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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불법 프로세스 검출 모듈 및 그 방법

요약

본 발명의 불법 프로세스 검출 모듈(100)은, 운영체제(OS)의 커널 인터페이스(Kernel Interface)와 연동되어 프로세스에

의한 API 기능 요청을 감지하는 접근 검출부(110)와, 접근 검출부(110)로부터 검출된 기능 요청을 분석하여 악의적인 요

소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래의 기능을 수행토록 허용 정보를 커널(Kernel)로 리턴시키며, 악의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차단 정보를 상기 커널로 리턴시켜 해당 기능을 차단하는 기능 차단 처리부(120); 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커널 모드 레벨(Kernel Mode Level)에서 프로세스(Process)를 모니터링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프로세

스로의 불법적인 접근을 검출하고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게임 핵(Game Hack), 후킹(Hooking), 프로세스(Process), 커널(Kernel),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오

토마우스(Auto Mouse), 매크로(Ma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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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본 발명에 따른 불법 프로세스 검출 모듈의 작동 양상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

록도.

도 2a 및 도 2b 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불법 프로세스 검출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보호 프로세스

20 : 불법 프로세스

100 : 불법 프로세스 검출 모듈

110 : 접근 검출부

120 : 기능 차단 처리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임의의 프로세스(악의성 프로세스, 불법 프로세스)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 특정 프

로세스(보호하고자 하는 프로세스)에 접근하려 할 경우, 이를 검출하고 그 접근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불법 프로세스 검출

모듈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네트워크와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부응하여 온라인 게임 산업 역시 빠른 속도로 진보하면서 클라이언트(게임 유저)들

에게 다양한 재미를 주고 있지만, 그에 비례하여 부정한 방법 또는 악의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거나 불법적인

시도를 통해 정상적인 게임 유저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장

기적인 관점으로 건전한 게임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여 사용자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종국에는 게임 제공업체의 게임 운영

및 개발 의지를 꺾는 결과로 귀결됨이 자명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게임에서 가칭 게임 핵(Game Hack)이라 불리는 해킹 툴(Hacking Tool)로 인해 게임 유저의 정

보들, 예들 들어, 경험치와 레벨을 비롯하여 게임 토큰(사이버 머니) 등 게임에 관련된 다양한 속성이 해킹되는 경우가 빈

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게임 유저 사이에 바람직하지 못한 불균형이 야기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

기 위한 게임 보안 관련 기술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 대표적인 기술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바이러스 엔진(Virus Engine)을 이용하여 유포된 해킹 툴의 패턴을 추가하고 게임 유저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실행

되는 응용프로그램의 프로세스(Process)를 검사하여 기 등록된 패턴과 일치하는 응용프로그램을 강제 종료시키는 기술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파인드 핵'과 안철수연구소에서 개발한 'MFGS(MyFirewall For Game Service'이다.

둘째, 운영체제(OS)가 제공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다양한 후킹(Hooking) 관련 함수를 이용하

여 컴퓨터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모든 프로세스를 검사하고 중요한 함수들의 기능을 제한하거나 차단시키는 기술이 있다.

여기서 'API 후킹(API Hooking)'이란 커널(Kernel) 기반의 API 함수 호출을 먼저 가로채서 조작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

다. 또한 운영체제에서 메시지(Message)가 발생될 경우 메시지 핸들러(Message Handler)를 후킹하는

'MessageHooking'과는 달리 응용프로그램에서 특정 API, 예를 들면 'CreateWindow(...)', 'OpenProcess(...)'등의 AP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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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할 때 API 루틴(API Routine)이 있는 메모리 주소로 이동하지 않고 임의의 주소로 이동시키는 기법이다. 운영체제에

서 실행파일(*.exe)이나 동적 라이브러리 파일(*.dll)에는 파일 내부에 'import table'이란 구조체를 유지하고 있어서 외부

의 어떤 API를 'import'하고 있는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API 하나당 함수 이름과 주소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API가 호출될 때마다 이 테이블 정보가 참조가 된다.

