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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Abstract

디지털 콘텐츠 컴퓨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시스템의 지스터, 캐시메모리, 네트워크 정보 등의 휘

발성 정보는 침해사고 이후 시간의 경과나 외부의 조작

으로 사라지거나 변조되기 쉽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확보

하는 것이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컴퓨

 환경의 서버 시스템에서 휘발성 정보를 메모리를 기

반으로 수집하는 기법을 활용하여 동작 인 서버에서 

상황이 발생할 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할 수 있는 휘발성 정보 수집 모듈을 제안한다.

In Digital Contents Computing Environment, information 

such as register, cache memory, and network 

information are hard to make certain of a real-time 

collection because such information collection are easily 

modified or disappeared. Thus, a collection of  

information is one of important step for computer 

forensics system on Digital Contents computing. In this 

paper, we propose information collection module, which 

collects variable information of server system based on 

memory mapping in real-time.

I. 서 론
최근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  환경에서 많

은 제작비를 반 하여 제작한 각종 유형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장비에 한 내,외부의 의도 인 공격 에 의해 

침해를 받고 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

버 시스템의 침해사고는 지난 2003년 1.25 란에서 보여  것

처럼 엄청난 괴력을 보여 주고있다. 기존의 일반 인 디지털 

컴퓨  환경에서의 보안 비책은 다방면에서 용되고 있지

만,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환경에서의 침해사고에 한 방과 

응은 아직까지 기단계로서 부분 으로만 용되어 많은 

부분에서 아주 미흡하다.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 컴퓨  환경

은 보안 침해  시스템 오작동에 의한 사고로부터 기업 는 

공공기 의 행정 업무 , 재산 , 무형 , 지재권의 피해를 일

으킬 수 있는 요지로 남아있다. 따라서 침해사고에 한 방 

책뿐만 아니라 만일의 침해사고에 비하여 그 사고 이후에 

이를 정확히 탐지, 분석, 조사, 응하기 하여 련 증거의 

수집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1]. 

특히, 침해사고 당시의 사라지기 쉬운 각종 디지털 콘텐츠의 

요한 정보 자료들은 침해사고 이후에도 보존되는 일반 인 

로그 일(시스템 로그 일, 애 리 이션 로그 일)들과 다

르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요 정보들을 우선 으로 획득

하는 것이 요하지만 부분 사례로 볼 때 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기존 각종 수집 도구들은 수집 차마다 사이버 

문 수사 의 직 인 제어가 요구되면 명령어 기반의 단편

인 정보 수집만을 지원하고, 자동화된 실시간 수집 기능과 메

모리에 장된 정보의 수집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침해사고 

이후 변경되기 쉬운 메모리 정보들과 휘발성 정보들에 한 

자동화된 실시간 수집이 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환경에서 침해

사고에 응할 수 있는 컴퓨터 포 식스를 지원하는 증거수집 

시스템의 정보 수집 기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를 해 정보 수

집 도구를 활용하여 증거 수집 정보를 분석하여 컴퓨터 포

식스 지원 로그를 생성하 다. 한, 귀 한 지 재산인 디지

털 콘텐츠에 한 침해 사고 등 이상 징후 발생 시에도 자동

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메모리에 남아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 모듈을 설계하여 시스템 침해 발생시 공격 시나리

오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본 연구의 련 연구로써 정보 수

집 차를 알아보고 정보 수집 기능을 분석한다. 그리고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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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기존 도구의 문제 과 련 연구를 바탕으로 컴퓨터 

포 식스 지원을 한 정보수집 요구사항을 분석하 다.

3장에서는 도출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정보 수집 모듈의 

구성을 설계하고 각 세부 모듈의 기능에 해 설명한다. 4장에

서는 기존  정보 수집 도구와의 기능, 평가한 내용을 분석하고 

마지막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향후 과제에 하여 설명

한다.

Ⅱ. 관련 연구
2.1 정보 수집 절차
2.1.1 정보 수집 우선순

정보는 운  인 로세스들, 활성화된 TCP/UDP 포트들, 

컴퓨터 메모리에서 동작 인 로그램 이미지, 버퍼 안의 내

용들, 속 요청들의 큐 내용들, 개체 인터페이스들, 그리고 커

을 해 약된 가상 메모리의 내부로 재된 모듈 같은 것

들이 있다. RFC 3227 "Guidelines for Evidence Collection"

의 『증거 수집 과정에 한 운 지침』에서는 "휘발성이 있

는 것을 먼  진행하고 그 지 않은 것을 나 에 진행한다."라

고 명시되어 있다. 

