, internal patterns, and other distinctive characteristics, taken in conjunction with

circumstances."). Considering the record as a whole, we cannot say the district court abused its

discretion in finding the forms were admissible.‘ ; United States v. Devous, 764 F.2d 1349 (10th②

Cir. 1985) ’The admission of transcripts to assist the trier of fact, like the admission of tapes of

marginal quality, lies within the discretion of the trial court. Transcripts, like other evidence, must…

be properly authenticated before they can be admitted. Fed.R.Evid. 901(a) provides generally that:

"The requirement of authentication or identification as a condition precedent to admissibility is

satisfied by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a finding that the matter in question is what its proponent

claims." When a transcript is offered, the authentication question is usually, as it was here, whether

the transcript is an accurate rendition of the taped conversation. The testimony of either the

stenographer (transcriber) or a participant in the actual conversation that the transcript is correct is

sufficient to authenticate. United States v. Rochan, 563 F.2d 1246, 1251 (5th Cir.1977). Additionally,

this Court has stated that, although a judicial determination of the accuracy of transcripts is not a

sine qua non of their use, it is a recommended practice in the absence of a stipulation by counsel

on the point. United States v. Watson, supra, 594 F.2d at 1336 n. 6. The D.C. Circuit has offered a

set of guidelines for the use of transcripts which we find useful: ‘

359) United States v. Meienberg 263 F.3d 1177 (10th Cir. 2001) ‘(Computer Documents) 18 U.S.C.

922(b)(2) makes it a federal crime to sell a firearm in violation of state law. At the time of the

events underlying this lawsuit, Colorado required gun dealers to perform certain tasks before selling

a handgun. See Colo. Rev. Stat. 12-26.5-103 (repealed 1999). Dealers were required to contact the

Colorado Bureau of Investigation (the "Bureau") for purposes of conducting an instant background

check on the potential purchaser and, if the purchaser was approved, dealers were requi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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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문서에 대해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 는, 902 (1), (2), (3), (4)

다른 증거의 도움 없이도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인증된 공문서의 등본 위 증거규칙 제 조, { 902

은 앞서 본 증언에 의한 공문서의 진정성 입증 방법보다 더 많이(4)}

쓰이는 방법이다 위 증거법 제 조. 902 (4)360)에 의하면 법령 상 인증,

record the approval number for the transaction. See id. 12-26.5-103(2)(d)(I)(A), (B) (repealed

1999). In order to demonstrate that Defendant had often neglected to contact the Bureau for an

instant background check and instead recorded phony approval numbers,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printouts of computerized records reflecting the approval numbers issued by the Bureau to

Defendant's firearms business. Defendant objected to the printouts based on a lack of

authentication. Before evidence is admissible it must be authenticated. See Fed. R. Evid. 901(a).…

This requirement is met by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a finding that the matter in question is

what its proponent claims." Id. "The rationale for the authentication requirement is that the evidence

is viewed as irrelevant unless the proponent of the evidence can show that the evidence is what its

proponent claims." United States v. Hernandez-Herrera, 952 F.2d 342, 343 (10th Cir. 1991).

Defendant argues that, in order to authenticate, the government was required to demonstrate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printouts. Because the government's witness could not

verify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Defendant argues that the records were not authenticated.

Defendant relies on Rule 901(b)(9) of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Rule 901(b) provides

numerous nonexhaustive examples of proper authentication. Rule 901(b)(9), one of these examples,

states as follows : (9) Process or system. Evidence describing a process or system used to

produce a result and showing that the process or system produces an accurate result. Defendant's

argument is without merit. In order to authenticate the printouts, the government had only to

present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a finding that the matter in question is what its proponent

claims." Fed. R. Evid. 901(a). The computer printouts reflected the Bureau's record of approval

numbers assigned to Defendant's firearms business. The government's witness testified to this fact,

thus satisfying the minimal authentication requirement: "The computer printouts are a record of the

transaction numbers issued for [Defendant's business], all the transactions during each separate

exhibit is a month period of transactions issued by the Bureau to Defendant's business. See Fed.

R. Evid. 901(b)(7) (providing that a public record can be authenticated by evidence that the record

"is from the public office where items of this nature are kept"); see also Fed. R. Evid. 901,

Advisory Committee Notes, 1972 Proposed Rules, note to Subdivision (b), Example 7 ("Public

records are regularly authenticated by proof of custody, without more. The example extends the

principle to include data stored in computers and similar methods . . . ." (citation omitted)). "Any

ques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printouts, whether resulting from incorrect data entry or the

operation of the computer program, as with inaccuracies in any other type of business records,

would have affected only the weight of the printouts, not their admissibility." United States v.

Catabran, 836 F.2d 453, 458 (9th Cir. 1988). Defendant's reliance on Rule 901(b)(9) is misplaced.

The computer printouts were not the result of a "process or system used to produce a result"; they

were merely printouts of preexisting records that happened to be stored on a computer. In any

event, the government did offer circumstantial evidence that the computer printouts accurately

depicted the approval numbers issued to Defendant's business. Thus, the district court did not

abuse its discretion in allowing the printouts into evidence.’

360) Rule 902. Self-authentication

Extrinsic evidence of authenticity as a condition precedent to admissibility is not required with

respect to the following :

(4) Certified copies of public records. A copy of an official record or report or entry therein, or of—

a document authorized by law to be recorded or filed and actually recorded or filed in a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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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인증된 공문서 등본361)은 추가 입증 없이

그 진정성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방법은 미국 연방법원 관할의,

조세포탈 관련 소송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세금 관련 문서를 제출함에

office, including data compilations in any form, certified as correct by the custodian or other

person authorized to make the certification, by certificate complying with paragraph (1), (2), or

(3) of this rule or complying with any Act of Congress or rule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pursuant to statutory authority. publications purporting to be issued by public authority.

361) United States v. Darveaux, 830 F.2d 124, 125-26 (8th Cir. 1987). ‘ The Government presented…

evidence of Darveaux's Texas conviction in the form of a penitentiary file, or so-called "pen

packet," from the TDC. The packet consists of certified copies of his conviction and sentence in

the District Court of Bexar County, Texas. The copies are certified by the Record Clerk of the TDC,

who attests that "in my legal Custody as such officer are the original files and records of persons

heretofore committed to said institution: that the (x) photograph (x) fingerprints and (x)

commitments, including judgment and sentence, of Thomas E. Darveaux ... a person heretofore

committed to said penal institution and who served a term of imprisonment therein: that I have

compared the attached copies with their respective originals now on file in my office and each

thereof contains, and is a full, true, and correct transcript and copy from its said original." The

Record Clerk's signature is accompanied by the embossed seal of the TDC. The certification by the

TDC Record Clerk is authenticated by the presiding judge of the County Court of Walker County,

Texas, where the TDC is located. The attestation of the presiding judge in turn is authenticated by

the signature of the Clerk of the County Court of Walker County and the seal of the County Court.

Along with the copies of Darveaux's conviction and sentence, the pen packet contains his

fingerprint card and photograph. The District Court excluded the sentence and the fingerprints as

unduly prejudicial. The copies of the conviction, the certification, the photograph, and the

descriptive material at the bottom of the fingerprint card (listing height, weight, birthdate, etc.) were

admitted as Exhibit 13. The Government offered Exhibit 13 as a self-authenticating document under

Rule 27 of the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Darveaux objects on hearsay grounds that the

conviction record is not self-authenticating, insisting that the TDC Record Clerk in Walker County

does not have "legal custody" of the records of the Bexar County conviction, as required by Rule

27. Defendant asserts that the Record Clerk of the TDC--as an officer of the executive branch of

the Texas Government--cannot be the legal custodian of the conviction entered by a county

judge--an officer of the judicial branch. We disagree. Under Rule 27 of the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An official record ... may be proved in the same manner as in civil actions."

Thus, we turn to Rule 44 of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incorporated by reference into

Rule 27, and to Rule 902 of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Under Rule 44(a)(1), an official record

"may be evidenced ... by a copy attested by the officer having the legal custody of the record ...

and accompanied by a certificate that such officer has the custody. The certificate may be made

by a judge of a court of record of the district or political subdivision in which the record is kept...."

Rule 902 similarly provides that "Extrinsic evidence of authenticity as a condition precedent to

admissibility is not required with respect to ... (4)[a] copy of an official record ... or of a document

authorized by law to be recorded or filed and actually recorded or filed in a public office, ...

certified as correct by the custodian or other person authorized to make the certification...." There

is no dispute that Exhibit 13 is a copy of an "official record" under the above rules. It fully

complies with those rules and properly was admitted as proof of the Texas conviction, provided that

the TDC Record Clerk is the legal custodian of the records of that conviction. Having examined

Texas law on this point, we are satisfied that he is. A review of Texas cases reveals that

prosecutors often offer pen packets to prove prior convictions, and that judges seldom exclude

them as evidence. Significantly, the Texas courts consistently refer to the TDC Record Clerk as the

"custodian" of the original court documents. It is well-settled, then, that the TDC Record Clerk is…

the legal custodian of conviction records under Texas law. Accordingly, Exhibit 13 properly was

admitted as a self-authenticating official record of Darveaux's Texas conv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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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한다 이 경우 미국 법원은 당해 소송을.

위해 만든 문서라고 하더라도 진정성을 인정하고 있다.362)363)

362) 설민수 전자적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증거능력과 전문법칙 인권과정의 쪽 이규호, , , , 2007. 12. 138 ; ,

미국에 있어 디지털 증거의 증거증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쪽, , 2007. 161

363) United States v. Bisbee, 245 F.3d 1001, 1006-07(8th Cir. 2001). ‘This tax case arises from an

assessment of trust fund recovery penalties pursuant to 26 U.S.C. (I.R.C.) 6672 (1994) against two

officers of Iowa Malleable Iron Co. (IMI), Jean E. Bisbee and Maurice Warner Green, Jr. IMI…

failed to account for and pay over employment taxes as required by I.R.C. 3402 and 6601 in the

second and third quarters of 1993. During the tax periods at issue, Green was treasurer and Bisbee

was president and chief executive officer (CEO) of IMI. Green had worked for IMI for 21 years and

had previously served as chief financial officer, treasurer, president, and CEO. Bisbee took over

Green's former offices of president and CEO in 1992. In 1996 and 1997,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assessed penalties against both Green and Bisbee under I.R.C. 6672, after determining

that they were persons responsible to "collect, truthfully account for, and pay over" the employment

taxes and that each had willfully failed to pay over those taxes. I.R.C. 6672. The IRS assessed the

original penalty against Bisbee on February 13, 1997, based on its calculation of IMI's employment

tax liability for the second and third quarters of 1993. Several months later, the IRS obtained

business records from IMI showing that IMI's payroll for the third quarter was significantly less than

the IRS originally believed. The IRS then corrected the assessment by abating a portion of the

penalty. The abatement was made retroactive to the date of the initial assessment.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abatement was designed to prevent the taxpayer from being charged with interest

on the inappropriately assessed portion of the penalty for the period between the original

assessment and the IRS's discovery of its error. The IRS offered into evidence copies of its official

transcripts of payments and assessments with respect to Bisbee. The transcripts showed the dates

of both the original assessment and the partial abatement as February 13, 1997. Bisbee contends

that the retroactive abatement demonstrates the IRS's ability to "back-date" assessments and argues

that the IRS transcripts should not be accepted as evidence of the date of assessment because

they are unreliable. The court admitted the IRS transcripts and found that the assessment was made

on February 13, 1997. The IRS is authorized to assess and collect a trust fund recovery penalty…

from any officer or employee of any corporation who is responsible for collecting, accounting for,

and paying over any tax imposed by the Internal Revenue Code and who willfully fails to do so.

I.R.C. 6671(b) and 6672. The amount of the penalty for which the person can be held personally

liable is equal to the total amount of the tax not accounted for and paid over. I.R.C. 6672(a). …

Bisbee's third challenge involves the admission into evidence of two IRS documents. The

government offered into evidence a Certificate of Assessments and Payments showing that the trust

fund recovery penalty was assessed against Bisbee on February 13, 1997. This document shows

the taxpayer's name and social security number, the type and amount of tax, and the date of

assessment. It was offered together with a Form 2866, Certificate of Official Record, attesting to

the authenticity of the Certificate of Assessments and Payments. Form 2866 was under seal and

bore the signature of the manager of the certification unit of the regional service center. A

document bearing a seal purporting to be that of the United States and a signature purporting to

be an attestation requires no extrinsic evidence of authenticity as a condition precedent to

admission. Fed. R. Evid. 902. Bisbee argues that this rule creates only a rebuttable presumption of

admissibility that he has rebutted by showing that the date of the partial abatement of the penalty

as shown on the Certificate of Assessments and Payments was not the date the partial abatement

was actually made. Bisbee mischaracterizes the rule. An official document that is under seal and

bears a signature purporting to be an attestation is admissible. United States v. Darveaux, 830 F.2d

124, 126 (8th Cir. 1987). That Bisbee presented evidence tending to contradict the facts in the

Certificate and Form 2866 does not render the properly admitted evidence inadmissible. The court

did not abuse its discretion in admitting the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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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지털 포렌식에 의해 복구된 증거의 진정성 입증( )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다가 삭제된 디지털 정보는 복구

당시 그 정보의 상태 또는 그 정보를 삭제한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따라 복구에 있어 고도의 전문 기술을 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단순한 프로그램의 작동만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복구 프로그램의.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복구가 가능하다면 복구 과정에서의 증거 조작

시비가 발생할 여지는 없으므로 그 복구 정보의 진정성을 인정함에

있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364) 그러나 고난이도의 복잡한 복구 기술을 필요로 하는,

364) United States v. Tank, 200 F.3d 627 (9th Cir. 2000) ‘ Tank belonged to a sixteen-member Internet

chat room called the Orchid Club.4 Members of the Orchid Club discussed, traded, and produced

child pornography. While online in the chat room, Orchid Club members traded digital pornographic

images of children. Ronald Riva, another member of the Orchid Club, was arrested on a child

molestation charge. A search of Riva's home and computer files revealed thousands of pornographic

pictures of children. The search also revealed computer text files containing "recorded" online chat

room discussions that took place among members of the Orchid Club. Riva's computer was

programmed to save all of the conversations among Orchid Club members as text files whenever he

was online. Before any Orchid Club member was investigated or arrested, Riva had deleted from his

computer nonsexual conversations and extraneous material, such as date and time stamps, to

decrease the size of the text files and free space on his hard drive. These text files constitute the

chat room logs at issue. The evidence seized from Riva implicated other Orchid Club members,

including Tank. We review a district court's finding that evidence is supported by a proper…

foundation for an abuse of discretion. See United States v. Santiago, 46 F.3d 885, 888 (9th Cir.

1995). The foundational "requirement of authentication or identification as a condition precedent to

admissibility is satisfied by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a finding that the matter in question is

what its proponent claims." Fed. R. Evid. 901(a); see also United States v. Harrington, 923 F.2d

1371, 1374 (9th Cir. 1991). "The government need only make a prima facie showing of authenticity,

as `[t]he rule requires only that the court admit evidence if sufficient proof has been introduced so

that a reasonable juror could find in favor of authenticity or identification.' " United States v. Black,

767 F.2d 1334, 1342 (9th Cir. 1985) (quoting 5 J. Weinstein & M. Berger, Weinstein's Evidence P

901(a)[01], at 901-16 to -17 (1983)). The government must also establish a connection between

the proffered evidence and the defendant. See id. The government made a prima facie showing of

authenticity because it presented evidence sufficient to allow a reasonable juror to find that the chat

room log printouts were authenticated. In testimony at the evidentiary hearing and at trial, Riva

explained how he created the logs with his computer and stated that the printouts, which did not

contain the deleted material, appeared to be an accurate representation of the chat room

conversations among members of the Orchid Club. See United States v. Catabran, 836 F.2d 453,

458 (9th Cir. 1988) ("Any ques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printouts . . . would have affected

only the weight of the printouts, not their admissibility."). Furthermore, the parties vigorously argued

the issue of completeness of the chat room log evidence to the jury. See United States v. Soulard ,

730 F.2d 1292, 1298 (9th Cir. 1984) ("[O]nce adequate foundational showings of authenticity and

relevancy have been made, the issue of completeness then bears on the Government's burden of

proof and is an issue for the jury to reso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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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는 그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거나 또는 법원이나 사실인정자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가 증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365)366) 다만 어느 경우를 불문하고 복구 당시 적용 가능한,

최상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진정성에 대한 시비를 줄일 수 있음은

물론이다.367)

365) United States v. Quinn, 18 F.3d 1461, 1464-65 (9th Cir. 1994) ‘(The Admission of Photogrammetry

Evidence) Quinn next contends that the district court erred in permitting the government's expert to

testify to his use of "photogrammetry" to render an opinion as to the height of the individual in

surveillance photographs from the Berkeley robbery. By analyzing two photographs, FBI Agent

Douglas Goodin concluded and testified that the Berkeley robber was between 5'3" tall and 5'6"'

tall. Quinn is 5'5" tall. To determines the Berkeley robber's height, Agent Goodin used a process in

which a formula is derived by measuring the change in the dimensions of objects in a photograph

as they move away from the camera. After testing the formula against objects of known dimensions

in the photograph, Goodin was able to make an estimate of the robber's height. Fed.R.Evid. 702

provides the appropriate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admissibility of expert scientific testimony.1

See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 --- U.S. ----, 113 S.Ct. 2786, 125 L.Ed.2d 469

(1993). Rule 702 embodies two primary criteria: a district court must determine whether proffered

expert scientific testimony is relevant and reliable. Id. --- U.S. at ----, 113 S.Ct. at 2795. There is

no dispute in this case as to relevance. The only issue is whether the district court erred in

concluding that the process used by Goodin was scientifically valid and sufficiently reliable to be

placed before the jury. The court permitted Goodin to testify after a proffer from the government as

to the basics of the photogrammetry process. During this proffer, counsel for the government

explained that by using vanishing points, an analyst is able to measure the rate of change in the

size of objects as they move away from a camera. Counsel explained that by referring to objects of

known dimension in the photograph, an analyst can judge the size of other objects in the

photograph. After hearing the government's proffer, the court concluded that the process used by

Goodin was nothing more than a series of computer-assisted calculations that did not involve any

novel or questionable scientific technique. Quinn contends that he was entitled to a full evidentiary

hearing on the reliability of the process used by Agent Goodin. We cannot conclude that the court

abused the discretion trial courts must exercise in choosing the best manner in which to determine

whether scientific evidence will assist a jury. Daubert, - U.S. at -, 113 S.Ct. at 2796. Quinn points

to nothing in the record calling the reliability of the photogrammetry process into question.

Moreover, he was permitted to cross-examine the government's expert as to the specifics of the

process, the techniques he used, and the witness's qualifications to give his findings. The court

gave Quinn the opportunity to call his own photogrammetry expert, which he did not do--although

he had an expert in the courtroom during the government expert's testimony. The district court did

not err in admitting this evidence.’

366) 설민수 전자적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증거능력과 전문법칙 인권과정의 쪽 전문가, , , , 2007. 12. 138 ;

증인이 법정에 소환될 경우 그 증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앞서 논의한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과 관련성‘ ’

기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규호 미국에 있어 디지털 증거의 증거증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 , , 2007.

쪽 컴퓨터 전문가들은 복구과정의 영향을 설명하도록 호출될 수 있다 기타 전문가의 증언과166 ‘ .

마찬가지로 컴퓨터 포렌식 검사인의 증언은 신뢰성과 관련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지 연방법원.

사례의 소수만이 전자적 포렌식과 전문가 증언에 관련이 있지만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뒷받침하거나,

다투는 증언을 소송당사자가 제출할지 여부 및 어떻게 제출할지 여부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전문가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련된 사건 판결 사건United States v. Frye ,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

판결을 대표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

367) 사건에서 법원은Gates Rubber Co. v. Bando Chemical Industries. Ltd. 167 F.R.D. 90 (D. Colo.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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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마리화나 판매를 공모한 혐의로United States v. Whitaker

기소된 피고인 는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복구Frank Whitaker

정보 공동피고인 의 컴퓨터 저장장치에서 삭제된 일부 자료를( Frost

복구하였는데 그 복구 정보에는 피고인의 혐의에 관한 내용도 포함,

되어 있었음 의 증거능력을 다투었으나 심 법원은 위 컴퓨터에 복구) 1

프로그램을 설치할 당시 및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을 복구할

당시 참여한 수사관의 증언으로 복구된 삭제 파일의 진정성을 인정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수사관이 컴퓨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그

증언은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 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901 (a)

으나 제 순회구 연방항소법원은 수사관이 복구 당시 직접 참여한, 7 ‘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였기 때문에 복구 정보의 진정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68)

디지털 증거를 제출한 일방당사자의 디지털 증거 분석관이 디지털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 당시 이미 활용

가능하였던 디스크 이미지를 만드는 대신 통상적인 파일 복사 방법을 이용하는 바람에 중요한 정보가

손실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시하였다.

368) United States v. Whitaker 127 F.3d 595 (7th Cir. 1997) ‘The government also introduced printouts of

computer records into evidence. Frost used the computer records to keep track of drug transactions

from approximately October 5, 1993 until February 24, 1994. Frost had shown the records and his

computerized method for keeping track of drug transactions to Hartline, and other coconspirators

knew that Frost kept computer records of the drug business. These computer records were seized

from Frost's residence on February 25, 1994. FBI Special Agent Jay Keeven testified at trial as to

the seizure of the records. FBI Special Agent Eric Daniel Clouse also testified as an expert witness

about the computer records. He testified that, in his opinion, the records pertained to a

marijuana-trafficking business. The records contained an account named "Me," which, as Agent

Clouse testified, referred to the person running the business and doing the transactions, and an

account named "Cruz," which was Solis' nickname. The "Cruz" account contained a notation that

read "Cash Gator $38,000" on October 16, 1993, which corresponded with a $38,000 reduction in

the "Me" account. A similar notation of "Cash Gator $49,000" with a corresponding reduction in the

"Me" account also appeared on October 27, 1993. "Gator" was Whitaker's nickname. Frost was one

of Hartline's retail customers. Hartline testified that he recruited Frost into the conspiracy in early

1991 when he asked to use Frost's residence in Granite City, Illinois, as an unloading and storage

site for marijuana. Frost was paid for the use of his residence and was also given first-pick of the

marijuana for his own distribution purposes. Hartline was arrested for possession of marijuana on

March 2, 1992, and began to ease himself out of the organization. Frost took over Hartline's

business and role in the conspiracy. Couriers continued bringing marijuana to Frost's residence, and

Frost continued distributing it to his own customers and to former customers of Hartline. Federal…

Rule of Evidence 901(a) provides the requirement for authentication of evidence : The requirement

of authentication or identification as a condition precedent to admissibility is satisfied by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a finding that the matter in question is what its proponent claims. Fed.R.Evid.

901(a). Whitaker argues that the prosecution failed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Rule 901(a)

with respect to the computer printouts because it never supplied witnesses who had per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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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of the computer system's operation or who could confirm the accuracy of the input to

and output from the computer. The government laid the foundation for the computer records and

provided their authentication through the testimony of FBI Special Agent Jay Keeven. Agent Keeven

testified that the records were retrieved from Frost's computer, which was seized during the

execution of a federal search warrant of Frost's home in February 1994. The records were retrieved

from the computer using the Microsoft Money program. Agent Keeven was present when that

program was installed on the computer and when the records were retrieved. Agent Keeven testified

concerning his personal knowledge and his personal participation in obtaining the printouts. On

cross-examination, the defense did not ask Agent Keeven any questions about how the disks were

formatted, what type of computer was used, or any other questions of a technical nature. In sum,

his testimony was sufficient to establish the authenticity of the computer records of the drug

business, and the district court was correct in admitting the records. Later in the trial, after the

testimony of Agent Keeven, the government called FBI Agent Clouse to the stand as an expert to

interpret the computer records for the jury.4 Agent Clouse testified that he worked for the

Racketeering Records Analysis Unit of the FBI, and as part of that work he had examined suspected

drug and money laundering records in more than 400 cases to determine whether they were

clandestine in nature and what notations on those records meant. The court accepted Agent Clouse

as an expert in the field of analysis of suspected drug records. Whitaker attempts to discredit Agent

Clouse's testimony by pointing out that Agent Clouse effectively admitted on cross-examination that

he was not an expert on computers. Agent Clouse did testify on cross-examination that did not

know whether the documents were properly retrieved from the computer and that his totals could be

affected if the documents were retrieved improperly. That is irrelevant, because that was not the

purpose of Agent Clouse's testimony. He was called as a witness to interpret the records, not to

testify as to the method by which they were retrieved--that was the purpose of Agent Keeven's

testimony. Agent Keeven had already testified as to how and when the records were retrieved. Agent

Clouse, rather, provided expert testimony as to the meaning of the records, and he certainly was

qualified to interpret and explain the records to the jury. As he stated, "I can vouch for the results

that I got from the documents that I have." Agent Clouse testified that the computer records he was

asked to interpret did indeed represent "records of a marijuana distribution business." Agent Clouse

then went on to interpret government enlargements of charts in order to help the jury understand

the information he had garnered from the drug records. He testified that the records covered the

time period from October 5, 1993 until February 24, 1994. He explained to the jury how the "Me"

Account reflects "the person who is actually running the business." He also testified as to notations

on the records referring to "Gator" and "Sly."5 He testified that those notations on October 10, 16,

and 27, 1993, with references to "Gator" involved $20,000 on October 10, $38,000 on October 16,

and $49,000 on October 27. These notations corresponded to ingoing and outgoing cash flows from

the "Me" accounts into various other accounts. Agent Clouse testified that he knew the names on

the accounts because they corresponded to the names of the computer files. It was not Agent

Clouse's duty as a witness to authenticate or lay the foundation for the records; he was testify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records once they were retrieved from the Microsoft Money personal

finance program. Whitaker is incensed by the fact that codefendant Gary Frost assisted Agent

Keeven in retrieving the computer records from his computer and by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did not establish a chain of custody for the computer or the contemporaneously-seized disks.

Whitaker argues: "The fact that the prosecution allowed Frost access to his former computer while it

was in government custody to assist in producing the key piece of physical evidence against

Whitaker, undermines, rather than supports, the authenticity of the printouts." He believes that

allowing Frost access to the computer could have affected the requirement that the computer and

disks be in substantially the same condition as when the crime was committed. See United States v.

Lott, 854 F.2d 244, 250 (7th Cir.1988). He believes that with a few rapid keystrokes, Frost could

have easily added Whitaker's alias, "Gator" to the printouts in order to finger Whitaker and to appear

more helpful to the government. This is almost wild-eyed speculation and without some evidence to

support such a scenario, we will not disturb the trial judge's ruling. Even assuming the court 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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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 진정성 입증( ) e-mail

은 서버에서 그 내용을 작성하여 수신자의e-mail e-mail e-mail

주소를 지정하면 직접 또는 여러 중간 서버를 경유한 후 수신자의

서버에 도착하게 된다 의 진정성 문제는 의 실제e-mail . e-mail e-mail

발신자를 특정하는 문제에 집중되는데 정상적인 경우라면 의, e-mail

헤더 부분을 확인함으로써 발신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의. e-mail

헤더에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주소 발신 컴퓨터와 수신 컴퓨터e-mail ,

및 경유 서버의 주소 발신 및 수신 시각 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IP , .

그런데 발신명의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위장 기술을, IP

통해 의 헤더 정보를 조작한 경우e-mail 369)에는 위와 같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발신자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한데 실제 소송에서 의, e-mail

발신자라고 주장되는 자가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자신의 발신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거증자는 의 진정성을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e-mail

수 밖에 없다 미국의 증거법 상 원칙적으로 대화는 그 대화를 기재한.

자나 대화를 한 자의 증언에 의하여 그리고 문서는 그 작성자 또는,

작성 시에 참여한 자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이 인정될 수 있듯이

in admitting the computer records, it would be error harmless beyond a reasonable doubt. See

Chapman v. California, 386 U.S. 18, 87 S.Ct. 824, 17 L.Ed.2d 705 (1967). Whitaker was substantially

involved in this wide-ranging drug conspiracy, and the evidence against him, even apart from the

computer records, persuasively established his guilt. In addition to these records, the jury heard

overwhelming evidence connecting Whitaker to the Solis drug conspiracy, some of which we

recounted above. Although Whitaker argues that much of the testimonial evidence against him came

from coconspirators who were biased and had motives to lie, the jury was certainly aware of the

status of those witnesses and could have chosen to disbelieve them. The jury was instructed as to

the credibility of those witnesses, and the jury heard closing argument from the defense that

centered on the lack of reliability of the cooperating witnesses. Although we do not believe

admitting these printouts was an abuse of discretion, even if it was, their admission was harmless

error.’

369) 인터넷의 이러한 특징 그리고 디지털 정보의 취약성이나 무한복제성은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아래 판례는 인터넷 기반의 증거에 대한 법원의 고민을 잘 표현하고 있다. .

St. Clair v. Johnny’s Oyster & Shrimp, Inc., 76 F.Supp.2d 773, 774 (S.D. Tex. 1999) ‘ Anyone can…

put anything on the Internet. No web-site is monitored for accuracy and nothing contained therein

is under oath or even subject to independent verification absent underlying documentation.

Moreover, the Court holds no illusions that hackers can adulterate the content on any web-site

from any location at any time. For these reasons, any evidence procured off the Internet is

adequate for almost noth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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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도 작성 및 발신 사실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에e-mail e-mail

의해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370) 그러나 거증자에 의해,

작성자라고 주장된 자가 작성 사실을 부인하거나 증언할 수e-mail

없는 경우 작성 시 참여하거나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거나, e-mail

증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황증거에 의해 진정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가장 자주 쓰이는 방법은 작성자가 종전에 작성한 진정한 문서와 소송

에서 다툼이 되고 있는 문서를 놓고 두 문서에 사용된 문장의 구조나

주로 사용된 단어 등을 비교하는 것이지만 그 밖에도 다툼이 되는,

문서의 출처 작성 동기나 방식 작성 장소와 일자 문서의 내용 등을, , ,

종합하여 진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371)

사건에서 대학교수인 는 미국과학United States v. Siddiqui Siddiqui

재단 에서 수여하는 상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친구인 명 일본의(NSF) 2 (

교수와 스위스의 교수Yamada von Gunten )372)의 교수 명의로 된

추천서를 위조하여 위 재단에 제출하고 그 수사과정에서 위 명의, 2

교수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는. Siddiqui

법정에서 검찰 측이 제출한 출력물 피고인이 명의 교수에게e-mail ( 2

370) 설민수 전자적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증거능력과 전문법칙 인권과정의 쪽, , , , 2007. 12. 140 ; Richard

판결은 전송 시Howard, Inc. v. Hogg, Case No. 12-96-5 (Ohio Ct. App. Nov. 19, 1996) e-mail

회사의 직원의 증언만으로는 그 의 전송자나 수신자도 아니고 전송 수신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것도e-mail ,

아니므로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설민수 전자적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증거능력과( , ,

전문법칙 인권과정의 쪽에서 재인용, , 2007. 12. 140 ).

371)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901 (b) (4) ; Advisory Committee Note to FRE 901(b)(http://www.law.cornell.edu/

rules/fre/ACRule901.htm) ‘Example (4). The characteristics of the offered item itself, considered in

the light of circumstances, afford authentication techniques in great variety. Thus a document or

telephone conversation may be shown to have emanated from a particular person by virtue of its

disclosing knowledge of facts known peculiarly to him; Globe Automatic Sprinkler Co. v. Braniff, 89

Okl. 105, 214 P. 127 (1923); California Evidence Code § 1421; similarly, a letter may be

authenticated by content and circumstances indicating it was in reply to a duly authenticated one.

McCormick § 192; California Evidence Code § 1420. Language patterns may indicate authenticity or

its opposite. Magnuson v. State, 187 Wis. 122, 203 N.W. 749 (1925); Arens and Meadow,

설민수 전자적 문서에Psycholinguistics and the Confession Dilemma, 56 Colum.L.Rev. 19 (1956).’ ; ,

대한 증거조사 증거능력과 전문법칙 인권과정의 쪽, , , 2007. 12. 140 ; W. David Lee, DOCUMENTARY,

VOICE IDENTIFICATION AND “"E-EVIDENCE”"-FOUNDATIONAL REQUIREMENTS, Superior Court

쪽은 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일반적인Judges’' Fall Conference, October 23-26, 2007. 4-5 e-mail

방법으로 The “"reply in due course”" doctrine E-mail content Action consistent with the① ② ③

를 소개하고 있다message Chain of custody Cryptography .④ ⑤

372) 실제로는 명의 추천서를 각각 위조하였는데 그 중 명의 추천서를 위조한 혐의는 피고인이 인정하였다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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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술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을 출력한 문서 의 진정성을e-mail )

다투었고 이에 대해 제 순회구 연방항소법원은 명의 교수에게, 11 ‘2

보내진 에 발신자의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주소는e-mail e-mail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는 주소와 동일하고 는e-mail , Von Gunten

피고인한테 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답장 을 보낼 때e-mail e-mail

자동답신기능을 이용하였으며 따라서 피고인의 주소가 자동( , e-mail

입력되었다 명의 교수에게 보내진 이메일의 내용도 피고인과 관련된), 2

사실들에 대한 것이고 피고인의 에 발신자로 기재된 는, e-mail 'Mo'

피고인이 과거에 위 명의 교수들에게 사용한 피고인의 별명이고2 ,

특히 위 명의 교수들이 피고인의 을 받은 직후 피고인과, 2 e-mail

통화하면서 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던e-mail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의 은 피고인이 보낸 것으로, e-mail

인정된다 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373)

사건에서 피고인 는 친구이자 로비United States v. Safavian Safavian

스트인 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Jack Abramoff .

측은 피고인과 위 로비스트가 주고받은 개의 을 증거로260 e-mail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의 진정성을 다추었다 검찰, e-mail .

373) United States v. Siddiqui 235 F.3d 1318, 1322 (11th Cir. 2000), cert. denied, 533 U.S. 940 (2001)

‘In this case, a number of factors support the authenticity of the e-mail. The e-mail sent to

Yamada and von Gunten each bore Siddiqui's e-mail address ‘msiddiquo @jajuar1.usouthal.edu’ at

the University of South Alabama. This address was the same as the e-mail sent to Siddiqui from

Yamada as introduced by Siddiqui's counsel in his deposition cross-examination of Yamada. Von

Gunten testified that when he replied to the e-mail apparently sent by Siddiqui, the ‘reply-function’

on von Gunten's e-mail system automatically dialed Siddiqui's e-mail address as the sender. The

context of the e-mail sent to Yamada and von Gunten shows the author of the e-mail to have

been someone who would have known the very details of Siddiqui's conduct with respect to the

Waterman Award and the NSF's subsequent investigation. In addition, in one e-mail sent to von

Gunten, the author makes apologies for cutting short his visit to EAWAG, the Swiss Feder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In his deposition, von Gunten testified that in 1994

Siddiqui had gone to Switzerland to begin a collaboration with EAWAG for three or four months, but

had left after only three weeks to take a teaching job. Moreover, the e-mail sent to Yamada and

von Gunten referred to the author as ‘Mo.’ Both Yamada and von Gunten recognized this as

Siddiqui's nickname. Finally, both Yamada and von Gunten testified that they spoke by phone with

Siddiqui soon after the receipt of the e-mail, and that Siddiqui made the same requests that had

been made in the e-mail. Considering these circumstances, the district court did not abuse its

discretion in ruling that the documents were adequately authent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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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은 진정성 입증 방법으로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 에 의한901 (b) (1)

방법 즉 위 로비스트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대신 미국 연방증거규칙, ,

제 조 에 의해 진정성이 입증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901 (b) (3), (4) .

