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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기업의 내부 중요 정보 유출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유출의 대부분은 내부자에 의해 발생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 내부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내부정보 유출 경로 중 USB를 통한 파일 이동, 복사 작업을 수행할 때  해당 파일이 기밀파일로 분류된 경우 유출을 

차단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구현한 기밀파일 유출차단시스템은 기밀파일 관리를 위해 시그너처를 삽입하는 시그니

처 삽입 관리자와 기밀파일 탐지를 위한 기밀파일 탐지 관리자로 구성되어 있다. 시그너처 삽입 관리자는 기관에서 

기밀 파일로 분류된 파일에 기밀 파일을 나타내는 특정 패턴을 삽입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기밀 파일 탐지관리자는 

사용자가 기밀 파일을 USB로 이동 또는 복사할 경우 이를 탐지하고 차단하여 기밀 파일 유출을 방지한다. 본 연구 결

과는 USB를 통한 기업 내부 기밀 파일 유출을 통한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Recently industry is suffering severe losses of important internal information, and most of the leaks result from the 
insiders. Thus, various technological counter measures are being studied in order to protect private organization 
information. In this paper, among various internal information leakage path protection mechanisms, we propose a 
technique for preventing files which are defined as confidential from being copied or moved through USB. The 
implemented confidential file loss prevention system is composed of both signature insert manager and confidential 
file detect manager. The signature insert manager allows a system administrator to insert a special pattern specifying a 
classified confidential file, while the confidential file detect manager protects confidential file leakage when a user 
attempts to move or copy a confidential file to the USB memory. This results would be contributed to reducing the 
damage caused by leakage of confidential files outside of the company via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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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글로벌 경쟁시대에 각 기업의 핵심기술은 기업의 경

쟁력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과도 관련이 있다. 우리나

라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은 수준 높은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고가의 보

안솔루션 도입 및 정책을 통하여 기밀파일 유출을 방지

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고가

의 보안솔루션을 도입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

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내부 기밀파일 유출을 통한 

피해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1,2].

이러한 기밀파일 유출의 대부분은 내부자에 의해 이

루어지고 있다. 내부자를 통한 유출경로는 USB, 네트

워크, 인쇄물 등 매우 다양하다. 그 중  USB를 통한 파

일 복사 및 이동은 사용자 이외에는 파일이 옮겨졌는지 

알지 못하고 관리가 어려워 사용자 자신도 모르게 기밀

파일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용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기밀파일을 유출 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USB를 통한 기밀파일 유출을 확인 및 

차단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우선 USB에서 기밀

파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밀파일에 대한 정의를 한다. 

기밀파일은 파일필드 일부분에 시그니처(signature)를 

삽입하여 고유의 기밀파일로 정의한다. 고유의 기밀파

일로 정의된 파일이 USB를 통하여 파일이 복사 또는 

이동이 될 경우 이를 탐지하여 USB를 통한 기밀파일 

유출을 차단하게 된다 [3].

Ⅱ. 관련 연구

2.1. DLP

DLP(Data Loss Prevention) 기술은 기밀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 차단되어야 하는 기밀 데이터 패턴에 대한 

지속적인 패턴 갱신 뿐 아니라 네트워크 기반의 DLP 

경우에는 웹 메일, 웹 하드, 메신저 등의 프로토콜 변경

에도 이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갱신되어야 한다[4].

네트워크 기반 DLP는 이메일, 메시징, 웹 하드, 웹 게

시판, FTP, P2P, SNS, 터미널 서비스, 프락시 서비스 등 

정보 유출에 대해 네트워크 단에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네트워크 기반 DLP는 Monitor와 

Prevent 2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Monitor는 Network 

Mirroring 방식으로 운영되며, 감시와 차단 전용으로 다

양한 유출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이 핵심이다. Prevent는 

프록시 방식으로 원천적으로 유출을 사전 차단하는 방

식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Mail Proxy와 DB Proxy 

가 있으며 사전 통제 기능 때문에 도입 시에는 선호되

지만 제공하는 프로토콜이 한정적이고 과도한 차단 현

상으로 인해 실제 운영에서는 Monitor 형태가 선호된

다. 종점 DLP/Discovery 기술은 USB 등의 미디어와 출

력물을 통한 유출방지 기능을 처리한다. 예를 들어 USB

로 복사하려는 파일에 주민번호, 계좌번호, 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나 주요 기밀문서의 키워드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식별하고 차단한다. 기밀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는 다른 채널들은 접속을 금지하지만 USB나 출력

물은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통제의 대상이 된다. 또한, 최근 종점 

DLP는 RF 통신, 블루투스 통신, 테더링 등 통신에 대한 

차단 기능까지 제공한다[5,6].

