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 5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2005. 5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2005. 5



제1장 개 요 ……………………………………………………………………… 1

제1절 배 경 …………………………………………………………… 3

제2절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요약 …………………………………… 5

제2장 각 보안취약점별 점검 및 조치 방법 ………………………………… 9

제1절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 11

1. 피해 형태………………………………………………………… 11

2. 점검 방법 ……………………………………………………… 12

3. 조치 방법 ……………………………………………………… 22

제2절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 29

1. 피해 형태………………………………………………………… 29

2. 점검 방법 ……………………………………………………… 31

3. 조치 방법 ……………………………………………………… 41

제3절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 43

1. 피해 형태………………………………………………………… 43

2. 점검 방법 ……………………………………………………… 44

3. 조치 방법 ……………………………………………………… 48

제4절 파일 업로드 취약점 ……………………………………………… 50

1. 피해 형태………………………………………………………… 50

목 차목 차



2. 점검 방법 ……………………………………………………… 51

3. 조치 방법 ……………………………………………………… 54

제5절 WebDAV 취약점 ………………………………………………… 56

1. 피해 형태………………………………………………………… 56

2. 점검 방법 ……………………………………………………… 57

3. 조치 방법 ……………………………………………………… 60

제6절 테크노트(Technote) 취약점 ………………………………… 73

1. 피해 형태………………………………………………………… 73

2. 점검 방법 ……………………………………………………… 75

3. 조치 방법 ……………………………………………………… 75

제7절 제로보드(Zeroboard) 취약점 ……………………………… 77

1. 피해 형태………………………………………………………… 77

2. 점검 방법 ……………………………………………………… 79

3. 조치 방법 ……………………………………………………… 79

제8절 SQL Injection 취약점 …………………………………… 80

1. 피해 형태………………………………………………………… 80

2. 점검 방법 ……………………………………………………… 83

3. 조치 방법 ……………………………………………………… 85

제3장 맺 음 말 ……………………………………………………………………… 87



〔그림 1〕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이 존재하는 웹 페이지(예제) ……………………… 11

〔그림 2〕기본 웹 사이트 등록 정보의 홈 디렉토리 설정 ……………………………… 13

〔그림 3〕웹 루트 디렉토리의 하위 디렉토리 확인(예시) ……………………………… 14

〔그림 4〕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는 웹 페이지(예제) ……………… 15

〔그림 5〕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이 존재하는 웹 페이지(예제) ……………………… 16

〔그림 6〕URL 주소에서 디렉토리까지만 입력 시 INDEX.HTML로 자동 연결…… 17

〔그림 7〕HTTPD.CONF 파일 내용 ……………………………………………………… 18

〔그림 8〕웹루트의 하위 디렉토리 검색 …………………………………………………… 19

〔그림 9〕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는 웹 페이지(예제) ……………… 20

〔그림 10〕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이 존재하는 웹 페이지(예제) ……………………… 21

〔그림 11〕기본 웹 사이트 등록 정보 창…………………………………………………… 22

〔그림 12〕기본 웹 사이트 등록 정보에서 디렉토리 검색 불가 설정 화면…………… 23

〔그림 13〕HTTPD.CONF 파일 내용 ……………………………………………………… 24

〔그림 14〕HTTPD.CONF 파일에서 INDEXES 설정을 삭제한 화면………………… 25

〔그림 15〕기본 웹 사이트 등록 정보에서 디렉토리 검색 불가 설정 화면…………… 27

〔그림 16〕HTTPD.CONF 파일 내용 ……………………………………………………… 28

〔그림 17〕HTTPD.CONF 파일에서 INDEXES 설정을 삭제한 화면………………… 28

〔그림 18〕파일 다운로드 경로 입력 화면 ………………………………………………… 30

〔그림 19〕파일 다운로드 창 ………………………………………………………………… 30

그림 목차그림 목차



〔그림 20〕패스워드 파일 다운로드 화면…………………………………………………… 31

〔그림 21〕파일 다운로드 기능이 있는 웹 페이지(예시) ………………………………… 32

〔그림 22〕상태표시줄에 링크 표시(예제) ………………………………………………… 34

〔그림 23〕상태표시줄에 링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링크 주소 알아내기…………… 34

