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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11 CWE/SANS 가장 위험한 25大 소프트웨어 오류는 심각한 소프트웨어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는 가장 

널리 확산되어 있으며 치명적인 오류를 정리한 목록입니다. 이 오류는 쉽게 찾을 수 있고 쉽게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오류가 위험한 이유는 공격자가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장악하거나, 데이터를 

훔치거나, 소프트웨어가 전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 25大 목록은 소프트웨어가 출시되기도 전에 흔히 발생하는 실수를 파악하고 방지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에 문제가 되어 왔던 다양한 취약성을 프로그래머들이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소프트웨어 고객은 이 목록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머들이 더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보안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은 이 목록을 

사용하여 모든 알려진 보안 취약점 중에서 한정되지만 중요한 일부 취약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관리자 및 CIO들은 이 목록을 자사 소프트웨어를 보안하기 위한 노력의 진척 

상황을 측정하는 잣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SANS 연구소, MITRE, 그리고 미국 및 유럽의 여러 유수 소프트웨어 보안 전문가들이 협력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여기에는 SANS의 20대 공격 벡터(http://www.sans.org/top20/)와 MITRE의 

CWE(Common Weakness Enumeration)(http://cwe.mitre.org/)를 개발했던 경험을 활용하였습니다. MITRE는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 국가사이버보안국(NCSD)의 지원을 받아 CWE 웹사이트를 유지관리하며 상위 

25대 프로그래밍 오류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며 이를 완화하고 방지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지침과 

함께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WE 사이트에는 악용 가능한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800 가지가 

넘는 프로그래밍 오류, 설계 오류 및 아키텍처 오류에 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상위 25대 소프트웨어 오류 목록은 정신과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2010년도 목록을 

업데이트한 것입니다. 올해의 상위 25대 항목은 20개가 넘는 다양한 조직에서 각 취약성을 확산 정도, 

중요도 및 악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의견을 토대로 우선순위가 정해졌습니다. 최종 결과를 

점수화하고 순위를 정하는 데는 CWSS(Common Weakness Scoring System)가 사용되었습니다. 상위 25대 

오류 목록에는 CWE에 의해 문서화된 수백 가지의 취약점뿐만 아니라, 상위 25大 취약점 전체를 

개발자들이 줄이거나 없애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가장 효과적인 "주요 완화 방법(Monster 

Mitigations)"를 망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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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5대 오류 목록 사용 안내 

 

아래에는 상위 25대 오류 목록의 다양한 사용자 유형별 몇 가지 안내설명입니다. 

 

사용자 활동 
보안에 생소한 

프로그래머 
요약 목록을 읽은 후 주요 완화 방법(Monster Mitigations) 부분을 살펴보고, 어떻게 

소수의 실무 방법만 변경해도 상위 25대 오류를 방지하는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 확인합니다. 
먼저 조치를 취할 소수의 취약점을 선택하고, 취약점에 대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CWE에 대한 상세 설명을 참조합니다. 이 추가정보는 코드의 예와 구체적인 완화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안 경험이 

있는 

프로그래머 

전체 상위 25대 오류 목록을 유념해야 할 체크리스트로 사용하고, 최근에 들어서 보다 

더욱 이슈화 된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타 주요 오류(On the Cusp) 페이지에서 최종 

25대 오류 목록에 오르지 못한 나머지 취약점을 확인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막 확산 

정도와 중요도가 높아지기 시작한 취약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특정한 취약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CWE에 대한 상세 설명을 찾아보고,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을 수 있는 변형 오류에 대해서는 "관련 CWE"를 확인합니다. 
자체적인 오류 완화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어디에 격차가 있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주요 완화 방법(Monster Mitigations) 목록을 

작성합니다. 
자신의 필요와 실무 방법에 적합한 맞춤형 "상위 n대 오류(Top n)" 목록을 작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CWRAF(Common Weakness Risk Analysis Framework) 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할 맞춤형 상위 N대 오류 목록의 전체적인 틀을 잡고, 이 방법이 올해의 

상위 25대 오류 목록을 작성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기 위해 

부록 C의 설명을 읽습니다. 자체적인 확산도 및 중요도 요인과 기타 자기가 원하는 

요인을 적용한 자체적인 취약점 후보 목록을 작성한 다음, 측정 기준을 도출하여 결과를 

동료들과 비교합니다. 이렇게 하면 유익한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자 

상위 25대 오류 목록을 소프트웨어 보안을 실현하기 위한 전체적인 노력의 초기 단계로 

취급합니다. 전략적인 가능성은 BSIMM(Building Security In Maturity Model), SAFECode, 

OpenSAMM, Microsoft SDL 및 OWASP ASVS 같은 작업결과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주요 완화 방법(Monster Mitigations) 부분을 살펴보고 어떤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지 판단하거나, 자체적인 주요 완화 방법(monster mitigations)를 수립하고 각 

조치별로 다루어지는 상위 25대 오류를 대응시킵니다. 
나의 필요와 실무 방법에 적합한 맞춤형 "상위 n대 오류" 목록을 작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CWRAF(Common Weakness Risk Analysis Framework) 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할 맞춤형 상위 N대 오류 목록의 전체적인 틀을 잡고, 이 방법이 올해의 

상위 25대 오류 목록을 작성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기 위해 

부록 C의 설명을 읽습니다. 자체적인 보급 및 중요도 요인과 기타 원하는 요인을 적용한 

자체적인 취약점 후보 목록을 작성한 다음, 측정 기준을 도출하여 결과를 동료들과 

비교합니다. 이렇게 하면 유익한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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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시험자 

요약 목록을 읽고 해당 취약점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테스트에 통합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개발자들과 우호적 경쟁 관계에 있다면, 기타 주요 오류(On the Cusp) 

항목이나 심지어는 나머지 CWE에서도 몇 가지 생각지 못한 내용을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세정보 부분에 있는 각각의 개별적인 CWE 항목에 대해서는, "상세 기술정보" 링크를 

통해 탐지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취약점을 공략하기 위해 

감행될 수 있는 공격 유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한다면, CAPEC ID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고객 

시장의 압력으로 인해 업체들은 다양한 기능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보안은 심각한 고려사항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고객은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업체들에게 알림으로써, 보다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위 25대 오류 목록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보안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보안에 대한 최소 기대 수준을 정하는 데 도움을 

받으십시오. 소프트웨어 취득 과정에서 25대 오류 목록을 계약 내용의 일부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십시오. SANS ASPL(Application Security Procurement Language: 

애플리케이션 보안 조달 언어) 사이트는 고객과 업체 사이의 "기대사항에 대한 논의와 

책임 협상에 대한 기초적인 틀"을 제시하는 OWASP Secure Software Contract Annex(보안 

소프트웨어 계약 부록)에서 도출된 고객 위주의 계약 내용을 제시합니다. 그 밖에, DHS의 

Acquisition and Outsourcing Working Group(AOWG: 취득 및 아웃소싱 실무 그룹)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체적인 요구사항에 맞는 '상위 N대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전체적인 틀은 

CWRAF(Common Weakness Risk Analysis Framework)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공개적으로 보고된 해당 제품의 취약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상위 25대 오류 목록(또는 자체적인 맞춤 

목록)에 포함된 취약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업체에 연락하여 해당 취약점이 

코드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체가 어떤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지 파악합니다. 
기타 주요 오류(On the Cusp) 페이지에서 최종 상위 25대 오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취약점을 확인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막 확산도와 중요도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나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취약점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교육자  요약 목록으로 시작하십시요.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교육 자료도 있습니다. 
2010년 상위 

25대 오류 목록 

사용자 

'바뀐 점' 부분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많은 것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의 작업결과들은 좀 더 체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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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5대 오류 요약 목록 

 

아래는 전체 순위별에 따라 나열된 25대 항목에 대한 요약 내용입니다. 
유의사항: 이 외에 16가지 취약점이 25대 오류 목록에 포함될 후보로 고려하였지만, 전체 점수가 높지 

않아서 목록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 같은 취약점은 별도의 "기타 주요 오류(On the Cusp)" 페이지에 

열거되었다. 

 

순위 점수 ID 이름 

[1] 93.8 CWE-89 SQL 명령에 사용된 특별한 엘리먼트를 무효화 하지 않는 것 ('SQL 인젝션') 
[2] 83.3 CWE-78 운영체제(OS) 명령에 사용된 특별한 엘리먼트를 무효화 하지 않는 것 ('OS 

명령어 인젝션') 
[3] 79.0 CWE-120 입력의 크기를 확인하지 않고 버퍼 복사하는 것 ('전통적인 버퍼 오버플로우') 

[4] 77.7 CWE-79 웹 페이지 생성 도중 입력 값을 무효화하지 않는 것 ('XSS(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5] 76.9 CWE-306 핵심 기능에 대해서 인증을 누락하는 것 

[6] 76.8 CWE-862 인가 기능을 누락하는 것 

[7] 75.0 CWE-798 인증 데이터를 코드에 직접 기록하는 것 

[8] 75.0 CWE-311 민감한 데이터에 암호화 누락하는 것 

[9] 74.0 CWE-434 위험한 유형의 파일 업로드를 제한하지 않는 것 

[10] 73.8 CWE-807 신뢰할 수 없는 입력 정보에 의존하여 보안성 결정하는 것 

[11] 73.1 CWE-250 불필요한 권한으로 실행하는 것 

[12] 70.1 CWE-352 사이트 간 요청 위조(CSRF :Cross-Site Request Forgery) 

[13] 69.3 CWE-22 금지된 디렉토리에 접근을 제한하지 않는 것('경로 추적') 

[14] 68.5 CWE-494 무결성 검사 없이 코드 다운로드하는 것 

[15] 67.8 CWE-863 올바르지 않은 인가 

[16] 66.0 CWE-829 신뢰할 수 없는 제어영역에서 온 기능을 포함하는 것 

[17] 65.5 CWE-732 중요한 자원에 잘못된 권한을 할당하는 것 

[18] 64.6 CWE-676 잠재적으로 위험한 함수를 사용하는 것 

[19] 64.1 CWE-327 해독되었거나 위험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하는 것 

[20] 62.4 CWE-131 버퍼 크기 잘못 계산하는 것 

[21] 61.5 CWE-307 과도한 인증 시도를 제한하지 않는 것 

[22] 61.1 CWE-601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로 URL 접속지 변경하는 것(‘개방적인 리다이렉트’) 

[23] 61.0 CWE-134 형식 문자열 (Format String)을 통제하지 않는 것 

[24] 60.3 CWE-190 정수 오버플로우 또는 랩어라운드 (Integer Overflow or Wraparound) 

[25] 59.9 CWE-759 솔트(salt) 없이 일방향 해쉬를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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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E-89(SQL 인젝션)는 2011년도 보안 취약점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취약점입니다. 데이터량이 많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서 SQL 인젝션은 왕국의 열쇠를 훔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CWE-78(OS 

명령어 인젝션)은 애플리케이션이 운영체제와 상호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전통적인 버퍼 

오버플로우(CWE-120)는 3위에 올라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파괴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Cross-site scripting)(CWE-79)는 전 세계 웹 애플리케이션의 골칫거리입니다. 핵심 기능에 

대한 인증을 누락하는 것(CWE-306)은 마지막으로 5위에 올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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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5대 오류 분류 유형 

 

이어지는 내용은 각 항목을 2009년도 상위 25대 오류 목록에서도 사용된 상위 수준 3개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구성요소(component) 간 안전하지 않은 상호작용 
● 위험한 자원 관리 
● 허점이 많은 방어 

 

구성요소 간 안전하지 않은 상호작용 
 

이 취약점은 개별 구성요소, 모듈, 프로그램, 프로세스, 쓰레드 또는 시스템 간에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데이터가 송수신되는 방법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각 취약점에 대해서는 전체 목록 순위가 괄호 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순위 CWE ID 이름 

[1] CWE-89 SQL 명령에 사용된 특별한 엘리먼트를 무효화 하지 않는 것 ('SQL 인젝션') 

[2] CWE-78 
운영체제(OS) 명령에 사용된 특별한 엘리먼트를 무효화 하지 않는 것 ('OS 명령어 

인젝션') 

[4] CWE-79 웹 페이지 생성 도중 입력 값을 무효화하지 않는 것 ('XSS(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9] CWE-434 위험한 유형의 파일 업로드를 제한하지 않는 것 

[12] CWE-352 사이트 간 요청 위조(CSRF :Cross-Site Request Forgery) 

[22] CWE-601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로 URL 접속지 변경하는 것(‘개방적인 리다이렉트’) 

 

위험한 자원 관리 

 

이 유형에 해당되는 취약점은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시스템 자원을 적절하게 생성, 사용, 이전 또는 

폐기하지 않는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순위 CWE ID 이름 
[3] CWE-120 입력의 크기를 확인하지 않고 버퍼 복사하는 것 ('전통적인 버퍼 오버플로우') 
[13] CWE-22 금지된 디렉토리에 접근을 제한하지 않는 것('경로 추적') 
[14] CWE-494 무결성 검사 없이 코드 다운로드하는 것 
[16] CWE-829 신뢰할 수 없는 제어영역에서 온 기능을 포함하는 것 
[18] CWE-676 잠재적으로 위험한 함수를 사용하는 것 

[20] CWE-131 버퍼 크기 잘못 계산하는 것 
[23] CWE-134 형식 문자열 (Format String)을 통제하지 않는 것 

[24] CWE-190 정수 오버플로우 또는 랩어라운드 (Integer Overflow or Wrapa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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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미비 

 

이 유형에 해당되는 취약점은 종종 오용, 남용되거나 쉽게 무시되는 방어 기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순위 CWE ID 이름 

[5] CWE-306 핵심 기능에 대해서 인증을 누락하는 것 

[6] CWE-862 인가 기능을 누락하는 것 

[7] CWE-798 인증 데이터를 코드에 직접 기록하는 것 

[8] CWE-311 민감한 데이터에 암호화 누락하는 것 

[10] CWE-807 신뢰할 수 없는 입력 정보에 의존하여 보안성 결정하는 것 

[11] CWE-250 불필요한 권한으로 실행하는 것 

[15] CWE-863 올바르지 않은 인가 

[17] CWE-732 핵심 자원에 잘못된 권한을 할당하는 것 

[19] CWE-327 해독되었거나 위험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하는 것 

[21] CWE-307 과도한 인증 시도를 제한하지 않는 것 

[25] CWE-759 솔트(salt) 없이 일방향 해쉬를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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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5대 오류 목록의 구성 

 

각각의 개별적인 취약점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와 설계자를 위해 제공되었습니다. 
순위 전체 목록에서 취약점 순위 

점수 개요 확산정도, 중요성, 조정점수를 포함하여 해당 취약점에 부여된 개별적인 평가 및 점수에 

대한 요약 
CWE ID와 이름 취약점의 CWE ID(식별번호)와 단축명 

추가 정보 의사결정자들이 항목의 우선순위를 더 자세히 정하는 데 유용할 수 있는 취약점에 대한 

추가 정보 
설명  취약점과 결과의 성질에 대한 비공식적인 짧은 설명. 설명은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너무 

깊이 파고드는 것을 지양한다. 
예방 및 완화 

조치 
취약점을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해 개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개발자는 자신의 필요에 

맞춰 하나 이상의 완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같은 기법의 효과는 서로 다르며, 

여러 가지 기법을 결합하여 더 심층적인 방어 기법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관련 CWE 상위 25대 취약점과 관련된 기타 CWE 항목. 참고: 이 목록에는 전체 항목이 아닌 몇 

가지 예만 기재되어 있다. 
일반 상위 항목 문제의 깊이와 폭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다 상위의 CWE 항목으로 연결되는 하나 

이상의 링크 
관련 공격 패턴 취약점에 대해 성공적으로 감행될 수 있는 CAPEC 공격 항목 

참고: 이 목록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 
기타 링크 취약점, 탐지 방법 등을 보여주는 소스 코드 예제를 포함한 추가 상세정보로 연결되는 

링크 

 

추가 정보 

각각의 상위 25대 오류 항목은 취약점의 확산도, 기술적 타격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하는 추가 정보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은 정보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야 설명 

공격 빈도 취약점이 공격자에 의해 악용되는 취약성에서 발생하는 빈도. 

탐지 용이성 공격자가 해당 취약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도. 

수정 비용 취약점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의 양. 

공격자의 지식 

수준 
공격자가 해당 취약점과 그 탐지 및 악용 방법을 인지하게 될 가능성. 

 

자세한 사항은 부록 A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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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E에 대한 상세 설명 

 

이어지는 내용은 각각의 개별 CWE 항목에 대한 상세 정보와 추가 정보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정보란에 대한 설명은 25대 오류 목록의 구성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1 CWE-89: SQL 명령에 사용된 특별한 엘리먼트를 무효화 하지 않는 것 ('SQL 인젝션') 

 

개요 
취약점 확산정도    높음   결과    데이터 손실, 보안 우회 
수정 비용    낮음   탐지 용이성    쉬움 
공격 빈도    잦음   공격자의 지식 수준   높음 
 

설명 
오늘날의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보내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데이터를 

가공하여 정보로 만들고, 데이터를 재미와 이익을 위해 다른 곳으로 보내는 등 모두 데이터와 관련된 

것처럼 보입니다.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기 위해 사용하는 SQL이 공격자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면, 

공격자의 손 안에 재미와 이익은 들어가게 됩니다. 인증과 같은 보안 통제 수단에 SQL 질의를 사용할 경우, 

공격자는 해당 질의의 논리를 변경하여 보안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공격자는 질의를 수정하여 사용자의 

기초 데이터를 훔치거나, 손상시키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격자는 필요할 경우 데이터를 한 

번에 1 바이트씩 훔치기도 하며, 그만한 인내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2011년에 SQL 인젝션은 소니 

픽쳐스, PBS, MySQL.com, 그리고 보안 업체인 HBGary Federal 같은 여러 유명한 기업 및 기관 침투 시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상세 기술 정보 | 코드 예제 | 탐지 방법 | 참고 자료 

 

예방 및 완화 방법                                                                                  
아키텍처 및 설계 
검증된 라이브러리 또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이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 취약점을 쉽게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컨스트럭트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올바로 사용할 경우 SQL 인젝션으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Hibernate 또는 Enterprise Java Beans 같은 

퍼시스턴스 계층(persistence layer)을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가능하다면 데이터와 코드를 자동적으로 강제로 분리하는 정형화된 메커니즘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같은 메커니즘은 출력물이 

생성되는 모든 지점에서 관련 인용(quoting), 인코딩 및 검증 기능을 제공해줄 것을 개발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해당 기능을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SQL 질의는 준비된 구문, 매개변수화된 질의, 또는 저장된 프로시저를 사용하여 처리합니다. 이 같은 기능은 매개변수 또는 변수를 

수용하고 strong typing을 지원해야 합니다. SQL 인젝션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기능 내에서 "exec"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사용하여 질의 문자열을 동적으로 구성하고 실행하지 마십시오. 