기존 DLP 기법은 중요내용을 탐색하여 기밀파일에 

대한 차단을 막았지만, 제안하는 DLP 기법은 시그니처

를 삽입함으로써 내용 기반이 아닌 시그니처 탐색기반

으로 기밀파일에 대한 차단여부를 결정한다. 

2.2. API 후킹

API 후킹(hooking)이란 Windows API 호출을 가로

채서 제어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API 호출 전후에 후킹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으며, API에 입력된 파라미터나 

반환 값을 조작하거나 사용자 코드로 실행 흐름을 변경

시킬 수 있다[7-9]. 그림 1은 kernel32.dll에 포함되어 있

는 CreateFile API를 후킹한 경우이다. 사용자가 DLL 

Injection 기법으로 test.dll을 통해 아래 한글 프로세스 

메모리 공간에 삽입하여 kernel32 .d l l  파일 내의 

CreateFile API를 호출할 때 마다 kernel32.dll 내부의 

Fig. 1 API hooking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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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File이 호출되는 것이 아니라 test.dll 내부의 

MyCreateFile API가 호출된다. 

후킹된 함수와 원본 함수의 호출 순서는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입력된 파라미터를 조작하고 싶을 때는 후킹 

함수가 먼저 실행되어 파라미터를 조작하고 원본 함수

가 실행된다. 만약 API의 리턴 값을 조작하고 싶을 때는 

원본 함수가 먼저 실행된 후 받은 리턴값을 후킹 함수

에서 조작하여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2.3. MySQL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RDBMS)은 열과 

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테이블들의 관계를 이용해 

다양한 요구를 처리하는 데이터스토어를 말한다. 단일 

테이블 검색만으로 찾기 어려운 결과를 추출해 낼 수 

있는데, 테이블의 기본적인 명령어 뿐만 아니라 join과 

같은 질의를 이용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MySQL은 오픈 소스 RDBMS로 표준 데이터베이스 

질의 언어인 SQL(Structured Query Language)을 사용한

다. MySQL은 유연성, 속도, 사용 편이성 등의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다중 사용자와 다중 스레드를 지원하고 다

양한 언어를 위한 API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운영 체제

를 지원하고 상호 연동이 간편하여 보편적으로 많이 이

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이다. MySQL은 설치 및 사

용이 쉬우며, DBMS 가운데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고 보안이 뛰어나다. 또한,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도 타 RDBMS 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10].

Ⅲ. 기밀파일 유출 차단시스템 설계 및 구현

3.1. 유출 차단 시스템의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밀파일 유출차단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이 기밀파일 관리를 위해 시그너처를 삽입

하는 시그니처 삽입 관리자(Signature Insert Manager)

와 기밀파일 탐지를 위한 기밀파일 탐지 관리자

(Confidential File Detect Manager)로 구성되어 있다. 

즉, 시그너처 삽입 관리자는 기관에서 기밀 파일로 분

류된 파일에 기밀 파일을 나타내는 특정 패턴을 삽입하

는 기능을 한다. 한편, 기밀 파일 탐지관리자는 사용자

가 기밀 파일을 USB로 이동 및 복사할 경우 이를 탐지

하고 차단하여 기밀 파일 유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Fig. 2 Configuration of data loss prevention system

제안한 시스템은 Windows 7 및 10 .Net Framework 

환경에서 일반 파일의 파일 필드에 시그니처를 삽입하

는 형태로  구현하였다.

3.2. 시그너처 삽입 관리자 

시그너처 삽입 관리자는 MS Office 파일에 대한 시

그니처 삽입과 일반 파일에 대한 시그니처 삽입으로 나

누어진다. MS Office 파일은 XML 형식의 압축 파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 필드에 시그니처를 삽입할 

경우 파일이 손상된다. 따라서 .Net Framework에서 제

공하는 File 클래스를 이용해  MS Office 파일은 포맷을 

Zip 형식으로 변환한 다음 .Net Framework에서 제공하

는 ZipFile 클래스를 이용해 루트 영역에 시그니처 이름

을 가진 XML 파일을 추가한다. 일반 파일의 경우 .Net 

Framework에서 제공하는 Filestream 클래스를 이용하

여 파일 필드 가장 마지막에 시그니처를 삽입한다. 그

림 3에서 음영 처리한 부분이 삽입한 시그니처를 나타

낸다. 

