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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현대의 디지털 포렌식은 IT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 저장매체를 이미징 하여 분석하는 고전

적인 디지털 포렌식 기법은 클라우드·ERP 등 새로운 시스템들의

도입에 따른 포렌식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현실이다. 특히 기업 범죄의 경우, 계약서 등 중요 종이서류들이

모두 기업 전산시스템에 입력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들도 모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등 글로벌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디지털 수사는 나날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디지털 수사의 중요성은 전 최순실 태블릿 사건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수사에 있어 그 효과성과 여파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수사관은 급변하는 IT환경에 적응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

개발하여야 하는 것이다.

SAP ERP ABAP 리포트 자료추출 기법과 “ERP 확보자료 신뢰성

검증 기법”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개발된 또 다른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ERP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이미징을 할 수 없는 라이브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업에

있어 기업전사를 관리하는 ERP 시스템은 기업의 심장과도 같아

기업은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임의적인 시스템

접근을 막아야 하는 생리를 보인다. 하지만 디지털 수사관은 기업의

전산시스템에 직접 접근을 하여야만 신뢰성이 보장되는 전산증거의

추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디지털 수사관은 기업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디지털 포렌식 수사 사이에서 균형있는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ERP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SAP ERP를 대상으로 기업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전산증거 추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개발한 “SAP ERP ABAP

리포트 자료추출 기법”과 “ERP 확보자료 신뢰성 검증 기법”에 대해

논한다. 기업의 디지털 포렌식 현장에서 본 기법을 사용해 기업의

적극적인 수사협조 아래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산증거를

추출하고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기법은 다가오는

클라우드 시대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전산시스템에서

전산증거를 어떻게 추출하나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논문을 통해 급변하는 IT환경 아래 현장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하는 수사관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가에

대해 심사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주요어: SAP ERP, ABAP, 신뢰성 검증

학 번: 2017-2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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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근래 국세청·검찰·경찰 등과 같은 수사기관들은 기업 수사에 있어

서 크나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크게 기업 전산화에 따른 종

이장부의 소멸, 기업 내부통제의 증가, 기업의 글로벌화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종이장부의 소멸

과거 종이장부와 계약서에 의존하던 수사기법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효용성을 크게 잃어가고 있다. 기업들이 각종 거래와 의사

소통에 사용하던 종이장부들은 기업의 전산화와 더불어 기업의 전

산서버로 녹아들어 가고 있다. 기업들의 매출·매입 계약서는 기업

전산시스템의 전산 인보이스로, 기업들의 각종 계약서들은 스캔되어

기업 전자문서로 등록되고 있다. 기업 내부인들의 각종 기안문은 전

자결재시스템으로, 회사원들간의 소통은 이메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수사기관들은 기업 범죄의 포착과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전산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수사관들은 기업 전산시

스템에 들어가 범죄에 사용된 각종 증거들을 확보해야 하는 능력을

요구받고 있다.

2. 기업 내부통제의 증가

기업의 전산시스템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차 방대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ERP의 변천과정과 비교하여 설명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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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업 ERP 변천과정1)

기업 ERP는 단순한 자재관리의 필요성에서부터 개발된 MRP로부

터 시작되었다. 기업가들은 MRP 시스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원가

관리 등 좀 더 복잡한 기능을 추가한 MRPⅡ를 거쳐 기업의 전사적

인 부문의 내부통제가 가능한 ERP 시스템까지 발전시켜왔다. 현재

ERP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SAP ERP 시스템의 경우 회계·

매입·매출·자산관리·원가관리 등 기업의 모든 부문을 관리할 수 있

는 수많은 모듈로 이루어져 있으며, SAP ERP의 차세대 버전인

SAP HANA의 경우 클라우드 기능까지 더해지며 더욱 방대한 시스

템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제 탈세 등 기업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관들에게는 이런 방대한

ERP 시스템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실무가 어떤 식으로 이

루어지는 지 분석·검증하는 역량이 요구된다.

3. 기업의 글로벌화

점차 시장은 글로벌화 되고 있으며,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에 진출하고 있다. 심지어는 우리가 국내 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글로벌 기업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러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새로운 수사기법을 개발해야 된다는 점이

1) 한국 기업의 ERP 도입과 운영의 변천사 (안상형, 서울대학교경영대학경영연구소, 

2006.12.15.) 제 2장 ERP의 개념 part2. ERP 등장배경 및 발전과정



- 3 -

다. 예를 들어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ERP 전산 시스템은 해

외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럴 경우 수사기관은 어떤 식으로

ERP 전산자료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할 것

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ERP 수사기법은 글로벌 기업들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

구된다. 역외는 우리 수사기관의 수사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의 수사협조는 법률과 같은 강제수단 만으로는 그 목표를 이

룰 수 없기 때문이다.

4. 기업 ERP 디지털 수사의 한계

국내 500대 대기업의 대부분은 제조기업이다. 이러한 제조기업에

사용되는 ERP 전산시스템은 24시간 안정되게 구동되어야 한다. 이

러한 안정성은 특히 금융기업에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기업의 입장

에서 ERP 시스템의 결함은 막대한 손실을 야기한다. ERP 시스템이

복구되기 까지의 시간동안 일어나는 모든 손실은 기업이 모두 감내

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수사기관에 더욱 중대한 영향을 끼

친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업의 모든 장부와 계약서는 대부분 기업의 전

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 수사관들은 범죄혐의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ERP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구

된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ERP 전문가가 아닌 수사관들이 기업

ERP에 막무가내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큰 리스크로 인식된다. 따

라서 수사를 받는 기업들은 기업 전산시스템에 대한 수사기관의 직

접적인 접근을 막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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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업의 고충은 아래 그림과 같은 독특한 수사환경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림 2] 기업 ERP 수사의 한계

즉 기업 ERP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수사기관과 기업 ERP의 직

접적인 접근을 피하고 싶은 기업은 대리인이라는 중개자를 두고 이

를 해결한다. 이러한 대리인들은 주로 회계 전문가, 전산 전문가, 법

률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다. 수사기관으로 요청받는 ERP 전산자료

는 1차적으로 대리인들에게 전달이 되고, 이들이 기업 ERP에서 수

사기관이 원하는 자료를 확보한 후, 수사기관에 전달하게 되는 구조

이다.

이러한 구조는 수사기관과 기업의 애로를 모두 해결해주는 것처

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대리인들이 모두 기업

에서 고용한 인력들이라는 점 때문이다. 즉 탈세 등의 범죄를 정확

하게 입증할 수 있는 전산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입장에

서는 이러한 대리인들을 통해 전산증거를 전달받는 구조 하에서는

전산증거의 신뢰성·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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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운 ERP 디지털 수사기법 제안

현재의 구조 하에서는 위와 같은 ERP 디지털 수사의 한계를 원

천적으로 극복할 수는 없다. 디지털 포렌식을 위해서는 기업의 전산

시스템을 셧다운하고 데이터베이스 이미지를 확보하여 분석2)하여야

하나 이러한 수사 과정에서 기업이 입는 막대한 피해를 수사기관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하에서 수사

기관과 기업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수사 기법이 필

요하다.

따라서 저자는 수사기관이 기업 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소

기의 전산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ERP의 안정성을

담보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연구하

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법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제2장 기존의 SAP ERP 전산증거 확보 방법

1. SAP ERP 소개(SAP ERP 기반 연구)

SAP ERP 시스템은 1972년 설립되어 독일 Walldorf에 본사를 두

고 있는 세계 3위의 Software 개발 회사인 SAP AG사에서 개발 및

판매하고 있는 ERP Package이다. SAP AG사는 4명의 전직 IBM출

신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현재는 전세계의 독립

소프트웨어 벤더 중 제 4위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2) 디지털포렌식(노명선, 고시계, 2018.3.5.) 제6편 데이터베이스 포렌식 제3장 데이터베이

스 증거수집·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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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R/2 시스템을 거쳐 R/3 시스템이 출시된 이후 SAP는 폭발적

인 매출 신장을 거듭하여 현재는 미주 및 아시아 지역의 약 9,000개

이상의 회사에서 SAP R/3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림 3] SAP ERP 국내시장 점유율3)

SAP ERP 시스템은 국내 시장의 ERP 솔루션 영역에서 1위를 차

지하고 있으며, 삼성·현대 등 국내 500대 대기업의 70% 이상이

SAP ERP 솔루션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림 4] SAP R/3 시스템 모듈 구조

3) http://www.etnews.com/20181031000315http://www.etnews.com/20181031000315 

(LG CNS·더존비즈온·영림원 등 국산 ERP 외산 대항마 될까, 전자신문,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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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R/3 시스템은 모든 사업부문을 관리할 수 있는12개의 기준

모듈과 이를 지원하는 수많은 3rd party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SAP 시스템은 모듈화 되어 있으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인터페이스 없이 물류의 흐름과 회계의 데이터가

일치하게 되는데, 이러한 실시간 통합성이 ERP의 최대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재무/관리회계, 자금의 재경 담당 부분은 각각 FI, CO, TR

모듈이고, 이를 합쳐 FCM(Finance Chain Management), 영업, 구

매, 생산의 물류 담당 부분은 SD, MM, PP 모듈로, 이를

SCM(Supply Chain Management), 인사의 HR모듈을 HCM(Human

Chain Management)이라고 부른다.

