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2급 필기 

추가 요약 정리 
 

 

 

 

개인 공부용 언제든 배포 가능!  

수정 가능(더 좋은 내용 추가시 공유 부탁드림) 
 

 

 

 

 

 

 

1차 배포 : 2016년 04월 24일 

2차 수정 및 배포 : 2016년 04월 28일 

3차 수정 및 배포 : 2016년 05월 07일 

4차 수정 및 배포 : 2018년 10월 01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2급 대비 요약        

2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자격증 2급 

응시자격  
제한 없음. 

 

필기시험 면제 
1.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필기시험 3회에 한하여 시험면제. 

2.민간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필기시험면제, 실기시험만 응시하여 합격하면 국가공인자격으로 갱신.  

(민간자격시험 필기, 실기 모두 합격한 자) 

 

2급 출제기준(한국 포렌식 학회 출제기준 : https://forensickorea.org/exam/?page_id=33) 

과목 주요항목 과목별 문항수 

1. 컴퓨터 구조와 

디지털 저장매체 

컴퓨터구조 
15 문항 

디지털 저장매체 

2. 파일시스템과 

운영체제 

운영체제 

15 문항 Windows 

Unix, Linux 

3. 응용프로그램 및 

네트워크의 이해 

디지털 포렌식과 응용프로그램 

15 문항 

문서 편집기 및 브라우저 

이메일 클라이언트 

기타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의 이해 

네트워크의 종류 

네트워크 보안 

4. 데이터베이스 

기업 IT, BT 환경 

15 문항 SQL 

데이터베이스의 이해 

5. 디지털 포렌식 개론 

[디지털 포랜식 개론 및  

조사 기초] 

디지털 증거 개요 

40 문항 

디지털 포렌식 개요 

디지털 포렌식 관련 법률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 

사본이미지의 작성 

 

 

https://forensickorea.org/exam/?page_id=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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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방법 
 검정시간 : 120분 

 시험문항 수/배점  

 1~4과목 15문항/15점 (선다형), 5과목 40문항/40점 (선다형) 

선다형 : 한 문제에 대하여 세 개 이상의 항목 가운데에서 정답 또는 가장 적당한 항을 고르게 하는 형식 

 

 

합격기준 
배점 합계 100점 만점으로 하며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단, 필기시험에서 1개 과목이라도 과목별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가 40점 미만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1~4 과목  5 문제 이하 정답 시   과락 

   5 과목  9 문제 이하 정답 시   과락 

 

 

수험원서 접수 

접수 방법  

1) 온라인 접수 : https://forensickorea.org/exam 

 

응시료  

2급 필기 응시료 60,000원 / 실기 응시료 150,000원 (2018년 기준) 

 

 

합격 조회 
 디지털포렌식 자격검정시험 공지사항에서 발표 

 https://forensickorea.org/exam 

 

 

 

  

https://forensickorea.org/exam
https://forensickorea.org/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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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한 추천 서적 및 자료 

(서적)정보보안기사 필기 (시스템 보안) 

 

컴퓨터구조 

정보 처리 기사 필기 & 요약정리(전자계산기 구조 과목) 

http://nickoo.tistory.com/attachment/cfile22.uf@224A994456AD7A2C0A65FE.pdf 

 

  

디지털 저장매체 

http://www.parkjonghyuk.net/lecture/2010-2nd-lecture/computersecurity/lecturenote/chap03.pdf 

 

문제 사이트(정보처리기사 –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 

http://www.gunsys.com/gunsystem_pilgi.htm?cbt=gisa 

1과목 컴퓨터 구조와 디지털 저장매체 

http://nickoo.tistory.com/attachment/cfile22.uf@224A994456AD7A2C0A65FE.pdf
http://www.parkjonghyuk.net/lecture/2010-2nd-lecture/computersecurity/lecturenote/chap03.pdf
http://www.gunsys.com/gunsystem_pilgi.htm?cbt=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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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컴퓨터구조 

1. 컴퓨터 구조의 발전 

 컴퓨터의 구성 장치와 기본 구조 

 하드웨어는 컴퓨터의 기계장치 의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동작을 제어, 지시하는 역할

하는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 의미 

 

 
컴퓨터의 구성 

 

 하드웨어 특징 스프트웨어 특징 

1세대 진공관 일괄처리 

2세대 트랜지스터 다중 프로그래밍 

3세대 집적회로 시분할 처리 

4세대 LSI 
인공지능 

전문가 시스템 

5세대 VLSI 
병렬처리 

자연언어 처리 

세대별 컴퓨터 특징 

 

1) 1세대(1946~ 1959) : 진공관 세대 

  *주요소자 : 진공관(Tube) 

  *주기억 장치: 자기드럼, 수은지연회로 

  *보조기억장치 : 천공카드, 종이테이프 

  *처리속도:ms 

  *사용언어 : 기계 중심의 기게어 어셈블리어 

  *특징 : 부피가 크고 고장이 잦음 

          수치계산, 통계 등에 사용 

          하드웨어 개발에 중점 

          UNIVAC - I , ENICAC 개발 

 

 

 

  

2) 2세대(1960~ 1963) : 트렌지스터 세대 

  *주요소자 : 트랜지스터 (TR) 

  *주기억 장치 : 자기코어 

  *보조기억장치 : 자기드럼, 자기디스크 

*사용 언이 : 고급언어 개발 

(COBOL,, FORTRAN, ALGOL 등) 

*특징 : 트랜지스터의 사용으로 부피가 감소되고, 

 신뢰성도 높아짐 

          운영체제 개념 도입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 

          온라인 실시간 처리방식 도입 

          다중 프로그래밍 기법 사용 

          과학계산, 일반 사무에 사용 

 

3) 3세대(1964~ 1970) : IC(intergrated circuit)직접회로 

  *주요소자 : 직접 회로 (IC) 

  *주기억장치: 직접회로 (IC) , RAM 과 ROM 사용 

  *보조기억장치 :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처리속도 : ns 

  *사용언어 : 고급언어 (LIPS, PASCAL , BASIC, PL/1) 

  *특징: 시분할시스템 사용 

           OMR , OCR, MICR 도입,  MIS도입 

 

4) 4세대 (1970 - 1980) : LSI  

  *주요소자 : 고밀도 직접회로 (LSI) 

  *주기억장치 : 고밀도 직접회로(LSI) 

  *보조기억 장치 :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처리속도 : ps 

  *사용언어: 고급언어 (ADA등), 문제지향적 언어 

  *특징: 마이크로프로세서 개발로 가정에서도 컴퓨터 

사용 가능해짐, pc의 등장, 네트워크 발달 

 

5) 제 5세대(1980년대 이후): VLSI    

  *주요소자 :초고밀도직접회로(VLSI ) 

  *주기억 장치 : 초고밀도 집적회로 (VLSI ) 

  *보조기억장치 :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사용언어 : 객체지향언어(C++ , java) 

*특징 : 인터넷의 확산 퍼지, 인공지능, 음성인식, 

 패턴인식 등의 신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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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세스 구조 

 

 프로세스 : 현재 실행 중이거나 곧 실행 가능한 프

로세스 제어 블록(PCB)를 가진 프로그램으로 실행 중

인 프로그램， 비동기적 활동， 살아있는 프로그램， 

프로세스 제어 블록(PCB)을 가진 프로그램, 언제든 실

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모두 프로세스라고 정의된다. 

 

프로세스는 살아 있는 동안 이벤트에 의해서 3가지의 

상태가 변화 갖는다. 

 

 실행 상태 : 현재 프로세스를 할당 받아 수행 중인 

프로세스를 의미. 

 준비 상태 : 실행 준비가 되어 프로세서가 처리해 

주기를 기다리는 상태 

 블록 상태 : 입출력 종료와 같은 외부 신호를 기다

리고 있는 상태. 

 

프로세스 상태 전의도 

 

Dispath : 준비 상태의 프로세스 중 높은 우선순위

를 가진 프로세스에게 할당하는 상태변화로 준비상태

에서 실행 상태로 상태 변경, 프로세스가 프로세서를 

독점하여 사용할 할당 시간을 배정. 

 

Timer runout : dispatch에 의해서 실행 상태로 변

환 프로세스가 할당 시간을 모두 사용한 경우 다시 

준비 상태로 상태를 변경 시킨다. Timer runout에의해 

준비상태가 된 프로세스는 다시 프로세서를 할당 받

기까지 기다린다.    

 

Block : 수행 중인 프로세스가 IO 완료까지 블록 

상태가 된다.  

 

Wake up : IO완료 신호를 기다리던 블록 상태의 프

로세스가 이 신호를 만나면 준비 상태로 변경 된다. 

1) 프로세스 제어 블록(PCB) 

 프로세서는 프로그램 코드와 프로세스 제어블록(PCB)

으로 구성됨. 

 PCB : 프로세스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구조 

 OS에게 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

적을 둔다. 

 프로세스 상태 파악을 위해 유지, 관리 되며, 프로세스

의 현재 상태, 이름, 우선순위, 메모리 주소, 할당 자원 

목록등을 포함한다. 

 프로세스 생성 시 PCB는 생성되고 프로세스가 파괴될 

때 함께 제거된다.  

 PCB는 하드웨어 레지스트리를 사용하여 구현된다.  

 

2) 프로세스 관련 작업 

 creation : 프로세스 생성 관련 작업, OS가 디스크 내의 

프로그램 선택 후 PCB를 만드는 프로세스 생성 

 destory : PCB를 회수하고 프로세스를 제거하는 역할 

    부모프로세스가 없어지면 자식프로세스 자동 소멸 

 suspend : 어떤 상태에서 자신이 하던 작업을 멈추고 

대기 

 resume : 대기중인 프로세스가 이전 상태로 돌아감. 

 

3) 대기와 재동작 

 컴퓨터 실행 중 overflow 등 예기치 않은 이벤트로 인

해 프로세스가 대기 상태가 될 수 있다.  

 일정시간이 지나 원인 해결시 재동작 

 

4) 인터럽트 처리 

 인터럽트 : 컴퓨터 작동 중 예기치 않은 문제 발생시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작동하여 응급상태 해결하고 이

전 상태로 복귀 시킨다. 

 CPU의 모든 상태는 PSW에서 유지되는데 인터럽트를 

알리는 5bit가 있고, 5가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ISP)가 

운영체제 일부에 존재한다. 인터럽트 처리 중 다른 인

터럽트 발생 시, 우선순위에 의해 인터럽트 처리한다. 

 

기본적인 인터럽트 우선 순위 

전원 공급이 이상 → CPU의 기계적인 오류 → 외부 신

호에 의한 인터럽트 → 입출력 전송 요청 및 전송 완

료, 전송 오류 →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 → 슈퍼바이

저 호출(SVC 인터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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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어 구조에 따른 프로세서 

 

1) CISC (Complex Instruction Set Computer) 

- HW 회로 가 복잡하며, 다양한 명령어 존재함, 명령

어의 길이(바이트 수)도 다양함. 

- 명령어에 따른 실행 속도도 다양하게 측정됨 

- 파이프라인 등의 실행 성능 개선을 위한 방법 적용 

어려움 

 

2) RISC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 HW 회로 CISC 대비 간단, 대표적 명령어 길이로 

통일 

- 복잡한 명령을 단순한 여러 개의 명령으로 처리, 실

행 속도 일정 

 

 

프로세서 별 주요 특징 

 CISC RISC 

주요 특징 
복합명령어 

하드웨어 복잡 

고정 명령구조(32bit) 

하드웨어 간단 

CPU 

명령 

- 명령어 개수 많음 

-길이가 다양하여 실

행 사이클도 다양 

- 명령어 길이 고정 

- 실행 사이클 동일 

회로구성 복잡 단순 

메모리사용 메모리 사용 효율적 메모리 사용 비효율 

프로그램 

코드사이즈 
Small(130~140) Large(160~180) 

프로그램 

측면 
명령어를 적게 사용 상대적 많은 명령어 

컴파일러 
다양한 명령을 사용

으로 컴파일러 복잡 

명령어 개수가 적어 

단순한 컴파일러 

 

캐시메모리 

 - 컴퓨터에서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고속 버퍼 메모리, 빈번히 사용되는 명령이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메모리 

 

DMA(Direct Memory Access) 

 - CPU를 통하지 않고 데이터를 메모리와 메모리 또

는 메모리와 입출력장치 간에 직접 전송하는 방식으

로, 컴퓨터의 내부의 전송 버스가 지원한다. 

 - 데이터 전송 시 CPU 개입이 없어 효율성이 높아

진다. 

※ 폰 노이반과 하바드 아키텍쳐 비교 

 

 

 

폰 노이만(Von Neumann) 구조  

 CU(Control Unit)가 메모리에서 명령어를 가져와 연산

(ALU)을 하고 다시 메모리에 결과를 저장하는 방식 

 특징 

 - 프로그램 내장방식 

 - CPU 는 하나의 단 하나의 명령어만 순차적 실행 

 - 데이터와 명령어의 메모리 공유 

 문제점 

 - CPU의 비효율적인 사용(한번에 하나의 처리) 

 - 주기억장치 병목현상(명령어, 데이터 모두 주기억에 저장) 

 

하바드(Harvard) 구조 

 명령어 메모리에서 명령을 가져와 분석 실행하고 참조

/결과에 대한 저장을 데이터 메모리에 별도로 하는 구

조(명령어와 데이터 메모리 동시 접근. 

 

특징 

 - CPU는 메모리로부터 명령어와 데이터를 동시에 사

용할 수 있음 

 - 현재 명령을 마치는 것과 동시에 다음 명령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음 

 - 데이터 메모리와 프로그램 메모리가 분리되어 각각

의 어드레스/데이터버스를 소유함 

 - 메모리를 분리하여 파이프라인 사용시 최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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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데이터의 표현 

1. 데이터의 구성단위 

물리적 단위 : 실제 물리적 장치(메모리, 저장장치)에

서 사용되는 단위로 0,1의 내용만 저장할 수 있는 bit

가 최소 단위이다.  

단위 크기 

비트(bit) 0이나 1만 저장하는 최소 단위 

쿼터(quarter) 2bit = 1/4 byte 

니블(nibble) 4bit = 1/2 byte 

바이트(byte) 8bit  

워드(word) 16bit = 2byte 

더블 워드  

(double word) 
32bit = 4byte 

쿼드 워드 

(quard word) 
64bit = 8byte 

Kilobyte(KB) 

Megabyte 

Gigabyte 

Terabyte 

Petabyte 

Exabyte 

Zettabyte 

Yottabyte 

1024 bytes  =  210 bytes 

1024 KB  =  220 bytes 

1024 MB  =  230 bytes 

1024 GB  =  240 bytes 

1024 TB  =  250 bytes 

1024 PB  =  260 bytes 

1024 EB  =  270 bytes 

1024 ZB  =  280 bytes 

물리적 연산 단위 

 

논리적 단위 : 정보를 저장 및 처리하는데 사용되며,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최소단위.  

단위 크기 

필드(field) 

여러개의 바이트, 워드가 모여 이

뤄진 파일 구성의 최소단위 

항목 또는 아이템 

레코드(record) 
프로그램 내의 자료 처리 기본 단

위 (논리적 레코드) 

블록(block) 
저장매체에 입출력될 때 기본 단

위 (물리적 레코드) 

파일(file) 
관련된 레코드의 집함으로 하나의 

프로그램 처리 단위 

데이터베이스 

(database) 

파일(레코드)의 집합, 계층적 구조

를 갖는 자료 단위 

논리적 연산 단위 

 

 

2. 수체계(Numbe system) 

디지털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이진수를 사용 

 

1. 2진수(Binary Numbers) 

 컴퓨터 메모리의 기본 단위인 1byte(8bit)에 저장된 데

이터를 나타낸다. 

예) 2진수 1011을 10진수로 변환 

 

 

2. Byte 계산  

 2바이트(16bit)는  

00000000 00000000 ~ 11111111 11111111 

  의 값을 저장할 수 있으며 0 ~ 65535의 수를 저장할 

수 있다.  

 

 

 

3. 리틀 엔디안(Little Endian) 

리틀 엔디안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저장되는 방식  

 

 

4. 빅 엔디안(Big Endian) 

빅 엔디안은 리틀 엔디안과 달리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저장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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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빅엔디안을 사용하는 시스템 

 IBM 370 컴퓨터, RISC(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모토로라 마이크로 프로세서 

 일련의 문자나 숫자 저장에 있어 자연스런 방식. 

 숫자의 경우 두 숫자를 더한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 

모든 자릿수를 오른쪽으로 옮겨야 하는 일이 발생 

ex) 1111 + 0001 = 10000 

 

 

6. 리틀 엔디안 사용 시스템 

 인텔 프로세서, DEC의 알파 프로세서 

 - 리틀 엔디안 방식으로 저장된 숫자는, 최소 바이트

가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머물 수 있으며, 새로운 

자리 수는 최대 수가 있는 주소의 오른쪽에 추가되어 

컴퓨터 연산이 매우 단순해지고 빠르게 수행 가능. 

Ex) 1111+0001 = 10000 

 

 

7. 16진수 (Hexadecimal Numbers) 

디지털 데이터는 2진수를 사용하지만 모든 데이터

를 2진수로 표현하면 화면에 출력 또는 처리 할때 비

효율 적이다.  

니블(4bit) 단위로 묶어서 표현하는 16진수를 사용

하는 것이 이용에 편리하다.  

즉 1byte(8bit)를 16진수 2자리로 표현한다..  

 

 

8. 고정소수점  

 고정 소수점 연산은 정수 데이터의 표현과 연산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비트는 부호 비트로 양

수(+)는 0으로， 음수(-)는 1로 표시， 나머지는 정수

부가 저장되고， 소수점은 맨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가정. 

 

고정소수점 방식의 데이터 표현 

 

표현방법 설명 

부호화 

절대치 

양수 표현에 대하여 부호 비트만 1로 

범위 : -(2n-1-1) ~ (2n-1-1) 

1의 보수 양수 표현에 대하여 1의 보수를 계산 

1의 보수 : 0 -> 1, 1 -> 0 으로 변환 

범위 : -(2n-1-1) ~ (2n-1-1) 

2의 보수 양의 표현에 대하여 2의보수를 계산 

2의 보수 : 1의 보수 + 1  

범위 : -(2n-1) ~ (2n-1-1) 

고정 소수점 연산에서 음수 표현 방법과 범위 

 부호화 절대치, 1의 보수는 표현범위 -127 ~ 127 

 2의 보수 표현 범위               -128 ~ 127  

 

9. 부동 소수점 

 실수 데이터의 표현과 연산에 사용 

 실수 표현시 소수점의 위치를 고정하지 않고 그 위치

를 나타내는 수를 따로 적는 것으로, 유효숫자를 나타

내는 가수와 소수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지수로 표현. 

 

부동 소수점 방식의 데이터 표현 

 

3. 문자 

1. 문자 코드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서 문자 데이터를 분석할 때, 문

자코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의미를 보다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다. 

 특정 2진값으로 한글, 영어(A~Z, a~z), 숫자(0~9), 특수 

문자 등의 모양을 정해놓은 문자 코드를 사용하고, 이

는 세계 표준으로 지정하여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도 동

일하게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2. ASCII 문자 코드 

 미국 표준협회(ANSI)가 제정한 자료 처리 및 통신 시

스템 상호간의 정보 교환용 표준 코드. 

 제어부호 33자, 그래픽 기호 33자, 숫자 10자(0~9),  

알파벳 대소문자 52자(A~Z, a~z), 공백문자 1개로 구성 

 영문을 표기하는 대부분에 시스템에서 사용 

7비트, 128가지 기호를 정의하여  

1바이트로 하나의 문자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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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CD 코드 

(Binary Coded Decimal, 2진화 10진 코드) 

 10진수 1자리의 수를 2진수 4Bit로 표현 

 4bit의 2진수를 각 bit가 8(23),4(22),2(21),1(20)의 자리

값을 가지므로 8421 코드라고도 함. 

 대표적인 가중치 코드(Weight Code) 

 사용이유 : 10진수 입,출력이 간편함 

 자체 보수화(self-complementary는 불가능함 

예) 10진수 946 -> BCD : 1001 0101 0110 

   10진수 634 -> BCD : 0110 0011 0100 

 

4. EBCDIC 

(Extended Binary Coded Decimal Interchange Code, 

확장 2진화 10진 코드) 

 하나의 영숫자 코드가 8 비트 구성 총 256개 문자

코드를 구성할 수 있으나, 실제 문자코드는 아스키 

코드와 동일한 128bit개 이다.  

 에러검출을 위한 패리티비트 추가시 총 9비트 사용 

 4개의 zone bit + 4개의 digit 비트로 구성 

 

5. 3초과 코드(Excess-3 Code) 

 10진수를 표현하기 위한 부호 

 BCD 부호에 3을 더한 것과 같음 

 부호를 구성하는 어떤 비트값도 0이 아님 

 BCD code 중에서 산술 연산 작용에 가장 적합 

 대표적인 자기 보수코드, 비 가중치 코드 

 예) 10진수 8 -> 3초과 코드 => 1000 + 0011 = 1011 

10진수 9 -> 3초과 코드 => 1001 + 0011 = 1100 

 

6. 그레이 코드(Gray Code) 

 BCD 코드의 인접하는 비트를 Xor 연산하여 만든 코

드 

 A/D 변환, 입출력장치 등에 주로 사용 

 Hardware error를 최소로 하는데 적합 

 

예)  XOR : 0⊕0 = 1⊕1= 0 , 0⊕ 1 = 1⊕0 = 1  

(즉 계산하는 두 수가 같으면 0 다르면 1) 

 2진수 1010 -> 그레이코드 : 1111 

 그레이코드 011011 -> 010010 

7. 패리티 검사 코드(Parity Check Code) 

 코드의 오류(error, 에러)를 검사하기 위해서 Data bit 

이외에 1bit를 추가하는것 

 패리티 비트 : 오류 정보를 검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트 

 1bit만 오류 검출 가능 

 Odd parity(홀수=기수 패리티) 

 Even Parity(짝수=우수 패리티) 

 

8. 해밍코드(Hamming Code) 

 오류 검출 및 교정이 가능한 코드 

 해밍 코드는 2bit의 오류를 검출할 수 있고, 1 bit의 

오류를 교정할 수 있다.  

 해밍 코드 중 1,2,4,8,16,.... 2n번째는 오류 검출을 위

한 코드 

해밍코드 계산방법(영문) 

http://www.gaussianwaves.com/2008/05/hamming-

codes-how-it-works/ 

 

코드의 분류 

분류 코드 종류 

가중치 코드 
BCD(8421)코드, 2421 코드, 

Biquinary 코드, 51111코드 

비가중치 코드 
Excess 3코드, Gray 코드,  

2 out-5 코드 

자기 보수 코드 
Excess 3코드, 2421 코드 

51111코드 

오류 검출용 코드 
해밍코드, 패리이 검사코드 

Biquinary 코드, 2 out 5 코드 

 

5. 한글 조합형, 완성형, 확장형 코드 

 1) 조합형 코드 

2바이트 완성형 코드가 발표되기 전까지 사용되던 

코드로， 한글을 초성， 중성， 종성에 따라 조합하여 

표현했다.  

이론 상 한글 11,172자를 모두 표현할 수 있으며， 

한글 입력에 대한 처리가 쉬웠으나 Microsoft Windows 

95에서 완성형 코드를 선택함에 따라 1990년도 중반까

지만 사용 됨. 

 

http://www.gaussianwaves.com/2008/05/hamming-codes-how-it-works/
http://www.gaussianwaves.com/2008/05/hamming-codes-how-i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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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완성형 코드 

 2바이트 완성형 코드를 의미하며， EUC-KR로 표준

화되어 사용된다.  

완성형에서 한글은 연속된 두 개의 바이트를 이용

해서 표현할 수 있으며， 첫 번째 바이트와 두 번째 

바이트 모두 OxA1-0xFE(16진수)사이의 값을 가진다.  

완성형 코드는 한글을 2,350자 지원, Microsoft 

Windows 에서 선택함에 따라 최근까지 널리 사용. 

 

 3) 확장 완성형 코드 

 Microsoft에서 완성형 (EUC-KR) 코드에 글자를 추가

한 것으로 코드페이지 949(CP949) 라고 불린다. ECU-

KR과 마찬가지로 한글을 표현하는데 2바이트를 사용

한다. 

 

6. 유니코드(Unicode)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컴퓨터에서 일관되게 표현하

고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된 산업 표준 코드, ISO 10646

으로 정의된 USC(Universal Character Set)를 말함. 

 한글은 1996년 유니코드 2.0에서 11,172자가 모두 

포함됨.  

 유니코드는 31비트 문자 셋이지만, 특수문자를 제외

한 전 세계 모든 문자들을 하위 16비트의 영역 안에 

정의된다.  

 유니코드 첫 65,536개의 코드(0000~FFFF)를 기본 다

국어 평면(MBP)라고 한다.  

 

1) USC-2와 USC-4 

 USC-2는 2바이트를 사용하여, 유니코드 31비트 문

제 중 16비트 이하의 부분만 표현 

 USC-4는 4바이트를 사용하여 31비트의 모든 유니코

드 영역에 표현  

 

2) UTF-8(UTF: Unicode Trasnfromation Format)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니코드 포맷 

 31비트의 유니코드 1~6개의 바이트에 나누어 저장 

 첫 번째 바이트에서 몇개의 바이트로 구성된지 파악 

 아스키 코드영역은 1바이트로 표현 

 한글은 보통 3바이트로 표현 

 Microsoft에서도 UTF-8 지원 

 

3) UTF-16 

 USC-2 문자열 안에 유니코드의 21비트 영역의 문자를 

표현하기위해 도입, USC-2의 확장버전 

 16비트 위의 21비트 까지 표현가능 

 

4) UTF-32 

 각 문자를 4바이트로 표현,  

 

4. 데이터 인코딩 

 1. 데이터 인코딩 

숫자, 문자, 시간 등의 데이터를 다양한 인코딩 알고리

즘에 따라 특수한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 

 

2. Base 64 

 8비트 바이너리 데이터를 ASCII 영역의 문자들로만 이

뤄진 일련의 문자열로 변환하는 인코딩 방식 

 임의의 바이너리 데이터를 64개 아스키 문자의 조합

으로 표현 

 컴퓨터는 2진수를 사용하므로 64진수로 표현하기 위

해서는 6비트의 2진수를 사용(26=64) 

 Base64 인코딩은 E-Mail을 통한 이진 데이터의 전송 

등에 많이 사용. 

 

 

Base64 인코딩 과정 

 

3. Base 58 

 Base 58은 Base 64와 같이 이진데이터를 Text로 변경

해주는 Encording 기법 중의 하나. 형태로 보면 Base 

64와 비슷하지만 내부 알고리즘은 다르다. 

 입력된 값을 big number로 변경하여 58로 나누고 그 

나머지(0~57)을 지정된 table에 대응하는 문자로 치환. 

 용도는 사용자가 직접 타이핑하거나 Copy & Paste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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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기기 및 저장 매체 

1. 디지털 기기의 구성요소 

 

디지털 기기의 구성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되는 저장매체는 다양하게 존

재한다. 범죄 현장을 조사하는 조사자는 수집 대상 

컴퓨터와 여러 주변장치등을 파악하고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디지털 저장 매체의 종류 및 특성 

1. 반도체를 이용한 저장매체 

 ROM(Read Only Memory) 

 읽기만 가능한 기억장치로, 전원 공급이 되지 않아

도 내용은 사라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 

 컴퓨터 시작 시 필요한 설정 및 프로그램을 저장하

고 있는 ROM BIOS 형태로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

다. 

 초기에는 제조 회사에서 미리 데이터를 기록하여 읽

기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사용자가 직접 기록하는 

PROM이나 여러면 데이터를 재기록 할 수 있는 

EPROM, EEPROM등이 사용되고 있다. 

 

ROM 종류 및 특징 

 

BIOS 

 운영체제와 하드웨어 사이의 입출력을 담당하는 저수

준의 소프트웨어와 드라이브로 구성된 펌웨어. 

 운영체제와 하드웨어 통신을 위한 중간매개체로 사용 

 

UEFI(Unified Extensible Firmware Interface) 

 통일 확장 펌웨어 인터페이스로 운영체제와 플랫폼 펌

웨어 사이의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규격. 

 BIOS 인터페이스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 

 

 

Extensible Firmware Interface의 위치 

 운영체제 로더가 UEFI를 자동 감지할 수 있어 이동식 

장치에서 쉽게 부팅할 수 있다.  

 운영체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원격 진단 및 수리를 

지원 할 수 있다. 

 

Mask rom 제조과정에서 미리 기억 , 수정 불가 

PROM 

(OTPROM) 

사용자가 1번 PROM Writer를 이용하여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수정 불가 

EPROM 
필요할때 기억된 내용을 지우고 다른 내

용 기억 할 수있는 롬(자외선 이용) 

EEPROM 
필요할때 기억된 내용을 지우고 다른 내

용 기억 할 수있는 롬(전기신호 이용) 

Flash 

Memory 

EEPROM의 종류로 EEPROM과 달리 블

록 단위로 재프로그래밍이 가능. 

바이오스에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플래

시 바이오스라고도 한다. 

RAM과 ROM의 중간적 위치를 가진다. 

또한 하드디스크 대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데이터를 쓰는 시간이 상당히오

래 걸리기 때문에 RAM 대용으로 사용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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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Random Access Memory)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는 빠른 저장 장치.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기억하는 데이터가 사라

지는 휘발성 메모리.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SRAM에 비해 느리지만 가격이 저렴하여 일반 PC 

메모리로 많이 활용한다. 

 

SRAM(Static random access memory) 

 DRAM보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지만 가격이 비

싸 CPU 내부의 기억장치인 Cache나 Register에 사용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 

 전기적으로 데이터를 지우고 재기록이 가능한 비휘

발성 기억장치. 충격에 강하고 저전력으로 동작이 가

능하여 MP3, 모바일, USB 등에 널리 사용 

 한계 : 블록내 특정 단위로 읽고 쓰기가 가능하지만, 

블록단위로 지워야 함. 또한 덮어 쓸 수 없기에 모든 

블록을 지우기 전까지 해당 자료를 변경 할 수 없다.  

- NOR 플래시 : 속도는 빠름. 대용량 구성의 어려움 

- NAND 플래시 : 속도는 느림, 대용량 구성이 용이 

 

USB(Universal Serial Bus) 메모리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연결, 통신하기 위한 표준 인

터페이스로 다양한 직렬/병렬 통신 대체를 위해 개발. 

 핫 플러그(핫 스왑) 기능을 지원한다.(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장치 연결 및 해제 기능) 

 

플래시메모리 카드 

 제조사 별로 CF, SD(Mini SD, Micro SD), Memory Stick 

으로 구분되는 플래시 메모리 기기. 다양한 인터페이

스. 디지털 기기의 저장매체로 사용 

 

SSD(Solid State Disk) 

 플래시 메모리의 장점을 활용하여 하드디스크와 동

일한 형태로 개발된 대용량 플레시 메모리. 반도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HDD는 자기장 이용) HDD에 

비해 외부 충격으로 데이터 손상 가능성이 적고, 

NAND 플래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읽기, 쓰기, 접근 

시간이 매우 빠르고 소비전력, 소음, 발열등이 낮아 

최근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고속의 저장매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주의할 저점은 SSD는 삭제된 

데이터의 공간을 미리 비워두어 쓰기 속도 저하를 완화

시켜주는 TRIM, CG 같은 기능이 사용되어 기존 하드 

디스크와 달리 비할당 영역의 데이터가 변형가능 

 SSD는 덮어쓰기가 불가능하여 데이터를 삭제 후 저장

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쓰기 속도가 저하되는 특징이 

있다.  

TRIM : 운영체제가 쉴때 지워진 데이터 공간 비움 

CG : SSD 컨트롤러 자체적으 TRIM 기능 지원 

 

플로피 디스크 

 자기 디스크 매체로 흔히 디스켓으로 불림. 

 USB 메모리와 광학 매체 등장으로 대부분 사장됨. 

 

광자기 디스크(MO Disk : Magento Optical Disk) 

 3.5인치 크기의 광자기 저장 매체로 레이저를 이용해 

데이터를 쓰고, 지우기 때문에 자성에 의해 데이터가 

지워질 우려가 없어 보관성이 뛰어나다. 

 전문가를 위한 고가의 매체로 사용되어 널리 보급되진 

않았다. 5.25인치/3.5인치의 크기와 650MB~9.2GB까지 

다양한 용량을 가진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ard Disk Drive) 

 가장 널리 쓰이는 비휘발성 저장장치.  

 ATA(IDE), SATA, SCSI와 같은 다양한 인터페이스 지원. 

 

 

2 광학 저장 매체(Optical Disk) 

CD-ROM(Compact Disc – Read Only Memory) 

 기존의 음성정보 저장을 위해 개발된 CD의  발전된 

형태로, 모든 디지털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초기 용량이 540MB였으나 현재 650~700 MB까지 늘

어났다. ISO 9660의 포맷을 사용 

 

DVD(Digital Versatile Disc, Digital Video Disc) 

 알루미늄 원형 판에 플라스틱 막이 코딩되어 데이터가 

기록되는 저장매체로 CD-ROM과 같은 크기이지만 용

량은 CD의 7배가 넘는다. 

 싱글레이어는 4.7GB, 듀얼 레이어는 8.5GB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DVD-R, DVD+R, DVD-RW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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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세대 광학 저장매체 

 차세대 광학 저장매체 

 기존 DVD를 대체하고, 고화질 비디오 및 대용량 데

이터를 지원하기 위한 광학 저장 매체 

 

 블루레이 디스크(Blu-Ray Disc) 

 블루레이는 DVD 디스크에 비해 훨씬 짧은 파장을 

갖는 청색 레이저를 사용함으로써 DVD와 같은 크기

인데도 더 많은 데이터를 담는 것이 가능하다.  

 싱글 레이어 블루레이 디스크는 25GB, 

 듀얼 레이어 블루레이 디스크는 50GB를 저장 가능 

 

4. 저장매체 및 기기의 입출력 

 ATA(Advanced Technology Attachment) 

 하드디스크, CD-ROM등 저장 장치의 표준 인터페이

스로 흔히 IDE(Integrated Dirve Electronics)라는 용어

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기존 병렬 전송 방식을 사용하는 Parallel ATA(PATA)

에에서 직렬 전송 방식을 사용하는 Serial ATA(SATA) 

인터페이스로 발전함. 

 

 EIDE 인터페이스 

 EIDE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컨트롤러가 두 개의 장치

만 연결할 수 있는 점을 보완한 것으로 하나의 IDE에

서 Primary, Secondary라는 개념을 통해 더 많은 장치

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SATA(Serial ATA) 

 병렬 전송 방식의 ATA를 직렬 전송 방식으로 변환

한 드라이브 표준 인터페이스로, 기존 ATA가 4개만 

연결 가능했던 것에 반해 SATA 방식은 컨트롤러에 

따라 5-8개까지 가능하다. 각 장치와 커넥터는 1:1 연

결을 하므로 ATA와 같은 점퍼 설정이 필요하지 않다. 

ATA가 최대 133 MBps(MByte/sec) 의 속도 

SATA1은 150 MBps 

SATA2 에서는 300MBps 

SATA3 에서는 600MBps 

 

mSATA 

 더 작은 SSD를 요구하는 노트북 등의 장치에 사용 

 

eSATA(external SATA) 

 SATA를 외장형으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SCSI(Small Computer System Interface) 

 주로 서버 시스템에 많이 사용되고 가장 큰 특징은 

ATA에 비해 하나의 컨트롤러가 최대 16개의 장치가 연

결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각 장치는 서로 독립적으

로 동작이 가능하다.  

 IDE/ATA 보다 발전된 방식이지만 비싼 단점으로 일반 

PC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음. 

 SAS(Serial Attached SCSI)로 대체되어 보기 힘든 인터

페이스 

 

SAS(Serial Attached SCSI) 

 직렬 SCSI 방식으로 데이터가 단일 통로로 전송되기때

문에 병렬 기술 방식인 SCSI를 개선하여 속도와 안정성

을 대폭 증가시켜 서버, 워크스테이션 등 전문 용도로 

사용 

 SAS-1 : 3.0Gbit/s 

 SAS-2 : 6.0Gbit/s 

 SAS-3 : 12.0Gbit/s   다양한 형태를 가짐. 

 

 

 

HPA, DCO 위치 

HPA(Host Protected Area) 

HPA는 HDD에 의해 미리 예약된 영역으로 BIOS를 

통해 접근이 불가능하다. OS 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역

으로 일반 사용자에 의해 수정되지 않는 HDD의 영역

이라 할 수 있다. HPA 영역은 시스템 부팅이나 진단 유

틸리티 저장하는 경우, CD, DVD와 같은 별도의 매체 없

이 시스템 복구하는 경우, 노트북 보안 유틸리티를 저

장하는 경우, 루트킷을 통한 악의적인 용도 및 데이터

를 은닉하는 경우에 사용됨. 디스크 이미징 도구에서는 

HPA영역을 고려하여, 해당 HDD의 모델이 가지는 정해

진 용량을 확인해야 한다. 

 

DCO(Device Configureation Overlay) 

 DCO도 BIOS를 통해 확인되지 않으며， HDD 제조사

에 따라 정의된 특별한 ATA 명령을 통해 접근이 가능

하다. 디스크 이미징 도구에서는 DCO 영역을 고려하

여，해당 HDD의 모델이 가지는 정해진 용량을 확인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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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1394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용 시리얼 버스 인터페이스 

표준 규격 

 

 

USB(Universal Serial Bus) 

 다양한 직렬, 병렬 통신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

고,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주변장치와 통신하기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고 있다. 

 USB 3.0 – 5 Gpbs / USB 3.1 – 10 Gpbs 

  

 

USB 형태에 대한 도식도 

 

 

마이크로 USB 3.0 타입 B 대한 도식도 

 

 

USB 3.1 규격의 USB 타입 C 단자에 대한 도식도 

 

 핫 플러그 : 기기의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연

결과 해제를 할 수 있는 기능.  

 

 

 

선더볼트(ThunderBolt) 

 애플사에 맥북 프로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SCSI, 

SATA,USB, IEEE1394, PCI 익스프레스, 고선명 멀티미디

어 인터페이스(HDMI) 등을 모두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으로 개발 진행 

 

선더볼트 커넥터 

 

RAID(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 

 복수배열 독립디스크라고 하여,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

에 일부 중복된 데이터를 나눠 저장하는 기술 

 

1) RAID 0(스트라이핑) 

 

두개 이상의 디스크에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저장하

는 방식. 복수개의 디스크에 데이터를 분산해 처리하

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향상되는 강점을 지님. 

하지만 하나의 디스크가 문제가 발생하면 레이드0 

으로 구성된 모든 데이터가 유실된다는 단점을 지니

며, 오직 성능향상을 위한 구성 방식  

 

2) RAID 1(미러링) 

 
데이터 처리 시, 동일한 디스크에 똑같이 저장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중복 기록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디스크가 장애 및 오류 발생 시, 쉽게 복구가능.  

하지만 중복 저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절반으로 줄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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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AID 5 

 
 패리티 정보를 별도 디스크에 보관 함으로 써 생기

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방식이 레이드5입니

다. 패리티 정보를 보관하는 디스크 구성 없이, 일정

한 로직에 의해 데이터 분산처리 + 에러체크를 구성

하는 방식  

성능,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형태로 서버 구축 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레이드 방식입니다. 

 

4) RAID 0+1, RAID 10 

 
RAID 0+1 디스크를 먼저 스트라이핑(RAID 0) 후 미러링 

RAID 1+0 디스크를 먼저 미러링(RAID 1) 후 스트라이핑 

 

 

3. 디지털 기기의 종류 

1. 범용 시스템 

 1) 개인용 컴퓨터(PC) 

 2) 서버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클라이언으 요청을 처리하는 컴퓨

터 

 3) 메인 프레임 

다수의 사용자가 작업할 수 있는 범용 목적 대형 

컴퓨터, 금융기관, 정부기관에서 사용 

 4) 슈퍼 컴퓨터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고속 컴퓨터 

핵실험, 지진 데이터 분석, 기상 예측 등 사용 

 

. 

  

2. 개인 휴대용 시스템 

1) 휴대폰 

 내부 저장 장치로 플래시 메모리가 내장됨, 평소 휴대

폰 사용하여 저장하는 대부분의 정보가 저장됨. 통신을 

통한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압수 시 전자파를 차단해

야 함 

 

2) IoT 

 최근 건강관리와 생활 편의를 위해 스마트폰과 연동하

거나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워치도 일종의 소형컴

퓨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스마트 체중계, 스

마트 슈즈, 음성 비서 등과 같은 사물인터넷 기반의 새

로운 장치가 계속 등장하여 디지털 포렌식 대상이 되고 

있다. 

 

3. 네트워크 장비 

 데이터 링크 계층, MAC 주소를 가지는 NIC, 물리 계

층, 허브, 스위치, 라우터, 게이트 웨이 등의 네트워크 

기기 또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 대상이 됨. 

 

4. 임베디드 시스템 등 기타 

 

1) 사무기기  

 복사기, 팩시밀리, 스캐너, 프린터, 복합기 등에도 작업

한 데이터 등이 저장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 조사 대상이 됨. 

 

2) 멀티미디어 기기 

 캠코더 및 카메라 등의 영상 및 사진 정보를 담는 기

기로서 포렌식 수사 관점에서 중요한 증거 대상이 됨. 

 내부적으로 플레시 메모리를 장착하고 있으나, 실제 

영상, 사진 데이터는 소형 메모리 카드를 통해 저장되

므로, 메모리 카드 또한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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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이해 

1. 하드디스크의 구조 

 컴퓨터가 자기장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저장장치. 

 컴퓨터에 저장하는 모든 데이터는 0과 1 두 디지털 

신호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드디스크의 경우 이러한 

디지털 신호를 원반 형태의 플래터에 기록.  

 자기장을 이용한 기계적 구조이기 때문에 SSD에 비

해 충격, 진동, 자성 등에 외부환경에 취약하다. 

 

 

하드디스크의 주요 구성 요소 

 

 디스크 안팎으로 움직이는 슬라이더 끝에 헤드가 회

전하는 디스크를 읽고 쓰는데 플래터 당 하나의 헤드

가 존재해 플레터 집합인 디스크는 여러 헤드를 가질 

수 있다. 도한 플레터와 슬라이더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 모든 플래터의 틀랙에 데이터를 동시에 읽고 쓴

다. 

 

 

액츄에이터와 플레터 

 

회전 대기시간(Rotation latency time) 

 섹터를 읽기 위해 섹터가 헤드(액츄에이터 끝) 바로 

아래 있어야 하는데 데이터는 항상 회전하기에 섹터

가 그 위치에 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때까지 시

간을 이라고 한다. 

탐색시간(Seek time) 

 데이터가 존재하는 곳으로 실린더가 이동하는데, 디스

크 슬라이더가 요청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린더로 이동

하는 시간 

 

동작 완료 시간(Data Access time) 

 회전대기 시간 + 탐색 시간 

 

1) 디스크 팩 

 

 

섹터 : 디스크에서 부채꼴 형태로 자른 뒤 트랙으로 자

른 형태가 섹터영역, 각 섹터는 571Byte의 공간 차지. 

이중 59Byte는 각 섹터에서 고유번호 등을 저장하는 

용도이며, 나머지 512 Byte가 사용자들의 데이터 저장

에 사용되는 영역 

 (섹터의 물리적인 위치는 59Byte에 저장됨) 

 디스크에서는 섹터보다 작은 양의 데이터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기록의 가장 기본 단위로 쓰여짐. 

 

트랙 : 디스크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이 같은 영역을 이

어놓은 원, 반지름이 커질수록, 원이 커지는 만큼 디스

크의 가장자리 영역에 데이터를 많이 보관할 수 있다. 

 

디스크 원반(플래터) : 자성체를 입힌 원판의 양면에 자

성 물질을 입혀 데이터를 기록, 판독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 플래터는 위, 위래 2개의 표면(Surface)로 구성된

다. 

 

실린더 : 수직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트랙들을 합쳐 

실린더라고 한다. 헤드암이 트랙간 이동하는 것은 속도

가 느리므로 데이터들을 한나의 실린더 안에 존재하도

록 배열한다면 읽고 쓰는 속도가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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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디스크에서 물리적 주소 

Cylinder Number Surface Number Sector Number 

 (a)  

Surface Number Cylinder Number Sector Number 

 (b)  

디스크 시스템에서의 주소 구성 방법 

 

 임의의 디스크에서 하나의 섹터를 정확히 지정하기 

위해서 실린더번호, 표면번호, 섹터번호가 필요하다. 

특정 섹터를 지정하는 주소 구성 방법은 위의 표에서

와 같은 2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2. 디스크 접근 시간 

데이터 전송 시간 

 지정한 섹터가 헤드 아래까지 도착하면 디스크 주소

상의 표면 번호에 따라 필요한 헤드가 동작을 시작하

여 섹터를 읽어 전송. 이에 필요한 시간 

 

데이터 접근 시간  

탐색시간 + 회전 대기시간 + 데이터 전송 시간 

 

 

3. 디스크 주소 지정 기법 

 디스크에서 물리적인 주소는 실린더, 표면, 섹터번호

로 구성되고 이에 해당 디스크 팩에서 한 섹터를 유

일하게 결정한다. 이와 같은 물리적 주소 표현 방법

은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한 표현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 한가지 방법이 논리 상태 주소(relative address) 표

현법이다. 주소지정 기법에는 디스크 시스템 측의 데

이터 전체를 블록의 나열로 보고 각 블럭들에 대해 

블럭 번호를 부여함으로서 임의의 블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B0 B1 B2 ..... BN-2 BN-1 

디스크에서 상대 주소 

 

 

4. 디스크 분할 

 디스크 파티션 작업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나 메모리의 기억공간을 「파티

션」이라 알려진 별도의 데이터 영역으로 분할하여 여

러개 처럼 인식 해주는 것 

 

마스터 부트 레코드(Master Boot Record, MBR) 

 항상 실린더 0, 헤드 0, 섹터 1(디스크 위의 첫번째 섹

터)에 위치한다. 

