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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국문초록)

압수수색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업 IT환경에 대처하기가 더욱 더

힘들어지고 있다. 기업 내 인프라환경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대체

되어 가고 있고, 매체제어 및 DRM 솔루션을 도입하는 기업도 많

아졌다. 이는 비용절감 및 내부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기업의 정상

적인 흐름이지만, 단시간 내에 사건관련 자료를 수색하고 분석해

야하는 수사기관입장에서는 이런 환경에서의 작업이 인적/기술적

으로 힘든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대량 데이터(Volume of

data)에 대한 선별작업은 전체자료를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어려운 작업이다. 분석해야할 디지털 자료가 압축파일이

나 이메일파일인 경우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브파일까

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확인 및 선별과정에 장시간이 소요

된다.

특히 이메일자료의 경우는 대량/대용량의 형태를 가지면서 파일

내용에는 대상자가 누구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또는 어떤 자료를

송수신했는지에 대한 행위기록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

한 디지털파일 중 하나이다.

이런 이메일의 특성으로 이메일 자료 확인을 위해서는 PC에 존

재하는 다른 디지털파일과는 다른 선별절차를 거친다. 이메일의

송수신자, 시간, 제목 등의 이메일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본문내

용이나 첨부파일을 확인하는 번거롭고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

기 때문에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선별을 하기보다는 원본 및 사본

을 복제하여 별도의 분석실로 이동한 후 피압수자(참관자)의 참여

하에 참관절차를 진행하면서 사건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선별을 마무리한다.

본 논문은 압수현장에서 이메일 압수수색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현장 상황에 따라 이메일 선별을 압수현장에서 진행하거나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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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까지 세부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효

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구현하여 압수수색을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디지털포렌식, 디지털증거, 이메일, 색인검색, 대량 데이

터, DRM, 문서스캔, 문서암호화, 이메일 첨부파일

학번 : 2017-29150



- iii -

목 차

Ⅰ.서론 ··············································································································· 1

1. 연구의 배경 ································································································· 1

가. IT환경의 변화 ······················································································ 1

나. 법집행환경의 변화 ··············································································· 2

다. 대량/대용량 데이터 문제 ··································································· 2

라. 이메일 자료 ··························································································· 3

2. 연구의 목표 ································································································· 4

Ⅱ. 관련연구 ·································································································· 5

1. 삭제이메일 복구관련 연구 ······································································· 5

2. 이메일 압수수색 관련 ··············································································· 5

3. 이메일 검색관련 연구 ··············································································· 6

4. 검색(텍스트추출) 불가능 파일에 대한 연구 ······································· 7

Ⅲ. 이메일 압수수색 ················································································ 8

1. 이메일 ··········································································································· 8

가. 이메일 정의 ··························································································· 8

나. 이메일 규격 ························································································· 10

다. 이메일 메시지 헤더 ··········································································· 11

2. 이메일자료의 구분 ··················································································· 12

3. 이메일자료의 특수성 ··············································································· 13

가. 증거적 중요성 ····················································································· 13

나. 비직관성(비가시성) ··········································································· 13

다. 대량성 ··································································································· 14

라. 선별의 어려움 ····················································································· 15

3. 일반적 이메일 압수수색 과정 ······························································· 15

가. 영장범위 파악 ····················································································· 17

나. 이메일 환경파악 및 자료수집 ························································· 18



- iv -

다. 이메일 선별 ························································································· 19

Ⅳ. 이메일 현장분석 도구의 필요성 ··········································· 20

1. 보안 환경의 변화 ····················································································· 20

가. DRM복호화 문제 ··············································································· 20

나. 문서암호화 문제 ················································································· 21

2. 참관(선별)기간의 장기화 ······································································· 21

3. 현장선별만 가능한 상황 ········································································· 22

4. 현장용 도구의 필요성 ············································································· 22

5 이메일 현장분석을 위한 도구비교 ························································ 23

가. 이메일테스트 셋 구성 ······································································· 23

나. 이메일 뷰어 및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 24

다. 현장용 디지털포렌식 도구 ······························································· 27

라. 디지털포렌식 검색도구 ····································································· 28

마. 분석용 디지털포렌식 도구 ······························································· 30

바. 기존도구 종합분석 ············································································· 33

6. 이메일 현장분석 도구 기능 ··································································· 34

Ⅴ. 이메일 구조분석 ·············································································· 35

1. eml파일구조(네이버, 다음 등) ······························································ 35

가. 내부구조 ······························································································· 35

나. eml메일 첨부파일 추출 ···································································· 36

2. MBOX파일 구조분석(G메일) ································································ 37

가. 내부구조 ······························································································· 37

나. MBOX메일 첨부파일 추출 ······························································ 38

3. PST(OST)파일 구조분석(아웃룩) ······················································· 39

가. 내부구조 ······························································································· 39

나. PST(OST)메일 첨부파일 추출 ······················································· 40

4. msg파일 구조분석(아웃룩) ···································································· 41

가. 내부구조 ······························································································· 41

나. msg메일 첨부파일 추출 ··································································· 43



- v -

Ⅵ. 검색불가능 파일 탐지방안 ························································ 43

1. DRM 문서 ································································································· 43

2. 암호화된 MS오피스파일 ········································································ 46

가. OLE 포맷(MS Office 2003이전) ···················································· 46

나. OOXML 포맷(MS Office 2007이후) ············································· 50

3. 암호화된 한컴오피스파일(HWP) ·························································· 52

4. PDF 암호화파일 ······················································································ 54

5. PDF 문서스캔파일 ·················································································· 57

6. 암호화된 압축파일(PKZIP) ··································································· 58

Ⅶ. 현장용 이메일 분석기 구현 ····················································· 61

1. 분석 프레임워크 ······················································································· 61

2. 설계 ············································································································· 62

3. 구현 효과 ··································································································· 64

Ⅷ. 결론 및 향후계획 ············································································ 65

참고문헌 ········································································································· 66



- vi -

표 목 차

[표1-1] Current Challenges in digital forensics ········································ 3

[표3-1] 주요 이메일 필드(헤더) 정보 ························································· 11

[표3-2] 메일형태별 특징 ················································································ 12

[표3-3] 메일서비스 형태별 작업방법 ·························································· 19

[표4-1] 이메일 데이터 셋 파일구성 ···························································· 24

[표4-2] 이메일뷰어 프로그램의 장단점 ······················································ 26

[표4-3] 현장용 디지털포렌식 도구의 장단점 ············································ 28

[표4-4] 디지털포렌식 검색도구의 검색불가능 파일탐지내역 ················ 29

[표4-5] 디지털포렌식 검색도구의 장단점 ·················································· 30

[표4-6] 분석용 디지털포렌식 도구의 장단점 ············································ 33

[표4-7] 기존 도구의 장단점 분석 ································································ 34

[표6-1] 정보보안제품 항목구분 ···································································· 43

[표6-2] DRM제품별 기능비교 ······································································· 44

[표6-3] DRM 파일 Header ············································································ 45

[표6-4] PDF버전별 암호화 방식 및 패스워드 키 ···································· 57

[표6-5] general purpose bit flag 코드표 ··················································· 60

[표7-1] 기존 도구와 논문구현도구의 비교 ················································ 64



- vii -

그 림 목 차

[그림1-1]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극복해야 할 문제 설문조사 ·············· 1

[그림3-1] 이메일 전송 구조 ············································································ 9

[그림3-2] 컨테이너 파일 구조도 ·································································· 10

[그림3-3] 샘플 이메일(G메일) 텍스트 뷰 ·················································· 11

[그림3-4] 법적소송이나 규제기관에서 요구되는 디지털자료 유형 ······ 13

[그림3-5] 2017년 이후 이메일 트래픽 증가 추이분석 ···························· 14

[그림3-6] 이메일 압수수색 절차 ·································································· 17

[그림3-7] 집행 장소별 이메일 자료 탐색방법 ·········································· 18

[그림4-1] Thunderbird 이메일 클라이언트(v38.7) ··································· 25

[그림4-2] Outlook 이메일 클라이언트(Outlook 2013) ····························· 25

[그림4-3] CoolUtils Mail Viewer ································································· 26

[그림4-4] 현장용 디지털포렌식 도구(CFT v3.6.1) ·································· 27

[그림4-5] 문서필터 구동방식 ········································································ 28

[그림4-6] 디지털포렌식 검색도구(dtsearch v7.83) 로그 ························· 30

[그림4-7] Encase v7.10 분석화면 ································································ 31

[그림4-8] FTK v5.5 분석화면 ······································································ 31

[그림4-9] Nuix v6.2 분석화면 ······································································ 32

[그림4-10] X-Ways Forensics v19.4 분석화면 ········································ 32

[그림5-1] eml 파일구조 ·················································································· 35

[그림5-2] eml파일 샘플파일 뷰(텍스트) ····················································· 36

[그림5-3] eml 첨부파일 영역 ········································································ 37

[그림5-4] MBOX 파일구조 ············································································ 38

[그림5-5] MBOX 샘플파일 뷰(텍스트) ······················································· 38

[그림5-6] PST(OST) 파일구조 ···································································· 39

[그림5-7] PST(OST) 샘플파일 뷰(바이너리) ··········································· 40

[그림5-8] PST(OST) 첨부파일 관련 정보 ················································ 40

[그림5-9] msg OLE 구조체 정보 ································································ 41

[그림5-10] msg 파일구조 ··············································································· 42

[그림5-11] msg 샘플파일 뷰 ········································································· 42



- viii -

[그림6-1] Markany DRM솔루션 구성도 ···················································· 44

[그림6-2] MS 오피스 2003(엑셀)의 문서구조 ··········································· 46

[그림6-3] MS 오피스 2003(엑셀)의 파일 뷰(바이너리) ·························· 47

[그림6-4] MS 오피스 2003(엑셀) OLE 뷰 ················································· 48

[그림6-5] OLE 헤더 영역 ·············································································· 48

[그림6-6] Summary Information 메타데이터 영역 ·································· 49

[그림6-7] Summary Information 데이터영역 ············································ 49

[그림6-8] PIDSI_DOC_SECURITY 코드표 ··············································· 49

[그림6-9] MS 오피스 2007(엑셀)의 문서구조 ··········································· 50

[그림6-10] MS 오피스 2007(엑셀)의 파일 뷰(바이너리) ························ 51

[그림6-11] MS 오피스 2007(워드) 샘플파일 EncryptionInfo OLE뷰 ·· 51

[그림6-12] MS 오피스 2007(워드) 샘플파일 EncryptionInfo 정보 ······ 52

[그림6-13] HWP(v5.0) 파일 구조 ································································ 52

[그림6-14] HWP파일의 파일 뷰(바이너리) ··············································· 53

[그림6-15] HWP(v5.0) 샘플파일 OLE 뷰 ·················································· 53

[그림6-16] HWP(v5.0) 암호화 적용 시 변화 ············································ 54

[그림6-17] PDF 파일구조 ·············································································· 55

[그림6-18] PDF 샘플파일 뷰(바이너리) ····················································· 56

[그림6-19] Trailer 영역의 암호화 Tag 표시(바이너리) ························· 56

[그림6-20] Body - Object 영역의 /Font Tag정보 ·································· 57

[그림6-21] PKZIP 파일 구조 ········································································ 58

