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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수많은 중요정보가 전송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내부 사용자는  어떠

한 중요 정보가 전송되는지 모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패킷 내에 포함된 중요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하고, 유출 여부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차단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중요정보 필터링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다. 사용자는 제안 시스템을 사용하여 중요정보의 유출 여부를 시각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패킷을 폐기할 수도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중요정보 유출 방지에 기여함으로써 기업 내부정보

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이버 침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ABSTRACT

Sensitive internal information has been transmitted in a variety of services of Internet environment, but almost users 
do not know what internal information is sent. In this paper, we intend to develop a new filtering system that 
continuously monitors the sensitive information in outbound network packets and notifies the internal user whether or 
not to expose. So we design a filtering system for sensitive information and analyze the implementation results. Thus 
users visually can check whether disclosure of the important information and drop the corresponding packets by the 
proposed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help decrease cyber threats various targeting internal information of 
company by contributing to prevent exposure of sensitive internal information.

키워드 : 중요정보, 네트워크 패킷, 데이터 유출 방지, 모니터링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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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수많은 정보가 컴퓨터시스템에 저장되어 인터넷을 

통하여 공유되고 재가공하여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이 구

축됨에 따라 매년 관련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

고 있다. 그러나 관련 서비스의 성장과 새로운 사용자 

요구사항, 다양한 기능이 컴퓨터 시스템에 경쟁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역기능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킹 공격 및 악성코드 유포, 기업 중요

정보 변조 및 유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 사례가 지

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1].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는 각종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각종 중요 정보가 시스템에 축적되므로 다양한 취약점

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위협도 함께 발생하

고 있다. 또한  개인 PC 내 백그라운드로 동작하는 키로

거, 루트 킷, 트로이목마, 웜 과 같은 악성코드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정보가 유출 될 수 있다. 이
로 인해 기업 내 중요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도 갈수록 

증가 하고 있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

해 기술유출 비중이 높고, 유출 피해금액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내 중

요정보 유출에 관한 피해는 주로 내부자의 정보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부자는 E-mail, FTP, 
P2P, 메신저 등을 이용해 네트워크로 중요정보 및 고객 

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패킷 내에서 내부 중

요정보 유출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 내부 중요정보 차단 시스템

의 설계와 구현을 제안한다. 4장에서 시스템 동작 및 실

험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2.1. 패킷 캡처 라이브러리

패킷 캡처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라이브러리로는 

pcap(packet capture), libpcap(Portable Packet Capturing 
Library), WinPcap, WinDivert(Windows Packet Divert) 
등이 있으며, tcpdump, snort, WireShark와 같은 범용 

소프트웨어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2-4]. 그림 1은 

WinPcap의 NPF(Net Group Packet Filter)의 구조를 나

타내는데, NIC(Network Interface Card)를 통해 지나가

는 패킷을 복사하여 User Level에 전송함으로써 필터, 
모니터링, 로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다른 라이브러리도 WinPcap과 구조는 상이하지만,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림 1. WinPcap의 NPF 구조

Fig. 1 NPF structure of WinPcap

반면 WinDivert는 Windows Vista / 7 / 8, Windows 
Server 2008에서 동작하는 사용자 모드 라이브러리로 

패킷에 대한 캡처/도청/수정/차단/수정 등이 가능하다

[5]. WinDivert는 다른 라이브러리와는 다르게 사용자 

모드 애플리케이션이 윈도우 네트워크 스택(Windows 
Network Stack)에서 전송된 네트워크 패킷을 캡처/수정

/폐기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그림 2는 WinDivert
의 기본 구조를 나타내는데, 새로운 패킷이 생성이 되

면 먼저 사용자가 미리 정의한 필터 규칙(Filter Rule)에 

해당하는 패킷인지 아닌지를 구분한다. 만약 필터 규칙

에 해당하지 않는 패킷이라면 네트워크를 통해 패킷이 

전송되고, 필터 규칙에 해당하는 패킷이라면 패킷이 애

플리케이션으로 우회된다. WinDivert는 WinPcap 및 

libpcap에서 제공하는 스니핑(Sniffing) 기능을 제공할 

뿐 만 아니라, 폐기(Dropping), 필터링(Filtering), 수정

(Modification), 재주입(Re-injection)과 같은 다양한 기

능을 추가로 제공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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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WinDivert의 구조

