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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키보드와 마우스 및 영상의 해킹 방지 방법

요약

본 발명은 키보드와 마우스 및 영상의 해킹 방지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컴퓨터 사용자가 인터넷 상의 특정 사이트에 접속

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더라도 해커에 의해 다각도로 행해지는 해킹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상키보드 제공 기능을 통해 해커의 키보드 후킹 기법을 이용한 입력 정보 도용을 완벽히 차단하고,

마우스 캡쳐 방지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입력한 화면 내의 좌표 정보를 기록할 수 없도록 하여 마우스 레코딩에 의한 입력

정보 도용을 차단하고, 화면 이미지나 동영상 캡쳐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 유출이 불가능하도록 사용자모드 캡쳐 방지 및

커널모드의 캡쳐 방지 기술을 이용하여 해킹의 완벽한 차단을 이루어낸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키보드, 마우스, 이미지, 동영상, 해킹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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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키보드와 마우스 및 영상의 해킹 방지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서버의 시스템 구성도.

도 3는 본 발명에 따른 키보드와 마우스 및 영상의 해킹 방지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md5 파일 무결성 검사 모듈이 실행중인 상태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캡쳐 방지 모듈이 실행중인 상태를 도시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가상키보드가 실행중인 상태를 도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인터넷 2: 사용자 컴퓨터

4: 마우스 6: 키보드

10: 서버 12: 홈페이지

20: 보안프로그램 22: md5 파일 무결성 검사 모듈

24: 캡쳐 방지 모듈 26: 마우스 캡쳐 방지 모듈

28: 영상 캡쳐 방지 모듈 30: 사용자모드 캡쳐 방지 모듈

32: 커널모드 캡쳐 방지 모듈 40: 가상키보드 입력 모듈

42: 가상키보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키보드와 마우스 및 영상의 해킹 방지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컴퓨터 사용자가 인터넷 상의 특

정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더라도 해커에 의해 다각도로 행해지는 해킹시도를 원

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해킹 방지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인터넷(interne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업무효율의 향상을 이끌어 내는 긍정적인 측

면이 존재하고 있으나, 인증 사이트, 온라인 인터넷 뱅킹, 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아이

디와 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하므로 비밀성을 유지해야 하는 개인정보가 해커들에게

노출이 될 우려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가 해커들에게 노출되어 도용당함에 따라 그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그 일예로, 악의적인 해커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위해 `키로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이 `키로거 프로그램'은 사용자 컴

퓨터에 미리 설치되야 하며, 사용자가 키보드를 통해 입력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과 같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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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정보를 로그에 기록한 후, 설정된 시간에 해커에게 전송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커에 의해 이러한 악성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었을 경우, 인터넷 온라인 뱅킹을 사용할 때, 민감한 사용자의 개인정보들을 그대로

유출시키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은 키로거 프로그램을 이용한 해킹을 차단하기 위한 해킹방지를 위한 기술이 특허출원 제2001-0052289호 "

엑티브엑스 기반의 키보드 해킹 방지 방법 및 장치"과, 특허출원 제2002-0012141호 "키보드 해킹 방지 방법"과, 특허출

원 제2002-0043576호 "키 스트록 데이터의 해킹 방지 방법 및 이를 기록한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과, 특허출원

제2003-0025951호 "가상 키보드 데이터 전송을 이용한 키보드 해킹 방지 방법"과, 특허출원 제2003-0076291호 "키보

드를 이용한 보안 방법 및 시스템"과, 특허출원 제2004-0015665호 "키보드 해킹차단 방법 및 그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를 통해 제시된 바 있다.

그런데, 상기 특허출원들은 일반적으로 엑티브 X(Active-X)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컴퓨터에 보안 키보드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설치하며 키보드에 입력되는 값들을 보호하는 방식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키보드 보안 솔루션들은 키보드 보

안프로그램을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 및 구동하면, 그후 사용자가 인터넷 통신시 키보드 보안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되어 알

려진 키보드 해킹 프로그램을 식별, 차단하거나 상기 키보드 드라이버 상에서 키 값을 암호화하여 키로거 프로그램을 무력

화시키고, 보안 키보드 드라이버를 동작시키는 등의 과정으로 통해 해킹을 차단하게 된다.

