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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Figure 1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패치 되어야 할 시스템의 위치 

 

가. 개인정보의 유출을 정확히 탐지함으로써 통보 대상 및 시점에 대한 모호성을 줄일 수 있

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나. DB단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가지고 동작하여 기존 서비스의 성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

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 다른 서비스에 제한되지 않게 플랫폼을 독립적으로 개발한다. 

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사용자 친화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결과적으로 정보주체는 본인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합당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고, 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하

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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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CIA 프로젝트에서는 데이터베이스로 들어오는 요청을 중간에 수집

(Sniffing)하고 수집한 Data를 분석(Parsing)하여 그로 인한 결과를 판단하

여 알릴 수 있는 시스템(Push Server)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를 위한 가

상의 구현 공간(Virtual System)이 필요하다. 

 

2.1.1  가상 웹사이트 구현 

Apache 와 MySql, PHP 기반의 웹 서버와 DB 서버를 이용하여 실제 사

용되고 있는 사이트와 유사한 시스템의 가상 환경을 설계한다. 

 

2.1.2  Sniffing 

Pcap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웹 서버에 요청되는 Query 문을 Sniffing 

하는 기술을 구현한다. 

 

2.1.3  Query Parsing 

탐지 되는 과정에서 오탐가능성을 없애기 위하여 정규표현식을 이용한 

결과값 분석이아닌 Sniffing 으로 수집한 Query 문으로부터 Table과 

Column 명을 추출하기 위한 Query Parser를 구현한다. 

 

2.1.4  Push Service 

구글의 GCM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버로부터 알림을 받고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기타 부가적인 서비스를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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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가상 웹사이트 구현 

 

Figure 2 가상 WebPage 

 

 

Figure 3 Database 구조 

 

Apache 기반의 웹 서버를 구축하고 MySq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PHP 기반 웹 사이트를 구현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웹 

사이트와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였다. 

기존의 웹 사이트처럼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다

양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만들어 CIA 프로젝트를 테스트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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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우선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부분은 저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서버를 구현

하였다. 하지만 추후 다양한 내용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역시 HASH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을 하여 검증 대상에 포함하도록 구현해

야 할 것이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CIA(Critical Information Alarm) 

팀 명 캡스톤 디자인 15조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5 2013-APR-4 

 

캡스톤 디자인 I Page 8 of 19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2.2.2  Sniffing 

 

데이터베이스로 들어오는 패킷을 캡쳐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패킷의 

내용을 분석하여 데이터 영역에 들어있는 SQL 쿼리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공되는 라이브러리인 Pcap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include <pcap.h> 

#include <stdio.h> 

#include <unistd.h> 

#include <string.h> 

#include <ctype.h> 

#include <stdlib.h> 

#include <getopt.h> 

#include <signal.h> 

#include <sys/socket.h> 

#include <netinet/in.h> 

#include <arpa/inet.h> 

#include "user_defines.h" 

#include "mysql_defines.h" 

#include "state_map.h" 

#include "mysqlsniffer.h" 

#include "sniff_headers.h" 

#include "packet_handlers.h" 

#include "misc.h" 

 

Figure 5 Pcap Library를 사용 

 

Pcap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가상 웹사이트에서 항목을 선택할 때 DB 

서버에 들어오는 패킷을 Sniffing하여 실행되는 Query 문을 수집하는 기능

을 구현하였다. 패킷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정보는 데이터영역에 존재하는 

실제 내용뿐만 아니라 출발지, 도착지 IP주소 및 기타 다른 수 많은 정보

가 있지만 현재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정보는 SQL 쿼리문과 출발지 IP주소

이다. 때문에 쿼리문을 남길 때 IP주소와 함께 쿼리문의 내용을 동시에 남

겨야 하지만 현재 Parser에서 구현되어 있는 입력파일의 형태가 쿼리문 형

태의 문자열만을 Parsing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어 1차 중간보고서를 준비

하는 단계에서 시연이 가능한 수준인 IP 주소를 제외한 쿼리문만 남기도

록 소스코드를 변경하였다.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Sniffing 하여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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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Figure 6 Database에 들어오는 모든 Query Sniffing 

 

 

