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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kind of IT service on the internet is more and more diversifying and increasing, IT service’s adverse effects 

also consistently occurring. Among them the incident of private information exposure is becoming social issues, 

especially the exposure of private information entered on-line résumé is very serious.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or not data is encrypted in data transfer section of major on-line job-search sites of Korea by using the packet analyzer 

such as “Wireshark.” This paper judges whether or not the vulnerability, private information exposure, exists from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above and suggests countermeasures.

Keyword：Private Information Exposure, Packet/Protocol Analysis, SSL/TLS

韓國IT서비스學 誌
第12卷 第1號
2013年 3月, pp.163-171



164 허건일․강지원․박원형

1. 서  론

우리나라는 2011년 ITU가 발표한 ICT 발 지

수에서 조사 상 152개국  1 를 차지해 세계  

수 의 유․무선 인터넷 인 라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가구당 고속인터넷 속률 

 모바일 로드밴드 보 률에서도 1 를 차지하

는 등 인터넷 강국의 국제  상을 떨치고 있다. 

재 이러한 우수한 인 라를 기반으로 일상생활

에 필요한 다수의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

되고 있고 실제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서

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림 1]은 사람들의 인터

넷 이용목 을 나타낸다.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써 개인의 요하고 민감한 정보들이 오고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1]. 

인터넷 이용목 (복수응답)-만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단 ：%)

[그림 1] 인터넷 이용목

이것은 공격자가 네트워크 단에서의 스니핑 

는 스푸핑을 통해 임의의 사용자의 데이터를 훔쳐

보거나 변조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학력, 경력, 그리고 가족 사항 등 

가장 정확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

내 주요 인력 사이트들을 선별하고 해당 사이트에

서 발생되는 패킷들을 분석하여 암호화 여부를 확

인한다. 그리고 암호화가 용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개인정보노출 방지 방안에 해서 연구

한다.

2. 련 연구

본 장에서는 데이터 송수신 구간에서의 데이터 

노출 취약 과 련된 정보통신망법, 스니핑과 스

푸핑 기술에 해 알아본다.

2.1 정보통신망법 

최근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강화를 해 웹서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하는 정보통신망

법을 지난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 고, 이에 

한 비 기간으로 2013년 2월 18일까지 계도기

간을 주었다[4]. 특히, 이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

호를 해 데이터 송구간  보안서버에서 암호

화를 의무 으로 용해야 한다[5].

2.2 스니핑(Sniffing)

스니퍼는 컴퓨터 네트워크상에 흘러 다니는 트

래픽을 엿듣는 도청장치를 말하며, 스니핑은 이러

한 스니퍼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상의 데이터를 도

청하는 행 를 말한다. 이러한 스니핑 공격은 웹호

스 ,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등과 같이 여러 업

체가 같은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환경에서는 매우 

인 공격기법이다. 하나의 시스템이 공격당

하게 되면 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도청

하게 되고, 다른 시스템의 이용자의 ID와 Pass-

word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패킷이 송수신되는 

과정에서 여러 라우터를 거쳐 가게 되는데, 간 

ISP 라우터에 근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면 암호화

되지 않은 패킷을 쉽게 잡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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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IP 스푸핑(Spoofing)

IP 스푸핑은 해커가 악용하고자 하는 호스트의 

IP 어드 스를 바꾸어서 이를 통해 해킹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시스템에서 상호 신뢰 계

에 있는 A, B 두 시스템간에는 A시스템의 계정을 

가지고 B시스템에 근할 수 있다. 이는 네트워크

에서 신뢰 계를 형성하는 서비스가 네트워크 주

소에 기반하여 이를 인증하기 때문이다. 이때 IP스

푸핑은 신뢰 계에 있는 두 시스템사이에서 해커

의 호스트를 마치 하나의 신뢰 계에 있는 호스트

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TCP와 UDP 서비스는 

호스트의 IP 주소가 유효하다고 가정하고 주소를 

신뢰한다. 이때 해커의 호스트는 IP 소스 라우 을 

사용하여 신뢰받는 호스트나 클라이언트로 변장할 

수 있다. 해커는 목 지의 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원래 치로 돌아오는 길도 지정할 수 있다. 결국 

해커는 진짜 호스트로 갈 패킷을 만나지 않고도 

송을 가로채거나 수정할 수 있다.

3. 요 송 채  암호화 황

본 장에서는 데이터 송수신 구간의 암호화 여부 

단의 기 이 되는 SSL/TLS에 해 설명하고, 

실험결과를 통해 평가한다.

