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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를 보호하는 방법 및 그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악성코드를 탐지하여 제거하는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 보호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응용

수준에서 공격 시그너처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는 단계와, 상기 수집된 공격 시그너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

는 단계와, 상기 파일 시스템을 검색하는 단계와, (1)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값과 동일한 값이 상기 파일 시스템에

대한 검색 결과에 포함된 경우, 악성코드에 의한 공격을 탐지하여 해당 정보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2) 상기 데이터

베이스에 기록된 값과 동일한 값이 상기 파일 시스템에 대한 검색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상기 레지스트리를 검색하

는 단계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값과 동일한 값이 상기 레지스트리에 대한 검색 결과에 포함된 경우, 악성코드에

의한 공격을 탐지하여 해당 정보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 보호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에 대한 악성코드를 탐지하여 제거함으로써 시스템에서 수행 가능

한 악성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서 서버 및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설치되어 서버 및

인트라넷, 클라이언트 운영 환경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를 보호하는 방법에 있어서,

응용 수준의 공격 시그너처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단계;

상기 파일 시스템을 검색하는 단계;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값과 동일한 값이 상기 파일 시스템에 대한 검색 결과에 포함된 경우, 악성코드에 의한 공격

을 탐지하여 해당 정보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값과 동일한 값이 상기 파일 시스템에 대한 검색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1) 상기 레지스트리를 검색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값과 동일한 값이 상기 레지스트리에 대한 검색 결과에 포함

된 경우, 악성코드에 의한 공격을 탐지하여 해당 정보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2) 상기 레지스트리를 검색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값과 동일한 값이 상기 레지스트리에 대한 검색 결과에 포함

되지 않은 경우, 상기 파일 시스템 및 상기 레지스트리에 해쉬 함수를 적용하여 출력된 원본 해쉬 값을 저장하는 단계와,

현재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에 대한 현재 해쉬 값을 상기 원본 해쉬 값과 주기적으로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비교 결과

상기 원본 해쉬 값과 상기 현재 해쉬 값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기 현재 해쉬 값을 상기 원본 해쉬 값으로 대체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 보호 방법.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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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공격 시그너처 정보는 파일 경로, 파일 이름, 레지스트리 이름, 레지스트리 버전 및 레지스트리 값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 보호 방법.

청구항 4.

제2항 또는 제3항의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를 보호하는 장치에 있어서,

공격 시그너처를 주기적으로 수집하는 수집부;

상기 수집된 공격 시그너처 정보를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

상기 파일 시스템 또는 상기 레지스트리를 검색하는 검색부;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값과 상기 파일 시스템 또는 상기 레지스트리를 검색한 결과 값을 비교하는 비교부;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값과 동일한 값이 상기 파일 시스템에 대한 검색 결과에 포함된 경우 또는 상기 데이터베이스

에 기록된 값과 동일한 값이 상기 레지스트리에 대한 검색 결과에 포함된 경우, 악성코드를 탐지하여 제거하는 처리부;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값과 동일한 값이 상기 레지스트리에 대한 검색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상기 파일 시스

템 및 상기 레지스트리에 해쉬 함수를 적용하여 출력된 원본 해쉬 값을 저장하고, 현재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에 대한

현재 해쉬 값을 저장하는 저장부를 포함하고,

상기 처리부는 상기 원본 해쉬 값과 현재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에 대한 현재 해쉬 값을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기 현재 해쉬 값을 상기 원본 해쉬 값으로 대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 보호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를 보호하는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악성코드를 탐지하여

제거하는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 보호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악성코드(Malicious code)는 시스템 파괴, 정보 유출 및 위변조 등의 악의적인 목적을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

을 총칭한다. 이러한 악성코드는 바이러스(virus), 웜(worm), 악성 모바일코드(예를 들면, applet, activeX)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악성코드는 컴퓨터 시스템 계층(computer system layer)에 따라 응용 계층의 악성코드와 커널 기반의 악

성코드로 분류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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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응용 계층의 악성코드는 바이러스 백신 등의 기존의 정보 보호 시스템으로 탐지 및 제거가 가능하며, 이는 시스템 내

의 공격 시그너처(Attack Signature)의 존재를 기반으로 한다.