2.1.2 증거 수집 차

침해 증거물 수집은 침해사고 응에서 가장 요하며 최우

선으로 수행해야 한다. 증거수집은 일정한 수집 차를 기반으

로 진행되어야 한다. 정해진 일련의 순서에 의해 행해지는 증

거 수집 차는 휘발성의 특성이 높은 것부터 낮은 우선순

에 의해 순서 로 로그정보를 수집해야만 사라지는 증거를 최

소화할 수 있다. 운용 인 시스템(유닉스/리 스 시스템)에서

의 자료 수집 단계에 따른 포 식스 도구의 사용 차는 표  

차에 의거 단계 으로 실시한다[3][4]. 그리고 증거 수집을 

해 nc, dd, datacat, pcat, Hunter.o, insmod, netstat, arp, 

route, dmesg 등의 도구들을 활용한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수집한 정보들은 MD5 등의 도구들에 의해 암호학  검 값

들을 기록하며 수집된 모든 정보들은 netcat(nc)과 같은 도구

를 이용하여  원격지로 송하여 리한다[5].

2.2 정보 수집 기능 분석

TCT(The Coroner's Toolkit)는 Unix 계열 시스템에서 수

행되는 컴퓨터 포 식스 도구이다. TCT에서 요한 도구는 4

가지로 Grave-robber, mactime, unrm, lazarus 등이 있다

[6]. 이러한 도구 에서 Grave-robber는 다양한 데이터를 캡

쳐하고 수집된 개별 증거의 무결성 확보를 해 MD5 해쉬 값

을 만든다. TCT는 휘발성의 순서 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다. 이

는 휘발성이 강한 정보를 항상 우선 으로 수집해야 함을 의

미한다. Grave-robber가 수집 하는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

[6][7].

(1) 메모리 사용과 할당

(2) 비 할당된 일시스템 공간

(3) netstat, route, ARP, 다른 네트워크 도구의 재 결과

(4) 'ps'와 'lsof'명령어를 통한 모든 로세스 데이터 등 

한, Grave-robber는 기본 인 수집 기능 이외에 모든 

일에 해서 stat와 md5를 수행하며, 디 터리와 구성정보에 

하여 'strings'를 실행한다[8]. Grave-robber는 크게 3개의 

옵션(일반 인 옵션, 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한 옵션, 소

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한 옵션)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피

해 시스템의 네트워크 상태, 호스트  로세스 등의 데이터

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도구이다[8][9].

2.3 메모리 정보 수집

일반 인 정보 수집 차에는 메모리 정보 수집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메모리에는 기존에 수집되는 정보에는 포함

되지 않는 많은 정보들이 존재하며 법  증거로써 유용한 정

보들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 

기존의 메모리 정보 수집 방법은 도우 시스템에서 디지털 

포 식 의 메모리 정보 수집  분석 방법에 한 고찰에

서 연구되었으며 그  Memory Mapped File에 하여 설명

한다.

가상 메모리와 유사하게 Memory Mapped File도 로세스

의 주소 공간에 특정 역을 확보하고 이를 물리 으로 메모

리에 매핑한다. 다른 은 가상 메모리에서는 물리  메모리가 

페이징 일로 한정되는 반면, Memory Mapped File은 유

가 지정하는 임의의 일 자체라는 것이다. 이 게 일이 매

핑되고 나면 일을 마치 메모리인 것처럼 근이 가능하다

[10].

Memory Mapped File은 일반 으로 다음의 세 가지 경우

에 사용된다.

•실행 일이나 동  연결 라이 러리 일들을 로딩: 운

체제가 실행 일을 읽어 오고 실행하는 내부 인 방법도 

바로 Memory Mapped File이다. 그림1은 Memory 

Mapped File 과 가상주소와의 계를 보여 다.

