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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기기 보급률 증가에 따라 컴퓨터 포렌식 분야에서는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한 증거수집 및 분석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또한 컴퓨터 포렌식 도구들에 의지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실정이

다. 하지만 개인의 모든 정보가 거의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스마트폰의 정보유출은 우리의 일상에서 쉽고 빈번하게 발

생할 수 있는데, 포렌식 분석 툴을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거나 분석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포렌식 분석 툴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의 정보 유출 유무를 판단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키워드: 안드로이드(android), 컴퓨터 포렌식(computer forensic), 로그캣(logcat)

I. 서론

스마트폰은 컴퓨터 기능과 핸드폰기능을 합친 것이다. PC와 유

사한 수준의 강력한 성능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의 판매량은 시장조사 업체 SA(Strategy Analytics)의 발표에 의

하면 2010년 2분기 현재 3억 3천만대 수준이다. 이동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자수는 계속 증가하면서, 스마트폰 

정보 유출의 문제점도 같이 증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악의적 사용

자에 의해서 저작권 위반, 불법 거래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보안대책이 필요하다[1].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의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사용자가 분석도구 없이도 스마트폰에서 본인의 정보가 

유출되었는지의 유무를 알 수 있고, 정보 유출시 에는 빠른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컴퓨터 포렌식 스마트폰 정보 유출을 

방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

1. 관련연구

1.1 디지털 포렌식

포렌식이란 증거를 수집, 보존,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정에서 증

거를 사용하기 위해 증거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

을 말한다[2]. 이동중에도 컴퓨터로 검색하고 메일을 보낼 수 있으

며, 영화도 볼 수 있는 모바일 기기들이 일상생활의 동반자가 되었

는데, 이러한 기기를 이용한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는 정보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

에 없는데, 이와 관련된 분야를 컴퓨터 포렌식 이라고 한다. 초창기 

컴퓨터 포렌식은 법집행기관에서 컴퓨터 중심으로 압수, 수색이 이

루어지고,  압수된 컴퓨터로부터 잠재적 증거를 발견하는 것에 중

점을 두었다. 1998년부터 디지털 증거 자체에 주목하기 시작하여 

명칭도 ‘컴퓨터 포렌식’ 용어에서 디지털 포렌식으로 바뀌었다[3]. 

1.2 로그 정보

컴퓨터 관련 사이버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침입자의 흔적을 찾

고자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은 침입자의 흔적

(Digital Evidence)을 찾는 행  위이다[4]. 이러한 행위에 가장 잘 

사용되는 정보가  컴퓨터 서버 내에 남아 있는 로그(Log) 정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로그정보는 불법적인 범죄자를  수사하

기 위한 최소한의 흔적이 될 수 있고, 재판에서는 범죄자를 구속하

기 위한 법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에서

의 웹(Web)을 이용한 중요한 정보와 금융 업무환경에서 로그 기

록이 존재하고, 로그 기록에서 시간이 적용된 로그 히스토리가 반

드시 존재한다. 컴퓨터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공자[5]는 흔

적을 남기게 되는데 이러한 흔적이 저장되어 지는 곳을 로그 정보 

파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로그 정보 파일에는 시스템에 대한 

스캔 행위, exploit 툴을 이용한 공격, 특정 사용자 계정으로의 접

속, root 권한의 획득, 트로이 목마 설치, 자료 유출 및 삭제 등 

공격자의 행위[6]들이 기록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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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본론

1.1 Filtering System

로그캣 필터링 관리 시스템은 최근 사용자가 증가 하고 있는 자

바기반의 개방형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여 구현

하였다. JDK(Java Development Kit)는 1.6.0_31을 사용하였고, 
안드로이드 SDK는 2.3.3을 사용하였으며, 이클립스에 안드로이

드 플러그인을 설치하여 개발하고 실행하였다. 구조화된 문서를 

지원하여 데이터 처리를 쉽게 해주는 스크립트언어인 XML을 사

용하였다. PC의 안드로이드 SDK를 사용하여 개발하고, 실제 안

드로이드 폰에 설치하여 테스트하였다.

1.2 필터링 시스템 설계

그림 1. 로그캣 대그 필터링 시스템 

Fig. 1.LogCat Tag filtering system

LogCat Tag Filtering System은 그림 1과 같이 설계하였다. 안
드로이드 폰 사용자가 휴대폰을 분실 후 찾았을 때나 다른 누군가가 

휴대폰을 사용한 것 같은 의심이 들 때 LogCat Tag Filtering 
System을 실행하여 LogCat 정보를 확인하여 자신의 휴대폰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의 All button을 클릭하게 

되면 그림2와 같이 안드로이드 폰 장비에서 발생한 사소한 일들까지 

로그로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전체 Tag 검색

Fig. 2. Search the entire Tag  

그림 2는 전체 Tag를 검색한 경우이다. 전체 Tag를 검색하게 

되면 너무 많은 로그정보가 검색되어 정보유출 확인이 불편할 수

가 있다.

그림 3. 필터적용 Tag 검색

Fig. 3. Apply Filter Tag Search

그림 3의 Tag 위젯에 Media Scanner를 입력하고 button을 클

릭하면 그림 3과 같이 Media Scanner Tag들만 검색되어 진다. 
휴대폰에 있는 정보 중 중요하거나 유출 의심이 가는 정보만을 

Tag로 LogCat을 필터링하여 쉽게 유출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IV. 결론

스마트폰 사용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

한 범죄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서 컴퓨터포렌식 분야에서의 안드

로이드 증거수집 및 분석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

만 컴퓨터 포렌식 도구들에 의지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실정이다. 개인의 모든 정보가 거의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스마트폰의 정보유출은 우리의 일상에서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포렌식 분석 툴을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거나 분석하기

란 쉽지 않은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포렌식 분석 툴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의 정보 유출 유무를 판단하여 대응할 수 있는 안드로이

드 폰 로그캣 필터링을 연구하였다. 휴대폰에서 개인의 정보 유출

이 의심될 때 마다 간단하게 Log Cat Tag를 필터링하여 정보유출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향후 연구는 안드로이드 폰 뿐만 아니라 여

러 기종의 정보 유출 확인이 가능한 필터링 시스템을 연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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