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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 5 |

Cory Altheide는 구글의 보안 엔지니어이며 주로 포렌식과 침해사고를 담당하고 있다. 구글 이전에는 

포춘 500 기업, 방위 산업 및 사이버 범죄 예방, 전세계의 은행들의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된 정보 보안 

컨설턴팅 회사인 MANDIANT에서 일했다. 그는 MANDIANT 사의 최고위 컨설턴트로써 다양한 고객

을 위해 수많은 침해사고를 처리했으며 일반 회사와 법 집행 기관을 위한 훈련을 개발하고 교육하기도 

했다.

또한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NNSA)의 Information Assurance Response Center(IARC)

에서 수석 네트워크 포렌식 전문가로 일했다.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잠재적으로 위험한 코드를 분석하

고 미 에너지국(Department of Energy) 시설물의 무선 평가를 수행했으며 새로운 포렌식 기술을 연구하

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국 지국을 위해 실습 가능한 포렌식 훈련을 개발하여 제공했고 

Southern Nevada Cyber Crimes Task Force의 멤버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흔하지 않은 디지털 매체에 대

한 조사 기법도 연구했다.

Cory는 컴퓨터 포렌식 저널인 Digital Investigation에 여러 논문을 개재했으며 Unix and Linux Forensic 

Analysis(2008)와 The Handbook of Digital Forensics and Investigation(2010)의 공저자이다. 또한 Digital 

Forensics Research Workshop 프로그램 위원회의 주요 멤버이기도 하다.

Harlan Carvey(CISSP)는 Terremark Worldwide, Inc의 Advanced Security Project의 부회장이다. 플로

리다 마이애미에 위치한 Terremark 사는 IT 인프라스트럭처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전세계에 공

급하는 선두 기업이다. Harlan은 Engagement Services practice의 주요 기여자이며 내외부의 고객들에게 

디스크 포렌식 분석과 컨설팅,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그는 연방 정부나 법 집행 기관은 물론 관광 

산업과 금융 기관을 위한 포렌식 분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Harlan의 주요 관심사는 윈도우즈 플랫

폼에 초점을 맞춘 참신한 분석 솔루션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그는 Virginia Military Institute에서 

전기 공학을 전공하고 Naval Postgraduate School에서 동일한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노

던 버지니아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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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Cory Altheide

먼저 나는 Harlan Carvey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싶다. 그는 공동저자이자 조언자이면서 나의 좋은 친구

이고 수년에 걸친 동료이기도 하다. 그는 분명히 내가 이 분야에서 만난 사람들 중 언제 봐도 가장 유식

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 중 하나다. Harlan, 이 책에 당신이 쏟아준 엄청난 전문 지식, 그리고 만날 때마

다 언제나 나에게 맥주를 사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한 기술 편집자로서 훌륭히 작업해준 Davidson에게도 감사드린다. 그의 선견과 비평은 내가 책에 집

중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내가 의도한 독자를 위해 책을 쓸 수 있도록 해주었다.

오픈소스 포렌식 세계를 놀라운 장소로 만들어준 “용의자들”에게 엄청난 감사를 드린다. 우선 “The 

Coroner’s Toolkit”으로 오픈소스 포렌식이라는 세계를 만든 Wietse Venema와 Dan Farmer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들이 중단하고 떠난 오픈소스 포렌식을 다시 시작하고 오늘까지 빛을 비춰주고 있는 Brian 

Carrier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Simson Garfinkel, 당신에게도 Digital Forensics Corpora라는 값진 자원

을 제공한 것에 대해 나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수년 전에 나를 격려하여 나의 지식을 커뮤니티와 공

유하도록 도와준 Eoghan Casey에게는 특별히 감사하는 바다.

나의 부모님 Steve와 Jeanine Altheide, 내 첫 번째 컴퓨터 Comodore-64(그리고 두 번째 컴퓨터와 세 번

째 컴퓨터……)를 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 형재인 Jeremy Altheide와 최고의 맥주를 생산하고 있

는(언젠가는 말이다) Old Heathen Brewing Company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그리고 내 경이적인 아내 Jamie Altheide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하는 바다. 그녀는 끝없는 인내심과 사랑

을 주었고 이 책을 쓰고 연구를 하는 동안 나를 지지해주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항상 해답을 가지고 있

을 수는 없으며 그것으로 족하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나에게 일깨워준 내 딸들 Winter와 Lily에게도 고마

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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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lan Carvey

나는 내 삶에 많은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다. 그 축복 중 첫 번

째는 내 가족이다. 나는 매일같이 그에게 감사하고 싶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

았다. 인간의 업적은 종종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책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재능이며 축

복이라고 마음 속으로 생각한다.

