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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웹 브라우저는 사람과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이다. 웹 브

라우저를 통해 들어선 인터넷 세상에는 커뮤니케이션, 이메일, 인

터넷 게임, 정보 공유, 실시간 방송 등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서

비스가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우린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사물인

터넷(IoT)이 일상화되는 결코 멀지 않은 미래엔 실생활과 사이버

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24시간 인터넷 속 세상에서 살게 될 것

이다. 전 세계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 1위1)를 기록하는 대한민국에

서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주위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전파나 주파수를 따라 인터넷 속 세

상에 들어선 사람들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 컴퓨터에 남겨진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많은 흔적

을 남기며 웹 서핑을 즐긴다.

범죄자들 역시 인터넷 세상에서 방법을 모의하고, 인터넷으로부

터 완전범죄를 위한 정보를 얻는다. 인터넷 세상이 바로 범죄 현

장인 것이다. 이러한 범죄현장을 압수수색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

식 기술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범죄자들을 위한 안티 포렌식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 불행

하게도 그 정보와 기술을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범죄자들에게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

다. 인터넷 상에서의 자신의 행위를 남기지 않기 위한 행동 역시

어디에선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범죄자들이 인터넷 세상에 남겨놓은 범죄 행위에 대

1) 네트워크 전문 업체 아카마이(www.akamai.com)에서 보고한 최근 인터넷 현황 보고

(2016년 4분기 인터넷 현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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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거인 웹 아티팩트를 찾아 분석하는 것은 범죄자들의 행동을

추적하고, 그 증거를 토대로 범죄자의 범죄 혐의 유무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웹 아티팩트를 분석하기 위한 디지털 포

렌식 기술은 범죄행위의 증거를 찾기 위해 포렌식 수사관들이 습

득해야하는 기술이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기술을 습득

하고 이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람과 인터넷을 연결시켜주는 주요 웹

브라우저 4개(Microsoft Edge, Google Chrome, Naver Whale,

Tor)를 선택하여, 그 웹 브라우저를 사용함으로써 남겨지는 웹 아

티팩트가 무엇이고, 어디에 어떻게 남겨지는 지를 찾아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어 : 웹브라우저(Web Browser), 마이크로소프트 엣지(Microsoft

Edge), 구글 크롬(Google Chrome), 네이버 웨일(Naver

Whale), 토르(Tor), 일반모드, 시크릿모드

학 번 : 2016-2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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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가 하루 동안 사이버 공간으로 들어가는 횟수는 얼마나 될까. 컴

퓨터뿐만 아니라 한 순간도 손에서 놓질 않는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사

용 빈도수까지 세어본다면, 인터넷 공간이라는 것이 일상생활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삶의 매우 중요한 일부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률

(85.1%)과 인터넷 이용자 수(4,194만 명)2)만 보아도 알 수 있고, 모바일

잠금화면 플랫폼 회사 NBT에서 발표한 ‘2017년 모바일 잠금화면 해제

횟수’가 하루 평균 90회3)라는 자체 통계 자료를 보아도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웹 서핑과 사이버 공간에서 생활하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인터넷으로부터 오늘의 날씨, 주요 뉴스, 현재 실시간 검색어

순위, 가고 싶은 여행지 맛집 등 수많은 정보를 클릭이라는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제공받는다. 그것이 좋은 정보이든 나쁜 정보이든 아니, 정보의

좋고 나쁨의 기준이 모호해질 정도로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정보를 받아

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정보의 홍수가 일상이 되었고, 이젠 인터넷

을 제외하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매순간을 함께하고 있다.

위 통계자료처럼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이용하는 인터넷에서 우

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커뮤니케이션, 정보 공유, 온라인 쇼핑, 이

메일, 소셜 네트워크 등 매우 광범위하고, 수많은 범주의 영역에 있는 많

은 정보가 우리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선택·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세상으로 통하는 ‘문’인 웹 브라우저(Web Browser)는

컴퓨터나 모바일에 설치되어 사용자가 인터넷 세상의 많은 정보를 이용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용자가 인터넷 세상에서

2)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5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2015년 7월 기준)에서 우리나라 인

터넷 이용률(만 3세 이상,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비율)이 85.1%

이고, 인터넷 이용자 수는 4,194만 명이라고 발표하였다.
3) mymoney.mt.co.kr/news/mwView.php?no=2017070510458084347&type=4&code=w0402

: 1일 평균 스마트폰 잠금화면 해제 횟수 : 작년대비 28.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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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대부분의 활동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그 정보는 사용자가 다운받

은 파일, 저장한 이미지들, 방문한 웹사이트 주소, 사용한 이메일, 쿠키

정보 등 사용자의 웹 활동과 관련된 정보이고, 그 정보는 사용자가 사용

한 디바이스에 저장된다.

사람들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 들어간 웹 세상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

어가는 한편, 웹 세상에서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웹 세상 속의 다른 사용

자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횟수가 늘어

나는 만큼 범죄행위를 준비하며 피해자를 찾는 자, 그 범죄 행위에 피해

를 당하는 자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범죄행위의 흔적을 찾기

위하여 웹 브라우저의 히스토리(history), 쿠키(cookies), 캐시(cache), 다

운로드 파일(download files) 등의 웹 브라우저 생성 파일을 분석하는 것

은 범죄행위에 대한 직접 증거 또는 정황 증거의 확보를 위해서 매우 중

요한 절차이다.

그러므로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4)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

이버 범죄자들이 인터넷 속에서 어떤 범죄 행위를 하였는지를 밝히는 디

지털 포렌식 수사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중요

성은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러 인터넷 웹 브라우저 중에 4가지를 선택하

여 사용자의 웹 활동 흔적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어떤 흔적이 남는지 등

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웹 브라우저별로 비교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웹 브라우저가 남긴 데이터를 찾아 분석한 기존 연구

문헌들을 검토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의 테스트를 위한 디바이스나 웹

브라우저, 포렌식 분석 도구 등 설치 프로그램과 범죄 시나리오 구성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4장에서는 선별한 4가지

웹 브라우저의 일반모드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분석·비교하고, 5장에서는

4가지 웹 브라우저의 시크릿 모드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분석·비교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본 논문의 전체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된

4) 경찰청 「사이버범죄통계」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가 2014년 110,109건,

2015년 144,679건, 2016년 153,07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

다.(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 Detail.do?idx_cd=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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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웹 브라우징 포렌식 수사에 대한 한계 그리고 관련 연구의 앞으

로의 방향을 기술할 것이다.

2. 관련 연구

웹 브라우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연구는 많은 나라의 많은 연구자

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를 확인해보면 웹 브라우저가 다양한

만큼 각 웹 브라우저가 사용자의 방문한 웹 사이트의 URL, 캐시 파일,

쿠키 파일, 다운로드 정보 등 웹 활동을 컴퓨터 내에 저장하는 위치 역

시 서로 상이하다. 또한 웹 브라우저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의 일반 모드

가 아닌 시크릿 모드에서 웹 활동을 하는 경우, 브라우저마다 차이가 있

지만 일반 모드처럼 많은 웹 정보가 컴퓨터에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웹 브라우저의 시크릿 모드가 범죄에 많이 악용되는 이유가

이렇게 일반 모드에 비해 사용자의 웹 활동 흔적을 많이 남기지 않기 때

문일 것이다.

Erhan Akbal, Fatma Güneş, Ayhan Akbal은 「Digital Forensic

Analyses of Web Browser Records」에서 Internet Explorer(IE), Safari,

Firefox, Chrome 브라우저에 저장된 검색 기록, 검색 단어, 방문한 URL,

다운로드 기록 및 캐시 데이터 등은 범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나타내

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위 각 웹 브라우저가 데이터를 저장하

는 방법, 복구할 수 있는 정보 및 분석할 수 있는 운영체제 및 운영체제

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5)

그리고 Bill Dean, IANS Faculty는 「Best Practices in Browser

Forensics」주제로 인터넷 브라우저 포렌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사

용 중인 브라우저를 식별하고, 브라우저의 아티팩트(artifact)가 저장되는

위치를 이해하여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올바른 도구를 사용해야하는데

5) http://www.jsoftware.us/vol11/170-CS019.pdf(Journal of Software, Volume 11, Number

7, Jul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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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확인해야하는 것이 첫 번째가 Windows Prefetch이고, 확인한

브라우저의 아티팩트 저장 위치를 찾아 적절한 포렌식 도구를 사용해야

함을 보여주었다.6)

Alam, Ammar Aziz, Iqbal의 「Forensic Analysis of Edge Browser

In-Private Mode」에서는 Microsoft Edge 브라우저의 시크릿 브라우징

세션이 종료된 후에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지만 그 기록은 덮어 쓰게될

때까지는 디스크에 남게 되기 때문에 포렌식 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하면

Edge 브라우저의 시크릿 모드에서의 웹 활동에 대한 아티팩트를 web

cacheV01.dat 파일과 pagefile.sys, MFT 및 비할당영역(unallocated

space)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브라우저들(Chrome, Firefox, Safari,

Internet Explorer)과 같이 RAM 분석을 통해서도 브라우징 흔적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7)

Narmeen Shafqat의「Forensic Investigation of User's Web Activity

on Google Chrome using various Forensic Tools」에서는 Chrome 브라

우저의 일반모드에서의 웹 아티팩트 저장 위치 및 분석 방법을 알려주었

고, 시크릿 모드에서는 비할당영역(Unallocated space)과 Pagefile.sys,

Memdump, system32/Winevt/logs 등에서 아티팩트가 남겨져 있음을 보

여주었다.8)

이와 더불어 시크릿 모드와 관련된 연구로 Andy Tunnicliffe는 2014

년 가장 대중적인 브라우저(Firefox, Chrome, Internet Explorer)의 시크

릿 모드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기

위해 「A forensic examination of the artefacts left behind after a

private browsing session: allocated space; unallocated space and

physical memory」라는 연구제목으로 할당영역과 비할당영역, 그리고

6) www.iansresearch.com/insights/reports/best practices in browser forensics
7)「Forensic Analysis of Edge Browser In-Private Mod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and Information Security (IJCSIS) Vol. 14, No. 9, September

2016
8)「Forensic Investigation of User's Web Activity on Google Chrome using various

Forensic Tools」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and Information

Security (IJCSIS) Vol. 16, No. 9, Septem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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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memory를 중심으로 실험한 결과, IE는 모든 흔적이 복구 되었

으나 Firefox와 Chrome은 하드디스크에 웹 활동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

고, RAM에서는 크롬의 몇몇 아티팩트가 복구되어 세 가지 브라우저 중

에서 Firefox의 시크릿모드가 완벽하게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Reza Montasari와 Pekka Peltola(2015)는 「Computer forensic

analysis of private browsing modes」 주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웹브

라우저인 Safari, Chrome, Firefox, IE의 시크릿 모드에서의 효율성을 연

구하였다. 그들은 웹 브라우저들의 시크릿 모드를 비교한 후 방문한

URL, 캐시, 브라우저 기록, 키워드와 같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가장 안