이처럼 알려진 공격 시그너처를 기반으로 하는 공격 기법에 관한 연구는 보안 라이프-사이클의 사후 대응(response)을 중

요시하는 개념이고, 알려지지 않은 커널 공격 기법에 관한 연구는 사전 예방(prevention)에 집중된 개념이다. 최신의 정보

보호기술 동향이 능동적(proactive) 경향을 갖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사후 대응의 접근 보다는 사전 예방의 접근이 더 중요

하다.

윈도우 환경과 관련된 커널 공격 기법은 크게 시스템 객체 및 주체 정보 은폐 기법, 시스템 제어 흐름 변경 및 악성코드 추

가 기법, 커널 드라이버 조작 기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격 기법에 대한 대응 기법 수준은 각 개별 기법에 대해 한정된 플

랫폼에서만 연구되고 있으며, 이의 통합 보안 관리 및 지능형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관련 연구가 부진한 이유는 윈도우 커널 관련 정보의 부재, 운영 체제 커널 프로그래밍 기술의 어려움,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에 의해 기인된 것이다. 하지만 다변화, 고도화되어 가는 커널 공격에 대한 대응 기법

연구는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운영 체제 시스템에서 커널 기반의 악성코드에 대한 전형적인 동작 방식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악성코드는 운영

체제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운영 체제 시스템에 접근하고, 상기 운영 체제 시스템에 커널 백

도어(kernel backdoor)를 설치한 후 상기 커널 백도어를 이용하여 상기 운영 체제 시스템에서 인지 없이 접근한 후 은밀하

게 악의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상기 커널 기반의 악성코드는 먼저 자신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커널 백도어를 통

해 자신과 관련된 개체와 주체 정보를 은폐함으로써 운영 체제 시스템의 인지 없이 언제든지 자신이 의도한 악의적인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인 운영 체제 시스템의 제어 흐름은 상기 운영 체제 시스템에서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이 시스템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면, 커널을 통해 인터럽트 호출을 발생시키며, 해당 요청에 대한 서비스 기계어 코드를 수행하게 된다.

커널 기반 악성코드는 윈도우 운영체제의 정상적인 시스템 제어 흐름을 변경하여 자신의 존재를 은폐하는 공격코드를 삽

입시킨다. 이와 같은 커널 함수 제어 흐름을 변경하는 작업은 함수 포인터를 변경하는 과정으로 원래의 커널 함수와 변경

된 커널 함수의 입력 인자(input parameter) 및 출력 인자(output parameter)가 정확히 맞아야 한다. 하지만, 원래 커널

함수 제어 흐름을 변경하는 작업은 함수 포인터를 변경하는 과정으로 커널 내부에 데이터 타입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시스템 크래쉬(system crash)가 발생한다.

윈도우의 서비스 테이블에서 서비스 디스크립터(service descriptor)를 변경하여 공격자 코드로 명령어 수행번지를 지정

하는 공격 기법이다. 상기 악의적인 코드는 커널 수준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시스템 수행 권한을 장학하게 되어 어떠한 악

의적인 행위도 가능하다.

커널 기반 악성코드의 대표적 기능인 커널 정보 은폐 기법은 운영체제 커널 정보인 이중 링크 구조의 프로세스 목록

(double-linked lists)에서 공격코드 프로세스인 자신의 정보를 링크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상기 공격코드 프로세스 정보

는 상기 링크가 해제된 이후부터 시스템 내에 사라지게 되어 공격코드의 존재가 은폐된다. 즉, 커널 기반 악성코드는 윈도

우 운영 체제의 정상적인 시스템 제어 흐름을 변경하고, 시스템 제어 경로의 중간 과정의 공격 코드를 삽입하여 자신의 존

재를 은폐한다.

이와 같이 커널 기반의 악성코드의 시스템 정보가 은폐되고, 커널 공격 기법에 대한 패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정보 보호 시스템에 의해 탐지 및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다.

윈도우 운영 체계 수준에서 수행되는 코드는 커널 모드(kernel mode)에서 실행되는 것이며, win32 API를 사용하는 어플

리케이션 프로그램의 경우는 사용자 모드(user mode)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상기 커널 모드와 상기 사용자 모드는

세그먼트 디스크립터의 수행 권한 수준(Descriptor Privilege Level: 이하 DPL이라고 함), 필드에서 결정된다.