그러나, 상기 특허출원들에 의한 키보드 해킹 방지 기술은 여러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어 응용된 해킹 기술을 차단할 수 없

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알려진 키보드 해킹 프로그램이 아닐 경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해커가 직접 개발하거

나 알려진 키로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수정하여 사용하면 키보드 해킹 프로그램 식별시 변종 프로그램을 감지할 수 없

게되므로 사용자가 입력하는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키로거 프로그램의 개발은 API 후킹 기술을 통해 해

킹 지식이 전무한 일반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도 개발되며 유료 또는 무료로 공개된 응용 프로그램으로 일반인들이 아무

런 어려움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기 키보드의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솔루션들은 엑티브 X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도록 개발되는데

이는 키로거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므로, 이미 사용자의 컴퓨터가 해커에 의해 장악되

었다고 가정해야 한다. 그러나, 해커는 미리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는 키보드 해킹 방지 솔루션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이

러한 분석을 통해 역으로 사용자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무력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해

커에 의해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 무력화된 후, 상기 키로그 프로그램 이 실행되면,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입력하는 정보

가 유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키보드 보안 솔루션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상기 해킹 기술들을 차단하기 위해 `키로그 프로그램'이 설

치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키보드의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들이 특허출원 제2004-0083378호 "마우스를 이용한 키보

드 해킹 방지방법"와 특허출원 제2003-0003223호 "키 입력 도용 방지 방법"을 통해 제시된 바 있다. 상기 솔루션들은 가

상키보드와 가상마우스을 이용함으로 해서 사용자가 인터넷 통신시에 키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 키보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상기 가상키보드 및 가상마우스를 이용하는 해킹 방지 기술들은 마우스를 캡쳐하는 방법과 화면 이미지를 캡쳐하

는 방법 또는 동영상을 캡쳐하는 방법에 의해 무력화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해커는 사용자의 컴퓨터에 API 후킹

기술을 이용해 마우스 키가 입력될 때마다 마우스 또는 화면 이미지를 캡쳐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상기 키로거 프로그

램과 유사한 방법으로 캡쳐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가 중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플래쉬(Flash)로 제작된 가상키보드 입력 창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컴퓨터에 별도의 설치 작업없이 마우스만으로 개인정보

를 입력하게 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마우스와 화면 이미지 및 동영상 캡쳐를 방지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사용자

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해당 입력창이 띄워지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하여 키보드와 마우스

및 영상의 해킹을 방지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마우스와 화면 이미지 및 동영상 캡쳐를 방지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시에 엑

티브 X를 사용하여 md5 무결성 검사 기능을 선행함으로서 보다 보안이 강화된 해킹 방지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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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에 따른 키보드와 마우스 및 영상의 해킹 방지 방법을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이하에 상세히 기술되는 실

시예에 의하여 그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키보드와 마우스 및 영상의 해킹 방지 방지를 위

한 시스템 구성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서버의 시스템 구성도이고, 도 3는 본 발명에 따른 키보드와 마우스 및 영상

의 해킹 방지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md5 파일 무결성 검사 모듈이 실행중인 상태를 도시한 도

면이고,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캡쳐 방지 모듈이 실행중인 상태를 도시한 도면이고,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가상키보드가

실행중인 상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 및 도 2를 참고하면, 인터넷(1)을 사용하는 컴퓨터(2)의 사용자는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정보를 얻

기 위해 특정 사이트 예를 들면 아이디와 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인증 사이트, 온라

인 인터넷 뱅킹, 전자상거래 등을 제공하는 서버(10)에 접속하게 된다.

이때, 사용자는 컴퓨터(2)를 통해 서버(10)의 홈페이지(12)에 접근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12)에 접속하여 중요한 개인정

보를 입력할때 팝업 윈도우(popup windows)를 통해 엑티브 X 설치 페이지(미도시됨)에 접속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용자

가 설치 페이지에서 설치에 동의하면 사용자 컴퓨터(2)에 보안프로그램(20)이 다운로드(download)되어 새로이 설치되거

나 기존에 설치된 보안프로그램(20)을 검사하여 변경 여부를 확인한 후 재설치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상기 보안프로그램(20)은 사용자가 인터넷 통신 중, 온라인 뱅킹의 보안 코드 또는, 중요 패스워드와 같은 개인정보

를 입력할 때 자동으로 수행된다.

