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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

PREPARATION

1. 분석 PC 사양 (CPU specification)

2. 라이브(Live) 분석 대상 PC 사양

3. 요구사항 (Requirements)

- Microsoft .NET Framework 4.5.1 or later

- PDF (installed)

- HWP (Installed)

- MS-Office (Installed)

- CodeMeterRuntime (Installed)

최소사양 (Min) 권장사양 (Max)

OS Windows 7,8,10 Windows 7,8,10

CPU Dual Core Quad Core (more then)

RAM 8GB 16GB 이상 (more then)

DISK 500GB (7200rpm), SSD 1TB SSD (more then)

4

최소사양 (Min) 권장사양 (Max)

OS Windows 7,8,10 Windows 7,8,10

CPU Single Core Dual Core (more then)

RAM 2GB 4GB 이상 (more then)

DISK 500GB (7200rpm), SSD 100GB이상 SSD (more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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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EW CASE

- 케이스 생성 화면

- 생성할 케이스 이름 및 경로 설정

- 케이스 저장 경로에 캐시 폴더 생성

- 케이스에 대한 추가 사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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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OPEN CASE

- 저장된 케이스 목록

- 사용한 케이스 목록 선택 가능

- 저장된 케이스 불러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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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INFORMATION

- 생성 또는 불러온 케이스 정보 확인

- 케이스 경로 마우스 클릭으로 해당 경로로 윈도우 탐색기 오픈

- 증거 목록으로 이동 (Evidence list)

- 로컬에 연결된 장치 목록으로 이동 (Local Device list)

- 캐시에 저장된 목록으로 이동 (Cach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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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CE

EVIDENCE (DEVICE)

- 등록한 증거 이미지 파일, 디스크 목록

- 증거 이미지에 대한 하드웨어 정보

- 증거 이미지 등록 (add evidence)

- 증거 목록 갱신 (refresh list)

- 선택된 증거 이미지 재 탐색 (rescan evidence)

- 선택된 증거 목록 삭제 (re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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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CE

EVIDENCE (CACHE)

- 증거 이미지 내에서 ‘KeySpace’의 기능을 이용한 데이터 기록

- 문서 파일, 레지스트리 파일의 내부 구조 분석 데이터 정보 기록

- 캐시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와 결과 재 확인 가능

- 저장된 데이터의 증거 이미지가 열려 있는 경우 재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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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CE

LIVE

- 현재 연결된 디바이스 장치 목록

- 디바이스 정보 확인

- 연결된 장치 목록 갱신 (Re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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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CE

AUTO START

- 파일 시스템 분석 시 기본 자동 분석 기능 동시 수행

- KeySpace Bot 기능 일부 동작

- 체크 박스로 기능 수행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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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SYSTEM

STRUCTURE

- 디스크 구조를 분석하여 원본과 동일한 형태로 표현

- 파일의 메타 데이터확인 (사이즈, 시간정보, 시그너처 등..)

- 로우(raw)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형식별 값 표현

- 파일 데이터 확인 (hex, text 등..)

Ln(line)행 : Col(column)열 : Po(position)위치 : Sel(select)선택영역 : [선택된 파일 전체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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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ON DISPLAY

FILE SYSTEM (Interface)

- 증거 이미지 분석에 필요한 기능

- 디스크 내부 구조 확인

- 물리 데이터 확인

1

2

3

1 케이스, 증거 파일 변경 및 확인

2 파일 엔트리 분석 관련 메뉴

3 디스크 구조

6 파일 엔트리의 물리(raw) 데이터 확인 (hex, string 등..)

5 데이터 형식에 따른 정보 확인

디스크 내 폴더/파일 엔트리 정보4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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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ON DISPLAY

DIALOG (Window)

- 파일시스템 분석 화면

- 자동분석 수행 시 분석된 화면

- 분석된 데이터 타임라인 화면

- 분석이 종료되면 생성되는 기본 다이얼로그 (세 개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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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조건 지정 검색

(Search for entries by setting conditions)

- 조건에 일치하는 엔트리 검색

- ‘and’와 ‘or’ 연산을 이용한 복합 조건 검색 수행

- 파일의 속성 정보를 검색 조건으로 지정하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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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 엔트리 속성에 부합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연산자 구분을 통해 검색 작업을 수행한다. 검색
연산자는 ‘OR’ , ‘AND’ 두 종류이다. 잘 못 추가된 검색 조건은 해당 조건을 ‘더블클릭’하여
제거

① 찾고자 하는 엔트리의 속정 정보를 선택

② 찾고자 하는 엔트리의 조건을 입력

③ 입력한 조건이 일치하는(Match) 것과 포함(Find | Range)된 것 중 하나 선택

④ 조건을 수행할 연산 작업을 선택

⑤ 선택한 연산자에 따라 조건이 저장

⑥ 조건을 or 와 and 두 곳에 지정 했다면 해당 조건들에 대한 연산자 변경도 가능

41 2

3

5
6



※ 다음은 Find 기능 활용 방법에 대한 예제 과정이다.

