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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T 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정보화가 되

어 지고 있고, 개인정보 또한 급속히 정보화가 이루어지

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매년 수백만 건의 해킹이 

시도되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정보가 신분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전자상거래, 금융 관리 

및 인터넷을 사용한 모든 활동에 대부분 사용이 되어 지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정보가 개인의 

실수 또는 관리자의 실수나 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

하여 개인정보 유출이 증가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위협 

빈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발생 

가능성 또한 더욱 증가되고 있다[1].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개인정보보호 동향 및 기술,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분석하고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제안한다.

Ⅱ. 관련연구 

1. 개인정보보호기술

  개인정보보호 기술은 크게 기술 기반 정책 및 관리 기

반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술 기반에는 프라이버시 보호 

진단 기술, 프라이버시 노출관리 기술, 개인정보보호 통

신 기술, 개인정보보호 저장 기술로 분류 된다. 프라이버

시 보호 진단 기술은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을 진단하는 

기술이고, 프라이버시 노출관리 기술은 정보 유출을 방

지하기 위해 전체 정보를 저장하거나 사전 에 점검하는 

대응하는 기술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통신 기술은 개인

정보 사용하기 위해 적용하는 SSL, 응용 보안 등과 같은 

보안 기술이 포함된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P3P(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s Project)등과 같이 정책 기반 기술이고, 개인

정보 보호 정책 기술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지 등

을 관리하는 기술이다.[2]

 

2. 디지털 포렌식 수사 모델

  디지털 포렌식은 정보기기 내 자료를 근거로 삼아 그 

정보기기를 사용하여 발생한 문제의 사실을 증명하는 보

안 서비스이다[3]. 디지털 포렌식 수사 모델을 살펴보면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로 정의 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 모델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조사준비, 현장 대응, 증거물 확보 및 수집, 운반 

및 확인, 조사 및 분석, 보고 및 증언”  6단계로 정의 할 

수 있다[4].

▶▶ 그림 1. 디지털 포렌식 수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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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급속한 현대사회의 정보화로 인하여 개인 정보에 대한 정보 유출 및 위협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디지털 포렌

식 수사 모델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시 검색 프로세스는 개인정보 노출에 취약한 파일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

인정보 노출 취약점 진단을 추가한 해시 검색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정밀 조사와 일반 조사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콘텐츠학회 2016 춘계종합학술대회 318

Ⅲ. 제안 모델

  디지털 포렌식 수사 절차 6가지 단계에서는 단계 별로 

디지털 기기 및 데이터 유형 숙지, 시스템 파악 및 정밀 

수색, 데이터 수집 및 사본 생성, 데이터 무결성 확인, 증

거물에 대한 인증, 데이터 분석, 분석된 데이터 및 모든 

검증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기술 중 기술기반 프라이

버시 보호진단 기술 중 하나인 개인정보 노출 취약점 진

단을 활용하여 6가지 절차 중에서 증거 및 분석에 해당

하는 검색 항목 중 해시 검색 항목을 추가하여 기존 검

색 프로세스에서 개인정보 노출에 있어 취약한 파일을 

구분하고 검사하여 상세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 모델

을 제안한다.

  기존의 해시 검색 프로세스는 기 구축된 파일의 해시

셋을 사용하여, 조사 분석 대상을 식별하고 검색 수준을 

선정 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기존 해시 검색 프로세스는 

모든 컴퓨터 파일에서 시스템 및 프로그램 파일과 데이

터 영역 파일로 구분되고, 시스템 및 프로그램 파일은 정

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 해시셋과 비교하여 일치하

게 되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표준 해시셋과 일치하

지 않으면 정밀 조사 대상이 된다. 데이터 영역 파일은 

비정형화되어 있어 조사자 개인 해시셋을 설정하여 비교

하고 데이터 영역 파일과 조사자 개인 해시셋이 일치하

면 정밀 조사 대상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일반조사 대상

이 된다.

  하지만 이 프로세스에서는 시스템과 데이터 영역 파일

에 대한 검색 구분만 있을 뿐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구

체적인 검색 구분이 없어 추후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 

또는 취약점이 발견 되었을 시 다시 개인정보 취약점에 

대해서 검사하고 조사해야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방법

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2)는 개인정보 노출 취약점 진단을 추가

한 제안 모델 해시 검색 프로세스 이다.

▶▶ 그림 2. 제안 모델 해시 검색 프로세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로세스는 기존 프로세스처럼 

모든 컴퓨터 파일에서 시스템 및 프로그램 파일과 데이

터 영역 파일을 구분하여 해시셋을 비교하고 정밀 조사 

대상과 일반 조사 대상으로 구분을 하는 것은 방법적으

로 같으나, 시스템 및 프로그램 파일과 데이터 영역 파일 

외 개인정보에 취약한 파일을 구분하고 파일에 대해 개

인정보 노출 취약점 진단을 하여 취약점이 존재하면 정

밀 조사 대상으로 구분,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일

반 조사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 취약점

을 진단하여 정밀 조사와 일반 조사 대상으로 구분하게 

되어 검사하고 조사하게 되면 기존 프로세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효율적인 방법을 보완 할 수 있다.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기존 디지털 포렌식 수사 모델 중 조사 및 분석 단계

의 해시검색 프로세스는 개인정보 노출에 취약한 파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노출 취

약점 진단을 추가한 해시 검색 프로세스를 제안함으로서, 

개인정보 노출에 취약한 파일을 진단하고 정밀조사와 일

반조사 대상을 구분함으로 분석하는데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모델에 마지막 단계인 보고 및 증언 단계에서도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노

출을 포함한 포괄적인 보안 취약점 진단을 적용한 디지

털 포렌식 수사 모델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

다.

 참 고 문 헌  
 

[1] 이규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기법 연

구”, 한국전자통신학회, 학술대회, 제 5권, 제 2호, pp. 

337-341, 2011.

[2] 남기효, 박상중, 강형석, 남기환, 김성인 “개인정보보호

기술의 최신 동향과 향후 전망”, 한국정보보호학회, 학

회지, 제 18권, 제 6호, pp. 11-19, 2008.

[3] 정익래, 홍도원, 정교일, “디지털포렌식 기술 및 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제 22권, 제 1호, pp. 97-104, 2007.

[4] 이창훈, “개인정보보호법 기반 디지털 포렌식 수사모델 

연구”, 한국항행학회, 논문지, 제 15권, 제 6호, pp. 

1212-1219,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