내 진정한 사랑이자 인생의 빛인 Terri와 내 수양 딸인 Kylie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이 훌륭한 두 숙녀가 

언제나 나의 터무니없는 행동(하염없이 허공만 바라보기, 공중에 휘갈겨 쓰기, 우리가 보았던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을 멋지게 따라 하기)을 잘 받아주고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키보드에서 돌아섰을 때 항상 

나를 위해 그 자리에 있어 준 바로 그 인내심만큼이나 너희 둘이 고맙다. 너희들의 인생에 나같은 괴짜

가 들어 있다는 것이 그리 쉬울 리 없지만 내게 “펜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 모든 것들을 내 머

리 밖으로 끄집어 내주어서 고맙다. 그래, John Byrne을 좀 참조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Cory를 만나게 되면 그에게 우레와 같은 환호를 해주길 바란다. 이 책은 그의 생

각이었으며 고맙게도 나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Cory,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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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봉

성균관대학교 전기전자컴퓨터 공학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정보보호학과를 수료한 후 KT의 스팸대응

센터에서의 근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정보보호 분야에 발을 디디게 되었다. 그 후 SKT의 고객정보

보호 운영실에 근무하면서 디지털 포렌식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이 분야에 큰 흥미를 느껴 책과 인터넷

을 통해 공부를 시작하였다. 현재는 국방부 조사본부 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디지털 포렌식 분석 업무를 

수행중이다.

저술사항  《윈도우 포렌식 실전 가이드》, 한빛미디어

자격사항  EnCE, CISSP, CISA

기타  현, 한국 CISSP 협회 개인정보보호팀 팀장

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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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일반인이 전문 교육을 받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

의 교육이 전문 수사관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야 하

기 때문이다. 비록 일부 무료로 진행되는 교육이 있기는 하지만 교육의 수준이 전문 교육이라고 하기에

는 미흡하다. 이런 이유로, 이 책은 아직 디지털 포렌식을 전문적으로 배우지는 못했지만 열망만은 누

구 못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 책의 여러 장에 걸쳐 나오는 운영체제 아티팩트, 파일 아티팩트 그리고 인터넷 아티팩트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디지털 포렌식 초보자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궁금증, 즉 “디지털 증거 안에는 어

떤 정보가 있고 우리는 그 중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친절한 답변을 준다. 디지털 포

렌식은 그 동안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던 디지털 증거(디지털 저장매체, 운영 체제, 파일 등)의 본

성과 특징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책이 제공해주는 정보는 매우 소중하다.

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도구는 기본적으로 '무료'이기 때문에 예산(혹은 용돈)에 구애 받지 않고 누구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비록 도구는 무료지만 그 기능은 상용 프로그램과 견주어 부족함이 없

다!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오픈소스 도구만으로도 완벽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는 EnCase나 FTK같은 유명 상용 프로그램이 없어서 제대로 된 포렌식 공부를 할 수 없다는 핑계는 더 

이상 댈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돈이 아니라 열정과 시간이다.

물론 이 책 한 권으로 모두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이 포렌식 입문

자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크게는 한국에서 디지털 포렌식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원봉

역자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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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독자 대상

기술 서적을 쓸 때 저자가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은 “독자 대상이 누구입니까?”이다. 저자

는 반드시 이 질문을 마음 속에 항상 간직하고 글을 써야 한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 이 책이 쓸

모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예상 독자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첫 번째 그룹은 이제 막 시작하는 포렌식 종사자다. 이 그룹은 디지털 포렌식 세계에 처음 입문한 학생

부터 지금도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자신의 경력을 바꾸고자 하는 노련한 시스템 관리자까지 다양

하다. 이 책이 이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포렌식 지식을 담고 있는 단 하나의 완벽한 개론

서는 아니지만, 바라건대 여러분이 디지털 포렌식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두 번째 그룹은 오픈소스 도구를 처음 접하는 경험 많은 디지털 포렌식 종사자다. 이들은 확실히 넓은 