 
아키텍처 및 설계, 운영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낮은 수준의 권한을 사용하여 코드를 실행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단일 작업에만 사용되는 

제한적인 권한이 부여된 분리 계정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공격자가 공격에 성공해도 나머지 소프트웨어나 그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즉시 얻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히 일상 업무 수행 중에는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SQL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만들 때는 최소 

http://cwe.mitre.org/data/definitions/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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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원칙을 따릅니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는 자신의 계정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권한만 가져야 합니다.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따라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읽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 타인의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없도록 해당 사용자의 

권한을 제한합니다. 저장된 프로시저에 대해 실행 전용 권한만 설정하는 등, 모든 데이터베이스 객체에 대해 가장 엄격한 권한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CWE-602를 방지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측에서 실시되는 모든 보안 점검이 서버 쪽에서도 반복되도록 합니다. 공격자는 점검이 

실시된 후에 값을 수정하거나 클라이언트를 변경하여 클라이언트 쪽 점검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클라이언트 쪽 점검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된 값이 서버로 전달 것입니다. 

 
구현 
위험을 무릅쓰고 동적으로 생성된 질의 문자열이나 명령을 사용해야 할 경우, 인수(argument)를 인용 부호로 올바로 묶고 해당 인수 

안에 있는 모든 특수 문자를 삭제 시킵니다. 가장 보수적인 방법은 극도로 엄격한 화이트리스트에 없는 (알파벳 숫자 또는 공백 문자 

이외의 문자를 포함한) 모든 문자를 삭제시키거나 걸러내는 (filtering) 방법입니다. 공백 문자 같은 몇 가지 특수 문자가 여전히 

필요하다면, 삭제/필터링 단계 후에 각 인수를 인용 부호로 묶습니다. 인수 주입(CWE-88: 아큐먼트 인젝션)에 주의합니다. 
자체적으로 구현하는 대신에 해당 기능은 데이터베이스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Oracle 

DBMS_ASSERT 패키지는 매개변수에 SQL 인젝션에 대한 취약성을 낮춰주는 특정한 속성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해당 속성을 갖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MySQL의 경우에는 mysql_real_escape_string() API 기능이 C와 PHP에서 모두 제공됩니다. 

 
구현 
모든 입력을 악성이라고 가정한다면, "좋다고 알려진 입력을 수락"하는 입력 검증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규격을 엄격히 

준수하는 수락 가능한 입력의 화이트리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규격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는 모든 입력을 거부하거나, 해당 입력을 

규격을 준수하는 것으로 변환합니다. 오로지 악성 또는 기형 입력을 찾는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즉, 블랙리스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는 잠재적인 공격을 탐지하거나 어떤 입력이 즉시 거부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기형인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 검증을 실시할 때는 길이, 입력 유형, 허용 가능한 값의 전체 범위, 누락 또는 추가 입력, 구문, 관련 필드 간 일관성, 그리고 

비즈니스 규칙 준수 여부를 포함한 모든 잠재적인 관련 속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규칙 논리의 일례로, "boat"는 

알파벳숫자로 된 문자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문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나, "red" 또는 "blue" 같은 색깔을 기대하고 있다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SQL 질의 문자열을 구성할 때는 요청 내 매개변수의 기대 값을 기준으로 문자 집합을 제한하는 엄격한 화이트리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격의 범위가 간접적으로 제한되겠지만, 이 기법은 올바른 출력 인코딩 및 삭제하는 것(escaping)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입력 검증은 어느 정도 심층적인 방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지만, SQL 인젝션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올바른 출력 

인코딩, 삭제 및 인용부 적용(quoting)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출력에 표시될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입력 검증은 특히 임의 문자를 포함할 수 있는 자유형 텍스트 필드를 지원해야 할 경우에 항상 SQL 인젝션을 

방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O'Reilly"라는 이름은 검증 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름의 성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삭제시키거나 달리 처리해야 하는 "'"(생략 부호 문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삽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생략부호를 없애면 SQL 인젝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나, 잘못된 이름이 

기록됨으로 인해 잘못된 동작이 초래될 것입니다. 

 
가능 하다면 메타 문자를 삭제시키는 대신 완전히 불허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심층정인 방어 

기능이 제공될 것입니다.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후에, 차후 프로세스는 메타 문자를 사용하기 전에 삭제시키는 일을 

간과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런 프로세스를 통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파일명이나 URL 같은 일련의 허용 가능한 객체가 제한적이거나 알려져 있다면, 일련의 고정된 입력값(숫자 ID 등)에서 실제 

파일명이나 URL로 연결되는 매핑(mapping)을 작성하고 기타 모든 입력은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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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오류 메시지에는 오직 의도된 대상에게만 유용한 최소한의 상세정보만 수록되도록 합니다. 메시지는 너무 모호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구체적이지도 않도록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메시지에 반드시 오류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같은 상세 정보는 원래의 공격을 개량하여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류를 어느 정도 자세하게 추적해야 한다면, 오류를 로그 메시지에 캡처합니다. 하지만, 로그 메시지를 공격자가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같은 매우 민감한 정보는 어떤 형태로든 기록하지 않도록 합니다. 실수로 공격자에게 사용자이름이 유효한지의 여부와 같은 

내부 상태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는 일관성이 없는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SQL 인젝션과 관련하여, SQL 질의의 구조를 알려주는 오류 메시지는 공격자가 성공적으로 공격 문자열을 맞춤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 
이 취약점을 공략하는 공격을 감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같은 방법은 (코드가 제 3 자에 의해 

제어되기 때문에) 코드를 고칠 수 없는 경우에 보다 포괄적인 소프트웨어 보호 조치를 적용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비상 예방 

조치로서, 또는 심층적인 방어 기능을 제공하는 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효과: 중간 

 
참고: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은 가능한 침투 경로에 모두 대응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입력을 수신하는 구성요소에 의해 

여전히 처리될 수 있는 기형 입력을 사용하는 등 보호 장치를 우회하는 공격 기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능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은 본의 아니게 정당한 요청을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정의를 위한 몇 가지 수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영, 구현 
PHP를 사용한다면, register_globals을 사용하지 않도록 애플리케이션을 설정합니다. 구현 도중에는 이 기능에 의존하지 않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되, CWE-95, CWE-621 같은 약점이나 유사한 문제에 노출되기 쉬운 register_globals 에뮬레이션을 구현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관련 CWE  

CWE-90   LDAP 질의에 사용되는 특별한 엘리먼트를 무효화하지 않는 것 (LDAP 인젝션') 

CWE-564  SQL 인젝션: 동면(Hibernate) 

CWE-566  사용자가 제어하는 SQL 프라이머리 키를 통해서 인가를 우회하는 것 

CWE-619  매달린 데이터베이스 커서(Dangling Database Cursor) ('커서 인젝션') 

 

관련 공격 패턴 
CAPEC-ID: [전체 보기] 
7, 66, 108, 109,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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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WE-78: 운영체제(OS) 명령에 사용된 특별한 엘리먼트를 무효화 하지 않는 것 ('OS 

명령어 인젝션'') 

 

개요 
취약점 확산정도    중간   결과    코드 실행 
수정 비용   중간   탐지 용이성   쉬움 
공격 빈도    잦음   공격자의 지식 수준  높음 
 

설명 
소프트웨어는 종종 네트워크에서 외부인과 운영체제 내부를 서로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합니다. 

운영체제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불러올 때 신뢰할 수 없는 입력 정보가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명령 문자열에 주입되도록 허용하면, 공격자가 내 명령 대신 공격자 자신의 명령을 실행함으로써 

약속한 장소로 오는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세 기술 정보 | 코드 예제 | 탐지 방법 | 참고 자료 
 

예방 및 완화 방법 

 
아키텍처 및 설계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외부 프로세스 대신 라이브러리 호출을 사용하여 원하는 기능을 재생성합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운영 
코드를 "감옥(jail)"이나 프로세스와 운영체제 사이의 엄격한 경계를 엄수하는 기타 유사한 샌드박스 환경에서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디렉토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파일이나 소프트웨어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을 사실상 제한할 수 있습니다. 
OS 단계의 예로는 Unix chroot jail, AppArmor 및 SELinux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형 코드는 보호 기능을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Java SecurityManager에서는 java.io.FilePermission을 통해 파일 작업에 적용할 제한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결책은 실용적이지 못할 수 있으며, 운영체제가 받는 타격만 제한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CWE-243과 기타 감옥(jail)과 관련한 취약점을 피하기 위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과: 제한적 
참고: 이 완화 방법의 효과는 사용되는 구체적인 샌드박스 또는 감옥의 예방 기능에 의해 좌우되며, 공격자를 특정한 시스템 

호출로만 제한하거나 파일 시스템에서 접근 가능한 부분을 제한하는 등 공격의 범위를 줄이는 데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실행할 명령을 작성하는 데 사용될 모든 데이터에 대해 해당 데이터에서 외부에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을 최대한 크게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웹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데이터를 숨겨진 서식 필드 안에 넣어 클라이언트로 보내는 대신 로컬에 세션의 상태에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CWE-602를 방지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측에서 실시되는 모든 보안 점검이 서버 쪽에서도 반복되도록 합니다. 공격자는 점검이 

실시된 후에 값을 수정하거나 클라이언트를 변경하여 클라이언트 쪽 점검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클라이언트 쪽 점검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된 값이 서버로 전달 것입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검증된 라이브러리 또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이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 취약점을 쉽게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컨스트럭트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ESAPI Encoding 컨트롤이나 기타 유사한 도구, 라이브러리 또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http://cwe.mitre.org/data/definitions/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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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그래머는 오류 발생 가능성이 더 낮은 방법으로 출력을 인코딩할 수 있게 됩니다. 

 
구현 
위험을 무릅쓰고 동적으로 생성된 질의 문자열이나 명령을 사용해야 할 경우, 인수(argument)를 인용 부호로 올바로 묶고 해당 인수 

안에 있는 모든 특수 문자를 삭제(escape)시킵니다. 가장 보수적인 방법은 극도로 엄격한 화이트리스트에 없는 (알파벳 숫자 또는 

공백 문자 이외의 문자를 포함한) 모든 문자를 삭제시키거나 걸러내는(filtering) 방법입니다. 공백 문자 같은 몇 가지 특수 문자가 

여전히 필요하다면, 삭제/필터링 단계 후에 각 인수를 인용 부호로 묶습니다. 인수 주입(CWE-88: argument 인젝션)에 주의합니다. 

 
구현 
실행할 프로그램이 입력 파일 안에서, 또는 기본 입력을 토대로 인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명령 줄 대신 해당 모드를 

사용하여 인수를 전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가능하다면, 자동으로 데이터와 코드를 강제로 분리시키는 정형화된 메커니즘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같은 메커니즘은 출력물이 

생성되는 모든 지점에서 관련 인용(quoting), 인코딩 및 검증 기능을 제공해줄 것을 개발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해당 기능을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부 언어는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둘 이상 제공합니다. 가능하다면, 단일 문자열을 사용하여 명령 쉘을 

실행하는 모든 기능을 가려내고 이를 개별 인수를 필요로 하는 기능으로 대체합니다. 이 같은 기능은 일반적으로 인수를 인용 부호에 

넣고 필터링하는 작업을 적절히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 C에서 system() 기능은 실행할 전체 명령을 포함하는 문자열을 수용하는 반면 

execl(), execve() 등은 각 인수에 대해 일련의 문자열을 하나씩 요구합니다. Windows에서, CreateProcess()는 명령을 한 번에 한 

개씩만 받아들입니다. Perl에서는 system()이 일련의 인수와 함께 제공될 경우 각 인수를 인용하게 됩니다. 

 
구현 
모든 입력이 악성이라고 가정한다면,. "좋다고 알려진 입력을 수락"하는 입력 검증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규격을 엄격히 

준수하는 수락 가능한 입력의 화이트리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규격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는 모든 입력을 거부하거나, 해당 입력을 

규격을 준수하는 것으로 변환합니다. 오로지 악성 또는 기형 입력을 찾는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즉, 블랙리스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는 잠재적인 공격을 탐지하거나 어떤 입력이 즉시 거부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기형인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 검증을 실시할 때는 길이, 입력 유형, 허용 가능한 값의 전체 범위, 누락 또는 추가 입력, 구문, 관련 필드 간 일관성, 그리고 

비즈니스 규칙 준수 여부를 포함한 모든 잠재적인 관련 속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규칙 논리의 일례로, "boat"는 

알파벳숫자로 된 문자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문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나, "red" 또는 "blue" 같은 색깔을 기대하고 있다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SQL 명령 문자열을 구성할 때는 요청 안에 있는 매개변수의 기대값을 기준으로 문자 집합을 제한하는 엄격한 화이트리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격의 범위가 간접적으로 제한되겠지만, 이 기법은 올바른 출력 인코딩 및 삭제하는 것(escaping)보다 

중요도가 낮습니다. 
입력 검증은 어느 정도 심층적인 방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지만, OS 명령 인젝션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올바른 출력 

인코딩, 삭제 및 인용(quoting)이 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출력에 표시될 내용을 사실상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입력 검증은 특히 임의 문자를 포함할 수 있는 자유형 텍스트 필드를 지원해야 할 경우 항상 OS 명령 인젝션을 

방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메일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나 ">" 문자처럼 다른 경우라면 위험하다고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시키거나 달리 취급해야 하는 입력이 제목 필드에 포함되는 것을 허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문자를 

없애면 OS 명령 인젝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나, 그러면 제목란이 사용자의 의도대로 기록되지 않음으로 인해 잘못된 동작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불편은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프로그램이 메시지를 다른 구성요소에 전달하기 위해 구조가 

올바른 제목줄에 의존할 경우에는 더 중대할 수 있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100개의 입력 필드 중에서 하나를 빼먹는 등의) 실수를 할 경우에도 올바른 인코딩은 인젝션 기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줄 가능성이 큽니다. 입력 검증은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여전히 유용한 기법인데, 공격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몇 

가지 공격을 탐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올바른 인코딩을 통해 얻을 수 없는 다른 여러 보안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파일명이나 URL 같은 일련의 허용 가능한 객체가 제한적이거나 알려져 있다면, 일련의 고정된 입력값(숫자 ID 등)에서 실제 

파일명이나 URL로 연결되는 맵을 작성하고 기타 모든 입력은 거부합니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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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결함 전달(taint propagation)을 수행하고 Perl의 "-T" 스위치처럼 결함이 있는(tainted) 변수를 사용하는 모든 명령의 실행을 

방지하는 환경에서 코드를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결함을 제거하는 검증 단계를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로 위험한 입력을 결함이 없는 것으로 표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입력을 올바로 검증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CWE-183와 

CWE-184 참조). 

 
구현 
오류 메시지에는 오직 의도된 대상에게만 유용한 최소한의 상세정보만 수록되도록 합니다. 메시지는 너무 모호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구체적이지도 않도록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메시지에 반드시 오류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같은 상세 정보는 원래의 공격을 개량하여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류를 어느 정도 자세하게 추적해야 한다면, 오류를 로그 메시지에 캡처합니다. 하지만, 로그 메시지를 공격자가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같은 매우 민감한 정보는 어떤 형태로든 기록하지 않도록 합니다. 실수로 공격자에게 사용자이름이 유효한지의 여부와 같은 

내부 상태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는 일관성이 없는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OS 명령 인젝션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다시 전달된 오류 정보는 OS 명령이 실행 중인지를 드러내며, 어떤 명령이 사용 중인지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운영 
런타임 정책 집행을 사용하여 허용 가능한 명령의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한 다음 화이트리스트에 없는 모든 명령의 사용을 차단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AppArmor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 
이 취약점을 공략하는 공격을 감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같은 방법은 (코드가 제 3 자에 의해 

제어되기 때문에) 코드를 고칠 수 없는 경우에 보다 포괄적인 소프트웨어 보호 조치를 적용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비상 예방 

조치로서, 또는 심층적인 방어 기능을 제공하는 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효과: 중간 
참고: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은 가능한 침투 경로에 모두 대응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입력을 수신하는 구성요소에 의해 

여전히 처리될 수 있는 기형 입력을 사용하는 등 보호 장치를 우회하는 공격 기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능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은 본의 아니게 정당한 요청을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정의를 위한 몇 가지 수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운영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가장 낮은 수준의 권한을 사용하여 코드를 실행합니다. 가능하다면, 단일 작업에만 사용되는 

제한적인 권한이 부여된 분리 계정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공격자가 공격에 성공해도 나머지 소프트웨어나 그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즉시 얻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히 일상 업무 수행 중에는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할 경우가 드뭅니다. 
운영, 구현 
PHP를 사용한다면, register_globals을 사용하지 않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합니다. 구현 도중에는 이 기능에 의존하지 않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되, CWE-95, CWE-621 같은 약점이나 유사한 문제에 노출되기 쉬운 register_globals 에뮬레이션을 구현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관련 CWE 
CWE-88 아큐먼트 인젝션 및 변경 

 

관련 공격 패턴 
CAPEC-ID: [전체 보기] 
6, 15, 43, 88,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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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WE-120: 입력의 크기를 확인하지 않고 버퍼 복사하는 것 ('전통적인 버퍼 오버플로우’) 

 

개요 
취약점 확산정도  높음   결과     코드 실행, 서비스 거부, 데이터 손실 
수정 비용   낮음   탐지 용이성    쉬움 
공격 빈도   잦음   공격자의 지식 수준  높음 

 

설명 
버퍼 오버플로우는 용기 안에 넣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넘치게 되어 있다는 

물리 법칙을 상기시켜주는 자연의 방식입니다. 수십 년 동안 C 애플리케이션을 괴롭혀 온 버퍼 

오버플로우는 이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려고 하였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야 

하는 실수가 훨씬 더 많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신뢰할 수 없는 입력의 크기를 확인하지 않고 복사하는 

것은 가장 저지르기 쉬운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버퍼 오버플로우에는 종종 

"전통적인(classic)"이라는 수식어가 붙여집니다. 이는 수십 년 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보안 프로그래밍 기초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 하나입니다. 

