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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NTFS 파일시스템에서 디렉토리 인덱스의 구조내에 데이터를 숨기기 방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설명과 그것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기존에 발표된 이 방법은 NTFS의 디렉토리 인덱스를 유지하기 위하여 

B-tree방식으로 인덱스에 대한 데이터 구조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인덱스의 정보를 담고 있는 인덱스 레코드 안에 저

장되는 파일명을 이용하여 데이터 감추기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몇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파

일시스템, 작업 디렉토리, 위장 파일, 숨기려는 데이터, 사용할 수 없는 문자들, 앵커파일, 분석도구 등에 대한 것들을 나열하고 

해당하는 요소들이 필요성과 그에 대한 의미를 기술하고자 한다. 

키워드: 디렉토리 인덱스(directory index), NTFS파일시스템(NTFS file system), 데이터감추기(data h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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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NTFS는 Windows NT 3.1에서 부터 Windows의 기본 파일시스템

으로 채택된 이후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 동안에 안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Windows의 역사와 함께 개발 초기부터 적용된 기술과 기본사양

을 바탕으로 Windows 10에 이르기까지 기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서 큰 변화없이 안정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다[4].

Windows NTFS에 대한 구조와 원리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 문헌들

[5,6]에 잘 기술되어 있지만 디렉토리 인덱스에 관련된 내용들에 

중에서 B-트리의 동작이나 구현 방법들은 소개가 잘되어 있지 않다. 

최근 디렉토리 인덱스에 관한 연구는 Cho의 연구[1,2,3,4]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디렉토리 인덱스에 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설명과 함께 B-트리 인덱스 구조와 동작 방식을 잘 설명하고 

있다[4]. 또 다른 연구[2]에서 디렉토리 목록 변화에 따른 인덱스 

레코드의 흔적에 남게되는 파일명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숨기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 연구 결과를 응용한 후속 연구[3]에서 파일명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숨기려는 데이터에 사용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니코드 변환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발표된 NTFS의 B-tree방식을 사용하여 

디렉토리 인덱스 안에 저장되는 파일명을 이용하여 데이터 감추기를 

수행하는 방법[1]에서 필요한 요소들, 즉 파일시스템, 작업 디렉토리, 

위장 파일, 숨기려는 데이터, 사용할 수 없는 문자들, 앵커파일, 분석도

구 등에 대한 것들을 나열하고 해당하는 요소들이 필요성과 그에 

대한 의미를 기술하고자 한다.

II. Essential Elements of a Directory Index 

Data Hiding Method

디렉토리 인덱스에 데이터를 숨기는 방법이 적용되기 위해서 필수

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요소들이 있다. 아래에 필요한 요소들과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작성한다. 

1. OS버전 : Windows XP/7/8/10 

2. 파일시스템 버전 : NTFS v3.1

3. 최소 스토리지 소요공간

1) MFT entry: 1KB

2) 인덱스 엔트리 디스크 할당: 4KB

4. 작업 디렉토리(Working Directory) : 드라이브 상관없이 디스크 

내의 임의의 디렉토리에 적용가능하다. 

5. 위장파일의 위치(Camoflage Direcotory) : 작업디렉토리와 

마찬가지로 디스크내의 임의의 위치의 디렉토리에 적용 가능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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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작업디렉토리와 같은 디렉토리가 아니어야 한다. 예를 들면 

“d:\otherDir”와 같이 적용될 수 있다[1].

6. 숨기려는 파일들: 파일명에 작성한 내용이 디렉토리 인덱스 

레코드에 기록한다. 파일명에는 유니코드가 사용된다. 파일명의 길이

는 1~255자까지 허용이 된다. 실제로는 디렉토리 경로를 포함한 

파일명의 길이가 255자 이내이어야 한다. 경로명이 긴 경우는 숨기려

는 데이터의 길이에서 경로 길이의 문자수 만큼 파일명 길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2,3].

7. 파일명에 사용할 수 없는 문자들: 파일명에는 다음과 같은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 *, /, :, <, >, ?, \, | 등의 문자는 사용할 수 

없다[2,3].

8. 앵커파일(Anchor File): 디렉토리 인덱스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 한 개의 파일이 디렉토리 안에 남아있어야 한다.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할당되었던 인덱스 레코드가 해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1,2,3].  

9. 디스크 분석도구: 숨겨진 데이터가 적절한 위치에 숨겨져 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툴로써 X-Ways WinHex/Forensics가 

쓰이고, EnCase등의 포렌식 도구들을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III. Conclusions

이 연구는 NTFS 파일 시스템의 디렉토리 인덱스의 구조를 이용하

여 데이터를 숨기기 방법[1]을 적용할 때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필요한 

요소들(파일시스템, 작업 디렉토리, 위장 파일, 숨기려는 데이터, 

사용할 수 없는 문자들, 앵커파일, 분석도구 등)에 대하여 나열하고 

해당하는 요소들이 필요성과 그에 대한 의미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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