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17, No. 10, October 2014(pp. 1198-1204)

http://dx.doi.org/10.9717/kmms.2014.17.10.1198

키로깅을 통한 정보유출 실시간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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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최지훈††, 이원열†††

A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Solution for Real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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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st of vaccine type security solutions detect intrusion of computer virus or malicious code. However,

they almost don't have functionalities of the information leakage detection. In particular, information

leakage through keylogging attact cannot be detected. In this paper, we design and implement a solution

to detect the leakage of information through keylogging attact. Proposed solution detects the user-specified

information in real time. To detect the leakage of user-specified information, the solution extracts the

payload field from each outbound packet and compares with user-specified information. We design the

solution to reduce the effect on the packet transmission delay time due to packet monitoring operation.

And we design a simple user interface. By proposed solution, user can response to intrusion or information

leakage immediately because he or she can perceives a leakage of information in re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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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커는 기업,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업체 트러스트

웨이브에 따르면 주요 웹사이트의 비밀번호를 포함

한 개인정보 200만 건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키로

깅(keylogging)’ 소프트웨어를 통해 해킹되었다고 

한다[1]. 이에 따라 많은 보안전문가들은 최신 백신

프로그램과 보안패치를 설치하고 안전한 사이트가 

아니면 접속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파

밍(Pharming) 사이트의 경우 악성프로그램이 강제

로 설치되는 사이트로 접속된다. 또한 웹사이트의 

Plug-in 기능은 사용자 의도와 관계없이 악성프로그

램을 설치하기도 한다.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 권고

의 경우 모든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탐지 및 차단을 

하지 않기에 보안전문가들의 권고사항이 무용지물

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백신프로그램 및 보안 솔루션은 바이러

스가 시스템으로 침투하거나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

가 되어 있을 경우에만 삭제 또는 치료기능을 수행한

다. 그러나 사용자 의도와 관계없이 시스템 내부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탐지하는 기능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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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많은 기업에서 내부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DLP(Data Loss Prevention)솔루션을 사

용한다.

DLP솔루션은 출력물 워터마트 삽입, 기밀파일 업

로드 제한, 외장형 하드웨어로 파일 복사 제한 등 다

양한 기능을 지원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기업용이라 

일반 사용자가 접하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키로깅 공격 등 의해 사용자의 의

도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정한 데이터가 외부로 전

송되는 것을 탐지하고 알려주는 보안 솔루션을 설계

하고 구현하였다. 제안하는 솔루션은 사용자가 지정

한 특정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탐지하기 위해 외부로 

전송되는 패킷의 페이로드 영역을 추출하여 판단한

다. 그리고 솔루션의 패킷 감시 동작으로 인해 패킷 

전송 지연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솔

루션 동작을 설계하였다. 또한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는 편이성을 중심으로 

디자인하였다. 키로깅 공격으로 메일과 FTP로 사용

자 정보가 전송되면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띄워 

사용자가 정보유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키로깅 

공격과 기존의 내부정보유출 방지 솔루션인 DLP 시

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 제안하는 솔루션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테스트베

드 상에서의 제안 솔루션의 동작을 테스트하고 마지

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키로깅 공격 및 기존 정보유출 보안 솔루션

키로깅(Keylogging)이란 키스트로크로깅(Key-

stroke logging)으로도 불리며 사용자가 키보드로 

PC에 입력하는 내용을 가로채어 특정 파일 등에 기

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키로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

어를 활용한 방법, 마이크녹음, 웹캠 촬영 등 다양한 

키로깅 방법이 존재한다. 키로킹 프로그램이 설치되

어 있으면 사용자 PC에서 생성되는 기밀정보문서,

인터넷 사이트 로그인 정보 등 키보드로 입력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 키로깅은 사용자가 키로깅 프로

그램 감염 사실을 알아채기 어렵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다양한 개인정보 및 기밀정보 유출 사고

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가볍게 생각하고 넘겨서는 안 

된다[2].

정보유출과 관련한 통계 정보 및 사고를 다루는 

OSF의 DATALABDB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매년 400건 이상의 정보유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외부자로 인한 것이 64%,

내부자로 인한 것이 31%로 파악되고 있다[3]. 뿐만 

아니라 IT 폴리시 컴플라이언스그룹(IT Policy

Compliance Group)에 따르면 기업의 20%가 연간 22

건 이상의 중요 정보 손실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래

서 많은 기업들은 내부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고,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DLP(Data Loss

Prevention) 솔루션을 사용한다[4-9].

