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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컴퓨터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범행의 상당수가 PC방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이 이용하는 PC방은 관리상의 용이 등의 이유로 대부분 하드디스크 
초기화 프로그램(복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PC방의 관리 환경은 수사의 직접적인 목적인 증거
수집 및 복구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복원 
프로그램의 동작원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접속기록의 효율적인 복원 방법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프로그램 구현을 통한 정확한 디지털 증거수집의 실접근법을 제공한다.

1. 서  론

  PC방에서의 범행은 인터넷과의 연결이 거의 필수 으

로 동반한다. 따라서 이런 인터넷과의 연결흔 을 살펴

보는 것은 사용자의 행 를 입증하는 요한 단서가 된

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PC방에서는 리상

의 용이 등으로 하드디스크 복원 로그램과 같은 기화 

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이와 같은 기화 로그램

이 사용될 경우 하드디스크에 일의 형태로 실제 장

되는 자료와 이 일들을 리하기 한 일의 시간 속

성 등 리정보가 장되는 구조인 일시스템의 변화로 

시간과 자료의 연속성이 괴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복원하여 사용자의 행 를 증명해 내기가 쉽지가 않다. 

본 논문에서는 하드디스크 복원 로그램이 설치된 컴퓨

터 하드디스크의 효율 인 인터넷 속기록 복원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문의 2장에서는 하드디스크 복원 로그램의 설치, 웹서핑

후, 등 단계별로 일시스템 등에 한 변화를 살펴본다. 3

장에서는 인터넷 속기록 장 일의 구조와 내용을 비교

하여, 복원 로그램의 주요착안 과 복원결과를 살펴보고 

마지막 4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방향에 해 언 한다. 

2. 복원 로그램 분석

2. 1. 동작원리 분석

  하드디스크 복원 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의 하드디

스크를 효율 으로 복구하기 해서는 복원 로그램의 

동작원리와 그 특성을 악하는 것이 요하다. 보호매

커니즘의 측면에서 복원 로그램은 도우 운 체제 시

스템에서 제공하는 복원 기능을 이용하는 방식과 버퍼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구분되어 진다. 그러나 아직도 데스

크탑 컴퓨터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일시스템인 

NTFS는 체 구조와 동작방식이 밝 진 것이 아니다.

재 부분의 복원/ 기화 로그램은 복원시  이후에 

일어나는 일과 폴더들에 한 생성, 변경, 삭제에 한 

모든 정보를 버퍼에 장한다, 그리고 컴퓨터를 재부

하면서 일시스템과 버퍼에 장된 정보와의 연결을 제

거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버퍼 이용 방식으로, 버퍼

역을 사용하기 해서는 필연 으로 MBR, MFT(Master 

File Table) 같은 일시스템의 변경을 일으키고, 변경 

이 의 일시스템 정보는 따로 장한다. 표 인 하

드디스크 복원 로그램으로는 용H/W카드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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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보안 (HDD Sheriff)GS, 소 트웨어방식인 컴백

(Comback), 마에스트로 리커버리(Maestro-Recovery)와 

하드보안 (HDD Sheriff)PE 등이 있고, 버퍼를 사용하는 

않는 이지리커버리(EaxyRecovery)등이 있다. 

 

2.2. 복원 로그램 설치로 인한 일시스템 변화 분석

  분석 상시스템은 인텔 펜티움4 CPU, 메모리 512MB, 

하드디스크 20GB, 도XP 서비스팩2을 설치하고, 모든 

보안패치를 용하 다. 분석 상 복원 로그램은 하드

웨어를 사용하는 하드보안 GS, 소 트웨어방식으로 버

퍼를 사용하는 Maestro Recovery, 컴백5, 하드보안

(PE), 버퍼를 사용하지 않는 EzRecovery를 분석하 고, 

특정 폴더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PCKeeper

이며, 포 식 종합 툴인 Encase를 사용하여 5단계로 실

시하 다.

