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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격히 증가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의 수사에 디지털 포 식 기술과 도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부분의 디지털 포 식 증거의 식별  수집 도구는 매우 어려운 통합도구이거나 
간단하지만 기능이 미흡한 도구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기 이나 민간 기업의 
침해사고 수사시 요한 디지털 증거들이 락되거나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우 시스템을 기반으로 ‘Log Parser’을 이용한 ‘사이버 침해사고 유형별 디지털 포 식 증거 식
별  수집 도구’를 제안하고 이를 이용한 사이버 침해사고 유형별 디지털 포 식 증거의 식별 
 수집에 한 방법론에 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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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ident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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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igital forensic technology and tools are used much in the rapidly increased cyber intrusion 
accident investigation. But, almost the identification and gathering tools of digital forensic evidence 
are very difficultly integrated and simply poor-skill. Thereby, Important digital evidences at intrusion 
accident investigation of public institution and a private enterprise can be omitted or demaged. In this 
paper, therefore, we refer to ‘The digital forensic tool for  identification and gathering evidence’ based 
only Window OS by using ‘Log Parser’, discuss the methodology for the identification and gathering 
of digital forensic evidence by cyber intrusion accident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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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사이버 침해사고 의 추세는 과거 단순 

바이러스 유포  홈페이지 변조 보다는 인 

이유나 산업기 자료 유출을 목 으로 웹서버를 

해킹하는 지능 이고 복합 인 기법들을 사용한다. 

특히 사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형 사이트의 게

시 이나 자료실에 악성코드가 삽입되어 이를 통

해 수많은 개인 PC들이 악성 Bot 등에 감염되어 

공격자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 에 

한 이런 사이버 침해사고는 작년의 4,286건에 이

어 올해에는 2007년 8월까지 무려 5,350건수의 침

해사고가 지속 으로 발생되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49건에 비해 137.8% 증가한 것이다[1].

이처럼 차 지능화되고 형화되는 사이버 침

해사고의 이 갈수록 증가하고 그 유․무형  

손실이 커짐에 따라 사이버 침해사고를 수사함에 

있어 디지털 포 식 방법론에 한 심이 증 되

고 특히 디지털 포 식 증거 기술의 다각 인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재 상당수의 사

이버 침해사고의 기 응시 디지털 증거의 식별 

 수집은 디지털 포 식 수사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피해기 들의 CERT 원들이나 미숙련된 

장 응 요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문 CERT 요원들이 부재한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

들의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비포 식 문가

인 산시스템 리자들이 장메뉴얼이나 가이드

에 의존한 채 수작업이나 단순 스크립트 도구를 

사용하여 디지털증거를 식별하거나 수집하는 경우

가 다반사이며 이런 상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

이버 침해사고 수사시의 문제 이 존재할 수 있다. 

• 디지털 데이터양의 기하 수 인 증가로 과도

하게 범 한 증거 상의 범

• 복잡하고 지능 인 침해사고의 기법으로 인해 

상황별 증거 식별의 정확성 하

• 다양하고 세분화된 증거 식별  수집 도구로 

인해 사고 응자의 기술  부담 가

• 특화된 도구들의 개별 인 결과물로 인해 증거

물의 통합 수집  분석의 어려움

이런 문제 들은 디지털 포 식 수사시 범

한 장에서 법  효력이 있는 디지털 증거물 식

별의 정확도를 하락시키고 법정에서 증거로 수용

될 수 있는 디지털 포 식 증거물이 훼손되거나 

락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이버 침해사고시 디지

털 증거물의 식별  수집의 문제 을 제기하고 

그 안으로 MS 사의 ‘Log Parser’를 기반으로 

도우 시스템 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사

이버 침해사고 유형별 디지털 증거 식별  수집 

도구’를 제안하고 이 도구를 통한 사이버 침해사고 

유형별 디지털 포 식 증거의 식별  수집에 

해 논의하겠다. 

2. 기존의 디지털 증거 식별  수집 

방법

재 국내의 사이버 침해사고 응시 일반 침해

사고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는 국가사

이버안 센터의 ‘사이버 침해사고 응 가이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침해사고 분석 차 가이

드’가 있다. 본 장에서는 이들 가이드가 제시하는 

증거 상  식별  수집이 필요한 디지털 증거 

상을 4가지(IIS 웹로그, 이벤트 로그, 일  폴

더 로그, 지스터리 로그)로 분류한 후 이들 가이

드에서 제시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시 디지털 증거

의 식별  증거 수집 방법을 분석해 보고 그 문

제 에 해 논의해 보겠다.