Fig. 3 A signature inserted file  

3.3. 기밀파일 탐지 관리자

시그너처가 삽입되어 있는 기밀 파일을 탐지하기 위

한 탐지관리자의 구성은 그림 4와 같다. 즉, USB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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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기밀 파일을 이동 및 복사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이를 모니터링하고 탐지하여 파일 유출은 차단하

고 관련 정보를 유출 차단시스템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하고 웹 서버를 통하여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

도록 한다. 기밀파일탐지 관리자는 USB 감지 모듈

(USB Detect Module), 시그니처 탐지 모듈(Signature 

Detect Module), 기밀 파일 차단 모듈(Confidential 

File Protect Module), 로그 전송 모듈(Log Transmit 

Module), 프로세스 은닉 모듈(Process Hiding Module) 

및 자동 실행 모듈(Autorun Module) 등 총 6개의 모듈

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4). 

Fig. 4 Configuration of confidential file detect manager

시그니처 탐지 관리자는 Windows 7 및 10 환경에서 

USB 탐지 및 차단을 위해 .Net Framework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각각의 사용자 PC에서 기밀 파일 또

는 일반 파일을 USB로 옮기는 경우 로그를 생성하며,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전송 및 저장을 위해 MySQL 

Connector/Net을 사용하였다. MySQL을 사용하기 위해 

MySql.Data.dll을 참조하여 ADO.NET 클래스를 이용

한다.

3.3.1. USB 탐지모듈

USB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Net Framework에서 제

공하는 DriveInfo를 활용한다. DriveInfo에는 많은 속성

들이 있는데 그 중 Removable을 이용하여 USB를 탐지

한다. 컴퓨터가 꺼진 상태에서 USB를 삽입하고 부팅할 

경우에는 USB 탐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 부팅 

시 최초 한번은  USB 탐지가 필수적으로 실행되게 하

여 모든 USB를 탐지하게 한다. DriveInfo의 속성은 표 1 

과 같다.

Name Explanation

CDRom The drive can burn an optical disc device
such as a CD or DVD

Fixed The drive is a fixed disk

Network The drive is a network drive

NoRootDirectory The drive does not have a root directory

Ram The drive is a Ram disk

Removable
A drive is a removable storage device 
such as a floppy disk drive or a USB 
flash drive

Unknown Unknown type of drive

Table. 1 Properties of DriveInfo

3.3.2. 시그니처 탐지 모듈

시그니처를 탐지하기 위해 .Net Framework에서 

제공하는 FileSystemWatcher 클래스를 이용한다. 

FileSystem Watcher는 특정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불특

정 File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한다. 특정 경로를 지

정하면, 지정된 경로 하위에 새로 생성되는 파일에 대

한 감시를 진행한다. 새로운 파일의 이동이나 복사가 

감지가 되었을 때, 미리 지정한 파일 형식의 확장자를 

가진 파일인 경우 FileStream을 이용해 해당 파일의 전

체를 바이트 단위로 버퍼에 복사한다.  그 다음 해당 버

퍼와 관리자가 정의한 시그니처를 비교하여 해당 파일

에 시그니처 유무를 확인한다.

3.3.3. 기밀파일 차단 모듈

기밀파일 탐지모듈을 통해 시그니처가 삽입되어 있

을 경우 해당 파일에 대한 복사 및 이동 연산을 하지 못

하게 하여 기밀파일을 차단한다. 만약 시그니처가 삽입

되지 않은 일반 파일일 경우에는 복사 및 이동 연산을 

그대로 진행하여 USB에 이동 및 저장을 가능하게 한다.

3.3.4. 로그 전송 모듈 

USB 메모리로 파일을 복사하거나 이동하는 작업이 

수행되면, 기밀파일 여부를 확인하고 쓰기 연산의 탐지 

및 차단을 결정한다. 만약 기밀파일로 판단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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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복사가 이루어진 날짜와  시간 , 

사용자 PC 이름, USB 이름, 기밀파일여부, 파일이름, 

파일확장자를 서버로 전송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다. 이러한 로그 정보를 이용하여 관리자는 서버를 통

해 조회하고, 감사 추적에 활용 할 수 있다.

3.3.5. 프로세스 은닉 모듈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사용자에 의해 강제 종료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를 은닉할 필요가 

있다. DKOM(Direct Kernel Object Manipulation) 기법

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서 프로세스를 은닉한다. 

DKOM은 윈도우즈 커널에 의해 관리되는 커널 개체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기법이다. 커널 디버깅을 통해 은

닉하고자 하는 프로세스의 FLINK(Front Link)와 

BLINK(Back Link)를 변경해줌으로써 프로세스 목록

에서 해당 프로세스를 보이지 않게 하는 방식이다. 이

는 현재 동작하는 프로세스 목록을 별도 테이블로 유지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림 5는 DKOM을 이용한 

프로세스를 숨기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Fig. 5 Process hiding using DKOM  

Fig. 6  Autorun process

3.3.6. 자동 실행 모듈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부팅 시 자동으로 실행된다. 