 
상세 기술 정보 | 코드 예제 | 탐지 방법 | 참고 자료 
 

예방 및 완화 방법 

 
요구사항 
이 취약점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거나 이 취약점을 더 쉽게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 개념을 제공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Java와 Perl처럼 메모리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여러 언어는 버퍼 오버플로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밖에, Ada와 C# 

같은 언어는 일반적으로 오버플로우 보호 기능을 제공하지만, 프로그래머가 보호 기능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언어 자체가 이론적으로 안전하다 할지라도 고유(native) 코드와 연결되는 언어의 인터페이스는 여전히 오버플로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합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검증된 라이브러리 또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이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 취약점을 쉽게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컨스트럭트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 예로는 Messier와 Viega의 Safe C String Library(SafeStr: 안전한 C 문자열 라이브러리)와 Microsoft의 Strsafe.h 라이브러리 등이 

있습니다. 이 같은 라이브러리는 오버플로우에 영향을 받기 쉬운 문자열 처리 기능의 더 안전한 버전을 제공합니다. 
참고: 많은 버퍼 오버플로우는 문자열과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해결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작 및 컴파일 (Build and Compilation) 
버퍼 오버플로우를 완화하거나 없애는 보호 메커니즘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기능이나 확장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거나 

컴파일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컴파일러 및 확장자는 컴파일된 코드 안에 내장된 자동 버퍼 오버플로우 탐지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예로는 

Microsoft Visual Studio /GS 플래그, Fedora/Red Hat FORTIFY_SOURCE GCC 플래그, StackGuard 및 ProPolice 등이 있습니다. 
효과: 심층적인 방어 
참고: 이 같은 메커니즘은 특정한 유형의 오버플로우만 탐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완전한 해결책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격에는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공격은 여전히 서비스 거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http://cwe.mitre.org/data/definitions/120.html


17 

 

구현 
애플리케이션의 메모리를 할당하고 관리할 때 다음 규칙을 준수하는 방안을 고려합니다: 
버퍼의 크기가 지정한 만큼 큰 지 재차 확인합니다. 
strncpy()처럼 복사할 바이트 수를 받아들이는 기능을 사용할 때는 대상 버퍼 크기가 원본 버퍼 크기와 같을 경우 문자열이 

NULL-terminate(무효화-종료)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버퍼를 루프로 접근할 경우에는 버퍼 경계를 확인하고, 쓰기를 할 때 할당된 공간을 넘어설 위험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할 경우, 모든 입력 문자열을 합당한 길이로 단축한 후에 복사 및 연쇄 기능에 전달합니다. 

 
구현 
모든 입력이 악성이라고 가정한다면, "좋다고 알려진 입력을 수락"하는 입력 검증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규격을 엄격히 

준수하는 수락 가능한 입력의 화이트리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규격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는 모든 입력을 거부하거나, 해당 입력을 

규격을 준수하는 것으로 변환합니다. 오로지 악성 또는 기형 입력을 찾는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즉, 블랙리스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는 잠재적인 공격을 탐지하거나 어떤 입력이 즉시 거부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기형인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 검증을 실시할 때는 길이, 입력 유형, 허용 가능한 값의 전체 범위, 누락 또는 추가 입력, 구문, 관련 필드 간 일관성, 그리고 

비즈니스 규칙 준수 여부를 포함한 모든 잠재적인 관련 속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규칙 논리의 일례로, "boat"는 

알파벳숫자로 된 문자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문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나, "red" 또는 "blue" 같은 색깔을 기대하고 있다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CWE-602를 방지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측에서 실시되는 모든 보안 점검이 서버 쪽에서도 반복되도록 합니다. 공격자는 점검이 

실시된 후에 값을 수정하거나 클라이언트를 변경하여 클라이언트 쪽 점검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클라이언트 쪽 점검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된 값이 서버로 전달 것입니다. 

 
운영 
ASLR(Address Space Layout Randomization: 주소 공간 배치 무작위화) 같은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효과: 심층적인 방어 
참고: 이 해결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하면 공격자는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바뀌는 

알려지지 않은 값을 추측해야 합니다. 나아가, 공격에는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공격은 

여전히 서비스 거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 
데이터 실행 보호(NX)나 그와 대등한 기능을 제공하는 CPU와 운영체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효과: 심층적인 방어 
참고: 버퍼 오버플로우를 사용하여 인근 변수를 덮어씀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상태를 위험한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 

해결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가 수정 코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격에는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공격은 여전히 서비스 거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작 및 컴파일(Build and Compilation)과 운영 
지금까지 컴파일러 또는 OS 단계에서 제공되어 온 방어 기술은 대부분 버퍼 오버플로우 문제의 일부분만 해결하며, 이 같은 

일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완전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공격자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바뀌는 알려지지 않은 

값을 추측하도록 하는 등, 공격자의 작업량을 늘리는 전략을 도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구현 
무한 복사 기능을 길이 인수를 지원하는 유사 기능으로 대체합니다(예: strcpy를 strncpy로 대체). 이 같은 기능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만듭니다. 
효과: 중간 
참고: 이 방법은 1 차이 오류(off-by-one errors: CWE-193)와 버퍼 길이 계산 오류(CWE-131) 같은 계산 오류에 여전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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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이나 URL 같은 일련의 허용 가능한 객체가 제한적이거나 알려져 있다면, 일련의 고정된 입력값(숫자 ID 등)에서 실제 

파일명이나 URL로 연결되는 맵을 작성하고 기타 모든 입력은 거부합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운영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가장 낮은 수준의 권한을 사용하여 코드를 실행합니다. 가능하다면, 단일 작업에만 사용되는 

제한적인 권한이 부여된 분리 계정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공격자가 공격에 성공해도 나머지 소프트웨어나 그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즉시 얻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히 일상 업무 수행 중에는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할 경우가 드뭅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운영 
코드를 "감옥(jail)"이나 프로세스와 운영체제 사이의 엄격한 경계를 엄수하는 기타 유사한 샌드박스 환경에서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디렉토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파일이나 소프트웨어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을 사실상 제한할 수 있습니다. 
OS 단계의 예로는 Unix chroot jail, AppArmor 및 SELinux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형 코드는 보호 기능을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Java SecurityManager에서는 java.io.FilePermission을 통해 파일 작업에 적용할 제한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결책은 실용적이지 못할 수 있으며, 운영체제가 받는 타격만 제한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CWE-243과 기타 감옥(jail)과 관련한 취약점을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입니다. 
효과: 제한적 
참고: 이 완화 방법의 효과는 사용되는 구체적인 샌드박스 또는 감옥의 예방 기능에 의해 좌우되며, 공격자를 특정한 시스템 

호출로만 제한하거나 파일 시스템에서 접근 가능한 부분을 제한하는 등 공격의 범위를 줄이는 데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CWE 
CWE-129  어레이 색인을 검증하지 않는 것 
CWE-131  버퍼 크기 계산하지 않는 것 

 

관련 공격 패턴 
CAPEC-ID: [전체 보기] 
8, 9, 10, 14, 24, 42, 44, 45, 46, 47, 67, 9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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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WE-79: 웹 페이지 생성 도중 입력 값을 무효화하지 않는 것 ('XSS(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개요 
취약점 확산정도   높음    결과     코드 실행, 보안 우회 
수정 비용   낮음    탐지 용이성    쉬움 
공격 빈도   잦음    공격자의 지식 수준   높음 

 

설명 
XSS(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Cross-site scripting)는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끈질기고 

위험한 취약성 중 하나입니다. 이 취약성은 상태가 없는(stateless) HTTP의 성격과, HTML 내 데이터 및 

스크립트의 배합, 웹사이트 간에 전달되는 대량의 데이터, 다양한 인코딩 방식, 그리고 기능이 풍부한 웹 

브라우저가 결합될 때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공격자는 자바 스크립트나 기타 

브라우저에서 실행 가능한 컨텐트를 애플리케이션이 만드는 웹 페이지에 주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웹 페이지는 다른 사용자에 의해 접근되며, 이들의 브라우저는 악성 스크립트를 마치 내가 작성한 

스크립트인 냥 실행합니다(왜냐하면, 스크립트는 결국 내가 작성한 것처럼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웹 

사이트는 갑자기 내가 작성하지 않은 코드를 제공하게 됩니다. 공격자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입력 

정보를 내 서버에 직접 주입하거나, "자폭(why do you keep hitting yourself?)" 게임을 할 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를 매개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 기술 정보 | 코드 예제 | 탐지 방법 | 참고 자료 
 

예방 및 완화 방법 

 
아키텍처 및 설계 
검증된 라이브러리 또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이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 취약점을 쉽게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컨스트럭트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올바로 인코딩된 출력을 더 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의 예로는 Microsoft의 Anti-XSS 라이브러리, 

OWASP ESAPI 인코딩 모듈, 그리고 Apache Wicket 등이 있습니다. 

 
구현과 아키텍처 및 설계 
데이터가 사용될 상황과 예상될 인코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서로 다른 구성요소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웹 페이지나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메일 메시지처럼 동시에 둘 이상의 인코딩을 포함할 수 있는 출력물을 만들 때 중요합니다. 모든 예상되는 

통신 프로토콜과 데이터 표현 방식을 조사하여 필요한 인코딩 전략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웹 페이지에 출력될 모든 데이터, 특히 외부 입력으로부터 수신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는 알파벳숫자가 아닌 모든 문자에 

적절한 인코딩을 사용해야 합니다. 
동일한 출력 문서의 각 부분에는 서로 다른 인코딩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출력이 다음 중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HTML 본문 
엘리먼트 속성 (예: src="XYZ") 
URI 
JavaScript 섹션 
CSS(Cascading Style Sheet: 종속형 시트) 및 스타일 속성등. HTML 개체 인코딩은 HTML 본문에만 해당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필요한 인코딩 및 삭제(escaping) 유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XSS 예방법 요약서[REF-16]를 참조하십시오. 

 
아키텍처 및 설계와 구현 
매개변수 또는 인수, 쿠키, 네트워크에서 읽어오는 모든 것, 환경 변수, 역 DNS 검색, 질의 결과, 요청 헤더, URL 구성요소, 이메일, 파일, 

http://cwe.mitre.org/data/definitions/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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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모든 외부 시스템 등, 신뢰할 수 없는 입력 정보가 소프트웨어에 

유입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같은 입력은 API 호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효과: 제한적 
참고: 이 기법의 효과는 제한적이나, 클라이언트 상태와 민감한 정보를 쿠키, 헤더, 숨겨진 서식 필드 등이 아닌 서버 쪽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CWE-602를 방지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측에서 실시되는 모든 보안 점검이 서버 쪽에서도 반복되도록 합니다. 공격자는 점검이 

실시된 후에 값을 수정하거나 클라이언트를 변경하여 클라이언트 쪽 점검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클라이언트 쪽 점검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된 값이 서버로 전달 것입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가능하다면, 자동으로 데이터와 코드를 강제로 분리시키는 정형화된 메커니즘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같은 메커니즘은 출력물이 

생성되는 모든 지점에서 관련 인용(quoting), 인코딩 및 검증 기능을 제공해줄 것을 개발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해당 기능을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현 
생성되는 모든 웹 페이지에 대해, ISO-8859-1 또는 UTF-8 같은 문자 인코딩을 사용 및 지정합니다. 인코딩이 지정되지 않으면, 

웹브라우저는 웹페이지가 실제로 사용하는 인코딩을 추측함으로써 다른 인코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웹브라우저가 특정 

시퀀스를 특별 시퀀스로 취급하여 클라이언트를 교활한 XSS 공격에 노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코딩/삭제와 관련된 더 

자세한 완화 방법은 CWE-116을 참조하십시오. 

 
구현 
Struts 사용 시에는 서식 bean에서 나온 모든 데이터를 bean의 필터 속성을 true로 설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구현 
사용자의 세션 쿠키에 대한 XSS 공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세션 쿠키를 HttpOnly로 설정합니다. (Internet Explorer 및 Firefox 

최신 버전처럼) HttpOnly 기능을 지원하는 브라우저에서, 이 속성은 사용자의 세션 쿠키가 document.cookie를 사용하는 악성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에 의해 접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HttpOnly가 모든 브라우저에서 지원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해결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XMLHTTPRequest와 기타 여러 강력한 브라우저 기술이 HttpOnly 플래그가 설정되는 

Set-Cookie 헤더를 포함한 HTTP 헤더에 대한 읽기 접근 권한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효과: 심층적인 방어 

 
구현 
모든 입력이 악성이라고 가정한다면, "좋다고 알려진 입력을 수락"하는 입력 검증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규격을 엄격히 

준수하는 수락 가능한 입력의 화이트리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규격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는 모든 입력을 거부하거나, 해당 입력을 

규격을 준수하는 것으로 변환합니다. 오로지 악성 또는 기형 입력을 찾는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즉, 블랙리스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는 잠재적인 공격을 탐지하거나 어떤 입력이 즉시 거부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기형인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 검증을 실시할 때는 길이, 입력 유형, 허용 가능한 값의 전체 범위, 누락 또는 추가 입력, 구문, 관련 필드 간 일관성, 그리고 

비즈니스 규칙 준수 여부를 포함한 모든 잠재적인 관련 속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규칙 논리의 일례로, "boat"는 

알파벳숫자로 된 문자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문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나, "red" 또는 "blue" 같은 색깔을 기대하고 있다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웹 페이지를 동적으로 구성할 때는 요청 내 매개변수의 기대 값을 기준으로 문자 집합을 제한하는 엄격한 화이트리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입력, 즉 사용자가 지정해야 하는 매개변수뿐만이 아닌 요청에 포함된 숨겨진 필드, 쿠키, 헤더, URL 자체 등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기 검증 및 정화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XSS 취약성을 초래하는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사이트가 다시 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필드만 검증하는 것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서버나 애플리케이션이 고려하는 요청에서 개발팀이 예측하지 못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경우는 흔합니다. 또한, 현재 고려되지 않는 필드가 향후에 어떤 개발자에 의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HTTP 요청의 모든 부분을 검증하도록 권장됩니다. 
입력 검증은 어느 정도 심층적인 방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지만, XSS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올바른 출력 인코딩, 삭제 

및 인용(quoting)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출력에 표시될 내용을 사실상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입력 검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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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의 문자를 포함할 수 있는 자유형 텍스트 필드를 지원해야 할 경우 항상 XSS를 방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하트 이모티콘("<3")은 흔히 사용되기 때문에 검증 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이모티콘을 

삭제하거나 달리 취급해야 하는 "<" 문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웹 페이지에 직접 삽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를 없애면 

XSS의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이모티콘이 기록되지 않음으로 인해 잘못된 동작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불편은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수학 포럼에서 부등식을 표시하고자 할 때는 더 중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100개의 입력 필드 중에서 하나를 빼먹는 등의) 실수를 할 경우에도 올바른 인코딩은 인젝션 기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줄 가능성이 큽니다. 입력 검증은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여전히 유용한 기법인데, 공격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몇 

가지 공격을 탐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올바른 인코딩을 통해 얻을 수 없는 다른 여러 보안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입력 검증은 반드시 애플리케이션 안의 명확히 정의된 인터페이스에서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성요소를 재사용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파일명이나 URL 같은 일련의 허용 가능한 객체가 제한적이거나 알려져 있다면, 일련의 고정된 입력값(숫자 ID 등)에서 실제 

파일명이나 URL로 연결되는 맵을 작성하고 기타 모든 입력은 거부합니다. 

 
운영 
이 취약점을 공략하는 공격을 감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같은 방법은 (코드가 제 3 자에 의해 

제어되기 때문에) 코드를 고칠 수 없는 경우에 보다 포괄적인 소프트웨어 보호 조치를 적용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비상 예방 

조치로서, 또는 심층적인 방어 기능을 제공하는 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효과: 중간 
참고: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은 가능한 침투 경로에 모두 대응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입력을 수신하는 구성요소에 의해 

여전히 처리될 수 있는 기형 입력을 사용하는 등 보호 장치를 우회하는 공격 기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능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은 본의 아니게 정당한 요청을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정의를 위한 몇 가지 수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영, 구현 
PHP를 사용한다면, register_globals을 사용하지 않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합니다. 구현 도중에는 이 기능에 의존하지 않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되, CWE-95, CWE-621 같은 약점이나 유사한 문제에 노출되기 쉬운 register_globals 에뮬레이션을 구현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관련 CWE 
CWE-82  웹 페이지에서 IMG 태그의 속성에서 스크립트 무효화하지 않는 것  

CWE-85  이중 문자 XSS 조작하는 것 
CWE-87  대체 XSS 구문을 무효화하지 않는 것 
CWE-692 불완전한 XSS 블랙리스트 

 

관련 공격 패턴 
CAPEC-ID: [전체 보기] 
18, 19, 32, 63, 85, 86, 91, 106, 198, 199, 209, 232, 243, 244, 245, 246,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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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WE-306: 핵심 기능에 대해서 인증을 누락하는 것 

 

개요 
취약점 확산정도   보통     결과    보안 우회 
수정 비용   높음 이하    탐지 용이성   중간 
공격 빈도   가끔     공격자의 지식 수준  높음 

 

설명 
수 많은 액션 영화에서, 악당은 난방구나 배관 속으로 기어 들어가거나 엘리베이터 통로를 오르내리거나 

움직이는 수레 밑에 숨어서 보안이 철저한 건물에 침투합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건물에 

진입하는 이 같은 경로에는 성가시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많은 경비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아무도 앞문을 통해 침투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시도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함으로써 일부 중요한 기능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자는 침투할 곳을 사전 

답사하여 시스템에 침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상세 기술 정보 | 코드 예제 | 탐지 방법 | 참고 자료 
 

예방 및 완화 방법 

 
아키텍처 및 설계 
소프트웨어를 익명, 일반, 특별 권한 및 관리 영역으로 나눕니다. 이 중 어느 부분에서 사용자의 신분 증명을 요구하고 중앙통제식 

인증 기능을 사용하는 지 확인합니다. 
잠재적인 통신 채널이나 기타 소프트웨어와 상호작용하는 수단을 모두 파악하여 모든 채널이 충분히 보호되도록 합니다. 
개발자는 때때로 1차 채널에서는 인증 작업을 수행하면서도 비공개라 생각되는 2차 채널을 열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그인 메커니즘은 네트워크 포트 하나를 '도청'할 수 있지만, 인증에 성공한 후에는 연결을 기다릴 2차 포트를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을 받은 자만 포트에 연결할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인증을 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나 프로토콜이 단일 세션 또는 사용자 상태가 둘 이상의 연결이나 채널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인증과 적절한 자격증명 관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CWE-602를 방지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측에서 실시되는 모든 보안 점검이 서버 쪽에서도 반복되도록 합니다. 공격자는 점검이 

실시된 후에 값을 수정하거나 클라이언트를 변경하여 클라이언트 쪽 점검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클라이언트 쪽 점검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된 값이 서버로 전달 것입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가능하다면, 맞춤 인증 루틴을 실행하는 것을 피하고 주변 프레임워크나 운영체제나 환경이 제공하는 인증 기능을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증 작업과 인가 작업을 분명히 분리하기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월드와이드웹(WWW) 같은 환경에서는 때때로 인증과 인가의 경계선이 모호해집니다. 서버가 제공하는 인증 루틴 대신 맞춤 인증 