대해 지방법원은 대부분의 에 대해서는 그 에 포함된, e-mail e-mail

피고인과 위 로비스트의 주소 및 그 의 내용 등 여러e-mail e-mail

정황에 의해 진정성을 인정하였고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 901 (b) (4)},

나머지 소수의 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이미 진정성립이 인정된e-mail

대다수의 과의 비교를 통해 그 진정성을 인정하였다 미국e-mail {

연방증거규칙 제 조901 (b) (3)}.374)

출력물의 진정성이 부정된 경우도 있다E-mail . Bell v. Rochester

사건에서 원고 은 해고사유가 사실은 인종Gas & Elec. Corp. Bell

374) United States v. Safavian, 435 F.Supp.2d 36 (D.D.C. 2006), rev’d on other grounds, 528 F.3d 957

(D.C. Cir. 2008) ‘Most of the proffered exhibits can be authenticated in this manner. The e-mails in

question have many distinctive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actual e-mail addresses containing the

‘@’ symbol, widely known to be part of an e-mail address, and certainly a distinctive mark that

identifies the document in question as an e-mail. In addition, most of the e-mail addresses

themselves contain the name of the person connected to the address, such as ‘abramoffj@

gtlaw.com,’ ‘David.Safavian@mail.house.gov,’ or ‘david.safavian@gsa.gov.’ Frequently these e-mails

contain the name of the sender or recipient in the bodies of the e-mail, in the signature blocks at

the end of the e-mail, in the ‘To:’ and ‘From:’ headings, and by signature of the sender. The

contents of the e-mails also authenticate them as being from the purported sender and to the

purported recipient, containing as they do discussions of various identifiable matters, such as Mr.

Safavian’s work at 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 Mr. Abramoff’ s work as a lobbyist,

Mr. Abramoff’ s restaurant, Signatures, and various other personal and professional matters.” See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검찰 측이Safavian, 435 F.Supp.2d at 40 (citations and footnote omitted).‘ ;

제출한 중 대부분이 재전송 또는 답장 에 포함된 형식으로 되어 있어 신뢰할 만하지e-mail e-mail

않으므로 그 진정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주장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의 문제가 아닌 증명력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The defendant’s argument is

more appropriately directed to the weight the jury should give the evidence, not to its authenticity.

While the defendant is correct that earlier e-mails that are included in a chain either as ones—

that have been forwarded or to which another has replied may be altered, this trait is not—

specific to e-mail evidence. It can be true of any piece of documentary evidence, such as a letter,

a contract or an invoice. Indeed, fraud trials frequently center on altered paper documentation,

which, through the use of techniques such as photocopies, white-out, or wholesale forgery, easily

can be altered. The possibility of alteration does not and cannot be the basis for excluding e-mails

as unidentified or unauthenticated as a matter of course, any more than it can be the rationale for

excluding paper documents (and copies of those documents). We live in an age of technology and

computer use where e-mail communication now is a normal and frequent fact for the majority of

this nation’s population, and is of particular importance in the professional world. The defendant is

free to raise this issue with the jury and put on evidence that e-mails are capable of being altered

before they are passed on. Absent specific evidence showing alteration, however, the Court will not

exclude any embedded e-mails because of the mere possibility that it can b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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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이메일 출력물 원고가, (

해고되던 날 원고의 감독자가 다른 회사 간부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이메일이었다 그 이메일에는 인종차별적 메시지. ‘The jig has

가 담겨 있었다 을 제출하였다 위 이메일 출력물의been lynched’ .) .

출처에 대해 원고는 회사 동료 직원이 직원 자신의 책상에서 발견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원고에 의해 이메일 작성자로 주장된 원고의,

감독자는 그와 같은 이메일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회사의 내부조사팀 역시 위 감독자의 컴퓨터나 수신자로 표시된 다른

회사 간부들의 컴퓨터에서 위 이메일이 작성 송부 저장된 흔적을, ,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메일 출력물을. ‘

자신의 책상에서 발견하였다는 회사 동료 직원의 증언만으로는 그

출력물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면서 위 이메일.’

출력물의 위조 가능성을 들어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375)

마( ) 의 진정성 입증Instant message(messenger, text message, chat)

이라 함은 컴퓨터 휴대폰 등의 실시간 상호Instant messaging ,

대화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 또는 그

375) Bell v. Rochester Gas & Elec. Corp., 540 F.Supp.2d 421 (W.D.N.Y. 2008) ‘ It is undisputed that…

e-mail messages can be easily fabricated, and a host of websites offer software and instructions

for creating and/or sending faux e-mails. See e.g., http://www.deadfake.com; http://www.fakemailz.

com. As such, a practical understanding of the available technology, both with respect to the

fabrication of e-mails, and their preservation through electronic data, dictates that authentication of

a printout as the hard copy of a bona fide e-mail message now requires something more than a

위 사건에서 원고는 그bare conclusion that the printout ‘appears to be’ an e-mail message. ‘ ;…

이메일이 전송된 후 회사 네트워크에 저장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While correctly arguing that there is at least a theoretical…

possibility that electronic evidence of the e-mail could have existed and been entirely overwritten

before the June 2, 2002 backup tape was created, Bell has offered no expert opinion or other

evidence to suggest that this is the case, and admits that no electronic evidence of the purported

e-mail has been located to confirm its purported origin. Furthermore, one need not be an expert in

the field of computer forensics to recognize that if the e-mail had been sent by supervisor Diamond

on May 21, 2002 but deleted and overwritten at some point within the next twelve days to eradicate

any trace of its existence such that it would not appear on any of the named defendants’ hard

drives or [company] Energetix’s daily backup tape for June 2, 2002, it would have been impossible

for Diamond to have printed it from his computer ‘weeks or months’ after May 21, 2002, when

[employee] DeJesus allegedly discovered it, commingled with papers she had just printed and

removed from a copier the previous 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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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자체를 의미한다.376) 일반적으로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 수시로 로그인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 대화도 어려운 과 달리 은 각 개인의e-mail Instant messaging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간단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손쉽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용.

컴퓨터에서 구동되는 메신저 프로그램 휴대폰의 문자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 등이 을 가능하게, Instant messaging

해주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들이다 은 실시간으로. Instant messaging

이루어진다는 특징 때문에 대화가 공개될 염려도 거의 없고 닉네임의,

사용을 허락할 경우 그 익명성이 더욱 보장될 뿐만 아니라 간단한

메시지를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과거에 이e-mail

담당하던 기능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다.377) 증거법적 측면에서

본다면 그와 같은 익명성 개방성 실시간성은 대화자들의 솔직함을, , ,

376) Grossman, A. M., No, Don't IM Me-Instant Messaging, Authentication, and the Best Evidence Rule,

쪽GEORGE MASON LAW REVIEW, Vol.14 No.1, 2006. 1311 ‘“Instant messaging" describes generally

the class of services that allows users of computers, data-enabled cellular phones, and other

electronic devices to send one another text messages (and sometimes audio and video messages)

위키 대백과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instantaneously.’ ; (http://en.wikipedia.org/wiki/Instant_

Message) ‘Instant messaging (IM) is a form of real-time communication between two or more

people based on typed text. The text is conveyed via devices connected over a network such as

the Internet. Instant messaging (IM) are technologies that create the possibility of real-time

text-based communication between two or more participants over the internet or some form of

internal network/intrane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what separates chat and instant

messaging from technologies such as e-mail is the perceived synchronicity of the communication by

the user - Chat happens in real-time. Some systems allow the sending of messages to people not

currently logged on (offline messages), thus removing much of the difference between Instant

Messaging and e-mail. IM allows effective and efficient communication, featuring immediate receipt

of acknowledgment or reply. In certain cases Instant Messaging involves additional features, which

make it even more popular, i.e. to see the other party, e.g. by using web-cams, or to talk directly

for free over the Internet. It is possible to save a conversation for later reference. Instant messages

are typically logged in a local message history which closes the gap to the persistent nature of

e-mails and facilitates quick exchange of information like URLs or document snippets (which can be

unwieldy when communicated via telephone).’

377) Grossman, A. M., No, Don't IM Me-Instant Messaging, Authentication, and the Best Evidence Rule,

쪽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년GEORGE MASON LAW REVIEW, Vol.14 No.1, 2006. 1311 ; , 2008‧
인터넷 이용실태조사(http://isis.nida.or.kr/board/?pageId=040100&bbsId=7&itemId=723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통계정보시스템 위 보고서에 의하면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볼 때 만 세 이상의 인터넷) ; , ‘ , 3

이용자 중 가 최근 년 동안 이메일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메일이 가장 보편적인82.5% 1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만 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 중 가 최근 년, 6 49.9% 1

동안 인스턴트 메신저 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한다(Instant messeng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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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내어 실질적 증거가치를 높이는 기제로 작용함과 동시에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378) 과 마찬가지로e-mail

의 진정성 문제는 실제 대화자를 특정하는 문제에Instant messaging

집중된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메시지의 헤더 부분을 확인함으로써.

발신자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또한 대화자의. , Instant messaging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가 위장된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IP

대화자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 큰 문제는. Instant

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메신저나 인터넷 채팅의 경우messaging ,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는 한 상호 주고받은 메시지가

저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379)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 의 진정성 문제는 자주 다툼의 대상이 되고Instant messaging

있다 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방법은 의 경우와. Instant messaging e-mail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대화자라고 주장된 자가 대화 또는 메시지 전송. ,

사실을 부인하거나 증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메시지 작성 및 전송 시

참여하거나 이를 목격한 사람의 증언 또는 정황증거에 의해 그 진정성을

입증할 수 밖에 없다.380)

사건은 정황증거State v. Bell 381)로 진정성립을 인정한 경우이다 위.

사건에서 메신저로 세의 소녀 사실은 경찰관 에게Ameraca online 14 ( )

성행위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은 자신의 혐의를Bell

부인하면서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메신저 대화 내용 출력물의

진정성을 다투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그 메신저 출력물에 의하면. ‘

378) 설민수 전자적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증거능력과 전문법칙 인권과정의 쪽, , , , 2007. 12. 141 ; Grossman,

A. M., No, Don't IM Me-Instant Messaging, Authentication, and the Best Evidence Rule, GEORGE

쪽MASON LAW REVIEW, Vol.14 No.1, 2006. 1312

379) 반대로 서비스의 대부분이 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일부, Instant Messaging server-client architecture (

서비스는 모델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서버에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대화자들이peer-to-peer ),

상호 주고 받는 모든 대화를 로그 기록에 저장할 수 있다 물론 사용자 프로그램에 저장프로그램을 설치할. ,

수도 있다.

380) 설민수 전자적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증거능력과 전문법칙 인권과정의 쪽, , , , 2007. 12. 142 ; Grossman,

A. M., No, Don't IM Me-Instant Messaging, Authentication, and the Best Evidence Rule, GEORGE

쪽MASON LAW REVIEW, Vol.14 No.1, 2006. 1310

381)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901 (b)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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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성 과 직업 소방관 을 밝히고 있다(last name) ( ) .

경찰은 위 메신저 대화에 참여한 계정의 요금청구 관련 자료를 에AOL

요청하여 그 자료에 기재된 계정 소유자의 이름 직업(first name),

의 소방관 주소와 소방서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신상(Centerville ),

자료를 비교하였는데 계정 소유자의 주소가 소방서 자료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소방서 자료에 기재된 피고인의. ,

전체 이름 및 주소가 메신저 출력물에 등장하는 사람의 성(last name)

및 직업이 일치하였다 따라서 메신저 출력물의 진정성을 인정할 만한. ,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었다 심 법원은 진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재량을. 1

남용하지 않았다 라고 판시하면서.’ 382)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도 역시 정황증거. United States v. Simpson 383)로 진정성을

인정한 사례이다 위 사건에서 아동포르노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은 검찰 측이 제출한 인터넷 채팅룸 대화 출력물 위장Simpson (

경찰관이 채팅에 참여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과 대화한

내용이 인쇄된 출력물 의 진정성을 다투었다 이에 대해 제 순회구) . 10

연방항소법원은 위장경찰관이 채팅룸에서 이라는 채팅용 아이디를‘ Stavron

가진 사람과 이름 주소 이메일을 서로 교환한 후 그 사람과 이메일로, ,

아동포르노 사진을 주고받았다 경찰은 채팅룸에서 으로부터. stavron

받은 이름 주소가 피고인의 이름 및 주소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

주변에서 인쇄된 출력물을 발견하였는데 그 출력물에는 위 위장,

경찰관의 채팅용 이름과 채팅 당시 위장경찰관이 이라는 아이디Starvron

에게 알려준 이름 주소가 인쇄되어 있었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

인터넷 채팅룸 대화 출력물은 진정성이 인정된다 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384) 사건은United States v. Tank

382) State v. Bell No. 2004-CA-5 (Ohio Ct. App. Feb. 18, 2005)

383)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901 (b) (4)

384) United States v. Simpson, 152 F.3d 1241, 1244, 1249 (10th Cir. 1998). ‘(2. Admission of Plaintiff's

Exhibit 11 Regarding the Chat Room Discussion) Simpson next argues that the trial court erred in

admitting Plaintiff's Exhibit 11, which is a computer printout of the alleged chat room discussion

between Simpson and Detective Rehman, because the government could not identify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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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잘 알고 있는 공모자의 증언에 의해 진정성립을 인정한 사례

이다.385) 위 사건에서 아동포르노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는 검찰 측이 제출한 인터넷 채팅룸 대화 출력물 먼저 체포된Tank (

공범 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을 출력한 것으로 피고인Riva , Riva,

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인터넷 비밀채팅룸을 통해 아동포르노를Tank

서로 교환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이 인쇄됨 의 진정성을 다투었다 이에) .

대해 제 순회구 연방항소법원은 공범 가 법정에서 비밀채팅룸의9 ‘ Riva

실제 구성원들과 그 채팅용 사용자명을 정확히 진술하였고, Cessna

라는 채팅용 사용자 명을 쓰는 사람이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그 사람이 피고인이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검찰 측이 증거로. ,

제출한 인터넷 채팅 출력물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증언하였다 따라서 위 출력물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 .’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386) 인터넷 채팅룸 대화

statements attributed to Simpson were in his handwriting, his writing style, or his voice pursuant to

Fed.R.Evid. 901(b)(2)--(5). Appellant's Br. at 15-16. Therefore, argues Simpson, the evidence was

not authenticated and should not have been admitted. The specific examples of authentication

referred to by Simpson are merely illustrative, however, and are not intended as an exclusive

enumeration of allowable methods of authentication. See Fed.R.Evid. 901(b). Rather, all that is

ultimately required is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a finding that the matter in question is what its

proponent claims." Fed.R.Evid. 901(a). The evidence introduced at trial clearly satisfies this standard.

In the printout of the chat room discussion, the individual using the identity "Stavron" gave Detective

Rehman his name as B. Simpson and his correct street address. Appellant's App. Vol. II at 160,

197. The discussion and subsequent e-mail exchanges indicated an e-mail address which belonged

to Simpson. Id. at 163; Vol. III at 382. And the pages found near the computer in Simpson's home

and introduced as evidence as Plaintiff's Exhibit 6 contain a notation of the name, street address,

e-mail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that Detective Rehman gave to the individual in the chat

room. Id. Vol. II at 211. Based on this evidence, the exhibit was properly authenticated and

admitted as evidence.’

385)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901 (b) (1)

386) United States v. Tank, 200 F.3d 627 (9th Cir. 2000) ‘(CHAT ROOM LOGS) We review a district court's

finding that evidence is supported by a proper foundation for an abuse of discretion. See United

States v. Santiago, 46 F.3d 885, 888 (9th Cir. 1995). The foundational "requirement of authentication

or identification as a condition precedent to admissibility is satisfied by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a finding that the matter in question is what its proponent claims." Fed. R. Evid. 901(a);

see also United States v. Harrington, 923 F.2d 1371, 1374 (9th Cir. 1991). "The government need

only make a prima facie showing of authenticity, as `[t]he rule requires only that the court admit

evidence if sufficient proof has been introduced so that a reasonable juror could find in favor of

authenticity or identification.' " United States v. Black, 767 F.2d 1334, 1342 (9th Cir. 1985) (quoting

5 J. Weinstein & M. Berger, Weinstein's Evidence P 901(a)[01], at 901-16 to -17 (1983)). The

government must also establish a connection between the proffered evidence and the defendant.

See id. The government made a prima facie showing of authenticity because it presented evidence

sufficient to allow a reasonable juror to find that the chat room log printouts were authentica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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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물과 출력물이 동시에 문제된 사건도 있다e-mail . United States

사건에서 세의 피고인 는 미성년자인v. Gagliardi 62 Gagliardi Lorie

실제로는 경찰 정보원 와 실제로는 위장경찰 에게 성행위를( ) Jurie( )

요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넷 채팅룸에서 위 미성년자들과 대화한 내용이 정리된 출력물과

출력물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출력물들이 편집되어e-mail ,

있다는 이유로 즉 원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

있다고 하면서 그 증거능력을 다투었다 이에 대해 제 순회구. 2

연방항소법원은 정보원과 위장경찰관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이 정확하게 인쇄되어 있다고 증언하였으므로 검찰이 제출한

출력물이 비록 편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진정성이 인정된다 심. 1

법원이 재량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 라고 판시하면서.’ 387) 피고인의

testimony at the evidentiary hearing and at trial, Riva explained how he created the logs with his

computer and stated that the printouts, which did not contain the deleted material, appeared to be

an accurate representation of the chat room conversations among members of the Orchid Club. See

United States v. Catabran, 836 F.2d 453, 458 (9th Cir. 1988) ("Any ques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printouts . . . would have affected only the weight of the printouts, not their admissibility.").

Furthermore, the parties vigorously argued the issue of completeness of the chat room log evidence

to the jury. See United States v. Soulard , 730 F.2d 1292, 1298 (9th Cir. 1984) ("[O]nce adequate

foundational showings of authenticity and relevancy have been made, the issue of completeness

then bears on the Government's burden of proof and is an issue for the jury to resolve."). The

government also established a connection between Tank and the chat room log printout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chat room log printouts were relevant to prove the conspiracy charge in the

indictment and Tank's participation in the conspiracy. Tank admitted that he used the screen name

"Cessna" when he participated in one of the conversations recorded in the chat room log printouts.

Additionally, several co-conspirators testified that Tank used the chat room screen name "Cessna"

that appeared throughout the printouts. They further testified that when they arranged a meeting with

the person who used the screen name "Cessna," it was Tank who showed up. On the record before

us, it is clear that the government made an adequate foundational showing of the relevance and the

authenticity of the chat room log printouts. Thus, we cannot say that the district court abused its

discretion by admitting the printouts into evidence and allowing the jury to decide what weight to

give that evidence.’

387) United States v. Gagliardi, 506 F.3d 140 (2nd Cir. 2007) ‘Gagliardi’s final claim is that the e-mails

and transcripts of instant-message chats offered by the government were not properly authenticated.

He argues that because the documents were largely cut from his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hen pasted into word processing files, they were not originals and could have been subject to

editing by the government. Gagliardi contends that the communications could even have been

completely fabricated. Due to these “highly suspicious” circumstances, Appellant’s Br. at 72,

Gagliardi submits that the government failed to establish authenticity and the trial court therefore

erred in admitting the evidence. We disagree. We review a district court’s evidentiary rulings for

abuse of discretion. Reilly v. Natwest Mkts. Group Inc., 181 F.3d 253, 266 (2d Cir. 1999). The bar

for authentication of evidence is not particularly high. United States v. Dhinsa, 243 F.3d 635, 658

(2d Cir. 2001). “The requirement of authentication is satisfied by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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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증거능력이 부정된 경우를 본다 위 사건과. Gagliardi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인터넷 채팅룸에서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출력물이 증거로 제출된 사안이다. United States v. Jackson

사건에서 피고인 은 인터넷 채팅룸을 통해 미성년자 사실은Jackson (

위장경찰관 에게 성행위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 측은) .

피고인과 미성년자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인터넷 채팅

대화를 정리한 문서를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만나려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행위를 하기 위해‘ . ,

만난 것이 아니라 조카의 딸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 만난 것이다.

경찰의 편집과정에서 삭제된 인터넷 채팅 대화 내용에 그런 대화

내용이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위 출력물의 진정성을 다투었다 이에.’ .

대해 법원은 미성년자로 위장한 경찰관이 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1

인터넷 채팅룸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마다 대화 내용을,

그대로 워드 프로세서 문서에 저장하였다 그 후 경찰관은 다시 위.

문서들에 있는 내용을 취합하여 하나의 문서로 두 번째 사본을

만들고 그 문서에 주석을 달았다 이후 경찰관의 컴퓨터에 대한 정기, .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경찰관이 처음 만들었던 문서들은 삭제되고 두

번째 사본만 남았다 경찰이 압수한 피고인의 컴퓨터에는 그 채팅.

대화 내용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 피고인은 삭제되거나 편집된 내용.

finding that the matter in question is what its proponent claims.” Fed. R. Evid. 901(a). Generally, a

document is properly authenticated if a reasonable juror could find in favor of authenticity. United

States v. Tin Yat Chin, 371 F.3d 31, 38 (2d Cir. 2004). The proponent need not “rule out all

possibilities inconsistent with authenticity, or to prove beyond any doubt that the evidence is what it

purports to be.” United States v. Pluta, 176 F.3d 43, 49 (2d Cir. 1999) (internal quotation marks

and citation omitted). We have stated that the standard for authentication is one of “reasonable

likelihood,” id. (internal quotation marks and citation omitted), and is “minimal,” Tin Yat Chin, 371

F.3d at 38. The testimony of a witness with knowledge that a matter is what it is claimed to be is

sufficient to satisfy this standard. See Fed. R. Evid. 901(b)(1). In this case, both the informant and

Agent Berglas testified that the exhibits were in fact accurate records of Gagliardi’s conversations

with Lorie and Julie. Based on their testimony, a reasonable juror could have found that the exhibits

did represent those conversations, notwithstanding that the e-mails and online chats were editable.

The district court did not abuse its discretion in admitting the documents into evidence.‘



개정 형사소송법 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 부산지검 박혁수, 09. 7.

- 185 -

중에 자신의 변명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원본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신청한,

전문가는 인터넷 채팅 대화 내용을 좀 더 정확히 캡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출력물에 변경. ,

추가 삭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위 출력물은, .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388) 사건에서도 메신저 출력물의People v. Von Gunten

진정성이 부인되었다 명의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2

기소된 피고인 은 자신의 친구 가 저장해 놓은 메신저Von Gunten (A)

출력물 는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 발생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A ,

피해자389)들 중 명의 대화명으로 생각되는 과 메신저로1 ‘BukaRoo20’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해자가 메신저 대화 중에 자신이 먼저 피고인을,

때렸다고 인정하길래 그 메신저 대화 내용을 컴퓨터에 저장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인은.) . , ,

위 대화명과 피해자 중 명을 연결할 수 있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1

않았고 피고인측 증인은 위 메신저 대화명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제 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것이며 위3 ,

388) United States v. Jackson, 488 F.Supp.2d 866 (D. Neb. 2007) ‘ The parties agree that there are no…

original transcripts of the conversations, either because computers are missing or because

instant-message conversations were not maintained or archived on the computers. The parties also

agree that there are no longer original electronic computer printouts or copies on floppy discs or

hard drives or disc drives capturing the computer conversations between [agent] Margritz and the

defendant during that period of time. None of the conversations were saved. It appears from the

testimony of Margritz that he wiped his computer clean during a routine upgrade a couple of years

after this investigation. Consequently, the government is attempting to introduce copy-and-paste

notes taken by Margritz from the online chats and saved into a Microsoft Word document. A…

defense expert testified that cutting and pasting was the least effective way to capture chat

evidence. According to the defense expert, “other ways to accurately save computer chats would

include a screen capture where a log file is saved to the hard drive, found in unallocated space, or

use of the ypager log found in Yahoo. He also testified that there were third-party software

programs available in 2001 that would accurately save the online chats, and the basic ‘print screen’

and ‘file-print’ options would likewise have captured the entire chat.” The defendant claimed that

the original chat conversations would have supported his defense that he planned to meet the minor

and introduce her to his grandniece. Changes, additions, and deletions have clearly been made…

to this document, and accordingly, the court finds this document is not authentic as a matter of

law. ‘…

389) 위 친구는 피고인 피해자 양측 모두와 친구사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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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은 어느 누구라도 만들 수 있는 것이었고 메신저 대화 중 나온,

내용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즉 피해자와( ,

증인만 아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 대화명의 피해자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위 메신저 대화 출력물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390)

바 인터넷 웹문서의 진정성 입증( )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방성에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에 연결된.

시스템은 특별히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누구나 인증절차

없이 접속할 수 있다 특히 공개된 게시판은 인터넷의 개방성을 상징. ,

한다 누구나 게시판에 들어가 글을 읽고 쓸 수가 있다 신원확인 등의. .

인증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 그 게시판 역시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391)392) 그렇

390) People v. Von Gunten, No. C035261 (Cal. Ct. App. Apr. 4, 2002) ‘ First, the defendant presented…

no evidence, such as information from the instant messaging service, connecting the victim to the

account. Second, the witness did not obtain the account name from the victim directly ; whether, if

she had, that would have been dispositive is unclear. Third, the account could have been created

by anyone. Fourth, the matters discussed in the instant message transcript were known within the

circle of friends. Thus, there was no direct evidence of authorship, and the circumstantial evidence

connecting the victim to the “BukaRoo20” account name was insufficiently specific. inferences…

must be the probable outcome of logic applied to direct evidence ; mere speculative possibilities or

conjecture” do not suffice. ’…

391) 소위 인터넷실명제 도입 문제는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 . <http://100.naver.com/100.nhn?docid=

772377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년 월 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2004 3 12 ' ' ,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 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17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어길 경우에는 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1000 .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 ,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이 법이 개정 공포되기 훨씬.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제도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의 순기능 외에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역기능도 생겨났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 등을. ' '

통해 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2002

하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계속 추진해 왔다 그 최초의 결과물로 법규에 명시된 인터넷 실명제가 바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적용된 규정이다 두산백과사전 무단 전재' ' .( EnCyber & EnCyber.com,ⓒ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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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공개된 게시판에 게시되는 글과 같이 인터넷 상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여러 웹문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경우 그 진정성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 경우에도 진정성의 문제는 주로 누가 당해? ‘

문서의 저자인가 라는 의문에 집중된다?’ .

사건에서 피고인 은 사기와 사법United States v. Jackson Jackson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393) 이 사건의 쟁점은 컴퓨터 전문가인

피고인이 백인우월주의자들 웹사이트의 게시판에 접속해 마치 그들이

우편물을 발송한 것처럼 게시판의 내용물을 조작하였는지 여부였다.

피고인은 백인우월주의자들이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면,

392) 헌법재판소 선고 헌마 결정의 소수 의견 청구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2008. 6. 26. 2007 461 ‘

의 뉴스 기사에 관하여 댓글을 게시하고 그 댓글에 관하여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명예를(NAVER) ,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소인들을 인터넷 로만 특정하여, ID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명예훼손행위나 모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만 가지고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불특정 다수인이, ID

인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고소를 각하하였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려면 네이버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고유의 를 정해야 하며 그 는 네이버 회원의 고유명칭으로서ID , ID

회원마다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인터넷 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사용되는 성명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 ID , ,

안에서 그 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인터넷 와 그 사용자의 성명은 인터넷ID . ID

포털사이트 관리자에게 등록되므로 인터넷 를 알면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찾을 수 있다 인터넷, ID .

포털사이트 안에서 그 이용자는 인터넷 에 의하여 표시되고 실제 성명은 표시되지 아니한다 이러한ID .

익명성 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더욱 확대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진실되지 못하거나 과장되거나( ) ,匿名性

공격적인 의사표현이 난무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의사표현의 조잡성과 그.

피해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의사표현은 아무런. ,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고 그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복제되어 전파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인격침해행위명예훼손모욕의 피해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 ) .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행위나 모욕행위도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가해자와 피해자도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나, .

모욕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매우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의 를 지정하면서 그 댓글의. ID

내용을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하여 청구인의 댓글이 게시된 뉴스 댓글란에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소인들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이 로 지정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이라면 그 피해자는 그 를ID ID

고유명칭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소인들의 댓글은 네이버 뉴스를.

열람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제한적으로 공개되므로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공연 한 것이라고 보지, ( )公然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만을 지칭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 에 의하여. ID , ID

특정되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가 공연하게 훼손된다고 보아야 한다 인터넷 를 사용하는 사람의 성명이나. ID

실체를 일반인이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하여 그 사용자의 외부적 명예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보는ID

것은 인터넷 이용의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논리라고 할 것이다.’

393) 우편배달업체 가 사실은 피고인에게 우편물피고인이 다른 도시에서 구입한 미술작품 개을 제대로(UPS) ( 4 )

배달하였고 개 미술작품의 가격도 달러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은 그 우편물이 모두 파손되거나, 4 2,000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고 그 가격도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우편배달업체에, 572,000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사기 범죄의 요지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우편배달업체가 백인우월주의자들의.

단체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백인우월주의자들 단체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그 단체 명의로

인종차별적 내용의 우편물을 만든 다음 수신자를 유명 흑인 인사들로 지정한 후 위 우편배달업체로 하여금

배송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사법방해 범죄의 요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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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우편물을 보낸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위 백인우월주의자

단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게시판의 글을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제 순회구 연방항소법원은 피고인은. 7 ‘

그 게시판에 올려진 글이 컴퓨터 전문가인 피고인 자신이 아니라

백인우월주의자들에 의해 게시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위 글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94) Boim v.

394) United States v. Jackson, 208 F.3d 633 (7th Cir.), cert. denied, 531 U.S. 973 (2000) ‘ Jackson's…

defense is that she didn't do it--in other words, the original four packages sent to her actually

were damaged and defaced by UPS and the hate mail really was sent by white supremacists. She

says her defense was stymied, however, by Judge Norgle's refusal to allow Stennett to testify and

the judge's refusal to admit postings from the web sites of the white supremacy groups. We review

the exclusion of evidence for abuse of discretion. Jackson also wanted to bring in web site…

postings from the Euro-American Student Union and Storm Front. Jackson's appeal is imprecise

about exactly what evidence she wanted to introduce, but she apparently means web site postings

in which the white supremacist groups gloat about the Jackson case, take credit for the racist UPS

mailings, discuss the McCall bomb scare, report that a group member traveled to Chicago to mail

the November 25 packages, and note that the November 25 packages were confiscated. The

government says the evidence was properly kept out because it was prejudicial, irrelevant, hearsay,

and lacked foundation. The vile and inflammatory nature of these racist rants might have distracted

a jury.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already had touched upon the supremacists' loathsome

views while presenting the evidence that Jackson had visited their web sites, and those additional

details might not have been all that prejudicial. Whether any probative value of the web postings

would have been substantially outweighed by the danger of unfair prejudice under Federal Rule of

Evidence 403 is a close call and, given the standard of review, one on which we are not inclined to

second-guess the trial judge on the front line. The government contends that this evidence is

irrelevant because it is not true, arguing that Jackson concocted these documents and posted them

on the supremacists' web sites in an attempt to cover up her crimes. Under this novel theory of

relevance, defense evidence should be excluded whenever the prosecution pronounces it phony.

Sorting truth from fiction, of course, is for the jury. "A judge in our system does not have the right

to prevent evidence from getting to the jury merely because he does not think it deserves to be

given much weight." Western Indus., Inc. v. Newcor Canada Ltd., 739 F.2d 1198, 1202 (7th Cir.

1984). The government makes more headway in pointing out that the fraud charges stem not from

the hate mail, but from Jackson's claim of damaged packages. Evidence that Jackson was sending

fake hate mail under the UPS logo to make the company appear racist was relevant to proving the

falsity of her claim that UPS defaced her packages with racial slurs. But if someone else actually

sent the fake hate mail under the UPS logo, that would have little relevance to the veracity of

Jackson's claim that someone at UPS defiled her packages. The web postings were not statements

made by declarants testifying at trial, and they were being offered to prove the truth of the matter

asserted. That means they were hearsay. Fed. R. Evid. 801. Jackson tries to fit the web postings in

as a hearsay exception under Federal Rule of Evidence 803(6) as business records of the

supremacy groups' Internet service providers. Internet service providers, however, are merely

conduits.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did not themselves post what was on Storm Front and the

Euro-American Student Union's web sites. Jackson presented no evidence that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even monitored the contents of those web sites. The fact that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may be able to retrieve information that its customers posted or email that its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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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테러로Holy Land Foundation for Relief and Development

아들395)을 잃은 원고 부부는 자신의 아들에게 총격을 가한Boim

테러범들이 조직원들인데 피고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위Hamas

를 지원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를 제기Hamas 訴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테러범들이 과연 위. Hamas

조직원들인지 여부였고 이에 대한 증거로 원고는 중동 테러 전문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 전문가의 진술서에 의하면 테러범들이 위. ,

조직원들이라고 결론을 내린 근거로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의Hamas

게시물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그 게시물의 진정성을 다투었다, .

심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제 순회구 연방항소1 , 7

법원은 위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의 진정성에 대한 입증이 없고,

따라서 그 게시물을 근거로 하고 있는 위 전문가의 진술서는 증거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심 판결을 파기하였다1 .396) 그 밖에도

sent does not turn that material into a business record of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A]ny

evidence procured off the Internet is adequate for almost nothing, even under the most liberal

interpretations of the hearsay exception rules." St. Clair v. Johnny's Oyster & Shrimp, Inc., 76 F.

Supp.2d 773, 775 (S.D. Texas 1999). Even if we are wrong about the web postings being unfairly

prejudicial, irrelevant, and hearsay, Judge Norgle still was justified in excluding the evidence because

it lacked authentication. See Fed. R. Evid. 901. Jackson needed to show that the web postings in

which the white supremacist groups took responsibility for the racist mailings actually were posted

by the groups, as opposed to being slipped onto the groups' web sites by Jackson herself, who

was a skilled computer user. "[C]omputer data compilations are admissible as business records

under Fed. R. Evid. 803(6) if a proper foundation as to the reliability of the records is established."

United States v. Briscoe, 896 F.2d 1476, 1494 (7th Cir. 1990). Even if these web postings did

qualify for the business records hearsay exception, "the business records are inadmissible if the

source of information or the method or circumstances of preparation indicate a lack of

trustworthiness." United States v. Croft, 750 F.2d 1354, 1367 (7th Cir. 1984). Jackson was unable to

show that these postings were authentic.’

395) 대 소년으로서 이스라엘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근처에서 테러범들에게10 ,

총격을 당해 사망했다.

396) Boim v. Holy Land Foundation for Relief and Development, 511 F.3d 707, 753 (7th Cir. 2007) ‘ To…

show that the murder of David Boim was the work of Hamas, the Boims submitted the declaration

of Dr. Ruven [sic] Paz, a former member of the Israeli security community who describes himself as

an expert in 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Islamic movements in the Arab and Islamic world,

Palestinian Islamic groups, and Palestinian society and politics. Based on his review of various

exhibits submitted in connection with this case, his independent research, and his knowledge of

how Hamas and other Islamic terror organizations operate, Paz concluded that Hinawi and Al-Sharif

had murdered David Boim, that Hinawi and Al-Sharif were members of Hamas at the time they killed

Boim, and that Hamas itself had accepted responsibility for the murder. In concluding that Al-Sharif

was a member of Hamas and that Hamas had taken responsibility for the murder, Paz relied heavily

on information set forth on certain websites that he attributed to Hamas. Paz explained that H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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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는 인터넷Internet Specialties West, Inc. v. ISPWest

웹사이트에 단순히 방문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웹사이트의 출력물의

정확성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그

출력물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397) Perfect 10, Inc.

