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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됨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경우가 증가

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중소사이트와 대형 포털사이트 역시 모바일에 최적화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스마트폰용 모바일 웹페이지를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용 모바

일 웹페이지는 보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바일 웹페이지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모바일 웹페이지의 문제점을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1. 서 론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
하면,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 발생한 침해사고는 
발생 건수는 8,000만 건에 이르며, 2005년에서 2007년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 피해규모는 총 10조7000억원으

로 추정된다. 또한 2009년에 집계된 개인정보 침해사

고 신고건수는 32,422건이었다[13]. 현재 개인정보 침
해를 분석해보면, 점점 대형화, 지능화, 다양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다수의 웹사이트 업체들은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용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시

에는 PC 버전의 웹사이트에서 개발시 고려되고 있는 
개인정보 암호화가 적용되지 않는 사이트들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개발되고 있는 스마트폰용 
모바일 웹페이지의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
한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개
인정보 침해에 사용되는 공격 기법과 최근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살펴보며, 모바

일 웹페이지와 기존 PC 버전 웹페이지의 차이점을 알
아본다. 3장에서는 최근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
바일 웹페이지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4장
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으며 향후 연구를 기술한다. 

 
2. 관련연구 

2.1 공격기법 
스니핑(Sniffing)이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공격자가 네트워크 패킷을 훔쳐보는 것을 말한

다. 그리고 스니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
구를 스니퍼(Sniffer)라고 한다. 스니퍼를 이용하

여 네트워크를 스니핑하는 경우, 네트워크를 통
해 전달되는 모든 패킷에 대한 도청이 가능하

므로, 이러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트워

크를 통해 전달되는 패킷을 암호화해야 한다. 
스니핑을 응용한 대표적인 공격방법으로는 중

간자 공격(Man-In-The-Middle Attack)이 있다. 중
간자 공격이란, 공격자가 두 호스트간의 통신을 
가로채어 송신자 또는 수신자로 위장하여 행하

는 공격을 의미한다.  

 
(그림 1) 중간자 공격 

이러한 공격을 위해서는 ARP 스푸핑이 추가

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ARP 프로토콜은 네트

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타겟 IP
에 해당하는 MAC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사용

된다. 하지만 ARP 요청시 상호 간의 인증 과정

이 없기 때문에 악의적인 공격자에 의해 악용

될 가능성이 있다. ARP 스푸핑이란, 이러한 
ARP 의 특징을 이용하여 정상 사용자의 MAC
주소를 자신의 MAC 주소로 변조하는 공격기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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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모바일 웹페이지 

모바일 웹페이지는 스마트폰으로 웹사이트 
접속시 제한된 자원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적
합한 형태의 경량화된 웹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PC 버전에서 제공되는 복잡한 구조의 웹
페이지가 아닌 단순한 구조의 페이지를 출력한

다. 
 

2.3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때 개인을 식
별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
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
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올해 3월11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현행 법제 체계의 개인정보 관리상 문
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될 경우, 스마트폰에서 
접속되는 모든 모바일 웹페이지 역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에 앞서 현재 개발되어 있는 모
바일 웹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분석하

고자 한다.  
 
3. 모바일 웹페이지 취약점 분석 

3.1 분석 대상 
본 논문에서는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 (A, B, 

C)과 블로깅 서비스 업체인 D 사,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웹 개발 
플랫폼인 E 가 적용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였

다. 
 

3.2 분석 방법 
특정 Wi-Fi AP(Access Point)를 대상으로 ARP 스
푸핑을 이용하여 운영체제 내에서 ARP 데이터

를 기억하고 있는 ARP cache table 을 변조한다. 
이후 해당 AP 를 지나는 모든 패킷을 스니핑하

였다. 
 

<표 1> 분석 도구 

도구이름 용 도 참고 사이트 

Cain&Abel ARP Spoofing http://www.oxit.it
Wireshark 네트워크 패킷 분석 http://wireshark.org

 

 
(그림 2) Cain&Abel MAC 주소 스캔 

 
(그림 3) Cain&Abel 분석 대상 선택 

3.3 분석 결과 
D 와 E 사의 공식 모바일용 웹페이지 등에서 

사용자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는 취약점이 있었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취득된 정보는 해당 사
이트에 타인으로 위장하여 접속을 하는데 악용

될 수 있다. 
 

<표 2> 취약점 분석 결과 

사용자 정보 암호화
대상 
사이트

사이트 주소 PC 용 
웹페이지 

모바일 
웹페이지

A http://m.xxxxx.com O O 
B http://m.xxxx.com O O 
C http://m.xxxx.com O O 
D http:// xxxxxxx.com O X 
E http://xxx.xxxx.xxx O X 

 

 
(그림 4) 개인정보 평문 전송 

(그림 5) 개인정보 평문 전송 –  네트워크 패킷 

4. 결론 및 향후연구 

현재 많은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웹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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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 접속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자원이 제한적이므

로 스마트폰용 모바일 웹페이지에 대한 요구가 발생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형 포털사이트, 블로그 서
비스 업체 및 웹 개발 플랫폼 서비스 제공 업체 등이 
앞다투어 모바일 웹페이지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하

지만 분석 결과, 기존 PC 버전의 웹 페이지에서 적용

되던 개인정보(아이디 및 패스워드) 암호화 전송이 모
바일 웹페이지에서는 제대로 구현되어 있지 않다. 이
는 서울중앙지법 2006. 4. 28. 선고 2005가단24005 
【손해배상(기)】 ,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정보에 대한 심각한 위
협이 될 수 있다. 웹 비즈니스가 보편화되면서 고객

정보 등 다량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이용되고 있는 
오늘날,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보보호 노력이 요청된다. 이와 함께, 기
존의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발간된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15]을 민간 및 스마트폰용 모바

일 웹사이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확대, 적용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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