구분 SAP 모듈 조직 및 업무

FCM

FI Finance 재무회계

CO Costing 원가관리

PS Project System 기획

IM Investment 투자

TR Treasury 자금

SCM

SD Sales & Distribution 영업, 수송

MM Material Management 구매, 자재관리

PP Product Planning 생산

QM Quality Management 품질

HCM HR Human Resoure 인사

[표 1] SAP R/3 시스템 주요 모듈4)

우리나라에 SAP를 처음 도입한 곳은 삼성그룹으로 SAP R/3

3.11버전이 처음 설치되었다. 그리고 초창기 회사들이 R/3 4.0B,

4.5B 등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2000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SAP를

도입하게 되는 회사들이 생겨나는데 이때 대부분의 회사들이 SAP

4) SAP ERP여행(무한세계) (함용석, 두남, 200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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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를 도입하게 된다. 이때는 국내 ERP도 삼성SDS에서 나온

UniERP가 대표적인 국내 ERP 솔루션이었는데 그 이후에 영림원,

KT Biz메카등 중견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ERP가 생겨났다.

그 후로 IMF를 거치며 국내에 ERP 도입 붐이 불어 국내 대기업

에 SAP R/3 4.6C가 주로 보급되게 된다. 그 이후 4.7 Enterprise 버

전이 나오면서 Web을 지원하게 된다. SAP가 초창기

C/S(Client/Server) 환경으로 SAPGUI라는 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하

였는데 4.7 Enterprise 버전부터 웹 환경이 조금씩 지원된다. 그 이

후 SAP ERP 2004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R/3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 SAP ERP 2005 버전이 나오면서 이름을 SAP ERP 6.0

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현재 나와 있는 버전은 SAP ERP 6.0 Ehp8

로 다음 버전은 클라우드 버전인 SAP S/4 HANA로 업드레이드 될

예정이다.5)

SAP ERP는 오랜 역사를 거치며 발전을 해왔고 현재는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소매업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정도로

그 구조면에서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으며, ERP 시스템의 표준으로 볼 수 있는

SAP ERP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산증거 확보 및 신뢰성 검증 기법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자료요청을 통한 ERP 전산증거 확보 기법

기존의 SAP ERP 디지털 수사에 있어서 자료 확보기법은 크게

자료요청을 통한 방식과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나눌

5) ERP 개론(SAP ERP를 중심으로 한) (윤철호, 생능출판사,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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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자료요청을 방식은 ERP 디지털 수사 시 수사기관에서 자주 사용

하던 방법으로, 수사를 받는 업체에 수사기관에 필요한 전산자료 명

세를 전달함으로써 전산자료 제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업체에

위임하는 방식이다. 해당 명세를 받은 업체는 수사기관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ERP 시스템에서 해당 자료를 추출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료요청을 통한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수사기관이 ERP

전산시스템에 대한 별도의 지식이나 기술이 없어도 손쉽게 ERP 시

스템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자료들은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양식에 맞게 다시 업체 내부에서 가공되어 전

달되게 되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가독성이 좋아 효율적인 자료 분석

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 기법은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첫째, 자

료요청을 통한 방식은 자료제출에 대해 수사를 받는 업체에 과다한

재량권을 부여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공자료의 제

출과 고의적 자료제출 지연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즉,

자료제출 요청을 한 수사기관은 실제 자료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

로 추출되는지에 대해 관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체

는 얼마든지 요청받은 자료의 제출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전산자료를 고의적으로 가공하여 각종 범죄의 은닉을 시도할 수 있

다.

둘째, 잘못된 결과물로 인한 재작업 시간에 대한 문제이다.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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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수사기관의 자료요청은 ERP 시스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사

관 시각에서 만들어지며, 이러한 자료요청은 실제 ERP 시스템으로

부터 자료를 추출해야 하는 ERP 전문가에게 수많은 애로사항을 만

들게 된다. 예를 들어 전산 회계장부의 경우 오라클 ERP에서는 저

널이라는 개념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SAP ERP에서는 financial

document라는 개념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한 각 회계장부는 헤더전

표와 라인전표의 이중 구조로 구성되며, 타 기종의 ERP간 회계장부

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도 상이하다. 이러한 ERP의 특성을 무시한

추상적인 자료요청은 실무자와의 의사소통 오류를 야기하며, 결과적

으로 잘못 추출된 자료가 전달되는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을 높인

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 대부분의

수사기관은 수사기한이라는 엄격한 시간적 제한을 갖고 있기에 기

한 내에 해당 수사를 종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시행착오는 효율적인 수사진행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양식의 자료를 ERP에서 추출하기 위

해서는 업체의 수사협력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수사

기관에서 해당 업체의 3년치에 해당하는 회계장부가 수사에 필요할

것으로 보고 업체에 요청을 했다고 하자. 그러면 업체 담당자는

ERP 시스템에서 회계장부 3년치를 일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요청

하는 양식대로 추출해야 하는데 SAP ERP는 이러한 회계장부 일괄

추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SAP ERP 시스템은 이러한 경우를

위해 CBO(Component Bolt On)이라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기능은

스탠다드 SAP ERP가 제공하지 못하는 기능을 업체에서 자체개발

하여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장치이다.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자

료요청을 받은 업체는 SAP ERP의 CBO 기능을 사용하여 ERP 프

로그램을 자체개발하게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은 업체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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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모두에게 문제를 야기시킨다. 업체 입장에서는 ERP 프로그램

개발로 인한 개발비용과 인력비용을 업체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의

문제가 생기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될 때까

지 전산증거 확보가 힘들어지는 수사 진행의 문제가 생긴다.

[그림 5] 자료 요청을 통한 ERP 전산증거 확보 기법

3. ERP 데이터베이스 확보 기법

ERP 데이터베이스 확보 기법은 위에서 설명한 자료요청을 통한

자료 확보 기법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시도된 디지털 수사 기법이다.

즉, 별도의 자료요청 없이 수사기관이 기업의 ERP 전산시스템 데이

터베이스 사본을 확보하여 분석하는 방식을 말한다.

ERP 데이터베이스 확보 기법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기존 기법보

다 더욱 신뢰성 있는 자료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자료의



- 12 -

추출 작업을 업체에 위임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데이터베이스 사본

을 전달받아 직접 작업함으로써 가공자료의 전달 등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ERP 데이터베이스 확보 기법도 많은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다. 첫째,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베이스 사본에서 수사에 필

요한 자료를 추출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보통 이러한 기법을 사용

할 시 업체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백업본 등의 사본을 전달받게 된다.

수사관은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베이스 백업본을 복구하고 방

대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을 검토하여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추출해야 한다. 보통 이러한 작업은 고도의 데이터베이스 및 ERP

지식을 보유하여야만 가능하기에 특수한 교육을 받은 수사관이 투

입되어야 하며, ERP 데이터베이스 분석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어가게 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사본 자체가 수십 테라바이트 이상

의 방대한 자료일 경우, 자료전달과 복구 작업만으로도 막대한 비용

이 요구된다. 결정적인 문제는 실제 기업 실무를 경험하지 않은 수

사관이 추출한 자료가 과연 신뢰성이 있는 자료인가라는 점이다.

즉, 기업 ERP 내에는 실제 실무에 사용되는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

료가 혼재되어 있다. 기업의 실제 실무를 잘 알지 못하는 수사관은

ERP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레기 자료까지 같이 추출할 가능성이 높

고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수사는 수사의 신뢰성을 크게

추락시키게 된다.