인텔 마이크로프로세서(intel microprocessor)의 세그먼트 디스크립터에는 해당 스크립터가 가지는 수행 권한 값을 나타

내는 DPL 필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디스크립터 가운데 현재 실행 중에 있는 코드 세그먼트(Code Segment: CS) 디

스크립터가 가지는 DPL 값을 특별히 CPL(Current Privilege Level)이라 하며, 이 값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코드의 수행

권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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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행되고 있는 코드 세그먼트 디스크립터의 DPL 값이 '0'일 경우 이 코는 커널 모드에서 실행되고 있는 코드로서 프

로세서가 가지는 모든 명령어와 모든 메모리 참조가 가능하다. 커널 기반의 악성코드는 이와 같이 DPL 값이 '0'인 상태에

서 동작하는 악성코드를 말한다.

응용 계층의 악성코드와 비교하여 커널 기반의 악성코드의 특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용 계층 코드는 일반 사용자

수준의 응용 프로그램을 변경시키거나 프로세스의 메모리를 변경시켜 공격자의 흔적을 은폐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하지

만, 커널 기반 악성코드는 윈도우 운영 체제의 커널 수준인 Windows Native API(ntdll.dll, kernel32.dll, user32.dll) 커널

드라이브와 WIN32 응용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를 중간에서 조작함으로써 공격자의 흔적을 은폐한다.

따라서, 파일 내의 특정 위치에서의 매직 넘버(file magic number), 시스템 레지시트리 값, 프로세스 이름, 드라이버 이름

등을 검색하여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기존 응용 계층의 악성코드 탐지 시스템은 커널 기반의 악성코드를 탐지할 수 없는 문

제점이 있다.

이러한 악성코드에 의한 악의적인 공격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 또한 막대해지고 있다. 특히 개인용 컴퓨터 보안의 경우 현

재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에서 벗어나 슈퍼웜이라고 불리우는 능동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악성코드를 어떻게 탐지하느

냐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악성코드와 관련된 정보 침해 사고는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윈도우(Windows)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는 빈도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미국의 컴퓨터 범죄수사국(CSI: Computer Security

Institute) 보고에 따르면, 2003년 전 세계적으로 전체 침해 사고의 78퍼센트가 윈도우에서 발생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는

2003년 전체 침해 사고의 68퍼센트가 윈도우에서 발생하였으며, 2004년 8월 전체 침해 사고의 73퍼센트가 윈도우에서

발생하였다.

이처럼 윈도우 커널 수준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악성코드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방법이 절실히 요청되어 오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기술을 개선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를 검사하여 커널 수준에서

작성된 악성코드를 탐지하여 제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상기의 목적을 이루고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응용 수준에서 공격 시그너처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는 단계와, 상기 수집된 공격 시그너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단계와, 상기 파일 시스템을 검색하는 단계

와, (1)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값과 동일한 값이 상기 파일 시스템에 대한 검색 결과에 포함된 경우, 악성코드에 의

한 공격을 탐지하여 해당 정보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2)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값과 동일한 값이 상기 파일

시스템에 대한 검색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상기 레지스트리를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값과

동일한 값이 상기 레지스트리에 대한 검색 결과에 포함된 경우, 악성코드에 의한 공격을 탐지하여 해당 정보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 보호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측에 따르는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를 보호하는 장치는 공격 시그너처를 주기적으로 수집하는 수집

부와, 상기 수집된 공격 시그너처 정보를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상기 파일 시스템 또는 상기 레지스트리를 검색하는

검색부와,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값과 상기 파일 시스템 또는 상기 레지스트리를 검색한 결과 값을 비교하는 비교

부,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값과 동일한 값이 상기 파일 시스템에 대한 검색 결과에 포함된 경우 또는 상기 데이터

베이스에 기록된 값과 동일한 값이 상기 레지스트리에 대한 검색 결과에 포함된 경우, 악성코드를 탐지하여 제거하는 처리

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 보호 방법 및 그 장치를 상세히 설명한

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윈도우 커널 기반 악성코드를 탐지 및 제거하는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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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을 참조하면, 악성코드 제거 시스템(110)은 파일 및 레지스트리 검사 모듈(111), 커널 메모리 검사 모듈(112), 커널 드

라이버 감사 모듈(113), 및 프로세스 검사 모듈(114)을 포함한다.

