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ICT가 발전하면서 데이터의 수집, 처리, 가공, 
그리고 저장하는 등의 기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
다. 데이터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있으며 기업 또는 공공장소에
서의 데이터 유출은 기업 또는 개인의 재산적 피
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경우 회사의 자
산과 매출이 직결되는 중요 데이터 정보가 유출되
면 피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데이터 유출 방지
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데이터 유출은 랜섬웨
어, 악성코드 감염, 사용자 인증 우회, 메모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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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의 패스워드 추출 등이 있다. 기업의 경우 
내부자, 외부자, 거래 과정 등 다양한 경로의 데이
터 유출이 있으나 대부분의 데이터 유출은 내부 
직원들에 의해 유출된다. 데이터 유출 차단은 데이
터 유출 방지(DLP: Data Loss Prevention) 기술
을 이용한다. DLP는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 이
동식 디스크 또는 내·외부 저장소를 통제하는 기술
이다[1].

DLP는 EDLP(Endpoint DLP), NDLP(Network 
DLP) 등으로 분류되며, EDLP는 PC에 통제 에이
전트를 설치 후 이벤트를 수집 및 분석하여 악의
적인 행위를 판별하고 차단하는 기술이다. NDLP
는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한 이벤
트를 수집하고 통제한다[2]. EDLP는 모든 이벤트 

실시간 파일 복사 유출 방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

김호윤* · 김효종 · 이준연 · 신승수
동명대학교

A Study on the Real-Time File Copy Leakage Prevention System
Ho-Yoon Kim* · Hyo-Jong Kim · Jun-Yeon Lee · Seung-Soo Shin

Tongmyong University

E-mail : miask376@gmail.com / rlagywhd019@naver.com / jylee@tu.ac.kr / shinss@tu.ac.kr

요  약

ICT의 발달과 함께 데이터의 양은 증가하고,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술은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기업, 공공장소 등에서 중요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하여 실시간 파일 복사 유출 방지 시스템에 
관해 연구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데이터 유출 사례와 문제점을 분석한 뒤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 실
시간으로 이벤트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파일 유출 방지 시스템은 기존 EDLP 시스템과 비교 
분석하며 제안하는 시스템은 부하를 줄이며 이벤트를 탐지한다. 향후 연구로는 네트워크 및 다양한 경
로를 통한 유출 방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ICT, the amount of data increases, and the technology of storing and processing becomes 
important. In this study, we study real-time file copy leakage prevention system to prevent leakage of important data in 
enterprises, public places, etc. As a research method, we propose a system that detects events in real time to prevent 
data leakage after analyzing data leakage cases and problems. The file leakage prevention system compares and 
analyzes with the existing EDLP system, and the proposed system reduces load and detects events. Future research 
requires research on the prevention of leaks through networks and various cha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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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파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하여 병목
현상, 개인 정보 수집, 유지 관리에 대한 많은 리
소스가 필요하며, NDLP는 네트워크로 송·수신되는 
패킷만 탐지하여 물리적인 탐지는 불가하다[3]. 또
한 네트워크의 부하를 발생시키며 외부 네트워크
를 이용한 데이터 유출은 차단하지 못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사전에 중요 파일을 
선별한 후 해시 하여 서버에 등록한다. 파일 유출 
이벤트 발생 시에는 유출 파일을 먼저 암호화한 
뒤 파일에 대한 해시값을 서버에서 판별하여 중요 
파일일 경우 삭제 조치하고 일반 파일일 경우 복
호화 작업을 진행하여 유출을 방지한다. 

Ⅱ. 동향 분석

2.1 DLP
개인 및 기업의 민감한 데이터의 유출은 재산적 

피해는 물론 기업의 경우 이미지 추락까지 이어진
다. DLP의 목적은 데이터 유출과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EDLP의 경우 네트워크 통제 기능을 
포함한 DLP도 있지만, 일반적인 플랫폼과 OS에 
따라 설치가 불가한 경우가 있다. 또한 Endpoint 
유출패턴 업데이트, 로그 통합 관리 등의 애로사항
으로 에이전트방식의 EDLP는 네트워크 유출통제
가 어렵다. NDLP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이메일, 클라우드 등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유출
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 및 차단의 기능을 한다. 설
치와 관리가 쉬우며 사내메일, 클라우드, FTP, 
P2P를 통해 유출되는 데이터 유출을 방지한다. 