이와같은 보안프로그램(20)의 작동중에 아이디와 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컴퓨터(2)에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는 플래쉬 웹페이지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되는 가상키보드(42)가 제공되는

가상키보드 입력 모듈(40)이 작동되어 사용자가 컴퓨터(2)로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보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상기 서버(10)에서 제공되는 보안프로그램(20)은 사용자 컴퓨터(2)에 먼저 설치되어 해커에 의한 보안프로그램(20)

의 변조를 막기 위한 md5 파일 무결성 검사 모듈(22)과, 상기 가상키보드 입력 모듈(40)의 가상키보드(42)를 통해 개인정

보를 입력시에 해커의 해킹 프로그램에 의해 마우스나 이미지 또는 동영상이 캡쳐되는 것을 방지하는 캡쳐 방지 모듈(24)

로 이루어진다.

한편, 상기 캡쳐 방지 모듈(24)은 이미 사용자의 컴퓨터(2)에 해커의 해킹 프로그램(미도시됨)이 설치되어 있다는 가정하

에서도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API 후킹 기술을 이용하여 구성되는 모듈로서, 마우스 캡쳐 방지 모듈(26)과, 사용자의 컴

퓨터(2)에 구비되는 마우스(4)를 클릭(click)시 화면의 이미지나 화면 동영상과 같은 영상이 캡쳐되는 것을 방지하는 영상

캡쳐 방지 모듈(28)로 이루어진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각각의 구성 모듈들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상기 가상키보드 입력 모듈(40)은 사용자가 중요 정보를 입력 시 별도의 설치없이도 사용자의 컴퓨터(2)에서 실행되

는 모듈로서, 플래쉬 플레이어 처리 기법을 통해 제공되는 가상키보드(42)를 사용자가 키보드(6)의 조작없이 마우스(4)의

버튼만을 클릭하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이때, 상기 마우스(4)를 통해 입력하는 버튼이 눌리는 효과가 화면에 표시되거나 선택되는 것을 해커가 쉽게 인식될 수 있

기 때문에 눌러지는 키 인식이 불가능하도록 버튼이 선택된 것을 화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동일한 비프(beep) 음으로

표현한다.

한편, 상기 마우스(4)의 버튼 입력과 동시에 중요 정보가 '*'로 입력되는 것은 해커로 하여금 사용자가 어떤 글자를 입력했

는지 또는, 입력 문자의 자릿수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권장할만한 구현방법이 아니므로 입력하기 버튼(예를 들면 enter

키)을 누르면, 가상키보드(42)를 통해 입력했던 내용이 한번에 폼(form)내에 완성되도록 구현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가상키보드 입력 모듈(40)은 서버(10)의 홈페이지(12)에 구성되는데, 사용자가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

하는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홈페이지(12)에는 모든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실제 키보드와 흡사한 가상키보드(42)을 제공한

다. 물론, 도 6에서는 실제 키보드와 흡사한 가상키보드(42)만을 도시하였으나 인터넷 온라인 뱅킹시 사용되는 홈페이지

(12)에는 계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의 번호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만을 입력할 수 있는 숫자전용 가상키보드

(미도시됨)를 제공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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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 가상키보드(42)가 실행되는 환경은 반드시 사용자의 컴퓨터(2)와 서버(10) 간의 통신 내용이 암호화되는 프

로토콜(protocol)이나 보안 방식을 사용 중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대표적인 프로토콜에는 개인정보 보안유지 네트워크 프

로토콜인 SSL(Secure Socket Layer)과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보안방식이 있다.

다음으로, 상기 md5 무결성 검사 모듈(22)은 엑티브 X를 통해 설치되는 보안 모듈로서, 마우스 캡쳐 방지 모듈(26) 및 영

상 캡쳐 방지 모듈(28)과 같은 캡쳐 방지 모듈(24)이 자동 설치되기 이전에 사용자의 컴퓨터(2)를 검사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이때, 상기 md5 무결성 검사 모듈(22)은 사용자의 컴퓨터(2)에 마우스 캡쳐 방지 모듈(26) 및 영상 캡쳐 방지 모듈(28)를

