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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무선 네트워크 기능이 스마트 디바이스에 삽입됨에 따라 IoT 서비스는 다양

해지고 있다. IoT 환경에서의 스마트 디바이스들은 사용자의 ID와 계정을 통해 동기화하기 때문에 연

동된 디바이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동된 디바이스에는 개인 정보, 
치 정보 등 다양하고 방 한 양의 데이터가 장되어 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연동 디바이스를 통

해 데이터의 변경, 수정, 삭제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용의자가 동기화된 데이터를 변경, 수정, 삭제 한

다면 법  증거 효력이 사라질 수 있다. 한, IoT 환경에는 방 한 양의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 분류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포 식을 한 IoT 환경에서의 데이터 

분류 방법을 제안 한다.

1. 서론

   최근 IT 기술의 발 으로 디바이스에 무선 네트워크 

기능이 삽입되었고, IoT(Internet of Things) 환경은 모든 

디바이스의 연결되는 연결사회로 다가왔다. 이러한 IoT 

환경은 스마트홈,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헬스 어, 스마트카 

등 다양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생성한다. 생성된 데이터는 

모바일 단말, 태블릿, 컴퓨터, 센서 디바이스 등 스마트 디

바이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로 제공된다. 스

마트 디바이스의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속 ID

와 계정으로 동기화되며, 원격으로 데이터의 근이 가능

하다. 따라서 무선 통신을 통해 사용자의 통화 기록, 개인 

정보, 치 정보  클라우드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제

공 받을 수 있다. 이러한 IoT 환경에서의 데이터는 디지

털 포 식을 통해 용의자의 범죄 정보  범죄 패턴, 개인 

정보, 치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사건 수사에 법  증

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IoT 환경에서의 데이터는 연동된 디바

이스를 통해 근하여 데이터 수정, 변경  삭제 등이 가

능하기 때문에 증거물 채택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한, 

IoT 환경에서는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방 한 데이터들이 

생성되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를 입수하기에 많은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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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IoT 환경에 합한 디지털 포

식 차와 방 한 양의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법이 필요하

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oT 환경에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포 식 차와 효율

으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한다[2].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2장에서는 디지털 

포 식에 해 알아보고 3장에서는 제안기법인 IoT 환경

에서의 디지털 포 식 차와 데이터 분류 방법을 제안한

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을 내린다.

2. 디지털 포 식

   디지털 포 식은 근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 원본 

장소로부터 법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를 

논리 이고 표 화된 차와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 

보 , 분석  보고하는 과정을 말한다. 한국정보통신기술

회의 ‘컴퓨터 포 식 가이드라인’은 사건 악  사  

비, 디지털 증거물 수집, 이송/ 송, 디지털 증거 획득

(디지털 데이터 복제, 디지털 데이터 분석), 사건 마무리로 

총 5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3].

   한 한국정보통신기술 회의 ‘모바일 포 식 가이드라

인’에는 사  비, 휴 폰 상태 악, 장 수집 여부 검

토, 물리  증거 수집 필요 악, 논리  증거 수집, 조사 

 분석, 보고서 작성으로 구성된 표 차를 규정한다[4].

   무선 기능이 삽입된 다양한 디바이스의 등장으로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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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포 식, 모바일 포 식 뿐만 아니라 IoT 환경에 합

한 디지털 포 식 차가 필요하며, 다양하고 방 한 양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IoT 환경에 합한 데이터 분류 방법

이 필요하다.

3. 제안기법

   IoT 환경에서 증거를 수집하여 증거가 채택되기 해

서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개방성과 동기화를 고려하여 데

이터의 변경과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 다양하

고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공유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분

류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IoT 환경에 합한 디지털 포 식 차

를 통해 다양한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3.1 IoT 환경에서의 디지털 포 식 차

   다양한 OS를 사용하는 스마트 디바이스는 다음 (그림 

1)과 같은 IoT 환경에서 합한 디지털 포 식 차를 나

타낸다.

(그림 1) IoT 환경에서의 디지털 포 식 차

   본 논문에서의 디지털 포 식 차는 데이터 수집 사

 비 차, 디바이스별 증거 수집 차, 디지털 증거 

처리 차로 되어 있다. 데이터 수집 사  비 차는 기

존의 디지털 포 식 차와 동일하며, 스마트 디바이스를 

악하고 압수하는 차이다. 

   디바이스별 증거수집 차는 디바이스가 작동 이라면 

가장 우선 으로 휘발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비활성 데이

터 수집을 실시한다. 비활성 데이터를 수집하기 해서 먼

 디바이스를 구분한 다음 OS를 구분하여 데이터를 수

집한다. OS에는 Android, iOS, Window, Linux 등 기타 

OS를 구분하여 각 OS에 합한 데이터 수집 방법을 통

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수집 시, 설치되어 있는 애 리

이션과 소 트웨어 목록을 추출하여 속 ID와 계정 목록

을 악한다. 이를 통해 동기화된 디바이스의 존재 여부를 

악할 수 있다. 동기화된 디바이스가 존재할 경우, 디바

이스를 압수하여 데이터를 수집한다. 애 리 이션 목록에 

맞게 동기화된 데이터  수정된 데이터를 악하고 용의

자의 데이터 기록을 악하여 데이터 분류를 한다. 

   디지털 증거 처리 차는 기존의 디지털 포 식 차

와 동일하게 증거물 포장  상세정보 기재과정과 증거물 

수집 확인 차를 거쳐 데이터 수집을 종료하고 보고서 

작성  법정 증거 자료로 보 한다[5].