3.1 SSL/TLS 개념

SSL(Secure Sockets Layer)은 1994년 Netscape

사에 의해서 Netscape 웹 라우 를 통한 안 한 

통신을 하여 처음으로 제안되었으며, 1996년 In-

ternet Engineering Task Force(IETF)에서 SSL 

v3.0을 제안하 다. 이후에도 SSL v3.0,은 지속

으로 수정 보안되었으며 1999년에는 TLS(Transp-

ort Layer Security)로 명칭이 바 어 RFC 2240 

(TLS v1.0)으로 표 화되었다[10].

SSL/TLS은 코드 로토콜 에 Handshake, 

Change cipher spec, Alert, Application data 로

토콜로 구성된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2] SSL/TLS 구조

[그림 2]와 같은 일련의 과정 동안 보안 서비스

를 한 세션키, 암호 알고리즘, 인증서 등과 같은 

변수를 새로 공유해야 하며, 이 정보를 이용해 

코드 로토콜에서 실질 인 보안 서비스를 제공

한다[9]. 

3.2 SSL/TLS 동작 과정

클라이언트는 Handshake 로토콜로 안 한 통

신을 서버에게 요청을 하게 되고 서버는 클라이언

트의 요청에 응답을 하여 통신에 필요한 라미터

들을 설정한다. Handshake에 의해서 설정된 라

미터들은 Change Cipher Spec 로토콜에 의해 사

용 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고 데이터들은 SSL/TLS

에 의해 보호되어 송된다.

통신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들은 Alert 로토콜로 

처리된다. 각 로토콜의 모든 데이터는 record la-

yer를 통하여 송된다. Record layer에서 사용되

는 라미터들은 Handshake 로토콜에서 다음 

[그림 3]과 같이 설정된다.

통신 개체들 간의 상호인증  기 성을 보장하

기 해 [그림 3]과 같이 Handshake 로토콜이 

진행된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각 ServerHello, Cli-

entHello 메시지를 통해서 로토콜 버 , 세션 ID, 

CipherSuite, 압축방법을 설정하고, 서로 난수를 생

성하여 교환한다.

서버의 인증이 필요하면 서버의 인증서를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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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일 서버의 인증을 하지 않거나 서버가 서명

용 인증서만을 보낸 경우에는 ServerKeyExchange

를 통해 서버의 공개키를 송하게 된다. 서버가 

인증서를 보낸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에게 인증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서버는 ServerHelloDo- 

ne을 보내어 ServerHello 메시지가 끝났음을 알리

고 클라이언트의 응답을 기다린다.

[그림 3] Full Handshake 로토콜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인증서를 요청하 으면 클

라이언트는 반드시 인증서를 송하여야 한다. Cl-

ientKeyExchange 메시지에서는 앞 Hello 메시지

에서 선택된 키 교환 알고리즘에 따라서 pre- 

master secret에 한 정보를 서버에게 보내게 된

다. 클라이언트가 서명이 가능한 인증서를 보낸 

경우, 서명을 생성하여 보낸다.

그러면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각각 설정된 라

미터들을 활성화시키기 해 Change Cipher Spec 

로토콜을 수행한 뒤 Finished를 보낸다. 따라서 

 SSL/TLS Handshake 로토콜에 의하여 설정

된 라미터들에 의해서 데이터들은 안 하게 

송된다[8].

3.3 실험 환경  구성

실제 공격은 공격자가 피해자를 스니핑이나 스

푸핑하여 피해자의 데이터를 훔쳐보거나 변조하겠

지만, 데이터 송 구간에서의 암호화 여부를 확

인하는 것은 특정 채 에 속할 때 발생하는 패

킷을 분석하는 것으로 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검 환경은 유선의 경우 인터넷에 연결

된 한 의 PC만으로, 무선의 경우 무선 랜카드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모니터 모드로 설정한 후 스마

트폰을 이용하 다. 

[그림 4] 유선 네트워크 구성 환경 

[그림 5] 무선 네트워크 구성 환경

3.3.1 분석에 사용된 검 도구

재 사용되는 패킷 분석도구는 dSniff, Etter-

cap, Microsoft Network Monitor, tcpdump 등 매

우 다양하다. 본 논문은 세계에서 가장 리 쓰이는 

패킷 분석 로그램인 Wireshark와 보안 취약  

검 도구로 각 받는 Cain and Abel을 사용하 다.