포함하는 캡쳐 방지 모듈(24)이 설치될 경로를 검사하여 동일한 경로에 해당하는 모듈이 존재하는 경우, md5 checksum

(Message Digest - One Way Hash Algorithm)이란 단방향 해쉬 알고리즘을 이용해 각 파일이나 프로그램의 고유한 키

값을 비교한 후, 변조 유무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설치, 실행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md5 무결성 검사 모듈(22)은 설치 후에도 상기 캡쳐 방지 모듈(24)이 실행될 때마다 항상 선점(先占) 수행되며

각 경로에 설치된 파일 및 프로그램의 변조 유무를 검사하게 되며 이는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은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기 마우스 캡쳐 방지 모듈(26)은 상기 가상키보드 입력 모듈(40)을 터치 스크린 또는, 마우스 클릭으로 중요한

정보를 입력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커가 도청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는 모듈로서, 마우스 도용 방지 기

법을 제공한다.

해커가 사용하는 마우스 도용(盜用) 기법은 주로 윈도우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 메시지 후킹 기술을 이용하여 마우스의

좌표 및 마우스 키 입력 정보를 레코딩(recording)하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 동일한 API 메시지 후킹 기술을 통해 중요

정보가 레코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플래쉬로 제작되는 가상키보드(42)를 통해 정보를 입력할 때 이미 해커의 해킹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는 가정

하에 레코딩 방지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마우스(42)를 클릭할 때 마다 항시 상기 API 메시지 후킹이 수행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기 영상 캡쳐 방지 모듈(28)은 가상키보드(42)를 통해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마우스(4)를 클릭시 화면의 이미

지나 화면 동영상이 캡쳐되는 것을 방지하는 모듈로서, 상기 마우스 캡쳐 방지 모듈(26)과 동시에 수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도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화면 이미지나 동영상 캡쳐시 수행되는 윈도우즈 API 함수들을 사용자모드

(user mode) 상에서 후킹하여 화면 이미지나 화면 동영상이 캡쳐되는 것을 1차적으로 차단하는 사용자모드 캡쳐 방지 모

듈(30)과, 윈도우즈 커널모드(kernel mode)에 해당하는 Native API 함수 후킹 기술을 사용하여 상기 가상키보드 입력 모

듈(42)이 수행 중일 경우에만 화면 이미지나 화면 동영상 파일이 사용자의 컴퓨터(2)에 기록될 수 없도록 2차적으로 차단

하는 커널모드 캡쳐 방지 모듈(32)로 이루어진다.

이때, 상기 사용자모드 캡쳐 방지 모듈(30)을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모드(user mode) 상에서 API 함수들을 후킹하는 기술

은 메시지 후킹 기술과 다른 종류의 전역 후킹 기법으로서, 사용자 컴퓨터(2)에 제공되는 일반 API 함수들을 상기 가상키

보드 입력 모듈(40)이 수행 중일 경우에만 화면 이미지나 화면 동영상의 캡쳐를 차단하는 내용의 API 함수들로 구성함도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사용자모드 캡쳐 방지 모듈(30)을 이용하여 1차적인 차단이 이루어진 후, 커널모드 캡쳐 방지 모듈(32)을 이용

하여 커널모드(kernel mode) 상에서 2차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은 사용자 컴퓨터(2)에 저장되는 이미지나 동영상의 파일

헤더(file header)를 검사하여 해당되는 파일의 디스크 쓰기를 금지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때, 1차 적인 사용자모드 캡쳐 방지 모듈(30)에서 쓰이는 이미지의 내용을 안전한 내용으로 변경하거나 2차적인 커널모

드 캡쳐 방지 모듈(32)에서 기록되는 매체의 내용을 안전한 내용으로 변경시켜 상기 가상키보드 입력 모듈(40)에 입력되

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구성함도 가능하다.

이하, 도 1 내지 도 6을 참고로 본 발명에 따른 키보드와 마우스 및 영상의 해킹 방지 과정을 설명한다.