 컴퓨터가 전원을 켯을 때 시스템에 어떤 BIOS가 초기 

부트 프로그램을 읽어 올 수 있는 곳 어딘가에 있어야 

하는데 여기가 바로 1번째 섹터 MBR인 것이다. 

 

마스터 파티션  테이블(Master Partition Table) 

 하드 드라이브에 포함된 파티션에 대한 설명이 저장되

어있다. 마스터 파티션 테이블에는 파티션 정보공간 4

개만이 있다. 구형 하드웨어에서 4개 파티션만 사용 할 

수 있었으나, 용량이 확대 되면서 필요한 개수가 늘어

나면서, 확장파티션 정보를 마스터 파티션 테이블에 포

함하게 된다. 

 

GUID 파티션 테이블(GUID Partition Table, GPT) 

MBR의 파티션 테이블 제한 때문에 새로운 파티션 

테이블 형식이 개발되었다. 논리블록 주소지정 (LBA)를 

사용한다.  

MBR이 최대 2.2TB(232 X 512 byte)로 제한되는 반면 

혰는 최대 디스크 크기 및 파티션 크기를 9.4ZB(9.4 X 

1021 bytes)까지 허용한다. 

디지털 저장 매체 참고자료 

 http://www.parkjonghyuk.net/lecture/2010-2nd-lecture/computersecurity/lecturenote/chap03.pdf 

 

  

http://www.parkjonghyuk.net/lecture/2010-2nd-lecture/computersecurity/lecturenote/chap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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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한 추천 서적 및 자료 

(서적)정보보안기사 필기 (시스템 보안) 

 

 

운영체제  

(서적)정보 보안 기사 필기 (시스템 보안)  

정보 처리 기사 필기 & 요약정리(운영체제 과목) 

 http://nickoo.tistory.com/attachment/cfile22.uf@224A994456AD7A2C0A65FE.pdf 

(서적)IT CookBook, 정보 보안 개론과 실습 : 시스템 해킹과 보안(개정판) 

(서적)Windows server  

(서적)Designing A Microsoft Windows Server 2003 Active Directory And Network Infrastructure  

(서적)인사이드 윈도우포렌식  

(서적)IT CookBook, 정보 보안 개론과 실습 : 시스템 해킹과 보안(개정판) 파티션 정보 

 

문제 사이트(정보처리기사 – 운영체제 과목) 

http://www.gunsys.com/gunsystem_pilgi.htm?cbt=gisa 

 

  

2과목 파일시스템과 운영체제 

http://nickoo.tistory.com/attachment/cfile22.uf@224A994456AD7A2C0A65FE.pdf
http://www.gunsys.com/gunsystem_pilgi.htm?cbt=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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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일시스템 

1. 파일의 기본 개념 

 파일 : 물리적으로 바이트의 나열 

      개념적으로 관련된 정보의 집합으로 정의. 

 

1. 파일의 유형 

1) 텍스트 파일 

- 일반 문자열이 들어가는 파일이지만, 저장 정보의 해

석 방식, 운영 체제와 연결되는 프로그램의 방식에 따

라 이진 파일과 구분. 

-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문자열의 집합으로부터 문자

열로만 이루어짐  

 

텍스트 파일 메모장으로 열었을 떄 

 

2) 이진 파일(Binary file) 

- 컴퓨터 파일로 컴퓨터 저장과 처리 목적을 위해 이진 

형식으로 인코딩된 데이터를 포함한다. 예로 hwp, doc, 

ppt와 같은 확장자의 컴퓨터 문서 파일등이 있다. 

- 이외에도 이진 파일에는 그림 및 사진 파일, 동영상 

파일, 압축파일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진파일을 메모장으로 열었을 때 

 

2. 파일의 선별 

 파일에 저장되는 정보의 내용이나 저장 형식에 대해서

는 파일 시스템에서 관리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나 운영

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이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사용자는 파일의 이름과 파일의 확장자를 통해 파일의 

종류를 식별하는 경우도 있고, 파일의 서명(시그니처) 

또는 내용을 참조하여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각각 응용 소프트웨어들은 고유한 파일 포멧을 사용하

는데 매번 파일 전체 포멧을 확인 하는 것은 비효율 적

이기에 특정 위치의 고유정보를 이용한다. 

파일의 시그니처(매직넘버, 서명) 

 파일의 형식을 식별하기 위해 파일의 시작(Header) 또

는 푸터(Footer) 부분에 2~4 bytes 정도의 고유한 값 또

는 정보를 파일 시그니처 라고 하며 매직 넘버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JPG 포멧의 이미지 파일은 가장 첫 부분에 

FFD8FFDB 또는 FFD8FFE0와 같은 고유 값으로 시작한

다.  

 
JPG 파일의 헤더 부분 

 

 만약 JPG 그림 파일의 확장자를 txt로 바꾸면 윈도우 

운영체제의 경우 확장자 기반으로 파일을 인식하기 때

문에 메모장과 같은 텍스트 파일 형태의 아이콘이 표시

되고, 실행 시 메모장프로그램에서 실행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텍스트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진파

일을 메모장으로 열었을 때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반대로 해당 시그니처를 알고 있다면, 확장자와 시그

니처를 비교하여 다를 경우 확장자를 일부러 바꿧다고 

충분히 의심할만한 파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 윈도우에서는 레지스트리에서 파일확장자에 따라 사

용할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다. 

 

 

3. 파일의 상태정보 

파일 이름(filename),  

파일 종류(file type) 

파일 크기(file size),  

최근 접근시간,  

갱신 시간 

소유자, 

파일 속성 

접근 권한,  

파일 저장 위치(physical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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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퍼링의 개념 

 두 개의 매개 사이에서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

으로 데이터를 기억해 다음 데이터와 원활하게 연결한

는 역할을 한다. 

 디스크에서 검색된 블록(혹은 섹터)들을 주기억장치로 

전송할 때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기억장치 내의 

여려 개의 버퍼를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하나의 버퍼를 판독하거나 기록하는 동안 CPU는 다른 

버퍼 내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이는 CPU 처리와 

병렬로 주기억장치와 디스크 간에 데이터 블록을 독립

적으로 전송할 수 있기 때문.  

 이중 버퍼링 : 디스크 블록이 주기억 장치로 전송되면 

CPU는 그 블록에 대한 처리를 하고, 동시에 디스크 I/O 

처리기는 다음 블록을 판독하고 다음 버퍼로 전송 

 이를 사용하면, 첫 번째 블록에 대한 탐구시간과, 회전

시간을 제거할 수 있다. 

 

3. 파일시스템의 구조 

 컴퓨터 시스템 내에 저장되는 정보 중 보조기억 장치 

등에 파일(file)의 형태로 저장되는 정보 관리, 담당하는 

시스템. 

 운영체제가 사용하거나, 일반 사용자들이 생성하여 저

장시키는 사용자 파일도 존재한다. 

 저장 장치 내에 데이터를 읽고 쓰기 위해 미리 정해진 

약속. 

 

1. 논리적 구조 

 사용자에게 파일 시스템이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구조. 최근 대부분 디렉토리, 폴터의 개념을 지원하며, 

파일 시스템의 논리적 구조는 이러한 디렉토리 구조가 

논리적으로 어떠헥 보여지는가에 다라 결정된다. 

 

1) 평면 디렉토리 구조(1단계 디렉토리) 

 전체에 하나의 디렉토리만 존재, 모든 파일들이 하나

의 디렉토리에 저장되는 구조. 

 한 디렉토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파일의 이름이 모두 

다르게 해야하는 문제점. 

 

평면 디렉토리 구조 

 

2) 2단계 디렉토리 구조 

 각 사용자마다 디렉토리 하나씩 배정, 각 사용자들은 

자신에게 배정된 디렉토리에 자신의 파일 관리, 그러나 

더 이상 하부 디렉토리 생성 불가 

 

2단계 디렉토리 구조 

 

3) 계층 디렉토리 구조(트리구조) 

루트 디렉토리(root directory)라는 최상위 디렉토리를 

두고 하부에 여러개의 디렉토리 또는 파일들이 존재한

다. Unix, Ms-dos, Windows 등 대부분 운영체제에서 이

러한 구조를 활용한다. 

 

계층 디렉토리 구조 

 

4) 비순환 그래프 디렉토리 

 여러 사용자들이 공유하고자 하는 파일들을 하나의 디

렉토리 또는 일부 서브 트리에 저장해서 여러 사용자들

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구조 

 

 

비순환 그래프 디렉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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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순환 그래프의 장점은 파일을 검색하고 파일에 대

한 참조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이 비교적 간

단하다. 성능적인 측면에서 비순환 그래프의 공유 부분

을 두 번 순회하는 것은 좋지 않다. 설계된 알고리즘은 

계속 탐색하고 종료하지 못하는 무한 루프에 빠질 수도 

있다. 한 가지 해결책은 한 번에 검색 할 수 있는 디렉

토리의 숫자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이다. 

 

5) 일반 그래프 디렉토리 구조 

 단계 디렉토리부터 시작해서 사용자가 서브 디렉토리

를 생성하면 트리 구조가 형성된다. 단순히 새로운 파

일이나 디렉토리를 기존의 트리 구조 디렉토리에 추가

하는 것은 트리 구조의 성질을 유지하지만 기존의 트리

에 새로운 링크를 추가하면 트리 구조는 파괴되고 일반

적인 그래프 구조가 될 수 있다. 

 

그래픽 디렉토리 

 

2. 물리적 구조 

 연속 할당 기법(contiguous allocation) : 하나의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디스크상의 연속된 블록

들에 저장.. 

 비연속 할당 기법(discountiguous allocation) : 디스크상 

흩어져 있는 여러 블럭들에 저장. 

- 연속 할당기법은 디스크 공간관리의 측면에서 비효율

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연속 할당 기법을 사용 

 

 파일에 대한 디스크 공간의 할당과 관련하여, 어느 파

일의 내용이 어느 디스크 블럭들에 할당되어 있는지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비어 있는 디스크 블럭들

에 대한 정보도 유지되어야 한다. 각 파일에 할당된 디

스크 공간, 즉 블럭들을 유지하는 일은 디렉토리나 파

일의 상태 정보를 유지하는 부분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디스크 상의 빈공간(free space)들을 관리하는 일은 파일 

시스템 전체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1) 비트 벡터(bit vector) 기법 

 파일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 블럭들에 대해 각 디스크 

블럭들이 현재 사용중인지 아닌지 표시하는 1비트 플

래그를 둔다. 이 비트 벡터는 커널의 파일 시스템측에

서 유지,관리 한다. 

 

2) 연결리스트(linked list)기법 

 디스크 상의 모든 빈블럭들을 연결 리스트로 연결하고 

이중 첫 번째 빈 블럭에 대한 포인터만을 커널에서 유

지하도록 한다 즉， 각 빈블럭에는 다음번 빈블럭에 대

한 포인터(또는 블럭 번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3) 그룹화(grouping)에 의한 기법 

 각 빈 블럭에서 n개의 빈 블럭 번호들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중 n-1 개의 번호는 빈 블럭들의 번호이며, 나

머지 하나의 번호는 다음번 n개 빈 블럭 번호를 갖는 

블럭의 번호이다. 즉，이 기법은 위에서 언급한 연결 

리스트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연결 리스트의 

각 노드에 n개의 빈 블럭 번호들이 유지된다는 차이점

을 갖는다. 따라서 연결 리스트에 연결되는 노드의 수

가 위 기법에 비해 약 1/n 정도로 적어지게 될 것이다 

 

4) 카운팅(counting)에 의한 기법 

이 기법은 디스크의 빈 공간을 블럭 단위로 관리하지 

않고 연속된 빈 블럭들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기법이

다. 즉, 커널에서는 빈 공간을 유지 ·관리하는 테이블에 

각 빈 블럭들의 묶음에 대하여 첫 번째 빈 블럭의 번호

와 그 묶음 내의 빈 블럭의 수를 같이 저장함으로서 빈 

공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기법

은 디스크 공간을 연속 할당하는 시스템에서 보다 유용

한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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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일 시스템의 유형 

 

1. 파티션 

 파티션은 연속된 저장 공간을 하나 이상의 연속되고 

독립된 영역으로 나누어서 사용하도록 정의한 규약 

 

 

파티션 사용 예 

 파티션을 나누기 위해서는 저장장치에 연속된 공간에 

있어야 한다. 즉 하나의 하드디스크에는 여러 개의 파

티션을 나눌 수 있지만, 두 개의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하나의 파티션을 만들 순 없는 것이다. 

 

1) 파티션의 정보 관리 

 

위 그림의 경우 PC의 부트 시퀀스가 BIOS를 거쳐 부팅 

가능한 파티션으로 가기 위한 표지판 앞을 지나고 있다 

 부트시퀀스 : 컴퓨터 전원 이후 메모리에 커널이  

적재되기 까지의 일련의 과정, 즉 부팅 과정 

 

- 파티션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MBR(디스크 0번 섹

터) 영역 내에 '파티션 테이블'이 있다.  

- 파티션 테이블에 파티션에 대한 여러가지 자세한 정

보를 알 수 있다.  

 

 

2 파티션의 사용 용도  

 하나의 물리적인 디스크를 여러 논리 영역으로 나누어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OS 영역과 Data 영역으로 나누어 OS 영역만 따로 포

멧 및 관리를 하기 위해 사용한다.  

 여러 OS를 설치 하기 위해 사용한다.  

하드 디스크의 물리적인 배드 섹터로 특정 영역을 잘

라서 사용하기 위해 사용한다.  

 

3) 파티션과 볼륨의 차이점  

볼륨 : OS나 Application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저장 

공간, 즉 섹터(Sector)의 집합이다.  

연속된 공간이 아니여도 볼륨으로 볼 수 있다. 즉 2

개의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하드디스크 

처럼 인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 2개의 하드디스크를 1개 볼륨으로 인식한 예 

 

파티션 역시 저장 공간이기 때문에 볼륨으로 볼 수 있

다. 하지만 반드시 연속된 섹터의 집합 이여야만 한다.  

 만약 하나의 파티션에 용량이 부족할 때 볼륨의 개념

을 활용하면 2개의 파티션을 1개의 볼륨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파티션은 반드시 연속된 

공간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파티션 2개를 삭

제한 뒤 새로운 파티션을 다시 설치 해야 한다. 

 

 
1개의 물리 디스크를 여러 파티션으로 나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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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BR(Master Boot Record) 

 1) MBR 이란? 

 

파일 시스템 구조 

 각 부 레코드는 각 파티션의 첫 번째 섹터에 위치하

며, 주로 해당 파티션의 설치된 OS를 부팅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OS 실행을 위한 부트로더(Boot Loader)를 

호출하는 것이다. 파티션을 나누지 않은 경우라면 부트

레코드는 MBR에 있을 것이다.  

 단일 파티션을 사용하는 경우 부트레코드는 1개만 있

을 것이다. 따라서 MBR영역이 필요 없다. 

 

 

MBR 호출과정 

 

PC의 경우 BIOS라는 펌웨어가 시스템 내의 장치들을 

검사한 뒤 이상 없다면 저장장치의 가장 앞부분으로 점

프할 것이다. 이때 단순히 첫 번째 섹터로 이동하는 것

이므로 MBR이든 BR이든 부팅 가능한 프로그램만 실행 

될 수 있으면 될것이다.  

다른 시스템의 경우 나름대로 첫 번째 섹터를 사용하

는 방법이 다르고 부르는 말도 다르다. 

 

2) MBR의 역할  

 디스크 0번 섹터에 위치하며 부팅에 필요한 부트 코드

와 파티션 테이블을 포함한다. 

부트 코드 : 부팅을 목표로 커널이 적재되기 전까지 

과정에 있어 다음 단계를 호출하는 것이다. 

 MBR의 경우 BR을 호출하는 과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따라서 파티션 테이블을 읽고, 각각의 파티

션이 부팅 가능한지 확인하며, 파티션이 정상적이지 않

거나 부팅 가능한 파티션이 없는 경우 예외 처리도 해

야한다.  

최종적으로 부팅 가능한 파티션의 실제 주소

(Address)를 계산하여 해당 파티션의 Boot Record를 호

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3) 파티션 테이블 종류 

DOS 파티션 테이블 

 가장 많이 알려진 파티션으로 Windows 및 Linux에서 

사용한다. 

 물리적으로 위치하는 곳은 디스크 0번 섹터 내 MBR 

영역의 부트코드 바로 다음에 해당된다. 

 

 

DOS 파티션 테이블 구조 

 

 총 4개의 파티션을 기록할 수 있으며 파티션 1개의 

정보는 16Byte로 표현한다. 

 파티션 테이블에 기록할 수 있는 파티션의 개수 제한

극복을 위해 확장파티션을 지원하며 이를 이용하면 논

리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파티션 개수의 제한이 없어지

지만 결과적으로 DOS 파티션을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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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 파티션 구조 

위치 크기(Byte) 설명 
0 446 부트코드 

446 16 파티션 #1 
462 16 파티션 #2 
478 16 파티션 #3 
494 16 파티션 #4 
510 2 MBR Signature(0xAA55) 

 

파티션 테이블 항목 

영역의 분석  

 Bootable Flag : 부팅 가능할 경우(0x80), 아니면 00 

 Starting CHS Address : CHS 모두 시작 번지수 

 Partition Type : 파티션 타입의 고유값 

(참고 : https://en.wikipedia.org/wiki/Partition_type) 

 Starting LBA Address : LBA 시작 번지 

 Size in Sector : 파티션의 섹터 갯수 

 파티션의 총 용량은 Size in Sector X 512 byte(1섹터) 

 

 

 

확장 파티션 

 

 

주 파티션 내에 존재하는 확장 파티션을 주 확장 파

티션(Primary Extended Partition)이라고 한다.  

마지막 4번째 파티션 테이블이 가리키는 위치가 또 

다른 MBR 영역을 가리켜 추가적으로 파티션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갯수 제한이 없어짐. 

[참고자료] 
벤더별 파티션 테이블 맵은 시험대비가 아닌  

참고용으로 활용 

 

Apple Partition Map 

 

Apple의 파티션 정보는 다른 벤더의 기록 방법과 약

간 차이가 있다. Apple에서 사용하는 OS의 기원인 Unix

인 점을 생각 해보면 Apple의 파티션은 BSD 계열의 파

티션 기록 방법을 보안한 느낌으로 애플에는 Apple 

Partition Map 라는 파티션이 존재하며 이 디스크에서 

사용하는 파티션 정보를 기록 하고 있다.  

파티션을 위한 파티션을 고려하여 제작 하였기 때문에 

파티션 최대 개수는 Apple Partition Map 파티션의 크기

와 관계가 있다.  

 Apple Partition Map 파티션은 1번 섹터에 있으며 0번 

섹터는 사용하지 않는다.  

 부트코드의 경우 Apple 컴퓨터의 경우 디스크에 기록

하지 않고 PC로 치면 BIOS레벨의 펌웨어에 기록하고 

있으며 각 섹터의 512Byte에 걸쳐 하나의 Partition 

Map Entry가 기록 되며, 이 영역에 파티션의 위치 및 

크기 정보 등이 함께 기록 된다.  

 파티션 영역의 크기는 '파티션 개수 X 512Byte'가 된

다.  

 그러나 하나의 Partition Map Entry의 경우 136Byte에 

지나지 않아 낭비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나, 여

러 파티션들의 단점을 보안한 부분이기도 하다.  

 

 

Apple Partition Map 

 

 

 

 

https://en.wikipedia.org/wiki/Partition_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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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D 디스크 레이블(BSD Disk Label)  

Unix 계열의 대표적인 BSD 시스템의 파티션으로 BSD 파티

션은 하나의 섹터 안에 파티션 정보를 포함한 디스크 정보를 

모두 담아 놓는다.  

DOS 파티션에 비해 매우 간단한 구조를 가지며, Apple 

Partition Map 보다 생성할 수 있는 파티션 개수에 제한이 있

으나, 총 16개의 파티션을 가질 수 있다.  

실제 저장되는 위치는 1번 섹터이며, 148~403번지까지 

256Byte를 사용하며 하나의 파티션은 16Byte로 표현 가능하

다.  

섹터 0번에는 부트 코드가 저장되어 있으며, 부트 코드 영

역이 512Byte보다 크면 0번 섹터에 이어서 2번 섹터부터 16

번 섹터까지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그 이후부터는 파일시스

템이 기록되므로 16번 섹터를 벗어나선 안된다.  

FreeBSD, OpenBSD, NetBSD등이 있으며, 같은 뿌리를 가지

고 있으나 사용방법부터 다른점이 많이 있다. 

 

BSD Disk Label 

 

 솔라리스 디스크 레이블(Solaris Disk Label)  

 Sun사의 Solaris Disk Label은 BSD의 Disk Label과 크게 다르

지 않은 구조 

 BSD처럼 파티션 정보를 포함한 디스크 정보를 Disk Label에 

기록하며 512Byte에 걸쳐 데이터를 저장한다.  

 선스팍과 PC에 둘 다 설치 가능 하며, 플랫폼에 따라 Disk 

Label의 위치 및 데이터 구조가 달라진다.  

  

Sun Sparc  

 0번 섹터에 Disk Label이 위치, 부트 코드는 1번 섹터부터 

15번 섹터까지 위치  

 파티션의 위치 및 크기 정보를 나타내는 부분과 기타 추가

적인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 영역으로 나뉘는데, 위치와 크

기 정보는 Disk Label의 444번지부터 64Byte에 걸쳐 8개의 파

티션을 기록할 수 있다.  

 파티션의 타입, 상태정보, Time stamp 등의 추가정보는 

VTOC(Volume Table of Contents)라는 데이터 영역에 기록된다.  

- VTOC는 Disk Label의 128번지부터 134Byte를 사용하며, 이 

영역에는 파티션 정보뿐만 아니라 Disk의 볼륨명, 사용하는 

파티션 개수, 부팅 정보등이 추가로 기록 된다. 

 

  

Sun Sparc Disk Label 

 

i386 Solaris  

 반드시 DOS 파티션이 설치 되어야 한다.  

 Solaris 부팅 파티션에는 파일시스템은 없어도 상관없지만, 

부트코드를 가지고 있어서 Solaris 파일시스템에 있는 Disk 

Label을 읽어 들여야 하며, 이렇게 읽은 Disk Label은 위에 

Sparc와 차이를 보인다.  

 파티션 저보를 한곳에 모두 저장한 구조가 i386 Disk Label이

라고 할 수 있다.  

 파티션 데이터는 72번지부터 192Byte에 걸쳐 저장되며 총 

16개의 파티션을 저장할 수 있다. 

 

i386 Solaris Disk Label 

 

파티션들의 특징 비교 

구분 위치 크기 

(Byte) 

OS 부트코드 위치 

Dos 

Partition 

Table 

0 번 섹터 

446 번지 

64 MS-DOS 

Windows 

0 번 섹터의 

0~445 번지 

Apple 

Partition 

Map 

1 번 섹터 512 

X 파티션 

내 섹터 

수 

Mac OS 

X 등 

보드의 펌웨어 

내 

BSD Disk 

Label 

1 번 섹터 512 Open BSD, 

Free BSD,  

Net BSD  

0 번, 2~16 번 

섹터 

Solaris 

Disk Label 

Sparc :  0 번 

섹터 

i386 : Solaris 

파일시스템 

기준 0 번 

섹터 

512 Solaris Sparc : 

1~15 번 섹터 

i386 : Solaris 

Boot Par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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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T 파일시스템 

1) 소개  

빌 게이츠에 의해 최초로 구현된 파일시스템, 자신의 회

사 제품인 BASIC에서 플로피디스크를 관리하는 데 이용

하기 위해 개발 됨 

 FAT 12 : FAT 파일시스템 최초의 표준 

         플로피 디스크 파일 저장용  

FAT 16 : 하드디스크 지원, 최대 클러스터수 65,535개 

        최대 2GB 지원  

 VFAT : 32bit 보호모드의 적합하도록 수정, 성능향상 

       LFNs(Long File Names) 지원(긴 파일 이름) 

 FAT 32 : 최대 볼륨 2TB 까지 지원, 최신 버전 

 exFAT(Extended File Allocation Table, FAT 64) 

윈도우 비스타, 7, Windows server 2008 등을 위해  

만들어진 파일시스템, NTFS 파일 시스템이 자료구조 

오버헤드 등의 문제로 적절치 못한 경우, 또는 FAT 파

일 시스템의 파일 크기/디렉토리 제약 문제 되는 경

우 사용될 수 있다. 

- 파일 한개당 64ZiB(270) 지원 

- 자유공간 비트맵 도입으로 공간 할당 및 삭제 성능 

개선 

 

2) 구조 

PBR : 파티션 부트 레코드(Partition Boot Record) 의 약

자로서 파티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 

- ReselVed : 미래를 위해 예약해 놓은 영역 

- FAT 1/2 : 클러스터들을 관리하는 테이블이 모여 있는 

공간으로 FAT2는 FAT1의 백업 역할을함 

- Root Directoty : 파일시스템의 최상위 디렉터리 

- Data Cluster : 파일 또는 디렉터리가 저장된 영역 

- FS rnfo : FAT32 에만 존재하는 영 역으로 FAT32에 속

하는 기타 정보를 포함하는 영역 

- Backup Area : FAT32에만 존재하는 영역으로 PBR부터 FS rnfo

까지를 백 업하는 영역 

 

FAT 파일시스템 구조 

 

3) 특징 

여러 파일시스템 중 가장 간단한 구조. 

볼륨 맨 위에 존재하는 FAT(파일 할당 테이블) 영역

에서 파일들을 관리함 

FAT 영역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FAT 1/2로 

나누어 복사본을 관리 

데이터 영역은 클러스터로 관리하고， 이외의 영역

은 섹터 단위로 관리함 

Windows 이전 버전들과 호환성이 좋음 

FAT(파일 할당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오

버헤드가 큼 

매우 적은 오버헤드로 시작하기 때문에 200MB 미만

의 드라이린파티션에 적합함 

볼륨 크기가 증가하면 FAT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므

로 200MB 이상의 파티션에 부적합 함 

 

파일 관리 

 파일은 섹터를 모아 만든 클러스터 단위로 구성 됨 

 클러스터들은 클러스터 풀에 존재하며 연결 리스트로

(Linked List)로 관리 

 

FAT 파일시스템에서 파일 관리 

(FAT의 자세한 항목별 구조 

http://www.hanbit.co.kr/preview/1405/sample.pdf) 

 

4. UFS 파일 시스템 

1) 소개  

 Unix 및 Unix 계열 OS에서 널리 사용되는 파일 시스

템으로 Berkeley Fast File System, BSD Fast File System 

또는 줄여서 FFS라고 불리운다. UFS의 초창기 버전은 

매우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것은 유닉스 초기

의 작은 디스크에서는 매우 효율적으로 동작 하였지만, 

디스크가 점점 커지면서 성능 저하를 가져 오는 문제

가 있었다. 

 Berkeley의 대학원생이었던 Marshall Kirk McKusick은 

실린더를 그룹화 하는 기술을 통해 4.2BSD 의 FFS를 

최적화해 UFS 의 성능을 향상 시켰다 . 

 

http://www.hanbit.co.kr/preview/1405/sampl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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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 

Solaris 7 

Sun Microsystems사는 UFS 에 Logging 기능을 포함

시켜 UFS를 Journaling 파일시스템으로 개량하였다. 

BSD 4.4 및 BSD계열 Unix 

UFS의 구현을 두 계층으로 분할 하였다. 상위 계층은 

디렉터리 구조와 권한 및 소유와 같은 메타 데이터를 

관리하는 계층이고， 하위 계층은 inode 및 실제 데

이터를 저장하는 계층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함으로서 

UFS 에 전통적인 FFS(Fast File System)은 물론 LFS 

(Log-strurctured) 파일시스템까지 다양하게 적용 가능

하게 되었다. 

Linux 

리눅스 역시 다른 유닉스 운영체제와의 바이너리 호

환성을 위해 UFS를 지원하지만 이것은 Read동작에 

국한된 것으로 UFS에 Writing하는 작업은 완벽하게 

지원하지 않는다 (Not provide full support). 

 

UFS 파일시스템 구조 

부트 블록(Boot Block) 

디스크의 가장 처음 저장되는 데이터로 OS의 

Bootstrap을 위한 블록이다. 

슈퍼 블록(Super Block) 

디스크 파일시스템의 식별을 위한 Magic number동 

전체 디스크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 블록이다. 

실린더 그룹(Cylinder Group) 

실린더 그룹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 슈퍼블록의 복제본 

슈퍼블록은 매우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추후 문

제 발생시 복구를 위해 모든 실린더 그룹마다 복사본

을 유지한다. 

그룹블록 

디스크 통계， free Iist퉁 각각의 실린더 그룹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inode table 

개개의 파일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에는 파일 위치， 유형， 접근권한 그리고 접근, 

수정, 생성 시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3) 특징 

사용자적 특정 

UFS는 계층적 파일시스템이며 완전한 사용자 기반 파일접

근 허가 메커니즘을 시용한다. 

프로세스 관리와 마찬가지로 시스템상의 각 파일을 특정 

사용자에게 소유되며(Owned),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용자

만이 해당 파일에 대한 조작을 수행 할 수 있다. 

Root 사용자와 같은 특권이 있는(Priviliged) 사용자는 예외

적으로 파일시스템의 모든 파일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예외적으로 특권이 없는(Unpriviliged) 일반 사용자들이 

Super User(Set UID)와 같은 특수 권한을 통해 해당 파일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 

 

구조적 특징 

UFS(특히, BSD FFS)는 실린더 그룹(Cylinder group)을 이용

하여, 전체적인 파일시스템을 관리한다. 각각의 실린더에는 

Book-Keeping information(BKI)를 두고 이를 이용해 실린더

를 관리하며, Super Block의 백업본, 사용 가능한 블록 리스

트를 나타내는 BitMap(Free List) , 할당된 lnode 개수 동의 

정보를 포함한다.  

실린더 그룹은 파일 시스템의 기본 단위가 되며 디스크 할

당의 경우는 4Kbytes의 블록을 사용하지만, 실제 사용단위

는 block보다 작은 fragment를 도입하여 fragment 단위로 

할당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이에 더하여 할당에 제약을 가

함으로써 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실린더 그룹을 

이용한 파일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하나의 파일에 데이터 블럭들이 분산되는 정도가 줄어든

다. 실린더 그룹을 사용하더라도 파일들의 fragment는 여

전하겠지만， 이전의 유닉스 파일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심

각한 scattermg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파일시

스템 이 디 렉터 리와 그에 속한 파일들을 통일 실린더 그

룹 내에 할당하여 주기 때문이다. 즉， 같은 디렉터리에 

있는 파일은 

같은 실린더 그룹으로， 같은 파일과 연관된 데이터 블럭

도 같은 실린더 그룹으로 최대 

한 할당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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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탐구 시간(seek time) 향상 

 디렉터리와 파이들이 최대한 같은 실린더 그룹에 할

당 되도록 하기 때문에 한 파일의 데이터 블록을 찾

을 때 최악의 경우라도 16개 이상의 실린더를 넘지 

않는다. 

 

큰 파일의 실련더 그룹 독점 방지 

큰 파일들이 할당될 때 실린더 그룹 당 2Mbyte를 할

당하며 여러 실린더 그룹에 분산되게 된다. 이는 긴 

seek 후에야 단지 2Mbyte씩을 read/write를 할 수 있

게 되는 단점이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클러스터

링(clustering) 기법을 추가하여 큰 파일에 대한 읽기

와 쓰기를 순차적(sequentially) 하도록 한다. 

 

5. NTFS 

1)소개 

FAT의 구조상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 

NTFS 또한 OS/2 운영체제에 사용되던 HPFS(High 

Performance FileSystem)과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Windows NT의 초기 버전은 HPFS 볼륨

과 호환이 되었다. 

 

NTFS 1.0 

 NTFS 최초 버전으로 Windows 3.1에 포함되었다 

 

NTFS 1.2(NTFS 4.0) 

 Windows NT 4.0에 포함된 버전으로 NTFS 4.0이라고도 

불리며, 가장 널리 쓰이기 시작된 버전  

 

NTFS 3.0(NTFS 5.0) 

 대부분의 사람들이 NTFS 5.0이라고 부르는 버전으로. 

Windows 2000에 포함된 버전이다. 

Windows 2000은 Windows NT 5.0으로 봐도 무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NTFS 5.0이라 불렀으며, 버전이 갑자기 

높아진 만큼 많은 기능이 추가되었다. 

Reparse Point 지원  

개선된 보안과 권한  

변경 일지(Change Journals)기능  

암호화  

디스크 쿼터(Disk Quota) 기능  

Sparse 파일 지원  

디스크 조각 모음 지원 

(Windows NT는 조각 모음이 없다.) 

NTFS 3.1(NTFS 5.1) 

 Windows XP와 Windows Server 2003의 운영체제에 

포함된 버전으로 NTFS 5.0과 거의 동일하며 호환된다 

 

2) NTFS 특징 

 데이터 복구 기능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볼륨에 수행하는 

모든 작업에 대해 트랜잭션(Transaction) 단위로 기록

하며, NTFS는 작업 도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록을 조사해 봄으로써 볼륨의 상태를 정상적

으로 복구할 수 있다.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라고도 

함. 

 

 암호화  

EFS(Encrypting File System)이라 불리며 NTFS 5.0 이

후 버전부터 지원 

EFS는 인증 받지 않은 다른 사용자들이나 프로그램

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한다.  

NTFS 구조 자체는 암호화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

된 내용은 읽을 수는 있다.  

파일 시스템 수준의 암호화 기능이기 때문에 응용프

로그램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어 있는진 알 수 

없다  

EFS는 NTFS의 특성으로 간주하진 않고, Windows의 

한 기능으로 제공되며 NTFS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압축  

NTFS의경우 파일시스템 수준의 압축 기능을 제공하

며, 압축 알고리즘은 ZIP 파일 포멧으로 유명한 

'LZ77'의 변형된 방식을 사용한다.  

압축을 할 경우 공간을 절약하는 장점이 있으나, 해

당 파일을 읽기/쓰기를 할 때 마다 압축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된다.  

 

디스크 쿼터  

 NTFS 5.0이후부터 제공되는 기능으로, 사용자마다 디스크

의 사용량을 제한하며, Windows NT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하나의 컴퓨터를 쓰는 것을 기본으로 설계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볼륨의 용량을 다 써버린다면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저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 사

용자들 마다 할당량을 설정할 수 있다.  

 Windows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해당 볼륨을 구현한 제품

에 연결할 경우 제한을 받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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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Alternate Data Stream)  

NTFS는 다중 데이터 스트림을 지원. 

하나의 파일이 하나 이상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는 

의미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며, 파일의 첫 번째 스

트림에는 파일의 내용을 담고, 두 번째 스트림에는 파

일의 요약정보나 파일의 아이콘 등 여러정보를 담아

둘 수 있다.  

 

FAT에서는 하나의 Data Stream만이 존재하지만 NTFS

의 구조에는 Main Stream이 존재한다. 하지만 Main 

Stream 외에도 여러개의 Data Stream이 존재하는 것

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Alternate Data 

Stream인 것이다. 

이러한 ADS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은닉할 수가 있으

며 은닉된 데이터는 일반 사용자가 알아차리기가 힘

들기 때문에 악성코드를 넣는 등 악의적인 용도로 사

용이 가능하기에 Windows XP 이후에는 이러한 ADS

에서 실행파일을 실행되지 않도록 했기에 더이상은 

실행파일이 실행되지 않는다. 

 

Sparse 파일  

Sparse 파일의 경우 파일의 내용이 대부분 0으로 차

있을 경우 해당 파일의 내용을 그대로 볼륨에 저장하

지 않고, 그 정보만을 담는 파일의 의미한다.  

압축 할 때 이러한 기술이 적절하게 사용되며, 이렇게 

되면 디스크에 저장하는 크기를 줄일 수 있다.  

 

큰 용량 표현  

NTFS의 경우 이론상 Exa Byte(264)까지의 용량을 표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큰 값을 위해 64bit를 이용하면 

32bit 프로세서에서 성능 저하를 가져 올 수 있으나 

NTFS는 용량 표현에 64bit를 사용하였다.  

이론상 Exa Byte이지만 실제 구현은 (244)까지 처리하

도록 되어 있다. 약 16TB 정도 이다.  

 

유니코드 지원  

NTFS는 다국어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NTFS

에 저장되는 스트링 데이터는 전부 유니코드이기 때

문에 다양한 다국어 지원이 가능하다.  

 

3) 구조  

NTFS의 경우 모든 데이터를 파일 형태로 관리한다.  

파일시스템 관리 데이터 들도 파일로 존재하기 때문

에 다른 일반 파일들 처럼 볼륨의 어느 위치에 오든지 

상관 없으며, 중요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클러스터들이 

떨어져 있어도 된다. 

매우 구조가 단순해 보이지만 중요 데이터들이 데이

터 영역에 들어 있다. 

 

 

일반적인 NTFS 레이아웃 

 

부트레코드(Boot Record)  

NTFS의 부트 레코드 구조는 FAT 파일시스템의 부트 

레코드와 구조가 비슷하며, 이 영역에는 Windows를 

부팅을 위한 기계어 코드와 NTFS 여러 설정 값들이 

있다. 이 영역을 분석함으로써 볼륨의 크기, 클러스

터의 크기, MFT의 시작 주소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개의 섹터 뿐이지만, 여러 섹터가 부트레코드용으로 

예약되어 있으며, 운영체제가 NTFS를 인식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이 영역이 망가지면 인식이 

불가능 하다.  

NTFS는 부트 레코드 영역까지고 파일의 형태로 관

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FAT 파일시스템처럼 볼륨을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트 레코드에 존재하는 항목 

수가 적은 편이며, FAT 파일 시스템 부트 레코드에 

비해 내용이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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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T(Master File Table) 

 볼륨에 존재하는 모든 파일,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를 

가진 테이블이다. 

NTFS의 가장 중요한 구조체이며, Windows에서 NTFS로 

포맷할 경우 Windows는 MFT의 초기 크기를 작게 설정

하며 파일이 많아짐에 따라 Windows는 점점 MFT의 크

기를 늘려간다.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많아질수록 MFT의 크기는 점점 

커지지만 한번 늘어난 MFT는 파일이 줄어든다고 해서 

줄어들진 않는다.  

파일이 많았던 볼륨에서 많은 파일을 지울 경우 MFT 

Entry가 많을 것이다. 

 

DATA Area 

 파일과 디렉터리를 담는 영역으로 FAT 파일시스템과 

같이 클러스터 단위로 읽기/쓰기가 이뤄진다.  

 NTFS는 볼륨의 크기가 크더라도 클러스터 크기를 

4096byte로 고정하는데 이는 NTFS 압축기능과 관련됨. 

 

NTFS의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https://github.com/proneer/Slides/raw/master/Filesyste

m/(FP)%20NTFS.pdf 

 

6. EXT 

 1) 소개 

 리눅스를 지원하는 최초의 파일시스템은 Minix 파일시

스템 이었지만 여러문제로 인해 리눅스를 위한 

Extended File System(ext)을 개발하게 되었다. Remy Card

가 설계한 첫 번째 ext는 1992년 4월에 리녹스에 채택

되었다. Ext 파일시스템은 0.96c 커널에 구현된 

VFS(Virtual File System) 스위치를 최초로 사용하였으

며， 최대 2GB 크기의 파일시스템을 지원하였다. 이후, 

ext의 성능, 확장성 및 신뢰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ext2, ext3, ext4 등이 개발되었다. 

 

Ext2 

Remy Card에 의해 개발되어 1993년 1월에 발표되었으

며， 데비안， 레드햇 등 다양한 리녹스 배포판의 파일

시스템으로 사용.  

Ext2 에서는 지원되는 파일시스템 크기가 2TB로 확장

되었으며 2.6 커널에서는 Ext2 파일시스템 크기가 32TB

로 확장 

 

Ext3 

 예기치 않게 시스템이 중단될 때 파일시스템의 신뢰

성을 높여주는 저널링 개념을 도입. 

커널 2.4.15 버전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냄.  

 Ext2와 호환성을 제공하여 Ext2에서 자료 삭제 및 손

실 없이 Ext3로 변경할 수 있으며 저널링을 지원 

 

Ext4 

1EB(exabyte) 의 파일시스템을 지원하며， 리녹스 커

널 버전 2.6.19부터 Ext4가 포함 

 안드로이드에서도 사용. 

 

 

저널링 파일시스템 

 쓰기 명령이 수행될 때 메인 파일시스템에 업데이트

하기 전에 미리 지정된 저널에 메타 데이터 또는 파일 

컨텐츠를 기록하여， 파일 읽거나 쓰는 과정에서 전원

이 꺼 

지거나 시스템 패념 상태가 되었을 때 복구하기 쉽도

록 한다. 

 

2) 구조  

 블록 단위로 구성되어 각각의 블록 그룹은 수퍼블록

과 블록 그룹 디스크립터의 사본을 갖고 있으며, 모든 

블록 그룹은 블록 비트, inode 비트맵, inode 테이블, 데

이터 블록을 담고 있다. 

수퍼 블록은 운영체제 부팅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

을 담고 있으며, 블록 그룹 디스크립터는 블록 비트

맴， inode 비 트랩， 그리고 모든 블록 그룹 inode 

시작 위치를 저장 

모든 파일이나 디렉토리는 inode로 표현되며 inode 

table을 통해 관리된다 

 

 

Ext 파일시스템 구조 

 

 

 

https://github.com/proneer/Slides/raw/master/Filesystem/(FP)%20NTFS.pdf
https://github.com/proneer/Slides/raw/master/Filesystem/(FP)%20NTF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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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t4의 특징 

 

 상호 호환성 : ext 4는 이전 버전 ext3와 상호 호환성을 

제공하여 사용가능하다. 

  

시간 소인 정밀도 및 범위 향상 : ext4 이전 버전에서는 

초 단위의 시간 소인을 사용하였으나, 프로세서의 속도

가 빨라 지면서 한계가 드러남. Ext4로 오면서 나노초

(ns) LSB로 확장되어 후속 버전과 호환성을 보장함. 

  

파일 시스템 확장 : ext3에 비해 ext4는 파일 시스템 볼

륨, 파일 크기 및 서브디렉토리 제한에 대한 지원이 향

상됨. 최대 1EB 파일시스템을 지원함.  

 파일 1개당 최대 16TB까지 지원. 

 서브디렉토리 제한이 32KB에서 거의 무한대로 확장됨. 

 빠른 탐색 가능 

 

 파일 레벨 사전 할당 : Ext4에서는 지정된 크기의 파일

을 사전 할당 및 초기화하는 새로운 시스템 호출을 통

해 구현함. 필요한 데이터를 기록한 후 데이터에 대한 

제한적인 읽기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블록 할당 지연 : 파일 크기를 기반으로 최적화하는 방

법으로, 블록을 디스크에 강제로 기록할 때까지 디스크

의 물리적 블록을 할당하지 않고 기다린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블록을 연속 블록에 할당 및 기록할 수 있게 

된다. 이 방법은 파일시스템에서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

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사전 할당과 유사하다. 

하지만 파일 크기가 미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

인 사전 할당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멀티 블록 할당 : Ext3에서 블록 할당자는 한 번에 하

나의 블록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동작하였다. 여러 개의 

블록이 필요한 경우, 연속 데이터를 연속되지 않은 블록

에서 찾을 수 있었다. Ext4 에서는 디스크에 연속되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 블록을 동시에 할당하는 블록 할

당자를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 또한, Ext3 의 경우에

는 블록 할당을 수행하기 위해 블록마다 한 번의 호출

이 필요했지만, 여러 블록을 통시에 할당하는 경우에는 

블록 할당자에 대한 호출 횟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할당 속도가 빨라지고 필요한 처리 리소스의 양도 줄어

든다. 

 

파일시스템 저널에 대한 체크섬 검사 : 위해 Ext4에서

는 저널에 대한 체크섬 기능을 구현하여 올바른 변경 

사항만 기본 파일시스템에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온라인 조각 모음 : 파일시스템 및 개별 파일에 대한 

조각 모음을 수행하는 온라인 조각 모음 도구를 제공. 

 

7. FFS(Flash File System) 

1. 소개 

 플래시 메모리는 비휘발성 메모리로써 NOR 플래시 

메모리와 NAND 플래시 메모리로 구분된다.  

방식 장점 단점 

NOR 
Byte addressing 

가능 

저장공간의 크기를 쉽게 증

가 할 수 없다. 

NAND 
저장공간 증가  

시키기 쉽다. 

페이지 단위(512byte ~ 8KB)

로 작은 단위의 접근 가능 

현재 SSD(Solid State Drive), SD card, eMMC, USB 메

모리 스틱과 같은 플래시 메모리기반 저장 장치는 모

두 NAND 플래시 메모리(이하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

한다. 

플래시 메모리는 저전력， 기계적인 부품이 없어 충

격에 강한점, 물리적인 크기를 작게 할수 있는 장점으

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 저장 장치로서 활용되고 있다.    

 

플래시 메모리의 특징 

in-place-upclate 불가능 : 플래시 메모리는 데이터가 

한번 기록되고 난 후 물리적으로 통일한 위치에 데이

터를 기록할 수 없다는 특정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지우기 동작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플래시 메모리를 저장 장치로 사용하

는 경우 주기적인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해야 한다. 

비 대칭적인 I/O 속도 : 플래시 메모리는 읽기, 쓰기 

동작 외 지우기라는 동작이 필요. 읽기 및 쓰기는 페이

지 단위로 수행되며, 지우기는 블록 단위로 수행된다. 