전한 브라우저는 Chrome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후 같은 해에 Emad Sayed Noorulla는 「Web browser private

mode forensics analysis」라는 연구제목으로 웹브라우저 개발 회사들의

주장을 테스트하기 위해 파일시스템과 RAM이 시크릿 모드에서 웹 활동

을 하는 동안 변화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Safari, Google Chrome,

Firefox, IE를 선택하여 실험하였다. 그 결과 Firefox와 Chrome은 파일

시스템에 데이터가 남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Safari는 webpage

icons.db 파일에 몇몇 아티팩트가, IE는 디스크에 몇몇 정보가 남아있음

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RAM 분석의 경우 시크릿 모드에서의 웹 활동

정보가 여전히 메모리에서도 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John Doe는 「TOR Browser Forensics-Introduction to Darknet」

(2015)에서 토르 브라우저를 통해 웹 활동한 경우엔 메모리 덤프(dump)

파일을 Hex Editor를 이용하여 방문한 웹사이트 URL을 확인할 수 있음

을 보여주었고, Aron Warren(2017)은 「Tor Browser Artifacts in

Windows 10」에서 Prefetch 파일의 카빙(carving)을 통해 Tor브라우저

의 설치를 확인하고, 사용한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특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Winkler Darcie, Robert J. Boggs 등은 「Forensic Analysis of the

Tor Browser Bundle」 주제로 Tor브라우저를 분석한 결과 RAM d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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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에서 검색 데이터 조각을 찾았고, 레지스트리와 패킷 캡처(원격 해

킹), 그리고 프로토콜 계층 구조 통계를 통해 Tor브라우저의 사용을 확

인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위와 같은 관련 연구를 토대로 본 논문의 조사 방법 및 방향을 설정

하고, 각 웹 브라우저들의 분석 방법을 참고하여 웹 브라우저를 테스트

할 것이며, 그 테스트 환경에 맞는 적절한 포렌식 도구를 선택한 후 데

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웹 브라우징으로 저장되는 웹 아티팩트를 찾아 그

결과를 비교할 것이다.

3. 웹 브라우저 분석 설정

많은 웹 브라우저 중에 어떤 브라우저를 선택하여 분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와 쉽게 접할 수 있

는 브라우저, 범죄에 많이 이용되는 브라우저 등을 감안하여 분석할 웹

브라우저를 선택하기로 하였다. 우선 국내9)뿐만 아니라 2012년 5월부터

Internet Explorer를 제치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웹 브

라우저10)인 Chrome 브라우저를 선택하였고, 다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브라우저로 Microsoft에서 출시한 Windows 10의 기본 웹 브라우저인

Microsoft Edge 브라우저를 두 번째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범죄에 많이 악용되고 있는 Tor(The Onion Router) 브라우저

와 2017. 10. 16. 출시된 국내 브라우저인 Naver Whale 이렇게 4가지의

브라우저를 선택하여 각 웹 브라우저를 사용한 후 브라우저별 데이터 저

장 위치와 디바이스에 남겨진 웹 아티팩트의 흔적 찾아 분석한 후 이를

비교하였다.

9) 출처 : www.internettrend.co.kr 통계 자료
10) https://ko.wikipedia.org/wiki/구글_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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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구 분 설정환경

1 Device Type Samsung Laptop

2 RAM 4GB

3 System 64-bit

4 Windows 사양 Wondows 10 Home

5 저장공간 1TB Hard Disk Drive

[표 1. 테스트 환경 설정 ]

본 논문과 같이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용의자가 그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것이라고

전제할 수는 없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용의자도 그 브라

우저를 사용할 가능성은 많지만, 웹 브라우저 사용자가 소수이더라도 용

의자가 사용하였다면 그것이 중요한 웹 브라우저가 되는 것이므로 디지

털 포렌식 수사관은 유명하지 않은 웹 브라우저의 분석 방법 역시 간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3.1. 테스트 환경 설정

아래 [표 1]과 같이 Laptop 디바이스에 Windows 10을 설치하여 테스

트 환경을 조성하고, 웹 브라우저 역시 그 운영체제에 맞는 가장 최근 버

전의 브라우저와 그 디바이스 사양에 맞는 포렌식 분석 도구들로 [표 2]

와 같이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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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설치 프로그램 버전 등

1 웹

브

라

우

저

Microsoft Edge Browser v40.

2 Google Chrome Browser v1.3

3 Naver Whale Browser v1.0

4 The Onion Routing(Tor) Browser v7.0.6

5

포

렌

식

분

석

도

구

EnCase11) v7.12.01

6 Magnet AXIOM Process/Examine v1.2

7 AccessData FTK Imager v3.4.2

8 Browser History Examiner v1.7

9 Browser History Viewer v2.1

10 DumpIt v1.3.2

11 Win hex v19.4

12 Sysinternals Suite
(RAMMap, Process Explorer) v1.50

[표 2. 웹 브라우저 및 포렌식 분석 도구들]

다음으로 웹 활동 정보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남겨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나리오를 통해 테스트하였다. 테스트는 웹 브라우저의 일반 모

드와 시크릿 모드에서 각각 실행하였다. 그리고 각 모드에 따라 웹 활동

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는지, 남아있다면 어디에 남아있는지 확인할 것이

다. 만약 시크릿모드에서 웹 활동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면 시크

릿 모드에서는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웹 브라우저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

11) 본 논문을 EnCase v.8 프로그램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였으나, dongle 인식 오류 등

의 문제로 버전을 낮춰서 v.7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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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확인이 될 것이고, 남아있다면 그 정보와 위치를 찾아 앞서 기술한

관련 연구 문헌들의 결과와 같은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3.2. 범죄 시나리오 구성

2016년 10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범인 성 모씨가 인터

넷을 보고 만든 사제 총기를 난사하여 출동한 경찰관 1명이 사망하는 사

건12)이 발생하였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들과 자살을 모의

하여 동반 자살을 시도13)하거나, 인터넷에서 필로폰 제조 방법을 배워

필로폰을 제조14)하고, 10대들이 인터넷을 통해 퍽치기 수법을 배워 이를

계획하고 범행15)을 저지르는 등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범죄 행위나 인

터넷이 매개체가 된 범죄행위는 수없이 많다.

이러한 범죄들을 모티브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음란물, 도박,

살인청부, 무단 복제 등과 관련된 인터넷 웹 사이트 접속이나 검색어를

통한 범죄행위를 추적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용의자가 범행을 모의하기 위해 또는 체포를 피해 도망다

니던 중 공공장소인 도서관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였다면 CCTV를 통해

용의자가 사용한 컴퓨터와 사용한 시간을 특정, 그 컴퓨터를 분석한 후

용의자가 공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확인한다면

용의자의 앞으로의 계획과 도주 방향 등을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피의자가 웹 브라우저를 일반 모드가 아닌 시크릿 모드로 사용하였

다면 어떻게 웹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본 논문에서 확인해보고자

한다.

범죄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추적을 피해 도망다니던 홍길동이 2017년 11월 어느날 자신의 은신처

1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9/0200000000AKR20161019178655004

.html
13) http://news.joins.com/article/19856210
14) http://m.yna.co.kr/kr/contents/?cid=MYH20161124020500038
15) http://www.ytn.co.kr/_ln/0103_20110819134830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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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시나리오 홍길동의 죄명 브라우저(모드)

영화불법다운로드/배포 저작권법위반 Microsoft Edge(일반)

가상화폐를이용한투자사기
타인의SNS해킹

사기
정보통신망법

Microsoft Edge(시크릿)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에서
도박또는게임

도박 Google Chrome(일반)

청부상해 상해교사 Google Chrome(시크릿)

수면제를이용한성폭행
인터넷조건만남으로성매매

성매매특별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

Naver Whale(일반)

대마초(마리화나) 매수,
매도 및 성매매

마약류관리법위반
성매매특별법위반

Naver Whale(시크릿)

아동음란물제작, 배포등 청소년성보호법위반 Tor(일반)

프로포폴소지및투약
초소형카메라도청, 도촬

마약류관리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등

Tor(시크릿)

[표 3. 범죄 시나리오 상의 범죄 행위 및 죄명]

에서 체포되었고, 수사관은 홍길동이 체포될 당시 은신처에 있던 홍길동

소유의 노트북을 압수수색하였다.

오랜 지명수배 기간 동안 많은 범죄를 저지른 홍길동은 체포된 후 모

든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관은 홍길동이 체포당시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을 대상으로 범죄 행위의 흔적을 찾으려 한다.

홍길동의 죄명은 아래와 같다.

수사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압수수색 시 범죄자의 컴퓨터 웹 창이

열려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위 범죄 시나리오 역시 테스트할

웹 브라우저의 일반 모드나 시크릿 모드 웹 창을 열어 [표 3]의 범죄 시

나리오에 맞는 사이트 URL을 입력하거나, 시나리오 관련 단어를 검색하

여 그 검색 사이트 방문, 관련 동영상(YouTube) 재생, 사이트 로그인 등

의 테스트 후 웹 창을 닫을 것이다. 최소한 실제와 유사한 환경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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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Browser

모드 방문 URL 및 검색 등

Microsoft
Edge

일반
- www.filekok.com(로그인, 즐겨찾기)
- torrent 검색 및 동영상 재생
- 영화무료download 검색

시크릿

- bithumb.com(가상화폐 거래소)
- www.korbit.co.kr
- sns해킹방법(www.morehacks.net)
- gmail 로그인

Google
Chrome

일반
- www.fd-kn.com
- betway.com
- gambling site 검색(gabblingsites.org)

시크릿

- iconplanning.modoo.at
- www.5sungplan.com, helpyou.or.kr
- cjdqn(청부) 검색
- gmail 로그인 메일전송

Naver
Whale

일반
- www.canaljoy.co.kr(albasingong.co.kr)
- grocerystore.co.kr(로그인)
- sleeping tablet 검색 및 동영상 재생

시크릿

- www.popkontv.com
- marij(h)uana , 성매매업소site 검색
- discord(프로그램), viting(앱) 검색/다운로드
- naver 메일 로그인

Tor

일반 - www.amazon.com(로그인)
- child porn 검색 및 동영상 재생

시크릿 - propofol, Heroin 검색
- 초소형카메라cctv(camgear.co.kr)
- 이메일 송신

[표 4. Web Browser별 URL 및 검색어 등]

하고 불필요한 웹 아티팩트를 남기지 않기 위해 프로그램 설치 시 별도

의 USB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테스트 디바이스에 설치하였으며, 입

력·검색할 URL이나 단어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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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한글이라는 언어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영어 검색어와 함

께 한글 검색어도 포함하였고, 한글로 검색하였을 때 한글 검색어의 흔

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였다.