•디스크의 데이터 일에 근: 디스크의 I/O를 이고 

일을 메모리에 버퍼링(buffering)할 수 있다. 이는 일을 

마치 메모리처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간편한 일 조작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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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세스간 통신: Memory Mapped File은 로세스간 

메모리를 공유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시스템 상에

서 수행 인 서로 다른 로세스간의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사용한다[10]. 

Memory Mapped File 을 이용하기 해 다음의 세 단계의 

차를 갖는다. 

(1) 디스크에서 Memory Mapped File로 사용할 일을 식

별하기 하여 일 커  객체(file kernel object)를 생

성한다.

(2) 시스템에게 일의 크기와 어떻게 일에 근할 것인

지를 알리기 해 일 매핑 커  객체(file mapping 

kernel object)를 생성한다.

(3) 시스템에게 일 매핑 커  객체의 일부, 혹은 부를 자

신의 로세스 주소 공간에 매핑 시킨다[10].

이와 같이 Memory Mapped File을 생성하고 다음 단계에 

의해 Memory Mapped File을 해제한다.

하나, 로세스 주소 공간에 매핑되어 있는 일 매핑 커  

객체(file-mapping kernel object)를 unmap한다.

둘, 일 매핑 커  객체를 close한다.

셋, 일 커  객체(file kernel object)를 close한다[10].

2.4 정보 수집 요구 사항

서론에서 다룬 기존 도구들의 문제 과 제2장 련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수집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도 한다. 

•일 된 포 식스 차에 의한 휘발성 정보 수집: 차상의 

오류로 인하여 정보가 범죄의 증거로 형성되지 못하는 것

을 사 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합한 차에 의

한 정보 수집 

•시스템 포 식스와 네트워크 포 식스에서의 정보 수집의 

연동: 시스템 포 식스에서의 획득하지 못하는 법  증거

로써의 정보 수집을 해 네트워크 포 식스 도구에서의 

정보 수집과의 연동이 필요

•획득 정보의 무결성 검증: 수집 모듈에서 수집한 정보와 

증거 리 모듈에서 리하고 있는 정보의 무결성 검증을 

해 원본과 분석본의 데이터 인증이 요구

•획득 시스템의 인증: 컴퓨터 포 식스 시스템에서 분석하

고 있는 데이터가 피해 시스템으로부터 송 받은 데이터

임을 검증하기 한 증거물 획득 시스템 인증이 요구

•메모리 기반의 정보 수집: 로세스 메모리, 시스템 체 

메모리, 가상 메모리, 페이지 일 등에 포함된 정보들의 

특성 별로 수집하여 정보와의 통합 인 리가 필요

•자동화된 증거 수집: 문 수사 이 아닌 일반 리자의 

증거 수집을 해서는 한번 혹은 그 이하의 명령으로 자

동 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기능이 필요

Ⅲ. 정보 수집 모듈
3.1 정보 수집 모듈 구성도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컴퓨  환경에서 서버시스템으로 활

용 될 수 있는 유닉스/리 스 랫폼에서 컴퓨터 포 식스를 

지원하는 정보 수집 모듈을 2장에서 도출된 요구사항을 기반

으로 시스템을 설계했다. 보안 침해사고 시 법  응을 한 

컴퓨터 포 식스 시스템은 증거 수집 시스템, 증거 송 시스

템, 컴퓨터 포 식스 시스템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  본 

논문에서는 증거 수집 시스템에서 피탈된 정보를 수집하기 

한 모듈을 제안한다. 

피탈된 정보 수집 모듈은 Log Collection Module, Memory 

Information Collection Module, Evidence Management 

Module, Collection Management Module 의 4가지 세부 모

듈로 나뉘며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System Log Collection

Volatile Log Collection

Network Log Collection

Log Information 
Management

Memory Information 
Management

Integrated Information 
Management

Integrity Assurance
Process Memory 

Collection

Whole Memory 
Collection

Virtual Memory 
Collection

Page File Collection

Backup System

Computer Forensics System
IDS

 Log Collection Module Evidence Management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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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정보 수집 모듈 구성도

Log Collection Module은 리 스 시스템에 존재하는 일반

인 시스템 로그들을 수집하는 시스템 로그 수집 함수, 휘발

성 정보를 수집하는 휘발성 로그 수집 함수, 네트워크 정보 캡

쳐 도구Tcpflow를 이용해 세션별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하는 

네트워크 로그 정보 수집 함수로 이루어진다. 