따라서 후킹하고자 하는 API를 'import table'에서 찾아내서 그곳의 주소 필드를 임의의 함수 주소로 바꿔치기 하는 것이

'API 후킹'기술의 핵심이다.

그러나 주지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운영체제는 가상메모리 시스템(Virtual Memory System)을 이용하고 있는 바, 각각

의 프로세스는 고유의 독립적인 메모리 주소 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타 프로세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타 프

로세스의 'import table'을 조작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타 프로세스의 주소 영역에 접근하는 방법(예컨대, 'DLL

injection'기법)이 구현되어야 한다.

이와에 관련한 대표적인 예로서, 국내등록특허 제10-2003-0087149호(발명의 명칭 : '온라인 게임 클라이언트 보안을 위

한 실시간 프로세스 불법 접근 및 조작 차단 방법')에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전자의 종래 기술은, 지속적으로 신규 해킹 툴들의 패턴을 추가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며, 더욱이 기존 해킹 툴이

새롭게 컴파일(Compile)되거나 그 실행파일 자체가 압축되면 그 패턴이 변형되기 때문에 검출되지 않게 되는 기술상 치명

적인 허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후자의 종래 기술은, 해킹 툴의 프로세스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여 API를 후

킹(Hooking)해야 하는데, 그 권한이 차단되면 올바른 기능 구현이 불가능 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창안된 것으로서, 종래와 같이 사용자 모드 레벨(User

Mode Level)이 아닌 커널 모드 레벨(Kernel Mode Level)에서 응용프로그램(프로세스)을 모니터링하여, 보호하고자 하

는 응용프로그램(프로세스)으로의 불법적인 접근을 검출하고 차단할 수 있는 불법 프로세스 검출 모듈 및 그 방법을 제공

함에 그 특징적인 목적이 있다.

이러한 특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불법 프로세스 검출 모듈(100)은, 운영체제(OS)의 커널 인터페이스

(Kernel Interface)와 연동되어 프로세스에 의한 API 기능 요청을 감지하는 접근 검출부(110); 및 접근 검출부(110)로부

터 검출된 기능 요청을 분석하여 악의적인 요소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래의 기능을 수행토록 허용 정보를 커널(Kernel)

로 리턴시키며, 악의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차단 정보를 상기 커널로 리턴시켜 해당 기능을 차단하는 기능 차단

처리부(120); 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기능 차단 처리부(120)는, 상기 차단 정보를 상기 커널로 리턴시킴과 아울러 그 처리 결과를 보호 프로세스

(10)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커널 모드 레벨(Kernel Mode Level)에서 작동하는 불법 프로세스 검출 모듈(100)을 이용한 불법 프로세스 검출 방

법은, (a) 상기 불법 프로세스 검출 모듈(100)이 초기화되는 단계; (b) API 기능 요청을 수행한 프로세스가 보호 프로세스

(10)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c) 상기 제 (b) 단계의 판단결과 보호 프로세스(10)가 아니고 상기 기능 요청의 대상이 보

호 프로세스(10)인 경우, 차단 정보를 커널로 리턴시켜 요청된 해당 기능을 차단시키는 단계; 및 (d) 상기 제 (b) 단계의 판

단결과, 보호 프로세스(10)라면, 허용 정보를 커널로 리턴시켜 요청된 해당 기능을 허용하는 단계; 로 구현된다.

이때, 상기 제 (a) 단계는, (a-1) 커널 서비스의 초기화 및 보호 프로세스(10) 사이의 명령어 채널을 설정하는 단계; (a-2)

커널에서 제공하는 원본 함수의 주소 및 그 인덱스를 검사하는 단계; (a-3) 커널 메모리를 할당하여 상기 원본 함수의 주

소, 인덱스 및 해당 코드를 저장하는 단계; (a-4) 접근 검출용 함수를 커널 함수와 치환하는 단계; 및 (a-5) 상기 접근 검출

용 함수가 대기 상태로 진입하는 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제 (a-4) 단계는, 커널 함수 테이블의 주소 일부를 커널 메모리에 로드된 접근 검출용 함수의 주소로 치

환하는 방식으로 구현되거나, 또는 커널 함수 자체의 코드를 변조하여 접근 검출용 함수가 실행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현

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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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특징 및 이점들은 첨부도면에 의거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으로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이에 앞서,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발명자가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

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 관련된 공지 기능 및 그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그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였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도 1 은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본 발명에 따른 불법 프로세스 검출 모듈의 작동 양상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

록도이다.