[그림6-22] PKZIP 샘플파일 뷰(바이너리) ················································· 59

[그림6-23] PKZIP 파일헤더 구조 ································································ 60

[그림6-24] PKZIP파일 암호화 적용 시 변화 ············································ 60

[그림7-1] 컨테이너파일(이메일) 분석 프레임워크 ··································· 61

[그림7-2]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정보 ·························································· 62

[그림7-3] 컨테이너파일(이메일) 분석 알고리즘 ······································· 63

[그림7-4] 도구 분석결과 화면 ······································································ 64



- 1 -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가. IT환경의 변화

최근 IT환경에서 다양한 신기술 및 안티포렌식 도구가 일반화되면서

디지털자료에 대한 압수/수집 시 이러한 환경에 대한 대처가 매우 중요

해졌다. 2016년에 실시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1) 디지털포렌식 수사관들

은 ➀클라우드 포렌식(Cloud Forensics), ➁암호화(Encryption), ➂대량데
이터 선별 및 대처(Triage/Volume of data in investigation), ➃ 분석해
야할 사건 및 분석 건 증가 등의 문제로 수사 환경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그림1-1]참조)

[그림1-1].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극복해야 할 문제 설문조사

1) Current Challenges in digital forensics 2016, https://articles.forensicfocus.com/

2016/05/11/current-challenges-in-digital-forensics/, 2018.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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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일련의 IT환경의 변화로 인해 디지털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집

행시간도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압수할 물건이 클라우드

방식으로 서비스되는 경우 실제 디지털자료가 저장된 서버저장소와 집행

하는 장소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지털 자료에 대한 추출작업은

원격접속 가능여부, 관리자 존재여부,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추출 가능여

부 등을 먼저 확인해야만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압수집행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암호화 솔루션이 적용되어 있는 업무환

경에서의 집행도 압수시작 전ㆍ후 매체제어, DRM등 보안해제 작업 등

많은 부가적인 작업이 동반되어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나. 법집행환경의 변화

법집행 절차에서도 디지털자료를 압수하는 형태가 “원칙적 선별압수,

예외적 매체압수”형태로 정착이 되어 대부분의 디지털 압수물이 현장에

서 사건 관련성을 검토하여 자료를 선별한 후 논리 이미징 방식으로 압

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등 현장에서의 작업이 훨씬 많아지고 있

다. 또한 영장에서의 압수제한요건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영장에 적

시된 압수할 물건 및 압수장소에 대한 해석에 따라 클라우드 저장소 등

원격 관리 장소에 대한 압수가 불가능한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제는 압수현장에서의 대처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상황으로 발전되

고 있다.

다. 대량/대용량 데이터 문제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극복해야 할 5개의 항목([표1-1]) 자료를 살펴보

면 대량/대용량 데이터(Volume of Data)가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저장장치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

하고 개인용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단말장치 및 저장용량이 계속 증가

되면서 디지털 자료의 양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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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설명

1
The complexity
problem

많은 바이너리 데이터의 증가로 복잡한 분석

기술이 필요

2
The diversity
problem

표준화 부재, 다양한 소스의 디지털자료의

증가로 분석형태의 다양성 증가

3
The consistency and
correlation problem

현재의 툴은 단편적인 증거만 분석이 가능하

여 일관적이고 상호연관적인 분석 어려움

4 The volume problem
다양한 디바이스 증가, 저장용량 확대로 분

석량 크게 증가

5
The unified

time-lining problem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서 수합한 증거에 대

한 시간값(타임존 등) 해석 및 통합문제 증

가

[표1-1]. Current Challenges in digital forensics2)

대량의 자료를 단시간에 선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숙련

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입장에서도 이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전문적인

디지털포렌식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모든 데이터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시간의 압박이 있는 압수현장에

서 대용량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선별하는 것은 힘든 도전과제

가 되고 있다.

라. 이메일 자료

이메일 자료 압수는 위에 기술한 모든 상황이 적용되는 대표적 케이스

이다. 압수할 데이터가 대량/대용량의 데이터 형태로 서버 및 PC에 존재

하면서 직관적으로 내부를 확인할 수 없는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이메일

파일명만으로 선별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이메일 파일(흔히 컨테이너

파일로 정의됨)은 파일 내부에 또 다른 서브파일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단순히 외부에서 인식하는 파일명이나 파일의 생성시간 정보로 내부의

데이터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3).

2) David Lillis, Brett A. Becker, Tadhg O’Sullivan and Mark Scanlon, CURRENT CHALLENGES

AND FUTURE RESEARCH AREAS FOR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ADFSL(The Association of Digital Forensics, Security and Law) 2016

3) PC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디지털 자료의 경우 자료 선별 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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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이메일 선별을 위해서는 이메일 메타데이터(송ㆍ수신자, 송신시

간, 제목 등)을 기반으로 본문내용이나 첨부파일내용까지 종합적으로 확

인해야 한다. 이런 작업을 위해 ➀일반적인 이메일뷰어나 ➁현장용 디지

털포렌식 도구, ➂디지털포렌식용 검색도구 등을 사용하여 이메일 선별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메일자료가 대량/대용량일 경우 선별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이런 상황을 파악하여 외

부반출이 허용되는 예외적 상황인지, 선별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

로 판단하여 현장에서 선별을 그대로 진행하거나 제3의 장소(수사기관

참관실 등)에서 참관인 참여하에 선별하는 절차를 수행한다4). 하지만 제

3의 장소에서 선별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단시간에 선별을 종료하기는 힘

들다. 따라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단시간에

압수수색(선별과정)을 마칠 수 있을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2. 연구의 목표

이 논문에서는 제1장부터 제4장까지는 이메일 압수수색의 전반적인 과

정을 살펴본 후 이메일 압수수색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처

하기 위해서 이메일 첨부파일 분석도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기존도구

와의 기능비교를 통해 새롭게 구현이 필요한 항목을 정의하였다.

제5장부터 제7장까지는 앞서 정의한 기능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법을 연구하여 도구로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이메일 첨부파일을 사전

에 분석하여 현장에서 이메일 선별절차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3

의 장소에서 선별절차를 진행하기 전 이메일 첨부파일을 사전 분석하여

압수시간을 단축하거나 불필요한 디지털자료의 중복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없는 환경에서는 실무적으로 파일명, 폴더명, 확장자, 생성 및 수정시간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선별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저장되는 파일형태가 문서파일의 경우와 같이

독립적인 개별파일로 존재하기 때문에 파일명 등의 일차적인 정보만 가지고도 효과적

인 선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 제3의 장소에서 참관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 내에 설치된 디지털포렌식 참관실에 이

루어진다. 참관실내에는 분석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고성능PC와 전문적인 디지털포

렌식 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IT환경이 구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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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연구

1. 삭제이메일 복구관련 연구

삭제 이메일 복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초롱5)은 PST파일 내부

구조를 분석하여 삭제된 이메일 복구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는 PST

파일이 내부의 파일시스템 형태의 구조체 정보를 이용하여 이메일을 할

당ㆍ비할당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PST파일내의 비할

당 영역에 존재하는 많은 수의 삭제된 이메일 복구 가능함을 확인하고

분석도구를 구현하였다.

Joachim Metz6)는 PST(OST)파일 구조를 분석하여 2008년부터 지속적

으로 오프소스기반의 libpff 라이브러리를 공개하고 있다. PST파일의 내

부구조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삭제된 이메일 데이터에 대한 복구기능도

라이브러리에 제공되어 있다. 이메일 복구에서 MS Exchange계열인

PST(OST)파일에 집중되는 이유는 이메일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서 삭제 데이터 복구가 가능한 거의 유일한 이메일 파일이기 때문

이다. MBOX, EML계열의 메일의 경우 삭제된 이메일을 복구가 불가능

하다. 이 파일들은 MIME기반의 텍스트기반의 이메일 파일로서 이메일

추출 시 삭제영역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이메일 압수수색 관련

이메일 압수수색 집행에 관련 다수의 논문이 존재한다. 이는 이메일 자

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밀접하게 연관

이 있기 때문이다. 권순민7)은 ISP가 보관중인 이메일 압수수색관련 집

5) 정초롱, “이메일 파일 구조 분석 및 복원에 관한 포렌식 기술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

려대학교(2011)

6) libpff 프로젝트, https://github.com/libyal/libpff/blob/master/documentation/

Personal%20Folder%20File%20(PFF)%20format.asciidoc, 2018. 11. 8.

7) 권순민, “형사절차에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보호”, 한국형사법

학회 제23권 제4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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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절차의 문제점, 사생활 침해가능성 측면에서 압수수색 규정이 필요하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최성진8)은 수사기관입장에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방법을 통해 개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로 미국의 판

례 및 법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개인용 이메일의 경우 제3자

인 포탈사 등에 보관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집행방법 및 정보주체에 대

한 통보방식 등에서 수사기관과 개인 간에 의견이 뚜렷하게 상반되고 있

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많은 의견개진이 이루어지고 있다.9)

3. 이메일 검색관련 연구

이메일 등 디지털자료에 대한 검색은 일반적으로 내용검색10)을 의미한

다. 내용검색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구분된다. Raw

Search(일부에서는 Live Search라고도 함)와 Index Search방식이다.

Raw Search방식은 키워드를 Raw데이터(이진 binary)를 변환하여 바이

너리 데이터를 직접 검색하는 방식으로 주로 일회성으로 검색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는 방식이고, Index Search방식은 디지털자료의 메타데이

터나 내용에 대해 별도의 색인DB를 생성하여 빠른 시간에 키워드검색

결과를 응답하는 방식이다.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는 비할당영역, 삭제영

역에서 자료검색 및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Raw Search방식의 활용도

가 훨씬 높지만 일반적으로 이메일에서의 검색은 거의 대부분 Index방

식 검색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검색 분야에서 유명한 딜레마 중에 하나가 정밀도(Precision, 검색된 문

서들 중 관련 있는 문서들의 비율)와 재현율(recall, 관련 문서들 중 실제

로 검색된 문서들의 비율)의 딜레마이다11). 일반적으로 재현율을 높이려

8) 최성진, “수사기관의 전자우편 압수수색의 한계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1권 제2

호(2010)

9) 이정희, 김지현, “제3자 보관 디지털 증거의 압수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디

지털포렌식연구 제8권 제1호, pp.85 - 101(2014)

김혜린,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영장 사본 제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메일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2017)

10) 내용검색에는 메타데이터도 포함될 수 있다. 메타데이터도 본질적으로 파일내부의

메타데이터 영역에 존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Precision_and_recall, 2018.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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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정밀도는 낮아지는 상관관계가 있지만,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는 재

현율이 훨씬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거의 100%수준) 정밀도가 떨어지

는 많은 관련성이 없는 검색결과(Hit results)에 대해 의미 있는 데이터

를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문자열 검색(String search)방식이 필요하다.