〔그림 24〕/ETC/PASSWD 파일이 직접 웹 브라우저 화면에 뜬 모습 ……………… 40

〔그림 25〕다운로드 스크립트를 통해 파일을 다운받아 읽은 모습……………………… 41

〔그림 26〕게시판에 스크립트 문장 게시(예제) …………………………………………… 45

〔그림 27〕XSS 취약점 존재하는 웹 페이지 ……………………………………………… 46

〔그림 28〕XSS 취약점 존재하는 웹 페이지(변형된 형태)……………………………… 46

〔그림 29〕XSS 취약점 존재하지 않는 웹 페이지(예제 1)……………………………… 47

〔그림 30〕XSS 취약점 존재하지 않는 웹 페이지(예제 2)……………………………… 47

〔그림 31〕파일업로드 성공 후 이를 통한 원격 명령 수행(예시) ……………………… 50

〔그림 32〕게시판에 ASP 확장자를 갖는 악성 스크립트 파일 첨부(예제)…………… 52

〔그림 33〕ASP 확장자를 갖는 악성 스크립트 파일의 첨부 성공(예제)……………… 53

〔그림 34〕ASP 등과 같은 실행 파일의 업로드가 불가능한 게시판(예제)…………… 53

〔그림 35〕실행 파일 업로드 제한을 위한 경고창………………………………………… 54

〔그림 36〕WEBDAV를 이용하여 원격에서 웹 페이지를 변경(예제) ………………… 56

〔그림 37〕HTTPEXT.DLL 위치 및 속성 확인 …………………………………………… 57

〔그림 38〕“HTTPEXT.DLL 등록 정보”창 ……………………………………………… 58

〔그림 39〕인터넷 정보 서비스 창…………………………………………………………… 59

〔그림 40〕기본 웹 사이트 등록 정보 창…………………………………………………… 60

〔그림 41〕WEBDAV를 중지시키기 위한 1단계 ………………………………………… 61

〔그림 42〕DWORD 타입의 값을 생성……………………………………………………… 62



〔그림 43〕DISABLEWEBDAV 파일 ……………………………………………………… 63 

〔그림 44〕DISABLEWEBDAV 파일의 DWORD 값 편집 …………………………… 63

〔그림 45〕DISABLEWEBDAV의 값을 1로 수정………………………………………… 64

〔그림 46〕HTTPEXT.DLL 위치 및 속성 확인 …………………………………………… 65

〔그림 47〕HTTPEXT.DLL 등록 정보 ……………………………………………………… 65

〔그림 48〕인터넷 정보 서비스 창…………………………………………………………… 66

〔그림 49〕기본 웹 사이트 등록 정보 창…………………………………………………… 67

〔그림 50〕WEBDAV를 중지시키기 위한 1단계 ………………………………………… 68

〔그림 51〕DWORD 타입의 값을 생성……………………………………………………… 68

〔그림 52〕DISABLEWEBDAV 파일의 DWORD 값 편집 …………………………… 69

〔그림 53〕DISABLEWEBDAV의 값을 1로 수정………………………………………… 69

〔그림 54〕HTTPEXT.DLL 위치 및 속성 확인 …………………………………………… 70

〔그림 55〕HTTPEXT.DLL 등록 정보 창 ………………………………………………… 71

〔그림 56〕인터넷 정보 서비스 창…………………………………………………………… 71

〔그림 57〕기본 웹 사이트 등록 정보 창…………………………………………………… 72

〔그림 58〕변조된 홈페이지 화면(테크노트 취약점 이용) ……………………………… 74

〔그림 59〕테크노트 취약점을 이용한 시스템 명령어 실행화면………………………… 75

〔그림 60〕변조된 홈페이지 화면(제로보드 취약점 이용) ……………………………… 78

〔그림 61〕관리자 모드 로그인 화면(SQL INJECTION 취약점 이용) ……………… 81

〔그림 62〕정상적인 인증과정을 수행한 화면……………………………………………… 81

〔그림 63〕개인정보가 노출된 관리자 모드 화면 ………………………………………… 82

〔그림 64〕SQL INJECTION 취약점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홈페이지 ………………… 82

〔그림 65〕SQL INJECTION 취약점에 노출된 홈페이지 ……………………………… 83



제 1 장

개 요



제 1 절 배 경

본격적인 전자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홈페이지는 기관의 단순한 홍보매체가

아닌 사이버 행정업무 및 민원업무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하게 되면 해당 기관의 이미지 손실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비롯한 민감한 자료도 유출될 수 있어 국가 신뢰도 또한

타격을 입게 된다.

국내에서 개발되어 무료로 배포중인 일부 홈페이지 제작 프로그램의 보안

결함 등을 악용한 홈페이지 변조사고가 2004년도 말부터 대량으로 발생하여

2005년 1월 7일에 사이버위협‘주의’경보가 발령된 바 있다. 동 경보는

2월 1일 해제되었지만 이후에도 동일 원인으로 사고가 빈발하는 실정이다.

대부분 홈페이지 해킹사고는 개발 또는 운 중에 보안 사항을 소홀히

한 것에서 비롯된다. 많은 개발자가 보안관련 중요도 인식과 전문성이 부족

하여 보안을 고려한 코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홈페이지 운 자 또한

컨텐츠 관리 등 서비스에만 치중하고 전문성 및 시간부족으로 보안취약점에

대한 대책을 즉시 강구하지 않는 등 보안관리를 소홀히 하는 실정이다.

