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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사용자가 침해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힘든 중간자 공격에 의한 보안서버의 무효화 공격에 

대한 대응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중간자공격에 대해서 기존의 대응방안에 

대해 분석한다. 이어서 기존의 연구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본 연구의 제안 기법인 민감 정보 전송 전 세션 상태

를 확인하여 비정상 접속이 확인되면 사용자가 민감 정보를 전송하지 못하게 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침해에 대한 경

각심을 가질 수 있게 안내페이지로 전환하는 시큐어코딩 기법을 제안한다.

ABSTRACT

In this work we propose a new method to countermeasure against the abatement attack to the security server that is 
induced by man-in-the-middle attack. To that purpose, we first investigate the state of the art in the current research 
about  the abatement attack. After that, we propose a new countermeasure method that can cope with the unresolved 
problems in the current method, which can cover diverse types of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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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에 들어서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와 서버 간에 다양한 결제정보 및 개인정보

를 주고받고 있으며, 그 빈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는 악용했을 때 생기는 이

득이 높은 만큼 이 정보를 훔쳐보려고 하는 악의적인 

사용자 및 공격 방법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악의적인 보안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서버

는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대

중적이며 대표적인 방법이 보안서버를 구축하여 암호

화 후 전송함으로써 외부의 제삼자가 통신내용을 훔쳐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1]. 
보안서버(HTTP over SSL, 이하 HTTPS)는 스니핑 

공격은 물론 파밍 공격에 대한 대응까지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에서는 주기적으로 보안서버 보급률 

순위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에서도 보안서버 구축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그 결과 

2013년에는 보안서버 구축률이 세계경제포럼에서 조

사한 143개국 중 6위를 차지했다[2].
한편, 우리나라에서 민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

서버의 구축률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악의적인 사용자

들은 중간자 공격(Man in the Middle Attack, 이하 

MITM공격)을 통해 공격대상이 서버와 주고받는 개인

정보 및 민감 정보를 훔쳐 볼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선행연구에 대해서 기술

한다. 중간자 공격을 이용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공격자

가 만든 프록시 서버로 접속하게 유도하여 패킷을 훔쳐

보는 방법에 대한 대응법[3]은  HTTPS Proxy접속 시 

웹브라우저에서 접속하는 URL과 웹서버 인증서에 명

기된 CN(Common Name)값이 다른 경우에 경고 메시

지를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서 사용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안 검색엔진을 통한 보안강화를 다루고 있는 연구

[4]는 사용자의 트래픽이 모이는 위치에 서버를 설치하

여 웹 트래픽에 대해 보호 감시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

에는 해당 위치에 감시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므로 비용

이 많이 발생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용자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의 경우 

시스템의 설치 위치나 비용 문제로 인해 사무실 네트워

크나 캠퍼스 네트워크 외에는 실제 적용하기가 어려움

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버 측면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

는데, 대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암호화를 이용한 대화

내용 보호에 대한 연구 [5]는 서버 측면에서의 보완책이

지만 암호화에 대한 검증체계가 사용자에게 있어서 위/
변조의 여지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일

환으로서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 대해서 중간자 공격

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훔쳐보는 방법을 분석하고 웹 

서버가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제 

삼자의 악의적인 도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제안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II장에서는 

중간자 공격의 기본 원리와 중간자 공격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에 대해 기술한다. III장에서는 보안 

서버의 동작에 대해서 기술한다. IV장에서는 보안 서

버 무효화 공격과 대응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마지막

으로 V장에서는 본 연구의 의미와 향후 연구 과제를 

기술한다. 

Ⅱ. 중간자 공격의 개요

일반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가 웹 서버와 통

신을 하려면 무수히 많은 라우터 혹은 스위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장비들은 통신의 내용을 알 수 있다. 만약 공

격자가 통신장비처럼 클라이언트와 웹 서버와의 경로 

상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내용을 감청 및 위변조가 가

능하게 되는데 이것을 중간자 공격이라고 부른다[6]. 그
림1은 일반적인 네트워크 환경과 중간자 공격을 받는 

환경을 나타낸 것이다. 
중간자 공격은 주로 이더넷 프레임의 송신자에 대해 

검증 기능이 없는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이용하게 되는데[7], 이 ARP는 네