2.1 IIS 웹로그 증거 식별  수집

IIS는 마이크로소 트사에서 제공하는 도우 

NT 계열의 OS에서 작동하는 서버 로그램이며 

주로 웹 서비스, FTP( 일 원격 송)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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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IIS 웹로그는 IIS 웹서버에서 홈페이지

를 운   생성되는 기록으로 주로 홈페이지의 

방문자경로, 방문자의 속 IP, 시간, 요청 주소 등

을 분석할 수 있다. 이 듯 침해사고의 공격자가 

침해기 의 서버를 공격하기 하여 행한 모든 일

련의 행동을 IIS 웹로그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웹로그의 세 한 분석은 침해사고 분석

시 공격자의 침입흔 , 침입방법 등을 악할 수 

있고, 정확한 식별  수집을 통해 획득된 침해사

고 증거는 추후 법정에서 요한 디지털 포 식 

증거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듯 사이버 침

해사고 응시 웹로그 분석은 가장 필수 인 요소 

 하나이지만 갈수록 증 되는 웹서비스의 활용

도에 따라 그 로그의 양도 기하 수 으로 증가하

여 침해사고 응자가 정확하게 증거 자료를 식별 

 수집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 기존의 가이

드에서 침해사고 조사를 한 웹로그 분석은 주로 

아래의 (그림 1)[8]처럼 메모장이나 상용 텍스트 

편집도구를 사용한 ‘주요 키워드 검색 분석방법’ 

이나 ‘로그 일내 특정 패턴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웹로그에서의 SQL Injection 공격 

디지털 증거 식별 방법

그러나 방 한 웹로그를 단순 편집도구를 사용

한 키워드 검색이나 패턴 분석의 방법으로는 침해

사고 수사시 아래와 같은 문제 이 존재한다.

• 디지털 데이터양의 기하 수 인 증가에 따른 

방 한 웹로그의 분석은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

• 복잡하고 지능 인 침해사고의 기법으로 인해

특성 필드 설명

Client IP 

Address
c-ip

IIS 서버에 속한 클라이언트 

IP 주소

User 

Name

cs-usern

ame
IIS 서버에 속한 사용자 이름

Server IP 

Address
s-ip IIS 서버의 IP 주소

Server 

Port
s-port

요청을 제공하는 IIS 서버 포

트 번호

Method
cs- 

method

클라이언트 사용자 요청 형태, 

) GET, POST

URI Stem
cs-uri- 

stem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자료 이

름, ) html. asp

Protocol 

Status

sc- 

status

클라이언트의 요청 상태 코드, 

) 200, 400

Bytes Sent sc-bytes 서버가 보낸 데이터 용량

Bytes 

Received
cs-bytes 서버가 받은 데이터 용량

Time 

Taken

time- 

taken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로세

스의 소요시간

Protocol 

Version

cs- 

version

클라이언트 로토콜 버 , 

) HTTP, FTP

Host cs-host 클라이언트 컴퓨터 이름

<표 1> IIS 웹로그 기록 형식(W3C Extended 

Log Fields 기 )

   상황에 맞는 증거를 식별하는 정확도 하

• 다양하고 세분화된 증거 식별  수집 도구의 출

으로 인해 사고 응자의 기술 득 부담 가

• 각각 특화된 증거 식별  수집 도구들의 결과

물 통합이 거의 불가능하여 종합분석이 어려움

특히 의 <표 1>[5]에서 볼 수 있듯이 IIS 웹

로그에는 많은 형식의 로그 기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의 (그림 2)를 통해 IIS 웹로그의 구

조가 일반 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매우 흡사

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런 구조  특성을 이용하여 

키워드를 이용한 단순 패턴분석 방법보다는 계

형 데이터베이스의 질의문 형식의 분석 방법을 사

용한다면 좀 더 치 하고 종합 인 증거 식별  

수집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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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설명
이벤트 

ID

로컬 

로그온 

시도 실패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조

합하여 로그온 시도시 생성

529, 530, 

531, 532, 

533, 534, 

537

계정의 

잘못된 

사용

입력된 사용자 계정, 패스워드

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제

한에 의해 로그온 실패 시 생

성되는 이벤트

530, 531, 

532, 533

계정 잠김
계정 잠  정책에 의해 사용

자 계정이 잠겼을 때 발생
539

터미  

서비스공격

터미  서비스 연결 후 완 히 

세션을 종료하지 않았거나 다

시 연결 했을 때 이벤트 발생

683, 682

사용자 

계정 생성

사용자 계정이 만들어진 시간

과 활성화된 시간으로 공격자

에 의한 사용자 계정 생성인

지를 확인

624, 626

사용자 

계정 암호

사용자 이외의 계정에 의해 패

스워드가 변경되었을 경우 공

격자에 의해 해당 사용자 계정

이 탈취당한 경우

627, 628

<표 3> 공격 련 이벤트 로그

(그림 2) 실제 IIS 웹로그 시

2.2 이벤트 로그 증거 식별  수집

이벤트 로그는 도우 계열의 운 체제에서 컴

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 트웨어, 시스템 련 

문제를 이벤트 형식으로 기록한다. 아래의 <표 2> 

[16]는 응용 로그램 로그, 보안 로그, 시스템 로

그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벤트 로그의 종류

와 각 특성에 해 설명하고 있다.

