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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9년 스마트폰 도입 이후 사용자가 증하고 있

다. 특히, 스마트폰뱅킹 사용자는 2009년 12월 서비스

가 시작된 이후, 도입된 지 4년 6개월 만에 등록 고객 

수가 4천 만 명을 넘어서 가 르게 증가하는 모습이

다[http://www.yonhapnews.co.kr].

컴퓨  능력 향상, 송속도의 고속화, 다양한 부가

기능  애 리 이션의 개발을 통해 용량 디지털 

멀티미디어 정보의 달과 이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

면서, 이동하면서 업무와 실생활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련된 정보를 달하고, 편리한 생활

을 하는 반면에 이를 이용한 많은 범죄에도 노출되고 

있다. 스마트폰에 융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도난 

 분실 시 융정보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 등 제2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인하여 개인 정보들이 범

죄자들에게 노출되어지고 있고, 많은 범죄에 이용되어

지고 있는 것이 실이다. 한 스마트폰에 장된 자

료들로부터 증거들을 수집  분석하여 수사에 활용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료가 디지털 증거로 사용되기 

해서는 원본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http://dx.doi.org/10.13067/JKIECS.2015.1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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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스마트폰에 장된 자료

들로부터 디지털 증거들을 수집하여 분석된 자료가 

증거로 보장되기 하여 원본성과 무결성을 입증하여 

수사에 활용하는 과정을 디지털 포 식(Digital 

Forensics)라고 하며[1-2], 이와는 반 로 디지털 증거

들을 수집  분석하는 과정을 방해하거나 수집, 분석

된 자료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해하는 과정을 디지

털 앤티-포 식(Digital Anti-Forensics)라고 한다[3]. 

디지털 앤티-포 식 기술들은 데이터 괴, 데이터 

은닉, 데이터 조작, 데이터의 출처 제거 등 네 가지 

분야로 분류된다[4]. 데이터 괴는 데이터를 사용하

지 못하게 하거나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다. 데이

터 은닉은 디지털 증거를 조사 에 보이지 않게 한다. 

증거를 보이지 않도록 하는 암호화나 스테가노그래피

(Steganography) 등의 방법을 사용하며, 스테가노그

래피의 경우에는 텍스트 메시지나 이미지 일을 이

미지 일, 비디오 일, 오디오 일 등에 숨겨 데이

터를 은닉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데이터 조작은 거짓

된 정보를 제공하게 한다. 이 정보로 인해 올바른 포

식 과정에서 벗어나도록 잘못된 정보나 우회 정보

를 제공한다. 데이터의 출처 제거는 증거의 출처를 제

거함으로써 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생성을 원칙 으로 

막을 수 있다[5].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분실 험이 상존하는 상황

에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스마

트폰에 장되어있는 공인 인증서나 사진, 문자메시지 

기록 등 요한 데이터를 완벽하게 삭제해야할 필요

성이 발생한다[6-7]. 이러한 경우에 앤티-포 식 도구

를 사용하여 완벽하게 삭제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를 

범죄의 노출로부터 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운 체제를 한 앤티-

포 식 도구를 설계하고, 구 하고자 한다. 한, 표

인 상용 포 식 도구인 Oxygen Forensic Suite를 

사용하여 구 한 앤티-포 식 도구가 제공하는 기능

들의 활용성을 검증하기 한 실험을 진행하 다. 

Ⅱ. 앤티-포 식 도구의 설계

본 장에서는 안드로이드 랫폼을 한 앤티-포

식 도구의 제공 기능을 설계하 다.

앤티-포 식 도구의 다양한 기능들 에서 핵심 기

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괴, 데이터 은닉, 데이

터 변조 등을 구 하 으며, 표 1에 제공 기능들에 

한 세부사항들을 요약해 나타냈다.

Classification Technology Applicable Objects

Destroying
Data

File Wiping File

Hiding Data Encryption File

Counterfeiting 
Data

Spoofing

Call Log,
Calling Date,
Called Date, 
SMS Messages

표 1. 앤티-포 식 도구의 기능 명세
Table 1. Function specification of anti-forensic tool

데이터 괴 기능은 선택한 일에 랜덤 데이터를 다

시 쓰는 형태로 일을 완벽하게 삭제한다. 이를 해 1

번, 3번, 5번 반복 쓰기의 기능을 제공한다. 특성상 안드

로이드 스마트폰이 루 된 상태이어야 용이 가능하다.

데이터 은닉 기능은 용된 앤티-포 식 기법에 따

라 암호화나 스테가노그래피로 분류되며, 본 논문에서

는 일의 암호화 기능만 제공한다. 원본 일은 암호

화가 용된 후에 암호화 일 형태로 변경되며 암호

화할 때 사용했던 패스워드는 복호화 시에 사용된다.