파일 및 레지스트리 검사 모듈(111)은 사용자 모드(120)의 파일 시스템(121)과 레지스트리(122)를 검사하여 사용자 수준

에서 악성코드를 탐지하여 제거한다. 파일 및 레지스트리 검사 모듈(111)은 커널 기반의 악성코드라도 최소한의 흔적인

공격 시그너처를 남기기 때문에 상기 공격 시그너처를 주기적으로 수집한다. 파일 및 레지스트리 검사 모듈(111)은 상기

수집된 공격 시그너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를 검색한다. 파일 및 레지스트리 검사

모듈(111)은 상기 파일 시스템 및 상기 레지스트리에 대한 검색 결과를 상기 수집된 공격 시그너처 정보와 비교하여 일치

하는 경우 공격 탐지로 간주하여 해당 정보를 제거한다.

또한, 파일 및 레지스트리 검사 모듈(111)은 안전 상태(clean state)의 파일 시스템 정보를 현재의 파일 시스템 정보와 주

기적으로 비교하여 악성코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여 차단한다. 상기 안전 상태는 악성코드에 대한 침입을 받지 않은 상태

또는 시스템이 설치되는 초기 상태를 포함할 수 있다. 즉, 파일 및 레지스트리 검사 모듈(111)은 상기 안전 상태의 파일 시

스템 및 레지스트리에 대한 원본 해쉬 값과 상기 현재의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에 대한 현재 해쉬 값을 비교하여 동일

하지 않는 경우, 상기 현재 해쉬 값을 상기 원본 해쉬 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파일 시스템(121) 및 레지스트리(122)는 커널 기반의 악성코드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악성코드 공격에 있어서 집중 공략의

대상이 된다. 상기 악성코드는 파일 시스템(121)에 접근하여 백도어를 설치하고, 차후에 자동 실행을 위하여 레지스트리

(122)에 등록 정보를 저장한다. 따라서, 악성코드 제거 시스템(110)은 커널 기반 악성코드를 커널 수준에서 탐지 및 제거

하기 이전에 파일 시스템(121) 및 레지스트리(122)에서 악성코드를 검사한다.

커널 메모리 검사 모듈(112)은 커널 메모리(131)에 적재된 운영 체제 커널 함수 및 변수들이 조작 또는 변경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상태의 커널 메모리 값과 현재 커널 메모리 값을 비교하여 공격 행위를 탐지하여 차단한다. 즉, 커널

메모리 검사 모듈(112)은 인터럽트 호출 게이트 IDTR(Interrupt Descriptor Table Register)와 IDT(Interrupt

Descriptor Table), 시스템 호출 서비스 디스크립터 SDT(Service Descriptor Table), 프로세스 및 쓰레드 구조체

ETHREAD를 포함한 커널 메모리(131)의 변경 여부를 탐지하고, 변경되었을 경우 안전한 상태로 복원시킨다.

커널 메모리 검사 모듈(112)은 사용자 입력 또는 사용자의 설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커널 메모리(131)에 대한 영역 검사를

수행한다. 커널 메모리 검사 모듈(112)은 현재의 커널 메모리 값을 덤프(dump)하고, 상기 덤프한 결과를 미리 저장하고 있

는 안전한 커널 메모리 값과 비교한다. 커널 메모리 검사 모듈(112)은 상기 비교 결과가 동일한 경우, 현재 커널 메모리 덤

프가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커널 메모리 검사 모듈(112)은 상기 비교 결과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현재 커

널 메모리를 복원하기 위해 상기 저장된 안전한 커널 메모리 값으로 대체한다. 상기 커널 메모리를 복원하는 작업은 시스

템 명령어의 제어 흐름을 변경하는 작업으로 시스템 크래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커널 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

게 복원하기 위해 임계 영역(critical section)을 피해 운영 체제 수준의 상호 배제(mutual exclusion) 방식을 사용한다.