Step1. properties 중 ‘FileName’은 선택하고, 조건을 ‘keychain’으로 입력

Step2. 수행할 조건의 연산자와 옵션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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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잘 못 지정한 조건은 해당 조건을 더블 클릭하여 삭제

20



Step4. 입력한 조건과 일치하는 검색 결과 (빠른 검색 추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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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복합 조건 설정에 대한 추가 연산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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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제 설명

- 확장자가 ‘xml, dat, url’ 중에 일치하는 것과 파일이름이 ‘keychain’과 일치하는 것과 폴더가

아닌 조건에 대한 검색 수행

- ‘or 와 and’ 연산자 입력 항목가운데연산자를클릭하여 ‘and’연산으로변경

Click!



Step6. 복합 조건 결과 확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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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

파일 타입 별 분류 검색

(Filtering each file type)

- 파일 타입 별 선별 검색

- 다중 선택 가능

• 파일 유형을 선택한 뒤 실행하면 설명에 제시된 확장자만 빠르게 검색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다양한 파일 유형 검색 기능 추가 예정이다.)



다음은 filter 기능으로 검색된 결과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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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유형에 따라 결과 탭이 각각 생성

• 결과 탭 하단에 검색을 통해 원하는 문자열이 포함된 엔트리 검색

• 날짜를 대상으로 검색을 수행하거나 문자와 함께 검색



26

DOCUMENT KEYWORD

문서 파일 내 본문에서 키워드 검색

(Search for keyword from body text of document files)

- Office, Hwp 파일 내 키워드 검색

- 인코딩 된 데이터 디코딩 후 키워드 검색 수행

- 본문(Body Text) 대상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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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 KEYWORD

• 문서 파일에 존재하는 키워드 검색

• Office 또는 한글의 경우 본문 데이터는 인코딩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키워드 검색 도구에서

확인 불가능

• 인코딩 된 데이터 영역을 디코딩 한 후에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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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 KEYWORD

• 검색에 사용된 키워드는 필터로 분류

• 키워드로 검색된 파일 목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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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키워드 테스터

(KEYWORD TESTER)

- 파일 내부 데이터를 대상으로 키워드 검색

- 최근에 검색한 키워드 확인

- 작성한 키워드를 특정 파일 대상으로 검색 확인

- 키워드 테스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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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키워드 검색

(KEYWORD SEARCH)

- 사용자가 선택한 엔트리를 대상으로 키워드 검색 수행

- 검색 키워드 다수 입력

- 코드페이지 적용 필수 (기본 ‘ANSI’ 적용)

Selec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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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최근 검색한 키워드 목록 확인

(Show previous keyword list from cache file)

• 이전에 검색한 키워드 목록

• 키워드 검색을 수행한 디스크와 입력한 키워드, 작업 수행 시간을 표시

• 레코드를 더블 클릭하여 검색된 결과 화면을 다시 불러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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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ER

특정 파일을 대상으로 키워드 검색 테스트

(Test searching keyword with specific file)

- 사용자가 작성 키워드의 정상적인 검색을 위한 테스트 기능

- 코드페이지(CodePage) 변경에 따라 result 화면에 보이는 테스트 파일 내용 변함

- 일치하는 키워드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키워드의 위치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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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선택된 엔트리를 대상으로 지정한 키워드 검색

(Search keyword from selected entries)

- 선택된 엔트리를 대상으로 지정한 키워드 검색

- 코드페이지(CodePage) 선택에 따라 검색의 유무 나뉨

- 한글의 경우 ‘UNICODE’를 선택하여 검색 수행



다음은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면 보여지는 결과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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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된 엔트리를 대상으로 지정한 키워드 검색

• 코드페이지(CodePage) 선택에 따라 검색의 유무가 달라짐

• 검색된 키워드는 실시간으로 저장

• 검색 도중 중지된 경우 중단 전까지의 결과를 검색 결과 화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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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ENTRY)

선택 파일 추출

(Export Files)

- 엔트리를 선택하여 파일 추출(복사)

- 하나 또는 다수의 선택 엔트리를 파일로 추출

- 논리 사이즈로 추출 (파일 슬랙 미포함)

- 물리 사이즈로 추출 (파일 슬랙 포함) 