Luís Filipe da Cruz Nassif, Eduardo Raul Hruschka12)는 데이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디지털증거에서 분석관의 분석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 관련성 있는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클러스터링 검색 알고리즘

을 제안하였고, Alta de Waal, Jacobus Venter and Etienne Barnard13)

는 디지털포렌식 조사단계인 증거수집, 조사, 분석, 리포팅 단계 중 분석

단계의 개선을 위해, 텍스트 의미들 사이의 관계를 토픽(Topic)으로 그

룹화 하여 검색하는 토픽 모델링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Sergio Decherchi 외 5인14)은 대량의 디지털자료 분석을 위해 수행하는

장시간의 인적 리소스를 줄이기 위해서 분석프로세스를 텍스트 추출단

계, 텍스트 클러스터링화 단계로 구분하는 텍스트 클러스터링화 프레임

워크를 미국 엔론 이메일 데이터셋을 참조하여 제시하였다.

하지만 위 논문들은 모두 수집된 자료 중에서 기술적 검색 기능에 대한

개선점을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4. 검색(텍스트추출) 불가능 파일에 대한 연구

검색대상이 되는 디지털자료는 컴퓨터 운영체제(OS시스템)에서 사용하

는 파일이기 때문에 해당 파일포맷은 표준화되어 있거나, 프로그램 개발

사에서 외부 프로그램 호환을 위해 내부구조를 공개 하고 있다. 내용검

색이 불가능한 파일들은 대부분 보안적인 이유로 검색이 되지 않거나,

사진파일 등 이미지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파일에서 텍스트추출이 불가능

12) Luís Filipe da Cruz Nassif and Eduardo Raul Hruschka, “Document Clustering for

Forensic Analysis”, IEEE TRANSACTIONS ON INFORMATION FORENSICS

AND SECURITY, VOL 8, NO 1(2013)

13) Alta de Waal, Jacobus Venter and Etienne Barnard, “APPLYING TOPIC

MODELING TO FORENSIC DATA”, IFIP-2008 pp.115-126(2008)

14) Sergio DecherchiSimone TacconiJudith RediAlessio LeonciniFabio

SangiacomoRodolfo Zunino, “Text Clustering for Digital Forensics Analysis”(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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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이다. 특히 암호화 파일의 경우 개인 및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보

안을 강화시킨 파일이라고 볼 수 있다. 문서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였

거나 기업용 DRM솔루션을 도입하여 자동으로 암호화가 설정된 경우 등

이다. 문서스캔파일/사진파일 등의 경우도 저장내용이 이미지파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OCR15)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한 텍스트추출이 불가

능하다. 또한 이메일 첨부파일이나 압축파일 내 내부파일이 문서암호화

파일이거나 DRM파일인 경우에도 내용검색이 되지 않는다.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 발표된 논문은 개별 디지털파일(문서파일, 이메

일파일, 압축파일, DB파일 등)의 내부구조 분석, 데이터은닉 탐지, 삭제

파일에 대한 복구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Ⅲ. 이메일 압수수색

1. 이메일

가. 이메일 정의

이메일이란 인터넷을 통해 주고받는 표준화된 우편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메일이 송수신되는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그림3-1] 참조)

➀ MUA(Mail User Agent)16)는 SMT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메시지 내

용을 송신자의 이메일 도메인의 MSA(smtp.a.org)로 보낸다

➁ MSA(Mail Submission Agent)17)는 이메일의 수신자 주소를 확인하

기 위해 DNS서버에 수신자 주소를 질의한다.

➂ DNS서버는 MX레코드18)를 정보를 조회하여 정확한 수신자 메일서버

15)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은 스캔이미지 등 영상정보를 문자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16) MUA(Mail User Agent) : PC기반에서 사용되는 이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Outlook, Thunderbird 등)으로 전자메일의 송수신작업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17) MSA(Mail Submission Agent) : MUA로부터 메시지를 받아들여 메시지를 전송하기

전에 이메일 메시지를 인터넷전송규격에 맞추어 표준화하고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18) MX레코드 : DNS서버에서 관리되고 있는 수신메일서버(도메인)의 IP주소정보이다.

DNS를 통해 메일도메인명을 IP로 변환하여 인터넷을 통해 메일을 송수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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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리턴한다.

➃ MSA는 SMTP19)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최종 MDA20)서버로 전송한

다.

➄ MDA는 수신자의 메일박스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➅ 수신자는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POP3, IMAP21), 웹방식을 통하

여 메일 메시지를 확인한다.

[그림3-1] 이메일 전송 구조22)

19)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 메일서버나 이메일 클라이언트에서 전자메

일 메시지를 송수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준화된 통신 프로토콜 규격이다.

20) MDA(Mail Delivery Agent) : 수신된 전자메일 메시지를 수신자 사서함까지 전달

하는 역할을 한다.

21) POP3(Post Office Protocol version 3), IMAP(Internet Message Access Protocol) :

이메일서버와 이메일 클라이언트 간 저장된 메일데이터 연동방식의 규격이다. POP3

방식을 사용할 경우 한꺼번에 모든 이메일 데이터를 가져오면서 연동된 이메일은 서

버에서 삭제될 수 도 있지만 세부설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받은 메

일함은 연동이 가능하지만 보낸 편지함의 경우 연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IMAP방식의 경우 메일서버와 메일클라이언트가 동기화되는 개념으로 클

라이언트에서 메일 삭제 시 메일서버의 데이터도 같이 삭제된다.

22)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Email#/media/File:Email.svg, 2018.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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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메일 규격

현재 이메일파일은 RFC-532223)에 의해 메시지 포맷이 표준화되어 있

다. 기본적으로 이메일 메시지는 ‘Message Header’와 ‘Message Body’

부분으로 구분된다. 이메일 파일의 형태는 [그림3-2]와 같이 내부에 온

전한 형태의 별도의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컨테이너 파일 형태이다24).

이메일 구조체 안에 이메일 헤더 및 본문, 첨부파일 데이터 등 많은 세

부 항목이 규격화된 포맷을 통해 이메일 메시지가 교환이 가능하도록 설

계되어 있다.

[그림3-2] 컨테이너 파일 구조도

23) RFC-5322, https://tools.ietf.org/html/rfc5322, 2018. 11. 8.

24) 압축파일(ZIP, 7z, ALZ, EGG 등), 이메일파일(PST, OST, msg, eml, nsf 등), 프로그

램 패키지파일(pkg, dmg, jar 등), ISO이미지파일, 동영상파일, 문서파일 등도 모두

외부 컨테이너 포맷 안에 서브파일이 존재하는 형태로 컨테이너 파일이라 부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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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메일 메시지 헤더

이메일 메시지는 오직 한 개의 헤더정보만을 가지고 있다. 한 개의 헤

더정보 안에는 헤더 필드(Header fields)정보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헤더

필드 정보는 ‘이메일 헤더’나 ‘이메일 메타데이터 정보’로 혼용하여 사용

되고 있다.

헤더 설명

To 메일 수신자 주소

Cc 참조

Bcc
숨은 참조, 여러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수신자가 다

른 수신자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함

Subject 제목

From 송신자의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

Reply-To
발송 시 수신자가 회신기능을 사용 할 경우 사용하는 이

메일 주소(데이터가 없을 경우 송신자 주소로 대체)

Received
이메일이 수신되는 동안의 경로정보

(경로가 여러 개일 경우 Received 값은 여러 개일 수 있음)

Message-ID 메일서버에서 생성되는 고유한 id값

Date 이메일을 보낸 날짜

[표3-1] 주요 이메일 필드(헤더) 정보

[그림3-3] 샘플 이메일(G메일) 텍스트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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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추출파일 회사 내 운용형태 압수형태

IBM Exchange
서버

(Office365)

대상자 계정별
통합파일
(PST, OST)

회사 자체관리
(서버관리자 있음)

직접 접근

IBM Domino 서버
대상자 계정별
통합파일(NSF)

회사 자체관리
(서버관리자 있음)

직접 접근

메일 솔루션(국내)
도입

개별
이메일(eml)파일을
압축파일로
백업하여 추출

회사 자체관리
(개발사 유지보수)

직접 접근/
관리UI

이메일 호스팅
(메일플러그,

가비아, 이카운트
등)

서버관리자 없음
(관리자계정)

관리UI

포탈메일 호스팅
(네이버, 다음 등)

관리UI

포탈메일 호스팅
(지메일 등)

대상자 계정별
통합파일(MBOX)

서버관리자 없음
(관리자계정) 관리UI

2. 이메일자료의 구분

이메일은 사용용도에 따라 개인용 메일과 업무용 메일로 구분 할 수 있

다. 개인용 메일은 주로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 포탈 및 ISP에 가입하

여 서비스를 받는 메일로 압수집행 시 광범위한 사생활 정보까지 압수가

될 수 있어 최근 판례에서 압수집행 방식에 제한사항이 추가되거나 집행

방식도 자주 변경이 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의 논의 방향에 따라 집행방

식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25).

업무용 메일의 경우는 회사의 메일서버(도메인)를 통해 업무용으로 사

용하는 이메일서비스로 개인용 메일과는 달리 보관장소가 대부분 회사에

서 통제가 가능한 장소에 보관이 되어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

한 디지털자료의 하나이다.

이메일 파일포맷은 대상자 메일 계정 당 1개의 파일로 저장되는 통합파

일포맷(PST, MBOX)과 개별 이메일파일로 분리되어 저장되는 개별파일

포맷(eml, msg)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3-2] 메일형태별 특징

25) 대법원은 2015도10648(2017. 9. 7.) 판결에서 이메일자료에 대한 팩스를 통한 사본영

장 집행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영장집행 시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

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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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메일자료의 특수성

가. 증거적 중요성

디지털 이메일 증거는 증언이나 문서보다 진일보한 형태로 당사자들이

다투는 주장사실의 모호한 상태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증거방법

이다26). 이메일 내용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가장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

기 때문에 법적 소송이나 규제기관에서 가장 많이 요청ㆍ수집하는 자료

이다.

[그림3-4] 법적소송이나 규제기관에서 요구되는 디지털자료 유형27)

나. 비직관성(비가시성)

이메일자료는 PC에 저장된 다른 디지털파일과는 달리 직관적으로 내용

26) 권혁심. "이메일증거의 인멸과 제재. 민사소송", 제18권 제1호, pp.181-213(2014)

27) 전자신문, http://m.ciobiz.co.kr/20110607120006, 2018. 11. 8.



- 14 -

을 확인하기 힘든 구조이다. 이는 단순한 디지털자료가 아니라 송신자가

어떤 시간에 어떤 자료를 수신자와 어떤 내용을 보냈고 어떤 파일을 보

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기록정보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

료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메일 파일 내에는 많은 부가정보가 포함되어 있

다. 흔히 이메일파일을 컨테이너파일이라고 부르는 데, 이는 이메일 메타

데이터, 본문, 첨부파일 등의 정보가 하나의 이메일 파일 안에 모두 들어

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메일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분석용

도구를 사용하여 메타데이터 및 첨부파일을 분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다. 대량성

오늘날 개인적/업무적으로 이메일 없는 환경을 생각하기 어렵다. 매일

매일의 업무에서 이메일 기반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하고 사내외 직

원과 협업 시 이메일서비스가 가장 큰 통신매개체이다. 이메일 업무량의

증가는 이메일 서버에 존재하는 이메일 데이터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분석해야 할 이메일 데이터도 증가되고 있다.

