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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3년 11월 한국포렌식학회에서 국내 처음으로 디지털 포렌식 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의 이
름은 “디지털 범인을 찾아라!” 이며, 이번 문서에서는 해당 대회의 문제 풀이와 함께 후기를 말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본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였지만 사실 입상 사실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번
대회의 질적인 면과 필자의 보고서 집필 수준이 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 대회에 참여한 많은
이들이 풀이를 궁금해 할 것이고, 또 다음 대회 참가를 위해 준비하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문제 풀이 문서는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여 배포한다.
본 대회는 시나리오 기반의 문제이며, 풀이 보고서를 평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답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 풀이하는 사람에 따라 그 답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해당 문서를 읽기
바란다. 필자가 풀이한 과정과 답은 필자의 입장과 생각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
당 과정과 답이 절대적인 답이라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해당 문서를 읽어 주길 바란
다.
궁금한

점이나

해당

문서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면

saiwnsgud@naver.com 주소로 메일을 보내준다면 추후 해당 문서를 업데이트 할 시 의견을 인용
하여 문서에 해당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해당 문서는 문제 풀이가 초점이 되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 요령이나
보고서 양식 등은 모두 제외되었다. 그러므로 보고서 작성 요령이나 보고서 양식 등이 궁금하다
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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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회/문제 소개
여느 디지털 포렌식 대회와 마찬가지로 해당 대회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기간은 넉넉히 한
달 조금 넘게 주어졌다. 주최측에서 참고해야 할 시나리오와 분석 할 문제를 주면 해당 문제와
시나리오를 참고로 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 해 주최측에 기한까지 온라인으로 전달하여 보고서
내용과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점수가 책정되어 순위가 매겨지는 식이었다. 대회 참여는 시니어(대
학원생 및 직장인 이상)와 주니어(대학생 이하) 부분으로 나뉘어 받았으며 참가비는 시니어 2만원,
주니어 1만원으로 해당 참가비는 참가자 모두에게 경품1을 주기 위한 비용과 학회 운영 비용으로
쓰기 위해 받은 것이라 생각 된다. 참가비를 입금하고 주최측으로부터 문제를 E-Mail로 다음과 같
이 받게 된다.

그림 1 주최 측으로 부터 온 문제 제공 메일

대회 문제 다운로드 링크와 함께 시나리오가 첨부 된 PDF 파일을 받게 되는데 해당 PDF 파일
에는 시나리오와 여러 가지 정보가 수록 되어 있다. 해당 정보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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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11st.co.kr/product/SellerProductDetail.tmall?method=getSellerProductDetail&prdNo=914285501&NaPm=ct=hpf7p53s|ci=350fe6d
77a04e7c842ad73a6ad2f0b7a546040a9|tr=sl|sn=17703|hk=1ad2a8bd2a3fe08c1e83261aa260dcef3735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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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시나리오를 요약해서 설명 하자면, kimdocam 이란 닉네임을 가진 ‘김도촬’ 이란 사람
이 최신 영화를 캠코더로 몰래 촬영 해 인터넷으로 배포를 시도하였고, 경찰은 해당 인물을 검거
하는 도중 USB를 증거로 수집하였다고 한다. 해당 용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경찰
은 증거로 수집한 USB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구속하려 하고, 해당 USB의 분석을 문제 풀이자에
게 맡긴다는 것이 이번 문제의 큰 시나리오이다. 추가적으로 시나리오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해당 용의자가 이전에 보험사기와 인터넷 사업을 했었다는 것이다. 이번 문제 풀이 문서에서는
분석 보고서에 포함 되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풀이 해 갈 것이며, 재 구현을 위한 도구 사용법
등은 생략 할 것임을 생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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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 풀이
먼저 보고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중 ‘증거 수집, 복구, 분석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는 도구 사용
법에 속하므로 해당 문서에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3.1 도촬 관련 흔적
이미지 파일을 적당한 분석도구로 불러들여 살펴보면 ‘김도촬’ 이란 사용자 폴더가 존재한다.
해당 폴더 하위에 여러 폴더들이 존재하고 여러 폴더들 중 ‘바탕화면’ 폴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몰래카메라와 관련 되었다고 생각할만한 이름의 ‘Molcam.docx’ 파일이 존재 했었던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 삭제된 도촬관련 문서 파일
해당 파일은 현재 지워진 것이므로 복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다.

