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라틸리티 타임라이너 플러그인은 메모리 이미지에서 발
견되는 타임스탬프된 객체를 분석(파싱)합니다. 출력은 
다음과 같이 정렬됩니다. 
 
• 프로세스 생성 시간 
• 쓰레드 생성 시간 
• 드라이버 컴파일 시간 
• DLL/EXE 컴파일 시간 
• 네트워크 소켓 생성 시간 
• 메모리가 머무는 레지스트리 키의 마지막 쓴 시간 
• 메모리가 머무는 이벤트 로그 입력 생성 시간 
 
timeliner 
--output-file 출력을 쓰기 위한 선택할 수 있는 파일 
(권고함) 
 
# vol.py -f mem.img timeliner --output-file 

out.csv --profile=Win7SP1x86 

 
 

메모리 분석은 포렌직 조사관에게 유용한 가장 강력
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 가이드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옵션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포렌직 분석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6단계 구분 : 
 
1. 악성 프로세스 찾기 
2. 프로세스 DLL 및 핸들 분석 
3. 네트워크 아티팩트 검토 
4. 코드 인젝션 증거 찾기 
5. 루트킷 표시 확인 
6. 의심스러운 프로세스와 드라이버 덤프 
 
여기서는 6단계를 지원하는 볼라틸리티(Volatility) 
플러그인의 가장 유용한 것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정보도 제공합니다.  
 
• 메모리 획득 
• 하이버네이션 파일 및 크래쉬 덤프 변환 
• 메모리 아티팩트 타임라이닝 
• 레지스트리 분석 볼라틸리티 플러그인 
• 메모리 분석 도구 목록 

메모리 아티팩트 타임라이닝 

이 가이드 사용 방법 

본 포켓가이드는 SANS “FOR 508 : 고급 포
렌직 및 사고 대응”과정을 지원합니다. 이 
문서는 볼라틸리티(Volatility) 또는 다른 
도구에 대한 전체적인 참조자료는 아닙니다.  

목적 

 
관리자 계정으로 명령어 창을 여는 것을 기억하기 바람. 
 
Win32dd / Win64dd (각각 x86 /x64 시스템) 
/f 이미지 위치 및 파일명 
/s 해쉬 함수 (0=없음, 1=SHA1, 2=MD5, 3=SHA256) 
/t 이미지를 받기 위한 원격 호스트 및 IP 
/p 이미지를 받기 위해 사용된 포트 
/l 들어오는 메모리 이미지에 대한 리슨 
 
C:\> win32dd.exe /f E:\mem.img /s 2 

 
Mandiant Memoryze MemoryDD.bat 
-output 이미지 위치 
 

C:\> MemoryDD.bat -output E:\ 

메모리 획득 

Volatility (윈도 메모리) 
http://code.google.com/p/volatility/ 
 
Mandiant Redline (윈도 메모리) 
http://www.mandiant.com/products/free_software/re
dline 
 
Volafox (맥 OS X 및 BSD 메모리) 
http://code.google.com/p/volafox/ 

메모리 분석 도구 

hivelist - 가능한 레지스트리 하이브를 찾아서 목록 
# vol.py hivelist 

 
hivedump - 하이브에 있는 모든 키와 서브 키를 프린트 
-o 레지스트리 하이브에서 덤프로 오프셋(hivelist로부터의 가상 오프셋) 

 

# vol.py hivedump -o 0xe1a14b60 

 
printkey - 레지스트리 키, 서브키 및 값을 출력 
-K “Registry key path” 
-o 지정한 오프셋에서만 하이브를 검색 (hivelist로부터의 가상 오프셋) 

 
# vol.py printkey -K 

“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Run” 

 
userassist - userassist 키 값을 찾아서 파싱 
-o 지정한 오프셋에서만 하이브를 검색(hivelist로부터의 가상 오프셋) 

 
# vol.py userassist 

 
hashdump - 사용자 NTLM 및 Lanman 해쉬 덤프 
-y SYSTEM 레지스트리 하이브의 (hivelist로 부터) 가상 오프셋 
-s SAM 레지스트리 하이브의 (hivelist로 부터) 가상 오프셋 
 
# vol.py hashdump -y 0x8781c008 -s 0x87f6b9c8 

레지스트리 분석 볼라틸리티 플러그인 

 
Volatility imagecopy 
-f 소스 파일 명 (크래쉬 덤프 또는 하이버내이션 파일) 
-O 출력 파일명 
--profile 소스 운영체제 (imageinfo 플러그인으로 부
터 받음) 
 
# vol.py imagecopy -f hiberfil.sys -O win7.img 

 
MoonSols hibr2bin (무료 버전은 XP/Vista x86 지원) 
C:\> hibr2bin.exe hiberfil.sys E:\mem.img 

 
MoonSols dmp2bin (무료 버전은 x86 크래쉬덤프만 지원) 
C:\> dmp2bin.exe memory.dmp E:\mem.img 

하이버네이션 파일과 크래쉬 덤프의 변환 

메모리 포렌직 포켓 가이드 1.0 

SANS 연구소 

http://computer-forensics.sans.org 

SANS 코리아 

http://www.sans.or.kr 
작성 : 채드 틸버리( Chad Tilbury)  

 http://forensicmetho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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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보기 
# vol.py –h (일반 옵션 및 지원되는 플러그인 보기) 
# vol.py plugin –h (플러그인 사용방법 보기) 
# vol.py plugin --info (가능한 OS 프로필 보기) 
 
