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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의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은 휴 화기 시장의 속한 성장을 이루어 최근에는 3000만   

사용자 수를 넘어서고 있지만, 악성코드와 같은 공격으로 인한 보안 사고 한 증가하고 있다. 개방성

을 지향하는 안드로이드 랫폼에서는 스미싱과 같은 신종 공격으로 인해 보안 사고가 최근 크게 이

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해 기존 스마트폰 운 체제와 별도의 도메인을 

분리하여 융거래나 사용자의 요 정보는 별도의 보안 운 체제에서 처리하는 모바일 가상화 기술

이 두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모바일 가상화 기술이 화될 경우, 일반 인 포 식 조사 차로는 

장에서 확보한 스마트폰의 보안 역에서는 사건 조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이 불가능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모바일 가상화 기술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가상화 랫폼 기반 모바

일 장비의 포 식 조사 방안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서론

스마트폰의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은 휴 화기 시장의 

속한 성장을 이루어 최근에는 3000 만명을 넘어서고 있

지만, 악성코드와 같은 공격으로 인한 보안 사고 한 증

가하고 있다. 개방성을 지향하는 안드로이드 랫폼에서는 

신종 공격으로 인해 보안 사고가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스마트 폰에 설치된 악성 코드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탈

취, 휴 폰 소액 결제를 악용한  피해 등 스마트폰

을 상으로 한 악성코드 수는 격히 증가 있다. 특히 안

드로이드 마켓의 개방성과 안드로이드 단말의 높은 시장 

유율은 악성 코드의 유포를 용이하게 하여 모바일 악성

코드의 부분은 안드로이드 단말을 공격 상으로 삼고 

있는 삼고 있다 [1]. 이러한 모바일 악성코드에 한 탐지 

 응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재까지의 모바일 

보안 솔루션 기술은 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모바일 

악성코드의 빠른 탐지와 응을 한 기술이 연구되고 있

다.

한편 기존 악성코드 탐지  응 기술 외에, 이러한 안

드로이드 랫폼의 근본 인 특징인 개방성으로 인한 취

약성을 보완하기 해 기존 스마트폰 운 체제와 별도의 

운 체제를 운 하여 각각의 역의 목 에 맞게 도메인

을 분리하는 모바일 가상화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6][9-12] 즉 일반 인 안드로이드 운 체제와는  별도로 

융거래나 사용자의 주요 개인 정보는 별도의 보안 운

체제에서 처리하고 리하는 모바일 가상화 기술이 두

되고 있다.[2] 최근 삼성 자는 하나의 폰에서 일반 인 

사용자 역과 업무를 한 보안 역으로 분리하는  

KNOX 기술을 발표함으로써 시장에서 스마트폰의 도메인 

분리 기술을 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기술 으로는 

KNOX는 가상화 기술을 이용한 도메인 분리 기술은 아니

지만, 향후 가상화 기반 모바일 랫폼의 시장 확  가능

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단된다. 

한편 이러한 모바일 가상화 랫폼 기반의 스마트폰이 

화 될 경우, 일반 인 포 식 조사 차로는 장에서 

확보한 스마트폰의 보안 도메인에서는 사건 조사에 필요

한 증거 수집이 불가능할 수 있다. 즉 일반 역의 운 체

제에서는 기존의 증거 수집 기술로 사건 조사에 필요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할 수 있지만, 도메인이 분리된 보안 

역은 증거 수집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를 들어 안

드로이드 포 식 조사의 경우 논리  수집 방법에서는 사

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기록을 수집하기 한 SQLite DB 

일 기반 수집을 이용하여 분석하며, 물리  데이터 수집 

방법에는 티션 이미징을 통한 NAND 래쉬 일시스

템을 그 로 이미징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하지만 모바일 가상화 기술로 분리된 보안 역은 별도

의 운 체제에서 동작하며, 안 한 장을 한 별도의 보

안 일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2][3][7] 따라서 기존의 

수집 도구로 필요한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

으며, 하이퍼바이 (Hypevisor 는 Virutal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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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rustZone API 아키텍쳐 

Monitor)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안 역에서 

사용하는 운 체제에 따라 증거 수집 기술 연구  도구 

구 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

바일 가상화 기술에 한 동향을 살펴보고 모바일 가상화 

랫폼이 용된 스마트폰에 한 포 식 조사 방안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련 연구

 2.1 모바일 악성코드

 일반 으로 모바일 악성코드는 사용자의 단말에 설치 

되어 개인 민간 정보 탈취, 사용자 과  유발을 통한 

 피해, 스마트 폰 원격 제어 등의 공격 유형을 보이며, 

이러한 모바일 악성 코드의 행동은 해커에게 다양한 이득

을 제공한다. 휴 폰 인증번호를 가로 채 소액 결제를 이

용함으로써 직 인  이득을 취하거나 스마트 폰

을 좀비폰으로 활용함으로써 DDoS 공격  악성 스팸 

량 유포 등과 같은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다.[1][8]