그림 3 문서 파일 내용
해당 내용은 자동차키 모양을 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장비의 내용을 스크랩 한 내용으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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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되고 있는 장비 2 로서 용의자가 몰래카메라 구매 의사가 있었고 몰래카메라를 구매하여 무언
가를 하려 했다는 반증의 문서로 볼 수 있다.
또 ‘김도촬’ 폴더 하위에 ‘Video’ 폴더가 존재하는데 해당 폴더에는 수상한 영상 파일 하나와 지
워졌던 영상 파일 하나가 보인다.

그림 4 Video 폴더 내용
해당 영상은 다음과 같이 두 영상 모두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점이 있다면 영
상에서 표현하는 영문자가 소/대문자 차이를 가지고 있는 점이다.

그림 5 warry.avi

그림 6 자료.a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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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pycam.kr/shop/shopdetail.html?branduid=413616&xcode=004&mcode=000&scode=&type=O&search=&sort=s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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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영상 중 ‘자료.avi’ 자료는 지워져 있지도 않고 zone id(3)를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로컬에
서 생성 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서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몰캠 사이트 홍보용으로 추정되는 해당 영상을 용의자가 자신은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라
는 것을 인식시키고 주장하기 위하여 일부러 인터넷에서 해당 자료를 다운받고 원본 자료를 지운
것이고, 하나는 문제 출제자가 암호를 대문자로 설정하려고 하다가 소문자로 바꾸었고, 그것을 인
터넷을 통해 다운받았을 가능성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문제 이미지 파일 자체가
‘김도촬’이라는 인물의 USB라고 완벽하게 설정된 것이 아니라, 문제 출제자의 행위 및 출제자의
정보까지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영상의 내용인 ‘wonderfulmolcam’은 ‘Download’ 폴더에 존재하는 ‘보험사기.hwp’ 파일
의 비밀번호이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통해 해당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면 파일의 내용은 애국가
가사의 내용이며 애국가 가사 끝 절에 숨겨져 있는 문자열(문자 포인트 1pt, 문자 색상 흰색으로)
이 전부였다.

그림 7 보험사기.hwp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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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판매관련 흔적
판매 관련 흔적이라고 한다면, 판매를 위해 이메일을 전송한 흔적, 웹하드에 접속한 흔적 등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USB 이미지를 분석하다 보면 다음과 같이 수상한
파일이 눈에 띈다.

그림 8 그림 파일로 추정되는 파일
USB 이미지에는 그림 파일이 무수히 많지만 해당 그림파일들은 모두 사건과 관련 없는 그림
파일들로써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그림파일들을

찾아보면

[그림

8]에서

보이는

‘xxx.png.xxx’ 파일이 눈에 띈다. 하지만 해당 파일의 시그니처를 확인하기 위해 Hex Editor로 열어
보면 다음과 같이 암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시그니처가 눈에 들어온다.

그림 9 xxx.png.xxx 파일의 시그니처
여기서 많은 풀이자들이 잘못 된 길로 빠져 들었을 것이다. 해당 시그니처를 검색하면 해당 시
그니처와 비슷한 시그니처를 가진 도구 3 또는 소스코드가 나오는데 시그니처가 비슷할 뿐 동일하
지 않아 해당 도구로는 암호화가 풀리지 않는다. 해당 파일은 ‘Secure Folder’ 라는 도구로 암호화
된 것이며, 암호화를 수행한 도구는 ‘김도촬’ 하위에 존재하는 ‘Download’ 폴더 아래에 ‘Secure
Folder’ 폴더에 설치 파일로 존재한다.
필자는 해당 파일이 어떻게 생성되었을지 파악하기 위해 NTFS Log를 분석 해 보았다. Log를 분
석 해 보면 해당 파일은 본래 ‘site.png’ 라는 파일이었고, 해당 파일의 이름이 ‘xxx.png’ 로 변경되
고 원본 파일은 지워진 것을 파악 할 수 있다.