트워크 주소와 관련된 이더넷 카드의 물리 주소를 알아

내는 주소해석 프로토콜이다. ARP 요청 프레임은 라우

터를 포함한 이더넷 상에 있는 모든 호스트에서 수신된

다. ARP 요청을 받는 모든 호스트는 수신된 ARP 요청 

프레임 내에 기록되어 있는 IP 주소가 자신의 것과 동일

한지 검사하고 자신의 주소와 동일한 호스트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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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넷 주소를 수록한 ARP 응답 프레임을 전송한다[8]. 
호스트가 ARP 응답 프레임을 수신하면 ARP Table에 

해당 [IP주소+ MAC주소] 쌍을 저장하여 이후의 데이

터 전송에 사용하게 된다.

Fig. 1 A typical network and a network where MITM attack 
is applied
 

ARP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동작

하도록 설계되었으나 보안 측면이 고려되지 않았다. 그
로 인해 ARP Spoofing 또는 ARP Poisoning 이라 불리

는 악의적인 네트워크 공격에 대응하지 못하는 취약점

이 존재한다. 공격자는 ARP Spoofing 공격을 통해 자신

을 다른 단말이나 라우터로 위장해 중간에서 중요한 정

보를 훔쳐보거나 메시지를 변조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

라서는 인터넷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대상 단말을 네트

워크로부터 고립시킬 수도 있다[9].
중간자 공격을 위한 ARP Spoofing은 주로 그림 2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공격 대상 및 공격 대상

이 다른 네트워크와 통신하기 위해 관문으로 지정되어 

있는 라우터에게 ARP요청이 없었음에도 공격자 스스

로가 상대방이라고 ARP Reply를 지속적으로 보냄으로

써 호스트 상호간에 주고받는 모든 데이터가 공격자를 

경유해서 가게 되며, 암호화되지 않은 모든 데이터는 

공격자가 볼 수 있다.
이러한 중간자 공격은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일

어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대표적인 예로

서 캠퍼스 네트워크, 홈 네트워크, 그리고 공중 Wi-Fi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Fig. 2 Principle of ARP Spoofing

2.1. 캠퍼스 네트워크에서의 중간자 공격

일반적인 캠퍼스 네트워크 환경은 그림 3과 같다. 캠
퍼스 네트워크의 특성 상 액세스(Access) 레벨에서의 

물리적인 접근은 아주 간단하며,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특정 사용자를 감염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PC의 시

스템 권한을 획득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 이러한 상

황에서 ARP Spoofing 공격의 대상은 캠퍼스 내의 전체 

단말이 된다.

Fig. 3 Campus Network Environment

2.2. 홈 네트워크에서의 중간자 공격

대부분의 경우 유무선 공유기를 사용하는 홈 네크워

크 환경에서는 캠퍼스와는 다르게 대상 단말과 물리적

으로 같은 이더넷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으

나 그림 4의 영역에서 중간자 공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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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ome Network Environment

그림 4에서 무선으로 접근이 가능한 홈#2에서는 PC
에 대해 직접적인 ARP Spoofing 공격이 가능하며, 홈#3
에서는 공유기를 대상으로 ARP Spoofing 공격이 가능

하다.

2.3. Wi-Fi에서의 중간자 공격

스마트폰이 대중화 된 이후로 이동통신사가 경쟁하

듯 구축해 놓은 공중 Wi-Fi 혹은 학교, 백화점, 지하철, 
회사, 카페, 마트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간에는 

Wi-Fi가 구축되어 있다. Wi-Fi의 특징은 네트워크에 대

한 액세스가 무료인 것인데 공격자 역시 무선이 도달하

는 범위 어디에서든 Wi-Fi에 연결된 단말을 대상으로 

중간자 공격이 가능하다[10]. 

Fig. 5 Wi-Fi and ad-hoc Network Environment

그림 5는 Wi-Fi 및 ad-hoc 네트워크 환경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에서 카페 공간에서는 공격자가 AP에 연

결만 된다면 AP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단말이 공격 대

상이 되며, Ad hoc공간에서는 공격자가 만든 AP에 연

결하는 단말은 공격 대상이 된다.