사건에서는 인터넷 웹사이트 출력물이v. Cybernet Ventures, Inc.

증거로 제출된 경우 거증자는 그 출력물이 인터넷에 존재하는,

웹페이지를 정확하게 복사 출력 한 것이고 웹사이트의 정확한 주소와( ) ,

일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398)

publicly acknowledges its terrorist acts and identifies its “martyrs” as a way to promote itself and to

recruit new members. According to Paz, internet websites are a means by which Hamas

disseminates such information. Paz’s declaration asserts that scholars, journalists, and law

enforcement routinely rely on the website postings of terrorist organizations for what they reveal

about the activities of those organizations. Looking to certain websites whose content he asserts is

controlled by Hamas, Paz found statements indicating that Hamas had taken responsibility for the

Beit-El attack that took David Boim’s life and that Al-Sharif was one of the participants in this

attack. Paz repeated these statements in his declaration. Paz’s reliance upon, and his recounting of,

internet website postings demand a certain caution in evaluating his prospective testimony. Such

postings would not be admissible into evidence for their truth absent proper authentication, and this

would typically require some type of proof that the postings were actually made by the individual or

organization to which they are being attributed in this case, Hamas as opposed to others with— —

access to the website. Paz’s declaration identifies the websites from which he quotes as ones

controlled by Hamas, but it does not describe the basis for his conclusion, and consequently his

declaration does not permit any independent assessment of the purported links between these sites

and Hamas and the source of the postings that he recounts. Of course, the rules of evidence do

not limit what type of information an expert may rely upon in reaching his opinion; even if that

information would not otherwise be admissible in a court proceeding, an expert witness may rely

upon it so long as it is the type of information on which others in the field reasonably rely. Indeed,

Rule 703 now expressly permits the expert to disclose such information to the jury, provided the

court is satisfied that its helpfulness in evaluating the expert’s opinion substantially outweighs its

prejudicial effect. Nonetheless, a judge must take care that the expert is not being used as a

vehicle for circumventing the rule against hearsay. Where, as here, the expert appears to be relying

to a great extent on web postings to establish a particular fact, and where as a result the factfinder

would be unable to evaluate the soundness of his conclusion without hearing the evidence he relied

on, we believe the expert must lay out, in greater detail than Paz did, the basis for his conclusion

that these websites are in fact controlled by Hamas and that the postings he cites can reasonably

and reliably be attributed to Hamas.‘

397) Internet Specialties West, Inc. v. ISPWest, No. CV 05-3296 FMC AJWX, 2006 WL 4568796, (C.D.Cal.

Sept. 19, 2006) ' printouts of third party websites were not properly authenticated by the…

testimony of a person who visited the websites but had no knowledge of the accuracy of the

printouts. '…

398) Perfect 10, Inc. v. Cybernet Ventures, Inc., 213 F.Supp.2d 1146, 1154 (C.D.Cal. 2002) ' website…

printouts were sufficiently authenticated where the proponent declared that they were true and

correct copies of pages found on the Internet and the printouts included the appropriate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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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디지털 영상녹화물 사진 녹음( ) ( , )399)의 진정성 입증

사건에서 피고인 는 아동 포르노물을United States v. Baker Baker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uploading) .400) 검찰

측은 의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그 보고서에는 피고인이NCMEC ,

게시판에 게시하였다는 아동포르노물 파일의 출력물이 첨부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아동포르노물의 출력물에 대한 진정성을 다투었다 이에.

대해 제 순회구 연방항소법원은 법정에 나온 의 증인은 웹5 ‘ Yahoo

사이트에 아동포르노 사진을 게시한 계정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고 있으며 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포르노, Yahoo

사진을 즉시 에 보냈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다른 증거들에NCMEC . ,

의하면 그 계정을 만들 당시 사용된 가 피고인의 거주지에Ip address

할당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 보고서는 보고서에 포함된. , NCMEC

사진 출력물들이 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Yahoo . ,

이러한 증언이나 증거들은 아동포르노 사진 파일 그 자체가 웹

사이트에 게시된 과정에 관한 것일 뿐이고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위

보고서의 사진 출력물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증거는

아니다 검찰은 심에서 위 사진 출력물을 증거로 허용하기 위한. 1

전제요건들을 증명하지 않았다 라고 판시하였다.’ .401)402) STATE OF

addresses and the dates printed. '…

399) 그 출력물의 진정성을 포함한다.

400) 야후에서 자신의 사이트에 업로드 된 아동 포르노 이미지 파일들이 있음을 NCMEC(a national

에 제보하였고clearinghouse for information about children believed missing or sexually exploited) ,

가 다시 경찰에 제보하였다 경찰은 위 게시판에 아동 포르노물을 게시한 계정 의NCMEC . (jmiller4012)

인적사항 및 그 계정을 만들 당시 사용된 등을 추적하여 피고인 를 범인으로 지목하고Ip address Baker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피고인의 집을 압수수색 하였다 그 과정에서 압수된 피고인의 컴퓨터 저장장치에서.

다량의 아동 포르노물이 복구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은 아동 포르노물의 배포 또는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이다.

401) United States v. Baker, 538 F.3d 324 (5th Cir. July 30, 2008) (No. 06-40757) ‘ Baker contends…

the Government presented no foundation for admitting the forty-six images that he allegedly

uploaded. That complaint is a valid one. There was no competent evidence identifying the forty-six

images or their filenames, contained respectively in Exhibits 3 and 8, as the forty-six images that

Yahoo determined had been uploaded to the jokerswilder Web site from the jmiller4012 e-mail

address. A witness from Yahoo testified at trial as the custodian of at least part of the “cyber tip”

that Yahoo made, as required by law, to the NCMEC. A printed copy of a two-page summary of

the full NCMEC report and two internal Yahoo tracking documents were authenticated by a w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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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여성 속옷 상점에 침입하여FLORIDA v. ROGER DOLAN

종업원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은 검찰 측이Roger Dolan

증거로 제출한 비디오테이프403)와 그 테이프의 화질을 컴퓨터로

향상시킨 후 범행 장면 부분을 출력한 출력물의 진정성을 다투었다.

이에 대해 플로리다 항소법원은 상점 주인이 법정에 출석하여‘①

비디오 감시카메라의 위치 범행 당시 작동 상태 등을 증언하였고, ,

사건 발생 즉시 경찰이 출동하여 그 테이프를 확보함으로써 보관의

연속성이 적절하게 유지되었으므로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비록 비디오테이프의 화질이 좋지 않지만 그.

영상과 증언을 종합하면 상점 침입자의 신체적 특징을 구별할 수는

있다 비디오테이프의 영상은 비디오 분석팀에 보내졌고 컴퓨터를. ,②

통해 화질 향상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 진 후 인쇄된 출력물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비디오 포렌식팀의 분석가는 법정에 출석하여 출력물이.

비디오테이프의 영상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증언하였고,

배심원이 법정에서 원래의 비디오테이프 영상과 출력물을 비교할 수

from Yahoo and entered into evidence as Government Exhibit 1 without objection. Exhibit 1 did not

contain any images or filenames of images. The Yahoo witness testified at trial that Yahoo had

determined that forty-six images that it suspected depicted child pornography had been uploaded to

the jokerswilder Web site by someone using the jmiller4012@yahoo.com e-mail address, and Yahoo

forwarded these images to the NCMEC. This witness also confirmed that the jmiller4012 Yahoo

e-mail address was unique. That address was assigned to only one user. The Yahoo witness further

testified that whoever applied to Yahoo to use this e-mail address was using 216.183.37.230 as his

or her IP address at that time. Other evidence tied that IP address to Baker’s residence. However,

the Yahoo witness did not identify any images or the filenames of any images. Although the NCMEC

report states that the images it contains were sent to it by Yahoo and that Yahoo told NCMEC

these were the images that were uploaded from the jmiller4012 e-mail address, the Government

established no foundation at trial for the admission of the full NCMEC report, either by affidavit or

live testimony. Baker objected to the admission of Exhibit 8, which, as noted, was a hard copy of

the NCMEC report that contained the filenames of forty-six images, but not the images themselves,

on the basis that there was no foundation for its admission. He also requested that he be permitted

to voir dire the witness through which this exhibit was offered (Dodge), but the district court denied

that request. Baker did not, however, object on the basis of improper foundation for the admission

of printouts of the forty-six images, which comprised Exhibit 3. Accordingly, we review the

admission of Exhibit 8 for abuse of discretion9 and the admission of Exhibit 3 under the plain-error

standard.‘

402) 디지털 이미지 그 자체가 증거로 제출된 것이 아니라 그 출력물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출력물과 디지털

이미지 자체의 동일성 즉 출력물이 디지털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 .

403) 위 상점에 설치되어 있던 비디오 감시카메라의 녹화 장면이 저장된 비디오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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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므로 출력물 역시 증거로 함에 문제가 없다 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404)

404) STATE OF FLORIDA v. ROGER DOLAN, CASE NO. 97-3407(Florida App, July 21, 1999) ‘On the day

of the crime, the lingerie shop had operating surveillance cameras at its front and rear entrances

which recorded on videotape, and which videotaped the perpetrator. The shop owner testified as to

the placement of the cameras, their operation, and the loading of the tape. The police secured the

tape immediately after the incident. A proper chain of custody was established for the videotape

and it was properly admitted. As typical of security camera videotapes, the picture quality was poor.

However, a view of the tape and the testimony, established that the perpetrator's physical

characteristics were discernable. The Fort Lauderdale police sent the tape to a video laboratory for

forensic video analysis. The process, which was the subject of detailed step-by-step testimony by

the forensic video analyst at trial, resulted in a computer-enhanced image which was "bigger,

brighter, and better." The process began with identifying the best video recording machine for

playback, playing the tape on that machine, and transferring the image electronically to computer as

a digital image. Digital images are composed of millions of tiny dots, referred to as "pixels". Next,

the most relevant frames of the video images were selected, and computer software used to add,

enlarge, darken or lighten pixels in the now-digitized picture in order to clarify and focus the image.

Once each image was computer-enhanced, still prints were made. These prints were admitted into

evidence at trial. The forensic video analyst testified that the still prints were a fair and accurate

representation of what was on the videotape. The analyst's testimony established that she did not

edit the image, and that the pictures contained only the images which were originally on the

videotape. The analyst was subjected to cross-examination on the process. The jury had the original

videotape for comparison of the tape with the prints, as well as the explanation of the process for

its consideration. The defense objected on authenticity grounds, arguing that the state failed to

establish the prints to be a fair and accurate representation of the incident. There are two methods

of authenticating photographic evidence. The "pictorial testimony" method requires the testimony of a

witness to establish that, based upon personal knowledge, the photographs on tape fairly and

accurately reflected the events or scene. The second method is the "silent witness" method, which

provides that the evidence may be admitted upon proof of the reliability of the process which

produced the tape or photo. Dolan argues that the state failed to adduce evidence that the…

enhanced stills were fair and accurate reprints of the scene, or of the perpetrator. Dolan's argument

misses the real question, which is whether the computer stills are verified as reliable representations

of images recorded on the original videotape. 3 C. Scott, Photographic Evidence §1295 (2d ed.

1969 & Supp. 1994). The videotape in this case was properly admitted under the silent witness

theory. Testimony established the location of and operation of the videotaping mechanism. Once…

the tape was properly admitted, the next question is whether the computer-enhanced still prints

reflect distorted or altered images on the videotape; in essence, the same analysis which applies to

photographic enlargements or blow-ups. Other jurisdictions addressing this issue have permitted the

enhancements of computer enhanced videotape into evidence. In both cases, as in Mr. Dolan's…

case, the jury had the original videotape available for comparison purposes. Admission of

photographic evidence is an exercise of the trial court's discretion, and its decision will not be

overturned without a showing of abuse. The state established that the original videotape…

accurately reflected the store through the shop owner. Where there is testimony as to the nature of

the store's video security system, the placement of the film in the camera, how the camera worked,

the circumstances of removal of the tape and chain of possession of the tape, such testimony is

sufficient authentication of the tape. See Wagner. Once the tape is authenticated and the forensic

analyst explains the computer enhancement process and establishes that the images were not

altered or edited, then the computer enhancements become admissible as a fair and accurate

replicate of what is on the tape, provided the original tape is in evidence for comparison. The

weight accorded to those computer-enhanced prints is determined by the jury. A jury possesses

sufficient common sense to compare th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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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나라의 규정과 판례.

진정성 입증 방법에 관한 우리나라의 규정(1)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되는 서증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 조356

제 항은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1 ‘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고 제 조는.’ , 357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고 제 조는‘ .’ , 358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 이 있는‘ ( )拇印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고 제 조는 문서가 진정하게.’ , 359 ‘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 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印影
있다 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405)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서증 이외의,

증거에 대한 진정성 입증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으로 우리 형사소송법 제 조, 312

제 항은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1 ‘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고 제 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 6 ‘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고 제 조는 전 조의 규정 이외에.’ , 313 ‘ 2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405) 참고로 전자서명법 제 조전자서명의 효력 등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3 ( ) .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①

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②

전자문서가 전자서명 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③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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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 조는 검사와.’ . , 318 ‘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서류나 물건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406)

서증의 진정성립 입증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2)

우리 민사판례 중 서증 이외에 다른 종류의 증거의 진정성에 관하여

언급한 판례를 찾기는 힘들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되는. ,

서증의 진정성립 입증방법에 관하여는 비교적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다 우리 형사판례의 사정도 민사판례와 마찬가지이다 전문법칙의. .

406) 개정 형사소송법 제 조의 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절차와 방법을244 2 ,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개정 형사소송규칙 제 조의 는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134 2

신청함에 있어 검사는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조사 장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진술과1. 2.

조서 기재내용의 동일성을 다투는 부분의 영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시각이 포함된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위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 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 즉 피의자의 신문이, , , 1.

영상녹화되고 있다는 취지의 고지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및 장소의 고지 신문하는 검사와2. 3.

참여한 자의 성명과 직급의 고지 진술거부권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고지4. · 5.

조사를 중단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조사를 종료하는 시각을· , 6.

포함하는 것으로서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된 것으로 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영상녹화물의 재생 화면에는 녹화 당시의 날짜와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상녹화물의 조작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 ,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녹화장치는 현재 거의 대부분 디지털 녹화장비들이다 따라서 위. ,

조항은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주로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는 즉 디지털 증거로서의 영상녹화물에 대한, ,

진정성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영상녹화물은 그 진정성과 적법성이.

동시에 문제될 것이다 그리고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 조의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244 2 ( )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①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1②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 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2③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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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요건으로서의 진정성립의 요건 및 그 입증방법에 관하여는

비교적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지만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진정성을,

언급한 판례를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가 민사소송에서 서증의 진정성립 입증 방법에 관한 판례( )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 조 제 항( 356 1 ),407)

공문서의 진정성립은 위 조항에 의해 해결하면 된다 그러나 사문서는. ,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조 다만( 357 ). ,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에 관하여 성립인정으로 답변하거나 다투지

아니하면 법원은 그 서증 성립의 진부에 관한 심증여하에 불구하고 그

자백에 구속되어 그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하여야 한다.408)409) 그러나

상대방이 부인이나 부지로 답변하면 문서 제출자는 문서의 진정성립을

입증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조( 357 ).410) 그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필적 또는 인영 무인의 대조에 의하거나· 411)

407) 대법원 선고 다 판결2006. 6. 15. 2006 16055 공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됨과 아울러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 역시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08) 대법원 선고 민상 판결1952. 1. 31. 4285 111 사문서의 성립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면 이는 상대방이‘

그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거증자의 주장을 자백한 것임으로 법원은 그 서증성립의 진부에 관한

심증여하에 불구하고 그 자백에 구속되어 그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409) 또한 그 자백의 철회도 제한된다. ① 대법원 선고 다 판결2001. 4. 24. 2001 5654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대법원 선고 다 판결1996. 2. 23. 94 31976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백의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선고 다( 1991. 1. 11. 90 8244

판결 참조 위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자백이 착오에 기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은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되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백의 취소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선고 다 판결 참조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1991. 8. 27. 91 15591, 15607 ),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4. 9. 27. 94 22897 ).’

410) 대법원 선고 다 판결1994. 11. 8. 94 31549 사문서에 있어서 그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경우에는‘

제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11) 대법원 선고 다 판결1997. 12. 12. 95 38240 상대방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서증의‘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때 또한 서증이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여지는데 상대방이 그 증거능력을 다툴 때에는 문서가 어떠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설시하는 것이 옳고 사문서의 경우 그것이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것인지 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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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의 증언 또는 작성자 아닌 제 자의 증언3 412)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

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 ,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413) 나아가 법원은

당사자가 부지로써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414)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법률상 추정 규정이 있다 즉. ,

어려운 경우에도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서 설시하여야 하나 문서의 진정성립은 필적 또는 인영무인의, ·

대조에 의하여서도 증명할 수 있고 그 필적 또는 인영무인의 대조는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문서 작성자의 필적 또는 인영무인과 증명의 대상인 문서의 필적 또는 인영무인이, · ·

동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반드시 감정으로써 필적 인영 등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

412) 대법원 선고 다 판결1992. 11. 24. 92 21135 ; 대법원 선고 누 판결1986. 12. 9. 86 482 사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그,

진정함을 사람의 증언으로 증명할 경우 반드시 작성자의 증언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자 아닌

제 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3 .’

413) 대법원 선고 다 판결1999. 4. 9. 98 57198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 경위나 감정 방법의 잘못 등 감정 자체에 있어서의 배척 사유가, ,

있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단지 피고와 권오춘과의 친분관계를 이유로 위 감정 결과를 믿지 아니하고, ,

제 심 증인 김달환의 증언에 의하여 갑 제 호증의 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1 1 1, 2 .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증명 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 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 , ,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4. 10. 11. 94 23746 , 1992. 1. 21.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제 심 증인 김달환의 증언의 신빙성을 검토하여 보면 증인91 22643 ). 1 ,

김달환은 가옥 및 보일러 수리업에 종사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가 경영하는 대보부동산의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객관적 입장에서 공정한 증언을 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는 점 위 증인은,

원고대리인의 주신문에서는 변제기일을 증언하였다가 피고대리인의 반대신문에서는 이를 모른다고

증언하는 등 증언에 일관성이 없는 점 위 증인은 권오춘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에 걸쳐, 2

현장에서 피고가 갑 제 호증의 에 직접 무인을 찍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피고가 어느 손가락으로1 1, 2

무인을 찍었는지는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인의 증언은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14) 대법원 선고 누 판결1990. 9. 25. 90 3904 대법원 선고 누 판결 당사자가 부지로써; 1988. 6. 14. 88 3567 ‘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전.’; ,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대법원 선고 다. 1991. 11. 8. 91 26935

판결 원심은 매매계약 체결시 피고가 메모지에 자필로 작성하였다면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 호증피고의‘ 5 (

자필내역서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설시하면서 이를 위 특약사실에)

관한 증거로 인용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 심 이래 위 서증에 대하여 부지 또는 부인으로, 1

다투면서 그 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물론 그와 같은 메모지를 사용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원심이 시행한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문서의 필적은 피고의 필적과 상이하다는 것인데도 원심이

위 감정결과에 대한 합리적 이유에 의한 배척의 설시도 없이 선뜻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하여 위 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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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을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사소송법 제 조 사문서가 진정성립이( 358 ).

추정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을 때 라 함은‘ ’

문서에 형식적인 서명 등이 존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이루어 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음이 입증된 경우 날인행위의 진정이 입증된 경우 에 한하여(= )

당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다.415)416)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거판단에 있어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그 문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매매잔대금의 액수와 함께 융자금 억 천만원 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것이 반드시“ 1 7 ” ,

위 금액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15) 안병걸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검토 비교사법 쪽, , , 2004. 579

416) 한편 판례는 단계의 추정이라는 법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판례에 의하면 인영의 동일성으로부터 날인의, ‘2 ’ , ,

진정성이 사실상 추정되고 날인의 진정성으로부터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법률상 추정된다 이러한, ( ) .

추정들은 반증에 의해 번복될 수 있다. ① 대법원 선고 다 판결2002. 2. 5. 2001 72029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329 ,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② 대법원 선고 다 판결2003. 2. 11. 2002 59122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 조에 의하여 그 문서, 358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③ 대법원 선고 다 판결2005. 5. 12. 2005 3748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및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먼저 내용기재가,

이루어진 뒤에 인영이 압날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④ 대법원 선고 다 판결2003. 4. 8. 2002 69686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구 민사소송법 법률 제 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에(2002. 1. 26. 6626 ) 329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⑤ 대법원 2003. 4.

선고 다 판결11. 2001 11406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 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358 ),

서명 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 ,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 .

경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만일 그러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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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사소송에서 서증의 진정성립 입증방법에 관한 판례( )

대법원은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이 아닌 다른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312 1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때에 증거로 할 수 있고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 ,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나 형식적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진술자의 진술 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고 판시해.’

오다가,41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성립의 진정 의2004. 12. 16. ‘ ’

의미에 관해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312 1 "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 ·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고 위,

법문의 문언상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진정성립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다.418) 그 후 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은2008. 1. 1.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진

경우라면 다시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417)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등 다수2001. 6. 29. 20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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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립의 입증방법을 위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는 대법원의 입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증거법을 개정하였다.419) 즉 개정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은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312 1 ‘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고 제 항은 제 항에도 불구하고.’ , 2 ‘ 1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고 제 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 4 ‘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

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고 제 항은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은.’ , 5 ‘ 1 4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 . , ,

418) 대법원 선고 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등2004. 12. 16. 2002 537 , 2007. 1. 25. 2006 7342 ;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서명날인의 진정성형식적 진정성립으로부터 조서 전체의 진정성립실질적( ) (

진정성립을 추정하던 기존 대법원 판결대법원 선고 도 판결 선고) ( 1984. 6. 26. 84 748 , 1986. 3. 25.

도 판결 선고 도 판결 선고 도 판결 선고86 218 , 1992. 6. 23. 92 769 , 1994. 1. 25. 93 1747 , 1995. 5. 12.

도 판결 선고 도 판결 선고 도 판결 선고95 484 , 1998. 6. 9. 98 980 , 1999. 7. 23. 99 1860 , 2000. 6. 13.

도 판결 선고 도 판결 선고 도 판결99 1581 , 2000. 7. 28. 2000 2617 , 2001. 4. 10. 2001 221 , 2001. 6. 29.

선고 도 판결 선고 도 판결 선고 도 판결2001 1049 , 2001. 8. 24. 2001 3319 , 2001. 9. 28. 2001 4395 ,

선고 도 판결 선고 도 판결 등 다수은 폐기되었다2002. 12. 6. 2002 4232 , 2003. 10. 23. 2003 4411 ) .

419) 이러한 개정 경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완규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탐구사 쪽 쪽, , , 2007. 95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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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및 검사 면전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뿐만 아니라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420)

다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입증방법에 관한 판례( )

아직까지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입증방법을 정면으로 다룬 판례는

하급심 판결을 포함하여 쉽게 발견되지 않고 다만 전문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을 제한한 판례는 소수 찾아볼 수 있다.421) 아래에서 소개하는

판례들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전문법칙만을 언급하거나

또는 증거능력 자체가 쟁점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지만 증거능력의,

기본적인 전제로서 진정성이 문제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판례들이다.

420) 개정 형사소송법 상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의 의미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 .

이완규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탐구사 쪽은 영상녹화물 녹음테이프 뿐만 아니라 조사자, , , 2007. 114 ‘ ,

증언 조사 시 대질을 했거나 참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증언 속기사의 증언 등 다양한 방법이, ,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라고 적고 있는 반면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쪽.’ , , , , 2008. 920 ~

쪽은 기타 객관적인 방법은 영상녹화물과 같은 정도로 진술내용을 기계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921 ‘

방법을 의미한다고 본다 증언은 증인의 주관적 기억능력에 좌우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적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고 고등법원 판례가 하나 있다.’ . ; , . 부산지법 2008. 4.

선고 노 판결15. 2008 131 은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312 4『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위 조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문의 형식 및 형사소송법이 피의자에‘ ’

대한 영상녹화의 경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하고,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하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는 등 진술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려면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물에 준하는 정도의, ‘ ’

엄격한 객관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와 같은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조사자의 조사 및 그에 따른,

증언은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다 전문법칙에 진정성의 문제를‘ ’ . .』

끌어들이고 진정성의 입증 방법을 상당히 제한하는 방법으로 전문증거를 가능한 제한하려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입장은 이해되지만 증거의 진정성 입증 방법이 이와 같이 엄격한 것은 앞서 보았듯이,

미국의 증거법에서 논의되는 진정성 문제나 우리 민사소송에서 논의되는 서정의 진정성립 입증방법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421) 전문법칙에 증거의 진정성 문제를 끌어들이고 그 입증방법을 매우 엄격히 규정해 놓은 우리 형사소송법,

체제 하에서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전문법칙 이전에 증거의 진정성,

문제를 다룰 실익은 거의 없어 보인다 비록 이론 상으로는 증거의 진정성 문제와 전문법칙은 별개의.

증거법칙이지만 어차피 증거능력의 부인이라는 효과는 동일하므로 우리 법제에서 굳이 복잡하게 증거의, ‘ ’ ,

진정성을 논의할 필요없이 순서만 바꾸어 먼저 전문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을 부인해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그 진정성을 논의할 실익은 있다고. ,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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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입증방법에 관한 판례( )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1)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항소심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

되었는데 심 법원, 1 422)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423)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첫째 공소사실 제 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 2, 3, 4, 6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조차 없고,

둘째 공소사실 제 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1, 5, 7

422)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고정 판결2005. 9. 30. 2004 1433

423) 이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은 피해자 의 휴대전화에△△△◌◌◌
경 땅에 떨어진 당신의 악함을 지켜보고 있으리라 이라는 내용의1. 2003. 12. 18. 11:42 ‘ , ’◌◌◌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경 나요 만사 다 포기했음 내 인생도 포기했음 만신창이 되는 길을2. 2003. 12. 18. 17:52 ~ 17:57 ‘ , ,

선택합니다 씨에게 개 취급당했는데 둘 다 불구덩이 속으로 가봅시다 그 속이 얼마나 뜨거운지, ,△△△

봅시다 누가 이기나 봅시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 ,

경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첫째 인터넷에 띄울 것이고 둘째 삼성 및3. 2003. 12. 19. 06:15 ~ 06:21 ‘ ,

교보 그리고 도이치 주주권 있는 곳에 제소하겠소 셋째 기업은행 건 감독기관에 실명으로 알리고,

청와대 게시판에도 나의 이 억울함을 하소연할 것이며 기사거리 찾는 이에게 기사거리로,

줘야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

경 선배님 따님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4. 2003. 12. 19. 06:38 ~ 06:54 ‘ ,

불가지고 그 댁에 가 자폭할지도 나서지 말라고 의리를 아무데나 써먹지 말라고 지금 이 일은 의리로, , ,

해결이 안 돼 부부싸움에 객이 필요할까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법 서 선배 그만 나서라고 해, , , ,

당신과 아무 일이나 나서는 당신 선배 땜에 뵈는 게 지금 없어 불가지고 그 댁에 가서 자폭하는 수도,

있어 지금 나 독이 올라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 ,

경 통화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서로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있잖습니까5. 2004. 1. 2. 08:48 ~ 08:57 ‘ ,

전화를 주시든 전화를 안 하든 당신 맘대로 하시오 피고인 난 현재 손해볼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잠깐, ,

안양에 다녀오면 열두시가 조금 넘을 겁니다 비서에게 내 뜻 전했으니 본인 알아서 하시오라는 내용의, ’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경 빨리 마무리 짓는 일이 마지막으로 당신을 위한 거라는 거 아시죠6. 2004. 1. 18. 01:02 ~ 01:10 ‘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문구는 내가 초안을 잡고 만나서 더 넣으실 내용은 추가하시죠, ,◌◌◌
거듭 부탁드립니다 꼭 속히 매듭지으셔야죠 그래야 제가 빨리 선교 나아갑니다 아니면 구월로 연기됨, , , ,

성령 훼방하지 마세요 큰 고난당합니다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 ’ ,◌◌◌
경 이제 만날 의사가 없다면 이제 당신 집으로 오빠 보내겠다 라는 내용의7. 2004. 1. 18. 15:34 ‘ .’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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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그 내용이

공소사실과 다르고 이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중 극히 일부분을 발췌 편집한 것이다 고 주장하면서, .’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 424)은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문자메시지 글과 보낸 사람으로 피고인의①

휴대전화 전화번호 및 보낸 일시가 화면에 나타난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한 사진들 수사기록 면 내지 면 피해자의 경찰( 52 60 ), ②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 포함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바( ) ,

아래에서는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하여 본다 위. ①

각 사진들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보낸 문자메시지 화면을 사진으로 찍었다면서 경찰에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원래 증거로 제출되어야 할 증거물 즉 이 사건( ,

에서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보내진 문자메시지에 담긴 글 내용

자체 의 대체물로 위와 같은 사진들이 사용되는 경우 증거물의 원본이) ,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대법원( 2002. 10.

선고 도 판결 참조 또한 이와 같이 휴대전화를 통하여22. 2000 5461 ),

보내어진 문자메시지에 담긴 글 내용 자체가 원물로서 증거로 사용

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의 진술에313 1

의하여 그 성립과 내용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 한하여 그 증거

능력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참조( 1999. 9. 3. 99 2317 ).

이 사건에 있어 돌이켜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사진들을,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과,

같은 글 중 개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낸 적도4

없으며 나머지 개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글과는 달리 그3

내용이 발췌 편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글의 성립과 내용의 진정함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사진들은 아무런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

424)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노 판결2006. 4. 6. 20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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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내용이 발췌 편집되었다는 개의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당원이 위와, 3 ,

같이 위 사진들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터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보냈다고 주장하는 문자메시지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기초로 공포심

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범위를 벗어나 판단하는 것이므로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더구나 피해자는 원심에서 문자메시지 중 일부는 그 내용 전체에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문구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발췌하였다 공판기록(

면 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들 공판기록375 ) , (

면 내지 면 의 영상에 의하면 공소사실 항의 문자메시지 글은392 394 ) 7

당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전체내용이 대폭 축소되어 편집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원심법원의 사실조회에 의한 주식회사 케이티,

프리텔의 회보결과에 의하면 본인이 본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가능하고 그 경우 답변을 받기 원하는 번호로 수정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며 자신의 단말기에 보내는 사람의

번호가 수정되어 보이도록 변경 설정하는 것도 가능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수사기록 면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354 ),

사진들의 증거능력을 역시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의 경찰 및. ②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하여 위

사진들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들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데 앞서 본바와 같이 위 사진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터이므로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고 판시하였다.’ .

나 대법원 판결) 425) 파기환송: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었다 대법원은 그2008. 11. 13. .

판시이유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①

법률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2005. 12. 30. 7812 ) 65 1

제 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3

425)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8. 11. 13. 2006 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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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검사가,

위 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사는 휴대전화기 이용자가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②

있도록 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도 판결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 조의 는2000 5461 ). , 310 2 “③

제 조 내지 제 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311 316

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

진술이 법정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고 이에 갈음하는 대체물인 진술

또는 서류가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전문법칙을 선언한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와 같이,

그 문자정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

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 조의 에서310 2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와 달리, 문자메시지의 형태로

전송된 문자정보를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하여 이를 촬영한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위 문자,

정보의 증거로서의 성격 및 위 사진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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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고 설시하면서 앞서 본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다 의미)

위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고인이 과연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였고 이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①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의 진술이었다 이 중.②

제일 중요한 증거는 물론 위 사진이었다 항소심 판결은 위 사진 정확. ,

하게는 문자메시지 그 자체426)가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의 피고인313 1

작성 진술서에 해당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그,

문자메시지가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 즉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에, ,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바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

하였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위 문자메시지가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문법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

다면 위 사진은 원본성의 문제만 해결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사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 -

공소사실 내용과 같은 글 중 개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4

보낸 적도 없으며 나머지 개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글과는, 3

달리 그 내용이 발췌 편집되었다는 취지의 주장 은 검사가 증거로, -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진정성을 부인하는 전형적인 것이다.

개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도 없다는 주장은 발신자의 동일성을4

다투는 것이고 개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3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주장은 발신 내용의 동일성을 다투는 것이다.

426) 원래의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이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한 경우 그 사진의 증거능력을 논하는,

관점은 이른 바 원본성또는 최량증거법칙 의 관점이다 위 사건의 항소심과 대법원도( , best evidence rule) .

이 문제를 논하고 있으나 원본성의 문제는 해당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진정성의 문제에, ,

대해서만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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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Instant

의 한 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본인이 본인에게 문자message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가능하고 그 경우 답변을 받기 원하는 번호로

수정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며 자신의 휴대폰 단말기에

보내는 사람의 번호가 수정되어 보이도록 변경 설정하는 것도 가능

하다 더구나 문자메시지가 저장된 휴대폰 단말기 자체가 증거로. ,

제출되지 아니하고 그 문자메시지가 휴대폰의 액정화면에 표시된 것을

촬영한 사진이라면 더욱 그 내용의 조작가능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검사는 그 휴대폰 메시지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인 진정성립과 달리 증거능력의 기본.

전제로서 요구되는 진정성의 입증은 그다지 엄격하지 않다.427) 위 판례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 경위 그 문자메시지를 촬영하게 된 경위 문자메시지 중, ,

일부를 편집하게 된 이유 등을 증언함과 동시에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내용들이 피고인과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직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거나 피고인에게 답신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증언할 필요가 있다.428)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신 내역 발신지 위치 등 통신사실확인,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더욱 진정성 입증이 용이할 것이다.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문서2)

427) United States v. Gagliardi, 506 F.3d 140 (2nd Cir. 2007) ‘The bar for authentication of evidence is

19 not particularly high. United States v. Dhinsa, 243 F.3d 635, 658 (2d Cir. 2001). “The

requirement of authentication is satisfied by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a finding that the matter

in question is what its proponent claims.” Fed. R. Evid. 901(a). Generally, a document is properly

authenticated if a reasonable juror could find in favor of authenticity. United States v. Tin Yat Chin,

371 F.3d 31, 38 (2d Cir. 2004). The proponent need not “rule out all possibilities inconsistent with

authenticity, or to prove beyond any doubt that the evidence is what it purports to be.” United

States v. Pluta, 176 F.3d 43, 49 (2d Cir. 1999) (internal quotation marks and citation omitted). We

have stated that the standard for authentication is one of “reasonable likelihood,” id. (internal

quotation marks and citation omitted), and is “minimal,” Tin Yat Chin, 371 F.3d at 38.’

