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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 융거래를 해 이용자 PC에서 작동되고 있는 보안 로그램은 융정보를 탈취하려는 
악의 인 자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해 보안기능을 가지고 있는 로그램이다. 하지만 
융범죄를 자행하기 한 악의 인 자는 해킹을 이용하여 사이버 상에서 타인의 자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범죄를 지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백신 로그램이나 개인 방화벽과 같은 
보안 로그램의 보안기능을 우회하는 해킹 툴에 의해 데이터 취가 가능한 취약 에 해 분
석하고 이에 한 응방안으로 재 작동되고 있는 보안 로그램  PKI 응용 로그램과 키보
드 보안 로그램의 연동으로 제공될 수 있는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방안에 
해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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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security softwares are the program that is to protect the users from hackers in using 
electronic financial services. However heackers commit financial crimes to extort asserts using 
known hacking skills. In our paper, we analyse vulnerability that can be used to hook financial 
information in user application area and explain end-to-end encryption which is able to be provided 
by interacting keyboard security program and PKI appli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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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90년  반부터 미국을 심으로 개방형 네

트워크인 인터넷을 이용한 자 융 서비스가 처

음으로 제공되기 시작하 다. 융 이용자측면에서

는 PC가 있는 곳이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

이 바로 은행계좌에 속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어 

이용자가 속히 증가하는 등 새로운 융서비스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속한 보   기업 내 네트워크 환경의 개선으로 

네트워크 보안의 요성이  증 되고 있고, 개

인 PC의 고사양화로 인해 요한 정보자원이 서버

심에서 개인의 컴퓨터로 이동함에 따라 자

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PC에 한 정보보

호의 요성이 더욱 더 요구되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뱅킹, 사이버 증권 거래 시스

템, 인터넷 유료 서비스 등의 사용 증가로 인해 이

용자의 아이디와 비 번호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

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고의 으로 타인의 정보

를 알아내어 융범죄에 이용하거나 사이버 상에 

있는 타인의 자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범죄가 갈

수록 지능 이고 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 보안 로그램

이용자 PC에 있는 요한 정보들을 각종 해킹

의 보안 으로부터 보호하기 해 보안 로그램

은 서비스되며 허락되지 않는 네트워크를 통한 침

입과 외부의 해킹을 감지하여 각종 개인정보의 무

단 유출  데이터 손상의 을 사 에 차단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재 이용자 PC에서 보안작

동하고 있는 보안 로그램은 크게 키보드 보안

로그램, PKI 응용 로그램, 개인방화벽, 백신 로

그램 나  수 있다(그림 1). 

우선 키보드 보안 로그램은 이용자의 융정

보를 PC단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PKI 응용 로그

램은 이용자 PC에서 융서버까지 네트워크구간

에서 융정보를 보안 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 이용자 PC에서 트로이 목마, 백도어 

해킹 로그램, 특정 바이러스 등을 차단하기 해 

개인방화벽과 백신 로그램이 보안작동하게 된

다. 여러 가지 보안 로그램의 보안기능에도 불구

하고 사용자의 PC단에서 보안상의 문제 들이 제

기되고 있다. 그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사용자

의 PC단에서 키보드 보안 로그램과 PKI 응용

로그램이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역 이외에서 

융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이다. 이는 이용자 

PC단에서 키보드 보안 로그램과 PKI 응용 로그

램이 별도로 동작하기 때문에 평문이 유지되는 구

간이 존재하게 되고 이때 보안 로그램의 보안기

능을 우회하는 해킹 툴이 이용자 PC에 존재한다

면 이용자의 정보에 해당되는 평문은 악의 인 자

에 의해 해킹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킹기술을 방지하기 한 여러 

응이 사용자의 융정보를 보호하기 해 요구

되어지고 있다. 여러 응기술  하나로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키보드 보안 로그램과 PKI 응용 로

그램의 연동으로 사용자 PC  구간에서 데이터

를 보안 송 즉 암호화된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

으므로 해킹으로부터 이용자의 융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결국 종단간 암호화를 통

해 사용자의 융정보는 PC내에서 어떠한 형태로

든 평문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융서버만이 

융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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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로그램

융사고를 방하기 한 여러 요 조치들  

하나로 부분 융기 에서 이용자의 PC보안을 

해 다양한 보안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로인해 재 자 융거래와 련되어 이용자 PC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이슈들을 해결하고 있다. 