커널 드라이버 검사 모듈(113)은 커널 기반 악성코드가 커널 드라이버로 제작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커널 드라이버 목

록을 생성하고, 의심되는 커널 드라이버를 탐지하여 삭제 또는 차단한다. 커널 드라이버 검사 모듈(113)은 사용자 모드에

서 API를 이용하여 검색 가능한 커널 드라이버 목록과 커널 구조체를 통하여 검색 가능한 드라이버 목록을 비교하여 동일

하지 않은 경우, 은폐된 커널 드라이버를 탐지하여 제거한다. 커널 드라이버 검사 모듈(113)은 사용자 입력 또는 사용자 설

정에 의해 자동으로 은폐된 드라이버 탐지를 시작하며, Win32 ToolHelp API를 호출하여 실시간으로 제1 커널 드라이버

목록을 검색한다. 또한, 커널 드라이버 검사 모듈(113)은 커널 모드의 PsLoadModulelist를 호출하여 커널 구조체를 통하

여 제2 커널 드라이버 목록을 검색한다. 커널 드라이버 검사 모듈(113)은 상기 제1 커널 드라이버 목록과 상기 제2 커널

드라이버 목록을 비교하여 동일하지 않은 경우, 은폐된 커널 드라이버를 탐지하여 제거한다.

커널 드라이버 검사 모듈(113)은 프로그램에 의한 커널 드라이버 적재 요청에 따라 미리 작성된 접근제어목록을 검색하여

상기 적재될 경로가 신뢰구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비정상적인 커널 드라이버가 적재되지 못하도록 한다.

커널 드라이버 검사 모듈(113)은 커널 드라이버에 대한 신뢰 구간과 비신뢰 구간에 대한 접근통제목록을 구성한다. 커널

드라이버 검사 모듈(113)은 상기 접근통제목록을 참조하여 적재될 커널 드라이버가 신뢰 구간의 드라이버인 경우, 상기

커널 드라이버를 정상적으로 커널 영역에 적재한다. 커널 드라이버 검사 모듈(113)은 상기 접근통제목록을 참조하여 상기

커널 드라이버가 비신뢰 구간의 드라이버인 경우, 상기 커널 드라이버가 상기 커널 영역에 적재되지 못하도록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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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검사 모듈(114)은 운영 체제 수준에서 은폐된 프로세스 및 관련 정보를 검색하여 의심되는 악성 프로세스 및 관

련 정보를 제거하고, 프로세스 수행 권을 제어 관리한다.

프로세스 검사 모듈(114)은 실시간으로 검색된 제1 프로세스 목록과 커널 구조체를 통해 검색된 제2 프로세스 목록을 비

교하여 동일하지 않은 경우, 은폐된 프로세스를 탐지하여 제거한다.

또한, 프로세스 검사 모듈(114)은 ActiveProcessLinks를 통해서 검색된 제3 프로세스 목록과 ETHREAD를 순회하여 검

색된 제4 프로세스 목록을 비교하여 동일하지 않은 경우, 은폐된 프로세스를 탐지하여 제거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공격 시그너처를 기반으로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의 악성코드를 검색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단계(210)에서 악성코드 제거 시스템은 응용 수준에서 공격 시그너처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한다.

단계(220)에서 상기 악성코드 제거 시스템은 상기 수집된 공격 시그너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한다. 상기 공격 시

그너처 정보는 파일 경로, 파일 이름, 레지스트리 이름, 레지스트리 버전 및 레지스트리 값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

다.

단계(230)에서 상기 악성코드 제거 시스템은 사용자의 입력 또는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파일 시스템을 검색한다.

단계(240)에서 상기 악성코드 제거 시스템은 상기 파일 시스템을 검색한 결과가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공격 시그너

처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한다. 즉, 상기 악성코드 제거 시스템은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값과 동일한 값이 상기

파일 시스템을 검색한 결과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상기 파일 시스템을 검색한 결과가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공격 시그너처 정보와 일치하는 경우, 단계(241)에서 상

기 악성코드 제거 시스템은 상기 일치하는 공격 시그너처 정보에 의한 공격으로 탐지한다. 즉, 상기 악성코드 제거 시스템

은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값과 동일한 값이 상기 파일 시스템을 검색한 결과에 포함되는 경우, 이를 공격 탐지로 간

주한다.

단계(242)에서 상기 악성코드 제거 시스템은 상기 공격 탐지에 따라 해당되는 정보를 제거한 후 상기 파일 시스템에 대한

검색을 계속 진행한다.