4. 웹 브라우저별 일반 모드 포렌식 분석

웹 브라우저는 바탕화면에 있는 웹 브라우저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웹 브라우저의 일반 모드 창이 열린다. 의식적으로 시크릿 모드를 선택

하여 창을 열지 않는 이상 일반 모드 창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 열린 웹

브라우저를 통해 웹 서핑을 하는 동안 사용자의 의도없이 컴퓨터에 남겨

진 흔적(웹 아티팩트)을 찾아 사용자의 관심 사항이 무엇인지, 어떤 목적

으로 인터넷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은 앞서 기술한 것처럼 웹 브라우저에 따른 범죄 시나리오가

정해져있으므로, 체포된 피의자 홍길동이 부인하는 모든 혐의에 대한 증

거를 피의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웹 아티팩트 범위 내에서 찾을 것이

다. 웹 아티팩트만으로는 범죄자의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에선 범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정황증거를 찾는 것

으로 만족해야할지도 모른다. 허나 단 하나의 정황증거라도 피의자의 범

죄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퍼즐의 한 조각이 된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분석을 시작하였다.(혐의를 입증하는 다른 증거조사의

방법은 논외로 하고, 인터넷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증거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한다.)

먼저 홍길동의 노트북은 수사관이 압수 당시 전원이 켜져있는 상태였

고, 전원을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사용하였는지 확인

하기 위해 Sysinternals Suite의 RamMap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체포되기 전 홍길동은 압수된 노트북으로 4개의 웹 브라우저를 사용

하였다는 프로세스 정보를 찾았다. 4개의 웹 브라우저(Microsoft Edge,

Google Chrome, Naver Whale, Tor)를 사용한 정보를 확인한 화면은 아

래 그림 1, 2, 3,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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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AMMap에서 Edge prosess 확인]

[그림 2. RAMMap에서 Chrome process 확인]

[그림 3. RAMMap에서 Whale process 확인]

[그림 4. RAMMap에서 Tor process 확인]

위와 같이 압수한 홍길동 소유의 노트북으로 홍길동이 사용한 웹 브

라우저 4개를 확인하였고, 확인한 각각의 웹 브라우저의 저장 데이터를

찾아 분석하고 그 분석 방법 및 결과를 기술할 것이다.



- 14 -

구분 저장위치16)

Database
URL, History

C:\Users\[Uername]\AppData\Local\Microsoft\Windo
ws\WebCache\WebCacheV01.dat

Cache
C:\Users\[Username]\AppData\Local\Packages\Micro
soft.MicrosoftEdge_8wekyb38bbwe\AC\#!xxx17)\Micr
osoftEdge\Cache\

Cookies
C:\Users\[Username]\AppData\Local\Packages\Micro
soft.MicrosoftEdge_8wekyb38bbwe\AC\#!xxx\Micros
oftEdge\Cookies\

Temporary
Files

C:\Users\[Username]\AppData\Local\Packages\Micro
soft.MicrosoftEdge_8wekyb38bbwe\AC\Temp

Recovery.dat
C:\Users\[Username]\AppData\Local\Packages\Micro
soft.MicrosoftEdge_8wekyb38bbwe\AC\MicrosoftEdg
e\User\Default\Recovery\Active

[표 5. Microsoft Edge Browser Artifact 저장 위치]

4.1. Microsoft Edge 브라우저

Microsoft에서 Internet Explorer(이하 IE라고 한다)의 뒤를 잇는 웹브

라우저로서 Microsoft Edge 브라우저를 출시하였다. Edge 브라우저의

웹 아티팩트 저장 위치는 기존의 IE의 저장 위치에서 변경되었음을 기존

연구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표 5]는 Edge 브라우저를 통해 웹 활동을 하였을 때, 컴퓨터에

남겨지는 Edge 브라우저의 흔적인 웹 아티팩트가 저장되는 위치를 작성

한 것이다.

위 [표 2]의 포렌식 분석 도구 중 보편적이고, 미국 판결에서 포렌식

분석 결과에 대해 법적 증거로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프로그램인

16) Alam, Ammar Aziz, Iqbal의 「Forensic Analysis of Edge Browser In- Private

Mode」
17) #!xxx로 표시한 부분은 #!001, #!002, #!121이라는 3개의 폴더가 존재하고, 각 폴더에

는 모두 Cache 데이터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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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Edge 브라우저 웹 아티팩트 중 WebCacheV01.dat 내용]

EnCase18)를 주로 이용하여 홍길동의 노트북으로부터 증거파일을 얻고,

남아있는 웹 아티팩트를 수집하였다.

먼저 Edge 브라우저의 메인 WebCache DB 파일인 WebCacheV01.dat

의 경로를 따라 그 파일의 정보를 확인한 결과, WebCache DB 파일에서

인터넷 URL이나 검색어 등의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이 WebCache

DB 파일과 관련된 연구 문헌에서는 WebCache DB 파일에는 URL 등

웹 아티팩트의 실질적인 내용이 많이 존재하지는 않고, 대신 실질적인

아티팩트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에 대한 인덱스와 같다고 하였다.19)

다음 여러 Cache 폴더로 나눠서 저장하는 Cache 파일에는 방문한

HTML 페이지, 검색어, 이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웹 아티팩트가 각

18) 미국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미국표준기술연구소)에

서는 CFTT(Computer Forensics Tools 테스트ing)를 진행하면서 일부 많이 사용되

고 있는 도구에 대한 평가 결과 리포트를 온라인(www.cftt. nist.gov)상에 공개하고

있다. 미국의 Williford v. Texas 127 S.W. 3d 309, 2004 Texas App. 사건에서는

“담당 수사관은 컴퓨터 포렌식 전문가이면 EnCase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었고,

EnCase는 상업적인 도구로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테스트를 통해

낮은 오류율이 검증되어 그 결과가 저명한 저널을 통해 알려져 있다는 사실로 볼 때

담당 수사관의 증거수집 절차는 정당하였으며, 수집된 증거는 법적증거로서 유효하

다”며, 포렌식 도구를 이용해 수집된 증거가 법적 증거로서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다.
19) Project Spartan Forensics - by James Gratchoff & Guido Kroon, University of

Amsterdam(May 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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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ache 폴더에서 torrent 검색어 확인(EnCase)]

[그림 7. Edge브라우저 검색결과인 bing 검색사이트 화면]

폴더마다 중복되어 많이 남아있었다. [그림 6]은 Cache 폴더 내의 많은

cache 파일 중 하나의 화면이다.

위 [그림 6] 화면에서 EnCase의 ‘Transcript'의 내용에 검색어 torrent

뒤에 나타나는 ’Bing'은 MS의 검색서비스로, 검색사이트 화면인 [그림 7]

과 같이 Edge 브라우저의 검색 결과 사이트 주소가 'www.bing.com/

search?'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Edge 브라우저의 검색어에 대한 흔적은

[그림 6]과 같이 검색어와 검색서비스인 ‘Bing'이 함께 확인된다.

그리고 [그림 8]은 위 [그림 7]을 통해 방문한 사이트 HTML 파일을

확인할 수 있었던 Cache 파일이고, 각 Cache 폴더 내의 이미지 파일 역

시 많이 남아 있음을 [그림 9] ‘Gallery'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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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Cache 폴더에서 Edge브라우저 방문 사이트 확인]

[그림 9. Cache 폴더 이미지 파일들]

[그림 10. Edge 브라우저 Temp 파일]

Cache 파일 외에 위 [표 5]에서의 Edge브라우저 아티팩트 저장 위치

를 확인하여 Temp 폴더 내의 방문 사이트 URL[그림 10]과 recovery\

Active 폴더 내의 .dat 파일[그림 11]의 검색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또

한 Cookies 파일은 삭제되어 확인할 수 없었지만, 삭제된 쿠키파일들이

Lost 폴더 내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 18 -

[그림 12. Edge 브라우저의 검색 화면(FTK Imager)]

[그림 11. Edge 브라우저 Recovery\Active 폴더 내 검색 흔적]

History와 URL 정보를 저장하는 WebCachev01.dat 파일에서는 Cache

파일에서 확인한 내용과 같이 방문 URL과 검색어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5]

또한 EnCase 분석 프로그램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AccessData FTK

Imager 프로그램으로도 확인한 결과, 캐시 저장 폴더에서 Edge 브라우

저로 검색 화면의 HTML화면[그림 12]이 그대로 저장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HTML 데이터는 EnCase보다 FTK Imager가 더 실제와

유사하게 재현되었다.

위 EnCase와 FTK Imager분석 도구 외에 BrowsingHistoryView를

이용하여 남아있는 흔적들을 확인하였다. BrowsingHistoryView는 Edge

브라우저의 URL 히스토리를 모두 확인할 수 있게 추출해 주는 무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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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Edge브라우저 History 내역 확인 및 검색창 등 재현]

[그림 13. BrowsingHistoryView 동영상 URL 재생 화면]

석 프로그램으로, 검색 결과 화면이나 YouTube 동영상의 URL을 웹 창

에서 그대로 재현할 수 있었다.[그림 13]

또한 Magnetforensics로부터 포렌식 분석 도구인 Magnet AXIOM의

trial 버전을 받아 Edge 브라우저를 분석한 결과, Edge 브라우저 일반 모

드에서의 방문 URL이나 검색어 등이 History, Content 등에서 많이 발견

되었다. Magnet AXIOM은 전세계의 많은 브라우저와 많은 웹 아티팩트

를 분류하여 통합 분석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웹 아티팩트 분석 시 매

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림 14, 15]

위와 같이 Cache나 History 정보에서 확인한 검색어 ‘torrent'는 다수

의 사용자로부터 자료의 정보를 조금씩 나누어 받아 하나로 합치는 ‘일

대다’방식의 다운로드 프로그램으로, 다운로드에 대한 결제행위를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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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Magnet AXIOM에서 발견한Edge 브라우저 검색 결과]

지 않고 광고 등으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불법복제물 유통에 많이 이

용된다. 토렌트에 대한 단속이 어려워 음란물의 유통 창구로 주목받고

있고, 토렌트를 이용한 불법 공유정보 파일 다운로드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 규모가 8,667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20)

피의자 홍길동이 이러한 torrent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토렌트 프로

그램을 다운받은 흔적이 보이므로, 홍길동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불법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업로드한 사실을 추가적으로 확인

한다면 위 웹 활동 흔적은 홍길동에게 [표 3]의 범죄행위에 대한 간접적

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2. Google Chrome 브라우저

Google Chrome은 Google 사에서 2008. 9. 2.에 출시한 프리웨어 웹

브라우저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웹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Chrome 브

라우저에 대한 기존 연구 문헌은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연구 문헌

들에 따르면 Chrome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 웹 아티팩트가 저장되는 위

치는 다음 [표 5]와 같다.