Memory Information Module은 시스템의 로세스 메모

리만을 수집하는 로세스 메모리 수집 함수, 시스템의 체

인 메모리를 모두 수집하는 시스템 체 메모리 수집 함수, 가

상 메모리 정보를 수집하는 가상 메모리 수집 함수,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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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일 정보를 수집하는 페이지 일 수집 함수로 구성

된다.

Evidence Management Module은 로그 수집 모듈에서 수

집한 로그 정보를 리하는 로그 정보 리 함수, 수집한 메모

리 정보를 리하는 메모리 정보 리 함수, 각각의 모듈에서 

수집한 로그 정보와 메모리 정보를 통합 으로 리하는 통합 

정보 리 함수, 그리고 각 모듈에서 수집하고 리하는 모든 

정보들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무결성 검증 함수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Collection Management Module은 휘발성 정

보 수집 모듈 내의 체 인 모듈의 기능을 제어하는 명령 

달 함수, 침입탐지시스템(IDS)로부터 탐지메시지를 수신하는 

IDS 탐지 함수로 이루어진다.

3.2 로그 수집 모듈
3.2.1 로그 수집

공개 도구인 TCT에 포함된 Grave-Robber의 기능을 기반

으로 복되는 정보를 제거하며 자동으로 휘발성 로그를 수집

할 수 있도록 수정하 다. 휘발성 로그의 생성과 동시에 로그 

무결성 보장을 해 수집된 모든 휘발성 로그에 한 MD5 해

쉬 값을 생성한다. 휘발성 로그 수집도 시스템 로그 수집과 마

찬가지로 네트워크를 통하여 안 한 로그 머신에 장되며, 새

로 생성되는 일의 공간 확보를 해 로그 순환을 한다.

3.2.2 네트워크 로그 수집

네트워크 패킷 정보를 세션별로 수집하여 일로 생성하기 

해 공개도구인 Tcpflow를 활용한다. Tcpflow는 TCP 연결

흐름 부분에서 송되는 데이터를 캡쳐하고, 로토콜을 분석

하거나 디버깅하기 쉽게 데이터를 장하는 로그램이다. 

Tcpflow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패킷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다

양한 포맷으로 수집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Telnet을 통한 원격 속: 세션의 시작시 부터 종료시

까지 사용자가 입력한 모든 키 입력 정보를 수집한다.

•Ftp 일 업로드  다운로드: 세션 시작시 부터 종료시

까지 ftp 속 정보와 일의 업로드  다운로드 정보

를 수집한다.

•웹 서비스: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송되는 웹페이지의 

소스코드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나, Tcpflow는 침해사고 분석에 필요한 시간정보와 데

이터의 무결성을 한 MD5 CheckSum을 생성하지 못하므로 

Tcpflow에 의해 수집한 패킷 데이터의 헤더 정보에 시간정보

와 MD5 CheckSum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하 다. 

시간 기록은 어떤 사건 보고의 원자성과 로그의 상호연  작

업 수행에 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정보 데이터를 추

가하 다.

3.2.3 메모리 로그 수집

메모리 정보 수집 모듈은 정보 수집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실시간 수집이 어려워 시스템 환경이나 리자의 필요에 따라 

임의의 주기로 수집된다. 그리고 침입 탐지 시스템에서 송신된

침입 탐지 메시지를 IDS 탐지 함수가 수신한 경우에는 휘발성 

정보 수집 모듈이 실행된 후에 마지막 침입 메시지를 수신한 

이후 실행되는 모듈로 침입 탐지가 종료된 시 의 메모리 정

보를 수집한다.

메모리 정보 수집 모듈은 로세스 메모리 수집 함수, 시스

템 체 메모리 수집 함수, 가상 메모리 수집 함수, 페이지 

일 수집 함수로 이루어진다.

(1) 로세스 메모리 수집

메모리 정보는 크게 시스템 메모리와 로세스 메모리로 구

분할 수 있다. 먼  로세스 메모리를 획득하는 로세스 메

모리 수집 함수에 해 설명한다. 메모리 덤  일에는 해당 

로세스가 사용했던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혹은 로세스가 생성한 데이터들이 존재한다. 로세

스 메모리 수집 함수는 웹 라우 의 속 련 로세스, 인

터넷 뱅킹시의 인터넷 뱅킹 로그램 등의 웹 인증 련 로

세스 정보를 수집하는 함수이다.