위의 출력문은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위한 링크를 클릭하였을 때 그 결

과를 출력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쿼리문으로

서 한번의 액션으로 인해 수 많은 쿼리문이 요청됨을 볼 수 있다. 때문에 

추후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는 위의 데이터베이스 쿼리문이 

갖는 상호간의 유기적인 성질을 이해하고 이 문장들로부터 검출이 필요한 

개인정보만을 검사 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검사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소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총 3개의 소스코드가 필

요하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캡쳐하여 정해진 구조체 변수에 나

누어 담는 기능과 저장된 내용에서 각 계층의 헤더가 담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는 코드, 마지막으로 데이터 영역에 존재하는 내용이 데이터베이스 

쿼리인지를 확인하여 이러한 내용을 저장하는 기능이다. 이상 소개된 세가

지 파일은 아래와 같이 유기적으로 동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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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각 기능의 연관성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소스코드를 컴파일 하기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컴파일 과정이 필요하다. 

 

gcc -O2 -lpcap -o mysqlsniffer mysqlsniffer.c packet_handlers.c misc.c 

./mysqlsniffer eth0 & 

Figure 8 소스코드의 컴파일 및 실행 

 

 컴파일된 실행파일을 실행할 때에는 해당 프로그램이 서버의 백그라운드

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옵션을 주어 실행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프로그

램이 실행이 된 후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오는 어떠한 트래픽을 감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텍스트 문서를 출력물로 생성한다. 

 

Mysqlsniffer.c 

Misc.c Packet_handler.c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CIA(Critical Information Alarm) 

팀 명 캡스톤 디자인 15조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5 2013-APR-4 

 

캡스톤 디자인 I Page 11 of 19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Figure 9 INPUT.TXT라는 출력파일의 확인 

 

 INPUT.TXT에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들어오는 패킷을 캡쳐한 SQL 구문이 

담겨져 있다. 이후 Parser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분석이 끝난 부

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여 Sniffer와 동기화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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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Query Parser 

2.2.3.1  Process 

 

Figure 10. Parser Process 

  

 Parser는 위 그림과 같이 진행 된다. 각 Process 단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Log Scan  : 정해진 주기에 따라 Log를 Scan한다.  

 

Figure 11 Log Scan 

2) Parsing : Jsqlparser를 사용하여 구현한 프로그램으로 해당 Log의 Query를 Table , Column, 

Where Clause로 Parsing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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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Parsing Phase 

 

3) Analysis : 개인정보분석단계로 Parisng된 Token들을 조합하여 개인정보를 판단 하여, 개인정

보에 대한 내용이면 HTTP 통신을 통하여 Push Server에 알림을 준다. 

 

Figure 13 Analysis & Alarm 

 

4) Delete Log : 분석이 끝난 후 Log를 삭제한다.  

 

 

2.2.3.2  구현방법 

 

 JAVA 파일 입출력을 통하여 Log를 Scan한다. Log확인은 지정한 정규표현식을 이

용하여 확인한다. 확인 후 Query Parser를 통해 입력된 Query 문에서 Table 명과 

Column 명을 추출한다. 이후 Jsql-Parser를 이용하여 구현한 프로그램으로 각 Token

을 생성한다. Token의 조합으로 개인정보를 확인 후 개인정보여부에 따라 HTTP통신

을 통하여 패킷을 보낸다. 분석이 끝난 Log는 삭제하여 Local 상에는 기록을 남기

지 않는다. 

 

2.2.3.3  실행방법 

 

JAVA Program을 실행 가능한 파일 –jar로 생성한다.  

Command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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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Push Service 

 

Figure 14 Architecture 

 

Google에서 제공하는 GCM(Google Cloud Messaging)을 이용하여 안드

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푸쉬 기능을 구현한다. 

 

서버는 GCM 서버에 메시지를 전송하고 메시지를 받은 GCM 서버는  

디바이스의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 메시지를 전송한다. 

디바이스에서는 HttpRequest를 이용하여 서버에 디바이스 고유의 아이

디와 자신의 개인 아이디 등록 요청과 로그 기록 조회 요청을 한다. 로그 

조회 요청을 받은 서버는 디바이스에서 로그 기록을 조회 할 수 있도록 

xml 형식의 페이지를 제공한다. 

 

애플리케이션에서 디바이스 ID 등록을 서버에 요청하면 서버는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동일한 ID가 없을 시 테이블에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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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UI 및 API Key 

 

애플리케이션에서 디바이스 ID 등록을 서버에 요청하면 서버는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동일한 ID가 없을 시 테이블에 

삽입한다. 그 후 옵션메뉴를 통해 개인 ID 등록 액티비티를 통해 서버에게 

개인 ID 등록 요청을 위해 디바이스 ID와 입력한 개인 ID를 전송한다. 요

청을 받은 서버는 테이블에서 디바이스 ID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레코드를 

업데이트 한다. 