블록은 64 또는 128개의 페이지로 구성된다. 또한 각 

I/O 마다 수행 속도가 다른데, 2KB 크기의 페이지를 갖

는 플래시 메모리의 경우 읽기는 25us, 쓰기는 200us, 

지우기는 2ms의 속도를 갖는다. 즉 쓰고, 지우는 속도

가 읽기에 비해 매우 느리다. 

SOP(Sequenality of Programming) :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터가 기록시 반드시 첫번째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기록되어야 함. 만약 O~5번 페이지에 데이터 기록 후 

10번 페이지에 데이터를 기록하게 되면 6~9번의 페이

지는 해당 블록이 지워지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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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기 횟수 제한 

각 블록은 제한적인 지우기 횟수를 가지고 있으며, 제

한을 넘는 지우기를 수행할 경우 더 이상 데이터를 기

록하지 못하게 된다. 

 

플래시 메모리 전용 파일 시스템 종류 

JFFS2(Journaling Flash File system 2) 

 JFFS는 NOR 플래시 메모리를 위한 파일시스템. 알

고리즘 문제로 가비지 컬렉션이 자주발생하여 개선

된 JFFS2가 개발됨 

YAFFS2(Yet Another Flash File system 2) 

 YAFFS는 처음 512 byte 크기의 페이지를 갖는 플래

시 메모리를 위해 개발 되었으나, YAFFS2는 512 byte 

~ 2 KB의 페이지 크기를 갖는 플래시 메모리 지원 

 (장점)마운트 시간 최소화.  

TFFS(Turn Flash File system) 

 플래시 메모리 관리를 위한 소프트 웨어 

 NAND 플래시 메모리 기반으로 Byte addressing 가

능한 DOC(DiskOnChip)의 하드웨어 관리를 위한 소

프트 웨어 

Extreme Flash File System) 

 플래시 메모리 기반 SSD를 위한 파일 시스템 

 랜덤 기록 요청에 대한 I/O대폭 향상. 페이지 크기

보다 작은 크기 요청 시 현재 플래시 메모리 기록의 

데이터를 읽어 갱신된 부분만 수정 후 새로운 공간

에 기록하는데 이때 기록하기 전 읽기 동작 때문에 

하나의 페이지를 기록하는 것 보다 큰 시간 필요. 이

를 개선한 파일 시스템 

 

5. 파일 보호기법  

지정된 파일에 대해 우연히 또는 고의로 적절치 못한 

접근을 금지 하는 개념..  

 읽기 접근(read access) : R 

 쓰기 접근(write access) : W 

 실행 접근(execute access) : X 

 첨부 접근(append access) : A 

일반적인 보호 기법 

 

1.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특정 파일 접근 시 제

시하고, 권한을 부여. 모든 파일에 패스워드 부여하는 

방법은 상당히 비현실 적인 기법 

2. 접근 행렬(Access Matrix) 

 대부분 운영체제들은 접근 행렬 개념을 기반으로 변

형된 파일 보호 기법 사용.  

 관련 용어 

 객체(object) : 보호의 대상, 파일 

 접근 권한(access rights) : 객체에 어떤 형태의 연산을 

수행할 권항르 갖는지 표시(R, W, A) 

 보호 도메인(Protection domain) :  접근 권한들을 갖

는 프로세스들의 집합. 

 

접근 행렬의 예 

 

 (row)은 도메인을 의미하며’ 각 행 (column)은 객체(파

일)을 의미한다. 

 D4에 속하는 프로세스들이 파일 F1에 대해서는 읽기

와 쓰기 권한을 가지며, 파일 F3 에 대해 실행 권한을 

가진다. 2번째 행을 보면 파일 F2가 도메인 D1과 D3에 

속한 프로세스들에게 읽기 권한을 제공하고 있다. 

 

접근 행렬을 구현하는 기법 

전역 테이블(global table) 

접근 리스트(access list) 

권한 리스트(capability list) 

락-키 기법 (lock-key mechanism) 

 

1) 전역 테이블(global table) 

시스템 전체의 도메인과 파일들에 관한 접근 권한을 

순서 세쌍(ordered triple)으로 표현하여 하나의 테이블

에 저장해 놓고 사용하는 기법이다 

전역 테이블 

 

단점 : 테이블 엔트리의 수가 대단히 많아지기 때문에 

테이블의 크기가 커짐 동질의 객체나 동질의 도메인에 

대한 그룹화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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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 리스트 

 접근 행렬을 행단위로 표현하는 개념 

 한 사용자가 새로운 파일 생성 시 그 파일에 대한 각 

도메인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 적합한 기법 

 도메인별로 접근 권한 검사 시 적절치 않음. 

 도메인에 대해 그 도메인 내의 프로세스들이 접근할 

수 있는 파일 모두 나열하는 등의 모든 접근 리스트를 

검색해야 하므로 비효과적 

 실제 UNIX 운영체제에서 사용. 

각 파일의 소유자(owner)를 기준으로 도메인을 다음

과 같이 분류하고 있으며， 각 도메인별로 읽기(r), 쓰기

(w), 그리고 실행(x) 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함. 

 

Unix 운영체제에서의 접근 권한 

 

3) 권한 리스트(capability list) 

 접근행렬을 열단위로 표현한 개념. 각 도메인 별로 그 

도메인에 속한 프로세스들이 접근할 수 있는 파일들에 

대해 파일 이름과 접근 가능 연산들을 나열하는 것 

 UNIX 운영체제에서도 이 권한 리스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UNIX 시스템에서 프로세스에 의해 일단 파일이 

open되고 나면 해당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포함한) 

각종 정보들이 파일테이블(file table)에 저장되고, 이후 

프로세스는 이 파일 테이블을 통하여 자신이 open한 파

일들에 접근하게 되므로 UNIX 운영체제가 권한 리스트

의 개념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UNIX 운영체제는 접근 리스트의 개념과 권한 리스트의 

개념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운영

체제에서 이와 같이 두 종류의 개념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4) 락 – 키 기법 

접근 리스트의 개념과 권한 리스트의 개념을 혼합한 

개념. 시스템내에 존재하는 객체들은 각각 lock이라 불

리는 비트 패턴의 리스트를 가지며, 도메인들은 각각 

key라 불리는 비트 패턴의 리스트를 가진다. 한 도메인

에 속해 있는 프로세스가 특정 객체에 접근하고자 할 

때 대상 객체의 lock들 중 하나와 도메인의 key들중 하

나가 반드시 일치 (match)되어야 한다.  

이 기법에서도 권한 리스트에서처럼 key의 리스트는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사용자나 일반 프로

세스가 이에 접근하거나 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

록 하여야 한다. 

 

 

★슬랙공간 

파일슬랙 : 램슬랙과 드라이브 슬랙이 있다. 

1) 램슬랙(RAM) : 

파일 저장 시 1클러스터 또는 1블럭 단위의 여러 섹

터로 사용하게 되는데 

물리적으로 쓸 때는 한 섹터(512 byte)씩 쓰게 된다.  

 이때 남은 부분을 램 슬랙이라 한다.   

대부분 0으로 채우지만, 이 부분에 특정 데이터를 써

서 은닉 할 수 있다.  

 

2) 드라이브 슬랙(Drive Slack) 

한 클러스터를 읽고 사용한 섹터 외의 남은 섹터 영역.  

이 영역은 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남아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대로 존재한다. 

 

 

파일시스템 슬랙 

효율적 관리를 위해 클러스터 혹은 블록 단위로 묶

어서 사용하는데 파일시스템 전체 섹터가 묶이지 않고 

남은 영역 

 

볼륨 슬랙 

볼륨은 파티션 구분 없이 하나의 큰 저장소를 지칭하

는데 이때 여러 파일 시스템이 저장되고 남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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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체제(OS) 

1. 운영체제 역할 및 기능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운영체제의 역할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2) 자원의 관리 (resource management) 

자원의 사용에 대한 제어 및 관리 

자원에 대한 공유 지원 

자원에 대한 동시 사용 중재 

(자원의 사용에 대한 스케줄링) 

자원의 상태 관리 

자원(resource)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자원은 크게 하드웨어 자원

과 소프트웨어 자원으로 구분. 

하드웨어 자원 : 컴퓨터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각

종 하드웨어 장치들을 의미, 이에는 프로세서 

(processor), 주기억장치 (main memory), 하드 디스

크(hard disk), 프린터 등이 모두 포함. 

소프트웨어 자원 : 컴퓨터 시스템 내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정보들 또는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하

드웨어 장치간 또는 다른 컴퓨터 시스템으로 전송

되고 있는 정보들을 의미한다. 소프트웨어 자원으

로는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

는 각종 화일(프로그램 파일, 데이터 파일 등)들이

나 주기억장치에 적재되어 있는 각종 정보들, 그리

고, 메모리 버스나 입출력 버스를 통해 전송되고 

있는 각종 시그널 (signal)들과 컴퓨터 통신망을 통

해 전송되는 각종 메시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 운영체제의 정의, 목적, 기능, 역활 

- 사용자와 컴퓨터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 소프트웨어 

- 자원의 효율적인 스케줄링 

(프로세서, 기억장치, 주변장치, 파일 관리) 

- 데이터 공유 및 주변장치 관리 

- 처리 능력(Throughput), 신뢰도, 사용 가능도 향상 

- 응답시간, 반환시간(Turn Around Time) 단축 

- 입/출력 장치와 사용자 프로그램을 제어 

- 스스로 어떤 유용한 기능도 수행하지 않고 다른 응용 

- 프로그램이 유용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 마련 

- 시스템 사용 도중 발생하는 내부, 외부적인 오류로 부

터 시스템을 보호 

- 컴퓨터 자원들인 기억장치, 프로세서, 파일 및 정보, 

네트워크 및보호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의 집합 

- 오류 검사 및 복구 기능 

- 컴퓨터를 초기화시켜 작업(JOB)을 수행할 수 있는 상

태로 유지시키는 역할 

- 운영체제 이외의 프로그램들은 운영체제가 제공한 

기능에 의존하여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에 접근 

 

2) 컴퓨터 시스템의 다단계 구성 

아래 그림은 컴퓨터 하드웨어, os, 시스템 소프트웨

어, 응용 소프트웨어, 사용자 등을 기준으로 표현 

 

컴퓨터 시스템의 다단계 구성 

 운영체제는 커널과 유틸리티 프로그램으로 나눠짐. 

 

커널 : os에 속해 있는 각종 기능들 중 사용자 및 실

행 프로그램들을 위해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기능들을 

담당하는 부분으로서 컴퓨터 시스템이 처음 부팅

(Booting)될 때에 주기억 장치에 적재되어 시스템의 운

영이 종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주기억장치에 남는 부

분 

즉, 운영체제의 핵심이 되는 부분 

 

 유틸리티 프로그램 : 주기억장치에 적재되지 않고, 특

정 기능이 호출되는 경우 필요한 부분만 주기억 장치

로 읽어지고, 사용이 끝나면 다시 주기억 장치에 지워

짐.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을 맡는다. 하여 이를 서비

스 프로그램 이라고도 한다. 

 

- 커널은 자원 관리 기능 

 하드웨어 자원 관리 기능 : 프로세서, 주기억장치, 입

출력장치, 보조기억 장치 

 소프트웨어 자원 관리 기능 : 파일, 메시지, 프로세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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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체제의 분류 

1) 동시 사용 가능 사용자 수에 따라 

단일-사용자 시스템 (single-user system) 

하나의 시스템을 한순간에 한 사용자만 사용 

주로 소용컴퓨터나, 개인용 컴퓨터에 사용(PC) 

 

다중-사용자 시스템 (multi-user system) 

한 시스템을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사용 가능 

각 파일에 대한 소유자 구분, 등이 필요 

수퍼마이크로 컴퓨터, 중형급 시스템에서 사용 

 

2) 동시 실행 가능 태스크의 수에 따라 

단일-태스킹 시스템 (single-tasking system) 

한번에 한가지 작업만 수행. 모든 자원이 한 사용자

에 귀속됨 

 

다중 태스킹 시스템 (multi-tasking system) 

한 시스템에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이 실행 되도록 

구성. 동시에 주기억장치를 사용함으로 관리가 복잡

해짐. 하나의 프로세서가 번갈아 실행되야 하므로 

스케쥴링 문제도 해결해야 함. 

 

3. 컴퓨팅 환경별 운영체제 

일괄 처리 시스템 (batch system) 

사용자들의 작업 요청을 일정한 분량이 될 때까지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 

 

시분할 시스템 (time-sharing system) 

여러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컴퓨터가 

사용자들의 프로그램을 시간을 나누어 처리. 

사용 인구가 많은 곳은 비경제적인 시스템 

 

분산 시스템 (distributed system) 

여러 대의 컴퓨터들에 의해 작업들을 나누어 처리, 

그 내용이나 결과를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 교환 

 

실시간 시스템 (real-time system) 

입력되는 작업이 제한시간을 갖는 경우가 있는 시

스템으로 한정된 시간 제약조건에서 자료를 분석하

여 처리 (ex. 비행기 제어 시스템, 교통 제어) 

 

4. 운영체제의 기능 

 기능 중 일반적으로 커널에 의해 지원되는 자원 관리 

기능은 크게 다음의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서 관리 

 기억장치 관리 

 파일 관리 

 보조기억장치 관리 

 입출력 및 통신관리 

 

1) 프로세스 관리 

1. 프로세스(Process) 정의  

- 일반적으로 수행중인 프로그램 의미. 

- 주기억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실행중인 프로그램) 

-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최소 단위의 작업 

- 비동기적(비연속적)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 

- 프로시저(프로그램 일부)의 활동 

- PCB를 가진 프로그램 

- 프로세서가 할당되는 실체 

- CPU에 의해 수행되는 사용자 및 시스템 프로그램 

- 프로세스가 자원을 이용하는 정상적인 작동의 순

서 

 요청 -> 사용 -> 해제 

- 지정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동작 

 

 

 

2. 스래드(Thread) 정의  

- 프로세스 내에서의 작업 단위로 시스템의 자원을 

할당받아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단위 

- 프로세스를 분할하여 운영체제의 성능을 개선하려

는 소프트 웨어적 접근 방법 

-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병행성을 증대시키기 위

한 기법 

- 스레드는 동일 프로세스 환경에서 서로 독립적인 

다중 수행이 가능하다 

- 프로세스의 생성이나 문맥 교환 등의 오버헤드를 

줄여 운영체제의 성능이 개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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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세스 제어 블록: PCB(Process Control Block) 

- 운영체제가 프로세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저장해 

놓은 곳 (프로세스 정보 리스트) 

- 각 프로세스가 생성될 때마다 PCB가 생성되고, 완

료되면 PCB는 제거 

- O/S에게 Process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자료구

조 테이블 

- 부모와 자식 프로세스는 PCB를 공유 하지 않는다. 

 

4. 프로세서 제어 블록- 저장정보 

- 프로세스의 현 상태 

- 프로세스의 우선 순위 

- 프로세스 식별자 

- 레지스터 저장 장소 

- 할당된 자원에 대한 포인터 

- 관련 레지스터 정보 

 

5. 프로세스 상태 전이도 

 

프로세스 상태 전이도 

 

- 실행 상태(Run) : 프로세스가 CPU를 차지하여 실행 

중인 상태 

- 타이머 런 아웃 : CPU를 할당 받아 실행중인 프로세

스가 할당시간을 초과하면 CPU를 다른 프로세스에게 

양도하고 자신은 준비상태로 전이되는 것 

- 준비 상태(Ready) : 프로세스가 CPU를 사용하여 실

행될 수 있는 상태 

- 대기 상태(Wait, Block) :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상태 

- 블록 :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지정된 시간 이전에 

다른 작업을 위해 스스로 프로세서를 양도하고 대기 

상태로 전이되는 것 

 

6. 스풀링(spooling)  

- 다중프로그래밍 환경 하에서 용량이 크고 신속한 

액세스가 가능한 

디스크를 이용하여 각 사용자 프로그램의 출력할 데

이터를 직접프린터로 보내지 않고 디스크에 모았다

가 나중에 한꺼번에 출력함으로써 프린터 장치의 공

유 및 프린터 처리 속도를 보완하는 기법 

- 어떤 작업의 입/출력과 다른 작업의 계산을 병행 

처리하는 기법 

- 스풀링은 디스크 일부를 매우 큰 버퍼처럼 사용하

는 방법 

 

 

스풀링 

 

5) 프로세서 관리 

 프로세서란 중앙처리장치(CPU)를 칭하는 현대용어. 

 프로세서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컴퓨터의 핵심적

인 자원이며, 효율적인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여러 프로세스를 어떤 프로세스에게 할당해주고, 실행 

시킬것인가 하는 것을 프로세스 스케쥴링 이라고 한다. 

  

1. 프로세스 스케줄링(=CPU 스케줄링) 

- 정의 :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그 사

용 순서를 결정하기 위한 정책 

- 목적(성능 평가) : 처리율 증가, CPU 이용률 증가, 

우선 순위 제 도, 오버헤드(부하) 최소화, 응답 시간 

/ 반환 

시간 / 대기 시 최소화, 균형 있는 자원의 사용, 무

한 연기 회피 

 

2. 프로세스 스케줄링 기법  

1) 비선점 스케줄링(Non Preemptive) : 비효율적,비양보 

- 프로세스에 이미 할당된 CPU를 강제로 빼앗을 수 

없고, 사용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방법 

- 일괄 처리(오버헤드 발생 X), 실시간 처리가 안되

므로 중요한 작업이 기다리는 경우 발생 

- 대표적인 스케줄링 : FIFO, SJF, H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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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점 스케줄링 (양보) : 효율적 

- 우선 순위가 높은 다른 프로세스가 할당된 CPU를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방법 

- 실시간 처리, 대화식 시분할 처리(오버헤드 발생 O) 

- 대표적인 스케줄링 : RR, SRT 

 

3. 프로세스 스케쥴링 (비선점) 

 1. FIFO (First-In First-Out)  

= FCFS (First-Come First-Service) 

- 준비상태에서 도착한 순서에 따라 CPU 할당 

 

FIFO 

 

2. SJF (Shortest Job First)  

- 작업이 끝나기까지의 실행 시간 추정치가 가장 작

은 작업을 먼저 실행 

- FIFO 보다 평균 대기 시간이 작지만 긴 작업의 경우 

FIFO 기법 보다 더 크고 예측이 더욱 어렵다 

- 작업 시간이 큰 경우 오랫동안 대기하여야 한다 

 

SJF 

 

3. HRN (Highest response ratio Next)  

- SJF 방식의 단점(긴 작업과 짧은 작업간의 지나친 불

평등)을 보완하는 기법 

- 우선순위 계산식 :  

(대기 시간+서비스 시간)/서비스 시간 

 

 

[그 외 비선점 스케줄링] 

1. 우선순위 : 대기 큐에서 기다리는 각 프로세스마

다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그 중 가장 높은 프로세스

에게 먼저 CPU를 할당하는 기법 

 

2. 기한부 : 프로세스에게 일정한 시간을 주어 그 시

간 안에 프로세스를 완료하도록 하는 기법 

 

4. 프로세스 스케쥴링 (선점) 

1. RR (Round Robin)  

- 대화식 시분할 시스템(Time Sharing System)을 위

해 고안된 방식으로, FIFO 방식으로 선점형 기법 

- 할당되는 시간이 클 경우 FCFS 기법과 같아지고, 

할당되는 시간이 작을 경우 문맥교환 및 오버헤드가 

자주 발생됨 

 

 

2. SRT (Shortest Remaining Time)  

- SJF 방식으로 선점형 기법, 현재 실행중인 프로세스

의 남은 시간과 준비상태 큐에 새로 도착한 프로세

스의 실행 시간을 비교하여 가장 짧은 실행 시간을 

요구하는 프로세스에게 CPU를 할당하는 기법 

 

 

그 외 선점 스케줄링  

- 다단계 큐 (MQ, Multi level Queue) : 

프로세스들을 우선 순위에 따라 시스템 프로세스, 대

화형 프로세스, 일괄처리 프로세스 등으로 상위, 중

위, 하위 단계의 단계별 준비 큐를 배치하는 CPU 스

케줄링 기법 

- 다단계 피드백 큐 (MFQ, Multi level Feedback Queue) 

여러 개의 큐를 두어 낮은 단계로 내려갈수록 프로

세스의 시간 할당량을 크게 하는 프로세스 스케쥴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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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세스 스케쥴링 (기타) 

1. 문맥교환 (Context switching)  

-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에서 운영체제에 의하여 중

앙처리장치가 할당되는 프로세스를 변경하기 위하여 

현재 중앙처리 장치를 사용하여 실행되고 있는 프로

세스의 상태 정보를 저장하고, 앞으로 실행될 프로세

스의 상태. 

정보를 설정한 다음에 중앙처리장치를 할당하여 실행

이 되도록 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 

-> 운영체제에서 overhead의 큰 요인 중 하나 

 

2. 노화(aging) 기법  

- 자원이 할당되기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 프로세

스에 대하여 기다린 시간에 비례하는 높은 우선 순위

를 부여하여 가까운 시간 안에 자원이  

-> 우선 순위스케줄링에서 무한 연기를  

 

3) 병렬 프로세스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존재하며 실행 상

태에 있는 것 

병행 프로세스의 문제점 

- 동시에 2개 이상의 프로세스를 병행 처리하면 한정

된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I/O 장치 등)에 대한 사

용 순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다중 프로그래밍 기법 이용으로 병행성 문제 생김) 

ex) 사무실에서 공유 프린터 사용시 사용 순서에 따

라 출력되지 않을 경우 출력물은 섞여진다. 

- 문제 해결책 : 임계구역, 상호배제 기법, 동기화 기

법 

 

 

4) 임계구역(Critical Section) 

 다중 프로그래밍 운영체제에서 한 순간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에 의하여 공유되는 데이터 및 자원에 대하여, 

한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의 프로세스에 의해서만 자원 

또는 데이터가 사용되도록 하고, 이러한 자원이 프로세

스에 의하여 반납된 후 비로소 다른 프로세스에서 자원

을 이용하거나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지정된 영역 

(하나의 프로세스만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된 영역) 

특징 

- 특정 프로세스가 독점할 수 없다. 

- 프로세스가 임계구역에 대한 진입을 요청하면 일

정 시간 내에 진입을 허락해야 한다. 

-ex) 사무실에서 공유 프린터(임계구역)으로 정해서 한명의 

사원 (프로세스)이 독점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5) 상호 배제(Mutual Exclusion)  

 한 프로세스가 공유 메모리 혹은 공유 파일을 사용하

고 있을 때 다른 프로세스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배

제시키는 제어 기법 

데커(Dekker) 알고리즘 

- 교착상태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 

- 공유 데이터에 처리에 있어서 상호배제를 보장 

- 별도 특수 명령어 없이 순수히 소프트웨어로 해결  

 

6) 동기화 기법 - 세마포어(Semaphore)  

- 세마포어 : 신호기, 깃발 

- 각 프로세스에 제어 신호를 전달하여 순서대로 작

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법 

- 다익스트라(Dijkstra) 가 제안 

- P와 V라는 2개의 연산에 의해서 동기화를 유지시

키고, 상호 배제의 원리를 보장 

- P 연산은 임계 영역을 사용하려는 프로세스들의 진

입여부를 결정하는 조작 (Wait 동작, S = S-1) 

- V 연산은 블록 큐에 대기 중인 프로세스를 깨우는 

신호(Wake Up) (Signal 동작, S = S+1) 

- S는 P와 V 연산으로만 접근 가능한 세마포어 변수

(제어신호)로, 공유 자원의 개수를 나타내며 0(사용

중)과 1(사용가능) 혹은 0과 양의 값을 가질 수 있음 

 

 

7) 동기화 기법 - 모니터(Monitor) 

- 모니터 : 임계구역과 유사한 개념 

- 동기화를 구현하기 위한 특수 프로그램 기법으로 

특정 공유 자원 

을 프로세스에게 할당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와 이 데

이터를 처리하는 프로시저로 구성됨 

- 자료 추상화와 정보 은폐 개념을 기초로 하며 공

유 자원을 할당하기 위한 병행성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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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 내의 공유 자원을 사용하려면 프로세스는 

반드시 모니터의 진입부를 호출해야 함 

- 외부의 프로세스는 직접 액세스할 수 없으며, 모니

터의 경계에서 상호 배제가 시행됨 

- 한 순간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진입하여 자원을 사

용할 수 있음 

- 모니터에서 사용되는 연산은 Wait와 Signal이 있다. 

 

 

8) 교착상태(Dead Look): 예측 못한 다운  

상호 배제에 의해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둘 이상의 프

로세스들이 자원을 점유한 상태에서 서로 다른 프로세

스가 점유하고 있는 자원을 요구하며 무한정 기다리는 

현상 

 

 

7. 교착상태 발생 4가지 필요충분 조건 (동시만족 시 발생) 

1. 상호배제(Mutual Exclusion) 

 한 번에 한 개의 프로세스만이 공유 자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함 

 

2. 점유와 대기(Hold & Wait) 

: 최소한 하나의 자원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프로세

스에 할당되어 사용되고 있는 자원을 추가로 점유하기 

위해 대기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함 

 

3. 비선점(nonpreemption) 

프로세스에 할당된 자원은 사용이 끝날 때까지 강제

로 빼앗을 수 없음 

 

4. 환형대기(Circular Wait) 

공유 자원과 공유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 대기하는 프

로세스들이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신에게 할당된 

자원을 점유하면서 앞이나 뒤에 있는 프로세스의 자

원을 요구해야 함 

8. 교착상태 해결방안  

1. 예방 기법(Prevention) 

 교착 상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시스템을 제

어하는 방법으로, 교착 상태 발생의 4가지 조건 중에

서 상호 배제를 제외한 어느 하나를 제거(부정)함으

로써 수행됨 

- 상호배제 부정 : 여러 프로세스가 공유 자원을 이

용하지 않음. 

- 비선점 부정 : 선점 

- 점유와 대기 부정 : 프로세스가 실행되기 전 필요

한 모든 자원을 점유하여프로세스 대기를 없앰 

- 환형대기 부정 : 자원을 선형 순서로 분류하여 각 

프로세스는 현재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자원을 요구

하도록 하는 것 

- 해결방안 중 자원의 낭비가 가장 심함 

 

2. 회피 기법(Avoidance) 

 교착 상태 해결 방안으로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고 교

착 상태가 발생하려고 할 때, 교착상태 가능성을 피해

가는 방법, 주로 은행원 알고리즘(Banker's Algorithm)이 

사용됨 

 

은행원 알고리즘  

- 다익스트라(Dijkstra) 가 제안한 회피(Avoidance) 

기법 

- 각 프로세스에게 자원을 할당하여 교착 상태가 발

생하지 않으며 모든 프로세스가 완료될 수 있는 상

태를 안전 상태,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를 

불안전 상태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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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 기억장치 관리 

1. 기억장치 관리 전략  

1) 반입(Fetch) 전략 

- 보조기억장치의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언제 주기

억장치로 적재할 것인지를 결정 

2) 배치(Placement) 전략 

- 주기억장치의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지를 결정 

① 최초 적합(First Fit) : 첫 번째 배치시키는 방법 

(속도↑, 공간↓) 

② 최적 적합(Best Fit) : 단편화를 가장 작게 남기는 

분할 영역에 배치시키는 방법 (속도↓, 공간↑) 

③ 최악 적합(Worst Fit) : 단편화를 가장 많이 남기

는 분할 영역에 배치시키는 방법 (속도↓, 공간↓) 

3) 교체(Replacement) 전략 

- 주기억장치의 모든 영역이 이미 사용중인 상태에서 

주기억장치에 배치하려고 할 때, 이미 사용되고 있는 

영역 중에서 어느 영역을 교체하여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 (FIFO,OPT,LRU,LFU,NUR,SCR) 

 

First Fit, Best Fit, Worst Fit 방법에 대해서 10K 프로그램

이 할당 부분?  

 

 

2. 단편화 해결 방법  

1) 통합(Coalescing) 기법 : 주기억장치 내에 인접해 

있는 단편화된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 

2) 집약(Compaction) 기법, 압축, 쓰레기 수집

(Garbage Collection) : 주기억장치 내에 분산되어 있는 

단편화된 빈 공간을 결합하여 하나 의 큰 가용 공간

을 만드는 작업 

 

3. 주기억장치 할당 기법 

 

 

 

 

4. 단일분할 할당(단일 프로그래밍) 

1) 스와핑(Swapping)  

-하나의 프로그램 전체를 주기억장치에 할당하여 사

용하다 필요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과 교체하는 기법 

 

 

2) 오버레이(Overlay)  

-실행되어야 할 작업의 크기가 커서 사용자 기억 공

간에 수용될 수 없을 때 작업의 모든 부분들이 동시

에 주기억 장소에 상주해 필요가 없다. 이 때 작업을 

분할하여 필요한 부부만 교체하는 방법 

 

 

5. 다중분할 할당(다중 프로그래밍) 

1) 고정 분할  

-주기억장치를 미리 몇 개의 고정된 개수와 크기의 

부분으로 분할하여 여러 개의 여러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적재되어 실행되게 하는 방법 

 

2) 가변 분할  

-고정 분할 할당 기법의 단편화를 줄이기 위한 것으

로, 미리 주기억 장치를 분할해 놓는 것이 아니라 프

로그램을 주기억장치에 적재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크기로 영역을 분할하는 기법 

ex) 식당 전체 공간에서 칸막이를 이용해서 손님의 

수에 따라 자리를 만들어 줌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2급 대비 요약        

42  

6. 가상기억장치 

-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분을 주기억장치처럼 사용 

- 용량이 적은 주기억장치를 마치 큰 용량이 있는 것

처럼 사용 

-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작은 블록으로 나누어서, 프

로그램 실행 시 요구되는 블록만 주기억장치에 불연

속적으로 할당하여 처리 

- 주기억장치보다 용량이 큰 프로그램 실행하기 위해 

사용 

- 가상기억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가

상기억장치의 주소를 주기억장치의 주소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 (매핑) 

 

7. 가상기억장치 구현 기법 

 

 

8. 페이징 (Paging) 기법 

- 가상기억장치에 보관되어 있는 프로그램과 주기억

장치의 영역을 동일한 크기로 나눈 후 나눠진 프로그

램(페이지)을 동일하게 나눠진 주기억장치의 영역(페

이지 프레임)에 적재시켜 실행하는 기법 

- 주소변환(Mapping) : 가상주소(보조기억장치)->실주

소(주기억장치) 

- 주소변환을 위해 페이지 맵핑 테이블(페이지 사상

표)이 필요   => 기억장소 낭비 

- 페이지 부재(Page Fault) : P/G 실행시 참조한 페이지

가 주기억장치에 없는 현상 

- 외부단편화(X), 내부단편화(O) 

 

* 페이지 크기가 작을 경우 (10K -> 1K) 

- 페이지 수 증가 -> 페이지 맵핑 테이블 커진다 

-> 맵핑 속도 느리고 기억 공간 낭비 발생 

- 디스크 접근 횟수 증가 →전체적인 입․출력 시간은 

늘어남 

- 한 개의 페이지를 주기억장치로 이동하는 시간이 

줄어 듦 

- 필요한 내용만 주기억장치에 적재 

→유용도 大 →기억장치 효율이 높아짐  

(내부 단편화 감소) 

 

9. 세그먼테이션((Segmentation) 기법 

 가상기억장치에 보관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한 크

기의 논리적인 단위로 나눈 후 주기억장치에 적재시켜 

실행시키는 기법   => 메모리 절약 

- 논리적인 크기로 나눈 단위를 세그먼트라고 하며, 각 

세그먼트는 고유한 이름과 크기를 갖고 있음 

- 다른 세그먼트에게 할당된 영역을 침범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기억장치 보호키(Storage Protection Key)가 

필요함 

- 외부단편화(O), 내부단편화(X) 

 

10. 가상기억장치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워킹 셋 (Working Set) 

- 프로세스가 일정 시간 동안 자주 참조하는 페이

지들의 집합으로, 자주 참조되는 워킹 셋을 주기억

장치에 상주시킴으로써 페이지 부재 및 페이지 교

체 현상을 줄임 

2) 스래싱 (Thrashing) 

- 프로세스의 처리 시간보다 페이지 교체 시간이 

더 많아지는 현상   -> CPU 이용률 저하 

- 페이지 오류율(page fault)이 크면 스래싱이 많이 

일어난 것이다 

- 다중 프로그래밍의 정도가 높을수록 스래싱의 

발생 빈도는 높아 진다 

- 스래싱 방지 방법 : 다중 프로그래밍의 정도를 

줄인다, CPU 이용률을 높인다, Working set 방법을 

사용 

3) 구역성 (Locality, 국부성) : 참조국부성(locality of 

reference) 

-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동안 일부 페이지만 집중

적으로 참조하는 성질 

① 시간 구역성 

- 최근에 참조된 기억 장소가 가까운 장래에도 

계속 참조될 가능성이 높음 

예)Loop(반복), 스택, 부프로그램(Sub Routine), 카운팅

(Counting), 집계(Totaling)에 사용되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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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간 구역성 

- 하나의 기억 장소가 참조되면 그 근처의 기억 장소

가 계속 참조 

될 가능성이 높음 

예) 순차적 코드(수행) 실행, 배열 순회, 같은 영역에 

있는 변수 참조 

 

10. 페이지교체(Replacement) 알고리즘 

- 페이지 부재(page fault)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상기억

장치의 필요한 페이지를 주기억장치의 어떤 페이지 프

레임을 선택, 교체 해야 하는 가를 결정하는 기법 

종류 

- OPT (OPTimal replacement, 최적교체),  

- FIFO (First In First Out), 

- LRU (Least Recently Used), 

-LFU (Least Frequently Used), NUR (Not Used Recently) 

 

1. FIFO (First In First Out)  

- 가장 먼저 들여온 페이지를 먼저 교체시키는 방법 

(주기억장치 내에 가장 오래 있었던 페이지를 교체) 

- 벨레이디의 모순(Belady's Anomaly) 현상 : 페이지 프

레임 수가 증가하면 페이지 부재가 더 증가 

 

 

 

 

2. OPT(OPTimal replacement) 최적교체 

-앞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페이지를 교체하

는 기법 (실현 가능성X)  

 

3. LFU (Least Frequently Used) 

- 사용횟수가 가장 적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 

4. LRU (Least Recently Used)  

- 최근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

체하는 기법 

- 각 페이지마다 계수기를 두어 현 시점에서 볼 때 

가장 오래 전에 사용된 페이지를 교체 

 

 

5. NUR (Not Used Recently)  

-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 

- "근래에 쓰이지 않은 페이지들은 가까운 미래에도 

쓰이지 않을 가능이 높다." 라는 이론에 근거 

- 각 페이지마다 2개의 하드웨어 비트(호출 비트, 변

형 비트)가 사용됨 

 

 

6. SCR(Second Chance Replacement) 

 - 가장 오랫동안 주기억장치에 있던 페이지 중 자주 

사용되는 페이지 교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FIFO 

기법의 단점을 보안한 기법 

 

페이지 크기가 작을 경우  

 - 페이지 단편화가 감소되고, 한개의 페이지를 주기억

장치로 이동하는 시간이 줄어듦 

 - 페이지 정보를 갖는 맵 테이블 크기가 커지고 맵핑 

속도가 늦어짐. 

 - 디스크 접근 횟수가 많아져 전체적입 입/출력 시간 

늘어남 

 

페이지 크기가 클 경우 

 -페이지 단편화가 증가하고, 한 개의 페이지를 주기억

장치로 이동하는 시간이 늘어남 

 - 디스크 접근횟수가 줄어들어 전체적인 입/출력 효

율성 증가됨 

 - 프로그램 수행에 불필요한 내용까지도 주기억장치

에 적재 될 수 있음. 

 

좀더 자세한 메모리 관리 내용 아래에서 확인 

http://www.hanbit.co.kr/preview/1474/sample_chap6.pdf 

http://www.hanbit.co.kr/preview/1474/sample_chap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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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조기억 장치 디스크 스케쥴링 

 사용할 데이터가 디스크상의 여러 곳에 저장되어 있

을 경우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위해 디스크 헤더가 움

직이는 경로를 결정하는 기법 

목적 : 처리량의 최대화, 응답시간의 최소화, 응답시간 

편차의 최소화 

 

종류 : FCFS, SSTF, SCAN, C-SCAN 기법 등 

 

1. FCFS(First-Come First-Service)  

- 입출력 요청 대기 큐에 들어온 순서대로 서비스를 하

는 방법 

 

 

2. SSTF (Shortest Seek Time First)  

- FCFS 보다 처리량이 많고 평균 응답 시간이 짧다 

- 탐색 거리가 가장 짧은 트랙에 대한 요청을 먼저 

서비스하는 기법-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 중에서 현재 

헤드 위치의 가까운 곳에 있는 모든 요구를 먼 곳보

다 먼저 처리 

- 탐색 시간 편차 ↑ : 안쪽이나 바깥쪽 트랙이 가운데 

트랙보다 서비스를 덜 받는 경향 

-> 헤드에서 멀리 떨어진 요청은 기아상태

(starvation)가 발생할 수 있다. 

-> 응답시간의 편차가 크므로 대화형 시스템에는 

부적합 

- 처리량이 많은 일괄처리 시스템에 유용 

 

 

3. SCAN 한 방향으로 가장 짧은 거리  

- SSTF가 갖는 탐색 시간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

법 

- 현재 진행중인 방향으로 가장 짧은 탐색 거리에 

있는 요청을 먼저 서비스 

- 현재 헤드의 위치에서 진행 방향이 결정되면 탐색 

거리가 짧은 순서에 따라 그 방향의 모든 요청을 서

비스하고, 끝까지 이동한후 역방향의 요청 사항을 서

비스 함 

=> 끝까지 이동하지 않을 경우 (LOOK 기법)  

- 디스크 스케줄링 기본 전략 

 

 

4. C-SCAN (Circular SCAN) 바깥->안 가장 짧은 거리  

- 항상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움직이면서 가장 짧은 탐

색거리를 갖는 요청을 서비스 

-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 중 가장 안쪽과 가장 바깥쪽

의 실린더에 대한 차별대우를 없앤 기법 

- 헤드는 트랙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며 서비 스하여 끝까지 이동한 후, 안쪽에 더 이

상의 요청이 없으면 헤드는 가장 바깥쪽의 끝으로 이

동한 후 다시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요청을 서비스함 

=> 끝까지 이동하지 않을 경우 (C-LOOK 기법) 

 

 

5. N-step SCAN  

- SCAN의 무한 대기 발생 가능성을 제거한 것으로 

SCAN보다 응답 시간의 편차가 적고, SCAN과 같이 

진행 방향상의 요청을 서비스 하지만, 진행 중에 새

로이 추가된 요청은 서비스하지 않고 다음 진행시에 

서비스하는 디스크 스케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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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일 관리 

1. 파일시스템 특징  

1) 파일 특성을 결정하는 기준 

- 소멸성(Volatility) : 파일 추가/제거 빈도수 

- 활성률(Activity) : 프로그램 한 번 수행 시 처리되는 

레코드 수의 백분율 

- 크기(Size) : 파일의 정보량 

 

2) 파일 시스템의 기능 

- 사용자가 파일을 생성, 수정, 제거할 수 있도록 함.. 

- 적절한 제어방식을 통해 다른 사람의 파일을 공동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사용자에게 익숙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 정보의 암호화와 해독에 대한 기능을 제공한다. 

- 불의의 사태에 대비한 예비(backup)와 복구

(recovery) 능력을 추어야 한다. 

- 파일의 무결성과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제공 

- 번역기능 (X)  

 

2. 종류 

1) 순차파일  

- 적합한 기억 매체로는 자기 테이프를 쓰면 편리하

다. 

- 필요한 레코드를 삽입하는 경우 파일 전체를 복사

해야 한다. 

- 기억장치의 효율이 높다. 

- 검색 시에 효율이 나쁘다. (다음 레코드 접근이 빠르

다.) 

- 부가적인 정보를 보관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공간 

낭비가 없다. 

- 파일 구성이 쉽다. 

- 대화식 처리보다 일괄 처리에 적합한 구조이다. 

 

2) 색인순차파일  

- 각 레코드는 레코드 킷값에 따라 논리적으로 배열

된다. 

- 시스템은 각 레코드의 실제주소가 저장된 인덱스

를 관리 한다. 

- 일반적으로 디스크 기억장치에 많이 이용된다. 

- 색인 구성 : 실린더 색인, 트랙 색인, 마스터 색인 

3) 직접파일  

: 해싱 등의 사상 함수를 사용하여 레코드 키에 의한 

주소 계산을 통해 레코드를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

한 파일 

- 적합한 장치로는 자기디스크를 주로 사용한다. 

- 직접 접근 기억장치의 물리적 주소를 통해 직접 

레코드에 접근한다. 

- 키에 일정한 함수를 적용하여 상대 레코드 주소를 

얻고, 그 주소를 레코드에 저장하는 파일 구조이다. 

- 직접 접근 기억장치의 물리적 구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 판독이나 기록의 순서에는 제약이 없다. 

 

2. 파일 디스크립터(FCB : File Control Block) 

(파일 제어 블록) 

-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파일

에 대한 정보를 갖는 제어 블록 => 사용자 직접 참

조 X 

- 파일이 엑세스되는 동안 운영체제가 관리 목적으

로 알아야 할 정보를 모아 놓은 자료구조이다 

- 파일마다 독립적으로 존재, 시스템 마다 다른 구조 

가짐 

- 보통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었다가 파일이 오픈 

될 때 주기억 장치로 전달 

- 정보 : 생성 날짜 및 시간, 위치, 액세스 횟수, 이

름, 구조, 크기, 접근 제어, 수정 시간 

- 파일 작성자 (X), 오류에 대한 수정 방법 (X) 

- 파일의 백업 방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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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ndows 기반 시스템 

1) DOS(Disk Operation System) 

 단일사용자, 단일 task 운영체제. Ms-dos 

 현재 windows 시리즈의 많은 영향을 준 OS 

  

2) Windows  

 Windows 1.0 : 1985년 11월 20일에 발표 

 Windows 3.0 / 3.1은 가장 널리 사용된 버전 

 Windows NT 1993년 출시, 안정성과 향상된 기능으로 

Windows XP의 주 기반이 됨. 

 Windows Vista : 개선된 보안 시스템.  

 Windows 7 : Vista 단점 개선.  

 

3) 주요 Windows Artifacts 

 윈도우 레지스트리 : 윈도우에서 컴퓨터 하드웨어, 응

용프로그램, 서비스, 보안 및 사용자들에 대한 세팅 등 

전반적인 설정을 담는 데이터베이스 

 부팅될 때 활성화 되며, SOFTWARE, SYSTEM, SECURITY, 

SAM 의 주요한 4가지 레지스트리가 활성화 된다. 

 컴퓨터에서 레지스트리는 HIVE라고 불리는 몇 개의 파

일들로 구성되고, 이 HIVE들이 부팅 진행 중 메모리로 

마운트 되어 시스템 설정을 확인할 수 있게 함. 

 

주요 레지스트리 

Key/subtree : HKEY_LOCAL_MACHINE/SYSTEM 

FileName : %SystemRoot%/system32/config/SYSTEM 

Key/subtree : HKEY_LOCAL_MACHINE/SAM 

FileName : %SystemRoot%/system32/config/SAM 

Key/subtree : HKEY_LOCAL_MACHINE/SECURITY 

FileName : %SystemRoot%/system32/config/SECURITY 

Key/subtree : HKEY_LOCAL_MACHINE/SOFTWARE 

FileName : %SystemRoot%/system32/config/ SOFTWARE 

 

 

레지스트리의 구조 

 

 

Key 레지스트리에서 폴더로 보여지는 부분, 

여러 형태의 데이터들을 포함 

Root Key 레지스트리의 최상단 키 

Sub Key 레지스트리 하위의 키, 실제 파일로 존

재하지 않는다. 

Value 키 아래에 속한 파일의 이름 

Data type Value 값을 표현하기 위해 데이터의 형

태를 지정해주는 값 

Data  Value 가 가지고 있는 값 

  

레지스트리는 시스템 정보, 시간 정보, 마지막으로 로

그온 한 사용자, 공유폴더 기록, 서비스 및 드라이브 

목록, 로그온 자동 시작점, 감사 정책, 무선 네트워크 

정보, 이동형 저장장치 정보 등 다양한 사용자 행위를 

추적할 수 있다.  

 포렌식 조사자는 레지스트리의 기본 구조에 대한 이

해를 통해 여러 가지 증거를 찾아낼 수 있다. 

 

 

 

4) Windows 계정 정보 

 디지털 포렌식 증거 분석 시 조사관은 사용자들과 그

룹에 대한 로컬 컴퓨터의 서버를 통해 정보를 추적할 

수 있다. 레지스트리 파일 중 SAM 파일, SECRITY 파일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SAM 파일은 로컬 사용자계정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

고 있다. 기본적으로 2개의 계정을 가짐 

 로컬 관리자 계정 / 게스트 계정(GUEST ACCOUNT) 

 

 

5) 레지스트리 포렌식  

 Windows 레지스트리를 이용한 포렌식 기법은 아래 

경로에서 다운받아 공부에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https://github.com/proneer/Slides/raw/master/Window

s/(FP)%20%EB%A0%88%EC%A7%80%EC%8A%A4%ED

%8A%B8%EB%A6%AC%20%ED%8F%AC%EB%A0%8C%

EC%8B%9D%EA%B3%BC%20%EB%B3%B4%EC%95%88

%20(Registry%20Forensics).pdf 

 

https://github.com/proneer/Slides/raw/master/Windows/(FP)%20%EB%A0%88%EC%A7%80%EC%8A%A4%ED%8A%B8%EB%A6%AC%20%ED%8F%AC%EB%A0%8C%EC%8B%9D%EA%B3%BC%20%EB%B3%B4%EC%95%88%20(Registry%20Forensics).pdf
https://github.com/proneer/Slides/raw/master/Windows/(FP)%20%EB%A0%88%EC%A7%80%EC%8A%A4%ED%8A%B8%EB%A6%AC%20%ED%8F%AC%EB%A0%8C%EC%8B%9D%EA%B3%BC%20%EB%B3%B4%EC%95%88%20(Registry%20Forensics).pdf
https://github.com/proneer/Slides/raw/master/Windows/(FP)%20%EB%A0%88%EC%A7%80%EC%8A%A4%ED%8A%B8%EB%A6%AC%20%ED%8F%AC%EB%A0%8C%EC%8B%9D%EA%B3%BC%20%EB%B3%B4%EC%95%88%20(Registry%20Forensics).pdf
https://github.com/proneer/Slides/raw/master/Windows/(FP)%20%EB%A0%88%EC%A7%80%EC%8A%A4%ED%8A%B8%EB%A6%AC%20%ED%8F%AC%EB%A0%8C%EC%8B%9D%EA%B3%BC%20%EB%B3%B4%EC%95%88%20(Registry%20Forensics).pdf
https://github.com/proneer/Slides/raw/master/Windows/(FP)%20%EB%A0%88%EC%A7%80%EC%8A%A4%ED%8A%B8%EB%A6%AC%20%ED%8F%AC%EB%A0%8C%EC%8B%9D%EA%B3%BC%20%EB%B3%B4%EC%95%88%20(Registry%20Forensic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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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IDs(Security Identifiers) 

SID는 보안 식별자로서 개개인의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 번호이다. 실제로 사용자는 개개인의 고유한 

번호를 바탕으로 휴지통을 생성하고 이 고유 번호를 통

해 다른 사용자의 휴지통에는 접근할 수가 없다. 