2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0349&cid=55570&categoryId=55570
21) Narmeen Shafqat의「Forensic Investigation of User's Web Activity on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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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장위치21)

Artifact
C:\Users\[Username]\AppData\Local\Google\Chrome\
User Data\Default

Cache
C:\Users\[Username]\AppData\Local\Google\Chrome\
User Data\Default\Cache

Cookies
C:\Users\[Username]\AppData\Local\Google\Chrome\
User Data\Default\Cookie

History
C:\Users\[Username]\AppData\Local\Google\Chrome\
User Data\Default\History

[표 6. Google Chrome Browser 주요 Artifact 저장 위치]

Chrome 브라우저는 웹 아티팩트가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저장되는

Microsoft Edge와 다르게 대부분의 웹 아티팩트가 Default Location에

모여 저장된다. Default 폴더 안에는 위 [표 6]의 대표적인 아티팩트 외

에도 Visited Links, Current Session, Top Sites, Favicon, Current

Tabs, Last Tabs, Preferences 등 웹 아티팩트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다.

Edge 브라우저와 같이 먼저 홍길동의 범죄행위에 대한 흔적을 [표 2]

의 포렌식 분석 도구들 중 EnCase를 이용하고 위 저장위치를 참고하여

찾아보았고, 홍길동이 Chrome 브라우저의 일반 모드를 이용하여 어떠한

웹 활동을 하였는지 찾은 결과는 [그림 16, 17]과 같다.

[그림 16, 17]과 같이 Chrome 브라우저의 아티팩트 저장 폴더인

Default 폴더에서 History, Cookies 파일을 찾아 홍길동이 Chrome 브라

우저의 일반모드로 남겨놓은 검색어와 방문 사이트 URL을 확인하였는

데, 방문 사이트는 인터넷 상의 온라인 게임이나 포커 등의 베팅사이트

이다. 그리고 검색어 역시 게임 사이트를 검색한 것으로 보인다.

Chrome using various Forensic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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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History 파일에서 찾은 검색어와 사이트 URL]

[그림 17. Cookies 파일에서 찾은 검색어와 사이트 URL]

[그림 18. Current Session 파일에서 찾은 URL 등]

[그림 18]은 Chrome의 Default 폴더 내의 Current Session 파일에서

위와 같은 URL 및 검색 결과를 확인한 화면이고, Current Session 파일

외에 Favicons 파일[그림 19], Shortcuts 파일뿐만 아니라 Cache 폴더

내의 많은 Cache 파일에서도 모두 중복적으로 홍길동의 웹 활동 흔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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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FTK Imager로 History 파일 확인]

[그림 19. Favicons 파일에서 찾은 URL 등]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Chrome 브라우저의 웹 아티팩트를 EnCase가 아닌 다른 포

렌식 분석 도구인 FTK Imager를 통해 History 파일 내의 방문 사이트

URL을 확인하였다.[그림 20]

Chrome 브라우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라우저이므로 Chrome 브라

우저에 대한 많은 유․무료 분석 소프트웨어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Foxtonforensic의 Browser History Examiner(trial 버전)를 이용하여

Chrome 브라우저의 웹 아티팩트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그림

21, 22]와 같다.

Browser History Examiner는 웹 브라우저의 인터넷 기록을 캡처, 추

출, 분석을 위한 포렌식 소프트웨어22)로 Cache, Cookies, Favicons,

Searchs 등 웹 아티팩트별로 구분하여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림

22) https://www.foxtonforensics.com/browser-history-examiner/



- 24 -

[그림 21. Browser History Examiner 검색 결과 화면]

[그림 22. Browser History Examiner 세션탭 화면]

21, 22]는 각각 Searches 와 Session tab의 결과 화면이다.

이처럼 Browser History Examiner 프로그램은 Chrome의 웹 아티팩

트를 분류별로 추출하여 웹 아티팩트의 종류, 위치 및 내용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었고, 웹 아티팩트의 분석결과를 사이트 URL과 방문 및 검색한

일자·시간에 따라 웹 아티팩트별 보고서 형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Chrome 브라우저 분석 결과 Cache나 History, Current

Session 등의 많은 곳에서 확인한 URL은 도박, 게임사이트로 홍길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방문하였다는 것은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불법 도박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으나, 도박․베팅사이트

를 찾아 방문하였다는 것은 도박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정황증거는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추가 증거를 찾는다면 홍길동의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의 도박행위 역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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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검색엔진 점유율 통계 자료]

4.3. Naver Whale 브라우저

Naver는 2017. 10. 16. 웹 브라우저 Whale을 정식 출시하였다. 네이버

검색엔진은 2016년도 우리나라 포털사이트 검색엔진 점유율 통계 자료에

서 85.83%라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다23).[그림 23]

그러므로 Naver에서는 Whale 브라우저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Whale 브라우저와 네이버 검색엔진 및 네이버 컨텐츠와의 최적화에 주

력할 것이므로 Naver 검색엔진 사용자들의 Whale 브라우저 사용이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Whale 브라우저가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

성이 커지므로 이에 대비하여 Naver Whale 브라우저의 웹 아티팩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Naver Whale 브라우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 및 연구가 아직 진행된 사례가 없

어서 추후에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Whale 브라우저에 대한 웹 아티팩

트 분석 시 본 논문이 작게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논문에

서 분석할 웹 브라우저의 하나로 Whale 브라우저를 선택하였다.

Naver Whale 브라우저는 네이버가 5년 동안 자체적으로 개발한 웹

브라우저로, 크로미엄(Chromium)이라는 오프소스를 기반으로 제작24)되

었는데, 크로미엄은 Chrome 브라우저의 소스 코드를 제공하기 위해

23) internettrend.co.kr 통계 자료
24) https://ko.wikipedia.org/wiki/네이버_웨일, https://namu.wiki/w/WHALE



- 26 -

Google이 시작한 오프소스 웹 브라우저 프로젝트였다.25)

그래서인지 본 논문에서 분석 시 Naver Whale 브라우저는 크로미움

코드를 사용하여 개발된 Google Chrome과 웹 아티팩트 저장 위치 등

기본적인 패턴이 매우 유사하였다.

Edge 브라우저나 Chrome 브라우저는 출시 당시 웹 브라우저에 대한

많은 분석, 평가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기존 연구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Naver Whale 브라우저에 대한 자료는 크로미엄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웹 브라우저라는 것뿐 다른 분석 자료를 확인할 수 없

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다른 웹 브라우저보다 Whale 브라우저에

대하여 더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더 자세히 기술하였다.

Naver Whale 브라우저를 별도의 USB를 이용하여 다운받은 후 테스

트 디바이스에 설치하였고, [표 4]와 같이 범죄시나리오에 따라 Whale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웹 활동 후 Whale 브라우저의 웹 아티팩트 저장

위치를 찾아보았다.

우선 Whale 브라우저의 process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 [표 2]에서 설치한 Process Explorer를 실행[그림 24]하였다.

Process Explorer는 현재 열려있거나 로드되어 있는 프로세스들의 형

태와 활동 등을 나타내고, 각 프로세스를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

다. 실행한 Process Explorer에 표시되는 Whale 브라우저의 Process명은

‘whale.exe'이고, 종류(Description)는 ’Whale'로 확인되었으며, Path는

Whale 브라우저의 설치 장소인 ‘C;\Program Foles(x86)\Naver\Naver

Whale\Application\1.0.37.16\whale.exe’로 표시되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중요한 Whale 브라우저의 Cache, Cookie 등 웹

아티팩트 파일이 생성되는 위치를 아래 [그림 24]와 같이 확인할 수 있

었다. 아래 파일 생성 정보에 따른 웹 아티팩트의 저장 위치 정보를 정

리하면 [표 7]과 같다.

25) https://en.wikipedia.org/wiki/Chromium_(web_brow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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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장위치

Web Artifact C:\Users\[Username]\AppData\Local\Naver\NaverWhale\User Data\Default

Cache C:\Users\[Username]\AppData\Local\Naver\Naver
Whale\User Data\Default\Cache

Cookies C:\Users\[Username]\AppData\Local\Naver\Naver
Whale\User Data\Default\Cookie

History C:\Users\[Username]\AppData\Local\Naver\Naver
Whale\User Data\Default\History

Current
Session

C:\Users\[Username]\AppData\Local\Naver\Naver
Whale\User Data\Default\Current Session

Favicons C:\Users\[Username]\AppData\Local\Naver\Naver
Whale\User Data\Default\Favicons

Top Sites C:\Users\[Username]\AppData\Local\Naver\Naver
Whale\User Data\Default\Top Sites

[표 7. Naver Whale Browser Artifact 저장 위치]

[그림 24. Process Explorer에서 확인한 Whale의 웹 아티팩트 저장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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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Whale 브라우저 웹 아티팩트 저장 위치(Default 폴더)]

위와 같이 Whale 브라우저의 웹 아티팩트는 C:\Users\[Username]

\AppData\Local\Naver\Naver Whale\User Data\Default 폴더에 저장되

고, 이는 Chrome 브라우저의 웹 아티팩트 저장 방식과 유사하다.

위 Whale 브라우저의 Default 폴더 내에는 Visited Links, Current

Tabs, Last Tabs, Preferences 등 위 [표 7]의 웹 아티팩트 외에도 많은

웹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웹 아티팩트가 저장되는 위치를 확인하였고, 이후에 저장된

Whale 브라우저의 웹 아티팩트 데이터를 EnCase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

펴보았다. [그림 25]는 Whale 브라우저의 웹 아티팩트 저장위치인

Default 폴더 내의 파일과 폴더들이다.

그럼 홍길동이 Whale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어떠한 웹 활동을 하였는

지 Default 폴더 내에 저장되어 있는 웹 아티팩트 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 웹 아티팩트 파일 중 History, Cache, Favicons의 내용에서 홍길동

이 방문한 사이트의 URL을 발견하였다.

Whale 브라우저의 웹 아티팩트에서 찾은 사이트는 채팅 어플, 조건

만남 사이트였고, 검색어는 ‘sleeping tablet(수면제)’이었다. 만약 홍길동

이 이 채팅어플로 만난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 등의 관련 범죄

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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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Whale 브라우저 Favicon 데이터 화면]

[그림 27. Whale 브라우저 Top Sites 데이터 화면 일부]

[그림 26, 27]은 Whale 브라우저의 Default 폴더 내에 있는 다른 웹

데이터를 EnCase로 확인한 것이다.