인터넷의 연결은 개인 PC가 서로 다른 시스템

과 서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공개된 

트로이 목마, 백도어  각종 해킹 툴 는 비인가

자에 의한 불법 인 근시도에 노출되어 공격을 

당하기 쉬운 상태를 의미한다. 개인방화벽  백

신 로그램은 융기 을 통해 자동 배포 설치되

어 트로이 목마, 백도어 해킹 로그램, 특정 바이

러스 등을 자동 진단  차단하게 된다. 한 개인

방화벽  백신 로그램의 보안기능을 우회하는 

악성코드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해 키보드 

보안 로그램과 PKI 응용 로그램이 이용자 PC에 

설치되어 보안 작동함으로써 더욱 안 한 자

융거래를 이행할 수 있으며 모든 보안 로그램은 

이용자가 자 융거래를 해 각 융기 에 

속할 때마다 융기 으로부터 이용자 PC에 설치

된다. 

필수 보안 로그램의 정상 인 설치로부터 이

용자는 자 융거래를 시작할 수 있으며 자

융거래에서 이용자의 융정보에 한 간략한 흐

름은 (그림 2)와 같다.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PKI응용프로그램

키 입력

금융기관

입력정보 후킹 및 암호화

암호화 구간

사용자 응용역역

(그림 2) 융정보의 흐름

①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키보드를 통해 입력 

② 입력된 데이터는 키보드 보안 로그램을 통해 

보안 송을 이행하여 사용자 응용 역에 송

③ 처리된 데이터를 PKI 응용 로그램에 의해 암

호화한 후 융기 에 송

④ 융기 에서는 송받은 암호문을 복호화하여 

이용자 데이터 확인 

체 인 데이터 송은 단계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에서 보안 로그램은 작동하여 데이터 보

안 송(PC구간), 데이터 송 암호화(네트워크 구

간), 사용자 인증 등을 제공하게 된다. 보안 로그

램  이용자의 PC 내부에 설치된 키보드 보안

로그램은 키보드를 통해 입력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개인 이용자용 소 트웨어로서 인터넷 사

용  이용자의 요한 정보 즉 ID, 비 번호, 카

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과 같은 요한 개인정보

를 키로거로부터 도난당하는것을 실시간으로 방지

하는 형태로 설계되어있다. 

일반 으로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키 입력은 

TTL통신을 통해 용보드에 송되고 키보드 인

터페이스 칩이 데이터를 수신한 후 ScanCode로 

변환한다. 이러한 일련 변환과 함수동작으로 키보

드 드라이버로 송하여 데이터로 인식하게 되는

데 키 입력의 데이터 송 과정 에는 다양한 취

약 이 존재한다. 

∙키보드 포트해킹：MCU의 키보드 포트는 여러 

번 읽을 수 있으며 이를 제어하는 기능이 없어 

키보드 포트를 모니터링하는 등 키보드 데이터

를 훔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해킹기법을 

막기 해 키보드 인트럽트가 발생한 후 키보

드 드라이버가 먼  키보드 포트의 데이터를 

가로채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필터드라이버：키보드 필터드라이버는 커 모드

에서 키보드 데이터가 입력되어 처리되는 과정

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 키보드 데이터를 외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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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할 경우 키보드 데이터를 훔칠 수 있다. 키

보드 드라이버는 시스템의 키보드 필터드라이버 

설정상태를 감시하여 보안상태를 유지해야한다.

∙키보드 드라이버후킹：kbdclass 기능  키보드 

드라이버 필터에 호출되는 함수를 후킹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그 기능 에는 키

보드 인터럽트와 련한 함수도 호출할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키보드 입력 값을 가로챌 수 

있으나, 후킹 드라이버를 감지하고 제거할 수 

있는 기법이 존재하여 드라이버 후킹에 의한 

해킹을 일부 차단 시킬 수 있다.

