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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심캐시(Shimcache, AppCompatCache) 파일은 Windows 운영체제에서 응용 어플리케이션 간의 운영체

제 버전 호환성 이슈를 관리하는 파일이다. 호환성 문제가 발생한 응용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가 심캐시

에 기록되며 프리패치 (Prefetch) 파일이나 레지스트리의 UserAssist 키 등과 같이 응용 어플리케이션의 실

행 흔적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포렌식적 관점에서 중요한 아티팩트이다. 본 논문에서는 심캐시의 구조를 분석

하여 심캐시 파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응용 어플리케이션의 정보를 소개하고, 기존 툴 상용도구의 개선을 

통해 완전 삭제 등 안티 포렌식 도구의 실행 흔적을 탐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키워드: 응용 프로그램 호환성 캐시(AppCompatCache, Shimcache), 

응용 프로그램 호환성 (Application Compatibility), 안티 포렌식(Anti-Foren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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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디지털 포렌식 수사 시 증거 대상 PC의 응용 어플리케이션 실행과 

관련된 아티팩트를 수집 또는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응용 어플리케

이션의 실행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프리패치 (Prefetch) 

파일 등의 아티팩트를 주로 수집 및 분석하며, 해당 아티팩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타임라인 등을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프리패치 파일은 128개를 초과하는 정보를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타임라인 구성에 한계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심캐시(Shimcache, AppCompatCache) 파일은 Windows 운영체제

에서 응용 어플리케이션 간 버전 차이로 발생하는 호환성 이슈를 

관리하는 파일이다. 한 번이라도 호환성 문제가 발생한 응용 어플리케

이션의 정보는 심캐시에 기록되며 프리패치 (Prefetch) 파일이나 

레지스트리의 UserAssist 키와 같이 응용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흔적

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포렌식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또한 프리패치와 같이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최대 

개수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특정한 운영체제 종류와 버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대규모 공격에서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가 용이하다. 본 

논문에서는 심캐시의 구조를 분석하여 심캐시 파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응용 어플리케이션의 정보를 소개하고 기존 상용 도구의 

개선을 통해 안티 포렌식 도구의 실행을 쉽게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II. Preliminaries

1. Shim Database (SDB)

운영체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 경우 신규 생성 또는 삭제되는 

DLL의 모음인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인해 

프로그램 간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고 운영체제는 이를 응용 프로그램 

호환성 데이터베이스(Application Compatibility Database) 구조를 

이용하여 해결한다. 이 구조는 심 데이터베이스(Shim Database, 

SDB)라고도 불리는데, ‘틈을 메우는 끼움쇠’라는 뜻을 가진 ‘shim’은 

Fig. 1의 (2)와 같이 API 후킹의 형태로 응용 어플리케이션과 

Windows 운영체제 사이에 위치한다[1].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

는 과정에 필요한 DLL을 Windows 측에 요청하면 Window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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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가 직접적으로 호출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이 shim으로 리다이렉

션되어 Windows에 대한 요청과 응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호환성 

이슈를 해결한다.

Fig. 1. Shim Structure Between Windows and Applications

2. ShimCache (AppCompatCache)

2.1 ShimCache 파일

응용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 운영체제의 상이한 버전으로 인한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함수는 kernel32.dll의 내부 함수인 

BasepCheckBadApp 함수이다. 해당 함수가 호출되면 프로그램 별 

호환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응용 어플리케이션 호환성 데이터베이스, 

즉 SDB의 내용을 참고하는데 이 때 더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캐시 데이터를 선행 참조하게 되며 이것이 그림 Fig. 1의 (3)의 

심캐시(Shimcache)이다. 

심캐시는 호환성 이슈가 발생한 응용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며 Windows 버전 별 관련 레지스트리 경로가 조금씩 상이하지

만 Windows 2003 이후 버전에서는 그림 Fig. 2와 같이 

‘HKLM\SYSTEM\CurrentControlSet\Control\Session 

Manager\AppCompatCache\AppCompatCache’에 기록된다.

Fig. 2. Registry storage path for Shimcache

2.2 ShimCache 파일의 구조

심캐시는 레지스트리의 HKLM\SYSTEM\CurrentControlSet\

Control\Session Manager\AppCompatCache 위치에서 그 값을 확

인할 수 있다. 해당 경로에서 AppCompatCache value를 확인하면 

가장 처음 52 bytes의 Header가 존재하고 그 이후 특정 구조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Fig. 3은 AppCompatCache 

value의 52 bytes 크기의 Header를 표시한 것이다.

Fig. 3. ShimCache Header 

Header 이후 반복되는 구조는 그림 Fig. 4과 같다. 이는 

Sysinternals의 Strings.exe 프로그램에 관한 ShimCache 영역이다. 

Fig. 4. ShimCache File Structure

ShimCache 구조에서 의미를 갖는 offset 영역을 빨간색으로 표시

하였으며 각 offset이 뜻하는 사항은 Table 1.과 같다.

Offset Length Description

0x00 ~ 0x03 4 bytes Signature (‘10ts’)

0x04 ~ 0x07 4 bytes Unknown

0x08 ~ 0x1B 4 bytes Entry Length

0x1C ~ 0x1D 2 bytes Path Length

0x1E ~ 0x?? variable Path Value

0x?? ~ 0x(??+8) 8 bytes
Last Modified 

Time

0x(??+8) ~ 0x(??+9) 1 bytes Data Length

0x(??+9) 

~ 0x(??+9+Data Length)
variable Data Value

0x(??+9+Data Length)

~ 0x(??+9+Data Length+3)
3 bytes Null Padding

Table 1. ShimCache File Structure 

이처럼 Windows 10 환경에서의 한 개의 심캐시 구조는 ‘10ts’라는 

Signature로 시작하여 관련된 응용 프로그램이 위치하는 절대 경로와 

마지막 수정 시간을 담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의 관점에서 

분석 시 유의미하다.

