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기기 사용 증거 확보를 위한 로깅 연구 231

스마트기기 사용 증거 확보를 위한 로깅 연구

신 원†

요 약

일반적으로 로깅은 안전한 컴퓨터 시스템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데, 이러한 로그를 분석함으로써 컴퓨터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식별하거나 침입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로그 내의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각종 사이버 침해에 대한 스마트 기기의 증거자료를 확보는 물론

사이버 수사에서 포렌식 관점의 효력을 가지도록 할 수도 있다. 본 논문은 스마트기기를 위한 새로운 로깅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 방안은 스마

트기기용 로깅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므로, 스마트기기의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안전한 로깅 방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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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Logging Scheme in Smart Devices for Digital Evid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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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gging is an important part of any secure computer system. By analyzing logs in computer systems, you can identify early various

problems and detect intrusions by attackers. Also logs can use to collect digital evidences in smart devices and to be forensics value for

cybercrime investigation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logging scheme for smart devices and improve it to apply various

environments. The proposed scheme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logging for smart devices. Thus it will help to develop a better logging

in smart devices for digital evid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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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2011년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2,000만명을 이미 넘어섰

으며, 휴대전화 사용자 중 40%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는 통계자료도 나와 있다[1]. 국내외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사용자는 웹 서핑, 음악감상, 채팅 및 메신저, 스케줄링, 게

임 및 지도 이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존의 PC를 기반으로 하는 간단한 인터넷 검색, 일정관리,

채팅 등은 이미 스마트기기로 대체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

나 스마트기기 사용자의 폭발적 증가와 새로운 서비스의 경

쟁적 도입에 따라 이를 이용한 역기능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유명 어플리케이션 위장을 통한 정보 유

출, 스마트기기 악성코드를 통한 정보 변조와 피해, 분산서

비스거부(DDoS) 공격을 위한 좀비 역할 수행 등이 증가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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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침해를 분석하기 위해서

는 무형의 정보를 디지털 증거물로 수집하여 법적 효력을

갖는 증거물로 제시하는 절차인 디지털 포렌식이 필수적이

다. 즉, 사이버범죄 등에 대하여 컴퓨터 등 정보기기 장치에

내장된 디지털 자료를 근거로 그 장치를 매개체로 발생한

행위의 사실 관계를 규정·증명하는 기술 또는 일련의 절차

가 바로 디지털 포렌식이다[3]. 디지털 포렌식은 보안 서비

스의 한 분야로 검찰, 경찰 등의 국가 수사 기관에서 범죄

수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반 기업체 및 금융 회사 등의 민

간 분야에서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및 스마트기기

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 분석이 필수적인데, 기본이 되는 자

료가 바로 로그이다. 즉, 로그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디지털 범죄에 대한 수사의 향방이 결정되므로 로그의 수집

은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기기를 위한 안전한 로깅 방안을 제

안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스마트기기에서 로그에 대

한 내용과 기존 연구, 스마트기기용 로깅의 요구사항에 대

하여 살펴본다. 3장에서는 안전한 로깅 방안을 제안하고 안

전성 분석과 기존 방안과의 성능을 분석한 후, 마지막 4장

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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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마트폰 이벤트 로그 예제

Fig. 1. Example of event logs on smartphone

2. 로깅 개요

2.1 스마트기기에서 로깅

컴퓨터에서 로깅(Logging)은 프로그램 개발이나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추적하거나 운영상태를 모니터

링하기 위한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를 남기는 것을 말한다

[4]. 스마트기기에서 로그는 그림 1과 같이 스마트기기의 부

팅 및 종료, 망접속 상태, GPS 및 카메라 등 주변기기 사용,

어플리케이션의 설치와 삭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로깅은 스마트기기 동작 중 발생하는 각종 이벤트를 저장하

는 기록 과정이므로, 기록된 로그는 관리 관점에서는 스마

트기기의 동작을 기록하여 각종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안 관점에서는 스마트기기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해주고 해당 침해의 증거 자료로써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마트기기

로그는 평문으로 되어 있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특정 이벤트 로그의 삭제, 추가, 삽입 등의 조작에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2.2 기존 연구

로깅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에서 기존

로깅을 수정하여 암호학 기반의 부가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로그의 불법 수정을 검출하거나 수정 자체를 방지하는 쪽으

로 초점을 맞추어져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syslog-sign[5],

Schneier-Kelsey 방안[6], Ma-Tsudik 방안[7] 등이 있다.

단, 본 논문에서 언급된 로깅 방안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기반한다.

<가 정>

① 로깅 방안에서 사용하는 해쉬 함수는 안전하므로, 공격자가

해쉬 함수 자체를 공격하는 것은 계산적으로 불가능하다.