3

http://www.aescrypt.com/sharp_aes_cryp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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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site.png 파일 생성
[그림 10]처럼 파일이 생성 되고 [그림 11] 처럼 파일의 이름이 변경 되었다.

그림 11 xxx.png 로 파일 이름 변경

그림 12 Wiping 흔적
그리고 나서 ‘Secure Folder’ 도구로 암호화가 되면 확장자 뒤에 ‘xxx’ 확장자가 붙어 자동으로
‘xxx.png.xxx’ 이름의 파일이 된다. [그림 11]에서도 이름이 변경 된 후 2분 후에 ‘xxx.png.xxx’ 파일
의 생성 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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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나면 “바탕화면” 폴더에 있는 ‘site.zip’ 파일이 ‘xxx.png.xxx’과 어떤 연관
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site.zip’ 파일의 경우 바이트 분포도가 동일 해 ‘TrueCrypt’ 파일로
의심 할 수 있으며, 실제로 ‘Download’ 폴더에는 ‘TrueCrypt’ 설치 파일이 존재하여 해당 추측의
신빙성을 더 높게 해준다.
두 파일이 암호화 되었다는 가정하에 암호화를 풀기 위한 비밀번호를 찾아야 하는데 필자는 여
러 가지들을 분석하던 끝에 ‘Download’ 폴더에 있는 ‘OpenStego’ 툴을 이용 해 ‘Documents’에 포
함 되어 있는 ‘보험사기-1.png’ 파일에 숨겨져 있던 파일을 찾아냈다. 해당 그림 파일을 의심한
이유는 다음 그림과 같이 동일한 파일의 크기가 달랐기 때문이다.

그림 13 동일한 파일, 다른 크기
해당 파일의 비밀번호는 여러 번 시도 끝에 ‘wonderfulmolcam’ 이라는 것을 알아 내었다.

그림 14 스테가노그래피 해제
추출 된 숨겨져 있던 파일 ‘참고자료.hwp’ 파일의 내용을 보면 보험사기와 관련 된 기사를 스크
랩한 내용이란 것을 알 수 있으며, 조금만 살펴보면 앞서 보았던 ‘보험사기.hwp’ 파일과 동일하게
문자열이 숨겨져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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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참고자료.hwp
해당 문자열(I have a dream!)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 문자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암호화
파일들의 패스워드이다.

그림 16 site.zip 파일 복호화
파일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하나 들어 있다.

그림 17 site.zip 파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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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png.xxx’ 파일 또한 동일한 비밀번호로 복호화가 가능하다.

그림 18 xxx.png.xxx 파일 복호화
결국 두 파일은 동일한 파일이며, PNG 파일이기에 EXIF 정보가 있을지도 몰라 분석 해 보았지
만 EXIF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해당 이미지 파일에는 사용자가 몰캠이 저장되어 있는 서
버에 접속 할 수 있도록 서버 주소와 아이디/패스워드가 적혀 있다.