DLP 솔루션은 많은 고객 정보를 다루는 금융 및 

보험 산업 분야에서 가장 먼저 도입되어 사용되었으

며 점점 많은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DLP 솔

루션은 관리자가 웹페이지로 Endpoint와 서버 관리

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자메일, 메신저, 웹 하

드, 웹 게시판 등에서 업로드 하는 파일⦁대용량 첨

부 파일 차단 기능이 있다. 뿐만 아니라 PC에서 출력

되는 출력물에 워터마크 삽입, USB 등 외부 디스크

로 유출되는 파일 차단 기능도 있다. 관리자가 특정 

파일을 기밀 파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

인 없이는 출력, 메일전송, USB에 파일 복사와 같은 

모든 기능이 제한된다[10].

본 논문에서는 키보드 값을 저장하여 메일로 보내

는 키로깅 악성프로그램으로 인해 PC 내부의 데이터 

유출 여부와 유출된 데이터 중 자신이 지정한 정보의 

유출 여부를 체크한다. DLP 솔루션의 경우 특정 파

일을 업로드 할 때 업로드를 차단한다. 키로깅 악성

프로그램의 경우, 파일명이 임의로 생성되기 때문에 

DLP 솔루션만으로는 한계가 따른다. 또한, 일반 사

용자가 DLP 솔루션을 이용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

과 기능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용하기 힘들다는 단점

이 있다.

3. 솔루션 설계 및 구현

사용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 자신의 주요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탐지해 주는 것이 본 논문에서 

설계하고 구현한 보안 솔루션의 목적이다. 따라서 시

스템에서 외부로 전송되는 패킷들에 대한 검사 기능

과, 패킷의 페이로드 부분에 주요 데이터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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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mplementation Architecture of Proposed Solution.

Fig. 2. Implementation Architecture of Packet Capture 

Module.

여부를 검사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그 외에 비전

문가들이 사용하기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제공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

는 보안 솔루션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Fig. 1은 본 

논문에서 설계 및 구현한 보안 솔루션의 구현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먼저, 네트워크 카드를 통해 통신되는 데이

터를 Packet Capture Module에서 캡처한다. 해당 모

듈에서는 키로깅 공격에서 주로 사용되는 FTP,

Telnet, Mail, Web 서비스에 해당하는 패킷을 캡처

한다.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패킷만 캡처함으로써 

시스템 부하를 줄이는 것이다. 캡처 후에는 필요한 부

분을 추출하여 Data Matching Module로 전달한다.

Data Matching Module은 Packet Capture Module

로부터 받은 데이터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문자열과 

동일한 문자열을 찾는다. 동일한 문자열이 있다면 정

보유출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자에게 즉각 알린

다.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외부 서버에 로그인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키로깅과 같은 악성 코드에 

의해 유출될 수도 있다. 제안 솔루션은 사용자의 상

황을 모르기 때문에 정보유출이 탐지되면 항상 사용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다.

User Interface Module은 Data Matching Module

로부터 정보유출 탐지 이벤트가 전달되면 사용자에

게 전달하는 기능과, 사용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입력 및 편집 기능을 지원한다. User Interface

Module의 설계는 비전문가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

도록 최소한의 기능만을 표현하였으며 알림 또한 비

전문가들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3.1 Packet Capture Module

Packet Capture Module은 지정한 정보의 외부 유

출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 아웃바운드 Packet을 검사

한다. 시스템 부하를 줄이기 위해 전체 패킷 중에 정

보유출 가능성이 있는 패킷만 필터링하여 검사하도

록 하였다. 키로깅 공격의 경우 메일, Telnet, FTP를 

이용해 정보를 유출시킴으로 해당 패킷들을 탐지 대

상으로 하였다. 패킷을 검사하는 방법은 패킷을 훅킹

해서 검사하는 방법과 복사해서 검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전자의 경우 Netfilter를 사용하는 경우

인데 이 방법은 해당 모듈에서 패킷 검사가 완료되어

야 다음 정상 동작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패킷 처리 

시간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다. 패킷 복사 방법은 

Libpcap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 방법은 

패킷 처리와 분리되어 동작하므로 패킷 처리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동작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윈도우 환경에서 Libpcap 라이브러리

를 지원하도록 만든 Winpcap 라이브러리를 사용하

여 구현하였다. Fig. 2는 Packet Capture Module 구

현 구조이다.