Naver Whale 브라우저는 Microsoft Edge나 Google Chrome처럼 세

계적으로 유명한 브라우저나 사용자가 많은 브라우저가 아닌 신생 브라

우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조차도 그 영향력이 미비하다. 그래서

Chrome이나 IE(Internet Explorer)의 웹 아티팩트를 자동 분류하여 분석

결과를 나타내주는 Magnet AXIOM Process나 Browser History

Examiner, Browser History Viewer 등과 같은 포렌식 분석 도구(오픈소

스 포렌식 도구 포함)로 Whale 브라우저의 웹 아티팩트를 분석하려고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Whale 브라우저의 웹 아티팩트를 찾기 위해선 EnCase나

FTK Imager로 Naver 폴더 내의 관련 파일 하나하나를 확인하여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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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Magnet AXIOM에서Whale 브라우저 흔적(Potential Browser Activity)]

[그림 28. Magnet AXIOM 에서 Whale 브라우저의 흔적(Chrome)]

다. 하지만 위와 같이 Process Explorer를 이용하여 Whale 브라우저의

웹 아티팩트의 저장 위치를 확인하였고, Naver Whale이 크로미엄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유사한 Chrome 브라우저의 웹 아티

팩트 생성 위치 등을 참조할 수 있어서 Whale 브라우저 일반 모드에서

의 웹 아티팩트 생성 위치 확인은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Magnet AXIOM Examine 포렌식 분석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

에서 EnCase에서 발견한 Whale 브라우저의 웹 아티팩트의 내용이 일부

발견되었다. Whale 브라우저와 같이 크로미엄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만

들어진 유명한 중국 브라우저인 360 Browser26)에 대한 Carved Session

부분에서 Whale 브라우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그림 28.]

26) https://ko.wikipedia.org/wiki/크로미엄_(웹_브라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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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Whale 브라우저 검색어 자동입력 캐시 파일]

[그림 29]와 같이 Magnet AXIOM 분석 결과 'Potential Browser

Activity'에서도 Whale 브라우저의 검색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많

은 다른 브라우저의 웹 활동 중에서 Whale 브라우저의 흔적을 찾는 것

이 분석 하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포렌식 수사관들의 업무 고

충을 생각하면, Whale 브라우저 일반 모드의 사용 흔적을 찾기 위해서

는 EnCase나 FTK Imager 등과 같은 분석 도구로 웹 아티팩트 위치를

찾아 확인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

Encase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C:\Users\[Username]\AppData\Local\　

Naver\Naver Whale\User Data\Default 내에서　[표 7]의 아티팩트 외에

Naver Whale 브라우저를 통해 URL 입력이나 검색 결과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웹 아티팩트 파일을 나열해보면 Cache\data_1, Cache27)

\f_00003e, Current Session, History Provider Cache, Current Tabs,

History, Top-sites, Favicons, Last Session, Last Tabs, Cookies 등과

같다.

위 파일들 중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추려본다면 Cache\data_1에서는

URL 입력 시 자동 완성 과정도 [그림 30]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고,

Preferences[그림 31]와 History Provider Cache[그림 32], Cookies[그림

33]에서의 웹 활동 흔적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27) Whale 브라우저의 Cache 폴더에는 네 개의 데이터 파일(data_0～3)과 색인 파일

(f_00...으로 시작하는 파일), index파일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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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Preferences에서 방문사이트 URL 확인]

[그림 32. History Provider Cache에서 사이트 url 확인]

[그림 33. Cookies에서 방문 사이트 url 확인]

Naver Whale 브라우저가 더 활성화 되어 많은 사용자에 의해 사용이

된다면 다른 브라우저와 같이 Whale 브라우저만의 분석 도구도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웹 아티팩트를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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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Whale 브라우저의 웹 활동 분석을 통해 홍길동이 Whale

브라우저로 이용하여 방문한 사이트는 인터넷 조건 만남 사이트인 것을

확인하였고, 검색어는 수면제와 관련된 것으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홍길

동의 범죄행위 중에 수면제를 이용한 성범죄나 인터넷 조건 만남과 관련

된 사건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4. Tor 브라우저

Tor(The Onion Router) 브라우저는 온라인 상에서의 익명성을 보장

하고 검열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프리 소프트웨어로 미국 해군 연구소

에서 최초로 시작하여 현재는 EFF(전자 프런티어 재단) 프로젝트에서

관리되고 있다.28) Tor 브라우저는 Firefox 기반에서 Tor 서비스를 위해

수정된 형태이고, 토르 브라우저를 설치 후 Tor 브라우저를 실행하여

Deep Web Dark Network에 접속해야 사용할 수 있다.29) 또한 Tor는 네

트워크의 목적지까지 한 번에 통신하지 않고, 중간에 같은 Tor 라우터를

실행하고 있는 node들을 여러개 거쳐 목적지로 보낸다. 그래서 Tor가

일반 브라우저에 비해 심각하게 느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고, 사용자

의 네트워크 위치가 공개되지 않는 것이다. 강한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

문에 범죄조직들의 마약, 살인청부, 아동포르노, 불법 무기거래 등의 다

양한 범죄가 Tor 네트워크 상에서 일어난다.30)

범죄행위에 많이 이용되는 Tor 브라우저는 사용자의 웹 활동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어디에 저장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Tor 브라우저의 시크릿 모드(사생활보호창) 선택 시 [그림 34]와

같이 일반 모드와 화면이 동일하고, 시크릿 모드 창 선택 시 이미 실행

중이라는 안내 창이 뜨는 것으로 보아 Tor 브라우저는 일반 모드와 시

크릿 모드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8) https://ko.wikipedia.org/wiki/%ED%86%A0%EB%A5%B4_(%EB%84%A4% ED%8A

%B8%EC%9B%8C%ED%81%AC)
29) John Doe(2015) 「TOR Browser Forensics-Introduction to Darknet」
30) https://namu.wiki/w/Tor(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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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Tor 브라우저일반 /시크릿모드동시실행화면]

Tor 브라우저는 다른 브라우저와 달리 설치 시 설치 장소가 자동으로

설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설치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Tor 브

라우저를 설치하고, Tor 네트워크를 연결한 후 위 [표 3, 4]의 홍길동의

범죄 시나리오에 따라 Tor 브라우저를 사용한 후 웹 브라우저를 종료하

였다.

Tor 브라우저의 웹 활동 흔적을 찾기위해 생성된 Tor 폴더 내부를

EnCase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그 외 Browser History 포렌식 분석 도구

등을 사용하여 Tor의 웹 활동 흔적을 찾아보았으나, 지금까지 확인하였

던 다른 웹 브라우저가 일반 모드에서 흔적을 남겼던 것처럼 확인되지

않았다.

Tor 브라우저는 일반 모드 화면에서 ‘이제 자유롭게 익명으로 인터넷

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확인되므로 별도의 시크릿

모드 없이 일반 모드에서도 웹 활동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

어 본 논문 뒤에서 다른 브라우저의 시크릿 모드에 대한 흔적을 찾을 때

다시 찾아보기로 한다.

4.5. 일반 모드 포렌식 분석 결과 비교

지금까지 범죄시나리오에 따라 홍길동이 Edge, Chrome, Whale, Tor

브라우저 각각의 일반모드를 이용하면서 남겨놓은 웹 아티팩트를 찾아

그 위치와 내용 등을 확인하였다. Tor브라우저를 제외한 위 3개의 웹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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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브라우저 일반모드의 주요 웹 아티팩트 비교

브라우저 구분 확인
여부 구체적인 내용 및 확인 방법

History (URL, 시간정보 등)

Edge

위치 Y
C:\Users\[Uername]\AppData\Local\Microsoft\
Windows\WebCache\WebCacheV01.dat31)

내용 Y
방문한 URL, 검색어, 다운로드 기록
(①EnCase, ②FTK Imager 분석 ③오픈소스
분석 도구 ④파일추출 후 WinHex 검색)

Chrome

위치 Y
C:\Users\[Username]\AppData\Local\Google\
Chrome\User Data\Default\History

내용 Y
모든웹히스토리정보 (url, visited time, 검색조건등)
(①EnCase, ②FTK Imager, ③오픈소스 분석
도구 ④파일추출 후 WinHex 검색)

Whale

위치 Y
C:\Users\[Username]\AppData\Local\Naver\Na
ver Whale\User Data\Default\History

내용 Y
모든웹히스토리정보 (url, visited time, 검색조건등)
(①EnCase, ②FTK Imager 분석③파일추출 후
WinHex 검색)

Tor
위치 N 확인할 수 없음

내용 N 확인할 수 없음

Cache (URL, 시간정보, 이미지 등)

라우저 모두 일반모드에서의 웹 활동 내용은 대부분 디바이스의 웹 아티

팩트 저장 장소에서 확인이 가능하였다. 이는 각 브라우저의 일반모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활동 시 사용자의 웹 활동에 대한 정보는 디바이스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포렌식 수사관이 웹

아티팩트를 찾기 매우 수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찾아보았던 각 웹 브라우저 일반모드의 웹 아티팩트

저장 위치 및 웹 아티팩트 정보를 아래[표 8]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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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브라우저 일반모드의 주요 웹 아티팩트 비교

브라우저 구분 확인
여부 구체적인 내용 및 확인 방법

Edge

위치 Y

C:\Users\[Username]\AppData\Local\Packages
\Microsoft.MicrosoftEdge_8wekyb38bbwe\AC
\#!xxx\MicrosoftEdge\Cache\ (분산 방식,
여러 폴더'xxx'에 나눠서 저장)

내용 Y
HTML페이지, 이미지, 다운로드 등
(①EnCase, ②FTK Imager 분석 ③오픈소스
분석 도구 ④파일추출 후 WinHex 검색)

Chrome

위치 Y
C:\Users\[Username]\AppData\Local\Google\
Chrome\User Data\Default\Cache

내용 Y
HTML페이지, 그림, 다운로드 등
(①EnCase, ②FTK Imager 분석 ③오픈소스
분석 도구 ④파일추출 후 WinHex 검색)

Whale

위치 Y
C:\Users\[Username]\AppData\Local\Naver\Na
ver Whale\User Data\Default\Cache

내용 Y
HTML페이지, 그림, 다운로드 등
(①EnCase, ②FTK Imager 분석③파일추출 후
WinHex 검색)

Tor
위치 N 확인할 수 없음

내용 N 확인할 수 없음

Cookie

Edge

위치 Y

C:\Users\[Username]\AppData\Local\Packages
\Microsoft.MicrosoftEdge_8wekyb38bbwe\AC
\#!xxx\MicrosoftEdge\Cookies\(분산 방식,
여러 폴더에 나눠서 저장)

내용 Y
임의생성 고유번호, URL 등 text 전용 정보
(①EnCase, ②FTK Imager 분석 ③오픈소스
분석 도구 ④파일추출 후 WinHex 검색)

31) www.dataforensics.org/microsoft-edge-browser-forensics : Microsoft Edge Foren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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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브라우저 일반모드의 주요 웹 아티팩트 비교

브라우저 구분 확인
여부 구체적인 내용 및 확인 방법

Chrome

위치 Y
C:\Users\[Username]\AppData\Local\Google\
Chrome\User Data\Default\Cookie

내용 Y
방문사이트 쿠키정보(사이트명, 액세스 시간 등)
(①EnCase, ②FTK Imager 분석 ③오픈소스
분석 도구 ④파일추출 후 WinHex 검색)

Whale

위치 Y
C:\Users\[Username]\AppData\Local\Naver\Na
ver Whale\User Data\Default\Cookie