둘째, 전산증거 확보 과정에서 자료제출 범위에 대한 업체와의 마

찰 문제이다. 모든 수사기관은 영장 등을 활용해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료제출 범위라는 제약을 갖고 있다.6) 이는 수사대상자의

6) 박지영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안

조사보고서 Vol. 278(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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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기관은 영장 등에 기재된 자료제

출 범위 내에서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 문제는 자료제출 범위

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ERP 데이터베이스 사본이 과연 어느 위치

에 해당되는가이다. 예를 들어, 어떤 업체에 탈세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이 ERP 전산 회계자료의 제출을 명했다고 하자. 수사기관

이 ERP 데이터베이스 확보 기법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다고 했을

때, 이는 수사대상업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즉, ERP 데이

터베이스 내에는 영장 등에 기재된 전산 회계자료도 포함되어 있지

만 그와 관련없는 각종 영업기밀, 기술자료, 임직원들의 인사고과

등의 방대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수사대상업체 입장에서는 수사

기관이 초법적으로 기업의 모든 자료를 영치해가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에 자료제출을 거부하게 되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해당 ERP 데이터베이스를 사무실에 영치하여 분석하여야만 회계

전산자료를 추출할 수 있기에 데이터베이스 사본 영치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밖에 없어 양측 간에 마찰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필요 이상의 과다한 자료 확보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해당

업체가 매출을 조작하여 고의로 결손을 일으키고 해당 자금을 사주

의 비자금으로 유출한 정황이 있다고 하자.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자

료는 기업의 매출 인보이스, 회계 전표,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것

이다. 수사기관은 해당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업체에게 ERP 데이

터베이스 사본을 요구할 것이나 데이터베이스 사본의 용량이 너무

방대하여 전달 및 데이터베이스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했

을 때, 과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특정일에 일어난 매출 자료의 확

보를 위하여 이러한 상당한 시간적 비용을 감내해야만 하냐는 문제

이다. 즉, 수사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는 ERP 데이터베이스의 일부이

나 ERP 데이터베이스 확보 기법을 사용할 경우 일부를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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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전체를 전달받아야 하는 비효율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림 6] ERP 데이터베이스 확보 기법

제3장 ABAP 리포트를 이용한 방식 제안 및 구현

1. ABAP 리포트를 이용한 전산증거 확보 기법 제안

SAP ERP ABAP 리포트 전산증거 확보 기법이란 수사기관에서

범용으로 미리 만들어놓은 ABAP 자료추출 프로그램 소스를 수사대

상업체 SAP ERP 서버에 심어 수사기관이 원하는 양식의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새로운 디지털 수사기법이다.

SAP ERP와 같은 상용 ERP 패키지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업체들

은 SAP에서 제공하는 표준 ERP 프로세스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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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SAP ER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표준 ERP 프로세스

에서 범용으로 자료추출이 가능하다. 즉, SAP 모듈 중 FI모듈을 사

용하는 업체에서는 회계전표의 추출이 가능하며, SI모듈과 MM모듈

을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매출·매입 인보이스 자료의 추출이 범용으

로 가능하다. 이러한 범용 자료추출 기능을 ABAP 리포트 프로그램

으로 구현하였다.

SAP ERP ABAP 리포트 자료추출 프로그램은 디지털 기업 범죄

수사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회계전표, 매입장, 매출장, 물류전표, 거래

처 리스트, 원가 프로젝트 리스트 등을 표준 SAP ERP 프로세스에

서 추출하여 수사에 적합한 양식으로 자동 편집을 수행한다. SAP

리포트 자료추출 프로그램에 사용된 ABAP 프로그래밍 소스는

SAP ERP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에 범용으로 적용되도록 설계되

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SAP 리포트 자료추출 프로그램 소스를 수

사대상업체 ERP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SAP ERP 서버에 심기만 하

면 간편하게 SAP의 핵심 전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림 7] SAP ERP ABAP 리포트 전산증거 확보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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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 방식의 장점

ABAP 리포트 프로그램 방식의 전산증거 확보 기법은 기존 자료

요청을 통한 전산증거 확보 및 ERP 데이터베이스 확보를 통한 전

산증거 확보 기법의 단점을 모두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수

사 기법이다. ABAP 리포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전산증거 확보는 수

사기관 입장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전산증거 확보가 가능하며 수사

대상업체 입장에서는 자료추출 시 안정적인 ERP 시스템 관리를 가

능하게 한다.

가. 피조사업체 조사협력비용 감소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SAP ERP 리포트 자료추출 프로그램을 구

동하는 수사대상업체는 자료제출을 위한 ERP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 수사대상업체는 수사기관에서 미리 개발한

ABAP 리포트 프로그램 소스를 자신의 SAP ERP 서버에 이식만

하면 되므로 별도의 추가작업이 필요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

에 소요되는 인건비, 개발비, 소요시간 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수

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확보함으로써 보다 효율적

인 디지털 수사를 가능하게 한다.

나. 보다 안정적인 자료추출 가능

기존의 ERP 데이터베이스 확보 등의 기법은 구동되고 있는 ERP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하여 작업해야 하므로 시스템

오류 등의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ABAP 리포트 프로그램을 통한

전산증거 확보는 자료추출에 따른 시스템 부하를 SAP ERP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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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리하고 있기에 시스템 과부하 등의 오류 발생 시 자동 로그아

웃 등의 적절한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수사를 받는 업체는

보다 안정적으로 수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할 수 있게 된다.

다. 자료제출 범위에 따른 마찰 제거

SAP ERP ABAP 리포트 자료추출 프로그램이 확보하는 자료는

회계전표, 매출장, 매입장, 물류전표 등 디지털 수사에 필요한 자료

만 명확하게 추출한다. ABAP 리포트 프로그램 소스를 전달받은 수

사대상업체 담당자가 자료추출 작업을 수행하기에 업체에서는 추출

되는 자료를 먼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수사대상업체는 추

출되는 자료가 영장 등에 기재된 자료제출 범위에 해당하는 가를

먼저 검토할 수 있기에 자료제출 범위 외의 자료가 제출되는 수사

대상업체의 우려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제출되는 자료에 대한 수

사기관과 수사대상업체 쌍방의 명확한 인지는 자료제출에 있어 마

찰을 감소시키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요

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리포트 프로그램에 의한 명확한 범위의 전산증거 확보는 기

존 ERP 데이터베이스 확보 기법의 문제점이었던 과다한 전산증거

확보의 문제점을 보완한다. 즉, 수사기관은 SAP ERP의 수많은 모

듈 중에서 필요한 자료만을 명확하게 추출하여 확보하기에 전달 및

분석에 있어서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라. 결과물의 명확성

수사기관이 원하는 자료에 대해 수사대상업체에 일일이 설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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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필요가 없이 ABAP 리포트 프로그램을 이식하고 구동만 하면 예

측 가능한 결과물이 얻어지기에 자료제출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

된다. 또한 잘못된 결과물에 대한 재작업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서

버가 해외에 있고 외국인 엔지니어로 구성된 외국계 법인 수사 시

의사소통 착오 등으로 인한 시행착오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마. 고의적 자료제출 지연의 효율적 대응

피조사업체 SAP 서버에서 조사용 SAP 리포트 프로그램 프로그

램 구동 시 결과물과 함께 PDF로 로그파일이 생성된다. 이 로그파

일에는 리포트 프로그램의 작업 시작시간, 작업 종료시간이 기록되

기에 피조사업체의 자료추출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진다.

또한 리포트 프로그램을 구동한 컴퓨터명, IP도 기록되기에 가공장

부 및 이중서버에 대한 추적도 가능해진다.

바. 자료제출 범위에 따른 마찰 제거

SAP ERP ABAP 리포트 자료추출 프로그램이 확보하는 자료는

회계전표, 매출장, 매입장, 물류전표 등으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만

명확하게 추출한다. 또한 리포트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수사대상업체

가 리포트 프로그램에 의해 추출되는 자료를 먼저 확인할 수 있기

에 전산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제출할 시 빈번히 발생하던 자료제출

범위에 대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대부분의 수사대상업체와의 마찰이 고의적인 수사지연이나 회피

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사대상업체의 재산권 침해 우려로 인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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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문제로 발생하는 편이기에 쌍방이 확인가능한 명확한 자료의

제출은 서로간의 마찰을 감소시키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사. 디지털 수사에 가장 적합한 양식으로 자료 추출

SAP ERP 리포트 자료추출 프로그램은 수사대상업체 SAP ERP

서버에서 자료추출 시 수사기관의 디지털 수사에 가장 적합한 양식

으로 전산자료를 자동 편집하여 엑셀 또는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컴퓨터에 저장한다. 따라서 수사관은 기존의 ERP 데이터베이스 확

보 기법에서처럼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는

별도의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확보하는 자료의 양이 적을시

바로 엑셀파일 형식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자료의 양이 많을 시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분석작업을 수행

할 수도 있다.

