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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여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반면 미흡한 보안정책과 다양하고 강력한 해킹 기술

들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해킹 피해 규모는 차 커지게 되어 국가기반시설까지 

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은 어떠한 시스템에 사이버 공격이 행해졌을 때, 디지털 포 식 기술과 

공격트리를 융합하여 그 공격의 방법과 경로를 밝 주는 기술에 한 내용이다. 제안하는 기술은 각 

기 의 특성에 맞게 해킹의 경로나 방법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갖추었기 때문에 기 의 시스템 

 네트워크의 피해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며 그에 따른 솔루션들이 빠르게 결정될 것으로 기 된다. 

1. 서론

   21세기 정보통신 기술  유비쿼터스 기술의 발 은 

국가  사회의 경쟁력 강화와 발 에 기반이 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정보화 추진의 역기능으로 발생하는 다

양한 보안문제는 국가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실 인 

으로 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은 미래 유비쿼터

스 사회로 발 함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측된다

[1].

   지난 2016년 12월 5일, 국방부가 “군 인터넷 백신 체계 

해킹사고 조사를 진행하던  국방망 일부 컴퓨터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식별되었다.” 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최근 2017년 2월 7일 해병  당국은 “사이버 지식정

보방 PC에 연결된 린터가 오작동하고 해킹 당했다는 

메시지가 떴지만 바이러스 침투 등의 피해는 없었다.” 고 

말했다. 

   이처럼 이제 해킹 공격은 단순한 개인  개인의 문제

가 아니라 범국가 인 차원에서 당연히 주의해야할 문제

가 되었다. 이러한 해킹 공격으로 인해 특정 시스템이 공

격당하게 되면 시스템에는 공격당한 곳의 정보가 어떻게

든 수정되어 있기 따름이며 그 흔 은 시스템의 어딘가에

는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킹 공격을 당

한 후 공격에 한 것들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을 제

안한다. 2장에서는 시스템의 주요 정보  휘발성 정보 등

을 수집하는 방법에 한 설명과 수집된 정보에 한 필

요한 설명  정보 수집을 한 간략한 공격트리를 제시

한다. 휘발성 정보는 시스템의 원을 차단하는 순간 사라

지는 데이터를 의미하며, 이는 지스터, 캐쉬, RAM 들의 

휘발성 매체에 장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를 얻기 해서

는 시스템의 원을 차단하기 에 시스템 정보를 얻기 

한 명령어  도구를 이용한다. 이 게 디스크 분석으로

는 획득할 수 없는 활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

는 것을 라이  포 식(Live Forensic)이라고 한다[2]. 3장

에서는 2장에서 설명한 시스템의 주요 휘발성 정보 등을 

비교하는 방법과 이후 피해 평가에 용하는 방법에 해 

설명한다.

2. 련 연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어느 정도의 디지털 

포 식 개념이 들어가 있다. 시스템이 공격당했을 때 해당

되는 공격방법과 공격경로를 도출하기까지 디지털 포 식

의 차를 따라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포 식(Digital Forensics)이란 사이버 범죄, 정

보 유출 등과 련된 디지털 증거가 법  증거력을 갖게 

하기 해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 보 , 분석, 보고하는 과

학 이고 논리 인 차와 방법을 의미한다. 포 식 기술

은 컴퓨터 련 범죄수사를 한 국가기  뿐만 아니라, 

회계 부정 방지, 기업 내부 기 유출 방지 등 기업에서의 

내부 보안 강화를 해 활용될 수 있다[3].

  디지털 포 식  라이  포 식으로 얻을 수 있는 휘

발성 정보들은 컴퓨터 시스템이 종료되면 사라지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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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지닌 휘발성 

정보를 이용하여 공격자의 공격방법과 공격 경로를 도출

해낼 수 있는 기술을 설명한다. 

  시스템의 휘발성 정보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다양한 휘발

성 정보들은 시스템 내에서 명령 롬 트를 이용한 명령

을 통해 알아낼 수 있기도 하고, 실제 공격을 받았을 때 

특정 명령 입력 시,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그림 1) 정보 수집 구성

  그림 1과 같이 정보수집이 완료 되었다면 수집된 정보

를 분석해야한다. 그런데  수집된 정보를 분석할 때 어떤 

공격이 쓰 고 어떤 경로를 통해 공격이 이루어졌는지를 

도출해야 하는데 도출하기 해서는 공격트리를 제작해야 

한다.