내용 Y
방문사이트 쿠키정보(사이트명, 액세스 시간 등)
(①EnCase, ②FTK Imager 분석③파일추출 후
WinHex 검색)

Tor
위치 N 확인할 수 없음

내용 N 확인할 수 없음

Recovery(마지막 세션)

Edge

위치 Y
C:\Users\[Username]\AppData\Local\Packages\
Microsoft.MicrosoftEdge_8wekyb38bbwe\AC\
MicrosoftEdge\User\Default\Recovery\Active

내용 Y
검색된 마지막 세션 검색
(①EnCase, ②FTK Imager 분석 ③오픈소스
분석 도구 ④파일추출 후 WinHex 검색)

Chrome

위치 Y
C:\Users\[Username]\AppData\Local\Google\
Chrome\User Data\Default\Current Session

내용 Y
브라우저의 마지막으로 열었던 세션 복원
(①EnCase, ②FTK Imager 분석 ③오픈소스
분석 도구 ④파일추출 후 WinHex 검색)

Whale
위치 Y

C:\Users\[Username]\AppData\Local\Naver\Nav
er Whale\User Data\Default\Current Session

내용 Y 브라우저의 마지막으로 열었던 세션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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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브라우저 일반모드의 주요 웹 아티팩트 비교

브라우저 구분 확인
여부 구체적인 내용 및 확인 방법

(①EnCase, ②FTK Imager 분석③파일추출 후
WinHex 검색)

Tor
위치 N 확인할 수 없음

내용 N 확인할 수 없음

[표 8. 웹 브라우저 일반 모드의 주요 웹 아티팩트 분석 결과 비교]

위와 같이 각 웹 브라우저 일반 모드에서의 웹 활동은 Tor 브라우저

를 제외하곤 모두 쉽게 확인이 되었고, 인터넷 검색 결과 화면뿐만 아니

라 재생한 동영상까지 다시 재생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흔적이 디스크

에 남아 쉽게 확인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주요 웹 아티팩트 외에도 웹

브라우저에 따라 명칭은 다르지만 즐겨찾기(북마크), 다운로드 기록, log

데이터, 웹 데이터 등 다른 웹 아티팩트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었

지만, 본 논문에서는 홍길동의 웹 활동 흔적을 통한 범죄행위와 관련성

이 있는 웹 아티팩트만 다루기로 한다.

5. 웹 브라우저별 시크릿 모드 포렌식 분석

2005년 사파리(Safari) 브라우저의 히스토리(history), 쿠키(cookies),

임시 파일(temporary files) 등과 같은 웹 활동의 흔적이 남지 않은 채

인터넷이 가능한 private browsing 기능이 소개됨을 시작으로 다른 브라

우저 회사들도 시크릿(Inprivate, private, 사생활보호) 모드 기능을 각 브

라우저에 포함시키게 되었다.32)

-Where to Find Artifacts? 중 ‘History’에서 WebCacheV01.dat 파일은 History 저장 위

치이고, 캐시파일 항목, 쿠키 세부 정보, 방문 웹 사이트 등의 정보가 저장된다.
32) Satvat, Forshaw, Hao, Toreini, On the Privacy of Private Browsing – A

Forensic Approach,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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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Whale 브라우저 시크릿 모드]

[그림 36. Chrome 브라우저 시크릿 모드]

[그림 38. Tor 브라우저 시크릿 모드]

[그림 35. Edge 브라우저 시크릿 모드]

이 시크릿 모드는 관공서나 도서관 등 공용 컴퓨터를 사용할 때 흔적

을 남기지 않고 웹 서핑을 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매우

유용한 기능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용한 기능은 불법적인 웹 활동을 하

는 동안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하는 범죄자들에게도 매우 훌륭한 기능이

기 때문에 악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게 있어서 범죄자의 시크릿 모드 웹

브라우징 흔적은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선 반드시 찾아야하는 것이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의 일반 모드 분석 시 확인한 Cache, History와 같은

특정된 default 폴더 내의 웹 아티팩트의 위치뿐만 아니라 $MFT,

Pagefile.sys, Hiberfil.sys, Unallocation space, Memdump 등의 위치에서

도 웹 브라우저 시크릿 모드의 사용 흔적을 찾아보았다.

먼저 웹 브라우저들의 시크릿 모드 창 화면은 아래와 같다.

위의 각 웹 브라우저들의 시크릿 모드 창을 통해 [표 3, 4]와 같이 구

성한 홍길동의 범죄 시나리오에 따라 웹 활동 후 그 웹 활동의 흔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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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Edge, 비할당영역에서 방문 사이트 url① 확인]

남겨진 위치 등을 찾고, 그 내용을 확인할 것이다.

5.1. Microsoft Edge 브라우저

Edge 브라우저의 시크릿 모드(In-Private) 창에는 ‘인터넷 서핑을 하

는 동안 사용자의 사생활은 보호되고, 사용자의 인터넷 활동은 모두 남

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다.

위 브라우저의 안내와 같이 홍길동이 Edge 브라우저 시크릿 모드를

통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가 인터넷에 남겨져있지 않은지 확인

하였다.

우선 Edge 브라우저 시크릿 모드로 웹 활동을 했을 때 웹 아티팩트

저장위치가 일반모드에서의 웹 아티팩트 저장 위치와 동일한지 EnCase

와 FTK Imager 포렌식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나, Edge 브라

우저 일반모드에서의 웹 활동 데이터가 저장된 [표 5]의 위치에서는 시

크릿 모드에서의 홍길동의 웹 활동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Edge 브라우저 시크릿 모드의 방문 사이트 URL을 비할당영

역(Unallocated Clusters)에서 확인[그림 39, 40]할 수 있었고, $MFT파일

에서는 프로그램 다운로드에 대한 시간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1]. 그리고 Pagefile.sys 파일에서도 일부 웹 활동 흔적에 대한 데이터정

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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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Pagefile.sys에서 Edge 시크릿모드 흔적(url) 확인]

[그림 41. Edge, $MFT에서 찾은 다운로드 및 시간 정보 확인]

[그림 40. Edge, 비할당영역에서 방문 사이트 url② 확인]

또한 Pagefile.sys에서 방문 사이트 URL뿐만 아니라 [그림 43]과 같이

검색어 흔적도 확인되었다. 영어와 한글 혼용하여 검색한 경우, 분석 프

로그램의 결과에서 영어는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한글은 unicode로

표현되어 유니코드의 한글을 찾아야 검색어 전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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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유니코드의 한글 변환 확인 화면]

[그림 43. Pagefile.sys에서 확인한 검색어 화면]

였다. 그리고 [그림 42]에서는 Edge 브라우저로 검색한 것임을 알 수 있

는 Edge 브라우저의 검색사이트 ‘Bing'과 시크릿모드에서의 검색임을

알 수 있는 ’InPrivate‘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3]의 유니코드33)를

한글로 확인한 단어는 다음 [그림 44]과 같이 ’해킹방법‘이었다.

Edge 브라우저 시크릿 모드의 웹 활동 흔적이 발견되는 Pagefile.sys

파일은 기억장치에서 데이터 RAM 확장용으로 사용되는 하드디스크의

지정 영역(가상메모리)으로,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공간인 RAM 외에 하

드 디스크에 파일 형태로 따로 준비하는 가상의 메모리 공간이며, 시스템

메모리가 부족할 때 Pagefile에 옮겨두었다가 필요하면 실제 메모리로 옮

겨서 사용한다.34) 웹 브라우저의 시크릿 모드 데이터가 RAM에 저장되었

다가 전원이 종료되면 삭제된다는 기존 연구 문헌의 내용처럼 RAM에

33) 유니코드 테이블 검색 사이트(https://unicode-table.com/en/search/?q=)
3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58197&cid=42346&categoryId=42346(IT용어

사전)과 http://cappleblog.co.kr/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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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Edge, memory에서 방문 사이트 URL 확인 화면]

[그림 47. Edge, memory에서 검색어 일부 확인 화면]

[그림 45. DumpIt으로 메모리 덤프 화면]

저장되기 전에 Pagefile에 저장된 데이터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홍길동의 디바이스 메모리에도 홍길동이 웹 브라우저의 시

크릿 모드에서 활동한 인터넷에서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므로 DumpIt

포렌식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림 45]와 같이 메모리를 덤프35)하

고, 그 덤프 파일을 WinHex로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Edge 브라우저 시

크릿 모드의 웹 활동 데이터를 찾아보았다.

[그림 46, 47, 48]은 Edge 브라우저로 검색한 결과 및 방문한 사이트

의 URL로, 위와 같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확인한 웹 데이터와 같은

내용을 메모리 덤프 파일에서도 확인하였다.

35) 메모리 덤프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특정시점에 작업 중이던 메모리 상태를 기록하는

것으로, 보통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했을 때 만들어진다. 프로그램 상태나 프

로그램 카운터, 스택 포인터 등 CPU 레지스터나 메모리 관리 정보, 그 외 프로세서

및 운영체제 플래그 및 정보 등이 포함된다.(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코어_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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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Edge, 메모리 덤프 파일에서 사이트 url 확인]

위와 같이 Edge 브라우저 시크릿 모드의 웹 브라우징 흔적을 메모리

덤프 파일 등을 분석하여 확인한 사이트는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로 확

인하였고, 홍길동이 가상화폐와 관련되어 사건의 혐의가 있다면 이것 또

한 또 하나의 정황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2. Google Chrome 브라우저

Google Chrome 브라우저의 시크릿 모드 창에는 ‘이제 비공개로 인터

넷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기를 사용하는 다른 사용자가 내 활동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운로드한 항목과 북마크는 저장됩니다.’ 또한

‘Chrome에 방문기록,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양식에 입력한 정보는 저

장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되어 있다.

[표 3, 4]에서 구성한 범죄 시나리오에 따라 홍길동이 Chrome 브라우

저 시크릿 모드를 이용하여 어떠한 웹 활동을 하였는지 디지털 포렌식

도구를 이용하여 웹 아티팩트의 흔적을 찾아보았다.

먼저 Edge 브라우저 시크릿 모드에서 웹 활동 흔적을 찾은 방법과 동

일하게 Chrome 브라우저 시크릿 모드 분석에서도 시행하기로 하였다.

포렌식 분석 도구인 EnCase와 FTK Imager를 이용하여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고, Chrome 브라우저의 웹 아티팩트 저장 위치인

Default 폴더를 대상으로 탐색을 시도하였으나, Chrome 브라우저 시크

릿 모드에서의 웹 활동은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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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Chrome 브라우저 시크릿 모드 방문사이트 URL① 확인]

[그림 49. Chrome 브라우저 시크릿 모드 방문사이트 URL② 확인

그 다음으로 Edge 브라우저와 같이 $MFT, Pagefile.sys, Unallocation

space에서 흔적이 남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았으나 일부 데이터의 글자

가 깨지고 일부 단어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일 뿐 정확한 웹 아티팩트

정보를 줄 수 있는 흔적은 없었다.

