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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논문에서는 윈도우즈 NTFS 파일시스템에서 파일명령을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포렌식
방법을 제안한다.제안한 방법은 파일명령을 수행할 때 타임스탬프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이용하여 어떤
파일명령이 실행되었는지 구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이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TCC &
CC(TimestampChangeCheck&
CodeConversion)함수,B2D(BinarytoDecimal)
변환함수,
FDD(ForensicDecisionDecoder)함수 등의 3 가지 함수를 구현한다.TCC& CC 는 $SI 와
$FN 속성에 들어 있는 각 4 개씩 모두 8 개의 타임스탬프의 변화에 대해 각각 2 비트를 할당하여 전체
16 비트 코드 를 만드는 기능을 하고,B2D 변환 함수는 이것을 10 진수로 변환하여 해당 값을
FDD 함수에 입력하여 디코드된 포렌식을 위한 출력값을 만든다.제안된 방법을
파일생성,파일복사,파일덮어쓰기-소스남김 사례에 적용하여 타임스탬프의 변화에 의해서 어떤
파일명령이 수행되었는지 구분한 결과를 보이기 로 한다.
핵심어 :디지털 포렌식,타임스탬프 변화 패턴,명령어 구분함수,이벤트 재구성,NTFS 파일시스템

Abstract
This research proposes a new digital forensic method for a distinction of file commands in Windows
NTFS file system. The proposed method is to distinct what command is executed only by comparing
timestamp change pattern before and after a file command execution. The proposed method is composed
of three parts, i.e. TCC & CC(Timestamp Change Check & Code Conversion) function, B2D(Binary to
Decimal) conversion function, and FDD(Forensic Decision Decoder) function. Each input of the TCC &
CC for timestamps of 8 timestamps in $SI and $FN is assigned 2 bits respectively and it produces 16 bit
code. The code is converted into a decimal value by the B2D conversion function. The decimal value is
decoded into a forensic output by the FDD function. The proposed method gives a forensic way to distinct
executed file command. With three forensic cases, i.e. a file creation, a file copy and a file overwrite-a source
file left command, the proposed forensic method is verified for its usefulness.
Keywords : Digital forensics, Timestamp change pattern, Command distinction function, NTFS file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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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파일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파일들에는 작업이 실행된 시간을 기준으로 타임스탬프
를 기록한다[1][2].디지털 포렌식의 관점에서는 이런 타임스탬프가 어떤 작업을 언제 했는지 추정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타임스탬프들을 활용하여 어떤 이벤트를 중심으로 발생된
상황을 추정하여 시간대 별로 재구축하여 포렌식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3].
타임스탬프를 이용한 디지털 포렌식 방법에 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그 중에서

Boyd 와

Poster[4]는 컴퓨터에 기록된 시간이 잘못 다뤄져서 생기는 문제와 마이크로스프트사의 인터넷 익
스플로러 웹브라우저에서 지역시간과 UTC 시간 간의 변환 문제,그리고 시간관련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 필요한 6 가지 검토사항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Stevens[5]는 그의 연구에서 시간 모델을
제시 하였는데 이것은 컴퓨터의 자체 클럭과 여러 전자장비의 디지털 시간의 동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설명한 것이다.이 연구는

NTFS 뿐 아니라 다른 파일시스템에서도 시스템
시간에 발생하는 시간차이 문제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Willassen[6]은 타임스탬프에
오류가 포함되어서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해결방법을
제시하였다.그는 타임스탬프를 다루는데 있어서 타임스탬프의 조작과 클럭에 오류 또는 부적절한
설정을 하였을 경 우에 대해서 가설기반 조사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이
방법은 클럭에 히스토리적인 조절을 위한 클럭 가설을 설정하고 대상 타임스탬프가 이것에
일치하는지 테스트하 는 방식이다.
윈도우즈의 NTFS 파일시스템에서의 타임스탬프의 분석에 관한 연구사례 중에서 Chow[3]등은