한편, 홈페이지의 웹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네트워크 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침입차단시스템에서 차단이 어려운

데다 새로운 보안취약점이 드러나면 많은 홈페이지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특징도 있어 해킹이 대량으로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한 홈페이지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전

센터는 보안취약점이 드러나면 즉시 관련 보안대책을 공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관에서 이를 스스로 점검하여 조치하지 않아 유사 해킹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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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는 최근 홈페이지 해킹에 많이 악용되었던

보안취약점으로 8종을 선정하고, 어떠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 설명한데

이어 홈페이지 운 자가 따라하기 방식으로 점검 및 조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다.

각 기관은 모든 소관 홈페이지에 대해 관리부실에 의한 해킹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본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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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요약

1.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

○ 홈페이지의 속성을 설정하는‘웹사이트 등록정보’에 특정디렉토리에 대하여

‘디렉토리 검색’항목이 체크되어 있거나(IIS 웹서버), ‘httpd.conf 파일’

에서‘Indexes’옵션이 ON되어 있는 경우(아파치 웹서버)에

○ 인터넷 사용자에게 모든 디렉토리 및 파일 목록이 보여지게 되고, 파일의

열람 및 저장도 가능하게 되어 비공개 자료가 유출될 수 있다.

2.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

○ 게시판 등에 저장된 자료에 대해‘다운로드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면서, 대상 자료파일의 위치 지정에 제한조건을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 URL칸의 다운로드 스크립트의 인수값에‘../’문자열 등을 입력하여

시스템 디렉토리 등에 있는 /etc/passwd와 같은 비공개 자료들이 유출될 수

있다.

○ 특히, 리눅스 및 유닉스 계열의 웹서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 게시판에 새 게시물을 작성하여 등록할 때와 같이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

처리하는 웹 응용프로그램에서 입력 내용에 대해 실행코드인 스크립트의

태그를 적절히 필터링하지 않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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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포함된 게시물을 등록할 수 있어 해당 게시물을

열람하는 일반 사용자의 PC로부터 개인정보인 쿠키를 유출할 수 있는 등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4. 파일 업로드 취약점

○ 첨부파일 업로드를 허용하는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php, .jsp 등의 확장자

이름의 스크립트 파일의 업로드를 허용할 경우에

○ 해커가 악성 실행 프로그램을 업로드한 후에 홈페이지 접속 방식으로

원격에서 서버컴퓨터의 시스템 운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 있다.

5. WebDAV 취약점

○ 윈도우 서버 컴퓨터에서 기본으로 설치되는 원격관리기능인 WebDAV가

계속 사용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고, WebDAV 라이브러리 파일의 속성

및 홈페이지 디렉토리에 쓰기 권한이 모두 허용되어 있는 경우에

○ 해커가 WebDAV 도구를 사용, 원격에서 홈페이지 디렉토리에 임의의

파일을 삽입하여 화면을 변조할 수 있다.

6. 테크노트(Technote) 취약점

○ 국내에서 개발되어 무료 배포중인 게시판 제작 프로그램‘테크노트’의

일부 CGI프로그램들에서 인수값 처리시에‘|’문자 이후에 나오는 컴퓨터

운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결함이 있어

○ 해커는 홈페이지 접속 방식으로 컴퓨터 명령어를 실행하여 화면을 변조

하거나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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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트’는 리눅스 및 유닉스 계열의 홈페이지 서버 컴퓨터에 주로

사용되고, 윈도우 계열의 홈페이지에서도‘Perl’이 지원될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7. 제로보드(Zeroboard) 취약점

○ 국내에서 개발되어 무료 배포중인 게시판 제작 프로그램‘제로보드’의

일부 PHP프로그램이 원격에 있는 PHP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결함이 있어

○ 해커는 홈페이지 접속 방식으로 컴퓨터 명령어를 실행하여 화면을 변조

하거나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다.

○‘제로보드’는 리눅스 및 유닉스 계열의 홈페이지 서버 컴퓨터에 주로 사용

되고, 윈도우 계열의 홈페이지에서도‘PHP’가 지원될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8. SQL Injection 취약점

○ 웹브라우저 주소(URL)창 또는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 입력화면 등에서

데이터베이스 SQL문에 사용되는 문자기호(‘ 및“)의 입력을 적절히

필터링 하지 않은 경우에

○ 해커가 SQL문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조작한 입력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인증절차없이 접근, 자료를 무단 유출하거나 변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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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각 보안취약점별 점검 및 조치 방법



제 1 절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

1. 피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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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의 속성을 설정하는‘웹사이트 등록정보’에 특정디렉토리에 대하여

‘디렉토리 검색’항목이 체크되어 있거나(IIS 웹서버), ‘httpd.conf 파일’에서

‘Indexes’옵션이 ON되어 있는 경우(아파치 웹서버)에

인터넷 사용자에게 모든 디렉토리 및 파일 목록이 보여지게 되고, 파일의 열람

및 저장도 가능하게 되어 비공개 자료가 유출될 수 있다.

취약점 요약취약점 요약

〔그림 1〕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이 존재하는 웹 페이지(예제)



〔그림 1〕은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이 존재하는 웹 페이지의 예시이다.