Ⅲ. 보안 서버의 구동 원리

웹 서버에서는 데이터의 위·변조나 통신 내용의 감

청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화 된 두 가지 기술은 넷츠케이

프사가 개발한 SSL(Secure Socket Layer)과 IETF의 표

준 규약이면서 SSL의 개선 버전인 TLS(Transport 
Layer Security)이라는 전송계층의 암호화 방식으로 

구축하는 보안 서버가 있다. 그림 6은 인터넷 프로토

콜 스택 상에서 SSL/TLS 프로토콜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에서 보듯이 HTTP 메시지는 TCP 계층으로 

넘어가기 전에 암호화되므로 공격자가 IP계층 이하에

서 전송 경로를 바꾸어서 내용을 보더라도 어떤 내용인

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 보안 서버는 매 메시지

마다 암/복호화를 해야 하므로 메시지 처리 속도가 저

하되는 문제가 있으며, 기존 연구에 따르면 HTTP 대비 

HTTPS 처리 능력이 13배에서 114배까지 속도가 떨어

질 수 있다[11].

 

Fig. 6 Location of  SSL/TLS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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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메시지의 처리 성능과 관련한 이슈뿐 아니라 

서버의 앞단에 있는 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 UTM(Unified Threat 
Management) 등 보안 장비에서 암호화된 내용을 분

석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보안 이슈로 인해 웹 서버는 

필요한 순간에만 암호화를 하도록 설정하는데 일반

적으로 HTTPS 보안 서버가 구동되는 순서는 아래와 

같다.
a.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domain을 입력하거나 포털 등

의 검색 후 링크 등을 통해 사이트 접속.
b. 사이트 접속 시 민감정보를 사용자가 입력한 후 서버

로 보내게 되는 URL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HTTPS
로 접속하도록 유도

c. 사용자는 웹 서버로 Client hello 메시지를 통해 웹서

버와 HTTPS 연결 시도

d. 서버는 사용자와 연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Server 
hello 메시지 등을 통해 공개키인 인증서의 배포 및 

상호 교섭 후 접속 승인

e. 사용자는 공개키를 이용하여 암호화한 후 서버로 데

이터 전송

일반적인 보안 서버의 구동 소스코드는 그림 7과 

같다. 

Fig. 7 General source code for secure server 

그림 7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버에서 사용자에게 요

청 페이지에 대해 응답할 때 HTTPS로 접근을 해야 하

는 부분을 명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이유는 모든 

사이트가 HTTPS를 지원하지 않을 뿐더러 성능 저하 문

제나 처리의 번거로움 문제 등으로 인해 최초 사이트 

접속은 HTTP로 이루어진다.

 

Ⅳ. 보안 서버 무효화 공격과 대응기법

4.1. 보안 서버 무효화 공격 기법 

보안 서버 무효화 공격은 ARP Spoofing을 이용하여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데이터를 중계하는 과정과 

HTTPS로 접속하도록 설정해 놓은 소스 코드를 응답할 

때 HTTPS를 HTTP로 치환함으로써 성립된다. 이는 ssl 
strip이라고 하는 간단한 툴로서 가능하다[12]. 그림8은 

보안 서버 무효화 공격의 개요를 일반적인 로그인 과정

에 비유해서 나타낸 것이다. 

Fig. 8 A procedure for invalidation attack to the secure 
server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웹 서버는 사용자가 

접속하는 페이지의 특정 부분에 로그인 버튼을 배치하

고 해당 버튼의 링크를 HTTPS페이지로 접속하게 개발

하고 있으며, 보안 서버 무효화 공격 기법은 매 페이지

의 응답에 대해 HTTPS로 링크되어 있는 것을 HTTP로 

변조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 후 

사용자는 수신한 데이터가 변조된 데이터인지 알지 못

하고 ID/PASSWORD 입력 등 로그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 때 민감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다. 