MAC 시간의 발생 순서를 근거로 파일 또는 폴더의 복사,이동,갱신 등의 동작을 추론할 수 있는
7 가지 규칙을 세우고 이것을 파일 생성,복사,압축파일에서 해제,윈도우즈 탐색기 내에서의 프리
뷰,폴더 내에서의 개별적인 파일접근 등의 시나리오에 적용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이 방법은
일관된 규칙과 논리를 바탕을 근거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NTFS 파일 시스템에서 어떤 이벤트에 대
한 타임스탬프의 선후관계를 분석하여 MAC 시간의 동작 특성으로 합리적인 규칙을 제공하고 몇
가지 가설적인 규칙을 세워 실험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시간 순으로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해 타임스
탬프를 근거로 신뢰성 있는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음에 의미가 있다.
김[7]등은 WindowsNTFS 의 $LogFile 에 들어 있는 로그레코드를 역공학적인 방법으로 로그레코
드의 구조를 분석하였고 조[8]는 로그레코드에 기록된 내용이 어떤 파일과 연관된 것이지를 분석
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 연구들은 파일 작업이 남긴 많은

NTFS 의 로그 레코드들을 포렌식 활

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Cho[9]는 파일명령마다 타임스탬프의 변화 패턴을 분석하여 각 명령마다 상이한
패턴을 갖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포렌식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NTFS 의

MFTEntry 의 속성인 $STANDARD_INFORMATION 속성과 $FILE_NAME 속성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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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는 생성시간,수정시간,MFTEntry 수정시간,접근시간 등의 타임스탬프에서의 변화가 생성,
복사,삭제,갱신,이동,이름 변경 등의 파일연산에 따라 서로 상이한 패턴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
을 조사하였고,타임스탬프 도구를 사용하여 타임스탬프를 변경과 조작한 사례를 탐지하였다.이
연구의 후속 연구[10]에서는 폴더에 대한 타임스탬프의 변화패턴을 분석하고 그것을 제 1 평가함수
와 제 2 평가함수의 두 가지 평가함수를 사용하여 포렌식에 활용하는 방법이다.이 평가 함수들의
입력에 타임스탬프 값을 인가하여 파일이나 폴더에 어떤 연산이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한다.최근의
연구[11]에서는 B-tree 구조를 사용하는 윈도우즈의 디렉토리 인덱스에서 파일이 생성,삭제 등의
각종 연산에 따라 인덱스 목록들에 생기는 변화의 흔적에서 얻을 수 있는 포렌식 정보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파일 명령을 실행한 후에 타임스탬프의 변화 패턴을 이용하여 어떤 파일 명령이
수행되었는지 판별하여 그것을 포렌식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이 방법은 파일
명령 실행 전의 타임스탬프와 명령 실행 후의 변경된 타임스탬프 정보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두 자
리의 비트코드로 변환한다.각 두 자리 비트코드는

$SI 의 4 가지와 $FN 의 4 가지 타임스탬프 등
모 두 8 개의 타임스탬프 변화 값에 의한 것이다.이것은 전체 16 비트로 구성되며 이것을 십진수
값으 로 변환한다.이 값은 포렌식 판별을 위한 디코더를 통해서 어떤 명령이 실행되었는지
판별된다.
이 정수 값들은 입력인수에 주어진 패턴에 따라 서로 다른 고유한 값을 갖게 되어서 어떤 명령이
수행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이 논문의

2 장에서는 9 가지의 파일 명령이 실행될 때 타임스탬프에 생기는 변화 패턴에 대하여

논하고 3 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안한 타임스탬프의 변화를 이용하여 어떤 파일명령이 수행되었는
지 구별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방법을 설명한다.제안한 방법은

TimestampChangeCheck&
CodeConversion(TCC & CC)기능,BinarytoDecimalConversion 기능,그리고 Forensic
DecisionDecoder 기능의 3 부분으로 구성된 것에 대하여 각 기능별로 설명하기로
한다.4 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3 가지 사례에 적용하기로 하며 5 장의 결론에서 이 방법의 의미와
함께 추후과제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2.타임스탬프 변화 패턴의 분석

11 기호 표기법
이 절에서는 논문에서 사용하는 기호들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다.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9]

top:파일명령이 실행된 시간을 의미한다.
tc,tw,tE, tA:4 가지 위 첨자에서 C 는 생성(Creation),W 는 쓰기(Write),E 는 MFT 엔트리
수정시간(MFTEntrymodification),A 는 접근시간(Access)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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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re:소스 파일의 타임스탬프
tSisre: 소스 파일의 $STANDARD_INFORMATION 속성의 타임스탬프
u:변경되지 않은 타임스탬프의 총칭,각 필드별로는 uc, uw, uE, uA 로 표기한다.
$Si:$STANDARD_INFORMATION 속성의 약칭
$F:$FILE_NAME 속성의 약칭
A : 델타시간 - 이것은 파일의 연산시간에 추가적으로 소요된 파일처리 시간을 의미한
다 .이 값은 대체로 작아서 무시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0 으로 놓는다.
[표 1]명령 실행에 대한 타임스탬프 변화[9]
[Table1]TimestampChangesbyFileCommand[9]