그림 19 이미지에 적혀 있는 판매 관련 흔적
최종적으로 필자의 예상대로 USB 이미지에는 스팸메일로 몰캠사이트를 홍보 하거나 몰캠 영상
을 판매하기 위한 이미지 또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것과 시나리오에서 원하던 FTP 서버 관련
사실을 입증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보면 계좌번호가 존재한다. 사실 이미 확보 된 정보이기 때
문에 찾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정보를 통해 USB 소유자가 몰캠 사건 관련자라는 것을 입증 하기
위해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101882-9-복사본(3)-복사본-복사본.rtf’ 파일에서 계좌번호를 발견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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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해당 파일은 사실 두 번째 파티션에 ‘Doc3’ 폴더에 무수히 많은 rft 파일과 같이 있는데
모두 크기가 동일 해 보인다. 하지만 퍼지해시를 이용 해 모든 파일들을 비교 해 보면 단 하나의
파일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0 계좌번호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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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배포관련 흔적
시나리오 문제에서는 ‘FTP 서버로 파일을 올리려 한 사실’ 등을 입증 해 주길 바라고 있다. 배
포 관련 흔적이나 업로드 흔적은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한 흔적을 찾아야 하는데, 해당 흔적은 대
부분 응용 프로그램의 아티팩트 또는 운영체제 아티팩트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 파일
에서는 이러한 아티팩트들이 모두 지워져 있어 배포관련 흔적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
자열 검색을 통해 FTP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 되었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있다.
‘FTP’ 라는 단어로 검색을 시도하면 다음과 같은 문자열들이 검색된다.

그림 21 ALFTP.exe 파일 설치 흔적
이런 방식으로 해당 USB 이미지에서는 총 5개의 FTP 응용 프로그램(ALFTP, cute FTP, Voyager
FTP, SmartFTP) 흔적을 볼 수 있다.
해당 흔적들을 앞/뒤로 살펴 보면 레지스트리 경로 또는 설치 경로가 보이므로 해당 응용 프로
그램이 설치 되었는지 설치가 되지 않고 다운로드만 되었는지 파악 할 수 있다. 이런 흔적은 정
확히 해당 용의자가 FTP 프로그램을 사용 했다는 증거는 되지 않지만 정황증거는 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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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타범행 흔적
기타범행 흔적은 앞서 나왔던 보험사기 기사를 스크랩한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간접
적으로 ‘KBS Player Log’를 제시 할 수 있다.

그림 22 KBS Player Log
해당 로그는 KBS 방송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Player의 로그로 많은 풀이자들이 해당 로그를
분석하고 FTP 로그로 착각 하였다. 로그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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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75] [1] <2> Unknown : kbsp2p
[20:11:09.275] [CONTENT][CREATE][2] 1 /2tv-1M/_definst_/kbsp2p
[20:11:09.275] [CH 1][CREATE CHANNEL] /2tv-1M/_definst_/kbsp2p
[20:11:09.275] [1][CH 1][JOIN][PLAYER] 127.0.0.1
[20:11:09.275] [1] set buffer length : stream id 1, buffer length 3000 ms
[20:11:09.555] [2][211.233.92.24] START
[20:11:09.555] [2][CH 1][ON CONNECT] 211.233.92.24
[20:11:09.555] [2][CH 1][LOGIN] 2, /2tv-1M/_definst_/kbsp2p, 2643048
[20:11:09.555] [2][CH 1][JOIN CHANNEL] 2, /2tv-1M/_definst_/kbsp2p, 2643048 (0.0.0.0 ->
119.197.213.169)(5)
[20:11:09.602] [3][119.197.213.169] START
[20:11:09.602] [3][CH 1][ON CONNECT] 119.197.213.169
[20:11:09.633] [4][119.197.213.169] START
[20:11:10.523] [1] m_pns->m_t : 1383649850270, m_pns->m_o : 24097
[20:11:10.741] 5, 1250, 19633 (20883)
[20:11:10.928] [1] SEND START
[20:11:10.928] [AGENT STATUS CHANGED] /2tv-1M/_definst_/kbsp2p 1
[20:11:11.583] P2P 초기화 완료(포트 : 9105, 업로드 속도 : 26328 Kbps)
[20:11:12.738] [2][CH 1][APPEND CHILD] 2, /2tv-1M/_definst_/kbsp2p (175.196.79.199)(4)
[20:11:12.753] [5][175.196.79.199] START
[20:11:12.753] [5][CH 1][ON CONNECT] 175.196.79.199
[20:11:12.753] P2P 연결