 

예)  

 

구성요소 설명 

S SID의 대한 접두사 

1 버전 번호 

5 

특정형식의 보안권한의 대한 SID를 

생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권한을 

식별 

21-2117842766-

3790577360-

84341812 

이 번호는 하위 권한을 의미, 집합적

으로 계정에 대한 권한이 있는 컴퓨

터나 도메인을 의미할 때 사용 

1019 

비교 식별자(relative identifier) -> RID

로 불림, 이 숫자를 이용해서 특정 사

용자와 그룹을 식별함 

보안 식별자 설명 

 

 

6) 윈도우 이벤트 로그 

 Windows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이벤트라

고 구분 짓는다. 윈도우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

의 로그를 저장한 파일을 이벤트 로그라고 한다. 

 운영체제 버전에 따라 evt, evtx와 같은 확장자를 지니

며 로그 파일의 경로는 아래와 같다. 

 

 %WINDIR%/System32/Winevt/Logs 

 

 

 

주요 이벤트 로그 

 

 이벤트 로그는 이벤트 뷰어나 이벤트 뷰터 응용 프로

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벤트 뷰어도 사용

하기 편리하다.  

 제어판 – 관리도구 - 이벤트뷰어 

 

이벤트 뷰어 

 

(4) Unix 
 대화식 시분할 운영체제로서 사용자는 단말 장치를 

통해 명령을 보내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는다.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는 다중태스킹(multitasking) 

운영체제로서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작업을 백그라운

드에서 수행할 수 있어 여러개의 작업을 병행처리 할 

수 있다.  

 Unix는 AT&T를 통해 상업적으로 허가해주는 

SVR(System V Release) 계열과 버클리 대학에서 나온 

연구 개발 운영체제인 BSD 계열로 크게 나누어 발견

해 왔다. 점차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후 POSIX를 통하여 SVR, BSD에서 동시에 동작하는 

표준을 제공하여 여러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로그명 내용 

System Log 시스템 구성 요소들의 이벤트 로그 

Security Log 
사용자들의 로그인 성공과 실패, 보

안정책 변경들을 기록 

Application 

응용 프로그램이 만드는 다양한 이

벤트들을 기록하는데, 일정한 형식

이나 규칙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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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ix의 종류 

 

UNIX 

System V 

R4.0 

UNIX의 표준이 되는 버전으로 벨 연구소

에서 개발된 유닉스 시스템의 정식 이름 

SunOS 
Sun Microsystems사의 가장 잘 알려진 

BSD 중심의 OS 

Solaris Sun Microsystems사의 SVR4 구현 

HP-UX 

UNIX의 휴렛-팩커드 버전은 OSF/1의 많

은 특성들을 도입한 SVR4의 변형. HP-UX 

9 버전은 몇 가지 확장성을 가진 SVR 3

와 비슷하고 HP-UX10은 SVR 4운영체제 

AIX 
IBM의 System V 운영체제로 SVR4, BSD, 

OSF/1의 특징들을 고루 가지고 있다. 

Linux 

인텔프로세서를 위한 Free Unix 방식의 

운영체제. 리누스 토발즈가 만듬. 

다양한 소스로부터 전체적인 프리웨어 

 

2. Unix의 기능과 구조 

1) shell 

 사용자 명령을 입력받아 시스템 기능을 수행하는 명령 

해석기로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명령을 읽고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프로세스

들의 파이프 라인을 만들고 출력을 파일에 저장, 동시에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이 수행되도록 한다. 

 이처럼 명령어 해석기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쉘은 또

한 프로그래밍 언어이기도 하여 쉘이 해석할 수 있는 

“스크립트(Script)”라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고, 유닉

스 명령 뿐 아니라 특별한 쉘 프로그래밍 언어도 포함

할 수 있다. 

 

2) Kernel 의 역할 

 프로세서 컨트롤러 : 프로세서를 제어하는 것으로 여러 

개의 프로세서들을 실행, 중지하는 등 실행 프로그램 제

어 역할 

 서브 시스템 : 시스템을 제어하는데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와 참고자료로 구성된 형태로 커널 자체적인 호출

에 사용됨. 

 스케쥴러 : Unix 내부에서의 프로그램 처리 순서 등을 

관리하는 역할에 관한 내용으로 시분할시스템(TSS) 방식

의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내용 

메모리 관리자 : 메인 메모리에 읽혀진 프로그램들의 

크기라든가 남아있는 영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

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3) Unix 시스템 명령 

일반적인 파일 조작 명령 

rm : 파일 또는 디렉토리 삭제 

mv :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이동하거나 이름변경 

cp : 복사 

cat : 하나 이상의 파일을 결합하거나 내용 출력 

split : 한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분리 

chmod : 사용자가 지정한 파일, 디렉토리의 권한변경 

chgrp : 지정된 파일의 소유권자 그룹을 바꿈 

chown : 지정된 파일에 대한 소유 권한 변경 

 

디렉토리 조작 명령 

cd : 현재의 작업 디렉토리 변경  

ls : 디렉토리 내용 출력 

mkdir : 디렉토리 생성 

rmdir : 디렉토리 제거 

pwd : 현재 디렉토리 경로 출력 

 

볼륨, 장치 조작 명령 

mount : 다른 파일시스템 접목 

umount : mount 파일시스템 제거 

devinfo : 시스템 설치된 디스크 장치 정보 출력 

fsck : 파일시스템의 무결성 검사 

dump : 장치나 파일을 선택적으로 백업 

restor : 백업된 파일시스템 복구 

tar : 여러 파일들 묶는 명령어 

 

시스템 조작 및 관리 명령 

ps : 현재 프로세스 상태 표시 

passwd : 암호 등록 하거나 변경  

su : 사용자 권한을 가져오거나 계정 전환  

useradd/userdel : 사용자 계정 추가와 삭제 

df : 수퍼블록에서 카운트하는 마운트된 파일시스템, 

디렉토리에서 사용 가능한 디스크 블록 free inode 수

를 알려줌 

alias : 현재 명령어를 다른 명령어로 대체 시킴 

unalias : alias 를 해제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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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nix 시스템의 디렉토리 구조 

 Solaris, AIX 등 UNIX 배포판 종류에 따라 약간씩의 차

이는 있으나 Linux를 포함한 UNIX 계열 시스템은 관례

적으로 다음과 같은 디렉토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경로 특징 

/ 최상위 디렉토리 

/bin 
기본 명령어 실행파일(모든 사용자가 사용 가

능) 

/boot 시스템 부트로드에 필요한 파일 

/dev 하드웨어 디바이스 파일 

/etc 시스템 환경설정 파일 

/home 사용자계정의 홈 디렉토리 

/lib 공유되는 기본 라이브러리와 커널 모듈 

/media 
이동식 매체의 마운트 포인트 

(보통은 자동 마운트 됨) 

/mnt 
임시 마운트 포인트 

(보통은 수동 마운트 용) 

/opt 
애드온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시스템 패키지 매니저 밖에 존재) 

/proc 
커널과 프로세스 상태를 문서화한  

가상 파일 시스템 

/root Root 계정의 사용자 홈 디렉토리 

/sbin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하는 명령어 실행파일들 

/tmp 임시 파일 

/var 
로그, 임시메일 등과 같이 수시로 기록해야 하

는 파일 저장 

/usr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ㅈㅇ요도 낮은 

파일들 

 

3. 파일시스템 

1. 파일 시스템의 특징 

 계층적 트리구조 

 세가지 유형의 파일(일반,디렉토리,특수 파일) 지원 

 모든 파일에 대한 순차적인 허용되며, 임의 접근은 디

스크 파일에만 가능 

 파일들의 동적인 확장(Dynamic growth)이 가능 

 파일 소유자, 소유자가 속한 그룹, 그 외 다른 사람들

로 사용자를 구분하여 파일을 보호 

 주변기기(단말기나 테이프 장치)를 하나의 파일로 간주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고정된 크기의 블록 관리 

 

 

2. 디렉토리 구성 

 계층 구조를 갖는 파일로서, 내용은 inode와 파일 이

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파일 이름과 inode를 연결

해 주는 역할을 한다. 

 

3. 파일시스템 구조 

 부트 블록 : 부팅에 사용되는 코드 

 슈퍼 블록 : 파일 시스템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inode 블록 : 각 파일에 대한 상태 정보 보관 

- 파일 소유자의 식별번호 

- 파일 소유자의 그룹 식별번호 

- 파일의 형태(type) (일반 파일, 디렉토리, 특수파일) 

- 데이터 블록의 주소(13개열의 배열) 

- 파일의 크기 

- 파일의 만들어진 시간 

- 파일이 가장 최근에 사용된 시간 

- 파일이 변경된 가장 최근의 시간 

- 파일의 링크(link) 수 

데이터 블록 : 실제 파일의 데이터 보관 

 

4. 파일 공유 

 프로세스와 파일 사이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 프로세스와 파일 사이의 연결을 위해

서 inode table, File table, File descriptor table이 사용되

고 있다. File table 은 inode table과 File descriptor 

table 사이에 위치하여 한 파일을 여러 프로세스가 공

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파일 공유 형태 

 - 여러 프로세스가 같은 File table의 엔트리 공유하여 

자동적으로 inode table 공유 

 - File table의 여러 엔트리가 하나의 inode 엔트리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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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세스 관리 

1. 프로세스 테이블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는 프로세스 테이블에 기록되고, 

프로세스 테이블에 등록된 프로세스만 시스템에 알려지

게 된다. 프로세스 테이블의 한 엔트리마다 한 프로세스

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다. 

 

state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 

flag 교체(swap)와 관련된 프로세스의 상태 및 

기타 정보를 위한 플래그 

priority 프로세스의 우선 순위 

time 프로세스가 기억장치에 위치한 시간으로 

스케쥴링에 이용 

cpu 프로세스가 cpu를사용한 시간으로 스케쥴

링에 이용 

nice 사용자가 정의한 우선순위 변경값 

sig 프로세스에 들어온 singal의 상태 

uid 사용자의 고유 번호 

pgrp 프로세스 그룹 리더 

pid 프로세스 고유 번호 

ppid 부모 프로세서의 고유 번호 

addr 기억장치에서 교체될 프로세스의 시작 주소 

size 기억장치에서 교체될 프로세스의 크기 

프로세스 테이블 

 

2. CPU 스케쥴링 

 CPU 스케쥴러는 모든 프로세스들 사시에 CPU를 공동

으로 사용하게 하여 프로세스들이 CPU를 사용하는데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CPU는 시분할 방법으

로 운영되어 정해진 시간동안만 프로세스를 할당되는 

라운드 로빈(RR : Round –Robin) 스케쥴링을 이용 

(라운드 로빈 - 33페이지 확인) 

  

스케쥴러가 고려하는 변수 

- 프로세스가 기억장치 내에 머무른 시간 또는 교채 

공간에 머무른 시간 

 프로세스가 들어오기 위해 요구되는 기억장치 크기 

- 프로세스의 현재 위치 

- 프로세스의 상태 

 

 

 

3. 파이프라인과 필터(Pipe Line & Filter) 

① 파이프라인  

 프로세스 간의 데이터 전송로로서 파이프에 의한 

프로세스 간 정보교환은 공통 파일을 공유함으로써 이

뤄진다. 즉 한 프로세스의 출력이 다른 프로세스의 입

력으로 사용됨으로써 프로세스 간 정보 교환이 가능하

다. 파이프라인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일렬로 세우고 

그 사이에 파이프를 두어 정보를 흐르게 한다. 

 

파이프라인 동작 

 

② 필터 

 단일 입력 스트림을 입력받아 처리하여 단일 출력 스

트림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 

 

5. 메모리 관리 

1. 스와핑(Swapping) 

 컴퓨터 주기억 장치의 한계로 인해 준비 상태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를 동시에 수용할 수없을 때, 중단된 프

로세스의 일부를 보조기억장치로 옮기는 과정 

 36 페이지 참고 

 

2. 페이징(Paging) 

 UNIX 시스템의 메모리 관리는 페이지 단위로 행하며, 

페이지 제어를 위해 Free list와 Loop라는 두 개의 자료 

구조를 관리한다. 빈 공간의 페이지 프레임(Frame)은 

Free list에 더해져 재사용되고 페이지 대체는 

LRU(Least Recently Used)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37 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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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출력 관리 

1. 블록 버퍼 캐시 

 입출력 작업 중첩으로 인한 디스크 접근횟수를 줄임. 

 Read 요청 발생 시 시스템은 주기억 장치 내의 버퍼에

서 기록된 데이터를 읽는다. 

 만일 원하는 블록이 버퍼에 있지 않으면 디스크로 부

터 직접 데이터를 읽는다. 

 버퍼에는 가장 최근에 읽은 블록을 기록한다. 

 Write 시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가 실제 디스크에 기록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 손상이 발생하면 데이터를 

손실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Sync 시스

템 호출을 실행하여 아직 디스크에 쓰여지지 않은 버퍼 

블록을 디스크에 저장한다. 

 

2. C-리스트 

 단말과 같은 저속 장치의 소량 데이터 전송에 도움 되

는 간단한 버퍼 매커니즘 

 

7. UNIX 시스템 로그 

1. 로그 설정 확인 

 유닉스 시스템은 시스템 로그 데몬(syslogd)이 실행될 

때 참조되는 로그 설정이 /etc/syslog.conf 파일에 정의 

하고 있다. 

 

 

/etc/syslog.conf 의 예 

 

파일의 각 행 들을 다음과 같은 포맷으로 정의 됨. 

facility.priority;  facility.priority  action(로그파일경로) 

  A     B       A     B       C 

A서비스(데몬)에 대해 B의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 발

생 시  C의 로그파일에 기록을 남겨라. 
 

2. facility(메시지 종류) 

facility 설명 

* 모든 서비스 의미 

auth 로그인과 같이 사용자 인증 관련 메시지 

authpriv 보안 및 승인 관련 메시지 

cron Cron 데몬과 atd 데몬에 의한 메시지 

daemon telnet, ftp와 같은 데몬에 의한 메시지 

kern kernel에 의한 메시지 

lpr 프린터 데몬인 lpd에 대한 메시지 

mail Sendmail, pop, qmail에 대한 메시지 

news 
Innd(interNetNews) 등 뉴스 시스템에 의

한 메시지 

uucp Uucp에 의한 시스템 메시지 

user 사용자에 의해 생성된 메시지 

syslog syslogd 에 의한 메시지 

local0 ~ 

local7 

시스템 부팅 메시지 기록, 기타 여분 서

비스에 사용하기 위함. 

syslogd에서 사용하는 facility의 종류와 의미 

 

3. priority(메시지 우선순위) 

priority 설명 

*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메시지 

debug 최하위, 디버깅(debugging) 관련 메시지 

info 
단순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및 통계 관

련 메시지 

notice 에러가 아닌 알람에 관한 메시지 

warning 주의를 요하는 메시지 

err 에러가 발생한 상황의 메시지 

crit 
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치명적인 시스템 

문제 발생 상황의 메시지 

alert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할 상황의 메시지 

emerg 
최상위, 매우 위험한 상황의 메시지, 전체 

공지가 요구되는 메시지 

none 어떤 경우라도 메시지 저장하지 않음 

syslogd에서 사용하는 priority 종류와 의미 

 

4. action 

메시지를 어디에 보낼것인가(어디에 저장)에 대해 행해

지는 목적지나 행위를 가리킨다.  

로그파일 혹은 터미널, 콘솔, 특정 유저에게 전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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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의 종류와 의미 

 

 

5. UNIX 로그파일 종류 

로그파일 설명 

/var/adm/wtmp 

사용자 로그인, 로그아웃 정보 및 

시스템의 shutdown, 부팅정보를 

가진 파일, last 명령어로 확인 

/var/adm/utmp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를 담고 

있는 DB파일로 who, w, whodo, 

users, finger 등의 명령어로 확인 

/var/adm/btmp 
5번이상 로그인 실패할 경우 로그

인 실패정보를 기록. lastb로 확인 

/var/adm/lastlog 

각 사용자들의 최근 로그인 시간, 

접근한 호스트에 대한 정보 

Lastlog 명령으로 확인 가능 

/var/adm/sulog 

su 명령어 사용 시 변경전 사용자

와 변경후 사용자 계정 및 시간정

보 저장, 에디터로 확인 가능 

/var/adm/autolog 시스템 내 인증 관련 이벤트 로그 

/var/adm/acct 

/var/adm/pacct 

사용자가 로그인 후부터 로그아웃 

까지 입력한 명령과 시간, 작동된 

tty 등에 대한 정보수집. lastcomm 

이나 acctcomm 명령어로 확인 

사용자 계정의 

history 

사용자별로 실행한 명령을 기록하

는 로그, history 명령어나 에디터

로 정보확인 가능 

acct 및 pacct 파일에 기록되지 않

은 명령어 argument나 디렉토리 

위치까지 기록 가능하므로 사용자 

행위 분석시 유용 

 

 

 

action 설명 

file file에 내용을 추가 

@host Host에 지정된 호스트로 메시지를 전송 

User 지정된 사용자의 스크린으로 메시지 전송 

*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의 스

크린으로 메시지 전송 

(5) Linux 
 리누스 토빌즈(Linus Torvalds)가 대형 기종에서 작동

하던 OS인 UNIX를 386 기종의 개인 PC에 작동하게 

만든 운영체제. 인터넷을 통해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완전 무료로 공개하여 사용자는 원하는 대로 특정 기

능 추가가능, 어떠한 플랫폼에도 포팅가능 

 

1. 특징 

 - 오픈소스 운영체제 

 - 다중 사용자 환경 

 - 다중 작업 및 가상 터미널 환경 

 - GUI 방식의 X 윈도우 

 - CPU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는 운영체제 

 - 강력한 네트워크 지원 

 - 다양한 드라이버 지원 

 

2. X windows 

 X 윈도우 시스템은 리눅스, Unix 등에 채용된 그래픽 

환경 기반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이며 현재 리눅스에 있

어 표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XFree86 프리웨어 프로그

램 

1) 특징  

 네트워크 기반 그래픽 환경 

 프로그램 작성시 많은 종류에 컴퓨터에서 구동 가

능하므로 이식성이 뛰어남 

 그래픽 환경에 필요한 자원(스크롤바, 아이콘, 색상 

등)이 특정한 형태로 정의 되어 있지 않다 

 서로 다른 이 기종을 함께 사용 

 디스플레이 장치에 의존적이지 않다. 

 

2)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함. X 

윈도우 클라이언트는 직접적으로 사용자와 통신할 

수 없다.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키보드, 마우스 

입력 같은 사용자의 입력을 얻을 수 있다. 즉 X 클

라이언트는 X 서버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이용하도록 

작성된 하나의 응용프로그램이다. 서버는 응용프로그

램에서 수해된 결과를 출력장치에 표시하는 역할을 

맡고있다. 

 통신을 위해 X 프로토콜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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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inux 시스템 로그  

1) /var/log/dmesg 

 리눅스 부팅될 때 출력되는 모든 메시지 기록 

 부팅 시 에러나 조치사항을 살펴보려면 참조 필요 

 

2) /var/log/cron 

 Cron에 의한 시스템의 정기적인 작업에 대한 로그기록 

 /etc/ 디렉토리에 있는 cron.hourly, cron.daily, 

cron.weekly, cron.monthly 디렉토리에 저장된 시간별, 일

별, 주별, 월별로 리눅스 시스템에서 자동 실행할 스크

립트 파일들에 따라 실행된 결과를 기록 

 

3) /var/log/messages 

 리눅스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로그파일로서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메시지를 저장 

 주로 시스템 데몬들의 실행상황과 내역, 사용자들의 접

속 정보 등의 로그기록내역을 기록 

 

4) /var/log/secure 

 주로 사용자들의 원격접속 즉, 원격로그인 정보를 기록

하고 있는 로그파일로서 서버보안에 아주 민감하고 중

요한 파일 

 특히, tcp_wrapper(xinetd)의 접속제어에 관한 로그파일

로서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접속했는가에 대한 로

그기록 

 시스템의 불법침입 등이 있었다고 의심 될 때 반드시 

확인 필요 

 Sshd 데몬과 su 관련 실행, telnet 관련 원격 접속 실행 

내역 기록 

 

5) xferlog 

 proftpd 또는 vsftpd 등 리눅스 시스템의 FTP 서버 로

그 파일 

 FTP 서버에 로그인하는 사용자에 대한 기록과 어떤 파

일을 업로드, 다운로드 하였는지 기록됨 

 

6) mailog 

 sendmail, qmail과 같은 메일 송수신관련 내역들과 

ipop, imap 등과 같은 수신내역들에 대하여 기록’ 

 

 

 

4. Linux 로그관리  

1) 로그 모니터링 

 /var/log/secure 파일을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 하

려면  

 tail f /var/log/secure  

 와 같은 명령어 사용 

lastlog는 /etc/passwd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계

정의 최근 접속정보를 확인 하는 명령어이다. Lastlog는 

/var/log/lastlog 파일의 정보에 저장된 정보를 참조하

여 결과를 출력한다. 

 /var/log/lastlog 파일은 바이너리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cat, vi등 에디터로는 열어 볼 수 없고, lastlog 

명령어로 확인 가능 

 

2) 로그 순환 

 loglotate는 시스템 로그파일에 대하여 로그순환, 압축 

또는 메일을 발송해주는 리눅스 로그파일 관리 명령어. 

 대부분 리눅스가 설치될 때 패키지 형태로 기본 설치 

 

/usr/sbin/loglotate loglotate 데몬 프로그램 

/etc/loglotate.conf loglotate 설정 파일 

/etc/loglotate.d/ 
패키지 설치된 데몬들을 위한 

logrotate 설정 파일 

/var/lib/loglotate.st

atus 

logrotate를 실행한 작업내역 

보관 

/etc/cron.daily/logl

otate 

주기적인 실행을 위해 cron에 

의한 일 단위 실행 

logrotate 서비스의 데몬과 관련 파일들 

 

 

5. 리눅스 파일시스템 

 윈도우의 VFAT, NTFS와 다양한 네트워크 파일시슽메, 

Ext2/3/4 같은 파일시스템 등 다양한 파일시스템 지원

한다.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EXT 파일시스템 지원한다. 

  

29 페이지 EXT 파일시스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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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눅스/Unix 계정과 권한체계 

1) passwd  

기본적으로 root라고 불리는 관리자와 일반 사용자 계

정이 있다.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계정 목록을 

/etc/passwd 파일에 저장하고 있다. 

 vi (메모장 같이 파일의 내용 확인,편집 가능한 편집기) 

 

/etc/passwd 파일 내용 

 

 

① 사용자 계정을 나타낸다. 

② 패스워드가 암호화되어 shadow 파일에 저장되어 있

음을 나타낸다. 

③ 사용자 정보(UID, User ID)다. 

④ 그룹 번호(GID, Group ID )다. 

⑤ 사용자의 이름. 시스템 설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설정으로 자신의 이름을 입력해도 된다. 

⑥ 사용자의 홈 디렉터리를 설정. 관리자이므로 홈 디렉

터리가 /root 다. 일반 사용자는 /home /wishfree와 같

이 /home 디렉터리 하위에 위치. 

⑦ 사용자의 쉘을 정의한다. 기본 설정은 bash 쉘로 자

신이 사용하는 쉘을 이곳에 정의하면 된다. 

 

2) 파일 목록 권한 확인 

 디렉토리 목록 조회 명령어 ls -al 실행 한 결과 

 

 

①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 표현 

② 해당 파일에 링크(Link)되어 있는 파일 개수 표시 

③ 보통 해당 파일을 생성한 계정이지만, 파일 생성자 

또는 관리자가 임의로 바꿀 수 있다. 

④ 위와 마찬가지로 생성한 계정이 속한 그룹이나 파

일 생성자 또는 관리자가 보통 해당 파일을 임의로 바

꿀 수 있다.  

 

 

 

문자 파일 속성 

D 디렉터리 파일 

- 일반 정규 파일 

| 링크 파일 

c 버퍼에 저장되지 않는 특수 파일 

b 버퍼링 된 특수 파일 

s 소켓 기능하는 파일 

p 파이프 기능 파일 

파일의 종류에 대한 속성 문자 

 

파일 속성 다옴에 바로 이어지는 문자 9개가 실질적인 

권한의 정의다. 처음의 rwx는 파일의 소유자에 대한 접

근 권한 다음의 r-x는 소유 그룹에 대한 접근 권한， 

마지막의 r-x는 파일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이들(others)

에 대한 접근 권한이다. 

rwx의 r, w , x는 각각 읽기 (Read) ， 쓰기 (Write) ， 

실행하기 (eXecution)를 의미한다. 또한 다음 처럼 각

각의 고유한 숫자로 표기한다. 

r : 4(2 진수 100) 

W : 2(2 진수 10) 

x : 1(2 진수 1) 

따라서 rwx는 각각의 숫자 r(4) + w(2) + x(l)를 더한 수 

7(2 진수 111)로 읽는다. 

접근 권한이 rwxr-xr-x 인 경우 755 로 읽는다 

권한의 내용은 파일의 소유자, 그룹, 관련 없는 이들 

모두가 파일을 읽고 실행할 수 있지만， 파일에 쓰거

나 변경할 수 있는 이는 파일의 소유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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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일과 디렉터리 생성 시 기본 권한 

리눅스에서는 파일 생성 시 기본 권한을 부여하고 이

는 umask 값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umask 값은 

/etc /profile 에서 설정한다. 그러나 개별 계정에 대해 

설정시에는 /home 디렉터리 밑의 각 계정별로 .profile 

파일에， bash 셀을 사용할 경우에는 .bashrc 에， C 

셀을 시용할 경우에는 .cshrc 파일에 설정한다. 

페도라 14 의 모든 계정은 /etc /bashrc 파일에 설정되

어 있는 umask 값을 따른다. 

umask 값이 022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확인할수 있다. 

 

/etc/bashrc 파일의 umask 값 확인 

 

파일은 기본 생성 최고 권한이 666 이며 디렉터리의 

생성 최고 권한은 777 이다. 디렉터리가 777 인 이유는 

디렉터리에 실행 권한(x) 이 없으면 디렉터리 안으로들

어갈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파일 및 디렉터리 생성 시 

기본 권한은 최고 권한에서 umask 값을 빼준값이 된다. 

즉，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파일은 666-022 인 644가, 

디렉터리는 777-022 인 755가 기본 권한이다. 

 

4) 파일 및 디렉터리 기본 생성 권한 변경 

umask 값을 변경하면 파일과 디렉터리 생성시 부여

되는 기본권한이 바뀐다. 예를들어 umask 값이 027 이 

되면 파일은 640(666 -027)이 되며 디렉터리는 750(777-

027) 이 된다, umask 값은 관리자만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관리자 권한으로 변경하는 su(switch user) 명령을 이

용한다. 참고로 id(identity) 명령은 현재의 계정에 관한 

권한 정보를 알려준다. su 명령을 수행하기 전과후의 권

한 정보를 참고하여 살펴보자. 

 

그림 2 root 계정으로 계정 변경 

wishfree 계정에서 root 계정으로 변경하자, UID와 GID 

가 500 번에서 0 번으로 바뀐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etc/bashrc 파일에서 umask 값을 027로 바꿀 시 

 

/etc/bashrc 파일의 umask 값 변경 

 

a.txt 파일과 a 디렉터리를 생성한 것처럼 c.txt와 C 디

렉터리를 생성해보자. c.txt 파일은 640(666 -027), c 디

렉터리는 750(777-027) 권한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txt 파일 및 c 디렉터리 생성 후 접근 권한 확인 

 

 

5) 리눅스 보안 관련 도구  

명령어,/도구 설명 

md5sum 
파일에 대한 hash값을 생성하여 보

안성, 일관성을 향상 시켜줌 

tripwire 
파일에 대한 변경여부를 알수있도

록 한다. 무결성 검증을 위한 도구 

lsof(list of file)  

현재 프로세스에서 어떤 파일이 사

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령어, 또한 

어떤 소켓이 열려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df 
현재 사용중인 파일시스템들의 사

용량을 확인 

diff 
두 파일의 다른 부분을 실제 두 파

일의 내용과 함께 보여줌 

pstree 
프로세스의 관계를 트리구조로 보

여주는 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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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윈도우 계정과 권한 체계 

 윈도우 계정과 권한 체계도 리눅스 처럼 기본적으로 

관리자와 일반 사용자로 나뉜다. 그러나 윈도우가 좀 더 

세분화 되어 있다. 

[제어판] ->[관리 도구]-> [컴퓨터 관리]의 [로컬 사용자 

및 그룹]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윈도우 사용자 확인 

 

계정이름 설명 

Administrator 

관리자 권한의 계정으로,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 계정 중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SYSTEM 

시스템에서 최고 권한을 가진 계정

으로 로컬에서 관리자보다 상위 권

효멸 가진다. 원격 접속이 불가능하

며, 사용자가 이 계정을 사용하여 시

스템에 로그인할 수 없다 

Guest 
매우 제한적인 권한을 가진 계정으

로 기본 설정은 사용 불능이다 

윈도우 기본 사용자 

 

 

 

그룹이름 설명 

Administrator 
도메인 자원이나 로컬 컴퓨터에 대

한 모든 권한이 있다. 

Account 

Operators 

사용자나 그룹 계정을 관리하는 그

룹 

Backup 

Operators 

시스템 백업을 위해서 모든 시스템

의 파일과 디렉토리에 접근 가능 

Guests 
도메인 사용 권한이 제한된 그룹으

로 시스템의 설정 변경 권한이 없다. 

Print 

Operators 
도메인 프린터에 접근할 수 있다. 

 

 

Power Users 

디렉토리나 네트워크 공유, 공용 프

로그램 그룹 생성, 컴퓨터의 시계 설

정 권한이 있다. 

Repicator 

도메인의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진 그룹으로 로컬 로그온과 

시스탬 재시작 및 종료 권한을 가짐 

Server 

Operators 

도메인의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진 그룹으로 로컬 로그온과 

시스템 재시작 및 종료 권한을 가짐 

Users 

도메인과 로컬 컴퓨터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룹. 개개인에 할당된 사

용자 환경을 직접 만들 수 있지만 

설정할 수 있는 항목에는 한계가 있

다. 시스템 서비스의 시작 및 종료 

권한이 없으며 디렉토리 공유설정을 

할 수 없다. 

윈도우 기본 그룹 

 

윈도우 SID의 구조 

 

①해당 시스템이 윈도우 시스템임을 표시 

②시스템이 도메인 컨트롤러이거나 단독 시스템 

(Stand alone system)임을 표시 

③시스템의 고유 숫자로, 시스템을 설치할 때 시스템의 

특성을 수집하여 생성됨 

④숫자로 표현되는 각 사용자별 고유한 ID. 관리자

(Administrator)는 500번, Guest 계정은 501번, 일반 사

용자는 1000 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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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산 운영체제 

1) 다중 처리기(Multi-processor) 

프로세서 연결방식  

●공유버스 

- 장치 연결이 단순 및 추가가 용이 

- 한 시점에 하나의 전송만이 가능 

- 버스에 이상이 발생 시 전체 시스템 중단 

- 시스템의 전체 전송량이 버스의 전송률에 의해 제

한됨. 

●크로스바 교환 행렬 

- 각 기억장치마다 다른 경로를 사용할 수 있음 

- 두 개의 서로 다른 기억장치를 동시에 참조 가능 

- 하드웨어가 복잡해짐 

 

다중 처리기의 운영체제 

●주/종(master/slave) 처리기 

- 하나의 프로세서를 Master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slave로 지정하는 구조 

- 주 프로세서가 고장나면 전체 시스템 중단 

- 주 프로세서만 입/출력을 수행하므로 비대칭구조 

- 주 프로세서 역할 : 입/출력과 연산 담당, OS 수행 

- 종 프로세서 역할 : 연산만 담당, 입/출력 발생시 주 

프로세서에게 서비스 요청 

●분리 수행 처리기 

- 주/종 처리기의 비대칭성을 보안하여 각 프로세서가 

독자정인 운영체제를 가진 구조 

- 프로세서별 인터럽트는 독자적으로 수행 

●대칭적 처리기  

- 여러 프로세서들이 완전한 기능을 갖춘 하나의 운

영체제를 공유하여 수행하는 구조 

 

프로세서의 결합도 

● 약결합 시스템(Loosely Coupled System) 

- 각 프로세서마다 독립된 메모리를 가진 시스템으로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 함. 

- 둘 이상의 독립된 컴퓨터 시스템을 통신망을 통하

여 연결한 시스템 

- 각 시스템마다 독자적인 운영체제가 존재 

- 프로세서 간의 통신은 메시지 전달이나 원격프로시

저 호출을 통하여 이뤄짐 

- 각 시스템마다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하여 프로세서

간의 결합력이 약함 

●강결합 시스템(Tightly Coupled System) 

- 동일 운영체제 하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하나

의 메모리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다중 처

리 시스템이라 함. 

- 하나의 운영체제가 모든 프로세서와 시스템 제어 

- 프로세서 간의 통신은 공유 메모리를 통해 이뤄짐 

- 하나의 메모리를 사용하므로, 프로세서 간의 결합

력이 강함 

- 공유 메모리를 차지하려는 프로세서 간의 경쟁을 

최소화 해야 함 

 

Flynn의 분류 

●SSID(Single Instruction Single Data) 

 - 단일 명령 흐름에 대한 단일 데이터 흐름 

●SIMD(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 단일 명령 흐름에 대한 다중 데이터 흐름, 벡터 처

리기 혹은 배열 컴퓨터 

●MISD(Multiple Instruction Single Data) 

 - 다중 adufud 흐름에 대한 단일 데이터 흐름, 이론

적일 뿐 실질적인 처리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는 구조 

●MIMD(Multiple Instruction Multiple Data) 

 - 다중 명령 흐름에 대한 다중 데이터 흐름, 진정한 

의미의 병렬 처리 구조 

 

2) 분산 시스템 

설계 목적 

 자원공유 : 각 시스템이 통신망을 통해 연결되어 있으

므로 유용한 자원 공유하여 사용 

 연산속도 향상 : 하나의 일을 여러 시스템에 분산시켜 

처리함으로써 연산속도가 향상 

 신뢰도 향상 : 여러 시스템 중 하나의 시스템에 오류 

발생 시 다른 시스템이 일 처리 가능하여 신뢰도 향상 

 

분산 시스템 장/단점 

●장점 

여러 사용자들 간의 통신 용이 

제한된 장치를 여러 지역의 사용자가 공유 

여러 사용자들이 데이터 공유 

중앙 컴퓨터의 과부하 적음 

시스템의 점진적 확장 용이 

하나의 일을 나누어 처리함으로써 연산 속도, 신뢰

도, 사용 가능도 향상, 결함 허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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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중앙 집중형에 비해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려움 

보안의 어려움 

 

분산 시스템 투명성 

위치 투명성 : 자원의 물리적 위치를 모르더라도 접근 

가능 

이주 투명성 : 사용자나 응용프로그램의 동작에 영향

을 받지 않고 시스템 내에 있는 자원 이동 가능 

복제 투명성 : 사용자에게 통지할 필요 없이 자원들의 

부가적인 복사를 자유로이 수행 가능 

병행 투명성 : 여러 다중 사용자들이 자원들을 병행하

여 처리하고 공유 가능 

 

분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결함 

링크 결함 : 연결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 

사이트 결함 : 각 사이트(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 

메시지 분실 :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로 메시지 전송 

시 발생할 수 있는 결함 

 

클라이언트/서버 모델 

- 중앙 컴퓨터에서 대부분 작업을 처리하던 예전의 

호스트/터미널 모델과 달리 클라이언트 쪽에서 더 많

은 작업을 처리하여 서버의 부하를 줄이는 방식 

- 통신 응용을 위한 표준 모델 

- 시스템 확장이 용이하고 유연함 

- 서버는 공유된 다양한 시스템 기능과 자원을 제공 

- 서버는 공유된 다양한 시스템 기능과 자원을 제공 

- 처리할 자료의 출저 가까이에서 처리 작업 진행 

- 프로그램의 모듈성과 융통성을 증대시킴 

- 개방형 시스템으로 다양한 하드/소프트웨어 선택  

 

위상에 따른 분류 

●망(mesh)형-완전 연결성 

 

 - 각 컴퓨터는 시스템 내의 모든 컴퓨터들과 직접 연

결 

 - 신뢰성 높음, 설치비용 많이 듦 

●트리(tree)형-계층형 

 

 - 각 컴퓨터들이 트리형태로 연결된 구조 

 - 상위 컴퓨터가 고장 나면 하위 컴퓨터들은 통신이 

불간능 

 

●성(star) 형 

 

 

 - 모든 컴퓨터가 하나의 중앙 컴퓨터에 직접 연결 

 - 구조가 간단 

 - 중앙 컴퓨터에 발생하면 전체시스템 마비 

 - 응답이 빠르고 통신비용이 적음 

 - 터미널의 증가에 따라 통신회선수도 증가 

 

●링(Ring)형-환형 

 

 - 시스템 내의 각 사이트가 인접하는 다른 두 ㅅ사ㅏ

이트와 직접 연결된 구조 

 - 정보는 단방향 또는 양방향으로 전달 

 - 새로운 노드를 추가할 경우 통신회선 절단필요 

 -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단방향인 경우 최대 n-1개의 

노드를 거침 

 - 기본 비용은 사이트 수의 비례함 

 - 메시지가 링을 순환을 할 경우 통신비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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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접근 버스 연결(Muli Access Bus Connection)형 

 

 - 시스템 내의 모든 사이트들이 공유 버스에 연결 

 - 물리적 구조가 단순하고 사이트의 추가,삭제 용이 

 - 사이트의 고장은 통신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공유 

버스의 고장은 전체 시스템의 영향을 줌 

 

운영체제에 따른 분류 

 네트워크 운영체제 

 독자적인 OS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구

성한 것으로 사용자가 원격 시스템으로 로그인 하거

나 원격으로 지원을 전달받아 사용 

 분산 운영체제 

 하나의 운영체제가 모든 시스템 내의 자원을 관리하

는 것으로 원격에 있는 자신의 자원처럼 쉽게 접근ㄴ

하여 사용 할 수 있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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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한 추천 서적 및 자료 

(서적)정보보안기사 필기 (어플리케이션 보안, 네트워크 보안) 

 

응용 프로그램 

웹 브라우저 포렌식 

https://github.com/proneer/Slides/raw/master/Windows/(FP)%20%EC%9B%B9%20%EC%95%84%ED%8B%B0%ED%8C%A

9%ED%8A%B8%20%ED%8F%AC%EB%A0%8C%EC%8B%9D%20(Web%20Artifacts%20Forensics).pdf 

 

네트워크 이해 

정보 처리 기사 필기 & 요약정리(데이터통신 과목) 

 http://nickoo.tistory.com/attachment/cfile22.uf@224A994456AD7A2C0A65FE.pdf 

(서적)쉽게 배우는 데이터 통신과 컴퓨터 네트워크 

(서적)정보 보안 기사 필기(네트워크 보안) 

(서적)IT CookBook, 정보 보안 개론과 실습 : 네트워크 해킹과 보안(개정판) 

(서적)후니의 쉽게 쓴 시스코 네트워킹 

(서적)TCP/IP 프로토콜 Behrouz A. Forouzan 저 

 

문제 사이트(정보처리 – 데이터통신 과목) 

http://www.gunsys.com/gunsystem_pilgi.htm?cbt=gisa 

3과목 응용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이해 

https://github.com/proneer/Slides/raw/master/Windows/(FP)%20%EC%9B%B9%20%EC%95%84%ED%8B%B0%ED%8C%A9%ED%8A%B8%20%ED%8F%AC%EB%A0%8C%EC%8B%9D%20(Web%20Artifacts%20Forensics).pdf
https://github.com/proneer/Slides/raw/master/Windows/(FP)%20%EC%9B%B9%20%EC%95%84%ED%8B%B0%ED%8C%A9%ED%8A%B8%20%ED%8F%AC%EB%A0%8C%EC%8B%9D%20(Web%20Artifacts%20Forensics).pdf
http://nickoo.tistory.com/attachment/cfile22.uf@224A994456AD7A2C0A65FE.pdf
http://www.gunsys.com/gunsystem_pilgi.htm?cbt=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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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용 프로그램 

1) 디지털 포렌식과 응용P/G 

디지털 포렌식 프로그램은 개발자 개인 및 포렌식 

솔루션 개발 회사에서 무료배포하는 공개용 프로그램

과 솔루션을 개발/판매하는 사용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개용 

디스크 분석 툴, 메일 분석 툴, 파일 및 

데이터 분석 툴, 인터넷 히스토리 분석 

툴, 레지스트리 분석 툴 등 각각 기능의 

특화된 다수의 프로그램이 공개되어 있어 

용도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된다. 

이미징 도구 : FTK Imager 

MFT 분석 : MFTView 

유닉스 통합 분석 툴 : The Seluth Kit 

레지스트리 분석 툴 : Regshot 

상용 

공개용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통합하고, 다양한 파일시스템을 

지원 하며 GUI(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

를 도입하여 사용자들이 하나의 상용 프

로그램만으로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만

든 통합 포렌식 분석 프로그램  

 FTK(Forensic ToolKit) – AccessData 사 

 EnCase – GuidanceSoft 사 

 FinalForensic – FinalData 사(한국) 

 

 EnCase 툴은 세계 점유율 1위이며 사실

상 표준이다. 그러나 최고의 툴은 아니지

만 세계적으로 본다면 미국 법률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EnCase는 가장 보편화

된 툴이라고 할 수 있다. 

 

 

2) 웹 브라우저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서버는 사용자와 통신을 위해 HTML 문서나, 파일을 

전송하고 있으며 브라우져는 이를 해석하여 보여주게 

된다.  브라우져는 여러 종류가 있다. 

 

 

1. Internet Explorer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웹 브라우져로 

Windows에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웹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지 않고 바로 실행 

시킬 경우 Temporary Internet File에 저장된다. 또한 웹 

서버가 필요에 따라 쿠기 파일을 만들 경우 텍스트 형

식의 쿠키 파일이 이 디렉토리에 생성된다.  

 Internet Explorer 기능 중 History는 index.dat 파일을 

통해 저장되는데, Windows 버전에 따라 다른 위치를 

가진다. 

 

버전 저장 위치 

95 

98 

Me 

\WINDOWS\Temporary Internet Files\ 

\WINDOWS\Cookies 

\WINDOWS\History]History.IE5 

NT 

\Winnt\Profiles\<username>\Local 

Seting\Temporary Internet Files\ 

\Winnt\Profiles\<username>\Cookies 

\Winnt\Profiles\<username>\Local 

Setting\History\History.IE5 

2000 

XP 

Document and Settings\<username> 

\ Temporary Internet Files\ 

Document and Settings\<username> \Cookies 

Documents and Settings\<username> \Local 

Setting\History\History.IE6\ 

Vista 

7 

Users\<username>\AppData\Local 

\Microsoft\Windows\Temporary Internet Fiels\ 

Users\<username>\ \AppData\Local\Microsoft 

\Windows\History 

Users\<username>\AppData\Roaming 

\Microsoft\Windows\Cookies 

윈도우 버전별 임시파일, 쿠키, 히스토리 저장 경로 

 

 History는 접속한 URL, 다운로드 파일, 마지막 방문 

시간을 저장하고 있다. URL 정보에는 사용자가 웹사이

트를 통해 검색한 검색어에 대한 쿼리 내용도 포함되

어 있어 쿼리 내용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검색한 검색

어 정보를 획득 할 수 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2급 대비 요약        

62  

 

 최근 Internet Explorer 10 이상의 버전에서는 

Index.dat 파일에 더 이상 접속기록 등을 저장하지 않

는다. 대신 ESE 데이터베이스 형식을 지니는 

WebcacheV01.dat와 같은 파일로 기록을 저장한다. 기

존 Index.dat와 파일의 포멧 형식이 달라서 시중에 출

시되어 있는 디지털 포렌식 소프트웨어들로 분석을 진

행하지 못하였으나, 최근에는 상용 포렌식 소프트웨어 

뿐 아니라 프리웨어 소프트웨어 WebcacheV01.dat 파

일을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WebcacheV01.dat 파일의 

기본 경로는  

C:\Users\<username>\AppData\ Local\Microsoft 

\Windows\WebCache     이다.  

 

2. FireFox 

 FireFox도 Intemet Explorer와 같이 임시파일, 히스토

리, 쿠키를 저장한다. FireFox3와 Firefox2는 각각 사용

하는 정보의 저장 방법이 다르다. 하지만 버전2에서 

버전3으로 업데이트 하더라고 버전2 에서 사용한 로

그가 시스템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

분도 조사 되어야 한다. 