웹 브라우저에서 URL 입력란에 파일명 이하를 삭제하고 바로 디렉토리에

접근을 시도하 을 경우 에러 화면이 뜨지 않고 디렉토리의 하위 내용이

보여지면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림 1〕과 같이 하위

디렉토리는 물론 내부의 모든 파일들이 보이게 되어 공격자는 웹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를 파악,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설정 파일을 조회, 웹에 게시하지 않은

각종 파일을 유출하게 된다.

2. 점검 방법

○ 웹 브라우저를 통해 직접 웹 페이지에 접속하여 웹 루트(WebRoot)의

하위 디렉토리를 입력해서 점검한다.

※ 주의 :하위 디렉토리 중 하나를 골라서 테스트 해 보는 것으로 점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여러 하위 디렉토리에 대해 점검한다

(웹 서버 설정에 따라 디렉토리 별로 설정을 달리 하는 것이 가능).

○ 각 하위 디렉토리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우선 웹 루트 밑에 어떤 하위

디렉토리들이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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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http://www.sample.co.kr/이란 웹 서버의 웹 루트 밑에 file/이란 디렉토리가 있다면

웹 브라우저의 URL 주소 입력란에, http://www.sample.co.kr/file/이라고 입력해 본다. 이 때

file/ 디렉토리의 하위 내용이 모두 화면에 출력된다면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이 존재하는

것이다(반드시 맨 끝에‘/’까지 입력)



○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 웹 루트(WebRoot) 디렉

토리를 찾고 그 밑의 각 하위 디렉토리 리스트를 파악하고 각각의 디렉

토리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한다.

가. 윈도우 웹 서버

○ 윈도우 시스템은 주로 IIS 웹 서버를 통해 웹 서비스를 한다.

○〔제어판〕⇒〔관리도구〕⇒〔인터넷 서비스 관리자〕(혹은〔인터넷 정보

서비스〕) 메뉴에서〔기본 웹 사이트〕의 마우스 오른쪽 클릭, ‘속성’부분을

보면‘기본 웹 사이트 등록 정보’가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이 IIS 웹 서버

설정 부분이다.

○ 웹 루트 디렉토리를 확인하기 위해‘기본 웹 사이트 등록 정보’에서

‘홈 디렉토리’부분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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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위위 디디렉렉토토리리 리리스스트트 확확인인 방방법법

〔그림 2〕 기본 웹 사이트 등록 정보의 홈 디렉토리 설정



○〔그림 2〕에서‘로컬 경로’란 항목이 웹 루트 디렉토리를 설정하는 부분이다

(〔그림 2〕의 예에서는‘c:\inetpub\wwwroot’로 되어 있음).

○ IIS 웹 서버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c:\inetpub\wwwroot’가 웹 루트

디렉토리로 설정된다. 웹 구축 시 다른 디렉토리로 웹 루트를 설정하 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이‘홈 디렉토리’항목을 통해 웹 루트 디렉토리를

확인해야 한다.

○ 웹 루트 디렉토리 확인이 끝났으면 윈도우 탐색 창을 통해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하여 웹 루트의 하위 디렉토리들을 확인해 가면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

디렉토리 리스팅 여부를 확인한다(〔그림 3〕은 웹 루트 디렉토리의 하위

디렉토리를 확인하는 예).

– 14 –

〔그림 3〕 웹 루트 디렉토리의 하위 디렉토리 확인(예시)



○〔그림 3〕의 예시를 보면, c:\inetpub\wwwroot 밑에 data, images,

statistics, viewer 등의 하위 디렉토리가 존재하고 또 각각 하위 디렉토리

밑에 Temp, aggregator, correlator, situator, thread 등의 디렉토리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 점검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주소를 웹 브라우저에 차례로 입력하며 확인한다

(반드시 맨 끝에‘/’까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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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버 URL:http://servername.com일 경우,
http://servername.com/data/
http://servername.com/data/Temp/
http://servername.com/images/
http://servername.com/statistics/
http://servername.com/viewer/aggregator/
http://servername.com/viewer/correlator/.

〔그림 4〕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는 웹 페이지(예제)



○〔그림 4〕는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모습이다.

○ 웹 서버에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으면〔그림 4〕의 화면과

같이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게 된다.

○〔그림 5〕는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이 존재하는 화면 모습이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data 디렉토리 밑에 몇 개의 html 파일이

보이고 그 안에 Temp 디렉토리 그리고 몇 개의 주요 문서가 보인다.

※ 주의 :디렉토리 명까지만 입력하 을 때 어떤 웹 페이지(html 문서)가

자동으로 화면에 표시될 경우에는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웹서버설정에따라차이가있지만보통 index.html(index.jsp, index.php,

index.asp, index.htm 등) 혹은main.html(main.jsp, main.php, 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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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이 존재하는 웹 페이지(예제)



main.htm 등) 등이 존재할 경우, URL 입력란에 디렉토리명까지만 입력해도

바로 index.html 및 main.html로 리다이렉트(자동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즉, http://www.sample.com/file/을 입력하 을 때 http://www.sample.

com/file/index.html의 웹 페이지 화면이 뜨게 되는 경우에는 취약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림 6〕은 그 예이다.