428)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 및 에 규정된 진정성 입증 방법이다901 (b) (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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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심 판결) 1 429)

이 사건은 소위 일심회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세간에 알려진‘ ’

사건이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고 그 과정에서,․
작성한 문건을 북한공작원 등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다.430) 검사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문건들을 출력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

하였고 변호인들과 피고인들은 위 문건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일부 문건에 대해서는,

작성 이후 누군가에 의해 그 내용이 변경 또는 훼손되었다고 주장

하였다 이에 대해 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1

디지털 증거 자체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친 후 그 검증결과 및 출력된

문건의 기재와 현존 등을 주요 증거로 거시하면서 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심 법원은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의 출력물에. 1

대한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즉 변호인들은 압수물인, , ‘ ,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수사기관이 출력하여 제출한 문건들의 증거

능력에 관하여 검찰이 위 저장매체의 데이터가 본래 존재하였던 상태와,

전혀 다름이 없이 수집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위 디지털 증거의 분석,

처리과정에 대한 신뢰성에 대하여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이,

법원의 검증절차에 참여하여 이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증인 정 의○○

디지털 증거 분석능력과 그 증언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위 문건들은,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무릇 컴퓨터 디스켓

429)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고합 고합 병합 고합 병합 고합2007. 4. 16. 2006 1365, 2006 1363( ), 2006 1364( ), 2006

병합 고합 병합 판결1366( ), 2006 1367( )

430) 많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일부 국가기밀 탐지 수집 전달의 점은 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가, , 1

심 법원에서 중요 증거인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인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이2 .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이 중요 쟁점이 된 공소사실만 기재하였다 한편 참고로 위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 ,

항소심에서 징역 년 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쌍방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3 ~ 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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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디지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컴퓨터기록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

서는 디지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무체정보인 컴퓨터기록 그 자체,

로서는 가시성과 가독성이 없으므로 법원에서의 검증절차를 통해 디지털

저장매체에 수록된 컴퓨터기록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고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의,

검증절차를 통해 디지털 저장매체에 수록된 컴퓨터기록의 내용이 출력된

문건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한편 컴퓨터. ,

기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컴퓨터기록이 입력된 후 법원의,

검증절차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기록의 보관상황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디지털 저장매체에 보존된 데이터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한 매체가 법원의 검증에 사용될 경우에는‘ ’ ‘ ’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한 매체 사이의‘ ’ ‘ ’

데이터의 동일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또한 검증과정에 이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처리 출력의 각 단계에서의, , , ,

컴퓨터 처리과정의 정확성 조작자의 전문적 기술능력 등이 갖추어질,

때 컴퓨터기록은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법원의 검증절차를 통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검증조서 증인. , ,

정 의 증언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압수물인 각 원본 디지털 저장매체는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압수된 후

그 자리에서 봉인되었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위 압수물에,

대하여 카피 작업을 하거나 이미징 작업을 하기 위해 봉인을 해제하는

과정과 작업을 한 후 재봉인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압수물의 봉인 및 봉인해제 재봉인시에 항상 피고인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았고 위 압수물을 포장한 밀봉 봉투 개폐 부분에도 피고인들의,

서명무인을 받았으며 봉인 및 봉인해제 재봉인의 전 과정을 캠코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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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한 사실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액세스할 경우 원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므로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쓰기방지,

장치를 사용하고 이미징 장비를 통해 이미징 작업을 하였고 그렇게‘ ’ ,

작성된 이미지가 법원에서의 검증절차의 대상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 이미지 파일은 전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엔케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되었는데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의,

해쉬값과 이미징 작업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 파일의 해쉬값은 동일한

점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피고인들의 주거지. ,

또는 사무실 등에서 압수된 각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들은 피고인들의

참여 하에 이미징 작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봉인되어

있었으므로 압수된 이후 법원에서의 검증절차에 이르기까지 보관,

과정의 신뢰성이 인정되고 또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이미지 파일,

사이에 디지털 기기 등의 데이터가 서로 일치함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해쉬값이 동일하므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이미지 파일 사이의 데이터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한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이 법원의 전자법정시설 및,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원의 검증절차가 이루어졌는바 검증,

당시 규격에 적합한 컴퓨터와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검증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

신뢰성 입력 처리 출력의 각 단계에서의 컴퓨터 처리과정의 정확성, , , ,

조작자의 전문적 기술능력 등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보이고 달리 그,

요건의 흠결을 의심하거나 신뢰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며 위와 같은 검증절차를 거쳐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

이미징한 파일에 수록된 컴퓨터파일의 내용이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

매체로부터 수사기관이 출력하여 제출한 문건들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앞서 본 증거의 요지 란에 거시된, ‘ ’

문건들은 증거능력이 적법하게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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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고 판시하였다.‘ .

나 항소심 판결) 431)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에 대해 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1

하였다 피고인들은 항소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즉. , , ‘국가정보원에서

최초 이미징 작업 시 해쉬값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증인 정 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정보원에서 차로 진행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1

포렌식 복구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원본 매체의 변경 가능성이 존재

하고 검사가 국가정보원에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식 복구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된 입증을 아니한 이상 검찰,

에서 차로 진행된 포렌식 복구 수사로써 독립적으로 디지털 원본2

매체의 무결성을 절차적으로 기술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검찰 수사관인 증인 정 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거의 혼자서 이, ○○

사건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정○○

혼자서 검찰 수사기간 내에 이 사건 디지털 증거를 분석처리한 결과․
만으로는 이 사건 디지털 증거 처리의 결과를 신뢰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 포렌식 복구 과정에 대한 전문가가 별로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검찰 이미징 작업은 정 의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신뢰성을 배척해야 마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압수물인 원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

내용이 원래의 데이터 내용과 다름없이 수집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문건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출력된, . …

문건들 중 전문증거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따라서 그313 1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증명이 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라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컴퓨터 출력물들을 피고인들이 작성한 진술서로서 전문증거에

431) 서울고등법원 선고 노 판결2007. 8. 16. 2007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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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해 작성자인 피고인들에313 1

의해 법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원심이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는 피고인,

로부터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제출한A

사실 국가정보원에서는 위 피고인의 처 가 입회한, 2006. 10. 24. AA

상태에서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증제 호 증제 호 증제 호16 , 31 , 32 ,

증제 호 증제 호 증제 호 증제 호 증제 호 증제 호 증제 호를50 , 54 , 56 , 58 , 59 , 60 , 63

압수하여 위 저장매체 일부를 복제한 다음 로 하여금 서명하게AA

하여 위 저장매체를 봉인한 사실 국가정보원에서는, 2006. 10. 24.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위 회사 직원인 가 입회한AAA

상태에서 위 증제 호 증제 호 증제 호를 압수하여 봉인한 후68 , 69 , 77

과 일에 각각 위 피고인이 입회한 상태2006. 10. 27. 2006. 10. 30

에서 위 저장매체 일부의 봉인을 풀고 이를 복제한 다음 다시 이를

봉인한 사실 국가정보원에서는 위 피고인을 체포한, 2006. 10. 24.

후 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증제 호 증제 호 증제 호79 , 80 , 81 ,

증제 호를 압수하여 위 저장매체 일부를 복제한 다음 위 저장82

매체를 봉인한 사실 국가정보원에서는 위 피고인이, 2006. 10. 29.

입회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저장매체

일부의 봉인을 풀고 이를 복제한 다음 다시 이를 봉인한 사실,

검사는 피고인 으로부터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한B

문건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 국가정보원에서는 위, 2006. 10. 24.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고인의 처인 가 입회한 상태에서 위 증BB

제 호 증제 호 증제 호 증제 호를 압수한 후 로 하여금3 , 4 , 6 , 8 BB

서명하게 하여 봉인한 사실 국가정보원에서는 의 서명과 봉인이, BB

훼손되지 않았음을 위 피고인에게 확인시킨 다음 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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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한 상태에서 위 증제 호 증제 호 증제 호 증제 호를 복제한 후3 , 4 , 6 , 8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여 위 증제 호 증제 호 증제 호3 , 4 , 6 ,

증제 호를 다시 봉인한 사실 검사는 피고인 로부터 압수한 증제 호8 , C 2 ,

증제 호 증제 호 증제 호 증제 호 증제 호를 증거로 제출한12 , 18 , 20 , 21 , 22

사실 국가정보원에서는 위 피고인의 처인 가, 2006. 10. 24. CC

입회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의 집에서 메모리 개를 압수하여USB 1

봉인하고 역시 가 입회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의 집 인근에CC

주차되어 있던 위 피고인의 차량에서 인치 플로피 디스켓 개를3.5 1

압수하여 봉인한 사실 국가정보원에서는 위 피고인이 입회한 상태,

에서 위 메모리의 봉인을 해제하여 위 메모리를 복제한USB USB

다음 복제한 메모리에서 위 증제 호 증제 호 증제 호를USB 2 , 12 , 18

출력하여 압수하고 위 플로피 디스켓의 봉인을 해제하여 위 플로피

디스켓을 복제한 다음 복제한 플로피 디스켓에서 위 증제 호20 ,

증제 호 증제 호를 출력하여 압수한 사실 검사는 피고인 로부터21 , 22 , D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

국가정보원에서는 위 피고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위2006. 10. 25.

피고인의 집에서 위 증제 호를 압수하여 봉인하고 역시 위 피고인이3

입회한 상태에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 증제 호를 압수하여 봉인한 사실 검사는 피고인17 ,

로부터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제출한E

사실 국가정보원에서는 위 피고인의 처인 가, 2006. 10. 26. EE

입회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증 제 호를 압수하여38

봉인한 사실 한편 위 모든 디지털 저장매체들은 봉인된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되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해당 피고인이 입회한 상태,

에서 봉인된 디지털 저장매체를 풀고 이미징 작업을 마친 후 이를

다시 봉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국가

정보원에서 위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 봉인 봉인 해제 및 복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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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항상 해당 피고인 측에서 입회하여 그 과정을 확인한 이상,

국가정보원에서 위 디지털 저장매체를 복제할 때 해쉬값을 작성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디지털 저장매체에 담긴 파일의,

내용이 국가정보원의 수사과정에서 변경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 위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되어

증거로 제출된 문건의 내용과 위 디지털 저장매체에 담겨 있던 원래의

자료 내용의 동일성에 대하여 원심은 위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적법한 검증절차를 거친 다음 원심 판결문 제 쪽부터 쪽까지267 269

설시한 바와 같은 근거를 들어 위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이미징한

파일에 수록된 컴퓨터 파일의 내용이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수사기관이 출력하여 제출한 문건들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 그러나 디지털 저장매체, 에 들어 있는 문건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디지털 저장매체는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313 1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참조( 1999. 9. 3. 99 2317 ).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디지털 저장매체들에서 출력하여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문건

중에서 아래 표에 기재된 개의 문건53 432)은 그 작성자433)가 원심

에서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였으나 그 밖의 문건434)은 그 작성자에

432) 이 논문에서 문제삼고 있는 국가기밀 탐지 수집 전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

제출된 출력 문건을 의미한다.

433) 이 사건의 피고인들을 의미한다.

434) 이 논문에서 문제삼고 있는 국가기밀 탐지 수집 전달의 점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의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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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작성자가 불분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개 문건은53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에313 1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므로 그 문건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밖의 문건은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313 1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문건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435)

다 대법원 판결) 436)

피고인들에게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이번에는 검사가 상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인 항소심. ,

판결의 논지를 긍정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음은 대법원의.

판시 내용이다.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된 이후 문건 출력에 이르기

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하고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이미징 한‘ ’‘ ’․
매체로부터 문건이 출력된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이미징 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 ’․
435) 다만 피고인 가 북한공작원을 만나 피고인 자신이 작성한 문건을 전달하는 등 대한민국의 존립, A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항소심 법원은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에서 이 사건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해서

적법한 검증절차를 거친 이상 위와 같이 문건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문건의 경우에도 그,

문건의 내용이 아니라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그 문건의 존재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과. ,…

북한 공작원 사이의 통신과 관련하여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는 모두 위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과

사이에 주거나 받은 문건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문건에 대해서 적법한,

검증절차를 거쳤으므로 이러한 문건도 그 존재 자체를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과 통신하였다는 검찰 자백과 해당 문건의 현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므로( )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고 판시하였다.’ .

436)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7. 12. 13. 2007 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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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나아가 법원 감정을 통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 혹은 하드‘

카피 이미징 한 매체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을’‘ ’․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 ․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진술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313 1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1999. 9. 3.

도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국가정보원에서99 2317 ). (2) ,

피고인들 혹은 가족 직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원심 판시 각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한 다음 입회자의 서명을 받아 봉인하였고,

국가정보원에서 각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조사할 때

피고인들 입회하에 피고인들의 서명무인을 받아 봉인 상태 확인 봉인,

해제 재봉인하였으며 이러한 전 과정을 모두 녹화한 사실 각 디지털 저장, , ,

매체가 봉인된 상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된 후 피고인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봉인을 풀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이미징 작업을 하였는데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의 해쉬, (Hash)

값과 이미징 작업을 통해 생성된 파일의 해쉬 값이 동일한 사실,

제 심 법원은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검증을1 ,

실시하여 이미징 작업을 통해 생성된 파일의 내용과 출력된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출력된 문건은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되었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은 나아가 검사가 디지털. (3) ,…

저장매체에서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한 문건 중에서 판시 개의53

문건은 그 작성자가 제 심에서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였으므로1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문건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작성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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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피고인들과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증거법칙 위배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의 경우 논지와 같은 정황자료만으로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거나 형사소송법 제 조 제 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되어야314 , 315

한다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에서 본 법리에 배치되거나 형사,

소송법 제 조 제 조의 요건을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314 , 315 .‘

라 의미)

검사가 압수된 피고인들의 컴퓨터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그 작성자를 피고인들로 지목하는 경우 그 문건은 피고인

작성 진술서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검사는 먼저 그 문건의 진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검사가 피고인 작성 문건 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 ’

서증의 진정성은 첫째 그 서증이 피고인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 ,

둘째 그 문건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될 때까지 무단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 사건 변호인들의 다음과. ,

같은 주장 즉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컴퓨터 출력물들을 피고인들은, ,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 저장매체의 데이터가 본래 존재하였던 상태와

전혀 다름이 없이 수집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한 바,

없다 라는 주장은 위 컴퓨터 출력물들의 진정성을 부인하는.‘

주장이다. 위 사건의 심 법원은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검증1

절차 등을 거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컴퓨터 출력물의 진정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출력물들이 피고인 작성 진술서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우리 형사소송법 상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 법원은 이러한 점에 대한 판단1

없이 위 출력물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대해 유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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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먼저 위 출력물들의 진정성과 관련하여 위. ,

출력물들이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된 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경 또는

훼손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위 출력물들 중 일부는 그

작성자가 불분명하고,437) 피고인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일응 인정

되는 나머지 문건들도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313 1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출력물들은

모두 전문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다.438) 이러한 항소심

판결의 논지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긍정되었다.

공범의 디스켓에 저장된 전자문서3) 439)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심 심 심 판결) 1 , 2 , 3

이 사건은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이라고 세간에 알려진 사건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박 와 함께 국가○○

보안법 상 이적단체인 영남위원회 를 구성하거나 또는 위 박 이‘ ’ ○○

조직한 위 이적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이다.440) 위 혐의사실에 대한

437) 이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전자문서가 발견되었고 그 전자문서를 정확히 출력한 것이 이 사건의,

출력문건이라는 사실만으로 출력문건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항소심 판결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디지털

저장매체들에서 출력하여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문건 중에서 아래 표에 기재된 개의 문건은53

그 작성자가 원심에서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였으나 그 밖의 문건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작성자가 불분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고만 판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위 출력물들 중 일부의 작성자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진정성을 어느 정도까지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438) 다만 작성자가 불분명하다고 판시한 문건들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근거로 진정성이 아닌 전문법칙을 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으로 진정성 문제를.

끌어들이고 그 입증방법도 매우 엄격히 규정하는 독특한 체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작성자가, .

불분명한 문서는 굳이 진정성의 개념을 동원할 필요도 없이 우리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한( ) 313 1

전문법칙에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증거법의 원칙 상 적용순서가. ,

틀린 것이다 진정성은 증거능력의 선결요건이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 참조. . 901 (a)

Rule 901. Requirement of Authentication or Identification

(a) General provision. -The requirement of authentication or identification— as a condition

precedent to admissibility is satisfied by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a finding that the matter

in question is what its proponent claims.

439) 정확하게 표현하면 검사에 의해 공범이라고 주장되는 자의 컴퓨터에서 압수된 전자문서이다, ‘ ’ .

440)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공소사실의 요지만 기재한다 위 사건의 피고인 명은 개의 사건. 15 2

번호로 분리되어 별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다 비록 개 사건번호로 분리 진행되었지만 피고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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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증거는 위 박 로부터 압수한 디스켓으로부터 출력한○○

문서들이었는데 그 문서들은 작성자의 이름이 없거나 박, ‘ ’△△ 441)라는

명의로 작성된 것들로서 일부 문건에는 피고인들이 이적단체인 위

영남위원회에 가입하여 활동한 내역이 일지 형태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문건에는 피고인들이 위 박 와 회합한 내역이 회의록△△

형태로 기록되어 있었다 위 디스켓의 피압수자인 박 는 위. ○○

문건들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디스켓에 그런 문건을 본 적도 없으며,

그 문건들은 디스켓 압수 이후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심, 1

법원들442)은 컴퓨터 디스켓에 대하여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위 박○○

및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443)에서도 위

디스켓 출력물의 진정성을 부인하는 박 의 주장○○ 444)은 계속되었고,

의 이적단체 구성 또는 가입 혐의에 대한 중요 증거 및 최대 쟁점은 공히 위 박 로부터 압수된1~12 ○○

디스켓에 저장된 문건들의 증거능력이었다 결과적으로 위 문건들의 증거능력이 대법원에서 부인됨으로써. ,

위 혐의사실은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다.

위 박 은 이적단체인 영남위원회를 구성한 혐의로 나머지 피고인 방 와 피고인 는 영남, 1~4① ○○ ○○

위원회에 가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위 박 의 이적단체 구성 혐의 방 의 이적단체 가입. ,○○ ○○

혐의는 각각 유죄로 확정되었고 피고인 의 이적단체 가입 혐의는 무죄로 확정되었다, 1~4 .

심 판결은 부산지방법원 선고 고합 판결- 1 1999. 1. 15. 98 691, 694, 696, 698, 700, 702

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선고 노 판결- 2 1999. 5. 12. 99 123

심 판결은 대법원 선고 도 판결- 3 1999. 9. 3. 99 2318

파기 환송 후 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선고 노 판결- 2 2000. 1. 13. 99 897

차 심 판결은 대법원 선고 도 판결- 2 3 2001. 3. 23. 2000 486

피고인 은 위 박 와 함께 이적단체인 영남위원회를 구성한 혐의로 나머지 피고인 김 과5~6 ,② ○○ ○○

피고인 은 영남위원회에 가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위 김 의 이적단체 가입 혐의는7~12 . ○○

유죄로 확정되었고 피고인 의 이적단체 가입 혐의는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다, 5~12 .

- 심 판결은 부산지방법원 선고 고합 판결1 1999. 1. 15. 98 689, 690, 692, 693, 695, 697, 699, 701, 703

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선고 노 판결- 2 1999. 5. 12. 99 122

심 판결은 대법원 선고 도 판결- 3 1999. 9. 3. 99 2317

파기 환송 후 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선고 노 판결- 2 2000. 1. 10. 99 896

차 심 판결은 대법원 선고 도 판결- 2 3 2001. 3. 9. 2000 485

441) 검사는 위 이름이 위 박 의 가명이라고 주장하였다.○○

442) 부산지방법원 선고 고합 판결 및 부산지방법원1999. 1. 15. 98 691, 694, 696, 698, 700, 702 1999. 1.

선고 고합 판결15. 98 689, 690, 692, 693, 695, 697, 699, 701, 703

443) 부산고등법원 선고 노 판결 및 부산고등법원 선고 노 판결1999. 5. 12. 99 122 1999. 5. 12. 99 123

444) 참고로 부산고등법원 선고 노 사건에서 박 의 최후진술 및 변호인의 변론요지 중, 1999. 5. 12. 99 123 ○○

위 디스켓에 관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박 의 항소심 최후 진술[ ] :○○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857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는 모두 조작 날조되었습니다 검찰측이 저희들을 반국가단체로 고발하면서 그, .…

주된 증거자료로 제시한 것이 제가 검거될 당시 저의 집에서 압수된 컴퓨터 디스켓에서 출력되었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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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들입니다 제가 검거될 당시 컴퓨터와 디스켓을 압수당했다는 것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이. .

제시한 증거자료들은 원래 제 디스켓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저로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료들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사전에 조작되어 제가 체포된 이후에 제 디스켓에 복사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컴퓨터 디스켓이 증거능력을 갖추려면 디스켓에서 나온 자료들이 피의자의 것임을. …

입증해야 됩니다 즉 첫째는 그 디스켓이 피의자 소유이며 변조되거나 바꿔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둘째는 디스켓 내용물자료들이 원래 압수 당시에 수록되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 .

되기 위해서는 피의자 검거시 피의자가 보는 앞에서 컴퓨터 디스켓을 일정한 서류봉투에 담고 그 피즤아가

밀봉확인한 상태에서 압수하여 운반한 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보는 앞에서 밀봉된 봉투를 열어

디스켓을 꺼낸 후 그 내용물자료을 확인하고 이것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면 됩니다 이처럼 간단한( ) .

절차를 거쳐 디스켓이 조작되거나 변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디스켓자료들은 증거능력을

갖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측은 의도적으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 …

황당무계한 자료들이 제 디스켓에서 나왔다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 :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852

컴퓨터 디스켓에서 출력된 문건들의 증거능력2.…

컴퓨터 디스켓에 수록된 자료의 경우 쉽게 변조이것에는 삭제 추가가 포함됨가 가능한 반면 그 변조( , )

여부를 알 길이 없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합니다 귀원에서 컴퓨터디스켓 감정을 실시함에 있어 시행한.

감정인 신문 시 감정인은 컴퓨터디스켓에 수록된 파일의 내용을 사후에 변조하거나 새로운 파일을

디스켓에 수록하더라도 그 작동컴퓨터 본체의 일자를 조작하면 그 변조여부나 추가수록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심지어 삭제된 파일은 사후에 복구하여도 삭제된 것을 복구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있던,

파일인지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컴퓨터 디스켓이 그 자체로서 증거물이 아니고 그 디스켓.

내에 수록된 내용이 증거가 되는 경우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면 그 디스켓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디스켓의 내용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을 때 수록되어 있었다는 사실까지 증명되고

그것이 사후에 변조되지 않았다는 점도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면. …

경찰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컴퓨터디스켓을 압수할 당시 압수목록에 디스켓의 모습을 기재하거나 사진을

찍어두고 그 내용을 컴퓨터를 사용하여 확인하여 파일명 생성일시 용량 등을 확인시킨 뒤 봉함을 하고, , ,

피고인에게 확인시킨 뒤 출력과정에서도 피고인을 입회시켜 그 출력의 진정성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압수당시의 상황이 그 디스켓의 내용을 살펴볼 정도의 여건이.

되지 않았다면 우선 그 디스켓 등을 봉함한 뒤 피고인의 확인을 받거나 하는 절차를 취한 뒤 수사기관에

와서 피고인 입회하에 그 봉함을 뜯어 디스켓의 내용을 피고인에게 확인시키는 절차를 취함으로써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피고인이 위 문건들에 대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위.

절차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이나 경찰은 위와 같은.

절차를 일체 밟지 않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도 않은 이상 위 문건들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경찰이 피고인 박 을 긴급체포하면서 위 디스켓 등을 압수함에. ○○

있어서 압수목록 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무인을 받고 그 디스켓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사진을 찍었을 뿐위, (

수사기록 쪽 현재 압수물로 제출된 디스켓이 실제 경찰이 압수한 압수물과 동일한 디스켓인지2002 ),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어디에도 없고 증인 조기원의 증언그 내용도 막연하다 뿐입니다 위 수사기록( ) .

제 쪽의 사진을 보면 디스켓 이외의 시디롬 도 보이는데 압수목록에는 빠져있는 등 압수목록2002 (CD)

자체도 부실합니다 현재 위 디스켓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자료는 증인 조기원의 증언뿐입니다. .

그러나 위 증인 조기원은 피고인 박 의 수사를 직접 담당한 수사관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귀원의.○○ …

검증과 감정결과 피고인 박 으로부터 압수하였다고 검사가 제시한 디스켓의 내용이 출력된 문건이라고○○

제시한 것과 그 내용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위.

압수디스켓의 검증 및 감정결과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발견되는 바 이러한 사정에 뒤에서 보는 압수절차의

위법성까지 감안하여 본다면 피고인 박 이 소지한 디스켓과 그에서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체포된 이후에 생성된 파일이 다수 존재합니다 즉 경찰이. , . …

압수한 뒤에 대부분의 디스켓에 손을 댄 것입니다 파일의 경우는 증인 송원정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asv

인정되듯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작업이 중단된 경우에 생성되는 파일인데 어떻게 구속된 뒤 한 개의

디스켓에서 두개 세 개의 파일이 생긴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등이 시종, asv . …

참가하지 않아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원본 파일 파일과 경찰이 편집하였다는 파일 파일의, (hwp ) (asv )

용량 크기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많아 과연 내용을 손대지 않은 것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습니다( ) .

둘째 파일생성일자가 의도적으로 변경된 것들이 나타납니다 파일생성일자가 년으로 된 파일이 다수, . 1980

발견됩니다 이는 파일 뿐만 아니라 파일의 경우도 있습니다 년은 한글워드프로세서. sec hwp .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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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또한 위 디스켓 출력물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다 위.

디스켓 출력물의 증거능력에 대해 항소심 판결445)은 다음과 같이 즉,

기록에 의하면 부산지방경찰청 보안과 소속 경장 조기원 등은‘ ,①

경 박 의 집에서 동인을 긴급체포하였고 위1998. 7. 22. 06:20 ,○○

조기원 등은 위 체포현장에서 판사의 영장 없이 동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컴퓨터 디스켓 등 종의 물품을 압수하면서 위 디스켓 등을79 ,

한꺼번에 모아놓고 사진촬영을 한 후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위,

압수목록 말미에 위 피고인의 서명 무인을 받았으며 부산지방경찰청, ,

보안과 소속 경위 강한구는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 긴급체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박 등을 내사하던 중 이를 눈치 챈 위, ○○

박 이 급히 은신하려고 하므로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하였다고

하고 있다 위 박 에 대한 압수절차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 ○○ ②

압수된 디스켓의 경우 그 자체가 증거물이 아니라 디스켓에 수록된

내용이 증거가 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것은 여전히 증거물이지

증거서류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박 으로부터 디스켓을 압수할, ○○

당시 그 속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명 생성일시 용량 등을 확인시킨 후, ,

봉함을 하거나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도 우선 그,

디스켓을 봉함하여 피압수자의 확인을 받은 후 동인의 입회 하에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전이며 디스크리트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전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컴퓨터의(diskreet) .

시스템일자를 변경하여 파일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는 비암호화된 파일뿐 아니라 암호화된 파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눈에 띄게 파일생성일자를 년으로 한다는. diskreet 80

것은 파일생성일자가 년이면 컴퓨터를 조금 다루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수상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80

있습니다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파일의 생성일자가 파일의 생성일자보다 늦는.) . hwp sec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이는 파일을 먼저 작성해야 암호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 호( hwp .) 8-10 ,

증 호 증 호 디스켓 즉 감정을 실시한 디스켓 모두에 그 반대의 경우가 존재하고 또 같은8-25 , 8-29 ,

디스켓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즉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는 파일작성시마다 시스템상의. .

일자를 조정하였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는 무척 번거로운 일로서 그 작성자가 무척 용의주도한

자이거나 그 디스켓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듯이 압수된.

디스켓에서는 조직문건과 관련되거나 성질상 암호처리 되었어야 하는 파일들이 암호처리되지 않은 채

장기간 보관되어 있는 것이 감정결과 드러납니다 이는 그 파일을 작성하거나 수록한 자 또는 그 디스켓의.

보관자가 보안에 무관심하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내용과는 서로 상충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고 결국은 그 디스켓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

수많은 조직문건들이 암호처리 되지 않은 채 존재합니다 넷째 암호에 대해 일관성이 없습니다. , .… …

이상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디스켓들은 증거능력이 없고 그래서 출력되었다는 문건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445) 부산고등법원 선고 노 판결의 판시 내용만 옮겨 본다 노 판결의 판시 내용도 같다1999. 5. 12. 99 122 . 99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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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함을 뜯어 디스켓의 내용을 동인에게 확인시키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압수물에 대한 위조 또는 변조의 의심을 배제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위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당시 위와 같은,

절차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디스켓 등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사진촬영을 한 후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위 압수목록 말미에,

피압수자의 서명 무인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당원 노 사건의 검증조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99 123 ,③ 446)

박 으로부터 압수된 디스켓에 수록된 파일 중에는 자동저장○○

파일 확장자가 인 파일 이 수록된 것이 있는바 이는 그 생성일자가( .asv ) ,

위 박 이 체포된 날 이후일 뿐만 아니라 자동저장파일의 용량이○○

한글문서파일 파일 보다 큰 것도 있고 수사기관에서 위 디스켓에(hwp ) ,

수록된 파일을 출력한 문서와 위 디스켓에 수록된 파일을 컴퓨터

화면에 실행한 것이 그 내용은 동일하나 형식이 상이한 것도 있으며,

디스켓에 수록된 문서파일의 생성일자가 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전인 년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다수1980

있으며 암호처리된 문서파일 확장자가 인 파일 은 한글문서 파일, ( .sec )

파일 을 토대로 작성되었을 것이므로 암호파일의 생성일자는(hwp )

한글문서파일의 생성일자보다 늦어야 함에도 암호파일의 생성일자가

한글문서파일보다 더 앞선 것이 있으므로 위 디스켓이 압수된 이후에

위조 또는 변조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

자동저장파일은 글 프로그램의 사용 중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경우 작업 중이던 파일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

로서 위 프로그램의 문서 메뉴의 환경설정 항목에서 자동저장을 선택

설정해 둔 경우 정전 인위적인 전원 차단 시스템의 다운 등 비정상적인, ,․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생성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자동저장파일이 생성되어 있다 하여 수사기관에서 위 디스켓들을

압수하여 이를 출력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추가를 한

446) 부산고등법원 선고 노 사건에서는 컴퓨터 디스켓에 대한 감정 및 검증을 별도로1999. 5. 12. 99 122

실시하지 않고 위 노 사건의 감정 및 검증 결과를 원용하였다, 99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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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조작하였다면 자동저장파일을(

삭제하였을 것이다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글문서는 줄 간격이나), 
글자간격 문단의 모양 활자의 모양 크기 출력될 용지의 종류 크기, , , , , ,

여백 등을 조정함에 따라 문서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문서의 내용이 변함이 없는 이상 편철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조정

함으로써 출력된 문서와 디스켓에 수록된 문서의 형식이 다르다고

하여 이를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글 프로그램에서. , 
생성되는 프로그램의 크기 용량 는 그 환경설정이나 프로그램의 버전에( ) ,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자동저장파일의 크기가 글 문서파일보다
크다고 하여 그 내용이 추가되거나 수정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위 디스켓에 수록된 일부 파일은 그 작성일자가 년 연도의 앞, 80 (

부분 두 자리 는 생략됨 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암호파일‘19’ ) , (sec

파일 의 작성일자가 그 암호를 푼 글문서파일 파일 의 작성일자) (hwp )
보다 앞선 날짜로 되어 있는 점에 관하여 컴퓨터시스템의 입력일자의,

변경 등에 따라 파일생성일자의 임의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는 파일들이 압수된 후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박 으로부터 압수한 디스켓 및 그. ○○

출력물은 그 중 적법한 검증 감정을 거친 부분에 한하여는 그,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공소외 박. 5, 11, 12④ ○○

으로부터 압수된 디스켓 노트북컴퓨터의 출력물인 각 문건들이 과연,

위 디스켓 또는 노트북컴퓨터에서 적법하게 출력된 것이지 또 그,

내용이 위 디스켓 등의 파일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심에

이르러 검증 및 감정절차를 통하여 동일성 여부 등이 확인되었으므로

그 증거능력에 관한 의문의 여지는 없게 되었다 고 판시하면서 위.‘ ,

공소사실 이적단체 구성 또는 가입의 점 에 대해 심과 동일하게( ) 1

유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위 디스켓 출력 문건들에 대해.

전문법칙을 고려하지 아니한 항소심 판결과 달리 대법원 판결447)은

447)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도 사건의 판시 내용도 동일하다 도 판결의 경우1999. 9. 3. 99 2317 . 99 2318 . 99 2318

위 컴퓨터 디스켓의 피압수자인 피고인 박 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출력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다만 다른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확정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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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즉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박 으로, , ‘ ,① ○○

부터 압수된 컴퓨터 디스켓의 압수절차에 관하여 이 사건 압수는,

박 을 긴급체포하면서 이루어진 것이고 박 에 대한 긴급체포는,○○ ○○

형사소송법 제 조의 제 항이 정한 긴급체포의 실체적 요건 및200 3 1

긴급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그 압수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

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압수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나 사실오인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 컴퓨터 디스켓의. ②

압수방법이 위법하다는 것이나 컴퓨터 디스켓을 압수함에 있어 위조, ,

변조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압수방법의

적정여부에 관한 것일 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반드시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밖에 위 컴퓨터 디스켓이 당초의,

압수된 상태에서 조작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③

경우 위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313 1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컴퓨터 디스켓에 수록된.

문건들 컴퓨터 디스켓에 대하여 실시한 검증 결과는 단지 디스켓에(

수록된 문건의 내용이 출력물에 기재된 것과 같다는 것에 불과하여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컴퓨터 디스켓에 보관된 문건의 내용

이다 에 대하여는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컴퓨터 디스켓에.

수록된 문건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를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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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쓴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적표현물을 컴퓨터 디스켓에( ,

저장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러한 내용의 문건의

존재 그 자체가 직접 증거로 되는 경우이므로 적법한 검증 절차를

거친 이상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에 관하여는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고 판시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

하였다 부산고등법원 선고 노 판결 또한 같은 날. 1999. 5. 12. 99 123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 되었는데,448) 그

파기환송심449)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압수는 환송 전‘

박 을 긴급체포하면서 이루어진 것이고 위 박 에 대한 긴급,○○ ○○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 조의 제 항이 정한 긴급체포의 실체적 요건200 3 1

및 긴급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위 압수절차가 적법하다 피고인, .

들은 위 컴퓨터 디스켓의 압수방법이 위법하다는 것이나 컴퓨터,

디스켓을 압수함에 있어 위조 변조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압수방법의 적정여부에 관한 것일 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반드시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밖에 위 컴퓨터 디스켓이 당초의 압수된 상태에서 조작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위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448) 부산고등법원 선고 노 판결 역시 같은 취지로 대법원 선고 도1999. 5. 12. 99 123 1999. 9. 3. 99 2318

판결에 의해 파기되었다 다만 도 판결은 그러나 한편 위 컴퓨터 디스켓에 수록된 문건의 내용을. , 99 2318 , ‘ ,

제외하더라도 원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박 의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에 관하여는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문건의 존재 그 자체가 직접 증거로 되는 경우이므로 적법한 검증절차를 거친 이상 위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방 의 이적단체가입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박 으로부터 압수한 디스켓에 저장된 문건의 증거능력이 모두 부인되었음에도 박 및. ○○ ○○

방 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노 사건의 피고인 김 에 대한99 122○○ ○○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였다 도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김 은 영장실질심사를. 99 2318 ‘ , ○○

받으면서 영남위원회의 존재를 시인하고 자신이 그 조직원임을 시인하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진술은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되고 원심도 위와 같은 판단 하에, ,

이를 증거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인다 고 판시하였다.‘ .