<표 2> 이벤트 로그의 종류와 특성

로그 종류 특성

응용 로그램 

로그

응용 로그램이나 

로그램에서 기록한 

이벤트

데이터베이스 

로그램의 

일 오류

보안 로그 

올바른 로그온 시도 

 잘못된 로그온 

시도

시스템 로그온 

실패  성공

시스템 로그 

Windows 운 체제 

시스템 구성 요소를 

기록

도우 

시작하는  

다른 시스템 

구성 요소의 

로드 실패

 이런 이벤트 로그는 이벤트 뷰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3가지 종류의 이벤트 로그는 아래의 

<표 3>[2]에서와 같이 침해사고 응시 공격자의 

흔   활동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요한 디지

털 포 식 증거로 가치가 있다.

의 <표 2>, <표 3>에서 보듯이 이벤트 로그

의 분석을 통해 CERT요원이나 침해사고 응요

원들은 상 시스템의 침해사고 상황을 자세히 

악할 수 있다. 를 들어 과도한 로그온 실패 계

정, 침해사고 추정시간  로그인하거나 로그오

한 사용자 계정 추  등의 이벤트 로그 분석을 통

해 침해사고의 요한 증거를 식별  수집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방 한 이벤트 로그의 양과 매우 

다양한 이벤트 유형별 해석의 어려움으로 이벤트 

로그는 증거 수집 상으로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재의 가이드에서 제

시하는 이벤트 로그 증거 식별  수집의 주요 도

구인 도우 운 체제 자체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뷰어는 각 이벤트별 로그를 나열해주는 기능에 불

과하여 침해사고 증거 식별  수집 도구로서는 

충분하지가 않다. 따라서 주요 침해사고의 상황별 

이벤트 로그를 종합 으로 분석하여 손쉽게 침해

사고 증거를 식별하고 수집할 수 있는 도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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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도우 시스템의 ‘검색’ 기능을 활용한 

일 로그 증거 식별

(그림 4) 문 도구(Autostart Viewer)를 이용한 

지스터리 로그 증거 식별

2.3 일  폴더 로그 증거 식별  수집

부분의 사이버 침해사고는 공격자가 해당 시

스템의 취약 을 이용하여 침투에 성공한 후 백도

어나 악성코드, 루트킷(RootKit)를 삽입 후 이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원격조정하여 기 정보를 유출

시킨다. 이때 공격자는 도우 시스템의 특정 디

토리 치에 백도어 일을 업로드 시키거나 특

정 일을 변조시킨다. 이런 행 는 거의 모든 사

이버 침해사고에서 보이는 공격패턴이며 부분의 

침해사고 조사시 피해 시스템의 원인분석을 악

하는 요한 단서를 제공해 다. 따라서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시 일  폴더 로그의 증거 식별 

 수집은 필수 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디지털 포

식 증거 기술이다.

하지만 존하는 가이드에서 제안하거나 실제

로 침해사고 장에서 이루어지는 일  폴더 

로그의 증거 식별  수집의 방법은 (그림 3)[2]에

서와 같이 도우 시스템의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특정 시간 의 수정된 일, 마지막 엑세스 일, 

만든 일을 수동으로 각각 수집하는 것이다.

한 도우의 내장명령어인 ‘dir’, ‘find’ 등의 단

순도구를 사용하거나 간단한 분석 스크립트나 Batch 

일을 사용하여 개별 으로 원하는 디지털 포

식 증거를 식별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포 식 문 조사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공공기 의 비 문가들이 도우 시스템

의 기본 기능이나 단순 도구를 사용해서 공격자의 

침해시간으로 추정되는 특정 시간 의 증거 일

을 식별하거나, 도우 시스템의 요 디텍토리 

일을 생성  변조하는 행 의 증거 등을 신속하

고 일 성 있게 수집함은 큰 무리가 있다. 따라서 

사이버 침해사고의 기법과 그 유형이 차 복잡화 

되어가는 지 의 실에서는 비포 식 문가도 

쉽게 침해사고 유형에 맞는 일  디 토리의 

로그에 한 디지털 증거를 신속  정확하게 수

집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2.4 지스터리 로그 증거 식별  수집

지스터리(Registry)는 도우 시스템이 운

되는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설치된 소 트

웨어 정보부터 환경설정, 임시 장값까지 시스템

에 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사고분석에 

있어 공격자의 요한 흔 을 찾을 수 있다. 이

게 침해사고 조사시 요한 디지털 증거를 획득할 

수 있는 지스터리는 복잡하고 계층 인 디 토

리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디지털 포 식 문가라 

할지라도 그 모든 특성을 이해하기는 실 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재 부분의 가이드에서는 

지스터리 증거 분석을 해 도우 시스템이 기

본으로 제공하는 ‘Regedit’ 도구나 아래의 (그림 4) 

[17]에서 볼 수 있는 도우 시스템이 시작할 때 

자동으로 시작되는 로그램에 한 지스터리 

정보를 보여주는 ‘Autostart Viewer’ 같은 문 도

구 등을 제안하고 있다.