루틴이 필요할 경우, 해당 루틴은 모든 페이지 하나하나에 적용해야 합니다. 모든 페이지가 직접 요청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검증된 라이브러리 또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이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 취약점을 쉽게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컨스트럭트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OpenSSL이나 ESAPI Authenticator처럼 인증 기능이 있는 라이브러리의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http://cwe.mitre.org/data/definitions/3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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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CWE 
CWE-302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되는 데이터에 의해서 인증이 우회되는 것 
CWE-307  과도한 인증 시도를 제한하지 않는 것 

 

관련 공격 패턴 
CAPEC-ID: [전체 보기] 
12, 36, 40, 62,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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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WE-862: 인가 기능을 누락하는 것 

 

개요 
취약점 확산정도   높음    결과     보안 우회 
수정 비용   중간 이하  탐지 용이성    중간 
공격 빈도   잦음   공격자의 지식 수준   높음 

 

설명 
친한 친구 몇 명과 그들이 초대한 손님을 위해 집에서 파티를 연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들을 모두 거실에 

초대하고 친구 한 명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손님 중 한 명이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고 약장을 몰래 

들여다 보고 침대 옆 서랍장에 무엇을 숨겼는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유사한 인가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소프트웨어의 사용자가 허용된 것만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공격자는 부적절한 인가 권한을 악용하여 제한된 사용자에게만 의도된 인가되지 않은 기능을 

실행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2011년 5월에 씨티 그룹에서 해커들이 URL에서 필드에 있던 계좌 정보를 

변경함으로써 수십만 개의 은행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훔쳐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가 기능은 사용자가 

기입 중인 계좌를 접근할 권한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유사한 인가 

누락(missing-authorization) 공격을 사용하여 AT&T 사이트에서 아이패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훔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세 기술 정보 | 코드 예제 | 탐지 방법 | 참고 자료 
 

예방 및 완화 방법 

 
아키텍처 및 설계 
애플리케이션을 익명, 일반, 특별 권한 및 관리 영역으로 나눕니다. 역할을 데이터 및 기능과 신중하게 매핑함으로써 공격면을 

축소합니다. 역할 기반 접근 제어(RBAC)를 사용하여 적절한 경계에서 역할을 강제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수평 인가(horizontal authorization)로부터 보호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역할이 같은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비즈니스 논리와 관련된 접근 제어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런 검사는 파일, 연결, 프로세스, 메모리 및 데이터베이스 

기록 같은 보다 일반적인 자원에 적용되는 접근 제어 검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는 의료 기록에 대한 접근을 

특정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로 제한할 수 있지만, 각 기록은 환자 본인이나 환자의 의사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검증된 라이브러리 또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이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 취약점을 쉽게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컨스트럭트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JAAS Authorization Framework와 OWASP ESAPI Access Control 기능과 같은 인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접근 제어 메커니즘이 서버 측에서 모든 페이지에 대해 올바로 실행되도록 합니다. 사용자는 단순히 해당 

페이지에 대한 직접 접근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인가되지 않은 기능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합니다. 

http://cwe.mitre.org/data/definitions/8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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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민감한 정보가 수록된 모든 페이지가 캐시에 저장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 같은 페이지가 모두 해당 

페이지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와 연결된 유효하고 인증된 세션 토큰을 제시하는 요청으로만 접근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구성, 설치 
운영체제 및 서버 환경의 접근 제어 기능을 사용하고 접근 제어 목록을 적절히 정합니다. 이 같은 ACL을 정할 때는 "기본 거부" 

정책을 사용해야 합니다. 

 

관련 CWE 
CWE-425  직접적인 요청 ('강제 브라우징') 
CWE-639  사용자가 제어하는 키를 통해 인가를 우회하는 것 
CWE-732  핵심 자원에 잘못된 권한을 할당하는 것 
CWE-749  위험한 메소드 또는 함수를 노출시키는 것 

 

관련 공격 패턴 
CAPEC-ID: [전체 보기] 
1, 17, 58, 122,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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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WE-798: 인증 데이터를 코드에 직접 기록하는 것 

 

개요 
취약점 확산정도   중간    결과    보안 우회 
수정 비용   중간 이상   탐지 용이성   중간 
공격 빈도   드묾    공격자의 지식 수준  높음 

 

설명 
프로그램에 비밀 암호나 암호화 키를 코드에 직접 기록하는 것은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숙련된 리버스 

엔지니어들의 일을 매우 편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테스트 및 지원 예산을 줄일 수는 

있지만 고객의 보안을 먼지로 날려 보낼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모든 소프트웨어에 걸쳐 동일할 경우, 

비밀번호가 알려지면(아니, 알려질 때) 모든 고객이 공격에 취약하기 노출될 것입니다. 게다가 비밀번호는 

코드에 직접 기입되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자가 고치기도 매우 까다로운 경우가 보통입니다. 
시스템 관리자들이 오전 2시 에 네트워크가 해킹 당할 때 겪는 불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는 비밀이 

알려질 경우 수많은 화난 고객과 끊이지 않는 불리한 언론 보도에 시달려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것입니다. 25대 CWE의 대부분은 본의 아닌 실수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한 고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동 문제를 야기했던 유명한 

스턱스넷(Stuxnet) 웜은 코드에 직접 기록된 인증데이터 때문에 확산되었습니다. 코드에 직접 기입된 

인증데이터가 누출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구성 파일, 레지스트리 키, 또는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의도된 다른 위치 안에 있는 암호화되지 않거나 난독화된 저장소를 통해서입니다. 이 방법은 바이너리 

프로그램 안에 묻어서 수정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보다는 훨씬 더 세련된 방법이지만, 이 파일을 느슨하게 

인가하거나 기타 수단을 통해 외부인에게 노출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상세 기술 정보 | 코드 예제 | 탐지 방법 | 참고 자료 
 

예방 및 완화 방법 

 
아키텍처 및 설계 
아웃바운드 인증의 경우: 비밀번호, 키 및 기타 자격증명을 같은 시스템에 있는 다른 로컬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외부인에 의한 

접근으로부터 강력하게 보호되는 암호화된 구성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키를 올바로 보호합니다(CWE-320). 암호화를 

사용하여 파일을 보호할 수 없으면, 권한을 최대한 제한해야 합니다. 
Windows 환경에서는 암호화된 파일 시스템(EFS)이 보호 기능을 어느 정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인바운드 인증의 경우: 최초 로그인을 위한 기본 사용자이름과 비밀번호, 키 또는 기타 인증 자격증명을 코드에 직접 기입하는 대신, 

사용자에게 보안 수준이 높은 고유 비밀번호나 키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최초 로그인" 모드를 이용합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소프트웨어에 코드에 직접 기입된 자격증명을 포함시켜야 하거나 해당 자격증명을 제거할 수 없을 경우, 접근 제어 검사를 실시하고 

코드에 직접 기입된 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접근할 수 있는 개체를 제한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기능을 네트워크 연결이 

아닌 시스템 콘솔을 통해서만 활성화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http://cwe.mitre.org/data/definitions/7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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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를 사용한 인바운드 인증의 경우: 비밀번호에 강력한 일방 해시를 적용하고, 해당 해시를 접근이 적절히 제어되는 구성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파일/데이터베이스를 훔치려는 공격자는 여전히 비밀번호를 해킹하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인증 도중에 수신되는 비밀번호를 취급할 때, 비밀번호의 해시를 저장했던 해시와 비교합니다. 
각각의 개별적인 해시를 생성할 때, 무작위로 할당된 솔트(salt)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격자가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더 많은 연산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레인보우 테이블(rainbow table) 방식을 사용한 공격의 효과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프런트 엔드->백엔드 연결의 경우: 세 가지 해결책이 가능하나,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생성된 후 자동으로 변경되고 시스템 관리자가 정해진 시간 간격마다 입력해야 하는 비밀번호 또는 키의 사용을 

수반합니다. 이런 비밀번호는 메모리에 저장되며, 일정 기간만 유효합니다. 
다음, 비밀번호나 키는 백엔드에서 프런트엔드를 위한 유효한 작업을 수행하는 용도로만 제한되고 완전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플레이 방식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발송되는 메시지에는 시간에 민감한 값을 태그 및 체크섬 형태로 적용해야 

합니다. 

 

관련 CWE 
CWE-259  코드에 패스워드를 기록하는 것 
CWE-321  코드에 암호키를 기록하는 것 

 

관련 공격 패턴 
CAPEC-ID: [전체 보기] 
70, 188, 189, 190, 191, 192,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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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WE-311: 민감한 데이터에 암호화 누락하는 것 

 

개요 
취약점 확산정도    높음    결과    데이터 손실 
수정 비용    중간    탐지 용이성   쉬움 
공격 빈도    가끔    공격자의 지식 수준  높음 

 

설명 
민감한 데이터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곳에서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는 항상 공격자가 그것을 손에 넣을 

방법을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도둑은 패킷의 냄새를 맡고, 데이터베이스를 읽고, 파일 시스템을 

살펴보면서 어디에든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개인 정보나 인증 정보 같은 민감한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할 경우, 해당 정보는 최종 목적지까지 이송되는 동안 다양한 노드를 

거칩니다. 공격자는 이 같은 정보를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이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습니다. 

공격자는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 상에 있는 노드 하나를 제어하거나, 전송 노드와 동일한 네트워크 

안에 있는 어떤 노드를 제어하거나, 가용 인터페이스에 플러그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민감한 

정보를 로컬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면, 공격자는 다른 방법으로 파일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공격자는 느슨한 인가를 이용하거나, 다른 취약성을 악용하거나, 물리적 디스크를 훔칠 수 있습니다. 

언론에는 신용 카드 대량 도용 사건이 심심찮게 보도되곤 하는데, 이 중 상당수는 암호화되지 않은 

스토리지 때문에 발생합니다. 2011년에 발생한 고객 이메일 및 비밀번호 유출 사고의 상당수는 어떤 

암호화도 없이 중요한 정보를 저장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해커들은 이를 통해 원하는 것을 더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공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자 상황은 종료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011년 6월에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로채서 공개한 LulzSec 그룹이 

머리기사를 장식했습니다. 

 
상세 기술 정보 | 코드 예제 | 탐지 방법 | 참고 자료 
 

예방 및 완화 방법 

 
요구사항 
어떤 데이터나 자원이 암호화하여 보호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분명히 정합니다. 해당 데이터/자원을 전송 또는 저장할 

때는 항상 확실한 심사를 거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위협 모델링 또는 기타 기법을 사용하여, 데이터가 별도의 취약성이나 약점을 통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암호화가 어디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로 간주되는 정보가 안전하지 않은 허가(insecure permissions: CWE-732) 같은 

취약점을 이용하여 본의 아니게 노출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암호화가 시스템 설계에 적절히 포함되도록 합니다: 
시스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저장 또는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암호화 
시스템 자체를 인가되지 않은 공개 또는 조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암호화 
각 암호화의 필요성과 그 상황을 파악합니다: 
일방(즉, 사용자 또는 수신자만 키를 갖고 있어야 함). 이는 공용키 암호화나 기타 암호화를 하는 측(즉, 소프트웨어)이 개인 키 이용 

권한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기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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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즉, 암호화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자동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해당 사용자가 일반텍스트를 자동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키가 

제공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개인 키를 사용자만 (또는 어쩌면 운영체제만) 복구할 수 있는 형식을 사용하여 타인이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현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력하다고 간주하는 확실한 심사를 거친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올바로 검증된 구현 방식을 선택합니다. 

여느 암호화 메커니즘과 마찬가지로, 분석을 위해 소스 코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정부 시스템은 FIPS 140-2 인증을 요구합니다. 
자체적인 암호화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알고리즘은 암호 전문가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는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역 엔지니어링 기법은 매우 성숙해 있습니다. 공격자가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알아낼 경우 알고리즘의 보안이 

훼손될 수 있다면, 해당 알고리즘은 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쓸모 없게 된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지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한 때는 10억 년의 연산 시간을 투입해야 뚫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됐던 몇몇 오래된 알고리즘은 이제 며칠이나 몇 시간 만에 뚫릴 수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으로는 한때 강력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MD4, MD5, SHA1, DES 등이 있습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시스템이 신뢰 경계를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 "안전" 영역을 포함하는 구획으로 나눕니다. 민감한 데이터가 신뢰 경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안전 구역 밖에 있는 구획과 접촉할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입니다. 

 
구현과 아키텍처 및 설계 
업계에서 승인된 기법을 사용할 때는 해당 기법을 올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원 집약적인 단계를 건너뛰는 편법을 쓰지 

마십시오(CWE-325). 이런 단계는 흔한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현 
명명 규약 및 strong types을 사용하여 민감한 데이터가 사용될 때 이를 쉽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조, 객체 또는 기타 복합 

개체를 만들 때는 민감한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를 최대한 구분합니다. 
효과: 심층적인 방어 
참고: 이렇게 하면 코드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가 사용되는 부분을 더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관련 CWE 
CWE-312 민감한 정보를 평문으로 저장하는 것 
CWE-319 민감한 정보를 평문으로 저장하는 것 

 

관련 공격 패턴 
CAPEC-ID: [전체 보기] 
31, 37, 65, 117, 155, 157, 167, 204, 205, 258, 259, 260, 383, 384, 385, 386, 387, 388,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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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WE-434: 위험한 유형의 파일 업로드를 제한하지 않는 것 

 

개요 
취약점 확산정도   보통    결과    코드 실행 
수정 비용   중간    탐지 용이성   중간 
공격 빈도   가끔    공격자의 지식 수준  중간 

 

설명 
무해한 이미지(즉, 시스템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는 이미지, 인터넷 곳곳에는 '유해한' 것이 

많으므로)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업로드된 파일의 

이름에 .gif 대신 .php 같은 위험한 확장자나 기타 (컨텐트 유형과 같은) 다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서버는 이미지를 커다란 프로그램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좋아하는 할리우드 배우의 은밀한 

모습을 찍은 파파라치 사진을 보는 대신 서버의 보안성을 훼손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세 기술 정보 | 코드 예제 | 탐지 방법 | 참고 자료 
 

예방 및 완화 방법 

 
아키텍처 및 설계 
외부 입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업로드된 파일에 사용자가 정한 파일명 대신 내가 원하는 파일명을 생성합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파일명이나 URL 같은 일련의 허용 가능한 객체가 제한적이거나 알려져 있다면, 일련의 고정된 입력값(숫자 ID 등)에서 실제 

파일명이나 URL로 연결되는 매핑(mapping)을 작성하고 기타 모든 입력은 거부합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업로드된 파일을 완전히 웹 문서 루트 밖에 저장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다른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파일을 동적으로 

전달합니다. 

 
구현 
모든 입력이 악성이라고 가정한다면, "좋다고 알려진 입력을 수락"하는 입력 검증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규격을 엄격히 

준수하는 수락 가능한 입력의 화이트리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규격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는 모든 입력을 거부하거나, 해당 입력을 

규격을 준수하는 것으로 변환합니다. 오로지 악성 또는 기형 입력을 찾는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즉, 블랙리스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는 잠재적인 공격을 탐지하거나 어떤 입력이 즉시 거부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기형인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 검증을 실시할 때는 길이, 입력 유형, 허용 가능한 값의 전체 범위, 누락 또는 추가 입력, 구문, 관련 필드 간 일관성, 그리고 

비즈니스 규칙 준수 여부를 포함한 모든 잠재적인 관련 속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규칙 논리의 일례로, "boat"는 

알파벳숫자로 된 문자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문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나, "red" 또는 "blue" 같은 색깔을 기대하고 있다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명을 알파벳숫자 문자로 제한하면 의도하지 않은 파일 확장자의 도입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매우 제한적인 일련의 허용되는 확장자를 정하고, 해당 확장자로 끝나는 파일명만 생성합니다. .html 또는 .htm 파일 유형을 허용하기 

전에 XSS의 가능성(CWE-79)을 고려해야 합니다. 

 

http://cwe.mitre.org/data/definitions/4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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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파일명에는 한 가지 확장자만 사용되도록 합니다. 일부 Apache 버전을 포함한 몇몇 웹 서버는 "filename.php.gif"가 PHP interpreter에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내부 확장자를 기준으로 파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현 
대소문자를 구별하는 파일명을 지원하는 웹 서버에서 실행할 때는 제공되는 확장자에 대해 반드시 대소문자를 구별하는 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클라이언트 측에서 실시되는 모든 보안 점검에 대해서는 CWE-602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점검이 서버 쪽에서도 반복되도록 합니다. 
공격자는 점검이 실시된 후에 값을 수정하거나 클라이언트를 변경하여 클라이언트 측 점검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클라이언트 측  
점검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된 값이 서버에 제출될 것입니다. 

 
구현 
오로지 파일 컨텐트의 sanity check에만 의존하여 파일의 유형과 크기가 예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공격자는 여전히 

서버가 실행할 파일의 어떤 부분에 코드를 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GIF 이미지에는 자유 형식 코멘트(free-form comments) 

필드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구현 
파일을 렌더링할 방법을 결정할 때 오로지 MIME 컨텐트 유형이나 파일명 속성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MIME 컨텐트 유형을 

검증하고 그것이 확장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부분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운영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가장 낮은 수준의 권한을 사용하여 코드를 실행합니다. 가능하다면, 단일 작업에만 사용되는 

제한적인 권한이 부여된 분리 계정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공격자가 공격에 성공해도 나머지 소프트웨어나 그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즉시 얻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히 일상 업무 수행 중에는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할 경우가 드뭅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운영 
코드를 "감옥(jail)"이나 프로세스와 운영체제 사이의 엄격한 경계를 엄수하는 기타 유사한 샌드박스 환경에서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디렉토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파일이나 소프트웨어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을 사실상 제한할 수 있습니다. 
OS 단계의 예로는 Unix chroot jail, AppArmor 및 SELinux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형 코드는 보호 기능을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Java SecurityManager에서는 java.io.FilePermission을 통해 파일 작업에 적용할 제한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결책은 실용적이지 못할 수 있으며, 운영체제가 받는 타격만 제한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CWE-243과 기타 감옥(jail)과 관련한 취약점을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입니다. 
효과: 제한적 
참고: 이 완화 방법의 효과는 사용되는 구체적인 샌드박스 또는 감옥의 예방 기능에 의해 좌우되며, 공격자를 특정한 시스템 

호출로만 제한하거나 파일 시스템에서 접근 가능한 부분을 제한하는 등 공격의 범위를 줄이는 데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CWE 
없음. 