 FireFox2 FireFox3 

임시파일 Cache Cache 

웹 히스토리 history.dat places.sqlite 

쿠키 cookies.txt cookies.sqlite 

FireFox 버전별 정보 저장 방식 

 

 

3. Google 크롬(Chrome) 

 구글사에서 개발한 프리웨어로 최근 사용자가 급증하

고 있는 웹 브라우져이다. 사용하는 엔진은 웹킷 렌더

링 엔진과 브링크(Blink) 엔진을 사용한다. 

 크롬의 데이터는 SQLite 포맷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 인터넷 접속 기록, Cache 파일, 자주 접속한 사

이트 등의 기록을 저장한다.  

 

 

 

 

 

 

 

 

버전 저장 경로 

95 

98 

Me 

NT 

2000 

XP 

\Document and Settings\<username> 

\Local Settings\Application Data\Google 

\Chrome\Userdata\Default\Cache  

\Document and Settings\<username> 

\Local Settings\Application Data\Google 

\Chrome\Userdata\Default\History 

\Document and Settings\<username> 

\Local Settings\Application Data\Google 

\Chrome\Userdata\Default\History 

index<Year-Month> 

\Document and Settings\<username> 

\Local Settings\Application Data\Google 

\Chrome\Userdata\Default\Cookies 

Vista 

7 

\User\<username>\AppData\Local 

\Google\Chrome\Userdata\Default 

\Cache 

\User\<username>\AppData\Local 

\Google\Chrome\Userdata\Default 

\Cache\History 

\User\<username>\AppData\Local 

\Google\Chrome\Userdata\Default 

\Cache\History index<Year-Month> 

\User\<username>\AppData\Local 

\Google\Chrome\Userdata\Default 

\Cache\Cookies 

Chrome의 윈도우 버전별 임시파일, 쿠키, 히스토리   

파일 저장 경로 

 

4. Apple 사파리(Safari) 

 애플이 개발한 웹 브라우저로서 오픈소스 엔진인 

Webkit을 사용하고 있다. Macintosh 전용 브라우저로 

OS X나 iOS 등 Apple에서 개발된 운영체제에서 기본

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윈도우즈에서도 사용 가능하

다. 하지만 윈도우즈 버전은 5.1.7 버전 이후로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사파리는 아이튠즈와 유사한 

북마크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고, 애플의 퀵타임 멀티

미디어 기술과 통합되어 있으며, 탭 브라우징 인터페

이스를 사용. Cache Data는 SQLite 형태로 저장되고 

Cookie나 History, Download 경로는 plist 형태로 저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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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저장 위치 

2000 

XP 

Documents and Settings\<username> \Local 

Settings \ Application DataComputer.db 

Documents and Settings\<username> 

\Application DataComputer.plist 

Vista 

7 

User\<username>\AppData\Local 

\Apple Computer\Safari\Cache.db 

User\<username>\AppData\Roaming 

\Apple Computer\Safari\History.plist 

User\<username>\AppData\Roaming 

\Apple Computer\Safari\Cookies.plist 

사파리의 윈도우 버전별 임시파일, 쿠키, 히스토리 경로 

 

5. 그 밖의 웹 브라우저 

 Opera : 노르웨이의 오페라 소프트웨어가 개발하고 

있으며, 주로 스마트폰과 PDA에서 사용되지만, 다른 

OS에서 사용가능한 버전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다. 

저사양 PC에 특화되어 있어 열악한 인터넷 환경에서

도 잘 구동되고, Opera 터보 기능 등 특수한 기능도 

가짐. 

 

 

오페라 브라우져 화면 

 

스윙 브라우져 : 줌인터넷에서 개발한 국산 브라우저

로, 크롬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되어서 일부 기능은 크

롬과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스윙 브라우저 화면 

 

이런 다양한 브라우저들은 기존의 브라우저와 형식이 

많이 다르지는 않으나, 인터넷 접속기록등과 같은 관

련 뎅이터들을 분석할 때는 추출한 데이터가 정확한

지, 또한 도구들이 제대로 추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3) 인터넷 메신저 

 대부분의 메신저는 설치 경로， 프로그램 버전 등의 

정보를 레지스트리에 저장하기 때문에 각 메신저의 레

지스트리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부 

메신저는 대화내용 및 메신저 설정 파일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로에 존재하기 하기 때문에 각 메신저의 설

치 경로를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메신저의 레지스트리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대화 내

역 저장 경로, 다운로드 파일 저장 경로, 자동 로그인 

계정명 및 패스워드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메신저의 

다운로드 경로를 확인하고 해당 경로에 존재하는 파일

을 통해 사용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확인 및 분석 할 

수 있다. 자동 로그인 계정명이나 메신저에 저장되어 

있는 계정명을 통해 메신저에 최종적으로 접속한 사용

자를 식별 할 수 있다. 

메신저를 통한 사용자의 대화내역 및 파일 송수신 

정보는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의

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Windows Live messenger 

레지스트리 경로는 HKCU￦Software

￦Microsoft\MSDMessenger 이고, 설치 경로, 프로그

램 버전 및 기타 설정 정보들을 기록하고 있다.  

 “MachineGuid"값은 메신저가 설치된 PC의 GUID 이

고 

‘MachineName"은 PC의 이름이다. 또, 사용자를 구분

하기 위해 HKCU￦Software

￦Microsoft\ MSDMessenger \PerPassportSettings에 

Passport 번호로 하위키를 만들어 사용자별 계정정보

를 기록하고 있다.  

”MessageLogPath“에는 각 계정의 대화내역 정보가 

저장되는 경로가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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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우편(E-Mail) 

 수사 관점에서 용의자가 주고받은 이메일은 사건 정

황을 이해하고 범행증거 자료 수집을 위한 주요한 자

료가 될 것이다.  

 

1. Microsoft Office Outlook 

 Microsoft사의 사용 소프트웨어인 Office 시리즈 패키

지에 포함된 이메일 클라이언트로 이메일 뿐 아니라 

엑셀, 워드와 같은 다른 Office 프로그램과도 연동하여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이 활용되는 프로그

램 

 

 컴퓨터 에 Microsoft Outlook 데이터를 보관할 경우 

개인 폴더 파일(.pst) 이나 오프라인 폴더 파일(.ost)을 

사용하게 된다.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하려면 이러한 

파일의 복구 방법을 알아야 한다. Outlook에는 .pst파

일이 손상될 경우 백업 복사본으로 전환하지 않고 문

제를 수정할 수 있는 도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받은 편지함 오류 수정 도구라고 하며, Outlook 설치 

시 하드 디스크에 설치된다 .. ost파일이 손상될 경우 

문제를 수정할 수 있는 도구 역시 포함되어 있으며 이

것을 OST 통합 도구라고 한다. OST 통합 도구를 사용

하여 .ost 파일을 검사 및 복구 할 수 있다. 이 도구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면 해당 .ost파일을 사

용하지 않고 새 파일을 만들 수 있다. Outlook 에

서 .pst 파일을 열었을 때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

나면 받은 편지함 오류 수정 도구를 사용하여 개인 폴

더 파일(.pst)를 복구해야 한다 

 

검사 및 복구 시 수행된 작업에 대한 세부 정보가 

Outlook 지운 편지함 폴더에 “OST 통합 확인” 이라는 

제목으로 저장된다. 오프라인 폴더 파일을 복구할 수 

없으면 해당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새 파일을 만들어

야 한다. 

 Office Outlook의 이메일 데이터가 저장되는 기본 

경로는 C:\Documents and Settings\%User Profie% 

\Application Data\Local Settings\Microsoft\Outlook 

이지만 사용자가 임의의 경로에 저장하는 것도 가능 

Windows Vista 이상의 운영체제에서는  

C:\Documents and Settings\%User 

profile%\AppData\Roaming\Microsoft\Outlook\  

에 저장됨. 

2. Outlook Express 

 Microsoft사의 Windows 기반 운영체제 설치 시 포함

된 이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Office Outlook에서 메일 클라이언트 부분만 독립시킨 

라이트 버전이라고 할 수있다. 

 이메일 데이터 확장자는 .dbx  사용 

 이메일 데이터가 저장되는 기본 경로는  

C:\Document and Settings\%User Profile% 

\Application Data\Local Settings\Identities\$Identity 

Name%\Microsoft\Outlook Express\ 

폴더 이다. 

 

3. Mozilla Thunderbird 

 넷트케이프(Netscape)사에서 Netscape 5.0 소스를 공

개하면서 개발된 오픈소스 기반 이메일 클라이언트로 

무료로 배포되고 있으며, Outlook Express의 메일, 설

정, 주소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호환성이 

뛰어나며, 간단한 RSS리더 기능이 있다. 

 Windows, Mac OS, Linux 등 여러 운영체제에서 사용

가능하며, 확장기능 설치가 가능한 특성을 가진다. 

 확장자는 .msf.를 사용 

 이메일 데이터가 저장되는 기본 경로는  

C:\Documents and Settings\%User Profile% 

\Application Data\Thunderbird\Profiles\%default% 

\Mail\Local Folders\  

폴더이다. 

 

4. IBM Lotus Notes 

 Notes는 IBM의 자회사인 로터스 통합 그룹웨어 프로

그램이며, 인스턴스 메시징 기능이 포함된 이메일, 일

정관리 및 스케쥴링 기능, 토론 포럼, 팀룸, 참조 데이

터베이스 및 개인 정보 관리 도구등이 내장되어 있다. 

조직에서 효율적인 전자메일 관리를 위해 사용자 응답 

능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이 특징. 일반

적으로 기업환경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메일 데이터가 저장되는 기본 경로는 

 C:\Program Files\lotus\notes\data\ 폴더이고, 

 .nsf 확장자를 가진 파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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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AC OS X 메일 

 애플의 매킨토시 기반 PC에 설치된 OS X 운영체제에

는 이메일 클라이언트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다. 

데이터가 저장되는 기본경로는  

Users\사용자계정\라이브러리\Mail 폴더이며 

Mbox 확장자의 파일들로 메일데이터가 저장 됨. 

 

5) 기타 응용프로그램 

1. 멀티미디어 관련 프로그램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한 포토샵, 페인트샵, 일

러스트레이터 등 컴퓨터 그래픽스 프로그램과 플래시, 

프리미어, 무비메이커 등 애니메이션, 영상제작 프로그

램, 3D MAX, 캐드, 마야 같은 3D 콘텐츠 제작프로그램 

등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용되며 이런 프로그램

으로 생산된 콘텐츠들을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생프로그램 또한 다양하다.   

 이러한 각 프로그램들은 각각의 특징 있는 데이터 형

식과 파일명을 사용하고 있어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콘텐츠 파일과 이들 응용프로그램들의 특성에 따라 어

떤 의미있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 

 

동영상  

코덱변환기 

다음팟 인코더, 곰인코더,  

Free Video Converter 

클립생성기 Alsee, Muvee, Gcomposer 

비디오 캡쳐 캡타시아, 안캡코더, 알툴바 

비디오 편집기 무비메이커, 프리미어, Greditor 

영상 재생기 곰플레이어, KM플레이어, 알쇼 

영상 콘텐츠 관련 응용프로그램 예시 

 

2. 안티포렌식 응용프로그램 

 과거에는 범죄자들이 수사기관의 수사의 조사를 어렵

게 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에 대응하기 위한 안티포

렌식 기법 및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프라이버시와 정보보호 측면에서 기업/개인들이 

사용하는 PC, 또는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PC에 불필

요하게 저장되거나 기록된 정보가 의도하지 않는 요인

에 의해 유출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

로그램이나 솔루션들이 디지털포렌식을 어렵게하는 요

인이 되고 있다.  

 

  중요한 자산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의 영업비밀 자료, 

개인정보 등 민감한 파일들은 암호화기술을 이용해서 

저장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사실이 되었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자 역시 자신이 취급하는 증거물과 분석자

료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점에서 암

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암호화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

호화 하는 과정에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

리고 데이터를 복호화하기 위해 사용해야하는 비밀번

호와 키를 분실하거나 잊어버렸거나 범인이 스스로 알

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데이터를 불러올 수 없는 어려

움이 큰 단점이기도 하다. 특히 데이터 암호화에 사용

한 비밀번호가 매우 복잡한 경우, 더욱이 파일시스템 

전체가 암호화에 사용한 비밀번호가 복잡한 경우, 더

욱이 파일시스템 전체가 암호화 되어 있는 경우 조사 

현장에 있는 컴퓨터가 전원이 켜져 실행 중이라면 이

런 암호를 모르더라도 복호화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은 수사관점에서 효과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조사현장에서 실행 중인 컴퓨터를 종료 하기전에 트루

그립트, 비트락커, DRM과 같은 파일시스템 암호화 기

능이 동작 중인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다.  

 

1. 트루크립트(TrueCrypt) 

 실시간 파일 암호화를 지원하는 응용소프트웨어. 무

료로 제공되고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다.  

 파일 내부나 디스크 파티션에 가상의 암호화 디스크

를 생성하거나, 전체 하드디스크를 할 수 있다.  

 Windows 2000을 제외한 Microsoft Windows 운영체

제와 MAC OS, Linux를 지원하고, 모든 데이터 저장장

치에 부팅 전 인증도 지원한다.  

 그러나 2014년 5월 부로 개발 중단되어 마이크로소

프트의 BitLocker를 사용하도록 공지하고 있다. 

 

2. 비트락커(BitLocker) 

 Microsoft의 상용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사용이 간편하

고 전체 드라이브를 암호화할 수 있으며 자신의 시스

템에 인증받지 않은 변경에 대한 보호를 돕는다.  

 

3.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hy) 

 전달하려는 기밀정보를 그래픽, 사진, 영화, 소리파일 

등에 암호화해 숨기는 심층 암호기술로, 정보를 교환

하고 있다는 숨기면서 통신을 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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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 

1) 네트워크의 이해  

1. 개요 

 Computer Networking. 

 몇 개의 독립적인 장치가 적절한 영역 내에서 적당히 

빠른 속도의 물리적 통신 채널을 통하여 서로가 직접 

통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데이터 통신 체계 

 유/무선으로 망으로 상호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 받으

며 통신하며 이를 통해 주변장치의 공유, 프로그램과 

파일의 공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집중관리 가능, 데

이터의 공유를 통한 업무효율 극대화, 주변장치와 프

로그램의 공유로 각 시스템(PC)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

감 

 

2. OSI 참조 모델 

 1970년대 후반，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은 네트워크 

상의 호스트간 통신을 정의하기 위해서 7개의 계층

(Layer)으로 된 OSI 참조 모델 이라는 표준을 발표했

는데, 이를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 이라 함. 

 

OSI 참조모델,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 

 

 계층을 나눈 이유는 각각의 계층에만 최적화 된 애플

리케이션을 개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Layer 1 : 물리계층(Physical Layer) 

 - 전기적, 기능적, 절차적 기능 정의 

 - 장치와 전송매체 간의 인터페이스 특성 규정, 전송 

매체의 유형 규정, 전송로의 연결,유지 및 해제를 담당 

 - 관련 표준 : RS-232C, X.21 등.. 

 

 

Layer 2 : 데이터 링크(Data Link Layer) 

 - 2개의 인접된 호스트(Host) 간의 데이터의 전송을 

행하고 전송에러를 제어 

 -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프레임 데이터 전송 

 - 논리 링크 제어 및 매체 엑세스 제어 

 - 프레임 동기(순서제어), 흐름제어, 전송제어를 통해 

링크의 효율성을 향상 

 - 오류제어(에러 검출 및 정정) 

 - 관련 표준 : HDLC, LAP-B, LLC, LAPD, ADCCP 등 

 

Layer 3 : 네트워크 계층(Network Layer) 

 - 네트워크 연결을 설정, 유지, 해제하는 기능 

 - 통신 시스템간의 경로 설정 및 네트워크 연결 관리 

 - 패킷 정보를 전송 

 - 정보 교환과 중계 기능 

 - 통신 트래픽의 흐름을 제어 

 - 통신 중에 패킷의 분실로 재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오류 제어 기능 

 - 관련 표준 : X.25, IP 

 

Layer 4 : 트랜스포트(전송) 계층 (Transport Layer) 

 - 네트워크 종단(end)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전송 

 - 종점 간(end-to-end) 전송 연결 설정, 데이터 전송, 

전송 연결 해제 

 - 오류 수정과 흐름 제어를 수행 

 - 신뢰성 있고 투명한 데이터 전송을 제공 

 - 전송 데이터의 다중화 및 중복 데이터 검출, 누락 

데이터 재전송 

 - 관련 표준 : TCP, UDP 등 

 

Layer 5 : 세션 계층 (Session Layer) 

 - 프로세스 간에 연결을 확립, 관리, 단절시키는 수단

을 제공 

 - 대화를 구성하고, 동기를 취함(통신 시스템간의 회

화 기능 제공) 

 - 데이터 교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 

 - 전송하는 정보의 일정한 부분에 Check Point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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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6 : 프리젠테이션 계층(Presentation Layer) 

 - 접속 설정 기능 

 - 문맨관리 기능 

 - 정보 전송 기능 

 - 데이터 암호화 및 압축 수행 

 - 데이터 표현 형식의 설정 및 제어 

 - 코드 변환 

 

Layer 7 : 응용 계층(Application Layer) 

 - 사용자에게 응용 서비스를 제공 

 

2) 네트워크의 종류 

1. LAN(Local Area Network) 

 근거리 통신망 

 한 건물 또는 공장, 학교 구내, 연구소 등의 일정지역 

내의 설치된 통신망으로서 각종 기기 사이의 통신을 

실행하는 통신망 

표준안 

 - OSI 7계층 구조상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을 

대상으로 함 

 - IEEE 802 주요 표준 구격 

   802.5 : 토큰 링 방식의 매체 접근 제어(MAC) 규약 

   802.11 : 무선 LAN에 관한 규약 

 

특징 

 - 제한된 지역 내의 통신 

 - 근거리 상호통신을 지원하고 워크스테이션간 연결 

 - 단일 건물 내에 설치되고, 패킷 지연이 최소화 됨 

 - 경로 선택이 필요치 않고, 망에 포함된 자원 공유 

 - 네트워크 내의 모든 정보기기와 통신 가능 

 - 광대역 전송 매체의 사용으로 고속 통신이 가능 

 - 확장성과 재배치성이 좋음 

 - 매우 낮은 오류율을 가지며, 방송 형태의 이용 가

능 

 - 소단위 고속정보통신망 

 - 공중망을 이용하는 고아역 통신망에 대조되는 망 

 - 기본적인 회선망의 형태로 성형, 버스형, 계층형이 

있음 

 - 전송 매체로 꼬임선, 동축 케이블, 광섬유 등 사용 

 - 전송 방식으로 베이스밴드와 브로드 밴드 방식 있

음 

매체 접근 제어(MAC; Media Access Control) 방식에 

의한 분류 

 CSMA/CD 

- 데이터의 충돌을 막기 위해 송신 데이터가 없을 

때에만 데이터로 송신하고, 다른 장비가 송신중일 

때에는 송신을 중단하며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대

기하였다가 순서에 따라 다시 송신하는 방식 

- 전송 도중 충돌 감지시 즉시 전송을 멈추고 다

른 스테이션에 충돌을 알리는 잼(Jam) 신호 전송 

- 통신량이 적을 때 채널 이용률이 높음 

-장애 처리가 쉬움 

- LAN에 연결되어 있는 어느 한 DTE가 고장나더

라도 다른 DTE의 통신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일정길이 이하의 데이터를 송신할 경우 충돌을 

검출할 수 없음 

- 일반적으로 지연시간을 예측할 수 없음 

- 버스형 또는 성형 근거리통신망에 일반적으로 

이용 

- IEEE 802.3의 표준규약 

토큰 버스(Token Bus) 

- 버스(BUS) 형태를 갖는 LAN에서 사용하는 방식

으로, 망을 구성하는 모든 노드들 사이에 논리적 

링(Ring)이 형성되어 토큰을 잡은 노드만이 데이

터 패킷을 송신할 권리를 가지며, 데이터 패킷을 

전송한 후 토큰을 논리적 링 상의 다음 노드로 넘

겨주는 방식 

토큰 링(Token Ring) 

- 링(Ring) 형태를 갖는 LAN에서 사용하는 방식으

로, 물리적으로 연결된 링 형태의 망을 따라 한쪽 

방향으로 순회하는 토큰에 의해 노드에게 데이터

의 송신권이 주어지는 방식 

 

이더넷(Ethernet) 

- CSMA/CD 방식을 사용하는 LAN 

- 고속 이더넷과 기가 비트 이더넷이 있으며, 기존의 

LAN과 같은 구성과 MAC 프로토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고속 이더넷(Fast Ethernet) : 100 Mbps 속도 지원 

- 기가비트이더넷(Gigabit Ethernet) : 1Gbps 속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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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넷 시스템 규격 

10 BASE T 

10 : 10Mbps 

BASE : 베이스밴드 방식 

T : 전송매체로 꼬임선(Twisted Pair Wire) 이용 

10 BASE 2 

얇은 동축 케이블 이용 

2 : 한 세그먼트의 케이블 길이가 최대 200m 의미 

10 BASE 5 

굵은 동축 케이블 이용 

5 : 한 세그먼트의 케이블 길이가 최대 500m 의미 

 

2. LAN의 응용 및 구성요소 

응용 

형태 특징 

사무실 

네트워크 

근거리 통신망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응용이 사무실 환경이며, 공유, 사무실

간 통신, 인터넷 통신의 목적으로 사용 

산업 

네트워크 

자동화된 제조나 생산에 사용 

로봇 제어, 운반 기구 또는 재고 조사

와 같은 활동제어를 위한 자동차 산업 

백본 

네트워크 

고속 LAN은 조직에서 몇 개의 저속 네

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한 백본

(backbone)으로 사용될 수 있음. 

 

구성요소 

LAN은 근거리 통신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의 조합으로, 하드웨어는 실제 네트워크 부분이고, 소

프트웨어는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 제어해주는 프

로그램의 집합이다.  

하드웨어는 개략적으로 지국(Station), 전송 매체

(Transmisstion Media), 연결장치(Connection Device)로 

나눌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네트워크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와 응용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네트워크 운영체제는 네트워크 지국(Station)과 장치

를 놀리적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용자가 통신

하거나 자원을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가장 널리 알려진 OS는 Windows 서버, 유닉스, 리

눅스 등이 있다.  응용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특별한 

문제 해결에 사용하며 LAN에 특정적이지 않으며 PC

를 통하여 사용함. 

 

구분 내용 

지국 

지국은 컴퓨터, 프린터, 모뎀과 같은 것 

노드(Node)라고도 함 

보통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포함 

전송 

매체 

지국간의 통신경로 이며, 유도/비유도 전송

매체 사용 

유선 LAN의 경우 동축케이블, UTP 케이블, 

광케이블과 같은 유도매체 사용 

무선 LAN은 데이터 전송에 대기 매체 사용 

연결 

장치 

연결장치는 2가지 범주가 있음 

- 전송매체와 지국을 연결하는 장치로 구성

되며, 트랜시버와 트랜시버 케이블이 한 범

주 

- 네트워크의 세그먼트를 모두 연결하는 장

치로 구성되며, 리피터와 브리지가 한 범주. 

지국, 전송매체, 연결장치의 특징 

 

 

3. 사용자의 관점에 따른 LAN 분류 

클라이언트-서버(Client-Server) 모델 

 서버라 불리는 하나 이상의 지국은 클라이언트라 불

리는 다른 지국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버 버전의 

네트워크 운영체제는 서버에 설치되고 클라이언트 버

전의 네트워크 운영체제는 클라이언트에 설치된다. 

LAN은 몇 개의 전용 서버나 하나의 범용 서버를 가질 

수도 있다. 

 

 

클라이언트-서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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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 대 대등(Peer to Peer)모델 

 

대등 대 대등 모델 

 

 각 노드가 동등하게 파일 서버 역할을 수행하며, 각 

네트워크 노드의 여러가지 자원을 공유할 수 있게 도

와준다. 노드와 노드간의 전달을 서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둘 간에 이뤄진다. 각 컴퓨터는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클라이언트, 서버로 사용할 수 있다. 

 

네트워크 구성 형태 

성형 

(Star) 

모든 사이트가 하나의 중앙사이트에 직접 연결

(중앙 집중형) 

중앙 사이트 고장 날 경우 모든 통신 단절 

교환 노드의 수가 가장 적다. 

버스 

공유 버스에 연결된 구조 

사이트의 고장은 다른 사이트의 통신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버스의 고장은 전체 시스템에 영

향을 줌 

링 

인접하는 다른 두 사이트와 직접 연결된 구조 

정보는 단방향 또는 양방향으로 전달될 수 있

음 

노드(Node)가 절단되어도 우회로를 구성하여 

통신이 가능(융통성) 

목적 사이트에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링을 

순환할 경우 통신 비용이 증가함. 

노드의 추가와 변경이 비교적 어렵다. 

계층형 

분산처리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부모사이트 고장 시 그 자식들은 통신 불가 

성형에 비해 신뢰도는 높음 

망형 

각 사이트들이 시스탬 내의 다른 모든 사이트

들과 직접 연결된 구조 

기본 비용은 많이 들지만 통신 비용은 적게들

고 신뢰성이 높음 

많은 양의 통신에 유리 

통신 회선의 총 경로가 가장 길게 소요 
 

트래픽 제어 

 전송되는 패킷의 흐름과 그 양을 조절하는 기능 

 1) 흐름제어 

네트워크 내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송,수신측 사이에 

전송되는 패킷의 양, 속도 규제 

 - 데이터 프레임의 전송률 조정 

 

① 정지 및 대기(stop and wait) 

 수신측의 확인신호(ACK)를 받은 후 다음 패킷 전송 

 한 번에 하나의 패킷만 전송 

② 슬라이딩 윈도우(Sliding Windows) 

한번에 여러 패킷(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어 효율

이 좋다. TCP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은 수신 측에서 

설정한 윈도우 크기만큼 송신 측에서 확인 응답 없

이 세그먼트를 전송할 수 있게 하여 데이터 흐름을 

동적으로 조절하는 제어 기법이다 

 

 2) 혼잡제어 

- 네트워크 내에서 패킷의 대기 지연이 너무 높아지

게 되어 트래픽이 붕괴되지 않도록 패킷의 흐름을 

제어하는 트래픽 제어(네트워크 오버플로우 방지) 

 

4. WAN 

(Wide-Area Network, 광역 통신망) 

 도시와 같은 넓은 지역, 국가나 대륙 같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성하는 컴퓨터 통신망을 의미하며, 종전

의 정보통신망의 총칭이라 해도 틀린말이 아니다. 

 금융기관,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구축한 통신

망은 모두 광역 통신망이라 할 수 있다. 

 수백, 수천 대의 컴퓨터와 각종 컴퓨터 장비들을 연결

하기 때문에 초고속 처리가 가능한 주 컴퓨터를 사용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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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의 교환 방식 

 회선 교환방식  

 - 노드와 노드간의 물리적인 전용 통신로를 설정하

고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  

 - 대표적으로 공중 교환 전화명(PSTN)이 있으며, 팩

시밀리, 화상통신, 파일전송 등에도 사용한다.  

 - 회선 교환은 실시간 처리에 적합하고, 한번 접속이 

되면 통신제어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많

고, 긴 메시지 전송에 적잡한 방식.  

 - 속도 변화 및 트래픽 처리에 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접속 중 두 시스템 간에 통신회선이 독점 됨. 

 

메시지 교환 방식 

 축적 교환 방식의 한 가지로써, 송신 노드, 수신 노

드, 교환기가 있을 때, 송신 노드에서 수신 노드로 데

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송신 노드에서 교환기로 데이

터를 보내어 교환기의 메모리에 저장했다가 수신 노

드에서 요구 시 교환기에서 수신 노드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 

 

 

패킷 교환 방식 

 축적 교환 방식의 또 다른 한 가지인 패킷교환 방식

은, 패킷이라고 불리는 비교적 적은 데이터 단위가 각 

패킷에 담긴 목적지 주소를 기반으로 하여 네트워크

를 통해 발송되는 네트워크의 한 형태이다. 통신 메시

지를 패킷으로 나눔으로써 네트워크 내의 동일한 데

이터 경로를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송신자와 수신자간의 이러한 형태의 통신을 비

연결형이라고 부른다. 현재 인터넷상의 대부분의 트래

픽은 패킷교환 방식을 사용하며,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비 연결형 네트워크이다 

 

 

X.25 

 패킷 교환망을 대상으로 하는 DTE-DCE 간의 인터페

이스를 규정하는 프로토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재 

각 국가에서 국내 패킷 교환망의 프로토콜로 널리 사

용되어 세계적인 표준이 되며, 총 물리-데이터링크-패

킷 3계층으로 구성된다.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의 계층 구조 

  

국제표준, 비표준인 SNA, SDLC 수용하여 널리 보급할 

수 있다는 점 , 프로토콜 변환 기능과 자동 속도변환 

기능을 지원 한다는 점과 강력한 Error Check 기능을 

구현하여 장애가 발생할 때 우회 전송이 가능하며， 

전체적으로 전송품질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이를 통해 하나의 물리적 회선에 다수의 논리 채널을 

할당하여 서로 다른 지역의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

어， 경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5. Wireless (무선) 

 오늘날에는 두 가지 유형의 무선 인터넷 접속이 있다. 무선 

LAN(wireless LAN)에서는 이동 사용자가 패킷을 수십 미터 

반경에 있는 기지국으로 송수신을 한다. 기지국은 일반적으

로 유선 인터넷에 연결되고, 따라서 무선 사용자는 유선 네

트워크에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역 무선 접속망에서는 패킷들은 휴대폰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인프라구조망 상에서 전달되기 때문에 기지국은 전화사

에서 관리하다. 수십키로 반경사용 가능 

 

IEEE 802.11기술(Wi-Fi)에 기초한 무선 LAN은 현재 대학학과, 

사무실, 카페, 가정에서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광역 인터넷 접속의 경우, 이동 전화 기반구조를 이용하여 

수십 키로미터 떨어진 기지국까지 접속을하며, 무선이동통신 

업체들은 1Mbps 이상의 속도로 패킷 교환 장거리 무선 인터

넷 접속을 제공하는 소위 3세대(3G) 서비스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WCDMA로 표준화 되었다. 이후 4세대 이동통신 표준

으로 100Mbps의 LTE(Long Term Evolution)과 Wribro가 표준

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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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BlueTooth) 

 IEEE 802.15.1  네트워크는 저전력, 저비용으로 작은 

범위에 동작한다.  

 802.11은 고전력, 중간 범위, 고속 접근 기술이지만 

 802.15.1은 노트북, 주변장치, 모바일, PDA등을 연결

하는 저전력, 작은 범위 저속 무선 기술이다. 

 802.15 네트워크는 2.4GHz의 비허가 무선 대역에서 

625㎲의 시간을 슬롯을 갖는 TDM 방식으로 동작한

다. 

 송신자는 79채널 중 한 채널로 전송하며, 슬롯 당 

채널 선택 방식은 알려진 임의 방식이다. 

  

와이맥스 

(World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WiMAX) 

 802.16 표준안의 일원으로 넓은 다수의 사용자들에

게 케이블 모뎀이나 ADSL 네트워크 수준의 데이터 

전송률을 무선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술 표준이다.  

건물 밖으로 인터넷 사용 반경을 대폭 넓힐 수 있도

록 기존의 무선랜(802.11a/b/g) 기술을 보완한 것으로 

약 30마일(48km) 반경에서 70MB/s 속도로 데이터 전

송을 보장하나, 이동 때 기지국과 기지국 간 핸드오프

를 보장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시분할 다중화기 : TDM(Time Division Multiplexer) 

 - 시간 폭(Time slot)으로 나누어 여러 대의 단말 장

치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것.  

 - 디지털 회선에서 주로 이용 -> 고속 전송 

 

 

6.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  IP(Internet Protocol) 

 TCP는 인터넷상의 컴퓨터들 사이에서 데이터를 메시

지의 형태로 보내기 위해 IP와 함께 사용되는 프로토콜

이다. IP가 실제로 데이터의 배달처리를 관장하는 동안 

TCP는 데이터 패킷을 추적 관리 한다. 메시지는 인터

넷 내에서 효율적인 라우팅(최적의 경로를 찾는 일)을 

하기 위해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것을 패킷(packet) 이라 부른다. 

 TCP는 연결지향 프로토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

은 메시지들이 각단의 응용 프로그램들에 의해 교환되

는 시간동안 연결이 확립되고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TCP는 IP가 처리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여러 개의 패

킷들로 확실히 나누고 반대편에서는 완전한 메시지로 

패킷들을 재조립 해야 한다. 

  

 

TCP/IP 프로토콜 스택 

 

- TCP/IP의 역사 

1969년에 ARPA(Advanced Research Pr이 ect Agency)가 

실험적인 패킷 교환 방식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연구와 개발에 몰두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현재 

Intemet의 토대가 되는 ARPANET이 탄생하게 되었다. 

TCP/IP 의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주소체계는 Intemet

과 같은 거대한 네트워크망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 그

래서 대 부분의 많은 인터넷 서비스가 TCP/ IP 프로토

콜 스택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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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www의 Web 페이지 파일 전송시 사용 

FTP 상호 파일 전송을 위해 사용 

SMTP E-Mail의 표준 전송 프로토콜 

Telnet 원거리 호스트 원격 접속 프로토콜 

DNS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매핑 서비스 

SNMP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유용한 정보 수집 

및 간단한 네트워크 관리 정보 수정 

TCP/IP Application 

 

7. IP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 

 -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의 자원을 구분하기 

위한 고유한 주소 

 예) 202.179.177.21 (도메인 주소 : www.naver.com) 

 - 숫자로 8비트씩 4부분, 총 32비트로 구성(IP V4) 

   A~E 클래스까지 총 5개 클래스로 나뉨 

 

- 시작 주소 : 0 ~ 127 

- 연결 가능 호스트 수 : 256 X 256 X 256 

 

 

 

도메인 네임 시스템 (DNS : Domain Name System) 

 IP 주소와 호스트 이름(도메인 네임( 간의 변환을 제

공하는 시스템 

 

8. 네트워크 장비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한는 장비 

 

 

허브(HUB) 컴퓨터 연결장치, OSI 1계층 장비 

리피터

(Repeater) 

 

장거리 데이터 전송에서 신호 증폭하

는 장치 

OSI 1계층 장비 

브리지 

(Bridge) 

두개의 LAN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이들을 연결

하는 요소 

OSI 2계층 장비 

라우터 

네트워크 계층에서 연동하여 경로를 

설정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장비 

1계층에서 3계층 사이의 프로토콜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상호 접속 

게이트웨이(GateWay) 기능 지원 

OSI 3계층 장비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구조가 전혀 다른 외부 네트

워크와 접속하기 위한 장비 

네트워크 장비 종류 

 

9. 프로토콜(Protocol) 

 컴퓨터 통신에서 컴퓨터 상호 간 또는 컴퓨터와 단말

기 간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통신 규약(약속) 

프로토콜 기본 요소 

구문(Syntax) 데이터 형식 

타이밍(Timing) : 순서, 속도조절 

의미(Semantics) : 오류, 제어정보 

프로토콜의 기능 

- 캡슐화(요약화)  

데이터 + 제어정보(프로토콜 제어 정보, 에러 검출 

코드, 주소)       기법) HDLC 

 

- 동기 제어 : 기법) 동기/비동기식 

- 경로 제어(라우팅) : 기법) Flooding, RIP, EGP 

- 에러 제어 : 기법) ARQ, 해밍 코드 

- 흐름 제어 : 기법) stop-and-wait, sliding window 

- 순서 제어 : 순서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흐름 제어 

및 오류 제어를 용이하게 하는 기능 

- 주소 지정 : 정확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목적지 이름, 

주소, 경로를 부여하는 기능 

- 다중화 : 기법) FDM, TDM, STDM, AT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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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층별 프로토콜  

OSI계층 TCP/IP 기능 

응용 

표현 

세션 

응용 

응용 프로그램 간의 데

이터 송수신 제공 

telnet, FTP, DNS,SMTP 등 

전송 전송 

호스트 간 신뢰성 있는 

통신제공 

TCP, UDP 

네트워크 
인터넷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을 위한 주

소지정, 경로설정 제공 

IP, ICMP, IGMP, ARP, RARP 

데이터링크 

물리 
링크 

실제 데이터를 송수신하

는 역할 

Etherent, IEEE802, X.25  

RS-232C 

계증별 프로토콜 

 

3) 네트워크 보안  

1. 2,3 계층 

1. 데이터링크 계층 프로토콜 

이더넷 프로토콜 

 

 

 출발지 주소, 목적지 주소는 MAC주소를 사용 

 MAC 주소 : 이터넷 장치의 고유 번호 

 48 bit (16진수[4bit] 12자리) 

 

2.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 

 통신 대상 시스템에 도달하기 위해 다음 인터페이스

의 MAC 주소를 알아낼 때 사용한다. 

선택된 매체에 브로드캐스트(broadcast)를 통해 특정 

IP 주소를 사용하는 호스트가 응답을 하도록 요구하

는 방식 사용 

 목적지 호스트가 응답하면 송신 호스트는 목적지 

호스트와 연결을 맺고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  

윈도우에서 MAC 주소 확인 

 CMD(Windows 명령어 처리기) 에서 

 Ipconfig /all 

 

물리적 주소가 해당 MAC 주소 

 

윈도우에서 동일 네트워크에 MAC주소 확인 

 

 

위 그림에서 보면 유형에 동적, 정적으로 물리적 주

소를 나눌 수 있다.  

동적의 경우 DHCP와 같이 IP가 변하는 환경에서 동

적으로 하면 편리하만, ARP Spoofing, ARP Redirect 와 

같은 공격에 취약하다. 

정적으로 설정 시 보안에 강력하지만, 효율이 나쁘

다. 

 

ARP Spoofing, ARP Redirect 

공격자가 MAC주소를 속여 ARP Request를 하여 가짜 

MAC주소를 인식하게하여 공격자에게 연결을 유도하는  

공격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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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ARP(Reverse ARP) 

 데이터 링크 계층의 주소인 MAC 주소를 가진 네트

워크 계층의 주소, 즉 IP 확인. MAC->IP로 확인 

- 디스크가 없는 호스트가 자신의 IP 주소를 서버로 

부터 얻어내려면 RARP라는 TCP/IP 인터넷 프로토콜 

사용 

 

WirShark  

 가장 널리 쓰이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분석할 수 있

는 프로그램. 네트워크 패킷의 내용을 확인하여 프로

토콜 분석을 진행 할 수 있다.  

 

WireShark로 IP 패킷을 분석한 내용 

 

4.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대표적으로 ping 이라는 툴을 사용. 

 비연결형 프로토콜로, 패킷이 확실히 전송된다는 보

장이 없기 때문에 라우터나 호스트(노드) 등 요류가 

생겨 목적지까지 도달 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송신측

의 상태를 알려줘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ICMP 

 송신측과 목적지의 상황을 진단하는 프로토콜 

 IP계층에서 동작하지만 TCP, UDP와 별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영문)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et_Control_Message_Protocol 

 

 

 

 

2. 전송계층 

1. TCP 

- 전송 계층에서 동작하는 연결 지향형(connection-

oriented) 프로토콜  

- 데이터의 흐름을 관리하고, 데이터가 정확한지 검증

하며 통신  

- 3-way 핸드셰이킹(three-way handshaking)을 통해 연

결 설정  

특징  

•높은 신뢰성  

•가상 회선 연결 방식  

•연결의 설정과 해제  

•데이터 체크섬  

•시간 초과와 재전송 : 일정 시간 대기 후 응답이 없

으면 송신측에서 데이터를 재전송  

•데이터 흐름 제어 

 

 TCP에서 연결 생성 과정  

1단계 : 두 시스템이 통신을 하기 전에 클라이언트는 

포트가 Closed 상태, 서버는 해당 포트로 항상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Listen 상태.  

2단계 : 처음 클라이언트가 통신을 하고자 하면, 임의

의 포트 번호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할당되고, 클라

이언트는 SYN Sent 상태. 서버에 연결을 하고 싶다는 

일종의 의사 표시.  

3단계 :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을 받고, SYN 

Received 상태.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연결을 해도 좋다

는 의미로 SYN+ACK 패킷을 보냄.  

4단계 :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는 연결 요청에 대한 서

버의 응답을 확인했다는 표시로 ACK 패킷을 서버에 

보냄.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et_Control_Message_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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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P에서 열결 해제 과정 

1 단계 : 두 시스템이 통신을 하는 중에는 클라이언트

와 서버 모두 Established 상태.  

2 단계 : 통신을 끊고자 하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FIN 패킷을 보냄. 이때, 클라이언트는 Close Wait 상태

가 됨. (반만 종료)  

3 단계 :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연결 종료 요청을 확인

하고, 클라이언트에 응답으로 ACK 패킷을 보낸 뒤, 서

버도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종료하겠다는 의미로 FIN 

패킷을 보냄. 그리고 Close Wait 상태가 됨.  

4 단계 :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는 연결 종료 요청에 

대한 서버의 응답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ACK 패킷을 

서버에 보냄. 

 

 

2. UDP 

TCP와 달리 비연결 지향형 프로토콜  

송신 시스템과 목적지 시스템 사이에 상호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송되는 데이터 중 일부가 

손실되는 경우 손실 데이터에 대한 재전송을 요구하

지 않음  

비연결 지향형 프로토콜이므로 송신 시스템은 손실

된 데이터의 정보를 알 수 없으며, 따라서 손실 데이

터를 재전송하지 않음  

 

특징  

•비연결 지향형  

•네트워크 부하 감소  

•비신뢰성  

•전송된 데이터의 일부가 소실됨 

 

3. 응용계층 

1. FTP : 파일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 

 FTP Active Mode의 동작 방식 

 컨트롤 세션의 포트로서, FTP서버에서, 21번을 사용한

다. 데이터포트는 FTP서버에서 20번을 사용하도록 되

어 있다. 

 이 경우에, 실제 FTP 서버는 20번 포트를 사용하지만, 

FTP 서버의 소켓의 서버 소켓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클

라이언트 소켓이 된다. 

즉, FTP 서버쪽에서, FTP 클라이언트 쪽으로 접속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의 21번 포트로 접속 후 클라이

언트가 사용할 두 번째 포트를 서버에 알려준다. 

- 서버는 클라이언트로 서버로 부터 Ack를 보내고, 서

버의 20번 포트는 클라이언트가 알려준 두 번째 포트

로 접속을 시도한다. 

 

○ Active Mode 의 문제점 

 일반적인 TCP/IP의 특징인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

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가 클라이언에 접속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만약 클라이언트 PC등

에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거나 FTP를 잘 이해하지 못하

는 공유기등을 사용하여 외부에서의 접속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세 번째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게 되어 FTP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 

FTP 접속은 되지만 이후 데이터 목록을 받아오지 못하

여 에러가 발생하게 된다. 

Active Mode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측 21번 포트로 접

속시도 하고 데이터 포트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접

속하여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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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P Passive Mode의 동작 방식 

 

○ Active Mode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한으로 

디자인된 Passive Mode 

-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의 21번 포트로 접속을 시도

하면, 서버에서는 사용할 두번째 포트를 클라이언트에

게 알려준다. 

- 클라이언트는 다른 포트를 열어 서버가 알려준 이 

포트로 접속을 시도한다.  

 

○ Passive Mode 의 문제점 

: Passive 모드에서는 두 번째 data포트로서 Active 모

드가 사용했던 20번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1024 이후

의 임의의 비 특권 포트를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Passive 모드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연결을 시도하

는 Active 모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했지만, 서버

의 비 특권포트(1024 ~ 65535)를 방화벽에서 모두 열

어 두어야 한다는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되었다.그러

나 wu-ftp나 proftpd등 대부분의 ftp 데몬에서는 클라

이언트가 Passive Mode로 접속 시 사용할 수 있는 포

트를 제한설정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므로 이의 

문제점을 미봉책이나마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Passive 모드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쪽 21번 포트로 

접속 시도 하고 데이터 포트도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의 임의의 포트로 접속하여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식

이다. 

 

 

2. Telnet  

• 사용자가 원격에 있는 서버에 로그인 하도록 TCP 연

결을 설정하며, 단말기가 원격 컴퓨터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직접 조작할 수 있게 해줌  

텔넷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23번 포트 사용 

• 원격 시스템에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네트워

크 가상 단말기(NVT, Network Virtual Terminal) 기능을 

제공.  

•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신 옵션을 교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 예를 들어, 7비트 ASCII 코드로 데이

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8비트 코드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도 있음.  

• 양단 간의 통신이 대칭적으로 수행되며, 클라이언트

측에서 항상 사용자 단말기가 사용되는 대신 임의의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로 작동할 수 있음. 