449) 노 판결의 파기 환송 후 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선고 노 판결이고 노99 123 2 2000. 1. 13. 99 897 , 99 122

판결의 파기 환송 후 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선고 노 판결이다2 2000. 1. 10. 99 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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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 조, 313

제 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1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컴퓨터 디스켓에 수록된 문건은 그 일부가 박, ‘ ’△△

등의 가명으로 되어 있을 뿐 거의 대부분은 아예 작성자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컴퓨터 디스켓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위 박 은 환송 후 당심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위 문건의 작성,○○

사실을 부인하는 데에서 나아가 그러한 문건이 위 컴퓨터 디스켓에

수록되어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므로 그 증언만으로는 위

컴퓨터 디스켓에 수록된 문건이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위 컴퓨터 디스켓에 수록된 문건은 증거능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다음 피고인들의 이적단체 구성 또는 가입의.‘ ,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다시 상고하였으나. 450)

450)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 조 제 조 제 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론을 전개하면서 다시 상고하였다313 , 314 , 315 .

즉 검사는 상고 이유에서 박 명의로 작성된 문건에서 그 문건 내용으로 볼 때 이는 위, ‘① △△

영남위원회의 주도자였던 공동피고인 박 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거나 그가 취합한 내용의○○

종합문건들이고 그 문건 내용의 박 의 행위가 박 의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결국△△ ○○

박 는 박 의 가명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따라서 공판정에서 박 은 자신이 그 문건의 작성자가,△△ ○○ ② ○○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박 의 공판정진술이나 제반증거를 종합하면 박 명의의 문건은 박 가○○ △△ ○○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 제 조 제 항 단서는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진술인 때에는, 313 1

특신상태를 요건으로 하여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본 문건은,

이적단체를 구성한 피고인들이 비밀리에 일지나 보고내용 등을 작성한 것이어서 작성과정이나 그 내용에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점 등에서 비록 박 가 자신이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디스켓에 있는 문건 중 명의자자 없는 것은 작성자를 알 수 없는. ②

것으로서 그것들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오로지 디스켓의 소지자였던 박 또는 문서내용에 그○○

활동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자신 등 위 단체 구성원들인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일 것인데 이들이

이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정하고 있으므로 소추기관인 검사로서는 작성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도 결국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결국 제 조에서 규정한 바대로314

공판정에서 진술을 요할 자가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특히 전문법칙이 작성자나 원진술자의 공판정.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보장이 중요한 이유인데 이 경우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 이에 대해 진술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숨기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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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451)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거나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문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 본문에313 1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압수된,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 사건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 단서 또는 제 조 제 조에313 1 314 , 315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이나 위 문건들은 그 작성자조차가,

명료하지 않은 것들로서 위 각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판시하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의미)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표면상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내세워 디스켓에 담긴 문건 또는 그 출력물 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

있지만452) 그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보면 이 사건은 진정성 자체가,

문제되는 사안임을 알 수 있다.453) 위 사건의 검사는 박 으로부터○○

압수한 디스켓에 저장된 문건이 박 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이라는 것인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디스켓에 있는.

문건들은 제 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본건 문건들은 이적단체를 조직한 피고인과 그314 . ③

공동피고인들이 조직내부의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나 일지를 기재한 것으로서 제 조에 제 호에서315 2

규정하는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또는 제 조 제 호의 기타 특히 신방할 만한 정황에“ ” 315 3 “

의하여 작성된 문서 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고 주장하였다 검사의 상고 이유는 이완규 진술서의” .’ . ; ,

진정성립과 입증방법 형사판례연구회 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였다, , 07. 6. 2~3 .

451)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1. 3. 23. 2000 486 ; 2001. 3. 9. 2000 485

452)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진정성 요건이나 전문법칙 모두 증거능력에 관한 증거법칙들이고 우리 실무, ,

상 전문서류에 대해서는 진정성 요건 보다 전문법칙에서 규정한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증거법의 이론 상 그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할지라도 전문서류에 대해서는 굳이, , ,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복잡한 해석론이 필요한 진정성 법칙 보다는 명문으로 규정된

전문법칙을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훨씬 손쉬운 방법이다.

453) 설민수 전자적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증거능력과 전문법칙 인권과정의 쪽, , , , 2007. 12.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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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므로 그 문건을 출력한 출력물이 진정한 증거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454) 첫째 위 문건의 작성자가 박 이고 둘째 압수 이후, , , ,○○

디스켓의 내용이 변경 훼손되지 않았으며, ,455) 셋째 출력물의 내용과,

디스켓에 저장된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456)

박 는 피고인 진술과 증언을 통해 일관되게 위 문건들을 작성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검사는 작성자인 박 의 진술에 의해 위○○

문건들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이고 함께 기소된,

공범들도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검사로서는 위 박 이 위○○

문건들을 작성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을 찾기도 불가능하였을 것이다.457)

그렇다면 결국 검사로서는 디스켓이 박 의 점유 하에 있었다는, ○○

사실과 함께 위 문건들의 외관 내용 내부적 패턴 등 독특한 특성, ,

등에 비추어 박 의 관련성을 입증함으로써 그 진정성을 입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458) 그러나 실제 위 사건에서 디스켓이 압수된

과정을 보면 검사에게 위 후자의 방법 또한 거의 불가능한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결정적인 실수에서.

비롯되는데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즉시 위 디스켓을 봉인하지,

않음으로써 위 디스켓의 내용이 조작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되도록 허용하고 말았고 이러한 사정은 비록 법원이 결과적으로 그,

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문건들의 외관 내용, ,

내부적 패턴 등 독특한 특성 등으로부터 위 문건들의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 실수의 결과는 대법원 차 상고심의 판시. 2

454) 피고인이 박 인지 아니면 다른 공동피고인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455) 진정성의 본래 의미에 따른다면 압수 이전에도 무단 변경 훼손된 사실이 없어야 하겠지만 압수 당시 위, , ,

디스켓이 박 의 점유 하에 있었던 사실은 박 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압수 이전에 누군가에 의해,○○ ○○

변경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위 박 도 개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 사건에서도 박 은 압수 이후, .○○ ○○

디스켓이 변경 훼손되었다고만 주장하였다, .

456) 세 번째 요건도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에 관한 내용이지만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항목에서 별도로 다룰‘ ’ , ‘ ’

예정이라는 점은 이미 언급하였다.

457)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이 증언하는 경우 법정에 제출된 것이901 (a) (1) -

거증자가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증언(Testimony of witness with knowledge. Testimony that a—

matter is what it is claimed to be.)

458)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 독특한 특성 등이 있는 경우 정황과 함께 외관 내용 실체 내부적901 (a) (4) - , , ,

패턴 등 독특한 특성 등을 고려(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d the like. Appearance, contents,—

substance, internal patterns, or other distinctive characteristics, taken in conjunction with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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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 위 문건들은 그 작성자조차가 명료하지 않은 것들로서 위‘

각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표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459)460)

제 자의 디스켓에 저장된 전자문서4) 3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심 판결) 1 461)

이 사건은 재독 사회학자 송 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송 이. ○○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지도조직인 노동당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으로462)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과연 북한

459) 경찰이 박 으로 위 디스켓을 압수한 시점은 이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에 디지털 포렌식이1998. 7. 22. .○○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이전이다 앞서 본 소위 일심회 사건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디지털 증거의. ‘ ’ ,

압수수색 방법에 커다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위 일심회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의 디지털 수집. ‘ ’ ,

분석 제출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진정성이 완벽하게 유지되었다면 실제 소송에서 디스켓에, , ,

포함된 모든 문건들의 진정성립을 일체 부인하는 주장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무결성 진정성이. , ,

완벽하게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자로 지목된 사람이 무조건 진정성립을 부인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입증 방법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의 대법원의?

입장 즉 오로지 원진술자의 진술로서만 그 증명을 허용하는 입장대법원 선고 도, , ( 2004. 12. 16. 2002 537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수사절차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까지 관철된다면더구나 개정) ( ,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은 여전히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진정성립의 입증방법을313 1

도입하지 않고 있다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명백하고 수사절차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작성된.), ,

것이어서 그 신뢰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작성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는

우스운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설민수 전자적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증거능력과 전문법칙 인권과정의. ; , , , ,

쪽 쪽은 이렇게 적고 있다 반면 위 규정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을 사인 간에2007. 12. 159 ~160 . ‘ , ( 313 1 )

자유롭게 작성된 문서에까지 확대해 적용하게 되면 한편으로 아주 우스운 결과를 낳게 된다 즉 사인이. ,

수사절차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작성한 문서도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자유롭게

작성된 문서도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부당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의 거의 는. 99.9%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거의 해결될 수 있으므로 실무상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부당성의 문제도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하지만 향후 증거능력이, . …

점점 더 다투어지고 조서에 대한 제한이 강화된다면 전자적 문서에 대한 의존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

다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나 작성자가 작성한 것이라는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만 위 작성자들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의 사건이 늘어나고 그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해석을 고집하는 것이0.1%

이상한 결과를 낳는다 즉 사안에서는 양 당사자가 주고받은 이나 계약서 초안이 가장 좋은 원본. , E-Mail

증거가 되는데도 법관은 그 은 볼 수 없고 그 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다는 증인의 진술이나E-Mail E-Mail

수사기관의 조서밖에 볼 수 없는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나친 규정의 형식적.

준수가 될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460) 참고로 다음 미국 판례 참조, . ; United States v. Dean, 135 F.Supp.2d 207, fn. 1. (D.Me. 2001)

사건에서 피고인 은 압수된 플로피 디스켓에 들어있던 파일에 접근하거나 열어본 적이 전혀 없다고Dean

주장하였다 수사기관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컴퓨터에 장착된 하드디스크에서 사용자가. Encase ,

플로피 디스켓에 접근할 경우 운영체제에 의해 임시로 생성되었다가 삭제되는 링크 파일을 찾아내 복구

하였는데 그 복구된 링크 파일에는 문제가 된 플로피 디스켓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생성된 날짜, ,

저장경로 등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검사는 프로그램의 실행 화면에 나타나는 위와 같은 정보들을. Encase

출력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증거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

461) 서울지방법원 선고 고합 판결2004. 3. 30. 20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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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의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였다.

검사는 위 사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로 최 가 국가정보원에○○

제출한 디스켓 및 그로부터 출력한 출력물을 제출하면서 위 출력물의,

작성자는 북한 공작원 김 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위 출력물에는,○○

피고인 송 의 북한에서의 행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심. 1○○

재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검사가 피고인이 북한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 중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황 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중, ,○○ ○○

김 으로부터의 각 전문진술 부분,△△ 김 이 작성한 각 대북보고문○○

인치 디스켓 개 증 제 호 의 출력문서[3.5 2 ( 1 ) ]의 각 기재는 모두 증거

능력이 없고 그 밖의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심 법원은 위 디스켓을 제출한 최 의 위. 1 ○○

디스켓 입수 및 제출 경위에 관한 진술 피고인 송 의 진술 위, ,○○

출력물에 포함된 내용 형식 작성명의자 등을 종합하여 위 출력물들, ,

중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일부 문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출력물의 저자는 검사가 주장하는 대로 북한공작원

김 이고 그 내용 또한 임의 변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그 진정성을 인정하였다 위 출력문건에 대한 심 법원의 판시 내용은. 1

다음과 같다 인치 디스켓 개 증 제 호 이하 이 사건 디스켓. ‘{3.5 2 ( 1 )( ' '

이라 한다 및 그 출력 문서인 각 대북보고문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 ①

검사는 독일 베를린시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 소속 북한 공작원인

김 이 작성한 대북보고문이 저장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디스켓 및 그 출력문서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컴퓨터. ②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462) 다른 공소사실도 있지만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부분만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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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

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313 1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도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디스켓에99 2317 ). ,③

들어 있는 문건 중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것 이하 이를 이 사건 각( '

대북보고문 이라 한다 의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제 회' .) , 6

공판조서 중 증인 최 의 진술기재 이 법원의 외교통상부장관에,○○

대한 자 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2004. 1. 30. ,

대한 제 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각 조선신보 증 제 호 내지2 , ( 18

호 의 각 기재 및 현존 등을 종합하면 최 은 년경 조국22 ) , 1994 '○○

통일범민족연합유럽본부 이하 범유본 이라 한다 가입하여 그 단체의'( ' ' )

기관지 조국은 하나 의 편집을 맡아서 하였고 그 과정에서 김 을" " ○○

수시로 접촉한 사실 김 은 경 펜티엄 컴퓨터를 구입하여, 1995. 11.○○

이를 위 기관지 편집용으로 사용하도록 최 에게 교부하였으나,○○

경 범유본 회원들 사이에 내분이 생기자 이러한 사실은 이1996. 8. (

사건 각 대북보고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위 컴퓨터를 회수하여 간.)

사실 이에 최 은 중고 컴퓨터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286 1997. 1.○○

하순경 김 에게 전에 회수하여 간 펜티엄 컴퓨터를 위 기관지의○○

편집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김1997. 2. 1. ○○

로부터 다시 위 펜티엄컴퓨터를 교부받고 그 대신 자신의 중고 286

컴퓨터를 김 에게 교부한 사실 그런데 최 은 그 무렵 위,○○ ○○

펜티엄컴퓨터의 저장장치 하드디스크 에 백업화일 로 저장되어( ) (*.BAK)

있던 이 사건 각 대북보고문을 발견하고 이를 이 사건 디스켓 중

개에 복사하였던 사실 그 후 최 은 말경 김 이1 , 1997. 12.○○ ○○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김 에게 컴퓨터를 교환하자고○○

제의하여 김 로부터 자신의 컴퓨터를 돌려받아 또다시 위286○○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백업화일 로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286 (*.B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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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북보고문을 이 사건 디스켓 중 다른 개에 복사한 사실1 ,

최 은 이미 년 가을경부터 범유본 회원들 사이의 내분으로1995○○

인하여 축출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위와 같이 우연히 입수하게 된

이 사건 디스켓의 내용을 보고서 추후에 귀국할 때 가져갈 생각으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경 위 범유본에서 제명당하자1998. 2. 1998. 10.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서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에 이 사건18.

디스켓을 제공하였던 사실 김 은 말경 혹은, 1994. 9. 1994. 10.○○

초순경 독일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의 등 서기관으로 발령받아 그2

이익대표부에 부임한 북한의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인바 부임 이래,

경까지 교포 유학생 친북단체 등을 접촉하고 관리하는 업무를1999. 1. , ,

혼자 전담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대북,

보고문은 북한 당국에 대하여 당시 독일 거주 교포나 유학생 범유본,

등 친북단체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조정하는 등의 활동 상황을

보고하고 그들에 대한 향후 대책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보고문

형식의 글이므로 이 사건 디스켓 입수경위 이 사건 각 대북보고문, ,

뒤에서 김 작성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 제외 의 내용과 형식( )○○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대북보고문의 작성자는 김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디스켓에 담긴 파일 및 각 대북보고문. ,

중 우리 인민은 멀지 않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

파일 출력문서는 수사기록 면 장철 부총리겸(FHWKR.BAK)( 6752 6774 ), "～

문화예술부장 각하 앞 파일 출력문서는 수사기록 면" (KAG.BAK)( 683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평론 위험천만한 도전 파일" ' '" (NCB.BAK)

출력문서는 면 윤이상음악연구소 김정호소장선생 앞 파일( 6864 ), " "

출력문서는 수사기록 면 은 그 문서의 내용 형식 작성(UWT.BAK)( 6965 ) , ,

명의자로 보아 위 디스켓 입수경위만으로 작성자를 김 로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작성자를,

특정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하에서 이 사건 디스켓 혹은 이 사건 각 대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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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문 이라 함은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리킨다' ).’463)

나 항소심) 464) 및 대법원 판결465)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자 피고인이1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그 근거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은 채 심, 1

법원의 결론대로 다음과 같이 위 디스켓에 저장된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디스켓 및 그 출력문서인 각 대북. ‘ …

보고문도 역시 비록 위 각 증거들이 모두 전문증거이기는 하나,

463) 나아가 심 법원은 위 출력문건이 전문서류임을 전제로 작성자 김 이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고 위, 1 , ,○○

문건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위 문건들이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디스켓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시는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으로서의.

특신상황 판단 부분에 나온다 나아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증인 이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 , ○○

종합하면 최 이 이 사건 디스켓을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자 김 은 이에 따른, 1998. 10. 18. ,○○ ○○

문책을 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경 미국으로 망명하였고 미국의 관계기관은 김 이 정치적1999. 1. , ○○

망명자의 신분임을 감안하여 신변보호를 위하여 주거 및 직업 등 일체를 비밀로 취급하고 있으며 본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디스켓에 들어있는,

각 대북보고문은 형사소송법 제 조에 정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314 , ,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조서 또는 서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가지는 것인데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선고 도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대북보고문의 작성이 특히( 1999. 11. 26. 99 3786 ),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각 대북보고문에 기재된 내용들 중.

피고인에 관련된 부분은 김 과 피고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항들이 대부분인데 피고인이 스스로,○○ …

이 사건 각 대북보고문에 기재된 자신의 진술이 일부 표현을 달리 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외에는

허위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실이 인정되어 위 파일 출력문서의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인정할, …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대북보고문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진술들 즉 등의 표현이 그대로, , , …

남아 있는 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북보고문은 북한의 공작원인 김 이 북한 당국에, ○○

대하여 당시 독일 거주 교포나 유학생 범유본 등 친북단체들의 등향을 파악하고 이를 조정하는 등의,

자신의 활동 상황을 보고하고 그들에 대한 향우 대책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보고문 형식의 문서인 점과

최 이 이 사건 디스켓을 경 국가안전기획부에 제출하자 작성자인 김 은 경1998. 10. 18. 1999. 1.○○ ○○

미국으로 망명한 점 이 법원의 외교통상부장관에 대한 자 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와 각, 2004. 1. 30.

조선신보증 제 호 내지 호의 각 기재 및 현존에 의하면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8 22 ) , 1999. 1.

자로 최 인 김 의 컴퓨터 입력자료를 절취하였다면서 대한민국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내용의19. ○○ ○○

성명을 발표한 점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이 이 사건 디스켓에 담긴 문건들을 작성하였다는, ○○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기재에 신빙성이나 임의성도 있다고 할 것이며, 비록 감정인 양왕성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의 의하면 이 사건 디스켓의 변개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디스켓이 변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디스켓과 그

출력문서인 이 사건 각 대북보고문의 기재는 그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다한편 이 사건 디스켓은 원래( ,

서명 날인이 적합하기 않은 증거방법이므로 이 사건 디스켓에 작성자인 김 의 서명 날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464) 서울고등법원 선고 노 판결 다만 증거능력은 인정하였으나 증명력이 부족하다고2004. 7. 21. 2004 827 ; ,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1 .

465) 대법원 선고 도 전원합의체 판결2008. 4. 17. 2004 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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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에 나타난 구체적인 진술경위와 작성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진술자인 김 등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 제 조, 313 1 , 314 ,

제 조 제 항 제 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모두 그 증거능력이 인정316 1 , 2

된다고 할 것이다. ’

심 판결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의2 ,

판시 내용 중 위 디스켓으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의미)

이 사건에서 최 는 작성자 김 과 컴퓨터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위 김 작성의 전자문서를○○

자신의 디스켓에 복사하였고 검사는 위 디스켓으로부터 출력한,

문건들의 작성자가 위 김 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증거로 신청○○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위 출력물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검사는 전문법칙 이전에 먼저 위 출력물들의 진정성과

동일성을 입증해야 하고 원본성의 요건을 해결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

위 출력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466) 위 전자문서의 최초

작성자가 김 이라는 점 최 이 디스켓으로 복사하는 과정 등에서,○○ ○○

그 내용의 변경 훼손이 없었다는 점 디스켓 압수 이후 출력물을, ,

법정에 제출하기까지 그 내용의 변경 훼손이 없었다는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심 법원은 디스켓을 제출한 최 의. 1 ○○

증언과 피고인의 진술467) 문서 자체의 내용과 형식 작성명의자 등, , 468)을

466) 이 사건 디스켓에 저장된 데이터는 원본이 아니라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로부터 복사된 사본이고 한편, ,

검사는 이 사건 디스켓에 저장된 데이터 자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그 출력물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진정성 요건 이외에 원본성과 동일성이 문제되지만 원본성과 동일성은 해당 항목에서, ,

검토한다 심 법원은 디스켓 저장 문서와 출력물의 동일성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거시한. 1 ,

증거란에 법원의 검증조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디스켓에 저장된 문서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467)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이 증언하는 경우 법정에 제출된 것이901 (a) (1) -

거증자가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증언(Testimony of witness with knowledge. Testimony tha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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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여 작성자를 특정하고 법정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변개되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시하여 그 진정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판결은,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전자문서의 진정성 인정 방법을 상세히 판시

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내 판결로 보인다.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업무기록5)

가 공소사실의 요지 심 판결) 1 4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가 운영하는 인터넷2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여성에게 성매수 대가로 만23

원을 지불하고 회 성교하여 성매수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위1 ,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피고인 다른 성매수자들 공소외 에 대한, , 2

각각의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상대남성 피고인과 다른 성매수자들 의, ( )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이 적힌 문건이 저장된 성매매

업소의 메모리카드 출력물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심 법원. 1

에서 호기심에서 위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 조건 등에 관한 채팅만을 하였을 뿐 실제 성매매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미 작성되어 있던 피의자,

신문조서를 읽어보지도 아니한 채 서명날인 한 것 뿐이라고 주장

하면서 자신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위 메모리카드

출력물 중 피고인 자신에 대한 부분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나머지 증거들에 대해서는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이에 대해 심. 1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메모리카드 출력물 및 나머지 증거들에 관하여는 그

증거능력을 문제삼지 않고 다만 위 증거들 및 공소외 의 증언, , 2

matter is what it is claimed to be.)

468)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 독특한 특성 등이 있는 경우 정황과 함께 외관 내용 실체 내부적901 (a) (4) - , , ,

패턴 등 독특한 특성 등을 고려(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d the like. Appearance, contents,—

substance, internal patterns, or other distinctive characteristics, taken in conjunction with

circumstances.)

469)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고정 판결2006. 11. 23. 2006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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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리. ‘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

없고 검사가 제출한 메모리카드 출력물에 관하여는 성매매 여성들이, ,

남성들과 채팅으로 성매매조건만 흥정한 채 실제 성매매까지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도 그 남성의 인상 및 성매매조건 등을 입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메모리카드 출력물 및 그 외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항소심 판결) 470)

항소심 법원은 공소외 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메모리카드 및 그3

출력물이 작성되는 경위에 관하여 추가 심리를 진행한 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1 . ‘원심 증인

공소외 및 당심 증인 공소외 의 각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가2 3 , 2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를 할 때 사전 또는 사후에 상대,

남성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 두었고,

이후 위 성매매 여성 본인 혹은 위 공소외 가 고용한 또 다른2

여자직원이 위 메모지의 내용을 위 성매매업소의 메모리카드에 입력

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에 관한 위 메모리카드 출력물 중 방법,

란에는 보통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공판기록 제 면“23-1, ” ( 59 ,

당심 제 회 공판조서 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3 ) . ,…

피고인에 관한 메모리카드 출력물의 방법란 중 보통 이라는“23-1, ”

기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여성을 회 성매수하고 그 대가로 만, 1 , 23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항(1), (2)

에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에게 그 대가로,

만 원을 주고 회 성교하여 성매매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23 1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471)

470)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노 판결2007. 4. 18. 2006 3572

471) 다만 항소심 법원은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고인에 대한 메모리 카드 출력물을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것인지 증거능력은 있지만 착오로 기재를 누락하거나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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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법원 판결) 472)

피고인은 메모리 카드 출력물들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투면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기록 면의. ‘ 169

피고인에 관한 메모리카드 출력물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며 그 외 공소외 등 명에 관한 메모리카드 출력물 역시, 1 38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우선 피고인에 관한 메모리카드의 출력물을,

유죄의 증거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메모리카드의 출처와

그 기록의 주체 경위 위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내용 및 그 진위 등에, ,

관한 공소외 의 각 증언2, 3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진술기재를

유죄의 증거로 삼고 있음이 명백한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메모리카드에 기재된 내용은 공소외

가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2

위하여 성매매를 전후하여 상대 남성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또는 공소외 가 고용한2

또 다른 여직원이 입력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실질적

으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호 소정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315 2

문서로서 그 자체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그 내용에 관한 공소외 의 각 증언 및 피의자신문조서, 2, 3

상의 진술기재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공소외 등. , 1

명에 관한 메모리카드 출력물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38

동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각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판시 이유에 피고인에 대한 메모리 출력물 카드의 내용을 수차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착오로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

472)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7. 7. 26. 2007 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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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의미)

위 항소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 중 밑줄 친 부분은 메모리 카드

출력물의 진정성에 관한 판시 부분이다 항소심 법원은 공소외 의. 2, 3

법정 증언을 통해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문건의 작성 방법 및 절차,

작성자 등을 확인한 후 메모리 카드 출력물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있고473) 대법원도 위 판결을 그대로 긍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 . ,

판결은 메모리 카드 출력물이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의 상업315 2 ‘

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에 해당하므로, ’

전문법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위에서 밑줄 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성에 관한,

문제임과 동시에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사실에 해당

하기도 하는 것들이다 원칙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증거는 진정성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전문법칙의 예외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이지만 전문

증거의 예외로서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의 경우와 같이‘ ’

그 자체의 전제요건으로 정보의 근원이나 준비의 방법 또는 정황에

대한 신뢰성을 요구하는 때에는 사실상 진정성의 요건이 전문증거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한 전제요건에 포섭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474)

473)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이 증언하는 경우 법정에 제출된 것이901 (a) (1) -

거증자가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증언(Testimony of witness with knowledge. Testimony that a—

matter is what it is claimed to be.)

474) 설민수 전자적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증거능력과 전문법칙 인권과정의 쪽, , , , 2007. 12.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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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원본성5 (original)

문제의 제기1.

소송에서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되는 이유는 그 형상 또는

내용이 요증사실의 존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서류나 물건이 최초에 작성 또는 생성된 그대로 법정에,

제출될 때 증거로서의 가치는 최대치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원본성의.

원칙 또는 원본 제출의 원칙으로서 영미법에서는 최량증거법칙, (Best

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소송 실무에서는 법령Evidence Rule) . ,

상 또는 사실 상의 여러 이유로 최초의 서류 또는 물건이 그대로

법정에 제출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보관상의.

어려움이다 서류나 물건은 작성 또는 생성된 이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그 형상 또는 내용이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본475) 서류나 원물 그 자체가 소송에 제출됨으로써 얻게 되는

소송법적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이 존재할 경우 역시 원본 서류 또는

원물의 제출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476)

475)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법원행정처 쪽에 의하면 문서에 있어 원본 이란 일정한[ ], , 2005, 121 , ( )元本Ⅲ

사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최초에 확정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말하고 사본이란 원본을 등사한 문서를,

총칭하여 말하는 것인데 사본은 작성권자의 제한이 없으며 문서의 전부를 등사한 것이든 일부를 등사한,

것이든 모두 사본에 해당한다 등본 이란 원본을 완전히 옮겨 쓴 문서로서 작성자가 원본과. ( )謄本

동일하다는 것임을 증명한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초본 이란 원본의 일부만을 옮겨 쓴 문서로서 그. , ( )抄本

부분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임을 증명한 것을 말한다 등본은 원본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고 초본은 원본의 존재와 옮겨 쓴 복사 부분의 내용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다 그리고, . ,

정본이란 등본 중에서 공증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특히 정본이라고 표시한 문서로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등본과 초본이 원본의 존재와 내용초본의 경우 일부 내용을 증명하는 효력만을. ( )

갖는데 반해 정본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76) 예컨대 형사소송법 제 조 제 조 제 조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 또는 중대한 공익을 해하는 일정한, 110 , 111 , 112

경우에는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 업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있다, , .

제 조 군사상비밀과 압수110 ( )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①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②

제 조 공무상비밀과 압수111 (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공무소가①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②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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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정보 역시 마찬가지이다 디지털.

정보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경우 증거법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즉 그 디지털 정보의 증거가치를 최대로 유지하는 방법은 최초,

생성된 상태 그대로 디지털 정보를 법관에게 보여주는 방법이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의 경우 다른 증거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원래의 디지털 정보 그대로를 법정에 제출함에 있어 많은 제한이

따른다 예를 들면 확보하고자 하는 디지털 증거가 네트워크에 연결된. ,

대용량 서버의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을 경우이다 위와 같은 서버의.

저장장치를 압수하게 되면 백업 정보에 의해 서버를 복구할 때까지

네트워크 사용은 전면 중단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범죄와,

관련없는 많은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서버의. ,

저장매체와 동일한 사본을 만들어 압수하거나 또는 서버의 저장매체를

현장에서 수색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만 추출해

내거나477) 또는 필요한 정보를 문서로 출력하여 그 문서를 압수할 수

밖에 없다.478) 디지털 증거 그 자체는 가독성과 가시성이 없다는 점도

제 조 업무상비밀과 압수112 (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 , , , , , , , , , ,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477) 이러한 압수수색의 경우 저장매체가 아닌 디지털 정보 그 자체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 디지털 정보 그.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수수색의 대상으로서106 , 109 , 215 , 219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위 조항의 물건은 원칙적으로 유형물을‘ ’ . ‘ ’

의미하는 것인데 디지털 증거는 무형의 정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설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 ,

우리나라 형사소송 실무에서는 디지털 증거 자체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학설의 대립 및. ;

외국의 입법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노명선 전자적 증거의 실효적인 압수수색 증거조사 방안 연구, · , ,

대검찰청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쪽 쪽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2007., 15 ~ 18 ; ,•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쪽 참조, , 2006. 137 ~ 142

478)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 대검예규 호438 2008. 12. 17.〈 〉

제 조 과잉 압수수색검증 금지6 ( )․ ․
디지털기기를 압수수색검증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수집분석할 때에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 ․
실시하고 전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조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압수수색9 ( )․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을 압수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정보처리시스템으로부터 저장매체만을①

분리하여 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장매체를 분리할 경우 수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

기기 또는 디지털 자료가 손상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정보처리시스템 전부를 압수할 수 있다, .

⑤ 제 항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압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수사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1

대상 정보처리시스템에서 디지털 자료를 검색하여 이를 저장매체에 기록하여 그 저장매체를 압수하거나,



개정 형사소송법 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 부산지검 박혁수, 09. 7.

- 241 -

디지털 증거 그 자체를 증거로 제출하는데 사실상의 제한으로 작용

한다 디지털 정보 자체를 법정에 제출할 경우 법원은 검증 또는 검증과.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때 검증은,

디지털 정보를 가시적인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된 곳에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가 증거로 제출될 때마다 법원이. ,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그 디지털 증거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다음,

검증조서를 작성하고 다시 법정에서 그 검증조서에 대해 증거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소송 실무 상 디지털 정보 중 문자정보가 증거로 되는 경우

대부분 이를 출력한 출력물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디지털 정보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은 첫째 원래의, ,

디지털 정보를 그대로 제출하는 방법 둘째 원래의 디지털 정보의, ,

대용물 예를 들어 원래의 디지털 정보로부터 복제된 디지털 정보( , ,

출력물 디지털 정보를 모니터 등에 현출한 다음 이를 촬영한 사진,

등 을 제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원본성 원본 제출 원칙 의) , ( )

관점에서 과연 후자의 대용물을 원래의 디지털 정보 대신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제출할 수 있다면 그 증거능력과 증거조사,

방법은 어떻게 되며 증거가치는 원래의 디지털 정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원본성에 관한 논의2.

가 미국의 연방증거규칙.

압수해야 할 디지털 자료를 다른 저장매체에 이전 또는 사본하여 그 다른 저장매체를 압수하거나 그

내용을 출력 인쇄하여 출력물을 압수할 수 있다 이때에는 압수수색대상자 또는 전산관리자를. ․
입회시키고 수색한 결과물이 대상 정보처리시스템내의 자료로부터 검색이전사본 또는 출력된 것임을· ·

확인시킨 후 별지 호 서식 또는 별지 제 호의 서식의 자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입회인의4 4 2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확인서는 사용된 디지털 포렌식 도구에 의해 자동 생성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가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DB)⑥

이식 가능한 형태의 파일로 변환 하여 압수할 경우에는 압수수색대상자 또는(Export, Dump) ․
전산관리자를 입회시키고 압수된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해시 값 을 포함하는 프로파일을(Hash Value)

생성하여 입회인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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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제출의 원칙이 미국에서는 최량증거법칙(Best Evidence Rule)

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량증거법칙은 미국 증거법 상 가장 오래된,

증거법칙이라고 한다.479)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 제 조는1001 ~ 1008

최량증거법칙의 일부480)를 형상화하고 있다 미국 소송에서 문서 기록. , ,

사진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위 증거법 또는 의회의 법률이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문서 기록 사진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

한다 위 증거법 제 조( 1002 ).481) 문서 기록 사진 원본의 개념은 위, , ,

증거법 제 조1001 482)가 규정하고 있다 문서 또는 기록은 문자 단어. ,

숫자나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기 타자 출력물, , ,

복사 사진촬영 자기신호 기계적 또는 전자적 기록의 방법에 의해, , ,

479) 설민수 전자적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증거능력과 전문법칙 인권과정의 쪽, , , , 2007. 12. 131

480) 일부라고 표현한 이유는 위 조항들이 적용되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증거규칙‘ ’ .

제 조에 의하면 위 조항은 문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고 그 문서 등의 형상이 아닌 내용의 진위 여부가1002 ‘ ,

요증사실을 이룰 때로 그 적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 설명을 참조’ . . ; Advisory Committee Note

to Rule 1002(http://www.law.cornell.edu/rules/fre/ACRule1002.htm) 'Application of the rule requires a

resolution of the question whether contents are sought to be proved. Thus an event may be proved

by nondocumentary evidence, even though a written record of it was made. If, however, the event

is sought to be proved by the written record, the rule applies. For example, payment may be

proved without producing the written receipt which was given. Earnings may be proved without

producing books of account in which they are entered. McCormick § 198; 4 Wigmore § 1245. Nor

does the rule apply to testimony that books or records have been examined and found not to

contain any reference to a designated matter.'

481) Rule 1002. Requirement of Original

To prove the content of a writing, recording, or photograph, the original writing, recording, or

photograph is required,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ese rules or by Act of Congress.

482) Rule 1001. Definitions

For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following definitions are applicable :

(1) Writings and recordings. ‘‘Writings’’ and ‘‘recordings’’ consist of letters, words, or numbers, or—

their equivalent, set down by handwriting, typewriting, printing, photostating, photographing,

magnetic impulse, mechanical or electronic recording, or other form of data compilation.

(2) Photographs. ‘‘Photographs’’ include still photographs, X-ray films, video tapes, and motion—

pictures.

(3) Original. An ‘‘original’’ of a writing or recording is the writing or recording itself or any—

counterpart intended to have the same effect by a person executing or issuing it. An ‘‘original’’

of a photograph includes the negative or any print therefrom. If data are stored in a computer

or similar device, any printout or other output readable by sight, shown to reflect the data

accurately, is an ‘‘original’’.

(4) Duplicate. A ‘‘duplicate’’ is a counterpart produced by the same impression as the original, or—

from the same matrix, or by means of photography, including enlargements and miniatures, or

by mechanical or electronic re-recording, or by chemical reproduction, or by other equivalent

techniques which accurately reproduces the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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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것 또는 기타 데이터 집적물을 말하고 사진에는 통상의,

사진 뿐만 아니라 비디오테이프 동영상이 포함된다 위X-ray films, , (

증거법 제 조 제 항 제 항 따라서 디지털 증거는 모두 위 범주에1001 1 , 2 ). ,

포함되므로 디지털 정보를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원본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문서 또는 기록의 원본이라 함은 문서나.

