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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시스템이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은 a) 클라이언
트 컴퓨터의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제공하는 
단계; b)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의한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시스템 분석 결과를 상기 통신 네트워크를 통
해 수신하는 단계; c) 상기 시스템 분석 결과를 기초로 리포트를 작성하는 단계; 및 d) 상기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리포트를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종래의 패키지 형태의 프로그램이 아닌 온라인 프로그
램으로서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는 별도의 복잡한 설치과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을 휴대하고 다니거나 
단일 컴퓨터에서만 사용하던 종래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어느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위험성을 먼저 확인
한 후에 사용할 수 있어 사전에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
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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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서버에서의 작업진행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의 작업진행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서버와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구성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서버 110 : HTTP 데몬

120 : 최신버전모듈 130 : 데이터베이스

140 : 공통 경로 인터페이스(CGI, Common Gateway Interface) 모듈

141 : 수신모듈 143 : 리포트 작성모듈

145 : 리포트 전송모듈 200 : 클라이언트 컴퓨터

210 : 웹브라우저 220 : 업데이트모듈

230 : 버전관리모듈

240 : 분석항목 업데이트모듈

250 : 시스템 분석모듈 260 : 분석결과 전송모듈

270 : 리포트 수신모듈

280 : 저장 및 경로재지정 모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통신 네크워크에 연결된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시스템이 바이러스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취약성을 갖는지를 
제시해 주는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는 컴퓨터의 정상적인 동작에 영향을 미치거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것과 같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컴퓨터 시스템이 운용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바이러스에 감염된 프로그
램으로 인하여 컴퓨터 시스템이 오동작하도록 하거나 보유한 데이터를 파괴 또는 컴퓨터 시스템 자체의 파괴를 일으키
도록 한다.

반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이러한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여 자신의 컴퓨터가 어느 
정도로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분석, 리포트를 해주고 어드바이스(advice)를 제시해 주는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 사용자들은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대책을 세우기 어려웠다. 또한 모든 사용자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컴퓨터를 사
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개인별 시스템, 사용하는 서비스 및 사용자 행위에 따라 각각 상황에 따른 개인별 분석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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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명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 일반 사용자들이 자신의 시스템이 
바이러스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고 취약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a)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제공하는 단계; b)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의한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
의 시스템 분석 결과를 상기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하는 단계; c) 상기 시스템 분석 결과를 기초로 리포트를 작성하
는 단계; 및 d) 상기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리포트를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하나 이상이고,

상기 리포트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TML)로 작성되며, 하드웨어 영역, 응용 프로그램 영역 및 안티바이러스 프
로그램 영역으로 각각 작성된다.

그리고, 액티브 엑스, 플러그 인, 및 자바 애플릿 중 어느 하나 인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
터의 시스템 분석을 위한 분석 항목들을 포함하며, 상기 분석 항목들은 레지스트리, INI 파일 및 포트 스캔을 포함하며,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시스템 분석을 위하여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내에 포
함된 정보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기능을 이행하기 위한 업데이트모듈; 상기 정보파일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기 위한 버
전관리모듈; 상기 버전관리모듈에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시, 분석할 시스템의 분석 항목을 업데이트시키는 모듈; 상
기 분석 항목에 따라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시스템을 분석하는 시스템 분석모듈; 상기 시스템 분석모듈에서 얻은 분석결
과를 전송하기 위한 모듈; 및 수신된 상기 리포트를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한 뒤, 상기 파일의 경로를 
브라우저로 재 지정하여 상기 리포트를 출력하는 모듈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정보 파일에는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내에 포함된 파일들의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파일들
의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는 파일 생성 및 갱신 날짜, 파일 크기 및 파일 설치 위치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며, 상
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내에 포함된 파일은 레지스트리 처리에 대한 명령을 저장한 파일, 포트 스캔에 사용되는 파
일, 및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포트 리스트가 저장된 파일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그리고, 상기 버전관리모듈은 상기 정보 파일을 이용하여 상기 레지스트리 처리에 대한 명령을 저장한 파일, 포트 스캔
에 사용되는 파일, 및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포트 리스트가 저장된 파일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버전을 체크하여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에 업데이트를 하여 최신 버전으로 유지한다.