도우 시스템의 모든 정보를 망라하여 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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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지스터리는 그 방 함에 걸맞게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스터리의 각 항목

이 가지는 고유한 데이터 값의 표  형식은 일반

으로 쉽게 해석이 힘든 이진데이터이다. 이런 

기술 인 어려움으로 인해 침해사고 조사시 지

스터리는 조사 에게는 매우 난해한 디지털 증거

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침해

사고 조사시 조사 이나 침해사고 장 응요원들

이 보다 쉽게 지스터리 로그 증거를 식별  수

집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3. 침해사고 유형별 디지털 증거의 식별 

 수집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시의 디지털 증거란 ‘조사

가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사고에 한 가설의 이의

나 지지를 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포함하

는 디지털 데이터’를 말한다[10]. 이런 디지털 증거

는 쉽게 복사되거나 수정될 수 있고, 특히 인간의 

감각에 의해 쉽게 인지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한 자  도구 없

이 디지털 증거를 식별  수집하는 것은 거의 불

가능한 일이다[7]. 한 해마다 증가되는 장매체

의 용량과 매년 2배 이상 증가하는 디지털 정보량

으로 인해 디지털 포 식 수사 이 조사해야 할 

디지털 증거의 인 양은 기하 수 으로 증

가되고 있다. 이런 실에서 방 한 양의 로그와 

용량 디스크의 수많은 데이터를 수조사하거나 

여러 가지 단순 도구나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증거

를 수집하는 지 의 디지털 증거 수집 방법은 많

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비효율성을 지니고 있

다. 특히 사이버 침해사고의 수법과 그 유형이 갈

수록 다양화 되는 실에서 침해사고 기 의 시스

템 리자나 CERT 원들이 각각의 유형에 맞는 

한 도구를 선택하여 수많은 데이터에서 침해

사고의 증거를 정확히 식별하고 포 식 차에 맞

게 증거를 수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침해사고 기 의 시스템 

리자나 CERT 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

이버 침해사고 디지털 증거 식별  수집 도구’를 

제안하고 이 도구를 사용하여 주요 사이버 침해사

고 유형별 디지털 포 식 증거를 식별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보이겠다.

3.1 사이버 침해사고 주요 유형 분류

최근의 사이버 침해사고의 공격 형태가 단순히 

하나의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 인 기

법을 사용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실제 사고 장

의 침해사고가 어떤 특정한 분류에 정확히 일치하

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재 부분의 침해사고

가 인터넷에서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자동화 공격

도구를 이용하거나 운 체제  어 리 이션의 

일부 보안취약 을 악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분의 침해사고는 어느 정도의 정형화된 패턴

을 형성하고 고유한 특징을 보인다. 본 에서는 

각각 침해사고의 공격행   사고원인과 최근 국

내의 침해사고 통계결과[1]를 바탕으로 사이버 침

해사고 유형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해보겠다.

① 악성코드 감염  백도어(웹셀) 은닉 침해사고

최근 국내의 침해사고 유형  가장 많이 발생

하는 악성코드 감염을 통한 침해사고는 공격자가 

자동화 공격도구를 사용하여 취약 이 존재하는 

시스템을 탐지한 후 공격하여 시스템을 장악하거

나 악성코드를 삽입하면서 이루어진다. 한 추후 

재 근  악성코드 유포, 다른 시스템의 공격 경

유지로 피해 시스템을 악용하기 하여 악의 으

로 제작된 스크립트 일인 백도어(웹셀)를 설치

하여 공격자가 원격으로 시스템을 조정한다. 이런 

악성코드 감염  백도어(웹셀) 은닉형 침해사고

는 아래의 <표 4>[3]에서와 같은 사고원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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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행 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침해사고 조

사시 해당 침해사고 유형에 맞는 디지털 증거를 

체계 으로 식별  수집하는데 요한 근거로 사

용될 수 있다.