우선,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2)를 이용하여 인터넷(1)을 통해 서버(10)의 홈페이지(12)에 접속하여 인터넷 통신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계좌번호 등과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할때 팝업 윈도우(popup windows)를 통해 엑티

브 X 설치 페이지에 접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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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용자가 엑티브 X 설치 페이지에서 설치에 동의하면 사용자 컴퓨터(2)에 보안프로그램(20)을 구성하는 md5 파일

무결성 검사모듈(22)을 통해 기존에 설치된 보안프로그램(20)이 있는지 각각의 경로를 검사한다.(S100)

상기 단계(S100)를 거치면서 만약 설치된 보안프로그램(20)이 존재하는 경우, 기본적인 변조 여부를 검사하게 되는데, 디

렉토리 형태인지 파일 형태인지 또한, 쓰기가 가능한 상태인지 점검하는 1차 검사를 거친다.(S110)

상기 단계(S110)를 통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디렉토리(directory)인 경우에는 삭제 후 재설치 작업을 거치며(S120), 파일

(file) 형태인 경우에는 고유의 해쉬 키(hash key) 값을 비교하여 사용자의 컴퓨터(2)에 설치된 보안프로그램(20)과 서버

(10)에서 설치할 보안프로그램(20)이 동일한 프로그램인지 검사한다.(S130)

상기 단계(S130)를 통해 검사한 결과 동일한 보안프로그램(20)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실행 단계(S140)로

넘어가는 반면에, 변조된 보안프로그램으로 검사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안프로그램을 삭제한 후, 재설치한다.(S120)

이와 같은 보안프로그램(20)의 무결성 검사 및 설치가 완료되면 캡쳐 방지모듈(24)인 마우스 캡쳐 방지 모듈(26)과 영상

캡쳐 방지 모듈(28)이 함께 실행된다.(S140)

이때, 상기 단계(S140)를 수행하는 중에는 상기 마우스 캡쳐 방지 모듈(26)과 영상 캡쳐 방지 모듈(28)이 사용자의 컴퓨터

(2)에서 실행 중이라는 알림 메시지(200)를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띄우며, 차단된 분석 사항을 로깅(logging)하도록 설

계하고, 해당 팝업창이 포커스되어 있을 때 활성화하여 실행되도록 구성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단계(S140)를 수행하여 마우스 캡쳐 방지 모듈(26)과 영상 캡쳐 방지 모듈(28)이 실행 중인 상태에서 팝업 윈도우 상

에 키보드 모양의 플래쉬로 구현한 가상키보드(42)가 나타난다. 가상키보드(42)에 마우스(4)를 입력할때 발생하는 이벤트

를 레코딩하여 해커의 해킹 프로그램이 마우스 캡쳐를 할 수 없도록 마우스(4)를 클릭 할때마다 캡쳐 방지 기능을 재설정

함과 동시에 화면 이미지 캡쳐 함수 또는 동영상 캡쳐 함수가 실행되는 것을 감지하게 되는데, 사용자 컴퓨터(2)의 마우스

(4)가 클릭되는 도중에 이미지 캡쳐 함수 또는 동영상 캡쳐 함수가 실행되는 것을 감지한 경우에는 이를 자동으로 블록시

킨다.(S150) 이때, 해커의 동영상 캡쳐 프로그램(미도시됨)이 본 발명에 따른 캡쳐 방지 모듈(28)보다 먼저 실행되어 사용

자가 입력한 정보가 촬영된 동영상이 저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커널모드 캡쳐 방지 모듈(32)을 통해 사용자 컴퓨터(2)

에 기록되는 모든 입력 파일 헤더를 검사하여 해커에 의한 동영상 캡쳐 프로그램이 동영상 촬영 작업을 할 수 없도록 차단

하게 된다.

한편, 사용자가 마우스(4)를 이용하여 가상키보드(42)에 각각의 개인정보를 클릭할때 짧은 비프음을 통해 사용자가 입력

하고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입력되고 있는지 알수 있게 해주며, 클릭시에 출력시켜 주는 비프음을 통일시켜 어떤 키를 입

력하는지 알수 없도록 한다. 이렇게 입력된 정보는 확인 버튼과 함께 본래 통신 중인 서버(10)의 홈페이지(12)로 리턴

(return)된다.

상술한 방법에 의해 해커의 해킹을 차단하고 감시함으로 인해 사용자의 컴퓨터(2)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인터넷 통신

이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실

시예와 실질적으로 균등의 범위에 있는 것까지 본 발명의 권리범위가 미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가상키보드 모듈 제공을 통해 해커의 키보드 후킹 기법을 이용한 입력 정보 도용을 완

벽히 차단하고, 마우스 캡쳐 방지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입력한 화면 내의 좌표 정보를 기록할 수 없도록 하여 마우스 레코

딩에 의한 입력 정보 도용을 차단하고, 화면 이미지나 동영상 캡쳐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 유출이 불가능하도록 사용자모

드 캡쳐 방지 및 커널모드의 캡쳐 방지 기술을 이용하여 해킹의 완벽한 차단을 이루어낸 효과가 있다.