아. 필요한 자료만 확보

조사용 SAP ERP 리포트 프로그램이 추출하는 회계전표, 매출장,

매입장 등의 전산 회계자료는 실제 기업이 관리하는 ERP 전산자료

중 일부분일 뿐이다.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여 자료를 추출할

시 가장 고려해야 는 부분이 바로 일부의 자료를 추출하기 위해서

전체를 확보해야 하는 비효율성이다. 리포트 기법은 SAP ERP를 면

밀히 연구하여 구조와 프로세스를 분석, 불필요한 자료를 제외하고

실제 조사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자료만 확보하기에 자료의 전달비

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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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자료 확보 후 별도의 편집 작업 불필요

SAP ERP ABAP 리포트 자료추출 프로그램은 핵심 전산자료를

수사대상업체 SAP ERP 서버에서 추출 후 자동으로 수사에 적합한

가독성 높은 양식으로 자동 편집 작업을 수행하여 엑셀 및 텍스트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되기에 디지털 수사관은 자료의 양이 많지 않

을 시는 즉시 전산자료를 열어 분석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차. 수사관의 ERP 전산지식 불필요

수사관에게 고도의 ERP 전산지식을 교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며,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SAP ERP 디지털 수사에 SAP ERP 리

포트 자료추출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수사관은 관련된 전산지

식이 없어도 수사대상업체의 SAP ERP 서버에서 원하는 전산자료

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수사관은 단지 SAP ERP 리포트 자료추

출 프로그램 소스와 작업 관련 주의사항을 수사대상업체 ERP 담당

자에게 전달만 하면 된다.

카. SAP ERP 클러스터 테이블 추출 가능7)

SAP 클러스터 테이블이란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논리적인 데이

터베이스 테이블로써 SAP ERP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만 조회가

가능한 테이블이다. SAP는 회계전표 등 핵심 자료들을 클러스터 테

이블로 만들어 SAP에 로그인해야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클러스터 테이블 자료들은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확보

7) https://help.sap.com/saphelp_nwpi711/helpdata/en/cf/21f083446011d189700000e832 

2d00/frameset.htm (Pooled and Cluster Tables, SAP 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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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으며, 오직 ABAP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리포트 프로

그램에 의해서만 추출이 가능하다.

3. SAP ERP ABAP 리포트 전산증거 확보 프로그램

ABAP 리포트 프로그램은 데이터 입력을 위한 Selection Screen,

Data·Table 선언부, 이벤트, 서브루틴으로 구성되어 있다. Selection

Screen은 리포트 프로그램 실행 시 각종 데이터를 입력받는 스크린

을 말한다. 각종 parameter와 select-options를 사용하여 사용자와

리포트 프로그램 간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 Data·Table 선언부에

서는 각종 Type의 변수와 테이블을 선언한다. 이벤트 구문은 실질

적인 프로그램의 코딩에 해당하는 부문이며, 사용자가 정의한 서브

루틴이 활용된다.

SAP ERP ABAP 리포트 전산증거 확보 프로그램은 디지털 수사

에 초점을 맞춰 전산증거 확보를 하기에 이에 맞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첫 번째 기능은 간단명료한 스크린 구성이다. 리포트 프

로그램을 구동하는 사용자는 날짜정보 등 몇가지 간단한 입력 만으

로 대용량 자료를 손게 일괄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 두 번째 기능은

로컬 컴퓨터 다운로드 기능이다. 작업되는 대용량 전산자료는 작업

이 이루어지는 로컬 컴퓨터에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설계되었다. 세

번째 기능은 분할 다운로드 기능이다. 대용량 자료가 하나의 파일에

다운로드가 될 시 일어나는 각종 입출력 병목현상과 오류점검의 어

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리포트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

만큼 자동으로 자료를 분할하여 파일에 저장한다. 네 번째 기능은

로그파일 생성 기능이다. 리포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구동 시와 작

업 완료시의 시간 및 각종 서버 정보, 자료추출 정보 등의 로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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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SCREEN BEGIN OF BLOCK DATA WITH FRAME TITLE data_t.

  SELECTION-SCREEN : BEGIN OF LINE.

  SELECTION-SCREEN : COMMENT 1(20) fidoc_1 FOR FIELD p_bukrs.

  PARAMETERS : p_bukrs LIKE bkpf-bukrs OBLIGATORY DEFAULT '1000' MEMORY 

ID BUK. 

  SELECTION-SCREEN : END OF LINE.

  SELECTION-SCREEN : BEGIN OF LINE.

  SELECTION-SCREEN : COMMENT 1(20) fidoc_2 FOR FIELD p_gjahr.

  PARAMETERS : p_gjahr LIKE bkpf-gjahr OBLIGATORY DEFAULT sy-datum.

PDF 형식으로 저장하여 추출한다. 다섯 번째 기능은 쓰레기 문자

제거 기능이다. SAP ERP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영어 알파벳을 기반

으로 한 1바이트 단위 입출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국내 실무 환경상

SAP ERP에 각종 한글 자료(2바이트)를 입출력 할 수 밖에 없고 이

러한 한글과 영어 입출력 단위의 차이로 인해 SAP ERP 내에는 각

종 쓰레기 정보들이 남아 있게 된다. 이러한 쓰레기 정보들을 그대

로 남겨 둘시 결과물의 데이터 구분자에 오류를 일으키게 되고 이

는 데이터 뒤섞임 현상을 일으켜 수사관의 자료 분석에 혼선을 주

게 된다. 따라서 리포트 프로그램은 SAP ERP DB에 남아있는 쓰레

기 문자들을 자료 추출 전에 제거하여 이러한 데이터 뒤섞임 현상

을 사전에 방지한다. 여섯 번 째 기능은 수사에 최적화된 가독성 높

은 자료양식의 구성 부분이다. SAP ERP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원본 그대로 열람 시 각종 코드자료로 인해 가독성이 떨어지게 된

다.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테이블 내에서 가장 중요성이

높은 자료를 선별하고, 코드에 맞는 코드명 테이블을 SAP ERP 데

이터베이스 내에서 찾아내 코드명을 짝지어 주는 것이다. 수사관은

각종 코드와 코드명을 한꺼번에 열람하며 자료를 분석할 수 있기에

수사의 효율성이 극대화 된다.

가. 직관적인 스크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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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ECTION-SCREEN : END OF LINE.

  SELECTION-SCREEN : BEGIN OF LINE.

  SELECTION-SCREEN : COMMENT 1(20) fidoc_3 FOR FIELD s_budat. "

  SELECT-OPTIONS : s_budat FOR bkpf-budat OBLIGATORY.

  SELECTION-SCREEN : END OF LINE.

  SELECTION-SCREEN : BEGIN OF LINE.

  SELECTION-SCREEN : COMMENT 1(20) lang_1 FOR FIELD p_lang.

  PARAMETERS : p_lang LIKE t002-spras  OBLIGATORY DEFAULT SY-LANGU. 

  SELECTION-SCREEN : END OF LINE.

SELECTION-SCREEN END OF BLOCK DATA.

[프로그램 소스1] ABAP 리포트 화면구성 부분

[그림 7] SAP ERP ABAP 자료추출 리포트 화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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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process_download.

  IF download EQ 'X' AND excel EQ 'X'.

    CALL FUNCTION 'GUI_DOWNLOAD' "헤더추가

          EXPORTING

               filename                     = l_filename

               filetype                     = 'ASC'

               write_field_separator        = 'X'

               codepage                     = '8500'

               ignore_cerr                  = 'X'

               replacement                  = '#'

               trunc_trailing_blanks        = 'X'

               trunc_trailing_blanks_eol    = 'X'

               "write_lf_after_last_line     = 'X'

               "show_transfer_status         = 'X'

          TABLES

               data_tab                     = it_header[]

          EXCEPTIONS

               file_write_error             = 1

               no_batch                     = 2

               gui_refuse_filetransfer      = 3

               invalid_type                 = 4

               no_authority                 = 5

               unknown_error                = 6

ABAP 자료추출 리포트는 수사기관과 수사대상업체 ERP 담당자

와의 가장 간단명료한 의사소통을 위해 직관적인 화면으로 구성되

었다. 위 그림은 SAP ERP의 FI모듈에 있는 회계전표를 일괄 추출

하기 위해 구성된 화면이다. 수사대상업체 ERP 담당자는 회사코드,

전표전기일 등과 같은 몇가지 파라미터를 입력하고 실행버튼을 누

르는 간편한 조작으로 해당 리포트 프로그램을 손쉽게 구동할 수

있다.