사고원인 공격자 행   피해

SQL-Injection 

취약 을 이용

한 DB 근

사용자 인증 우회를 통해 DB 데이

터 열람, 리자 권한으로 시스템

명령어를 실행 가능

근 제한 미설

정 게시  업로

드 취약  공격

첨부 일을 통해 웹셀을 업로드  

실행 후, 웹셀을 통한 해당 시스템

을 원격 조정

웹셀을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은닉

하거나,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악성 

Bot 서버로 악용

<표 4> 악성코드 감염  백도어(웹셀) 은닉 침

해사고의 특징

② 홈페이지 변조 침해사고

홈페이지 변조 침해사고는 공격자가 웹서버의 

취약 을 공격하여 홈페이지를 변조하는 공격으

로, WebDAV 공격 취약 , 게시 의 일 업로드 

취약  등을 이용하여 공격이 이루어진다[3]. 특히 

근래에는 웹호스  서비스 업체를 상으로 규

모 홈페이지 변조 침해사고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

<표 5> 홈페이지 변조 침해사고 특징

사고원인 공격 기법

WebDAV  

공격 취약  

WebDAV가 계속 사용하도록 설정되

어 있고, WebDAV 라이 러리 일

의 속성  홈페이지 디 토리에 쓰기 

권한이 모두 허용되어 있는 경우에 

WebDAV 도구를 사용하여 공격자가 

원격에서 홈페이지 디 토리에 임의의 

일을 삽입하여 변조

게시 의 

일 업로드 취

약  공격

공격자가 웹사이트 게시 의 일 업

로드 취약 을 이용하여 공격자가 만

든 특정 로그램을 업로드하여 웹서

버의 권한을 획득

으며, 사이버 침해사고  홈페이지 변조사고가 

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홈페이지 변조 침해

사고의 주요 특징은  <표 5>[3]와 같다.

③ 해킹 경유지 악용 침해사고

해킹 경유지 악용 침해사고는 피해 시스템이 여

러 취약 으로 인해 침해사고를 당한 후 다른 시

스템을 공격하는 경유지 시스템으로 악용되는 경

우를 일컫는다[3]. 이  도우 시스템에서는 주로 

와 즈 사이트 악용, FTP 스캐닝 공격 악용 등의 

유형이 있다. 아래 <표 6>[3]을 통해 해킹 경유지 

악용 침해사고의 주요 특징을 알 수 있다.

<표 6> 해킹 경유지 악용 침해사고 특징

사고원인 공격 기법

쓰기 가능한 익명 

FTP 서비스 취약

을 이용한 와 즈 사

이트 악용

쓰기 가능한 익명 FTP 서비스 

취약 을 이용하여 와 즈 디

토리를 생성한 후 불법 으

로 자료를 공유

쓰기 가능한 익명 

FTP 서비스 취약

을 이용하여 다른 시

스템의 FTP 스캐닝 

공격

FTP 스캐닝 로그램을 이용

하여 다른 시스템을 공격

3.2 사이버 침해사고 유형별 디지털 포 식 세부 

증거

본 에서는 3.1 에서 분류한 사이버 침해사고 

유형을 바탕으로 각 침해사고 유형에서 침해사고

의 원인과 공격자 규명을 해 식별  수집이 필

요한 디지털 포 식 세부 증거에 하여 논의해 

보겠다.

① 악성코드 감염  백도어(웹셀) 은닉 침해사

고 세부 증거 

악성코드 감염  백도어(웹셀) 은닉 침해사고 

유형에서는 <표 7>[2, 3]에서 제시하는 각 형태별 

세부 증거의 식별  수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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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홈페이지 변조 침해사고 세부 증거 

홈페이지 변조 침해사고 유형에서는 <표 8>[2,

3, 14]에서 제시하는 각 형태별 세부 증거의 식별 

 수집이 필요하다.

<표 7> 악성코드 감염  백도어(웹셀) 은닉 침해

사고시 디지털 포 식 세부 증거 

증거 

유형
세부 증거 설명

IIS 

로그

Sql-Injection 

공격 의심 증거

Sql-Injection 공격의 특정 키

워드 로그(상태코드 200이나 

500이상)

동일 IP의 다량 

로그 발생 증거

자동화된 공격 도구의 다량

의 공격로그

웹셀의 공격 의심 

증거

웹셀 공격의 특정 키워드 로

그 수집(상태코드 200)

공격자 의심 IP 

로그 수집

공격자 의심 IP의 행 가 기

록된 웹로그 수집

이벤

트 

로그 

xp_cmdshell 실행

기록 로그 

MS-SQL의 SQL-Injection 공

격 증거

로그온 성공/실패 

련로그

비정상 인 형태의 로그온 

성공  실패 증거

일

시스

템 

로그

특정 요 시스

템폴더  휴지

통 폴더내의 

일 ․변조 증

부분의 악성 로그램(웹셀)

등이 설치되는 폴더 내의 

일 ․변조 증거 수집최근 

생성되거나, 수정된 일

도우 재시작시 

자동 시작 폴더 

내의 최근 로 

그램 일 증거 

수집

공격자는 도우 재시작시 

자동으로 구동되게 설치해 

놓은 악성 로그램 일 증

거 수집

모든 로그램 설

치 폴더 목록

모든 로그램 설치 폴더 목

록 수집

지

스터

리 

로그

도우 재시작시 

자동실행 로그

램의 지스터리 

증거

공격자가 최근에 설치한 자

동실행 로그램의

지스터리 증거 수집

가장 최근에 

근한 일이나 문

서 목록 수집

공격자가 가장 최근에 근

한 일이나 문서 목록 련 

지스터리 증거 수집

터미  서비스 

속 목록

터미  서비스를 통한 원격

제어 지스터리 증거 수집

③ 해킹 경유지 악용 침해사고 세부 증거

해킹 경유지 악용 침해사고 유형에서는 <표 9> 

[2, 3]에서 제시하는 각 형태별 세부 증거의 식별 

 수집이 필요하다.