 

TCP/IP 클라이언트와 서버 

 

 

3. SMTP(Simple Mail Trasnfer Protocol) 

 메일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  

 25번 포트 사용  

 기존의 응용 프로그램과 다르게 메일 시스템에서는 

원격 컴퓨터나 네트워크 연결에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

도 통신이 가능  

 장애가 발생되면 복구될 때까지 기다리며 장애가 복

구되었을 때 메일 메시지가 배달 됨 

 

메일시스템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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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TP 프로세스 모델 

 

4. 기타 주요 프로토콜 

DNS(Domain Name Service, UDP 53번)  

도메인 이름 주소를 통해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

는 프로토콜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UDP 69번)   

- 1985년에 만들어졌으며 FTP처럼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TCP 80번)  

-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  

 

POP3(Post Office Protocol 3, 110번)  

& IMAP(Internet Message Access Protocol, 143번)  

- 메일 서버로 전송된 메일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 IMAP도 POP3와 기본적으로 같으나, 메일을 

읽은 후에도 메일이 서버에 남는다는 점이 다름  

 

RPC(Remote Procedure Call, TCP 111번)  

- 썬(Sun)의 Remote Procedure Call을 가리킴  

 

NetBIOS(Network Basic Input/Output System, TCP 

135번, UDP 137, UDP 138,TCP 139번 TCP/UDP 445)  

- 사무기기와 윈도우 시스템 간의 파일공유를 위한 

프로토콜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UDP 161

번)  

- 네트워크 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한 프로토콜 

4. Whois와 DNS 조사 

1. whois 서버 탄생 배경 

• 도메인은 1984년에 만들어진 RFC 920에 따라 등록  

• Whois 는 비슷한 시기에 도메인을 확인하고, 도메인

과 관련된 사람과 인터넷의 자원을 찾아보기 위한 프

로토콜로 만들어짐  

• 1993년에 도메인 등록 및 관리의 책임이 DARPA에서 

InterNIC으로 이전되고, 1999년에는 다시 ICANN으로 

이전 

 

2. Whois 서버로 얻을 수 있는 정보 

• 등록, 관리 기관  

• 도메인 이름, 도메인 관련 인터넷 자원 정보  

• 목표 사이트 네트워크 주소와 IP 주소  

• 등록자, 관리자, 기술 관리자의 이름 및 연락처, 이메

일 계정  

• 레코드 생성 시기와 갱신 시기  

• 주DNS 서버와 보조DNS 서버  

• IP 주소의 할당 지역 위치 

 

3. whois를 이용한 풋프린팅 

http://whois.nida.or.kr/kor/ 

 예) nec.go.kr 

 

 

 

 

http://whois.nida.or.kr/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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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름의 해석 

DNS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PC의 hosts 파일에 '별

명'같은 명칭을 IP 주소와 매칭시켜 인터넷 사용  

hosts 파일은 각자가 임의로 정한 별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마다 해당 IP를 다른 명칭으로 부를 수 

있음  

DNS는 이러한 별명을 하나의 공통된 명칭으로 바

꾸었는데, 그것이 uc.nec.go.kr 형태의 도메인 이름 

 

5. hots 파일에 대한 이해 

 리눅스 /etc/hosts 

 윈도우 %systemroot%\system32\drivers\etc\hosts 

 Hosts 파일 기본 구조 

 

 

6. DNS 서버 주소 확인 

 [Windows] 

 ipconfig /all 

 

 

 [Linux] 

 /etc/resolv.conf 파일에 DNS 서버 입력 가능 

 

 

7. Domain Name 질의 순서 

 

8. DNS 캐시 정보 확인, 삭제 

 윈도우에서 캐시된 DNS 정보 확인과 삭제 

 확인 : ipconfig /displays 

 

 

 삭제 : ipconfig /flushdns 

 

 

5. 네트워크 공격 기법   

1. 허브 환경 스니핑 

 스니핑은 코를 킁킁거리듯 데이터 속에서 정보를 찾

는 것  

랜 카드로 들어오는 모든 전기 신호를 읽어 들여 다

른 이의 패킷을 관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어도 충분하므로 수

동적(passive) 공격이라고도 함  

막기 힘든 공격이며 탐지도 어려움  

TCP/IP 프로토콜의 취약성(암호화, 인증)으로 인해 데

이터 통신의 기본 요소 중 기밀성, 무결성 등을 보장

할 수 없음  

•예)  

도청 : 대화를 엿듣는 일  

전화선이나 UTP에 탭핑해서 전기적 신호를 분석하여 

정보를 찾아내는 일  

전기적 신호를 템페스트(Tempest) 장비를 이용해 분

석하는 일  

Tempest : 전자파에 대한 규약, 전자파를 차단하거나 

찾아내 분석하는 장비를 가르키는 용어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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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미스큐어스(Promiscuous) 모드 

모든 패킷은 2계층 정보인 MAC 주소와 3계층 정보인 

IP 주소를 가지고 있음  

네트워크에서 각 PC는 패킷에 기록된 MAC 주소와 IP 

주소를 통해 자신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음  

네트워크 카드로 흘러 들어온 패킷이 PC의 IP 주소, 

MAC 주소와 일치하면 패킷을 분석하여 운영체제에 

해당 패킷을 넘겨주고, 다르면 버리는 것이 정상  

 

•프러미스큐어스 모드(Promiscuous mode)  

패킷의 MAC 주소, IP 주소와 관계없이 모든 패킷을 

스니퍼에 넘겨주는 모드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제어지만 하드웨어적으

로 처리하는 것도 있음.  

bypass 모드라고 부름 

 

Sniffing 의 분류 

Passive Sniffing  

허브와 같이 모든 노드에 동일한 신호가 전송되는 

경우에는 스니핑 가능  

단순히 스니퍼만 동작시키고 지나가는 모든 패킷을 

수집  

Active Sniffing  

스위치 환경에서는 CAM(Content Addressable 

Memory : 포트별 연결된 맥주소를 저장하고 있음) 

테이블을 참조하여 등록되어져 있는 해당 포트로만 

데이터가 전송되어지기 때문에 데이터 신호가 스니

퍼가 설치된 시스템을 거치도록 유도해야 함(switch 

jamming)  

즉 스위치를 허브로 만들거나 ARP Spoofing 으로 

스니핑을 실시해야 함 

 

Sniffing 가능 조건 

NIC가 Promiscuous 모드로 작동해야 함  

데이터의 전기적 신호가 스니퍼 시스템의 NIC까지 

도착해야 함  

공격자는 victim과 동일한 Collision Domain내에 위

치해야 함  

스위치 환경에서는 허브와 달리 모든 포트로 데이

터가 전달되지 않으므로 ARP Spoofing 공격을 해야 

함  

트래픽이 암호화 되지 않아야 함  

Tcp Dump 

네트워크 관찰 및 관제에도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스니핑 툴  

불법적인 느낌, 해킹이라는 느낌보다는 관리자적인 

느낌이 강한 스니퍼  

Snort라는 IDS의 기반 프로그램이기도 함.  

TCPDump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툴이라 이 툴을 통

해 획득한 증거 자료는 법적 효력이 있음  

하지만 위•변조가 아주 쉽고, 위/변조 여부를 알아내

기 너무 어려워 컴퓨터로 취득한 자료는 재판 과정

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움 

 

Fragrouter 

스니핑한 패킷을 원래의 주소지로 다시 보내주는 툴

로 받은 패킷을 릴레이해줌  

스니핑을 하거나 세션을 가로채었을 때 공격자에게 

온 패킷을 정상적으로 전달해주려면 패킷 릴레이가 

필요.  

공격대상의 세션이 끊어지면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공격자 역시 스니핑을 계속할 수는 없음. 

 

2. 스위치 환경 스니핑 

스위치는 2계층 장비. 2계층 네트워크에서는 원래 허브

가 사용되었는데 허브는 랜에서 들어오는 모든 신호를 

복사해서 모든 포트에 다시 뿌려주는 역할을 함. 브로

드캐스트(Broadcast) 패킷인지 유니캐스트(Unicast) 패

킷인지에 상관없이 모든 포트에 보내주므로 스니퍼에

게 스니핑을 이용한 공격은 간단.  

스위치는 포트별로 MAC 주소 값을 기록하여 브로드캐

스트 패킷을 제외한 모든 패킷은 그 패킷이 목적하는 

장비에만 보냄.  

스위치는 스니핑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장비는 아니지

만 결과적으로 스니퍼를 저지하는 치명적인 장비가 되

었음 

 

ARP 리다이렉트 

스니핑을 위한 스푸핑 공격 기법  

공격자가 라우터라고 속이는 것. 2계층에서 MAC 주소

를 속임으로써 패킷 흐름을 바꿈  

위조된 ARP Reply 패킷을 보내는 방법 사용  

자신의 MAC 주소가 라우터라며 주기적으로 브로드

캐스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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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P 스푸핑은 호스트 대 호스트 공격이며, ARP 리

다이렉트는 랜의 모든 호스트 대 라우터라는 점 외에

는 큰 차이가 없음  

• 공격자 자신은 원래 라우터의 MAC 주소를 알고 있

어야 하며 받은 패킷을 모두 라우터로 다시 릴레이해

줘야 함 

 

 

리다이렉트 개념도 

 

ICMP 리다이렉트 

•보통의 네트워크는 라우터나 게이트웨이가 하나이지

만 하나의 라우터로 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라우

터나 게이트웨이를 두 개 이상 운영해서 로드밸런싱

(Load balancing)을 해야 함.  

•로드밸런싱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시스템의 라우

팅 테이블에 라우팅 엔트리를 하나 더 넣어주는 방법

도 있으나 ICMP 리다이렉트를 사용하기도 함.  

•ICMP 공격은 이러한 경우를 강제적으로 만들어주게 

됨. 공격자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또 다른 라우터임

을 각 호스트에게 알리게 됨.  

•ARP 스푸핑과 다른 점은 ARP 스푸핑은 모든 트래픽

에 대한 리다이렉트를 가능하게 하지만, ICMP 리다이

렉트는 특정한 목적지 주소를 가진 패킷만을 리다이

렉트하게 됨. 

 

 

➊ 호스트 A에 라우터 A가 기본 라우터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호스트 A가 원격 호스트 B로 데이터

를 보낼 때 패킷을 라우터A로 보낸다.  

➋ 라우터 A는 호스트 B로 보내는 패킷을 수신하고 

라우팅 테이블을 검색하여 자신을 이용하는 것보다 

라우터B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패킷을 라우터B로 보낸다.  

➌ 라우터 A는 호스트 B로 향하는 패킷을 호스트 A

가 자신에게 다시 전달하지 않도록, 호스트 A에 

ICMP 리다이렉트 패킷을 보내서 호스트 A가 호스트 

B로 보내는 패킷이 라우터 B로 바로 향하도록 한다.  

➍ 호스트 A는 라우팅 테이블에 호스트 B에 대한 값

을 추가하고, 호스트 B로 보내는 패킷은 라우터B로 

전달한다. 

•3계층에서 스니핑 시스템이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또 

다른 라우터라고 알림으로써 패킷의 흐름을 바꿈. 공격

자가 라우터 B가 되는 것.  

•ICMP 리다이렉트 패킷도 공격 대상에 보낸 후 라우터 

A에 다시 릴레이 시켜주면 모든 패킷을 스니핑 할 수 

있음  

•3계층 공격이므로 로컬 랜이 아니더라도 가능 

 

 

스위치 재밍 

•스위치 저장 용량 이상의 MAC 주소를 보내 스위치 

기능을 잃고 더미 허브처럼 작동하게 만듦.  

•MAC 테이블을 위한 캐시 공간에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 실시. MAC 테이블 저장 용량을 넘으면 스위치

는 원래 기능을 잃어 더미 허브처럼 작동. Fail Close 

기능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스위치의 성능에 따라 공

격이 안될 수도 있음)  

•Fail Close : 시스템이 오작동하게 되면 모든 기능을 

차단하는 개념, 하지만 스위치들은 사실상 보안보다

는 기능과 성능 위주로 디자인 되어 있음, 이것을 보

안한 secure switch가 있음 

 

SPAN 포트 및 태핑 

•스위치에서 스니핑을 하기 위해 특별히 설정 

하드웨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태핑. 허브와 같이 포

트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장비로 Splitter(스플리터)라고 

부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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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니퍼 탐지 및 스니핑 공격 대응 

스니퍼 탐지  

•ping을 이용한 방법 : Promiscuous mode 동작을 확

인  

대부분의 스니퍼는 일반 TCP/IP에서 동작하기 때문

에 Request를 받으면 Response를 전달  

의심이 되는 호스트에 ping을 보내는데, 네트워크에 

존재하지 않는 MAC 주소를 위장하여 보냄  

ICMP Echo Reply를 받으면 해당 호스트가 스니핑을 

하고 있는 것, 위장 된 MAC 주소이므로 스니핑을 

하지 않는 호스트는 누구도 ping Request를 볼 수 

없는 것이 정상  

•ARP를 이용한 방법  

위조된 ARP Request를 보냈을 때 ARP Response가 

오면 프러미스큐어스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것  

•유인(Decoy) 방법  

가짜 계정과 패스워드를 네트워크에 뿌림  

이 가짜 계정으로 접속을 시도하고 이 접속을 시도

하는 시스템을 탐지함으로써 스니퍼를 탐지할 수 

있음  

•ARP watch  

초기에 MAC 주소와 IP 주소의 매칭 값을 저장하고 

ARP 트래픽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변하게 하는 패

킷이 탐지되면` 관리자에게 메일로 알려주는 툴  

대부분의 공격 기법이 위조된 ARP를 사용하기 때

문에 이를 쉽게 탐지할 수 있음 

 

스니핑 공격 대응 

암호화  

SSL(Secure Socket Layer, 443번 port : HTTPS)  

웹 서핑이 가능하게 해줌  

많은 웹 서버 브라우저에 구현되어 있으며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해 물건을 구매하려고 신용카드 정보 

등을 보낼 때 사용  

40비트와 128비트 두 가지 암호화 키가 있는데, 현

재 우리나라 금융 거래 사이트 대부분은 40비트 암

호화 방법을 사용  

 

PGP(Pretty Good Privacy)와 PEM(Privacy Enhanced 

Mail), S/MIME  

이메일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암호화  

 

PGP는 내용을 암호화하는 데 IDEA 방법을, IDEA 키

와 전자 서명을 암호화하는 데는 RSA(Rivest, Shamir, 

Addleman) 알고리즘 사용. 기본적으로 'Web of Trust'

개념(각 PGP 사용자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며,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인증을 해주는 제3자가 되는 

것) 

 

VPN(Virtual Private Network)  

원래 T1과 같은 사설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 회선을 여러 회사가 공유하

여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개발  

전송되는 데이터들이 각 회사의 사내 정보며 기밀성

이 요구되어, VPN은 자연스레 암호화된 트래픽을 제

공  

VPN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해킹당할 경우 암호화되

기 이전에 데이터가 스니핑 될 수 있음 

 

 

4. 스푸핑  

스푸핑(spoofing)은'속이다'는 의미  

= Masquerading, 위장  

정보를 위조하여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인터넷이나 로컬에서 존재하는 모든 연결에 스푸핑 

가능  

IP주소, 호스트 이름, MAC 주소 등을 속일 수 있음  

정보를 얻어내는 것 외에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도 

있음 

 

1) ARP스푸핑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와 RARP(Reverse ARP)  

ARP는 IP 주소 값으로 MAC 주소 값을 알아내는 프

로토콜  

RARP는 MAC 주소 값으로 IP 주소 값을 알아내는 

프로토콜  

ARP 스푸핑은 2계층 MAC 주소를 공격자의 MAC 주

소로 속이는 것 

 

ARP 스푸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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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P 스푸핑 공격 개념도 

 

2) IP 스푸핑 

IP 스푸핑은 시스템 간의 트러스트(trust) 관계 이용  

트러스트 관계가 맺어진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확

인한 후 클라이언트에 DoS 공격하여 연결 끊음  

그리고 나서 공격자가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확보하여 서버에 실제 클라이언트처럼 패스워드 

없이 접근  

•Trust Relationship : 스니핑을 통해서 ID와 PW 유

출을 막기 위해 ID와 PW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 

client의 IP와 신뢰관계를 맺고 로그인 없이 접속하

게 하는 것 

 

공격의 기본 틀  

1. 공격 대상을 찾음  

2. 트러스트 관계를 확인  

3. 트러스트 관계된 시스템에 대한 IP 주소를 확보  

4. 트러스트 시스템의 클라이언트를 서버에 접근 불

가능하도록 차단 (예를 들면 DoS 공격 실시)  

5. 자신이 트러스트 시스템인 것처럼 IP 주소를 조

작해 공격 대상에 접근  

6. 백도어 등으로 차후 공격 경로를 확보 

 

IP 스푸핑 보안 대책  

가장 좋은 대책은 트러스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  

부득이하게 트러스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트러스트

된 시스템의 MAC 주소를 static으로 지정  

해커가 연결을 끊을 수는 있지만, 잘못된 IP 주소로 

위장해 접근하더라도 MAC 주소까지 같을 수는 없

기 때문에 세션을 빼앗기지는 않음 

 

 

3) DNS 스푸핑 

DNS(Domain Name System) 스푸핑은 웹 스푸핑과 비

슷한 의미로 이해되기도 함  

단순히 DNS 서버를 공격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근하

지 못하게 만들면 DoS 공격이 되지만 조금 응용하

면 웹 스푸핑 

 

➊ 클라이언트가 DNS 서버에 접속하고자 하는 IP 

주소(www.wishfree.com 같은 도메인 이름)를 물어본

다. 이때 보내는 패킷은 DNS Query다.  

➋ DNS 서버가 해당 도메인 이름에 대한 IP 주소를 

클라이언트에 보내준다.  

➌ 클라이언트는 DNS 서버에서 받은 IP 주소를 바

탕으로 웹 서버를 찾아간다.  

UDP 통신으로 세션 형성도 안되고 먼저 도착하는 

패킷만 받게 되는 특징이 있음 

 

DNS 스푸핑 공격 

➊ 클라이언트가 DNS 서버로 DNS Query 패킷을 보

내는 것을 확인.  

스위칭 환경 : 클라이언트가 DNS Query 패킷을 보내

면 이를 받아야 하므로 ARP 스푸핑과 같은 선행 작

업이 필요.  

허브 환경 : 모든 패킷이 자신에게도 전달되므로 자

연스럽게 클라이언트가 DNS Query 패킷을 보낼 경

우 이를 확인할 수 있음. 

 

DNS 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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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 ➌ 공격자는 로컬에 존재하므로 DNS 서버보다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DNS 서버가 올바른 DNS 

Response 패킷을 보내주기 전에 클라이언트에 위조된 

DNS Response 패킷을 보낼 수 있음. 

 

공격자와 DNS 서버의 DNS Response 

 

➍ 클라이언트는 공격자가 보낸 DNS Response 패킷

을 올바른 패킷으로 인식하고 웹에 접속.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DNS 서버가 보낸 DNS Response 패킷은 

버림. 

 
공격 성공 후 도착한 DNS 서버의 DNS Response 

 

DNS 스푸핑 보안 대책  

도메인 이름을 브라우저에 입력했을 때 무조건 DNS 

Query를 생성하는 것은 아님  

사이트에 접속하면 캐시에 도메인 이름에 대한 IP 

주소가 저장되었다가 다시 접속했을 때 DNS Query

를 보내지 않고 캐시에서 읽어 들임  

그런 다음 hosts 파일을 통해 도메인 이름에 대한 

IP 주소를 해석  

hosts 파일에 중요 사이트의 IP 주소를 적어두면, 

이 파일에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DNS 스푸핑 공

격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음 

 

 

5. Dos/DDos 

DoS(Denial of Service, 서비스 거부)  

공격 대상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정보를 제

공하거나, 사용자 또는 네트워크의 용량을 초과시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  

파괴 공격 : 디스크, 데이터, 시스템 파괴  

시스템 자원 고갈 공격 : CPU, 메모리, 디스크의 사용

에 과다한 부하 가중  

네트워크 자원 고갈 공격 : 쓰레기 데이터로 네트워

크의 대역폭 고갈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DoS 공격의 업그레이드판  

1999년 8월 17일에 미네소타 대학에서 대대적으로 

DDoS 공격이 일어나 CNN, Yahoo, NBC 같은 대규모 

사이트를 마비시킴  

 

DoS와 DDoS 공격의 특징  

매우 단순  

공격자를 추적하기 어려움  

효과가 즉시 나타나며 대책 역시 쉽지 않음  

공격의 종류가 매우 다양  

 

Ping of Death 

ping을 이용하여 ICMP 패킷을 정

상 크기보다 아주 크게 만드는 것  

크게 만들어진 패킷은 네트워크를 

통해 라우팅(routing)되어 공격 네

트워크에 도달하는 동안 아주 작

은 조각(fragment)으로 쪼개지고 

공격 대상은 조각화된 패킷을 모

두 처리해야 하므로 정상적인 

ping보다 부하가 훨씬 많이 걸림 

SYN Flooding 

SYN Flooding(플러딩)은 존재하지 

않는 클라이언트가 서버별로 한정

되어 있는 접속 가능 공간에 접속

한 것처럼 속여 다른 사용자가 서

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하는 것. 

공격자는 쓰리웨이 핸드셰이킹 과

정에서 서버를 다운시키기 위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SYN만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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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ink 

Bonk 

Teardrop 

프로토콜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자 반복적으로 재요구하고 수정

을 하게 됨  

Boink, Bonk, Teardrop은 이런 반

복적인 재요구와 수정을 계속하

게 함으로써 시스템 자원을 고

갈시키는 공격 

LAND 

패킷을 전송할 때 출발지 IP 주

소와 목적지 IP 주소 값을 똑같

이 만들어서 공격 대상에 보내

는 것. 이때 조작된 IP 주소 값

은 당연히 공격 대상의 IP 주소

여야 함 

Smurf, 

Fraggle(UDP)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데 아직도 

많이 쓰는데, Ping of Death처럼 

ICMP 패킷을 이용  

출발지 주소가 공격 대상으로 

바뀐 ICMP Request 패킷을 시스

템이 매우 많은 네트워크로 브

로드캐스트함 

Mail Bomb 

흔히 폭탄 메일이라 하고 스팸 

메일도 같은 종류  

메일 서버는 각 사용자에게 일

정한 디스크 공간을 할당하는데, 

메일이 폭주하여 디스크 공간을 

가득 채우면 정작 받아야 하는 

메일을 받을 수 없음 

표 1 DOS 공격 종류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DoS 공격이 짧은 시간에 여러 곳에서 일어나게 하

는 공격으로 피해 양상이 상당히 심각하며, 이에 대

한 확실한 대책 역시 없음.  

또한 공격자의 위치와 구체적인 발원지를 파악하는 

것 역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DDoS 공격은 특성상 대부분의 공격이 자동화된 툴

을 이용하고 있으며 공격의 범위가 방대하고 DDoS 

공격을 하려면 최종 공격대상 이외에도 공격을 증

폭시켜주는 중간자가 필요함. 

 

 

 

•공격자(Attacker) : 공격을 주도하는 해커의 컴퓨터.  

•마스터(Master) : 공격자에게서 직접 명령을 받는 시

스템, 여러 대의 에이전트(Agent)를 관리.  

•핸들러(Handler) 프로그램 : 마스터 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에이전트(Agent) : 공격 대상에 직접 공격을 가하는 

시스템.  

•데몬(Daemon) 프로그램 : 에이전트 시스템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DDos 공격 구성도 

 

6. 세션 하이재킹(Session Hijacking) 

사용자와 컴퓨터, 또는 두 컴퓨터 간의 활성화 상태

인 세션(session) 가로채기 

 

TCP 세션 하이재킹 

- 서버와 클라이언트 통신 시 TCP의 시퀀스 넘버를 

제어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점을 이용한 공격 

-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TCP를 이용해 통신하고 있을 

때 RST 패킷을 보내 일시적으로 TCP 세션을 끊고 

시퀀스 넘버를 새로 생성하여 세션을 빼앗고 인증을 

회피하는 것 

- Non-Blind Attack과 Blind Attack이 있음. Non-Blind 

Attack은 공격 대상을 탐지할 수 있으며 서버와 클라

이언트가 통신할 때 시퀀스 넘버를 알아낼 수 있지

만, Blind Attack은 불가능. 기본 알고리즘은 동일 

- 트러스트를 이용한 세션은 물론 텔넷, FTP 등 TCP

를 이용한 거의 모든 세션의 갈취 가능. 인증 문제 

해결을 위한 일회용 패스워드, 토큰 기반 인증을 이

용한 세션도 갈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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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M(Man in the Middle) 공격 

- 두 개체 간 통신에 끼어서 데이터 끼워넣기/빼기/

복호화 등 데이터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공격 

- ARP 리다이렉트, ICMP 리다이렉트, ARP 스푸핑 모

두 엄밀히 말하면 MITM 공격이지만 일반적으로 

MITM 공격을 말할 때는 이 세 가지 공격을 언급하

지는 않음 

- ARP 리다이렉트, ICMP 리다이렉트, ARP 스푸핑 공

격은 우선 전달되는 패킷의 MAC이나 IP 주소는 바

꾸나 패킷 내용을 바꾸지는 않지만 MITM은 패킷 

내용을 바꾸는 것도 시도 

 

MITM 공격 보안 대책 

- ARP 스푸핑과 DNS 스푸핑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ARP 스푸핑과 DNS 스푸핑에 대한 대응책과 기본

적으로 같음 

- SSH MITM 공격의 경우 SSL 2.0을 사용하면, 막을 

수 있고, SSL의 경우에는 인증서를 잘 확인 

 

5.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1. 방화벽(FireWall) 

- 침입차단시스템 

- 원래 방화벽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게 설치해놓은 구조물 

- 네트워크에서 방화벽은 신뢰하지 않는 외부 네트

워크와 신뢰하는 내부 네트워크 사이를 지나는 패

킷을 미리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차단하거나 보내

주는 기능을 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능 

접근 제어(Access Control) : 가장 기본적인 기능 

•통과시킬 접근과 그렇지 않은 접근을 결정하여 허

용과 차단을 함 

•접근 제어 방식은 구현 방법에 따라 패킷 필터링 

방식과 프록시 방식으로 나뉨 

 

로깅(Logging)과 감사 추적(Auditing) 

•허용 또는 거부된 접근에 대한 기록을 유지 

 

데이터 암호화 

 •방화벽에서 다른 방화벽까지 전송되는 데이터를 암

호화해서 보내는 것으로, 보통 VPN의 기능을 이용 

인증(Authentication) 

•메시지 인증 : VPN과 같은 신뢰하는 통신선을 통해 

전송되는 메시지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 

•사용자 인증 : 패스워드, OTP, 토큰 기반 인증 등 

•클라이언트 인증 : 모바일 사용자와 같은 특수한 경

우 접속을 요구하는 호스트 자체를 정당한 접속 호

스트인지 확인하는 것 

 

방화벽의 개요도 

 

기술에 따른 분류 

- 패킷 필터링 게이트웨이 

- 회로 레벨 게이트웨이 

- 응용 게이트 웨이 

- 상태정밀검사 방식 

 

구성에 따른 분류 

- 스크리닝 라우터 

- 배스천 호스트 

- 이중 홈 게이트웨이 

- 스크린 호스트 게이트웨이 

- 스크린 서브넷 게이트웨이 

 

2. 침입 탐지 시스템(IDS) 

 침입 탐지 시스템(Intrusion Detection System, IDS)은 

일반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원치 않는 조작을 탐지하

여 준다. 침입 탐지 시스템은 전통적인 방화벽이 탐

지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악의적인 네트워크 트래

픽 및 컴퓨터 사용을 탐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것

은 취약한 서비스에 대한 네트워크 공격과 애플리케

이션에서의 데이터 처리 공격 (Data Driven Attack) 

그리고 권한 상승(Privilege Escalation) 및 침입자 로

그인/침입자에 의한 주요 파일 접근/악성코드(컴퓨터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웜)과 같은 호스트 기반 공격

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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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 구성요소 

 

Agent : 방화벽이나 침입방지 시스템, 게이트웨이, 라우터 

등의 장비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실시간으로 수집 서버에 전

송하는 시스템 

수집서버 : 각 장비에 탑재되어 있는 에이전트를 통하여 들

어온 정보들을 수집 및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 서버 및 분

석 서버에 전송하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 : 수집 서버에서 수집된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핸 시스템 

분석 서버 : 수집 서버에서 들어온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네트워크의 상태 및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현상 및 결과 동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저장하는 

시스템 

사용자 UI : 분석 서버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사용자에게 다

양한 방법으로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다. 

 

주요기능 설명 

정보분석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침입탐지 시스템에서 감시하는 대상 

네트워크 세그먼트의 모든 패킷을 실

시간으로 감시하고 분석하는 기능 

공격패턴의 인식 

및 

탐지기능 

감시대상 영역에서 일어나는 알려진 

공격 행위에 대한 패턴 인식 및 탐지 

기능 

탐지된 공격에 

대한 통지기능 

탐지된 공격 행위에 대하여 IDS에서 

정의한 보안 정책에 따라 Notify, 

Syslog, E-mail, SNMP trap 경보 전송

등 통보기능 

실시간  

침입대응 기능 

탐지된 공격행위에 대하여 IDS에서 

정의한 보안 정책에 따라 Connection 

Kill, 연동 기능을 이용하여 공격행위 

차단 행위 

로그 기반의  

침입 행위  

사후관리 기능 

IDS에서 탐지된 침입정보에 대한 사

후 검토 및 데이터베이스 기록 저장, 

보고서 작성 등의 사후관리 기능 
 

침입탐지시스템은 IT 정보자산을 공격하는 구체적인 

해 킹 행위 를 실시간으로 탐지함으로써 보다 능동

적으로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대웅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이다. 또한 침입차단시스템에서 허용한 IP와 

Port를 이용한 불법 행위를 탐지함으로써 침입차단

시 스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보안관리자의 

부재 시에도 탐지된 해킹 행위에 대한 자동 대응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보 보안을 할 수 있

다. 

 

IDS의 분류 

 

 IDS의 분류로는 크게 Data Source를 기반으로 한는 

분류와 모델링을 기반으로 하는 분류에는 Host Based, 

Multi-Host, Network Based Detection 이 있다. 

Detection Method를 기반으로 하는 분류에는 Misuse, 

Anomly, Hybrid Detection 이 있다.  

 

 
호스트기반, 네트워크기반, 하이브리드 기반 특징 

 

오용(Misuse), 이상(Anomaly) 탐지 차이점 

오용탐지 이상탐지 

비정상 탐지 정상 탐지 

Singnature/pattern Behavior(통계적분석) 

Knowledge, base Profile, 임계치 

Expert System AI(인공지능), 신경망 

Zeroday attack (X) Zeroday Attack(O) 

False Negative 높다(미탐) False Postive 높다(오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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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침입 방지 시스템(IPS) 

 침입방지시스템(Intrusion Prevention System)이란 네

트워크에서 공격 서명을 찾아 자동으로 모종의 조치

를 취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중단시키는 보안 

솔루션.  

 수동적인 방어 개념의 침입차단 시스템이나 IDS와 

달리 침입경고 이전에 공격을 중단시키는데 초점을 

둔, 침입유도 기능과 자동 대처 기능이 합쳐진 개념의 

솔루션.  

 최근 IPS는 애플리케이션에 숨어 있는 알려지지 않

은 악성행위를 차단하는 차세대 IPS로 발전하고 있으

며, 방화벽의 기능을 수용하는 추세를 보임. 

 

Snort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룰기반의 IDS 

공개 네트워크 침입탐지시스템(NIPS. Network 

IDS/IPS) 

Sniffer and more라는 말에서 유래 

다양한 OS에서 실행 가능 

직접 탐지 Rule을 적용할 수 있다. 

 

4. VPN(가상 사설망) 

 가상 사설망, VPN(Virtual Private Network) 이란 인터

넷상 또는 공중망을 사용하여 둘 이상의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연결하기 위해 가상의 터널을 만들어 암호

화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만든 네트워크이

다， 가살사설망은 오직 한 회사만 사용하는 전용회

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있는 공

중망 상에서 구축되는 논리적인 전용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터널링과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여 공중망을 사설

망의 Point-to-Point로 연결된 것과 같은 안전한 통신

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가상 사설망 적용 전       가상 사설망 적용 후 

 가상 사설망이 주목 받는 이유는 유연한 확장성， 전

용선 에 비해 낮은 비용， 안전한 통신 보장, 모바일 

환경 에서 의 가상 사설망 환경 요구의 증대에 있다. 

 

 

가상 사설망 

 

종류 

1) Internet VPN, 인트라넷 VPN 

 기업 내부에서 업무를 위해 공용망을 이용하여 본

사， 원격지점들 그리고 지사들을 가상 사설망으로 연

결한 것으로 LAN-to-LAN Connection으로 구성되고 거

의 반영구적인 가상 사설망이다. 일반적으로 신뢰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상의 위협 이 적은 것이 특정 이

다. Subnet 사이를 연결하는 만큼 그 성능이 중요하며 

대부분의 경우 Router나 Firewall 혹은 Dedicated VPN 

Device를 이용해 구성한다. 

 

Intranet VPN 

 

2) Extranet VPN, 익스트라넷 VPN 

공용망을 이용해 기업의 Intrane안로 연결하고자 하는 

고객들 공급자， 협력사에게 제한된 접근을 허용하기 

위한 가상 사설망으로 Intranet 에 비해 보안적 위협 

이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정교한 접

근 제어가 필요하며 꼭 필요한 자원에 대해서만 접근

을 허용 해야 한다. 가능한 모든 경우를 대비한 총체적

인 보안 솔루션이 요구 되는 가상 사설망으로 구성하

기 가장 어려운 VP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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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net VPN 

 

3) Remote Access VPN 

 사설망과 같은 수준의 네트워크를 개별 사용자들과 

화시 Intranet 혹은 공용망을 사용하여 Extranet에게 

보안된 원격 접속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가

상 사t설망이다. 기존의 Direct Dial-up Access는 장거

리 전화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Internet Backbone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저렴하고 구현 및 관리가 쉬운 장

점을 가진다.. 사내의 자원에 대한 안전한 접근을 허

용함으로써 업무의 높이지만 각종 통계자료의 중앙 

집중식 관리가 필요하다. 인터넷 표준인 RADIUS가 가

장 널리 사용되고 VPN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

속히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Remote Access VPN 

 

6) 네트워크 증거수집 방법 

 디지털 포렌식에서 네트워크 증거수집은 매우 어려

운 작업이고 무결성 또한 검증하기 힘들다. 이유는 대

부분의 네트워크 증거는 값이 항상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증거수집 할 때 반드시 소유자나 관

련자의 화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증거를 취득

한 시점이 중요하다.  

네트워크 포렌식에서 증거물은 해킹 혹은 불법적인 

접근에서 발생회고 피해 확신이 빠르며. 다수의 피해

자가 발생하는 만큼 신중하고 빠짐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1.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증거 수집 방법 

 시스템에서의 네트워크 증거수집은 휘발성이 빠른 순

서대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RFC 3227에서도 보면 

레지스트리부터 시작하여 하드디스크에 이르기까지 증

거물 보전이 용이하지 않은 순서대로 수집하는 것이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먼저 수집해야할 정보 

기본정보 

Default 

OS 

Version 

Spec 

Patch여부 

Resource 

Install Parckage 등 정보 

시간정보 

When 

로컬시간 확인(표준시간과 편차 확

인) 

채증시간 저장 

실행중인 프로세스 Up/Down time 

(불법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프로세

스 검출) 

파일 MAC(Modify Access Created) 타임 

사용자정보 

Who, When) 

계정정보(전체계정 목록, 현재 로그

인 계정) 

Remote user account 

Remote IP 

실제 사용자 식별 정보 

 이 정도가 일반적인 시스템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

이고 해킹사건이나 네트워크의 정보만을 알고 싶다면 

수집 목록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전원이 꺼지면 네트워크의 정보는 사라지기 때문에 

가장 많은 네트워크 증거 수집 방법은 현재 연결되어 

있는 세션 정보들과 기본적인 네트워크 정보를 빠른 

시간에 안전하고 무결하게 확보해야 한다. 

 

사라지기 쉬운 시스템 상의 네트워크 정보 

 - MAC 주소 

 - IP 주소 

 - 라우팅 테이블 

 - 컴퓨터 이름 

 - 알려진 서비스의 내용 

 - 공유 정보 

 - 세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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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자료를 취득하는 예 

 날짜/시간 

 Date /t, time /t 

 

 

사용자 계정 관리 자료 

set user : 현재 사용자의 도메인,이름, 프로파일 

net suer : 로컬 PC의 모든 사용자 계정 정보 수집 

set sessions : 외부 접속 사용자 목록 

net sessions : 외부 접속 사용자 목록 

PsLoggedOn : 현재 접속한 사용자 (sysinternals) 

ntlast : -i(성공), -f(실패), -r(원격지) (sysinternals) 

logonsessions –p : 현재 접속된 모든 User의 접속시

간, 실행된 프로세스 정보 (sysinternals) 

 

시스템 관련 정보 

psinfo (-h –s –d) : hotfix(-h), 소프트웨어목록(-s) 

                 디스크 볼륨(-d) (sysinternals) 

 

공유폴더 목록 

net share : 공유 자원에 대한 정보 

hunt : 공유 폴더 및 사용자 정보 (sysinternals) 

psfile : remote에서 open한 파일정보 (sysinternals) 

 

네트워크 자료 

ipconfig(/all) : Local IP 정보 

route PRINT(netstat -r) : 라우팅 테이블 정보 

netstat (-an) : 현재 사용중인 TCP/UDP 정보 

fport : 네트워크 연결을 점유 중인 프로세스 정보 

         (sysinternals) 

ntlast : -i(성공), -f(실패), -r(원격지) (sysinternals) 

 

 

 

 

 

 

 

프로세스 

pslist (-t) : 실행중인 프로세스 목록과 CPU 점유율,  

          메모리 사용량 (sysinternals) 

listdlls : 프로세스가 사용중인 dll 목록(sysinternals) 

handle : 프로세스가 사용중인 객체 참조(handle) 

        목록 (sysinternals) 

 

서비스 관련 자료 

net start : 서비스 정보 수집(열고 있는 서비스 확인) 

psservice : 서비스 정보 수집(sysinternals) 

hfind : 숨김 파일 정보(sysinternals) 

 

Windows Sysinternal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윈도우 유틸리티 모음

으로 다운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보안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수집 

 만일 해킹을 당한 경우 피해 시스템은 이미 손상되거

나 오염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기서 증거 수집

할 경우 잘못된 정보를 얻거나 사건을 해결하는 단서

를 찾기 어렵다. 만일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면 

상대적으로 오혐이 되었을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보안 

시스템의 로그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방화벽에서 탐지해야할 것들 

방화벽 정책 

주소 변환 방식 

게이트웨이 기능 설정 방법 

접속 로그 

접속 통계 등.. 

 

1) 보안시스템에서의 증거 수집 방법 

 보안시스템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이다. 정책을 

잘못 적용하거나 중요 정보수집하는 기능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보안 시스템은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

게 된다.  

 보안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로그 기록은 차이가 있지

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관리한다. 

로그발생 날짜, 시간 

출발지, 목적지 IP 주소 

서비스 포트 번호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2급 대비 요약        

90  

 

구분 정보 정보내용 용도 

IDS 

IPS 

보안 

정책 

시스템 접

근 통제 

침입상태의 시스템 동

작상태 파악 

로그 

파일 

침입방지

에서 발생

된 로그 

정보 

침입탐지 로그정보 파

악 

필터 

정책 

정책 필터 

확인 

허용 및 비 허용 필터

링 내용 파악 

VPN 

로그 

파일 

VPN 

접속로그 
IP 정보 등 내용 파악 

접속자 

확인 

접속 

시간확인 

사용자 및 접속시간 

확인 

보안시스템의 정보수집 

 

2) 네트워크 장비에서 증거수집 방법 

 네트워크 포렌식이란 외부 및 내부 네트워크 시스템

에 대한 침해 분석을 통해 증거 및 침입자 등을 추적

하기 위한 것이다. 네트워크 증거 수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 네트워크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을 정

확히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인 시스템은 대부분 날짜, 

시간이 맞지만 네트워크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시간 

관리하지 않으므로 NTP(Network Time Protocol) 기능

을 통해 시간을 동기화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NTP를 이용해 시간 동기화 하지 않는 시스

템도 있으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설정된 네트워크 시

간을 확인 후 현재 시간과 어느정도 오차가 있는지 

기록해야 한다.  

 

 또한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성도를 파악하여 어떤 위

치에서 어떤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증거수집을 위해서 가장 먼저 지점과 연결된 로그서

버를 통해 어떤 IP주소를 통해 접속했는지 확인한 후 

기록된 로그 정보를 통해 네트워크 툴을 이용하여 분

석을 진행 한다.  

 

그림 4 네트워크 툴을 이용한 패킷 분석 

 

 네트워크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생성된 정보를 저장하

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명령을 이용해 가장 먼저 휘

발성이 있는 정보를 수집한다. 

 

구분 정보 정보내용 용도 

Router 

Router 

Time 

Attack   

시간 

장비에서 발생된 

시간확인 

Version 

info 

System 버

전 

해당 장비에 시스

템 정보 

ARP info 

IP 주소 & 

Host 

Mapping 

ARP 정보를 통해 

MAC 확인 

Interface 

Info 

In & Out 

확인 
침해상태 파악 

Access 

list info 

RFC 정의 

필터  & 

보안 제어 

필터링 여부 및 

필터링 내용 파악 

Log file 

라우터에

서 발생된 

로그파일 

확인 

라우터에서 발생

된 로그파일 파악 

Packet 

analysis 

info 

침입자를 

찾기 위한 

분석 

침입자를 찾기 위

한 분석 

switching 

Port 

info 

사용 여부 

확인 

침해 당시 네트워

크 구성 파악 

VLAN 

Filter 

VLAN  

통신파악 

VLAN 필터링 내

용 파악 

Log file 

스위치에

서 발생된 

로그 

침해 당시 로그파

일 파악 

IP & 

MAC 

info 

User IP 와 

MAC 확인 

IP 주소와 MAC 

확인 

Switches 

time 

로그 발생 

시간 
로그발생시간 

네트워크 정보 수집 

 

 네트워크 장비로 접속 시 사용한 ID를 통해 언제 어

떤 ID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머, 정책을 

적용하여 어떤 경로를 통해 접속했는지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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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한 추천 서적 및 자료 

데이터베이스 

정보 처리 기사 필기 & 요약정리(데이터베이스 과목) 

 http://nickoo.tistory.com/attachment/cfile22.uf@224A994456AD7A2C0A65FE.pdf 

 

 

 

 

 

문제 사이트(정보처리기사 – 데이터베이스 과목) 

http://www.gunsys.com/gunsystem_pilgi.htm?cbt=gisa 

 

 

  

4과목 데이터베이스 

http://nickoo.tistory.com/attachment/cfile22.uf@224A994456AD7A2C0A65FE.pdf
http://www.gunsys.com/gunsystem_pilgi.htm?cbt=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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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1. 데이터 베이스란? 

1) 정의 : 특정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

요한 상호 관련된 데이터들의 모임 

- Integrated Data(통합데이터) 

  검색의 효율성을 위해 중복을 최소화한 데이터 

- Stored Data(저장 데이터) 

  컴퓨터가 접근 가능한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 

- Operational Data(운영 데이터) 

  조직의 목표를 위해 존재 가치가 확실하고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 

- Shared Data(공유 데이터) 

  여러 프로그램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2) 특징 

- Real Time Accessibility(실시간 접근성) 

  사용자의 쿼리에 즉시 처리하여 응답 

- Continuous Evolution(계속적인 진화) 

  항상 최근의 정확한 데이터를 동적으로 유지 

- Concurrent Sharing(동시 공유)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원하는 데이터를 사용가능 

- Content Reference(내용에 의한 참조) 

  데이터를 참조할 때 내용으로 참조(물리적 주소값

으로 하지X) 

- Independence(데이터의 논리적/물리적 독립성) 

- 논리적 독립성(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와

의 관계) :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 변경하더라도 응

용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물리적 독립성(응용 프로그램과 보조기억장치와

의 관계) : 새로운 저장장치의 추가에도 응용 프로

그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Data Language 

DB의 구축과 이용을 위해 DBMS와의 통신 수단 

- DDL(Data Definition Language) 

- DML(Data Manipulation Language) 

   - 절차적 DML : Oracle의 PL/SQL 생각 

   - 비절차적 DML : SQL 

- DCL(Data Control Language) 

4) User의 분류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DataBase Administrator)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제어하는 사람 또는 그룹 

- 데이터 관리자; DA(Data Administrator) 

     조직 내에서 데이터에 대한 정의, 체계화, 감독 및 보안 

업무 

- 데이터 설계자; DA(Data Architect) 

     데이터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의하는 사람 

 

5)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구성 

 

 

6) 기본적인 파일 용어 

데이터

(Data) 

어떠한 의미도 갖지 않는 가공하지 않

은 사실.  

예를 들면 문자형, 정수형, 실수형 등의 

데이터 

필드 

(Field) 

어떤 의미를 갖도록 하는 데이터의 모

임 

예를 들면 고객이름, 전화번호, 나이 등 

레코드 

(record) 

논리적으로 관련있는 여러 개의 필드의 

모임, 예로 홍길동 고객에 관한 레코드 

파일 

(File) 

논리적으로 관련 있는 여러개의 레코드

의 모임, 예로 고객, 제품 등 관한 파일 

 

2. DBMS 

(Database Management System) 

응용프로그램(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사

용자의 요구에 따라 DB생성, 관리해주는 S/W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테베이스 사이의 중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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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BMS 필수 기능 

1) 정의: DB 자료형, 데이터 구조, 이용방법, 제약조

건을 명시 

-다양한 응용 P/G과 DB가 서로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와 물리적 구조 사이의 변

환이 가능하도록 두 구조 사이의 사상(Mapping)

을 명세 

2) 조작: 검색, 저장, 삭제, 갱신 기능 

3) 제어: 데이터의 무결성, 보안, 정확성, 병행수행, 

안정성유지 

 

2) DBMS의 장 단점 

장 점 단 점 

①독립성 보장 

(논리적 or 물리적) 

②데이터 중복이 X 

③공동으로 자료 이용 

④일관성을 유지 

⑤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 

⑥데이터 표준화 

⑦데이터를 통합하여 관리 

⑧최신의 데이터 유지 

⑨데이터 실시간 처리 

①전문가가 부족 

②전산화 비용이 증가 

③Acess 시 오버헤드 발생 

④시스템이 복잡 

→예비(Backup)와 회복

(Recovery)이 어려움 

⑤자료처리 복잡 

 

2. Schema (스키마) 

- DB의 구조와 제약 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명세

(Specification)를 기술한 것 

- 데이터 사전(시스템 카탈로그; 메타 데이터)에 저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 객체, 이들의 성질, 

이들 간에 존재하는 관계, 그리고 데이터의 조작 또는 

이들 데이터 값들이 갖는 제약조건에 관한 정의를 총

칭하는 용어. 