Fig. 2 WinDivert architecture

2.2. 기존 연구

중요정보 유출을 탐지하기 위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김유진 등[6]은 쿠키, 인터넷 임시 파일, 로그 파일, 

각종 문서파일 등 사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파일 내 

개인정보를 찾고 발견된 개인정보에 대해 민감도에 따

른 위험도를 산출 하여 사용자에게 삭제를 권고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김원규 등[7]은 DoS, SYN Flooding, ACK Strom, 

Port Scan, TCP connect Sacn, SYN steath scan 탐지 룰

을 정의하고, pcap과 iptables를 이용한 Linux기반 호스

트 IPS를 제안하였다. 이 방안은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iptables의 차단기능을 활용하였

지만, 구현에서 활용한 libpcap은 기본적으로 NIC로부

터 전송되는 패킷을 붙잡아 두지 못하며 단순히 패킷을 

복사하여 애플리케이션 계층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iptables의 차단 기능만으로는 모든 패킷의 유출을 완전

히 막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홍정환[8]은 snort를 개량하여 Linux 호스트에서 활

용 가능한 침입 탐지 시스템 구현하고, FTP Keylog, 
IRC Botnet에 의한 정보유출 탐지 예를 보였는데, 유출

되는 패킷 내 개인정보를 정규표현식을 이용해 탐지하

고, 포렌식 수행을 돕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하지만  중

요정보가 단순히 정규표현식을 적용하였을 경우 오탐

이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탐지된 패킷을 직

접 차단하지 못하여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표 1은 기존 연구와 제안 시스템과의 

차이점을 간략히 나타내고 있다.

Detect 
information 
disclosure

Drop 
packets OS

Yu-jin Kim et 
al[6]

Recommend to 
delete Sensitive 

information
× Windows

Won Kyu 
Kim et al[7] N/A △ Linux

Jeong Hwan 
Hong[8] △ × Linux

The proposed 
system ○ ○ Windows

표 1. 기존 연구와 제안 시스템 비교

Table. 1 Comparison between the previous studies and 
the proposed system

Ⅲ. 차단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의 단점을 개선하여  네트워

크 패킷 내 내부 중요정보를 탐지할 뿐 아니라 유출이 

발견된 경우 해당 패킷을 사용자가 폐기할 수 있는 시

스템을 제안한다.

3.1. 시스템 구성

그림 3은 제안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그림 3. 시스템 구조

Fig. 3 System architecture overview

구성요소로 ‘사용자 인증 모듈(User Authentication 
Module)’, ‘정보 입력 모듈(Information Input Module)’, 
‘정규표현식 입력 모듈(Regex Input Module)’, ‘매칭 모

드 설정 모듈(Matching Mode Setting Module)’,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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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모듈(Pattern Matching Module)’, ‘패킷 폐기 모듈

(Packet Drop Module)’, ‘패킷 모니터링 모듈(Packet 
Monitoring Module)’, ‘UI(User Interface)’ 이 존재한다.
제안 시스템은 중요정보와 정규표현식 패턴매칭과 수

동 패킷 폐기, 자동 패킷 폐기, 모니터링 모드를 구현하

였다. Windows 7 환경의 Visual Studio 2012에서  패킷 

모니터링 및 패킷 폐기를 구현하기 위해 Win32 API 기
반에서 WinDivert-1.1.6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다. 또
한 각각의 중요정보 특징에 맞게 패킷 내 다량의 중요

정보를 탐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규표현식 라이

브러리 PCRE-8.35를 이용하였다.