먼저, 사용자가 응용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를 구동시키기 위한 프로세스(Process)가 운영체제(OS)에서 실행된다. 주

지하다시피 운영체제(OS) 상에는 다수의 프로세스가 실행될 수 있으며, 설명의 편의상 본 발명에서는 보호하고자 하는 프

로세스(이하, '보호 프로세스')(10)와 보호 프로세스(10)에 접근을 시도하려는 악의적인 불법 프로세스(20)가 운영체제

(OS) 상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상정한다.

보호 프로세스(10)는 상기와 같이 실행되면서 커널 수행부(Kernel Executive)의 커널 인터페이스(Kernel Interface)를

통해 커널 모드 레벨(Kernel Mode Level)에서 작동하는 본 발명의 불법 프로세스 검출 모듈(100)을 설치한다.

여기서, 커널 모드 레벨(Kernel Mode Level)이란 컴퓨터 시스템의 리소스(이하, '시스템 리소스')를 직접 액세스할 수 있

는 높은 권한의 레벨을 의미하며, 커널 모드 레벨에서 실행되는 컴포넌트(프로그램 형식의 기능성 모듈)들은 고의 또는 불

의의 외부 간섭으로부터　프로세서(CPU)　자체의 설계에 의해 보호된다.

반면에 사용자 모드 레벨(User Mode Level)은 리소스에 대해 직접적으로 액세스할 수 없는 상대적으로 낮은 권한의 레벨

이며, 이는 운영체제(OS) 상에서 실행되는 응용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이들 응용프로그램은 운영체제(OS)가 제공하는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시스템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사용자 모드 레벨에 포

함된 Win32 서브시스템(예컨대 'USER32.DLL', 'KERNEL32.DLL', 'GDI32.DLL' 등)과 'NTOSKRNL.EXE' 및

'WIN32K.SYS' 등의 커널 수행부를 통해 액세스가 이루어진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주지된 운영체제 구조

(Windows™)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한편, 불법 프로세스(20)가 보호 프로세스(10)에 접근하기 위해 API를 호출하거나 키보드 이벤트 또는 마우스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본 발명의 특징적인 양상에 따라 커널 모드 레벨에 탑재된 불법 프로세스 검출 모듈(100)이 이를 감지하여접

근 시도가 악의적인지를 판단하고 요청한 기능을 차단함과 아울러 그 결과를 보호 프로세스(10)로 전송한다.

이러한 특징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불법 프로세스 검출 모듈(100)은, 도 1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커널 인터페이스

(Kernel Interface)와 연동되어 불법 프로세스(20)의 접근 시도를 감지하는 접근 검출부(110);와, 검출부(110)로부터 검

출된 접근 시도를 분석하여 악의적인 요소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래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악의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결과(차단 정보)를 리턴시켜 해당 기능을 차단함과 아울러 접근 시도에 따른 정보를 보호 프로세스(10)로

전송하는 기능 차단 처리부(120);로 구성된다.

참고적으로, 불법 프로세스(20)가 보호 프로세스(10)에 접근하기 위해 이용하는 API로는, 'OpenProcess',

'ReadProcessMemory', 'WriteProcessMemory', 'SendInput', 'SendMessage', 'PostMessage', 'keydb_event',

'mouse_event' 등이 있으며, 이들의 구체적인 기능과 파라미터들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Micosoft Company)가

제공하는 'MSDN'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불법 프로세스 검출 모듈(100)은, 커널 모드 드라이버(Kernel Mode Driver) 형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여기서 드라이버(Driver)란 커널 모드 레벨에서 수행되는 소정의 코드들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러한 드라이