∙키보드 메시지후킹：시스템의 Hook 테이블의 필

터함수를 변경하는 방법이다. 즉 사용자의 키보

드입력 이벤트를 처리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키보

드 데이터를 훔칠 수 있게된다. 이러한 경우 키보

드드라이버의 보안 작동으로 인하여 시스템메시

지큐의 키 입력 작동을 단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 키보드 보안 로그램 동작원리 

(출처：MSDN)

와 같은 하드웨어 역에서의 키보드 포트 모

니터링이나 커 역에서의 필터 드라이버 후킹 

등과 같은 취약 이 이에 해당되는데 그 이외에 

존재하는 많은 취약 을 보완하고자 키보드 보안

로그램은 데이터 송과정에서 재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데이터를 보안 송함으로서 모니터링

이나 후킹과 같이 데이터를 해킹하는 것으로부터 

안 하게 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그림 3).

이와 같은 키보드 보안 로그램의 동작에 의해 

에서 언 한 해킹기술로부터 데이터를 안 하게 

송할 수 있게된다. 이후 자 융거래를 이행하

는 이용자는 입력 데이터를 융기 의 서버로 

송하기 해 송버튼을 클릭함과 동시에 이용자 

PC의 PKI 응용 로그램이 보안작동하게 된다. 

자 융 시스템에서 PKI 응용 로그램이란 이용자 

PC와 융기  서버간의 통신구간에서 데이터 암

호화를 제공하기 하여 설치되는 PKI 기반의 암

호화 모듈을 의미한다. 통신구간 암호화 모듈은 

통신 매체를 통해 송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함으

로써 악의 인 자에 의한 도청  /변조 공격을 

차단하여 안 한 자 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용자 PC와 융기 의 웹 서버의 암호화 모듈은 

웹 표  로토콜인 HTTP 에서 동작하도록 설

계되어있다. 웹 라우 에서 기본 으로 제공하

는 HTTPS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융감독원 자

융안 책기 에 의거하여 국산 암호화 알고리

즘인 128비트 SEED를 지원하는 웹 암호화 모듈

을 사용하고 있다. 키보드 보안 로그램과 이러한 

PKI 응용 로그램의 보안기능에 의해 키보드에부

터 입력된 데이터는 네트워크를 통해 융기  서

버까지 송되고 있다. 

3. 문제  분석

키보드 보안 로그램과 PKI 응용 로그램의 보

안기능에도 불구하고 보호되지 않은 역의 존재

로 인해 일부 송구간에는 송 데이터가 악의

인 자에 의해 공격의 상이 되고 있다. 사용자 응

용 역이 이에 해당된다. 키 입력된 데이터는 쓰

드 메시지 루  역부터 응용 로그램의 메모리에 

장되는 역까지 키보드 보안 로그램이나 PKI 

응용 로그램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구간으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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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와 같은 자 융거래 이용자의 융정보에 

한 취 가능성이 존재한다.

보호되지 않는 사용자 응용 역에서 입력 데이

터를 가진 객체는 다음 처리까지 입력 데이터를 

버퍼링한 상태로 기한다. 이 상태에서 악의 인 

자는 객체에 근하거나 질의 메시지를 보내 사용

자의 입력 데이터에 해 해킹을 시도하게 된다. 

이에 련된 주요 해킹 기법에 해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종단간 암호화 기법 미 용 

∙질의 메시지를 이용한 해킹

사용자 응용 역에서 일부 클래스는 질의메시

지(ex WM_GETTEXT)를 수신하면 재 버퍼링

된 데이터를 응답하게 된다. 이러한 취약 을 이

용하여 악의 인 자는 객체에 질의메시지를 송

한 후 그에 한 응답메시지를 분석하여 입력 데

이터를 얻을 수 있게된다. 

∙ BHO 는 DOM(Document Object Model)을 

이용한 해킹

웹 라우 의 Document 객체는 모두 공개되어 

있으며 외부에서의 근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MSHTML)을 이용하여 웹 라우 에 입력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된다. 이 해킹방식을 이용

하여 악의 인 자는 입력데이터 뿐만 아니라 속성, 

이벤트, 메소드 등 객체에 상세한 근이 가능하며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수집 는 변조할 수 있게 

된다. 