<표 8> 홈페이지 변조 침해사고시 디지털 포 식 

세부 증거

증거  

유형
세부 증거 설명

IIS 

로그

WebDAV 취약  공

격 증거 수집

WebDav 취약  공격의 

특정 키워드 로그 수집

웹셀의 공격 의심 

증거

웹셀 공격의 특정 키워드 

로그 수집(상태코드 200)

악성코드을 이용한 

편집 흔  증거 

홈페이지 변조를 해 

일을 편집하는 특정 키워

드 로그 기록 수집

공격자 의심 IP 

로그 수집

공격자 의심 IP의 행 가 

기록된 웹로그 수집

이벤

트 

로그

네트워크로 로그온 

성공한 이벤트 로그 

수집

원격지에서 Net 명령어를 

통해 악성 로그램을 업

로드하거나 자료 공유

이벤트 로그 강제 

삭제 로그 수집

이벤트 로그를 강제로 삭

제한 증거 로그 수집

일

시스

템 

로그

특정 요 시스템

폴더  휴지통 폴

더내의 일 ․

변조 증거 수집

부분의 악성 로그램(웹

셀)등이 설치되는 폴더내

의 일 ․변조 증거 수

집

최근 생성되거나, 수정된 

일 목록 수집

일이 업로드 되는 

폴더내의 일 목록

공격자가 게시 을 통해 

업로드 한 악성 일 목

록 증거 수집

IIS 서버의 웹폴더 

 host 일의 최근 

수정  생성된 

일 목록 수집

홈페이지 변조시 공격자

에 의해 수정되는 요 

일 목록 증거 수집

지

스터

리 

로그

가장 최근에 근한 

일이나 문서 목록 

수집

공격자가 근한 일이

나 문서 목록 수집

터미  서비스 속 

목록

터미  서비스를 통한 원

격제어 증거 수집

거시 목록 로그 

수집

이 에 설치했다가 삭제

한 서비스  하드웨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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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해킹 경유지 악용 침해사고시 디지털 포

식 세부 증거

증거 

유형
세부 증거 설명

IIS 

FTP 

로그

와 즈 사이트 악

용 증거 수집

와 즈 사이트 악용의 특

정 키워드 로그 증거 수집

일 

시스템 

로그

특정 요 시스템

폴더  휴지통 폴

더내의 일 ․

변조 증거 수집

부분의 악성 로그램(웹

셀)등이 설치되는 폴더내

의 일 ․변조 증거 수

집 최근 생성되거나, 수정

된 일 목록 수집

IIS 서버의 웹폴더

 host 일의 최

근 수정  생성된 

일 목록 수집

홈페이지 변조시 공격자에 

의해 수정되는 요 일 

목록 증거 수집

최근 변경된 디

토리  특수문자

가 등록된 디 토

리 증거 수집

리자가 정상 인 방법으

로 삭제하지 못하도록 특

수문자를 이용해 생성된 

디 토리 증거 수집

FTP 련 로

그램 설치 목록

FTP 련 로그램 설치 

목록 증거 수집

지스

터리 

로그

최근에 설치한 

로그램 설치 목록 

련 지스터리 

증거 수집

FTP 련 로그램 설치 

련 지스터리 증거 수

집

터미  속 목록
터미  서비스를 통한 원

격제어 증거 수집

3.3 침해사고 유형별 디지털 포 식 증거 식별 

 수집 도구

최근 부분의 사이버 침해사고시 디지털 포

식 문가나 수사 이 아닌 해당기 의 시스템 

리자나 CERT 사고조사 원들이 가장 처음 사고 

장의 디지털 증거를 하는 경우가 일반 이다. 

이런 경우에 해당기 의 리자들은 부분 공격

자를 추 하거나 디지털 포 식 증거를 식별  

수집하는 작업보다는 해당 시스템을 정상으로 복

구하는 작업에 더 우선순 를 두고 있다[11]. 

이는 아직까지 국내의 침해사고 응시 디지털 

포 식 수사 차에 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명확

한 디지털 포 식 증거에 한 법령 미비 등의 여

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실 인 원인은 사이버 침해사고 

응시 부분 피해기 의 1～2명인 시스템 리

자나 장 응 CERT 요원들이 다양한 침해사고 

공격유형에 합한 많은 도구를 문가 이상의 수

으로 습득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디지털 포

식 수사 차에 맞게 증거를 식별  수집해야 한

다는 것에 있다. 물론 모든 침해사고 응을 문 

수사기 에 의뢰할 수도 있으나, 한해에 3만건 이

상 발생하고 있는 국내의 침해사고를 부족한 수사

기 의 인력으로 부 감당할 수 없고 한 사이

버 침해사고 특성상 시간의 긴 을 요하는 빠른 

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에서는 일반 인 비포 식 문가

인 사고 응자가 손쉽게 침해사고 상황에 맞게 신

속히 디지털 포 식 증거를 식별  수집 할 수 있

는 통합 도구로서 MS 사의 ‘Log Parser’를 기반으

로 도우 시스템 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사이버 침해사고 유형별 디지털 증거 식별  수

집 통합 도구’의 설계  구 을 논의해 보겠다.