메모리 덤  일에는 바이 리 값과 문자열이 섞여 있어 

수사 이 분석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독성이 변한 형태로 변환

한다. 이것은 오 젝트 일이나 실행 일에서 ASCII 코드나 

유니 코드 문자열을 검색해서 출력해주는 'strings' 명령의 기

능을 기반으로 한다.

1) 웹 라우

웹 라우 를 이용해서 특정 웹사이트에 보안 속을 통한 

로그-인을 하고 그 메모리를 덤 한다. 클라이언트가 웹 서버

에 보안 속 과정을 거쳐 로그-인을 하더라도 ID와 패스워드

는 반드시 메모리에 재되었다가 암호화되어 통신하기 때문

에 메모리에 암호화되기 의 원문 상태가 그 로 남아 있게 

된다.

2) 인터넷 뱅킹 로세스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기 해 특정 은행 사이트에 공인 인

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하고 클라이언트 로그램과 웹 라우

 로세스 메모리를 덤 한다. 덤  일에는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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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패스워드, 계좌 번호, 해당 계좌의 비  번호가 평문 형

태 그 로 있는 것을 확인하 다.

(2) 시스템 역 메모리 정보 수집

앞에서 살펴본 로세스 메모리 덤  방법을 사용해서는 시

스템 메모리를 획득할 수 없다. 하지만 운 체제의 최   

모드를 사용한다면 시스템의 체 메모리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다.

리 스에서는 시스템의 원이 차단될 때 메모리의 모든 내

용을 하드 디스크에 장하는데 시스템 체 메모리 수집 함

수는 ntsysv 유틸리티를 통해서 특정 일에 장한다. 시스

템이 설치될 때 운 체제에서 기본 으로 RAM 용량과 같은 

크기의 공간을 확보한다. 최   기능으로 ntsysv 유틸리

티를 통해 장된 일을 획득한다면 재 메모리 체 내용

을 획득할 수 있다.

(3) 가상 메모리 정보 수집

재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컴퓨터 시스템은 가상 메모리 

기법을 이용한다. 가상 메모리(Virtual Memory)는 운 체제

에 의해 구 되는 개념으로서 로그래머에게 큰 용량의 메모

리나 데이터 장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

한다.

가상 메모리 수집 함수에서는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 

사이의 데이터 교환인 스와핑(swapping)기능을 기반으로 가

상 메모리를 수집하며 그 차는 다음과 같다.

• 로그램 실행

•메모리에서 로그램이 로세스를 선택

•하드디스크의 스왑 역으로 이동

•하드디스크에 장된 메모리 정보를 수집하여 증거 리 

모듈로 송

(4) 페이지 일 정보 수집

페이지 일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들은 운 체제에서 기본

으로 시스템이 종료될　때 삭제하지 않게 되어 있다. 페이지 

일 수집 함수는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함수이다. 운 체

제나 다른 기타 어 리 이션들이 설치된 경우 시스템에서 페

이지 일의 역을 하드 디스크상 임의의 공간에 할당한다. 

이 게 할당된 페이지 일에서 하드 디스크의 이  사용 흔

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드 디스크의 데이터를 삭제하

고 포맷을 하더라도 실제 데이터는 지우지 않기 때문에 시스

템을 설치하기 이 의 데이터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수집된 데이터는 증거 리 모듈로 송된다.

3.4 수집 정보 관리 모듈
수집 정보 리 모듈은 휘발성 정보 수집 모듈의 모든 모듈

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시 과 송하는 시 을 제어하는 모듈

이다. IDS 탐지 함수와 명령 함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 각 모듈에서 정보의 수집 는 증거 리 모듈로의 

송이 이루어진다. 

(1) 정보 수집 시 : 일반 인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휘발성 

로그 수집 모듈이 실행되어 휘발성 로그를 주기 으로 

수집한다. 그리고 메모리 수집 모듈은 임의의 시간 주기

로 수집한다.