나. 리눅스 및 유닉스 웹 서버

○ 리눅스 및 유닉스 계열의 운 체제는 주로 아파치(apache) 웹 서버 프로

그램을통해웹서비스를제공한다. 아파치서버의모든설정은 httpd.conf

파일을 통해 가능하며 httpd.conf 파일의 위치는 운 체제 및 아파치

버전에 따라서 다양하나 주로 다음 디렉토리 중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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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URL 주소에서 디렉토리까지만 입력 시 index.html로 자동 연결



○ 파일 위치가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위 5가지 디렉토리 주변 디렉토리들을

찾아 보면 apache의 httpd.conf 파일을 찾을 수 있다. 초기 설치 시

옵션을 주어 사용자 임의의 디렉토리에 설치될 수도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설치한 사람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 httpd.conf 설정 파일에서 DocumentRoot 부분이 바로 웹 루트 디렉

토리를 설정하는 부분이며, 이 부분을 찾아서 웹 루트 디렉토리를 확인한다

(〔그림 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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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httpd/conf/httpd.conf

/etc/apache/httpd.conf

/usr/apache/conf/httpd.conf

/usr/local/apache/conf/httpd.conf

/usr/lib/apache/conf/httpd.conf

〔그림 7〕 httpd.conf 파일 내용



※ 참고:httpd.conf 파일에서‘#’부분은 주석이다.

○〔그림 7〕을 보면 DocumentRoot 부분에 /var/apache/htdocs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웹 페이지의 모든 파일 및 하위 디렉토리는

/var/apache/htdocs/ 디렉토리에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웹 루트로 가서‘ls’명령어를 통해 하위 파일 및 디렉토리 내용을 확인한다.

디렉토리 내용을 리스팅하는 ls 명령어에 _F 옵션을 주면, 하위 디렉토리는

‘/’가 붙어서 리스팅된다. 이를 이용하여〔그림 8〕과 같이 웹 루트 디렉토리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과 같이 웹 루트로 가서(cd /var/apache/htdocs), -F 옵션을

준 ls 명령어를 입력한다. ls 명령어의 결과를 보면 하위 디렉토리는

디렉토리명 끝에‘/’가 붙어서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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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웹루트의 하위 디렉토리 검색



○〔그림 8〕에서는 data, images, statistics 3개의 하위 디렉토리가 존재

함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하위 디렉토리 중 하나인 data 디렉토리로 가서

역시 ls -F 를 입력하면 old_data, 문서자료, 보고서, 임시파일 하위

디렉토리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 위의 예시 경우,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 점검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소

들을웹브라우저에차례로입력하며확인한다(반드시맨끝에‘/’까지입력).

○〔그림 9〕는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 20 –

웹 서버 URL : http://servername.com이라면,
http://servername.com/data/
http://servername.com/images/
http://servername.com/statistics/
http://servername.com/data/old_data/
http://servername.com/data/문서자료/

〔그림 9〕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는 웹 페이지(예제)



○ 웹 서버에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으면〔그림 9〕의 화면과

같이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게 된다.

○〔그림 10〕은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 주의 :디렉토리 명까지만 입력하 을 때 어떤 웹페이지(html 문서)가

화면에 표시될 경우에는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웹서버설정에따라차이가있지만보통 index.html(index.jsp, index.php,

index.asp, index.htm 등) 혹은main.html(main.jsp, main.php, main.asp,

main.htm 등) 등이 존재할 경우, URL 입력란에 디렉토리명까지만 입력해도

바로 index.html 및 main.html로 리다이렉트(자동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즉, http://www.sample.com/file/을 입력하 을 경우 http://www.

sample.com/file/index.html의 웹 페이지 화면이 뜨게 되는 경우에는 취약

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그림 6〕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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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이 존재하는 웹 페이지(예제)



3. 조치 방법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아래의 설명에 따라 취약점을 제거하면 된다.

가. 윈도우 웹 서버

○〔제어판〕⇒〔관리도구〕의〔인터넷 서비스 관리자〕(혹은〔인터넷 정보

서비스〕) 메뉴에서〔기본 웹 사이트〕의 마우스 오른쪽 클릭, ‘속성’부분을

보면‘기본 웹 사이트 등록 정보’가 나온다.

○‘기본 웹 사이트 등록 정보’에서‘홈 디렉토리’부분을 클릭하면〔그림 11〕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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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기본 웹 사이트 등록 정보 창



○〔그림 11〕에서 중간에‘디렉토리 검색(B)’이란 옵션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 디렉토리 리스팅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며,

〔그림 12〕와 같이 이 부분의 체크를 해지한다.

※ 주의 :옵션 설정을 변경한 후에는 그 내용이 즉시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의〔그림 12〕에서 화면 아래쪽에 있는‘적용’버튼을 클릭해야 한다.