해당 공격기법의 위험성은 프록시 서버를 구동하

여 HTTPS 인증서를 바꿔치기 하는 기법이나 DNS 
spoofing 등의 MITM공격의 경우 비정상적인 HTTPS 
페이지에 대해 웹 브라우저에서 자체적으로 경고 문구

를 표시하지만, HTTP로 접속한 경우에 대한 경고는 뜨

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주의하더라도 침해당할 여지가 

높다는 것이다[3]. 아래의 표1은 실제 포털 사이트의 보

안 서버 무효화 공격 대응 현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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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chniques for countermeasuring the invalidation 
attack against the secure server 

Website Techniques
Exposur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naver SecureServer + RSA encryption X

daum SecureServer + RSA encryption X

apple When first connected to HTTPS, 
redirect + all pages SecureServer O

yahoo When first connected to HTTPS, 
redirect + all pages SecureServer O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글 및 야후는 메인 페

이지 접속 시 HTTPS로 강제 이동하도록 되어 있어서 

감청 공격에는 안전하지만, 보안 서버 무효화 공격을 

하게 되면 모든 민감 정보가 Plaintext로 전송되는 것이 

확인 되었으며,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국내 대규모 포

털 사이트의 경우에는 RSA(Rivest Shamir Adleman) 암
호화 기법을 통하여 패스워드를 한 번 더 암호화 하여 

전송된다.

4.2. 보안 서버 무효화 공격 대응방법

중간자 공격을 이용한 보안 서버 무효화 공격에 대한 

기존의 대응방법으로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 고가의 스

위칭 허브나 ARP Spoofing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보

안 스위치를 구축하는 방법[13], 고정으로 ARP Table을 

생성하는 방법[14] 및 PC에 프로그램 설치를 하여 중간

자 공격에 대응하는 방법 등이 많이 연구되었다[15-18]. 
그러나 사용자가 처리하는 방법은 높은 비용이 발생

할 뿐 아니라 사용자 개개인이 보안 의식이 없으면 의

미가 없으므로 사무실이나 캠퍼스 같은 LAN환경에서 

적합하고 일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서버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4.2.1. 사용자 측의 대응방법

사용자 측의 대응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
나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네트워크에서 보호하는 방법

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사용자 PC에 ARP table을 정적

으로 운영하거나 프로그램 설치를 통한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II장에서 보았듯이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도입

되어야 할 인프라가 달라지고 PC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더라도 공유기를 비롯한 PC와 서버 사이에 있는 

장치가 중간자 공격을 당하게 되면 대응 자체가 무의미

할 우려가 있다.

4.2.1.1. 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응방법

인프라 구축을 통한 방법으로는 ARP의 취약한 부분

인 ARP 송신자에 대한 검증 기능이 없는 것을 스위칭

허브에서 학습 후 물리적 포트와 MAC주소를 매핑하여 

기존 학습 내용과 다르면 차단하는 방법이다[13]. Cisco
에서는 이 방법을 DAI(Dynamic ARP Inspection)이라

고 부른다[19]. 
최근에는 중간자 공격을 막는 기능이 있는 보안  스

위치도 출시가 되고 있으나 [20,21] 고가이므로 사용자

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4.2.1.2. PC내 프로그램 설치를 통한 대응방법

PC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 역시 검증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소프트웨어인 

ARP-WatchTM, ARP-GuardTM, X-ARPTM[15-18] 등은 

호스트가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동일 LAN 단말을 스캔

한 후 ARP 테이블을 생성하고 이후에 IP나 MAC이 변

경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한편, LAN내에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단말은 

에이전트를 설치 할 수 없음에 착안해 게이트웨이 상시 

감시 및 LAN 내의 사용자 단말에 변경 내역을 알려주

는 MAC-Agent와 PC에 설치하여 공격이 발견되면 차

단하는 Client-Agent를 제안한 방법[22]도 있고 그 이외

에도 스마트폰에서 ARP Spoofing을 방지하는 용도인 

Droidsheep GuardTM 등이 있다. 
그러나 PC내 프로그램 설치를 통한 대응방법은 사용

자의 관심이 있어야만 가능할 뿐 아니라 평상시에 불필

요한 ARP Broadcast를 유발하는 단점이 있다.

4.2.2. 서버 측의 대응방법

서버 측의 대응이 갖는 장점은 사용자의 네트워크 환

경과 무관하게 공격에 대해 탐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 9에서 보듯이 사용자가 어떠한 환경에 있

는지에 따라 경유하는 장비는 틀려지지만 최종 목적지

는 서버이므로 서버측에서의 대응방법이 일반사용자를 

보호하기에 적합하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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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Web server connectivity map

한편, 서버 측의 대응방법은 검증 주체에 따라 고객

측(Client-Side)과 서버측(Server-Side)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기술한다.