22 파일명령 실행 후의 타임스탬프 변화
이 절에서는 파일 명령실행 전후의 타임스탬프의 변화를 조사한다.이 타임스탬프의 변화에 대 한
조사는 기존의 연구[9]에서 수행된 것을 본 연구에서 인용한다.기존 연구에서는 타임스탬프의 변화
패턴을 이용하여 타임스탬프 조작을 구별하는데 응용하고 있다.본 논문에서는 이 타임스탬 프 변화
패턴의 상이함을 근거로 어떤 파일 명령이 수행되었는지 판별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여 디지털
포렌식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파일연산은

“생성”,“복사”,“갱신”,“이동-드라이브내”,“이동-드라이브 밖”,“덮어쓰기-소스남
김”,“덮어쓰기-소스삭제”,“파일명 변경”,“파일속성 변경”등 9 가지 연산으로 구분된다.기존연구
에서는 “MSOffice 에서의 갱신”을 다루고 있지만 이것은 파일명령이 아니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
명령을 제외한다.이 조사는 WindowsXP 에서 수행된 것이다.

382

Copyright  2015 SERSC

보안공학연구논문지 Journal of Security Engineering

Vol.12, No.4 (2015)

3.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파일명령 구별함수의 설계
3.1 파일명령 구별함수의 개요
많은 파일의 타임스탬프를 일일이 분석가에 의존하여 분석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전문
적인 지식을 갖춘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된다.타임스탬프의 변화 패턴만을 근거로 어떤 명령이 실
행되었는지 알 수 있고 그것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면 포렌식 분석 작업이 매우 수
월해 질 것이다.이 논문에서 타임스탬프의 변화패턴을 이용하여 파일에 적용된 명령이 어떤 명령
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함수를 설계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3 부분으로 구성된다.Timestamp ChangeCheck & Code
Conversion(TCC
&
CC)기능,BinarytoDecimalConversion
기능,그리고
ForensicDecision Decoder 기능으로 구성된다[그림 1 과 2].
TimestampChangeChecker 는 어떤 명령을 실행했을 때 명령 실행 이전의 것과 명령실행
이후 의 것을 비교하여 달라진 타임스탬프의 부분을 체크한다.CodeConversion 은
타임스탬프의 변화 된 형태에 따라서 두 비트의 이진 코드를 할당하는 역할을 한다[그림 1].
BinarytoDecimalConversion 은 타임스탬프 변화 코드를 십진수 값으로 변환하여 세 번째
단 계의 입력으로 작용한다.
ForensicDecisionDecoder 는 입력된 Decimal 값에 따라 출력을 선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입력 값에 따라 정해진 출력을 선택하는 디코더 기능이다.이 과정까지 수행하고 나면
입력된 타임스탬 프 값들을 근거로 어떤 NTFS 의 파일명령이 실행되었는지 구별할 수 있게 된다.
함수의 출력으로 발생된 값은 명령들마다 고유한 정수 값을 가진다.이 값을 근거로 어떤 파일
명령이 수행되었는지 알 수 있다.이 함수의 출력을 구별의 근거로 삼기위해서는 중복된 결과를
만들지 않는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3.2~3.4 절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을 제시한다.
3.2TimestampChangeCheck& CodeConversionFunction 함수의 정의
파일 시스템에서 실행된 파일 명령어가 어떤 종류인지 분류하기 위해서 첫 단계로 타임스탬프
의 변화를

2 비트의 코드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파일명령이 수행되기 이전의 타임스탬프와
명령이 수행된 이후의 타임스탬프에 발생된 변화를 2 비트 코드로 변환한다.$SI 의 4 개의



타임스탬 프 즉,     ,$FN 의 4 개의 타임스탬프 즉,  
 ,모두 8 개의 TCC 함수에 의하
여 타임스탬프 마다 각각 2 비트의 코드로 변환되어 전체 변환되는 비트의 수는 16 비트가 된다[그

