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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100 

- It is so easy 

- Cloud application(Dropbox) 

- I-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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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100 

 

 

 

 지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 

• 스마트폰을 추가적으로 제공 받은 것으로 보아, 스마트폰 관련된 Artifacts 문제임을 유추 

• PC에서 내부문서를 업로드 하였다고 해당 PC 이미지를 문제 파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증거를 분석 중인 PC의 이미지를 문제 파일로 제공한 것 

지문 확인 

지문 때문에 접근에 혼동을  
가진 참여자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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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100 

 

 

 

 

 

 

 대략적인 이미지 구조 확인 결과 

• NTFS 파일 시스템 + 10개의 폴더 존재  

• 각각 폴더 내부에는 /***.app/***.plist 파일이 존재 

이미지 파일 확인 

아이폰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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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100 

 

 

 

 업로드와 관련된 앱은 Dropbox가 가장 유력 

 시나리오 

• PC에서 내부 문서를 Dropbox를 통해 업로드 

• 아이폰의 Dropbox 앱은 이를 동기화 하였고, 해당 정보는 Cache에 남음 

 접근점 

• Dropbox의 앱 Cache는 ~/Library/Caches/Cache.db로 저장 

접근점 파악 

맥의 경우 대체로 
~/Library/Caches에 Cache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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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100 

 

 

 

 

 SQLite Browser를 통해 내부 데이터 확인 

• tim_folder가 의심스러움 

• tim_folder 의 data는 base64 인코딩된 값 

접근 데이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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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100 

 복호화를 진행하면 아래와 같은 Plist 파일이 추출됨 

 

 

 

 

 

 

 

• 파일명이 S-Companysecurity.pdf 인 것으로 보아 업로드 한 내부 문서라 판단 

• 첫 번째 NS.time은 업로드 시간, 두 번째 NS.time은 수정 시간 

복호화 후 확인 

수정 시간이  
업로드 시간보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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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100 

 각 시간 값을 MAC Absolute Time으로 변환 

 

 

 

 

 

• Bias는 UTC +09:00 이라고 지문에 명시되어 있었음 

 인증 키 값  

2012-12-27 17:55:54 _2012-05-01 17:46:38 _S-Companysecurity.pdf_2.1MB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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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200 

- It is so easy too 

- Torrent Artifacts 

- But, I solved this problem using $Logfile 

- Thanks to Blue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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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200 

 

 

 
 

 지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 

• 다운로드 된 동영상 파일은 이미 삭제 되었고, 파일 다운로드 흔적을 찾으라는 문제 

• 의문점 1. 다운로드 흔적을 찾은 후, 해당 파일이 아동 음란물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별? 

지문 확인 

문제 풀이 후 알았지만 토렌트 
파일은 1개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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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200 

 

 

 

 설치된 파일을 확인하기 위해 AppData를 확인하니, uTorrent 존재 

• uTorrent가 범죄자의 다운로드 프로그램임을 추측 가능 

• uTorrent를 통해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하고 삭제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Logfile 분석 

이미지 파일 확인 

나와라 ! 
NTFS Log 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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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200 

 

 

 

 

 

 

 uTorrent 실행 후 파일 생성 행위 발견 

• 왜 저 위치에 파일이 생성되는 것일까? 

$Logfile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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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200 

 uTorrent 폴더의 settings.dat 파일을 Bencode Editor로 확인 

• dir_completed_torrents / dir_torrent_files 경로 확인 

 

 

 
 

• 해당 경로는 $Logfile에서 발견한 uTorrent 실행 후 생성된 파일의 경로와 일치 

 052b585f1808716e1d12eb55aa646fc4984bc862 파일이 증거 파일임을 짐작 

 

경로 설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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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200 

 해당 파일의 첫 부분에 TorrentRG.com 문자열 존재 

 

 

 

 

• 해당 파일은 uTorrent를 실행 후 settings.dat 에 설정된 위 경로에 생성된 Seed 파일 
 

※ dir_completed_torrents 경로는 다운로드 완료 시 원본 Seed 파일이 생성되는 경로 

이때, 생성 시각이 해당 다운로드 완료 시간 

052b585f1808716e1d12eb55aa646fc4984bc862 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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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200 

 해당 파일 복구 후 MD5 Hash 값 확인 

 

 

 

 인증 키 값  

449529C93EF6477533BE01459C7EE2B4_2012/12/24_13:45:43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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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300 

- It is so surprise to me 

- ooXML Stega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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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300 

 Find Key . . .  