나. 리눅스 및 유닉스 웹 서버

○ 아파치 서버의 모든 설정은 httpd.conf라는 파일을 통해 가능하다.

httpd.conf 파일은 운 체제 및 아파치 버전에 따라서 다양하나 주로

다음 디렉토리 중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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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기본 웹 사이트 등록 정보에서 디렉토리 검색 불가 설정 화면



○ 파일 위치가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위 5가지 디렉토리 주변 디렉토리들을

찾아 보면 apache의 httpd.conf 파일을 찾을 수 있다. 초기 설치 시

옵션을 주어 사용자 임의의 디렉토리에 설치될 수도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설치한 사람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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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httpd/conf/httpd.conf

/etc/apache/httpd.conf

/usr/apache/conf/httpd.conf

/usr/local/apache/conf/httpd.conf

/usr/lib/apache/conf/httpd.conf

〔그림 13〕 httpd.conf 파일 내용



○〔그림 13〕의 중간에 보면 Options 항목 뒤에 Indexes 옵션이 바로 디렉

토리리스팅을가능하게하는옵션이다. Indexes 설정을끄기위해 Indexes

단어를 지워주고 파일을 저장하고 설정을 적용하기 위해 웹 서버 데몬을

다시 띄워주어야 한다.

※ 주의 :Options 항목은 특정 디렉토리 별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설정이 적용될 디렉토리를 명시해 주어야 한다. 현재

〔그림 13〕에서는 Directory “/var/apache/htdocs”와 같이 웹 루트

디렉토리 필드 안에 Options 항목이 위치되어 있다. 다른 특정 디렉토리

설정에도 Options 항목을 통해 Indexes가 설정되어 있을지도 모르므로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 확인하고 지워주어야 한다.

※ 참고:httpd.conf 설정 파일을 수정한 후에는 웹 데몬을 다시 띄워주어야만

설정이 적용된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정을 다시 띄워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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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httpd.conf 파일에서 Indexes 설정을 삭제한 화면



○ 리눅스 웹 서버의 경우,

와 같이 입력하면 현재 띄어져 있는 데몬이 자동 kill되고 다시 띄워지게 된다.

○ 유닉스 웹 서버의 경우,

우선 현재 띄어져 있는 웹 데몬들을 모두 kill시켜야 한다. ‘ps-ef | grep

httpd’명령어를 통해 현재 동작중인 데몬들의 PID를 확인하고 kill 명령어를

통해 모두 kill시킨다. 그 다음 rc 디렉토리에서 실행 스크립트를 실행시킨다.

다음은 한 예이다.

유닉스 시스템은 벤더별로, 버전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행

스크립트의 위치가 조금씩 다르다. rc 디렉토리들을 직접 찾아 보거나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면서 데몬을 띄워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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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rc.d/init.d/httpd restart

/etc/rc3.d/S50apache start

가. 윈도우 웹 서버

1. 〔제어판〕⇒〔관리도구〕의〔인터넷 서비스 관리자〕(혹은〔인터넷 정보

서비스〕) 메뉴에서〔기본 웹사이트〕의 마우스 오른쪽 클릭, ‘속성’부분

⇒‘기본 웹사이트 등록 정보’가 나온다.

2. ‘기본 웹사이트 등록 정보’에서‘홈 디렉토리’부분을 클릭한다.

요 약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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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렉토리 검색(B)’옵션이 체크되어 있으면〔그림 15〕와 같이 이 부분의

체크를 해지한다.

4. ‘적용’버튼을 클릭한다.

5. 취약점을 제거한 후, 웹 브라우저를 통해 디렉토리 리스팅을 시도 및

취약점이 제거된 후의 결과(디렉토리를 입력하 을 때 웹 브라우저에

에러가 뜨는 모습)를 확인한다.

나. 리눅스 및 유닉스 웹 서버

1. httpd.conf 파일을 찾는다(주로 다음 디렉토리 또는 주변에 존재).

〔그림 15〕 기본 웹 사이트 등록 정보에서 디렉토리 검색 불가 설정 화면

/etc/httpd/conf/httpd.conf
/etc/apache/httpd.conf
/usr/apache/conf/httpd.conf
/usr/local/apache/conf/httpd.conf
/usr/lib/apache/conf/httpd.co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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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ttpd.conf 설정 파일에서 Options 항목에서 Indexes 단어를 지워주고

파일을 저장한다.

3. 설정을 적용하기 위해 웹 서버 데몬을 다시 띄워준다.

〔그림 16〕 httpd.conf 파일 내용

〔그림 17〕 httpd.conf 파일에서 Indexes 설정을 삭제한 화면



제 2 절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

1. 피해 형태

다운로드 스크립트 자체 취약점이 있어 접근 가능한 폴더와 파일에 대한

제어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공격자는 파일 다운로드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etc/passwd와 같은 주요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특히 웹 응용프로

그램의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등 더 심각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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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등에 저장된 자료에 대해‘다운로드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면서, 대상 자료파일의 위치 지정에 제한조건을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URL칸의 다운로드 스크립트의 인수값에‘../’문자열 등을 입력하여 시스템

디렉토리 등에 있는 /etc/passwd와 같은 비공개 자료들이 유출될 수 있다.