1].[ 그림 1] 에서   에서 x 의 의미는 C,W,E,A 를 대표하는 표식으로 사용한


것이다 . 그러므로              중의 한 가지 또는       
   의 한 가지를 말한다 .
림

Copyright  2015 SERSC

383

윈도우즈 파일시스템에서 파일명령 구별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방법

각 타임스탬프마다 발생하는 변화패턴은

4 종류가 존재한다.이것들을 각각 2 비트

코드로 할당하 여 코드화하여 표현한다. 그 종류들은 식(2)에서와 같이 →,
→,→, →로 변환된다.
다음은 TCC 함수에 대한 프로토타입,기능,인수, 출력에 대한 설명이다.
함수의 프로토타입




:

인수 : 한 개의

 





  
    
(1)
함수의 기능 : 명령 수행 전의 타임스탬프 값과 명령 수행 후의 타임스탬프 값을
입력으 로 인가하여 비교한 후에 변화된 형태에 따라 2 비트의 코드로 출력하는
기능을 한다 .




TCC 에는 $SI 의 4 개의 타임스탬프        와

$FN 의 4 개의 타임스 탬프        , 즉 전체 8 개의
타임스탬프를 각각 인수로 지정한다 . 각 타 임스탬프들은 명령 수행 전의 것과
명령 수행 후의 것을 동시에 입력한다 . 전체의

8 개 타임스탬프들은 각각

TCC 의 입력으로 인가된다 .
출력 :함수의 출력 



(i=0~15 중 짝수)는 입력으로 인가된 타임스탬프의

명령 실행 전의 것과 명령실행 후의 것의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비트의 값을
출력한다.

(2)

[그림 1]TCC& CodeConversion 함수
[Fig.1]TCC& CodeConversion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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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BinarytoDecimalConversion
8 개의 TCCbox 에서 출력된 16 비트를 B2D(BinarytoDecimal)의 입력으로 인가한다.이
값들은 이진비트이며 B2D 변환기에서 10 진수 값으로 변환한다[그림 2].9 개의 명령 실행 후의
타임스탬프 의 변화를 식(2)에 적용시키고 그것을 B2D 로 변환한 결과는 각각 식(3)-(11)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의 (1)항 “파일의 생성”연산을 적용하여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3)

다음은 [표 1]의 (2)항 “파일의 복사”연산을 적용한 결과를 식(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다음은 [표 1]의 (3)항 “파일의 갱신”연산을 적용한 결과이다

(5)

다음은 [표

1]의 (4)항 “파일의 이동-드라이브 내”는 같은 드라이브 내에서 파일의 이동 연산이
다.이것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6)

다음은 [표

1]의 (5)항 “파일의 이동-드라이브 밖”은 파일이 들어있지 않은 다른 드라이브로 파
일을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이것을 적용한 결과는 식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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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표

1]의 (6)항 “파일의 덮어쓰기-소스파일 남김”은 소스 파일을 타겟 파일에 덮어쓰기
하는 것으로 소스파일이 그대로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 연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8)

다음은 [표

1]의 (7)항 “파일의 덮어쓰기-소스파일 지움”은 소스 파일을 타겟 파일에 덮어쓰기
하는 것으로 소스파일은 명령실행 후 삭제되는 경우이다.이 경우의 연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9)

다음은 [표 1]의 (8)항 “파일명 변경”연산을 적용한 결과이다

(10)

다음은 [표 1]의 (9)항 “파일속성 변경”연산을 적용한 것이다

(11)

3.4FDD(ForensicDecision Decoder)의 기능

FDD(ForensicDecisionDecoder)는 B2D 박스[그림 2]에서 출력된 10 진수 값이 함수의 입력으로
사용한다.이 값에 따라 명령어가 분류되어 디코더의 출력으로 선택된다.이 단계에서는 9 가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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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중에서 어떤 파일명령이 수행되었는지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과정이다.