데이터 변조 기능은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의 내

용을 변조한다. 통화 기록의 날짜와 시간, 수신, 송신, 

부재  통화의 여부를 변조할 수 있으며, 문자 메시지

의 발생 날짜와 시간, 내용 등을 변조할 수 있다.

그림 1은 앤티-포 식 도구의 기능블록 구성을 나

타낸 것이다. 

그림 1. 앤티-포 식 도구의 구성도
Fig. 1 Anti-Forensic Tool’s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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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앤티-포 식 도구의 구   활용성 
실험

본 장에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한 앤티-포

식 도구의 구 된 내용들을 서술한다. 한, 구 한 

앤티-포 식 도구가 제공하는 기능들에 한 활용성

을 검증하기 하여 표 인 상용 포 식 도구인 

Oxygen Forensic Suite를 사용한다. Oxygen 

Forensic Suite는 스마트폰을 한 포 식 소 트웨어

로 스마트폰 데이터의 추출뿐만 아니라 추출한 데이

터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공한다. 실험에 사용한 모

바일 기기는 안드로이드 운 체제(OS 버  4.1.2)를 

사용하고 있는 LG의 LU6200 Optimus LTE 폰이다.

3.1 앤티-포 식 도구의 구

구 한 앤티-포 식 도구의 기능은 일의 암호화, 

복호화, 일 분쇄,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기록의 변

조 메뉴로 구성되며, 그림 2는 구 한 앤티-포 식 

도구의 실행 기 화면을 나타낸다.

그림 2. 앤티-포 식 도구의 메뉴 화면
Fig. 2 Anti-Forensic Tool’s menu screen

3.2 일 암호화

일의 암호화(Encryption)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경

우 일의 데이터를 볼 수 없도록 데이터를 숨기는 방

법이다. 암호화 알고리즘은 256비트의 AES를 사용하

으며, 그림 3은 test.txt 일의 암호화 화면을 나타낸

다. 기 화면에서 File Encrypt 메뉴를 선택하면 그림 

3의 (a)와 같이 /storage/sdcard0/work 디 토리의 

일 리스트가 나타난다. 이 에 test.txt 일을 선택하면 

그림 3의 (c)와 같이 일을 암호화할 때 필요한 패스

워드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그림 3의 (b)는 

test.txt 일의 내용이 간단한 텍스트임을 보여 다.

  

(a) 일 목록    (b) 일 내용    (c) 암호 설정 
    (a) File list   (b) File contents  (c) Password det

그림 3. 일의 암호화 화면
Fig. 3 File encryption screen

그림 4. 일의 암호화 완료 화면
Fig. 4 File encryption complete screen

그림 4는 암호화후의 화면을 나타낸다. test.txt 

일은 암호화되어 그림 4와 같이 test.txt.enc 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test.txt.enc 일은 암호화

되어 일 안의 내용을 볼 수 없다. 그림 5는 암호화

된 일을 복호화하는 화면을 나타낸다.

  

(a) 복호화 이  (b) 복호화 암호 설정 (c) 복호화 이후
(a) before decryption (b) decryption (c) after decryption  
                                    password set

그림 5. 일의 복호화 화면
Fig. 5 File decryption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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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화면에서 File Decrypt 메뉴를 선택하면 그림 

5의 (a)와 같이 /storage/sdcard0/work 디 토리의 

일 리스트가 나타난다. 이 에 test.txt.enc 일을 선

택하면 그림 5의 (b)와 같이 복호화 화면이 나타나며 

암호화 시 입력했던 패스워드를 다시 입력해야 된다. 

복호화가 끝나면 그림 5의 (c)와 같이 원래의 text.txt 

일이 생성된다.

3.3 일 분쇄

일 분쇄(File Shredding)는 데이터가 증거로 사

용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괴하는 방법으로, 일 분

쇄 기능을 사용한 후의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림 6은 일 분쇄 화면을 나타낸다. 기 화면에

서 File Shred 메뉴를 선택하면 그림 6의 (a)와 같이 

/storage/sdcard0/work 폴더의 일 리스트가 나타난

다. 이 에 일 분쇄를 할 일을 선택한다. 그림 6

의 (b)와 같이 view.jpg 일을 선택하면 분쇄의 반복 

횟수(1번, 3번, 5번)를 설정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원

하는 횟수를 선택한 후 Shred 버튼을 르면 일 분

쇄가 실행된다. 일 분쇄가 끝난 후의 화면을 보면 

그림 6의 (c)와 같이 일이 삭제됨을 알 수 있다.

