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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C.I.A(Critical Information Alarming system)

작품소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나 오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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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C.I.A(Critical Information Alarming system)

과제

(아이템) 

개요

 최근 언론에서는 많은 수의 기업이나 공공기간에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남용 및 시

스템의 보안 문제로 인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의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네티즌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 되고 

있는지 언제 어떤 시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상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 개인정보유출 탐지 및 시스템

을 제작하여 개인정보가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개인이 알 수 있게 하며 유사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즉각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 사용 현황 개인정보 분석 프로세스

□ 팀 소개  : 추후 한이임 엑스포 편람 및 한이음 엑스포 홈페이지(www.haniumexpo.co.kr)에   

               팀 소개 시 활용 예정

팀(단체)사진 팀 소개

 국민대 4학년 친구들의 모임으로 정보보호에 도

움이 되고자 모였다. 다년간 다져진 친목과 팀워

크로 커뮤니케이션이 잘이루어진다. 보안 분야에 

있어 모두 관심을 갖고 열심히 개발 및 공부하여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다.

□ 작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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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개요   

          최근 언론에서는 많은 수의 기업이나 공공기간에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남용 및 시스템

의 보안 문제로 인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의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어느 유명한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매출이 50%이상 급감 하였고, 국

내 순위권 포털 사이트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수억 원 이상의 손실이 생기는 등 개인정보

보안은 최근 상당히 뜨거운 소재로 치솟아 오르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

의 네티즌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 되고 있는지 언제 어떤 시각으로 어떤 방

법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상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개인정보가 밀집되어 있는 곳인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

만, 빈번하게해킹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업은 눈을 뜨고 당해왔다. 따라서 개

인정보의 보고라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특화된 개인정보 유출을 탐지하고 관련된 내용

을 해당 사용자에게 통보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즉, 이러한 시대에 앞으로 아날로그 서류가 도태 되고 전자문서 상용화가 됨에 따라 많은 

웹 상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조회 내역을 실시간으로 통지 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중앙통제시

스템인 CIA 시스템을 제안 및 구축한다.

□ 작품 특징

 첫째, 개인정보의 유출을 정확히 탐지함으로써 통보 대상 및 시점에 대한 모호성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둘째, DB단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가지고 동작하여 기존 서비스

의 성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다른 서비스에 제한되지 않게 

플랫폼을 독립적으로 개발한다. 넷째,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을 구축한

다.

   결과적으로 정보주체는 본인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합당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

고, 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또한, 결

과물은 기존의 시스템에 바로 적용 가능하도록 개발 될 것이므로 어느 시스템이든지 플랫폼 

독립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그 자체만으로도 편리성을 갖는다. 어떤 서비스를 하는 업체이

든 기존의 시스템에 성능 저하 없이 운영 될 수 있으며,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침

해와 관련된  책임을 정보주체에게 어느 정도 인계 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본인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합당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고, 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 작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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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 내용

가. 가상 웹사이트 구현을 위해 HTML, JavaScript 등을 학습한다.
→ Apache기반 웹 서버, Mysql기반 DB 서버의 구축한다.
→ PHP 기반 웹 사이트(기존 기업의 서비스에 대한 가상 사이트)

나. 실제 사용되고 있는 사이트와 유사한 시스템의 가상 환경을 설계한다. 
→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받으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규

정된 주민등록번호만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실 환경과 유사환 웹 서비스 구축한다.

다. 웹 서버에 요청되는 Query 문을 Sniffing하는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 Pcap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구현 목적이 맞는 Sniffer를 구현한다. 

라. 실행되는 Query 문으로부터 Table과 Column 명을 추출하는 Query Parsing를 학습한다.
→ 탐지 되는 과정에서 오탐가능성을 없애기 위하여 정규표현식을 이용한 결과값 분석

이 아닌 쿼리 내용에서 컬럼 이름을 추출해내는 쿼리 파서를 구현한다.

마. 서버로부터 알림을 받고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Android SDK를 학습한다.
         → 구글의 GCM서비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기타 부가적인 서비스 구현한다.

 

 - 시스템 흐름도

 - H/W Spec

CPU : Intel core i5 – 3570
RAM : 4GB
HDD : 500GB

 - S/W Spec

Virtual Server

 실제 CIA System을 적용할 서버로써 이 위에 운영되는 시스템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애플리
케이션이라 가정한다.
Spec) CentOS 5.4, Apache 2.1.3 PHP 5.1, MySql 5.2, Tomcat 6, JDK 6

CIA Server

 CIA의 Push Service 및 그에 필요한 DataBase를 관리하는 서버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Spec) CentOS 5.4, Apache 2.1.3 PHP 5.1, MySql 5.2, Tomcat 6, JDK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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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물