FDD 는 B2D 에서 출력된 10 진수를 3 자리의 이진 코드로 변환하는 작업을 한다.[표 2]는 9 개
명 령의 B2D 의 십진 출력에 해당하는 이진코드를 할당한 표이다.B2D 의 출력 값이 21,845 인
경우는 000 으로 할당하고 디코더를 통해서 파일생성 출력을 선택하여 최종적인 포렌식 판별을
하게 된다 21,861 에는 001 로 코드를 할당하였다.이것이 디코더의 출력으로 파일 복사를
선택한다.출력이 20 인 경우는 010 이 할당되고 디코더가 파일 갱신으로 판별한다.B2D 출력이
65,284 인 경우는 011 로 코드를 할당한다.이것은 드라이브 내에서의 이동의 경우와 파일명
변경의 경우가 동일하게 나타 난다.두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타임스탬프의 변화이외의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21,925 의 경 우는 100 으로 코드를 할당한다.디코더를 통해서 드라이브 내의
파일이동으로 판별하게 된다.36 의 경우는 101 로 코드를 할당하고 디코더를 통해서 덮어쓰기소스남김으로 판별한다.164 의 경우는 110 으로 판별하고 덮어쓰기-소스지움으로 판별한다.4 의
경우는 111 로 코드를 할당하고 이것의 디 코더를 통한 출력은 파일속성 변경으로 판별한다.

[그림 2]파일명령 구별함수의 구조
[Fig.2]Schematicdiagram ofafilecommanddistinctionfunction
[표 2]에서 B2D 에 해당하는 정수 값을 FDD 의 코드 값으로 변환하는 것에 대한 선택은 다양할
수 있다.즉,21845 를 000 으로 할당할 수도 있고,21,861 또는 20 을 000 으로도 할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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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선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어떤

B2D 의 10 진수에 해당하는 FDD 의 출력의 의미가

올바르게 해석될 수 있으면 어떤 다른 선택에 의하여 만들어진 조합도 가능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표 2]각 명령에 해당하는 B2D 변환 값
[Table2]B2D ConversionValuesbyFileCommand
B2D 변환값

FDD 코드

21,845
21,861
20
65,284
21,925
36
164
65,284
4

FDD 디코더

출력

생성

000
001
010
011
100
101
110
011
111

복사
갱신
이동-드라이브 내,파일명 변경
이동-드라이브 밖
덮어쓰기-소스남김
덮어쓰기-소스지움
파일명 변경
파일속성 변경

4. 사례분석
4.1 작업환경
사례 분석을 위한 작업 환경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운영체제 :Windows7UltimateKServicePack1
디스크 포맷 :NTFSv3.1
저장매체 :SSD 외장 usb 드라이브
저장공간

:1TB

디스크 할당 클러스터 크기 :4,096 바이트
작업디렉토리명:d:\WorkingDir,d:\SrcDir

4.2 사례 1:파일 생성의 경우
Windows7 에서 d:드라이브에 WorkingDir 디렉토리에 새로운 텍스트 파일을
생성한다.탐색기 창에서 우측마우스를 눌러서 “새로 만들기-텍스트 문서”메뉴를 선택하여 파일을
생성한다.이 파 일은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 빈 파일이다.이 파일에 내용을 기록하게 되면 생성명령
후에 내용수 정 명령이 추가적으로 실행된다.또한 파일명을 “새 텍스트 문서.txt”로 생성한 후에 다른
것으로 변경하게 되면 파일명 변경이 추가적으로 실행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파일연산 :파일생성 -탐색기 창에서 파일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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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파일명 :새 텍스트 문서.txt
작업디렉토리:d:\WorkingDir
연산일시 :2015-06-3010:33:07
작업후 파일의 타임스탬프[그림 3]:
새 텍스트 문서.txt

 $STANDARD_INFORMATION
C:2015-06-3010:33:07W:2015-06-3010:33:07
E:2015-06-3010:33:07A:2015-06-3010:33:07
 $FILE_NAME
C:2015-06-3010:33:07W:2015-06-3010:33:07
E:2015-06-3010:33:07A:2015-06-3010:33:07
[그림 3]은 위의 타임스탬프가 MFT 엔트리에 저장되어 있는 모습이다.“a”부분에는
$STANDARD_ INFORMATION 속성의 4 가지 타임스탬프를 나타낸 것이고, “b”부분은
$FILE_NAME 속성의 4 가지 타임스탬프를 나타낸 것이다.각 타임스탬프는 16 진수 8 바이트로
구성 되며 이것은 Windows64 비트 FILETIME 포맷을 사용하고 있다.1601 년 1 월 1 일부터
표시되며 100ns 단위로 표시할 수 있다[12].