Packet Capture Module은 외부로 전송되는 패킷

을 복사한 다음 패킷의 검사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Packet Filtering을 거쳐 Mail, FTP, WEB, Telnet

패킷일 경우 패킷의 페이로드 부분을 추출한다. 다음

으로 첨부파일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첨부파일이 있

는 경우에는 저장장치에서 해당 파일의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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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mplementation Architecture of Data Matching 

Module.

한다. 또한 서비스 별로 로그인 정보가 전송되는 경

우 전송된 로그인 정보나 첨부파일 정보를 Data

Matching Module로 전달한다. 특히 Telnet 서비스

의 경우 데이터가 바이트단위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재결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3.2 Data Matching Module

Fig. 3은 Data Matching Module의 구현 구조이

다. Packet Capture Module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사용자 입력 데이터와 비교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솔

루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Data Matching Module

은 사용자가 지정한 문자열이 외부로 전달되는 패킷

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능이다. 외부로의 정보유출

은 바이트 단위로 유출되는 경우, 파일 내에 포함이 

되어 유출되는 경우 그리고 WEB을 통해 유출되는 

경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재 이

루어지고 있는 키로깅 공격의 형태를 분석하여 정보

유출 방식에 따른 정보유출 탐지 동작을 구현하였다.

Data Matching Module은 Packet Capture Mo-

dule에서 전달받은 파일이름을 통해 저장장치를 검

색하고, 파일이 존재하면 파일의 절대경로를 획득한

다. 그리고 획득한 절대경로를 이용해 파일의 내용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사용자의 문자열을 비교한

다. 만일, 사용자가 지정한 문자열과 동일한 문자열

이 해당 파일에 존재한다면, User Interface Module

에 해당 문자열과 목적지 주소 정보를 전달한다.

대부분의 키로깅 공격은 입력키 정보를 특정 파일

로 저장했다가 메일, FTP로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한

다. 이 경우 저장하는 파일이 공격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어 특정 파일에 대한 유출 탐지로는 근본적인 

보안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유출이 

되면 곤란한 정보들을 미리 저장했다가 해당 정보가 

유출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라 할 수 있다.

3.3 User Interface Module

Fig. 4는 제안 솔루션 실행 화면이다. 사용자가 비

전문가이더라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구현하였다.

사용자는 ‘문자열 지정’ 버튼을 눌러 개인정보, 로그

인 정보 등의 문자열과 해당 문자열에 대한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으며 입력되는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다. 키워드는 사용자가 지정한 문자열이 유출

되었을 때 문자열과 함께 키워드를 보여줌으로써, 어

떤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사용자가 자세히 알 수 있도

록 구현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PC에서 실행 파일 형태

로 존재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사용자의 개인정보(문자열)를 볼 수 없도록 문자열 

중 2글자만 정상글자로 보여주고 나머지 글자는 ‘*’

로 처리하였다. 해당 문자열의 수정할 때에도 문자열

의 일부만 보이도록 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

하였다.

Fig. 4. Execution Screen Shot of Solution.

4. 솔루션 동작 테스트

본 논문에서 제안한 보안 솔루션의 동작 및 기능 

검증을 위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다. 테스트베드

는 일반 클라이언트 호스트, 웹서버, FTP 서버,

Telnet 서버, Mail 서버로 구성하였다. 서버 환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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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aptured Screen Shot of File Upload.

Fig. 6. Information of com.txt File.

Fig. 7. Warning Message of File Leakage.

윈도우7 운영체제에 FTP, Mail, Telnet 서버를 설치

하였다. 일반사용자 환경의 경우, 윈도우7 운영체제

에 키로깅 악성코드를 설치해두었다. 키로깅 악성코

드에는 해커의 FTP 서버주소, 포트번호, 아이디, 패

스워드, E-mail 주소 등 모두 설정되어있다. 설치한 

키로깅 프로그램으로 생성되는 입력키 정보를 다양

한 방법으로 외부로 유출시키면서 솔루션의 동작을 

테스트하였다.

본 논문에서 테스트를 위해 사용한 툴은 Actual

Keylogger로 PC에서 입력되는 Keystrokes 값을 기

록하고 리포트를 생성하여 FTP, E-mail, local net-

work IP로 일정 시간마다 전송한다. 해당 툴과 동일

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Refog Keylogger,

Free Keylogger, GhostKeylogger 등 이 있다. 본 논

문에서 테스트 한 툴의 경우, 리포트 파일의 전송을 

메일과 FTP로 전송한다. 따라서 설정한 서버로 파일

이 전송될 때, 제안하는 솔루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다. 테스트 내용은 파일이 업로드 될 때 파

일 이름과 파일의 절대경로 획득 여부, 파일내용 중 

사용자가 지정한 패턴의 존재 유무 확인 그리고 부가

적으로 FTP, Web 로그인 여부에 대해 확인하였다.

