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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ence (web application crisis)
60% of service owner-facing web applications have an exploitable vulnerability
(Gartner 09,2005)

“4,375
“4
375 vulnerabilities
l
biliti in
i the
th fi
firstt 9 months
th off 2006
2006. W
Web
b fl
flaws are th
the 3 mostt
common.”
Mitre Corp, 09/2006
75% of hackings occur at the Application level

(Gartner 09,2005)

The result of over 1000 web application scanning conducted with commercial application
security scanner: 97% has vulnerability
개별 Application에 대한 취약성 발표 증가 ( Web , 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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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ence (web application crisis)
•

Web Application Vulnerability

•4개중 3개의 Website가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Gartner)

21% Full
Control & 정보
접근 가능

•

32% Hij
Hijack
k
Session/ 개인
정보 유출

2% 웹사이트 삭
제

•수작업에 의존한 탐색은 비용과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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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tected
•품질관리를 위한 도구들은 Security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한 도구들이
아니다
아니다.

27% 개인정보
노출

특정 Web Application Scanner를 이용해 1000여개의
Site scan시 98%의 사이트에 문제가 존재함…

Pervasive
•75%의 해킹이 Application Level에서
발생한다. (Gartner)

7% 정보수정 가
능

•
11%
온라인 쇼핑 정
보 노출

Frequent

Dangerous
•취약성을 통한 공격으로 위험이
노출 되었을때 회사의 신뢰도 및
고객의 믿음에 영향을 끼친다.
끼친다

Preference (Security paradigm shift)
Security 패러다임은 웜의 출현을 기준으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웜 발생 이전의 공격자의 격리를 주된 목적으
로 하는 보안 정책에서 웜의 활성화 이후 자산의 보호로 급격하게 선회하였음. 현재는 개인 PC에 대한 공격으로
전환
- Red Zone의 이동 : 기업 -> 개인 PC ( 중요 Service 부분에 우선 적용됨)
* 최근 IT 서비스 업체의 보안 분야 협력은 필연적인 프로세스임
* Secure Protect : Anti Virus , Personal Firewall , 보안 패치 , Key board 보안

Network Worm 이전

고객

IT

조직

Worm 이후
Codered
Nimda …

Attacker / Cracker

IRCBot
Phatbot
Bagle
Mydoom…

Web을 통한 PC 공격

IT Service (Web)

고객

조직

IT

Protect
Isolation-격리

…

불특정 개인 PC

Secure Protect

Attacker / Cracker

Attacker / Cracker

개인정보 탈취용 악성코드 유포
Web을 통한 불특정 대상 유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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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

Preference (Security paradigm shift)
Firewall , IDS , IPS ,
Virus Wall,Secure OS , NAC ..

Firewall , IDS

일부 IT 서비스 업체에서
개인 PC 보호 강화

IT 서비스 주요 기업 포함됨
직접 공격의 대상에 포함

Network Worm 이전

고객

IT

조직

Worm 이후
Codered
Nimda …

Attacker / Cracker

IRCBot
Phatbot
Bagle
Mydoom…

Web을 통한 PC 공격

IT Service -Web

고객

조직

IT

Protect
Isolation-격리

PMS [ 사내 , 고객] , AV
Secure Process [개발,운영]
Web Firewall,

Attacker / Cracker

불특정 개인 PC

Secure Protect

Attacker / Cracker

개인정보 탈취용 악성코드 유포
Web을 통한 불특정 대상 유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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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

Attack Flow

BO
Email Attack

Major Attack Trends

Trojan Horse
Increase
Service
Ddos Attack

Slammer ,
Windows Attack
IRC Bot Attack

Web application
attacks

Application
Attack
Automated
Application Attack

2000
-7-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Attack Flow
High

Indiscrimination Malware distribution from web

Knowledge

Automated Application worm

Technology

Phishing for identify thief

Stealth scanning techniques
Denial of service
Packet spoofing
Sniffers

ASN.1 attacks
DDOS attacks

www attacks
A t
Automated
t d probes/scans
b /

Sweepers

Automated probes/scans

Back doors
GUI
Disabling audits

Network management diagnostics

Automated
Attack Tools

Hijacking sessions
Burglaries
Exploiting known vulnerabilities
Password cracking
Self replicating code

Low

Password guessing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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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1990

1995

2000

2005

Now

Attack Flow ( Attack & Defense)
• Application Attack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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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d Web ( Web 2.0)
• Web service의 변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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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
개방성
집단지성의 출현과 활용 ( 사용자에 의한 지식의 집대성)
사용자에 의한 정보 및 네트워크 창조와 공유
멀티 디바이스 ( Ubiquitous )
사용자 접근성의 향상 ( RSS , Atom , AJAX , Open API …)

Enhanced Web ( Web 2.0)
• Web service의 paradigm shift
– 정보획득의 수단 ->
> 생활의 수단
– 도구로서의 Web 에서 생활 속의 Web
– Network를 통한 가상의 사회 ->
> 현실 속으로 ( second life , blog ,
avat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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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d Web ( Web 2.0)
• UCC ( User Created Contents) 의 활성화
– UCC의 정의
• 일반적으로 동영상 게시물을 UCC라 칭하나 모든 부분에서 사용자가
작성하는 유형의 인터넷 활동을 UCC라 할 수 있다.
• 게시물 , 덧글 , 동영상 , 이미지 , 메일과 같은 의견 및 정보를 나타내는
모든 유형이 U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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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d Web (Web 2.0)
• Expansion of web environment
– Environment
• Various online client method , Various access method , Various connect method
• Ref: http://web2.wsj2.com

- 13 -

Web Service Defect (General)
• Technical Risk of web Service
– SQL Injection [ 2005년 이후 가장 많이 발생된 유형이며 현재도 다수 발생]
* 국내 웹서비스의 상당 수가 입력값 검사 부실로 Injection 가능성 존재함
• 정보획득 및 데이터 변조

– Cookie spoofing 및 injection
• 개인정보 획득

– File Upload
– File Download
– XSS (Cross Site scripting , Cross-zone Scripting)
• 개인정보 획득

– Ref: www.owas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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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Service Defect (General)
OWASP Top 10
Vulnerabilities

Description

1. Unvalidated input

Malicious input may attack server or back-end components. (SQL Injection..)

