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S Homepage 

User Manual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디지털포렌식 연구센터



- 1 -

1. RDS 사용자 매뉴얼

. RDS 홈페이지 접속

RDS 홈페이지는 고려대학교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개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접속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RDS 홈페이지 접속주소 : http://forensic.korea.ac.kr/RDS/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메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메인화면에서 각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File Upload : 특정 파일을 업로드하여 RDS 조사

②번 Hash List File Upload : 해시 목록이 있는 파일(CSV, XLS, XLSX)를 업로드 하여 

RDS 조사

③번 Hash Value : SHA-1 또는 MD5 해시 값을 직접 입력하여 RDS 조사

④번 RDS REST Service : RDS REST 서비스에 대한 도움말 표시

⑤번 Dataset Downloads : RDS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목록을 파일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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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파일 RDS 조사

특정 파일에 대한 RDS 조사를 위해서는 메인화면 가장 위에 있는 File Upload 기

능을 활용 합니다.

①번 File Upload에서 조사할 파일을 선택한 후 Upload 버튼을 클릭합니다.

RDS 데이터베이스에 조사하고자하는 파일이 있다면 해당 파일에 대한 정보가 표

시됩니다.

표시되는 정보는 파일명, SHA-1 해시값, MD5 해시값, CRC32 값, 파일 크기, 소프

트웨어 종류,이름, 버전, 구동 운영체제, 언어, 설치 위치, 출시년도 등입니다.

조사대상 파일이 RDS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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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파일 해시 목록 RDS 조사

다수 파일에 대한 해시목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파일명과 해시이름이 포함된 

목록 파일(CSV, XLX, XLXS)을 업로드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시 목록파일은 첫줄에 파일명이 name이라는 컬럼명으로 포함되어 야 하며, 해

시값은 md5 또는 SHA1 또는 Hash Value라는 컬럼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Encase 

6, 7버전에서 Export한 파일1)은 별도의 변환 없이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해시 목록 파일의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시 목록 파일을 메인화면 ②번 Hash List File Upload 항목에서 선택하고 업로드

하면 목록에 대한 RDS 조사 결과를 표시해 줍니다. Download to CSV File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를 CSV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 < : EnCase 6에서 파일 해시 목록 Export 방법> 참조 (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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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해시값 조회

조사대상 해시값을 입력하여 RDS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 ③

번 Hash Value에서 조사할 해시 종류를 선택하고 SHA-1 또는 MD5 해시값을 입력

합니다.

RDS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한다면 해당 파일에 대한 정보를 출력해 줍니다.

바. RDS 데이터 다운로드

메인화면 ⑤번 Dataset Downloads를 클릭하면 RDS 데이터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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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DS REST 

. RDS REST 서비스 소개

RDS REST 서비스는 외부에서 RDS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고 XML 형태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RDS REST 서비스를 활용하여 RDS 조사를 위한 소

프트웨어를 개발 할 수 있습니다.

나. RDS REST 사용방법

RDS REST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URL로 특정 해시값에 대한 결과를 요청할 수 있

습니다.

http://forensic.korea.ac.kr/RDSREST/SHA-1/[SHA-1 해시값]

다음 그림은 요청을 원하는 해시값을 입력하고 XML 형태로 결과를 조회한 화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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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nCase 6에서 파일 해시 목록 Export 방법

1) 이미지를 케이스에 추가한 후 해시 목록을 생성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합

니다.

2) 메뉴에서 Tools → Search를 선택합니다.

3) 검색(Search) 대화상자에서 Compute hash value를 체크하고 Start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파일만 해시를 계산하려면 Selected items only를 체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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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earch 완료된 파일 목록을 갱신하면 Hash Value 컬럼에 MD5 해시가 생성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파일 목록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고 나타나는 메뉴에서 Export를 선택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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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port Output Format은 text를 선택하고 Export할 필드는 Name, 

Hash Value를 체크합니다. 저장할 파일 위치를 Output File 항목에서 지정한 후 마

침을 클릭합니다.

 

7) Export한 파일은 탭으로 분리된 형태의 TXT파일입니다. Export한 파일을 엑셀로 열

람한 후 CSV, XLS 또는 XLSX 형식으로 변환하여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8) 저장된 파일은 RDS 홈페이지에서 Hash List 파일로 업로드하여 RDS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