Fig. 5는 키로거 프로그램에서 설정된 FTP와 웹 

메일로 리포트 파일이 업로드 되었을 때를 캡처한 

것이다. 업로드 된 파일명뿐만 아니라 FTP 서버에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서 

박스로 구분한 “com.txt"가 유출된 파일 이름을 나타

낸다. Fig. 5에서 획득한 파일 이름을 통해 Data

Matching Module은 저장장치에서 파일의 절대경로

를 획득하였다. Fig. 6은 실제 전송된 파일의 내용이

다. Space, Enter, 방향키 등 키보드로 입력되는 모든 

내용을 KeyStrokes에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ata Matching Module에서는 파일의 내용을 읽어 

사용자가 지정한 패턴과 일치하는 데이터를 검색하

고 User Interface Module에 탐지된 데이터를 전달

한다.

Fig. 7은 파일 유출 경고 메시지창이다. Data

Matching Module에서 com.txt 내용 중 사용자가 지

정한 패턴과 일치하는 문자열을 찾고 나면 Fig. 7과 

같이 User Interface Module을 통해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 창을 통해 유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키로깅은 사용자 PC의 키보드 값을 입력받아 파

일 형태로 저장 후 메일이나 FTP로 해당 파일을 전

송한다. 이때 지정된 서버의 주소, 웹 메일로 로그인

을 수행한 후 파일을 전송한다. 이에 따라 본 솔루션

은 파일 유출 실시간 탐지 이외에 FTP, 웹 사이트 

로그인 여부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구현하

였다. 동작 방식은 파일 업로드 탐지와 동일한 방식

으로 진행된다. 해커가 설정한 웹 사이트, FTP 서버

에서 로그인 되면 Packet Capture Module에서 서버

주소와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를 저장하고, Data

Matching Module이 패턴 매칭을 진행한다. 일치하

는 문자열이 존재할 경우 User Interface Module에

서 Fig. 8과 같이 경고 메시지를 사용자 PC 화면에 

띄워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보안 솔루션의 동작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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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실험해본 결과 우

리가 의도한대로 정확하게 동작함을 알 수 있었다.

외부로 전송되는 패킷에 대한 검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매우 많을 것이라 예상한다. 이러한 정

보들이 보안 솔루션에 사용될 경우 사용자들은 지금

보다 훨씬 더 안전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받을 수 있

을 것이다.

Fig. 8. Warning Message of FTP and WEB login.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키로깅 공격을 통한 정보유출을 실

시간으로 탐지하고 사용자에게 알림을 주는 솔루션

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제안한 솔루션은 패킷의 페

이로드 부분을 추출하여 로그인 정보, 업로드 파일 

정보, 파일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탐지한다. 전송되는 

패킷 혹은 첨부 파일에 사용자가 지정한 패턴과 일치

하는 내용이 있다면 경고 메시지 창을 이용하여 해당 

정보가 사용 중임을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부가적으

로, 파일을 업로드 할 때 로그인을 수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FTP와 웹 사이트에서의 로그인 상황을 실

시간으로 탐지하고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능도 

구현하였다. 보안 솔루션의 기능 검증을 위해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여 솔루션의 동작을 테스트 하였다. 웹

서버, 해커 호스트, 일반 클라이언트 호스트를 동일 

네트워크에 구성하여 일반 클라이언트 호스트에 키

로깅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일반 클라이언트 호스

트에서 키로깅 정보가 유출될 때 제안 솔루션이 탐지

하고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려운 문제라고 해법 또한 어려운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키로깅과 같이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중요한 정보가 유출이 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탐지해 주는 솔루션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본 논

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을 제안하였다. 다만 데이터가 

응용 단계에서부터 암호화 되어 전송이 되는 경우에

는 본 솔루션이 탐지할 수가 없었다. 향후 이러한 한

계를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것이다.

기존의 보안 프로그램에서 탐지하지 못했던 것을 

본 솔루션에서 해결해 줌으로써 사용자들이 보다 안

전하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키로깅 공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하리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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