    
또한, 본 발명은 클라이언트 컴퓨터와 통신하기 위한 수단;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한 어플리
케이션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보유 및 갱신하고, 상기 통신 수단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상기 어플리케
이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시키기 위한 최신 버전 모듈; 및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시스
템을 분석한 결과를 수신, 상기 수신된 분석 결과를 기초로 리포트를 작성 및 상기 리포트를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전송하는 공통 경로 인터페이스(CGI) 모듈을 포함하며,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하나 이상이고,

상기 리포트 작성 시에 필요한 문구를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TML)로 작성되는 상기 리포트는 하드웨어 영역, 
응용 프로그램 영역 및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영역으로 각각 작성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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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분석결과에 대하여 사용자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더 포함하여 구성한다.

그리고, 액티브 엑스, 플러그 인 및 자바 애플릿 중 하나 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시스템 
분석을 위한 분석 항목들을 포함하며, 상기 분석 항목들은 레지스트리, INI 파일 및 포트 스캔을 포함하며,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시스템 분석을 위하여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내에 포함된 정보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기능을 이행하기 위한 업데이트모듈; 상기 정보파일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기 위한 버전관리모듈; 상기 버전관리모듈
에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시, 분석할 시스템의 분석 항목을 업데이트시키는 모듈; 상기 분석 항목에 따라 클라이언
트 컴퓨터의 시스템을 분석하는 시스템 분석모듈; 상기 시스템 분석모듈에서 얻은 분석결과를 전송하기 위한 모듈; 및 
수신된 상기 리포트를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한 뒤, 상기 파일의 경로를 브라우저로 재 지정하여 상기 
리포트를 출력하는 모듈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정보 파일은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내에 포함된 파일들의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파일들의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는 파일 생성 및 갱신 날짜, 파일 크기 및 파일 설치 위치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며,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내에 포함된 파일은 레지스트리 처리에 대한 명령을 저장한 파일, 포트 스캔에 사용되는 파일, 
및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포트 리스트가 저장된 파일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그리고, 상기 버전관리모듈은 상기 정보 파일을 이용하여 상기 레지스트리 처리에 대한 명령을 저장한 파일, 포트 스캔
에 사용되는 파일, 및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포트 리스트가 저장된 파일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버전을 체크하여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에 업데이트를 하여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컴퓨터 시스템에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
지를 확인 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서버에서의 작업진행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시스템이 바이러스에 어느 정도 취약한 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서버는 클라이언트 컴퓨
터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을 메시지 파일과 함께 제공한다(S10, S20).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는 액티브 엑스(Active X), 플러그 인(Plug In) 및 자바 애플릿(Java Applet) 등이 있다.

또한, 상기 메시지 파일은 사용자 동의창에 표시될 메시지를 저장한 파일로서, 상기 액티브 엑스, 플러그 인 및 자바 애
플릿 등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로컬 시스템(local system)의 리소스(resource)를 직접 억세스(Access) 하기 
때문에, 상기 다운로드 받을 시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상기 인증 절차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안정성 보장에 대한 정보를 담은 문서를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브라우저에 제공한다.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시스템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다운
로드 받은 후에는 서버가 정보 파일을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시스템에 다운로드 한다(S30).

상기 정보파일에는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포함된 파일들의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 예컨대, 
상기 파일들의 사이즈, 생성 또는 갱신 날짜 및 설치 위치 등이 저장되어 있다.

상기 정보 파일을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다운로드 한 뒤,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처리된 분석결과를 공통 경로 인
터페이스(CGI)를 이용하여 수신한다(S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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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된 분석결과를 토대로 리포트를 작성하게 되는 데, 상기 리포트는 간단한 총평을 제공하며, 분석에 대한 세부 
리포팅을 시스템 영역, 응용프로그램 영역 및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 작성된다(S50). 상기 리포
트 작성 시에 필요한 문구는 미리 작성하여 서버에 저장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정한다.

