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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IT 업계에는 Big Data와 Cloud라는 개념의 시스템들이 등장하면서 굉장한 혁신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빅 데이터는 다가올(이미 왔을) 스마트 혁명의 주축으로 평가받으며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스마트폰 발달로 인해 그 개념과 필요성이 중요해졌는데 

Big Data의 핵심 기술인 Hadoop System을 Digital Forensics에 어떻게 적용 할 것인지 해

당 문서에서 그 방법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다루어 볼 것이다.

2. 본론

현 시대에서 데이터란 돈과 직결되는 것으로 그 양은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SNS와 스마

트폰의 발달로 인해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이 생산되고 또 버려진다. 이렇듯 기존의 방식으

로 감당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Big Data로 정의 할 수 있는데 Big Data를 분석하는 기술로

는 분산 컴퓨팅1) 소프트웨어 Hadoop2)이 있다. 앞서 말했듯이 근래에는 데이터 홍수라 불

리 울 만큼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Digital Forensics을 

수행 할 경우 시간과 그 노력은 엄청나게 소모 될 것이다. 이때 이러한 데이터들을 정렬, 

분석하기 위해 Hadoop 기술을 사용한다면 분석 시간 소요와 그 노력은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며 또 분석 결과를 시각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사 수행 결과를 정리 할 때 

편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데이터들에 Hadoop 기술을 적용하면 앞서 말한 효

과들을 볼 수 있다.

 - Cloud System

 - System Log

 - Network Packet

 - Firewall Log

공통적으로 양이 방대한 데이터들이다. 요즘은 Cloud System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어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 쉽게 사용이 가능한 만큼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만약 Cloud System이 침해당해 해당 시스템을 조사해야 한다면 그 많은 사람

들이 접근한 기록 등을 분석해야 하는데 이때 Hadoop을 사용한다면 분석하려는 정보들을 

파악하기 쉬워져 분석하는데 있어 시간소요가 적어진다. System Log와 다른 것들도 마찬가

지이다.

하지만 Hadoop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Digital Forensics

에서 중요한 무결성이다. 만약 Hadoop을 사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 정보를 법정의 

증거로 제출 하였을 때 과연 그 증거의 무결성을 어떻게 입증 할 것인가? 이는 제일 중요

1)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로 여러 대의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하나의 시스템처럼 사용 하

는 기술을 말한다.

2) 오픈 소스 검색 엔진(Nutch)를 개발하던 더그 커팅(Doug Cutting)이 Nutch에서 웹 검색 수준의 대용량 데이

터 처리를 위해 개발한 분산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현재는 별도의 프로젝트로 진행 될 만큼 그 규모가 커졌다.

   Hadoop은 크게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와 MapReduce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문제이다. 조사 과정의 단순화와 조사관의 편의를 위하여 Hadoop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무결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법정에서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면 그 조사 과정은 모두 

무효화 되는 것이다. 만약 Hadoop System이 악성 Rootkit에 감염되었다고 하였을 때 해당 

시스템에서 분석되어 나오는 결과는 신뢰성을 잃어버린다. Hadoop에는 데이터 블록의 무

결성을 검증하는 CheckSum3)은 존재하지만 프로세스의 대한 무결성 검증 방법은 구현되어 

있지 않다. [그림 1]은 Hadoop System의 데이터 처리 과정이다.

[그림 1 - Haddoop System의 데이터 처리 과정4)]

Hadoop의 HDFS에서 데이터를 나누어 저장하면 MapReduce가 나누어진 데이터를 병렬

처리 하는 원리이다. 이때 악성 Rootkit에 감염된 System에서 Rootkit에 의해 변조 된 

MapReduce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병렬 처리 분석 할 경우 정확한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

오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무결성 검증을 위해 hash 값을 사용해

야만 한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조건이 필요하다. 병렬처리에 사용되는 프로세스의 초기 

hash 값이 필요하다. 만약 초기 hash 값이 있다면 데이터 병렬처리가 끝난 후 병렬처리를 

수행 한 프로세스의 hash 값을 계산하여 초기 hash값과 동일한지 비교한다. 동일하지 않다

면 해당 프로세스는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프로세스가 변경(수정) 된 것이다. 그러므로 

Digital Forensics 수행에 Hadoop을 적용하려면 Digital Forensics 수행에만 사용 할 

Hadoop System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3) 데이터 블록 별로 CheckSum이 있고 해당 내용은 HDFS 네임스페이스 안의 숨겨진 파일로 저장된다.

4) HDFS와 MapReduce는 Master/Slave 구조인데 HDFS에서의 Master는 Name node로 Data node의 메타정

보를 가지고 있고 Data node는 데이터를 나누어 저장한다. MapReduce에서 Master는 Jop Tracker이다. 

HDFS에서 Slave는 Data node이고 MapReduce에서는 Task Tracker이다. 실제적인 병렬처리를 하는 프로세

스는 Task Tracker이다.



3. 결론

사실 현재로서 Digital Forensics 수행 과정에 Hadoop을 적용해야 하는 사례는 드물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양이 팽창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하려면 Digital Forensics의 수행과

정에서도 분석 방법이 지금보다 조금 더 발전해야 한다. 데이터 변조 방지 방법만 제시 된

다면 현재 걸림돌이 되는 제약조건 또한 사라지게 되고 현재까지 제약조건이 있고 무결성에 

대한 완벽한 검증과 변조 방지 방법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적으로 사용하기에

는 많은 문제점이 따르지만 발 빠른 IT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꼭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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