버는 기본적으로 응용프로그램(보호 프로세스, 10)과 통상의 루틴들, 예컨대 디스패치, 로드, 언로드, 생성 등을 포함한 커

널 서비스(Kernel Services) 및 보호 프로세스(10) 사이의 기본적인 명령어 채널(Instruction Channel)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한 구현 기술은 당업자 견지에서 용이하게 파악될 수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악의적인 프로세스(해킹 툴)를 차단하기 위한 종래의 기술은 API를 후킹(Hooking)하여 그 악의적인

요소를 판별하는 방식으로서, 해킹 툴의 프로세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보다 진보한 해킹 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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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외부로부터 자신의 프로세스로의 접근을 차단시킬 수 있고, 그 결과 API 후킹 방식으로는 이러한 진보적인 해킹 툴을

차단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본 발명의 불법 프로세스 검출 모듈(100)은, 커널 모드 레벨에서 작동하면서 커널 인터페이스

를 통해 들어오는 접근 시도들을 검출하고 악의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 그 해당 기능을 무효화시킬 수 있게 된다.

이하, 도 2a 및 도 2b 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보다 명확히 기술한다. 도 2a 및 도 2b 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불법 프로세스 검출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먼저, 보호 프로세스(10)가 운영체제(OS) 상에서 최초 스레딩(Threading) 및 스케쥴링(Scheduling)에 진입함과 동시에

본 발명의 불법 프로세스 검출 모듈(100)을 초기화한다(S210). 더욱 구체적으로 제 S210 단계는, 도 2b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커널 서비스(Kernel Services)의 초기화와 아울러 보호 프로세스(10) 사이의 명령어 채널(Instruction Channel)을

설정하는 단계(S211)와, 운영체제(OS)의 커널(Kernel)에서 제공하는 원본 함수(Primitive Functions)의 주소(Adress)

및 그 인덱스(Index)를 검사하는 단계(S212)와, 커널 메모리를 할당하여 원본 함수의 주소, 인덱스 및 해당 코드를 저장하

는 단계(S213)와, 접근 검출용 함수(접근 검출용 코드)를 커널 함수와 치환하는 단계(S214)와, 검출용 함수가 대기 상태로

진입하는 하는 단계(S215)를 포함한다.

여기서, 제 S214 단계는 커널 함수 테이블의 주소 일부를 커널 메모리에 로드된 접근 검출용 함수의 주소로 치환하는 방

식, 또는 커널 함수 테이블의 주소 변경 없이 커널 함수 자체의 코드를 변조하여 접근 검출용 함수가 실행되도록 하는 방식

으로 구현될 수 있다.

전술한 제 S215 단계 이후에 접근 검출부(110)는 커널 이벤트 대기 상태가 되며 응용프로그램(프로세스)이 API를 호출하

면 그 호출 정보(요청 정보)가 커널 인터페이스를 통해 자동적으로 수신(Peeping)된다. 참고적으로 접근 검출용 함수는 바

람직하게 'CallBack' 형식의 작동 양상(필터 훅 드라이버의 작동 양상과 유사함)을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접근 검출부

(110)는 프로세스들의 기능 요청 정보를 수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보호 프로세스(10)가 종료될 경우에는 커널 메모리에

저장된 주소, 인덱스 및 해당 코드가 원상태로 복원된다.

상기 제 S210 단계의 실행 이후에, 전술한 바와 같이 기능 요청(API 및 이벤트를 이용한 기능 요청)을 수행한 프로세스가

보호 프로세스(10)인지 여부를 판단하여(S220), 만일 보호 프로세스(10)가 아닐 경우 불법 프로세스(20)에 의한 요청이라

간주하여 상기 기능 요청의 대상(접근 대상)이 보호 프로세스(10)인지 여부를 판단한다(S230). 제 S230 단계의 판단결과

상기 기능 요청의 대상이 보호 프로세스(10)라면 차단 정보를 커널(Kernel)로 리턴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없도록 차단

시키고, 그 처리 결과를 보호 프로세스(10)로 전송한다(S240).

한편, 상기 제 S220 단계의 판단결과 보호 프로세스(10)에 의한 기능 요청이라면 해당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허용 정보

를 커널(Kernel)로 리턴시킨다. 그리고, 제 S230 단계의 판단결과 기능 요청의 대상이 보호 프로세스(10)가 아닐 경우 전

술한 바와 같이 해당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그 허용 정보를 커널(Kernel)로 리턴시킨다.