 문제 파일은 docx 파일 1개 

• docx 파일이 문제로 주어질 경우 대부분 ooXML 포맷의 특징을 이용한 Data Hidden 문제 

 Documen.xml.rels 파일을 통해 파일 관계 확인 

지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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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300 

 실제 media 안에는 image6.emf 파일이 숨겨져 있음 

 

 

 

 

• 해당 파일 확인 결과 doc 파일이며, 문서 내용은 “2013” 이라는 붉은 문자열 

수상한 파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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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300 

 “compare the docx” 

• Compare 기법을 이용한 것들은 주로 Steganography와 연관 

 데이터가 숨겨진 파일의 특징과 숨겨지지 않은 파일의 특징을 비교 

 Google에 ooXML Steganography 검색 

• “Steganography with ooXML “이라는 유명한 Tool 존재 

• 고려대에서 ooXML Steganography 논문을 번역한 PPT 문서도 발견 

 New Steganographic Techniques for the OOXML File Format – 18기 윤지혜 

 해당 PPT 및 논문은 OOXML에 관한 다양한 Steganography 기법들을 언급 

 

 

 

 

힌트가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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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300 

 “2013”은 Tool에서 지원하는 AES Decryption Key 임을 Guessing 

 

 

Tool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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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300 

 Decompressed 된 “stego_unpack_04.03.2013_19.50.59.txt” 확인 

 
 

 인증 키 값  

c0d2gate~2o13!!F0r2nsic!!!!! 

 2번째 힌트 “Extra field entry”가 인증 후 나옴 

• 이를 통해 첫번째 hint가 docx 파일 2개의 Extra field를 비교하란 것을 확인 

• Image 6의 Extra field를 원본 문제 파일(f300.docx)와 비교하니 아래와 같은 AES 값 발견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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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400 

- So So 

- ADS, Fileslack 

- Fuzzyhash 

- Truecr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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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400 

 Find Key . . .  

 문제 파일은 Disk Image 파일 이며 FTK Imager를 통해 확인 

 

 

 

 

• Black & Hole 폴더가 존재하며, B(115).jpg 에 ADS로 데이터가 숨겨져 있음을 확인 

지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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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400 

 ADS에 특정 파일을 숨겨 놓았다는 것은 문제 풀이에 결정적인 파일일 가능성 높음 

 

 

• Byte 분포도를 살펴본 결과 차이 없이 거의 균등한 분포를 띄고 있음 

• 해킹대회에서 이럴 경우 대부분 Truecrypt 이미지일 가능성 90%(자주 출제됨) 

 Truecrypt Image를 마운트 하기 위한 Key 값은? 

• Black 과 Hole을 적절히 이용해 보자 

ADS 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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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400 

 시간 순으로 정렬 

 

 

 

 

 

 

• 오전 5시대 영역과 9시대 영역으로 확연히 구분 가능하며, 9시대 영역의 파일은 총 27개 

• 9시대 영역 JPG 파일들에는 Offset 0x20 ~ 0x21 지점에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가 표기 

Black 폴더 확인 

특정 순서를 나타낸 
파일로 짐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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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400 

 시간 순으로 정렬 

 

 

 

 

 

• 9시대 영역의 파일은 총 27개로 동일 

• 9시대 영역 JPG 파일들에는 모두 Footer 뒤의 Slack에 1Byte 문자가 존재 

• 1Byte 값 27개 = 7y_5n4_10221CuPw7R73_rrK9Pd 

Hole 폴더 확인 

특정 문자를 나타낸 
파일로 짐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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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400 