36

EXPORT

• 선택한 엔트리를 파일로 분석 시스템에 저장

• 하이라이팅 또는 여러 선택된 엔트리를 파일로 저장

• 파일의 논리크기와 물리크기로 나누어 저장



※ 추출 옵션 선택 뒤 저장 경로 설정 화면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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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된 파일의 원본 이름 앞에 ‘export_’ 문자열 추가하여 저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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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FS (View File Structure)

파일 내부 데이터 구조 분석

(Analyze structure inside file)

- 문서나 압축 파일과 같은 컴파운드(Compound) 파일의 내부 구조 확인

- 내부구조를 확인할 파일을 선택하여 상단의 메뉴(VFS) 클릭

-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VFS 메뉴 선택



※ 다음은 VFS를 실행한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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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스트림(Steam)에 존재하는 데이터 확인

• 화면 하단의 헥스, 텍스트, 그림 뷰로 스트림 내부 데이터 확인

• 코드페이지를 변경하여 확인 가능한 내용들 확인



40

VRH (View Registry Hive)

윈도우 레지스트리 하이브 파일 구조 분석

(Analyze structure Windows registry hive file)

- 윈도우 시스템에만 존재하는 레지스트리 하이브 파일의 내부 구조 확인

- 트리 구조 뷰어(Viewer)

- 벨류(Value) 데이터 확인 (Hex, Text)

- 레지스트리 하이브 파일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단 메뉴(VRH) 클릭

-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VRH 메뉴 선택



※ 다음은 VRH를 실행한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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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스트림(Steam)에 존재하는 데이터 확인

• 화면 하단의 헥스, 텍스트, 그림 뷰로 스트림 내부 데이터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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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SPACE BOT

시스템 주요 아티팩트 자동 분석

(Automatic analysis to system’s major artifact)

- 시스템 주요 아티팩트를 자동 분석

- 선택 모듈에 따라 분석 시간의 차이가 발생

- 분석 수행이 완료된 모듈에 대한 결과를 바로 확인 가능

- 일부 모듈의 경우 실시간으로 결과를 갱신

- 분석된 데이터 타임라인 뷰어(Viewer)



43

자동 분석 모듈 종류와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윈도우 아티팩트 – 윈도우 시스템의 주요한 아티팩트 분석

• 리눅스 아티팩트 – 리눅스/유닉스 시스템의 주요한 아티팩트 분석

• 인터넷 브라우저 – 인터넷 브라우저 아티팩트 분석

• 문서 타입 분석 – HWP, Office 파일 작성자 별 분류

• 암호설정타입 탐색 – 암호 설정된 파일 검색

• 아이디 검색 - 증거 이미지에 저장된 ID 검색

• 클라우드 분석 – 업로드 파일 및 사용자 ID 분석

• 인터넷 데이터 카빙 = 브라우저 히스토리, 캐시 등의 데이터 카빙

• 문서 카빙 – 문서 파일 카빙 (HWP, MS-Office)

• 시그너처 분석 – 파일 시그너처 생성 및 확장자와 일치 여부 확인

• 해시분석 – 엔트리를 대상으로 해시 생성 및 비교

• 이벤트로그 분석 – 윈도우 시스템 이벤트 로그를 분석하여 레코드로 보여줌

• 폴라리스 애플리케이션 분석 – Polaris 사용 내역 분석

• NTFS 메타 파일 분석 - $Logfile, $UsnJrnl 파일 분석

• 문서 파일 본문 검색 – 본문 내용을 대상으로 키워드 검색 수행

• 문서 파일 단어 분석 – 문서 파일 내 존재하는 단어 인덱싱



Windows Artifact 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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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우 시스템 정보 (System)

• 계정 (Account)

• 네트워크 (Network)

• 무선 네트워크 (Wireless network)

• 자동실행 지점 (Autorun)

• 실행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 log)

• 연결된 USB (USB)

•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Installed App)

• 공유폴더 (Shared Folder)

• 최근 실행된 파일 목록 (RecentDocs)

• 점프리스트 (Jumplist)

• 프리패치 (Prefetch)

• 바로가기 (Link file)

• 폴더 추적 (Shellbag)



Browser Forensic bot

46

• 인터넷 익스플로러 (Internet Explorer)

• 크롬 (Chrome)

• 파이어폭스 (Firefox)

• 히스토리 (History)

• 캐시 (Cache)

• 쿠키 (Cookie)

• 다운로드 받은 파일 목록 (Download)

• 검색한 키워드 (Search keyword)

• 메일 사이트 목록 (EMAIL)

• 블로그 사이트 목록 (BLOG)