따라서, 커널 모드 레벨에서 작동하는 불법 프로세스 검출 모듈(100)을 통해 API 기능 요청을 분석하여 그 요청이 보호 프

로세스(10)에 대한 악의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그 요청된 해당 기능 무효화시킴으로써, 신뢰성 있게 보호 프로세

스(10)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특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본 발명의 불법 프로세스 검출 모듈(100)은 프로그

래밍(Programming)을 통해 구현되는 바, 그 구현 방식(로직, Logic)은 다양하게 변형 실시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이상으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예시하기 위한 바람직한 실시예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도시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와 같

이 도시되고 설명된 그대로의 구성 및 작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기술적 사상의 범주를 일탈함이 없이 본 발명에 대

해 다수의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함을 당업자들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모든 적절한 변경 및 수정과 균

등물들도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르면, 종래와는 달리 커널 모드 레벨(Kernel Mode Level)에서 응용프로그램(프로세스)을 모니터링하

여, 보호 프로세스(10)로의 악의적인 접근을 검출하고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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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컴퓨터 시스템에 탑재되어 불법 프로세스(20)로부터의 악의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커널 모드 레벨(Kernel Mode

Level)에서 작동하는 보호 프로세스(10)의 불법 프로세스 검출 모듈(100)에 있어서,

운영체제(OS)의 커널 인터페이스(Kernel Interface)와 연동되어 프로세스에 의한 API 기능 요청을 감지하는 접근 검출부

(110); 및

상기 접근 검출부(110)로부터 검출된 기능 요청을 분석하여 악의적인 요소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래의 기능을 수행토록

허용 정보를 커널(Kernel)로 리턴시키며, 악의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차단 정보를 상기 커널로 리턴시켜 해당 기

능을 차단하는 기능 차단 처리부(120);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프로세스 검출 모듈.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능 차단 처리부(120)는,

상기 차단 정보를 상기 커널로 리턴시킴과 아울러 그 처리 결과를 보호 프로세스(10)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프로세스 검출 모듈.

청구항 3.

커널 모드 레벨(Kernel Mode Level)에서 작동하는 불법 프로세스 검출 모듈(100)을 이용한 불법 프로세스 검출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불법 프로세스 검출 모듈(100)이 초기화되는 단계;

(b) API 기능 요청을 수행한 프로세스가 보호 프로세스(10)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c) 상기 제 (b) 단계의 판단결과, 보호 프로세스(10)가 아니고 상기 기능 요청의 대상이 보호 프로세스(10)인 경우, 차단

정보를 커널로 리턴시켜 요청된 해당 기능을 차단시키는 단계; 및

(d) 상기 제 (b) 단계의 판단결과, 보호 프로세스(10)라면, 허용 정보를 커널로 리턴시켜 요청된 해당 기능을 허용하는 단

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프로세스 검출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a) 단계는,

(a-1) 커널 서비스의 초기화 및 보호 프로세스(10) 사이의 명령어 채널을 설정하는 단계;

(a-2) 커널에서 제공하는 원본 함수의 주소 및 그 인덱스를 검사하는 단계;

(a-3) 커널 메모리를 할당하여 상기 원본 함수의 주소, 인덱스 및 해당 코드를 저장하는 단계;

(a-4) 접근 검출용 함수를 커널 함수와 치환하는 단계; 및

등록특허 10-0645983

- 6 -



(a-5) 상기 접근 검출용 함수가 대기 상태로 진입하는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프로세스 검출 방

법.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c) 단계 이후에,

상기 차단 정보가 커널로 리턴된 후 그 처리 결과를 보호 프로세스(10)로 전송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불법 프로세스 검출 방법.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a-4) 단계는,

커널 함수 테이블의 주소 일부를 커널 메모리에 로드된 접근 검출용 함수의 주소로 치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프

로세스 검출 방법.

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a-4) 단계는,

커널 함수 자체의 코드를 변조하여 접근 검출용 함수가 실행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프로세스 검출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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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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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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