② 로깅 방안에서 사용하는 MAC(Message Authentication

Code)는 안전하므로, 공격자가 MAC 자체를 공격하는 것

은 계산적으로 불가능하다. 단, 키를 아는 경우는 쉽게 공

격할 수 있다.

③ 로깅 방안의 암호화에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안전하므로,

공격자가 암호화 알고리즘 자체를 공격하는 것은 계산적

으로 불가능하다. 단, 키를 아는 경우는 쉽게 복호화할 수

있다.

④ 로깅 방안의 암호화 및 MAC에서 사용하는 비밀키는 안

전하게 보관된다. 단, 사용자 부주의 등으로 인해 공격자

에게 노출될 수 있다.

⑤ 공격자가 임의의 난수값을 정확히 추측하는 것은 계산적

으로 불가능하다.

syslog-sign[5]은 개별 로그 데이터를 각각 해쉬시킨 다

음 이들을 전자서명하고, 다시 순서대로 모아서 만든 해쉬

값에 전자서명을 수행하여 전자서명 값을 첨부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진다. 이 방안은 전자서명을 통하여 로그에 대한

인증성을 보장하지만 특정 로그가 불법 수정된 경우, 로그

가 수정되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어떤 로그가 수

정되었는지 찾기가 힘든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스마

트기기 환경에서 전자서명을 사용함으로써 계산량이 복잡하

고,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도 있다.

Schneier-Kelsey 방안[6]은 로그 데이터를 특정 키와 함

께 해쉬시킨 후 이를 이용하여 암호화하고, 이전 로그 데이

터에 의한 해쉬값을 현재 로그에도 반영하는 형태를 취한

다. 즉, 이들이 해쉬 체인을 구성함으로써 로그 삭제 및 삽

입과 같은 수정 공격을 검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로그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쉬 체

인에 비밀값     을 이용하여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공격자에게 이 노출되면   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전방향 무결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Ma-Tsudik 방안[7]은 로그 데이터에 메시지 인증을 위한

MAC 체인을 구성하여 삭제 및 삽입과 같은 수정 공격을

검출할 수 있다. 또한, 검증자에 의한 부정 방지까지 포함한

다. 그러나, MAC의 비밀키를     로 계산하므로

공격자에게 가 노출되면   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역

시 전방향 무결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2.3 스마트기기용 로깅의 요구사항

로그 데이터는 각종 이벤트를 저장함으로써 특정 이벤트

발생 당시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일반 컴

퓨터 시스템의 로깅 방안은 로그 데이터 수정 방지, 작은

오버헤드, 전방향 무결성을 만족하면 되지만[8], 스마트기기

에 적용가능한 로깅 방안은 그 특성에 따라 로그 데이터 수

정 방지, 전방향 무결성, 구현의 용이성, 작은 저장공간의 조

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로그 데이터 수정 방지 : 스마트기기의 공격자 입장에서

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증거가 되는 로그 데이터 수정에

대한 동기를 가진다. 반대로 스마트기기의 사용자 입장에

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로그 데이터가 수정/삽입/삭

제 공격에 안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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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째 로그

 : 메시지 에 대한 해쉬값

  : 를 이용한 에 대한 메시지 인증값

  : 를 이용하여 메시지 을 암호화

 : 가 생성한 임의의 난수값

          ⋯    

       ,   Device
 User     ,  Device 

분류 특징

로그

수정

방지

전방향

무결성
구현

저장

공간

syslog-sign

해쉬와

전자서명을

함께 사용

제공 비보장
구현

복잡

작지

않음

Schneier-K

elsey 방안

해쉬 체인과

암호화를

함께 사용

제공 비보장
구현

복잡
작음

Ma-Tsudik

방안

MAC 체인

사용
제공 비보장

구현

용이
작음

제안 방안

해쉬 기반

MAC 체인

사용

제공 보장
구현

용이
작음

표 1. 각 로깅 방안의 특징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logging schemes

② 전방향 무결성(Forward Integrity) : 전반향 무결성이란

이전의 모든 키가 노출되어 공격자가 그것을 알고 있다

하여도 과거의 데이터를 위조할 수 없는 성질[9]로, 이미

한번 작성된 로그 데이터는 설사 본인이라 할지라도 추후

에 이를 수정할 수 없다. 각 로그 데이터는 전방향 무결

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구현의 용이성 : 스마트기기는 PC에 비교하여 저성능의

CPU와 메모리, 저용량 저장장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스

마트기기에서 사용하는 로그 데이터는 경량으로 구현이

가능하고 계산량이 충분히 작아서 스마트기기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작은 저장공간 : 로그 데이터의 무결성과 안전성을 보장

하기 위해서는 로그 데이터 이외에 이를 위한 부가 정보

가 필수적이다. 이 부가 정보들은 스마트기기의 저장 공

간을 가능한 작게 차지하여 쉽게 저장될 수 있어야 한다.

