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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회 및 문제 소개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회는 약 한달 간 진행되며, 대학생 이하는 주니어반, 일반인 또는 전문가는 

시니어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작년과의 차별 점이라고 한다면 대회 문제를 인터넷으로 배포

하여 발생하는 문제 공유 사태를 막기 위해 오프라인으로 대회 문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최대한 실제 상황과 유사한 디지털 포렌식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실 증거(이 대회

에선 USB가 주어졌다)를 이용하여 문제를 푸는 방식의 대회는 화이트햇 콘테스트 이후로 처음 

경험하였다. 또한, 풀이 역시 동봉된 CD를 이용하여 첨부한 뒤 학회로 발송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최대한 실제 와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에게 문제를 발송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시나리오를 

공개했는데, 이를 통해 대략적으로 문제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Figure 1.1 - 홈페이지에 올라온 case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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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회 문제를 수령하여 아래와 같은 구성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성물은 문제 풀이를 위한

카드형 USB 16GB, 풀이를 첨부하기 위한 CD, 반송용 봉투, 문제 시나리오 전문과 보고서 작성 요

령 등이 기재된 양면 인쇄 A4 용지가 첨부되어 있었다. 

 

<Figure 1.2 – 주어진 카드형 USB 메모리 16GB> 

 

 

<Figure 1.3 – 문제 풀이 첨부하기 위한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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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 문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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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 증거 분석 시 활용 정보 및 보고서 작성 요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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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대상 증거물 정보 

무엇보다도 실 증거물이기 때문에 증거물의 무결성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렇기 때문에 쓰기 방지 장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물리적 쓰기 방지 장치가 없는 경우 소프

트웨어적인 방식을 통해서도 쓰기 방지를 할 수 있다. 

 

<Figure 2.1 – Document Solutions社, USB Write Blocker> 

디스크의 쓰기 방지가 보장되었으면 즉시 디스크 이미징을 실시한다. 이미징은 AccessData 사의 

FTK Imager를 사용하여 DD Raw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다. 

 

<Figure 2.2 – AccessData社 FTK Imager를 이용한 DD Raw Dump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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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Drive Information 

Information Value Hash Verified 

Drive Model USB Flash Disk USB Device  

Drive Serial Number 1407033170048167  

Drive Interface Type USB  

Removable drive True  

Source data size 15480 MB  

Sector count 31703040  

Computed Hashed 

Physical Drive MD5 Checksum a925d38ef29d8bc2dcd3dbc90d4bec3e  

Physical Drive SHA1 Checksum 0b5e8e6e706d14b232cb10ca67dcd9dbbedcf05e  

Image acquisition started Fri Aug 08 20:54:39 2014  

Image acquisition finished Fri Aug 08 21:17:56 2014  

Image MD5 Checksum a925d38ef29d8bc2dcd3dbc90d4bec3e Verified 

Image SHA1 Checksum 0b5e8e6e706d14b232cb10ca67dcd9dbbedcf05e Verified 

Image verification started Fri Aug 08 21:17:57 2014  

Image verification finished Fri Aug 08 21:56:46 2014  

<Figure 2.3 – Image Verified Information> 

실 증거물의 해시와 이미지의 해시가 정상적으로 verified 되면 이미징된 파일을 FTK Imager를 통

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그 전에 사건을 요약해서 증거를 얻기 위해 어떠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피해 시스템 ‘한국신용카드사’는 모든 PC의 부팅 방식을 Diskless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2. 김정보 과장은 ‘더대출캐피탈’에 고객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음. 

3. 김정보 과장으로부터 압수한 수첩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록되어 있음. 

이름 핸드폰 번호 거주 도시 신용카드 번호 

김은정 010-4444-0700 서울 5982 2927 2270 4719 

이주설 015-6690-1234 서울 7045 5157 6443 9226 

이유나 010-1223-0378 광주 3897 9730 0087 2881 

 

4. 더대출캐피탈의 대표 전화번호는 02-740-1809 

우선 위 정보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키워드 검색이나 관련 데이터, 로그를 분석해 증거물을 수집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의 키워드에선 수많은 관련 키워드가 존재할 수 

있으니 유의 깊게 분석을 수행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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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 분석 

 

<Figure 3.1 – FTK Imager로 이미지 오픈> 

이미지를 FTK Imager를 통해 열어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데이터가 들

어있는 USB Memory가 아니라 리눅스 시스템이 설치되어있다는 것이다. 또한 파일 시스템도 일

반적인 USB Memory가 사용하는 FAT32 방식이 아닌, 리눅스 파일 시스템 형식인 ext3를 사용한

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이 시스템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일까? 사

무 PC에 연결해서 사용했을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시나리오와의 연관성을 생각해본다면 분명히 

‘모든 PC에서 USB 이동식디스크 등 외부 저장장치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니 개인적인, 

그러니까 사내 PC가 아닌 개인 PC 등에서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우선, 리눅스 시스템인 만큼 리눅스에서 특화된 포렌식 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Autopsy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디스크 포렌식을 수행하였다. 