개인용 메일의 경우 다양한 SNS의 등장으로 활용도가 예전보다는 낮

아지고 있지만 업무용 이메일의 경우 저장용량과 통신트래픽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그림3-5] 참조).

[그림3-5] 2017년 이후 이메일 트래픽 증가 추이분석28)

28) THE RADICATI GROUP, Email Statistics Report, 2017-2021,

http://www.radicati.com/wp/wp-content/uploads/2017/01/Email-Statistics-Report

-2017-2021-Executive-Summar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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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별의 어려움

이메일은 그 내부에 수많은 송수신 내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메일 뷰

어나 디지털포렌식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다.

이런 이유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범죄사실, 대상기간, 송ㆍ수신자 제

한여부 등 압수대상 및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장에서 선별이 가

능한지 판단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에 ‘기억된 정보의 범위’

와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할 때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현장선별여부를 결정

해야 되지만 이메일자료의 경우는 대량/대용량의 문제, 현장에서 세부내

역까지 현장에서 정밀 분석을 진행할 경우 합리적인 시간동안의 선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장선별이 불가능할 경우 분석대상 이메일을

제3의 장소(수사기관 참관실 등)로 이동하여 참관절차를 통해 분석을 진

행하고 있다.

3. 일반적 이메일 압수수색 과정

이메일 자료의 경우 저장되는 위치에 따라 크게 이메일서버 등 ‘서버에

저장되는 공간’과 이메일 사용자가 이메일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거나 메

일을 백업할 때 사용하는 ‘PC 저장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버에 존재하는 이메일자료는 PC에 존재하는 디지털자료와는 다른 저

장형태를 보인다. 서버에 존재하는 디지털파일은 파일시스템 비할당 영

역 분석을 통한 삭제데이터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29) 메일사서

함에 존재하는 이메일이 삭제되었을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

은 백업서버 등 다른 저장장치에 이메일 자료가 존재하는 지 여부이다.

메일 백업30) 시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특정 시점에 전체데이터를

백업하는 일반백업 방식과 별도의 아카이빙 장비를 도입하여 송수신 메

29) 서버 저장공간은 대용량 스토리지를 사용하면서 윈도우 계열의 NTFS파일시스템보

다는 EXT계열의 파일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삭제데이터 복구가 효과적이지 않다.

30) 전자결재 서버, 이메일서버, 회계서버 등 회사 내 주요 인프라 시스템은 그 중요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보통 장애를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백업시스템을 도입하여 중요 자

료를 백업한다.



- 16 -

일전체를 백업하는 아카이빙 방식이다. 아카이빙31) 방식으로 메일을 보

관할 경우 모든 메일이 보관되지만 고가의 아카이빙 장비의 도입이 필요

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증권회사)32)를 제외하고는 도입하고 있는 회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수사기관에서는 이메일서버 및 백업

서버에 보관본이 없을 경우 이메일 로깅서버, 헤더 정보가 남아 있는 데

이터베이스 자료, 개인PC에 저장된 이메일자료까지 찾는 과정을 거치지

만 이런 작업은 단시간에 종료되기 힘들며 수사기관이나 피압수자 위치

의 회사입장에서도 지원인원/소요시간 등 많은 리소스를 필요로 한다.

개인적으로 기업용 이메일의 경우는 개인용 이메일과는 달리 회사의 보

관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외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33). 적절한 IT

컴플라이언스만 적용되면 이메일 압수수색 시 자료 제출에 대한 협의를

통해 압수수색을 종료할 수 있어서 현재의 압수수색 방식인 삭제된 이메

일을 찾는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수사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메일 압수수색 집행과정은 [그림3-6]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일반적

압수절차와 동일하지만 선별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메

일 자료의 용량, 자료 선별 시 참관여부, 압수현장에서의 선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피압수자와 협의를 통해 제3의 장소(참관실)에서

별도의 선별작업을 진행한 후 압수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31) 이메일 아카이빙 방식은 실시간으로 모든 이메일 송수신 자료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모든 이메일 자료를 보관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가의 솔루션을 도입하여야 한다.

반면 일반적 백업방식으로 이메일을 백업할 경우 특정 시점의 메일 데이터가 별도의

스토리지에 보관되어 모든 이메일데이터의 복구가 불가능하다.

32)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8

조(이하 금융규제 운영규정)에서 전자우편, 메신저 등의 로그기록을 3년 이상 의무적

으로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모든 메일 및 메신

저 자료를 아카이빙 방식으로 저장하며 관리하고 있다.

33) 미국에서는 2002년부터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SOX(Sarbanes-Oxley)법을

제정하여 모든 상장기업은 회사 내의 모든 문서와 이메일을 5년간 보관을 의무화했

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감원의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적용되는 금융회사를 제외하고

이메일 보관에 적용되는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짧게는 2주 밖에 보관

하지 않는 대기업도 있으며 2년 이상 보관하는 기업도 있다. 이 때문에 삭제된 이메

일을 찾는 과정에서 전산서버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메일 산출물을 찾거나 전

산관리자가 남겨놓은 작업용 백업파일이 있는지 여부까지 찾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매우 비생산적이며 행정력의 낭비이다. 업무용 이메일의 경우 사내외 중요한 의사소

통 자료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정기준의 상장기업의 경우 데이터 보관기간에 대해 의

무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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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 이메일 압수수색 절차

가. 영장범위 파악

이메일 압수의 경우 영장범위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PC에 존재하

는 디지털 파일과는 달리 이메일 자료가 저장된 장소(서버위치)가 다양

하게 존재하고 있어서 영장에 적시된 장소에 따라서 영장을 집행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등 원격접속으

로만 자료 확보가 가능한 상황에서 영장집행 방식제한 등으로 자료 확보

가 불가능한 상황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집행 장소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가 크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집행할

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메일 LIVE사서함 데이터에 대한 압수라

면 서버나 원격에서 다운로드 시에 큰 차이가 없지만 서버관리장소에서

는 LIVE사서함 뿐 아니라 이메일 DB, 백업정책에 따른 백업이메일, 스

팸메일/DLP솔루션 등 다양한 시스템에 과거 이메일 자료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삭제된 이메일이나 백업이메일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는 서버가 위치한 장소에서 집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서버에

존재하는 이메일의 경우 저장용량 문제로 최대보관기간을 설정하여 오래

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개인용PC에서 더 많은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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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확인항목

1. 메일서버 직접관리 형태

탐색대상

메일서버(대상자 메일사서함, 메일 데이터베이스, 메일로그파일 등)

백업서버(백업정책, 백업파일, 백업스토리지 등)

부가시스템(스팸필터, DLP, 기타 로그수집 정책에 따른 서버군 등)

자료 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다. 실무적으로 메일에 대한 영장 청구 시

수색할 장소에 서버보관 장소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용PC부분

도 추가하는 게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림3-7] 집행 장소별 이메일 자료 탐색방법

나. 이메일 환경파악 및 자료수집

이메일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이메일 서비스(서버) 구동 환경을 먼저 파

악해야 한다. 메일서버를 직접관리하고 있는지, 이메일 데이터 보관정책/

백업정책/기타 시스템을 확인하여 이메일 자료에 대한 탐색과정을 거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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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위치
건물 내 서버팜, 회사 전산센터, 외부 IDC(국내),

외부 클라우드(국내 OR 국외)

작업방식
직접접근 : 서버접근, DB접근, 원격UI 등 관리자 접근이 가능한 환경

에서 작업가능(작업 효율성을 검토하여 방식 결정)

2. 메일호스팅을 통해 서비스 받을 경우

탐색대상

웹UI : 대상자 메일 사서함

서버 : 메일서버 및 메일 데이터베이스 등

백업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음(존재여부는 호스팅업체와의 계약사

항에 따라 달라짐)

서버위치 호스팅 업체 IDC 등

작업방식
직접접근 : 호스팅 업체에서 집행 시 서버 및 DB접근하여 추출 가능

원격접근 : 웹UI 백업기능 및 기타 방식

3. 메일 호스팅(네이버, 다음, G메일 등)

탐색대상 웹UI : 대상자 메일 사서함

서버위치 서버위치 특정불가

작업방식
원격접근 : 웹UI 백업기능 및 기타 방식

직접접근 : 일반적으로 불가능

[표3-3] 메일서비스 형태별 작업방법

다. 이메일 선별

이메일 자료의 경우 이메일 서버에서 조건 검색을 통해 선택 추출하기

가 쉽지 않기 때문에 먼저 대상자의 전체 사서함을 추출하거나 대상기간

정도의 단순한 조건으로만 추출하는 방법을 통해 일차적으로 자료를 추

출하고, 추출된 파일을 별도의 외장매체나 저장 공간으로 복사하여 최종

적으로 사건관련성 여부를 검토하여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 서버에 저

장된 이메일 자료를 일차적으로 추출하는 과정부터 많은 시간이 소요되

기 때문에 현장에서 내용까지 확인 후 최종선별 하기는 쉽지 않다.

이메일의 경우 대량/대용량으로 존재하는 점, 이메일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문제가 된다. 모든 메일데이터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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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확인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내용을 검색하는

것이다. 이메일전용 뷰어나 디지털포렌식 도구에는 기본적으로 검색기능

이 탑재되어 있지만 개별적인 도구특성에 따라 검색 기능에 많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도구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황에 맞게 활용해

야 한다. 하지만 검색기능을 활용할 경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키워드 검

색 자체가 불가능한 첨부파일이 많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DRM문서파일,

문서암호화 파일, 스캔파일 등은 키워드 검색이 불가능한 파일이다. 특히

DRM파일의 경우는 회사 업무환경에서의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

에 DRM 첨부파일의 경우는 외부로 추출한 후 DRM복호화작업을 수행

해야 한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선별을 진행하는 경우 검색이 불가능한

파일에 대해서는 따로 분리하여 별도의 선별과정을 거쳐야 한다.

Ⅳ. 이메일 현장분석 도구의 필요성

1. 보안 환경의 변화

가. DRM복호화 문제

많은 기업들이 내부기밀자료 관리나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체

제어 및 DRM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 결국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디

지털 자료는 이미 DRM방식으로 암호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대상 자료에 대해 DRM해제작업을 수행

해야 한다. PC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디지털자료(직관적으로 확인되는 파

일)의 경우는 DRM파일 여부는 파일헤더를 통해 탐지가 가능하기 때문

에 현장용 포렌식 프로그램을 통해 탐지한 후 대상파일을 회사의 전산담

당자에게 복호화작업을 요청할 수 있으나, 압축파일 및 이메일 첨부파일

등 컨테이너 파일 내부에 존재하는 파일의 경우는 직관적인 탐지가 불가

능하다.