2.2 데이터 유출 사례
대표적인 데이터 유출 사례로 2020년 12월 미

국 테슬라의 전기차 관련 기밀 파일 유출과 2021
년 5월 미국 연방수사국의 국가 기밀 문서 파일 
유출 등이 있다[4]. 유형별 사례로는 불법적인 기
술탈취, 거래 과정에서 기술유출 등이 있다. 불법
적인 기술탈취에서는 내부자(전·현직 임직원 등)에 
의해 대부분 데이터 유출이 일어나며, 협력업체 및 
경쟁업체와 같은 외부자에 의해서도 데이터 유출
이 일어난다. 거래 과정에서의 기술 유출은 불법적
인 기술탈취와는 달리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이
루어지는 거래 과정을 통해 기술을 유출한다. 하청
업체의 거래 과정과 공동연구 과정에서 기술유출
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때의 유출은 일반적인 불
법 기술 유출에 비해 기업에서 대응이 번거롭다.

국가에서는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 기술이 해
외로 유출될 시 국가의 안전과 경제 발전에 큰 타
격을 일으키므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유출
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Ⅲ. 파일 유출 방지 시스템

3.1 시스템 구성도
제안 시스템은 Management, Client, Server, 

Database로 구성된다. Management는 관리자가 
중요 파일을 지정한 뒤 파일에 대한 해시값을 
Database에 등록한다. Client는 PC에서 파일에 
대한 이벤트 탐지, 파일 해시값 계산, 해시값 검증 
및 결과에 따른 삭제와 복호화 조치를 취한다. 
Server는 Client로부터 수신받은 파일의 해시값을 
기반으로 Database를 통한 중요 파일 여부를 검
증한다. Database는 파일의 해시값과 관리자의 계
정 정보 등이 저장된다. 시스템의 구성도는 Fig. 1
과 같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3.2 시스템 구현 및 분석
통합개발환경은 Windows 10 Pro, CPU 

i9-9990, RAM 16GB, Ethernet 1000Mbps, C# 
.Net Framework 4.7.2, MySQL 8.0.24이다.

관리자가 Database에 파일 등록 및 해시값을 
저장하기 위해 MySQL 8.0.24를 이용하고 Fig.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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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nagement Hash Value Registration

파일 유출 이벤트 발생 시 파일의 해시값을 계
산하여 Server로부터 중요 파일의 여부를 검증하
고 복호화 및 삭제 조치한다.

국내·외에서 사용 중인 EDLP는 Secure genie
사의 Gradius DLP, Symantec사의 Symantec 
DLP, WaterWall사의 WaterWall DLP 등이 있으
며 시스템을 자동 스캔하여 파일 내부 데이터에 
특정 키워드나 이미지 속 단어를 분석하여 관련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벤트를 차단한다. 제
안하는 시스템은 키워드나 문구를 추출하지 않고 
파일 자체의 해시값을 기반으로 서버를 통해 검증 
후 판별한다. 이러한 방식은 선택적 이벤트를 이용
한 해시값 기반으로 파일 유출을 방지한다. 과도한 
리소스 사용으로 인한 시스템 부하를 방지하고 특
정 이벤트에 대해서만 모니터링하고 검증한다. 

Ⅳ. 결  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의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리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기업의 데이터 유출은 대부분 내부자를 통해 
유출되는데 중요 파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
한 DLP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DLP 프로그램은 모든 파일을 일정 시간마다 스캔
하고 파일 내에 키워드 또는 이미지 속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벤트를 차단한다. 모든 파일을 
분석하고 이벤트를 차단하는 것을 비효율적이므로 
관리자에 의해 중요 파일을 사전에 선별하여 관리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논
문에서는 실시간 파일 복사 유출 방지 시스템을 설
계하였다. 중요 파일 유출 이벤트에 대한 모니터링
을 지속적으로 하여 시스템 부하를 최소화하고 해
시값을 사전 등록 후 비교하여 판별하는 것으로 개
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ndPoint를 중점적으로 
설계하여 향후 연구로는 Network망을 통한 유출 
방지를 위해 패킷을 탐지하는 개선과 다양한 유출 

경로를 방지하는 통합솔루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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