나. 로컬컴퓨터 다운로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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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er_not_allowed           = 7

               separator_not_allowed        = 8

               filesize_not_allowed         = 9

               header_too_long              = 10

               dp_error_create              = 11

               dp_error_send                = 12

               dp_error_write               = 13

               unknown_dp_error             = 14

               access_denied                = 15

               dp_out_of_memory             = 16

               disk_full                    = 17

               dp_timeout                   = 18

               file_not_found               = 19

               dataprovider_exception       = 20

               control_flush_error          = 21

               OTHERS                       = 22.

      IF sy-subrc EQ 0.

        MESSAGE s600 WITH '엑셀전표헤더삽입성공'. "type 'S'.

      ENDIF.

    CALL FUNCTION 'GUI_DOWNLOAD' "바디추가

          EXPORTING

               filename                     = l_filename

               filetype                     = 'ASC'

               write_field_separator        = 'X'

               codepage                     = '8500' "201560223 delete

               append                       = 'X'

               ignore_cerr                  = 'X'

               replacement                  = '#'

               trunc_trailing_blanks_eol    = 'X'

               trunc_trailing_blanks        = 'X'

               "write_lf_after_last_line     = 'X'

               "show_transfer_status         = 'X'

          TABLES

               data_tab                     = input_it_base[]

          EXCEPTIONS

               file_write_error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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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_batch                     = 2

               gui_refuse_filetransfer      = 3

               invalid_type                 = 4

               no_authority                 = 5

               unknown_error                = 6

               header_not_allowed           = 7

               separator_not_allowed        = 8

               filesize_not_allowed         = 9

               header_too_long              = 10

               dp_error_create              = 11

               dp_error_send                = 12

               dp_error_write               = 13

               unknown_dp_error             = 14

               access_denied                = 15

               dp_out_of_memory             = 16

               disk_full                    = 17

               dp_timeout                   = 18

               file_not_found               = 19

               dataprovider_exception       = 20

               control_flush_error          = 21

               OTHERS                       = 22.

    IF sy-subrc EQ 0.

      MESSAGE s600 WITH '엑셀전표바디삽입성공'. "type 'S'.

    ENDIF.

    CLEAR input_it_base.

    REFRESH input_it_base."input_it_base 초기화

  ELSEIF download EQ 'X' AND text EQ 'X'.

    CALL FUNCTION 'GUI_DOWNLOAD' "헤더추가

          EXPORTING

               filename                     = l_filename

               filetype                     = 'ASC'

               write_field_separator        = 'X'

               codepage                     = '8500'

               ignore_cerr                  = 'X'

               replacement                  = '#'

               trunc_trailing_blanks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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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nc_trailing_blanks_eol    = 'X'

               "write_lf_after_last_line     = 'X'

               "show_transfer_status         = 'X'

          TABLES

               data_tab                     = text_header[]

          EXCEPTIONS

               file_write_error             = 1

               no_batch                     = 2

               gui_refuse_filetransfer      = 3

               invalid_type                 = 4

               no_authority                 = 5

               unknown_error                = 6

               header_not_allowed           = 7

               separator_not_allowed        = 8

               filesize_not_allowed         = 9

               header_too_long              = 10

               dp_error_create              = 11

               dp_error_send                = 12

               dp_error_write               = 13

               unknown_dp_error             = 14

               access_denied                = 15

               dp_out_of_memory             = 16

               disk_full                    = 17

               dp_timeout                   = 18

               file_not_found               = 19

               dataprovider_exception       = 20

               control_flush_error          = 21

               OTHERS                       = 22.

      IF sy-subrc EQ 0.

        MESSAGE s600 WITH '텍스트전표헤더삽입성공'. "type 'S'.

      ENDIF.

    CALL FUNCTION 'GUI_DOWNLOAD' "바디추가

          EXPORTING

               filename                     = l_filename

               filetype                     = 'ASC'

               write_field_separator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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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page                     = '8500' "201560223 delete

               append                       = 'X'

               ignore_cerr                  = 'X'

               replacement                  = '#'

               trunc_trailing_blanks_eol    = 'X'

               trunc_trailing_blanks        = 'X'

               "write_lf_after_last_line     = 'X'

               "show_transfer_status         = 'X'

          TABLES

               data_tab                     = text_line[]

          EXCEPTIONS

               file_write_error             = 1

               no_batch                     = 2

               gui_refuse_filetransfer      = 3

               invalid_type                 = 4

               no_authority                 = 5

               unknown_error                = 6

               header_not_allowed           = 7

               separator_not_allowed        = 8

               filesize_not_allowed         = 9

               header_too_long              = 10

               dp_error_create              = 11

               dp_error_send                = 12

               dp_error_write               = 13

               unknown_dp_error             = 14

               access_denied                = 15

               dp_out_of_memory             = 16

               disk_full                    = 17

               dp_timeout                   = 18

               file_not_found               = 19

               dataprovider_exception       = 20

               control_flush_error          = 21

               OTHERS                       = 22.

    IF sy-subrc EQ 0.

      MESSAGE s600 WITH '텍스트전표바디삽입성공'. "type 'S'.

    END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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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AR text_line.

    REFRESH text_line."text_line 초기화

  ENDIF.

ENDFORM.

IF download EQ 'X'. "다운로드 진입

     "파일라인카운트가제한수에도달하거나총카운트의끝에도달

     IF file_line_count EQ f_limit or file_line_all_count EQ last_line.

        file_line_count = 0. "파일라인카운트초기화

        file_count = file_count + 1. "파일갯수추가

        "write:/ '파일내리기'.

        PERFORM process_file_name.

        PERFORM process_download.

      ENDIF. "파일라인카운트제한수도달

ENDIF. "다운로드만진입

[프로그램 소스2] ABAP 리포트 자료 다운로드 부분

SAP ERP는 자료추출을 위한 다양한 내부함수를 제공한다. 그 함

수 중 SAP ERP ABAP 자료추출 리포트는 GUI_DOWNLOAD 함

수를 채택하였다. 다른 기존 다운로드 함수들이 자료 다운로드 시

SAP ERP 서버 컴퓨터에 파일이 저장되는데 반해 GUI_DOWNLOAD

함수는 작업을 수행한 로컬 컴퓨터에 파일이 저장된다. 디지털 수사

시 앞서 언급한 제약으로 인해 수사관이 SAP ERP 서버에 접근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GUI_DOWNLOAD 함수의 사용이 필수적으

로 요구된다.

다. 분할 다운로드 기능

[프로그램 소스3] ABAP 리포트 자료분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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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 '[시스템정보]'.

  CALL 'SAPCORE' ID 'ID' FIELD 'VERSION'

                 ID 'TABLE' FIELD kernel_version-*sys*.

  READ TABLE kernel_version INDEX 11.

  DATA: log_text(100).

[그림 8] 여러 개의 파일로 자동 분할하여 자료추출

하나의 파일에 대용량 자료를 저장할 시 입출력에 병목현상이 생

기게 된다. 수사관은 SAP ERP로부터 대용량 자료를 빠르게 추출하

여 자료의 오류를 검증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방식으로 자료

분석을 수행해야 하기에 이러한 파일 입출력의 병목현상은 수사관

에게 많은 시간적 비용을 요구한다. 따라서 수사관의 작업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파일의 입출력이 빠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대

용량 자료를 여러 파일에 분할하여 추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ABAP 자료추출 리포트는 이러한 자료 분할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

해 주기에 사용자는 자신이 지정한 자료개수 만큼 분할된 여러 개

의 결과물 파일을 SAP ERP로부터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라. 로그파일 생성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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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E '[SYSTEM INFOMATION]' TO itab_log-zlog.

  APPEND itab_log.

  WRITE:/ 'Job Name : ', Job_Title.

  CONCATENATE 'Job Name : '  Job_Title INTO log_text.

  MOVE log_text TO itab_log-zlog. "한글깨짐

  APPEND itab_log.

  CLEAR log_text.

  WRITE:/ 'SAP DB :', sy-dbsys.

  CONCATENATE 'SAP DB :' sy-dbsys INTO log_text.

  MOVE log_text TO itab_log-zlog.

  APPEND itab_log.