작성된 상기 리포트는 공통 경로 인터페이스(CGI)를 이용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전송한다(S60).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의 작업진행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서버에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된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익스플로러(Explorer) 또는 넷스케이프(Netscape) 중 하나에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 즉, 액티브 엑스, 플러그 인 또는 자바 애플릿 중 하나의 버전을 검사한
다(S100).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는 프로젝트 관련 파일, 액티브 엑스 관련 파일, 넷스케이프용 플러그 인 관
련 파일 및 모듈 파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중 프로젝트 관련 파일에서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버전을 통
합관리하고 있다. 상기 모듈 파일에는 레지스트리 및 INI파일 처리 모듈, 포트 스캔 관련 모듈, Http Post 관련 모듈, 
시스템 정보 관련 모듈 등이 있다.
    

이미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설치된 시스템이 접속하게 될 경우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버전이 최신 버전이 아니라면 업데이트를 한다(S105, S107).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버전이 최신 버전인 경우, 서버로부터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다운로드된 정보 파일
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 버전을 체크하게 된다(S110).

상기 정보 파일의 비교 결과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포함된 파일들의 
버전이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에는 최신버전이 아닌 상기 파일들을 서버의 최신버전파일로 다운로드 하여 업데이트를 
하며, 최신 버전인 경우에는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시스템을 분석하게 된다(S115, S117, S120).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포함된 파일들의 일예로는 레지스트리 처리에 대한 명령을 저장한 파일, 포트 스캔에 사
용되는 파일, 및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포트 리스트가 저장된 파일 등이 있다.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시스템을 분석하는데 있어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에 따
라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양하므로 레지스트리(Resistry), INI 파일 및 포트 스캔(Port Scan)을 검색
한다.

상기 레지스트리는 윈도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두 파일 즉 System.d
at과 User.dat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이다. 상기 System.dat 파일에는 윈도우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일부 정
보를 가지고 있으며, User.dat 파일에는 소프트웨어 정보와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또한, INI파일은 설정 
파일로 System.ini와 Win.ini 파일이 있으며 이들은 상기 레지스트리와 관련되어 있다.

상기 분석 항목들을 수집한 결과를 포스트(post)방식을 사용하여 서버측 공통 경로 인터페이스(CGI)로 전송한다(S1
30).

전송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서버에서는 시스템의 취약성을 분석한다.

상기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서버에서 작성된 리포트를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수신하여 파일로 저장을 한다(S
140, S150).

상기 저장된 파일을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브라우저로 경로를 재 지정하여 상기 결과 값을 상기 브라우저에 출력하
도록 한다(S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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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서버와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구성도로서, 작동순서에 따라 설명한다.

서버(100)는 HTTP 데몬(110), 최신버전모듈(120), 데이터베이스(130) 및 공통 경로 인터페이스(CGI) 모듈(140)
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상기 공통 경로 인터페이스(CGI) 모듈(140)에는 수신모듈(141), 리포트 작성모듈(14
3), 및 리포트 전송모듈(145)로 구성되어 있다.

클라이언트 컴퓨터(200)는 웹브라우저(210), 업데이트 모듈(220), 버전관리모듈(230), 분석항목 업데이트 모듈(24
0), 시스템 분석 모듈(250), 분석결과 전송모듈(260), 리포트 수신모듈(270), 및 저장 및 경로 재지정 모듈(280)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서버(100)와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될 클라이언트 컴퓨터(200)는 하나 이상이며, 상기 통신 네트워크로는 
인트라넷(intranet) 및 인터넷(internet) 등이 있다.

먼저,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 컴퓨터(200)의 웹브라우저(210)에서 서버(100)로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데몬(110)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상기 서버(100)에서는 액티브 엑스, 플러그 인 및 자바 애플릿 같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 및 업데이트
된 정보 파일을 보유, 갱신 및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200)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최신버전모듈(120)이 있다.

클라이언트 컴퓨터(200)에는 상기 최신버전모듈(120)로부터 상기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정보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업데이트모듈(220)과, 다운로드 된 정보 파일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버전관리모듈(230)
이 있다.

상기 버전관리모듈(230)에서는 상기 서버(100)에서 다운로드 받은 정보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업데이트 대상 파일들
의 정보 즉, 파일 생성 및 갱신 날짜, 파일들의 크기, 및 파일 설치 위치 등을 체크하여 업데이트할 파일이 있는지를 체
크한다.