• SNS 사이트 목록 (SNS)

• 클라우드 사이트 목록 (CLOUD)

• 토렌트 사이트 목록 (TORRENT)

• 시스템에 존재하는 Url 파일 (Url files)



Document Forensic bot

47

• 한글(HWP)

• 마이크로 소프트 오피스(MS-Office)

• 파일 메타 데이터

• 문서 타입 별 분류

• 파일 생성자와 작성자 별 분류



Encrypted File Search bot

48

• 마이크로 소프트 오피스(MS-0ffice)

• 한글(HWP)

• ZIP

• RAR

• ALZIP

• 7-Zip



ID Search bot

49

• 애플리케이션 사용 ID 검색

• 구글 드라이버 ID

• 네이버 (NDrive) ID

• 카카오톡 ID

• 크롬에 등록된 ID

• 브라우저 히스토리에 기록된 이메일 정보



Cloud Forensic bot

50

• 구글 드라이브 (Google Drive)

• 네이버 드라이브 (Naver Drive)

• 드롭박스 (Dropbox)

• 폴라리스 (Polaris)



Internet Evidence Carving bot

51

• 인터넷 익스플로러 히스토리 레코드 복구

• 크롬 히스토리 레코드 복구

• 파이어폭스 히스토리 레코드 복구



Documents Carving bot

52

• 마이크로 소프트 오피스 (MS-Office) 파일 복구

• 한글 (HWP) 파일 복구

• 어도브 (PDF) 파일 복구



Signature Analysis bot

53

• 선택 또는 전체 엔트리(Entry) 헤더(Header) 시그너처(Signature)기록

• 확장자에 따른 헤더 정의

• 정의된 헤더와 확장자 불일치 탐지



Signature Analysis option

54

• 기존에 탑재되어 있는 시그너처를

삭제하거나 그 외 사용자가 임의로

추가

• 시그너처 파일 저장은 초기 상태

자체를 변경할 수 있으니 저장에

신중해야 함



Add Signature

55

• 시그너처 입력은 짝수(2,4,6,8) 바이트로 입력

• 16진수에 사용되는 숫자, 문자 이외에 입력 불가

• 시그너처 입력은 리틀-엔디아(Little-Endian)으로 입력



56

• 입력한 시그너처 설명

- 4byte를 시그너처로 설정

- 리틀-엔디안 방식으로 뒤에서 부터 입력

- 8byte 설정 시 ‘74685009E1FFD8FF’로 입력



Hash bot

57

• 증거 이미지에 존재하는 엔트리에 대한 해시 값 산출

• 파일 전체 또는 선택된 파일에 대해서 해시 값을 산출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해시 셋과 비교

검증



Hash bot option

58

• 모듈 이름 클릭하여 옵션 설정

• 증거 이미지에 존재하는 모든 엔트리 대상, 또는 선택된 엔트리를 선택

• 설정할 해시 셋 파일은 텍스트 형식의 MD5 해시 값이 줄 별로 존재해야 함



Eventlog Forensic bot

59

• EVT, EVTX 파일 별 레코드 분석

• Event ID 검색 기능을 활용한 이벤트 레코드 확인

• 계정 관련 정보 확인

• 시스템 설정 변경 확인

• 외부 호스트 원격 연결 확인

• 외부 매체 사용 확인

• 비인가 소프트웨어 사용 확인

• 파일 출력 확인

• CD/DVD 복사 확인

• XML 데이터 분석



Polaris office Forensic bot

60

• 최근 폴더

• 최근 실행 파일

• 파일 이벤트(Log) 확인

• 클라우드 사용 내역



NTFS metadata Forensic bot

61

• Logfile, UsnJrnl 파일 분석

• 레코드 단위 출력

• 레코드 패턴에 따른 파일 이벤트 확인



Document contents search bot

62

• 검색 할 키워드 작성

• 문서 파일 본문 내용 검색 수행



Document word analysis bot

63

• 문서 파일 본문 분석

• 단어 별 나열

• 단어 사용 빈도 확인

• 동일한 단어 사용된 문서 탐지

• 문서 내 사용된 단어 검색



64

SEARCH RELATED FILES (ENTRY)

연관파일 검색

(Search related files in evidence)

- 단일 파일을 대상으로 데이터가 연관된 파일(엔트리) 출력

- 파일 이름, 사이즈, 시간 대 정보 분류

- Entry 정보를 대상으로 유사 정보 파일 검색



Search Related file

65

• 필터를 통해 직접적인 연관 항목을 지정

• 파일 이름, 확장자, 사이즈 일치 파일 검색

• 타겟 파일의 생성, 수정, 접근 시간을 대상으로 1일 앞 뒤의 파일 검색

다른 파일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 파일시스템 화면에서 엔트리를 선택한 뒤 연관