위 기존 연구 문헌에서 확인한 내용과 같이 Chrome 브라우저가 시크

릿 모드에서는 하드디스크에 기록하지 않고 메모리에 기록한다는 결과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Edge 브라우저와 같이 메모리 덤프 파일

을 분석하여 Chrome 브라우저의 웹 흔적을 찾아보았다.

위와 같이 메모리 덤프 파일을 WinHex나 FTK Imag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덤프 파일 내용을 확인한 결과, Chrome 브라우저를 사용한 흔

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래 [그림 49, 50, 51, 52]가 홍길동이 Chrome 브라우저 시크릿 모드

를 이용하여 행한 인터넷 활동 흔적이다.

[그림 49, 50]에서 확인한 URL은 사설 심부름센터인 흥신소 사이트

주소였고, [그림 51]은 역할대행 심부름 센터 사이트임을 확인하였으며,

[그림 52]는 청부의 영타 검색으로 ‘청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표 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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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Chrome 브라우저 시크릿 모드 방문사이트 URL③ 확인]

[그림 53. Chrome 브라우저 email 주소 확인]

[그림 52. Chrome 브라우저 시크릿 모드 검색어(cjdqn, 청부) 확인]

범죄 시나리오에서 홍길동의 웹 활동 중 이메일 전송 흔적 역시 메모리

에 남아 있어서 이메일 주소를 [그림 53]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웹 아티팩트 데이터를 찾아, 홍길동이 방문한 사이트와 검색어

를 통해 [표 3]에서 설정한 홍길동의 범죄행위 시나리오인 청부상해에

대한 정황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5.3. Naver Whale 브라우저

Naver Whale 브라우저의 시크릿 창을 실행하면 ‘시크릿 창을 사용하

면 컴퓨터에 접속 흔적을 남기지 않고 웹브라우징을 할 수 있습니다.…

시크릿 창을 사용해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회사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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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Cache 폴더에서 Discord 검색 흔적]

[그림 55. Cache 폴더에서 viting 검색 흔적]

고용주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속하는 웹 사이트에도 일

부 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저장하지 않는 정보-방문기록, 쿠키, 자

동완성, 임시파일…’과 같은 안내창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Whale 브라우저는 다른 웹 브라우저와 달리 웹 아티팩트 분석에 대한

자료나 문헌을 참고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Whale 브라우저의 웹 아

티팩트에 대하여 자세하게 분석하였고, 위 Naver의 안내와 같이 방문기

록 등이 저장되지 않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Whale 브라우저의 Default 폴더에 Whale 브라우저 시크릿 모드

에서의 웹 활동 흔적이 저장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홍길동이 Whale 브라우저 시크릿 모드에서 프로그램(메신저 프로그램

discord, 채팅앱 viting)을 다운로드하여, Whale 브라우저의 Default의

Cache 폴더에 [그림 54, 55]과 같이 검색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

RamMap에서도 Discord.exe 파일을 실행한 프로세스 흔적을 확인[그림

56]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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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Pagefile.sys에서 검색어 확인]

[그림 56. RamMap에서 Discord 사용 흔적 확인]

Whale 브라우저 시크릿 모드 창에서도 컴퓨터에 남는 정보에 대하여

‘북마크, 아이디와 비밀번호, 다운로드 목록’이라고 안내되어 있으므로 다

운로드에 대한 정보는 남아 있을 것이라 예상되었다.

하지만 이 외에 Whale 브라우저의 Default 폴더 내에서는 Whale 브

라우저 시크릿 모드에서의 웹 아티팩트 데이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MFT, Pagefile.sys, Unallocated space에 Whale 브라우저 시

크릿 모드의 웹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Pagefile.sys

파일에서는 일부 웹 검색어를 찾았고[그림 57], $MFT에서는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에 대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58, 59].

하지만 Pagefile.sys에서 발견한 검색어의 흔적은 다른 웹 아티팩트에

서의 검색어 흔적과 같이 명확하게 사이트의 URL이 저장되어 있지 않

아서 실제 수사와 관련하여 검색어를 찾을 때는 선별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MFT에 저장되어 있는 다운로드한 소프트웨어의 정보(URL

등)는 비교적 선별하기 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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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MFT에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확인 화면]

[그림 60. 비할당영역에서 검색어 확인]

[그림 59. $MFT에서 discord 다운로드 확인 화면]

또한 비할당영역에서도 다운로드한 채팅 앱 프로그램(viting)의 검색

흔적도 [그림 60]과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프로그램 등을 웹

브라우저를 통해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관련 웹 데이터가 많이 남아있어

서 웹 브라우징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Whale 브라우저 시크릿 모드에서의 웹 활동 흔적을 디스크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어서 메모리 덤프 파일을 WinHex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Whale 브라우저의 웹 활동 흔적을 찾은 결과, [그림 61]과와 같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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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Whale 브라우저 검색어(marijuana) 확인 화면]

[그림 61. 덤프파일에서 방문사이트 URL 확인]

[그림 63. Whale 브라우저 검색(viting) 흔적 확인 화면]

한 사이트 URL과 검색 결과 데이터 정보[그림 62, 63]를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리고 Whale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한글로 검색한 경우에는 대부분

의 포렌식 분석 도구에서 한글로 자동변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글자가

깨지는 부분의 16진수 코드 값을 유니코드 테이블36)에서 조회하여 그에

해당하는 한글을 확인하여야한다. 홍길동의 범죄 시나리오에서도 Whale

브라우저로 한글 검색어가 있으므로 검색에 대한 웹 데이터를 찾아 한글

부분의 16진수 코드 값을 확인[그림 64, 65]하고, 그에 대한 한글을 [그

림 66～69]와 같이 유니코드 테이블로부터 확인하였다.

36) https://unicode-table.com/en/ : 유니코드 테이블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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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hex로 검색어(성매매)의 한글 유니코드 확인]

[그림 64. 한글 검색어(성매매업소site) 확인]

[그림66.유니코드성] [그림67.유니코드매] [그림68.유니코드 ‘업] [그림 69.유니코드소]

그림 70. Whale 브라우저 ‘성매매채팅앱 viting'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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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Whale 브라우저 Email 주소 확인]

이 외에도 홍길동이 위 ‘성매매’와 관련된 추가 검색어에 대한 흔적을

확인[그림 70]하였고, Whale 브라우저에서 이메일을 이용하였을 때 이메

일 로그인한 아이디 역시 메모리 덤프 파일에서 확인[그림 71]할 수 있

었다.

위와 같이 메모리 덤프파일에서는 홍길동이 Whale 브라우저 시크릿

모드에서 행한 웹 활동의 흔적 거의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홍길동이 Whale 브라우저 시크릿 모드를 이용하여 웹 활동한 흔적을

정리해보면, 마약류로 분류되는 마리화나와 성매매채팅앱 및 성매매사이

트에 대한 데이터이므로 [표 3]에서의 시나리오에 따라 성매매특별법위

반과 마약류관리법위반의 범죄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본

논문의 웹 아티팩트 데이터는 범죄혐의의 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로서의 기능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4. Tor 브라우저

Tor 브라우저는 위 ‘4.4. Tor 브라우저 일반 모드’에서 웹 브라우징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홍길동이 [표 3, 4]의 범죄 시나리오와

같이 Tor 브라우저 일반과 시크릿 모드에서의 웹 활동을 모두 찾아보았

다.

그래서 $MFT와 Pagefile.sys, Unallocated space 및 memory dump파

일에서 흔적에 대한 웹 데이터를 찾아보았다. 하지만 Tor 브라우저에서

행한 웹 활동 흔적은 $MFT와 Pagefile.sys, Unallocated space에서는 찾

을 수 없었다.

[그림 72]은 메모리 덤프파일에서 홍길동이 방문한 사이트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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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Tor 브라우저 검색어 확인]

[그림 72. 방문 사이트 amazon.com 사이트에서 검색 내역 확인]

그림 74. Tor 브라우저 검색어(propofol) 관련

그림 75. Tor 브라우저의 검색어(heroin) 관련 웹 데이터 확인]

(amazon.com) 내에서 또다시 검색한 흔적을 찾은 것이다.

그리고 [그림 73]는 Tor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검색한 흔적을 찾은 것

으로, Tor 브라우저는 Edge 브라우저가 bing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것처

럼 duckduckgo.com 검색엔진을 사용한다. 그래서 [그림 73, 74, 75]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Tor 브라우저의 검색어(child+porn, propofol, heroin)

앞에 duckduckgo.com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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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Tor에서 child porn 관련 YouTube 흔적 확인]

[그림 77. Tor 브라우저 한글 ‘초소형카메라’ 검색 흔적 확인]

[그림 78. Tor 브라우저 방문 사이트 확인]

[그림 79. Tor 브라우저에서 로그인한 이메일 아이디 확인]

또한 Tor 브라우저에서 검색어와 관련된 YouTube 영상의 URL 정보

도 확인[그림 76]이 되었으나, 데이터가 온전하지 않아서 웹 브라우저의

일반 모드와 같이 동영상 재생이 가능한 URL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Tor 브라우저에서의 한글 검색 역시 다른 웹 브라우저와 같이 유니

코드 및 한글로도 검색이 가능[그림 77]하였고, 방문 사이트 URL도 확

인이 가능하였으며[그림 78], Tor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이메일

주소(아이디)에 대한 흔적[그림 79]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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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홍길동이 Tor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검색·방문한 사이트의

URL을 확인한 결과, 아동음란물 관련 검색어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및

헤로인 검색 결과로 보아 마약류관리법위반의 범죄혐의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관련된 초소형카메라

cctv에 대한 검색 데이터도 확인이 가능하였으니 이에 대한 추궁도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5.5. 시크릿 모드 포렌식 분석 결과 비교

본 논문에서 설정한 홍길동의 범죄 시나리오에 따라 선택한 4개의 웹

브라우저 시크릿 모드에 대하여 웹 활동 분석을 종료하였다. 위 분석결

과 Edge 브라우저의 시크릿 모드에서는 하드디스크에 일부 웹 아티팩트

가 저장되었다가 삭제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는 앞서 연구 논문

에서도 언급하였던 것과 일치한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브라우저의 시

크릿 모드에서는 다운로드를 했을 경우엔 하드디스크에 그 흔적이 남아

있어서 관련 웹 데이터를 찾기 쉬웠고, $MFT, Pagefile.sys, 비할당영역

등에서 일부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그 외 다른 웹 아티팩트는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메모리를 덤프하여 덤프한 파일을 분석한 결과, 메모리에 남아

있는 각 브라우저의 웹 브라우징 흔적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메모리는 디바이스의 전원을 종료하면 삭제되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시 컴퓨터 전원이 꺼져있다면 메모리 덤프를 통한 웹

아티팩트 포렌식 분석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디바이스 전원이 꺼져있다면 가상메모리 공간인 Pagefile.