 

<Figure 3.2 – Autopsy Result 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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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psy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을 로드한 결과, 다음과 같이 Firefox Web Log가 존재한다는 사

실을 알 수 있었다. 해당 기록들은 /home/kinfo/.cache/mozila/firefox/27exzcaj.default/Cache/에서 

웹 캐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home/kinfo/.mozila/27exzcaj.default/places.sqlite 파일을 통해 

히스토리 로그를 확인할 수 있다.  

 

<Figure 3.3 – sqlite3을 이용한 csv 변환> 

위 places.sqlite 데이터는 sqlite3을 이용해서 csv로 추출해, 보기 쉬운 엑셀 형식으로 뽑아낼 수 

있다. 텍스트 에디터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이 컬럼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3.4 – csv로 변환된 places.sqlite> 

겉으로 보기엔 Truecrypt에 대해 김정보가 검색을 해본 기록을 확인해볼 수 있다. 검색 기록을 상

세히 분석해보면 주요 키워드는 아래 표와 같다. 여기서 간단히 중요한 키워드만 추려내 분석을 

시도해보았다. 

No. 키워드 검색어 

1 블록 c14db69c0469e6760a08b4d6c8665cf6bf4fdcd39edeb609cf0a8ca2e0db2 

7a7, block 318898, file block 

2 Truecrypt Truecrypt download, linux truecrypt download,  

3 클라우드 n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4 위장 위염, 위궤양, 위장약, 위장전문의 

5 개인정보 개인정보 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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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행 베트남 여행, 저가 항공 

7 세월호 세월호 

<Figure 3.5 – 검색 키워드 및 연관 키워드> 

3-1. 블록(Dogecoin)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c14db69c0469e6760a08b4d6c8665cf6bf4fdcd39edeb609cf0a8ca2e0db27a 

7에 대해 검색을 해보면 닷지코인(DogeCoin)의 ID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3.1.1 – Dogecoin Block 318898 정보> 

 

<Figure 3.1.2 – Dogecoin 자금 이동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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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코인 계열의 가상 화폐의 경우 거의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 대한 

자금 추적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정보(수신자, 송신자 등)는 알 수 없다.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닷지 코인을 사용하였다’는 정보만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한 가지 더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DogeCoin Wallet의 존재이다. 

 

<Figure 3.1.3 – Dogecoin Wallet Download> 

보통 비트코인을 사용할 경우 클라이언트에서 전자 지갑(비트코인 지갑)을 사용하여 비트코인을 

관리하는데, 이 사실을 통해 해당 시스템에도 비트코인 지갑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 하지만 strings를 이용하여 증거물에 dogecoin 관련 키워드를 검색 시도 결과, 

추측과는 달리 프로그램에 관련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이를 통해 김정보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수익을 얻기 위한 계좌일 수도 있으니 

거래가 이루어진 시각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Figure 3.1.4 – 1차 대화 캡쳐>  <Figure 3.1.5 – 2차 대화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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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카카오톡 캡쳐 이미지는 볼륨 이미지 내의 썸네일 캐시 데이터(/home/kinfo/.cache/thumbnails) 

에서 발견되었으며, ‘더대출캐피탈’의 관련인으로 추정되는 ‘나대출’과 ‘김정보’의 대화를 담고 있다. 

썸네일 이미지이기 때문에 해상도가 다소 낮아 메시지 보낸 시각이 잘 보이진 않지만 메시지 내

용은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이들이 불법적인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1차 대화 캡쳐본에선 ‘지난 번 부탁드린 것’을 요구하는 나대출의 메시지를 통해 이들이 개인정보

를 불법적으로 주고받는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으며, ‘수고비’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통해 일정 금

액을 주고 김정보가 나대출에게 판매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김정보가 개인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을 나대출에게 묻자, ‘지난번에 사용했

던 그 곳’이라는 응답을 받았다. 이를 통해 이들은 상습적으로 개인정보를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클라우드와 같은 외부 서버에 업로드해서 주고받는다는 사실 또한 추

측해볼 수 있다. 