3.2. 시스템 구현 방안

제안 시스템 구성 요소의 구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 인증 모듈은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모니터링 도구를 실행하고 각종 설정을 변경할 수 없도

록 사용자 인증 정보를 등록하고 인증된 사용자만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정보 입력 모듈은 고유 식별정보, 민감 정보 등 

중요정보를 입력 받아 중요정보 패턴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셋째, 정규표현식 입력 모듈은 중요정보 각각의 특성

에 맞춘 정규표현식을 입력받는 모듈이다. 입력받은 정

규표현식은 중요정보를 탐지하기 위해 패턴과 같이 이

용되어 지는데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정규표현식을 

등록하면, 주민등록번호 특성을 가지는 패킷 내 문자열

들을 모두 탐지하는데 이용된다. 입력된 정규표현식은 

‘중요정보 + 정규표현식’ 탐지 방식에 이용되어 진다. 
넷째, 매칭 모드 설정 모듈은 패킷 내 중요정보 탐지 

방식을 결정하는 모듈이다. 탐지 방식에는 ‘중요정보’ 
탐지방식과 ‘중요정보 + 정규표현식’ 탐지 방식 중 하

나를 설정 할 수 있다. ‘중요정보’ 탐지 방식은 미리 입

력된 중요정보를 패킷에 일대일 매칭 한다. ‘중요정보 + 
정규표현식’은 정규표현식을 이용해 패킷 내 중요정보 

문자열들을 추출하고, 추출된 문자열 중 입력받은 중요

정보가 존재 하는지 패턴 매칭 하게 된다. 만약에 중요

정보는 입력되지 않고, 정규표현식만 등록 되어진 경우

에는 무 특정 다수 중요정보 탐지가 가능하다. 주로 중

소기업 내 다수의 중요정보를 보호하고자 하거나, 개인

이 파일 내 다수의 중요정보 유출을 보호하고자 할 때 

이용 할 수 있도록 구현 되어있다.

다섯째, 패킷폐기 설정 모듈은 중요정보가 탐지된 패

킷을 폐기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모듈이다. 폐기 방식에

는 수동 패킷 폐기, 자동 패킷 폐기, 모니터링 방식 중 

하나를 결정 할 수 있다.  수동폐기는 사용자가 직접 패

킷의 폐기 여부를 YES 혹은 NO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

간 결정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자동폐기는 탐지된 패킷

을 사용자에게 묻지 않고 경고 또는 의심 패킷 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이 자동 폐기 하는 방식이고 모니터링 모

드는 폐기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모니터링만 수행 한다. 
마지막으로 패킷 모니터링 모듈은 아웃바운드

(Outbound) 패킷을 대상으로 패킷 분석을 실시하는데, 
패킷 매칭 모듈과 패킷 폐기 모듈을 이용 하여 패킷들

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패턴매칭, 패킷폐기 역할을 

수행한다.

3.3. 패킷 필터링 방안

그림 4는 제안 시스템 동작을 간략히 나타내는 순서

도이다.

그림 4. 제안 시스템의 동작

Fig. 4 Algorithm of the proposed system

제안 시스템은 최초 패킷 발생 시 패킷을 붙잡아 두

고 TCP/IP 계층에 따라 파싱(Parsing)을 수행한다. 그 

다음 중요정보의 토큰별로 정규표현식 패턴 매칭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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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페이로드 내 중요정보의 토큰을 일차적으로 모

두 걸러낸다. 정규식과 일치하는 중요정보가 존재하면 

추가적으로 일대일 매칭을 수행 하여 토큰의 보안 레벨

(Security Level)을 결정한다. 표 2는 토큰의 보안 레벨 

분류를 나타내고 있다.

Category Details Conditions

Regular 
expression 

pattern

Alert All matches

Warning Regular expression  matches

Pass Regular expression  mismatches

Sensitive 
informatio
n pattern

Alert Sensitive information  matches

Warning Sensitive information  partially 
matches

Pass Sensitive information

표 2. 보안 레벨 분류

Table. 2 Security level classification

토큰의 보안 레벨은 표 2의 상세 내용에 따라 결정된

다. 중요정보 하나와 관련한 토큰 각각에 보안 레벨이 

모두 결정되면, 최종적으로 패킷에 대한 보안 레벨을 

결정한다. 패킷의 보안 레벨에 따라 사용자에게 ‘Alert’, 
‘Warning’, ‘Normal’ 등의 결과를 통지하고, 동시에 패

킷의 폐기(Drop) 또는 통과(Pass) 여부를 결정한다. 

Ⅳ. 시스템 동작 및 실험

4.1. 메인 화면

그림 5는 제안 시스템의 메인화면이다.

