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9권 제2호 (2021. 7)

221

●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HFS+ 파일시스템의 클러스터의 상태를 분석하여 디지털 포렌식에 활용하기 위한 기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파일시스템의 클러스터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텍스트 형식과 GUI 형식으로 표시하하여 

포렌식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한다. 이 기법에서 적용되는 파일시스템은 macOS에

서 사용하는 HFS+ 파일시스템으로 파일/디렉토리에 대한 클러스터의 수, 클러스터의 연속정보, 클러스터에 

연관된 파일/디렉토리의 고유정보와 시간정보를 표시한다. 이 기법을 위한 도구는 C/C++와 Python언어로 

macOS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개발된다. 일반적으로 Windows 환경에 비하여 macOS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렌식 분석을 소프트웨어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서 이 도구에서 제공하는 디스크 클러스터의 할당상

태와 그것과 연관된 포렌식 정보를 얻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이 이 연구가 기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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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디스크의 데이터 구조 처리의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개의 

섹터 집단을 클러스터라는 단위로 사용하는데 Windows나 macOS에

서 한 클러스터는 8개의 섹터(4KiB)를 한 클러스터의 크기로 사용한다

[1].

M. Karresand등[2]은 NTFS의 클러스터 할당 알고리즘을 경험적

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새 데이터가 디스크에 배치되는 위치는 디스크 

중간에 더 가깝게 할당됨을 보임으로써 해시 기반의 디스크 조각 

분석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Cho[3]는 파일시스

템에서 클러스터를 임의로 할당하여 디스크를 의도적으로 단편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이 방법에서 실험의 결과를 보여주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클러스터 분석도구가 필요하다.

Windows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클러스터의 정보를 표시하는 

DiskView.exe라는 도구는 디스크의 그래픽 맵을 표시하여 파일이 

있는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클러스터를 클릭하면 

어떤 파일이 클러스터 정보표시 기능을 갖추고 있다. Sysinternals에서 

제공하는 이 도구는 일반적으로 시스템 관리도구로 사용되지만 하드 

디스크의 단편화 상태나 지정한 파일의 위치를 표시하여 디스크의 

파일/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포렌식 분석도구로써 매우 훌륭하게 사용된다[4]. 

그러나 이것은 NTFS파일시스템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서 HFS+, APFS, Ext3/4에도 같은 기능의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

다. 기존의 포렌식 도구들에서 유사한 기능이 제공되지만 클러스터 

분석을 위한 전문적인 도구는 보기 힘들다.

이 논문에서는 HFS+ 파일시스템의 클러스터의 현 상태를 분석하여 

디지털 포렌식에 활용하기 위한 기법을 위한 도구가 제작된다. 파일/디

렉토리에 대한 고유번호, 클러스터의 전체의 수, 클러스터의 시작 

위치, 파일/디렉토리의 타임스탬프 정보가 표시된다. 이 도구는 HFS+ 

파일시스템 분석은 C/C++로 구현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Python

언어로 macOS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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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Cluster Analysis of HFS+

HFS+ 파일시스템에서 파일/디렉토리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Volume Header, Allocation File, Extents Overflow File, Catalog 

File, Attributes File, Startup File, Alternate Volume Header, 

Reserved Area등에 저장된다[5]. 

파일의 내용은 클러스터 단위로 저장된다. 클러스터들의 시작 위치

와 연속된 클러스터의 개수가 Extent라고 부르는 곳에 저장된다. 

최대 8개까지의 Extent 정보가 Catalog File에 저장되고, 이것을 

넘어서는 9개 이상의 클러스터 집합들은 Extend Overflow File에 

저장된다[5]. 클러스터 분석도구의 설계를 위해서는 Extent정보를 

분석하여 클러스터의 시작위치와 연속된 개수를 이용하여 시각화한다

(Fig. 2).

HFS+ 파일시스템의 클러스터 분석을 위한 도구는 C/C++로 제작

된 파일시스템 분석도구와 Python으로 제작된 GUI 도구로 구성된다. 

Catalog File은 B-tree데이터 구조이며 파일/폴더에 대한 메타정보를 

갖고 있다. macOS에서는 파일시스템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루트

(관리자)권한으로 기능이 실행되어야 한다. macOS에 마운트되어 

있는 디스크를 읽어서 클러스터의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Fig.1)

Fig. 1. HFS+ filesystem analysis tool

Fig. 2. Disk Cluster Analyzer 

III. Conclusions

이 도구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유용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차후에 카빙 분석 도구로써 기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Windows 환경에 비하여 macOS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렌식 분석을 소프트웨어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서 이 도구에서 제공하는 클러스터와 연관된 포렌식 정보를 

얻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이 이 연구가 기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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