  CLEAR log_text.

  WRITE:/ 'SAP Server Name :',  sy-host.

  CONCATENATE 'SAP Server Name :'  sy-host INTO log_text.

  MOVE log_text TO itab_log-zlog.

  APPEND itab_log.

  CLEAR log_text.

  WRITE:/ 'SAP Server OS :',  sy-opsys.

  CONCATENATE 'SAP Server OS :'  sy-opsys INTO log_text.

  MOVE log_text TO itab_log-zlog.

  APPEND itab_log.

  CLEAR log_text.

  WRITE:/ 'SAP System Name :', sy-sysid.

  CONCATENATE 'SAP System Name :'  sy-sysid INTO log_text.

  MOVE log_text TO itab_log-zlog.

  APPEND itab_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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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AR log_text.

  WRITE:/ 'SAP Version :',  sy-saprl.

  CONCATENATE 'SAP Version :'  sy-saprl INTO log_text.

  MOVE log_text TO itab_log-zlog.

  APPEND itab_log.

  CLEAR log_text.

  WRITE:/ 'Work ID :',  sy-uname.

  CONCATENATE 'Work ID :'  sy-uname INTO log_text.

  MOVE log_text TO itab_log-zlog.

  APPEND itab_log.

  CLEAR log_text.

  WRITE:/ 'SAP Server IP :', kernel_version-data.

  CONCATENATE 'SAP Server IP :' kernel_version-data INTO log_text.

  MOVE log_text TO itab_log-zlog.

  APPEND itab_log.

  CLEAR log_text.

  SKIP.

  WRITE:/1 '[작업결과]'.

  MOVE '[JOB RESULT]' TO itab_log-zlog.

  APPEND itab_log.

  CONCATENATE 'Job Start Posting Date : ' s_budat-low INTO log_text.

  WRITE:/ log_text.

  MOVE log_text TO itab_log-zlog.

  APPEND itab_log.

  CLEAR log_text.

  CONCATENATE 'Jop End Posting Date : ' s_budat-high INTO log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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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 log_text.

  MOVE log_text TO itab_log-zlog.

  APPEND itab_log.

  CLEAR log_text.

  CONCATENATE 'Limit In a File : ' c_limit INTO log_text.

  WRITE:/ log_text.

  MOVE log_text TO itab_log-zlog.

  APPEND itab_log.

  CLEAR log_text.

  CONCATENATE 'Download File Name : ' l_filename INTO log_text.

  WRITE:/ log_text.

  MOVE log_text TO itab_log-zlog.

  APPEND itab_log.

  CLEAR log_text.

  "***PDF 다운로드**********************

  DATA:

    l_lay         TYPE pri_params-paart,

    l_lines       TYPE pri_params-linct,

    l_cols        TYPE pri_params-linsz,

    l_val         TYPE c,

    l_no_of_bytes TYPE i,

    l_pdf_spoolid LIKE tsp01-rqident,

    l_jobname     LIKE tbtcjob-jobname,

    l_jobcount    LIKE tbtcjob-jobcount,

    spoolno       TYPE tsp01-rqident.

  TYPES:

    t_pripar      TYPE pri_params,

    t_arcpar      TYPE arc_param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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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w_pripar     TYPE t_pripar,

    lw_arcpar     TYPE t_arcpar.

  DATA:

    it_pdf        TYPE tline OCCURS 0 WITH HEADER LINE.

  l_lay   = 'X_65_132'.

  l_lines = 65.

  l_cols  = 132.

  "Read, determine, change spool print parameters and archive parameters

  CALL FUNCTION 'GET_PRINT_PARAMETERS'

       EXPORTING

            in_archive_parameters  = lw_arcpar

            in_parameters          = lw_pripar

            layout                 = l_lay

            line_count             = l_lines

            line_size              = l_cols

            no_dialog              = 'X'

       IMPORTING

            out_archive_parameters = lw_arcpar

            out_parameters         = lw_pripar

            valid                  = l_val

       EXCEPTIONS

            archive_info_not_found = 1

            invalid_print_params   = 2

            invalid_archive_params = 3

            OTHERS                 = 4.

[프로그램 소스4] ABAP 리포트 로그 생성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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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check_string USING  pl_in   CHANGING pl_out.

    "체크1 : 문제가되는특수문자가캐리지리턴문자인지

    REPLACE ALL OCCURRENCES OF  CL_ABAP_CHAR_UTILITIES=>CR_LF IN pl_in  

[그림 9] 작업 로그정보 추출

ABAP 자료추출 리포트는 사용자의 작업시간, 작업서버 등의 정

보가 담긴 로그파일을 PDF 형식으로 추출한다. 이러한 로그가 필요

한 이유는 자료추출 작업을 담당하는 사람이 수사대상업체 측 직원

일 가능성이 높으며, 수사기관은 이러한 수사대상업체 측 ERP 담당

자가 투명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

기 때문이다. 수사관은 수사대상업체 측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은 로

그파일들을 분석하여 자료 제출 지연 및 사후 자료가공 여부 등의

혐의를 검증하여야 한다.

마. ERP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쓰레기 문자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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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

    "체크2 : 문제가되는특수문자가수평탭문자인지

    REPLACE ALL OCCURRENCES OF  

CL_ABAP_CHAR_UTILITIES=>HORIZONTAL_TAB IN pl_in  WITH  ''.

    "체크3 : 문제가되는특수문자가뉴라인 특수문자인지구분

    REPLACE ALL OCCURRENCES OF  CL_ABAP_CHAR_UTILITIES=>NEWLINE IN 

pl_in  WITH  ''.

    "체크4 : 문제가되는특수문자가수직탭문자인지구분

    REPLACE ALL OCCURRENCES OF  CL_ABAP_CHAR_UTILITIES=>VERTICAL_TAB 

IN pl_in  WITH  ''.

    "체크5 : 문제가되는특수문자가폼피드문자인지구분

    REPLACE ALL OCCURRENCES OF  CL_ABAP_CHAR_UTILITIES=>FORM_FEED IN 

pl_in  WITH  ''.

    "체크5-1 : 문제가되는깨진문자모두제거

    REPLACE ALL OCCURRENCES OF REGEX 

'[^[:alnum:][:alpha:][:digit:][:punct:][:space:]]' IN pl_in  WITH  ''.

    "체크6 : 큰따움표제거

    REPLACE '"' WITH '' into pl_in.

    pl_out = pl_in.

ENDFORM.

[프로그램 소스4] ABAP 리포트 쓰레기 문자 제거 부분

SAP ERP 시스템은 한글을 2바이트로 인식하고 영문 알파벳을 1

바이트로 인식한다. 국내 기업 경영환경에 따라 SAP ERP 시스템에

다양한 한글 정보가 입출력 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2바이트 한글

문자가 깨지면서 발생한 쓰레기 문자들이 SAP ERP 데이터베이스

에 남겨져 있게 된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이러한 쓰레기 문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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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tc~tcode      "트랜잭션 코드

수사관의 자료 분석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수사관이 수사

대상업체의 SAP ERP 서버로부터 전산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데이

터베이스로 구축, 각종 범죄혐의를 분석한다고 했을 때, 쓰레기 문

자들이 같이 추출됨으로써 결과물 파일의 데이터 구분자를 훼손시

키게 된다. 이로인해 결과물 파일의 자료들이 뒤죽박죽 섞이게 되고

수사관은 일일이 자료파일을 열어 이를 수정해주어야 하는 어려움

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들어 SAP ERP로부터 특정 사용자의 이름과 주소인 ‘홍길동

| 서울 강남구’ 라는 자료를 추출한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홍길동의

마지막 글자인 ‘동’이 어떤 원인에 의해 2바이트 한글을 완전히 구

성하지 못하고 1바이트만 남겨져 있다고 했을 때 SAP ERP는 사용

자의 이름을 ‘홍길 ’로 출력되게 된다. 만약 수사기관이 이 자료를

쓰레기 문자를 제거하지 않고 SAP ERP로부터 추출한다면 1바이트

만 남은 깨진 한글 ‘동’이 자료구분자인 파이프(|)와 합쳐져 쓰레기

문자를 구성하게 된다. 즉, 수사관은 ‘홍길쀕서울 강남구’라는 자료를

추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료 뒤섞임은 자료 분석 및 데이터베

이스 구축을 불가하게 만들기 때문에 수사관은 이를 모두 찾아내어

수정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ABAP 자료추출 리포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료추출 시

모든 자료들이 쓰레기 문자 체크 구문을 거쳐 정제된 자료만 추출

하게 끔 한다.