그림 5. 메인 화면

Fig. 5 Main screen

메인화면은 모니터링한 패킷을 프로토콜 계층에 따

라 보여주고 사용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중요정보와 전체가 일치하는 경우에 경고를, 일
부가 일치하는 경우 의심을 출력하여 사용자에게 중요

정보 유출 여부를 알려준다. 특히, 경고인 경우 패킷의 

전송 혹은 폐기 여부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

록 구현하였다.

그림 6. 환경 설정

Fig. 6 Configuration UI

그림 6은 환경설정 화면으로, 중요정보 설정은 중요

정보와 정규표현식을 입력받는다. 그림 5와 같이 중요

정보와 정규표현식은 토큰 별로 나누어서 입력 받고 있

다. 그 이유는 중요정보가 네트워크로 전송 되어질 때, 
다양한 토큰 별로 나누어져서 전송 되어질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 패턴 매칭을 수행 하였을 

경우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좌번호를 

네트워크를 통해 패킷으로 전송 한다고 하였을 경우 

111111-22-333333, phonNum1=111111 phonNum2=22 
phonNum3=333333, 11111122333333 등 같은 중요정

보라도 다양한 형태로 전송 되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사

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에 따라 단순히 정규식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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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일대일 매칭을 수행 하면 패킷 내 중요정보가 

존재 하더라도 탐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

다. 따라서 토큰별로 일대일 매칭 혹은 정규식을 적용

하여 중요정보 탐지 정확도를 올릴 수 있다.

4.2. 실험 및 분석

실험환경은 PC에 키로거(Keylogger), 원격 접속 소

프트웨어, 제안 도구를 설치하고, 노트북에 Windows 7
과 원격 접속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동작하였다. 본 

실험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로 진행되었다.
1. 키로거가 설치된 PC에 에 중요정보를 입력한다.
2. PC에 설치된 원격 접속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외부 

PC로 원격접속 후 중요정보파일을 유출한다. 

그림 7. 키로거 전송 중요정보 포함 패킷을 필터링

Fig. 7 Filtering packets including sensitive information 
by a keylogger

그림 8. 웹사이트 접속 시 중요정보를 포함하는 패킷을 필터링

Fig. 8 Filtering packets including sensitive information 
for accessing a website

그림 7은 키로거를 통해 수집된 ID, 패스워드, 이메

일,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집 전화번호 등을 포함

하는 중요정보 파일을 원격 접속 소프트웨어를 통해 외

부 PC로 전송을 시도 했을 때 관련 패킷들이 차단 됨 을 

타나내고 있다. 파일 전송이 차단되자 원격 접속 소프

트웨어가 폐기된 패킷의 재전송을 여러 차례 시도 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노트북으로 무선네트워크 

환경에서 제안도구를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 T 사이트

에서 로그인 할 때 패킷 모니터링 결과를 나타내고 있

다. 모니터링 결과 ID, 패스워드가 암호화 되지 않은 상

태로 전송 되려 했고 패킷 폐기가 이루어지고 접속이 

차단됨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곧 재화와 같은 의미를 가

진다. 최근 기업 내 기업정보 및 중요정보 유출과 관련

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 

유출은 재화 유출과 같다 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유출 비중이 높고, 피해금액도 갈

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3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의 10.2%가 최근 3년간 기술유출로 인해 피해를 경험

하였으며, 피해 중소기업들은 기술유출 1건당 평균 

16.9억원의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9]. 하지

만 중소기업 1개사 당 기업 전체 매출액의 0.24%만을 

보안관리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부

자 및 악성코드에 의한 기업 중요정보와 개인정보 변

조 및 유출과 같은 피해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인

다[9]. 
본 논문에서는 정규표현식 기반의 패턴매칭을 수행

하여 중소기업 및 개인이 무특정 다수의 중요정보 유

출을 탐지 및 차단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실

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제안 시스템은 외부로 

유출시키려는 중요정보 파일 및 패킷을 차단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문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사내 

PC에 제안 도구를 설치하여 내부자 및 악성코드에 의

한 중요정보 유출 차단을 수행함으로서, 영세한 기업 

내 중요 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

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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