그리고,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200) 내의 분석 항목 업데이트 모듈(240)에서는 상기 체크된 업데이트할 대상 파일
을 다운로드하고 무결성을 검사한후 업데이트를 수행한다.

상기 업데이트 과정이 끝나면, 시스템 분석 모듈(250)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상기 시스템 분석 모듈(250)은 시스템 
정보 처리 모듈, 레지스트리 처리모듈 및 외부 모듈을 연결하는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시스템 정보 처리 모듈은 운영 체제(OS), 네트워크 구성요소, 공유 등 시스템에 의존적인 내용들을 분석하여 처
리하는 모듈이다.

    
상기 시스템 정보 처리 모듈은 운영 체제의 버전에 따라 윈95/98 시스템, 윈NT 4 서버/워크 및 윈2000프로로 나뉘어 
분석하는 모듈이 따로 존재한다. 또한, 네트워크 구성요소 및 공유 등에 관한 분석항목으로는 모뎀 설치 여부, 랜카드 
설치 여부, TCP/IP 설치 여부, IPX/SPX 설치 여부, 네트워크 파일 공유 서비스 설치 여부, 스크립트 호스트 설치 여부, 
CD-ROM 설치 여부, 외장형 드라이브의 존재 여부, 네트워크 연결 드라이브의 존재 여부,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 정
보, 공유 디렉토리 존재 여부, 발견된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포트 등이 있다.
    

그리고, 상기 시스템 분석 모듈(250)에 존재하는 레지스트리 처리 모듈은 레지스트리 및 INI 파일과 관련된 내용을 분
석하는 모듈로 상기 분석항목 업데이트모듈(240)에서 얻어진 내용에 대한 검색을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시스템 분석 모듈(250)에는 외부 모듈과 연결하는 모듈이 존재하는데, 이는 제공된 포트 스캔의 다
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Dynamic Link Library, DLL)를 임포트(Import)하여 상기 포트 스캔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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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시스템 분석 모듈(250)에서 얻은 분석 결과를 분석결과 전송모듈(260)에서 http 프로토콜의 포스트(post)형태
로 클라이언트 컴퓨터(200)에서 서버(100)로 송신한다.

상기 서버(100)의 공통 경로 인터페이스 (CGI, Common Gateway Interface)모듈(140)의 수신모듈(141)에서 상기 
분석결과를 수신하여, 상기 서버의 리포트 작성모듈(143)에서 리포트를 작성한다.

상기 리포트는 미리 작성되어 있는 문구들을 조합하여 상기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총평을 작성하고 자세한 결과를 하드
웨어 영역, 응용 프로그램 영역 및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영역으로 나뉘어 각각 작성하게 된다.

상기 리포트를 작성한 후, 상기 서버(100)의 리포트 전송모듈(145)를 통해 클라이언트 컴퓨터(200)의 리포트 수신모
듈(270)로 전송한다.

상기 수신된 리포트는 저장 및 경로 재지정 모듈(280)에서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200)에 파일로 저장되고, 또한 경
로가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200)의 웹브라우저(210)로 재지정되어 출력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온라인 바이러스 취약성 분석도구에 의하면, 종래의 패키지 형태의 프로
그램이 아닌 온라인 프로그램으로서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는 별도의 복잡한 설치과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프로
그램을 휴대하고 다니거나 단일 컴퓨터에서만 사용하던 종래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어느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
더라도 위험성을 먼저 확인한 후에 사용할 수 있어 사전에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바이
러스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공되는 바이러스 진단 및 치료 프로그램인 MyV3와 함께 연계하여 이용하면 
감염된 바이러스를 온라인 상에서 진단 및 치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바이러스 취약점을 분석하여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여 바이러스에 대한 피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제공하는 단계;

b)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의한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시스템 분석 결과를 상기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
하는 단계;

c) 상기 시스템 분석 결과를 기초로 리포트를 작성하는 단계; 및

d) 상기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리포트를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분석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분석 방법.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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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리포트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TML)로 작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라이언트 컴퓨
터 분석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리포트는 하드웨어 영역, 응용 프로그램 영역 및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영역으로 각각 작성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분석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액티브 엑스, 플러그 인, 및 자바 애플릿 중 어느 하나 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분석 방법.

