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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이 논문에서는 NTFS 파일시스템에서 여러 개의 클러스터에 걸쳐서 슬랙 영역에 데이터 숨기기를 수행하

는 데이터 숨기기 방법의 강인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디스크 조각모음 실험을 수행할 때 필요한 방법을 제안

한다. 디스크 조각모음의 실행으로 클러스터의 위치가 변동되기 위해서는 여러 클러스터에 걸친 디스크 조각

의 단편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파일을 생성하고 삭제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 후에 용량이 큰 파일을 복사

하여 여러 클러스터에 걸친 단편화된 파일을 작위적으로 생성한다. 단편화된 파일만을 남기고 그 이외의 다

른 파일들을 삭제한 후에 디스크조각 모음을 수행한다. 이 실험에 필요한 준비과정과 실험과정을 제안한다.

키워드: 디렉토리 인덱스(directory index), NTFS 인덱스 레코드(NTFS index record), 

데이터하이딩(data hiding), 디스크 조각모음(disk defra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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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에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안티포렌식 기술들이 심도있게 다뤄지고 있다. K. Conlan

등의 연구에서는 안티포렌식의 기술로써 스테가노그라피, 아티팩트 

지우기, 암호화, 데이터 감추기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1]. 여러가지 안티포렌식을 위한 데이터를 

숨기는 방법 중에서 UNIX/Windows의 파일시스템의 구조를 이용하

여 데이터를 숨기는 방법들이 연구되었다[2,3,4]. 파일시스템의 슬랙

영역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파일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3]이 Berghel

등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이 방법은 용량이 큰 경우에 노출될 염려가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이 연구의 방법은 시도 자체로 충분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Huebner등[4]이 제안한 방법도 슬랙 공간과 

비할당 공간을 이용한 방법이다. $BadClus, $Boot와 디렉토리의 

$Data 속성에 데이터를 숨기는 방법이다. 그리고, 저자에 의하여 

NTFS 파일시스템의 구조를 이용한 데이터숨기기 방법을 이 제안되었

다[2]. 이 방법에서는 디렉토리의 목록이 저장된 인덱스 레코드의 

슬랙 영역에 데이터를 숨기는 방법이다. 디렉토리의 인덱스 엔트리(파

일목록)는 파일들의 목록이 많아지면 $INDEX_ ALLOCATION속

성이 만들어지며 이 안에 클러스터 번호들이 런-리스트 형태로 저장된

다. 슬랙영역을 이용한 이런 방법들의 경우에 슬랙영역에 대하여 

덮어쓰기를 하거나 해당 클러스터가 디스크 조각모음에 의하여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 숨긴 데이터가 손상될 염려가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한다. 특히, 슬랙 영역을 여러 개 사용하여 데이터를 

숨기는 경우라면 디스크 조각모음이 수행되어도 숨긴 데이터가 덮어쓰

거나 지워지지 않는다는 강인함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강인성 조사를 위한 실험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숨긴 

데이터가 들어 있는 클러스터가 디스크 조각모음에 대한 강인성을 

입증을 위한 실험에 사용되는 디스크 조각모음의 실험 방법을 제안한

다.

II. Disk Defragmentation Experiment

1. Preparation of Disk

NTFS로 포맷을 수행한 작은 용량의 하드 디스크를 준비한다. 

디스크 읽기/쓰기의 최소단위가 4KB바이트 크기의 클러스터로 설정

되어 있다. 이 실험에서는 0.4GB의 디스크 파티션을 구성한다.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야 최대한 작게 만드는 파티션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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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cedure of Disk Fragmentation

단계 1: 디스크의 단편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테스트 파일을 생성한

다. 파일은 파일의 크기가 4KB이하가 되는 내용을 testfile0000.txt 

~ testfile9999.txt에 각각 저장한다. 차례로 생성된 파일들을 디스크 

안에 순차적으로 저장한다. 

단계 2: 그 후에 홀수번째 파일들만을 삭제한다. 그림 1과같은 

형태의 전체의 디스크가 단편화된 상태가 된다. 이 중에서 연속된 

공간이 존재하는데 디렉토리 안에 인덱스 엔트리 들의 목록이 저장된 

공간이다. 이 부분은 단편화 되지 않은 공간이지만 파일들을 삭제하고 

나면 사라지는 공간이다.

단계 3: 여러 클러스터에 걸쳐 저장될 용량이 큰 파일 복사한다. 

이렇게 되면 연속된 클러스터에 저장되지 않고 최대의 클러스터 

단편화된 상태로 파일이 저장된다. 

단계 4: 홀수번 파일들이 삭제 후에 남아있는 testfile0000.txt, 

testfile0002.txt~testfile9998.txt등의 짝수번 파일들을 삭제한다. 이 

과정이 수행되면 디스크에 남은 파일은 여러 클러스터 걸쳐 건너뛰면

서 저장된 단편화 조각으로 구성된 파일이다.

Fig. 1. Cluster Run-List and Fragmented Clusters

단계 5: 디스크 조각모음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IV. Conclusions

이 연구에서는 파일시스템의 슬랙공간에 데이터를 숨기는 방법에 

대하여 디스크 조각모음을 수행할 때 숨긴 내용이 손상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강인성 실험에 필요한 디스크 조각모음 실험 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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