상기 파일 시스템을 검색한 결과가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공격 시그너처 정보와 일치하는 않는 경우, 단계(250)에

서 상기 악성코드 제거 시스템은 레지스트리를 검색한다. 즉, 상기 악성코드 제거 시스템은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값과 동일한 값이 상기 파일 시스템에 대한 검색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상기 파일 시스템에 대한 검색을 완료한 후

상기 레지스트리에 대한 검색을 다시 수행한다.

단계(260)에서 상기 악성코드 제거 시스템은 상기 레지스트리를 검색한 결과가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공격 시그너

처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한다. 즉, 상기 악성코드 제거 시스템은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값과 동일한 값이 상기

파일 시스템에 대한 검색 결과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한다.

상기 레지스트리를 검색한 결과가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공격 시그너처 정보와 일치하는 경우, 단계(261)에서 상기

악성코드 제거 시스템은 상기 일치하는 공격 시그너처에 의한 공격을 탐지한다. 즉, 상기 악성코드 제거 시스템은 상기 데

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값과 동일한 값이 상기 레지스트리를 검색한 결과에 포함되는 경우, 이를 공격 탐지로 간주한다.

단계(262)에서 상기 악성코드 제거 시스템은 상기 탐지된 공격에 따라 해당되는 정보를 제거한 후 상기 레지스트리에 대

한 검색을 다시 수행한다.

상기 레지스트리를 검색한 결과가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공격 시그너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기 악성코드

제거 시스템은 상기 레지스트리에 대한 악성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상기 악성코드 제거 시스템은 상

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값과 동일한 값이 상기 레지스트리를 검색한 결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상기 레지스트리에 대

한 악성코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기 레지스트리에 대한 검색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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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의 무결성을 검사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단계(310)에서 악성코드 제거 시스템은 도 2에 도시된 것과 같은 과정을 통해 공격 시그너처에 의한 악

성코드 탐지를 수행한다.

단계(320)에서 상기 악성코드 제거 시스템은 상기 악성코드 탐지를 수행한 결과에 따라 상기 파일 시스템 및 상기 레지스

트리에 대해 안전 상태인지를 판단한다.

상기 파일 시스템 및 상기 레지스트리에 대해 안전 상태가 아닌 경우, 단계(325)에서 상기 파일 시스템 및 상기 레지스트리

에 대한 악성코드를 제거한다.

상기 파일 시스템 및 상기 레지스트리에 대해 안전 상태인 경우, 단계(330)에서 상기 악성코드 제거 시스템은 상기 안전 상

태의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를 덤프한다.

단계(340)에서 상기 악성코드 제거 시스템은 상기 덤프된 안전 상태의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를 일방향 해쉬 함수

(hash function)에 입력하고, 상기 해쉬 함수로부터 출력된 결과인 해쉬 값을 상기 안전 상태의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

에 대한 원본 해쉬 값으로 저장한다. 상기 악성코드 제거 시스템은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값과 동일한 값이 상기 레

지스트리에 대한 검색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안전 상태로 간주하고, 상기 안전 상태의 파일 시스템 및 상기 레지스트

리에 대한 해쉬 함수를 적용하여 출력된 상기 원본 해쉬 값을 저장할 수 있다.

단계(350)에서 상기 악성코드 제거 시스템은 현재의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를 덤프한다.

단계(360)에서 상기 악성코드 제거 시스템은 상기 덤프된 현재의 파일 시스템 및 상기 레지스트리에 대한 해쉬 함수를 적

용하여 출력된 현재 해쉬 값을 저장한다.

단계(370)에서 상기 악성코드 제거 시스템은 상기 원본 해쉬 값과 상기 현재 해쉬 값이 동일한지를 판단한다. 즉, 상기 악

성코드 제거 시스템은 상기 원본 해쉬 값과 상기 현재 해쉬 값을 주기적으로 비교한 결과 상기 원본 해쉬 값과 상기 현재

해쉬 값이 일치하는지를 판단한다.

상기 원본 해쉬 값과 상기 현재 해쉬 값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 단계(380)에서 상기 악성코드 제거 시스템은 현재 해쉬 값

을 상기 원본 해쉬 값으로 대체한다.