특히, 리눅스 및 유닉스 계열의 웹서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취약점 요약취약점 요약



〔그림 18, 19, 20〕은“파일 다운로드 취약점”을 이용한 /etc/passwd

파일 다운로드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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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파일 다운로드 경로 입력 화면

〔그림 19〕 파일 다운로드 창



2. 점검 방법

가. 게시판 등에 파일 다운로드 기능이 있는지 점검

○ 웹 페이지에 게시판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게시판에 파일 첨부 기능이

있는지 점검한다(〔그림 21〕은 자료실에 파일 다운로드 기능이 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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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패스워드 파일 다운로드 화면



○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파일 다운로드

취약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가 존재

한다면 다음 과정을 통해‘파일 다운로드 취약점’여부를 확인한다.

나. 파일 다운로드 스크립트 이용 여부 확인

웹 페이지에서 파일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2가지 방법

존재한다. 첫째는 직접 웹 접근을 통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한가지는 파일 다운로드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제공

하는 것이다. 2가지 형태는 파일 다운로드시의 URL 주소를 확인함으로써

구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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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파일 다운로드 기능이 있는 웹 페이지(예시)



다운로드 스크립트를 이용하는 URL은 중간에‘?’부분이 있고‘&’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부분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존재).‘?’는

스크립트에 매개변수를 주는 부분이다. 즉, ‘?’앞 부분인 filedown.down은

스크립트 이름이고‘?’이후 부분은 filedown.down에 주는 매개변수 내용

이다. ‘&’는 매개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 각 매개변수를 나누는 구분자라고

보면 된다.

위의 예시 링크는 filedown.down에 2개의 매개변수가 부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file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file’이란 매개변수의

값은‘공지사항3.hwp’이고, 그 파일이 있는 경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있는‘path’란매개변수의값은‘download’로되어있다. 결국 filedown.down

스크립트는 download 디렉토리에서 공지사항3.hwp란 파일을 다운로드

시켜주는 스크립트임을 유추할 수 있다.

다음에서 다운로드 시의 URL 링크 모습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한다.

○ 첫째, 마우스 커서를 링크(〔그림 22〕에서 0059_s20108.Zip 부분)에

가져다 대었을 때 웹 브라우저의 맨 하단에 있는‘상태표시줄’에 링크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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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링크 방식의 URL 모습 예시>

http://servername.com/test/download/공지사항3.hwp

<파일 다운로드 스크립트 이용시의 URL 모습 예시>

http://servername.com/test/filedown.down?file=공지사항3.hwp&path=download



○ 둘째, 웹 브라우저의 상태표시줄에도 링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존재

한다. 그러한 경우〔그림 23〕과 같이 마우스를 파일다운 링크에 갖다 댄

후, 오른쪽 버튼 클릭을 통해‘바로 가기 복사(T)’를 클릭하고 메모장

등에서‘붙여넣기’함으로써 링크 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

앞에서 첨부 파일 다운로드 스크립트를 사용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설명

하 다. 만약 하나라도 다운로드 스크립트 사용 페이지가 존재하는 경우 다음

과정을 통해 계속 점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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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상태표시줄에 링크 표시(예제)

〔그림 23〕 상태표시줄에 링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링크 주소 알아내기



다. 다운로드 스크립트의 매개변수를 변경하면서 주요 파일 다운

로드 시도

○ 다운로드 스크립트 취약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 단락에서 확인한 링크를

그대로‘복사’, 그리고 웹브라우저의 URL 주소 입력란에‘붙여넣기’한후,

주소 입력란에서 직접 링크를 수정해가면서 중요 파일에 대한 다운로드를

시도한다.

○ 다운로드 스크립트 사용시 링크 주소는 다음과 같은 형식이다.

○ 매개변수의 갯수 및 경로를 적는 형식이 조금씩 틀리므로 링크 주소를 잘

살펴보고 그에 맞게 입력해야 하는 일종의 재치와 창의력이 필요하다.

※ 참고:시스템 주요 파일인 /etc/passwd를 받기 위해선 파일 경로에

‘../’를 충분히 많이 주어서 상대적인 경로를 통해 시스템의 /etc/passwd에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다운로드 스크립트의 소스 같은 경우는 정확한 상대

경로를 알아야 하므로‘../’의 개수를 다양하게 시도해야 한다. 보통

공격자들은 이 부분을 다양하게 시도해 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 관리자는

시스템의 상대경로를 확인하여 정확한 경로 값을 계산해서 넣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음의 각 케이스를 주의 깊게 읽어 보고 다양한 조합으로 점검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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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rvername/…/스크립트이름?매개변수1=변수값&매개변수2=변수값



<정상적인 링크>

<다운로드 시도>

○ filename 매개변수에 바로 파일 이름이 적혀있지만, 직접 절대경로를

주거나‘../’등을충분히연속적으로입력, 상대경로를통해 /etc/passwd

파일 다운로드를 시도한다.