층을 형성하고 있다. 상용, 특허 제품만을 선호하는 포렌식 조사관들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일하고 있

는 많은 조사관들은 단일 상용 벤더에 의존하여 조사를 하곤 한다. 이들은 핵심 포렌식 플랫폼을 위해 

하나의 벤더에 의존하며 주 도구가 전혀(또는 잘) 처리하지 못하는 몇몇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약간의 

상용 도구를 더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오픈소스 도구에 대한 약간 또는 전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런 노련한 조사관에게는 이 책의 내용이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챕터 소개

이 책은 8개의 장과 하나의 부록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오픈소스 조사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한다. 여기서는 소스 코드를 실행 코드로 컴파일하고 인터

프리터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과 우분투와 윈도우즈에서 소프트웨어를 빌드하기 위해 필요

한 적당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을 모두 보여줄 것이다. 또한 우리의 목적을 위해 윈도우즈가 

리눅스와 “기능적 동등함”을 갖도록 해주는 몇몇 추가 패키지를 사용하여 윈도우즈에서 리눅스 에뮬레

이션 환경을 구성할 것이다.

3장에서는 슬루스 킷(Sleuth Kit)을 이용하여 디스크와 파일 시스템 분석을 상세히 설명한다. 슬루스 킷은 

디지털포렌식1-5-출력.indd   15 2012-01-09   오전 9:55:38



| 16 |   오픈소스 툴을 이용한 디지털 포렌식

대표적인 오픈소스 파일 시스템 포렌식 분석 프레임워크다. 슬루스 킷의 사용 방법, 매체 분석의 기본 

원리, 디스크와 파티션 구조, 파티 시스템 개념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 외 해싱이나 포렌식 이미지 생성

과 같은 추가적인 핵심 디지털 포렌식 주제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4장 윈도우즈 시스템과 아티팩트는 운영체제 조사에 해당하는 장의 도입 부분이다. FAT와 NTFS 파일 시

스템 분석과 NTFS Master File Table의 내부 구조, 레지스트리 하이브의 추출과 분석, 이벤트 로그 그리

고 다른 윈도우즈 특유의 아티팩트에 대해 다룬다. 마지막으로 멀웨어와 관련된 침해사고가 점점 더 일

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실행 파일에서 수집할 수 있는 일부 아티팩트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5장 리눅스 시스템과 아티팩트에서는 가장 흔한 리눅스 파일 시스템(Ext2와 Ext3)과 리눅스 서버, 데스크

톱에서 발견되는 아티팩트의 식별, 추출, 분석에 대해서 논의한다. 시스템 수준의 아티팩트는 리눅스 

부트 프로세스, 서비스 컨트롤 스크립트 그리고 사용자 계정 관리와 관련된 아이템들을 포함한다. 사용

자가 만든 아티팩트에는 최근 열린 문서, 마운트된 볼륨 등과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리눅스 그래픽 기

반 사용자 환경 흔적이 포함된다.

6장은 운영체제와 관련된 마지막 장이며 여기서는 맥 OS X 시스템과 아티팩트에 대해 조사한다. 슬루스 

킷이나 HFSExplorer같은 HFS 전용 도구를 사용하여 HFS+ 파일 시스템을 조사한다. 또한 OS X 환경

설정 정보와 사용자 아티팩트의 상당수를 만드는 Property List 파일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7장에서는 인터넷 아티팩트를 살펴본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모질라 파이어폭스, 애플의 사파리 그리고 

구글의 크롬 아티팩트는 아웃룩, Maildir, mbox 형식의 로컬 메일과 마찬가지로 처리되고 분석된다.

8장 전체는 파일 분석에 관한 내용이다. 이 장은 단일 시스템 또는 단일 운영체제에 억매일 필요가 없는 

파일의 분석에 대해 다룬다 ― 문서, 그래픽 파일, 비디오 등. 어떤 수사에서는 이런 파일 타입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 자주 시스템 사이를 이동하는 특징으로 인해 많은 파일이 원천 시스

템에 대한 흔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이런 파일 포맷 중 상당수가 파일 시스템이 사라

지거나 어떤 다른 악의적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는 임베디드 정보를 가지고 있다.