 

1) 스키마 특징 

1) 데이터사전(Data Dictionary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 

-DB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 개체들에 대한 

정보를유지, 관리하는 시스템 

2)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개체,속성,관계)에 대한 정의 

3) 다른 이름으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데이터)라 함 

 

 

 

2) 스키마 3계층 

- 사용자의 관점에 따라 분류 

외부 스키마(서브 스키마 = 사용자 뷰)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각 개인의 입장에서 

필요로하는 DB의 논리적 구조를 정의 

개념 스키마(스키마 = 전체적인 뷰 = 총괄적 입장) 

개체 간의 관계와 제약조건, DB의 접근 권한, 보

안 정책 및 무결성 규정에 관한 명세를 정의 

DBA에 의해 작성 

내부 스키마(실제 데이터 저장) 

DB의 물리적 구조를 정의, DBA 관리 

 

 

 

 

 

3. 데이터베스 설계 

 현실세계의 업무적인 프로세스를 컴퓨터세계로 DB화 

하기위한 과정 

 

1) 설계 순서 

①요구조건분석→ ②개념적설계→ ③논리적설계→  

④물리적설계→ ⑤구현→ ⑥운영→ ⑦감시 및 개선 

 

①요구조건분석: 업무프로세스 분석→요구조건 명세서

작성 

 

②개념적 설계  

-개체 타입과 이들 간의 관계타입을 이용해 현실세

계를 개념적으로 표현.  

(산출물: 개체관계도= ER 다이어그램) 

-DBMS에서 독립적인 개념스키마 모델링 

-트랜잭션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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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논리적설계  

-목표 DBMS에 맞추어 논리적 모델로 설계 

(관계형, 계층형, 망형 모델)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설계 

-스키마의 평가 및 정제 

-정규화 과정 수행 

 

 

④ 물리적설계  

-저장레코드 양식의 설계 및 물리적 구조 데이터 표

현 

-설계 시 고려사항: 응답시간, 저장공간의 효율성, 트

랜잭션의 처리양 

-어떤 인덱스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려 

-성능 향상을 위한 개념 스키마의 변경 여부 검토 

-빈번한 질의와 트랜잭션들의 수행속도를 높이기 위

한 고려 

-접근경로설계 

-레코드 집중의 분석 및 설계 

-트랜잭션 세부사항 설계 

 

 

⑤구현 

-목표 DBMS DDL로 스키마를 작성(정의), 응용 P/G

을 위한 트랜잭션을 작성하는 단계 

 

 

4. 데이터 모델 

-현실세계의 데이터 구조를 컴퓨터 세계의 데이터 

구조로 기술하는 개념적인 도구이다.  

 

1) 데이터 모델 종류 

개념적 

모델 

현실세계를 추상적으로 

표현 

E-R모델 

논리적 

모델 

개념적 모델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 

관계, 계층, 

네트워크 모

델 

 

2) 데이터 모델 구성요소 

1) 구조(Structure): 개체들 간의 관계 

2) 연산(Operation):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 

3) 제약조건(Constraint): 실제 데이터의 논리적인 제

약조건 

 

3) 데이터 모델 용어 

 

 

5. ER 모델 

 개념적 모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

델로서 그 모델이 지니고 있는 단순성 때문에 광범위

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1) E-R(Entity-Relationship, 개체관계도) 모델 

- 개체와 개체간의 관계를 도식화 

- 1976년 P.Chan에 의해 처음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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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의 종료(관계 타입) 

1) 1:1 관계 : E1에 있는 한 개의 데이터는 E2에 있

는 한 개의 데이터와 일치하는 관계이다. 

2) 1:N 관계: E1에 있는 각각의 데이터는 E2에 있는 

하나이상 데이터와 일치하나 E2에 있는 데이터는 

E1에 있는 데이터와 단지 하나만이 일치하는 관계이

다. 

3) N:M 관계: E1에 있는 각각의 데이터는 E2에 있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와 일치하고 E2에 있는 데이터도 

E1에 있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와 일치하는 관계이

다. 

 

 

 

6. 논리적 데이터 모델 

1) 논리적 데이터 모델 종류 

종류 구조 관계표현 특징 

관계형 

표 

-Table 

-Relation 

키(기본키, 

외래키, 

1:1, 

1:N,N:M 

SQL 

가장 많이 사용

되는 모델 

계층형 트리 

부모-자식 

관계 

N:M 직접 

표현 불가 

사이크 허용 않

함. 

개체 삭제 시 

연쇄 삭제 발생 

네트워크형 
그래프 

망 

오너-맴버 

관계 N:M 

직접 표현 

불가 

사이클 허용 

상/하위 개체 

복수대응 

 

 

 

 

7. 관계 데이터 모델 

1)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의 릴레이션 구조 

 

도메인(Domain) : 한 속성에 나타날 수 있는 값들의 

범위(집합) 

차수(Degree) : 속성들의 수 

카디날리티(Cardinality) : 튜플들의 수 

널( Null) : “해당없음” 등의 이유로 정보 부재를 나타

내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한 데이터 값 

   - 공백이나 0(zero) 의 뜻이 아님 

 

2) 릴레이션(Relation)의 특징 

1) 한 테이블에 정의된 튜플들을 모두 다르다. 

2) 한 테이블에 정의된 튜플들은 순서에 무관하다. 

3) 튜플들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 

4) 테이블(릴레이션) 스키마를 구성하는 속성들도 순

서에 무관하다. 

5) 속성의 명칭은 유일해야하지만, 속성의 값은 동

일해도 된다. 

6) 속성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값으로 구성된

다. (속성의 값은 분해X, 다중값X) 

7) 테이블을 구성하는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

한 속성들의 부분 집합을 키(Key)로 설정한다. 

 

3) 키(Key)의 개념 및 종류 

-DB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튜플을 찾거나 순서대로 

정렬할 때 다른 튜플들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

준이 되는 속성이다. 

1. 슈퍼키(Super Key) 

한 릴레이션 내에 있는 속성들의 집합으로 구성

된 키 (유일성) 

 

2. 후보키(Candidate Key) 

한 R 내에 있는 모든 튜플들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하나 또는 몇 개의 에트리뷰트 집합 

(최소 슈퍼키: 유일성 +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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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키(Pramary Key) 

 후보키 중에 선택한 키 

(중복되어서는 안되며, Null 값을 가질 수 없다.) 

4. 대체키(Alternate Key)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를 제외한 속성들 

5. 외래키(Foreign Key) 

 어떤 릴레이션에서 다른 릴레이션을 참조할 때 

참조 기준이 되는 속성으로서 참조하고자 하는 릴

레이션의 기본키와 동일 

 

 

8. 제약 조건(무결성, Integirity) 

개체  

무결성 

한 R의 기본키를 구성하는 어떠한 속성 

값도 널(NULL) 값이나 중복 값을 가질 

수 없다. 

참조 

무결성 

R은 참조할 수 없는 외래키값을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제약조건 

도메인  

무결성 

각 속성 값은 반드시 정의된 도메인에 

속한 값이어야 한다. 

 

 

 

9. 관계데이터연산 

1. 관계 데이터 연산 

관계 대수 관계 해석 

1. 절차적 언어(절차중심)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유도하는 가를 연산자와 

연산규칙 이용하여 기술 

2. 분류: 순수관계연산자, 

일반집합연산자 

3. SQL의 이론적인 기초 

1. 비절차적 언어(결과중심) 

 -원하는 정보가 ‘무엇’이

라는 것만 정의 

 

2. 분류: 튜플관계해석과 

도메인관계해석 

-기본적으로 관계해석과 관계대수는 관계 데이터베

이스를 처리하는 기능과 능력면에서 동등하다. 

-관계해석으로 표현한 식은 관계대수로 표현할 수 

있다.        

2. 관계 대수 종류 

1) 순수관계 연산자 

Select(σ) 

 릴레이션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

는 튜플들을 검색하는 것으로 기호는 

그리스문자의 시그마를 이용 

-(행, 수평적 연산) 

Project(π) 

 릴레이션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

는 속성들을 검색하는 것으로 기호는 

그리스문자의 파이를 이용 

-(열, 수직적 연산) 

Join(⋈) 
 두개의 릴레이션 A와 B에서 공통된 

속성을 연결 

Division 

(÷) 

 나누어지는 릴레이션인 A는 릴레이

션B의 모든 내용을 포함한 것이 결과 

릴레이션이 된다. 

 

2) 일반 집한 연산자 

합집합 (U) 

(UNION) 

 릴레이션 A 또는 B에 속하는 튜

플들로 구성된 릴레이션  

교집합 (∩) 

(INTERSECTION) 

릴레이션 A 와 B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튜플들로 구성된 릴레이션  

차집합 (-) 

(DIFFERENCE) 

릴레이션 A에만 있고 B에는 없는 

튜플들로 구성된 릴레이션  

카디션 

프로덕트 (X) 

CARTENSIAN 

PRODUCT 

A에 속한 각 튜플 a에 대하여 B

에 속한 튜플 b를 모두 접속시킨 

튜플들(a b)로 구성된 릴레이션 

 

(2) SQL 

1.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  

특징 ★ 

1) 관계대수와 관계해석을 기초로 한 고급데이터 언어 

2) 이해하기 쉬운 형태 

3) 대화식 질의어로 사용 가능 

4) 데이터 정의, 조작, 제어 기능 제공 

5) COBOL, C, PASCAL 등의 언어 

에 삽입→ 내장 SQL 

6) 레코드 집합 단위로 처리 

7) DBMS에서 사용되는 비절차적 대화형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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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QL 구분 

1) DDL(데이터 정의어) 

스키마, 도메인, 테이블, 뷰, 인덱스를 정의하거나 변

경 또는 삭제 할 때 사용하는 언어. 

CREATE 

(정의) 

스키마, 도메인, 테이블, 뷰, 인덱스를 정

의 

ALTER 

(변경) 
테이블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는데 사용 

DROP 

(제거) 

스키마, 도메인, 테이블, 뷰, 인덱스를 삭

제 

 

2) DML(데이터 조작어)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와 관리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

를 제공 

SELECT 

(검색) 
테이블에서 조건에 맞는 튜플을 검색 

INSERT 

(삽입) 
테이블에서 새로운 튜플을 삽입함 

DELETE 

(삭제) 
테이블에서 조건에 맞는 튜플을 삭제함 

UPDATE 

(갱신) 

테이블에서 조건에 맞는 튜플의 내용을 

변경함 

 

3) DCL(데이터 제어어) 

데이터의 보안, 무결성, 데이터 회복, 병행수행제어 

등을 정의 하는데 사용하는 언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데이터관리를 목적으로 사용 

 

COMMIT 

명령에 의해 수행된 결과를 실제 물리

적 디스크로 저장하고, DB 조작 작업

이 정상적으로 완료 되었음을 관리자

에게 알려줌 

(트랜잭션 완료→DB 적용) 

ROLLEBACK 

DB조작 작업이 비정상적으로 종료 되

었을 때 원래의 상태로 복구함 (트랜

잭션 취소→DB 적용 안됨) 

GRANT DB 사용자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함 

REVOKE DB 사용자의 사용 권한을 취소함 

 

 

 

 

 

(3) 시스템 카탈로그 
 시스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객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특징 

①DB시스템에 따라 상이한 구조를 지님 

②사용자도 SQL을 이용하여 검색가능(DBMS만 스스

로 갱신 유지할 수 있고, 사용자 갱신 안됨) 

③객체들로서는 기본테이블, 뷰, 인텍스, 데이터베이

스, 패키지, 접근 권한 등이 있다. 

④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대한 정보를 제공 

⑤개체들에 대한 정의나 명세에 관한 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 

⑥데이터 디렉토리: 데이터 사전에 수록된 데이터를 

실제로 접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관리 유지하는 

시스템만이 접근할 수 있는 구역 

 

(4) 뷰(View) 
-사용자에게 접근이 허용된 자료만을 제한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된 

가상 테이블(물리적 X, 논리적 O) 

 

특징 

① 구조가 기본테이블과 겅의 유사 

② 물리적으로 구현되지 않음 

③ 논리적 독립성 제공 

④ 필요한 데이터로만 구성 → 관리수월, 명령간단 

⑤ 데이터보호 효율적 → 자동보안 

⑥ 삽입,삭제,갱신 연산이 가능하지만 제한적 

⑦ 다른 VIEW정의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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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하나의 VIEW를 삭제→그 VIEW를 기초로 만들어

진 VIEW도 자동 삭제 

⑨ 독립적인 인덱스를 가질수 없음 

⑩ 뷰에 대한 검색은 일반 테이블과는 같음 

⑪ VIEW의 정의 변경 불가 

 

(5) 트랜젝션(Transaction) 
1. 정의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논리적 연산의 

집합 

2. 특징 

원자성 

(Atomicity) 

모두 반영 되거나 아니면 전혀 반영

되지 않아야 함 (부분 실행 안됨) 

일관성 

(Consistency) 

트랜잭션이 그 실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언제나 일관성 있게 DB상

태로 변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정요소는 

트랜잭션 수행 전과 트랜잭션 수행 

완료 후에 같아야 한다. 

독립성 

격리성 

(Isolation) 

둘 이상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병행 

실행되고 있을 때 또 다른 하나의 

트랜잭션의 연산이 끼어들 수 없다. 

영속성 

지속성 

(Durability) 

트랜잭션의 결과는 영구적으로 반영 

 

3. 연산의 종류 

Commit 

한 작업의 논리적 단위가 성공적으

로 끝났고, DB가 다시 일관된 상태에 

있으며 이 트랜잭션이 행한 갱신 연

산이 완료된 것을 트랜잭션 관리자

에게 알려주는 연산 

Rollback 

트랜잭션의 실행이 실패하였음을 알리는 

연산자로 트랜잭션이 수행한 결과를 원

래의 상태로 완성 복귀시키는 연산 

Abort 
철회, 비정상적으로 트랜잭션이 종료

되어 Rollback 연산을 수행한 상태 

 

4. 회복 기법 

트랜잭션 수행도중 장애가 발생하여 DB가 손상 입었

기에 손상 되기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작업 

5. 장애 유형 

1) 트랜잭션 장애  

2) 시스템 장애  

3) 미디어 장애 

→트랜잭션 장애가 DBdp 손상을 줄 가능성이 가장 

적은 장애 

 

(6) 자료구조  

1. 자료구조 분류 ★ 
-자료를 기억장치 내에 저장하는 방법 

선형 구조 
순차리스트(스택, 큐, 데크, 배열) 

연결리스트 

비선형 구조 Tree, Graph 

 

2. 선형 구조 
1) 순차리스트(선형, Sequential List): 연속적인 기억

장소에 저장 

-아파트 계단으로 연속적으로 이동 

-특징: 구조간단, 기억장소 이용 효율↑, 삽입/삭제 

어려움, 

연결리스트에 비해 검색 빠름 

2) 연결리스트(Linked List): 비연속적으로 저장 

-아파트를 엘리베이터로 비연속적으로 이동(포인터) 

-특징: 기억장소 이용 효율 낮음, 삽입/삭제 용이 

순차리스트에 비해 검색 느림 

 

3. 순차리스트 종류 

1) 스택(Stack) 

 삽입/삭제가 한쪽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LIFO: Last 

In FIRST OUT) 

 

Top Point: 가장 최근 삽입된 자료 EH는 가장 먼저 삭

제될 자룔를 가르키는 스택 포인터 

- 삽입: Top값 증가 

- 삭제: Top값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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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응용분야 

①인터럽트의 처리 

②수식의 계산 

③서브루틴의 복귀번지 저장 

④부프로그램(sub p/g)의 호출+ 함수호출의순서제어 

⑤운영체제의 작업스케줄링 (X) 

 

삽입 알고리즘 

 

 

삭제 알고리즘 

 

 

2) 큐(Queue) 

 노드의 삽입 작업은 선형 리스트의 한 쪽 끝에서, 제

거 작업은 다른 쪽 끝에서 수행되는 자료구조 

(FIFO: First IN FIRST OUT) 

 

응용분야 

①운영체제의 작업 스케줄링 

②키보드 버퍼 이용 시 

③스풀(spool) 운용 시 

 

3. 비선형구조 종류 
1) 트리(Tree)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이클이 없다.  

용어 

 Node(노드) 

 Root Node : 최상위 노드 

 노드의 차수(Degree) : 어떤 노드의 서브트리 수 

 트리의 차수 : 노드의 차수 값 중 최대값 

 단말노드(Terminal, Leaf) 차수가 0인 노드 

 형제노드 : 같은 부모 노드를 가지는 노드 

 레벨(Level) : 노드의 깊이   

 

 

 

특징 : 연결 리스트 구조로 표현(포인터 이용) 

  

 

트리의 종류 

① 이진트리  

- 차수가 2 이하로 구성된 트리 

- 이진 트리의 레벨 I에서 최대 노드 수: 2i -1 

② 스레드(threade) 이진 트리  

-기억 공간의 낭비 원인이 되는 널 링크 부분을 트

리 순회 시이용되도록 구성한 트리 

-널 링크를 다른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로 대체한

다. 

-스택의 도움 없이 트리를 순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 포인터와 스레드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③ B- 트리  

-인덱스 파일에서 인덱스를 구성하는 방법 중 하나 

-한 노드 안에 있는 키 값은 오름차순을 유지한다. 

-모든 리프노드(단노드)는 같은 레벨에 있다. (균형유

지) 

-루트노드는 리프가 아닌 이상 적어도 두 개의 서브

트리를 갖는다. 

-탐색, 추가, 삭제는 푸트로부터 시작한다. 

-인덱스파일에서 인덱스를 구성하는 방법 중 하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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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리 운행법 

 트리를 구성하는 노드를 찾아가는 방법 

Preorder (전위) Root → Left → Right 

Inorder (중위) Left → Root → Right 

Postorder (후위) Left → Right → Root 

 

3) Graph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사이클이 있다. 

 그래프를 인접행렬로 표시 

 

 

4. 수식 표기법 변환 
 산술을 계산하기 위해 기억공간에 기억시키는 방법 

 이진트리를 많이 사용 

PreFix (전위) 연산자→left 피연산자→Right 피연산

자 

InFix (중위) left 피연산자→연산자→Right 피연산

자 

PostFix (후위) left 피연산자→Right 피연산자→연산

자 

 

(7) 이상(Anomaly) 
 이상(Anomaly) : 테이블의 일부 속성들이 종속으로인

해 데이터 중복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테이블 조작 시 

문제 발생하는 현상 

- 삽입 이상(Insert Anomaly) : 데이터 삽입할 때 의

도와 상관없이 원치 않은 값들로 인해 삽입할 수 없

게 되는 현상 

- 삭제 이상(Delete Anomaly) : 한 튜플을 삭제할 때 

의도와 상관없는 값들도 삭제되는, 연쇄 삭제가 발

생하는 현상 

- 갱신 이상(Update Anomaly) : 튜플에 있는 속성 값

을 갱신할 때 일부 튜플 정보만 갱신되어 정보에 불

일치성이 생기는 현상 

 

 

 

 

(8) 함수적 종속(Functional Dependency) 

어떤 테이블 R에서 X와 Y를 각각 R의 속성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 할 때 

속성 X의 값 각각에 대해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속성 Y의 값이 오직 하나만 연관되어 있을 때 

'Y는 X에 함수적 종속' 또는 'X가 Y를 함수적으

로 결정한다'라고 하며 X→Y로 표기한다. 

X→Y의 관계에서 X를 결정자(Determinant), Y를 

종속자(Dependent) 

※ 연관이라는 개념을 결정짓는다라는 개념으로 보

면될듯 : X가 결정되면 Y도 결정된다. 

- 완전 함수적 종속(Full Functional Dependency)  

X→Y이면서도 X의 임의의 진부분집합인 Z와는 종

속관계가 없는 속성 

- 부분 함수적 종속(Partial Functional Dependency)  

X→Y이면서도 X의 임의의 진부분집합인 Z와도 

Z→Y인 속성 

 

(9)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 
(ODB; Object-oriented Database) 

-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 객체와 객체 식별자(OID; Object IDentifier) 

 - 속성(Attribute)과 메소드(Method)  

 - 클래스(Class)와 인스턴스(Insttance)  

 - 상속(Inheritance)  

 - 오버로딩(Overloading)과 오버라이딩(Overriding)  

- 객체 관계 데이터베이스(ORDB; Object Relational 

Database)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

의 개념을 추가한 데이터베이스 

 

- 특징 

- 객체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데이터 언어 표준

으로 ISO에서 제시한 SQL3 

- 확장 가능 데이터 타입 /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

입 / 사용자 정의 함수 / 등을 지원 

- 텍스트파일이나 그래픽 파일 같이 대용량의 데이

터 저장을 위해 LOB(Large OBject) 타입이 있다 

  - 가변 길이 문자 스트링(CLOB) / 가변길이 이진 

스트링(BL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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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규화(Nomarlization) 
테이블의 속성들의 종속적인 관계를 이용해 테이블을 

무손실 분해하는 과정으로 가능한 한 중복을 제거하여 

삽입/삭제/갱신 이상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비정규 릴레이션 

  ↓ 도메인이 원자값 

제 1 정규형(1NF; First Nomal Form) : 테이블에 속

한 모든 속성의 도메인이 원자 값(Atomic Value)임 

  ↓ 부분적 함수 종속 제거 

제 2 정규형(2NF) : 기본키가 아닌 모든 속성이, 기

본키에 대하여 완전 함수적 종속을 만족 

  ↓ 이행적 함수적 종속(Transitive Functional 

Dependency) 제거 

     - A→B이고 B→C일때, A→C를 만족하는 관계 

제 3 정규형(3NF) : 기본키가 아닌 모든 속성이 기

본키에 대해 이행적 종속을 만족하지 않음 

  ↓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함수종속 제거 

BCNF(Boyce-Codd Normal Form) 모든 결정자가 후보

키 

  ↓ 다치종속(MVD; Multi-Valued Dependency) 제거 

  - 테이블 R(A,B,C)에서 (A,B)→(C)도 성립하고 

(A)→(C)도 성립할때 다치 종속 

제 4 정규형(4NF) : 테이블 R의 다치 종속(MVD) 

A→→B가 존재할 경우, R의 모든 속성이 A에 함수적 

종속 

   ↓ 조인종속 제거 

제 5 정규형(5NF or PJNF) : 테이블 R의 모든 조인 

종속(JD)이 R의 후보키를 통해서만 성립 

  - 조인 종속(JD) : 테이블 R과 R의 프로젝션들을 

모두 조인한 결과가 동일 

  - 여기서는 R의 프로젝션으로 R의 후보키가 온

다고보면됨 

※ 첫 글자 따서 : 도부이결다조 

 

 

(11) 보안(Security) 
- 목표 

 정보 보호 / 정보 인증(악의적 수정과 허위 정보 저장 방지) / 

사용자 인증 

 

- 보안 기법 

   - SQL 이용한 권한 부여 기법 

       - 뷰(View)를 이용하는 방법 

       - DCL을 이용해 권한 부여와 취소 

   - 암호화 기법 

       - 개인키 암호화(Private Key Encryption) 기법 : DES 

       - 공개키 암호화(Public Key Encryption) 기법 : RSA 

 

 

(12) 데이터베이스 포렌식 
 데이터베이스 포렌식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추출, 분석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용도에 

맞게 증거를 획득하는 포렌식 기법이다.  

 먼저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어떠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테이터베이스의 종류를 파악한 다음, 어떠한 방

법으로 증거를 취득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 분

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포렌식 증거물 취득

시 일반적인 방법과는 달리 결과를 얻기 위하여 작업

된 쿼리문과 해쉬 값을 남겨 해당 소유자에게 확인 과

정을 반드시 거쳐 증거물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방법도 

잊어서는 안된다.  

 

1. DBMS의 종류 

1) My SQL 

 오픈 소스 방식의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 관리 시스템

(RDBMS)이다.  

 주로 Linux에서 사용되며 Apache 웹서버와 함께 연

동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MSSQL Server 

 마이크로소프트 개가 개발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

템이고 Web 상에서 가장 유용한 저장 데이터에 쓰인 

데이터베이스 이다. MS에 종속된다는 것이 가장 큰 단

점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Oracle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대형 데이터베이스 서버. 

 대부분 UNIX 시스템에서 사용되지만 Windows나 

Linux와 같은 다른 시스템에서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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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의 특징 

 양립성 : Oracle 제품이 기준 SQL을 채택하고 미국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 테스트를 거친다. IBM 

SQL./DS, DB2, INGRES, IMDS/R 등과 겸용한다. 

 이식성 : Oracle의 제품이 매우 넓은 범위의 하드웨어

와 운영 시스템 플랫폼 상에 운행될 수 있다. VMS, 

DOS, UNIX, Windows 등 여러 종류 OS에서 사용된다. 

 연결성 : 여러 종류 통신 네트워크와 연결될 수 있고 

각종 프로토콜을 지원한다. (TCP/IP, EDCnet, LU6.2 등) 

 고생산성 : 여러가지 개발도구를 제공하여 매우 편리

하게 사용자가 개발할 수 있다. 

 개방성 : 양립성, 이식성, 연결성과 높은 생산성이 

Oracle RDBMS을 양호하게 개방성을 구비한다. 

 Sybase : Sybase는 주로 3종류의 버전이 있다. 1번째

는 Unix 운영체제 시스템 아래 운행버전, 2번째는 

Novell Netware 환경 아래의 운행 버전, 3번째는 

Windows NT 환경 아래의 운행 버전이다. Unix 운영시

스템에 대해 가장 광범한 것은 Sybase 인 10 및 SY 

ABS E 11 for SCO UNIX 이다.  

Sybase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고객/서버 시스템 구조에 근거한 데이터베이스 

개방된 데이터베이스 

고성능의 데이터베이스 

 

4) DB2 

- IBM의 AS/400 시스템에 임베디드는 데이터 베이

스 관리 시스템이고 직접 하드웨어로 지지한다.  

- SQL 언어를 지원하고, 이종 데이터베이스와 

GATEWAY를 구비한다.  

- 속도가 빠르고 신뢰성이 좋다. 

- 하드웨어 플랫폼만 IBM의 AS/400을 선택하고 

DB2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선

택할 수 있다.  

 

2. 데이터베이스 서버 환경 

 1. 일반적인 서버 

 일반적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 서버일 경우 별도의 

조항이 없는 한 전체디스크를 복제하는 방법이나 서버 

전체를 압수하여야 한다. DB 관리자와 함께 수사관이 

작업지시를 하여야 하고, 작업된 쿼리문을 보관하여 

데이터의 안정성, 무결성 확보를 하여야 한다. 

 서버를 압수 할 수 없는 경우 Dump를 시행하는데 

이는 복구가 불가능할 뿐더러 나중에 해당 DB 테이블

을 재구성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분석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2. Raid(레이드)로 구성된 서버 

 Encase나 DD로 이미징하거나 해당 파일을 복사하여 

아무런 준비 없이 서버의 디스크만을 복제하여 재구성

할 때의 실패를 막을 수 있다. 레이드로 구성된 서버

의 경우 디스크를 분리하게 되면 재구성하기가 어렵

다.  

Raid에 대한 추가설명은 128 페이지 참고 

 

3. 데이터베이스 분석 도구 

데이터베이스 분석 도구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

템에 따라 별도의 분석 도구가 있으며 그 종류도 다양

하다.  

오라클을 기반으로 제작된 Toad는 분석용 소프트웨

어로서 오라클 기반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빠른 속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국산 소프트웨어로는 SQL Gate, Orange 등이 있다.  

 

4. 데이터베이스 증거수집 방법 

①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동작중인지 확인 

②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동작중인지 확인 

③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동작중이면, 휘발성 자

료를 DB 종류별로 나눠 아래의 목록과 같이 증거 

수집 한다. 

- 데이터베이스 종류 

-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버전 정보 

- 현재 접속한 사용자(OS 사용자, DB 사용자) 확

인 

- 현재 작업중인 SQL 확인 

- 테이블 들에 대한 정보 확인 

④ 수집된 증거물 목록 생성 

⑤ 증거물을 포장 또는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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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증거수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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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한 추천 서적 및 자료 

(서적) 디지털 포렌식 

컴퓨터 포렌식 가이드라인(TTA) http://forensic.korea.ac.kr/guideline/guideline_8.pdf 

컴퓨터 포렌식 가이드라인 : http://forensic.korea.ac.kr/guideline/guideline_8.pdf  

이동전화 포렌식 가이드라인 : http://forensic.korea.ac.kr/guideline/guideline_2.pdf  

통신비밀보호법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615&efYd=20160303#0000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842&efYd=20160322#0000  

개인정보보호법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223&efYd=20160101#0000 

 

 

  

5과목 디지털 포렌식 개론 

http://forensic.korea.ac.kr/guideline/guideline_8.pdf
http://forensic.korea.ac.kr/guideline/guideline_8.pdf
http://forensic.korea.ac.kr/guideline/guideline_2.pdf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615&efYd=20160303#000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842&efYd=20160322#000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223&efYd=201601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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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포렌식의 개관 

1. 디지털 포렌식 등장 배경 

 전통적으로 포렌식 개념은 법의학 분야에서 주로 사

용되었다. 즉 지문, 모발, DNA 감식, 변사체 검시 동에 

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정보기기들의 

활용으로 포렌식 개념은 물리적 형태의 증거(유형의 

증거)뿐만 아니라 전자적 증거 (Electronic Evidence)를 

다루는 디지털 포렌식 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재 디지털 포렌식은 정보기기에 존재하는 디지털 

자료를 근거로 삼아 어떤 행위의 사실 관계를 규명하

고 증명하는 신규 보안, 법률 서비스 분야이다. 디지털 

포렌식은 검찰, 경찰 등의 국가 수사기관에서 범죄 수

사에 활용되며 일반 기업체 및 금융회사 둥의 민간분

야에서도 디지럴 포렌식 기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

다. 

 특히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적 증거자료 수집, 내부 

정보의 유출방지, 회계 감사 등의 내부 보안강화에의 

활용이 주목받으면서 기업의 새로운 보안 솔루션까지 

포렌식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2. 디지털 포렌식의 의의 

전통적으로 포렌식 (forensic) 이라는 개념은 법의학 분

야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즉, 지문, 모발, DNA 감식, 변

사체 검시 등 분야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정보기기들의 활용으로 포렌식 개념은 물리적 형태의 

증거뿐만 아니라 특수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증거 

(Electronic Evidence)를 다루는 분야에도 포렌식이라는 

용어가 확장되는 추세로 특수저장매체인 컴퓨터에 기

억된 전자적 정보를 정확히 식별하여 수집하고, 이를 

보존, 분석을 통해 관련된 정보를 특정하여 법정에 증

거로 제출하고, 언제든지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자료

를 준비하는 절차를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이

라 함. 

 

3. 디지털 포렌식의 유용성 

1) 로그 기록 감사 

다양한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여 시스템 로그를 감시

할 수 있다. 다수의 시스템으로부터 로그를 추출, 분석

하여 상호 연관성을 판단하고, 사고처리, 정책위반 사

실 적발, 감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데이터 복구 

 포렌식 툴 중에는 시스템에서 소실된 데이터를 복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들이 많다. 또한 의도적으

로 삭제하였거나 변조된 데이터도 복원이 가능하다.물

론 상황에 따라 복구율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

지만， 일부 강력한 포렌식 도구는 심각하게 훼손된 

컴퓨터나 디스크에서도 소실·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해

낼 수 있다. 

 

3) 데이터의 추출 및 파기 

 일부 기관은 포렌식 도구를 사용하여 재배치 또는 

폐기하는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여 보관하

기도 한다.  

 포렌식 절차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는 민감데이터 

(sensitive data)가 확실히 파기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

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회사의 업무과정에서는 필

연적으로 민감데이터가 발생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파

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데이터를 

파기한 후 해당 컴퓨터 시스템에 포렌식 절차를 수행

하여 복구를 시도해 보고， 복구에 실패하면 그만큼 

데이터가 안전하게 파기되었다고 판단히는 지표로 활

용할 수 있다. 

 

4) 법적 책임 이행태세 확립 

 다양한 법령과 규정에 의하여 각 기관들에게는 추후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고 

특정한 기록을 보존할 책임이 부여된다. 또한 보호된 

민감정보가 자칫 유출된 경우 다른 국가기관이나 피

해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 

포렌식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정보유출 

동 사고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고, 법적 책임과 의

무를 수행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5) 업무운용상 문제해결 

대부분의 포렌식 도구와 기술은 일반적인 업무운용

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설정이 잘못 잡혀 있는 시스템의 위치

를 파악한다든지,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오류를 해결한

다든지, 현재 설치된 운영체제를 검토하고 설정을 확

인하는 데도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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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포렌식 조사의 일반 원칙 

원칙 설명 

적법성 
입수 증거가 적법절차를 거쳐 얻어야 

함 

검증 

가능성 

같은 조건에서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

도록 검증이 가능함(=재현의 원칙) 

신속성 
전 과정은 지체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

어야 함 

연계 

보관성 

증거물 획득에서 법정제출까지 담당 책

임자가 명확해야 함(=절차연속성) 

무결성 
수집 증거가 위/변조 되지 않았음을 증

명해야 함 

디지털 포렌식 조사의 일반원칙 

 

 디지털 포렌식 조사는 적절한 표준방법에 의하지 아

니한 증거수집은 위법하다. 그 증거가 법정에 제출된

다 해도 그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이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독수독과의 원칙이라고 한다. 또한 재현의 

원칙에 의거하여 같은 조건에서 증거 를 수집하였을 

때 항상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해당 증거는 신뢰성을 갖

는다. 전 과정은 외부 요인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증거물 획득/이송/분석/보

관/법정 제출의 각 단계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명확

히 해야 한다. 

 

 

5. 디지털 포렌식의 유형 

1) 분석 목적에 따른 분류 

사고 대응 포렌식(Incident response forensics) 

 해킹 등의 침해 사고 시스템의 로그, 백도어, 루트킷 

등을 조사하여 침입자의 신원, 피해내용, 침입경로 동

을 파악하기 위한 분야로서 네트워크 기술과 서버의 

로그분석 기술과 운영체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보 추출 포렌식(Information extraction forensics) 

 범행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얻기 위하여 디지털 저

장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 를 복구하거나 검색

하여 찾아내고, 범행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를 데이

터 를 분석하여 찾아내는 것을 목적 

 

2)분석 대상에 따른 분류 

디스크 

포렌식 

물리적인 저장장치인 하드디스크, 플로

피, CD ROM, USB등 보조기억장치에서 증

거 수집하고 분석하는 분야.  

시스템 

포렌식 

컴퓨터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및 프로

세스를 분석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분야.  

여러가지 운영체제별 파일시스템의 이해

가 중요하다. 

네트워크 

포렌식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나 암

호 등을 분석하거나 네트워크 형태를 조

사하여 단서를 찾아내는 분야. 대부분 

네트워크는 사용자를 감시하기 위하여 

추적을 위한 기능을 지원한다. 

인터넷 

포렌식 

인터넷으로 서비스 되는 WWW, FTP 등

의 인터넷 응용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증

거를 수집하는 포렌식 분야.  

모바일 

포렌식 

휴대폰, PDA,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등 휴대용 기기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

하여 분석하는 분야. 소형 휴대용 기기

의 데이터에 대한 범죄 증거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은닉이 편리하기 때문에 

세심히 확인 해야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 

베이스 

포렌식 

데이터베이스로 부터 추출/분석하여 증

거를 획득하는 포렌식 분야.  

기업의 모든 데이터는 개인 PC와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증거 확보를 위한 

기법들이 연구되어야 한다.  

암호 

포렌식 

문서나 시스템에서 암호를 찾아내는 포

렌식 분야로, 증거수집에서 비인가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문서나 각종 시스템에 

암호를 설정해 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법들이 필요함. 

분석 대상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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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증거 
 컴퓨터 또는 기타 디지털 저장 매체에 저장되거나 네

트워크를 통해 전송 중인 자료로서 법정에서 신뢰할 

수 있으며 증거 가치가 있는 정보 

 

1. 디지털 증거의 종류 

디지털 증거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 

– 저장 매체의 종류, 증거의 내용, 법적 효력 또는 

디지털 정보의 휘발성 정도 

–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과 무결성을 만족시켜 주는 

속성에 따라 구분 

 

 

자동/인위적으로 생성되는 디지털 증거 

 

• 내용물은 보관 증거, 특성 정보는 생성증거로 볼 수 

있음 

• 보관증거 작성자가 부인하면 생성증거로의 특성정보

에 의해 진정성이 증명되어야 내용물이 디지털 증거로

서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음 (일반적인 경우 내용물은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음) 

 

휘발성 / 비휘발성 증거 

 

2. 디지털 증거의 특성 

1) 비가시성(非可視性), 비가독성(非可讀性) 

–눈에 보이지 않는 0과 1의 조합인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 그 자체는 육안 식별이 불가능한 잠

재성, 은닉성, 불가시성, 불가독성을 갖는 무체물이

므로 그 발견과 증명이 어려움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 그 자체는 

사람의 지각으로 바로 인식이 불가능 

–따라서 일정한 변환절차를 거쳐 모니터 화면으로 

출력되거나 프린터를 통하여 인쇄된 형태로 출력되

었을 때 가시성과 가독성을 가짐 

–따라서 디지털 증거와 출력된 자료와의 동일성 여

부가 중요 

 

 

2) 취약성(변조 가능성) 

–오류에 의한 손상이나 의도적인 변조가 쉬우며, 변

조 사실을 찾아내기 어려운 취약성 존재 

–하나의 명령만으로 하드디스크 전체를 포맷하거나 

파일 삭제가 가능하며, 파일을 열어보는 것만으로 

파일 속성이 변경됨 

–사후에 법정에서 증거의 조작여부, 증거 획득 절차

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함 

–수사기관에 의한 증거조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무결성 문제가 대두 

–무결성이 훼손되면 증거능력을 상실할 수 있음 

 

3) 복제 용이성(매체독립성) 

–디지털 증거는 ‘유체물’이 아니고 각종 디지털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거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 

중인 정보 그 자체 

–원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쉽게 복제할 수 있으며, 

원본과 복제본의 구별 어려움 

–정보는 값이 같다면 어느 매체에 저장되어 있든지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디지털 증거는 사본과 원본

의 구별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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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량성 

–저장 기술의 발전으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를 하나

의 저장 매체에 모두 저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회

사의 업무처리에 있어 컴퓨터의 사용은 필수적이고, 

모든 업무 자료는 컴퓨터에 저장됨 

–기업 전산 회계자료, 데이터베이스 자료나 파일 서

버 문서자료 등은 데이터 양이 수십 테라바이트에 

이를 만큼 양이 방대함 

–또한 대형 서버 시스템이나 파일 서버가 수사 대상

일 경우, 수집할 데이터 양이 방대하며, 압수 대상일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업무 연속성에 

지장을 주는 경우 

 

5) 전문성 

–디지털 방식으로 자료를 저장하고 이를 출력하는데 

컴퓨터 기술과 프로그램이 사용됨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분석에도 전문적인 기술이 

사용되므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분석 등에 있어 포

렌식 전문가가 필수적임 

–전문성의 부재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신뢰성 문제

가 대두됨 

 

6) 휘발성 

–디지털 증거에는 컴퓨터 메모리나 네트워크 상에서

만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증거가 있음 

–휘발성 데이터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의 상태를 파

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디지털 증거 압수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 

 

7) 초국경성(네트워크 관련성) 

–디지털 환경은 각각의 컴퓨터가 고립되어 있는 것

이 아니라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네트워크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음 

–따라서 디지털 증거는 공간의 벽을 넘어 전송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재판관할권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

할 것인지 국경을 넘는 경우 국가의 주권문제까지도 

연관됨 

 

 

3. 법정에서 유효한 디지털 증거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

가 증거능력을 갖고 충분한 증명력을 갖는다는 것 

•증거 능력은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함 

–증거능력 관점에서 유의하여 증거를 수집/분석/

제출해야 함(진정성과 무결성이 보증되어야 함) 

–판사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 됨 

–위법수집증거배재의 원칙과 전문법칙에 따라 증

거 능력 인정 여부가 결정됨 

증명력은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의미, 신빙성의 정

도를 가르킴 

–재판을 통해 증명력을 평가 받게 됨 

–자유심증주의에 근거하여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결정됨 

–자유심증주의 :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할 때 아무런 

제한이나 구속력을 두지 않고 오로지 법관의 자유

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 

 

 

 

1. 위법 증거 배제 원칙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즉 위법 수

집 증거는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이론으

로 미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국내법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진술증거 특히 자백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제한하

는 명문 규정을 두었으나, 비진술증거인 증거물과 

관련하여 그 증거능력에 아무런 규정이 없었음 

–기존의 판례는 위법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비진술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지만, 최근에

는 형사소송법 내 308의 2조에 "적법한 절차에 따

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라고 명확히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을 규정하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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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 법칙 

전문 (傳聞, Hearsay) 

–사실의 진위여부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전해들은 

말을 의미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법정 밖에서 진술된 것 

 

전문 법칙(Hearsay Rule) 

–전문법칙(전문증거배제법칙)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을 배제하는 증거법상의 원칙 

–원진술자가 말한 진술상의 취약점을 파악할 방법이 

없음 

–현행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에서는 이러한 전문

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인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

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3. 전문법칙의 예외 

전문법칙의 예외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이 큰 경우 

–잘못된 의미를 전달할 가능성 보다 다른 요소가 더 

큰 경우 

–전문가 증언의 경우 전문가들이 근거로 하는 자료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

할 경우 

 

전문법칙의 예외 기준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해당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을 의미 

–필요성의 원리 

•전문증거이지만 동일한 가치의 증거를 얻는 것이 

다른 방식으로는 불가능하여 이 증거라도 사용할 필

요가 있을 경우 

•원 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구하는 것이 불가

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기 때문에 비록 전문증거라

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일반적인 전문법칙의 예외들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조서 및 진술 기재서, 진술서, 검증조서, 감정서, 당

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등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예외 

–[형사소송법 315조]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필요

성 원리를 적용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를 전문법칙의 예외로 둠 

– 315조에 해당되는 디지털 증거의 출력 문건의 무

결성, 신뢰성이 인정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됨 

 

4.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의 관계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디지털 증거는 직접적으로 사람의 지각ㆍ기억ㆍ표

현ㆍ서술이라는 진술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것이 기

계적으로 처리되어 작성된 것 

–전문법칙에 근거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디

지털 자료는 전문증거로 판단되어 증거능력을 인정

하지 않을 수 있음 

•압수한 디지털 증거가 무결성의 문제, 신뢰성의 

문제 및 원본성의 문제를 모두 통과하였다고 하

더라도 디지털 증거가 진술증거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 

•전문법칙 예외 조항에 디지털 증거 적용 

–디지털 증거는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 사람이 표현

하고자 하는 내용의 자료를 입력하여 처리ㆍ생성된 

부분이 존재 

–따라서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

법칙의 관계에 유의하여 증거능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 

–디지털 증거도 적절한 조건을 갖출 경우 전문법칙

의 예외로 적용됨 

 

※ 전문법칙의 예외는 결국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는 의미. 

