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OS 기기에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수사 기관에 제공하기 위해 
Magnet Forensics와 Grayshift가 파트너쉽을 체결했습니다. 두 회사의 파트너쉽은 수사 기관 고객이 
정의를 지키고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돕겠다는 공통적인 사명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수년 동안 수사 기관은 중요한 증거가 있는 기기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GrayKey
는 브루트포스와 거의 동일한 기술력으로 패스코드를 풀면서 조사관이 시장의 다른 솔루션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Magnet AXIOM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BFU 또는 Before First Unlock, AFU 또는 After First Unlock 또는 Full Filesystem 이미지를 포함하여 
GrayKey에서 생성할 수 있는 이미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사관이 수집할 수 있는 이미지 유형에 
상관없이 각 유형을 Magnet AXIOM에 넣어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Magnet AXIOM에서 이미지를 로드하려면 사용자는 AXIOM Process의 증거 소스 영역에서 “Mobile -> 
iOS -> Load Evidence -> Images”를 선택하면 됩니다.

증거 선택 화면이 로드되면 사용자는 프로세싱을 위해 GrayKey에서 생성한 이미지 형식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udid>_files_<image type>.zip” 형식으로 저장되고 iOS 기기의 고유 장치 
식별자와 연결됩니다. 이 이미지가 GrayKey 기기에서 수집한 BFU, AFU 또는 파일 시스템 이미지인 경우 
이미지 유형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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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시스템 이미지를 선택하고 로드하면 사용자는 AXIOM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파일 시스템의 
일부 또는 모든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없거나 파일 시스템에서 매우 특정한 아티팩트를 
찾으려는 사용자에게 유용합니다.

GrayKey 데이터를 로드할 때 유일한 차이점은 키 체인 데이터를 로딩하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검토용으로 
내보낼 수 있는 값과 내보낼 수 없는 값이 포함됩니다. 키 체인을 로드하려면 사용자는 이미지와 유사한 
단계를 따라야하지만 “이미지”를 선택하는 대신 “파일/폴더”를 선택하고 AXIOM을 “udid_keychain.plist”
로 디렉팅해야 합니다.

선택한 모든 GrayKey 데이터가 AXIOM에 들어가면 조사관은 스캔할 아티팩트를 결정하고 AXIOM의 
Dynamic App Finder 또는 파일 유형별 맞춤형 검색과 같은 고급 기능을 사용하여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한 
이미지와 함께 추가 데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가 Magnet Examine에 로드되면, 사용자를 위한 정보를 최대화하기 위해 Magnet이 최근에 
추가한 다양한 아티팩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이러한 이미지에서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아티팩트 조각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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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로그 기록 (WRITE AHEAD LOGS)

GrayKey는 장치의 전체 파일 시스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기본 아티팩트와 함께 존재하는 
임시 또는 지원 파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sms.db와 동일한 디렉토리에 있는 sms.
db-wal 파일입니다. sms.db를 통해 조사관은 iMessage, SMS 메시지 및 MMS 메시지를 복구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베이스는 SQLite의 “선 로그 기록 (Write Ahead Logs)”기능을 사용하므로 
메시지는 메인 sms.db에 기록되기 전에 sms.db-wal 파일에 실제로 기록됩니다. 이로 인해 메시지가 
삭제되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지에 따라 잠재적으로 삭제된 메시지를 복구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는 즉시 메시지를 삭제하면 
기본적인 iTunes 스타일 추출 방식으로는 삭제된 메시지 복구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러나 
GrayKey를 사용하면 전체 파일 시스템을 추출할 수 있으므로 이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고 AXIOM은 
잠재적으로 삭제된 메시지를 포함하여 선 로그 기록에 남아있는 모든 메시지를 카빙하려고 시도합니다.

위의 예에서 sms.db의 선 로그 기록에서 복구된 메시지의 예시와 AXIOM이 타임 스탬프, 방향성을 
포함하여 많은 정보를 Connections 기능을 통해 사용자 간 통신을 매핑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 로그 
기록(Write Ahead Logs) 복구 메시지는 AXIOM의 채팅 스레딩 옵션의 일부이므로 사용자는 검토를 위해 
이러한 데이터 포인트를 시간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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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기본 iTunes 스타일 백업 이미지에서 개발자는 본인의 애플리케이션에 포함시킬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주요 예로는 이러한 백업에 키 파일을 포함하지 않는 Facebook, 
Instagram 및 Twitter가 있습니다. AXIOM은 GrayKey 이미지에서 전체 파일 시스템에 액세스하므로 
이러한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XIOM에서 가능한 경우의 예시로는 
Facebook 메신저 메시지, Instagram의 DM 및 Twitter 트윗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DJI Go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복구 과정을 보여주는 이 예시와 같이 아티팩트로 
처리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조사관이 더 깊이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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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MAIL