 Fuzzyhash 값 비교로 모든 글자의 순서를 맞춤 

• “7ru3CyP7_P422w0Rd_57r1n9_K1” 라는 문자열이 나오게됨 

• l33t 언어이며, Truecrypt_Password_String_Key 로 번역 가능 

 Truecrypt에서 ADS에서 추출된 Truecrypt 이미지를 해당 키 값으로 마운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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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400 

 인증키 값은 마운트된 Truecrypt 이미지에 존재하는 key.txt 파일 내용 

EyE Am ph33l1n6 lu(ky 

 의견 

• 지문 없이 단순 이미지만 가지고 문제 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 기술적인 점만 너무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함 

 그러나 기술적으로 특이한 것도 없었음 

• Black 폴더의 그림에서 순서라는 것을 정황상 찾게 하도록 의도 했다면 더 좋았을 듯함 

• 대부분의 팀들이 Fuzzyhash 가 아닌 문자열 게싱으로 Truecrypt 키 값을 추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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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500 

- What The F… 

- MFT Data runs 

- Fragment file car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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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500 

 

 

 무슨 말일까 … 

• 복구된 키 이미지 파일 논리적 파일 Hash 값? 

 Key image file을 먼저 찾아보자 

 

지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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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500 

 Key 파일 발견 

 

 

 

 

 

• R-Studio 로 복구한 파일의 경우 추출된 파일의 Hash값으로 인증 가능 

• 500점 문제 인데 몇 분만에 20개 이상의 팀이 인증함 

 참가자들이 문제 푸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아 난이도 조절에 실패 

Data Carving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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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500 

 MFT 에서 k3y2013.jpg 파일 확인 

 

 

 

 

 

 

 

• Non-resident 속성과 이에 따른 Cluster Runs존재 

• Logical File 이란, Cluster Runs를 따라가서 복구한 파일을 의미? 

 

 

Logical File H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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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500 

 K3y2013.jpg Cluster Runs 

 

 

 

• Offset 3의 0xE456은 음수를 나타냄(-0x1BAA) 

 Cluster Size/Start Offset 확인 

 

• Cluster Size : 0x0200 * 0x0008 = 0x1000 

• Start Offset : 0x10000 

Cluster Runs 확인 

값 구조 설명 

22 3D 02 B7 06  2Byte Length, 2Byte Offset 
Length 1 : 0x023D * Cluster Size 
Offset 1  : 0x06B7 * Cluster Size + Start Offset 

22 DF 00 F3 28 2Byte Length, 2Byte Offset 
Length 2 : 0x00DF * Cluster Size 
Offset 2  : 0x28F3 * Cluster Size + Offset 1 

22 78 01 56 E4 2Byte Length, 2Byte Offset 
Length 3 : 0x0178 * Cluster Size 
Offset 3  : 0xE456 * Cluster Size + Offse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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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500 

 Offset 1 : 0x06B7 * Cluster Size(0x1000) + Start Offset(0x10000) = 0x6C7000 

 Length 1 : 0x023D * Cluster Size(0x1000) = 0x23D000 

• 0x6C7000 ~ 0x904000 지점 까지 1번째 Fragmented Data 

 

 

 

 단순 반복 하여 파일 생성 

복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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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500 

 

 

 

 

 

 해당 파일의 Hash 값을 인증하면 인증이 되지 않음 

• Cluster 단위로 단편화된 데이터를 합쳤기 때문에 쓸데 없는 0x00 값이 들어갔기 때문 

 

복구된 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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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500 

 JPG 파일의 Footer인 FF D9 까지 잘라냄 

 

 해당 파일 MD5 Hash 값 확인 

 

 

 인증 키 값  

597EB84759C836CF9889E07770FFACF7 

 의문점 

• 원래 이렇게 복구된 파일을 Logical File이라 부르는지? 

• 이렇게 구조를 따라가서 복구해 주는 Tool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수정 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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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and Answ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