2차 대화 캡쳐본에선 ‘파일은 잘 받으셨나요?’ 라는 메시지로 보아 이미 거래가 끝난 것을 알 수 

있으며, 나대출이 김정보에게 ‘어제 말씀하신 주소로 이번엔 멍멍이 10만 마리를 보내드리겠습니

다’ 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간상 2차 대화 캡쳐본은 1차 대화 캡

쳐본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멍멍이 10만마리는 시바견이 

상징인 Dogecoin을 100,000 DOGE(Dogecoin 전자화폐 단위) 보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으며, 실

제 위에서 언급되었던 자금 이동 정보를 확인해보면 100,000 DOGE가 보내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Truecrypt 

실제 이미지 내의 여러 정보를 통해서 Truecrypt를 다운로드 받은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다음과 같이 설치 파일을 실행한 흔적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3.2.1 – /home/kinfo/.bash_history> 

위 설치 파일 실행 흔적 외에도 firefox에서 다운로드 받은 흔적 역시 places.sqlite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Truecrypt를 사용하여 암호화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는 것

이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볼륨을 암호화한 흔적은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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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2 – /etc/fstab> 

우선 /etc/fstab을 통해 마운트된 디스크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이 때 암호화된 볼륨인 sdb5_crypt

를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무언가로 해당 볼륨을 암호화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외

에도 /var/log/upstart/cryptdisks.log나 var/log/upstart/mountall.log를 통해 암호화된 볼륨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볼륨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Figure 3.2.3 – autopsy를 통한 LUKS 볼륨 확인> 

Autopsy를 통해 이미지 내의 할당된 볼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른 비 할당 볼륨과는 달

리 리눅스 파티션으로 인식된 볼륨 두 가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는 분석에 

사용된 정상 파일 시스템이고, 나머지 하나는 LUKS가 적용된 암호화 볼륨이다. 

 

<Figure 3.2.4 – LUKS Volume 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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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투 환경을 통해 LUKS 볼륨을 DVD로 인식시키면(하드로 마운트해도 상관없다) Figure 3.11과 

같이 Passphrase를 요구하는 창을 볼 수 있다. 비밀번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선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보기로 했다. 제일 먼저 김정보가 외부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파일

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home/kinfo/다운로드”를 탐색해보았다. 

 

<Figure 3.2.5 – LUKS Volume Mount> 

탐색 결과, 다음과 같이 “20140318_071111.jpg”와 “Lucky_Dog.7z”라는 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Lucky_Dog.7z는 이중 압축되어 있는데 풀어줄 경우 다음과 같은 개 사진이 

등장한다. 

 

<Figure 3.2.6 – Lucky_Dog.jpg> 

분명 무슨 데이터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즉시 해당 이미지 파일의 Footer를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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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7 – Lucky_Dog.jpg> 

아니나 다를까 zip 파일로 압축된 Codebook.docx이라는 파일 명을 확인할 수 있었고, 즉시 “PK” 

시그니쳐를 찾아내 압축 파일을 뽑아낼 수 있었다. 

 

<Figure 3.2.8 – Codebook.docx> 

압축 파일을 열어보면 위와 같이 Codebook.docx 파일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이 NATO 문자

로 적혀있는 일종의 코드북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대문자로 적혀있는 단어의 경우 대문자 알파

벳으로, 소문자의 경우 소문자 알파벳으로 적어주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만들어진다. 

“AQNc8zpcN1yD7hnpXo3JoCxE” 

하지만 이 자체가 암호화된 볼륨을 풀 수 있는 Passphrase는 아니었다. 또한, 같은 “다운로드” 경

로에 존재하는 “20140318_071111.jpg” 이미지 파일에 스테가노그래피가 존재하고, 그것을 푸는 

Passphrase가 아닐까 생각해보았지만 stegdetect를 이용하여 탐지해본 결과 그냥 아무런 은닉 데

이터도 존재하지 않는 일반 이미지 파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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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9 – stegdetect를 이용해 20140318_071111.jpg에 대한 steganography 탐지> 

이후 여러 데이터를 수집하다가 /home/kinfo/.cache/thumbnails/large에서 다음과 같은 이미지 파

일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3.2.10 – bd75555a5e1eae9cdf038a7e832c557d.png> 

메모장에 이전과 같이 NATO 문자를 나열한 것을 볼 수 있다. 썸네일 이미지라 해상도가 많이 낮

아 잘 보이진 않지만 폰트가 커서 식별은 가능했다. 나열하면 다음과 같은 문자열이 나온다. 

“27wDt2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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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를 Passphrase로 암호화된 볼륨에 입력시키면 암호화가 해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3.2.11 – 암호화된 LUKS 볼륨> 

내부에는 각각 “3. 실행 파일” 폴더와 “5월 26일.odt”, “6월 10일.odt” 문서 파일, 그리고 truecrypt 

리눅스용 설치 파일이 존재한다. 여기서 중요해 보이는 문서 파일을 열어보면 아래와 같은 메모

를 확인할 수 있다. 