Apple Mail 애플리케이션 (Mail.app)은 iPhone 4 시절 이후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많은 포렌식 
조사관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Apple은 Mail.app 데이터를 파일 시스템의 최고 수준으로 보호하므로, 
이 정보는 패스코드를 파악한 후에만 전체 파일 시스템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스코드를 찾으면 AXIOM Examine은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복구된 이메일에 저장된 받는 사람/보낸 
사람, 제목, 보낸 날짜, 받은 날짜, 요약 내용 및 읽은 상태를 표시합니다. 이러한 이메일들은 유용한 대화 
포인트를 제공하고 조사관이 조사해야 할 다른 서비스 부분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AXIOM Examine은 Mail 애플리케이션에서 찾은 데이터 외에도 전체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소스에서 Apple Mail 조각이라는 아티팩트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각은 
기기에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기기의 비밀번호가 복구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조사관이 기기에서 
사용되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서비스 공급자 쪽부터 조사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이메일 조각은 AFU (After First Unlock) 상태의 기기로부터 GrayKey가 생성한 프로세스 메모리 
이미지에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웹 캐시 및 앱 캐시

이 파일 시스템 이미지를 사용하면 기본 Safari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afari App 캐시 
정보와 같은 추가적인 웹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웹 캐시는 사용자가 URL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정보는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불법 자료를 보고 있는 경우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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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캐시 아티팩트를 통해 조사관이 특정 아티팩트의 캐시 내에 무엇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는 일반적으로 내장된 브라우저가 있지만 해당 브라우저에 대한 웹 기록 
로그를 많이 저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사관은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 내부의 링크를 클릭했을 때의 
정보를 복구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 체제 데이터ーKnowledgeC

AXIOM Examine의 운영 체제 카테고리에는 이러한 파일 시스템 이미지에만 사용할 수 있는 아티팩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예시 중 하나는 KnowledgeC 아티팩트 세트입니다. KnowledgeC 
아티팩트는 여러 아티팩트를 확인해 해당 활동을 맵핑하고 애플리케이션 또는 사용자의 사용 패턴을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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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체제 데이터 – 네트워크 사용량

운영 체제 카테고리의 네트워크 사용 아티팩트를 통해 조사관은 사용자가 통신에 사용한 무선 액세스 지
점과 사용자가 데이터를 보낸 셀룰러 타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용량 – 연결 아티팩트는 유형
에 따라 Cell ID 또는 MAC 주소를 표시합니다.

네트워크 사용량 –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아티팩트는 Windows SRUM과 매우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이 아
티팩트를 통해 조사관은 데이터를 사용한 프로세스, 사용된 데이터 양 및 WiFi, 셀룰러 및 유선 정보 포함
한 인터넷 연결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ID를 검색하면 이를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 데이터의 양을 정
확하게 표시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이 정보는 사용자가 설정에서 사용 통계를 삭제하여 리셋할 수 있
으므로 처음 기기를 사용한 이후의 모든 기록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全な履歴ではありません。

운영 체제 데이터 – 스크린 타임

iOS 12에 새로 도입된 스크린 타임 데이터는 iOS에서 생성되었으며 스크린 타임 데이터를 통해 조사관은 1
시간 간격으로 애플리케이션 사용량, 생성된 알림 수 및 이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위해 기기를 사용한 횟수
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는 매우 중요할 수 있으며 압수 시 즉시 기기를 압수해야 
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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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데이터

최신 iOS 기기에는 데이터 저장소가 여러 위치에 있습니다. 캐시된 장소 및 자주 찾는 장소는 사용자가 방
문한 장소 또는 지역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AXIOM Examine의 세계 지도 보기에서 
Apple Pay 거래 데이터와 같은 기타 정보를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활동 지점을 사용자의 활동에 맞게 매
핑할 수 있습니다.

키 체인 데이터

GrayKey가 생성한 키 체인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는 내보낼 수 있는 값과 내보낼 수 없는 값을 모두 저장합
니다. 이는 GrayKey 생성 키 체인 내에 암호화된 iOS 백업의 키 체인 항목에서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SSID 및 패스코드와 함께“AirPort”항목으로 저장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 암
호화된 백업을 위한 백업 비밀번호 및 사용자가 이 기기에서 사용한 여러 서비스에 대한 토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비밀번호 아티팩트는 Safari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키 체인으로 전달된 정보를 저장하며 
정보를 한 iOS 기기에서 다른 장치 또는 MacOS 장치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클라우
드 기반 소스의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복구할 수 있으며 적절한 법적 권한이 있는 경우 AXIOM Cloud
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여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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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메모리 이미지 분석

GrayKey가 생성한 프로세스 메모리의 이미지를 처리함으로써 AXIOM은 AFU (After First Unlock) 기기
의 프로세스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를 카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파일 시스템에서 삭제된 정보가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GrayKey 장치에서 수집되었고 이름은 “<udid>_mem.zip” 이며 다른 이미지
와 같은 방식으로 AXIOM Process에서 로드할 수 있습니다. 일단 로드되면 AXIOM은 웹 관련, 채팅, 이메
일, 미디어 등을 포함한 기록을 자동으로 카빙 시도합니다. 아래 예에서 iMessage/SMS 메시지, 메일 조
각, 통화 기록 및 Google 검색과 같은 결과를 포함하여 프로세스 메모리 이미지에서 카빙된 일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agnet Forensics 팀은 최근 Grayshift 팀이 제공한 이미지에 대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 심도있게 연구했
습니다. 저희는 이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포렌식 커뮤니티에 새롭고 흥미로운 아티팩트를 제공해 방
대한 양의 데이터를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Magnet 
Forensics와 Grayshift는 iOS 기기를 다루는 고객을 위해 가장 쉽고 강력한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 새롭고 흥미로운 아티팩트를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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