 

관련 공격 패턴 
CAPEC-ID: [전체 보기] 
1,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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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WE-807: 신뢰할 수 없는 입력 정보에 의존하여 보안성 결정하는 것 

 

개요 
취약점 확산정도   높음   결과    보안 우회 
수정 비용   중간   탐지 용이성   중간 
공격 빈도   잦음   공격자의 지식 수준  높음 

 

설명 
술을 구입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정해져 있는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바텐더가 운전면허증이나 기타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명서를 통해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나이가 많아 

보이면 바텐더는 면허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완전히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행은 나이가 들어 보이는 

미성년자에게 유리합니다. 운전면허증이 사용될 경우에는 위조 면허증을 가려내거나 타인의 면허증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종종 이처럼 

신뢰할 수 없는 입력 정보에 의존하며, 이 같은 입력 정보가 제한된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경우에는 항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세 기술 정보 | 코드 예제 | 탐지 방법 | 참고 자료 
 

예방 및 완화 방법 

 
아키텍처 및 설계 
상태 정보와 민감한 데이터는 서버 쪽에만 저장합니다. 
시스템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체적인 상태와 사용자 상태를 계속 추적하고 합법적인 상태 전환을 위한 규칙을 정해 놓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어떤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도 상태 전환으로 이어지는 합법적인 동작을 거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상태를 직접 변경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정보를 클라이언트 쪽에 저장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암호화 또는 무결성 검사를 거치거나 서버 쪽에 조작 행위를 포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춰야 합니다. HMAC(Hash Message Authentication Code: 해시 메시지 인증 코드) 같은 MAC(메시지 인증 코드)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같은 알고리즘을 노출시켜야 하는 상태 데이터나 민감한 데이터에 적용하면 데이터의 무결성을 (즉, 

데이터가 수정되지 않았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해시 기능이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도록 합니다(CWE-328). 

 
아키텍처 및 설계 
이 취약점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거나 이 취약점을 더 쉽게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구성 개념을 제공하는 검증된 라이브러리 

또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HTTP처럼 상태가 없는(stateless) 프로토콜에는 상태를 대신 유지해 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로는 ASP.NET View State(뷰 상태)와 OWASP ESAPI Session Management(세션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상태 지원을 제공하는 언어 기능에 주의합니다. 이 같은 기능은 프로그래머의 편의를 위주로 제공되므로 보안이 고려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CWE-602를 방지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측에서 실시되는 모든 보안 점검이 서버 쪽에서도 반복되도록 합니다. 공격자는 점검이 

실시된 후에 값을 수정하거나 클라이언트를 변경하여 클라이언트 쪽 점검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클라이언트 쪽 점검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된 값이 서버로 전달 것입니다. 

 
운영, 구현 

http://cwe.mitre.org/data/definitions/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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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P를 사용한다면, register_globals을 사용하지 않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합니다. 구현 도중에는 이 기능에 의존하지 않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되, CWE-95, CWE-621 같은 약점이나 유사한 문제에 노출되기 쉬운 register_globals 에뮬레이션을 구현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와 구현 
매개변수 또는 인수, 쿠키, 네트워크에서 읽어오는 모든 것, 환경 변수, 역 DNS 검색, 질의 결과, 요청 헤더, URL 구성요소, 이메일, 파일, 

파일명,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모든 외부 시스템 등, 신뢰할 수 없는 입력 정보가 소프트웨어에 

유입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같은 입력은 API 호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안 결정에 사용되는 모든 입력을 가려내고, 제출된 입력에 전혀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설계를 수정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의 세션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외부 데이터 안에 기록하는 대신 서버 쪽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관련 CWE 
없음. 

 

관련 공격 패턴 
CAPEC-ID: [전체 보기]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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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WE-250: 불필요한 권한으로 실행하는 것 

 

개요 
취약점 확산정도   중간  결과    코드 실행 
수정 비용   중간   탐지 용이성   중간 
공격 빈도   가끔   공격자의 지식 수준  높음 

 

설명 
스파이더맨이라는 만화 속의 유명한 슈퍼히어로는 "위대한 힘에는 커다란 책임이 따른다"는 좌우명을 

실천합니다. 소프트웨어 역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권한을 필요로 할 수 있지만, 이 같은 

권한을 필요 이상 오랫동안 행사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추가 권한을 사용하여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가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의도적으로 실행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을 때 해당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열 파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도움말 유틸리티나 편집기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와 같은 추가 권한으로 실행된 프로그램을 통해 인가되지 않은 파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명령 실행도 비슷한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더 낮은 권한 

수준에서 실행될 때보다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다른 취약성으로 인해 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세 기술 정보 | 코드 예제 | 탐지 방법 | 참고 자료 
 

예방 및 완화 방법 

 
아키텍처 및 설계, 운영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가장 낮은 수준의 권한을 사용하여 코드를 실행합니다. 가능하다면, 단일 작업에만 사용되는 

제한적인 권한이 부여된 분리 계정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공격자가 공격에 성공해도 나머지 소프트웨어나 그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즉시 얻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히 일상 업무 수행 중에는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할 경우가 드뭅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권한이 필요한 운영체제 자원의 접근 등, 추가 권한이 요구되는 기능을 파악합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기능을 묶어서(wrap) 중앙으로 

집중시키고, 권한이 필요한 코드를 나머지 코드로부터 최대한 격리시킵니다. 권한 수준은 최대한 늦게 높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낮춤으로써 CWE-271을 방지합니다. 권한이 필요한 코드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통신 채널(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 2차 소켓 등)을 보호함으로써 CWE-288 및 CWE-420 같은 취약점을 피합니다. 

 
구현 
사용자에게 노출시켜야 하는 권한이 필요한 모든 코드에 대해 광범위한 입력 검증을 실시하고, 엄격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모두 거부합니다. 

 
구현 
권한 수준을 낮출 때는 성공적으로 낮췄는지 확인하여 CWE-273을 방지합니다. 환경 안에서 보호 메커니즘이 점점 강력해짐에 따라, 

항상 성공할 것 같았던 권한 수준 하강 호출(privilege-dropping call)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구현 

http://cwe.mitre.org/data/definitions/2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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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이 추가 권한을 가지고 실행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 필요한 최소 접근 권한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파일 읽기 및 

쓰기 권한과 네트워크 소켓 권한 등과 같이 소프트웨어 및 그 사용자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할 다양한 권한을 파악합니다. 

다음 해당 작업만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나머지를 모두 거부합니다. 광범위한 입력 검증 및 규범화(canonicalization)를 실시하여 

별도의 취약성을 유입시킬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이 같은 완화 방법은 처음부터 권한 수준을 낮추는 것보다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운영, 시스템 구성 
소프트웨어가 FDCC(Federal Desktop Core Configuration)나 그에 상응하는 보안 강화 구성 지침 하에서 올바로 운영되고 있는 지 

확인 바랍니다. 위 문서를 사용해서 많은 기업 및 기관이 공격면과 배포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완화 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CWE 
CWE-272  최소 권한 규칙을 위반하는 것 
CWE-273  낮춰진 권한 수준을 확인하지 않는 것 
CWE-653  구획화를 하지 않는 것 

 

관련 공격 패턴 
CAPEC-ID: [전체 보기] 
69,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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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WE-352: 사이트 간 요청 위조(CSRF :Cross-Site Request Forgery) 

 

개요 
취약점 확산정도   높음   결과    데이터 손실, 코드 실행 
수정 비용   높음   탐지 용이성   중간 
공격 빈도   잦음   공격자의 지식 수준  중간 

 

설명 
공항에서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상자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위험한 내용물이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안 좋은 일이라도 일어나면 비행기에 탑승할 때 상자를 갖고 있던 

사람은 나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CSRF(Cross-site request forgery)는 모르는 사람이 

건넨 상자와 비슷합니다. 단, CSRF를 사용하는 공격자는 사용자가 내 사이트로 전송되는 요청을 

활성화하도록 속입니다. 
스크립팅과 인터넷의 전체적인 작동 원리 덕택에 사용자는 요청이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서버에 도달한 요청은 공격자가 아닌 사용자가 보낸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별 

일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공격자는 사실상 합법적인 사용자로 가장하여 해당 사용자가 가진 모든 

잠재적인 접근 권한을 획득한 것입니다. 이 수법은 사용자에게 관리자 권한이 있음으로 인해 애플리케이션 

기능의 보안을 완전히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때 공격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이 수법이 XSS과 

결합되면, 광범위하고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몇 분 안에 (페이스북 같은) 매우 큰 웹사이트 

전체를 교란시키는 XSS 윔 뒤에는 보통 그것을 지원하는 CRSF가 있습니다. 

 
상세 기술 정보 | 코드 예제 | 탐지 방법 | 참고 자료 
 

예방 및 완화 방법 

 
아키텍처 및 설계 
검증된 라이브러리 또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이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 취약점을 쉽게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컨스트럭트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OWASP CSRFGuard 같은 CSRF 퇴치 패키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CSRF용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ESAPI Session Management(세션 관리) 컨트롤이 있습니다. 

 
구현 
대부분의 CSRF 방어 기법은 공격자가 제어하는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우회될 수 있으므로, 애플리케이션에 XSS 문제(CWE-79)가 없는 

지 확인합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각 서식에 대해 고유한 nonce를 생성하고, nonce를 서식 안에 위치시키고, 서식을 수신할 때 nonce를 확인합니다. Nonce는 예측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CWE-330). 
참고: 이 방법은 XSS를 사용하여 우회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합니다(CWE-79). 

 
아키텍처 및 설계 
특별히 위험한 작업을 가려냅니다. 사용자가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때는 별도의 확인 요청을 보내어 사용자가 해당 작업을 수행할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이 방법은 XSS를 사용하여 우회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합니다(CWE-79). 

http://cwe.mitre.org/data/definitions/3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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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 및 설계 
Felten과 Zeller가 설명한 "이중 제출 쿠키"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법에는 Javascript가 필요하므로, Javascript를 비활성화한 브라우저에서는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이 방법은 대개 XSS를 사용하여 우회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합니다(CWE-79). 

 
아키텍처 및 설계 
상태 변화를 유발하는 모든 요청에 대해서는 GET 기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현 
HTTP 리퍼러 헤더를 확인하여 요청이 예상했던 페이지에서 전송된 것인지 봅니다. 사용자나 프록시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리퍼러 

전송 기능을 비활성화했을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은 합법적인 기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이 방법은 XSS를 사용하여 우회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합니다(CWE-79). 공격자는 XSS를 사용하여 허위 리퍼러를 생성하거나 

허용되는 리퍼러를 가진 페이지에서 악성 요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관련 CWE 
CWE-346  출처를 검증하지 않는 오류 
CWE-441  의도하지 않은 프록시/중개자 

 

관련 공격 패턴 
CAPEC-ID: [전체 보기] 
62,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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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WE-22: 금지된 디렉토리에 접근을 제한하지 않는 것('경로 추적') 

 

개요 
취약점 확산정도   폭넓은 확산  결과    코드 실행, 데이터 손실, 서비스 거부 
수정 비용   낮음   탐지 용이성   쉬움 
공격 빈도   잦음   공격자의 지식 수준 높음 

 

설명 
데이터는 종종 파일을 사용하여 교환되지만, 때로는 그 과정에서 시스템에 있는 모든 파일을 노출시키고 

싶지  있습니다. 파일명을 정할 때 외부인의 입력하면, 그 결과로 생성되는 경로는 의도한 디렉토리 밖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공격자는 둘 이상의 ".."이나 기타 유사한 시퀀스를 사용하여 운영체제에서 제한한 

디렉토리를 벗어나 시스템 다른 곳을 탐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세 기술 정보 | 코드 예제 | 탐지 방법 | 참고 자료 
 

예방 및 완화 방법 

 
구현 
모든 입력이 악성이라고 가정합니다. "좋다고 알려진 입력을 수락"하는 입력 검증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규격을 엄격히 

준수하는 수락 가능한 입력의 화이트리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규격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는 모든 입력을 거부하거나, 해당 입력을 

규격을 준수하는 것으로 변환합니다. 
입력 검증을 실시할 때는 길이, 입력 유형, 허용 가능한 값의 전체 범위, 누락 또는 추가 입력, 구문, 관련 필드 간 일관성, 그리고 

비즈니스 규칙 준수 여부를 포함한 모든 잠재적인 관련 속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규칙 논리의 일례로, "boat"는 

알파벳숫자로 된 문자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문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나, 입력이 "red" 또는 "blue" 같은 색깔만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기대될 경우 유효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악성 또는 기형 입력을 찾는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즉, 블랙리스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블랙리스트는 특히 코드의 

환경이 바뀔 경우 원치 않는 입력을 하나 이상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공격자는 의도된 검증을 우회할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는 잠재적인 공격을 탐지하거나 어떤 입력이 즉시 거부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기형인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명을 검증할 때는 사용될 문제 집합을 제한하는 엄격한 화이트리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파일명에는 "." 문자를 

하나만 허용하여 CWE-23 같은 취약점을 방지하고, "/" 같은 디렉토리 분리 기호를 제외하여 CWE-36을 방지합니다. 허용 가능한 파일 

확장자의 화이트리스트를 사용하면 CWE-434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문자를 제거하는 필터링 메커니즘에만 유일하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은 불완전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와 비슷합니다(CWE-184). 예를 들면, "/"를 필터링하는 방법은 파일 시스템이 "\"도 디렉토리 분리 기호로 사용하는 

기능을 지원할 경우 충분한 보호가 되지 못합니다. 필터링이 위험한 데이터를 계속 생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또 다른 

잠재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CWE-182). 예를 들어 ".../...//" 문자열에서 "../" 시퀀스를 순차적으로 제거할 경우에는 원래의 

문자열에서 두 "../" 인스턴스가 제거될 것이지만, 나머지 문자들은 여전히 "../" 문자열을 형성할 것입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클라이언트 쪽에서 실시되는 모든 보안 점검에 대해서는 CWE-602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점검이 서버 쪽에서도 반복되도록 합니다. 
공격자는 점검이 실시된 후에 값을 수정하거나 클라이언트를 변경하여 클라이언트 측 점검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클라이언트 측 

점검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된 값이 서버에 제출될 것입니다. 

 
구현 
입력은 검증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의 최신 내부 표현으로 디코딩하고 규범화해야 합니다(CWE-180). 애플리케이션이 동일한 입력을 

두 번 디코딩하지 않도록 합니다(CWE-174). 이 같은 오류를 사용하면 위험한 입력이 확인된 후에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화이트리스트 

http://cwe.mitre.org/data/definitions/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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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방식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 시퀀스와 부호 링크를 사실상 제거하는 경로명의 규범화된 버전을 만들어내는 (C의 realpath() 같은) 내장된 경로 규범화 기능을 

사용합니다(CWE-23, CWE-59). 예: 
C의 realpath() 
Java의 getCanonicalPath() 
ASP.NET의 GetFullPath() 
Perl의 realpath() 또는 abs_path() 
PHP의 realpath() 

 
아키텍처 및 설계 
검증된 라이브러리 또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이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 취약점을 쉽게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컨스트럭트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운영 
이 취약점을 공략하는 공격을 감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같은 방법은 (코드가 제 3 자에 의해 

제어되기 때문에) 코드를 고칠 수 없는 경우에 보다 포괄적인 소프트웨어 보호 조치를 적용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비상 예방 

조치로서, 또는 심층적인 방어 기능을 제공하는 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효과: 중간 
참고: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은 가능한 침투 경로에 모두 대응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입력을 수신하는 구성요소에 의해 

여전히 처리될 수 있는 기형 입력을 사용하는 등 보호 장치를 우회하는 공격 기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능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은 본의 아니게 정당한 요청을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정의를 위한 몇 가지 수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운영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가장 낮은 수준의 권한을 사용하여 코드를 실행합니다. 가능하다면, 단일 작업에만 사용되는 

제한적인 권한이 부여된 분리 계정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공격자가 공격에 성공해도 나머지 소프트웨어나 그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즉시 얻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히 일상 업무 수행 중에는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할 경우가 드뭅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파일명이나 URL 같은 일련의 허용 가능한 객체가 제한적이거나 알려져 있다면, 일련의 고정된 입력값(숫자 ID 등)에서 실제 

파일명이나 URL로 연결되는 맵을 작성하고 기타 모든 입력은 거부합니다. 
예를 들면, ID 1은 "inbox.txt"와 연결되고 ID 2는 "profile.txt"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ESAPI AccessReferenceMap 같은 

기능에 의해 제공됩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운영 
코드를 "감옥(jail)"이나 프로세스와 운영체제 사이의 엄격한 경계를 엄수하는 기타 유사한 샌드박스 환경에서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디렉토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파일이나 소프트웨어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을 사실상 제한할 수 있습니다. 
OS 단계의 예로는 Unix chroot jail, AppArmor 및 SELinux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형 코드는 보호 기능을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Java SecurityManager에서는 java.io.FilePermission을 통해 파일 작업에 적용할 제한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결책은 실용적이지 못할 수 있으며, 운영체제가 받는 타격만 제한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CWE-243과 기타 감옥(jail)과 관련한 취약점을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입니다. 
효과: 제한적 
참고: 이 완화 방법의 효과는 사용되는 구체적인 샌드박스 또는 감옥의 예방 기능에 의해 좌우되며, 공격자를 특정한 시스템 

호출로만 제한하거나 파일 시스템에서 접근 가능한 부분을 제한하는 등 공격의 범위를 줄이는 데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운영 
라이브러리, include 및 유틸리티 파일은 가능하다면 웹 문서 루트 밖에 저장합니다. 아니면, 이 같은 파일은 별도의 디렉토리에 

저장하고 웹 서버의 접근 제어 기능을 사용하여 공격자가 해당 파일을 직접 요청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각 호출 프로그램에서 일정한 상수를 정한 후에 해당 상수가 라이브러리/include 파일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상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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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으면, 파일은 직접 요청된 것이므로 즉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공격자가 기본 프로그램에는 있지만 include 파일에는 없는 어떤 보호 메커니즘을 우회할 수 있는 확률을 크게 줄입니다. 

또한, 공격면(attack surface)도 줄여줄 것입니다. 

 
구현 
오류 메시지에는 오직 의도된 대상에게만 유용한 최소한의 상세정보만 수록되도록 합니다. 메시지는 너무 모호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구체적이지도 않도록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메시지에 반드시 오류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같은 상세 정보는 원래의 공격을 개량하여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류를 어느 정도 자세하게 추적해야 한다면, 오류를 로그 메시지에 캡처합니다. 하지만, 로그 메시지를 공격자가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같은 매우 민감한 정보는 어떤 형태로든 기록하지 않도록 합니다. 실수로 공격자에게 사용자이름이 유효한지의 여부와 같은 

내부 상태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는 일관성이 없는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경로 유출(path traversal)과 관련하여, 경로 정보를 공개하는 오류 메시지는 공격자가 적절한 공격 문자열을 작성하여 파일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 구현 
PHP를 사용한다면, register_globals을 사용하지 않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합니다. 구현 도중에는 이 기능에 의존하지 않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되, CWE-95, CWE-621 같은 약점이나 유사한 문제에 노출되기 쉬운 register_globals 에뮬레이션을 구현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관련 CWE 
없음. 