4.2.2.1. Client-Side-Script를 이용한 대응방법

Client-Side-Script(CSS)를 이용한 대응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javascript가 있는데, javascript는 웹 브라우

저 내에서 주로 사용된다[23]. 로그인을 예로 들면, 앞
의 표1에서 소개한 것처럼 국내 포털은 2차 암호화 기

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2차 암호화를 위해 웹 서버는 사

용자에게 javascript로 구성된 js파일을 다운로드하게 

하고 파일 내에 있는 암호화 기능으로 암호화한 이후 

서버로 전달한다[5].
이와 같이 암호화 주체가 사용자(웹 브라우저)인 경

우 중간자 공격으로 js파일의 다운로드를 못하게 응답

데이터의 변조 기법을 사용하면 무의미해진다. 실제로 

proxy tool을 활용하여 javascript를 없앤 페이지를 사용

자(웹 브라우저)에게 전달한 후 로그인을 시도하니 2
차 암호화를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CSS
는 위와 같은 이유로 보안과 관련된 이슈에는 적합하

지 않으며, 서버측에서의 검증기능을 이용한 기법이 

필요하다.

4.2.2.2. Server-Side-Script를 이용한 대응 방법

Server-Side-Script(SSS)를 이용한 대응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PHP, JSP, ASP 등이 있는데, 이 언어를 이

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자의 실

수나 논리적 오류 등으로 인해 소프트웨어에 내포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 원인을 줄이는 한편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일련의 보안 활동을 시큐어 코딩(Secure Coding)
이라고 한다[24]. 시큐어 코딩은 입력데이터의 검증 및 

표현, 보안 기능, 시간 및 상태, 오류 처리, 코드 오류, 
캡슐화, API오용 등 다양한 취약점에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주로 웹서버 혹은 웹 어플리케이션이 직

접적으로 가지는 취약점에 대해 조치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그러나 중간자 공격을 이용한 보안 서버 무효화 공격

은 웹 서버의 취약점이 아니라 ARP를 사용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취약점으로 웹 서버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암호화 기법이나 보안기

능 등 기존에 알려져 있는 시큐어 코딩과 무관하게 보

호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중간에서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공격이 발생했을 때의 증상, 즉 웹 서

버는 사용자에게 HTTPS로 접속하게 유도했지만 공격

자에 의해 변조된 명령을 수신한 사용자가 웹 서버의 

의도와 다르게 HTTP로 접속해 왔다는 사실을 서버에

서 검증을 한다면 공격에 대응이 가능하다. 그림 10과 

11은 대표적인 서버측 스크립트 언어인 PHP와 JSP언
어의 시큐어 코딩 소스 코드이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설계상 HTTPS로 접속해야 

할 페이지에 사용자가 HTTP로 접속했다면 그 사용자

는 중간자 공격 및 기타 사용자가 모르는 사유로 비정

상적인 접속을 시도했다는 의미이므로 사용자에게 침

해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 내용의 

MITM.html 페이지로 재전송(redirect)시켜 준다. 

Fig. 10 Secure coding written by PHP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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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ecure coding written by JSP language

이 기법을 사용하여 홈페이지를 직접 만든 후 수 차

례의 테스트 결과 중간자 공격을 시도해도 모두 redirect 
페이지인 MITM.html 페이지로 안내되는 것이 확인되

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중간자 공격을 이용한 보안 서버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

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용자의 민감 정보를 훔쳐보

기 위해 웹 페이지의 변조 및 감청을 시도하는 MITM
공격에 대해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작 원리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중간자 공격에 의한 보안 서버의 

취약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 기법들에 대해 제안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CSS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쉽게 

우회가 가능하므로 SSS 언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을 보였다.
본 연구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의 하나는 보안 서버 

에 대한 시큐어코딩의 필요성인데 강력한 암호화 알고

리즘 사용과 사용자의 부주의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보

안 서버는 중간자 공격에 대응하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보안 서버의 구동 전에 발생하는 중간자 공격에 대해서

는 본 연구에서의 제안과 같은 수단이 동원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향후 연구 과제로서는 본 논문에서 다루었던 MITM
공격 외에도 다양한 취약점에 의해 웹을 통해 주고 받

는 정보가 유출되거나 변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

편적으로 웹 서버 자체의 취약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OSI 7계층 모델 및 TCP/IP모델 등 각 계층 별로 연계하

여 취약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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