상기 원본 해쉬 값과 상기 현재 해쉬 값이 동일한 경우, 상기 악성코드 제거 시스템은 상기 파일 시스템 및 상기 레지스트

리에 대한 위조 또는 변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시스템 상태 검사를 종료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 보호 장치를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

트리 보호 장치(400)는 수집부(410), 데이터베이스(420), 검색부(430), 비교부(440), 처리부(450), 및 저장부(460)를 포

함한다.

도 4를 참조하면, 수집부(410)는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에 대한 공격 시그너처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한다. 상기 공

격 시그너처 정보는 파일 경로, 파일 이름, 레지스트리 이름, 레지스트리 버전, 및 레지스트리 값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420)는 상기 수집된 공격 시그너처 정보를 기록한다.

검색부(430)는 상기 파일 시스템 및 상기 레지스트리를 검색한다.

비교부(440)는 데이터베이스(420)에 기록된 값과 상기 파일 시스템 및 상기 레지스트리를 검색한 결과 값을 비교한다. 또

한, 비교부(440)는 안전 상태의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에 대한 원본 해쉬 값과 현재 상태의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

에 대한 현재 해쉬 값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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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450)는 비교부(440)의 비교 결과에 따라 데이터베이스(420)에 기록된 값과 동일한 값이 상기 파일 시스템에 대한

검색 결과에 포함된 경우 또는 데이터베이스(420)에 기록된 값과 동일한 값이 상기 레지스트리에 대한 검색 결과에 포함

된 경우 악성코드를 탐지하여 제거한다. 또한, 처리부(450)는 비교부(440)의 비교 결과에 따라 상기 원본 해쉬 값과 상기

현재 해쉬 값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기 현재 해쉬 값을 상기 원본 해쉬 값으로 대체한다.

저장부(460)는 데이터베이스(420)에 기록된 값과 동일한 값이 상기 레지스트리에 대한 검색 결과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상기 파일 시스템 및 상기 레지스트리에 해쉬 함수를 적용하여 출력된 상기 원본 해쉬 값을 저장한다. 또한, 저장부(460)는

상기 현재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에 해쉬 함수를 적용하여 출력된 상기 현재 해쉬 값을 저장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다양한 컴퓨터로 구현되는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명령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파일, 데이터 구조 등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은 본 발명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성된 것들이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사용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의 예에는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기 매체(magnetic media), CD-ROM, DVD와 같은 광기록 매체(optical media), 플롭티컬 디스크

(floptical disk)와 같은 자기-광 매체(magneto-optical media), 및 롬(ROM), 램(RAM), 플래시 메모리 등과 같은 프로그

램 명령을 저장하고 수행하도록 특별히 구성된 하드웨어 장치가 포함된다. 상기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구조 등을

지정하는 신호를 전송하는 반송파를 포함하는 광 또는 금속선, 도파관 등의 전송 매체일 수도 있다. 프로그램 명령의 예에

는 컴파일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기계어 코드뿐만 아니라 인터프리터 등을 사용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고급 언어 코드를 포함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비록 한정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은 상기의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

며, 이는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기재로부터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하다. 따라

서, 본 발명 사상은 아래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파악되어야 하고, 이의 균등 또는 등가적 변형 모두는 본 발명

사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공격 시그너처 정보를 수집하여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에 대한 악성코드의 공격을 탐지함으로써 알

려지지 않은 악성코드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에 대한 악성코드를 탐지하여 제거함으로써 시스템에서 수행 가능한 악

성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서 서버 및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설치되어 서버 및 인트라

넷, 클라이언트 운영 환경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윈도우 커널 기반의 악성코드를 제거하는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 보호 방법에 있어서,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의 악성코드를 검색하

는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 보호 방법의 흐름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 보호 장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악성코드 제거 시스템

111: 파일 및 레지스트리 검사 모듈 112: 커널 메모리 검사 모듈

113: 커널 드라이버 검사 모듈 114: 프로세스 검사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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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사용자 모드

121: 파일 시스템 122: 레지스트리

130: 커널 모드

131: 커널 메모리 132: 커널 드라이버

400: 파일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 보호 장치

410: 수집부 420: 데이터베이스

430: 검색부 440: 비교부

450: 처리부 460: 저장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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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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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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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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