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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 간에 실시간으로 레지스트리에서 시작 프로그램을 감시하여 사용자 의도와 관계없이 실

행되는 시작 프로그램의 등록을 방지하고 관리하고자 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본 솔루션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해당 시작 프로그램의 삭제 빈도를 백분율로 나타내어 시작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능을 강점으로 C# 기반의 시스템 환경 최적화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레지스트리(Registry), 윈도우(Windows), 시작 프로그램(Startup), 쓰레드(Thread)

I. 서론

2015년 2월 KISA에서 보도한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 현황조사에 

따르면 국내 컴퓨터 사용 인구의 97% 이상이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Windows)이다.[1] 대중화된 윈도우 운영

체제는 특정 프로그램들을 시작 프로그램으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여 

운영체제가 부팅됨과 동시에 실행되어진다. 이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사용자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등 단순 용도일 수도 있으나 

애드웨어와 같은 악의적인 용도일 수도 있으며, 사용자들과 관계없이 

실행됨으로써 시스템 성능 저하의 원인을 제공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시작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최적의 솔루

션을 설계 및 구현함으로써 시스템 리소스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

도록 한다.

II. 관련연구

일반 사용자들은 운영체제가 설치된 이후에 장기간 시작 프로그램

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 프로그램들을 누적시켜 윈도우 운영체제의 

사용에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작 프로그램 

관리 프로그램들을 표 1에서 비교해보았다.

프로그램명 핵심기능

Custom StartUp 시작 프로그램의 추가 · 삭제 · 백업

Shock StartUp 시작 프로그램 활성화의 여부를 선택

Naver Cleaner 선택한 시작 프로그램을 삭제 시 재설치를 차단

표 1. 기존 시작 프로그램 관리 프로그램 비교

기존 프로그램들을 비교한 결과 시작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는 

가능하나 실시간으로 추가된 새로운 시작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는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기존 프로그램들의 기능에서 실시간으로 시작

프로그램을 탐지하고 관리하는 기능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면 더 효율적

인 시스템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III. 본론

1. 시스템 구성

솔루션의 구현에 있어서 필요한 시스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Ÿ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GUI 환경 구현 

Ÿ 특정 레지스트리 값 변동에 따른 실시간 탐지

Ÿ 시작 프로그램의 삭제 현황 값이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

실시간 감지를 최소한의 운영체제 리소스 만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최초 스캔 후 CPU 자원을 넘겨주고  일정시간 이후 다시 동작하는 

형태로 구현되며, 변동 값이 탐지되면 사용자에게 탐지된 값을 표현하

고 관리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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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윈도우폼의 UI쓰레드 동작 

알고리즘

그림 2. 

BackgroundWorker쓰레드

동작 알고리즘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솔루션을 

구현하였다.
C#의 BackgroundWorker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GUI와 비동기 

방식으로 멀티쓰레드를 구성하였고, GUI를 가진 쓰레드와의 크로스 

쓰레딩 문제 해결을 위하여 C#의 BeginInvoke라는 컨트롤들의 메소

드를 사용하여 Backgroundworker 쓰레드와 UI 쓰레드의 연동을 

비동기식으로 해결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레지스트리 값과 일정시간 

이후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열 형태로 두 레지스트리 값을 

C#의 IEnumerable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차집합을 구하였다.

2. 알고리즘

그림1, 그림2는 멀티쓰레드로 구현된 실시간 탐지에 대한 알고리즘

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1은 UI 쓰레드의 동작 알고리즘을 나타내고 탐지를 위한 

BackgroundWorker 쓰레드를 실행시키며 추가된 시작프로그램에 

대한 삭제 및 무시를 사용자가 선택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그림2는 BackgroundWorker 쓰레드의 알고리즘이다. 실시간으로 

기존의 시작 프로그램 항목과 일정 시간이 지난 후의 항목들을 배열 

형태로 저장하여 차집합 연산을 통해 비교한다. 이를 이용해서 얻은 

결과를 UI 쓰레드에 제공하고 UI를 호출하도록 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도록 한다.

3. 구현

 그림 3은 프로그램 초기 실행시의 메인 화면이다. 여기서는 시작 

프로그램 등록에 대한 실시간 탐지 기능을 제외하고 솔루션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림 3. 메인화면

 그림 4는 시작 프로그램 관리 기능을 구현한 화면이다.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현재 사용자 계정에 대한 시작 프로그램과 현재 

사용자와 관계 없이 실행되는 시작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구분된 

항목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 화면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 후 삭제할 수 있다.

그림 4. 시작프로그램 관리 화면

 그림 5는 메인화면이 최소화될 시 작업표시줄에 나타나는 트레이 

아이콘(Tray Icon)의 구현 화면이다. 이 화면에서 실시간 감지를 

작동시킬 수 있다.

그림 5. 트레이 아이콘

 

그림 6은 새로 추가된 시작 프로그램이 탐지되었을 경우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추가/삭제 판단을 요구한다. 또한 사용자들의 시작 프로그램 

삭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 빈도를 불러와 

계산하여 함께 나타낸다.

그림 6. 시작프로그램 실시간 탐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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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른 최적화 프로그램이 갖는 문제점인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 프로그램 실시간 

관리 솔루션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이 솔루션은 C#을 기반으로 설계 및 구현되었기 때문에 크로스 

쓰레딩의 문제점이나 차집합 연산 등을 지원하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사용자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다수의 

사용자가 삭제한 값에 대하여 다른 사용자들에게 표현해줌으로써 

잘 모르는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및 삭제 선택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불필요한 시작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시작 프로그램의 레지스트리 값 등록을 방지할 

수 있어 평소 관리에 소홀한 일반 사용자도 쉽게 판단하여 삭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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