첫 번째는 테스트 시스템의 분석용 원본이미지를 만들었

다. 두 번째는 테스트할 복구 로그램을 설치한 후 분석

용 이미지를 만들어서 설치 후에 일어나는 일시스템

의 변경사항을 분석하 다. 세 번째는 일의 리정보와 

Data의 변경을 살펴보기 해 일과 폴더를 복구 로

그램으로 보호하는 티션에 복사하고, PC방 컴퓨터의 

주요 분석 상인 인터넷 속기록의 복원유무를 악하기

해 웹서핑을 수행한 후, Preview 상태에서 일․폴

더․인터넷 속기록의 리정보와 Data의 장 역을 분

석하 다. 네 번째는 컴퓨터를 끄고 분석용 이미지를 만

들어서 Preview 상태와 컴퓨터를 OFF시의 변화를 분석

하 다. 다섯 번째는 복구/ 기화 로그램의 복원 동작

을 살펴보기 해 재부  후 컴퓨터를 끄고 분석용 이미

지를 만들고 복원 후의 일/폴더/인터넷 속기록의 

리정보와 Data 역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2.1. MBR (ps0), Boot(ps63)와 MFT 변경사항 분석

  MBR은 하드디스크내의 티션구성을 확인하여 부

가능한 가능한 티션의 실제주소를 계산하고, 

BootRecord를 호출하는 기능을 하며, Boot code와 티

션정보 역으로 구분된다. MBR의 변경유형은 변경하지 

않는 경우, Boot Code만 변경하는 경우, Boot Code와 

티션 테이블을 변경하는 경우로 나눠지는데, MBR이 변

경될 경우, 원래의 MBR은 Physical Sector 1 ~ 62에 

장되었다. 표1은 복구 로그램별로 MBR과 Boot의 변경

상태를 정리한 것이다.

표1. 로그램별 MBR과 Boot 역의 변경상태 비교

상 역
하드보안

GS

하드보안

PE
Comback

Maestro 

Recover

y

ez

Recovery

PC

Keeper

M

B

R

Boot code X O O O O X

Partition 

Table
X X X O X X

Boot X X X O X X

테스트 로그램 에 Maestro Recovery만 티션테이블

을 변경하 는데, 보호 상 티션의 일부를 버퍼 역으

로 할당하고, 다른 로그램이 근하지 못하도록 MBR

의 티션 정보와 Boot 역의 티션의 Total Sector 

정보를 수정하 다. 그리고  하드보안 (GS/PE)만 보호

상 티션에 폴더와 일들(C:\DRVBKUP\DRVBKUP. 

A00등)을 만든다. GS모델은 버퍼로 사용된 일을 미리 

모두 생성하지만, PE Model은 버퍼로 사용된 일을 1

개만 만들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생성한다.

  표2는 컴퓨터를 켜기 이 (①), 컴퓨터를 부 한 후 물

리디스크의 Preview(②)와 논리 티션의 Preview(③)했

을때, MFT의 마지막 역의 변화를 단계별로 비교한 것

이다. 하드보안  PE와 PC Keeper만 부 후에 물리디

스크 정보가 변경된다.

표2. MFT 마지막 Block의 단계별 변화비교

로그램 상태구분
Start 

Sector

Secotrs 

Size

Start 

Cluster

Cluster 

Size

하드보안

GE

부 물리디스크 2,695,175 6,624 336,889 828

부 후
물리디스크 2,695,175 6,624 336,889 828

논리 티션 2,695,175 6,496 336,889 812

하드보안

PE

부 물리디스크 2,695,175 6,496 336,889 812

부 후
물리디스크 2,695,175 8,384 336,889 1,048

논리 티션 2,695,175 8,384 336,889 1,048

ComBack

부 물리디스크 2,695,175 6,432 336,889 804

부 후
물리디스크 2,695,175 6,432 336,889 804

논리 티션 2,695,175 7,392 336,889 924

Maestro

Recovery

부 물리디스크 2,695,175 6,432 336,889 804

부 후
물리디스크 2,695,175 6,432 336,889 804

논리 티션 2,695,175 8,480 336,889 1,060

ez

Recovery

부 물리디스크 2,695,175 6,752 336,889 844

부 후
물리디스크 2,695,175 6,752 336,889 844

논리 티션 2,695,175 8,128 336,889 1,016

PCKeeper

부 물리디스크 2,695,175 7,264 336,889 908

부 후
물리디스크 2,695,175 9,984 336,889 1,248

논리 티션 2,695,175 9,984 336,889 1,248

2.2.2. 일복사, 웹서핑후의 변경사항 분석

  복구 로그램을 실행 인 상태에서 보호 상 티션

(C)에 '포 식사이트' 폴더와 ‘File Type Signature.txt', 

'WinHex.exe'를 복사를 하고 물리디스크와 논리 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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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Preview를 비교한 결과, 하드보안  PE와 PC 