TCC&CC 에 입력 타임스탬프를 인가한다.파일 생성의 경우는 과거의 타임스탬프가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식(12)에는 현재의 타임스탬프만 입력으로 인가하고 과거의 타임스탬프는 입력되지
않 는다.

[그림 3]파일 생성 명령 후의 타임스탬프
[Fig.3]Timestampsafterafilecreation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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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2)을 적용한 후에 각 TCC& CC 기능의 출력은 식(2)에 의하여 식 (13)과 같이 된다.식(13)
의

°B2D 는

[표 2]의 첫 번째 행에 따라서 식(14)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 000),DD 는 포렌식 디코더 의

출력을 나타내며 식(12)에 주어진 타임스탬프에 의한 것을 포렌식 구별함수에 인가하면 “파일
생성”이라고 구별한다.

(12)

(13)
(14)
4.3 사례 2: 파일 복사의 경우
d:드라이브의 WorkingDir 디렉토리에서 명령프롬프트에서 copy 명령으로 파일을 복사한다
파일연산 :파일복사 -명령프롬프트에서 copy 명령
원본파일명 :CpSource.jpg
사본파일명 :CpTarget.jpg
작업디렉토리 :d:\WorkingDir
연산일시 :2015-07-0106:21:54
작업후 파일의 타임스탬프 :

CpSource.jpg:[그림 4-(a)]
 $STANDARD_INFORMATION
C:2015-07-0104:08:53W:2015-06-3010:16:36
E:2015-07-0104:08:53A:2015-07-0104:08:53
 $FILE_NAME
C:2015-07-0104:08:53W:2015-07-0104: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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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015-07-0104:08:53A:2015-07-0104:08:53
CpTarget.jpg:[그림 4-(b)]
 $STANDARD_INFORMATION
C:2015-07-0106:21:54W:2015-06-3010:16:36
E:2015-07-0106:21:54A:2015-07-0106:21:54
 $FILE_NAME
C:2015-07-0106:21:54W:2015-07-0106:21:54
E:2015-07-0106:21:54A:2015-07-0106:21:54

[그림 4-(a)]복사명령-소스파일의 타임스탬프 [Fig.4(a)]Filecopycommand– Timestampsforasourcefile

[그림 4-(b)]복사명령-타겟파일의 타임스탬프 [Fig.4(b)]Filecopycommand– Timestampsforatarge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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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a)]에서 “a”부분에 들어 있는 LittleEndian 방식으로 저장된 타임스탬프 “BB6AA0A4
B3B3D001”생성시간과 접근시간에는 이 타임스탬프는 MFT 엔트리 수정시간 “FBA79BA4B3
B3D001“과 시분초까지 동일하지만 수백 나노초의 시간차이가 있다.파일복사가 수행된 시각과
MFT 엔트리에 기록하는데 미세한 지연시간차를 의미하고 1 초 이하의 시간이므로
복사수행시간에 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12].

TCC&CC 에 입력 타임스탬프를 인가하면 식(15)와 같이 된다

(15)

식(15)를 적용한 후에 각 TCC& CC 기능의 출력은 식(2)에 의하여 식 (16)과 같이
된다.식(16)

의

OB2D 는 [표 2]의 두 번째 행에 따라서 식(17)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001)FDD 는 포렌식 디코 더의 출력을 나타내며 식(15)에서와 같이 주어진 타임스탬프를
포렌식 구별함수에 인가하면 “파일 복사”라고 구별한다.

(16)
(17)
4.4 사례 3:파일덮어쓰기-소스남김의 경우
d:드라이브의 SrcDir 디렉토리에 들어있는 파일과 WorkingDir 디렉토리에 들어 있는 파일명이
동일한 경우에 파일을 이동하여 덮어쓰기를 하는 경우이다.“덮어쓰기-소스남김”명령은 파일탐색기
창에서 마우스로 파일을 Ctrl+Drag&Drop 을
한다. 파일연산 :파일덮어쓰기-소스남김
명령 소스파일명 :d:\SrcDir\fstudy.exe
타겟파일명 :d:\WorkingDir\fstudy.e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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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일시 :2015-07-0206:50:16
명령전 파일의 타임스탬프 :