해당 로그를 보고 K Player를 통해 몰캠 파일을 업로드 한 것이라 착각하고 분석을 잘못한 풀
이자들이 많았는데, 해당 로그는 필자가 동일한 KBS Player 파일을 구하여 테스트 해 본 결과 일
반적인 방송 플레이어 로그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지 않고도 판단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로그를 보면 ‘p2p’ 라는 문자가 보인다. 문제에서는 ‘FTP를 이용한~’ 이라고 언급
하였고 엄연히 P2P와 FTP는 프로토콜이 다르므로 전혀 답이 될 수 없다. 필자가 로그를 분석한
결과 해당 로그에서 접속 한 시간대는 보통 9시 뉴스가 진행되는 시간대에 KBS1 방송을 시청한
것으로 보여 용의자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보험사기 사건을 뉴스를 통해 접하고 수사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기 위해 방송을 시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시나리오에서 언급한 용의자
의 보험사기와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기타 범행과 관련되었다고 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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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대회후기
분석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 해당 USB 분석만 가지고는 용의자를 범인으로 확정 짓기에는 조
금 무리가 있다. 모든 것이 정황증거일 뿐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다고는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몰캠 사이트 홍보영상이나 이미지, 계좌정보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가지고 있
을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용의자를 판매자로 확정 짓지는 못한다. 판매자로 확정 짓기 위해서
는 실제 파일을 업로드 할 때 오고 갔던 패킷 데이터나 로카르드 법칙에 의한 흔적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USB 이미지는 이러한 흔적 또는 실마리가 될만한 것들이 모두 지워져 있기 때문에
섣불리 용의자를 범인으로 확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끝으로 대회 후기를 적어보자면 이번 대회를 진행하며 필자는 대회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
였다. 해당 문서에는 언급 되지 않았지만 여러 속임수 파일들이 존재하여 문제 풀이를 방해하였
고, 결론적으로 문제를 위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분석을 진행하면 할수록 시나리오와 해당
USB의 소유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문제 출제를 위한 문제 제작과정이 NTFS Log를 통
해 모두 보여 문제 제작과정 흔적과 문제 풀이과정에 필요한 흔적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또 해당 문제 파일은 의도적이었는지 의도적이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애드웨어에 감염되어 있
었고, 문제 제작자의 정보 또한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문제 제작자의 신원 정보로 인해 ‘김도촬’
이라는 가상의 인물과 문제제작자가 굉장히 혼동스러워 문제 푸는 동안 많은 생각을 해야 했었다.
문제 제작에 있어 주최측은 훨씬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단순히 문제 풀이에 필요
한 기술적 요소만 있다고 다가 아니라, 실제 케이스와 거의 동일하게 제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단순히 객관식으로 답을 적는 것이 아닌, 시나리오 식으로 전체 정황과 분석 과정을 적어야
하는 문제라면 말이다.
또 대회 운영 또한 미숙한 부분이 많았다. 문제를 배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FTP 등으로 배포
하여 문제를 다운로드 하는 시간만 8시간 이상이 걸리게 하였고 대회가 끝나가는 시점에 갑자기
대회 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 시키는 등 미숙한 점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리고 시니어와 주니어
부분을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주니어 부분의 평가는 시니어 부분과 다르게 한다고 하였지만 사실
평가 방법이나 기준에 차이를 둔다고 하여도 주니어가 필드에 존재하는 시니어를 넘어설 수 있을
까? 이상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하다’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디지털 포렌식 분야는 다른
보안 분야와 다르게 인정 받은 사람만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야이다. 다른 보안 분야는 학생들
이 능력만 있다면 프리랜서로 활동 할 수 있지만 디지털 포렌식 분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필
드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따라잡기에는 학생들은 한계를 느낀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학생들
은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엔케이스와 같은
검증되고 기능이 우수한 도구를 사용하여서, 여러모로 단축된 분석 시간 및 다양한 접근이 가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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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열린 대회이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이 많고 고쳐야 할 부분이 많지만 이런 대회가 우
리나라에서 조금 더 활성화 되어 디지털 포렌식 분야가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므로 본 대회 주최측은 이러한 의견을 십분 반영하여 다음 대회 때는 성숙한 모
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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