 

관련 공격 패턴 
CAPEC-ID: [전체 보기] 
23, 64, 76, 78, 79,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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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WE-494: 무결성 검사 없이 코드 다운로드하는 것 

 

개요 
취약점 확산정도    중간   결과    코드 실행 
수정 비용   중간 이상  탐지 용이성   중간 
공격 빈도    드묾   공격자의 지식 수준  낮음 

 

설명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실행하는 것은 해당 코드의 근원이 악의적이지 않다고 믿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가 신뢰하는 다운로드 사이트에만 접속할 수 있지만, 공격자는 온갖 

속임수를 동원하여 코드가 나에게 전달되기 전에 해당 코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격자는 다운로드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DNS 스푸핑이나 캐시 포이즈닝(cache poisoning)을 사용하여 사이트를 흉내 내거나, 

시스템이 다른 사이트로 우회하도록 설득하거나, 심지어는 코드가 네트워크를 통과할 때 해당 코드를 전송 

중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심지어 내 자신의 제품이 자체적인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소프트웨어는 결국 예상치 않은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데, 이는 나에겐 좋지 않지만 

공격자에게는 매우 좋은 일입니다. 

 
상세 기술 정보 | 코드 예제 | 탐지 방법 | 참고 자료 
 

예방 및 완화 방법 

 
구현 
올바른 정방향 및 역방향 DNS 찾기(lookup)를 실시하여 DNS 스푸핑을 감지합니다. 
참고: 이 방법은 코드가 호스팅 사이트에서, 또는 전송 중에 수정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므로 부분적인 해결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운영 
코드를 전송하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여 암호화합니다. 
이 방법은 DNS 스푸핑을 탐지하지 않고 코드가 호스팅 사이트에서 수정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므로, 부분적인 해결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검증된 라이브러리 또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이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 취약점을 쉽게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컨스트럭트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송된 코드에 대해 무결성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구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자동 업데이트를 위한 코드 같이 다운로드가 필요한 코드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 코드에 암호화 서명을 사용하고 

서명을 검증하도록 다운로드 클라이언트를 수정합니다. 구현에 CWE-295, CWE-320, CWE-347 및 관련 취약점이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Authenticode 같은 코드 서명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를 참조합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운영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가장 낮은 수준의 권한을 사용하여 코드를 실행합니다. 가능하다면, 단일 작업에만 사용되는 

제한적인 권한이 부여된 분리 계정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공격자가 공격에 성공해도 나머지 소프트웨어나 그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즉시 얻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히 일상 업무 수행 중에는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할 경우가 드뭅니다. 

http://cwe.mitre.org/data/definitions/4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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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 및 설계, 운영 
코드를 "감옥(jail)"이나 프로세스와 운영체제 사이의 엄격한 경계를 엄수하는 기타 유사한 샌드박스 환경에서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디렉토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파일이나 소프트웨어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을 사실상 제한할 수 있습니다. 
OS 단계의 예로는 Unix chroot jail, AppArmor 및 SELinux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형 코드는 보호 기능을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Java SecurityManager에서는 java.io.FilePermission을 통해 파일 작업에 적용할 제한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결책은 실용적이지 못할 수 있으며, 운영체제가 받는 타격만 제한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CWE-243과 기타 감옥(jail)과 관련한 취약점을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입니다. 
효과: 제한적 
참고: 이 완화 방법의 효과는 사용되는 구체적인 샌드박스 또는 감옥의 예방 기능에 의해 좌우되며, 공격자를 특정한 시스템 

호출로만 제한하거나 파일 시스템에서 접근 가능한 부분을 제한하는 등 공격의 범위를 줄이는 데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CWE 
CWE-247  DNS 검색에 의존하여 보안성을 결정하는 것 
CWE-292  자가 보고하는 DNS 이름을 신뢰하는 것 
CWE-346  출처를 검증하지 않는 오류 
CWE-350  역 DNS의 잘못 신뢰하는 것) 

 

관련 공격 패턴 
CAPEC-ID: [전체 보기] 
184, 185, 186,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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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WE-863: 올바르지 않은 인가 

 

개요 
취약점 확산정도   높음   결과    보안 우회 
수정 비용   중간 이하  탐지 용이성   중간 
공격 빈도   잦음   공격자의 지식 수준  높음 
 

설명 
인가 기능이 없는 것이 더 위험 하지만(상위 25대 오류 목록의 다른 부분 참조), 올바르지 않은 인가 역시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특정한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통제하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웹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한 후에 

개발자는 권한을 쿠키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공격자는 쿠키를 수정함으로써 다른 자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개발자는 웹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코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인가 부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공격자는 확인 절차를 완전히 없애는 맞춤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 기술 정보 | 코드 예제 | 탐지 방법 | 참고 자료 
 

예방 및 완화 방법 

 
아키텍처 및 설계 
애플리케이션을 익명, 일반, 특별 권한 및 관리 영역으로 나눕니다. 역할을 데이터 및 기능과 신중하게 매핑함으로써 공격면을 

축소합니다. 역할 기반 접근 제어(RBAC)를 사용하여 적절한 경계에서 역할을 강제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수평 인가(horizontal authorization)로부터 보호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역할이 같은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비즈니스 논리와 관련된 접근 제어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런 검사는 파일, 연결, 프로세스, 메모리 및 데이터베이스 

기록 같은 보다 일반적인 자원에 적용되는 접근 제어 검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는 의료 기록에 대한 접근을 

특정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로 제한할 수 있지만, 각 기록은 환자 본인이나 환자의 의사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검증된 라이브러리 또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이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 취약점을 쉽게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컨스트럭트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JAAS Authorization Framework와 OWASP ESAPI Access Control 기능과 같은 인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접근 제어 메커니즘이 서버 측에서 모든 페이지에 대해 올바로 실행되도록 합니다. 사용자는 단순히 해당 

페이지에 대한 직접 접근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인가되지 않은 기능이나 정보를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민감한 정보가 수록된 모든 페이지가 캐시에 저장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 같은 페이지가 모두 해당 

페이지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와 연결된 유효하고 인증된 세션 토큰을 제시하는 요청으로만 접근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구성, 설치 

http://cwe.mitre.org/data/definitions/8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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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 및 서버 환경의 접근 제어 기능을 사용하고 접근 제어 목록을 적절히 정합니다. 이 같은 ACL을 정할 때는 "기본 거부" 

정책을 사용해야 합니다. 

 

관련 CWE 
CWE-425  직접적인 요청(Direct Request) ['Forced Browsing(강제 브라우징)'] 
CWE-639  사용자 제어 키를 통한 인가 우회 (Authorization Bypass Through User-Controlled Key) 
CWE-732  핵심 자원에 잘못된 권한을 할당하는 것 
CWE-749  위험한 메소드 또는 함수를 노출시키는 것 

 

관련 공격 패턴 
CAPEC-ID: [전체 보기] 
1, 17, 58, 122,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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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WE-829: 신뢰할 수 없는 제어영역에서 온 기능을 포함하는 것 

 

개요 
취약점 확산정도   높음   결과    보안 우회 
수정 비용   중간 이하  탐지 용이성   중간 
공격 빈도   잦음   공격자의 지식 수준  높음 

 

설명 
기본적인 개념은 (아주 멋지기도 하지만)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문서(또는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작은 부분으로 만든 다음, 이 작은 조각들을 "including"하거나 "requiring"하여, 하나의 큰 문서(또는 

프로그램)로 합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공격자가 자신의 서버에서 이들 프로그램 일부 중 그 위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과 결합을 하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코드를 가져오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Web 2.0 시대에 이는 단지 

"인터넷이 작동하는 방법"에 불과할 수 있지만, 보안이 중요한 고려사항일 경우에는 그렇게 치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상세 기술 정보 | 코드 예제 | 탐지 방법 | 참고 자료 
 

예방 및 완화 방법 
아키텍처 및 설계 
검증된 라이브러리 또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이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 취약점을 쉽게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컨스트럭트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파일명이나 URL 같은 일련의 허용 가능한 객체가 제한적이거나 알려져 있다면, 일련의 고정된 입력 값(숫자 ID 등)에서 실제 

파일명이나 URL로 연결되는 맵을 작성하고 기타 모든 입력은 거부합니다. 
예를 들면, ID 1은 "inbox.txt"와 연결되고 ID 2는 "profile.txt"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ESAPI AccessReferenceMap 같은 

기능에 의해 제공됩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클라이언트 쪽에서 실시되는 모든 보안 점검에 대해서는 CWE-602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점검이 서버 쪽에서도 반복되도록 합니다. 
공격자는 점검이 실시된 후에 값을 수정하거나 클라이언트를 변경하여 클라이언트 측 점검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클라이언트 측 

점검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된 값이 서버에 제출될 것입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운영 
코드를 "감옥(jail)"이나 프로세스와 운영체제 사이의 엄격한 경계를 엄수하는 기타 유사한 샌드박스 환경에서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디렉토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파일이나 소프트웨어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을 사실상 제한할 수 있습니다. 
OS 단계의 예로는 Unix chroot jail, AppArmor 및 SELinux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형 코드는 보호 기능을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Java SecurityManager에서는 java.io.FilePermission을 통해 파일 작업에 적용할 제한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결책은 실용적이지 못할 수 있으며, 운영체제가 받는 타격만 제한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CWE-243과 기타 감옥(jail)과 관련한 취약점을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입니다. 
효과: 제한적 
참고: 이 완화 방법의 효과는 사용되는 구체적인 샌드박스 또는 감옥의 예방 기능에 의해 좌우되며, 공격자를 특정한 시스템 

호출로만 제한하거나 파일 시스템에서 접근 가능한 부분을 제한하는 등 공격의 범위를 줄이는 데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ttp://cwe.mitre.org/data/definitions/8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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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 및 설계, 운영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가장 낮은 수준의 권한을 사용하여 코드를 실행합니다. 가능하다면, 단일 작업에만 사용되는 

제한적인 권한이 부여된 분리 계정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공격자가 공격에 성공해도 나머지 소프트웨어나 그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즉시 얻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히 일상 업무 수행 중에는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할 경우가 드뭅니다. 

 
구현 
모든 입력이 악성이라고 가정한다면, "좋다고 알려진 입력을 수락"하는 입력 검증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규격을 엄격히 

준수하는 수락 가능한 입력의 화이트리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규격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는 모든 입력을 거부하거나, 해당 입력을 

규격을 준수하는 것으로 변환합니다. 오로지 악성 또는 기형 입력을 찾는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즉, 블랙리스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는 잠재적인 공격을 탐지하거나 어떤 입력이 즉시 거부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기형인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 검증을 실시할 때는 길이, 입력 유형, 허용 가능한 값의 전체 범위, 누락 또는 추가 입력, 구문, 관련 필드 간 일관성, 그리고 

비즈니스 규칙 준수 여부를 포함한 모든 잠재적인 관련 속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규칙 논리의 일례로, "boat"는 

알파벳숫자로 된 문자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문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나, "red" 또는 "blue" 같은 색깔을 기대하고 있다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파일명에 대해서는 사용할 문제 집합을 제한하는 엄격한 화이트리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파일명에는 "." 문자를 하나만 

허용하여 CWE-23 같은 취약점을 방지하고, "/" 같은 디렉토리 분리 기호를 제외하여 CWE-36을 방지합니다. 허용 가능한 파일 

확장자의 화이트리스트를 사용하면 CWE-434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운영 
라이브러리, include 및 유틸리티 파일은 가능하다면 웹 문서 루트 밖에 저장합니다. 아니면, 이 같은 파일은 별도의 디렉토리에 

저장하고 웹 서버의 접근 제어 기능을 사용하여 공격자가 해당 파일을 직접 요청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흔한 방법 중 하나는 각 

호출 프로그램에서 일정한 상수를 정한 후에 해당 상수가 라이브러리/include 파일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상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파일은 직접 요청된 것이므로 즉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공격자가 기본 프로그램에는 있지만 include 파일에는 없는 어떤 보호 메커니즘을 우회할 수 있는 확률을 크게 줄입니다. 

또한 공격면(attack surface)도 줄여줄 것입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와 구현 
매개변수 또는 인수, 쿠키, 네트워크에서 읽어오는 모든 것, 환경 변수, 역 DNS 검색, 질의 결과, 요청 헤더, URL 구성요소, 이메일, 파일, 

파일명,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모든 외부 시스템 등, 신뢰할 수 없는 입력 정보가 소프트웨어에 

유입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같은 입력은 API 호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파일 포함 문제는 프로그래머가 특정한 입력, 특히 쿠키와 URL 구성요소의 수정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운영 
이 취약점을 공략하는 공격을 감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같은 방법은 (코드가 제 3 자에 의해 

제어되기 때문에) 코드를 고칠 수 없는 경우에 보다 포괄적인 소프트웨어 보호 조치를 적용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비상 예방 

조치로서, 또는 심층적인 방어 기능을 제공하는 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효과: 중간 
참고: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은 가능한 침투 경로에 모두 대응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입력을 수신하는 구성요소에 의해 

여전히 처리될 수 있는 기형 입력을 사용하는 등 보호 장치를 우회하는 공격 기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능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은 본의 아니게 정당한 요청을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정의를 위한 몇 가지 수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CWE 
CWE-425  직접적인 요청 ('강제 브라우징') 
CWE-639  사용자가 제어하는 키를 통해서 인가를 우회하는 것  

CWE-732  핵심 자원에 잘못된 권한을 할당하는 것  

CWE-749  위험한 메소드 또는 함수를 노출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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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격 패턴 
CAPEC-ID: [전체 보기] 
35, 38, 101, 103, 111, 175, 181, 184, 185, 186, 187, 193, 222, 251, 252,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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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WE-732: 핵심 자원에 잘못된 권한을 할당하는 것 

 

개요 
취약점 확산정도   중간   결과    데이터 손실, 코드 실행 
수정 비용   높음 이하  탐지 용이성   쉬움 
공격 빈도   잦음   공격자의 지식 수준  높음 

 

설명 
먼저 하락을 받지 않고 무언가를 가져가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지만, 무례한 사용자(즉, 공격자)는 시간을 

투자하여 발각되지 않고 얼마나 훔쳐갈 수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핵심 자원, 데이터 저장소 또는 

환경구성 파일들이 전 세계에서 읽거나 쓸 수 있도록 권한이 설정되어 있다면, 정말로 누구나 읽고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구현 또는 설계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을 수 있지만, 때로는 바로 이 단계에서 

솔루션을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시스템 관리자에게 필요한 변경사항을 알아차리고 

적용하는 일을 맡기는 것은 최적일 수 없으며, 때로는 불가능합니다. 

 
상세 기술 정보 | 코드 예제 | 탐지 방법 | 참고 자료 
 

예방 및 완화 방법 

 
구현 
설정 파일처럼 중요한 자원을 사용할 때는 해당 자원에 (모든 일반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는 권한과 같은) 안전하지 않은 권한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인가 받지 않은 자가 자원을 변경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오류를 생성하거나 심할 

경우 소프트웨어를 종료합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애플리케이션을 익명, 일반, 특별 권한 및 관리 영역으로 나눕니다. 뚜렷이 구별되는 그룹, 권한 및/또는 역할을 신중하게 정함으로써 

공격면을 축소합니다. 이를 데이터, 기능 및 관련 자원에 매핑합니다. 다음, 적절한 권한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원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효과: 중간 
참고: 이 전략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다양한 자원이나 사용자 유형이 있거나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이 빠르게 

바뀔 경우에는 이 같은 구분을 정하기가 어렵거나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운영 
코드를 "감옥(jail)"이나 프로세스와 운영체제 사이의 엄격한 경계를 엄수하는 기타 유사한 샌드박스 환경에서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디렉토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파일이나 소프트웨어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을 사실상 제한할 수 있습니다. 
OS 단계의 예로는 Unix chroot jail, AppArmor 및 SELinux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형 코드는 보호 기능을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Java SecurityManager에서는 java.io.FilePermission을 통해 파일 작업에 적용할 제한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결책은 실용적이지 못할 수 있으며, 운영체제가 받는 타격만 제한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CWE-243과 기타 감옥(jail)과 관련한 취약점을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입니다. 
효과: 중간 
참고: 이 완화 방법의 효과는 사용되는 구체적인 샌드박스 또는 감옥의 예방 기능에 의해 좌우되며, 공격자를 특정한 시스템 

호출로만 제한하거나 파일 시스템에서 접근 가능한 부분을 제한하는 등 공격의 범위를 줄이는 데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ttp://cwe.mitre.org/data/definitions/7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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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설치 
프로그램 시작 도중에 기본 권한이나 umask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한적인 설정으로 분명하게 정합니다. 프로그램 설치 

도중에도 적절한 권한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실행하는 모든 사용자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권한을 물려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효과: 높음 

 
시스템 구성 
모든 구성 파일, 실행 파일 및 라이브러리에 대해, 소프트웨어의 관리자에게만 읽기 및 쓰기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효과: 높음 

 
문서 
특히 해당 환경 구성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의 범위를 벗어난 자원과 기타 소프트웨어로 확장될 수 있을 경우에는 문서에 안전하지 

않은 방식의 환경 구성 변경 방법을 제안하지 않기 바랍니다.  