Keeper만 변화된 내용이 물리디스크의 Preview로도 

찰이 가능하고, 다른 로그램은 논리디스크의 Preview

로만 확인이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 재 상태의 내용을 보이는 그 로 증거이

미지화 하려면, 물리디스크가 아니라 논리 티션에 해

서 작업을 수행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1은 

논리 티션의 preview로만 보이는 경우, 물리디스크의 

Preview로도 보이는 것을 비교한 화면이다.

그림1 Preview 비교

 (물리디스크의 Preview에 복사한 자료가 표시되지 않응.)

그림2 Preview 비교 

(물리디스크의 Preview에 복사한 자료가 표시됨.)

표3는 일의 리정보가 장되는 MFT, Data가 장

되는 역을 비교한 것이다.

표3. 일의 리정보, Data 장 치 비교

상 역 MFT 코드 치
물리디스크상 File Data 

치

하드보안  GS 버퍼 역 버퍼 역

하드보안  PE 추가된 MFT 역 UnAllocated Cluster

Comback “ "

Maestro Recovery “ UnUsed Area

ezRecovery “ -

PCKeeper “ UnAllocated Cluster

 하드보안  GS만 일/폴더의 MFT 코드와 일의 

Data가 만들어진 버퍼 역에(C:\DRVBKUP\DRVBKUP.

A00) 장되고, 나머지 복구 로그램들은 원본 MFT 

역뒤에 추가로 할당된 MFT 역에 자료가 장된다. 하

드보안 PE와 PCKeeper은 물리디스크와 논리 티션의 

Preview에서 동일하게 보여진다. ComBack은 MFT 코

드에 장된 일Data의 시작 치와 다른 곳에 자료를 

장한다. 이 경우 MFT만 분석해서는 자료의 치를 찾

을수 없고, Unallocated Cluster 역에서 일의 내용으

로 검색해야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일 치자료변환 : 논리 C 티션의 MFT 코드 Datarun (31 02 44 74 02)

   ⇒ 160,386클러스터(0x024474h)부터 0x02h 클러스터만큼 장됨.

   ⇒ 논리 티션 치+Boot 치=160,386*8+63=1,283,151=물리디스크 치

 실제 검색된 치 : Unallocated Clusters 역  9,999,903

그림 3. File 자료 검색결과 화면

Maestro-Recovery는 File Data를 MBR의 티션테이블

에 등록되지 않은 역(Unused Area)에 장되며, 

Unused Area에서 일의 내용으로 검색해야 자료를 찾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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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File자료 검색 결과 화면

ezRecovery는 물리디스크의 Preview에서 일의 내용으

로 하드디스크 체를 검색하 으나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2.2.3. 컴퓨터 종료 후 일시스템의 변경사항 분석

새로 만들어진 일과 인터넷 속기록의 리정보는 

MFT 코드가 그 로 존재하 다. 생성 일의 자료 역

은 ezRecovery를 제외한 복구 로그램은 자료 장 역

에 변화가 없고, ezRecovery는 복사된 일과 인터넷

속기록의 내용을 키워드로 하드디스크 체를 검색하

으나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다. 

2.2.4. 컴퓨터 재부  후 일시스템의 변경사항 분석

생성 일의 리정보는 하드보안  GS모델을 제외한 복

구 로그램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드보안  GS은 마지

막 복구지  이후에 생성된 일과 폴더의 리정보가 

장된 버퍼의 역이 변경되고, 나머지 복구 로그램에

는 변화가 없다. 하드보안 (GS/PE)에서 생성 일의 자

료 역은 자료의 일부가 쓰 기 값으로 채워졌으나, 

Comback, Maestro-Recovery, PCKeeper는 자료 역에 

변화가 없다.

3. 효율 인 인터넷 속기록 복구/검색 로그램 구

인터넷 속기록 장 폴더에는 1개의 index.dat 일만 

존재하므로, 폴더의 MFT 코드에서 index.dat의 MFT 

코드 기본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장디 토리의 MFT 코드를 확보하면, 폴더에 장된 

인터넷 속기록의 리정보를 추  할 수 있다.