9장은 분석 자동화와 기능 확장이라는 주제에 속하는 내용을 다룬다. PyFLAG와 DFF 그래픽 기반 수사 

환경에 대해 논의하며 자동 아티팩트 추출 절에서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fiwalk 라이브러리

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뿐만 아니라 타임라인 만들기와 분석은 물론 조사중 시간적 분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몇몇 대안적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부록에서는 오픈소스 도구가 아직 완벽히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대신 채워주는 일부 무료지만 오픈소스

는 아닌 도구에 대해 알아본다. 이런 도구는 무료로 사용 가능하지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의 주 내용과는 직접적으로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필자는 이런 도구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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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값어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것에 대한 일부 설명이 필자가 게으른 탓에 이 책에서 빠져있

다는 핀잔을 듣고 싶지 않다.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것들

이 책의 목적은 초급에서 중급 조사관에게 알맞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만약 여러분이 리눅스 명

령어라인에 익숙하지 않다면 도구들을 사용하여 예제를 따라 하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른다. 극히 소수

의 도구만이 리눅스 전용이지만, 도구의 설치와 예제 사용법 대부분은 리눅스 콘솔에서 실행되었다.

이 책은 데드 드라이브 포렌식 분석 ― 오프라인 시스템의 매체와 이미지들 ― 에 거의 모든 초점을 맞추

고 있다. 동작중인 시스템의 휘발성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은 다루지 않는다. 리눅스 시스템 밖에서 이

런 임무를 수행하는 도구의 대부분은 오픈소스가 아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책에서 살펴볼 대부분의 

분석 기법은 동작중인 시스템에서 수집한 아티팩트와 아이템에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파일 시스템 내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런 주제를 매우 잘 다루고 있는 책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

서는 의도적으로 누락하였다. 비슷한 이유로, 오픈소스 도구의 개발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길게 설명하

지 않는다. 이 책은 현재 실제로 이용되는 툴에 대해 다룬 포렌식 종사자가 집필한 최초의 도서다.

부록을 제외하곤 상용, 특허가 있는, 클로즈(closed) 소스 또는 사용이 제한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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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도구를 이용한 

디지털 포렌식

Chapter

1
이 장의 주요 내용

• “오픈소스 도구를 이용한 디지털 포렌식”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디지털 포렌식”이란 무엇인가?

• “오픈소스”란 무엇인가?

• 오픈소스 도구의 장점

“오픈소스 툴을 이용한 디지털 포렌식”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 우리는 도구를 사용해서 찾아낸 정보와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조사

관으로서의 우리 자신의 전문 지식에 의지하게 된다. 발견한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제

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사용한 도구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책에서 오

픈소스 포렌식 도구(open source forensics tools)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보여주고 

싶다. 수많은 조사관들이 오픈소스 도구를 알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만 오픈소

스 도구만으로도 조사를 완벽히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두 번째로, 폭넓

고 다양한 디지털 아티팩트(digital artifact)의 지속성과 유용성(그리고 사후 조사)을 조

명하고 싶다. 우리는 독자들이 포렌식 조사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한 정보

를 이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디지털포렌식1-5-출력.indd   19 2012-01-09   오전 9:55:38



| 20 |   오픈소스 툴을 이용한 디지털 포렌식

좀 더 나아가기 전에 “디지털 포렌식”과 “오픈소스”의 정확한 의미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디지털 포렌식”이란 무엇인가?

2001년에 개최된 Digital Forensics Research Workshop(DFRWS)에서 디지털 포렌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디지털 포렌식은) 과학적으로 만들어지고 증명된 방법을 사용하여 디지털 소스로부터 

유래한 디지털 증거를 보관, 수집, 검증, 식별, 분석, 해석, 문서화 그리고 제출하는 것으

로 그 목적은 범죄로 밝혀진 사건의 재구성을 돕거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허

가 받지 않은 행위들이 계획된 절차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1].