 
설치 
시스템 관리자가 수작업을 통해 구성을 설명서에 권장되어 있는 설정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운영, 시스템 구성 
소프트웨어가 FDCC(Federal Desktop Core Configuration)나 그에 상응하는 보안 강화 구성 지침 하에서 올바로 운영되고 있는 지 

확인 바랍니다. 위 문서를 사용해서 많은 기업 및 기관이 공격면과 배포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완화 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CWE 
CWE-276  기본 권한을 잘못 설정하는 것 
CWE-277  안전하지 않게 권한을 물려받는 것 
CWE-279  실행-할당된 권한을 잘못 설정하는 것 
CWE-285  적절하지 않은 인가  

 

관련 공격 패턴 
CAPEC-ID: [전체 보기] 
1, 17, 60, 61, 62, 122, 180, 232,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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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WE-676: 잠재적으로 위험한 함수를 사용하는 것 

 

개요 
취약점 확산정도   높음   결과    데이터 손실, 코드 실행 
수정 비용   중간   탐지 용이성   쉬움 
공격 빈도   드묾   공격자의 지식 수준  높음 

 

설명 
전동 공구를 취급할 때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의 공구함에는 그 사용 방법을 가정하는 

라이브러리 또는 API 기능처럼 남용될 경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전동 공구만큼 강력한 도구가 

가득합니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함수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세 기술 정보 | 코드 예제 | 탐지 방법 | 참고 자료 
 

예방 및 완화 방법 

 
제작 및 컴파일 (Build and Compilation), 구현 
금지되는 API 기능의 목록을 도출하고, 개발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더 안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 코드 분석 도구나 컴파일러에 Microsoft SDL의 "banned.h" include 파일과 같은 금지된 기능의 사용을 감시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CWE 
CWE-329  CBC 모드와 함게 random IV를 사용하지 않는 것 
CWE-331  충분하지 않은 엔트로피 
CWE-334  랜던 값 범위가 작은 것 
CWE-336  PRNG에 동일한 씨드값을 사용하는 것 
CWE-337  PRNG에 예측가능한 씨드값을 사용하는 것 
CWE-338  암호적으로 약한 PRNG의 사용하는 것 

CWE-341  눈에 띄는 상태에서 예측가능한 것 

 

관련 공격 패턴 
CAPEC-ID: [전체 보기] 

http://cwe.mitre.org/data/definitions/6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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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WE-327: 해독되었거나 위험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하는 것 

 

개요 
취약점 확산정도   높음   결과    데이터 손실, 보안 우회 
수정 비용   중간 이상  탐지 용이성   중간 
공격 빈도   드묾  공격자의 지식 수준  중간 

 

설명 
민감한 데이터를 취급하고 있거나 통신 채널을 보호해야 한다면, 공격자가 데이터를 읽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암호화를 사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공격자가 암호를 해독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자체적인 

암호화 방식을 개발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자는 이처럼 자체 개발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보면 매우 반가워합니다. 암호화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수학자들과 

컴퓨터 공학자들이 제대로 할 수 없는데(그리고 이들은 항상 자기가 개발한 암호화 방식을 결국 스스로 

해독하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무도 해독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행진이 시작하려는 찰나에 떨어져 버리는 바퀴를 재발견한 것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상세 기술 정보 | 코드 예제 | 탐지 방법 | 참고 자료 
 

예방 및 완화 방법 

 
아키텍처 및 설계 
현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력하다고 간주하는 확실한 심사를 거친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올바로 검증된 구현 방식을 선택합니다. 

여느 암호화 메커니즘과 마찬가지로, 분석을 위한 소스 코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정부 시스템은 FIPS 140-2 인증을 요구합니다. 
자체적인 암호화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같은 알고리즘은 암호 전문가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는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역 엔지니어링 기법은 매우 성숙해 있습니다. 공격자가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알아낼 경우 알고리즘의 보안이 

훼손될 수 있다면, 해당 알고리즘은 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쓸모없게 된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지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한 때는 10억 년의 연산 시간을 투입해야 뚫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됐던 몇몇 오래된 알고리즘은 이제 며칠이나 몇 시간 만에 뚫릴 수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으로는 한때 강력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MD4, MD5, SHA1, DES 등이 있습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암호화 알고리즘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설계합니다. 그러면 더 강력한 알고리즘으로 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암호화 키를 주의 깊게 관리하고 보호합니다(CWE-320 참조). 키를 알아 맞추거나 훔칠 수 있다면, 암호화 알고리즘 자체의 보안 

강도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이 취약점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거나 이 취약점을 더 쉽게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구성 개념을 제공하는 검증된 라이브러리 

또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산업 표준 구현은 개발 시간을 절약해 줄 것이며, 암호화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할 가능성을 더 

높여줄 것입니다. ESAPI Encryption(암호화) 기능을 고려해야 합니다. 

http://cwe.mitre.org/data/definitions/3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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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과 아키텍처 및 설계 
업계에서 승인된 기법을 사용할 때는 해당 기법을 올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원 집약적인 단계를 건너뛰는 편법을 쓰지 

마십시오(CWE-325). 이런 단계는 흔한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CWE 
CWE-320  키 관리 오류  
CWE-329  CBC 모드와 함게 random IV를 사용하지 않는 것  

CWE-331  충분하지 않은 엔트로피 
CWE-338  암호적으로 약한 PRNG의 사용하는 것 

 

관련 공격 패턴 
CAPEC-ID: [전체 보기] 
20,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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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WE-131: 버퍼 크기 잘못 계산하는 것 

 

개요 
취약점 확산정도   높음   결과    코드 실행, 서비스 거부, 데이터 손실 
수정 비용   낮음   탐지 용이성   중간 이하 
공격 빈도   잦음   공격자의 지식 수준  높음 

 

설명 
프로그래머가 메모리 관리까지 책임져야 하는 C 같은 언어에는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프로그래머가 버퍼 크기를 올바로 계산하지 않으면, 버퍼는 입력이 올바로 검증되었을 경우에도 

프로그래머가 작성할 계획인 데이터를 담기에 너무 작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오류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수히 많지만, 결국에는 공포의 버퍼 오버플로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상세 기술 정보 | 코드 예제 | 탐지 방법 | 참고 자료 
 

예방 및 완화 방법 

 
구현 
입력을 변형, 변환 또는 인코딩하는 것을 목적으로 버퍼를 할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능한 가장 큰 인코딩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메모리를 할당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HTML 개체 인코딩을 위해 "&" 문자를 "&amp;"로 변환하는 루틴에서는 입력 버퍼보다 5배 

이상 더 큰 출력 버퍼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현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저 표현(underlying representation)과 그것이 수연산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이해합니다(CWE-681). 

바이트 크기 불일치, 정밀도, 서명된/서명되지 않은 차이(distinctions), 끊기(truncation), 타입 간 변환 및 캐스팅, "숫자가 아닌 값" 연산, 

그리고 언어가 그 기저 표현에 비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숫자를 처리하는 방법에 면밀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또한, 수표현(numeric representation)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2비트, 64비트 및 기타 잠재적인 차이도 감안하도록 주의합니다. 

 
구현 
모든 수 입력에 대해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입력 검증을 실시합니다. 입력이 예상 범위에 대한 최소 및 

최대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강제합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CWE-602를 방지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측에서 실시되는 모든 보안 점검이 서버 쪽에서도 반복되도록 합니다. 공격자는 점검이 

실시된 후에 값을 수정하거나 클라이언트를 변경하여 클라이언트 쪽 점검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클라이언트 쪽 점검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된 값이 서버로 전달 것입니다. 

 
구현 
크기 필드에 이은 미가공 데이터를 포함하는 정형화된 수신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크기 필드와 데이터의 실제 크기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불일치를 파악하고 해소하도록 합니다(CWE-130). 

 
구현 
문자열의 NUL 바이트 같이 감시 문자(sentinel)을 사용하여 데이터 구조의 끝을 표시하는 메모리를 할당할 때, 할당해야 하는 

메모리의 총량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감시 문자도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http://cwe.mitre.org/data/definitions/1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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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무한 복사 기능을 길이 인수를 지원하는 유사 기능으로 대체합니다(예: strcpy를 strncpy로 대체). 이 같은 기능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만듭니다. 
효과: 중간 
참고: 이 방법은 1 차이 오류(off-by-one errors: CWE-193)와 버퍼 길이 계산 오류(CWE-131) 같은 계산 오류에 여전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방법은 잠재적인 오버플로우 문제에만 대응합니다. 자원 소비 / 고갈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현 
해당 데이터 유형에 sizeof()를 사용하여 CWE-467을 방지합니다. 

 
구현 
원하는 작업에 적절한 유형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C/C++에서 높이, 너비 또는 기타 수량과 관련된 숫자처럼 절대 음수(-)일 

수 없는 값에는 서명되지 않은 유형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sanity check가 간단해지고 예상치 못한 캐스팅과 관련된 

갑작스런 문제가 줄어들 것입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검증된 라이브러리 또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이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 취약점을 쉽게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컨스트럭트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숫자를 더 쉽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라이브러리 또는 프레임워크나, 버퍼 크기를 자동으로 

추적하는 버퍼 할당 루틴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SafeInt (C++) 또는 IntegerLib (C or C++) 같은 안전한 정수 처리 패키지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작 및 편찬 (Build and Compilation) 
버퍼 오버플로우를 완화하거나 없애는 보호 메커니즘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기능이나 확장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거나 

컴파일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컴파일러 및 확장자는 컴파일된 코드 안에 내장된 자동 버퍼 오버플로우 탐지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예로는 

Microsoft Visual Studio /GS 플래그, Fedora/Red Hat FORTIFY_SOURCE GCC 플래그, StackGuard 및 ProPolice 등이 있습니다. 
효과: 심층적인 방어 
참고: 이 같은 메커니즘은 특정한 유형의 오버플로우만 탐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완전한 해결책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격에는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공격은 여전히 서비스 거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 
ASLR(Address Space Layout Randomization: 주소 공간 배치 무작위화) 같은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효과: 심층적인 방어 
참고: 이 해결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하면 공격자는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바뀌는 

알려지지 않은 값을 추측해야 합니다. 또한, 공격에는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공격은 여전히 

서비스 거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 
데이터 실행 보호(NX)나 그와 대등한 기능을 제공하는 CPU와 운영체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효과: 심층적인 방어 
참고: 버퍼 오버플로우를 사용하여 인근 변수를 덮어씀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상태를 위험한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 

해결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가 수정 코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격에는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공격은 여전히 서비스 거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구현 
컴파일러 경고를 면밀히 조사하고, 메모리 연산의 서명된 / 서명되지 않은 불일치나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의 사용과 같이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없앱니다. 약점이 악용될 가능성이 드물다 해도, 장애 하나가 전체 시스템의 보안 훼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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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 및 설계, 운영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가장 낮은 수준의 권한을 사용하여 코드를 실행합니다. 가능하다면, 단일 작업에만 사용되는 

제한적인 권한이 부여된 분리 계정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공격자가 공격에 성공해도 나머지 소프트웨어나 그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즉시 얻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히 일상 업무 수행 중에는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할 경우가 드뭅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운영 
코드를 "감옥(jail)"이나 프로세스와 운영체제 사이의 엄격한 경계를 엄수하는 기타 유사한 샌드박스 환경에서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디렉토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파일이나 소프트웨어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을 사실상 제한할 수 있습니다. 
OS 단계의 예로는 Unix chroot jail, AppArmor 및 SELinux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형 코드는 보호 기능을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Java SecurityManager에서는 java.io.FilePermission을 통해 파일 작업에 적용할 제한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결책은 실용적이지 못할 수 있으며, 운영체제가 받는 타격만 제한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CWE-243과 기타 감옥(jail)과 관련한 취약점을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입니다. 
효과: 제한적 
참고: 이 완화 방법의 효과는 사용되는 구체적인 샌드박스 또는 감옥의 예방 기능에 의해 좌우되며, 공격자를 특정한 시스템 

호출로만 제한하거나 파일 시스템에서 접근 가능한 부분을 제한하는 등 공격의 범위를 줄이는 데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CWE  

 

CWE-120  입력의 크기를 확인하지 않고 버퍼 복사하는 것 ('전통적인 버퍼 오버플로우') 

CWE-129  어레이 색인을 검증하지 않는 것 

CWE-805  잘못된 길이 값으로 버퍼에 접근하는 것 

 

관련 공격 패턴 
CAPEC-ID: [전체 보기] 
4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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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WE-307: 과도한 인증 시도를 제한하지 않는 것 

 

개요 
취약점 확산정도      결과 
수정 비용      탐지 용이성 

공격 빈도      공격자의 지식 수준 

 

설명 
"10번 찍어 안넘어 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공격자는 여러 개의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추측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남의 계정을 해킹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차별 공격 기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어떤 방법이 없다면, 공격은 결국 성공할 것입니다. 지식 수준이 높지 않아도, 끈기만 있으면 

됩니다. 

 
상세 기술 정보 | 코드 예제 | 탐지 방법 | 참고 자료 
 

예방 및 완화 방법 

 
아키텍처 및 설계 
널리 사용되는 보호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 횟수 이상 시도에 실패한 사용자의 연결을 끊음 
타임아웃 도입 
대상 계정 잠금 
사용자에게 연산 작업 요구 

 
아키텍처 및 설계 
검증된 라이브러리 또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이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 취약점을 쉽게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컨스트럭트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OpenSSL이나 ESAPI Authenticator처럼 인증 기능이 있는 라이브러리의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CWE  

CWE-302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되는 데이터에 의해서 인증이 우회되는 것 

CWE-306  핵심 기능에 대해서 인증을 누락하는 것 

 

관련 공격 패턴 
CAPEC-ID: [전체 보기] 
16, 49, 55, 70, 112 

http://cwe.mitre.org/data/definitions/3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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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WE-601: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로 URL 접속지 변경하는 것(‘개방적인 리다이렉트’) 

 

개요 
취약점 확산정도   높음   결과   코드 실행, 데이터 손실, 서비스 거부 
수정 비용   중간   탐지 용이성  쉬움 
공격 빈도   가끔   공격자의 지식 수준  중간 

 

설명 
월드 와이드 웹(WWW)의 힘 중 상당 부분은 웹사이트 간에 링크를 공유하고 따라가는 기능에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하기 전에 링크를 클릭하거나 기타 어떤 동작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웹 애플리케이션에는 공격자가 연결할 임의 URL을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접속재변경(redirect) 기능이 있으며, 웹 클라이언트는 이 기능을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이 기능 역시 "단순히 웹이 작동하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지만, 방치될 경우 공격자는 몇 

가지 중요한 방법으로 이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피해자를 공격하려고 시도하는 악성 사이트로 자동으로 접속재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피해자가 합법 

사이트로 위장한 악성 사이트를 방문하도록 속이는 피싱 공격이 감행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통제되지 않는 접속재변경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상세 기술 정보 | 코드 예제 | 탐지 방법 | 참고 자료 
 

예방 및 완화 방법 

 
구현 
모든 입력이 악성이라고 가정한다면, "좋다고 알려진 입력을 수락"하는 입력 검증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규격을 엄격히 

준수하는 수락 가능한 입력의 화이트리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규격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는 모든 입력을 거부하거나, 해당 입력을 

규격을 준수하는 것으로 변환합니다. 오로지 악성 또는 기형 입력을 찾는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즉, 블랙리스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는 잠재적인 공격을 탐지하거나 어떤 입력이 즉시 거부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기형인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 검증을 실시할 때는 길이, 입력 유형, 허용 가능한 값의 전체 범위, 누락 또는 추가 입력, 구문, 관련 필드 간 일관성, 그리고 

비즈니스 규칙 준수 여부를 포함한 모든 잠재적인 관련 속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규칙 논리의 일례로, "boat"는 

알파벳숫자로 된 문자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문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나, "red" 또는 "blue" 같은 색깔을 기대하고 있다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우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가된 URL 또는 도메인의 화이트리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사용자에게 사이트를 이탈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는 중간 면책(disclaimer) 페이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기 

전에 긴 타임아웃을 거치도록 하거나,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도록 강제합니다. 면책 페이지를 작성할 때 XSS 문제(CWE-79)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파일명이나 URL 같은 일련의 허용 가능한 객체가 제한적이거나 알려져 있다면, 일련의 고정된 입력값(숫자 ID 등)에서 실제 

파일명이나 URL로 연결되는 맵을 작성하고 기타 모든 입력은 거부합니다. 
예를 들면, ID 1은 "/login.asp"로 연결되고 ID 2는 "http://www.example.com/"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ESAPI 

AccessReferenceMap 같은 기능에 의해 제공됩니다. 

 

http://cwe.mitre.org/data/definitions/6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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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 및 설계와 구현 
매개변수 또는 인수, 쿠키, 네트워크에서 읽어오는 모든 것, 환경 변수, 역 DNS 검색, 질의 결과, 요청 헤더, URL 구성요소, 이메일, 파일, 

파일명,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모든 외부 시스템 등, 신뢰할 수 없는 입력 정보가 소프트웨어에 

유입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같은 입력은 API 호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개방 우회(open redirect) 문제는 프로그래머가 쿠키와 숨겨진 서식 필드 같은 특정한 입력이 수정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운영 
이 취약점을 공략하는 공격을 감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같은 방법은 (코드가 제 3 자에 의해 

제어되기 때문에) 코드를 고칠 수 없는 경우에 보다 포괄적인 소프트웨어 보호 조치를 적용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비상 예방 

조치로서, 또는 심층적인 방어 기능을 제공하는 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효과: 중간 
참고: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은 가능한 침투 경로에 모두 대응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입력을 수신하는 구성요소에 의해 

여전히 처리될 수 있는 기형 입력을 사용하는 등 보호 장치를 우회하는 공격 기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능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은 본의 아니게 정당한 요청을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정의를 위한 몇 가지 수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CWE 
없음. 

 

관련 공격 패턴 
CAPEC-ID: [전체 보기]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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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WE-134: 형식 문자열 (Format String)을 통제하지 않는 것 

 

개요 
취약점 확산정도     결과 
수정 비용     탐지 용이성 
공격 빈도     공격자의 지식 수준 

 

설명 
‘성공적인 관계는 분명한 의사소통에 좌우된다’라는 격언이 있는 데 이것은 소프트웨어에도 적용됩니다. 

형식 문자열은 종종 올바른 형식의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수신하는 데 사용됩니다. 공격자는 형식 문자열을 

조종함으로써 입력 또는 출력 정보를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심지어 때로는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상세 기술 정보 | 코드 예제 | 탐지 방법 | 참고 자료 
 

예방 및 완화 방법 

 
요구사항 
이 결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구현 
모든 형식 문자열 함수에 사용자가 제어할 수 없는 정적 문자열이 전달되도록 하고, 해당 함수에 적절한 수의 인수가 항상 

전송되도록 보장합니다. 가능하다면, 형식 문자열에서 %n 연산자를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작: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컴파일러 및 링커(linker)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관련 CWE 
없음. 

 

관련 공격 패턴 
CAPEC-ID: [전체 보기]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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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WE-190: 정수 오버플로우 또는 랩어라운드 (Integer Overflow or Wraparound) 

 

개요 
취약점 확산정도   보통   결과    서비스 거부, 코드 실행, 데이터 손실 
수정 비용   낮음   탐지 용이성   쉬움 
공격 빈도   가끔   공격자의 지식 수준  높음 

 

설명 
현실에서는 255+1=256입니다.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에게는 때때로 255+1=0이거나 0-1=65535이거나 

어쩌면 40,000+40,000=14464일 수 있습니다. 수학 천재가 아니라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행태는 수십 년 동안 행해져 왔으며, 완전히 합리적이면서도 매우 지루한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 그 이유는 때때로 중요한 작업을 완수하는 데 무한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지만 무한까지 셀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지 않은 컴퓨터의 DNA에 깊이 묻혀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들이 컴퓨터가 사람처럼 연산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추락/충돌 사고, 가격 계산 

오류, 무한 루프 및 코드 실행 같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상세 기술 정보 | 코드 예제 | 탐지 방법 | 참고 자료 
 

예방 및 완화 방법 

 
요구사항 
경계 밖(out-of-bounds)에서 실행되는 모든 동작이 간단히 확인될 수 있도록 모든 프로토콜을 엄격히 정의하고, 프로토콜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요구사항 
이 취약점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거나 이 취약점을 더 쉽게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 개념을 제공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자동 경계 확인 기능을 수행하는 언어나 컴파일러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검증된 라이브러리 또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이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 취약점을 쉽게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컨스트럭트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숫자를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SafeInt (C++) 또는 IntegerLib (C or C++) 같은 안전한 정수 처리 패키지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현 
모든 수입력에 대해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입력 검증을 실시합니다. 입력이 예상 범위에 대한 최소 및 

최대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강제합니다. 
가능하다면 서명되지 않은 정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수 오버플로우에 대해 sanity check를 더 쉽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서명된 정수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범위 확인 시에 최소값과 최대값이 모두 포함되도록 합니다. 

