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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사용자들은 웹에서 여러 가지 일의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휴

폰의 성능과 기능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의 보 이 속히 확산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많은 양의 

데이터들의 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처리 과정에서 개인  기업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는 

험이 증가하고, 스마트폰과 클라이언트 사이에서의 개인, 기  정보가 SSL (Secure Sockets Layer) 는 

TLS (Transport Layer Security) 로토콜을 통해 암호화 되어 송 되어도 록시 서버에서 인증서 변조

를 통하여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상의 안 한 통신을 해 많

이 이용되는 SSL/TLS의 송구간에 한 취약  분석 등 보안 이슈와 연구 방향에 해 논의한다.

1. 서론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세계 휴 폰 시장은 개방형 운

체제를 갖춘 고기능의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최

근 가트  사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 1분기 스마트폰 시

장은 2억 1천만  수 이며  이용률이 상승하고 있다

고 한다. 이와 같이  세계 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

마트폰은 범용 OS를 채택하고 있고 이식성이 높아 모바

일 악성코드의 제작이 용이하며 SMS, MMS, Bluetooth, 

Wi-Fi 등의 다양한 형태의 경로를 통해 악성코드의 유포

가 가능하여 모바일 공격의 규모  피해가 증가하고 있

다. 한 스마트폰의 성능과 기능이  향상됨에 따라 

많은 양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특히 개인의 

정보까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을 통해 가장 우려되는 것이 개인정보와 기업정보의 

유출로 인한 개인  기업의 자산까지 침해되어 경제 인 

손실이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SSL/TLS 암호 송구간이 

필요하다 [1-3]. 하지만 최근 SSL 기술도 간자 공격 형

태인 SSL Sniffing이나 SSL Strip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 도 있다. 

2. 련 연구

2.1 SSL/TLS

  SSL(Secure Sockets Layer)은 1994년 Netscape에 의해

서 Netscape 웹 라우 를 통한 안 한 통신을 하여 

처음으로 제안되었으며, 1996년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서 SSL v3.0을 제안하 다. 이

후에도 SSL v3.0은 지속 으로 수정, 보안되었으며 1999

년에는 TLS(Transport Layer Security)로 명칭을 바꾸어 

RFC 2240(TLS v1.0)으로 표 화되었다 [2,3].

  SSL/TLS은 그림 1과 같이 송계층과 응용계층 사이

에 치함으로서 다양한 응용계층의 로그램들과 쉽게 

보안설정을 할 수 있다.

그림 1. SSL/TLS 동작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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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SL/TLS 송구간에서의 간자 공격

SSL/TLS 암호 송구간에서 간자 공격은 취약 을 

보여 다. 록시 서버를 설정하는 지스트리 값이 악성

코드에 의해 변조된 클라이언트는 해커의 록시 서버를 

통해 웹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사용자가 속하는 사이트

의 계정과 비 번호 등 개인정보를 해커의 록시 서버에

게 송한다. 해커의 록시 서버는 캐시에 이를 장하고 

장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통하여 악의 인 행동을 가

할 수 있다. 보통 보안 솔루션이 실행되지만 이러한 해킹 

방법은 도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록시 서버 기능

의 설정을 변경한 방법이고 록시 설정 자체는 해킹 

로그램이 아니므로 재 부분의 보안솔루션에서는 이를 

탐지할 수 없다. 한 클라이언트가 SSL 통신을 하는 웹 

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면 웹서버는 해커의 록시 서버에

게 자신의 공개키를 송해 주고 해커의 록시 서버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변조된 공개키를 클라이언트에게 

송하게 된다. 변조된 공개키를 수신한 클라이언트에서는 

공개키가 신뢰된 곳에서 인증된 공개키가 아니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나 일반 사용자들은 공개키의 개념

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 버튼을 르고 변조된 공

개키로 웹서버로 송되는 값을 암호화한 후 아이디 패스

워드 등을 송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해커의 록시 서

버는 변조된 공개키로 암호화된 값이므로 복호화 하여 암

호화 되지 않은 값을 얻게 된다. 이후 해커의 록시 서버

에서 장한 웹서버의 공개키로 그 값을 암호화 하여 웹

서버 에게 송한다. 클라이언트가 웹서버에 로그인 하는 

순간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유출 당하게 된다 [4-6].

그림 2. SSL Strip 공격 후 개인정보 노출

그림 2는 사용자와 웹 서버 사이에서 SSL/TLS 암호 

송 구간을 활용하여 통신이 진행되는 그림이며, 공격자

는 간에서 사용자와 웹 서버 사이의 암호 송 구간을 

SSL Strip공격을 한다. 그 결과 사용자와 웹 서버 사이의 

암호 송 구간인 HTTPS가 공격으로 인하여 암호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평문 송 구간인 HTTP로 바 게 

된다. 결과 으로 공격자는 사용자와 웹 서버 사이에서 

속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3. 결론  고찰

  스마트폰의 보 이 확산됨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에서 

처리하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빠르게 달되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웹과 스마트폰 사이에서 SSL/TLS라는 암호

송구간을 가지고 HTTPS라는 형태로 데이터들이 암호

화되어 달되고는 있지만 간자 공격에 매우 취약하며, 

특히 Sniffing 공격과 Strip 공격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

나 기업정보가 노출되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경제  문제

로 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

한 스마트폰 상의 SSL/TLS 송구간에 한 취약  분

석 등 보안 이슈에 해 논의 했다. 향 후 스마트폰에서 

웹 서버나 웹으로 SSL/TLS 암호 송 구간을 통하여 

송되는 데이터들의 안 성에 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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