비록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단순히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되기는 하지만 기본 원리와 절차는 수사의 유형과 상관없이 언제나 같다. 수사의 유형

은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증거의 출처는 그렇지 않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

관들은 컴퓨터가 만든 데이터를 증거의 출처로 사용한다. 전통적으로 이것은 자기 디

스크와 광학 저장 매체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동작중인 시스템 메모리의 스냅샷(덤프)

이 점차 주요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은 다른 식으로는 기술과 과학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Forensic Discovery”
에서 Wietse Venema와 Dan Farmer는 간혹 조사관이 디지털 고고학자처럼 행동하고 또 

어떤 때는 디지털 지질학자처럼 행동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고고학자는 파일 컨텐츠, 파일 접근 시간 스탬프, 삭제된 파일에 대한 정보, 네

트워크 흐름 로그 등과 같이 사용자 활동(user activity)이 만드는 직접적인 효과들과 관

련된 일을 한다. 디지털 지질학자는 디스크 블록 할당과 재사용, 파일 ID 번호, 메모리 

페이지 또는 프로세스 ID 넘버 같이 사용자가 직접적인 조작을 할 수 없는 자율적인 

처리과정(autonomous processe)과 관련된 일을 한다[2].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이러한 심성 모델(mental model)은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탄도학(digital ballistics)”이라는 비유보다 더 적절하다. 예를 들어 어느 누구

도 4000년 전 피라미드에서 나온 원본을 다루는 고고학자를 나무라는 사람은 결코 없

을 것이다. 고고학자나 일류학자처럼 디지털 포렌식도 “hard”에서 나온 요소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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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에서 나오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자연 과학 또는 사회 과학을 결합한다.

많은 사람들이 포렌식 분석의 기술(art)과 과학을 이분하는 것이 전혀 역설적인 것이 아

니라 단순히 직무에서의 두 측면이 융합되면서 생기는 분명한 모순일 뿐이라고 말했

다: 수사의 기술과 결합된 포렌식의 과학. 데이터에 과학적 기법과 연역적 추론을 적용

하는 것은 과학이다 ― 어떠한 사건을 재구성하기 위해 이러한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은 

기술이다.

Brian Carrier는 그의 웹 사이트에서 이 직무를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

분적으로 이러한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통적인 범죄 현장 포렌식 분석가는 형사

가 맡긴 증거의 일부분에 대한 극히 별개의 질문에 답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반면, 디

지털 포렌식 조사관은 종종 이 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맡는다. Carrier는 이러한 차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라는 단어를 더 

선호한다.

포렌식 분석의 목적

모든 포렌식 조사의 목적은 진실을 찾고 그것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재현하는 것이다. 

조사관은 시스템에 남아 있는 사건의 잔재를 드러내고 찾아냄으로써 사건의 진실을 밝

힌다. 디지털 고고학자라는 비유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러한 잔재는 아티팩트(artifact)

라고 할 수 있으며 종종 증거(evidence)라고도 불린다. 우리는 자주 서면을 통해 변호사

를 상대하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적인 함의(connotation)를 가지고 있

는 증거라는 단어의 과도한 사용을 자제하려고 한다. 증거는 법적 절차에서 사용되는 

어떤 것이고 이 단어가 느슨하게 사용되면 조사관을 문제에 빠트릴 수 있다. 아티팩트

는 악의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사건과 행위에서 기인하는 흔적이다.

로카르드의 교환 법칙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두 아이템 사이의 접촉은 교환을 일

으킨다[4].”라는 단순한 정의는 증거 역학의 핵심에 있는 기본 원칙이며 진정 모든 디지

털 포렌식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에서 이것은 컴퓨터 시스템에 

있는 배우1에 의해 일어나는 행위는 시스템에 그 행위의 흔적을 남긴다는 의미다. 매우 

단순한 행위도 프로세서에 있는 레지스터를 변경할 수 있다. 좀 더 복잡한 행위는 시스

템에 좀 더 오래 지속되는 흔적을 남길 가능성이 훨씬 크며 심지어 단순하고 개별적인 

1　역주: 사용자 또는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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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라도 아티팩트를 만들 수 있다. 실세계의 범죄 현장 수사에 비유하자면 문을 차

서 열거나 문을 따는 것은 둘다 그 행위에 대한 아티팩트를 남긴다(갈라진 문틀과 텀블

러 위의 미세한 긁힌 흔적). 심지어 아티팩트를 지우는 행위도 또 다른 아티팩트를 남길 

수 있다 ― 세척된 물리적 범죄 현장에서의 표백제 냄새와 대응되는 디지털 흔적 등.

조사관의 업무를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조사는 가설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 예로 “이 컴퓨터는 해킹당했다.”, “내 배우자는 지금 바람을 피고 

있다.” 또는 “이 컴퓨터는 가비지(쓰레기) 파일을 훔치는 데 사용되었다.” 등이 있다. 