<Figure 3.2.12 – 5월 26일.odt>                   <Figure 3.2.13 – 6월 10일.odt> 

아무래도 타임라인 분석을 요하는 것 같다. 우선은 잠시 미뤄두고 “3. 실행 파일” 폴더를 살펴보

도록 하자. 여기서는 따로 복호화된 디스크 이미지를 추출해, autopsy로 다시 마운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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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14 – bd75555a5e1eae9cdf038a7e832c557d.png> 

내부에는 여러 프로그램들의 압축 파일이 존재하였고, 그 중 “관련 메모.7z”라는 삭제된 압축 데

이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복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즉시 복원하였다. 

 

<Figure 3.2.15 – 관련 메모.7z> 

복원 시 다음과 같이 메모a~e.txt 파일이 들어있고, 비밀번호가 설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것

이 비밀번호일까 하고 여러 시도를 해보다가 시나리오가 생각이 나서 더대출캐피탈의 전화번호인 

027401809를 비밀번호에 입력시키니 압축이 정상적으로 풀렸다. 

내부에는 대회 시나리오에 주어진 메모 내용과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메

모 압축 파일이 김정보가 유출시킨 고객 정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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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16 – 메모 a.txt> 

3-3. 클라우드 

클라우드 데이터의 경우 파이어폭스의 캐시데이터 및 히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캐시데이터

에선 간단하게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이미지밖에 발견할 수 없지만, 히스토리 및 다양한 sqlite 형

식의 파이어폭스 stored data를 이용하면 여러 정보를 찾을 수 있다. 

 

<Figure 3.3.1 – places.sqlite\moz_places> 

위와 같이 places.sqlite DB 내의 moz_places 테이블에서 구글 드라이브 어카운트 로그인 기록이 

남아있지만 세션을 복원하여 접근하기엔 이미 expired 되었기에 불가능하였고, 다른 방법을 시도

하여 접근하려 했지만 실패하였다. 

구글 드라이브 서비스 외에도 네이버 N 드라이브 서비스에 접근한 기록 또한 발견할 수 있었지

만, 이 역시 세션이 만료되어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였다. 혹시나 삭제된 테이블이나 데이터베

이스가 있을 것 같아 복구를 시도해보았지만 힌트가 될만한 값을 발견할 수 없었기에 더 이상 진

행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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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수집 증거 

최종적으로 수집해야 할 증거는 한국 신용카드사의 고객정보 수집 및 판매 관련 흔적과, 더대출

캐피탈에서 한국신용카드사 고객정보 구매에 가담한 흔적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첨부되어 있는 결정적 증거들을 이용하여 충분히 범행을 입증시킬 수 있으며, 각 증거들에 대한 

해설은 아래와 같다. 

[증1]카카오톡 대화 기록 캐시 데이터 : Dogecoin을 이용한 거래 흔적을 담고있다. 여기서 더대출

캐피탈이 적극적으로 고객정보 구매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증2] LUKS 비밀번호 캐시 데이터 : [증3]과 [증4]의 도출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 열쇠이다. 해당 

비밀번호는 인터넷 외부 링크에 의한 썸네일 이미지에 담겨 있다. 

[증3]암호화된 볼륨 내부 문서 : [증2]에 의해 도출된 문서 파일이며 고객 정보 거래로 추정되는 

텍스트를 담고 있다. 

[증4]암호화된 고객 정보 : [증2]에 의해 도출된 핵심적인 고객 정보 파일이며, 수첩에 적혀있었던 

메모와 일치한 포멧을 가지고 있다.  

위 증거물들은 같이 첨부된 ‘증거물’ 폴더 내부에 포함되어 있다. 

5. 사용 프로그램 

1. Document Solutions - USB Write Blocker 

(http://dsicovery.com/dsicovery-software/usb-write-blocker/) 

2. AccessData - FTK Imager 

(http://www.accessdata.com/support/product-downloads) 

3. Sleuthkit- Autopsy 

(http://www.sleuthkit.org/autopsy/) 

4. SQLite – sqlite3 

(http://www.sqlite.org/download.html) 

5. sqliteexpert – SQLite Expert Personal 

(http://www.sqliteexpert.com/download.html) 

6. Outguess – stegdetect 

(http://www.outguess.org/download.php) 

http://dsicovery.com/dsicovery-software/usb-write-blocker/
http://www.accessdata.com/support/product-downloads
http://www.sleuthkit.org/autopsy/
http://www.sqlite.org/download.html
http://www.sqliteexpert.com/download.html
http://www.outguess.org/download.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