 
구현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저 표현(underlying representation)과, 그것이 수연산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이해합니다(CWE-681). 

바이트 크기 불일치, 정밀도, 서명된/서명되지 않은 차이(distinctions), 끊기(truncation), 타입 간 변환 및 캐스팅, "숫자가 아닌 값" 연산, 

그리고 언어가 그 기저 표현에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숫자를 처리하는 방법에 면밀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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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표현(numeric representation)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2비트, 64비트 및 기타 잠재적인 차이도 감안하도록 주의합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 
클라이언트 쪽에서 실시되는 모든 보안 점검에 대해서는 CWE-602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점검이 서버 쪽에서도 반복되도록 합니다. 
공격자는 점검이 실시된 후에 값을 수정하거나 클라이언트를 변경하여 클라이언트 측 점검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클라이언트 측 

점검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된 값이 서버에 제출될 것입니다. 

 
구현 
컴파일러 경고를 면밀히 조사하고, 메모리 연산의 서명된 / 서명되지 않은 불일치나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의 사용과 같이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없앱니다. 약점이 악용될 가능성이 드물다 해도, 장애 하나가 전체 시스템의 보안 훼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련 CWE 
CWE-191  정수 오버플로우 (랩 또는 랩어라운드) [Integer Underflow (Wrap or Wraparound)] 

 

관련 공격 패턴 
CAPEC-ID: [전체 보기]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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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WE-759: 솔트(salt) 없이 일방향 해쉬를 사용하는 것 

 

개요 
취약점 확산정도   중간   결과    보안 우회 
수정 비용   중간 이상  탐지 용이성   중간 
공격 빈도   드묾   공격자의 지식 수준  높음 

 

설명 
소금(Salt)은 식이요법에 좋지 않을 수 있지만, 비밀번호 보안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일반 

텍스트로 저장하는 대신, 출력을 효율적으로 무작위화하고 공격자가 비밀번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획득할 경우에 (또는 획득할 때) 비밀번호를 알아내기가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일방 해시를 

적용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됩니다. 해시에 소금을 약간 치지 않으면, 애플리케이션의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상세 기술 정보 | 코드 예제 | 탐지 방법 | 참고 자료 
 

예방 및 완화 방법 

 
아키텍처 및 설계 
새 비밀번호를 처리할 때마다 임의의 솔트(salt)를 생성합니다. 일반텍스트로 된 비밀번호를 해싱(hash)하기 전에 솔트(salt)를 

첨가합니다. 해시를 저장할 때는 솔트(salt)도 같이 저장합니다. 처리하는 모든 비밀번호에 똑같은 솔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CWE-760). 

 
아키텍처 및 설계 
bcrypt 같이 다수의 라운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방 해시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신된 인증 요청을 

처리할 때 비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해시된 비밀번호를 도난당할 경우 레인보우 테이블을 포함한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공격자가 투입해야 하는 노력이 크게 증가합니다. 라운드의 수를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면 CPU 속도나 공격 기법의 효율성이 

향상될 때마다 라운드의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구현과 아키텍처 및 설계 
업계에서 승인된 기법을 사용할 때는 해당 기법을 올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원 집약적인 단계를 건너뛰는 편법을 쓰지 

마십시오(CWE-325). 이런 단계는 흔한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CWE 
CWE-259  코드에 패스워드를 기록하는 것 
CWE-321  코드에 암호키를 기록하는 것 

 

관련 공격 패턴 
CAPEC-ID: [전체 보기] 
16, 20, 49, 55,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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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완화 방법 (Monster Mitigations) 

 

아래와 같은 완화 방법을 이용하면 상위 25대 오류의 심각성을 줄이거나 없애는 데 효과적이며, 상위 25대 

오류 목록에 없는 여러 취약점에도 대응될 것입니다. 이 같은 완화 방법을 채택하면 훨씬 더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완화 방법이 상위 25대 취약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볼 수 있는 주요 완화 방법 표(Monster 

Mitigation Matrix)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D 설명 
M1 모든 입력 값에 대한 통제력을 구축하고 유지합니다. 

M2 모든 출력 값에 대한 통제력을 구축하고 유지합니다. 

M3 환경을 잠급니다. 
M4 모든 외부 구성요소의 보안성이 훼손될 수 있고 누구나 코드를 읽을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M5 자체적인 보안 기능을 개발하는 대신, 업계에서 인정되는 보안 기능을 사용합니다. 

GP1 
(일반) 취약점의 유입을 더 쉽게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를 

사용합니다. 

GP2 (일반)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에 보안을 통합시킵니다. 

GP3 (일반) 취약점을 포괄적으로 찾고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GP4 
(일반) 잠금 설정된(locked-down) 클라이언트가 소프트웨어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위의 완화 방법을 상위 25대 취약점과 연결하는 주요 완화 방법 표(Monster Mitigation Matrix)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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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선정 기준 및 지원 추가 정보란 

 

2011년 상위 25대 오류 목록에 포함된 항목은 크게 취약점의 확산 정도, 중요도, 그리고 악용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토대로 선정되었습니다. 

 

확산정도 

확산정도는 사실상 2010년 상위 25대 오류 목록에 투표한 기고가들이 제시한 값의 평균으로서, 투표자가 

자신의 환경에서 문제에 얼마나 자주 부닥쳤는지를 평가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업체는 확산정도를 자사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도출했으며, 컨설턴트들은 타인의 소프트웨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확산도를 정했습니다. 
사용된 평가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 
해당 취약점은 다른 거의 모든 취약점보다 더 자주 발견되었음. 
참고: 전체 목록에 선정된 항목에 대해, "긴급" 등급은 4번 넘게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높음 해당 취약점은 매우 자주 발견되었으나, 폭넓게 확산되지는 않았음. 
보통 해당 취약점은 주기적으로 발견되었음. 
낮음 해당 취약점은 전혀, 또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음. 

 

중요도 

중요도는 사실상 2011년 상위 25대 오류 목록에 투표한 기고가들이 제시한 값의 평균이며, 투표자가 

자신의 환경에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가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중요도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명적 

이 취약점은 다른 어떤 취약점보다도 중요하거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이 같은 

취약점에는 최대한 빨리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평상시에는 다른 업무에 배정되는 전담 

자원을 동원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버퍼 오버플로우는 코드 실행의 

가능성으로 인해 관리되지 않는 코드에서 ‘치명적’) 등급을 부여 받을 것입니다.)  

유의사항: 전체 목록에 선정된 항목에 대해, 긴급" 등급은 4번 이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높음 

해당 취약점은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하나, 가장 치명적인 취약점보다는 덜 중요함. (예: 

일부 위협 모델에서는 오류 메시지 정보 누출에 높은 중요도가 부여될 수 있는데, 다른 

여러 공격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 
해당 취약점은 해결해야 하나, 높음 및 '치명적' 등급의 취약점이 해결된 후에만 해결해야 

함. 
낮음 해당 취약점은 시급하게 해결하지 않아도 되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음. 

 

추가 정보란 

열거된 각 CME 항목에는 몇 가지 추가 정보란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래에 그 값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결과 

소프트웨어에 해당 취약점이 발생하여 취약성을 형성할 때, 그것이 악용될 경우 초래되는 일반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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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실행 공격자가 코드나 명령어를 실핼할 수 있음. 
데이터손실 공격자가 민감한 데이터를 훔치거나, 수정하거나, 훼손할 수 있음 
서비스거부 공격자는 소프트웨어의 장애나 속도 저하를 초래하여 합법적인 사용자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음 
보안 우회 공격자는 보안 보호 메커니즘을 우회할 수 있음 결과는 메커니즘이 무엇을 보호하도록 

의도되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공격 빈도 

해당 취약점은 의지가 확고하고 숙련된 공격자의 표적이 되는 취약성에서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인터넷과 접촉하는 서버, 인터넷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신뢰할 수 없는 사용자를 포함한 다중 사용자 

시스템, 또는 조직 또는 신뢰 경계를 통과하는 다단계 시스템 중 하나에 해당되는 "노출된 호스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의지가 확고한 숙련된 공격자가 공략하고자 하는 호스트에 침투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에서 공격을 결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십시오. 

 

잦음 노출된 호스트는 해당 공격을 거의 매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음. 

가끔 노출된 호스트는 해당 공격을 월 1 회보다 많이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음. 

드묾 노출된 호스트는 해당 공격을 월 1 회보다 적게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음. 

 

탐지 용이성 

의지가 확고한 숙련된 공격자가 블랙 박스 또는 화이트 박스 방식을 사용하여 수동 또는 자동으로 해당 

취약점을 찾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용이함 
이러한 취약점을 탐지하기 위해 자동화된 도구나 기술이 존재함. 또는 이러한 취약점이 

(명백한 XSS를 탐지하기 위하여 “<script>”를 form 필드에 입력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조작을 사용하여 재빨리 발견될 수 있다. 

적정함 
자동화된 도구 또는 기술을 부분적으로 지원받음. 프로그램 논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할 수 있음. 공격자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지 않을 수 있는 (메모리 부족 

상태와 같은) 드문 상황에만 존재할 수 있다. 

어려움 
시간 소모적인 수작업 방식이나 지능형 반자동 지원과 함께 공격자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수정 비용 

해당 취약점이 발생했을 때 이를 고치려면 얼마나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까? 각 개발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보편적인 방법으로 수량화할 수 없습니다. 상위 25대 오류 목록에서, 비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낮음 단일 블록 또는 함수에서의 코드 변경 

중간 단일 파일 또는 구성요소의 로컬일 가능성이 높은 코드 또는 알고리즘의 변경 

높음 
설계 또는 아키텍처의 상당한 변경이 필요하거나, 허위 구성요소가 취약한 동작(behavior)을 

필요로 함(예: 라이브러리 기능의 설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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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절차 정정, 테스트, 교육, 배치 배포, QA 등과 같은 기타 비용 요인은 감안되지 않습니다. 

 

공격자의 지식 수준  

의지가 확고하고 숙련된 공격자가 해당 취약점과 그것을 탐지 및 악용하는 방법을 인지하게 될 가능성. 

여기서, 공격자는 어떤 구성이나 환경이 사용될 지를 알고 있다고 가정됩니다 

높음 
공격자는 해당 유형의 취약점을 탐지하고, 인기 있는 플랫폼 또는 설정을 공략하기 위한 

신뢰할만한 악용 코드(exploit)를 작성할 수 있다. 

중간 
공격자는 보안 메일링 리스트나 데이터베이스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취약점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그것을 면밀히 조사하지는 않았을 수 있으며, 자동화된 공격 프레임워크나 

기법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낮음 
공격자는 문제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거나, 해당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취약점을 

공략하려면 공격자가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으나 습득할 가능성이 있)는 특별한 기술적 

전문 지식이 요구될 수 있다. 

 

관련 CWE 

여기에는 해당 항목과 관련된 몇몇 CWE 항목이 나열되어 있으며, 하위 변형 항목이나 특정 항목이 존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타 CWE가 포함됩니다. 
관련 CWE의 목록은 몇 가지 예만 제시한 것이며,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공격 패턴 

여기에는 해당 취약점을 성공적으로 탐지 또는 악용할 수 있는 공격 패턴 목록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는 

CAPEC(Common Attack Pattern Enumeration and Classification) ID를 사용하여 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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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2011년 상위 25대 오류 목록의 바뀐 점 

 

2009년도 및 2010년도 상위 25대 오류 목록은 개발자, 제품 관리자, 보안 산업 전문가 등에게서 폭넓게 

피드백을 받아서 발표되었습니다. MITRE와 SANS는 작년에 기울인 노력과 동일한 정신과 목표를 

유지하면서, 이 같은 피드백을 토대로 2011년도 상위 25대 오류 목록에 몇 가지 중요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2011년도 목록은 2010년도와 유사한 절차에 따라 잠재적인 항목 후보를 정하고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단 

올해에는 CWSS 0.8이 사용되었고 투표자는 2010년에 사용되었던 확산도 및 중요도 요인 이 외에 악용 

가능성도 평가해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 C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의 절차와 유사한 방법으로, 투표자들에게는 올해 목록에 오를 수 있는 취약점 후보를 지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41개 후보의 목록이 도출되었습니다. 투표 단계에서, 투표자들은 각 취약점을 

확산정도, 중요도 및 악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각 투표는 CWSS(Common Weakness Scoring 

System)의 맞춤 버전을 사용하여 CWSS 취약점 점수로 환산되었습니다. 각 취약점의 점수를 합산한 후에 

평균을 구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점수 분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향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2010년도 목록에 포함되었던 일부 항목은 추상화 수준이 달랐던 항목으로 대체되었습니다. 2011년도 상위 

25대 오류 목록에 포함된 항목들은 이전 목록보다 추상화 수준에 대한 일관성이 더 높습니다. 

 

2010년도 및 2011년도간 차이점 

아래 표에는 2011년의 상위 25대 오류 목록이 2010년과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2010 2011 

CWE-285 더 구체적인 CWE-862와 CWE-863으로 대체됨. 

CWE-98 더 일반적인 CWE-829로 대체됨 (CWE-98은 PHP 애플리케이션에만 적용됨) 

신규 항목 올해 상위 25대 오류 목록에 새로 진입한 항목(앞에서 언급한 CWE-829, CWE-862 및 

CWE-863 제외): CWE-250, CWE-676, CWE-134 및 CWE-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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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상위 25대 오류의 구성, 선택 및 점수 

 

2011년도 상위 25대 오류 목록은 2010년도와 유사한 절차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먼저 이메일 요청 응답자와 과거 참가자들에게 올해 목록에 포함될 수 있는 취약점 후보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후보 중에서, (우연히 2010년과 같은 수인) 41개 후보의 목록이 

도출되었습니다. 투표 단계에는 투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각 취약점을 확산정도, 중요도 및 

악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2010년 투표와는 달리 "긴급(Critical)" 또는 "폭넓은 

확산(Widespread)"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항목의 수가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투표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스캔 도구 공급업체, 보안 컨설턴트, 정부 대표 및 대학 교수를 포함한 

28명이었으며 다양한 국적을 대표하였습니다. 
다음 CWSS 0.8을 사용하여 각 투표자의 특정 후보에 대한 평가 점수를 확산정도, 중요도 및 악용 

가능성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구했습니다. 나머지 15개 요인에는 모두 "해당 없음(N/A)" 값을 

부여하여 해당 요인이 최종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줄였습니다. CWSS 공식이 구성되어 있는 방법으로 인해, 

"N/A(해당 없음)" 값이 사용됨에 따라 미가공 점수를 한 단계로 균등화하여 0과 100까지의 범위에 속하는 

최종 점수를 도출해야 했습니다. 세 가지 활성 요인을 사용하는 CWSS 0.8 공식에서, 최종 점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요인은 중요도, 확산도 및 악용 가능성 순이었습니다. 
후보로 지명된 각 항목에 대해서는 모든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구함으로써 최종 순위를 도출했습니다. 

(점수 분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향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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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OWASP의 2010년도 상위 10대 목록과의 비교 

 

2009년 말에 발표된 OWASP의 2010년도 상위 10대 목록은 개발자들에게 유용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웹 애플리케이션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취약점이 아닌 위험측면에서 문제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목 선정을 위해 사용된 측정 기준도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2010년도 CWE/SANS 상위 25대 오류 목록은 버퍼 오버플로우와 같이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취약점을 포함하여 더 많은 취약점을 다룹니다. 
아래의 목록은 상위 10대 각 분류유형을 관련 CWE 항목으로 일치시킨 모습을 보여줍니다. 

 

OWASP의 2010년도 상위 10대 목록 2011년도 상위 25대 오류 

A1 - 인젝션 
CWE-89 (SQL 인젝션) 

CWE-78 (운영체제 명령어 인젝션) 

A2 - XSS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CWE-79 (XSS: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A3 - 인증 및 세션 관리 훼손 CWE-306, CWE-307, CWE-798 

A4 - 안전하지 않은 직접 객체 참조 CWE-285 

A5 - CSRF (사이트 간 요청 위조) CWE-352 

A6 - 보안 구성 오류 
직접 연결되는 항목은 없으나, CWE-209가 구성 

오류의 결과일 경우가 많음. 

A7 - URL 접근 제한 실패 CWE-285 

A8 - 검증되지 않은 우회 및 재전송 CWE-601 

A9 - 안전하지 않은 보안 암호 저장 CWE-327, CWE-311 

A10 - 충분하지 않은 전송 계층 보호) CWE-311 

 

2010년도 상위 10대 목록에 의해 직접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CWE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CWE-120, 

CWE-134, CWE-807, CWE-676, CWE-131, CWE-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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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 상위 25대 오류 목록 작성에 사용된 기타 참고자료 

 

본 문서가 주 문서이기는 하지만, 다른 보충 문서들도 있습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 공헌자 명단 
● 기타 주요 오류(On the Cusp) – 목록에 거의 포함될 뻔했던(그러나 포함되지 못한) 취약점의 목록 
● CWE의 관점에서 본 2011년도 상위 25대 오류 목록 
● 초기 초안에 대한 변경 내역 
● 상위 25대 오류 목록 관련 문서 및 포드캐스트 

 

http://cwe.mitre.org/about/faq.html#Top_25
http://cwe.mitre.org/top25/contributors
http://cwe.mitre.org/top25/cusp
http://cwe.mitre.org/data/definitions/900.html
http://cwe.mitre.org/top25/changelog
http://cwe.mitre.org/about/documen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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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변경내역 

 

버전 날짜 설명 

1.0.2 2011년 6월 29일 
OWASP 상위 10대 오류 목록 매핑 업데이트 
연결이 안되는 웹사이트 링크 수정 

1.0.1 2011년 6월 27일 
지침, 부록, 주요 완화 방법 업데이트. 
일부 오타 교정. 
주요 완화 방법 업데이트. 

1.0 2011년 6월 27일 초판 

*번역 오류, 내용상 오류 및 수정사항이 있으면 sans@sans.or.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mailto:sans@san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