분석 화면의 ‘Change file’ 메뉴 클릭



66

TIMELINE (ENTRY)

타임라인 정렬

(Sort by Created time of entry)

- 증거 이미지에 존재하는 모든 엔트리의 생성시간으로 정렬

- 년, 월, 일 별 생성된 엔트리 개수 확인

- 차트에서 해당 년, 월 더블클릭으로 상세 데이터 확인



67

QUICK SEARCH (ENTRY)

간단 검색

(Brief Conditions)

- 파일 이름을 기준으로 검색

- 시간 정보를 가지고 검색

- 입력한 키워드와 시간 정보의 교집합, 또는 합집합으로 검색

- Find, filter 시간 단축

- Entry 화면을 대상으로만 검색 작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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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ssing of KeySpace bot

69

• 모듈 선택 및 옵션 지정

• 모듈 진행 상황 확인

• 완료된 모듈은 체크 해제

• 실시간 기록된 내용 Evidence 이름 탭에서 확인

• 모든모듈동작완료 시 푸른 배경색 복귀

Processing

Completed



70

WINDOWS ARTIFACT BOT

시스템 정보

(System information)

Field Description

Name 속성 이름 (레지스트리 키 이름)

LastWritten 레지스트리 최근 접근 시간

Value 속성 데이터 (레지스트리 벨류 데이터)

OriginalPath 원본 파일 경로



시스템 계정

(Account)

71

Field Description

UserName 계정 명

LastLogin 마지막 로그인 시간

LoginCount 로그인 횟수

ResetPassword 패스워드 초기화 시간

Expire 패스워드 만료 기한

FailedLogin 로그인 실패한 시간

RID 사용자 고유 번호

Description 계정 설명

PasswordHint 패스워드 힌트

OriginalPath 파일 경로



네트워크

(Network)

72

Field Description

GUID 장치 고유 식별 값

Device 장치 이름

DhcpIP 할당 받은 IP

DhcpGatewayIP 게이트웨이 IP

DhcpNameServer 도메인 서버 IP

DhcpServer 네트워크 서버 IP

DhcpSubnetmask 서브넷 대역

LeaseObtainedTime IP 할당 받은 시간

LeaseTerminatedTime IP 해제된 시간

T1, T2 IP 할당 받은 시간 (사용 중에 주기적인 갱신)

OriginalPath 파일 이름



무선 네트워크

(Wireless Network)

73

Filed Description

ProfileName 유/무선 네트워크 이름

GatewayMac 게이트웨이 MAC 주소

FirstNetwork 네트워크 이름

Description 네트워크 설명

GUID 고유 식별 값

OriginalPath 원본 파일 경로



자동실행

(Autorun)

74

Field Description

Name 애플리케이션 이름

LastWritten 레지스트리 최근 접근 시간

Path 실행 파일 경로 (및 커맨드)

OriginalPath 원본 파일 경로



애플리케이션 로그

(Application log)

75

Field Description

Name 파일 이름 & 경로

SessionNumber 세션 ID

ExecutedCount 실행 횟수

LastAccessTime 마지막 실행시간

OriginalPath 원본 파일 경로



외부저장장치

(External Storage)

76

Field Description

DeviceName 장치 이름

Serial 시리얼 넘버

DeviceType 장치 타입

Revision 버전

Vender 제조사

Product 제품명

LastMappedDrive 마지막 연결된 드라이브 레터

FriendlyName 드라이브 이름(탐색기에서 보여지는 이름)

FirstConnected 최초 연결시간

LastConnected 마지막 연결시간

GUID 고유 식별 값

DeviceDesc 장치 설명

OriginalPath 원본 파일 경로



설치 프로그램

(Installed Application)

77

Field Description

DisplayName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이름

InstallVersion 설치 버전

DisplayIcon 실행 파일 및 아이콘 경로

DisplayVersion 실행 파일 버전

EstimatedSize 최초 파일 사이즈

HelpLink 고객지원 사이트 링크

HelpTelephone 고객지원 전화번호

InstallDate 설치 일자

InstallLocation 설치 경로

Publisher 제조사

UninstallString 프로그램 제거 실행 파일 및 명령어

URLInfoAbout 제조사 사이트

URLUpdateInfo 제조사 업데이트 사이트

OriginalPath 원본 파일 경로



공유폴더

(Shared folder)

78

Field Description

Folder 공유된 폴더 이름

Value 공유된 폴더 상세 정보



최근 실행파일 – RecentDocs

(Most Recently Used - System)