만일 현장선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전체 이메일을 압수 후 제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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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서 이메일 분석을 해야 할 경우 DRM복호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예상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선별과정에

상당한 지연을 초래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메일 첨부파일이 DRM파일여

부를 확인하고 DRM파일만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암호화 해제 작업을 수

행한다면 시간의 지연 없이 효율적으로 압수수색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나. 문서암호화 문제

문서암호화의 문제도 수사기관이 파일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없다는 측면에

서는 DRM파일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문서암호화 파일의 경

우 DRM파일과 같이 일괄적으로 암호화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가장 최

선의 방법은 문서암호화 파일 소유자에게 패스워드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실무

적으로 이미 수사기관에 압수된 디지털자료의 경우 Brute Force방식을 사용하

여 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지만 패스워드가 복잡할 경우 복호화작업에 장시간

이 소요된다. 또한 긴급하게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경우 심각한 수사지연을 초래

할 수 있다. 이메일 첨부파일 중에서 대해 문서암호화 파일을 현장에서 바로

파악할 수 있다면 복호화 작업 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참관(선별)기간의 장기화

이메일에 대해 현장에서의 선별이 힘든 상황에서 제3의 장소에서 선별

과정을 진행 할 경우 선별(탐색)과정에서의 피압수자의 참여여부를 확인

해야 한다. 이메일 자료의 경우 중요 정보로 인식되기 때문에 참관을 포

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 참관자 참여하에 자료 선별 과정을 거

치고 있다. 제3의 장소에서의 참관이 진행될 경우 참관 장소의 선정, 참

여자 선정, 참관 일정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별이 최종 완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의 단계가 늘어나고 시간도 장기화될 수 있다. 더욱

이 참관에 참여하는 수사 인원을 고려하면 현장에서 단시간 내의 선별은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최근에는 선별과정의 참여권을 이유로 압수수

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선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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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선별만 가능한 상황

모든 이메일이 현장선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장선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현장의 특별한 상황, 이메일파일의 용량, 피압수자와

의 협의상황, 기술적 난이도, 이메일 파일의 중요성에 따라 판단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압수수색영장에 현장에서의 압수절차 제한요건이

존재하여 제3의 장소로 반출이 금지되거나 이메일 헤더 등 특정 데이터

만 압수대상일 경우 또는 전산시스템에서 파일 복사작업이 오래 걸리는

경우는 현장 선별이 필요하다.

4. 현장용 도구의 필요성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선별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압수

데이터의 누락을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메일 선별용으로 사용되

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도구는 필요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메일 첨부파일 문제는 대처하기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

문에 새로운 기능 추가가 절실하다. 예를 들어 첨부파일이 DRM파일일

경우 DRM해제작업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DRM파일만 선택적으

로 추출할 수 있는 도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DRM파일 복호화를 위해

모든 이메일 첨부파일을 외부로 모두 추출한 후 DRM파일을 탐지하여

복호화 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이메일파일이 많을 경우 상당

한 작업시간이 소요되면서 중복된 많은 파일이 추가되어34) 불필요한 압

수용량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검색도구를 통해 단순히 이메일 데이터를 검색할 경

우 누락되는 많은 디지털 파일이 존재한다. 특히 첨부파일 중에서 DRM

파일, 문서암호화파일, PDF스캔파일, 압축 암호화파일 등은 키워드 검색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파일이 검색이 가능한 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진 후 예외파일에 대해 별도의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지만, 디지털 자

34) 이메일내부에 존재하는 첨부파일과 외부로 추출한 개별 첨부파일이 중복이 발생한다.

비암호화 파일의 경우 외부로 추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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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방법 순번 확장자 종류 설명 전체 이메일

인위생성

1 pptx DRM

(마크애니)

DRM방식

암호화
1. eml파일

(1.3GB,10,229개)

2. PST파일

(1.37GB)

2 xlsx

3 hwp DRM

(파수)4 pptx

5 xls
DRM

(소프트캠프)

6 pia
DRM

(소만사)

7 doc

MS Office 2003

문서 패스워드

설정

8 ppt

9 xls

10 docx

MS Office 200711 pptx

12 xlsx

13 hwp 한컴오피스

료가 대량/대용량일 경우 이를 확인하는 작업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대량파일에 대한 세부 확인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단순 키워드 검색만으

로는 많은 자료가 누락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 현장에서 선별시간 단축과 압수데이터 누락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5. 이메일 현장분석을 위한 도구비교

가. 이메일데이터 셋 구성

이메일 선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구의 분석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20개의 검색이 불가능한 파일을 이메일 첨부파일 형태로 인위적으로 생

성하였다. 또한 실제 환경과 유사한 테스트를 위해 실제 이메일 데이터

를 추가하여 메일의 용량 및 개수를 증가시켰다([표4-1]참조). 저장된 이

메일의 형태는 MIME형태의 eml파일과, 앞의 eml파일을 PST파일포맷으

로 변환한35) PST파일 등 총 2개의 이메일데이터 셋을 구성하였다.

35) eml파일에서 PST파일 변환은 EML to Outlook Converter(v5.1.1) 도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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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pdf
Adobe PDF

15 pdf 스캔파일

16 rar

압축
압축패스워드

설정

17 7z

18 zip

19 alz

20 egg

실데이터

1
example2 압수자료

(용량 : 533MB, 개수: 6,473)

2
example3 압수자료

(용량 : 396MB, 개수: 3,140)

3
example4 압수자료

(용량 : 394MB, 개수: 596)

[표4-1] 이메일 데이터 셋 파일구성

나. 이메일 뷰어 및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이메일 내용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뷰어로는 ➀이메일 클라이언트 프로

그램(Outlook, Thunderbird 등)36), ➁상용 이메일 뷰어(Kernel Eml

viewer, msg viewer 등)37)를 들 수 있다.

이메일 클라이언트를 통해 이메일 내용을 확인할 경우 본문내용에 대해

키워드 검색까지는 가능하지만 첨부파일에 대해서는 검색이 불가능하고

첨부파일명이 외부화면(1-Depth 화면)에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매번 클

릭을 통해 첨부파일명을 확인하고 첨부파일을 열 수밖에 없다. 상용 이

메일뷰어의 경우 본문 검색도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많고 이메일 클

라이언트와 마찬가지로 첨부파일에 대한 분석은 매우 불편하다.

36) Outlook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이메일, 일정관리, 연락처 관리용 프로

그램으로 주로 마이크로소프트 전자메일의 확인 및 송수신 용도로 사용된다.

Thunderbird 메일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Mozilla Foundation에서 개발한 무료 전자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이메일포맷(MBOX, eml 파일 등)을 지원하고 있다.

37) 이메일 뷰어 프로그램은 eml포맷, msg포맷 등 개별 이메일파일로 분리된 이메일 파

일 확인용도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Kernel eml viewer, CoolUtils Mail viewer 등

많은 상용 프로그램이 있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간단한 이메일 메타데이터를 표시

한 후 해당 메일을 클릭하여 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는 구조로 디지털포렌식 프로

그램 요구기능이 없이 단순한 이메일 뷰어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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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 Thunderbird 이메일 클라이언트(v38.7)

[그림4-2] Outlook 이메일 클라이언트(Outloo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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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장점

1. 현장에서 즉시 확인 가능

2. 도구 기능습득 불필요(기능이 직관적임)

3. 프로그램 설치 간편

4. 용량이 적을 경우 효과적

단점
1. 대량/대용량 시 활용불가능

2. 범용 포로그램으로 디지털포렌식 용도로 부적합

[그림4-3] CoolUtils Mail Viewer

메인화면(1-Depth)에서는 메일송신자, 수신자, Cc, 제목, 송신시간, 첨부

파일 존재여부 등을 표현하면서 세부화면(2-Depth)인 해당 메일을 클릭

해야만 본문 및 첨부파일 정보가 확인되는 구조이다.

이메일 데이터 셋을 통해 선별기능을 테스트해보면 앞서 기술한 내용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장에서 바로 이메일 내용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메일 데이터가 대량일 경우 세부적인 분석이 힘들며 특

히 첨부파일 정보를 직관적으로 보기기 힘들고 DRM설정여부에 대해서

도 매번 클릭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장 상

황에 맞게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표4-2] 이메일뷰어 프로그램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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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장점

1. 현장에서 즉시 확인 가능

2. 이메일 파싱가능(헤더 및 첨부파일 분리)

3. 첨부파일 외부추출 가능

4. 디지털포렌식 전용 프로그램으로 활용도 높음

다. 현장용 디지털포렌식 도구

PC에서 발견된 백업메일이나 outlook 이메일데이터 파일의 경우에는

현장용 디지털포렌식 도구를 활용하여 이메일 내용을 확인하거나 선별작

업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현장용 디지털포렌식 프로그램에서 이메일 분

석기능은 메인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되면서 다양한

이메일 포맷에 대해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검찰에서 사용하는 CFT 프

로그램의 경우 E-mail Analyzer이름으로 분석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메일 내용확인 및 첨부파일 분리기능이 구현되어 있지만 첨부파일암호

화여부, DRM파일여부가 제공되지 않아 DRM파일 복호화를 위해서는

모든 이메일 첨부를 외부로 추출한 후 DRM 복호화 작업을 수행해야 한

다.

[그림4-4] 현장용 디지털포렌식 도구(CFT v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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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1. 첨부파일에 대한 시그니처 분석기능 없음

2. 부분적 기능(이메일 파일 존재확인 등)으로만 사용

[표4-3] 현장용 디지털포렌식 도구의 장단점

라. 디지털포렌식 검색도구

디지털 자료가 대량/대용량일 경우 자료를 확인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

법은 검색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디지털포렌식에서 사용하는 검색 프

로그램의 경우 다양한 인코딩 디지털자료를 일반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

는 기능이 필수이다. 이를 위해서 인코딩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텍스

트필터(문서필터)를 자체 개발하거나 상용 솔루션38)을 내부에 탑재하여

검색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최근까지 외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사용에

있어서 가장 큰 고려사항은 한글(hwp)파일에 대한 지원여부이었지만 현

재는 대부분의 외산 디지털포렌식 프로그램에서 한글 문서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4-5] 문서필터 구동방식

dtsearch 프로그램은 검색도구 중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

이다. 검색전용으로 프로그램 형태로 현장에서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38) 국내에서는 사이냅소프트에서 개발한 Synap Document Filter프로그램이 가장 유명하며, 많은

포탈사, 상용 검색프로그램, 디지털포렌식 프로그램에 탑재되서 사용 중이다. 국외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검색엔진은 dtsearch 엔진으로 많은 디지털포렌식 프로그램의 내부 검색엔진으

로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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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탐지 파일 (9개)

MS Office 암호파일 6개

(doc, docx, xls, xlsx, ppt, pptx),

PDF 암호파일 1개(pdf),

압축 암호화파일 2개(rar, zip)

미탐지 파일 (11개)

DRM 계열 6개(마크애니, 소프트캠프, 파수, 소만사),

한컴 암호파일 1개(hwp), PDF 스캔파일 1개(pdf),

압축 암호화파일 3개( 7z, alz, egg)

dtsearch Indexer

FTK 등 전문 디지털포렌식의 내부검색엔진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dtsearch 프로그램은 다른 검색엔진과 같이 색인데이터를 먼저 생성해야

한다. 색인 작업 후 색인데이터를 통해 키워드검색을 수행하여 검색결과

를 얻을 수 있다.