① Microsoft Log Parser(로그 서)

마이크로소 트사에서 제작한 ‘Log Parser’는 

2000년도에 MS사의 IIS 서버의 로그 분석 도구로 

처음 출시되었다. 이후 계속된 기능 향상과 SQL 

형식의 질의 기능 추가 등을 거쳐 가장 최근 버

으로 ‘Log Parser 2.2’가 제공되고 있다[19]. 로그 

서는 도우 운 체제의 요 데이터( 지스터

리, 이벤트 로그, 일 시스템)와 IIS 서버의 로그

등을 시스템 리자들에게 비교  친숙한 SQL 언

어형태의 질의문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세

부 인 데이터의 결과를 가공하여 여러 가지 형태

의 일 포맷(csv, txt, xls)으로 제공해 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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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Log Parser의 주요 입․출력 포맷

입력 포멧 출력 포멧

IIS 

Log

IISW3C(W3C 

Extended Log 

File) Text

NAT(readable 

tabulated 

Columns)

IIS(Microsoft IIS 

Log File)

CSV, TSV, XML, 

W3C

Text

CSV(comma-sepa

rated values)

기타

SQL(table in a 

SQL database)TSV(tab-separat

ed values)

XML(eXtensive 

Markup 

Language)
DATAGRID

(graphical user 

interface)

기 타

EVT(Event Log, 

Event Log 

Backup file)

FS(File System), 

REG(Registry)

CHART, 

SYSLOG

특히 아래의 <표 11>[18]에서처럼 로그 서는 

SQL 형태의 질의 명령문을 통해 특정 입력 포맷

의 용량 데이터로부터 사용자의 세 한 요구사

항을 정확하고 매우 빠르게 사용자가 원하는 출력 

포맷으로 제공해 다. 바로 이런 로그 서의 세

함과 신속성 그리고 통합성을 이용하여 복수의 

디지털 포 식 증거의 상호 연 성을 분석하여 침

해사고의 원인을 밝 내야 하는 최근의 디지털 포

식 증거 기술 동향에 맞는 도구를 구 할 수 있

다.

<표 11> Log Parser의 질의 명령문과 설명의 

질

의

명

령

문

LogParser “SELECT TimeGenerated AS Log-

onDate, EXTRACT_TOKEN(Strings, 0, ‘|’)

AS Account INTO Report.xml FROM Security 

WHERE EventID NOT IN (541；542；543)

AND EventType = 8 AND EventCategory = 2”

설

명

보안 이벤트 로그에서 로그온한 계정의 이름

과 날짜를 Report.xml 형식으로 추출하는 Log 

Parser SQL 질의 명령문

② 도구 설계

포 식 수사는 용량의 데이터를 다루어야 하

고 끊임없이 공격자의 기법이 진화되기 때문에 아

무리 능숙한 수사 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속성상 

실수를 범하기 쉽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런 어

려움과 수사 의 부족함을 최 한으로 보완해  

수 있는 자동화된 포 식 도구가 필요하다[18]. 특

히 본 논문에서 제안한 포 식 도구는 아래의 기

능 구 에 을 두었다.

• 비교  침해사고가 빈번한 도우 운 체제 

용 통합 도구

• 시스템의 경량화  쉽고 빠른 도구 설치로 인

해 실제 장형 도구

• 일반 시스템 리자나 비포 식 문가도 쉽게 사

용할 있도록 사용자 편의기반의 GUI 형태의 도구

• 개별 인 디지털 증거 객체를 통합 수집하여 침

해사고 유형에 맞는 증거를 자동식별  수집

• 수집된 증거는 향후 포 식 증거로서의 법  

효력을 해 MD5 해쉬값 자동 획득

아래의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사이

버 침해사고 유형별 디지털 증거 식별  수집 도

구’를 도식화 한 것으로 4가지의 도우 시스템 기

반 디지털 증거 객체인 IIS 웹로그, 이벤트 로그, 

일  폴더 로그, 지스터리 로그를 통합 수집

한 후 사이버 침해사고 유형별 세부증거에 맞는 

다양한 쿼리를 질의한 후 증거를 식별  수집한

다. 본 도구가 식별  수집한 최종 증거물은 디지

털 포 식 차에 따라 향후 증거의 무결성을 증

명하기 해 MD5 Hash 값을 자동으로 계산한 후 

수집된 증거와 함께 보 된다.