sys 파일은 분석하여 메모리에 저장되었던 일부 데이터를 확인하여 남

아있는 웹 활동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홍길동이 사용한 컴퓨터의 전원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

에서 압수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진행하였고, 홍길동이 압수된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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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브라우저 시크릿 모드의 주요 웹 아티팩트 비교

브라우저 확인가능
여부 확인 내용 등

$MFT37)

Edge Y
방문 사이트 URL38) 및 다운로드 정보와 관련
시간 정보[그림 41] 확인 가능

Chrome Y 북마크, 다운로드 정보 확인 가능39)

Whale Y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정보 외에 확인할 수 없음
[그림 56, 57]

Tor N 확인할 수 없음

Pagefile.sys(하드디스크의 가상메모리)

Edge Y
방문 사이트 URL40) 및 검색 정보(검색 엔진, 시
크릿 모드 여부 등)[그림 42, 43, 44] 확인 가능

Chrome Y
방문 사이트 URL과 검색 정보 중 일부 확인 가
능(URL 중 일부 깨짐 확인)

Whale Y
방문 사이트 URL과 검색 정보 중 일부 확인 가
능[그림 55](URL 중 일부 깨짐 확인)

Tor N 확인할 수 없음

Unallocated space(비할당영역)

Edge Y 방문 사이트 URL41) 등 확인 가능 [그림 39, 40]

Chrome Y
방문 사이트 및 검색 정보 중 일부 확인 가능
(URL 중 일부 깨짐)

Whale Y 검색 정보 확인 가능[그림 58]

를 이용하여 어떠한 웹 활동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웹 아티팩트를

찾아보았다. 본 논문에서의 분석 결과와 기존 연구 문헌들의 분석을 종

합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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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브라우저 시크릿 모드의 주요 웹 아티팩트 비교

브라우저 확인가능
여부 확인 내용 등

Tor N 확인할 수 없음

Memory dump file

Edge Y
방문 사이트 URL42) 및 검색 정보 등 대부분 확
인 가능[그림 46～48]

Chrome Y
방문 사이트 URL정보 및 검색 정보 등 대부분
확인 가능[그림 49～52]

Whale Y
방문 사이트 URL정보 및 검색 정보 등 대부분
확인 가능[그림 59～69]

Tor Y
방문 사이트 URL정보 및 검색 정보 등 대부분
확인 가능43)[그림70～76]

기타

Edge Y
hiberfil.sys44)과 Log File에서도 방문 사이트
URL이나 검색어 정보 확인 가능45)

Whale Y
프로그램 download 정보는 일반모드와 같이 Cache
폴더에서 확인 가능[그림 53, 54]

[표 9. 웹 브라우저 시크릿 모드의 주요 웹 아티팩트 분석 결과 비교]

37) $MFT(Master File Table)는 NTFS 파일 시스템에서 볼륨의 모든 파일, 폴더의 논

리적 위치, 하드의 실제 위치 및 파일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파일로, 작성된 날짜, 항목 수정 날짜, 액세스 날짜 및 최종 기록 날짜 등을

표시한다.(https://whereismydata.wordpress.com/2009/06/05/forensics-what-is-the-mft/)
38) Alam, Ammar Aziz, Iqbal의 「Forensic Analysis of Edge Browser In-Private

Mod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and Information Security

(IJCSIS) Vol. 14, No. 9, September 2016
39) Narmeen Shafqat의「Forensic Investigation of User's Web Activity on Google

Chrome using various Forensic Tools」
40) Alam, Ammar Aziz, Iqbal의 위 연구자료
41) Alam, Ammar Aziz, Iqbal의 위 연구자료
42) Alam, Ammar Aziz, Iqbal의 위 연구자료
43) Winkler Darcie, Robert J. Boggs 등의 「Forensic Analysis of the Tor Brow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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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브라우저 시크릿 모드의 포렌식 분석은 기존 연구 논문들의 내용

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크릿 모드에서의 웹 브라우징 시 그 데이터가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그 메모리를 분석하게 되면 시크릿 모드의 웹 흔

적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포렌식 분석 시 많은 웹 데이터 정보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을 추출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데이터가 온전하지 않고 깨어진 상태라

면 더더욱 웹 데이터 존재도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다. 그리도 분석 도

구에 따라 특징이 다르고 분석 방법이 상이하여 분석 도구들을 활용하는

기술을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분석 도구별로 좀 더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을 이용하여 분류 분

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 예를 들어 비할당영역의 경우 FTK

Imager로는 비할당영역의 폴더를 모두 선택하여 검색하여야하는 불편함

이 있는 반면, EnCase를 이용하면 비할당영역이 디스크에서 하나의 파

일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색 시 유용할 것으로 보이고, 유니코드

에 대한 검색은 WinHex 프로그램에서 유니코드로 검색하면 다른 분석

시스템에 비하여 검색이 좀 더 유용할 것이지만 그 반면, EnCase와 같

이 아티팩트 분류등에 대한 기능이 없어서 많은 검색을 직접해야하는 번

거로움이 있으니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선 분석 도구들의 특징

을 잘 파악하여 사안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많은 웹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있는 메모리 덤프 파일(전원 종료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서)에서 찾아 확인한 홍길동의 방문 사이트 URL 등

웹 데이터들은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시가 되지만 그렇지 않

은 경우에는 어떠한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방문하였는지에 대한 정보

는 없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입장에서는 증거 확보가 최우선

Bundle」
44) hiberfil.sys 파일은 최대절전 모드의 데이터 보존을 위해 생성되는 파일로, 기억용량

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을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전원이 꺼지더라도 데이터 소실 염

려는 없다. 다만 하드디스크 상에 데이터 보존용 영역을 미리 확보해야한

다.(http://liverex.net/709)
45) Alam, Ammar Aziz, Iqbal의 위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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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했느냐 보다는 어떠한 웹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관의 관점에서는 큰 문제점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웹 브라우저의 일반과 시크릿 모드에서의 웹 브라우징 흔

적을 찾는 방법과 어떠한 흔적이 남겨지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일

반 모드에서의 웹 아티팩트 확인은 각 브라우저의 Default 폴더 등을 확

인하는 것으로 대부분 가능하였지만, 시크릿 모드는 각각의 특징이 달랐

다. 시크릿 모드에서는 통상적으로 메모리를 덤프하는 방법이 대부분의

웹 아티팩트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웹 활동 정보를 확인해야하는

경우에는 디바이스의 전원이 꺼져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선 메모

리 덤프 방법으로 웹 데이터 정보를 찾는 방법이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본 논문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와 연관지어, 범죄 행위를 하였다고 의

심이 되는 용의자 홍길동이 사용한 노트북을 압수하여 분석하였고, 전원

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는 가정 하에 홍길동이 사용한 노트북을 통해

홍길동의 범죄 시나리오에 따라 홍길동이 방문한 사이트나 검색어의 흔

적(웹 아티팩트)을 찾았다.

웹 브라우저의 흔적을 분석해본 결과, Edge 브라우저의 경우에는 일

반 모드에서의 흔적뿐만 아니라 시크릿 모드에서의 흔적도 메모리 덤프

파일 없이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만큼 데이터가 저장되었다.

하지만 Edge 브라우저를 제외한 Chrome, Whale, Tor 브라우저의 시

크릿 모드는 일반 모드에 비해 흔적이 많이 남아 있지 않고,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휘발성인 메모리로부터 그 흔적을 찾기 위해

서는 디바이스의 전원이 종료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

다.

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행위는 컴퓨터에 기록하지 않고선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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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것이므로 RAM 부분 이외에서도 하드디스크의 가상메모리인

Pagefile.sys에서도 일부 메모리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프로그램 등

의 파일명, 파일경로, 실행시간 등의 실행 정보를 알 수 있는 Prefetch,

또는 hiberfil.sys 파일, 윈도우 운영체제의 설정이나 정보를 알 수 있는

레지스트리, 로그 파일 등으로부터 데이터 정보 등 흔적을 발견할 수 있

을 것이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이렇게 범죄자가 사용한 브라우저를 특정하

고, 각 브라우저마다 특징을 알고 있어야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는 컴퓨터 하나만이 아

닌, 모바일과 컴퓨터와 연결된 많은 임베디드 시스템의 개별 데이터뿐만

아니라 상호 데이터 교환 정보까지도 분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흔적

들을 모아 퍼즐을 맞추듯 용의자의 범죄행위를 추적하는 것 역시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과제이기도 할 것이다.

홍길동의 디바이스에서 발견한 웹 데이터들처럼 포렌식 수사관이 발

견한 웹 데이터들이 범죄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정황증거일

뿐일지도 모른다. 허나 정황증거 자체로는 범죄행위를 온전히 말해주지

않겠지만 정황증거에 의해 중요한 사실을 추정 또는 추론이 가능하게 되

므로 정황증거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인지할 수 없다고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처럼 범죄행위가

지워져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

는 것이므로 숨기고, 지웠지만 어디엔가 남겨져있을 흔적을 찾는 것이

포렌식 수사관의 숙명인 것처럼 느껴진다.

앞으로 디지털의 기술적인 발전과 함께 발전하는 안티 포렌식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들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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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b Browser Forensic Analysis

Comparative Study

Mina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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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A web browser is a medium that connects people to the Internet.

The Internet world through the Web browser has a myriad of

services that we can use such as communication, e-mail, Internet

games, information sharing, and real-time broadcasting. And we will

live in a 24 hour internet world where the boundaries between real

life and cyber life are blurred in the not-so-distant future when the

internet (IoT) like autonomous vehicles is everyday. In Korea, which

has the world's broadband penetration rate, it goes without saying.

  People who enter the world on the Internet along with numerous

invisible waves and frequencies enjoy surfing the web leaving many

traces of the fact that most of the information about each of their

actions is left on the computer.

  Criminals also simulate the way in the world of the Internet and

obtain information for a complete crime from the Internet. The

Internet world is the crime scene. Digital forensic technique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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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zure of these crime scenes continue to evolve as digital technology

evolves, but at the same time anti - forensic techniques for criminals

are developing, and unfortunately the information and technology can

easily be obtained from anyone on the Internet. But the advancement

of digital technology is never advantageous to criminals. This is

because we can not overlook the fact that actions to avoid leaving

our actions on the Internet are also recorded somewhere.

  It is crucial to find and analyze web artifacts, which are evidence

of criminal activities left by criminals in the Internet world, to track

the actions of criminals and to identify criminals' criminal charges

based on their evidence. Therefore, digital forensic techniques for

analyzing Web artifacts are a must for forensic investigators to find

evidence of criminal activity, and it is also important to acquire and

use the technology as digital technology evolv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selection of four main web browsers

(Microsoft Edge, Google Chrome, Naver Whale, and Tor) that connect

people to the Internet, and what web artifacts are left by using the

web browser, And compared them.

keywords : Web Browser, Microsoft Edge, Google Chrome, Naver

Whale, Tor, Normal Mode, Incognito Mode

Student Number : 2016-2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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