79

Field Description

Order(sequence) 파일 실행된 순서

Extension 파일 확장자

FileName 파일 이름

LinkName 링크 파일 이름

OriginalPath 원본 파일 경로



최근 실행 파일 – APP

(Recent opened file - Application )

80

Field Description

Application 애플리케이션 이름

Extension 확장자

Filename 실행된 파일 이름 및 경로

OriginalPath 원본 파일 경로



최근 사용 파일 목록

(Recent used files – ComDlg32 log)

81

Field Description

Order(sequence) 파일 실행된 순서

Extension 파일 확장자

FileName 파일 이름

KeyName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레지스트리 키 이름

OriginalPath 원본 파일 경로



점프리스트

(Jumplist)

82

Field Description

Create 생성시간

Access 접근시간

Written 수정시간

Path 실행파일 경로



프리패치

(Prefetch)

83

Field Description

Prefetch name 프리패치 파일 이름

Original name 실행 파일 이름

File size 실행 파일 사이즈

Run Counter 실행 횟수

File name 프리패치 내 참조 파일 이름

Device name 참조 파일 경로 (디바이스 GUID)

Version 운영체제 버전

Last Run Time 마지막 실행 시간

Created Time 생성 시간

Modified Time 수정 시간



바로가기 - 링크파일

(Link file)

84

Field Description

Link name 링크 파일 이름

File name 파일 설명

File size 원본 파일 사이즈

Create time 생성시간

Access time 접근시간

Write time 수정시간

Drive type 드라이브 타입

Drive Serial number 드라이브 일련번호

LocalBasePath 원본 실행 파일 경로(절대경로)

RelativePath 원본 실행 파일 경로(상대경로)

Working directory 원본 실행 파일의 상위 디렉토리

Icon location 아이콘 파일 경로



쉘백 - 레지스트리

(Shellbag)

85

Field Description

Folder 폴더 명

Path 폴더 경로

FileAttribute 속성 정보

ShortName 짧은 이름 (8바이트)

Version,2 시스템 버전

NodeSlot 노드 넘버

Registry Path 레지스트리 경로

Registry Last Accessed 최근에 레지스트리에 기록된 시간

Created 생성시간

Last Accessed 접근시간

Last Modified 수정시간

MFT record number MFT 레코드 번호

Original Path 원본 파일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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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SER FORENSIC BOT

통계 결과

(Result – Statistics of visited URLs)

• 브라우저를 이용한 접속 사이트 상위 10개

• 사이트 명

• 사이트 접속 횟수



히스토리

(History)

87

Field Description

Type 브라우저 타입

URL URL 주소

Title 사이트 제목

Access count 방문 횟수

Access time 방문 시간

Sync time 동기화 시간

Created time 생성 시간

Expire time 만료 시간

Modified time 수정 시간

Original Path 원본 파일 경로



캐시

(Cache)

88

Field Description

Type 브라우저 타입

URL URL 주소

Title 캐시 파일

Access count 방문 횟수

Access time 방문 시간

Sync time 동기화 시간

Created time 생성 시간

Expire time 만료 시간

Modified time 수정 시간

OriginalPath 원본 파일 경로



쿠키

(Cookies)

89

Field Description

Type 브라우저 타입

URL 쿠키 발행 사이트 주소

Name 쿠키 파일

Size 파일 사이즈

Value 쿠키 데이터

Path 쿠키 파일 경로

Access count 방문 횟수

Access time 방문시간

Sync time 동기화 시간

Created time 생성 시간

Expire time 만료 시간

Modified time 수정 시간

Original Path 원본 파일 경로



다운로드

(Download)

90

Field Description

Type 브라우저 타입

URL 사이트 주소

FileName 파일 경로

FileSize 다운로드 받은 파일 사이즈

Access count 방문 횟수

Access time 방문 시간

Sync time 동기화 시간

Created time 생성 시간

Expire time 만료 시간

Modified time 수정 시간

Original URL 다운로드 사이트 주소

OriginalPath 원본 파일 경로



포털 사이트 검색 키워드

(Search word)

91

Field Description

Type 브라우저 타입

Word 검색 키워드 – 검색 엔진

URL 검색 포털 사이트 주소

Access count 방문 횟수

Access time 방문 시간

Sync time 동기화 시간

Created time 생성 시간

Expire time 만료 시간

Modified time 수정 시간

OriginalPath 원본 파일 경로



메일, 블로그, SNS, 클라우드, 토렌트 사이트

(E-MAIL, BLOG, SNS, CLOUD, TOREENT)