Sniffer

데이터베이스로 들어오는 패킷을 캡쳐하기 위한 도구로써 Pcap Library를 사용하여 구현하였
다.
Spec) Pcap Library

Parser

Sniffer 단계에서 저장한 Log를 분석하기 위한 전 단계로 JSqlParser( Parser Open Source 
Program )을 Customizing하여 구현하였다.
Spec) JSqlParser Ver. 0.7.0

Analyzer

Parser 단계의 Output을 활용하여 Analysis를 한다. Analysis는 자체 제작한 Algorithm을 통
하여 이루어 진다

 

Application

실제 개인이 활용하는 Android Application으로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사용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Spec) API 17 : Android Ver. 4.2.2 (Jelly Bean)

□ 프로젝트 수행 방법

 - 개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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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분담

Process Name M/M

Query Sniffer 1

Query Parser 1

Query Analysis & Algorithm 1

Push Service 1

Virtual System 1

□ 문제점 및 해결방안

 - DataBase Meta Information Needs

CIA를 사용하기에 있어 필요한 Meta Data가 필요하다.

-> 해결 방안 : 관리자에게 Web Server IP와 Internal Server IP 그리고 개인정보 Table의 
정보를 입력 받는다.

 - 정확한 APT의 탐지 여부

지능화된 APT를 탐지하기 위해선 업무적인 Query였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 해결 방안 : 업무적인 Query를 판단하기 위해 담당 관리자를 배정, 정해진 시간에 Log를 
확인하게 한다.

□ 기대효과 및 활용분야

 - 기대효과

사용자의 개인정보 책임추적성 증가.

책임 추적성이란, 정보 처리 시스템은 정보 보호 규칙을 위반한 개인을 추적할 수 있고, 각 
개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정보의 사용내용을 통보해줌으
로써, 개인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려줌으로써 개인의 책임감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법적 책임 감소

책임 추적성의 증가로 인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개인정보 사용내역을 개인에게 통보를 하였
기 때문에 ‘2011년 7월 네이트 해킹 관련 1인당 20만원 배상금 판결’ 같은 전적인 기업 부담
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모든 사용자가 공격자를 감시하는 효과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하여, 외부에서의 개인정보 접근과 APT 공격 징후를 탐지 후 사용자
에게 알림을 줌으로써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공격 징후를 탐지 할 수 있는 효
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 특허

해당 프로젝트의 특허 출원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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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자기 평가

   가. DB Embedded System (Sniffer & Parser)

관리자가 입력한 Meta Data를 통한 정상적인 프로세스

CIA 사용시 입력 받은 Meta Data를 통하여 정상적인 IP Sniffing과 IP Classification이 가능
하며, 정확한 개인정보 Table의 참조 및 해당 사용자를 Parsing 할 수 있다. 즉, 시스템 사용 
이전 관리자가 수동적으로 입력하는 방안으로 정확한 개인정보 조회 탐지 및 전반적인 시스
템을 운영할 수 있다.

DataBase로 들어가는 Request Query를 분석

DataBase에 Query는 Request Query와 Response Query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두 가
지의 Query중 Response Query는 암호화된 정보는 파싱 및 분석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암호
화 되어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정확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없기 때문에 Request Query를 사
용하여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확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파악 할 수 있었다.

   나. Application

GCM Push Service의 동시 전송량 제한

 현재 GCM은 이전의 C2DM의 1일 전송량이 1000개인 것과는 달리 부여 받은 API Key 별 
1일 전송량 제한은 없다. 하지만 동시 전송 가능한 양이 약 1000개 정도로 매우 한정적이
다. 추후 해당 프로젝트의 어플리케이션이 보급화되고 많은 사용자가 있는 상태에서 한 번
에 1000명 이상의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다면 일부 사용자에게만 알림이 가고 대
다수의 사용자에게는 알림이 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GCM Push Service의 불안정

 GCM Push Service의 동시 전송량과 관련이 있는지 아직은 확실하진 않지만 일정 시간에 
많은 Push 알림을 보내고 나면 전송을 요청 해도 Push 알림이 가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추후 연속적인 개인정보 유출 발생의 경우 알람이 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연속적인 유출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알람이 가지 않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GCM Push Service의 대안 필요

 위에서 언급했던 GCM Push Service의 동시 전송량 제한과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불안
정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즉시 사용자에게 알림을 주고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상황에서
많은 사용자에게 동시에 알림을 주는 것이 핵심인 본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
다. 그렇기 때문에 GCM Service를 대체할 다른 Push Alarm Service를 도입하거나 독자적으
로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Push Service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GCM 외에는 
Push Service 제공이 별로 없기에 독자적인 Push Service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 자료를 찾아본 결과 Ruby 기반의 Rails를 이용하여 Push Service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Ruby On Rails를 이용한 Push Service는 Android 뿐 아니라 IOS
에 대한 Push Service도 동시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Android 이용자 뿐이
아닌 IOS 이용자까지 확대 가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