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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반 인 사이버 범죄 에서 포탈사이트 게시 에 명 를 훼손할 목 으로 을 올린 경우를 생각

해보자. 인터넷 웹 라우  내용을 출력하거나 화면캡쳐 도구를 이용하여 생성한 일은 웹 라우  

내용을 클라이언트가 임의로 수정하여 출력하거나 화면캡쳐 일을 수정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무결성 

보장이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내컴퓨터의 모니터에서 보이는 화면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함을 

를 들어 보일 것이며 화면캡쳐 일의 무결성 보장을 한 시스템을 제시하려고 한다.

1. 서론

  일반 인 사이버 범죄 에서 포탈사이트의 자유

게시 에 군가의 명 를 훼손할 목 으로 을 올린 

경우를 생각해보자. 명 훼손을 당한 사람이 해당 

포탈사이트에서 우연히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을 쓴 

게시 을 확인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상 로 명 훼손죄로 

고발하는 일이 있다고 하자. 고발하기 에 해야 할 

일 에는 해당 포탈사이트의 게시 을 컴퓨터 린터를 

이용해서 게시물 내용을 출력하던지,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카메라를 이용해서 던지, 컴퓨터에서 지원

하는 화면캡쳐 로그램을 이용해서 장을 해야만 

할 것이다. 한 포탈사이트 운 자에게 게시  의 

내용을 보존해  것을 요청할 수 도 있다. 

  명 훼손을 한 사람이 포탈게시 에서 자신이 쓴 

을 지우고 고소자(명 훼손을 당한 사람)가 제시

하는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해당 게시

물의 인쇄물, 화면캡쳐 일, 카메라로 은 사진 등

이 증거로써의 가치가 있겠는가? 설상가상으로 해당 

포탈사이트에서 게시 의 내용을 지운상태이며 포탈

사이트에서 게시 의 복구가 힘든 경우라면 증거 자

료로 사용될 수 있겠는가?

  본 논문에서는 실제 몇 가지 기술을 이용하면 

내컴퓨터의 모니터에서 보이는 화면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할 것이며 화면캡쳐한 

일의 무결성 보장을 한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2. 련연구  문제

2.1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방법

  무결성이란 비인가된 주체에 의하여 정보가 추가, 

수정, 삭제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무결성 보장이란 

변경되지 않음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보의 정확성 

 완 성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는 해쉬알고리즘을 이용한 일의 무결성 보장에 

해서만 논하기로 하겠다.

2.2 자서명

  자서명의 검증은 공개키를 이용하여 서명값을 

푼 값과 문서에 한 해쉬 값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자서명은 서명자가 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외에 여러 가지 효력을 갖지만 효력

을 갖추기 한 5가지 조건들( 조불가, 서명자 인

증, 부인불가, 변경불가, 재상용 불가

)을 만족할 때에만 자서명으로써의 효력을 가진

다.[1] 자서명의 조건들  조불가, 변경불가의 

조건들에 용하는 해시값 비교 방법을 본 논문의 

무결성 검증 방법으로 이용할 것이다.

2.3 공인인증기 과 공인인증 과정

  공인인증기 은 사용자의 자서명 검증키에 한 

무결성 보장과 신분정보의 표시를 한 인증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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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한다.
[2]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웹화면캡쳐 일의 무결성 

검증을 한 인증서버는 공인인증기 이 갖춰야 할 

여러 가지 법 인 규정을 만족하지 않으며 화면캡쳐

일의 무결성 검증을 한 검증서버로의 역할만 한다.

2.4 YBM시사닷컴 사이트의 토익 수 확인과정

  YBM시사닷컴 사이트에서 토익 수 확인 방법은

온라인발  원본 조 방법과 원본 조 로그램을 

통한 검증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온라인발 원본 

조 방법은 수험번호와 발 번호를 입력하여 원본 

조를 통해서 ㆍ변조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원본 조 로그램을 통한 검증 방법은 발

문서의 스캔  원본문서 복원을 통한 ㆍ변조 

검증 방법이며 문서의 ㆍ변조 내용을 육안확인하

고 행정 자서명으로 검증한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발 원본 조 방법을 이용

하여 웹 라우 를 통한 화면캡쳐 일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것이다.

2.5 SHA-2

  재 SHA-1(Secure Hash Algorithm)이 많은 보
안 로토콜과 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2004년 SHA-1의 취약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3] 
2005년 2월 실제로 SHA-1의 취약 이 공개되었
다.[4] 미국 NIST 에서는 SHA-2를 사용하기를 권장
하고 있으며 새로운 해시함수인 SHA-3을 개발 
이다.[5] 본 논문에서는 SHA-2 해시함수를 이용하여 
화면캡쳐 일의 무결성을 검증하려 한다.

3. 본론

3.1 웹화면캡쳐 일을 한 무결성 검증 시스템   구성도

 

3.2 웹화면캡쳐 일의 무결성 검증 시나리오

1. 클라이언트가 인증서버에 로그인 한 후 화면캡쳐

를 원하는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하고 화면캡쳐를 

요청한다.

2. 사이트 주소를 입력받은 인증서버가 클라이어트

가 화면캡쳐하기를 원하는 웹서버에 화면캡쳐 모

듈을 통해서 속한다.

3.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요청받은 화면캡쳐 상사이

트에 인증서버가 화면캡쳐 일 생성모듈을 이용

하여 화면캡쳐하여 일을 생성하고 인증서버의 

DB에 필요한 데이터를 장한다. 이때 생성된 화

면캡쳐 일의 SHA-2 해쉬값이 인증서버의 DB에 

장되어 나 에 일의 검증에 이용된다.

4. 화면캡쳐 일생성과 DB서버에 데이터 장이 완

료된 후 클라이언트에서 이메일 주소로 해당 화

면캡쳐 일을 첨부하고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같이 송해 다. 4단계까지 클라이언트가 요구

한 화면캡쳐 일의 생성과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가 DB서버에 장이 된다.

5. 제3의 클라이언트가 이 에 제시한 클라이언트의 

화면캡쳐 일에 한 무결성 검증을 원할 경우 

인증서버에 속하여 로그인 한 후 무결성 확인

을 한 인터넷사이트 주소와 검증키 값을 인증

서버에 입력한다.

6. 인증서버는 제3의 클라이언트가 입력한 인터넷사

이트주소와 검증키 값이 일치하는 경우 해당 클

라이언트에게 기존화면캡쳐 일의 원본과 해당 

해쉬값을 제공해 다. 클라이언트는 제공받은 

일과 해쉬값을 기존 화면캡쳐 일의 내용과 해쉬

값을 비교해서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다.

4. 결론

컴퓨터 모니터에서 인터넷 웹 라우 의 내용을 증

거로 남기는 방법은 해당 사용자의 컴퓨터의 모니터

에 보이는 화면이 아닌 객 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인증서버를 통해 해당 게시물을 화면캡쳐하여 

장하는 것이다.

  즉 공인인증센터의 인증기 과 같은 개념의 공인된 

인증서버을 통해서 화면캡쳐를 함으로써 개인 컴퓨터에서 

화면캡쳐 도구를 이용하거나 모니터를 카메라로 

던지 출력하는 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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