92

Field Description

Type 브라우저 타입

URL 검색 포털 사이트 주소

Title 사이트 제목

Access count 방문 횟수

Access time 방문 시간

Sync time 동기화 시간

Created time 생성 시간

Expire time 만료 시간

Modified time 수정 시간

OriginalPath 원본 파일 경로



즐겨 찾기 파일

(URL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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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Description

FileName URL 파일 이름

Logical Size 파일 사이즈 (논리)

Physical Size 파일 사이즈 (물리)

Created 생성 시간

LastWritten 수정 시간

LastAccessed 접근 시간

MFTModifiedTime MFT 메타 정보 변경 시간

OriginalPath 원본 파일 경로



마지막 연결 정보 (IE only)

(Last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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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Description

FileName 파일 이름

Entry name URL 정보

Value



도메인, 서버 정보(CHROME only)

(DNS, HTTP SER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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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Description

FileName 파일 이름

Entry name URL 정보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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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 FORENSIC BOT

MS-오피스, 한글

(Word, Excel, PowerPoint,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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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Description

Name 파일 이름

Title 문서 제목

Subject 문서 주제

Author 작성자(시스템 계정)

Keyword 키워드

Comment 메모

Template 템플릿

Last Author 마지막 작성자 (수정한 사용자의 계정)

Revision number 운영체제 버전

App name 애플리케이션 이름

Edit time 수정 시간

Last print time 마지막 프린트 시간

Created time 생성 시간

Last save time 마지막 저장 시간

Page count 페이지 수

Word count 글자 수

Char count 캐릭터 수

Security count 보안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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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RYPTIED FILE SEARCH BOT

MS-오피스, 한글, 압축 파일

(Word, Excel, PowerPoint, Hwp, Zip, Rar, Alzip, 7-zip)

Field Description

FileName 파일 이름

Logical Size 파일 사이즈 (논리)

Physical Size 파일 사이즈 (물리)

Created 생성 시간

LastWritten 수정 시간

LastAccessed 접근 시간

MFTModifiedTime 메타 정보 변경 시간

Original Path 원본 파일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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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SEARCH BOT

애플리케이션에 저장된 계정 정보

(Registered with app )

Field Description

Target 애플리케이션 종류

ID 계정



크롬 브라우저에 저장된 계정 정보

(Registered with ch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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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Description

Target 저장된 사이트

ID 사이트 로그인 계정

Time 저장 시간



히스토리에 저장된 메일 주소

(E-mail from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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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Description

Target URL 정보

ID 메일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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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FORENSIC BOT

네이버 드라이브 캐시 정보

(NDrive Cache )

Field Description

File Path NDrive 파일 경로

LastWrittenTime 마지막 저장된 시간



네이버 드라이브 로그

(NDrive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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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Description

Date 이벤트 시간

Type 이벤트 종류

Source Path 원본 경로

Destination Path 이벤트 발생 후 변경된 경로

Process 사용된 프로세스



네이버 드라이브 계정

(Connected N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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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Description

Type 이용 정보

Date 시간

ID 계정



구글 드라이브

(Google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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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Description

Type 파일 위치

File Name 파일 경로 및 이름

Modified Time 동기화 시간

Size 파일 사이즈



구글 드라이브 동기화

(Google Drive Sy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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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Description

Action 이벤트 정보

File Name 파일 경로 및 이름

ParentFolder 원본 경로 이름

Modified Time 동기화 시간

Created Time 이벤트 발생 시간

FileType 파일 타입

Remove 제거 상태

Share 공유 상태



구글 드라이브 연결 장치

(Connected devices with Google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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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Description

Device 장치 정보



드롭박스 공유 파일

(Drop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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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Description

FileName 파일 이름

Timestamp 동기화 시간



폴라리스

(Pol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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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Description

FileName 파일 이름

FirstName 사용자 이름

FullName 사용자 이름

Size 파일 사이즈

Path 파일 경로

LastAccessTime 마지막 접근 시간

LastModified 마지막 수정시간

Hide 숨김 여부

PageCount 페이지 수

Shared 공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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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EVIDENCE CARVING BOT

IE, 크롬, 파이어폭스 히스토리 복구

(IE, Chrome, Firefox history carving from unallocated cluster)

Field Description

Target 대상 파일

URL 연결된 사이트 주소

Title 사이트 제목

Access count 접근 횟수

Access time 접근 시간

Sync time 동기화 시간

Created time 생성 시간

Expire time 만료 시간

Modified time 수정 시간

Original Path 원본 파일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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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S CARVING BOT

MS-오피스, 한글, PDF 문서 복구

(MS-Office, HWP, PDF file carving from unallocated cluster)