청구항 6.

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시스템 분석을 
위한 분석 항목들을 포함하며, 상기 분석 항목들은 레지스트리, INI 파일 및 포트 스캔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분석 방법.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통신 네트워크로 다운로드 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시스템 분석을 위하여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내에 포함된 정보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기능을 이행하기 위한 업데이트모듈;

상기 정보파일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기 위한 버전관리모듈;

상기 버전관리모듈에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시, 분석할 시스템의 분석 항목을 업데이트시키는 모듈;

상기 분석 항목에 따라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시스템을 분석하는 시스템 분석모듈;

상기 시스템 분석모듈에서 얻은 분석결과를 전송하기 위한 모듈; 및

수신된 상기 리포트를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한 뒤, 상기 파일의 경로를 브라우저로 재 지정하여 상기 
리포트를 출력하는 모듈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분석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파일은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내에 포함된 파일들의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분석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들의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는 파일 생성 및 갱신 날짜, 파일 크기 및 파일 설치 위치 중 적
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분석방법.

청구항 10.

 - 8 -



공개특허 특2002-0022314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내에 포함된 파일은 레지스트리 처리에 대한 명령을 저장한 파일, 포트 
스캔에 사용되는 파일, 및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포트 리스트가 저장된 파일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분석 방법.

청구항 11.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버전관리모듈은 상기 정보 파일을 이용하여 상기 레지스트리 처리에 대한 명령을 저장한 파일, 
포트 스캔에 사용되는 파일, 및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포트 리스트가 저장된 파일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버전을 체크하
여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에 업데이트를 하여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분석 방
법.

청구항 12.

클라이언트 컴퓨터와 통신하기 위한 수단;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보유 및 갱신하고, 상기 통
신 수단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시키기 위한 최신 버전 모듈; 및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를 수신, 상기 수신된 분석 결과를 기초로 
리포트를 작성 및 상기 리포트를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전송하는 공통 경로 인터페이스(CGI) 모듈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분석 시스템.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분석 시스템.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리포트 작성 시에 필요한 문구를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TML)로 작성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분석 시스템.

청구항 15.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리포트는 하드웨어 영역, 응용 프로그램 영역 및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영역으로 각각 작성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분석 방법.

청구항 16.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분석결과에 대하여 사용자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더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분석 시스템.

청구항 17.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액티브 엑스, 플러그 인 및 자바 애플릿 중 하나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분석 시스템.

청구항 18.

제 12 항 내지 제 1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시스템 분
석을 위한 분석 항목들을 포함하며, 상기 분석 항목들은 레지스트리, INI 파일 및 포트 스캔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분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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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 12 항 내지 제 1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통신 네트워크로 다운로드 될 어플리케이
션 프로그램은,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시스템 분석을 위하여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내에 포함된 정보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기능을 이행하기 위한 업데이트모듈;

상기 정보파일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기 위한 버전관리모듈;

상기 버전관리모듈에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시, 분석할 시스템의 분석 항목을 업데이트시키는 모듈;

상기 분석 항목에 따라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시스템을 분석하는 시스템 분석모듈;

상기 시스템 분석모듈에서 얻은 분석결과를 전송하기 위한 모듈; 및

수신된 상기 리포트를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한 뒤, 상기 파일의 경로를 브라우저로 재 지정하여 상기 
리포트를 출력하는 모듈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분석 시스템.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파일은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내에 포함된 파일들의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분석 시스템.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들의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는 파일 생성 및 갱신 날짜, 파일 크기 및 파일 설치 위치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분석 시스템.

청구항 22.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내에 포함된 파일은 레지스트리 처리에 대한 명령을 저장한 파일, 포
트 스캔에 사용되는 파일, 및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포트 리스트가 저장된 파일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분석 시스템.

청구항 23.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버전관리모듈은 상기 정보 파일을 이용하여 상기 레지스트리 처리에 대한 명령을 저장한 파일, 
포트 스캔에 사용되는 파일, 및 트로이 는 목마 바이러스 포트 리스트가 저장된 파일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버전을 체
크하여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에 업데이트를 하여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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