 

5. 전문법칙의 예외의 디지털 증거 

1) 비진술 증거로서의 디지털 증거 (전문 아님) 

–주로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증거(Computer-

generated Evidence) => 생성증거 

–컴퓨터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자동적으로 기록ㆍ저

장되는 디지털 증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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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로그파일, 이벤트 기록 및 인터넷 웹 히스

토리 파일 등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 자체가 증거로서 제출되는 

경우에는 진술증거가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또한 진정성, 무결성, 신뢰성 등이 인정된다면 일

반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됨 

 

2) 진술 증거로서의 디지털 증거(전문 여부 판단 필요) 

–주로 컴퓨터에 저장된 증거(Computer Stored 

Evidence)=>보관증거 

–대부분 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됨 

–전자문서로 된 비즈니스 기록은 진술증거임에도 일

정 요건이 만족되는 경우 전문법칙의 예외로 인정 

•비즈니스 기록: 기업의 일상적인 비즈니스 과정에서 비

즈니스와 관련된 어떤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준비되거

나 이용되는 모든 회계장부나 기타 문서들 

•많은 국가에서 비즈니스 기록은 전문증거 규칙의 예외

로 적용 

 

6.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 보장 

 디지털 증거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증거능력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무결성, 원본성, 

신뢰성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1) 진정성 (Authenticity) 

–디지털 증거의 저장, 수집 과정에서 오류가 없었으

며, 의도된 결과가 정확하고 그로 인해 생성된 자료

임이 인정되어야 함 

–디지털 증거는 다른 증거와 달리 훼손, 변경이 용

이한 특성으로 인하여 최초 증거가 저장된 매체에서 

법정에 제출되기까지 확실한 인수인계를 통해 변경

이나 훼손이 없어야 함 (연계 보관성- Chain of 

Custody)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 주장하려는 바대로 해당 

증거가 특정 사람이 특정 시점에 생성하고 특정시점

에 특정인에게 전송된 증거라는 사실이 검증되고 요

증 사실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의 본질적인 부분이 

변화되지 않을 성질 

 

2) 무결성 (Integrity)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 디지털 증거의 수집 이후 

디지털 증거의 보존 및 분석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의 어떠한 부분도 수정/변경./손상 되지 않을 성질 

–디지털 증거가 원본 소스로부터 수집되어 보관, 분

석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수정, 변경, 손상이 없도록 

유지해야 하며 이를 검증(보장) 할 수 있어야 함 

–법정 제출 시 디지털 증거를 검증하여 위조 여부

를 판별해야 함 

–고소인 측에서 연계 보관성을 통한 무결성을 증명

하더라도, 피고소인이 디지털 증거의 위조 가능성을 

이유로 증거 효력을 무력화할 경우,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3)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Originality) 

–디지털 증거 자체로는 가시성, 가독성이 없으므로 

가시성 있는 인쇄물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밖에 없음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출되는 증거 데이터가 원 매

체에 있는 데이터와 동일함을 의미 

원본성과 디지털 증거 사본 

–대용량 시스템에서의 증거 수집은 원본 매체 자

체를 다른 저장 매체에 복제 혹은 기타 방법으로 

이동시켜 수집함 

–실제 법정에 제출되는 증거들은 원본 증거와는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되며, 증거 원본이 제출되어

야 하는 증거법 상의 원칙상 제출되는 사본 증거, 

그리고 가시성, 가독성 있는 형태로 변환된 증거

를 원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최량증거규칙 (The Best Evidence Rule) 

–영미권에서 발달한 증거원칙으로 문서의 원본증

거가 증거로서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되

어야 한다는 것 

–미국 최량증거규칙은 연방증거규칙(Federal 

국내의 원본성 규칙 

–미국과 달리 최량증거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

음 

–압수한 하드 디스크 등 저장 매체의 원본에 저

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이 동일한지 여부가 문

제 될 뿐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

는 이미징 한 매체 사이에 데이터의 동일성이 증

명되어야 함을 판시하여 디스크 이미징 도구에 

의해 산출된 이미지 데이터 또한 진정성이 증명

된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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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뢰성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증거 데이터의 분석 등 처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가 위ㆍ변조되거나 의도되지 않은 오류를 포함하지 

않았음을 의미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은 디지털 증거 자체의 특성

이 아닌 디지털 증거를 취급하는 인력, 도구, 분석, 

절차 등과 같은 주ㆍ객관적인 요소들의 신뢰성 증명

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 가능 

신뢰성 관점에서 디지털 증거의 법적 활용 

–행위자에 의한 원본 생성부터 조사 과정에서의 수

집, 분석, 법정 제출까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

가 필요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과학적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곧 디지털 포렌식 연구 목표와 동일 

디지털 증거의 법적 허용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국가차원의 제도화를 통해 법 집행력을 높이고 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제공 

 

 

(3) 디지털 증거 수집 기술 

1. 포렌식 도구에 일반적 요구사항 

 법정에서 전자적 증거가 효력을 가지기 위해 전자적 

증거를 도출한 전자적 증거분석도구의 신뢰성이 보장

되어야 하며, 전자적 증거 분석도구가 정확하고 객관

적인 결과를 일관성 있게 산출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2. 일반적 요구사항 

1) 유용성(usability) : 복잡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

석도구는 추상화 계층에서 데이터와 조사관에게 도움

을 주는 포맷을 제공해야 한다. 분석도구는 조사관이 

데이터를 부정확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평문으로 그리

고 정확한 포맷으로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 

2) 포괄성(comprehensive) : 모든 증거를 식별할 수 

있기 위해 조사관이 모든 출력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정확성(accuracy) :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

석 도구는 출력 데이터가 정확하고 결과가 적절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오류 한계가 계산된다는 것을 보장

해야 한다. 

 

4) 동일성(deterministic) : 분석 도구의 정확성을 보장

하기 위해 변형 규칙 집합과 입력이 주어지면 항상 

동일한 출력을 산출해야 한다. 

 

5) 입증가능(verifiable) : 분석 도구의 정확성을 보장

하기 위해 결과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필요가 있으

며, 이것은 수동 또는 보조의 독립적인 도구 집합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따라서 출력이 입증될 수 있도록 

각 계층의 입력과 출력에 엑세스할 필요가 있다. 

 

* 추가로 권고되는 특성 

읽기 전용(Read Only) :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이 

특성을 매우 권장되는 특성이다. 디지털 매체의 특

성은 데이터의 정확한 사본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원본을 수정하는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사

본이 ㅁ나들어 질수 있다. 결과 입증을 위해 입력의 

사본이 필요하다. 

건전도 검사(sanity check) : 모든 데이터 값은 추상

화 계층에서 입력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몇몇 출력은 유효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사관은 유

효한 출력과 유효치 않은 출력 사이에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데이터 조사관을 지원하기 위해 표현

도구는 건전도 검사를 수행해야 하고 유효한 지 표

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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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증거 수집 기술 
다양한 저장 매체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으므로 조

사자는 새로운 디지털저장 매체의 유형과 특징을 미리

파악해서 가능한 모든 증거물을 발견하고 확보할 수 

있어야 함. 

조사대상시스템확보 

–컴퓨터확보 : 특히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핵심 증

거물이 됨 

–기타 디지털 기기수집 : 프린터, PDA, 휴대폰, 전자

수첩, 네비게이션, 게임기와 같은 기기의 저장 위치

와종류, 추출방법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함 

–휴대용 저장매체 확보 

•휴대할 수 있는 저장장치로 자료 전달과 보관을 

목적으로 함(사건 관련 데이터가 많이 있으며 핵

심증거가 있을 수 있음) 

•플로피디스크, CD, DVD, 외장형 하드 디스크 드라

이브, 메모리카드, 테이프 등이 대표적 

•이러한 장비는 소형이기 때문에 숨기려고 함, 새

로운 저장 매체들은 라이터나 시계, 펜등의 은닉

된형태의 저장장치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음 

 

디지털 증거 조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포렌식 장비 

 

 

1. 활성 시스템 조사 

활성시스템(Live System) 

•운영 중인 시스템 

•휘발성데이터(Live Data, Volatile Data) : 시스템의 

RAM에 저장되어 있어 전원을 차단하면 수집할 수 

없는 데이터 

•활성 시스템 정보: “사건현장에서 촬영한 즉석 사

진” 과 같이 당시 시스템의 동작상태를 그대로 나타

내는 시스템 사용 정보  

활성 시스템 조사의 중요성 

포렌식 페러다임

의 변화 

하드디스크 용량이 급걱하게 증가

함에 따라 디스크 이미지 기반의 

증거 조사가 어려워짐 

시스템의 현재 상

태가 중요한 경우 

침해 사고 조사의 경우 시스램의 

현재 상태가 매우 중요 

이미지 획득이 불

가능한 시스템의 

경우 

서버와 같이 시스템을 압수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을 끄

지 않고 조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활성시스템 조사(Live Forensic) 

•Live Forensics: 활성상태의 시스템에서 증거 수집 

및분석을 수행하는 일련의 조사과정 

•디스크 이미지 조사기반의 일반적 디지털 포렌식 

과정과는 다르게 시스템이 구동 중인 상태에서 데

이터를 선별 수집 및 조사를 진행 함 

•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하면 수집할 수 없는 휘발성 

데이터와 신속한 조사에 필요한 비휘발성 데이터를 

선별해서 수집 

 

활성 데이터 

– 활성시스템에서 수집할 수있는 휘발성 데이터와 조사에 

필요한 비휘발성 데이터를 포괄하는 개념 

 

– 활성 시스템은 시스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함 

  • 휘발성 데이터 수집 필요성 

  • 활성 시스템에서 비휘발성 데이터의 수집 필요성 

• 수집한 비휘발성 데이터와 원본의 동일성 

• 수집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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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설 시스템 조사 절차

 

 

활성 데이터 조사 고려사항 

1) 조사 대상 시스템 무결성 보장 

• 이론적으로는 수집 데이터의 내용은 물론 메타 데

이터까지 변경 되지 않아야 함 

• 휘발성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은 필연적으로 대상 

시스템에 영향을 미침 

• 휘발성 저장장치에서 수집한 증거의 법적효력에 

관한 연구 필요 

• 절차적 방법 : 입회인의서명 

• 기술적 방법 : 메타 데이터 변경의 최소화, 수집 

데이터의 위조 불가능성 

2) 데이서 수집의 용이성 

• 이미지 생성 없이 필요한 데이터만 선별적으로 수

집 가능 

3)인증절차 우회 

• 사용자 인증이 불필요하며, 자동 암호화 솔루션 우

회 가능 

 

활성 시스템 조사 시 주의사항 

  • 시스템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 

  • 신뢰성 있는 도구 사용 

  • 신중한 조사 

  • 한번 변경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음 

  • 조사 과정의 기록 

  • 조사 시각, 수집 데이터 명시 및 변경 데이터 명시 

 

 

 

 

 

휘발성 데이터 분석 

• 수집 과정에서 시스템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으므

로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GUI 도구보다는 

CLI(Command Line Interface)의 사용을 권장 

• 읽기만 가능한 매체에서 실행되어야 함 

• 수집한 다양한 휘발성 데이터에 대한 상관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 도출 

• RFC 3227 : 휘발성 정도에 따른 수집 절차 

 

 

 

2. 비휘발성 데이터 

활성 데이터 중에서 비휘발성 데이터수집 

–시스템을 종료 시키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활성시

스템에서 직접데이터를 수집할 수 도있음 

– 데이터 선별을 통해 사건과 관련된 비휘발성 데

이터만 수집하는 경우도 있음 

– 레지스트리(윈도우)에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 

– EFS 기능과 같이 패스워드가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된 보호기능을 우회할 수 있음 

 
 

활성 시스템 조사의 한계성 

활성 시스템에서 조사를 위한 도구를 실행할 경우, 

시스템에 불가피한 데이터 변형 유발 

• 파일 접근시간, 메모리데이터 무결성 훼손 

DLL 후킹 기법등을 사용하는 악성 코드에 의해서 

이미 변조된 데이터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음 

• 메모리 분석을 통한 악성 코드 존재 여부 파악

이 필요함   

삭제 파일에 대한 복구 불가능 

• 이미지 분석 과정에서 파일복구를 시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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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스크 이미징 

– Imaging: 원본 보존과 추후 분석을 위해서 그대로 

복제하는 과정 

– 원본이 압축될 수도 있음 

– 수집한 일시와 장소, 수집한 자, 하드 디스크 일련

번호와 같은 부가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음 

–소프트웨어 이미징 도구: dd(Unix), dfcldd(미국방부

에서개발), Encase(Guidance ->분석용으로 많이 활용) 

등 

–하드웨어 이미징 도구: 속도가 빠름(보관용 및 수집

용으로 많이활용) 

 

디스크 이미지 생성 

– 조사 대상 시스템에서 직접 저장매체를 이미징하

는 경우 

• Bootable CD를 활용한 디스크 이미징 

– 저장 매체를 읽기 전용으로 마운트 할 수 있어 

데이터의 무결성을 손상 시키지 않고 이미징할 수 

있음 

– Helix, BackTrack, Knoppix 등 리눅스 시스템 기

반으로 한 도구가 활용 됨 

– 조사 대상 저장 매체를 분리하여 조사용 시스템에 

부착해서 이미징을 하는 경우 

• 전용H/W 장비 혹은 S/W 이미징도구 등 다양함 

• Write Block 과 함께 사용해야 함 

 

3. 임베디드 시스템 증거 확보 

메모리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어려움 

메타 데이터 및 비할당 영역을 수집하지 못하고 파일 

또는 컨텐츠만을 수집하는 경우도 있음 

• 물리적 수집 방법 

– 원본 장치를 bit-by-bit로 복사하는 방식 

– 완벽하게 사본을 얻을 수 있으므로 비할당 영역과 

파일의 메타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 

– 방법 

• 하드웨어 디버깅을 위한 JTAG(Joint Test Action 

Group)을 이용하는 방법 

– JTAG : 하드웨어 보드를 디버깅 하기 위해 개발된 

표준 

– 기기를 JTAG 에뮬레이터에 연결하고 이를 다시 

PC에 연결하여 메모리를 읽어올 수 있음 

– 모든 임베디드 기기에 적용할 수 있으나 제조사에

서 차단하거나 숨기는 것이 보편적임 

• 내부의 플래쉬 메모리를 분리하여 메모리 리더기

를 이용해 직접 데이터를 읽는 방법 

 

• 논리적 수집 방법 

– 메타 데이터와 비할당영역을 제외한 파일 또는 

컨텐츠를 복사하는 방법 

– 삭제된 데이터 복구도 가능(플래그로만 삭제 표시 

되므로), 쓰기 차단기기기 사용 되지 않음(무결성 보

존이 어려울 수 있음) 

– 접근을 위해서는 제조사 마다 다른 프로토콜 방

식을 알아내야 함 

•파일 단위 접근 

– 기기와PC를USB 케이블을 이용하여 연결 

– 디렉터리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접근권한

을 획득한 후 파일의 목록을 받아옴 

– 파일 목록을 받은 뒤 다시 접근권한을 획득

하고 파일의 내용을 전송 받음 

• 컨텐츠 단위 접근 

– 제조사에서 제공하는PC-Link 소프트웨어를 이

용 

– 증거 획득기술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활용하

나 기기의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데이

터로 매우 제한적 

• 백업 소프트웨어를 통한 접근 

– 기기가PC와연계하여백업혹은동기화기능을제

공하는경우 

– 수집된 정보가 기기로 전송 되지 않도록 주

의해야 함 

– 백업 소프트웨어의 파일 형식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함 

 

모바일 기기 증거자료 추출 방법 

휴대폰 주요 데이터 

– 최근 통화, 문자메시지, 전화번호부, 일정, 메모, 

사진 및 동영상 등 

데이터 획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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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증거 자료 추출 방법 

• 스마트 폰 주요 데이터 

– 휴대폰 데이터 + 이메일, 아웃룩(MS), 인터넷 사

용 기록, GPS 정보 등 

• 데이터 획득 방법 

 

 

디지털 포렌식 분석 기술 

좀더 자세한 분석 기술에 대한 내용  다운로드(클릭) 

 

 

(5) 디지털 포렌식 수행 과정 
1. 디지털 포렌식 조사 모델의 정의 

디지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매체를 증거로서 확보

하여, 디지털 증거의 법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수

집, 보관, 이송, 분석, 보고하는 일련의 수행 절차 

–이러한 과정은 분석된 결과가 법적인 증거로 허용

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신뢰성 

있는 결과의 산출, 분석 결과의 정확성, 오류 발생의 

최소화 등에 기초해야 함 

 

디지털 포렌식 조사 모델 

 

 

일반적인 사법 처리 과정 

 

 

포렌식 조사 모델 수행 시 유의 사항 

 

 

1) 적법 절차의 준수 

  피조사자 개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고, 피조사 

기관은 기업의 영업 비밀이나 중요 자료의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 절차를 준수 

  특히 디지털 포렌식 조사의 대상이 되는 저장 매

체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많은 정보가 저장 

  따라서 조사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확

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할 경우 추후 문제가 발

생 

  준수 방안 

• 수사 기관인 경우, 압수ㆍ수색 권한 혹은 영장

이 한정하는 영역 내에서만 조사를 진행 

• 민간 기관인 경우, 조사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여부를 사전에 상호 확인하고, 의뢰인

이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수행 

 

2) 원본의 안전한 보존 

  디지털 데이터는 쉽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데

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함 

  특히 물리적인 충격이나 전자기파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포장에 주의 

  증거 분석은 원본의 손상을 막기 위해 반드시 사

본에서 수행 

  또한 생성한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

명할 수 있는 절차적, 기술적 절차가 수반  

 

3) 증거의 무결성 확보 

  디지털 데이터는 완벽히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 이후에는 어떠한 변경도 없었다는 것

을 입증하기 위한 기술적, 절차적 수단을 확보해야 

함 

  법정에서 무결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 

http://prof.gwangju.ac.kr/bbs/download1.php?gid=thlee&no=872&type=lecture_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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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거의 신뢰성 증명 

 증거 분석은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충분히 검토되어 신뢰할 수 

있는 기술적 절차로 수행되어야 함 

    도출된 결과는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함 

5) 분석 결과의 반복성 

    도출된 분석 결과는 동일한 실험 조건이 주어진

다면, 오차 범위 내에서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현할 수 있어야 함 

6) 진정성 유지를 위한 모든 과정의 기록 

  디지털 증거 수집, 분석을 비롯한 모든 과정을 기

록함으로써 사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은 수집 이후부터 법정까지 

진행된 증거 처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통

해 입증 

 

(국내)대검찰청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모델 

 대검찰청 압수수색 모델은 수사기관인 점을 감안하

여 영장 발부,집행, 압수 수색과 같은 부분이 강조됨  

 

 

경찰청에서 발간한 디지털 증거처리가이드라인에서 증

거 수집, 증거 분석, 보고서 작성으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2. 디지털 포렌식 조사 모델 

 

1) 조사준비  

• 조사 준비 단계   

 위법 행위, IT 보안 시스템의 경보 등과 같이 사건

이 발생하면,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필요한 준비 과

정을 수행하는 단계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 준비 과정에서 세밀한 준비가 절실히 요구됨  

현장 출동 시,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지 못하거나, 인

원이 부족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원활한 조사 

진행이 불가능함  오랜 조사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책임자의 지휘 아래 철저한 조사 준비를 해야 

함 

• 조사 준비 과정의 세부 절차 

 도구 개발 및 교육 훈련 : 디지털 기기 신제품에 

대한 연구 및 도구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

전 교육 및 훈련 과정이 있어야 함 

 사건 발생 및 확인 

 조사 권한 획득 

 인원 구성  

 장비, 도구 준비 단계 

 

2) 현장 대응 

• 현장 도착 시 조치 과정 

 사건 준비과정이 완료되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

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며, 향후 증거 수집 과정을 

시작하기 앞서 모든 준비과정을 수행하는 단계 

현장을 통제하고 이를 보존하며, 관계자와의 협조

를 얻어 주요 조사 대상 시스템과 매체를 파악함. 

 또한 조사 과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카메라나 

캠코더로 이를 촬영하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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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 확보 및 수집 

증거 수집 방법 결정 

증거 수

집 

수집 방법 

시스템 

확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 및 시스템 전체

에 대한 정밀분석이 요구될 때 실시 

부득이한 경우 컴퓨터 본체를 비롯한 모니

터, 프린터, 케이블 등 주변 장치도 확보 

원본 하드

디스크 

확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의 복구 및 분석

이 필요하고 원본의 필요성이 중요하여 확보

할 필요가 있는 경우 

CMOS에 있는 시간을 적어서 오는 것도 중

요 

하드디스

크 복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복구하고 분

석할 필요가 있지만 굳이 원본을 확보할 필

요가 없거나 압수할 수 없는 경우 

선별 데이

터 수집 

위 세 가지 방법에 의한 압수가 불가능하거

나 영장의 허용 범위가 특정 데이터에만 국

한된 경우 

 

 

4) 운반 및 확인 

1) 증거물 포장 

 물리적 충격이나 정전기/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

도록 세심히 포장 

 완충용 보호박스나 정전기/자기장 방지 봉투를 사

용 

 밀봉전용 특수 테이프(evidence tape)와 봉인지(seal)

를 이용해 증거물 훼손을 막도록 마감 처리 

 

2) 증거물 인증 

 증거물 라벨를 작성하여 참관인으로부터 확인을 받

고 서명을 필하여 증거물에 부착 

 증거물 라벨과는 별도로 전체 증거물에 대한 압수

목록을 작성 

 증거 확보 절차 모두가 완료되면, 획득한 증거물 

목록을 완성하여 조사자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고, 

사건 책임자가 서명을 함 

 

3) 증거물 운반 

   운반 과정의 최우선 사항은 증거물의 무결성 유지

와 훼손 방지 

   또한 증거물의 누락 및 도난이 없도록 연계보관 원

칙을 면밀히 수행하고, 견고한 인증 과정을 거쳐야  

4) 증거물 인수인계 

 증거물 인수인계 시 반드시 증거 목록을 함께 전

달하고 이를 비교하여 누락된 증거물이 없는지 확

인 

 증거물을 전달 받을 때는 각 증거물의 밀봉전용 

특수 테이프(evidence tape)와 봉인지(seal)의 상태가 

이상 없는지 확인 

 만약 특수테이프나 봉인지가 훼손되었다면 해당 

증거물은 증거물 목록에서 제외하도록 함 

 모든 증거물의 무결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

우 운반 책임자는 증거물 목록에 무결한 상태로 전

달 받았다는 서명을 필함 

 

5) 분석실에 도착한 증거물 확인 

 조사 대상자나 참관인도 운반 과정에 동행하여, 분

석실에 도착 후 자신이 서명한 목록과 이상이 없는

지를 확인 

 

증거물 라벨 예시 

 

5) 조사 및 분석 

조사 및 분석 과정 

  조사 및 분석 과정에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

이 많고, 범죄 유형에 따라 조사해야 할 데이터가 

서로 다르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 분석을 수행할 것인지 

전략을 수립하여 분석할 전체 데이터를 유형에 따

라 분류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분석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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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본 생성 

• 증거물 보존을 위한 사본 생성 

   증거 확보 및 수집 단계에서 사본 생성이 되어 이송된 

경우에는 생성할 필요가 없음 

   증거물 원본에 대하여 바로 분석을 수행할 경우, 무결

성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원본과 동일한 저장 매체나 

이미징 기술로 사본 생성 

   일반적으로 2개의 사본을 생성하며, 하나는 분석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보관 

• 디지털 저장 매체에 대한 사본 생성 

   하드디스크의 보존은 디스크 이미징을 통하여 사본 디

스크나 이미지를 생성 

   현장에서 확보한 USB 메모리, 메모리 카드, 광학 매체

와 같은 휴대용 저장 매체는 디스크 이미징 기술을 활용

하여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여 분석을 수행 

 

2) 데이터 추출 

• 데이터 추출 

 데이터 분류를 위해서는 먼저 조사가 필요한 데이

터 추출을 먼저 수행 

 데이터 추출은 원본 증거물에 대한 무결성을 유지

하면서 수행 

• 데이터 추출 기법의 구분 

 물리적 추출: 파일 시스템과 무관하게 물리적인 매

체에서 데이터를 복구하고 식별하여 데이터 추출 

 논리적 추출: 설치된 운영체제, 파일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에 기반하여 파일과 데이터를 복구하고 식

별하여 데이터 추출 

 

 

3) 데이터 분류 

• 데이터 분류의 목적 

 조사에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함으로써 분석할 데이

터의 양을 줄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분석을 가능하

도록 함 

 분류된 결과를 검토하여 상세 분석 단계로 진행할

지 결정 

 다양한 분류 방법이 존재하며, 분류된 결과는 서로 

데이터가 중복될 수 있음 

• 일반적인 데이터 분류 방법 

   시간 정보(timeframe: 타임프레임)에 따른 분류 

   위, 변조 데이터 분류 

   응용 프로그램 파일 별 분류 

   소유자에 따른 분류 등 존재 

 

• 시간 정보에 따른 분류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나 주변 시간대에서 컴퓨터

의 사용 흔적을 조사하여 사용자, 작업한 내용 등을 

선별하여 조사하는데 유용 

 파일 시스템의 메타정보(마지막 수정 시간, 마지막 

접근 시간, 생성 시간, 변경 상태 등)와 파일 내부에 

저장된 시간과 날짜 정보를 검토하여 사건과 관계

된 시간 구간 내에 있는 파일을 분류 

 로그를 확인하여 사건과 관계된 시간 구간 내에 

있는 로그를 분류 

 사건 발생 시간대에서 작업한 파일들의 리스트를 

확인하고, 범죄 행위와 관련된 파일이 없는지 키워

드 검색 등을 활용하여 분석 

 

• 특정 시간대내에 있는 파일을 분류 

   시스템 로그 데이터와 응용 프로그램의 로그에

서 특정 타임프레임 내에서 수사와 관계된 이벤트

가 없는지 확인 

   사건이 발생한 특정 시점의 전후 시간대를 기준

으로 파일의 접근 및 변경 시간을 조사 

 

• 위, 변조 데이터 분석 

 데이터 탐지와 복구 기술이 필요 

 위, 변조 데이터가 발견되면 고의적으로 데이터를 

은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 유용한 정

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음 

 위, 변조 데이터 분류 방법 

 • 파일 확장자의 불일치 

   해당 파일 구조를 비교하여 파일 확장자의 이상 

유무를 판별, 불일치 하는 경우 사용자가 고의적으

로 은닉할 수 있으므로 실제 파일을 추출하여 분석 

• 패스워드로 접근이 제어되거나 암호화된 파일의 

획득 

  사용자가 데이터를 숨기려고 시도한 것을 판별할 

수 있음 

  또한 복구한 패스워드 자체는 다른 암호화 파일

의 복구에 도움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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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에 따른 분류 

 누가 파일을 생성, 수정, 접근했는지를 식별하는 것

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서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할 

사항 

 특정 시간에 접근한 사용자를 확인하여 분류하기도 

함 

 프로그램 설치 시 사용자 이름이나 파일 및 디렉토

리의 소유자도 활용될 수 있음 

 

• 응용 프로그램과 파일 유형에 따른 분류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음 

 파일 종류 별 통계 분석으로 사용자의 컴퓨터 사용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주요 사용 목적

을 추측 가능 

 

 

원본복제 : H/W적으로 똑같이 복제(하드디스크 까지 

동일하게 복제) 

이미징 : S/W 적으로 파일 형태로 복제 

 

상세 분석 

• 상세 분석 

   분류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건 유형에 맞게 본격

적인 분석을 수행 

 

• 인터넷 사용 흔적 분석 

 인터넷 사용 흔적 분석은 웹 브라우저, 메신저, 전

자 메일 분석으로 나눔 

 인터넷을 통한 검색이 정보 획득의 첫 번째 수단

이 되면서 사용자의 최근 관심사나 취미 생활, 생활 

습관으로부터 행동 패턴까지 분석이 가능 

 용의자의 인터넷 사용 정보를 조사하면 범죄 행위

에 대한 다양한 직, 간접적 증거 자료를 획득할 수 

있음 

 파일들의 위치가 다르므로 각 운영체제 및 브라우

저 간의 차이점을 숙지하고 분석해야 함 

 전자메일, 메신저 사용 흔적은 사용자의 친구, 인

맥, 최근 송수신 자료 또는 대화 내용 등을 획득 가

능하므로, 범죄 공모 사실, 개인의 비밀 정보 등 유

용한 정보를 획득 가능 

 

• 시스템 사용 흔적 분석(레지스트리 분석) 

 사용자 정보, 응용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설치 정

보 등의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여 분석 

 Windows 운영체제의 레지스트리는 시스템의 설치 

및 사용 정보, 사용자 활동 정보, 응용 프로그램 사

용 정보 등을 저장하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로, 포

렌식 관점에서 유용한 정보가 존재 

 사용자의 프로필, 컴퓨터에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 

최근에 작성한 문서, 사용한 이동형 저장 매체, 폴더 

및 응용 프로그램 정보 등을 획득 가능 

 

• 파일 분석 

 상세 분석 과정의 핵심 

 사용자가 범죄에 이용하였거나 작업한 데이터는 

사건 해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 

 데이터 분류 기법과 응용프로그램 사용 흔적 분석

과 연계하여 중요 파일들을 선별하여 분석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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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고 및 증언 

결과 보고서 

• 조사, 분석자의 모든 행동과 관찰 내역, 분석 과정 

등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기록 

• 분석 결과를 증거 자료로 인정받기 위해 분석 결

과를 재현하였을 경우에도 완벽히 일치해야 함 

• 보고서의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

용하며 정확하고 간결하며 논리 정연하게 작성 

• 작성자는 결과 보고서에 서명하고 작성 내용에 대

해 책임짐 

• 포함 되어야 할 항목 

 • 사건 및 보고서 번호/ 증거 수집 일시, 보고서 

작성 일시/ 조사, 분석자, 보고서 작성자/ 조사, 분

석에 사용된 장비 및 환경/ 각 절차에 대한 개략

적 설명/ 사진 및 인쇄물 등과 같은 첨부 자료/ 

추출 및 분석된 증거 데이터의 상세 설명/ 분석 

결과 및 결론 

 

증언 

• 분석 보고서에 최종 날인하고 확인한 조사 책임자

는 향후 법정에 출두할 가능성이 높음  

• 법정에서 전문가 증언 시, 전문가로서 경력에 따라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건 책

임자나 분석팀장 등이 증언 

• 증언 시에는 객관적이고 분명한 어조로 설명해야 

하며, 조사 및 분석 내용은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함 

 

(6) 무결성 유지 기술 
1) 해시함수 

해시함수 : 임의의 비트열을 고정된 짧은 길이로 변환 

 

 

해시함수 응용 

1) 데이터 무결성 검사    2) 전자서명  

3) 인증                  4) 난수 생성기 

필요성 

 무결성 :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한 데이터 위변조 확인 

 효율성 : 데이터의 거대화 방지, 전자서명 시 연산의 효율

성 증대 

 

해쉬함수의 특징  

- 다양한 가변 길이의 입력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 고정된 길이의 출력을 만든다.  

- 주어진 입력값을 해쉬하는 것은 쉽다.  

 - (역상 저항성)해쉬 결과값으로 입력값을 계산하는  

것은 것이 어려움.(거의 불가능함) 

 - (충돌저항성) 동일한 해쉬값을 가지는 서로 다른 메시지  

쌍을 찾는 것이 어려움. (거의 불가능하나 가능성이 

없는건 아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최신버전 해시 함수사용을 

추천) 

 

2)해시함수를 이용한 증거 위변조 방지 

 비트 스트림 복제(Bit Stream Clone) 방식으로 저장매

체를 전체 복사하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이미지를 

생성한 후, 해쉬함수를 적용 

 해쉬 및 오류 검증 알고리즘을 저장매체와 이미지에 

적용 

– 해쉬 알고리즘 (Hash Algorithm)의 특성 : 원본 데

이터를 1-bit만 바꿔도 해쉬 함수의 

결과 값은 전혀 다른 출력 값을 생성하기 때문에, 

증거 무결성에 활용되고 있음 

– 오류 검증 알고리즘의 특성 

• CRC (Cyclic Redundancy Check) : 전송 데이터 내에 에

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 

• 검증값이 불일치하면 데이터에 오류가 존재함 

 

 

디지털 증거 무결성 확보의 문제점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 디지털 증거가 위조되어 법정에 제출되는 경우 

– 디지털 증거가 위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

의자 또는 피고소인이 디지털 증거가 위조 되었을 

가능성을 이유로, 증거효력을 무력화 시키려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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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인증 방안 

 

 

(7) 사본 이미지 작성 
1. 사본작성과 증거 파일 작성 

 

 디스크 이미지는 숨김 파일, 삭제되거나 손상된 파일

의 잔여 정보가 그대로 존재하므로 하드디스크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도 포렌식 분석을 실시 할 수 있음 

 

2. 연결 유형 1 (연결 대상에 따라)  

물리적 연결  

디지털 기기 -> 쓰기방지장치 -> Forensic System  

디지털 기기 : HDD, CD/DVD, FDD, USB Flash 

Memory, Memory Card 등  

 

논리적 연결  

Image File -> Forensic System 

 

3. 연결 유형 2 (연결 방식에 따라)  

직접 연결  

증거물을 분석자의 시스템에 직접 연결 (권장 방법 ) 

 

네트워크 연결  

디지털 증거물이 물리적으로 연결된 시스템과 분석

자의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접속하여 연결  

하드디스크 분리 불가능한 경우 또는 분석자의 데이

터 보관용 장비가 인식이 안될 경우 등 예외적으로 

사용. 단,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어야 함 

4. 증거물 연결시 주의 사항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디스크 위에 논리적인 

구조를 생성한 후에 실제 정보가 기록 될 수 있음  

분석자의 부주의로 삭제 또는 훼손될 가능성  

부팅 시 생성되는 임시파일에 의한 훼손 가능성  

따라서 =>  

반드시 쓰기방지장치 사용하여야 함  

반드시 증거이미지 생성  

반드시 증거이미지 사본으로 분석  

반드시 증거물 원본 분리/보관  

반드시 관련 기록 유지 

디지털 증거물이 변형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함  

무결성 검증의 필요성  

반드시 증거 이미지 파일을 만든 후 MD5 hash 값

을 기록해야 함 

 

5. DD를 이용한 이미지 획득 

 DD의 경우 bit 단위의 Low Level 명령으로 파일을 

포함하여 파티션 디스크를 물리적으로 똑같이 복사하

는 프로그램이다. 

 데이터 유형, 파일 시스템 종류로 인지하지 않고 오

직 파일로 인식한다 

 nc(Netcat)과 함께 이용하여 네트워크로 전송 가능 

 

Linux 에서 파일시스템 획득 

 

 

fdisk를 이용하여 원본 디스크 파티션 확인  

#fdisk –l /dev/had //df로 확인  

 

이 정보를 이용하여 파티션일 파일을 dd로 복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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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DD를 이용한 원격 이미지 획득 

 이미지를 받을 서버는 NC의 기능으로 받을  

 

 이미지 대상 PC에서 원격으로 이미지 작업 진행 

dd if=\\.\e: | nc [이미지 받을 서버 IP] [포트]  

 

 

 획득한 이미지를 해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시값

을 비교하여 무결성 검사를 진행한다. 

※ 넷캣(Netcat)은 TCP나 UD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연결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간단한 유틸

리티 프로그램입니다. 

DD에서 보내는 이미지 Raw 값을 Netcat에서 읽고 

이를 파일 형태로 출력을 하여 이미지파일 혹은 일

반 파일을 네트워크로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6. 이미징 소프트웨어 

 컴퓨터 포렌식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디스크 이

미정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원본 디스크의 사본을 만들어서 컴

퓨터 증거를 처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데 쓰일 목적으

로 개발되었다 

 

SafeBack 

SafeBack는 1990년에 처음 시장에 출시되었으며， 

FBI와 IRS 의 범죄 수시부에서 포렌식 조사와 증거 

수집을 위해 사용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크기의 

개별 파티션 또는 전체 디스크를 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은 SCSI 테이프 또는 다른 모든 

자기 저장 매체로 전송될 수 있다. 이 제품은 사본

의 무결성을 검사하기 위한 CRC함수, 그리고 소프트

웨어의 감사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날짜와 시간 정

보를 포함하고 있다. SafeBack은 DOS 기반 프로그램

이며 인텔 호환 시스템에서 DOS, 윈도우, UNIX 디스

크(윈도우NT/2000 RAID 드라이브 포함)를 복제할 수 

있다. 이미지는 CD 또는 기차 저용량 매체에 저장할 

수 있도록 여러 파일로 나쉴 수 있다. 논란을 막기 

위해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어떤 압축이나 변형도 

하지 않는다. 

FTK(Forensic ToolKit) 

FTK 프로그램은 분석된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DB기반 포렌식 프로그램이다. 

FTK는 분석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되어 컴퓨터가 분석 도중 전원이 차단되거

나 저장을 하지 않아도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어 대용량 분석을 하는데 적당

하다. 또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사

용자가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친숙함을 제공한다. 또

한 다양한 파일시스템의 디스크 이미징, 미리보기, 

디스크 마운팅, 활성 데이터 수집 등을 할 수 있는 

FTK Imager를 같이 제공한다.  

 

Encase 

문자 기반 프로그램인 SafeBack과는 달리, Encase는 

포렌식 기술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친숙한 그

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함. 이 제품은 증거 미리보

기, 특정 드라이브 복사(비트스트림 이미지 생성), 

데이터 검색과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디스크의 있

는 내용 중 문서, ZIP압축파일, E-mail 첨부파일은 자

동으로 검색되고 분석되며 레지스트리와 그래픽 뷰

어도 포함되어 있다. Encase는 다양한 플랫폼과 파

일시스템을 지원한다. Encase는 비트스트림 드라이

브 이미지를 Evidence File이라 부르며 이 이미지를 

가상 드라이브로 마운트 하여 GUI 툴을 통해 검색

과 조사를 할 수 있게 한다. 조사하는 중에는 타임

스댐프와 기타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는다. ‘미리보

기’ 모드에서, 수사자는 다른 머신에서 원본 데이터

를 볼 수 있다. 

 

ProDiscover 

Technology Pathways 포렌식 팀에서 만든 이 윈도

우 프로그램은 포렌식 워크스테이션에 압축된 형태

의 비트스트림 사본을 생성한다. 이 프로그램은 디

스크의 쓰레기 공간으로부터 삭제된 파일 복구， 

윈도우 NT12000의 데이터 스트림에서 숨겨진 데이

터 검색, UNIX dd 유틸리티로 생성된 이미지 분석 , 

리포트 생성 기능을 제공한다. 

 

 결국 이미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장비들은 결국 

사용법이 제조사 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

는 공부를 따로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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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수집 기술 

 

 

(8) 디지털 포렌식 관련 법률 
 

컴퓨터 포렌식 가이드라인  

http://forensic.korea.ac.kr/guideline/guideline_8.pdf 

 

이동전화 포렌식 가이드라인 

http://forensic.korea.ac.kr/guideline/guideline_2.pdf 

 

통신비밀보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615&efYd=20160303#0000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842&efYd=20160322#0000 

 

개인정보보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223&efYd=20160101#0000 

 

 

 

http://forensic.korea.ac.kr/guideline/guideline_8.pdf
http://forensic.korea.ac.kr/guideline/guideline_2.pdf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615&efYd=20160303#000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842&efYd=20160322#000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223&efYd=201601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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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 절차 

형사절차상 수집과 분석절차 

수사는 기본적으로 임의수사, 불구속수사를 원칙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전제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1) 임의 수사 절차 

- 강제처분법정주의 : 수사에 관해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임의 동행 :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

의자와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 

- 승낙 또는 동의에 의한 경우 : 일반적으로 임의수

사는 상대방의 승낙을 전제로 권리 포기 가능 

- 함정수사 : 범죄의 실행에 필요한 기회를 제공하여 

범죄 실행을 기다렸다가 체포 

- 피의자신문 :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진술권의 고지 : 헌법 제12조 제2항은 “누구라도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참고인 조사 : 수사에 피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

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피의자 

아닌 자를 참고인이라 한다. 

-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 

- 사실조회 

 

 

2) 강제 수사 절차 

대물적 강제처분 : 증거물을 수집하기 위한 강제 처분

을 대물적 강제처분이라 한다. 

 

1_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 압수 증거물 도는 몰수가 예상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 강제적 점유인 압수, 임의적 이전인 

영치를 합하여 통칭 압수라 함. 

- 수색  : 압수할 물건이나 피의자 발견을 위해 사람

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에 대한 강제처

분을 말함.  

일반적/탐색적인 압수/수색은 금지된다. 따라서 압

수/수색의 대상/장소는 사전에 특정되어야 한다.  

 

 

2_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  

사후영장을 요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에서 피의자 

수사, 유류물(남겨진 물건)이나 임의제출물의 영치, 

동의에 의한 압수수색 

 

사후영장이 필요한 경우  

- 체포 또는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죄 장소

에서 압수/수색/검증, 긴급체포된 자의 소지보관물. 

특수기록 매체 포함(컴퓨터). 48시간 이내에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영장을 발부 받지 못

한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 컴퓨터 등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다른 죄의 증거임이 명백한 증거물에 대해서 피의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압수할 수 있다.  

- 이 경우 압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3_ 검증 / 감정 

검증  

- 사실 확인을 위해 장소, 물건 또는 사람의 인체에 

관해 오감을 통해 감지하는 강제처분. 강제처분이

란 점에서 압수수색과 같이 영장에 의해야 한다. 

검증은 그 자체가 증거 조사 

감정 

- 특별한 지식,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보고 

 

2. 증거 법칙 

증거 :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근거로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  

증명의 3원칙 

(1)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제 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증거재판주의는 실체진실을 발

견하기 위한 증거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다툼이 없

는 사실)에 대하여는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민소법 제 

261조) 그러나 실체진실주의가 적용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자백한 사실 일지라도 그 사실은 증거에 의

하지 아니하면 인정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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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의 거증 책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

게 있다. 

 

(3)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할 때 아무런 제한이나 구속력

을 두지 않고 오로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 

 

 

3. 증거능력에 관한 사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독수독과원칙 

-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의해 얻은 2차적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 그러나 모든 증거를 배제하는건 

무리이기에 예외를 둔다. (희석이론, 불가피한 발견

이론, 선의의 항변이론) 

 

자백배제법칙 

- 피고인의 자백 또는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

한 증거인 때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인정을 위해선 과학적 검사기술

의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의 경우 당

사자의 입증, 전문가의 증언에 의한 인정이 필요한 경

우가 많음. 

 

두 가지 판결 기준 

1) Frye 기준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증거(과학분석 결과)로 사용하

지 않은 사례 

- 특정분야에 있어서 일반적인 승인을 얻은 충분히 

확증 된 것 이여야 한다.  

지문, DNA 검증과 같이 보편적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법원이 과학적 사실에 관하여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한 요건으론 적절하지만 기준이 너무 엄격 

 

2) Daubert 기준  

8인의 전문가를 통해 진행된 실험실 테스트 결과를 증

거로 제시. 이전까지 Frye기준을 사용하였지만, 이 사

건 이후 Frye 를 폐기하고 새로운 기준 제시 

 

Dauber 기준. 판단 제시 사항 

1) 문제된 이론과 기술이 검증될 수 있고 검증된바 

 있는지 여부 

2) 동료에 의해 평가되거나 출판된 적이 있는지 

3) 잘 알려진 또는 잠재적 오류율이 있는지 

4) 문제된 이론과 기술의 운용을 통제하는 기준의 

 존재 및 지속성 여부 

5) 과학적 공동체 내에서 일반적 기법이나 이론을 

 수용하는지 여부 

과학적 증거의 사용이 계속하여 전문적이고 새로워 

지는 현실에서 일반적 승인을 받기까지 기다리고만 있

을 수 없기에 과학적 공동체 내에서 일반적으로 수용

한다면 인정하는 기준. 그러나 너무 완화해서 인정하

는 것은 위험 

 

4. 통신제한조치와 개인정보보호 

통신제한조치 (감청)  

우편물의 검열 : 당사자의 동이 없이 개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내용을 알아내는 것.  

감청 :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

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 

- 상대 동의 없이 녹음 하는 것은 증거로 사용 가능 

그러나 제 3자의 경우 통신하는 모두의 동의를 받

지 않는 한 위법한 감청에 해당 

 

개인정보와 수집제한 

개인 정보 :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정보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할 경

우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한다. 

 

민사절차상 전자적 증거 

형사소송과 달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기에 원칙적

으로 증거능력의 제한은 없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민사소송에선 법원

의 재량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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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및 추천 서적 
1과목 컴퓨터구조와 디지털 저장매체 

정보 처리 기사 필기 & 요약정리(전자계산기 구조 과목) 

디지털 저장매체 

http://www.parkjonghyuk.net/lecture/2010-2nd-

lecture/computersecurity/lecturenote/chap03.pdf 

해밍코드 

https://ko.wikipedia.org/wiki/%ED%95%B4%EB%B0%8D_%EB%B6

%80%ED%98%B8 

해밍코드 계산  

http://www.gaussianwaves.com/2008/05/hamming-

codes-how-it-works/ 

 

2과목 파일시스템과 운영체제(보안, 포렌식) 

정보 처리 기사 필기 & 요약정리(운영체제 과목) 

(서적)인사이드 윈도우포렌식 

(서적)정보 보안 기사 필기 (시스템 보안) 

(서적)IT CookBook, 정보 보안 개론과 실습 : 시스템 

해킹과 보안(개정판)  

파티션 타입 : https://en.wikipedia.org/wiki/Partition_type 

EXT4 : http://djwong.org/docs/ext4_disk_layout.pdf 

FAT : http://www.hanbit.co.kr/preview/1405/sample.pdf 

NTFS : 

https://github.com/proneer/Slides/raw/master/Filesystem/(

FP)%20NTFS.pdf 

Windows 레지스트리 포렌식  

https://github.com/proneer/Slides/raw/master/Windows/(FP)%2

0%EB%A0%88%EC%A7%80%EC%8A%A4%ED%8A%B8%EB%A6

%AC%20%ED%8F%AC%EB%A0%8C%EC%8B%9D%EA%B3%BC

%20%EB%B3%B4%EC%95%88%20(Registry%20Forensics).pdf 

 

3과목 응용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의 이해 

정보 처리 기사 필기 & 요약정리(네트워크 과목) 

웹 브라우저 포렌식 

https://github.com/proneer/Slides/raw/master/Windows/(FP)%2

0%EC%9B%B9%20%EC%95%84%ED%8B%B0%ED%8C%A9%ED

%8A%B8%20%ED%8F%AC%EB%A0%8C%EC%8B%9D%20(Web

%20Artifacts%20Forensics).pdf 

(서적)쉽게 배우는 데이터 통신과 컴퓨터 네트워크 

(서적)정보 보안 기사 필기(네트워크 보안) 

(서적)IT CookBook, 정보 보안 개론과 실습 : 네트워크 

해킹과 보안(개정판)  

(서적)후니의 쉽게 쓴 시스코 네트워킹 

(서적)TCP/IP 프로토콜 Behrouz A. Forouzan 저  

4과목 데이터베이스(보안, 포렌식) 

정보 처리 기사 필기 & 요약정리(데이터베이스 

과목) 

(서적)정보처리 기사 필기(데이스베이스 과목) 

(서적)Pete Finnigan, Oracle Forensics 

(서적)David Litchfield, Oracle Forensics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 : 

http://www.dbguide.net/index.db  

 

5과목 디지털 포렌식 개론 

(서적)디지털 포렌식 개론 

컴퓨터 포렌식 가이드라인(TTA) 

 http://forensic.korea.ac.kr/guideline/guideline_8.pdf 

컴퓨터 포렌식 가이드라인 : 

http://forensic.korea.ac.kr/guideline/guideline_8.pdf 

이동전화 포렌식 가이드라인 : 

http://forensic.korea.ac.kr/guideline/guideline_2.pdf 

통신비밀보호법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615&efYd=201

60303#0000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842&efYd=201

60322#0000 

개인정보보호법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223&efYd=201

60101#0000 

 

정보처리 요점정리  

(요약본의 출처는 시나공 길벗에 있습니다.) 

정보 처리 기사 필기요점정리  

http://nickoo.tistory.com/attachment/cfile22.uf@224

A994456AD7A2C0A65FE.pdf 

   

정보처리 기사 문제 사이트 

http://www.gunsys.com/gunsystem_pilgi.htm?cbt=gisa 

 

디지털 포렌식 (노명선, 2018) 기본서 

 

문서 출처 

 http://blog.naver.com/bitnang/22069205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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