 

 

 

Figure 16 메시지의 전송 

 

서버의 웹 페이지에서 메시지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 테이

블에서 모든 디바이스 ID를 검색하여 메시지를 GCM 서버에 전송한다. 또

한 로그 조회 기능은 안드로이드 앱에서 서버에 로그 조회 요청을 하면 

서버는 시간, 유출된 세부사항 등을 태그로 만든다. 앱은 XmlPullParser를 

이용하여 이 태그들을 분석하여 화면에 ListView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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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APT 공격에 대한 알고리즘 강화 

‘  최근 3.20 사이버테러와 같이 지속적이고 지능적인 공격에 의해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APT 공격에 특화된 패턴을 찾아 분

석하려 한다. 

 

3.1.2   관리자 UI 추가 

효과적인 탐지 및 프로세스를 위하여 관리자 UI가 추가 된다. 관리자 UI에

선 전체 Log를 웹페이지로 관리 할 수 있고, 푸시 이벤트를 제어 할 수 

있다. 

 

3.1.3  프로세스 자동화 

분리 개발된 프로세스를 자동화 빌드 도구를 이용하여 자동화함으로써 

사용하는 단계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2 추진방향 

3.2.1  Alarm Level의 세분화 

Alarm Level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 한다. 

 

개인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UI에서는 4단계로 나누어 자신의 개인정보 

사용 내역을 확인 할 수 있고, 알람은 Warning 단계부터 제공한다. 

 

3.2.2  Level에 따른 PopUP 

단계별 Level에 따라 Push 알림 시 Warning 단계 이상 시 PopUP창을 

띄워준다. 각 단계별로 PopUP창의 색을 다르게 하여 심각성을 인지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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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앞으로의 프로젝트 진행 방향의 플랫폼은 식별정보 탐지 및 알고리즘 

개발과 연동 및 테스트이다. 중간보고서에 기술한 내용으로는 위에 기술했

던 과정을 완벽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2차 중간 보고서에서는 남은 

모든 내용까지 기술하도록 한다.  

  

항목 세부내용 

 상세 기간 

4 월 5 월 비고 

1 주 2 주 3 주 4 주 1 주 2 주 3 주  

식별정보탐

지 

알고리즘개

발 

Idea 절충         

Idea 결정 
      

  

상세기술보

완 

Push Server 

Client App 

연동 
      

  

식별정보 탐지 

알고리즘 연동 
        

1 차적 Test 

검증 

개인정보 탐지 

알고리즘+ 

플랫폼 독립적 

구성 

      

  

연동 시스템 테스트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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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일정 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1 차 중간 보고 

Log Sniffer 구현 완료 

Log Parser 구현 완료 

Push Service 구현 완료 

Virtual System 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기능 

2013-03-14 2013-04-04 

2 차 중간 보고 

System 연동 

지능적 개인정보 유출 탐지 알고리즘 구현 및 적용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기능 

2013-04-04 2013-05-02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 

1. 오류 리포팅  

2013-05-02 2013-05-12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 

1.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2. 최종 소스 코드 

2013-05-12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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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로 및 건의사항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별 다른 애로사항은 없으나 차후 시연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진정성 측면은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개발에 필요한 부분도 있었지만 추후 시연을 

고려하여 가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웹 서버를 구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에서 자체적으로 구현한 가상 서버를 대상으로 시연을 하는 경우 앞서 말씀 

드린 진정성이 다소 결여되어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능하다면 현재 국민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시연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가 구현한 프로젝트의 목적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학교측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한정적으로 

지원되더라도 문제가 없으며 현재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스토리지를 

대상으로 저희측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백그라운드로 시연을 하는 기간 동안 

실행이 되도록 하면 되며, 내부의 어떠한 정보의 유출도 유출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보안상 문제시 될 부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내부에서 탐지되어 

외부로 보내는 정보는 사용자 이름과 해당사용자의 정보가 참조된 시간 정도로서 

이 두 가지 정보가 동시에 유출되더라도 사용자를 식별해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식별정보라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프로젝트 특성상 저희 측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서버를 두고 시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진정성 결여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