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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F(Enhanced Write Filter)&FBWF(File-Based Write Filter)는 기본적으로 OS 이미지를 보
호하기 위해 적용하게 되며, 저장 미디어의 쓰기 액세스 시 발생할 수 있는 섹터 에러를 줄
이고자 적용하게 됩니다. FBWF 는 OS 이미지를 보호함으로써 시스템이 부팅조차 할 수 없
는 상태로부터 벗어 날 수 있도록 해 주며, 사용자의 실수 또는 Worm, Virus에 의해 시스템
이 임의 변경되는 것을 방지해 주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Embedded 시스템은 특정 목적을 
위해 빌드 된 후 특별히 변경되지 않는 시스템이므로 FBWF 는 Embedded 시스템에서 강
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EWF(Enhanced Write Filter) & FBWF(File Based Write Filter)이란? 
EWF는 보호된 볼륨(파티션)의 쓰기 동작을 Overlay 공간으로 전환하여 하나 이상의 볼륨의 
쓰기 방지를 하는 기능입니다. EWF는 물리 디스크의 볼륨과 File System 사이에서 동작하
면서 쓰기 액세스를 Overlay 공간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읽기 액세스 시에는 
볼륨과 Overlay 공간의 내용을 동시에 읽어 들여 사용자에게 실제 볼륨에 쓰여진 것처럼 보
이게 합니다. FBWF는 EWF의 발전된 형태로, 쓰기 방지 볼륨에서 파일 또는 폴더 단위로 
쓰기가 허락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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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 Filter가 Enable 되었을 동작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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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 Filter가 Disable 되었을 동작형태 ] 

 

 

CUPC의 초기 이미지에는 C: Volume에 RAM-Reg형태의 Write Filter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으며, 초기에는 Disable된 상태로 판매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Write Filter를 

Enable/Disable하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EWF 명령어  

    -EWF Enable : c:>ewfmgr c: -enable 

    -EWF Disable : c:>ewfmgr c: -commitanddisable 

-EWF 상태확인 : c:>fbwfmgr c: 

     =>자세한 옵션 및 명령어는 c:>ewfmgr /? 명령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EWF 명령어는 다음 Booting시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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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WF 명령어 

    - FBWF Enable : c:>fbwfmgr /enable 

 

    - FBWF Disable : c:>fbwfmgr /disable 

 

    - FBWF 상태확인 : c:>fbwfmgr /displayconfig 

 

    - 오버레이 영역 자세히 보기 : c:>fbwfmgr /overlaydetail 

 

    - 보호할 볼륨추가 : c:>fbwfmgr /addvolume c: 

 

    - 보호 제외할 파일/폴더 추가 : c:>fbwfmgr /addexclusion c: ＼windows＼system32 

    *폴더/파일명에 스페이스가 있는경우: c:>fbwfmgr /addexclusion c:  “＼program files” 

 

    - 제외했던 파일/폴더 설정 해제 : c:>fbwfmgr /removeexclusion c: \boot.ini 

 

    => 자세한 옵션 및 명령어는 c:>fbwfmgr /? 명령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FBWF 명령어는 다음 Booting시에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