(그림 2) 공격 트리 일부 목록

   그림 2는 사용자가 쓰임에 따라 작성해야하는 공격 

트리 목록  일부를 노드형태로 표 한 것이다. 이 트리

에서 부모노드는 공격의 목표를 의미하고 자식노드들에는 

가능한 공격과 불가능한 공격을 각각 P와 I로 분류해놓았

다[5].

3. 정보 비교 방법  결과

  제안한 시스템을 사용하기 해서는 ‘백업을 한 수집’ 

과 ‘정보를 비교하기 한 수집’ 이 필요하다. 수집한 데이

터에는 시스템의 주요 휘발성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정보들을 이용하면 후에 사용자가 입은 피해에 한 

평가를 할 수 있어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상된다.

3.1 덤  일 수집(DFC, Dump File Collect)

  DFC는 백업을 해 정상 인 시스템의 상태를 수집하

는 작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체 으로 DFC 작업이 가

능한 간단한 로그램을 만들어 실행하 다. DFC 작업의 

결과로 수집된 일에 sid(System Information Dump)라

는 임의의 확장자가 붙여져 장되어진다. 이 일들은 후

에 정보를 비교할 때 비교되어지는 상 일이 된다.

(그림 3) 백업을 해 수집된 SID 일들의 

   그림 3의 일들은 순서 로 HKEY_CURRENT_US

ER의 자동실행되는 일들을 장시킨 일, HKEY_LOC

AL_MACHINE의 자동실행되는 일들을 장시킨 일 

그리고 ARP 테이블을 장시킨 일들이다.

3.2 재 상태 수집(CSC, Current State Collect)

  CSC는 사용자가 원할 때, 그 때의 시스템의 상태를 수

집하는 작업이다. CSC 작업의 결과로 수집된 일에 csi

(Current System Information)라는 임의의 확장자가 붙여

져 장되어진다. 이 일들은 SID 일들과 비교하기 

해 만들어지는 일들이다.

(그림 4) SID 일과 비교하기 한 CSI 일들의 

   그림 4는 그림3의 일과 같은 HKEY_CURRENT_

USER의 자동실행되는 일들을 장시킨 일, HKEY_L

OCAL_MACHINE의 자동실행되는 일들을 장시킨 

일 그리고 ARP 테이블을 장시킨 일들이다.

3.3 DFC와 CSC 비교(CDC, Comparison DFC and CSC)

  CDC는 DFC와 CSC를 비교하기 한 과정이다. 이 과

정은 제안한 시스템의 가장 핵심 인 작업이라고 도 무

방하다. DFC 과정을 거친 후, CSC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CSC와 CDC는 같은 로그램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다고 할 수 있다. DFC 작업의 결과로 얻은 SID 일과 C

SC 작업의 결과로 얻은 CSI 일은 텍스트로 짜여져있다. 

CDC 작업을 통해 서로 동일한 일명을 가진 SID와 CSI 

일을 텍스트 형식으로 비교하게 된다.

(그림 5) CSC와 CDC 작업이 이루어지는 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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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에서 Current State 버튼을 르면 오른쪽에 3

가지의 공격에 한 체크를 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되

며 각 공격에 한 체크를 하는 버튼을 를 시, 공격으로 

인해 수정된 일의 내용  정보, 그 경로가 아래의 텍스

트 뷰에 쓰여진다.

3.4 시스템 작업 과정

  제안한 시스템에서 핵심 작업과정은 바로 CDC인데, 아

래 그림은 CDC의 작업 구조와 그 과정을 보여 다.

(그림 6) CDC 작업 구조  과정

  그림 6에서 제일 상단의 Device는 서버와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 제일 좌측에 있는 SID 일은 비교되기  미

리 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CSI 일은 로그램이 요

청할 시, 장이 된다. SID, CSI 두 일이 모두 장되면 

비교작업이 이루어지고 의심스러운 부분을 일로 장한

다.

4. 시스템 설계 구조  단계

(그림 7) 시스템 설계 구조

  그림 7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시스템의 단계

에는 Information Collect Phase와 Information Compariso

n Phase 두 단계로 나뉘어 진다. 먼  Information Collec

t Phase에서는 CSC, DFC 과정이 이루어져 시스템의 정

보를 획득할 수 있게 해 다.  Comparison Information P

hase에서는 Collect Information Phase에서 얻은 정보들을 

비교해 주는 CDC 작업이 이루어진다. 비교 작업이 완료

되면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분석하여 공격방법, 공격경로 

등을 일로 장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의 정보를 수집하여 일로 장

하고 이 일을 이용하여 시스템이 받은 공격의 방법  

경로를 악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제안한 시스템을 이용하

면 공격당한 시스템의 피해에 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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