최근에는 스미싱 공격 즉 문자메시지 피싱 (SMS 

Phising, Smishing)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기업, 기  

등을 사칭하여 개인의 비  정보를 요구하거나 휴 폰 소

액 결제를 유도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기 에서 발송한 

문자를 사칭하여, 사용자에가 링크를 클릭하게 유도하고, 

해당 링크를 통해 안드로이드 애 리 이션(이하 앱) 설치

일인 apk 일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휴 폰 내의 정

보를 빼가는 수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액 결

제 시 발송되는 인증코드를 가로채어  피해를 주거

나 모바일 뱅킹과 련된 비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

(그림 1) 스미싱 문자의  

일반 인 악성코드는 아래 표의 3가지 사회 공학

(social engineering) 기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형 설명

Repackaging

정상 으로 유포되는 App을 변조하

여 악의 인 코드를 추가한 뒤 마켓에 

올린 후, 사용자의 설치를 유도

App Update

악성코드 탐지를 피하기 해, 정상 인 

앱의 설치 후, 악의 인 행동을 수행하는 

로직을 앱의 업데이트를 통해 단말로 배포

Phishing

신뢰 가능한 송신자로부터 보내진 메시지

로 가장하여 수신자를 혹한 후, ‘수신자 

정보 탈취’  ‘수신 단말로의 악성코드 설

치’ 등을 유도하는 방식

(표 1) 모바일 악성코드 유형

 2.2 모바일 랫폼 보안

MTM (Mobile Trusted Mobile) 은 컴퓨터 기반에서 안

한 운 환경을 해 사용되던 TPM(Tursted Platform 

Module) 보안 기술을 모바일 환경에서 합한 형태로 개

량한 것으로 내부 으로 암호화 련 라이 러리 모듈을 

하드웨어에서 지원하도록 구성된다.

TrustZone 은 ARM 기반 칩셋을 기반으로 모바일 환경

을 보안을 해 로세서 차원의 보안 기술을 지원하며, 

안 한 부   메모리 격리, 개인 데이터 유출 차단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ARM v6 아키텍쳐 

기반 로세스에서 제공하며, 로세서의 동작모드를 일반 

모드와 보안모드로 나 어, 가상 으로 2개의 분리된 환경

에서 보안 련 앱 는 일반 사용자 앱을 별도로 운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모바일 가상화 기술은 기존 물리 인 컴퓨  자원을 추

상화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유연성을 증 하기 한 가상

화 기술에서 벗어나, 안 한 운  환경을 보장하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 즉 가상화 기반으로 도메인을 분리하여 악

의 인 공격에 응하는 Secure Execution (이하 SE)이 

있다.[4] SE는 하나의 물리 인 모바일 장비에서 생성된 

여러 개의 가상머신이 격리하여 인증된 채 을 통해서만 

각 가상 머신과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안 한 실

행환경을 보장하는 기술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반 

역(General Domain) 과 보안 역 (Secure Domain)을 

분리하여 사용자의 화, 주소록, 사진과 같은 요 정보

나, 융거래에 이용되는 모바일 뱅킹은 보안 역에서 동

작하도록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General Dynamics 사

의 OKL4, VMware의 MVP(Mobile Virtualization 

Platform), 오 소스 로젝트인 Xen-ARM, 재 ETRI에

서 개발 인 TeeMo [9] 를 로 들 수 있다. 아래는 

TrustZone 의 API 아키텍쳐로, 클라이언트 앱이 보안 환

경과 보안 서비스와는 독립 인 치에서 추상화된 보안

서비스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로그래  인터페이스

를 보여 다.

- 858 -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3. 모바일 가상화 랫폼에 한 포 식 조사 

모바일 가상화 기술이 용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

폰에 한 포 식 수사는 단순히 융거래와 같은 용도로 

SE를 활용할 경우는 사용자의 통화기록, SMS 와 같이 

포 식 조사에 요한 정보는 안드로이드 랫폼을 이용

하는 일반 역에 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는 아래 그림 3 과 같이 일반 인 수집  분석 방법

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건과 필요한 증거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그림 3) 안드로이드 포 식 조사 차 

하지만 향후 사용자의 요 정보는 모두 보안 역에서 

장하고 리하는 형태로 도메인을 분리하여 모바일 

랫폼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기기의 보안 역에 한 근할 방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즉 보안 역은 일반 역의 특정 클라이언트 앱과 

인증된 채 로만 통신을 설정하고, 보안 API 와 같은 특

정의 제한 인 기능만이 근하도록 구성하는 경우가 일

반 이다.[5][6][10] 따라서 보안 역에서 동작하는 운

체제, 일시스템, 근 방법 등에 한 정보가 없을 경우 

데이터 수집 자체가 불가능하다. 