그림4. 인터넷 속기록 장폴더의 MFT자료 분석화면

원하는 날짜를 키워드'MSHist0120070912'로 만들고 

MFT 역을 검색한 결과 에서 코드 번호(10066, 

0x2752h)를 확인하고, MFT에서 10066번째 코드로 

이동, Data의 장 치 확인하여 복원하고, 일의 종류

별로 장내용과 장형식을 비교하여 URL과 시간정보 

등을 검색한다.

  소 트웨어는 문 포 식 도구인 Guidance software

사의 EnCase4를 사용하 으며, 작성원리는 인터넷 속기

록은 종류마다 장하는 시각의 형식이 달라 먼  URL

의 장형식을 비교하여 그 특징으로 구분하 다.

표6. 인터넷 속기록별 장자료의 시간속성 비교

History

구분
내  용

Master

Daily

Weekly

Cache

두 번째로 각 인터넷 속기록별 장되는 시각형식과 의

미를 악․비교하여 정확한 분석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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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인터넷 속기록 장 일의 시산속성을 정리한 표이다.

인터넷 속

기록 구분

Time1 Time2

장형식 의미 장형식 의미

Daily Local 마지막 속시각 GMT 마지막 속시각

Weekly Local 마지막 속시각 GMT 속기록 일 생성시각

Master GMT 마지막 속시각 GMT 마지막 속시각

cache GMT
다운 일 마지막 

수정시각
GMT 마지막 속시각

세 번째로 복원된 자료의 일부가 다른 일에 의해 변경

되거나 삭제되어 다른 문자들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보정하기 해 복원된 URL자료에서 공백

(0x20), 바꾸기(0x0D, 0x0A)문자가 있는지 찾아내고 

존재하면 손상된 자료이므로 그곳까지만 복원해야한다.

  분석 상 일의 선택은 주로 Unallocated Cluster가 

될 것이지만 2장과 같이 일반 일, Unused Disk Area가 

될 수 있으므로, 먼  복원 로그램이 사용 인지 확인

하고, 그에 맞는 분석 상 일을 선택한다. 만약 삭제되

지 않은 일을 함께 분석하기 원한다면 인터넷 속기록 

장폴더에서 index.dat를 찾아 함께 선택하고 스크립트

를 실행한다. 표5는 복원 로그램별로 검생역   복원 

결과를 정리하여 놓은 것이다. 

표5. 로그램별 검색 역  복원결과

로그램 구분 선택 상 역 복원결과

하드보안  GS 버퍼 역 △(일부 복원)

하드보안  PE UnAllocated Cluster X

Comback " O

Maestro Recovery UnUsed Area O

ezRecovery - X

PCKeeper UnAllocated Cluster O

하드보안 GS는 버퍼 역(C:\DRVBKUP\DRVBKUP.A00)

에서 인터넷 속기록을 일부 복원이 가능하 다. 하드보

안 의 버 과 사용 상태에 따라 남아있는 정보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 컴퓨터를 재부 하기 에는 EnCase의 

Internet/Email Search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재부  후

에는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인터넷 속기록 장 일의 

리정보는 확인가능하다. 련 자료 역은 쓰 기 값으로 

채워진다.

Maestro-Recovery는 하드디스크의 Unused Disk Area를 

선택하여 인터넷 속기록을 복원하 다.

하드보안  FE는 자료의 자료가 장된 역이 쓰 기 

값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컴퓨터를 재부 하기 까지 복

원을 해야 하고, ezRecovery는 Offline 상태에서는 복원

이 불가능하므로 OnLine 상태에서만 복원을 해야 한다.

4. 결론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실제 상용화되어 사용 인 하드디스크 

복원 로그램의 작동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하드디스크 

복구의 문제 을 제시하 고, 이에 효율 인 인터넷 

속기록 복구  검색 방법을 제안하여 구 하 다. 그리

고 실제 실험을 통해 삭제된 인터넷 속기록을 상당부

분 복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향후 운 체제들에서 

제공하는 복원 기능과 이를 기반으로 한 복구에 한 연

구를 계속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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