바. 수사에 최적화된 자료 양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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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pgmna      "프로그램

                tc~dypno      "화면

                tt~ttext       "트랜잭션 텍스트

                INTO CORRESPONDING FIELDS OF TABLE it_base

                FROM tstc AS tc LEFT JOIN tstct AS tt

                ON tc~tcode = tt~tcode AND tt~sprsl = p_lang

                WHERE tc~pgmna LIKE l_first ESCAPE '#'.

[프로그램 소스5] ABAP 리포트 양식 구성 부분

SAP ERP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핵심 전산자료들과 관련 데이터

베이스 테이블은 아래와 같다.

전산자료 SAP DB 테이블

회계전표 BKPF, BSEG

거래처 리스트 KNA1, KNB1, LFA1, LFB1

거래처 은행계좌 KNBK, BNKA, LFBK

매출인보이스 VBRK, VBRP

매입인보이스 RBKP, RSEG

물류전표 MKPF, MSEG

자체개발화면 TSTC, TSTCT

프로젝트 리스트 PRPS, PR

[표2] SAP ERP 핵심 전산자료와 관련 DB 테이블 명세8)

8) EASY ABAP 2.0 (김성준, 프리렉, 2012.7.25.) 제5장 Internal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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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간단한 SAP ERP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인 TSTC를 예를 들

면, 수사기관은 단지 수사대상업체의 자체개발 업무화면을 파악하기

위하여 TSTC 데이터베이스 자료만을 확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TSTC 테이블에는 단지 자체개발업무 화면에 대한 코드 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관은 이러한 코드와 코드명을 매칭하여 분석을 하여야

한다. TSTC의 코드명은 TSTCT 테이블에 존재한다. [프로그램 소

스5]에서는 SQL의 JOIN문을 사용하여 자체개발업무화면 코드와 코

드명을 매칭시켜준다.

[그림 10] 자체개발업무화면 자료 추출 리포트 실행결과

따라서 수사관은 코드와 코드명이 매칭된 가장 가독성이 높은 결

과물을 바로 확보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작업을 ABAP 자료추출 리

포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편집작업을 거치

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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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수사에서의 리포트 프로그램 활용

[그림 11] SAP ERP ABAP 리포트 자료추출 프로그램 활용 절차

가. 사전설명

SAP ERP ABAP 전산증거 확보 리포트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

해서는 우선 디지털 수사 현장에서 수사대상업체 대리인(회계팀, 전

산팀 등)에게 수사기관에서 사용할 ABAP 리포트 프로그램과 자료

추출 방법, 그리고 자료전달 방법 등을 설명하는 사전 설명 단계를

거쳐야 한다. 수사관은 수사대상업체 담당자에게 아래와 같이 안내

한다.

“업체의 원활한 자료제출을 위해 수사기관은 SAP ERP 전산자료

제출을 위한 ABAP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전달받은 ABAP

프로그램을 테스트 서버에서 안정성 검증 후 즉시 본서버에 이식하

여 작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작업 종료 후 작업 시작시간과 종료시

간이 PDF로 생성된 로그파일에 기록될 것입니다. 결과물과 로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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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나. 전달

수사대상업체 SAP ERP 담당자에게 SAP ERP ABAP 리포트 자

료추출 프로그램 소스를 전달한다. 해당 프로그램을 전달받은 담당

자는 SAP ERP 테스트 서버에서 프로그램을 검증 후 즉시 본서버

로 이관한다.

[그림 12] 테스트 서버에서 본서버로 ABAP 프로그램 이관

다. 결과물 회신

자료추출 작업은 수사대상업체 ERP 담당자가 진행한다. 담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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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일부 진행하며 작업 종료 예상시간을 추축하여 수사관에게

알려준다. 작업이 종료되면 결과물 파일(엑셀 CSV파일 또는 텍스트

파일)과 PDF 로그파일을 조사담당자에게 전달한다. 조사담당자는

결과물이 제대로 추출되었나 로그파일과 대조하여 검증하고 작업에

소요된 시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로그파일 분석 결과

자료제출이 고의로 지연되었거나 자료 임의 가공 등에 대한 혐의

발견 시 즉시 자료추출 담당자에게 소명을 요구한다.

제4장 제안방식에 따른 전산증거의 신뢰성 검증

ERP 상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은 앞서 언급한 대로 수사대상업체

ERP에 수사기관이 직접 접근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전산자료의

완벽한 신뢰성 검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ERP에서 확보한 자료의

신뢰성 검증 기법은 “ERP 확보자료 신뢰성 검증 기법”을 사용한다.

“ERP 확보자료 신뢰성 검증 기법”이란 완전무결한 전산증거의 신

뢰성 검증9)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ERP 디지털 수사 현장에서 수사

기관이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 신뢰성

검증에 있어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는 기법을 말한다.

수사대상업체 ERP에서 추출한 자료의 신뢰성 검증은 크게 두 가

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신뢰성 검증 프로그램을 사용해 SAP ERP

ABAP 리포트 자료추출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증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SAP ERP에서 샘플링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9) 디지털포렌식에서는 해시 함수 등을 통해 정보저장매체나 파일의 무결성을 확보하여 무

결성 검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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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모드 제공 기능 내    용

로그분석

로그 작업 정보 로그 정보를 한눈에 확인

로그와 파일 

매칭
파일 및 자료누락 검증

로그 없는 파일 로그와 매칭이 안되는 자료파일 탐색

이중서버 

존재여부

로그를 분석하여 여러 대의 서버에서 

작업한 흔적이 있는지 검증

작업 지연도 

분석

로그상의 작업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분석하여 작업이 지연된 사실이 있는지 

검증하는 방법이다.

가. 신뢰성 검증 프로그램을 통한 자료 검증

SAP ERP ABAP 자료추출 프로그램으로 추출한 전산자료의 신

뢰성 검증을 위해 신뢰성 검증 프로그램을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개발하였다.

[그림 13] SAP ERP 추출 전산자료 신뢰성 검증 프로그램

신뢰성 검증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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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자료파일 수정 

혐의

자료추출 작업 종료 후 일정시간이 지나 

자료를 수정한 사실이 있는지 검증

자료분석

정상 자료파일
검증을 완료하여 DB 구축 준비가 된 자료 

분류

파일 형식 오류
자료파일 형식을 갖추지 않은 오류 파일 

분류

자료 내용 오류
자료파일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자료 

내용에 오류가 있는 파일 분류

- 로그파일과 매칭 기능 활용 케이스

SAP ERP 서버로부터 확보된 전산증거는 대부분 대용량 자료일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자료의 누락 및 수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경우는 작업 담당자가 고의로 추출된 전산증

거 자료에서 일부 자료를 삭제할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신뢰성

검증 프로그램의 로그파일과 매칭 기능은 추출된 대용량 자료와 로

그 파일을 자동으로 매칭 시켜 누락된 자료나 오류 자료를 자동으

로 검증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15] 추출된 자료의 오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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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추출된 자료의 자료누락 검증

- 로그 없는 파일 기능 활용 케이스

SAP ERP 서버로부터 전산증거 확보 시 작업 담당자가 실수 혹

의 고의로 로그파일들을 누락하고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신뢰성 검

증 프로그램은 제출된 자료 중 로그파일이 제출되지 않은 파일들을

자동으로 찾아 디지털 수사관에게 알려줌으로써 확보된 전산증거의

신뢰성을 보완한다.

- 이중서버 존재 여부 기능 활용 케이스

SAP ERP 서버로부터 전산증거를 확보할 시 작업 담당자는 디지

털 수사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둔 이중 서버로부터 자료를 추출해

디지털 수사관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신뢰성 검증 프로그램의

이중서버 존재 여부 기능은 추출된 로그 파일 중 상이한 아이피나

서버로부터 추출된 자료를 찾아내여 이중서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디지털 수사관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 46 -

[그림 17] 이중서버 존재여부 검증

- 작업지연도 분석 기능 활용 케이스

[그림 14] 로그분석을 통한 작업 지연도 분석

자료추출에 있어 작업 지연도를 분석하는 이유는 자료추출 프로

그램을 수사대상업체에 전달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을 시 수사대상업체의 프로그램 소스 수정 등의 행위나



- 47 -

자료가공 행위, 또는 고의적인 수사 비협조 상황 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수사관이 SAP ERP

ABAP 리포트 자료추출 프로그램 소스를 작업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합리적인 사유없이 작업이 지연되거나 작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료 전달이 아무런 사유없이 지연 제출 될 시 이를 디지털 수사관

이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전산증거의 신뢰성을 보완한다.