기록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문서나 기록을 작성 또는 발행한 사람에

의해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만들어진 것을 말하고 사진의 원본에는,

그 필름 뿐만 아니라 필름으로부터 인화된 사진을 포함하며 컴퓨터,

또는 그와 유사한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데이터 를 출력한( )

출력물이나 그 데이터를 가시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다른 결과물로서

저장된 데이터를 정확히 반영483)하는 것은 원본에 해당한다 위 증거법(

제 조 제 항 이와 달리 위 증거법 제 조 제 항의 복제본은1001 3 ). 1001 4

오류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정확한 복사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484) 원본 문서 또는 기록을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로 촬영한 경우 등 원본을 정확히 재생산한 것으로 인정되는

483) 정확히 반영하면 되는 것이고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압축 암호화 복호화, . , , , ,

이메일 전송 등의 과정을 거친 디지털 정보라도 원래의 내용이 훼손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본에 해당한다.

아래 설명 참조 쪽; EnCase® Legal Journal, Guidance software, 2008. 1., 36 ‘The operative language

in Rule 1001(3) is “accurate reflection.” It is a mistake to analogize computer files to hard copy

documents for purposes of the Best Evidence Rule. A mere bit stream copy of a graphical image

file does not provide a completely accurate “printout or other output readable by sight” unless

Windows-supported forensic tools or other viewers are used to non-invasively create an accurate

visual output of the recovered data, without changing any of the data. Conversely, if a computer file

is compressed, encrypted, transmitted as an e-mail attachment (thus sending a copy of that

decrypted, compressed file in a different file format and even divided into many packets), and then

received, decompressed, decrypted and opened, the file now in possession of the recipient would

be another ‘original’ of that file under the Federal Rules. Printing that file also converts it to another

file format. However, as long as the printout is an accurate reflection of the original data, it is

irrelevant what the operating system or the network does to that file during the printing process.‘

484) Advisory Committee Note to Rule 1002(http://www.law.cornell.edu/rules/fre/ACRule1002.htm) ‘The

definition describes "copies" produced by methods possessing an accuracy which virtually eliminates

the possibility of error. Copies thus produced are given the status of originals in large measure by

Rule 1003, infra. Copies subsequently produced manually, whether handwritten or typed, are not

within the definition. It should be noted that what is an original for some purposes may be a

duplicate for others. Thus a bank's microfilm record of checks cleared is the original as a record.

However, a print offered as a copy of a check whose contents are in controversy is a duplicate.

This result is substantially consistent with 28 U.S.C. § 1732(b). Compare 26 U.S.C. § 7513(c),

giving full status as originals to photographic reproductions of tax returns and other documents,

made by authority of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and 44 U.S.C. § 399(a), giving original status

to photographic copies in the National Archives.’



개정 형사소송법 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 부산지검 박혁수, 09. 7.

- 244 -

것을 말하는데 위 증거법 제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제본은, 1002 ,

원본의 진정성에 대해 진지한 문제제기가 있거나 원본 대신에,① ②

복제본을 증거로 허용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과

동일하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증거법 제 조( 1003 ).485)

따라서 미국 연방증거규칙에 의하면 원래의 디지털 정보를 그대로, ,

다른 디지털 저장매체에 복사 하여 이를 증거로(copying or imaging)

제출하거나486) 그 디지털 정보를 출력한 출력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핸드폰에. , ,

저장된 문자메시지를 핸드폰의 액정화면에 표시되게 한 후 이를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출력한 사진은 복제본 으로서(duplicate) ,

원본인 핸드폰 문자정보의 진정성에 대해 진지한 문제제기가 없고 위,

사진을 증거로 허용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는 한 위 사진을 핸드폰,

문자정보와 동일하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나아가 미국 연방증거. ,

규칙 제 조는 원본이 분실 또는 파괴된 경우 거증자가 나쁜1004 (①

의도로 분실하거나 파괴한 경우 제외 또는 사법절차 상 가능한) , ②

방법에 의하더라도 원본을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③

거증자가 제출하고자 하는 원본을 반대당사자가 소지하고 있고 그,

원본의 내용이 재판에서 중요한 입증 주제가 되고 있음을 반대

당사자가 변론과정에서 고지받고서도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문서 기록 또는 사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과 밀접한 관련을, ,④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원본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다른 증거를 통해

문서 등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487) 위 증거법

485) Rule 1003. Admissibility of Duplicates

A duplicate is admissible to the same extent as an original unless (1) a genuine question is raised

as to the authenticity of the original or (2) in the circumstances it would be unfair to admit the

duplicate in lieu of the original.

486) 쪽EnCase® Legal Journal, Guidance software, 2008. 1., 35 ‘Rule 1001(3) provides “if data are

stored in a computer or similar device, any printout or other output readable by sight, shown to

reflect the data accurately, is an ‘original.’” Under this rule and similar rules in state jurisdictions,

multiple or even an infinite number of copies of electronic files may each constitute an “original.”‘

487) Rule 1004. Admissibility of Other Evidence of Contents

The original is not required, and other evidence of the contents of a writing, recording, or

photograph is admissible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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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는 많은 분량의 문서 기록 사진으로서 법정에서의 조사가1006 , ,

용이하지 아니한 것은 도표 요약표 또는 계산표의 형식으로 제출하는, ,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반대당사자가 적절한 시간 또는. ,

장소에서 원본 또는 복제본을 검토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88) 이러한 미국의 최량증거법칙에 대해서 미국 연방증거규칙

자문위원회는 증거개시가 제한적이었던 과거에 최량증거법칙은 원본‘

서류의 생성 과정에 대해 제기되는 부정확성 또는 기만성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책이 될 수 있었지만 증거개시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 오늘날 최량증거법칙은 그 효용성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즉 법역 밖에 존재하여. , ,

증거개시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예상치 못했던,

증거로서 증거개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증거개시에 내재적,

제한이 존재하는 일부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아직도 최량증거법칙의 그

효용성이 인정된다 고 평가하고 있다.’ .489)

나 미국 법원의 판례.

(1) Originals lost or destroyed. All originals are lost or have been destroyed, unless the proponent—

lost or destroyed them in bad faith; or

(2) Original not obtainable. No original can be obtained by any available judicial process or—

procedure; or

(3) Original in possession of opponent. At a time when an original was under the control of the—

party against whom offered, that party was put on notice, by the pleadings or otherwise, that

the contents would be a subject of proof at the hearing, and that party does not produce the

original at the hearing; or

(4) Collateral matters. The writing, recording, or photograph is not closely related to a controlling—

issue.

488) Rule 1006. Summaries

The contents of voluminous writings, recordings, or photographs which cannot conveniently be

examined in court may be presented in the form of a chart, summary, or calculation. The originals,

or duplicates, shall be made available for examination or copying, or both, by other parties at

reasonable time and place. The court may order that they be produced in court.

489) Advisory Committee Note to Rule 1001(http://www.law.cornell.edu/rules/fre/ACRule1001.htm) ‘In an

earlier day, when discovery and other related procedures were strictly limited, the misleading named

"best evidence rule" afforded substantial guarantees against inaccuracies and fraud by its insistence

upon production of original documents. The great enlargement of the scope of discovery and

related procedures in recent times has measurably reduced the need for the rule. Nevertheless

important areas of usefulness persist: discovery of documents outside the jurisdiction may require

substantial outlay of time and money; the unanticipated document may not practically be

discoverable; criminal cases have built-in limitations on discovery.’



개정 형사소송법 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 부산지검 박혁수, 09. 7.

- 246 -

사건에서 피고인 는 멕시코에서United States v. Bennet , Bennet

미국으로 선박을 통해 마리화나를 밀수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

되었는데 피고인은 맥시코와 미국 국경 근처에서 자신의 선박이,

수사기관에 의해 수색되었고 그 선박에서 마리화나가 압수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선박은 멕시코에서 미국 영토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미국 영토의 다른 지역에서 마리화나를 구입하여 소지

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밀수 수입 에 해당될 수 없다고( )

주장하였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선박이 멕시코 영토에서 미국 영토.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참여한 경찰관

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그 경찰관은 법정에서 압수수색Chandler , ‘

당시 피고인의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위성추적장치의 화면을GPS

보았는데 그 화면에 나타난 운항 경로에 의하면 피고인의 선박은, ,

멕시코에서 미국 영토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

피고인의 선박이 실제로 멕시코에서 미국 영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한 것은 아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대해 제 순회구 연방항소.’ . , 9

법원은 경찰관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선박이 멕시코에서 미국‘ ,

국경을 넘어오는 장면을 경찰관이 직접 목격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 선박의 에 나오는 경로를 보았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의GPS ,

증언은 최량증거법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검찰은 원본인. ,

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았다 라고 판시하면서GPS .’

심 판결을 파기하였다1 .490)

490) United States v. Bennet 363 F.3d 947 (9th Cir. 2004) ‘The best evidence rule provides that .…

Where the rule applies, the proponent must produce the original (or a duplicate, see Fed.R.Evid.

1003) or explain its absence. Fed.R.Evid. 1002, 1004. The rule's application turns on "whether

contents are sought to be proved." Fed. R.Evid. 1002 Advisory Committee's note. "An event may be

proved by nondocumentary evidence, even though a written record of it was made." Id. Accordingly,

the rule is inapplicable when a witness merely identifies a photograph or videotape "as a correct

representation of events which he saw or of a scene with which he is familiar." Id. However, the…

rule does apply when a witness seeks to testify about the contents of a writing, recording or

photograph without producing the physical item itself particularly when the witness was not privy—

to the events those contents describe. See Fed. R.Evid. 1002 Advisory Committee's note. That is

the nature of Chandler's GPS testimony here and why his testimony violated the best evidence rule.

First, the GPS display Chandler saw was a writing or recording because, according to Chandler, he

saw a graphical representation of data that the GPS had compiled about the path of Bennett's boat.

See Fed.R.Evid. 1001(1). Second, Chandler never actually observed Bennett's boat travel the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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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원고L.A. News Serv. v. CBS Broad., Inc. L.A. News

는 자신의 방송물을 피고 가 허락없이 사용하여Service(LANS) CBS

원고의 위 방송물에 대한 저작권이 피고 방송에 의해 침해되었CBS

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의 공동운영자이자 위 방송물을 직접LANS

제작한 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의 진술서에는 라는Kur , Kur Fox 前
방송사 프로듀서의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의 보고서에는MTV . Fox

가 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방송물 중 일부를 이전에 프로‘Kur LANS

그램을 제작할 당시 사용한 적이 있다 그 방송물은 의 도서관. MTV

에서 발견하였는데 그 당시 방송물의 에 피고 회사가 저작권자로, label

표시되어 있었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심 법원은 의 보고서가.’ . 1 Fox

전문증거 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고(hearsay) ,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제 순회구 연방항소법원은 의9 ‘Fox

보고서가 가사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보고서는,

최량증거법칙에 위배된다 원고는 가 보았다는 그 의 원본. Fox label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 을 제출할 수 없다면 왜 제출할. label ,

수 없는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면서 위 보고서가 증거로.’

허용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491) United States v.

depicted by the GPS.5 Thus, Chandler's testimony concerned the "content" of the GPS, which, in

turn, was evidence of Bennett's travels. Fed.R.Evid. 1002. At oral argument, the government

admitted that the GPS testimony was offered solely to show that Bennett had come from Mexico.

Proffering testimony about Bennett's border-crossing instead of introducing the GPS data, therefore,

was analogous to proffering testimony describing security camera footage of an event to prove the

facts of the event instead of introducing the footage itself. This is precisely the kind of situation in

which the best evidence rule applies. Yet the government did not produce the GPS itself or a… —

printout or other representation of such data, see Fed. R.Evid. 1001(3) which would have been—

the best evidence of the data showing Bennett's travels. Instead, the government offered only

Chandler's GPS-based testimony about an event namely, a border-crossing that he never— —

actually saw. "Other evidence" of the contents of a writing, recording or photograph is admissible if

the original is shown to be lost, destroyed or otherwise unobtainable. Fed.R.Evid. 1004. But the

government made no such showing. When asked on cross-examination to produce the GPS or its

data, Chandler simply stated that he was not the GPS's custodian. He further testified that "there

was no need to" videotape or photograph the data and that he had nothing other than his

testimony to support his assertions about the GPS's contents. Moreover, the government has not

offered any record evidence that it would have been impossible or even difficult to download or

print out the data on Bennett's GPS.6 On the record before us, the government is not excused

from the best evidence rule's preference for the original. We therefore hold that Chandler's

GPS-based testimony was inadmissible under the best evidence rule.’

491) L.A. News Serv. v. CBS Broad., Inc., 305 F.3d 924, 935 (9th Cir.2002) ‘We think that Fox’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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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조세포탈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는Workinger Workinger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테이프 녹취록이 최량증거법칙 전문,

법칙을 위배하였고 그 녹취록에 대한 진정성도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기소되기 변호사. 前
과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Donald Johnson ,

그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테이프에 녹음되었다 이후 위 변호사의.

비서는 그 녹음테이프의 녹음 내용을 녹취록에 옮겨 적었는데 위 녹취록의,

상태는 그다지 좋지 않았고 그 시경 위 변호사는 위 녹음테이프의,

녹음 내용을 삭제하였다.492) 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1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고 제 순회구 연방항소법원 또한, 9

녹음테이프가 삭제되었으므로 녹취록은 최량증거법칙을 만족시킨다 고‘ , .’

판시하면서 위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493) Laughner v. State

of what he saw on the label in MTV’s video library was inadmissible under the best evidence rule.

Even assuming that the label’s contents were not inadmissible hearsay, LANS was required to

produce the original label (or a duplicate, see Fed. R. Evid. 1003) or at least explain why it could

not do so. See Fed. R. Evid. 1002, 1004. Fox’s declaration was submitted in the prior action,

before the discovery cutoff, and LANS offers no basis for concluding that it could not have

obtained the original label by ordinary third-party discovery. See Fed. R. Evid. 1004(2); Fed. R. Civ.

P. 34(c), 45(a)(1)(C).‘

492)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삭제한 것은 아니다.

493) United States v. Workinger, 90 F.3d 1409, 1415 (9th Cir. 1996) ‘In 1991, before the indictment

issued, Workinger had been interviewed by Donald Johnson, a lawyer representing Workinger's

former wife. Although no court reporter was present, Workinger affirmed that he would tell the truth

and the conversation was tape-recorded. Mr. Johnson's secretary, who was not present at the

interview, then typed a transcription of the conversation. The transcriptions included handwritten

notations, numerous interruptions and sections omitted as "inaudible." At trial, the transcript of that

interview was received by the court and read verbatim to the jury. By that time, the tapes had been

erased. Workinger asserts that the transcript should not have been admitted because it was not the

best evidence, was not properly authenticated, and was hearsay. Workinger next contends that…

the district court abused its discretion when it admitted the transcript of his recorded deposition

into evidence. Workinger asserts that the transcript violated the best evidence rule, Fed.R.Evid.

1002; that the transcript was hearsay, Fed.R.Evid. 801 and 802; and that the transcript was not

sufficiently authenticated as required by Fed.R.Evid. 901(b)(1). Workinger's claim that the…

admission of a transcript violated the best evidence rule is otiose. See Fed.R.Evid. 1002. The rule

provides that: "To prove the content of a writing, recording, or photograph, the original writing,

recording, or photograph is required,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ese rules or by Act of

Congress." Here the government sought to prove the content of the tape made during Workinger's

deposition. The tape, therefore, was the best evidence of its own content. However, the tape…

was not available because it had been erased by its owner, Mr. Johnson, prior to the trial. That had

been done in the ordinary course of his business and not at the behest of the government.

Therefore, use of the tape itself was not required. The best evidence rule was not violated. We,…

of course, are well aware of the fact that a tape recording cannot be said to be the best evidence

of a conversation when a party seeks to call a participant in or observer of the conversation to



개정 형사소송법 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 부산지검 박혁수, 09. 7.

- 249 -

사건에서 피고인 는 인터넷 채팅룸에서 아동에게 성행위를Laughner

요구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인터넷 채팅,

대화 출력물 아동으로 위장한 경찰관 가 프로그램을 이용( Metzger AOL

하여 피고인과 수차례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채팅할 때마다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를 저장한 후 출력한 문건 이 원본 에) ‘ ’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투었다 이에 대해 인디애나. 州
항소법원은 경찰관이 나와 대화 내용을 정확히 저장하였다고 진술‘

하고 있으므로 출력물은 원본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하였다, .’ .494)

testify to it. In that instance, the best evidence rule has no application at all. That is not this case.

It is true that, ultimately, the transcript of the tape was intended to reflect the content of the

conversation that took place. But, more proximately, it was intended to reflect the content of the

tape itself. When Johnson's secretary was given the tape and told to transcribe it, what she did

was prepare a document which purported to indicate what she heard on the tape. But if somebody

wanted to know the content of that tape, it itself was the best evidence of that. A different rule

would lead to transcripts being submitted with the admonition "Trust me, the transcript does reflect

what was taped." Indeed, it would be like having the secretary come to court to testify, "I have

listened to the tape, and here is what it says." That cannot be right; it is precisely what the best

evidence rule was designed to avoid. Thus, again, the tape was the best evidence of what was

recorded upon it, but the best evidence rule was not violated in this case. Workinger's…

statements in the transcript were admissions of a party-opponent; they were not hearsay. A…

document can be authenticated by the testimony of a witness with knowledge. To authenticate…

the tapes, the government elicited testimony from the person who transcribed the tape. She testified

that she listened to them "over and over" to make sure that her transcription was accurate. The

government also elicited testimony from Mr. Johnson, the attorney who conducted the taped

interview. Mr. Johnson testified that he had examined the transcript shortly after it was made and

had compared it to the actual tape recordings and then filed an affidavit with the state court

attesting to its accuracy. He testified that, to the best of his recollection, the transcript accurately

represented the testimony during the deposition. Although he testified at trial that he could not

specifically recollect listening to the tapes, he also testified that he would not have signed the

affidavit had he not done so. The district court did not abuse its discretion when it admitted the

transcript because the testimony certainly met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authentication.

Workinger's objections, therefore, were simply a matter for the jury to consider when it determined

the weight it would afford to the transcript.』

494) Laughner v. State, 769 N.E.2d 1147, 1159 (Ind. Ct. App. 2002) ‘Next, Laughner argues that the trial

court "abused its discretion in admitting the alleged instant message chats between [him] and the

state trooper posing as a child because the text of the alleged chats was not an 'original' preserved

by the AOL logging feature but rather a cut-and-pasted copy into a word-processing program,

which allowed for editing and tampering." Br. of Appellant at 60. He cites Indiana Evidence Rules

1002 and 1001(3), and contends the admitted documents "were not 'originals' within the meaning of

those rules." Id. at 62. The trial court has broad discretion to admit or exclude evidence, and its

action in that regard will not be reversed on appeal "absent an abuse of that discretion."

Hardimanv.State,726N.E.2d1201,1203(Ind. 2000). "A trial court abuses its discretion when its

evidentiary ruling is clearly against the logic, facts and circumstances presented." Id. As the State

correctly notes, Laughner does not challenge the foundation for admission of the documents –

established by Metzger's testimony about his knowledge of the conversations and that the printed

documents accurately reflected the contents of the conversations. Rather, his argument is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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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원고Armstrong v.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은 등 연방기관들이 다루는 기록은 연방 및 미국Amstrong ‘NOC

대통령 관련 기록들로서 미국 연방기록보존법이 규정한 기록에

해당한다 그런데 등은 그 기록을 다룸에 있어 전자기록을. , NOC

종이로 출력 한 다음 그 전자기록을 보존하지 않고(hardcopy printout)

있다 그러나 화면에 현출된 정보를 단순히 출력한 문건은 전자기록이. ,

담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담아내지 못하므로 등의 기록보존, NOC

방법은 연방기록보존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 등 미국 연방기관을 상대로 연방지방법원에 위 기관들의NOC

기록관리지침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더 이상의 연방전자기록 파괴,

행위를 금지시켜 줄 것을 구하는 를 제기하였다 심 법원은 원고의. 1訴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들은 항소를 제기하였다 콜롬비아 지구 순회, .

연방항소법원은 컴퓨터 화면 상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단순한‘

출력물은 전자기록이 가지는 보이지 않는 정보 즉 디렉토리의 구조, , ,

문서의 송수신자 등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등 연방기관들은NOC

출력물을 보관하는 외에 전자기록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495)496)

documents should not have been admitted because they were not "original," which could only be

achieved by the use of an AOL "logging" feature. Evidence Rule 1002, the "best evidence" rule,

requires an "original" in order to prove "the content" of a writing or recording. However, Evidence

Rule 1001(c) provides that when "data are stored in a computer or similar device, any printout or

other output readable by sight, shown to reflect the data accurately is an 'original.'" According to

Metzger, he saved the conversations with Laughner after they were concluded, and the printout

document accurately reflected the content of those conversations. Therefore, the printouts could be

found to be the "best evidence" of the conversations between Metzger and Laughner, and their

admission would not be an abuse of discretion.’

495) Armstrong v.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1 F.3d 1274 (D.C. Cir. 1993) ‘In the flagship portion

of the appeal, defendants-appellants--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EOP"), the Office of

Administratio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the White House Communications Agency, and

Trudy Peterson, Acting Archivist of the United States--challenge the district court's conclusion that

EOP and NSC guidelines for managing electronic documents do not comport with Federal Records

Act ("FRA" or the "Act") requirements. More specifically, these government agencies and officials

contend that, contrary to the court's ruling, they have, in the past, reasonably discharged their FRA

obligations by instructing employees to print out a paper version of any electronic communication

that falls within the statutory definition of a "record" and by managing the "hard-copy" documents

so produc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We reject the government's argument on this score. The

government's basic position is flawed because the hard-copy print-outs that the agencies preserve

may omit fundamental pieces of information which are an integral part of the original electronic

records, such as the identity of the sender and/or recipient and the time of receipt.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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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에 의해 요약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1006

attributes of the EOP and NSC electronic mail systems are also relevant [303 U.S.App.D.C. 113]

here. First, these systems give recipients the option of storing notes in their personal electronic

"log." After receiving a message, a user may instruct the computer to delete the note; otherwise, it

will be stored in her log for later use. Second, both the recipient and the author of a note can print

out a "hard copy" of the electronic message containing essentially all the information displayed on

the computer screen. That paper rendering will not, however, necessarily include all the information

held in the computer memory as part of the electronic document. Directories, distribution lists,

acknowledgements of receipts and similar materials do not appear on the computer screen--and

thus are not reproduced when users print out the information that appears on the screen. Without

this "non-screen" information, a later reader may not be able to glean from the hard copy such

basic facts as who sent or received a particular message or when it was received. For example, if

a note is sent to individuals on a distribution list already in the computer, the hard copy may well

include only a generic reference to the distribution list (e.g., "List A"), not the names of the

individuals on the list who received the document. Consequently, if only the hard copy is preserved

in such situations, essential transmittal information relevant to a fuller understanding of the context

and import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will simply vanish. A final relevant fact here is that the

individual note logs are not the only electronic repositories for information on the e-mail system.

The defendant agencies periodically create backup tapes--snapshots of all the material stored on

these electronic communications systems at a given time--that can be used later for retrieval

purposes.’

496) 위 판례가 시사하는 내용은 크다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 제 항이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출력한. 1001 3

문건으로서 그 데이터를 정확히 반영하는 출력물을 원본으로 규정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위 판례가 보여주듯이 워드프로세서나 이메일 프로그램 같은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디지털 정보를 출력할 경우 그 출력물은 디지털 정보 그 자체가 가지는 파일 속성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의 구조 메타데이터 헤더파일 정보 등을 담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meta-data), .

쪽EnCase® Legal Journal, Guidance software, 2004. 4., 42 ‘The United States DOJ Guidelines on

Searching and Seizing Computers states “an accurate printout of computer data always satisfies the

best evidence rule.”99 This certainly is true in general. However, in Armstrong v.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the court correctly ruled that a “hard copy” paper printout of an electronic document

would not “necessarily include all the information held in the computer memory as part of the

electronic document.” The court further noted that without the retention of a complete digital copy

of an electronic document such as an e-mail message, “essential transmittal relevant to a fuller

understanding of the context and import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will simply vanish.” As

illustrated by the Armstrong case, the presentation of electronic evidence often requires the visual

display of the logical data structure of a file, its context, and its associated metadata, in addition to

the physical data of that file. When seeking to establish a defendant’s state of mind by presenting

an electronic audit trail, the ability to display a visual output showing various file attributes and other

metadata and demonstrating the logical connection to various data files instead of relying upon dry—

and technical expert testimony provides a tremendous advantage to the advocate of such—

따라서 예를 들어 전자문서의 내용 이외에 위와 같은 다른 정보가 증거가치를 가지는evidence.‘ ; , ,

경우 예를 들어 삭제된 파일 중 일부를 복구한 경우에는 그 삭제된 파일의 생성 일시 삭제되지 아니하고( , ,

남은 정보 등이 중요한 증거가치를 가진다 에는 와 같은 디지털 포렌식 도구를 통해 그 내용을.) Encase

확인한 후 스크린 내용을 캡쳐하여 출력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는, .

원본인가 사본인가 피고인이 이를 다툰다면 법정에서 그 복구 과정 등을 시연해 보여 할 할 경우도 있을? ,

것이다 다음 미국 판례 참조. . ; United States v. Dean, 135 F.Supp.2d 207, fn. 1. (D.Me. 2001)

사건에서 피고인 은 압수된 플로피 디스켓에 들어있던 파일에 접근하거나 열어본 적이 전혀 없다고Dean

주장하였다 수사기관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컴퓨터에 장착된 하드디스크에서 사용자가. Encase ,

플로피 디스켓에 접근할 경우 운영체제에 의해 임시로 생성되었다가 삭제되는 링크 파일을 찾아내

복구하였는데 그 복구된 링크 파일에는 문제가 된 플로피 디스켓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생성된 날짜, ,

저장경로 등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검사는 프로그램의 실행 화면에 나타나는 위와 같은 정보들을. Encase

출력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증거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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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관한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 AFD Fund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원고인 는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증거로 제출AFD Fund

하였고 피고인 정부 측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요약 자료이므로,

검토를 위해 전체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 가. AFD Fund

전체 자료를 제공하지 않자 연방법원은 원고는 요약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요약된 자료가 증거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원본 문서의 분량이 검토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고,① ②

원본 자료 자체는 증거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원본, ③

자료 또는 그 복사본이 상대방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요약자료가, ④

원본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요약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

인보이스를 만드는데 사용된 전자기록 사본을 포함하여 전체

전자파일을 정부 측에 제공하지 않았다 라고 판시하였다.’ .497) United

사건에서 검찰 측은 마약 판매 혐의와 관련하여States v. King

공모자들 사이의 전자통신 기록을 요약한 도표가 증거로 제출하였다.

제 순회구 항소법원은 도표에 나와 있는 모든 전화 및 호출기3 ‘

번호가 피고인 또는 그 동료들에 의해 통제되었다는 사실을 검찰 측이

입증하였으므로 요약된 자료가 포함된 도표를 증거로 허용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고 판시하였다.’ .498). United States v.

사건에서 병원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여 보험회사인Russo Blue Shield

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내과의사of Michigan Joseph

497) AFD Fund v. United States, 61 Fed. Cl. 540, 546 (2004) ‘ AFD did not provide a complete set of…

electronic files to the government, including copies of the electronic records used to generate

invoices” and account summaries. AFD did not attempt to satisfy the other requirements because it

argued that the evidence was not a “summary” subject to Fed. R. Evid. 1006. First, the…

summarized writings must be so voluminous so as to be unable to be conveniently examined in

court. Second, the underlying evidence must itself be admissible. Third, the original or copies of the

summarized writings must be made available to the opposing party. And, fourth, the proposed

summary (or chart or calculation) must accurately summarize (or reflect) the underlying document(s)

and only the underlying document(s).’

498) United States v. King, 93 Fed. Appx. 490, 491-92 (3d Cir. 2004) ‘ the government’s charts and…

exhibits summarizing electronic communications between conspirators in a drug distribution ring were

admissible. Specifically, the district court did not abuse its discretion when it admitted the

summaries because the government was able to establish that all of the telephone and beeper

numbers on the charts and exhibits were controlled by the defendant or his associates. Moreover,

the government accurately explained the charts and exhibits to the ju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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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검찰 측이 증거로 제시한 위 보험회사의 컴퓨터 출력물Russo

의 병원비 청구 내역 등이 정리된 통계자료 의(Joseph Russo )

증거능력을 다투었다 이에 대해 제 순회구 연방항소법원은 검찰. 6 ‘

측이 증거로 제출한 컴퓨터 출력물은 요약본 이 아니라(summary)

원본 으로 볼 수 있다 고 판시하면서 피고인(an original record) .' Joseph

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usso .499)

우리나라에서의 원본성에 관한 논의3.

가 민사소송법의 규정과 판례.

민사소송법의 규정 서증 제출 및 디지털 증거 조사 방법(1) :

민사소송법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조사방법에 관하여 개정 형사

소송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 · · ·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 절3

내지 제 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민사소송법5 (

제 조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374 ), ,ㆍ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500) 자기디스크 등에 기억된,

499) UNITED STATES v. RUSSO 480 F.2d 1228(6th Cir. 1973) ‘(The Computerized Statistical Evidence)

Appellant insists that the 1967 statistical record was a "summary" which is not admissible. The… …

witness Smith did summarize portions of the annual statistical record and did relate these

summaries to the individual doctor's profiles of the defendants. Nevertheless, the entire statistical

run was produced by the prosecution as a business record prepared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long before the time of the trial. Although summaries may or may not be admissible in

evidence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a particular case, we hold that the computer printout

offered in evidence in this case was an original record and not a mere summary. The witnesses…

Smith and Mrachina were qualified as experts by education, training and experience and they

showed a familiarity with the use of the particular computers in question. The mechanics of input

control to assure accuracy were detailed at great length as was the description of the nature of the

information which went into the machine and upon which its printout was based. We believe that…

in this case the prosecution proved the essential elements upon which the district court could, and

did, conclude that the annual statistical run of Blue Shield of Michigan was a trustworthy record

which was entitled to be received in evidence under the Federal Business Records Act. Two

well-reasoned state court opinions support this conclusion. See Transport Indemnity Company v.

Seib, 178 Neb. 253, 132 N.W.2d 871 (1965)'

500) 출력문서 자체가 원본의 대체적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도 증거조사방법으로는 출력문서를 제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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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도면 사진 등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준용하고 민사소송(ㆍ

규칙 제 조 제 항 제 항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120 1 , 3 ),

녹음테이프 등을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하되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녹음테이프 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 조 제 항 제 항 한편 민사( 121 2 , 3 ). ,

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서증에 있어 원본 등 제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민사소송법 제 조 제 항은 문서제출의 방법에 관하여. , 355 1 ,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 판례 사본에 의한 증거 제출과 관련하여(2) :

민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355 1 ,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

그러나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사본을 원본 대신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즉 문서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 있는. , ,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501) 따라서 수사기록상의 진술조서 사본이 증거로,

있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출력문서 자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한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

상대방의 이의가 없으면 출력문서로 증거조사를 하면 족하고 상대방이 디지털 정보 그 자체와 출력문서의,

동일성을 다툴 경우 디지털 증거 자체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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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경우 상대방이 변론기일에서 이에 대하여 부지 및 원본존재

부인으로 인부를 하였고 그 후 원본이 제출된 흔적이 없다면 증거

능력이 없다.502)

나 형사소송 관련 규정과 판례.

(1) 디지털 증거의 증거조사503) 방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

형사소송에서 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또는

제 조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검사272 , 273 ,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 설명하여 조사,

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 법원은 서류 또는 물건이( 291 1 ),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이에 관한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출한

자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조 검사 피고인 또는.( 134 ). ,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 조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292 ),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조의 그렇다면( 292 2).

형사소송에서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증거는 증거

서류인가 아니면 증거물인가?504) 그리고 디지털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505) 증거서류에 해당한다면 낭독의 방법으로,

501)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1992. 4. 28. 91 45608 ; 1992. 10. 27. 92 22879

502) 대법원 선고 다 판결1995. 5. 26. 95 12125

503) 협의의 증거조사 외에 증거신청과 증거결정을 포함한 광의의 증거조사를 의미한다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 , ,

법문사 쪽 증거조사는 광협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좁은 의미에서 증거조사라 함은, 2008., 688 ‘ .

수소법원이 피고사건에 관한 진술을 인정함에 있어 필요한 심증을 얻기 위해 각종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감득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넓은 의미의 증거조사란 협의의 증거조사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의 시행과 관련되는 증거신청 증거결정 이의신청 등 유관절차 절체를 가리킨다, , .’

504) 증거물인 서면과 증거서류의 구별 기준에 대해서 절차기준설 작성자기준설 내용기준설 등의 학설이, ,

있으나 이 논문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기준설을 따르기로 한다 즉 서류의, . ,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이 증거서류이고 그 밖에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까지도 아울러 증거로 되는 것은

증거물인 서면으로 본다 이는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위 학설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쪽 쪽 설민수 전자적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증거능력과, , , 2008., 755 ~ 758 ; , ,

전문법칙 인권과정의 쪽 쪽 이완규 진술서의 진정성립과 입증방법 형사판례연구회, , 2007. 12. 126 ~127 ; , , ,

쪽 쪽07. 6. 5 ~9

505) 디지털 증거의 증거조사 절차에 관한 학설 대립 등 상세한 내용은 설민수 전자적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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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 또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한다면 검증 형사소송법 제 조( 139 )

또는 제시 형사소송법 제 조의 의 방법에 의하게 될 것이다 이에( 292 2) .

대해 개정 형사소송법과 개정 형사소송규칙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

조사에 관한 절차를 신설하였다 즉 개정 형사소송법은 도면 사진. , ‘ ·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 · ,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 조의.’ ( 292 3,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개정 형사소송규칙은 수사기관 작성의),

영상녹화물 그 밖의 디지털 형태의 문자정보 사진 도면 등 정보, ( ,

포함 음성정보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506)

위 규정들에 의하면 형사소송에서 디지털 형태의 문자정보 저장된(

도면 사진 정보 포함 가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 검사는 이를 읽을 수, )

있도록 일단 문자정보를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고 다만, ,

피고인이 출력물과 저장된 문자정보 사이의 동일성을 다툴 경우에는

검증 또는 감정 절차에 의해 그 동일성 유무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증거능력과 전문법칙 인권과정의 쪽 쪽 유병현 민사소송상 전자문서와 증거, , 2007. 12. 127 ~130 ; , ,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쪽 쪽 참조, 2002., 290 ~ 307

506) 디지털 증거의 증거조사 절차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개정 형사소송규칙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 조374 ,

민사소송규칙 제 조 제 조 제 조를 거의 동일하게 본뜬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규칙 중 협의의120 , 121 , 122 .

증거조사 절차에 관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조의 영상녹화물의 조사134 4 ( )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봉인을 해체하고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하는③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영상녹화물은 그 재생과 조사에 필요한 전자적 설비를 갖춘 법정.

외의 장소에서 이를 재생할 수 있다.

제 조의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134 5 ( )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기억의 환기가318 2 2 ,①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제 조의 컴퓨터용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134 7 ( )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컴퓨터디스크( "①

등 이라 한다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

등본을 낼 수 있다.

③ 컴퓨터디스크 등에 기억된 정보가 도면사진 등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 항과 제 항의 규정을 준용한· 1 2 다.

제 조의 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134 8 ( · )

녹음 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녹화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③

제 조의 준용규정134 9 ( )

도면 사진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제 조 법 제 조의 의 규정을 준용한다292 , 292 2 .