조사관의 임무는 이런 주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설이 유효한지 아닌지를 가리

키는 아티팩트를 찾아내는 것이다. 법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각각 인컬퍼토리 에비던스

(Inculpatory evidence), 익스컬퍼토리 에비던스(exculpatory evidence)라고 부른다.

그 외 사소한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디지털 세계의 아이템은 아주 쉽게 조작되거나 

완전히 날조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수많은 수사에서 조사관은 디지털 증거가 

그것을 만든것으로 알려진 시스템, 프로세스와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의 일관성을 판단하는 일이 조사의 유일한 목적이 

되기도 한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

디지털 포렌식 절차는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획득(acquisition), 분석(anlaysis), 

제출(presentation)

• 획득은 조사할 디지털 저장매체의 수집이라고 볼 수 있다. 조사의 형태에 따라 물

리적 하드 드라이브 또는 광학 저장장치, 디지털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 휴대폰, 

임베디드 시스템의 칩, 심지어 단일 문서 파일도 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조사할 

매체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최소한 획득 절차는 원본 매체(working copy)의 복

사본 생성과 원본 매체를 다루면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한 적절한 기록의 유지로 

구성되어야 한다.

• 분석은 실제 매체의 조사를 의미한다 ― DFRWS 2001 정의에 있는 “식별, 분석 그

리고 해석” 아이템. 식별이란 아이템의 위치를 찾거나 문제의 매체 속에 있는 아이

템을 찾고, 더 나아가 이런 것들을 관심을 끌 수 있는 아이템이나 아티팩트로 만드

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아이템은 곧 적절한 분석 단계로 넘어가는데, 분석에

는 파일 시스템 분석, 파일 컨텐츠 조사, 로그 분석, 통계 분석 또는 다양한 종류

의 리뷰 등이 있다. 결국 조사관은 자신이 받은 훈련, 전문성, 실험 그리고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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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해석한다.

• 제출은 분석 단계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 또는 단체와 공유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것은 조사관이 수행한 절차에 대한 보고서, 발견한 아티팩트에 대한 보고서 그리

고 그 아티팩트의 의미에 대한 보고서를 만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제출 단계는 

또한 이런 결론(보고서)에 대한 변호도 포함한다.

분석 단계에서 나온 발견은 추가 획득과 그에 따른 추가 분석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이런 반복적 피드백은 대규모 네트워크 침해사고나 장기간에 걸친 범죄 수

사에서 매우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이 책은 기본적인 디지털 매체의 획득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분석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픈소스”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오픈소스”란 ‘소스 코드가 개방되어 있고 검토가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단순히 소스 코드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

용권한(license)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픈소스 이니셔티브(open 

source initiative, OSI)2는 진정한 오픈소스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사용권한

을 규정한 공식적인 정의를 만들었다. 간단히 말해 오픈소스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소

프트웨어의 일부가 반드시 자유롭게 재배포될 수 있어야 하며, 소스 코드에 대한 접근

을 제공해야 하고, 최종 사용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소스 코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

해야 하며,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제한을 걸어서는 안 된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 사이트에 있는 정의를 참조하기 바란다[5].

N O T E

일부에게만 무료인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이니셔티브의 정의에 따르면 특정 작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사용 제한이나 특정 

그룹에 대한 배포 제한이 있는 어떤 사용권한도 오픈소스 사용권한이 될 수 없다. 이것은 

디지털 포렌식 커뮤니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프리웨어 도구가 가지는 “법 집행기관 전

용”이나 “비상업적 사용” 제한 등을 포함한다.

2　역주: 오픈소스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조직

디지털포렌식1-5-출력.indd   23 2012-01-09   오전 9:55:38



| 24 |   오픈소스 툴을 이용한 디지털 포렌식

“무료” 대 “오픈”

영어에서는 “무료(free)”라는 단어를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소

프트웨어가 무엇인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한다. 무료(공짜)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사용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없다.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무료 소프트

웨어”는 일반적으로 무료로 제공된다는 의미에 추가로 “오픈소스”이고 제한이 없는 소

프트웨어로 간주된다. 이것은 윈도우즈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는 바이너리나 실행 파

일 형태로만 제공되며 무료인 다양한 “프리웨어” 애플리케이션과는 상반된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수행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클로즈소스 어플리케이션인 “프리웨어” 중에 매우 유용하거

나 오픈소스 도구에는 없는 기능이 있는 것은 부록에서 설명하고 있다.