윈도우 부팅 시 자동으로 실행해주는 레지스트리 경로

(HKEY_LOCAL_MACHINE\SOFTWARE\Microsoft\

Windows\CurrentVersion\Run)에 새로운 목록을 추가

한다. 그림 6은 자동 실행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Ⅳ. 시스템 동작 및 실험

4.1. 시그니처 탐지 및 삽입 

그림 7은 시그니처 탐지 및 삽입에 대한 흐름도를 나

타낸 것이다. 

Fig. 7 Signature inserting process

일반파일을 기밀파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시그니

처 삽입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한다. 시그니처가 이미 

삽입되어 있는 파일도 있기 때문에 중복 방지를 위해 

사전에 시그니처를 탐지하고, 없을 경우에만 시그니처

를 삽입한다. 먼저 특정 폴더나 새로운 폴더를 지정하

여야 한다. 지정된 폴더는 자동으로 열리게 되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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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미리 지정한 파일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해당 폴

더에 이동 및 복사 할 경우, 자동으로 시그니처 탐지 및 

삽입을 수행한다. 그림 8은 시그니처 탐지 및 삽입을 위

한 시작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Fig. 8 Screenshot of signature detection and insertion

4.2. USB 탐지 및 기밀파일 차단 

그림 9는 USB 탐지 및 기밀파일 유출차단 프로세스

를 나타낸 것이다. 

Fig. 9 USB detection and confidential file protection process

USB 탐지 및 기밀파일 차단여부는 사용자가 알지 못

하게 백그라운드 환경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백

그라운드 환경에서는 직접적으로 USB 탐지 및 기밀파

일 차단여부를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백그

라운드 환경에서 진행하지 않고 포어그라운드 레벨에서 

진행한다. 그림 10은 사용자가 USB로 기밀파일을 옮겼

을 경우  포어그라운드 레벨에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Fig. 10 Screenshot of signature detection

4.3. 기밀파일 차단 실험 시나리오

기밀 파일 차단 동작을 확인하기 위한 시나리오는 다

음과 같다. 먼저 지정한 하드디스크의 디렉토리에 일반 

문서 파일을 복사하여 저장한다. 

1. 먼저 하드디스크의 디렉토리에 일반 문서 파일을 저

장한다. 

2. 저장한 일반 문서를 복사하여 시그니처를 삽입하여 

기밀파일로 정의한다.

3. 일반 문서 파일과 시그니처가 삽입된 기밀파일을 각

각 USB로 이동 또는 복사를 시도한다.

위의 시나리오에서 일반 문서 파일은 USB로 복사 또

는 이동이 되지만 기밀파일을 USB로 복사 또는 이동을 

시도할 경우 USB 탐지 및 기밀 파일 차단 프로세스에 

의해 파일 전송이 차단된다. 일반 파일 및 기밀 파일에 

대한 복사 및 이동을 시도할 경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에서 해당 작업에 대한 시간, 사용자이름, 파일이름, 파

일타입, 디바이스이름, 디렉토리 경로, 기밀 파일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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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한다(그림 11). 

Fig. 11 Screenshot of database table

그림 12는 기관 내에 사용자 PC에서 USB로 일반 파

일 및 기밀 파일 이동 및 복사 시도에 대한 히스토리를 

관리자 웹 페이지에 시각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12 Web page of system manager

Ⅴ. 결  론

USB 메모리를 통한 기업 내부 기밀 파일 유출 건수

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업 내

부의 기밀 파일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기밀 파일을 USB

로 이동 또는 복사를 시도할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DLP기법은 기존 DLP 

기법과 다르게 관리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통해 시그니

처를 삽입해야하지만, 기밀파일 유무를 확인하는 속도

는 기존 DLP 기법보다 빠르다.

관리자가 지정할 수 있는 기밀 파일의 확장자는 아래

한글 파일, 워드 파일, 파워포인트 파일, 엑셀 파일, 

JPEG 파일, PNG 파일, PDF 파일 등을 포함한다. 기밀 

파일 차단시스템의 성능 확인을 위해 USB 메모리가 컴

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밀 파일을 USB로 복

사 또는 이동하는 동작을 차단하는 기능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용자 PC에서 일반 파일 및 기밀 파일에 대한 이

동 및 복사에 따른 이벤트 로그를 서버에 전송해 웹을 

통해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실험하였다.

 향후 연구로서 현재 기밀 파일로 정의된 파일뿐만 

아니라 그 외 다양한 형태의 파일 유출을 차단할 수 있

는 연구 및 내부자가 시그니처를 찾아 조작하여 이를 

USB로 이동 및 복사를 하는 경우 시그니처 조작 방지

를 위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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