Wireshark는 공개 packet sniffer 로그램으로,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분석용, 로토콜 개

발, 교육용으로 사용된다. Windows, Linux, Sola-

ris, MAC OS X 등 Multi-platform에서 사용이 가

능하며, GUI(Graphical User Interface) 환경을 지

원한다. Filtering option과 정렬을 통해 필요한 정

보만 쉽게 찾을 수 있으며, network interface를 

promiscuous mode로 설정함으로써 네트워크를 지

나다니는 모든 packet을 사용자가 볼 수 있게 해 

다. 수백 개의 로토콜을 지원하며 재도 계

속 추가되고 있다[3].

Cain and Abel은 Microsoft 운  체제에 한 

암호 복구 Tool이다. Cain and Abel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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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니핑, Brute-Force, Cryptanalysis, Dictionary 

공격을 이용한 암호화된 패스워드 크래킹, VoIP

(인터넷 화) 화 녹음, scrambled 암호 디코딩, 

무선 네트워크 키 복구, 패스워드 박스 공개, 라우

 로토콜 분석 등을 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패스워드를 쉽게 복구할 수 있다[6].

3.3.2 주요 인력 사이트 선정 기

선정 기 으로 민간기업이 운 하는 인력사이트

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사이트, 두 분류로 

나 어 2012년 7월 기  시장 유율이 높은 순으

로 3곳씩 선정하 다[2].

3.4 SSL/TLS 패킷 분석 결과

SSL 등의 보안기술이 용되지 않은 경우 Wire-

shark의 Filtering 기능을 이용하여 http.request. 

method == Get or http.request.method == POST 

등의 필터를 용 후 남겨진 패킷 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6] 노출된 계정정보

[그림 7] 노출된 데이터(이력서 첨부 일)

http.response.code == 200 필터 용 후 남겨진 

패킷 에서 찿을 수 있다.

[그림 8] 노출된 데이터(텍스트, 이미지 등)

SSL 등의 보안기술이 용된 경우 SSL/TLS 등

의 필터 용 후 남겨진 패킷 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9] 암호화된 계정정보 

ssl.record.content_type == 22 필터를 사용하여 

SSL handshaking에 련된 패킷만 추출이 가능

하며, ssl.handshake.type == 2 필터를 사용하여 

“Server Hello” 패킷만 추출이 가능하다.

[그림 10] SSL handshaking에 련된 패킷만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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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Server Hello 패킷 추출

3.5 실험 결과  평가

<표 1>은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련 국내 주

요 인력 사이트 6개를 조사한 결과이다. ID와 Pa-

ssword의 경우 유선 환경에서 한 곳을 제외한 나

머지 사이트들이 암호화가 되어있으며, 무선 환경

에서는 6개의 사이트  반만이 암호화가 되어

있다. 데이터의의 경우, C사의 일부분을 제외하고 

유무선 환경 둘 다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표 1> 주요 인력 사이트의 암호화 여부

ID/PW 데이터

유선 무선 유선 무선

A사 ○ ○ × ×

B사 ○ × × ×

C사 ○ ○
×

(일부 용)
×

D사 × ○ × ×

E사 ○ × × ×

F사 ○ × × ×

[그림 12] 유선환경에서의 암호화 여부 확인

[그림 12]는 유선환경에서의 데이터 통신  

Handshake 과정의 패킷을 parsing한 것이다. Cip-

her Suite부분을 통해, 암호화에 사용된 로토콜

은 TLS v1.0이며, Hash 함수가 MD5, 알고리즘의 

종류로 키 교환 알고리즘은 RSA, 데이터 암호화 

알고리즘은 RC4, 키 길이가 128bits을 알 수 있다. 

Cipher Suite는 암호화가 되어 있는 5곳 모두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선환경의 경우, ID/PW가 암호화 된 세 사이

트의 패킷을 분석해 본 결과 두 곳의 Cipher Suite

가 TLS_RSA_WITH_RC4_128_MD5 으며, 나머

지 한 곳의 Cipher Suite는 TLS_ECDHE_RSA_ 

WITH_RC4_128_SHA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암호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그인을 

시도할 때가 아닌 다른 트랜잭션에서 계정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존재하 다.

[그림 13] 다른 트랜잭션에서 계정정보 노출

다음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통계를 나

타낸다.

인력 사이트의 서비스별 ID 암호화율

[그림 14] 서비스별 ID 암호화율

 ID/PW의 경우 유무선별로 구인/구직은 각각 

100%, 66.7%, 아르바이트는 66.7%, 33.3%의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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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율을 나타냈다.