오픈소스 사용권한

이 책을 쓰고 있는 시점에 오픈소스 이니셔티브는 “오픈소스”로 58개의 사용권한을 인

정했다[6]. 이 책은 소프트웨어 사용권한에 대한 복잡한 내용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에 대한 책이므로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오픈소스 사용권한에 대해 짧게 설명한다. 가장 일반적인 사용하는 사용권한 두 가지

는 GNU 공개 사용권한(GNU Public License, GPL)과 버클리 소프트웨어 배포 사용권

한(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License, BSD)이다. 이 두 사용권한 사이의 차이를 지

극히 단순화하자면, GPL은 컴파일되어 배포된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는 GPL 코드

에 대한 어떤 변경도 소스 코드 형태로 공개되어야 한다. 반면 BSD는 이러한 요구조건

이 없으며 대신 배포되는 소프트웨어가 BSD-사용권한 프로젝트에서 나온 코드를 포

함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리면 된다.

이것은 위젯 컨트롤러 코드에서 GPL 사용권한이 있는 코드를 사용하는 위젯 벤더는 

자신의 위젯을 구매한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그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뜻

한다. 만약 위젯이 BSD 라이센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소스 코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GPL은 코드 원제작자의 권리에 더 호의적인 반면 BSD는 최

종 사용자나 고객의 권리에 더 호의적이다. 이런 요구사항으로 인해 GPL은 copyleft 

라이선스(“copyright”의 말장난)라고 알려져 있으며 BSD는 자유방임적 라이선스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자유방임적 사용권한 GPL과 호환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최종 사용자에게 GPL 사용권한 코드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권한

과 GPL 사용권한이 있는 파생 작업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동시에 주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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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 다른 유명 GPL 호환 사용권한에는 아파치 공개 사용권한(Apache Foundation 

project에서 사용함)과 X11/MIT 사용권한이 있다.

오픈소스 도구의 장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이점과 소프트웨어 사용권한에 관한 윤리의식 그리고 상용 소

프트웨어의 문제점 등에 관한 굉장히 열정적이고 긴 글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디지털 포렌식에 특화된 오픈소스 도구를 사용해야 하

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 중 몇 가지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교육

필자들이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조사관이 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법 집행 기관이나 군대를 통해서였고, 두 번째는 (각각의 분야를 대

표하는 저자들과 함께)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다.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최선의 학습방

법 중 하나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개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다(독학 시나리오라

면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오늘날 수많은 단과 대학 프로그램과 교육훈련 프로그

램이 조사관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열려있지만 여전히 직접 무언가를 하면서 배우는 

것에는 그것만의 장점이 있다. 필자들은 디지털 포렌식 경력 내내 오픈소스 도구를 사

용해 오고 있으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조사관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을 배우는 데 있어 오픈소스 도구를 사

용하는 것에는 여러 장점이 있다. 먼저, 오픈소스 도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작업 내

용을 보여준다. 도구를 실행하고 옵션과 결과를 조사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출력

결과를 만든 코드를 분석하여 그 도구의 작동 기반이 되는 논리적 구조를 이해할 수 있

다. 작은 조사 시나리오에서 수천 달러에 이르는 고급 포렌식 워크스테이션이 없이 구

형 컴퓨터만으로도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사관, 개발자 그리고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열렬한 지지자들이 있는 헌신적인 커뮤니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지 구글 검색으로는 기대 이하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질문을 올리는 약간

의 발품만 팔면 된다.

이식성과 유연성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도구의 또 다른 주요 장점은 모두 이식 가능하며 유연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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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식성이란 어떤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어떤 운영체제에

서 다른 운영체제로 전환할 때, 심지어 직장을 바꾸는 경우에도 쉽게 여러분이 사용하

던 도구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매우 고가의 상용 도구 라이선스

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회사를 옮길 때 사용하던 도구가 자동으로 함께 옮

겨지지는 않는다. 여러분이 특정 제품에 대한 경력을 쌓았다면 그것이 쓸모 없이 끝날 

수 있다. 만약 법 집행 기관에서 일하다가 민간 분야로 이직하기로 결정했다면 지금 사

용하고 있는 법 집행기관 전용 도구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식성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