3. 스마트기기에 적용가능한 로깅 방안의 제안

본 장에서는 스마트기기를 위한 로깅의 요구사항을 만족

하고, 다양한 스마트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이

며 안전한 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표기법

은 다음과 같다.

3.1 로깅 방안의 제안

스마트기기를 위한 로깅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새로운

로깅 방안은 아래와 같다.

제안 로깅 방안은           ⋯    로 구

성되고, 각 로그는    , ≤≤이다. 여기서, 는 로그

데이터이고, 는 각 로그의 안전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

해 삽입되는 부가 정보로써 다음과 같이 생성된다.

       

             

       ⋯      ⋯

단, 는 스마트기기 이름을 특정한 키 로 MAC한 값을

사용한다. 또한, MAC에서 사용하는 키 는 다음과 같다.

 User     ,  Device

여기서, Device는 스마트기기가 생성한 임의의 난수값이

다. 는 사용자 자신이 생성한 난수값 User과 함께 이전

  과 함께 자체적으로 생성한다.

특히, Device과 User은 스마트기기와 사용자가 생성한 임

의의 난수값으로 각각 안전하게 보관한다. 결국 로그 데이

터 와 이를 해쉬한 후 하나의 키를 사용하여 메시지 인증

한 이 제안 방안의 로그가 되는데, 공격자에게 키 가

노출된다 하더라도 User를 모른다면 키    계산이 불가

능하므로   을 만들 수 없다.

3.2 안전성 분석과 수정

새로운 제안 방안의   에서 은  

      를 통해서만 계산할 수 있으므로, 가 비밀

로 유지된다면 공격자는 위조 로그    를 만들 수 없다.

또한 공격자가 로그   를 임의로 삭제한 경우, 로그

      와 로그       와의 관계에서   

          가 성립하므로 사용자는 공격자가 삭제

한 로그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격자가   를

알고 있고 심지어 를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가 비밀로

유지된다면 공격자는 로그       를 만들 수 없으므로

전방향 무결성이 보장된다.

제안 방안과 각 로깅 방안의 요구사항 만족 여부와 특징

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또한, 제안 방안은 로그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도 있다.

첫째, 제안 방안은 로그 데이터 자체를 암호화하지 않는

데, 안전 상의 이유로 스마트기기 내의 로그 데이터에 접근

제어가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이 암호화를 적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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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로깅 방안의 성능 비교

Fig. 2. Performance comparison of logging schemes

여기서, 는 스마트기기만이 알고 있으므로 로그 데이터

를 복호화하여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은 스마트기기 사용자뿐

이다.

둘째, 제안 방안을 스마트폰과 같은 시스템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저성능의 스마

트기기에서 각 로그 데이터마다 해쉬와 MAC을 적용한다는

것이 오버헤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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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로그 데이터를 1개 단위가 아니라 개 단위로 묶은

후 함께 MAC을 적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여기

서, 는 스마트기기에서 적합한 단위 개수 또는 단위 시간

에 따라 선택한다.

3.3 제안 방안의 성능과 적용

제안 로깅 방안과 기존의 방안을 1.2GHz 듀얼코어 프로세

서, Android 2.3 버전의 스마트기기에서 직접 구현하여 성능

을 비교한 자료는 그림 2와 같다. 제안 방안과 Ma-Tsudik

방안은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안 방안을 수정( )한 방안이 가장 성능이 높아

보이지만, 타 방안에 비해 안전성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제안 방안은 작은 오버헤드를 가지고 있으며 로그

수정 방지는 물론 전방향 무결성의 성질도 함께 가진다. 해

쉬 함수 기반의 MAC를 사용한다면, 각 로그 당 160비트(20

바이트) 또는 256비트(32바이트)가 추가되어야 하는데, 로그

크기가 512바이트인 경우 각각 3.91%와 6.25%, 1,024바이트

인 경우 각각 1.95%와 3.13%의 오버헤드를 가지므로 일반적

인 스마트기기에서 충분히 수용가능한 크기라 할 수 있다.

4. 결 론

이제는 스마트기기를 통하여 손가락만으로도 원하는 정보

를 얻고, SNS 등을 활용하여 개인화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해킹, 악성코드

등의 새로운 위협으로 인한 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스마트기기에 저장된 로그를 이용한다

면, 각종 위협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대응방안

을 마련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기기를 위한 로

깅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새로운 로깅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안은 기존 방안과 비교하여 안전성과 함께 전방향

무결성을 제공하고, 오버헤드가 작아서 스마트기기에도 효

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 방안은 스마트기기

를 이용한 각종 위협에 대한 디지털 증거자료 확보에 직접

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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