III. The Proposed Scheme

3. 기존의 심캐시 분석 도구

앞에서 언급한 ShimCache의 구조를 분석하는 기존의 도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Mandiant 社의 ‘ShimCacheParser’[2]와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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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도구인 Volatility의 ‘ShimCachemem’ 플러그인[3]이다. 

Fig. 5는 ‘ShimCacheParser’ 도구를 사용하여 로컬 환경의 캐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ShimCache는 생성 과정의 특성 

상, 시스템 부팅 후 실행되는 응용 어플리케이션은 메모리에 그 흔적이 

남고 재부팅 후 레지스트리에 기록된다. ‘ShimCacheParser’는 레지

스트리 파일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재부팅해야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ShimCachemem’은 메모리 상 기록을 이용하여 재부팅없

이 바로 심캐시 데이터를 볼 수 있기에 두 도구의 사용법과 출력 

결과에는 차이가 있다.

Fig. 5. Output of ShimCacheParser

4. 기존의 도구를 개선한 'shimdetector' 제안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도구가 출력하는 결과를 개선하여 심캐시를 

통해 안티 포렌식 도구의 실행을 탐지하고자 한다. 기존 도구가 심캐시

에 기록된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출력했다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도구는 완전 삭제 등의 행위를 수행하는 안티 포렌식 프로그램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프로그램의 실행 기록만을 선별 출력하여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존의 

도구 중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ShimCacheParser’[2]를 활용하여 

심캐시(shimcache) 정보 파싱 도구인 'shimdetector'[4]을 제안한다.

4.1 ‘shimdetector’ 특징

'shimdetector'는 기본적으로 완전 삭제 등의 행위를 수행하는 

안티 포렌식 도구의 실행 흔적을 감지하고자 하므로 프로그램 실행 

시 안티 포렌식 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한 키워드가 저장된 리스트를 

기반으로 심캐시의 정보를 필터링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때 

‘shimdetector’를 실행하는 사용자는 원하는 키워드를 필터링 리스트

에 추가하여 선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shimdetector’는 본 논문에 언급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Windows 

10 환경에서 실행이 용이하도록 구현하였으며 프로그램 실행 PC의 

로컬 환경을 대상으로 한다.

4.2 'shimdetector' 실행 결과

‘shimdetector’는 Python 2 버전에서 동작하며 커맨드 창에서 

실행하는 CLI 프로그램이다. ‘-l’옵션을 통하여 실행 대상 PC에 

저장된 심캐시 분석을 시작하고, 안티 포렌식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로컬 캐시 정보를 출력한다. 헤더 부분은 안티 포렌식 관련 응용 

어플리케이션의 절대 경로와 마지막 수정 시간을 포함하여 총 5가지 

항목으로 표시된다. Fig 6에서 나타나듯이 완전 삭제 어플리케이션의 

하나인 'CCleaner.exe'[5] 실행 후 'shimdetector'를 실행하면 

'CCleaner.exe', 'CCUpdate.exe', 'CCleaner64.exe' 등 어플리케이

션과 관련된 실행 흔적이 선별적으로 출력된다.

Fig. 6. Output of shimdetector: usage of option '-l'

Fig. 7은 옵션 '-a'를 사용하여 'shimdetector'를 실행하는 사용자가 

탐지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리스트에 추가하는 그림이다. 이 방법을 

통해 'shimdetector'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을 때 선별 출력되는 프로그

램 목록을 확장할 수 있다.

Fig. 7. Output of shimdetector: usage of option '-a'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Windows 운영체제에서 버전 차이로 발생하는 

응용 프로그램 호환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인 응용 어플리케이

션 호환성 데이터베이스(Application Compatibility Database, 

Shim Database, SDB)와 그 캐시 정보를 저장하는 심캐시 

(Shimcache) 를 소개하였다. 심캐시는 응용 프로그램 호환성 문제가 

발생한 응용 어플리케이션의 파일 경로와 마지막 실행시간을 저장하므

로 디지털 포렌식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디루어져야 하는 아티팩트이

다. 심캐시는 기록되는 정보의 최대 개수 제한이 없으며 디지털 포렌시 

수사 시 유용하게 사용되는 시간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악성 

행위를 수행하는 공격자의 악성 코드 실행 후 그 실행 흔적을 탐지하거

나 악성 프로그램 또는 안티 포렌식 프로그램 등의 실행 흔적 역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격 대상 PC의 운영체제 종류 및 버전이 

한정적이지 않은 대규모 공격 또는 공격 진행 중 버전이 변경될 

수 있는 장기간 공격 등에서 응용 프로그램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심캐시의 중요성과 유용성은 더욱 강조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도구를 개선한 도구인 'shimdetector'를 

제안하여 완전 삭제 등의 안티 포렌식 행위를 수행하는 응용 어플리케

이션이 실행되었음을 선별 탐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가로 사용자가 

지정한 임의의 프로그램이 실행된 흔적도 탐지 가능하게 하여 기존의 

도구보다 더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shimdetector'는 심캐시가 저장되는 레지스트리 파일을 활용하므로 

프로그램 실행이 이루어지는 로컬 컴퓨터를 재부팅한 이후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때문에 향후에는 메모리에 기록되는 정보를 

포함하여 GUI 프로그램을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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