2. Broken access control

Access not well defined with controls which may
y be bypassed
yp
with client side
manipulation.

3. Broken authentication and
session mgt.

Session or Account authentication may be disclosed or guessed.

4 C
4.
Cross site
it scripting
i ti
(XSS)
flaws

Malicious
M
li i
script
i t iis stored
t db
by th
the W
Web
bA
Application
li ti and
d given
i
tto an unsuspecting
ti
victim.

5. Buffer overflows

Providing too much input allows code execution to be manipulated. (ActiveX ?)

6. Injection flaws

Manipulates server evaluation of input to execute commands.

7. Improper error handling

Diagnostics reveal platforms, architecture and identifiers.

8 IInsecure storage
8.
t

I
Improper
usage and
d home
h
grown crypto
t algorithms
l ith

9. Denial of service

Consume all resources, or lockout accounts.

10. Insecure configuration
10
management

Not using strong security configuration standards
standards.
www.owas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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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Service Defect (General-Owasp)
– OWASP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 www.owasp.org
• 입력값 검증 부재 : 전문인력을 통한 검증
–

웹 브라우저는 HTTP request에 URL, Query string, Form Fields, Hidden Fields, Cookies, Headers 등을
포함하여 웹 어플리케이션에 전송, 웹 어플리케이션은 이 정보를 가지고 웹 페이지를 생성
q
수정하여 공격할 수 있음
공격자는 request를

방안:
모든 parameter에 대해 사용 전에 검증 수행 [ 강력한 Validation Check with Penetration Test]
허용된 값만을 받아들이는 Positive 방식을 사용하여 parameter 검증

• 취약한 접근 통제
–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근하여 권한 없는 기능을 수행
접근 통제 설계가 취약하여 공격자가 SQL-Injection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들어갈
수 있음

방안:
- 어플리케이션의 접근통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보안정책을 명시
- 접근 통제 메커니즘의 우회 가능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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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Service Defect (General-Owasp)
• 취약한 인증 및 세션 관리
강력한 인증 메커니즘도 취약한 사용자의 credential 관리로 침해 받을 수 있음 (ex. 패스워드 분실)
세션 토큰이 적절히 보호되지 않으면 공격자가 현재 활성화된 사용자의 세션을 가로채 다른 사용자를
가장하여 접속 가능
방안:
보호 세션 아이디 보안
- 강력한 패스워드 사용 , 전송중의 credential 보호,

• Cross-Site Scripting 취약점
웹어플리케이션의 특성상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실행될 수 있는 악성코드 전달가능
방안:
- 어플리케이션 차원에서 HTTP 헤더, 쿠키, 쿼리 스트링, 폼 필드, 히든 필드 등의 모든 인자들에 대해
허용된 유형의 데이터만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 버퍼 오버플로우
웹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가능한 스택을 덮어쓰기 위해 사용됨
웹 어플리케이션에 주의깊게 조작한 입력 값을 보내 웹 어플리케이션이 임의의 코드를 수행하도록 함
방안:
- 해당 제품의 최신 패치 적용
- 자체 제작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HTTP 요청을 통해 입력 받아들이는 코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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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Service Defect (General-Owasp)
•

Command Injection 취약점
취약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악성 코드를 전송하여 시스템 콜을 통한 OS 호출, 쉘 명령어를 통한 외부
프로그램 사용,
사용 SQL 구문을 통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호출 등을 수행
SQL-Injection의 예:
SELECT Count (*) FROM Users WHERE UserName=‘’ Or 1=1 -–’ AND Password=‘’
방
방안:
-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호출할 경우, 입력 값에 대한 철저한 검증 – validation check

• 부적절한 에러 처리
부적절한 에러 처리로 stack trace, 데이터베이스 덤프나 에러 코드를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자세한 에러
메시지 반환
방안:
- 해당 사이트가 예상 가능한 모든 에러를 적절히 다루도록 보장

• 암호의 안전하지 않은 사용
중요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거나, 키를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는 등 암호를 적절히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방안:
- 취약점이 없는 암호 라이브러리 사용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은 안전하게 저장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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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Service Defect (General-Owasp)
• Denial of Service
웹 어플리케이션은 공격과 정상적인 트래픽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DoS 공격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음
방안:
벽하게 방어하
방어하는 방
방법은 없다.
다 최
최근에는
에 DNS에
에대
대한 Recursive DNS 공격이 증가
증가한 적이 있다
있다.
- 완벽하게
- 모든 사용자에게 제한된 자원만을 할당

• 부적절한 환경 설정
취약점을 패치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파일 권한 설정, 디폴트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계정을 남겨두는
등의 부적절한 환경 설정은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음
방안:
- 보안 강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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