개정 형사소송법 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 부산지검 박혁수, 09. 7.

- 257 -

그리고 영상녹화물을 비롯한 디지털 영상정보는 재생 및 시청의,

방법으로 디지털 음성정보는 재생 및 청취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게 된다 요컨대 개정 형사소송법 및 개정 형사소송규칙은 디지털. ,

증거를 기존의 증거조사 절차 즉 검증 또는 검증과 유사한 절차에, ,

의해 조사하도록 명문화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규정들의. ,

신설로 인해 디지털 증거의 증거조사 방법에 관한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위 조항들은 원래의 디지털 정보 증거 그 자체를 증거로.

제출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형사.

소송규칙은 복제된 디지털 정보 또는 디지털 문자정보의 출력물이나

그 사진 등을 원래의 디지털 정보의 대체하는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507) 즉 첫째 디지털, ,

증거를 원래의 저장매체가 아닌 다른 저장매체에 복사한 경우 그 복제

파일을 증거로 제출되는 것이 허용되는가 둘째 문자정보 도면 사진? , ( ,

포함 형태의 디지털 증거로부터 출력한 문서를 원본인 디지털 증거를)

대체하는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셋째 만약 원본인 디지털? , ,

증거에 수록된 문자정보를 모두 출력하는 것이 사실 상 불가능한 경우

그 일부분 또는 요약 발췌문을 만들고 그 문건을 원본인 디지털, ,

증거를 대체하는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이러한 의문들은?

여전히 판례와 학설에 맡겨져 있다.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2)

법무부는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2009. 3. 16. 『

법률안 을 입법예고하였다 법무부는 위 법률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형사절차에 있어서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 제출 송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ㆍ ㆍ

507) 디지털 형태의 문자정보 자체를 증거로 제출하되 다만 증거조사방식과 관련하여 먼저 그 문자정보를, , ,

출력한 문서를 인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규칙 제 조의 의 경우와 구별할 필요가134 7

있다 개정 형사소송규칙 제 조의 제 항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 134 7 1 ‘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컴퓨터디스크 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 " )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디지털.’ ,

정보 그 자체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증거조사 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이지 디지털 문자 정보를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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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형사절차의 전자화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서면심리주의에 의하여 간이 신속하게 약식절차에 의하여 정형적으로ㆍ

처리되는 음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 한하여 우선적ㆍ

으로 실시하고 이에 따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 법률안’ .

제 조에 의하면 전자문서 라 함은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2 , ‘ ’

작성되어 송 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로서 문서형식이 표준화 된·

것을 전자화 문서 란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된, ‘ ’

문서를 전자화 대상문서 라 함은 종이문서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 ’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서명 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 조, ‘ ’ 2「 」

제 호의 전자서명을 행정전자서명 이라 함은 전자정부법2 , ‘ ’ 「 」

제 조 제 호의 행정전자서명을 각각 의미하고 제 조에 의하면 그2 6 , 3 ,

대상 사건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 조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448

있는 사건 중 피의자가 위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처리에 동의한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호에 해당하는150 1 , 152 1 , 154 2

사건 및 그와 관련되는 도로교통법 제 조에 해당하는 사건이며159 ,

제 조에 의하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는5 ,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체포 및 석방에 관한 문서 주취운전자에, , ,

대한 음주측정 정황 결과 및 운전정황을 기재한 문서 무면허,ㆍ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조회 및 운전정황을 기재한 문서 및 기타 수사

상 필요한 문서를 포함하고 제 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 6 ,

경찰관리는 수사 시 필요한 전자화대상문서는 전자화문서로 작성하고,

검사는 전자화문서를 법원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로

제출하며, 제 조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 조 또는 같은 법 제 조에9 , 450 453

의하여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소송에 관한 서류 및 증거서류 등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미 작성된 전자문서 및 전자화대상문서를 종이문서로 출력

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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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판례(3)

가 일반문서 사본에 관한 판례( )

대법원은 일반문서의 사본이 원본 대체물인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하여 원본과 동일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즉 문서의 사본이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진정으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고,508) 문서의 사본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인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있다.509)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가 그 내용 중 일부를 가린 채 복사를 한 다음 원본과 상위없다는

인증을 하여 초본의 형식으로 제출된 경우에 위와 같은 피의자신문,

조서 초본은 피의자신문조서 원본 중 가려진 부분의 내용이①

가려지지 않은 부분과 분리 가능하고 당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②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③

508)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6. 1. 26. 95 2526 ; 1986. 7. 8. 86 893 형사소송법 제 조‘ 318

제 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1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동의의 대상이 될 서류는 원본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본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86. 5. 27. 86 593 먼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서류의 사본이라 할지라도1 ,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소론 조서의 각 사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을 뿐 아니라 강서경찰서에서 육군본부 헌병대장에게 사건을 인계함에

있어서 군법 피적용자인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민간인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조서를

복사한 다음 사본작성자인 경장 정춘기가 원본대조를 마치고 서명 날인한 후 각 장마다 간인을 한

것으로서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할 것인즉 논지는 이유없다.’

509)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1. 5. 10. 90 2601 문서의 사본이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진정으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동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인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제 심판결의 증거 중 추정손익계산서1

사본 정 총계정원장 사본 정 총관리장 사본 정과 영업장부 사본 정은 피고인이(726-766 ), (774 ), (777 ) (771 )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을 뿐아니라 진정으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고 세금계산서,

사본 정의 은 그 작성자인 공소외 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뿐아니라 그에(109 1, 2, 3) 1

해당하는 원본의 작성자인 공소외 정현조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그 기재내용의 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세금계산서 사본 정과 납세완납증명신청서 정은 그 작성자인 공소외, (1717-1722 ) (1716 )

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영업장부 사본 정의 정과 판매일보 사본 정의2 , (110 1, 3, 112 ) (110

은 그 작성자인 공소외 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작성 경위나 내용 및2) 1

형식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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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하였을 것 등 가지 요건을 전제로 피고인에3④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510)

다만 대법원은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

하지 않고 원본의 존재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호의 규정사유도 없는 경우에는315 3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하였다.511)

나 디지털 정보( ) 512)에 관한 판례

디지털 음성정보의 복제본과 녹취서1)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의 기재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 그 자체이고 그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조의 규정311 , 312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없어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313 1

그 작성자인 상대방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510)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2. 10. 22. 2000 546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 심 제 회 변론기일에 피고인에‘ , 1 2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 회 제 내지 회 제 회가 원본의 내용 일부가 가려진 채1, 2 , 4 11 , 14

복사되어 초본의 형태로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성립을 부인하였는데 제 심 제 회 변론기일에, , 1 5

검사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을 제시하자 변호인은 위 초본에 대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정확한,

전사 여부에 관하여는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하였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초본 중 제 회만이 증거조사된, 14

사실과 검사는 피고인 등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다른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하다는 사정을 표명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제 회 피의자신문조서초본 중 원본에서 가려진 부분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어서14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여죄의

수사를 위한다는 사정은 그 피의자신문조서원본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제 회14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은 그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초본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증거조사를 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한

제 심과 이를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1 ’…

511)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83. 12. 13. 83 2613

512) 여기 소개한 판례 중에는 디지털 전자정보가 아닌 아날로그 전자정보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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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또한 녹음테이프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내용이 이를,

풀어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한다거나 녹음테이프의 대화 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녹음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

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증명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513)514)515)

513)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8. 12. 24. 2008 9414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다음 다음과 같은; ,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제 심이 검증을 실시한 개의 녹음테이프압수물 증. ‘ , 1 2 (

제 호 및 증 제 호는 검증조서 기재 검사 진술과 달리1 26 ) 원본이 아니라 당초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테이프에 전사한 사본임이 명백한 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 심 제 회, 1 1

공판기일에서 원본을 사본한 위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을 풀어쓴 녹취록에 대하여는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달리 위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

검증기일에서 이 사건 녹음테이프의 내용에 녹음 당일 피고인이 말하지 않은 부분이 녹음되어 있어

의도적으로 편집된 의심이 있다고 주장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검증기일에는 위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고 그 음성이 피고인의 음성임을 확인하는데 그치고 위,

녹음테이프가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하거나 달리

증거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한국합동속기사무소 소속 속기사 공소외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와 제 심 법원의 검증결과 위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1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밝혀지고 달리 녹음이 중단되거나 조작되었다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위 녹음테이프가 원본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고 인정한 듯하나, 위 확인서는

녹취록의 작성자가 그 녹취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본인 음성파일이 저장된 디지털 녹음기의 재생기능과

일반 카세트의 녹음기능을 연결해 그대로 더빙하였다는 내용일 뿐이므로 그 정도의 확인만으로 위,

녹음테이프가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제 심의 검증조서에 나타난 검증결과로써 위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기1

어려울 뿐 아니라 제 심의 검증조서 기재에 의하면 녹음이 중단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1

검증결과는 검증대상인 개의 녹음테이프 중 압수물 증 제 호에 관한 것이지 증 제 호인 녹음테이프에2 26 1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가지고 증 제 호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근거로 삼을 수도 없으며이 사건, 1 (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증 제 호의 녹음테이프에만 담겨 있고 증 제 호의 녹음테이프에는 오히려1 , 26

피고인이 금전수수관계를 일체 부인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을 뿐이므로 증거능력 유무가 특히 문제되는

것은 증 제 호의 녹음테이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달리 위 검증조서의 기재내용 중 위 증 제 호에 대해1 ), 1

증거능력을 부여할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514) 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위 판결 사안과 아래 검토하게. ,①

될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8. 3. 13. 2007 10804 에 등장하는 녹음테이프에 저장된 정보는 디지털 증거에서

말하는 본래 의미의 복제본과는 거리가 있다 녹음테이프는 아날로그 저장매체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 ’ . ,

녹음기에 녹음된 음성 정보를 재생하면서 그 소리를 카세트의 녹음 기능을 이용해 녹음테이프에 저장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원본인 디지털 녹음기를 재생하면서 그로부터 일반. ,②

카세트를 이용하여 녹음테이프를 작성한 사람의 확인서만으로는 복제본인 녹음테이프가 원본인 디지털

음성정보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원본인 디지털 음성정보에. ,

대해 검증을 실시하면 될 것이다 문제는 위 사안과 달리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어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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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음성정보의 복제본 재복제본과 녹취서 원본 검증, :

위 의 사안과 달리 원본에 대한 검증 결과 원본과 복제본1) , ,

재복제본 복제본의 음질을 향상시킨 것 녹취서의 동일성이 인정된( ),

경우 대법원은 위 의 판결과 같은 일반적인 법리를 설시한 후 그1)

복제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의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516) 기록에 의하면 제 심이 검증을 실시한 보이스펜은 공소외‘ , 1

이 자신과 공소외 및 피고인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고1 3 ,

녹음테이프는 보이스펜에 녹음해 두었던 그 녹음내용을 카세트

테이프에 재녹음한 복제본이며 시디 는 녹음테이프의 음질을 개선한, (CD)

절차를 거쳐야만 복제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복제본을 만든 작성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복제본을 만든 경위 원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위 등을 증언하면 충분한가 아니면 더 정확한 증명이, ,

필요한가 뒤에서 보게 될 소위 일심회 사건에서는 원본 디지털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제본을 만든 사람의 증언만으로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그 복제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515) 같은 법리로 원본과 복제본의 동일성에 대한 입증이 없어 복제본에 대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한①

판결로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7. 3. 15. 2006 8869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대화내용을 녹음한‘( )

테이프 등의 전자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서천 상호 생략 식당모임에. 2005. 12. 29. ( )

참석한 공소외 는 디지털 녹음기로 당시 피고인 의 발언 내용을 녹음하였고 그 내용이 콤팩트디스크에2 1 ,

다시 복사되어 위 콤팩트디스크가 검찰에 압수되었으며 그 콤팩트디스크에 녹음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고인 은 위 녹취록을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1 ,

콤팩트디스크가 현장에서 피고인 의 발언내용을 녹음하는 데 사용된 디지털 녹음기의 녹음내용 원본을1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그 콤팩트디스크의 내용이나 이를 녹취한 녹취록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 원본인 디지털 녹음기보이스펜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복제본인.‘ ( )②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만 실시한 후 검증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로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5. 12. 23. 2005 2945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 심이 검증을’ , 1

실시한 판시 녹음테이프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디지털 녹음기보이스 펜에 녹음해 두었다가( )

그 녹음내용을 카세트테이프에 재녹음한 복제본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위,

복제된 녹음테이프나 이를 풀어 쓴 녹취록이 편집 혹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능력을 일관되게

부정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본의 녹음내용을 옮겨 복제한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함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제 심의 검증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1

있는 녹음의 원본 즉 디지털 녹음기에 수록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검증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소지중이라고 하는 위,

녹음 원본이 수록된 디지털 녹음기를 제출받아 이를 검증한 다음 작성자인 피해자의 진술 혹은 녹음상태

감정 등의 증거조사를 거쳐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위 검증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부분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조치는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증거 중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적법한 원심의 채택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공갈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이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516)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8. 3. 13. 2007 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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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재녹음한 재복제본인 사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 심 제 회 공판, 1 5

기일에서 보이스펜 자체의 청취 결과 피고인의 음성임을 인정하고

보이스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보이스펜의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녹음테이프 시디 및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을 풀어쓴 녹취록,

등에 대하여는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사실 제 심 제 회 공판기일에서, 1 6

보이스펜 녹음테이프 등에 녹음된 대화내용과 녹취록의 기재가, , CD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검증을 실시하였는바 극히 일부의 청취가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이스펜 녹음테이프 등에 녹음된 대화내용과,

녹취록의 기재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

다면 원본인 보이스펜이나 복제본인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제 심의1

검증조서 녹취록 에 기재된 진술은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작성자의( )

법정진술은 없었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원본인 보이스펜 자체의,

청취 결과 피고인의 음성임을 인정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위 검증기일에서 증거동의를 한 보이스펜에 대하여 보이스펜에 녹음된

대화내용과 녹취록의 기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또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내용도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함을 확인하였으므로 결국,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녹음의 경위 및 대화,

내용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디지털 영상정보의 복제본 사본 검증 촬영자 증언3) : ,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수사기관이 아닌. ‘

사인 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 )私人
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 조 제 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아닌311 , 312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진술 부분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첫째 비디오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

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정 형사소송법 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 부산지검 박혁수, 09. 7.

- 264 -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313 1

의하여 그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비디오테이프는,

촬영대상의 상황과 피촬영자의 동태 및 대화가 녹화된 것으로서 녹음,

테이프와는 달리 피촬영자의 동태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것이 전제

된다면 비디오테이프에 촬영 녹음된 내용을 재생기에 의해 시청을, ,

마친 원진술자가 비디오테이프의 피촬영자의 모습과 음성을 확인하고

자신과 동일인이라고 진술한 것은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517)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

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검사는 문자메시지 글과 피고인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및 보낸 일시가(

화면에 나타난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한 사진들을 증거로)

517)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4. 9. 13. 2004 3161 은 위와 같은 일반 법리를 설시한 다음 비디오테이프가,

복제본임에도 불구하고 원본에 대한 검증 없이 촬영자의 증언만으로 그 복제본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제 심법원의 검증조서는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에 대하여 실시한 검증의. ‘ , 1

내용이 피해자들이 진술한 내용과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이 같다는 것이어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바, 제 심법원에 제출된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는 원본을 복사한1

사본이지만 비디오테이프를 촬영한 인준경이 검증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 한 사람당 시간 정도씩, ' 1

촬영한 분량 중 출연자들이 상담하는 놀이방을 드나드는 과정과 그 사이 일부를 편집한 것일 뿐

피해자들과 최문주 사이의 대화내용에는 상이점이 없다 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도.' ,

비디오테이프의 제작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라는 점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검증기일에 피해자들과 상담한 최문주는 비디오테이프를 재생한 내용이 피해자들과 상담한 내용과

동일하고 상이점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들도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를 모두 시청한 뒤 제 심, 1

재판장으로부터 화면에 나오는 어린이가 맞느냐 그 곳에서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를 한 것이 맞느냐 는' .', ' .'

질문에 각자 예라고 답하였으므로 공판준비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비디오테이프에' ' ,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들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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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5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2005. 12. 30.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 제 호는 정보통신망을7812 ) 65 1 3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검사가 위 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

으로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사는. ,

휴대전화기 이용자가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519)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

518)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8. 11. 13. 2006 2556

519)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앞서 본 디지털 영상 정보나 음성 정보의 복제본에 대한 판결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노 판결2006. 4. 6. 2005 1051 은 그런데 이와 같이 원래 증거로) ‘

제출되어야 할 증거물즉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보내진 문자메시지에 담긴 글 내용 자체의( )

대체물로 위와 같은 사진들이 사용되는 경우, 증거물의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고 판시하였는데 위 항소심 판결.’ ,

역시 원본 제출의 불능 또는 곤란한 사정을 요건으로 설시하지 않고 있다 디지털 영상 정보나 음성 정보는.

조작이 없는 한 디지털 증거의 특성 상 원본과 복제본을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고려한 것인지

여부는 판시 내용에 나와 있지 않다 위 항소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은 공히 참조 판례로 대법원. 2002. 10.

선고 도 판결을 들고 있는데 위 참조판례는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22. 2000 5461 , ‘

그 내용 중 일부를 가린 채 복사를 한 다음 원본과 상위없다는 인증을 하여 초본의 형식으로 제출된

경우에 위와 같은 피의자신문조서 초본은 피의자신문조서원본 중 가려진 부분의 내용이 가려지지 않은,

부분과 분리 가능하고 당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하였을 것 등 가지 요건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할3

수 있다 고 판시하였다 참고로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는 원본이 분실되거나 파괴된 때 원본을.’ . , 1004 ,

확보하기 곤란한 때 원본을 소지한 반대당사자가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 때 등의 경우 원본이나 복제본이,

아닌 다른 증거로 문서 기록 사진 등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

Rule 1004. Admissibility of Other Evidence of Contents

The original is not required, and other evidence of the contents of a writing, recording, or

photograph is admissible if—

(1) Originals lost or destroyed. All originals are lost or have been destroyed, unless the—

proponent lost or destroyed them in bad faith; or

(2) Original not obtainable. No original can be obtained by any available judicial process or—

procedure; or

(3) Original in possession of opponent. At a time when an original was under the control of the—

party against whom offered, that party was put on notice, by the pleadings or otherwise, that

the contents would be a subject of proof at the hearing, and that party does not produc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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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

되어야 할 것이다 고 판시하였다.’ .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문서의 출력물5) 520)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고 그 과정에서 작성한,․
문건을 북한공작원 등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컴퓨터에 저장

되어 있던 문건들을 출력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였고,

변호인들과 피고인들은 위 문건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일부 문건에 대해서는 작성 이후,

누군가에 의해 그 내용이 변경 또는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심. 1

법원은 무릇 컴퓨터 디스켓 등 디지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컴퓨터‘

기록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무체정보인 컴퓨터기록 그 자체로서는 가시성과 가독성이 없으므로

법원에서의 검증절차를 통해 디지털 저장매체에 수록된 컴퓨터기록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고,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의 검증절차를 통해 디지털,

저장매체에 수록된 컴퓨터기록의 내용이 출력된 문건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521) 한편 컴퓨터기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컴퓨터기록이 입력된 후 법원의 검증절차에,

original at the hearing; or

(4) Collateral matters. The writing, recording, or photograph is not closely related to a controlling—

issue.

520) 소위 일심회 사건이다.

521) 복제본이나 출력물을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므로 복제본이나 출력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거나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만 그 의미가 있다 물론 형사소송규칙 제 조의 이 규정한 바와 같이 출력물을 제출함으로써. , 134 7 ,

법관으로 하여금 증거조사방법을 편하게 해준다는 의미와 원본을 안전하게 보존한다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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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기록의 보관상황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디지털 저장매체에 보존된 데이터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한 매체가 법원의 검증에 사용될 경우‘ ’ ‘ ’

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한 매체‘ ’ ‘ ’

사이의 데이터의 동일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또한 검증과정에 이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처리 출력의 각, , , ,

단계에서의 컴퓨터 처리과정의 정확성 조작자의 전문적 기술능력,

등이 갖추어질 때 컴퓨터기록은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법원의,

검증절차를 통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고 판시하였다.‘ .

항소심은 ’국가정보원에서 위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 봉인 봉인, ,

해제 및 복제를 할 때 항상 해당 피고인 측에서 입회하여 그

과정을 확인한 이상 국가정보원에서 위 디지털 저장매체를 복제할,

때 해쉬값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디지털 저장매체에,

담긴 파일의 내용이 국가정보원의 수사과정에서 변경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되어

증거로 제출된 문건의 내용과 위 디지털 저장매체에 담겨 있던 원래의

자료 내용의 동일성에 대하여 원심은 위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적법한 검증절차를 거친 다음 원심 판결문 제 쪽부터 쪽까지267 269

설시한 바와 같은 근거를 들어 위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이미징한

파일에 수록된 컴퓨터 파일의 내용이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수사기관이 출력하여 제출한 문건들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 522)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522)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7. 12. 13. 2007 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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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된 이후

문건 출력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하고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이미징 한 매체로부터 문건이 출력된 경우에는 디지털‘ ’‘ ’․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이미징 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 ’․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법원 감정을 통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

혹은 하드카피 이미징 한 매체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 ’․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 ․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

공범의 디스켓에 저장된 전자문서의 출력물6) 523)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박 와 함께○○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인 영남위원회 를 구성하거나 또는 위‘ ’

박 이 조직한 위 이적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이다 위 혐의사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위 박 로부터 압수한 디스켓으로부터○○

출력한 문서들이었다 심 법원들은. 1 컴퓨터 디스켓에 대하여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위 박 및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및 공소외 박. ‘ 5, 11, 12 ○○

으로부터 압수된 디스켓 노트북컴퓨터의 출력물인 각 문건들이 과연,

위 디스켓 또는 노트북컴퓨터에서 적법하게 출력된 것이지 또 그,

내용이 위 디스켓 등의 파일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심에

이르러 검증 및 감정절차를 통하여 동일성 여부 등이 확인되었으므로

그 증거능력에 관한 의문의 여지는 없게 되었다 공소외 박. ○○

523)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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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압수된 디스켓이 변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고 판시.‘

하였다 대법원은 다만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 ,

사용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313 1…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컴퓨터 디스켓에 수록된

문건들 컴퓨터 디스켓에 대하여 실시한 검증 결과는 단지 디스켓에(

수록된 문건의 내용이 출력물에 기재된 것과 같다는 것에 불과하여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컴퓨터 디스켓에 보관된 문건의

내용이다)에 대하여는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컴퓨터.

디스켓에 수록된 문건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를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쓴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적표현물을 컴퓨터( ,

디스켓에 저장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러한 내용의

문건의 존재 그 자체가 직접 증거로 되는 경우이므로 적법한 검증

절차를 거친 이상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에 관하여는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고 판시하였다).’ .

제 자의 디스켓에 저장된 복제본 전자문서7) 3 ( )5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송 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

집단의 지도조직인 노동당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위 사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로 최 가, ○○

독일에서 북한 공작원 김 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로부터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우리나라에 귀국하면서 국가정보원에 제출한 디스켓

및 그로부터 출력한 출력물을 제출하였다 심 법원은 검사는 독일. 1 ‘

베를린시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 소속 북한 공작원인 김 이 작성한○○

대북보고문이 저장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디스켓 및 그

출력문서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

524) 소외 재독학자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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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 중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것 이하 이를 이( '

사건 각 대북보고문 이라 한다 의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 ,

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 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6 ,○○ … …

최 은 그 무렵 김 의 위 펜티엄컴퓨터의 저장장치 하드디스크 에( )○○ ○○

백업화일 로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대북보고문을 발견하고(*.BAK)

이를 이 사건 디스켓 중 개에 복사하였던 사실 그 후 최 은1 , 1997.○○

말경 김 이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김 에게12. ○○ ○○

컴퓨터를 교환하자고 제의하여 김 로부터 자신의 컴퓨터를286○○

돌려받아 또다시 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백업화일 로286 (*.BAK)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대북보고문을 이 사건 디스켓 중 다른

개에 복사한 사실 위 각 대북보고문의 작성자는 김 인 사실을1 … ○○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증인 이 의. ,… ○○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최 이 이 사건 디스켓을 가지고, ○○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자 김 은 이에 따른 문책을1998. 10. 18. , ○○

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경 미국으로 망명하였고 미국의1999. 1. ,

관계기관은 김 이 정치적 망명자의 신분임을 감안하여 신변보호를○○

위하여 주거 및 직업 등 일체를 비밀로 취급하고 있으며 본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디스켓에 들어있는 각 대북보고문은 형사소송법,

제 조에 정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314 ,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고 판시하였다 위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

것은 최 로부터 압수한 디스켓과 그 디스켓에 저장된 복제본○○

으로부터 출력한 문건들이었다 따라서 검사로서는 원칙적으로 위. ,

출력한 문건들의 내용이 복제본의 내용과 동일하고 다시 그 복제,

파일의 내용이 작성자 김 가 소지하고 있는 원본 파일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밝혀진 바와. ,

같이 김 는 이미 미국으로 망명하여 그 소재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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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심 법원은 디스켓 저장 문서와 출력물의 동일성에 대해. 1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거시한 증거란에 법원의 검증조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디스켓에 저장된 문서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 심 법원은 이러한 검증 절차를 복제본과, 1

출력물의 동일성을 인정한 다음 위 최 의 증언 등을 근거로, ○○

원본이 존재하였고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으며, ,

원본으로부터 위 복제본이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은 그 근거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은 채 심 법원의. 1

결론대로 위 디스켓에 저장된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심. 2

판결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525)의 판시

내용 중 위 디스켓으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의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업무기록의 출력물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가 운영하는 인터넷2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여성에게 성매수 대가로 만23

원을 지불하고 회 성교하여 성매수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위 공소1 ,

사실에 대한 증거로 상대 남성 피고인과 다른 성매수자들 의 아이디와( )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이 적힌 문건이 저장된 성매매 업소의

메모리카드 출력물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에 대한.

메모리카드 출력물은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다른 성매수자들에,

대한 메모리카드 출력물은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심 법원은. 1

검사가 제출한 메모리카드 출력물에 관하여 그 증거능력을 문제삼지

않고 다만 위 증거들 및 공소외 의 증언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 , 2

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 없고 검사가 제출한 메모리,

카드 출력물에 관하여는 성매매 여성들이 남성들과 채팅으로 성매매,

525) 대법원 선고 도 전원합의체 판결2008. 4. 17. 2004 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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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 흥정한 채 실제 성매매까지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도 그 남성의

인상 및 성매매조건 등을 입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메모리카드,

출력물 및 그 외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

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항소심은 공소외, .’

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메모리카드 및 그 출력물이 작성되는 경위에3

관하여 추가 심리를 진행한 후 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1

하였다 대법원은. 526) 원심은 우선 피고인에 관한 메모리카드의 출력물을‘

유죄의 증거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메모리카드의 출처와

그 기록의 주체 경위 위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내용 및 그 진위 등에, ,

관한 공소외 의 각 증언2, 3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진술기재를

유죄의 증거로 삼고 있음이 명백한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메모리카드에 기재된 내용은,

공소외 가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2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를 전후하여 상대 남성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또는 공소외 가2

고용한 또 다른 여직원이 입력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호 소정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된315 2

통상문서로서 그 자체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그 내용에 관한 공소외 의 각 증언 및 피의자신문조서상의, 2, 3

진술기재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공소외 등. , 1

명에 관한38 메모리카드 출력물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위 사건의 심 법원과 항소심에서 메모리카드에 대한. 1

검증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메모리카드 출력물은 항소심 법원에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되지 않았고 다른 성매수자들에 대한 메모리카드 출력물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기 때문이다.

526)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7. 7. 26. 2007 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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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동일성 무결성6 (identification), (integrity)

동일성1.

동일성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 번째 의미는 증거의 진정성과.

관련되어 있다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조는 진정성 또는 동일성이라는. 901

제목 하에 증거의 전제요건으로서 진정성 또는 동일성 은 법정에‘ ’

제출된 증거가 바로 거증자가 주장한 그 증거 법정에 제출된 증거( =

거증자가 주장한 증거 라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527) 위 관점에서 보면 진정성은 동일성의 한 측면을

나타낸다. 동일성은 증거의 원본성과 관련되어 정의되기도 한다 이. 러한

의미의 동일성이라 함은 디지털 증거의 원본이 아닌 복제본 또는

출력물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그 원본과 복제본 출력물이 동일한 것을,

전제로 그 복제본이나 출력물을 원본 대신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의미한다.528)

이렇듯 동일성의 원칙은 진정성의 개념과 동일하게 쓰이거나 또는

원본성의 구성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과

원본성을 다룰 때 함께 검토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도 진정성과 원본성.

527) Rule 901. Requirement of Authentication or Identification

(a) General provision. The requirement of authentication or identification as a condition precedent—

to admissibility is satisfied by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a finding that the matter in

question is what its proponent claims.

528)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디지털포렌식 매뉴얼 쪽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은 원본 대신에, , 2008. 3. 5 ‘

사본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 원본과 사본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제이다 대용량 또는 다중.

사용자 시스템의 경우 원 저장매체를 압수하게 되면 시스템 운영이 중단되어 범죄행와 상관없이 많은

피해를 야기하게 되므로 대부분 원 매체에 있는 증거를 이동성과 휴대성이 있는 다른 저장매체에 복사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동시켜 수집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본 증거의 원본과의 동일성이 문제가 된다, .

동일성 확보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디스크 이미징 기술과 해싱 알고리즘이 이용된다 앞서 본 여러.’ ;

판례들에서 이러한 관점의 동일성 원칙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은 이미 확인하였다 예컨대. , 대법원 2008.

선고 도 판결11. 13. 2006 2556 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2005. 12. 30.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 제 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7812 ) 65 1 3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검사가 위 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사는 휴대전화기 이용자가. ,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고 판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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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부분에서 동일성 문제를 충분히 다루었다고 보고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무결성2.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문제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문제가 논의된다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이라 함은 디지털. ,

증거가 다른 증거와 달리 변경 훼손이 아주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최초 저장된 매체에서 법정에 제출되기까지 변경이나 훼손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529) 이는 앞에서 다룬 진정성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항이다 다만 진정성의 문제는 특정인의 행위의.

결과가 정확히 표현되도록 만들어졌는지 즉 최초 생성 성립 과정의, , ( )

순수성을 주로 다루고 그 이후 자료의 저장수집보존제출 과정에서, ․ ․ ․
결과적으로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를 다루는 문제임에 반해

무결성의 문제는 증거 처리의 전반적 과정의 순수성을 다루는 것으로서

주로 증거 또는 증거가 될 디지털 정보의 처리나 관리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 ,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은 결과적인 측면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도구 및 수사관의 신뢰성이 담보. ,

되지 않고서는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

무결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 또는 분석은 그 도구

및 수사관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은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은 디지털 증거 처리의.

전반적 과정에서 제기되는 순수성의 문제를 다루므로 엄밀히 말한다면,

형사소송에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은 수사기관에 의한 디지털 증거

수집 이전의 절차에도 관계되는 문제이다.530)531) 그러나 수사기관이,

529)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 , 2006. 217 ;

임종인 조규형 전현욱 박은엽 외국판례에 나타난 디지털증거 수집 분석 보존 과정에서의 무결성, , , , ⋅ ⋅
논란에 비추어 본 디지털 증거의 활용방안 대검찰청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쪽 탁희성, , 2006. 6. 140 ; ,․
이상진 디지털증거분석도구에의한증거수집절차및증거능력확보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2006.

530)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 , 2006.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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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조규형 전현욱 박은엽 외국판례에 나타난 디지털증거 수집 분석 보존 과정에서의 무결성 논란에, , , , ⋅ ⋅
비추어 본 디지털 증거의 활용방안 대검찰청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쪽, , 2006. 6. 140 ; US DOJ NIJ, Digital․
Evidence in the Courtroom-A Guide For Law Enforcement and Prosecutors, 2007. 1.<http://www.ncjrs.

gov/pdffiles1/nij/211314.pdf 쪽 쪽> 15 ~ 16 ‘In some cases, digital evidence may have been intentionally

or unwittingly altered before it was secured by law enforcement. This is particularly likely in crimes

discovered and investigated by a victim before the victim involves law enforcement. Evidence turned

over to the prosecuting authorities for examination ultimately may not be useful without establishing the

authenticity and chain of custody of the evidence. Both for purposes of admissibility and persuasive…

value of digital evidence, the prosecutor must show in court that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media is a true and accurate representation of the data originally contained in the media, irrespective

of whether the acquisition was done entirely by law enforcement or in part or entirely by a civilian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은 법집행기관에 의한 증거 수집 이전의 절차에도 문제가witness or victim.’ ; ,

될 수 있다 디지털 증거는 법집행기관에 의해 수집되기 전에는 대부분 시스템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므로. ,

해당 데이터가 시스템 관리자 등에 의해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인 가운데서 삭제되거나 변경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 예를 들어 특정 시스템이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받아 마비되었는데 시스템 관리자가. , ,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 이전에 그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하여 시스템 로그나 환경파일의 설정상태 그,

밖의 관련된 파일들을 살펴보고 변형하고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면 최초 해킹,

범죄로 인해 생성되어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었던 많은 데이터들에 대한 진정성과 아울러 무결성이

도전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531) STATE OF FLORIDA v. ROGER DOLAN, CASE NO. 97-3407(Florida App, July 21, 1999) ‘On the day

of the crime, the lingerie shop had operating surveillance cameras at its front and rear entrances

which recorded on videotape, and which videotaped the perpetrator. The shop owner testified as to

the placement of the cameras, their operation, and the loading of the tape. The police secured the

tape immediately after the incident. A proper chain of custody was established for the videotape

and it was properly admitted. As typical of security camera videotapes, the picture quality was poor.

However, a view of the tape and the testimony, established that the perpetrator's physical

characteristics were discernable. The Fort Lauderdale police sent the tape to a video laboratory for

forensic video analysis. The process, which was the subject of detailed step-by-step testimony by

the forensic video analyst at trial, resulted in a computer-enhanced image which was "bigger,

brighter, and better." The process began with identifying the best video recording machine for

playback, playing the tape on that machine, and transferring the image electronically to computer as

a digital image. Digital images are composed of millions of tiny dots, referred to as "pixels". Next,

the most relevant frames of the video images were selected, and computer software used to add,

enlarge, darken or lighten pixels in the now-digitized picture in order to clarify and focus the image.

Once each image was computer-enhanced, still prints were made. These prints were admitted into

evidence at trial. The forensic video analyst testified that the still prints were a fair and accurate

representation of what was on the videotape. The analyst's testimony established that she did not

edit the image, and that the pictures contained only the images which were originally on the

videotape. The analyst was subjected to cross-examination on the process. The jury had the original

videotape for comparison of the tape with the prints, as well as the explanation of the process for

its consideration. The defense objected on authenticity grounds, arguing that the state failed to

establish the prints to be a fair and accurate representation of the incident. There are two methods

of authenticating photographic evidence. The "pictorial testimony" method requires the testimony of a

witness to establish that, based upon personal knowledge, the photographs on tape fairly and

accurately reflected the events or scene. The second method is the "silent witness" method, which

provides that the evidence may be admitted upon proof of the reliability of the process which

produced the tape or photo. Dolan argues that the state failed to adduce evidence that the…

enhanced stills were fair and accurate reprints of the scene, or of the perpetrator. Dolan's argument

misses the real question, which is whether the computer stills are verified as reliable representations

of images recorded on the original videotape. 3 C. Scott, Photographic Evidence §1295 (2d ed.