테스트 결과를 보면 20개의 샘플파일 중에서 9개의 파일은 암호파일로

탐지가 가능하였지만, 이는 색인 로그파일을 통해서만 확인이 되었고 로

그내용도 'Partially Encrypted'로만 표시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로

그를 통해서 확인이 힘들다. 미탐지된 파일을 살펴보면 국내 환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한컴 암호파일, DRM문서파일, 알집계열 압축암호파일 임

을 확인할 수 있다.

[표4-4] 디지털포렌식 검색도구의 검색불가능 파일탐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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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장점

1. 현장에서 활용가능(프로그램 설치 간편)

2. 검색 불가능한 파일에 대해 일부 탐지

3. 키워드 검색형태로 내용선별 가능(검색기능 검증)

4. 현장에서는 용량이 적을 경우 효과적

단점

1. 이메일 뷰어기능 없음

2. 이메일 첨부파일 추출기능 없음

3. 일부 파일 탐지 불가능(DRM파일, 한글, 7Z, 알집

암호화파일, PDF스캔 등

색인 리포트 색인 세부로그
[그림4-6] 디지털포렌식 검색도구(dtsearch v7.83) 로그

[표4-5] 디지털포렌식 검색도구의 장단점

마. 분석용 디지털포렌식 도구

흔히 디지털포렌식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도구는 대부분 분석용 도구라

고 할 수 있다. Encase, FTK, X-ways Forensics, Nuix 등 많이 사용하

는 도구들은 분석기능이 강력하기 때문에 PC사양도 고사양이 요구되면

서 분석시간도 많이 필요하다. 분석방식도 매체에 대한 LIVE분석보다는

이미지 파일을 먼저 생성한 후 해당 파일에 대해 분석하는 프로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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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활용은 가능하다.

[그림4-7] Encase v7.10 분석화면

[그림4-8] FTK v5.5 분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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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9] Nuix v6.2 분석화면

[그림4-10] X-Ways Forensics v19.4 분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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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분석방법 장점 단점

1. 이메일 뷰어

Thunderbird 이메일 뷰어용으로 디지

털포렌식 방향과 상이함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확

인해야 함

사용 간편

신속히 내용 확

인할 수 있음

한글코드 지원약함

일일이 이메일 확인
eml viewer

Outlook

2. 현장용 디지털포렌식 도구

CFT

현장용으로 개발되어 컨

테이너 파일 파싱기능 약

함

현장에서 사용하

는 다양한 기능

이메일분석기능 구현

되었으나 첨부파일

세부분석기능 없음

구분 세부내용

Encase

장점

View File Structure 기능을 통해 PST파일 파싱이 가능

(eml파싱은 기본 설정값에 없음)

다양한 Enscript기능을 통해 분석기능 구현가능

단점

LIVE환경 분석에 적합하지 않음

이메일 분석 UI 불편

분석시간 장시간 소요

FTK

장점
Office 파일에 대한 암호파일 탐지

다양한 이메일 포맷 분석

단점
LIVE환경 분석에 적합하지 않음

PC사양 등 현장 분석에 제약사항 존재

Nuix

장점
다양한 이메일 포맷 분석

Office 파일에 대한 암호파일 탐지

단점
PC사양 등 현장 분석에 제약사항 존재

DRM 시그니처 등록 불가능

X-ways

Forensics

장점
다양한 이메일 포맷 분석

Office 파일에 대한 암호파일 탐지

단점 PC사양 등 현장 분석에 제약사항 존재

[표4-6] 분석용 디지털포렌식 도구의 장단점

바. 기존도구 종합분석

이메일 분석용으로 사용가능한 도구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4-7]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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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포렌식 검색도구

dtsearch
색인 작업 실시 후 키워

드검색을 통해 자료 확인

컨테이너파일 내

서브파일 검색

가능

검색성능 우수

키워드검색을 통한

내용확인(일반뷰어

기능 없음)

검색불가파일은 개별

적으로 확인필요(색

인 로그분석)

4. 디지털포렌식 분석용 도구

Encase

e-mail 분석 시 별도의

프로세스의 과정이 완료

(Expand Compound file)

후에 시그니처 검색 가능

정밀분석가능

다양한 기능

프로그램 설치필요

고사양(무거움)

장시간 소요

현장용으로 사용

힘듬 (동글휴대 등)

FTK

NUIX

X-ways

[표4-7] 기존 도구의 장단점 분석

분석결과를 통해 기존도구에서 이메일 메타데이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첨부파일 중에서 DRM, 문서암호화파일, 스캔파일 등 키워드

검색이 불가능한 파일에 대한 분석기를 구현한다면 현장에서의 이메일을

효과적으로 선별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6. 이메일 현장분석 도구 기능

➀이메일 뷰어의 보완사항인 이메일 메타데이터 화면에서 첨부파일명,

첨부파일개수 정보를 표시하여 메일화면(1-Depth)에서 이메일 전체 정

보를 한눈에 표시하고 ➁현장용 디지털포렌식 도구의 보완사항인 DRM

파일, 문서암호화파일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기능, ➂디지털포렌식 검

색도구에서의 보완사항인 압축암호화파일, PDF암호화파일, PDF스캔파

일에 대한 탐지기능을 별도의 도구로 구현할 항목으로 정의하였다.

정의한 항목에 대한 탐지 및 구현기법은 제5장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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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이메일 구조분석

1. eml파일구조(네이버, 다음 등)

가. 내부구조

대부분의 이메일 호스팅(네이버, 다음메일 포탈메일 포함)의 이메일 포

맷은 eml확장자 형태의 MIME RFC-82239)의 파일구조이다.

메시지 데이터는 평문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 쉽게 내용 및 구조 확인이

가능하다. 파일포맷은 [그림5-1]과 같이 “Message Header”와

“Message Body”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Message Header는 별도의 언

어코드 지정이 없을 경우 ACSII코드를 따르고 있으며, ASCII코드가 아

닌 경우는 데이터영역 시작 부분에 ‘=?UTF-8?' 의 형태로 문자셋 명을

먼저 표시하여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다.

[그림5-1] eml 파일구조

39) MIME RFC-822, https://www.ietf.org/rfc/rfc0822.txt, 2018. 11. 8.

MIME(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ensions)은 전자우편을 위한 표준포맷으로

RFC-822은 이메일헤더와 본문정보를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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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 eml파일 샘플파일 뷰(텍스트)

나. eml메일 첨부파일 추출

첨부파일에 대한 추출은 [그림5-3]와 같이 ‘Content-Disposition:

attachment’ 항목을 조사한 후에 해당 영역을 조사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첨부파일 메타데이터영역에 컨텐츠 타입, 파일명, 저장된 데이터의 문자

셋, 인코딩방식40) 정보가 저장이 되어 첨부파일 데이터영역에 저장된

RAW포맷자료는 메타데이터 값을 통해 추출이 가능하다.

40) “=?문자셋?인코딩 방식?인코드된 데이터?=" 의 형태로 표시된다. 문자셋은 UTF-8형

식을 많이 사용하지만 다른 코드도 사용이 가능하고 인코딩방식은 B(Base64)을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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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 eml 첨부파일 영역

2. MBOX파일 구조분석(G메일)

가. 내부구조

G메일을 takeout방식을 통해 메일을 백업할 경우 MBOX형태의 단일파

일로 백업이 된다. MBOX파일 역시 MIME포맷을 따르는 평문형태의 이

메일 파일이지만 개별 이메일파일로 분리된 eml파일과는 달리 MBOX

파일은 하나의 파일 안에 여러 개의 이메일이 순차적으로 존재하는 형태

라는 차이점이 있다([그림5-4]참조). MBOX 파일 내에서 개별 이메일파

일은 항상 첫 시작이 “From ” 형태의 스트링(String) 구분자가 있기 때

문에 해당 구분자로 이메일 분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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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4] MBOX 파일구조

[그림5-5] MBOX 샘플파일 뷰(텍스트)

나. MBOX메일 첨부파일 추출

개별이메일 구조는 MIME포맷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eml파일과 동일하

게 첨부파일 추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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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ST(OST)파일 구조분석(아웃룩)

가. 내부구조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Outlook)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메일 구조체 파일로

메일서버인 Exchange서버에서 계정사서함을 추출할 때 생성되거나, 아웃룩 프

로그램을 사용 시 기본적으로 생성되고 관리되는 이메일 데이터파일이다.

PST(Personal Storage Table)파일, OST(Offline Storage Table)파일 모두 아

웃룩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구조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지만, OST파일의 경우

메일서버인 Exchange서버와 상호 연동 시 생성되는 파일로 Exchange서버의

복제본 파일이다(아웃룩 실행 시 메일계정에 대한 인증 후 파일 접근이 허용

된다)41). PST/OST파일은 크게 32비트 ANSI포맷과 64bit UNICODE 포맷(파

일용량 증가 및 다양한 언어코드 지원을 위해 아웃룩2003이후부터 사용됨)으

로 구분될 수 있다.

PST 파일 구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42) [그림5-6]과 같이 물리적 구

조체(Header, PMAP, AMAP, Data 등)위에서 논리적 구조(NDB Layer,

LTP Layer, Messaging Layer)를 통해 이메일이 저장된다.

[그림5-6] PST(OST) 파일구조

41) 포렌식위키, https://www.forensicswiki.org/wiki/Personal_Folder_File_(PAB,_PST,_OST),

2018. 11. 8.

42) libpff 프로젝트, https://github.com/libyal/libpff, 2018. 11. 8.



- 40 -

[그림5-7] PST(OST) 샘플파일 뷰(바이너리)

나. PST(OST)메일 첨부파일 추출

첨부파일 추출 및 분석은 PST구조체 정보를 통해 Attachment Objects

해석을 통해 메일첨부파일 추출이 가능하다([그림5-8] 참조)

[그림5-8] PST(OST) 첨부파일 관련 정보43)



- 41 -

4. msg파일 구조분석(아웃룩)

가. 내부구조

msg파일은 아웃룩 메시지를 개별적으로 저장 시 생성되는 파일이다.

파일구조는 CFB(Compound File Binary File Format)44) 및 OLE포맷을

따르고 있으며45)([그림5-9] 참조), OLE 구조체에서 각 항목에 해당하는

Property데이터를 해석하면 이메일 분석이 가능하다.

[그림5-9] msg OLE 구조체 정보

OLE 구조체는 [그림5-10]와 같이 Nameid(Property 정보관련), recip(송

신자, 수신자, 통신방식 등) attach(첨부파일 정보)는 substg을 포함하는

Storage구조로 하위에 Stream정보가 저장이 된다46).

43) [MS-PST], https://interoperability.blob.core.windows.net/files/[MS-PST].pdf, 2018. 11. 8.

44) CFB(Compound File Binary Format)는 여러 파일과 디렉터리를 하나의 파일에 저

장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일형식이며 그 형식은 OLE(Object Linking and

Embedding)형식으로 저장된다.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복합파일이진

형식, 2018. 11 .8.

45) http://www.fileformat.info/format/outlookmsg/참조, 2018. 11. 8.