Field Description

Target 대상 파일 이름

FileName 복구된 파일 이름

Save path 저장 경로

Subject 문서 제목

Creator(Author) 문서 작성자 (시스템 계정)

Keyword 대표 키워드

Description 설명

LastModifiedBy 마지막 수정자 (시스템 계정)

Revision 문서 버전

Modified 변경 시간

LastPrinted 마지막 프린트 시간

Created 생성 시간

Offset 위치(주소) 값

Size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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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ANALYSIS BOT

의심 파일 정보

(Find mismatch files between extension and signature by registered signature)

Field Description

FileName 파일 이름

Signature 파일 시그너처 (헤더)

Registered Signature 저장된 확장자 시그너처

Logical Size 파일 사이즈 (논리)

Physical Size 파일 사이즈 (물리)

Created 생성 시간

LastWritten 수정 시간

LastAccessed 접근 시간

MFTModified 메타 정보 변경 시간

Original Path 원본 파일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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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H  ANALYSIS BOT

해시 데이터 일치 파일 검색

(Match)

Field Description

FileName 파일 이름

Hash(MD5) 파일 해시 값 (MD5)

Logical size 파일 사이즈 (논리)

Physical size 파일 사이즈 (물리)

Created time 생성 시간

LastWritten time 수정 시간

LastAccessed time 접근 시간

MFTModified time 메타 정보 변경 시간

Original Path 원본 파일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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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LOG FORENSIC BOT

이벤트로그 파일 분석

(Eventlog file parsing)

Field Description

Log Name 이벤트 로그 파일 이름

Provider Name 공급자 이름

Log Time 기록된 시간

Event ID 이벤트 아이디

Computer 컴퓨터 이름

Task 작업 설명

Keyword 키워드

Level 등급

Opcode 오퍼레이션 코드

Process ID 프로세스 ID 번호

Record ID 기록 번호

Thread ID 쓰레드 ID 번호

XML Data 이벤트 로그에 기록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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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IS OFFICE FORENSIC BOT

폴라리스 분석

(Polaris artifacts parsing)

Field Description

FlolderName 폴더 이름

LastAccessTime 마지막 접근 시간

FileName 파일 이름

Path 파일 경로

Size 파일 사이즈

Log 파일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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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FS METADATA FORENSIC BOT

NTFS 메타파일 분석 - $Logfile

(NTFS metadata analysis - $Logfile)

Field Description

LSN 로그 순차 번호

Event 마지막 접근 시간

FileName 파일 이름

FileType 파일 유형

CreatedTime 생성시간

ModifiedTime 수정시간

MFT ModifiedTime MFT 엔트리 수정시간

AccessedTime 접근시간

Redo 다음 작업

TargetLCN



NTFS 메타파일 분석 - $UsnJrnl

(NTFS metadata analysis - $UsnJr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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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Description

USN 로그 순차 번호

Event time 이벤트 발생 시간

Filename 사용자 이름

ParentMFT 상위 경로의 MFT 엔트리 넘버

MFTReference 자신의 MFT 엔트리 넘버

FileType 파일 유형

ReasonFlag 파일 이벤트에 따른 기록되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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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 CONTENTS SEARCH FORENSIC BOT

문서 파일 내 키워드 검색

(Searching keyword in body of document file)

Field Description

Name 파일 이름

HItText 검색된 키워드

FileSize 파일 사이즈

Created 생성시간

Modified 수정시간

LastAccessed 마지막 접근시간

Path 파일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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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 WORD ANALYSIS BOT

문서 파일 내 단어 분석

(Analyzing words in body of document file)

Field Description

Name 파일 이름

Logical size 검색된 키워드

Physical size 파일 사이즈

Created 생성시간

Modified 수정시간

LastAccessed 마지막 접근시간

FN created MFT 파일이름 속성 생성시간

FN last written MFT 파일이름 속성 수정시간

FN last accessed MFT 파일이름 속성 마지막 접근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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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ING

Description

- 키스페이스 자동분석 기능을 선행 해야 함

- 키스페이스 봇을 통해 분석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시간 순 구성

- 증거 이미지 선택 화면에서 Record된 데이터를 실행하여 타임라인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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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Display

연도-> 월 -> 일 별 나열

월 / 일 별 아티팩트 개수

월, 또는 지정한 일에 대한 아티팩트 종류 및 개수

시간 순 아티팩트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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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USE

Case #1 준비중…



THANK YOU

Technical support 

keychain@keychain.co.kr 
www.keychain.co.kr
010-8593-1041 , 010-9177-7988

Copyrightⓒ KeyChain Co., Ltd. All rights reserved. 

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