1969 & Supp. 1994). The videotape in this case was properly admitted under the silent witness

theory. Testimony established the location of and operation of the videotaping mechanism. 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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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디지털 데이터를 증거로 수집하기 전에는 사실 상 그 데이터에

대한 지배 관리 가능성을 생각할 수 없으므로 실제 수사실무에 있어,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문제는 주로 증거 수집 이후의 절차에 집중

된다.532)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디지털,

the tape was properly admitted, the next question is whether the computer-enhanced still prints

reflect distorted or altered images on the videotape; in essence, the same analysis which applies to

photographic enlargements or blow-ups. Other jurisdictions addressing this issue have permitted the

enhancements of computer enhanced videotape into evidence. In both cases, as in Mr. Dolan's…

case, the jury had the original videotape available for comparison purposes. Admission of

photographic evidence is an exercise of the trial court's discretion, and its decision will not be

overturned without a showing of abuse. The state established that the original videotape…

accurately reflected the store through the shop owner. Where there is testimony as to the nature of

the store's video security system, the placement of the film in the camera, how the camera worked,

the circumstances of removal of the tape and chain of possession of the tape, such testimony is

sufficient authentication of the tape. See Wagner. Once the tape is authenticated and the forensic

analyst explains the computer enhancement process and establishes that the images were not

altered or edited, then the computer enhancements become admissible as a fair and accurate

replicate of what is on the tape, provided the original tape is in evidence for comparison. The

weight accorded to those computer-enhanced prints is determined by the jury. A jury possesses

sufficient common sense to compare the images.’

532) 길연희 은성경 홍도원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확보 방안 디지털 포렌식 연구 창간호 경찰청 사이버, , , , ,

테러대응센터 쪽 무결성이란 범죄 현장에서 관련된 디지털 저장매체를 수집한 이후로, 2007. 11. 149 ‘

내부에 저장된 디지털 데이터가 법정에 제출되기까지 변경이나 훼손없이 보호되었다는 것을 말하며 ...’ ;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디지털포렌식 매뉴얼 쪽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은 증거를 수집한, , 2008. 3. 5 ‘

이후에 증거를 분석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위변조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제이다 아래 대검찰청 예규도 참조.’ ;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대검예규 호[ ( 438 2008. 12. 17.)]

제 조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2 ( )

디지털기기를 압수수색검증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수집분석할 때에는 디지털기기 또는 디지털 자료를․ ․ ․
수집한 때로부터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때까지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절차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조 디지털기기의 운반 및 보관3 ( )

디지털 자료가 저장된 디지털기기를 운반 또는 보관할 경우에는 정전기차단 충격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기기 등이 파손되거나 저장된 디지털 자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조 압수수색 시 유의사항10 ( )․
디지털기기를 압수수색검증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수집할 경우에는 대상 정보처리시스템으로부터① ․ ․
사용자를 격리하여 시스템 강제종료 등 임의적인 조작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압수수색검증 대상 정보처리시스템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압수수색대상자가 네트워크로 접속② ․ ․ ․
하여 저장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네트워크 연결 케이블을 차단하여야 한다.

디지털기기를 압수수색검증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수집할 경우에는 대상 정보처리시스템내의 링크③ ․ ․
파일의 등록정보를 확인하는 등으로 휴대용 디지털 저장매체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용 흔적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기기의 식별 값 을 특정하고 이를 압수할 수 있도록(Volume serial Number)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디지털기기를 압수수색검증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는 현장에서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쓰기④ ․ ․
방지장치를 사용하는 등으로 그 자료가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디지털기기를 압수수색검증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는 현장에서는 정보처리시스템이나 프린터기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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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무결성이라 함은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한 이후에

그 증거를 분석보관처리제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행위가․ ․ ․
개입되는데 이 경우 각 행위 시마다 원본 데이터의 무결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절차적 보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533)

등의 임시 메모리 에 기록된 디지털 자료에 대하여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RAM, Cache Memory)

메모리 덤프 등의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수집하여야 한다(dump) .

수사목적 상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자를 특정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⑥

마우스 키보드 등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등 다른 수사방법으로 조치를 취한 후 정보처리시스템을,

압수수색검증 하여야 한다.․ ․
제 조 압수물의 관리 및 인수인계11 ( )

압수한 디지털기기 등은 각 품목별로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이를 인수인계할 경우에는 별지5 ,

제 호의 서식에 따라 인수인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6 .

제 조 디지털포렌식수사관에 의한 분석12 ( )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분석은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디지털. ,

포렌식수사관의 도움을 받아 대검찰청에서 실시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실무교육을 받은 직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 조 분석방법13 ( )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분석은 분석에 적합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①

하여야 한다.

수집된 디지털 자료를 분석할 경우에는 사본을 작성하여 그 사본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사본을. ,②

만들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본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원본이 변경 훼손되지, ,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및 원본의 변경여부 등을 분석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항의 사본을 작성할 때에는 보존용 사본이하 보존사본이라 한다 과 분석용 사본이하 분석2 ( ‘ ’ .) ( ‘③

사본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야 하며 해시 값과 그 생성시간을 분석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 .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디지털 자료를 분석할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분석 내역서를 작성하여(DB) ‘ ’④

분석에 이용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칼럼이름 및 용도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 ,

분석과정에서 작성된 질의어 프로시저 등에 대한 상세(SQL), (PLSQL Procedure, Stored Procedure )

설명을 소스 코드 와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Source Code) .

수집된 디지털 자료를 분석할 경우에는 분석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객관성 유지에 필요한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조 디지털 자료의 보존15 ( )

디지털수사담당관 또는 각 지방 디지털포렌식팀 지휘 검사이하 디지털수사담당관 등이라고 한다 는( ‘ ’ .)①

제 조 제 항의 보존사본과 제 조 제 항의 분석과정에서 획득하거나 생성된 자료를 항온항습 및13 3 14 2

무정전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 항의 보존사본과 분석과정에서 획득하거나 생성된 자료는 기록폐기 시까지 보존하는 것을1②

원칙으로 한다 다만 디지털수사담당관 등이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자료는 기록폐기전이라도. ,

이를 폐기할 수 있다.

533)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디지털포렌식 매뉴얼 쪽 수사실무 상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 2008. 3. 5 '

일반적으로 증거물에 대한 쓰기방지 기술을 적용하고 원본 대신 사본을 작성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 ,

증거물을 운반하거나 보관할 때에는 충격방지와 자기장 전자파 차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증거담당자 목록을/ ,

문서화함으로써 보관의 연속성 을 유지해야 한다(chain of custody) .' ; 김윤희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및 분석 실무 매뉴얼 대검찰청 쪽, , 2009. 43 ‘현재 국내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진정성을( )

증명하기 위하여 하드디스크 등의 저장매체를 압수한 다음 피의자의 서(1) 명을 받아 봉인하고 서명, (2) ,

봉인과정을 비디오카메라로 녹화하며 피의자가 입회한 가운데 봉인을, (3) 풀고 통합 포렌식 프로그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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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결성은 위와 같이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갖추어 법정에 제출될

때까지 모든 절차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증거법 상 다른

원칙들의 기초를 이룬다 반면 무결성 그 자체가 증거법의 전면으로. ,

등장하는 경우는 드물다 즉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제출 절차에. , , ,

관하여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디지털 증거가 원본으로서의 진정성

또는 복제본으로서의 동일성을 의심받게 되고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그 신뢰성을 의심받게 되는 것이지 무결성 그 자체가 증거법적으로

독자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무결성 훼손 그 자체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사례를 찾기 힘든 경우도 이 때문이다.534)535)536)537)

‘Enc 를 이용하여 압수한 저장매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후 별ase' 도의 저장장치에 이미지

파일을 저장한 다음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복구 등의 분석작업을 실시하며, , 쓰기방지장치(4) (Fast

를 압수한 저장매체에 연결한 상태에서 이미지 파일 생성작업을 실시하고 이block) , 미지 파일에 대한

해쉬 값을(Hash) 계산하여 피의자로 하여금 해쉬값이 기재된 서면에 서명 날인케 하고 피의자가 재판, , (5)

과정에서 무결성을 부정하는 경우 압수한 저장장치의 해쉬값과 이미지 파일의 해쉬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법원에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신용태 외 명 디지털증거의 무결성 유지를 위한 절차와 시설에 관한.’ ; 6 ,

연구 대검찰청숭실대학교 쪽은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래 그림과, , 2006. 6. 101․
같이 수사기관 및 법원으로부터 독립적인 제 의 인증기관을 두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제기3 ,

되는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에 관한 논란을 해결할 만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 ,

나라에서 위 모델은 채택되지 않고 있다 아래 그림은 위 논문 쪽에 있는 그림을 옮긴 것이다. 101 .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획득 과정[ ]

534) 현재 우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 수집되는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특히 압수 이후은 거의( , )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절차 또는 관행은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이 도전받았던 과거의.

사례들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수집 방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는 판례.

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아래 년 년 년의 개 판례를 살펴보자. 1999 , 2003 , 200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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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이 최초로 강력하게 다투어진 사건은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이다 위 사건의 내용은‘ ’ .

앞서 수회에 걸쳐 살펴본 바와 같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당시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항소심 법원. (① 부산고등법원 선고 노 판결1999. 5. 12. 99 122 은 압수된 디스켓의) ‘

경우 그 자체가 증거물이 아니라 디스켓에 수록된 내용이 증거가 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것은 여전히

증거물이지 증거서류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박 으로부터 디스켓을 압수할 당시 그 속에 저장되어, ○○

있는 파일명 생성일시 용량 등을 확인시킨 후 봉함을 하거나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도, , ,

우선 그 디스켓을 봉함하여 피압수자의 확인을 받은 후 동인의 입회 하에 봉함을 뜯어 디스켓의 내용을

동인에게 확인시키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압수물에 대한 위조 또는 변조의 의심을 배제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위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당시 위와 같은 절차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디스켓,

등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사진촬영을 한 후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위 압수목록 말미에 피압수자의 서명, ,

무인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당원 노 사건의 검증조서 사본의 기재에. 99 123

의하면 박 으로부터 압수된 디스켓에 수록된 파일 중에는 자동저장파일확장자가 인 파일이, ( .asv )○○

수록된 것이 있는바 이는 그 생성일자가 위 박 이 체포된 날 이후일 뿐만 아니라 자동저장파일의, ○○

용량이 한글문서파일 파일보다 큰 것도 있고 수사기관에서 위 디스켓에 수록된 파일을 출력한(hwp ) ,

문서와 위 디스켓에 수록된 파일을 컴퓨터 화면에 실행한 것이 그 내용은 동일하나 형식이 상이한 것도

있으며 디스켓에 수록된 문서파일의 생성일자가 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전인 년으로, 1980
표시되어 있는 것이 다수 있으며 암호처리된 문서파일확장자가 인 파일은 한글문서파일 파일을, ( .sec ) (hwp )

토대로 작성되었을 것이므로 암호파일의 생성일자는 한글문서파일의 생성일자보다 늦어야 함에도

암호파일의 생성일자가 한글문서파일보다 더 앞선 것이 있으므로 위 디스켓이 압수된 이후에 위조 또는

변조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자동저장파일은 글 프로그램의 사용 중에. ,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경우 작업 중이던 파일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프로그램의 문서 메뉴의 환경설정 항목에서 자동저장을 선택설정해 둔 경우 정전 인위적인 전원 차단, ,․
시스템의 다운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생성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자동저장파일이 생성되어 있다 하여 수사기관에서 위 디스켓들을 압수하여 이를 출력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추가를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오히려 조작하였다면 자동저장파일을(

삭제하였을 것이다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글문서는 줄 간격이나 글자간격 문단의 모양 활자의 모양), , , ,
크기 출력될 용지의 종류 크기 여백 등을 조정함에 따라 문서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문서의, , ,

내용이 변함이 없는 이상 편철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조정함으로써 출력된 문서와 디스켓에 수록된 문서의

형식이 다르다고 하여 이를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글 프로그램에서 생성되는 프로그램의. , 
크기용량는 그 환경설정이나 프로그램의 버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자동저장파일의 크기가 글( ) , 
문서파일보다 크다고 하여 그 내용이 추가되거나 수정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위 디스켓에 수록된. ,

일부 파일은 그 작성일자가 년연도의 앞 부분 두 자리 는 생략됨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80 ( ‘19’ ) ,

암호파일 파일의 작성일자가 그 암호를 푼 글문서파일 파일의 작성일자보다 앞선 날짜로 되어(sec ) (hwp )
있는 점에 관하여 컴퓨터시스템의 입력일자의 변경 등에 따라 파일생성일자의 임의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는 파일들이 압수된 후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박 으로부터 압수한 디스켓 및 그 출력물은 그 중 적법한 검증 감정을 거친 부분에 한하여는 그,○○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 (②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9. 9. 3. 99 2317 은)

피고인들은 위 컴퓨터 디스켓의 압수방법이 위법하다는 것이나 컴퓨터 디스켓을 압수함에 있어 위조’ , ,

변조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압수방법의 적정여부에 관한 것일 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반드시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밖에 위 컴퓨터 디스켓이 당초의 압수된 상태에서 조작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다.’ .

536) 이번에는 년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편지에 적어 피해자의 직장에2003 .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컴퓨터의.

저장장치에서 복구된 주소록 파일피고인이 보냈다는 편지들의 수신처들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 결정적인( .)

증거로 제시되었는데 심 공판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복구된 주소록 파일의 생성일자가 컴퓨터 압수일자, 1 ,

이후로 저장되어 있었다 검사는 위 주소록 파일의 실제 생성일자가 언제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감정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사건에서 경찰은 이미지가 아닌 원본 저장장치에 대해 직접 검색 및.

복구절차를 적용하면서 쓰기방지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였음에도 심 법원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선고 고단 판결2003. 9. 30. 2002 1064 은 위 복구된)

주소록 파일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심, 2 (창원지방법원 선고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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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판결2003 2194 심 법원), 3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5. 2. 18. 2004 322 에서 피고인의 상소가 기각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판결 확정 후 위 복구된 주소록 파일의 최초 생성일자에 관한 컴퓨터.

전문업체의 감정결과보고서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항고심 법원, (창원지방법원

자 로 결정2005. 12. 9. 2005 108 은 재심 청구를 인용한 심 결정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자) 1 ( 2005. 9. 29.

재고단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 사건의 항소심 법원2005 3 ) , . (① 창원지방법원

선고 노 판결2003. 12. 30. 2003 2194 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 , ,

편지를 발송한 적이 없고 둘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 .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혼자 사용하는 컴퓨터를 압수하여 지워진 문서를 복구한 결과 원심 판시 각

편지가 발송된 곳의 주소록이 발견되었고 그 주소록의 글씨체와 크기가 각 편지에 기재된 주소의 글씨체,

및 크기와 동일하며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문 가 피고인과 결혼하기 전에 피해자와 사귄 사실을, ○○

알고서는 경에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2001. 10. ,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카인 오 이 자신에게 판시 편지를 보여 줘서 비로소 편지 내용을 알게, △△

되었다면서도 판시 편지 내용 속의 피해자가 겁탈하였다는 여직공이 누구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누구라고‘

꼬집어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처인 문 가 산청 제사공장에서 일을 하였고 문 의 공책에서 피해자의○○ ○○

이름이 적혀져 있고 하여 자신의 처인 문 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진술수사기록 제 쪽을 하였는바 그’ ( 55 ) ,○○

편지 내용을 스스로 작성하거나 혹은 잘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편지 내용 속의 여직공이 자신의

처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수긍할 수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판시 편지의 내용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게 된,

명예훼손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경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 , ,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코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항소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대법원 선고 도 판결은 원심이 유지한.‘ , ( 2005. 2. 18. 2004 322 ) ’②

제 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경과 경1 , 2001. 10. 28. 10:00 2002. 3.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농협 상봉동지소 등에 진주 서부농협 대안동지점장 오 이란 어떤 인물인가 또는‘ ’○○

농협중앙회 서진주지점장 오 이란 어떤 인물인가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편지들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오 의 명예를 각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다 재심청구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 재심대상판결의 증거의 요지로 거시된 증거 중 증거자료. ’ ‘(③

확보에 대한 수사보고는 압수된 재심청구인 소유의 컴퓨터에서 재심청구인이 위 편지를 발송한 대상지로) ’

보이는 주소록 파일을 복구확보하였다는 취지인데 재심청구인이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후,․
재심청구인 소유의 컴퓨터를 환부받아 컴퓨터데이터 복구 전문업체인 제이엔아이인터내셔널 주식회사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에 지워져 있는 파일에 대한 감정을 맡긴 결과 이 사건 주소록파일이 2002. 5. 7.

최초로 생성되었다는 감정보고서를 받았는바 위 감정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주소록파일은,

위 컴퓨터가 경찰에 압수된 이후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는 곧 피고인이 재심2002. 4. 11. ,

대상판결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지를 위 주소록에 있는 주소지로 발송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감정보고서는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420 5

명백한 증거이자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항고심 법원.‘ ,

(창원지방법원 자 로 결정2005. 12. 9. 2005 108 은 재심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 2003. 9. 30.

고단 호 명예훼손사건으로 경 및 경 피해자 오 의 명예를 훼손하는2002 1064 ‘2001. 10. 28. 2002. 3. ○○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농협 진주시 상봉동지점 도동지점 등 여러 곳에 발송하여 오 의 명예를, ○○

훼손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징역 월 집행유예 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8 , 2 ( ‘ ’ ),

이에 재심청구인이 항소하여 창원지방법원 노 호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2003. 12. 30. 2003 2194

받았으며 다시 재심청구인이 상고하여 대법원 도 호 사건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2005. 2. 18. 2004 322

선고받음으로써 같은 날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고 재심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 2005. 7. 6.

지원에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무릇 형사소송법 제 조. 420…

제 호에서 말하는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5 “ ”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고 하여도 제출 또는 심문이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자 모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은 이 사건( 1986. 3. 13. 85 36 ). ,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소송절차에서 경찰에서 재심청구인의 컴퓨터를 압수하여 지워진 한글 파일을

복구한 결과 나온 것이라고 제시하는 위 주소록에 대하여 자신이 위 컴퓨터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검찰은 위 절차의 제 심 소송 도중 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복구하여 분석한 후 쟁점이 되고, 1

있는 이 사건 주소록파일에 대한 최종작업일자가 경으로 확인되었으나 최초생성일자를2002. 5. 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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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재심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재심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서에서 위, ‘

컴퓨터에 이 사건 주소록파일이 입력된 시기 입력된 방법 등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받고자 한다라고, ’

기재하였지만 그 이후 어떠한 감정신청도 하지 아니한 채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에 따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재심청구인이 이 사건 재심청구시에 제출한 위 감정보고서는 그 자체로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새로운 것일지 몰라도 그 보고서의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주소록파일의 최초생성일자가 언제인지 여부는그 주소록 파일이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이( )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위 컴퓨터에 대하여 적어도 재심청구인이 위 회사에 의뢰한 바와 같은

감정절차만 거쳤더라면 그 때 밝혀진 사실로써 충분히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재심청구인은,

감정을 해서라도 밝혀내겠다고 하면서도 감정신청 등 적절한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소송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점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면 재심청구인이 내세우는 감정보고서는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제출 또는 심문이 불가능하였던

증거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에 해당한다고 볼, “ ”

수 없으므로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 사건 재심청구가 형사소송법 제 조, . 420

제 호 소정의 재심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인용한 잘못이5

있다 라고 판시하였다.‘ .

537) 다음은 년 발생한 소위 일심회 사건이다 위 사건의 내용은 앞서 수회에 걸쳐 살펴보았다 이 시점에2006 ‘ ’ . .

이르러 우리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는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거의 완벽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대법원 선고 도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국가. ( 2007. 12. 13. 2007 7257 ) . ‘

정보원에서 피고인들 혹은 가족 직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원심 판시 각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한 다음,

입회자의 서명을 받아 봉인하였고 국가정보원에서 각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조사할 때,

피고인들 입회 하에 피고인들의 서명무인을 받아 봉인 상태 확인 봉인 해제 재봉인하였으며 이러한 전, , ,

과정을 모두 녹화한 사실 각 디지털 저장매체가 봉인된 상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된 후,

피고인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봉인을 풀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미징 작업을

하였는데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의 해쉬 값과 이미징 작업을 통해 생성된 파일의 해쉬 값이 동일한, (Hash)

사실 제 심 법원은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검증을 실시하여 이미징 작업을 통해, 1 ,

생성된 파일의 내용과 출력된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출력된 문건은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되었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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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 론4

디지털 정보화 시대로의 진입으로 디지털 증거의 활용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판중심주의적 재판 절차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전면 도입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고 일반 국민들의,

재판 참여를 허용하는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형사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판.

환경에서 디지털 증거의 고유한 특성 즉 매체독립성 비가시성 비가독성, , , , ,

무한복제성 원본 및 사본의 구별 곤란 취약성 대량성 전문성( ), , , , 익명성,

초국경성 등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쟁점을 미리 점검해 보고자 한 것이 본 연구논문의 목적이다.

본 연구논문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관련성 신뢰성, ,

진정성 원본성 동일성 무결성의 원칙들을 다루고 있는데 증거법 상, , , ,

이러한 원칙들이 비단 디지털 증거에만 적용되는 아니지만 디지털,

증거의 고유한 특성들로 인해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을 때 그

관련성 신뢰성 진정성 원본성 동일성 무결성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 , , ,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위 원칙들은 대부분 미국.

연방증거규칙 또는 판례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 원칙들이지만

우리 증거법에서는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

우리나라 소송에서도 간간히 위 원칙들은 다루어져 왔다 검토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관련성 원칙이란 요증사실의 존부를. ①

판단함에 있어 최소한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요구하는 원칙으로서,

요증사실을 적접적으로 증명하는 직접증거 보다는 별도의 추론 절차를

필요로 하는 간접증거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사실적 관련성 이‘ ’ 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고 법정에 제출되는 디, 지털 증거의 대부분이 간접

증거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디지털 증거의 관련성 원칙을 검토해

보았다 미국 연방증거규칙에 의하면 관련성의 원칙은 우선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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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사실적 또는 논리적으로 요증사실의 존부와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만 한편 사실적 또는 논리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

불공정한 편견의 방지라는 관점에서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법적 관련성 이라는, ‘ ’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신뢰성의 원칙이란 과학적 증거에 해당하는. ②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된 과학적

이론 또는 기술이 유효하고 그 이론 또는 기술이 개별 사건에 정확히 적용,

되었을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미국 법원은 디지털 증거를 비롯한.

각종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신뢰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신뢰성을 판단하는 주된 기준은 판결이라고 불리는, Daubert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제시된 이다Daubert Test . 우리나라

대법원은 년 말부터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해 신1970 뢰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정해 오고 있으며 디지털, 증거가

제출된 최근 몇 개의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 도구 및 분석관의 신뢰성이

다퉈진 적도 있다 진정성의 원칙이란 법정에 실제. ③ 제출된 증거가

거증자가 주장하고 있는 그 증거와 동일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이러한 관점이라면 진정성의 원칙은 결국 동일성의 원칙과 같은 개념이다.

미국 연방증거규칙은 소송 형태나 증거의 종류를 불문하고 제출된 모든

증거에 대해 진정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많은 법원들도 위

원칙을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고 있지만 우리 법이나 판례는,

거의 대부분 서증으로 제출된 문서의 진정성립 위주로 진정성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다만 우리 증거법에 진정성의 원칙에 관한 명문의. ,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 중에는 서증 이외의 증거에 대해

서도 그 진정성을 증거능력의 판단 기준으로 삼은 사례가 있음을 보았다.

디지털 증거는 전통적인 증거와 달리 매체독립성, 비가시성 비가독성, ,

취약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 들은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주된 이유가 된다 따라서. ,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법적 기술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원본성의, . ④

원칙이란 미국 증거법의 최량증거법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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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원본이 제출되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증거의 의미나.

형상은 요증사실의 존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므로 원본이 사본 보다

증거가치가 더 높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는,

아무런 손실 없이 원본 증거로부터 사본 증거를 복제해 낼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원본성의 원칙은 수정될 수 밖에 없다.

미국 연방증거규칙은 복제된 디지털 증거 또는 출력물이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 이를 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취급

하고 있다 우리 법제는 미국 연방증거규칙의. 위와 같은 규정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우리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 제출된

몇 개의 사례에서 디지털 증거의 복제본이나 출력물이 원본 대용의

증거로 허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이 디지털 증거 등 새로운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을 규정하면서 원본성의 원칙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고 있다 동일성의 원칙은 진정성의 원칙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 ⑤

되는 경우도 있고 원본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원본과 사본 사이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무결성의 원칙이란 디지털 증. 거의

생성시점 이후부터 법정 제출에 이르기까지 변경 또는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동일성 또는 무결성의 원칙은 디지털. 증거가

증거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실무 상 앞서 본 증거

법칙들의 판단에 흡수되어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증거능력에 관한 명문의 증거법칙으로 자백배제

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 ,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증거법칙들의 높은 벽을

넘어서야 한다 그러나 관련성 신뢰성 진정성 원본성 동일성 무결성의. , , , , , ,

원칙은 위 명문의 증거법칙들 이전에 모든 증거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전제요건들이다 즉 관련성 신뢰성 진정성 원본성 동일성 무결성의. , , , , , ,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디지털 증거는 굳이 위 명문의 증거법칙들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미국과 달리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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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송 실무에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으로서 관련성,

신뢰성 진, 정성 원본성 동일성 무결성의 원칙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 ,

있지는 않지만 이미 몇몇 사안에서 등장하였듯이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은 언제든지 위 원칙들에 의해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증거법에 의해 위 원칙들이 상세히 정비된다면 실무가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러한 호의적인 상황을 지금 당장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실무가들이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쟁점들을 이해

하는데 이 연구논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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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희기 컴퓨터범죄의 특성과 수사증거조사절차상의 특성 고시, ,

연구, 2004. 7.

심희기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증거능력 과 신빙성 증명력 에, ( ) ( )○

관한 판례의 동향 고시계, , 1999. 12.

○ 심희기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과 신빙성 형사법연구 호 한국, , 12 ,

형사법학회, 1999.

안병걸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검토 비교사법, , , 2004○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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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두 형사절차상 컴퓨터관련 증거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997

○ 오원근 영국의 전자증거 및 컴퓨터포렌직 법무연수원 해외, ,

연수검사논문집, 2008.

◌ 원혜욱 컴퓨터관련 증거의 증거조사와 증거능력 수사연구, ,

2000. 6.

유병현 민사소송상 전자문서와 증거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 ,○

2002.

이경훈 증거로서의 전자기록 관련 법제정비 방안 모색 한국, ,○

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8.

이규호 미국에 있어 디지털 증거의 증거증력 한국민사소송, ,○

법학회, 2007.

이병주 간접증거에 의한 요증사실의 인정 서울지방법원 서부, (○

지원 고합 치과의사모녀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청주95 228 ),

법률논단 충북법률실무연구회, , 2000.

이수현 인터넷범죄의실태와대응방안 법학논고, , , 2006.○

○ 이완규 진술서의 진정성립과 입증방법 형사판례연구회, , , 07. 6.

○ 이정념, 형사절차상유전자정보의획득및이용에관한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임종인 조규형 전현욱 박은엽 외국판례에 나타난 디지털증거, , , ,

수집 분석 보존 과정에서의 무결성 논란에 비추어 본 디지털⋅ ⋅
증거의 활용방안 대검찰청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2006. 6.․
임종인 경찰의 차세대 디지털 포렌식 기반 구축 방안 연구, ,○

고려대학교 경영공학전문대학원 치안정책연구소, , 20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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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덕 홍동숙 한기준 디지털 포렌식의 기술 동향과 전망, , , ,○

정보화정책 년 겨울호2006

정선주 문서의증거력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 , 2000.○

정익래 홍도원 정교일 디지털 포렌식 기술 및 동향 전자, , , ,○

통신동향분석, 2007. 2.

차동언 공판중심주의확립을위한전문법칙의재정립 동국대학교, ,○

박사학위 논문, 2006.

탁희성 전자증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2004.

미국 논문 연구보고서 매뉴얼, , (ABC )順
○ Advisory Committee Note to FRE(http://www.law.cornell.edu/rules/fre)

EnCase Legal Journal, Guidance software, 2008. 1.○ ®
EnCase Legal Journal, Guidance software, 2004. 4.○ ®

○ Grossman, A. M., No, Don't IM Me-Instant Messaging,

Authentication, and the Best Evidence Rule, GEORGE

MASON LAW REVIEW, Vol.14 No.1, 2006.

○ IOCE, G8 Proposed Principles For The Procedures Relating

To Digital Evidence, 2000.

○ IOCE , G u ide lines for Best Practice in the Forensic

Examination of Digital Technology, 2002.

○ 등Pete r Lym an and H a l R . V a r ian , H OW M UCH

IN FORM AT IO N 2003? , 2003 .

○ Stanley A. Kurzban, Authentication of computer-gen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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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ce in the United States Federal Courts, The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1995.

◌ SWDGE, Proposed Standards for the Exchange of Digital

Evidence, 1999. 10.

○ US DOJ CCIPS, Searching and Seizing Computers and

Obtaining Electronic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s,

2002. 1.

US DOJ NIJ, Electronic Crime Scene Investigation-A Guide○ 　

for First Responders, 2001. 7.

○ US DOJ NIJ, Forensic Examination of Digital Evidence-A

Guide For Law Enforcement, 2004. 4.

US DOJ NIJ, Digital Evidence in the Courtroom-A Guide For○

Law Enforcement and Prosecutors, 2007. 1.

US DOJ NIJ, Electronic Crime Scene Investigation-A Guide○

for First Responders, Second Edition, 2008. 4.

○ W. David Lee, DOCUMENTARY, VOICE IDENTIFICATION

AND “"E-EVIDENCE”"-FOUNDATIONAL REQUIREMENTS,

Superior Court Judges’' Fall Conference, October 23-26, 2007.

한국 판례 법원 선고일자 내림차순( , )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8. 12. 24. 2008 9414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8. 11. 27. 2008 7883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8. 11. 13. 2006 2556○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8. 9. 11. 2007 6706



개정 형사소송법 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 부산지검 박혁수, 09. 7.

- 292 -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8. 5. 15. 2005 7911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8. 4. 24. 2007 11258

○ 대법원 선고 도 전원합의체 판결2008. 4. 17. 2004 4899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8. 3. 27. 2008 225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8. 3. 13. 2007 10804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8. 3. 13 2007 10754

○ 대법원 선고 다 판결2008. 1. 10. 2006 41204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7. 12. 13. 2007 7257

○ 대법원 선고 다 판결2007. 9. 7. 2005 16942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7. 7. 26. 2007 3219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7. 5. 10. 2007 1950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7. 5. 10. 2006 8832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7. 4. 27. 2005 4204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7. 3. 15. 2006 8869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7. 1. 25. 2006 7342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6. 12. 21 2006 2684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6. 11. 23. 2006 5407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6. 10. 27 2006 4659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6. 10. 13. 2004 6084

○ 대법원 선고 다 판결2006. 6. 15. 2006 1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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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5. 12. 23. 2005 2945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5. 9. 9. 2005 2014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5. 8. 25. 2005 3410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5. 6. 24. 2004 8780

○ 대법원 선고 므 판결2005. 6. 10. 2005 365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5. 5. 26. 2005 130

○ 대법원 선고 다 판결2005. 5. 12. 2005 3748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5. 3. 11. 2002 5112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5. 2. 18. 2004 322○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5. 1. 14. 2004 7028

○ 대법원 선고 도 전원합의체 판결2004. 12. 16. 2002 537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4. 12. 9. 2004 5904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4. 9. 13. 2004 3161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4. 7. 22. 2002 4229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4. 7. 9 2004 810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3. 12. 12 2001 606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3. 10. 10 2003 3516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3. 10. 10. 2003 3463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3. 10. 9. 2000 4993○

○ 대법원 선고 다 판결2003. 4. 11. 2001 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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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선고 다 판결2003. 4. 8. 2002 69686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3. 2. 26. 2001 1314

○ 대법원 선고 다 판결2003. 2. 11. 2002 59122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3. 1. 24. 2002 5191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3. 1. 24. 2002 6103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2. 12. 10. 2001 7095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2. 10. 22. 2000 5461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2. 6. 28. 2002 868

○ 대법원 선고 다 판결2002. 2. 5. 2001 72029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2. 1. 8. 2001 1897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2. 8. 23. 2000 329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2. 7. 26. 2001 4947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1. 9. 28. 2001 4091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1. 6. 29. 2001 1049

○ 대법원 선고 다 판결2001. 4. 24. 2001 5654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1. 3. 23. 2000 486○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1. 3. 9. 2000 485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1. 2. 9. 2000 5000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0. 12. 8. 99 3338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0. 7. 7. 2000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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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선고 도 감도 판결2000. 7. 4. 2000 1908, 2000 62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0. 4. 11. 99 334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0. 3. 14. 99 4923

○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0. 2. 25. 99 1252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9. 12. 7. 98 3329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9. 10. 22. 99 3273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9. 9. 3. 99 2317○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9. 9. 3. 99 2318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9. 7. 23. 99 1911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9. 7. 9. 99 1864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8. 11. 13. 96 1783○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9. 4. 13. 98 4022

○ 대법원 선고 다 판결1999. 4. 9. 98 57198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9. 3. 9. 98 3169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9. 2. 9. 98 2074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8. 11. 24. 98 2654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8. 11. 13. 96 1783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8. 2. 10. 97 2919

○ 대법원 선고 다 판결1997. 12. 12. 95 38240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7. 7. 25. 97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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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7. 6. 27. 97 163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7. 6. 13. 97 618

○ 대법원 선고 다 판결1996. 2. 23. 94 31976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6. 1. 26. 95 2526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5. 11. 14. 95 1729

○ 대법원 선고 다 판결1995. 5. 26. 95 12125

○ 대법원 선고 감도 판결1995. 3. 10. 94 69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5. 2. 3 94 3122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5. 1. 24. 94 1949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5. 1. 20. 94 1968

○ 대법원 선고 다 판결1994. 11. 8. 94 31549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4. 9. 13. 94 1335

○ 대법원 선고 다 판결1992. 11. 24. 92 21135

○ 대법원 선고 다 판결1992. 10. 27. 92 22879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2. 7. 24. 92 1148

○ 대법원 선고 다 판결1992. 4. 28. 91 45608

○ 대법원 선고 다 판결1991. 11. 8. 91 26935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1. 10. 22. 91 2174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1. 5. 10. 90 2601

○ 대법원 선고 도 감도 판결1990. 11. 27. 90 2195, 90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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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선고 누 판결1990. 9. 25. 90 3904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88. 11. 22. 88 1523

○ 대법원 선고 누 판결1988. 6. 14. 88 3567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87. 7. 21. 87 968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87. 4. 14. 87 107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87. 1. 20. 86 2395

○ 대법원 선고 누 판결1986. 12. 9. 86 482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86. 11. 25 85 2208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86. 7. 8. 86 893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86. 5. 27. 86 593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85. 9. 24. 85 306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85. 4. 9. 84 2277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84. 3. 13. 84 36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84. 2. 14. 83 3146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84. 1. 24. 83 2813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83. 12. 13. 83 2613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83. 11. 22 82 2087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83. 9. 13. 83 712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83. 2. 8. 82 2940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79. 5. 22. 79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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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79. 1. 17. 77 3636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77. 1. 11. 76 387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76. 11. 23. 76 2938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75. 4. 22. 75 727

○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70. 9. 29. 70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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