인력 사이트의 서비스별 PW 암호화율

[그림 15] 서비스별 PW 암호화 비율 

       인력 사이트의 서비스별 로그인 외

랜잭션에서의 계정정보 노출율

[그림 16] 트랜잭션에서 계정정보 노출 비율

로그인 외 트랜잭션에서 계정정보가 노출되는 경

우는 구인/구직의 경우 유무선 각각 100%, 33.3%

었으며 아르바이트는 66.7%, 33.3% 다.

 인력 사이트의 서비스별 데이터 암호화율

[그림 17] 서비스별 데이터 암호화율

서비스별로 살펴보았을 경우 구인/구직과 아르바

이트 모두 데이터 암호화를 용하지 않았으며, 이

는 이력서 내 포함된 병역정보, 장애정보 등 민감

정보를  포함한 부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

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4. 개인정보노출 취약  응방안

네트워크 설정을 통하여 패킷 스니핑을 어렵게 하

는 많은 방법이 있으나 시도를 원천 쇄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패킷을 

가로채더라도 그것의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

조차 할 수 없도록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스니핑의 방어 기법에서 가장 일반 이고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는 해킹을 통해 유출

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래할 수 있다. 보안서버

는 이러한 을 방지하기 한 방법의 하나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함으로써 유출을 막

는다. 보안서버를 구축하기 해서는 SSL 인증서

를 공인인증기 으로부터 발 받아야 한다. 발

받기 해서는 도메인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며, 

발 받은 인증서에는 도메인 정보가 포함되어 잇

다. 따라서 해커 등의 제 3자가 유사사이트를 만들

어 피싱을 시도하더라도 SSL 인증서가 정상 인 

사이트임을 증명하므로 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일 수 있다. 

보안서버의 종류로는 SSL 방식과 응용 로그램 

방식 두 가지가 있다. SSL 방식은 사용자의 PC에 

별도의 보안 로그램 설치가 불필요하며 웹 서버

에 설치된 “SSL 인증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암호

화하여 송한다. 보안서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은 렴하나 주기 으로 인증서 갱신을 한 비용

이 소요된다. 응용 로그램 방식의 경우 웹 서버에 

속하면 사용자 컴퓨터에 자동으로 보안 로그

램이 설치된다. 주료 결제, 융 서비스 등을 이용 

할 때 사용되며 보안 로그램의 종류로 Xecure 

Web ClientSM, MagicSM, INISAFE Web 등이 

있으며 이 로그램들을 통해 개인정보를 암호화

하여 송한다. 웹 사이트 속 시 기화면이나 로

그인 후 도우 화면 오른쪽 하단 작업표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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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역에서 암호화 로그램 실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응용 로그램 방식의 솔루션에 따라 

모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림 18] SSL 방식과 응용 로그램 방식 

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마트폰 앱 

개발 시 암호알고리즘을 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용 국산 암호 라이 러리를 배포하고 있다. 스마

트폰용 국산암호 라이 러리는 SEED_CBC  

HIGHT 블록 알고리즘과 해쉬함수 HAS-160, 

자서명 알고리즘 KCDSA를 지원한다. Android, 

iOS, Windows Mobie, Win32(PC) 디바이스를 지

원하며 같은 블록알고리즘을 사용할 시 각 디바이

스에서 암복호화가 가능하다[7].

5. 결  론

유․무선 인 라의 확충과 스마트폰 보 률의 증

가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의 격한 증가를 야기

했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를 통해 달되는 개인

들의 민감하고 요한 정보들은 공격자들의 주요 

목표가 되고, 이는 패킷에 한 암호화의 필요성

을 증 시켰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 주요 인력 사이트 6곳을 

선정하고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시, 그리고 특정 

서비스 이용 시에 오고가는 패킷을 분석하여 암호

화 여부를 조사하 다. 분석을 통해 ID, PW, 데이

터 암호화여부  로그인 외 트랜잭션에서의 계정

정보의 노출여부, 키교환 알고리즘, 데이터암호화 

알고리즘, 키 길이, Hash 함수 등에 해 알아본 

결과 반 으로 데이터 송 구간의 암호화율이 

조함을 알 수 있었다. 개인정보노출 방지 방안

으로 보안서버의 구축과 스마트폰용 국산암호 라

이 러리의 용을 제시하 다.

그리고 본 논문은 2012년 8월 18일 정보통신망

법에 따른 보안서버구축 의무화 이 에 검한 내

용으로 재 각 기업은 암호화 조치를 용하거나 

용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개인정보보

호법  보안서버 구축 련 시행령이 발표되는 

등 개인정보에 한 사회  심과 요도가 증가

하고 있는데, 기업의 웹서비스 사업자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보안의식을 가지고 데이터 송 구간에

서의 암호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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