- 자료파일 수정혐의 기능 활용 케이스

ERP 디지털 수사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추출된 자료의

사후 가공일 것이다. 신뢰성 검증 프로그램은 추출된 자료의 로그기

록 및 파일 생성시간을 대사하여 자료추출 사후에 수사대상업체 담

당자에 의해 자료가 임의로 가공된 흔적이 있는지 검증한다.

[그림 18] 추출된 자료의 사후 수정 검증

신뢰성 검증 프로그램은 추출된 자료의 DB자동구축 기능도 제공

한다. 자료 오류 검증을 끝내 유효한 자료로 판명이 되면 이 기능을

사용하여 수사관은 빠르게 효율적으로 대용량 ERP 전산자료를 데

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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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신뢰성 검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DB 자동구축

나. SAP ERP 샘플링을 통한 신뢰성 검증 기법

SAP ERP ABAP 리포트 자료추출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한 자료

의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실시간 SAP ERP에 접속, 추출된 자료의

샘플을 사용하여 실제 ERP 업무화면에서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

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ABAP 자료추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SAP ERP MM

모듈에서 매입 인보이스 자료를 추출하였다고 가정하자. 수사관이

수사대상업체의 ERP 서버에 직접 접근하기 힘든 환경에서 추출한

매입 인보이스가 100% 완벽하게 수사대상업체 서버에서 추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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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가공없이 원본 그대로 전달되었다고 신뢰할 수는 없다. 따라

서 수사관은 수사대상업체의 협조를 얻어 실시간으로 구동되고 있

는 SAP ERP 서버에 MM모듈 접근 권한이 있는 아이디로 직접 로

그인하여 접속, 추출된 자료를 검증한다. 이 경우 추출된 자료가 대

용량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료의 검증의 무작위로 선택된 샘플

자료로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수사관에게는 ERP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필

요하게 된다. SAP ERP 시스템에서의 MM모듈의 구매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그림 20] SAP ERP MM모듈 구매 프로세스

디지털 수사관이 자료추출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전산자료는

ERP 시스템 구매 프로세스 중 실제 구매가 확정된 시점인 송장검

증 단계에서의 구매 인보이스일 것이다. 따라서 수사관은 해당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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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를 드릴다운의 방법으로 역추적하여 추출된 자료와 실제

ERP 화면에서의 자료를 대사하는 방법으로 신뢰성 검증이 가능하

다.

예를 들어 5105605608 구매인보이스를 ABAP 자료추출 프로그램

을 통해 수사대상업체 ERP 서버에서 추출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림 21] SAP ERP MM모듈 구매 프로세스 조회 화면

수사관은 SAP ERP 구매인보이스 조회 화면에서 추출한

5105605608 구매인보이스를 직접 입력하여 조회함으로써 추출된 자

료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다. 만약 수사관이 MM모듈에서 해당

구매의 물류흐름과 실제 회계전표 상의 매입채무 흐름을 분석하고

자 한다면 SAP ERP에서 제공하는 구매 흐름 업무화면을 통해 검

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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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SAP ERP MM모듈 구매 프로세스 흐름 조회 화면

제5장 결론

1. 연구의 결과 및 한계

SAP ERP ABAP 리포트 자료추출 기법과 “ERP 확보자료 신뢰성

검증 기법”은 직접적인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할 수 없는 대기업등

ERP 전산시스템에서의 디지털 수사를 위해 고안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다. 직접적인 디지털 포렌식 이미징과 해시함수 등의 신뢰성

검증을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대기업 ERP에서 최선의 방법

을 다해 신뢰성이 보장되는 대용량 자료를 확보하여 각종 기업 범

죄의 전산증거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24시간 구동되고 있는 기업 ERP 전산시스템을 압수영장으로 압

수할 수 없다는 한계로, SAP ERP ABAP 리포트 자료추출 기법은

결국 수사대상업체의 협조를 기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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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0) 즉, 대기업 등 수사대상업체가 수사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

한다거나, 기업의 재산적 피해를 우려하여 수사관의 SAP ERP

ABAP 리포트 자료추출 자체를 허용하지 않을 시 이를 강제할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디지털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은 SAP ERP

ABAP 리포트 자료추출 기법이 수사대상업체에 전혀 해를 주지 않

는 안정적인 방법이며, 이러한 방법에 협조하지 않을 시 수사대상업

체가 별도로 전산자료 제출을 위한 ERP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등의 수사협조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한다. 이는 특

히 외국계 기업 수사의 경우 더욱 중요한데, 수사관할이 미치지 않

는 해외에 ERP 서버가 있을 경우 국내 수사기관은 이를 강제할 어

떠한 법적 권한도 없기에 수사대상업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설득

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ERP 확보자료 신뢰성 검증 기법”도 결국은 100% 완전한

신뢰성 검증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즉, SAP ERP ABAP

리포트 자료추출 프로그램 소스를 전달받은 업체가 고의로 자료추

출 과정을 지연시키며 소스코드를 수정하려할 경우, 샘플링 등의 추

가적인 신뢰성 검증 방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할 시, 수사관은 임

의로 수정된 전산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다. 따라서 신뢰성 검증에 있어 디지털 수사관의 경험과 연륜이 중

요하게 된다. 디지털 수사관은 신뢰성 검증에 있어 자신이 보유한

경험을 이용해 자료추출 과정에서의 의구심 및 추출된 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10) 이윤재,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한국형사법학회, 형

사법연구 제24권 제2호(2012), 제304∼3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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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과제

현재의 “ERP 확보자료 신뢰성 검증 기법”은 완전한 신뢰성 검증

기법이 아니기에 이를 전산증거로 법원에서 채택되는 보완적인 방

법이 요구된다. 즉, SAP ERP ABAP 리포트 자료추출 기법을 사용

하여 추출한 자료를 분석하여 기업범죄를 적발 시, 추출한 회계분개

장·매출장·매입장 등을 전산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ERP 확보자

료 신뢰성 검증 기법”이 아닌 “완전한 신뢰성 검증”기법을 사용한

전산증거 제출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소스코드에

공개키 암호 모듈을 추가하여 결과물을 암호화된 형태로 받는 것도

연구해 볼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디

지털 수사관은 추출한 전산증거를 기업 ERP에서 다시 조회하는 과

정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ERP 확보자료 신뢰성 검증

기법”이 가진 한계를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디지털 포렌식 관련 유관기관들은 대기업 범죄 수사를 위한

기업 ERP 포렌식 수행 시 보다 신뢰성이 강화된 자료추출 기법과

신뢰성 검증 기법을 개발하여 대기업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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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ata acquisition and Reliability 

verification techniques 

in SAP ERP digital investigation

Sang Jun Ji

Department of Mathemetical Information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Modern digital forensics faces a number of challenges from the

rapid development of IT. The classic digital forensic technique

that imaged and analyzed the storage device is a reality that can

not actively cope with the change of the forensic environment

due to the introduction of new systems such as cloud and ERP.

Especially, in the case of corporate crime, important evidences

like contract documents are all input into the enterprise computer

system, and most of these systems are moved to foreign

countries.

In this environment, digital investigations are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as you can see from the case of former Choi

Soon-sil tablet effectiveness and influence of digital forensic are

enormous in the field of investigation. Therefore,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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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ors should research and develop various digital forensic

techniques to adapt under rapidly changing IT environment.

“SAP ERP ABAP report data acquisition technique” and "best

reliability verification technique" are another digital forensic

technique developed in this environment as I mentioned above.

ERP system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a live system that

can not perform database imaging. The ERP system that

manages whole corporate is like the heart of the enterprise, and

the company shows a physiological need to prevent the arbitrary

system access of others to protect own property rights. However,

digital investigators need to have direct access to the company 's

ERP system to be able to acquire reliable digital evidence. In this

environment, digital investigators must balance the protection of

corporate property rights and efficient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SAP ERP ABAP report data

acquisition technique” and "Best reliability verification technique",

which are developed in balance between protecting the

proprietary rights of companies and efficient acqusition of digital

evidence from SAP ERP which has the biggest share in domestic

ERP market. By using these techniques in the field of digital

forensics field, we can acquire digital evidences and verify the

reliability in the most efficient manner under the cooperation of

the company in the field of investigation.

In this thesis, I think that it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how the investigators who perform digital forensics in the

field should cope under the rapidly changing I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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