∙ Classing 해킹기술

쓰 드 메시지 루 에 의해 달받은 메시지는 

Class의 메시지 처리함수로 처리된다. 이때 응용

로그램의 메시지 처리함수를 후킹하여 키보드 

메시지를 가로채는 기법이다.

1) SubClassing 해킹

발생되는 메시지 처리함수를 기존함수에 삽입하

여 기존의 메시지 처리함수가 키보드 메시지를 처

리하기 에 가로채어 해커에 의해 삽입된 메시지 

처리함수를 용하는 방법으로 도우 내에서 발

생되고 있는 메시지  키보드와 련한 메시지만 

가로채 키보드 입력 내용을 열람하거나 변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2) SuperClassing 해킹

도우의 등록된 클래스 객체를 상속받고 상속

받은 클래스 객체를 임의 수정하여 요데이터를 

수정하는 행 로, 키보드 보안 로그램 같은 경우 

상속받은 클래스내의 메시지를 처리하기 이 에 

사용자 키 입력을 취하므로, 메시지 처리 부분이 

보안 로그램의 달 치와 동일하거나 뒷 단계에 

존재할 경우 키보드 데이터는 해커에의해 노출될 

수 있는 취약 이 존재한다. 

(그림 4)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다양한 단계에

서의해 IE를 조정 가능한 상태라 했을 때, IE상에

서 이용자가 키보드 입력을 시도하면 커 모드에

서 이를 암호화 하고, 유 벨에서 복호화하여 IE 

입력폼에 달하게 된다. 이때 계좌비 번호의 경

우 IE에는 별표로 보이지만 이미 평문상태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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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값이 IE 메모리에 재되어있는 상태이다. 따

라서 키보드 보안모듈에서 의해 복호화한 이후에

는 IE의 근본 인 취약 을 이용한 BHO, DOM, 

SubClassing 등 다양한 공격에 의해 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4. 응 방안

지 까지 이용자 PC에서 보안작동되고 있는 보

안 로그램에 해 살펴보았고, 이에 한 문제

을 간략하게 기술하 다. 이용자 PC단에서는 보안

로그램에 의해 보안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구

간에서 취약 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

를 보완하기 한 방법  PKI 응용 로그램과 키

보드 보안 로그램의 연계로 제공 가능한 종단간 

암호화기법에 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제 3장에서 살펴보았던 BHO 방식의 키로깅은 

IE에서의 컨텐츠  주소창의 내용 등 IE 반의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가 구성되 

있기 때문에 IE 도우 구조상 암호화가 지속되지 

않으면 입력 데이터가 해킹될 여지를 제공할 수 

밖에 없다. 

(그림 5) 이 암호화

따라서 키보드에서부터 입력된 데이터가 사용

자 응용 메모리에 평문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 에 한 응방안은 이용자 PC단에서 

두 차례의 암호화, 즉 이  암호화를 제공하여 종

단간에 안 한 채 을 형성하는 것이다. 와 같

은 개념에서의 종단간 암호화 방안에 해 구체

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6) 종단간 암호화 용

1) IE상에서 키보드 입력

2) 키 입력값을 키보드 드라이버에서 획득하여 

모듈 내부 버퍼에 장

3) 키보드 드라이버에서 융기 과 공유된 키

로 데이터에 한 암호화 작업을 수행한 후 

사용자 응용 역으로 송

4) 확인버튼 클릭과 동시에 PKI 암호화 로세

스 진행으로 이  암호화 생성하여 융기  

서버에 송

5) 이  암호화된 데이터는 서버에서 두 번 복

호화 하여 데이터를 복원

이와 같은 종단간 암호화 방안은 이용자 PC에

서부터 융기 까지 구간에서 이용자의 융정

보를 복호화과정없이 암호문으로 송하기 때문에 

언 했던 취약 에 해 안 할 수 있다(그림 6). 

그러나 융서버에서 추가 인 복호화 과정이 필

요하므로 작업이 많아진다는 단 이 존재하지만 

이용자 PC내에서 복호화되는 과정이 없다는 보안

상의 장 을 가지고 있고 이에 취약 이 존재할 

수 있는 이용자의 융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에서 추진되어야할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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