3.2 데이터 분류 방법

   IoT 환경에서의 디지털 포 식 차에서 요한 것은 

방 한 양의 데이터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법정 

증거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 분류 방법은 

반드시 필요하다[6].

   데이터 분류를 해 먼  설치 애 리 이션 목록 추

출과 속 ID  계정 목록을 악하여 연동 디바이스를 

악한다. 연동 디바이스가 있을 경우, 용의자가 데이터에 

근하여 증거물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먼  설치된 

애 리 이션과 ID  계정 목록을 악하여 연동 디바이

스의 존재 여부를 악한다.

   단일 디바이스의 경우, 단일 디바이스의 통신 기록으로 

연락처, 통화 목록,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여 데이터를 분류

한다. 한 사용자  시스템 기록으로 사용자 계정 정보, 

기기 모델, 버 , 네트워크, 설치 애 리 이션 정보를 확

인하여 데이터를 분류하고 애 리 이션의 기록으로 메신

, SNS, 클라우드 일, 웹 라우  속  검색 기록, 

이메일 송수신 내용, 사용 시간, 치(GPS)를 악하여 데

이터를 분류한다. 이를 통해 수사 이 법  증거로 사용할 

데이터를 채택한다.

   연동 디바이스가 발견될 경우, 먼  스마트폰  태블

릿과의 연결을 악하고 스마트폰  태블릿과의 연결 기

록, 연락처, 통화 목록, 문자메시지를 악한다. 한 클라

우드 서비스 기록으로 연동 디바이스 정보와 사용자 계정

을 악하고, 사용자  시스템 기록으로 사용자의 계정 

정보, 연동 디바이스 정보, 연동 애 리 이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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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여 데이터를 선별 으로 수집한다. 다른 연동 디바이

스의 여부를 악한 후, 다시 단일 디바이스의 데이터 분

류 과정을 거쳐 데이터를 분류한다.

단일 디바이스

통신 기록
연락처, 통화 목록, 문자메시지

(SMS, MMS)

사용자  시스템 

기록

사용자 계정 정보, 기기 모델, 버

, 네트워크, 설치 애 리 이션 

정보

애 리 이션 기록

메신 , SNS, 클라우드 일, 웹 

라우  속  검색 기록, 이

메일 송수신 내용, 사용 시간, 

치(GPS)

연동 디바이스

스마트폰과의 연결 

기록

스마트폰의 연결 기록, 연락처, 

통화 목록, 문자메시지(SMS, 

MMS)

클라우드 서비스 

기록

연동 디바이스 정보, 사용자 계

정

사용자  시스템 

기록

사용자 계정 정보, 연동 디바이

스 정보, 네트워크 정보, 연동 애

리 이션 정보

표 2 데이터 분류 방법

3.3 기 효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IoT 환경에서의 디지털 포 식 

차와 데이터 분류 방법은 방 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IoT 환경에서 효과 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고 선별 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다. 한 동기화된 

다양한 디바이스가 존재하는 IoT 환경에서 디지털 데이터

를 훼손  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분류하여 

리함으로써 수사 이 법  증거로 사용할 데이터를 채

택하는데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다. 

   IoT 환경에서의 디지털 포 식을 통해 얻은 데이터와 

분류 방법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용의자의 디바이스  데이터 근 기록 악

   -용의자의 2차 범죄 측

   -용의자 치 악

   -동기화된 디바이스 악

   -동기화된 데이터 악

   -데이터의 효과  분류 

   -데이터의 근 방지

4. 결론

   디바이스가 무선 네트워크 기능이 삽입됨에 따라 IoT 

환경의 서비스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다

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IoT 환경의 스마트 디바이

스들은 연동된 ID와 계정을 통해 여러 디바이스에 데이터

를 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수사에 요한 증거로 활

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포 식을 한 IoT 환경에서의 

합한 데이터 분류 방법을 해 디지털 포 식 차와 

분류 방법을 제안하 다. 이러한 차는 연동된 디바이스

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IoT 환경에서 합하

며, 데이터 분류 방법은 디바이스의 요한 데이터를 분류

하는 기 으로 방 한 양의 데이터가 있는 IoT 환경에 

합하다. 한, 수사 이 법  증거로 사용할 데이터를 채

택하는데 효율 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 된다.

   재 IoT 환경에 합한 디지털 포 식에 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데이터 분류 

방법은 IoT 환경에서의 디지털 포 식 연구에 많은 활용

이 될 것으로 기 된다.

참고문헌

[1] 이지희, 정 지, 이상진, “실시간 동기화 서비스에 

한 포 식 조사 차에 한 연구”, 한국정보보호학회지, 

22(6), pp. 1363-1374, 2012.12

[2] 김동국, 장성용, 이원 , 김용호, 박창 , “모바일 포

식의 무결성 보장을 한 효과 인 통제방법”, 한국정보보

호학회논문지, 19(5), pp. 151-166, 2009.10

[3] 한국정보통신기술 회, “컴퓨터 포 식 가이드라인”, 

2007.12

[4] 한국정보통신기술 회, “이동 화 가이드라인”, 

2007.12

[5] 장유종, 곽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사건 수사를 

한 모바일 디지털 포 식 차에 한 연구”, 한국항행

학회논문지, pp. 325-331, 2013

[6] 백명훈, 이상진, “디지털 포 식 기법을 이용한 해양사

고 조사 방법론”, 한국정보보호학회논문지, 23(3), pp. 

515-530, 2013.6

- 7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