- 42 -

[그림5-10] msg 파일구조

[그림5-11] msg 샘플파일 뷰

46) OLE구조체내에서는 Stream, Storage로 구분될 수 있다. Stream은 개념적으로 파일

과 유사한 형태이고, Storage는 디렉터리와 유사하게 하위 Storage나 Stream을 저장

할 수 있다. Wikipedia, http://www.fileformat.info/format/outlookmsg/, 2018.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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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세부항목

정보보안제품
콘텐츠(데이터)/

정보유출방지보안

1. DB보안(접근통제)

2. DB암호

3. 보안 USB

4. 디지털저작권관리(DRM)

5. 네트워크 DLP

6. 단말 DLP

나. msg메일 첨부파일 추출

첨부파일 데이터의 경우 “__attach_version1.#XXXX” 이름의 Storage

Property영역에 존재하는데 해당 Storage 개수가 첨부파일의 개수이다.

Storage영역 안에서 존재하는 Stream데이터에 첨부파일명, 확장자 등의

메타데이터 정보와 실제 첨부파일 데이터가 존재한다.

Ⅵ. 검색불가능 파일 탐지방안

1. DRM 문서

DRM(Digital Right Management)이란 디지털콘텐츠의 전체 라이프사

이클에 걸쳐 디지털콘텐츠의 지적재산권보호와 디지털콘텐츠 관리 및 유

통 효율화를 위한 사용되는 기술과 서비스를 통칭하는 의미로 표현된

다47).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에서 구분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표

6-1]과 같이 DRM솔루션은 ‘정보보안제품’에 ‘콘텐츠(데이터/정보유출방

지보안’ 제품군 내의 한 형태로 구분되어 있다.48)

[표6-1]. 정보보안제품 항목구분

디지털포렌식에서 DRM파일은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Enterprise

DRM 솔루션이 적용된 암호화된 문서파일로 이해된다. 즉, 특정DRM솔

47) 강호갑, “표준기술동향: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TTA Journal, 제103호,

pp 146 (2006)

48) 2017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pp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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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DRM제품명 세부항목

소프트캠프

Document

Security (문서

DRM)

파일 및 폴더 암호화, 문서사용 권한제

어, 업무시스템과의 연계 등

마크애니
Document

SAFER(문서보안)

파일암호화 정보유출방지, 비인가자 접근

통제, 유출경로 모니터링 등

파수닷컴
Fasoo Enterprise

DRM(FED)
파일자체 암호화, 권한설정에 의해 관리

소만사 Privacy-i
개인정보검출/파기/문서암호화, 문서유출

관리(DLP)

루션(소프트캠프, 파수닷컴, 마크애니 등)에 의해 문서파일명(확장자 포

함)은 동일하지만 파일이 암호화되어 헤더 시그니처 정보가 변경된 파일

이다. 여기에 소만사의 Privacy-i 솔루션도 DLP(Data Loss Prevention)

솔루션으로 불리지만 확장자명이 변경(.pia49) 등)되는 점을 제외하고는

문서파일이 암호화되면서 헤더 시그니처가 변경되는 것은 동일하므로 같

은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일부대기업에서도 자체DRM을 개발하여 사

용하는 케이스도 존재한다.

DRM제품별 기능을 살펴보면 [표6-2]과 같이 파일암호화 및 정보유출

방지 등의 공통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표6-2]. DRM제품별 기능비교

[그림6-1]과 같이 DRM솔루션이 적용되면 DRM 관리서버 군에서

개인별/부서별 관리정책에 의해 회사 내 사용자의 행위로그 감사 및

문서파일 등에 대한 암호화/복호화/문서유출 등의 보안/감사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6-1] Markany DRM솔루션 구성도

49) 일부 파일의 경우 확장자가 pie로 개발사 정책에 따라 확장자는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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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입장에서는 문서DRM의 경우 압수한 파일을 쉽게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쉽게’라는 표현이라는 의미는 디지털파일의

작성자(소유자)가 암호화한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피압수자 회사(DRM업체)를 통해 문서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압수절차 종료 후 별도로 DRM파일에 대한 복호화 작업을 실시 할 경우

파일내용을 확인하는 일정이 지연되거나 DRM 복호화작업에 대해 이견

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압수현장에서 DRM을 해제해야 한다. 디지털

포렌식 프로그램에서도 DRM파일에 대한 사전 인지는 중요한 기능으로

DRM업체별 고유의 시그니처 정보를 현장용 디지털포렌식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DRM파일을 탐지하고 있다.

각 업체별 대표적인 시그니처 정보는 [표6-3]와 같다.

[표6-3] DRM 파일 H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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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호화된 MS오피스파일

가. OLE 포맷(MS Office 2003이전)50)

MS오피스 파일의 경우 Office2003이전과 이후로 문서구조가 바뀐다

(xls, doc, ppt와 xlsx, docx, pptx 등의 파일명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Office 2003이전 파일의 경우 CFB(Compound File Binary File Format)

및 OLE 포맷을 따르고 있으며 OLE Viewer 통해 내부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MS오피스2003은 xls, doc, ppt 파일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Property 항목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규격 및 세부 규격은 공개

된 파일포맷문서에 의해 분석이 가능하다.51)

[그림6-2]. MS 오피스 2003(엑셀)의 문서구조

50) OLE(Object Linking and Embedding)포맷 또는 COM Structured Storage포맷은 PC

에서의 파일시스템과 같은 구조로 하나의 OLE파일에는 블록 구조체를 가지면서 자료

를 관리하며 폴더 및 파일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Stream Data는 파일시스템의 파일

과 같은 개념으로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 Storage Data는 파일시스템의 폴더와

같은 개념으로 내부에 다른 Stream Data(파일) 및 Storage Data(폴더)을 가지고 있다.

51) [MS-CFB] 문서, https://msdn.microsoft.com, 2018.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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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2]과 같이 OLE 구조를 확인해보면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

는 Stream Data 영역과 Strorage Data영역52)으로 구분되어 있다. 문서

의 메타데이터는 Stream Data종류인 SummaryInfo,

DocumentSummaryInfo 등에 저장되어 있다.

[그림6-3]. MS 오피스 2003(엑셀)의 파일 뷰(바이너리)

MS오피스2003파일의 바이너리데이터를 살펴보면 파일의 헤더 시그니처

("\xDO\xCF\x11\xE0")를 통해 복합문서파일 포맷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오피스파일의 문서암호화 여부는 OLE객체 중에서 Summary

Info(Stream) 영역의 PIDSI_DOC_SECURITY값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

다([그림6-4] 참조)53).

53) 파워포인트(*.ppt)파일의 경우는 OLE property인 'PowerPoint Ducumnet' 영역에서

‘Current user stream’의 headerToken(4bytes)값을 통해 암호화여부를 확인할 수 있

다. 즉, 바이너리 데이터가 0xF3D1C4DF이면 패스워드가 설정된 ppt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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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4] MS 오피스 2003(엑셀) OLE 뷰

분석을 위해서는 OLE분석이 가능한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거나 직접

OLE 구조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OLE파일 헤더영역에서 Property 영

역의 시작위치를 확인하고([그림6-5]참조), 해당영역에서 "Summary

Info" Property 시작영역을 찾아([그림6-6] 참조) 실제데이터가 저장된

위치([그림6-7] 참조)에서 PIDSI_DOC_SECURITY([그림21] 참조) 값을

확인해야 한다.

[그림6-5] OLE 헤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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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6] Summary Information 메타데이터 영역

[그림6-7] Summary Information 데이터영역

위의 그림파일을 확인해보면 “PIDSI_DOC_SECURITY(0x13)” 데이터의

위치가 0xA8위치에 존재하고 있고 해당 데이터는 0x00000003

(VT_I4형식)이며 0x00000000(암호화 설정 안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6-8]. PIDSI_DOC_SECURITY 코드표54)

54) SummaryInformation, https://msdn.microsoft.com/ko-kr/library/dd942545.aspx, 2018.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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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OXML 포맷(MS Office 2007이후)

MS오피스2007이후에는 문서포맷이 OOXML(Office Open XML)55)기반

으로 변경되었다. OOXML파일포맷 구조는 여러 개의 Part와 그 Part사

이의 관계(Relationship)로 표현되는 구조이다. [그림6-9]와 같이 문서파

일은 PK ZIP방식의 압축방식을 사용하여 하나의 파일로 압축이 되어 있

으며, 내부에는 최상위 폴더에 전체적인 구조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_rels폴더 내 rels.xml파일과 Part를 구성하는 폴더 및 하위폴더 내부에

존재하는 Relationship관련 파일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림6-9]. MS 오피스 2007(엑셀)의 문서구조56)

55) OOXML은 MicroSoft사에서 제안된 XML기반의 문서포맷으로 ECMA-376(ISO/IEC

29500)로 표준화됨, htps://www.ecma-international.org/news/TC45_current_work/

OpenXML_White_Paper_Korean.pdf, 2018. 11. 8.

56) 홍기원, 조재형, 김소람, 김종성, “OOXML 문서에 대한 향상된 데이터 은닉 및 탐지

방법”, 정보보호학회지 제27권 제3호 pp 49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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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10]. MS 오피스 2007(엑셀)의 파일 뷰(바이너리)

문서 암호화가 설정되었을 경우에는 기존 OOXML포맷에서 OLE포맷으

로 변경이 되지만 [그림6-11]와 같이 MS오피스2003이전버전의 OLE구조

와는 다르다. 암호화 시 EncrptionInfo(Stream) Property가 새로 생성이

되고 [그림6-12]와 같이 해당 Stream 데이터에서 암호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6-11] MS 오피스 2007(워드) 샘플파일 EncryptionInfo OLE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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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12] MS 오피스 2007(워드) 샘플파일 EncryptionInfo 정보

3. 암호화된 한컴오피스파일(HWP)

한글과 컴퓨터에서 개발한 문서프로그램으로 한글2002부터

Hwp(v5.0)파일구조57)를 사용하고 있으며 크게는 OLE파일 규격을

따르고 있다.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그림6-13]과 같이 OLE 객체를

구성하는 각 Property 정보를 통해 문서파일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림6-13]. HWP(v5.0) 파일 구조

57) 한글문서파일형식_5.0_revision1.2, Hwp Document File Formats 5.0,

https://www.hancom.com/etc/hwpDownload.do, 2018.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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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14]. HWP파일의 파일 뷰(바이너리)

한글과 컴퓨터에서 공개한 문서에 의해 [그림6-15]과 같이 File

Header(Stream) Property에서 압축관련bit를 통해 암호화 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6-15] HWP(v5.0) 샘플파일 OLE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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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16]에서와 같이 샘플파일로 테스트한 결과 한글파일이 암호화

적용되었을 때 암호설정bit값이 0에서 1로 바뀐 점을 알 수 있다.

[그림6-16] HWP(v5.0) 암호화 적용 시 변화

4. PDF 암호화파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는 Adobe사에서 만든 전자문서형식

으로 디지털인쇄물 형태의 전자파일이다. PDF파일은 사용되는 규격 및

암호화 지원 여부 등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버전이 존재한다.

파일내부구조는 [그림6-17]과 같이 PDF Header, Body,

xref(Cross-reference) table, Trailer, EOF 영역으로 구분이 된다.