명령어 사용 예 
# vol.py -f image --profile=profile plugin 

 
시스템 프로필 식별 
imageinfo - 메모리 이미지 메타데이터 표시 
# vol.py –f mem.img imageinfo 

 
환경 변수 사용하기 
메모리 이미지 이름 설정 (-f 대체) 
# export VOLATILITY_LOCATION=file:///images/mem.img 

 

프로필 종류 설정 ( -profile= 대체) 
# export VOLATILITY_PROFILE=WinXPSP3x86 

볼라틸리티 시작하기 

pslist - 높은 수준에서 실행중인 프로세스를 보여줌 
# vol.py pslist 

 

psscan - EPROCESS 블록에 대한 메모리 스캔 
# vol.py psscan 

 

pstree - 부모 프로세스 관계를 보여줌 
# vol.py pstree 

악성 프로세스 찾기 

psxview   - 크로스 뷰를 이용해서 숨겨진 프로세스 찾기 
# vol.py psxview 
 

driverscan  -  _DRIVER_OBJECT에 대한 메모리 스캔 
# vol.py driverscan 
 

apihooks - API/DLL 함수 후크 찾기 
-p 특정 PID에서만 동작 
-k 사용자 모드 오브젝트대신 커널 모듈 스캔 
 

# vol.py apihooks 
 

ssdt - SSDT(System Service Descriptor Table)에서 후크하기 
# vol.py ssdt | egrep –v ‘(ntoskrnl|win32k)' 
 

driverirp - IRP(I/O Request Packet)후크 찾기 
-r REGEX 이름 패턴과 매칭되는 드라이버 분석 
 

# vol.py driverirp –r tcpip 

idt          - IDT(Interrupt Descriptor Table) 표시 
# vol.py idt 

루트킷 표시 확인 

 
 
 
 
 
connections - [XP] 열린 TCP 연결 목록 
# vol.py connections 
 

connscan - [XP] 닫혀진 것을 표함해서 TCP 연결 ID 
# vol.py connscan 
 

sockets - [XP] 리스닝하는 소켓 프린트 
# vol.py sockets 
 

sockscan - [XP] 닫힌/링크되지 않은 것 포함한 소켓 ID 
#  vol.py sockscan  
 

netscan - [Win7] 연결 및 소켓에 대한 스캔 
# vol.py netscan 

 
 
 

네트워크 아티팩트 검토 

dlldump - 특정 프로세스에서 DLL 추출 
-p 특정 PID에 대한 DLL만 덤프 
-b 물리적 메모리 오프셋에 있는 프로세스로부터 DLL덤프 
-r REGEX 이름 패턴(대소문자 구분)과 매치하는 DLL덤프 
--dump-dir 추출된 파일을 저장하는 디렉토리  
 

# vol.py dlldump --dump-dir ./output –r metsrv 
 

moddump - 커널 드라이버 추출 
--dump-dir 추출된 파일을 저장하는 디렉토리 
-o 오프셋 주소를 이용해서 드라이버 덤프(driverscan 으로) 

-r REGEX 이름패턴(대소문자 구분)과 매치하는 드라이버 덤프 

 
# vol.py moddump --dump-dir ./output –r gaopdx 

 
procmemdump - 프로세스를 실행 가능한 샘플로 덤프  
-p 특정 PID만 덤프 
-o 물리적 주소 오프셋에 의한 프로세스를 구체화 
--dump-dir 추출된 파일을 저장하는 디렉토리 
 

# vol.py procmemdump --dump-dir ./out –p 868 
 

memdump - 모든 메모리 섹션을 하나의 파일로 덤프 
-p 지정한 PID로 부터 메모리 섹션 덤프 
--dump-dir 추출된 파일을 저장하는 디렉토리 
 

# vol.py memdump –dump-dir ./output –p 868 

의심스러운 프로세스 및 드라이버 덤프 

malfind - 삽입된 코드를 찾아서 섹션을 덤프 

-p 특정 PID에 대한 정보만 보여줌 

-s psscan을 이용해서 프로세스 찾기(좀더 자세히 찾음) 

-y YARA 규칙을 사용해서 검색 

--dump-dir 추출된 메모리 섹션을 저장하는 디렉토리 

 

# vol.py malfind --dump-dir ./output_dir 

 

ldrmodules - 링크되지 않은 DLL 탐지 

-p 특정 PID에 대한 정보만 보여줌 

-v DLL 목록으로 부터 전체 경로를 보여줌 

 

# vol.py ldrmodules –p 868 -v 

코드 인젝션 증거 찾기 

dlllist  - 프로세스에 의해 로드된 DLL 목록 
-p 특정 프로세스 식별자(PID)에 대한 정보만 보기 
 
# vol.py dlllist –p 4,868 

 
getsids  - 프로세스 보안 식별자 프린트 
-p 특정 PID에 대한 정보만 보기 
 
# vol.py getsids –p 868 
 

handles  -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한 열린 핸들 목록 
-p 특정 PID에 대한 정보만 보기 
-t 어떤 타입의 핸들만 표시 
 {Process, Thread, Key, Event, File, Mutant, Token, Port, … } 
 
# vol.py handles –p 868 –t Process,Mutant 

 
filescan - FILE_OBJECT 핸들에 대한 메모리 스캔 
# vol.py filescan 

 
svcscan - 윈도 서비스 정보 스캔 
# vol.py svcscan 

프로세스 DLL 및 핸들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