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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기술의 발전이나 코로나-19, 또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장점들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로 인하여 많은 기업
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벗어나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자
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모니터링 도구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사의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나 기관에게 이런 모니터링 도구들은 데이터 침해로의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 사용자
가 클라우트 컴퓨팅 환경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모니터링 도구들의 수집
정보 원천을 분석 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비정상적인 데이터 수집을 막는 클라우드 사용자의 방어적 도구를 제
작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1. 서 론

턴스가 어떤 작업을 수행하려하는지 추측하는데 이용 되거나,
또는 수집된 정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추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클라우드 사용자는 자
신이 그 대상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나 이에 대응할

인터넷 기술의 발전이나 코로나-19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하는 기
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클라우드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들도 같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수 있는 방어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자사의 클라우
드 환경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이나 국가 기관에게 데이터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운영체제별로 모니터링 도구들이 어디
에서 정보를 수집하는지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데이터 수집을
막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데이터

중에서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서비스는 모니터링 도구이다. 클라우드 시장에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는 AWS, MS, Google, Alibaba와 같은 회사들 뿐
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모니터링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다.
대게 모니터링 도구들은 클라우드 사용자의 모니터링 대상
인스턴스 속에 설치하여 사용되어진다. 모니터링 도구는

주권을 강화하는 연구에 밑받침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모니터링 시스템
들이 수집하는 정보에 대해서 조사한다. 3장에서는 운영체제
별로 모니터링 시스템이 수집하는 정보들의 원천을 분석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에 대한 추후 연구 계획과 결론을 도출
한다.

CPU, Memory, Network, Disk, Process 등에 대한 정보를 수
집하여 클라우드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클라
우드 환경의 유지 및 보수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도구들이 수집한 정보들이 수집 대상 인스
(표 1) 운영체제에 따른 정보 수집 방법 및 커버리지

Tools / Command
Linux

o

o

o

o

-------------------------------------------------------------------------------------------†

교신저자: 박기웅 (세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이 논문은 2019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
가원(IITP)의 지원 (No.2019-0-00426, 20%)과 2020년도 한국연구재단(NRF)
연구과제의 지원 (NRF-2020R1A2C4002737, 80%)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o
o
o
o

o
o

o

o

o

o

o

o

o

Process
Explorer

o

TCPView

o

o

disk
manageme
nt

o

o

Process
Monitor

o

diskusage

o

o

systeminfo

o

o
o

Task
Manager

bpytop

Process

glances

Network

F

o

o
o

ps

E

o
o

ss

FS

iftop

Disk

D

ifconfig

C

o

df

o

iostat

o

o

dstat

o

Mem

vmstat

htop

CPU

B

free

top

A

Metrics

Windows

o

o
o

o

o

o

2. 수집정보
클라우드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AWS[1],
MS Azure[2], GCP[3], Alibaba[4]에서 각각 제공하는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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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데이터 침해 위협과 수집 정보 원천

링 시스템들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들과
이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각 Linux와 Windows
운영체제에 따라 나누어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률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Ÿ

3. 운영체제별 정보 수집 경로
앞서 모니터링 도구들이 수집하는 정보들과 각 운영체제 별
로 그러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명령어 또는 도구들에 대
하여 정리하였다. Linux 환경에서 사용된 도구들은 대부분
BPF를 활용한 도구들이고, Windows 환경에서 사용된 도구
들은 대부분 Sysinternals Suite에 포함된 도구들이었다. 이러
한 명령어 또는 모니터링 도구들도 결국엔 조사 대상의 커널
을 통하여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형태로
동작할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모니터링 도구들이 커널을 통
하여 수집하는 정보들의 수집 경로를 운영체제별로 예측한다.

Ÿ

Ÿ

Ÿ

Disk (C) : kernel32.dll의 GetDriveType 함수를 통하여 디스크 드라
이브의 타입에 대한 정보를, GetDiskFreeSpaceExA 함수를 통하여
용량에 관한 정보를, ReadFile, WriteFile 등의 함수로 I/O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File-System (D) : kernel32.dll의 GetVolumeInformationA 함수를
호출하여 파일 시스템 및 볼륨에 대한 정보를, FindFirstVolumeMou
-ntPointA, FindNextVolumeMountPointA 함수를 통해 마운트에 관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Network (E) : Iphlpapi.dll의 GetAdaptersAddress 함수를 호출하여
어댑터들의 목록과 ip정보를, GetPerTcpConnectionEStats 함수를 호
출하여 네트워크 사용량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Process (F) : kernel32.dll의 EnumProcess 함수를 사용하여 프로세
스 목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OpenProcess 함수를 호출하
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1 Linux 환경
Ÿ

Ÿ

Ÿ

Ÿ

Ÿ

Ÿ

CPU (A) : CPU에 대한 정보는 /proc/cpuinfo와 /proc/stat에서 알
수 있다. cpuinfo은 모델명이나 코어 수와 같이 정보를, stat은 사용
률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Memory (B) : Memory에 대한 정보는 /proc/meminfo를 통해 알
수 있다. meminfo는 전체 물리 메모리 크기, 사용 가능한 메모리 크
기, swap, chache 등 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Disk (C) : Disk에 대한 정보는 /proc/partitions와 /proc/diskstats에
서 알 수 있다. partitions는 파티션 정보를, diskstats는 I/O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File-System (D) : File-System에 대한 정보는 /proc/filesystems와
/proc/[pid]/mountinfo를 통해 알 수 있다. filesystems는 현재 지원
하는 또는 지원 가능한 file-system의 종류 정보를, mountinfo는 파
일의 마운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Network (E) : Network에 대한 정보는 /proc/net/dev와
/proc/net/fib_trie를 통해 알 수 있다. dev는 패킷의 송ㆍ수신정보를
인터페이스별로 구분한 정보를, fib_trie는 ip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
고 있다.
Process (F) : Process에 대한 정보는 /proc/stat 또는
/proc/[pid]/stat을 통해 알 수 있다. stat은 시스템 부팅 후 실행 된
process의 수를, [pid]/stat은 선택된 Process에 대한 상태 정보를 포
함하고 있다.

3.2 Windows 환경
Ÿ

CPU (A) : kernel32.dll의 GetSystemInfo 함수를 통하여 CPU에 대
한 기본적인 사양 정보를 알 수 있고, ntdll.dll의 NtQuerySystem
-information 함수로 CPU 사용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Ÿ

Memory(B) : kernel32.dll의 GlobalMemoryStatusEx 함수를 통하여
총 물리 메모리 크기, 사용 가능한 물리 메모리 크기, 메모리 사용

3.3 정보 원천 분석
앞서 언급했던 모니터링 도구의 악용으로 인한 데이터 침해의 위협과
모니터링 도구들이 수집하는 정보에 대하여 그 원천을 운영체제별로 조
사하고 그림 1과 같이 분석했다. 이를 참고하여 그 결과를 보면 시스템
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커널에 접근하여야 하고, 커널에 접근하기
위하여 Linux 환경에서는 proc 파일 시스템을 활용하고, Windows 환경
에서는 다양한 dll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API 함수들을 호출하는데 이는
결국 ntdll.dll로 집결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인스펙션을 위해 모니터링
도구들이 수집하는 정보들의 원천을 운영체제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Linux 환경에
서는 proc 파일 시스템을, Windows 환경에서는 ntdll.dll을 거
쳐야 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를 통해 운영체제별 정보 원
천에 대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 클라우드 사용자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추후에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proc과 ntdll.dll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
한 제로트러스트 기반의 클라우드 보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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