d:\SrcDir\fstudy.exe:[그림 5-(a)]
 $STANDARD_INFORMATION
C:2015-07-0204:44:39W:2014-03-0614:53:26
E:2015-07-0204:51:08A:2015-07-0204:50:54
 $FILE_NAME
C:2015-07-0204:50:54W:2014-03-0614:53:26
E:2015-07-0204:50:54A:2015-07-0204:50:54
d:\WorkingDir\fstudy.exe:[그림 5-(b)]
 $STANDARD_INFORMATION
C:2015-07-0111:45:05W:2015-05-2006:06:25
E:2015-07-0204:47:12A:2015-07-0111:45:05
 $FILE_NAME
C:2015-07-0111:45:05W:2015-06-2903:32:00
E:2015-07-0111:45:05A:2015-07-0111:45:05
명령후 파일의 타임스탬프 :

d:\WorkingDir\fstudy.exe:[그림 5-(c)]
 $STANDARD_INFORMATION
C:2015-07-0111:45:05W:2014-03-0614:53:26
E:2015-07-0206:50:16A:2015-07-0111:45:05
 $FILE_NAME
C:2015-07-0111:45:05W:2015-06-2903:32:00
E:2015-07-0111:45:05A:2015-07-0111:45:05
TCC&CC 에 입력 타임스탬프를 인가하면 식(18)과 같이 되고 식(18)을 적용한 후에 각 TCC&
CC 기능의 출력은 식(2)에 의하여 식 (19)와 같이 된다.
식 (19) 의

D 는

[ 표 2] 의 두 번째 행에 따라서 식 (20) 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 (o)DD 는

포렌
식 디코더의 출력을 나타내며 식(18)에서와 같이 주어진 타임스탬프를 포렌식 구별함수에 인가하

면 “파일덮어쓰기-소스남김”이라고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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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20)

[그림 5-(a)]파일덮어쓰기-원본남김, 소스파일 타임스탬프
[Fig.5-(a)]Fileoverwrite-sourceleft,timestampsforasourcefile

[그림 5-(b)]파일덮어쓰기-원본남김,타겟파일 타임스탬프
[Fig.5-(b)]Fileoverwrite-sourceleft,timestampsforatarget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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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c)]파일덮어쓰기-원본남김,명령 후 타겟파일 타임스탬프
[Fig.5-(c)]Fileoverwrite-sourceleft,timestampsforatargefileaftercommand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파일 명령을 실행한 후에 타임스탬프의 변화 패턴을 이용하여 어떤 파일 명령이
수행되었는지 판별하여 포렌식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TimestampChangeCheck& CodeConversion(TCC& CC)기능,BinarytoDecimal
Conversion 기능,그리고 ForensicDecisionDecoder 기능 등의 3 부분으로 구성하여 어떤
명령을 실행했을 때 명령 실행 이전과 이후의 달라진 타임스탬프를 비트들로 변환한 후에 십진수
값으로 바꾼 다음 디코더로 어떤 명령이 실행되었는지 구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타임스탬프의
변화를 이용하여 어떤 명령이 수행되었는지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이 방법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주안 점은 타임스탬프의 고유한 변화 패턴을 중복되지 않는 형태로 파일명령의 실행을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파일의 생성,복사,파일덮어쓰기-원본남김 등의 사례를 통하여
제안된 방법을 적용하여 포렌식을 위한 어떤 명령이 실행되었는지 구별의 과정을 보였다.

[표 1]에 제시된 생성,복사,이동 등의 9 종의 파일 명령의 타임스탬프 변화 패턴에 관한 조사는
선행연구 [9]의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드라이브 내의 이동과 파일명 변경 명령의 타임스탬프 변화
패턴은 같은 패턴이 발생한다.이 경우는 두 명령을 구분하는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필요하다.이것
은 선행연구 [7-9]에서 $LogFile 을 이용한 방법을 도입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자동화된 포렌식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기존의 포렌식 툴의
경우는 포렌식 분석가의 경험과 직관에 의한 수작업에 많이 의존한다.자동화된 방식은 많은 대상
파일에 적용하여 분석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필요하다.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완성 도
높은 포렌식 툴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그 툴을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어떤 명령이 파일에 적
용되었는지 알 수 있으면 침해사실에 대한 분석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Copyright  2015 SER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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