다면, 유연성이란 여러분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뜻

한다. 로컬 컴퓨터에서 오픈소스 도구를 사용하거나 리모트 서버에 설치할 수도 있으

며 리모트 쉘을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을 단일 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수천 

개의 시스템에도 설치할 수 있다. 구매 요청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 허가를 받기 위해 

소프트웨어 공급자에게 일일이 물어볼 필요도 없으며 수천 대의 컴퓨터에 하드웨어 복

사 방지장치인 동글을 꼽을 필요도 없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가격

이 책에서 다루는 모든 도구는 오픈소스일 뿐만 아니라 모두 무료다. 이것은 독학으로 

포렌식을 배우려는 사람들이나 디지털 포렌식 관련 정규 교육과정을 듣고 있는 학생들 

또는 예산에 맞추어 디지털 포렌식 분석 환경을 구성하려는 조사관에게 매우 좋은 일

이다. 또한 이미 이에 상응하는 상용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이점이 된

다. 여러분의 도구 목록에 오픈소스 도구를 더하는 것은 전혀 추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시간도 약간 절약시켜준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상표가 등록된 제품이나 상용 도구를 

매일같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도구가 다룰 수 없는 부분을 보충하거나 결과와 

과정을 검증하고 조정하는 용도로 오픈소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실측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오픈소스 도구가 제공하는 가장 큰 이점은 코드 그 자체

다. 유명한 철학자인 Alfred Korzybski은 한때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

스 코드를 검토하고 프로그램으로 컴파일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기술과 열망만 있다면 여러분은 코드의 함수를 변경할 수 있다. 버전이 다른 소프트웨

어 사이의 차이점과 수정 사항을 단순히 소프트웨어 공급자의 말만 믿지 않고도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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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증할 수 있다.

한 가지 예로, 슬루스 킷을 사용할 때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소프트웨어의 

버그 수정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각 배포판에 들어 있는 변경 기록(체인지 로그)

을 검토할 수 있다. 대부분의 상용 소프트웨어 벤더들은 새로운 버전을 출시할 때마다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시킨다. 두 번째로 슬루스 킷 프로젝트 사이트에 있는 무료 버그 

트랙커에 자유롭게 접속하여 검토할 수 있다[7]. 대부분의 상용 소프트웨어 벤더는 자

신의 전체 버그 목록과 수정 사항 목록을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허용하지 않는다. 마

지막으로, diff 명령으로 이전 버전의 소스 코드와 새로운 버전의 소스 코드를 서로 비

교해서 어느 부위에서 변경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선택 

사항은 지도를 읽는 것이고 마지막 선택 사항은 영토를 측량하는 것이다.

게다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는 코드의 함수를 직접 검토해 볼 수 있다. 필자들은  

상용 포렌식 소프트웨어라고 할지라도 명백히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사실

을 직접 경험했다. 그러나 이런 테스트는 “블랙 박스” 시나리오(기능은 알지만 작동 원

리는 이해할 수 없는)에서 실시된 것이다. 알려진 입력 파일이 생성되고 처리되었으며, 

상용 도구로부터의 출력은 예상된 결과와 비교가 되었고 위음성(false negatives)이 발견

되었다. 필자들은 도구의 내부 로직을 바이패스하고 외부에서 가져온 정확한 기능을 

대신 시행했다. 도구가 오픈소스였다면 처리 과정중의 에러는 코드에서 바로 식별, 수

정이 가능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 코드 저장소(main code repository)에 있는 코드

도 수정하여 모든 사용자들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앞의 시나리오에서 소스 코드에 대한 접근성의 부족은 조사관과 진실 사이에 또 다른 

추상적인 격차로 작용했다. 이는 에러와 왜곡이 나오는 원천이 될 수 있다. 조사관의 

목적은 진실을 밝히는 것임으로 이러한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은 조사관의 관심사항이 

된다. 만약 여러분이 발견한 사항에 대해 어떤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 그 데이터를 만드

는데 사용한 실제 소스 코드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은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요약

디지털 포렌식의 세계는 오랫동안 클로즈소스 도구에 심하게 의지해 오고 있다. 우리

가 하는 일이 무엇이며, 왜 그 일을 해야 하고, 왜 그런 도구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이해

를 함으로써 앞으로 다루게 될 오픈소스 조사 플랫폼에 대한 초석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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