  

(a) 일 분쇄 이  b) 분쇄 옵션  (c) 일 분쇄 이후  
(a) before shredding (b) shredding  (c) after shredding
                                   option

그림 6. 일 분쇄 화면
Fig. 6 File shredding screen

삭제한 일은 /storage/sdcard0/work 폴더에 존재 

했었다. 그림 7과 같이 Oxygen Forensic Suite를 실

행하여 이 폴더를 확인해 보니 일이 완벽하게 삭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구 한 앤

티-포 식 툴에서 일 분쇄 기능이 제 로 동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Oxygen Forensic Suite의 일 리스트
Fig. 7 Oxygen Forensic Suite‘s file list 

3.4 정보 변조

정보 변조는 재 사용 인 스마트폰의 정보를 변

조하여 다른 사용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나타내는 것

을 말한다. 그림 8은 통화기록과 문자 메시지의 정보 

변조 화면을 나타낸다. Call Log는 통화 기록을 나타

내고, SMS Message는 문자 메시지 기록을 나타낸다. 

Select Contact에서 원하는 화번호를 선택한 후 

Search 버튼을 르면 검색 기록이 나타나게 된다.

그림 8. 정보 변조 메인 화면
Fig. 8 Information spoofing main screen

그림 9는 통화 기록 변조 화면을 나타낸다. 화를 

받은 것인지, 화를 건 것인지, 부재  화인지 등을 

변조할 수 있으며, 통화 시간, 날짜도 변조할 수 있다. 

그림 9의 (a)에서는 통화 기록이 2014년 9월 19일 

오후 3시 49분인 것으로 나와 있다. 한 부재  화

(Missed)인 것으로 되어있다. (b)는 (a)에서 Time 버

튼을 른 후의 화면을 나타낸 것으로 원하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c)는 (a)에서 Date 버튼을 른 후의 

화면으로, 특정 일자를 설정할 수 있다. 

모두 수정한 후에는 (a)에서 Modify 버튼을 러야 

수정된 통화기록이 장된다. (d)는 수정한 내용이 반

된 통화 기록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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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변조 이  통화기록    (b) 시간 설정
    (a) before spoofing call log    (b) time set

 

(c) 날짜 설정   (d) 변조 이후 통화기록
       (c) date set    (d) after spoofing call log

그림 9. 통화 기록 변조 화면
Fig. 9 Call log spoofing screen

그림 10은 통화 기록 변조 과 변조 후의 로그 

일을 Oxygen Forensic Suite로 추출하여 분석한 내

용으로 (a)는 원래 통화 날짜와 시간을 나타내고 (b)

는 변조된 통화 날짜와 시간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1은 문자 메시지의 변조 화면을 나타낸 것으

로, 문자 메시지의 송수신 날짜와 시간뿐만 아니라 내

용도 변조할 수 있다.

(a) 통화 기록 변조 이
(a) before call log spoofing

(b) 통화 기록 변조 이후
(b) after call log spoofing

그림 10. 통화 기록 변조 이 과 이후의 분석 화면
Fig. 10 Previous and next analysis screen of call log 

spoofing

그림 11의 (a)에서는 문자 메시지의 발생 시간이 

2011년 11월 21일 오후 3시 24분으로 나와 있다. (b)

에서는 문자 메시지의 발생 일자를 설정할 수 있으며, 

(c)에서는 문자 메시지의 발생 시간을 설정할 수 있

다. (d)에서는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a) 변조 이     (b) 날짜 설정    (c) 시간 설정 
(a) before spoofing   (b) date set     (c) time set

 

(d) 메시지 변조    (e) 변조 이후
      (d) message spoofing  (e) after spoofing

그림 11. 문자 메시지의 변조 화면
Fig. 11 SMS message spoofing screen

모두 수정한 후에는 Modify 버튼을 러야 수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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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문자 메시지 로그 일에 장된다. (e)는 수

정한 내용이 반 된 문자 메시지 기록을 나타낸다.

그림 12는 문자 메시지의 변조 과 변조 후의 로

그 일을 Oxygen Forensic Suite로 추출하여 분석

한 내용으로, (a)는 원래 문자 메시지의 발생 일자, 시

간과 내용을 나타내고 (b)는 변조된 문자 메시지의 

발생 일자, 시간, 내용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문자 메시지 변조 이
(a) before SMS message spoofing

(b) 문자 메시지 변조 이후
(b) after SMS message spoofing

그림 12. 문자 메시지 변조 이 /이후 분석 화면
Fig. 12 Analysis screen of SMS message spoofing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재 사용 인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을 상으로 구 한 앤티-포 식 도구를 활용하여 

일 분쇄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완 히 삭제하거나 

일 암호화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숨기고, 데이터 변

조 기능을 통해 통화기록이나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변조하는 것이 가능함을 나타내었다. 

구 한 앤티-포 식 도구의 활용성을 검증하기 

하여 상용 포 식 도구인 Oxygen Forensic Suite을 

사용하여 실험을 실시한 결과 일 분쇄  데이터 변

조에서 앤티-포 식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방향은 데이터 은닉 분야에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hy) 기능을 추가로 개발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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