본문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Body영역에 존재하며, xref table, Trailer는

Body에 있는 Object에 대한 ID나 위치정보 등 메타데이터가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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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17] PDF 파일구조

PDF 파일 또한 암호화 설정이 가능하다. PDF구조에서 암호화설정여

부58)는 [그림6-18]와 같이 Trailer 영역에서 /Encrypt Tag 존재여부에

따라 암호설정이 되었는지 판별이 가능하다. PDF 패스워드는 크게 User

패스워드59)와 Owner패스워드로 구분된다. Owner패스워드의 동작방식으

로 인해 PDF파일이 보안에 취약하다고 언급이 되고 있지만 문서암호화

는 User 패스워드에 의해 설정이 되고, 암호화방식도 다른 오피스문서의

암호화방식과 유사하게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58) pdf-encryption, https://www.cs.cmu.edu/~dst/Adobe/Gallery/anon21jul01-pdf-encryption.txt,

2018. 11. 8.

59) User패스워드는 open패스워드로도 불리며 Owner패스워드는 Master패스워드로도 불

린다. User패스워드는 PDF문서자체를 암호화할 때 사용되면, Owner패스워드는 출력

여부, 편집여부등 문서열기와 상관없이 특정한 작업을 제한할 때 사용되어 실제 파

일의 암호화적용과는 큰 상관이 없다. https://www.pdflib.com/pdf-knowledge-base/

pdf-password-security/pdf-password-security, 2018.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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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Acrobat version)

encryption
algorithm
(key length)

최대패스워드길이
(encoding)

PDF 1.1 - 1.3
(Acrobat 2-4)

RC4 40-bit
(weak)

32 characters
(Latin-1)

PDF 1.4
(Acrobat 5)

RC4 128-bit
(weak)

32 characters
(Latin-1)

[그림6-18] PDF 샘플파일 뷰(바이너리)

[그림6-19] Trailer 영역의 암호화 Tag 표시(바이너리)

[표6-4]과 같이 PDF버전별 올라갈수록 지원하는 암호화방식이

강력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57 -

PDF 1.5
(Acrobat 6)

RC4 128-bit
(weak)

32 characters
(Latin-1)

PDF 1.6, 1.7
(Acrobat 7, 8)

AES-128
32 characters
(Latin-1)

PDF 1.7 Extension Level 3
(Acrobat 9)

AES-256 127 UTF-8 bytes
(Unicode)

PDF 1.7 Extension Level 8
(Acrobat 10, 11, DC, PDF 2.0)

AES-256 127 UTF-8 bytes
(Unicode)

[표6-4] PDF버전별 암호화 방식 및 패스워드 키60)

5. PDF 문서스캔파일

PDF 파일의 경우 디지털포렌식 조사에는 암호화 여부보다는 문서가

스캔된 스캔이미지 파일의 조사가 훨씬 중요하다. 회사 내 문서스캔 후

저장방식으로 PDF파일 포맷이 자주 이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관련문

서가 스캔되었지만 텍스트추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PDF파일이 텍스트추출이 가능한 파일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

다. 이는 PDF Body 영역분석을 통해서 판단이 가능하다. 텍스트화가 가

능한 PDF파일(문서변환 파일)의 경우 [그림6-20]과 같이 Body영역에 텍

스트데이터에 대한 폰트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폰트데이터의 존

재여부로 판단이 가능하다. 즉 “/Font” 태그정보가 있는 지 여부로 문서

변환파일인지 아니면 스캔(이미지)파일인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그림6-20] Body - Object 영역의 /Font Tag정보

60) https://www.pdflib.com/pdf-knowledge-base/pdf-password-security/encryption/, 2018.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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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암호화된 압축파일(PKZIP)

ZIP파일포맷은 하나이상의 파일을 압축하기 위한 컨테이너 파일의 일

종으로 압축방식은 Deflate, bzip2, LZMA 방식을 사용한다. Java의 jar

파일이나 MS Office 2007이상의 OOXML파일들도 모두 PKZIP방식의

압축방식을 사용한다.

PKZIP 파일 구조를 살펴보면 압축하는 파일의 압축정보와 실제 압축데

이터를 저장하는 File Entry영역과 메타데이터 정보 등을 저장하는

Central Directory영역으로 구분이 되고 두 영역의 개수는 서로 일치한

다. 파일헤더에는 PKZIP을 의미하는 PK(0x50480304)의 헤더 시그니처

를 통해 구분이 가능하다([그림6-21]참조).

[그림6-21] PKZIP 파일 구조

PKZIP방식의 압축파일도 압축 시 암호화설정이 가능하며 암호화되었을

경우 File Entry 헤더에 이어 Encryption 헤더가 위치하게 된다. 암호화

방식은 DES, 3DES, RC2, RC4, AES 등 버전이 올라가면서 다양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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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지원이 가능해졌다.

[그림6-22] PKZIP 샘플파일 뷰(바이너리)

PKZIP 파일구조에서 암호화 여부 확인은 File Entry Header(or

Central Directory)영역의 general purpose bit flag(2 bytes 첫 번째 비트

값61))에 따라 암호화 파일인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암호화적용이 되어

도 압축된 파일리스트명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관련 파일선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62)

61) ZIP File Format Specification, https://pkware.cachefly.net/webdocs/casestudies/

APPNOTE.TXT, 2018. 11. 8.

62) Central Directory영역에서는 파일명에 대해서도 암호화적용이 가능해졌지만 File Entry영역에

서 파일명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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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설명 위치 설명

bit 0 암호화 설정 여부 bit 8 unused

bit 1
압축방식 및 압축옵션 정의

bit 9 unused

bit 2 bit 10 unused

bit 3 crc-32 size 관련 설정 bit 11 Filename UTF-8 encoding

bit 4 Reserved bit 12 Reserved

bit 5 compressed patched data bit 13 encrypting the Central Directory

bit 6 Strong encryption bit 14 Reserved

bit 7 unused bit 15 Reserved

[그림6-23] PKZIP 파일헤더 구조

[그림6-24] PKZIP파일 암호화 적용 시 변화

[표6-5] general purpose bit flag 코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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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현장용 이메일 분석도구 구현

1. 분석 프레임워크

제5장과 제6장에서 살펴본 이메일파일 구조분석 및 검색불가능 파일에

대한 탐지방안을 이용하여 구현한 이메일파일에 대한 헤더분석 및 첨부

파일 분석 프레임워크는 [그림7-1]과 같다.

[그림7-1] 컨테이너파일(이메일) 분석 프레임워크

분석대상 파일들이 저장된 상위 디렉터리 경로가 입력되면 해당 디렉터

리에 저장된 모든 파일에 대해 파일스캔작업을 진행하고 컨테이너(이메

일) 파일을 선별한다. 이메일 파일종류에 따라 이메일 파싱작업(메일헤

더분석, 첨부파일개수, 파일명)을 수행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한다.

첨부파일에 대한 헤더 시그니처 및 파일 확장자를 분석하여 세부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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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파일은 DRM, 암호화여부, 스캔파일여부 등을 탐지한다. 탐지한

결과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거나 세부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파일에 대해

서 선별적으로 추출한다. 단계별 동작은 모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단위

로 기록한다.

2. 설계

이 논문에서 구현된 도구는 분석대상 디지털파일을 포탈메일 및 메일

호스팅에서 표준으로 사용되는 대량의 eml파일로 한정을 하였다.

입력한 디렉터리에서 하위폴더를 스캔하여 데이터베이스([그림7-2] 참

조)과 같이 저장된 전체파일을 목록 및 MAC-Time 및 파일정보를

SQLite 데이터파일에 저장한다.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석할 이메일

파일을 조회하여 이메일 헤더정보를 분석한다. 분석할 헤더정보는 제목,

보낸 시간, 송신자, 수신자, 메일추적정보(Received), Cc, Bcc,

message-ID, Content_type, 첨부파일여부, 첨부파일개수 등이다

첨부파일이 존재하는 메일은 첨부파일을 분석하여 세부분석이 필요한

파일에 대해서 DRM파일, 암호화여부를 탐지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한다. 분석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외부로 추출할 파일을 선정하여 메

일 밖으로 첨부파일을 추출한다.

[그림7-2]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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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알고리즘은 [그림7-3]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7-3] 컨테이너파일(이메일) 분석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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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특징 세부내역

1. 이메일헤더 분석

1 이메일뷰어 보다 많은 헤더분석 가능
Received, Message-id,

Contents-type 등

2
첨부파일 정보를 헤더영역으로 표시가

능

첨부파일 존재여부, 첨부파일개

수, 첨부파일명, DRM파일여부,

암호화여부, 첨부파일 압축파일

내부파일 등

2. 첨부파일 추출

1
검색불가능 파일에 대해 선택적 추출

가능일괄추출가능
DRM, 암호화파일 선택 추출

2 DRM 복호화 작업시간 단축 선별 추출파일에 대한 복호화

3. PC 현장환경

1 PC에 프로그램 설치 없이 구동 가능

2 상용도구에 존재하지 않는 현장요구기능 구현가능

[그림7-4] 도구 분석결과 화면

3. 구현 효과

기존 도구와의 본 논문에서 구현한 도구와 비교해보면 기능상의 장점은

[표7-1]와 같다.

[표7-1] 기존 도구와 논문구현도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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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는 컨테이너 파일 중에서 이메일 파일의 구조를 분석해보고

첨부파일을 분석하여 키워드검색이 불가능한 파일을 사전에 탐지하는 도

구를 구현해 보았다. 이 논문의 목표는 압수현장에서 대용량 자료(이메

일)에 대해 검색도구를 사용해서 검색을 통해 선별을 진행하면서 검색이

되지 않는 파일에 대해서는 사전탐지 후 일반적 검색과 다른 선별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압수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선별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면서 중요 증거에 대해 누락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나온 대부분의 기술내용은 모든 디지털포렌식 도구

(Encase, FTK, X-Ways Forensics 등)에 탑재된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

나이다. 하지만 이런 도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장용으로 나온 도구가

아니고 분석용 도구라는 점이다. 압수현장에서의 대응이 갈수로 중요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용으로 사용하는 도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

고 있음은 분명하다. 디지털포렌식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연구하여 직접 구현하는 것

이다. 앞으로 분석 가능한 압축파일 및 탐지 가능한 파일 종류를 확대하

면 좀 더 활용도가 높으면서 신뢰성 있는 도구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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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to cope with corporate IT

environments in the search and seizure. IT infrastructure

environments in corporate are being replaced by cloud based,

and more companies are adopting media access control/DRM

solutions. This is a normal flow for cost reduction and

prevention of information leaks in the company, but it is

becoming a tough and difficult challenge for the investigating

organization to search and analyze incident data in a short

period of time.

In particular, e-mail dat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igital

files because it has the large volume of data and e-mail file

contains a record of the person's actions with whom and what

data was exchanged.

In order to check the e-mail data, different analyzing

procedure is performed from other digital files existing on the

PC.

It must go through a time-consuming and repetitive process of

identifying textual content or attachments based on email

metadata such as the sender, recipient, sendtime, and subject of

the email.

This paper suggests a method to shorten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time for the e-mail files and a method to

identify and detect a DRM file, a document encryption file, and

a document scan file, which can not be searched for a keyword.

This can shorten the seizure time at the seizure site and

prevent the omission of important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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