(그림 5) 사이버 침해사고 유형별 디지털 증거 식별 

 수집 도구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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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구 구  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도구의 구  환경은 VBS 

cript 이벤트 핸들러 기반으로 HTA(HyperText 

Markup Language Application)를 사용하여 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구 하 다. 아울러 Log Parser 

2.2가 제공하는 COM API를 사용하여 VBScript와 

연동되도록 구 하 다. HTA는 스크립트 기반의 

어 리 이션으로 특별한 설치가 필요 없고 인터

넷 익스 로러를 통해 구동이 가능하며, 도우의 

일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 범용성이 

뛰어나다[20]. 이런 HTA는 특별히 설치과정이 필

요하고, 특정 어 리 이션의 사  설치가 필요한 

일부 포 식 도구보다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실제 

침해사고 수사 장에서 이용될 수 있다.

④ 도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화면

아래의 (그림 6)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도구의 

사용자 기 화면이다. 수사 은 4가지 도우 증

거 객체를 각각 선택한 후 3.2 에서 제안한 침해

사고 유형별 세부증거를 참고하여 본 도구의 질의

문 기능을 이용하면 원하는 증거를 식별  수집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증거 식별  수집이 종료

된 후 향후 디지털 증거의 법 효력을 해 기

화면에서 모든 증거 결과물의 MD5 Hash 값을 자

동으로 채증한다.

(그림 6) 사이버 침해사고 유형별 디지털 증거 식별 

 수집 도구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화면

⑤ 도구를 통한 디지털 증거 식별  수집 실례

아래 (그림 7)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도구를 사

용해 디지털 포 식 증거를 실제로 식별하는 화면

이다. 본 실례에서는 악성코드 감염  백도어(웹

셀) 은닉 침해사고의 상황을 가정한 후 실제 침해

사고 수사 장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증거  하

나인 특정 용의자 IP의 특정 기간내 모든 행 의 

IIS 웹로그 증거를 본 도구를 사용하여 식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사이버 침해사고 유형별 디지털 증거 식별 

 수집 도구를 사용한 특정 용의자 IP의 

특정 기간 내의 IIS웹로그 증거 식별

아래 (그림 8)은  (그림 7)에서 식별한 증거를 

Microsoft의 엑셀을 사용하여 수집하는 화면이다. 

수사 은 본 도구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장에서 

식별한 증거를 신속히 엑셀 로그램의 형식으로 

수집할 수 있다.

(그림 8) 사이버 침해사고 유형별 디지털 증거 식별 

 수집 도구를 사용한 특정 용의자 IP의 

특정 기간 내의 IIS웹로그 증거 수집

아래 (그림 9)는 본 도구의 최종 단계로서 수사

이 침해사고 장에서 상황에 맞는 세부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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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사용하여 식별  수집한 후 최종 증거 결

과물의 MD5 Hash 값을 획득하는 화면이다. 이 

작업을 통해 수사 은 침해사고 장에서 자칫 간

과할 수 있는 증거의 무결성을 보장 받을 수 있고 

향후 법  증거로서의 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림 9) 사이버 침해사고 유형별 디지털 증거 식

별  수집 도구를 사용한 증거 결과물

의 MD5 Hash 값 획득

4. 향후 연구과제  결론

본 논문에서는 나날이 증가하는 사이버 침해사

고의 수사 장에서 사이버 침해사고 유형별 디지

털 포 식 증거 의 식별  수집을 하여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 의 비포 식 문가도 쉽게 사

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포 식 증거 식별  수집 

도구를 구   설계하고 그 방법론에 하여 논

의하 다. 특히 기존의 가이드나 문도구가 지니

고 있는 비효율성  기술  난해함, 통합 증거 수

집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식별  수집된 디지털 

증거의 법  효력 유지를 한 MD5 해쉬값 획득 

기능을 추가한 효율 이고 실 인 도구를 제시

하 다. 아울러 각을 다툴 정도로 신속함이 

요한 실제 침해사고 장에서 디지털 포 식 증거

의 ‘식별 → 수집 → 해쉬값 획득’의 일련의 단계

를 본 도구를 통해 일  처리 함으로써 도우 시

스템의 사이버 침해사고 수사기법을 보다 효율

이며 체계 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끝으로 이를 통해 디지털 포 식 증거 기술이 

소수의 문가나 수사기 만의 난해한 유물이 

아닌 민간 기업이나 일반 공공기 에서도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는 하나의 범용 인 정보보호 기술

로서 인식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단 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도구를 사용한 디지털 포

식 증거 식별  수집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과제가 남아 있다.

• 패턴  키워드 기반의 정  알고리즘으로 인

해 변종된 침해사고 증거 수집 불가

• 상황별 침해사고 세부 증거에 한 공인된 기

술 검증 차를 통한 세부증거의 신뢰성 확보 

필요

• 도우 시스템 용으로 타 OS 기반의 시스템

에 한 용 불가능

따라서 향후에는 공인된 기 에서 선별되고 기

술 으로 검증된 ‘디지털 포 식 증거 통합 DB’를 

구축한 후 장에 있는 수사 이 실시간으로 인터

넷을 이용해 도구의 증거 DB를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고, 그 결과를 다시 통합 DB 서버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디지털 증거 식별  수집 

통합 도구’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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