(2) 정보 송 시 : 메모리 정보 수집 모듈의 수집 지연 시

간을 고려하여 임의의 시간 주기 마다 수집된 정보들이 

송된다, 휘발성 로그 수집 모듈에서 수집된 정보와 메

모리 수집 모듈에서 수집된 정보가 증거 리 모듈로 

송된다. 

(3) 침입탐지시스템으로부터 침입정보 메시지를 수신한 경

우: 침입탐지시스템이 이상 징후를 알리면 휘발성 정보 

수집 모듈(System Log, Volatile Log, Network Log)

과 메모리 정보 수집 모듈이 동시에 실행되며 생성된 정

보들이 증거 리 모듈로 송된다. 여기서 메모리 정보 

수집 모듈은 마지막으로 침입 탐지 메시지를 수신한 이

후에도 실행된다.

(4) 보안 리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3)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모든 수집 모듈들(Volatile Log Collection Module, 

Memory Information Collection Module)이 실행되며 

생성된 정보들이 송된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실시간 휘발성 로그 수집 모듈의 수집과 

결과물의 송, 5분 주기의 메모리 정보 수집 모듈의 수집과 

결과물의 송이 이루어지며, 침입탐지시스템이나 보안 리

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수집 모듈(휘발성 정

보 수집 모듈, 메모리 정보 수집 모듈)의 수집과 송을 수행

시킨다..

3.5 증거 관리 모듈
증거 리 모듈은 수집된 증거의 안 한 장과 차후 분석

에 용이하도록 데이터를 축약하여 리하는 모듈이며, 로그 정

보 리 함수,메모리 정보 리 함수, 통합 정보 리 함수, 무

결성 검증 함수로 구성된다.

(1) Log Information Management

상이한 형식으로 수집된 정보는 사건 통합을 해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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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필요하다. 정규화는 원래 데이터의 무결성을 괴하지 

않으면서도 여러 형태의 로그와 연 시켜 로그 일의 원래 형

식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상호연  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집한 증거의 장 공간을 이기 해 복되는 부분의 데

이터 축약이 필요하다. 데이터 축약은 일련의 연  사건들을 

식별하고, 선택하는 기 에 따라서 상호연  계를 형성하도

록 하기 해 데이터를 추출하는 차이다. 로그 정보 리 함

수는 다음의 규칙을 가지고 축약되어 통합 정보 리 함수로 

송된다.

로그 정보

V = { User, IP Address, MAC Address, 

     Time, Port, Host, Protocol, State,

      Directory }

네트워크 로그 정보

N = { User, IP Address, MAC Address, 

     Time, Port, OS, Execute Command } 

(2) Memory Information Management

수집된 로세스 메모리, 시스템 체 메모리, 가상 메모리, 

페이지 일은 소유자(사용자 ID 혹은 로세스), 침해 시 , 

메모리 데이터로 정규화하여 장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는 

통합 정보 리 함수로 송된다.

메모리 일 정보

M = { User ∪ Process, Time, 

       Memory Data}

(3) Integrated Information Management

데이터 축약

S ∩ V ∩ N  || M = { User, IP Address, 

               Time, Port, Memory Data }

S ∪ V ∪ N || M = { User, IP Address, 

                     Time, Port, Protocol, 

            MAC Address, Memory Data }

통합 정보 리 함수에서는 로그 리 함수에서 1차 으로 

축약한 정보를 와 같이 침해사고와 련된 3가지 휘발성 정

보를 상호 연 시키기 해 동일한 정보를 정규화 하여 일정

한 형식으로 표 한다. 그리고 데이터 복을 이고 비 일

성의 기회를 최소화하기 해 공통되는 사용자 ID, IP 주소, 

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축약하여 통합 정보 리 데

이터베이스에 장한다. 그리고 메모리 정보 수집 함수에서 

달된 4가지 정보들은 사용자와 침해 시 을 기반으로 링크되

어 장된다.