○ 다운로드 스크립트 파일인 download.asp 자체에 대해서도 다운로드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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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http://servername.com/pr/download.asp?filename=통계조사.hwp

http://servername.com/pr/download.asp?filename=/etc/passwd

http://servername.com/pr/download.asp?filename=../../../../../../../../../../../../../../../etc/passwd

http://servername.com/pr/download.asp?filename=../pr/download.asp

http://servername.com/pr/download.asp?filename=../../pr/download.asp

http://servername.com/pr/download.asp?filename=../../../pr/download.asp



<정상적인 링크>

<다운로드 시도>

○ 상대경로를 통해 /etc/passwd 파일 다운로드를 시도한다.

○ 다양한 방식으로 includes/download.php 스크립트 파일을 다운로드

시도를 해본다.

– 37 –

Case 2

http://servername.com/includes/download.php?sub_path=upfiles&filename=

신청서.doc

http://servername.com/includes/download.php?sub_path=../../../../../../../../../../../../../../../etc&filename=

passwd

http://servername.com/includes/download.php?sub_path=upfiles&filename=../../../../../../../../../../../../../../..

/etc/passwd

http://servername.com/includes/download.php?sub_path=includes&filename=download.php

http://servername.com/includes/download.php?sub_path=upfiles&filename=../includes/download.php

http://servername.com/includes/download.php?sub_path=upfiles&filename=../../includes/download.php



<정상적인 링크>

<다운로드 시도>

○ path란 매개변수 값이 /DATA/로 시작되는데 이는 시스템의 루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웹 루트에서 시작하는 구조. 따라서 매개변수의

값도 다음과 같이‘/../..’혹은‘/DATA/..’등으로 시작하는 형식을

맞춰 시도한다.

<정상적인 링크>

– 38 –

Case 3

http://servername.com/servlet/Down?path=/DATA/docu/2004/03/13&name=통계

조사.hwp

http://servername.com/servlet/Down?path=/../../../../../../../../../../../../../../etc&name=passwd

http://servername.com/servlet/Down?path=/DATA/../../../../../../../../../../../../../etc&name=passwd

Case 4

http://servername.com/include/down.jsp?upfile=지원서.hwp&dir=/data



<다운로드 시도>

○ 다운로드 스크립트 파일인 down.jsp를 다운받아 보도록 시도한다.

○ 다양한 방법을 통해 /etc/passwd 다운로드를 시도해 본다.

<정상적인 링크>

<다운로드 시도>

○ 웹 응용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받도록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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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rvername.com/include/down.jsp?upfile=down.jsp&dir=/include

http://servername.com/include/down.jsp?upfile=passwd&dir=/etc

http://servername.com/include/down.jsp?upfile=passwd&dir=/data/../../../../../../../../../../../../../../../etc

http://servername.com/include/down.jsp?upfile=passwd&dir=../../../../../../../../../../../../../../../etc

Case 5

http://servername.com/webapp/data_07.asp?fn=c:\upload\200408\검색.exe

http://servername.com/webapp/data_07.asp?fn=c:\inetpub\wwwroot\webapp\data_07.asp



위에서 소개한 케이스들 외에도 다양한 모습이 존재할 수 있다. 파일의

다운받는 위치(경로)와 파일 이름을 적절히 조정해 가면서 위와 비슷한 방식

으로 시도하면 된다. 그리고 두 개의 매개변수 외에도 다양한 매개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다. 파일 위치와 파일 이름을 입력하는 매개변수 외의 매개변수

들은 그냥 그대로 두고 시도하면 된다.

라. 파일 다운로드 시도가 성공한 화면

앞 단락에서 다운로드를 시도했을 때, 직접 웹 브라우저의 화면에 내용이

뜨는 경우가 있고‘파일 저장’을 통해 저장 되는 경우가 있다(〔그림 24,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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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etc/passwd 파일이 직접 웹 브라우저 화면에 뜬 모습



3. 조치 방법

첨부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특정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만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첨부 파일을 다운받기 위해 사용하는 다운로드 스크립트를 수정해야

한다.

○ 다운받기 위한 파일 이름에“..”, “/”, “\”와 같은 문자열이 존재하면

모두 필터링해야 한다. 이 부분은 웹 서버 설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스크립트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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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다운로드 스크립트를 통해 파일을 다운받아 읽은 모습



○ 스크립트 수정이 된 후에 다시 한번 취약점 점검 때와 같은 시도를 통해

취약점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점검한다(파일 다운이 안되는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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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운받기 위한 파일 이름에“..”, “/”, “\”와 같은 문자열을 모두 필터링하기

위해 스크립트 코드 수정한다.

2. 취약점 점검 시에 파일 다운에 성공했던 그 URL을 똑같이 입력하 을 때

파일 다운이 안되는 것을 확인한다.

요 약요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