재까지는 모바일 가상화 기술이 용된 스마트폰 제

품이 많이 출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포 식 조사 차

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논리  수집과 물리  수집으로 

나  수 있다. 최근에는 TrustZone, TEE API 등과 같은  

de facto 표  API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보안 역의 

서비스 앱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이용한 클라

이언트 앱 기반의 논리  수집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보안 역에 직 으로 근이 가능한 경우는 물리  수

집 방법으로 나  수 있다.

(그림 4) 모바일 가상화 랫폼 기반  포 식 조사 

차

 그림은 모바일 가상화 랫폼 기반의 기기에 한 

포 식 차이다. 수집 방식 선택에서 보안 역에 한 

콘솔 기반의 근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운 체제에 근

하여 ‘dd’ 명령어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필요

한 일을 선택 으로 수집하여 분석 상 일을 조사할 

수 있다. 

논리  데이터 수집 방법은 보안 역에 한 근이 

가능한 표  API를 지원하는 클라이언트 앱을 기반으로 

SE의 장장치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특히 포 식 

조사에서 가장 요 시 되는 보안 역의 장 장치 근

과 데이터 수집에 응하는 내부 API가  존재하므로 이를 

통한 장 장치와 연결 후 일 근 는 수집이 가능하

다. TEE Internal API를 살펴보면, Data Steam Access 

Function 의 경우 아래와 같은 함수를 제공한다.[13]

TEE_ReadObjectData- data stream에서 size만큼 

buffer에 read

TEE_WriteObjectData– buffer를 data stream에 size

만큼 write

TEE_TruncateObjectData– data stream의 size 변경

TEE_SeekObjectData– data position indicator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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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TEE 와 같은 표  API 기반으로 포 식 조사

를 한 클라이언트 도구를 구 하면 보안 역에 장되

어 있는 일의 근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사건 조사

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이처럼 향후 가상화 

기반 모바일 기기가 화되면 보안 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 마켓이 별도로 존재하게 될 것으로 단되며, 향

후 포 식 조사를 한 수사  용 클라이언트 앱이 개

발될 가능성 한 높다고 볼 수 있다. 를 들어 삼성 자

의 KNOX는 보안 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별도의 앱 마

켓을 구성하여 서비스할 정이다. 한편 안드로이드와 같

은 일반 역에 별도의 앱을 설치하여 조사 상 단말의 

무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단 이 있지만, 재 수행되고 

있는 안드로이드 포 식 조사 방법에서도 루 이나 별도

의 툴킷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이 수행되고 있으므로, 최소

한의 도구 설치는 필요하다.

4. 결론

본 논문은 모바일 가상화 랫폼이 용된 스마트폰에

서 디지털 포 식 조사 방안에 하 살펴보았다. 최근에 

들어 안드로이드 랫폼에 한 다양한 악성코드로 인한 

공격에 한 사고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다양한 응책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컴퓨  자원의 

효율 인 이용으로 각 을 받고 있는 가상화 기술이나 도

메인 분리 기술은 모바일 폰의 안 한 운  환경을 보장

하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 를 들어 가상화 기반으로 

도메인을 분리하여 악의 인 공격에 응하는 Secure 

Execution 나 General Dynamic 사의 OKL4 Microvisor가 

있다. SE는 하나의 물리 인 모바일 장비에서 생성된 여

러 개의 가상머신을 격리하여 인증된 채 을 통해서만 각 

가상 머신과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안 한 실행

환경을 보장하는 기술이다. 나아가 삼성 자는 일반 인 

사용자 역과 업무를 한 보안 역으로 분리하는  

KNOX 기술을 발표함으로써 시장에서 스마트폰의 도메인 

분리 기술을 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 ARM 의 

TrustZone, GlobalPlatform TEE API와 같은 기술들이 

로벌 기업과 연계하여 모바일 가상화 기술의 시장 진입 

확 가 이슈가 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안 한 운 환경 보장을 해 모바일 가상

화 랫폼에 한 시장성이 늘어가고 있는 반면에, 향후 

이러한 도메인 분리 기반의 모바일 기기에 한 포 식 

조사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

반 인 모바일 포 식 도구로는 가상화 기술이 용된 기

기에서는 보안 역의 증거 수집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가상화 랫폼에 한 포 식 

조사 방안에 해 살펴보았다. 향후 이러한 포 식 조사 

방안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 인 조사 차, 증거 수집 도

구에 해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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