(4) Integrity Assurance

각각의 모듈에서 수집한 로그 정보와 메모리 정보들은 정보

의 리를 해 증거 리 모듈로 송되어 각각의 리 함수

로 달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netcat(nc)를 이용하여 송하

게 된다. 그러나 송 과정 후에 발생될 수 있는 일 리상

의 무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집 정보의 안 한 

송을 해서는 Log Collection Module이 생성한 로그 일

들과 각 로그 일의 MD5 해쉬 값 일들을 netcat으로 송

하기 에 cryptcat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 증거 리 모듈로 

송해야 한다. 그리고 수신 후에는 복호화 후, 로그 일들의 

MD5 해쉬 값을 비교하여 무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Ⅳ. 결과 분석
정보 수집 모듈의 기능 평가는 3.1 의 컴퓨터 포 식스 시

스템 구성도에 나타난 시스템 환경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으며, 

2장에서 도출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표 인 정보 수집 도

구인 TCT(The Coroner's Toolkit)와 일반 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포 식스 도구인 EnCase (Guidance Soft사)를 제안 

모듈과 비교하 다. 각 요구 사항에 한 지원 황은 표 1. 과 

같다.

[표 1] 제안 시스템 평가 (지원가능○, 지원불가×)

요구사항 TCT EnCase 제안 시스템

일 된 포 식스 차에 의한 정보 수집 ○ ○ ○

자동화된 증거 수집 × × ○

시스템 포 식스와 네트워크 포 식스

에서의 정보 수집의 연동
× × ○

획득 정보의 무결성 검증 ○ ○ ○

획득 시스템의 인증 ○ × ○

메모리 기반 

휘발성 정보 

수집 

로세스 메모리 수집 × × ○

시스템 체메모리 수집 ○ × ○

가상 메모리 수집 × × ○

페이지 일 수집 × × ○

제안한 정보 수집 모듈은 기존의 포 식스 도구들의 휘발성 

수집 기능이 가지는 문제 인 자동 인 정보 수집의 어려움, 

일 된 포 식스 차의 휘발성 정보 수집 지원 불가, 시스템 

포 식스와 네트워크 포 식스에서의 휘발성 정보 수집의 연

동 불가, 메모리 정보 수집 기술 불가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각 수집 모듈들의 수집시 과 송시 을 결정하는 수집 

리 모듈에서 매  혹은 매시간 마다 주기 으로 데이터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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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송을 제어하고 리하여 침해사고 시 의 정보들을 

수집하기 때문에 자동화된 증거 수집과 일 된 포 식스 차

에 의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무결성 검증 함수는 수집한 정

보를 송하기 에 MD5 해쉬 값을 용한 후 송하여 수신 

서버에서 MD5 해쉬 값을 비교하여 무결성 검증과 획득 시스

템의 인증을 가능하게 한다. 

 메모리 정보 수집 모듈에서는 로세스 메모리, 시스템 

체 메모리, 가상 메모리, 페이지 일을 수집하여 기존에는 수

집하지 못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 게 정보의 

종류별로 수집하는 모듈을 분류하여 수집함으로써 이후의 유

비쿼터스 기반의 컴퓨터 네트워크 통합 포 식스를 한 정보 

분석  조사, 응을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른 정보 수집 도구와의 기능 평가 결과 본 연구에서의 정

보 수집 모듈은 기존의 정보 수집 도구가 가지는 모든 기능을 

포함하며 추가 으로 기존 도구에서 수집하지 못하는 메모리 

기반의 정보 수집과 시스템 포 식스와 네트워크 포 식스에

서의 정보 수집의 연동이 가능하며 법  증거로서의 유용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화된 증거 수집 기능을 지

원하여 사이버 담 수사 이 아닌 일반 사용자도 손쉽게 증거

를 수집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정보 수집 도구와 메모리 수집 기법을 활용

하여 디지털 콘텐츠 컴퓨  환경을 포함한 각종 컴퓨  환경

에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시스템에서 활용

할 수 있는 메모리 기반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한 모듈의 기능평가 결과 2장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

하 으며, 비교 상인 기존의 정보 수집 도구에서는 문제 을 

해결하 다. 특히, 지원하지 않는 메모리 기반의 휘발성 정보

의 수집, 시스템 포 식스와 네트워크 포 식스의 연동 그리고 

자동화된 증거 수집이 가능하 다. 

그러나 수많은 서버 간의 시스템 시간이 상이할 경우 수집 

시 에 달라져 수집되는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보의 리가 어려운 한계 들이 있다. 때문에 향후 

정보 수집 모듈은 각각의 서버들과 통합 리 서버 간의 시간 

동기화 방안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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