또한, 무결성 검사 기능을 내포하고 있는 엑티브 X 설치 기술을 통해 보안프로그램(20)을 자동설치하여 편리하고 안전하

며, 해당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시, 재부팅하거나 윈도우를 재시작하는 작업이 불필요하고, 키 입력을

선점하기 위해 다른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들과 경쟁하여 실행되지 않고도 충분히 다중 프로세스로 연동되어 함께 실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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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변경 작업을 통해 인터넷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보안 솔루션 개발이 가능함은 물론,

컴퓨터 이미지 화면 인식을 통한 인증 분야나 웹 서비스(WWW) 프로토콜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토콜 등에서도 적용

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해커의 해킹 프로그램에 의해 사용자 컴퓨터(2)의 마우스(4)의 좌표 이동값을 해킹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마우스 캡

쳐 방지 모듈(26)과 사용자 컴퓨터(2)에서 실행되는 이미지 또는 동영상이 캡쳐되는 것을 방지하는 영상 캡쳐 방지 모듈

(28)과 상기 마우스 캠쳐 방지 모듈(26) 및 영상 캡쳐 모듈(28)의 변조 유무를 판별하기 위한 md5 파일 무결성 검사모듈

(22)로 이루어지는 보안프로그램(20)과, 홈페이지(12)상에 플래쉬로 제작되는 가상키보드(42)를 제공하는 가상키보드 입

력 모듈(40)을 구비하는 서버(10)에 사용자 컴퓨터(2)가 인터넷을 통해 접속시에 상기 md5 파일 무결성 검사모듈(22)이

다운로드 되어 사용자 컴퓨터(2)에 기존 보안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

(B) 상기 사용자 컴퓨터(2)에 기존 보안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서버(10)로 부터 상기 보안프로그램(20)

을 다운로드받고 설치하고, 기존 보안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변조 유무를 판별하여 변조된 경우에는 삭제 후 상

기 서버로 부터 상기 보안프로그램(20)을 다시 다운로드받고 설치하는 단계;

(C) 상기 사용자 컴퓨터(2)에서 마우스 캡쳐 방지 모듈(26)과 영상 캡쳐 방지 모듈(28)를 실행시킨 상태에서 상기 홈페이

지의 가상키보드(42)가 살행되어 마우스만으로 클릭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상기 서버(10)로 리턴되는 단계;로 이루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보드와 마우스 및 영상의 해킹 방지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마우스 캡쳐 방지 모듈(26)과 영상 캡쳐 방지 모듈(28)은 API 후킹 함수로 구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보드와 마우

스 및 영상의 해킹 방지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C)에서 사용자가 마우스(4)를 이용하여 가상키보드(42)에 각각의 개인정보를 클릭시에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

도록 통일화된 비프음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보드와 마우스 및 영상의 해킹 방지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캡쳐 방지 모듈(28)은;

사용자 컴퓨터(2)의 화면 이미지 또는 동영상 중에 어느 하나의 영상을 캡쳐시 수행되는 윈도우즈 API 함수들을 사용자모

드(user mode) 상에서 후킹하여 영상이 캡쳐되는 것을 1차적으로 차단하는 사용자모드 캡쳐 방지 모듈(30)과, 윈도우즈

커널모드(kernel mode)에 해당하는 Native API 함수들을 후킹하여 상기 가상키보드 입력 모듈(40)이 수행 중일 경우에만

영상이 사용자 컴퓨터(2)에 기록될 수 없도록 2차적으로 차단하는 커널모드 캡쳐 방지 모듈(32)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키보드와 마우스 및 영상의 해킹 방지 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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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D) 상기 단계(A) 이전에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2)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서버(10)의 홈페이지(12)에 접속하여 개

인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엑티브 X 설치 페이지에 접속하여 상기 보안프로그램(20)의 설치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보드와 마우스 및 영상의 해킹 방지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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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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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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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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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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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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