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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시스템들이 보편화 되고,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시스템은 더욱 복잡해지고,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수집 등 사이버공격은 계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 제품출시 
이전 단계에서 제품의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개발단계부터 보안을 고려
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은 향후 발생 가능한 보안취약점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여 보
다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을 최소화 하여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시큐어 코딩
(secure coding)과 입력 데이터 값(문자열)을 정규화 함으로써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XSS)의 공격
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1. 서론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시스템은 더욱 

복잡해 지고 있다. 2011 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은 55 억건으로 2010 년 대비 81% 증가 

하는 등 사이버 공격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로 인한 피해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1]. 해킹사고의 

대부분(75%)은 어플리케이션 보안약점을 악용 한다고 

Gartner 의 웹 해킹 침해 보고서에 보고되어 있다[2]. 
근본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줄이고 최소화 하기 위해

서는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한다.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안약점을 제거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의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3]. 표 1은 소

프트웨어 설계단계에서 제품출시까지 보안약점 등의 

결함을 제거하는 시점에 따른 비용차이를 분석한 결

과로, 보안약점 제거비용 역시 적게는 1 에서 많게는 

30 배까지 차이가 난다[3].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보안

약점은 20 배의 제거비용이 발생하는 등 개발완료 이

전에 보안약점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1> 소프트웨어 개발단계별 보안약점 제거비용 분석 
구분 설계단계 코딩단계 통합단계 베타제품 제품출시 

설계과정 1배 5배 10배 15배 30배 

코딩과정 - 1배 10배 20배 30배 

통합과정 - - 1배 10배 20배 

 
시큐어 코딩은 S/W 개발과정에서 개발자의 실수, 

프로그램의 논리적 오류 등으로 인해 S/W 에 내재된 
보안취약점을 최소화하는 한편, 해킹 등 보안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보안
취약점을 배제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4].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시큐어 

코딩 S/W 개발 과정을 거친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보안에 관해 많은 취약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공격
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 
웹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 입력 

내용에 악성 코드를 삽입하고, 악성 스크립트가 담긴 
글의 사용자 세션을 탈취해서 개인정보 유출, 웹사이
트 변조, 악의적인 사이트로 이동 할 수 있다. 이 방
식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Cross-Site Scripting:XSS) 
이다. 이 취약점은 웹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자로부터 
받은 입력 값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이 공격방식은 OWASP(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TOP 10이나 CWE(Common 
Weakness Enumeration)에서 공개를 한 상태지만 근본
적인 해결책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사용자 입력 데이터 값을 정규식 검증방법
을 통해 데이터의 유효성을 높이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XSS) 취약점을 예방하며, 문자열 기반 입력 
값을 검증하고, 걸러 내여 취약성을 효율적으로 예방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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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스크립팅(XSS)을 다루고 있는 OWASP에 대해 
간략히 소개 하고, 3 장에서는 시큐어 코딩과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XSS)에 대해 소개 한다. 4 장에서는 
XSS 의 공격 패턴과 문자열 검증을 위한 정규화 방법
에 대해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5 장에서 결론을 맺
는다.  

 
2. 시큐어 코딩 관련 제도 현황 

TOP 25 란 SANS(SysAdmin, Audit, Network and 
Security)와 MITRE(미 국토안보 부 소속 국가 사이버 
보안국 산하의 비영리공익단체)가 주관한 프로젝트로, 
2009 년 1 월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SANS, MITRE, 
CWE, CE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미 국
토안보부, Microsoft, Symantec 등 30개 이상의 단체가 
함께 가장 위험한 프로그래밍 에러 25 개를 선정한 
것을 의미한다. “The Top 25 Errors”는 보안 버그로 이
어지며 사이버 스파이 행위 및 사이버 범죄를 가능케 
하는 프로그래밍 에러를 선정해 소프트웨어 벤더들이 
소프트웨어가 판매되거나 설치되기 전에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5]. 

OWASP는 민간 및 공공 분야의 조직들이 신뢰할만
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구입 및 유지하는 
것을 돕고 있다. 

OWASP Top 10의 각 항목들은 응용 어플리케이션에
서 가장 많이 퍼져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취약점 
공격 가능성, 탐지 가능성, 그리고 영향평가 등이 고
려된 것으로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영향을 인식하고, 위험도가 큰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좀 더 상세한 가이드라인은 없고, 보안성 검수 및 취
약점 개선은 개발자 개개인에게 의존되고 있으며, 절
차 역시 미비한 상황으로 개발과정에서 테스팅과 리
뷰를 고려한 프로세스가 적립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구체적인 방안은 나와있지 않다[6]. 

2010 년 말에 발표된 OWASP 의 2011 년 상위 10 대 
목록은 웹 어플리케이션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취
약점이 아닌 위험측면에서 문제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2011 년도 CWE/SANS 상위 25 개 
오류 목록은 버퍼 오버플로우와 같이 웹 어플리케이
션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취약점을 포함하여 더 많은 
취약점을 다룬다[7]. 

 
<표 2> OWASP 의 2010 년도 CWE/SASN 상위 10 대 목

록과의 비교 
중요도 
순위 

OWASP의 2010년  
상위 10대 목록 

CWE/SASN 2011년도  
상위 25대 오류 

1 A1-인젝션 CWE-89(SQL 인젝션) 
CWE-78(운영체제 명

령어 인젝션) 
2 A2-XSS(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CWE-79(XSS :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3 A3-인증 및 세션 관리 
훼손 

CWE-306, CWE-307, 
CWE- 798 

4 A4-안전하지 않은 직접 
객체 참조 

CWE-285 

5 A5-CSRF(사이트 간 요
청 위조) 

CWE-352 

6 A6-보안 구성 오류 직접 연결항목은 없으
나 CWE-209 가 구성 
오류의 결과일 경우가 
많음 

7 A7-URL 접근 제한 실
패 

CWE-285 

8 A8-검증되지 않은 우회 
및 재전송 

CWE-601 

9 A9-안전하지 않은 보안 
암호 저장 

CWE-327, CWE-311 

10 A10-충분하지 않은 전
송 계층 보호  

CWE-311 

 
3. 시큐어 코딩(Secure Coding) 

시큐어 코딩(Secure Coding)이란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소스 코드 등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
인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고, 보안을 고려하여 기능을 
설계 및 구현하는 등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지켜
야 할 일련의 보안활동을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등 
내/외부 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코딩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2012 년 12 월부터 S/W 개발 보안 의무

제가 실시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 중 40
억원 이상의 발주는 시큐어 코딩을 의무화 하였고, 
2014 년 12 월 말까지 20 억원 미만의 사업도 의무적
으로 적용된다[8]. S/W 개발보안 의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는 C, JAVA, Android JAVA 등의 
개발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3-1. 크로스 사이트 스트립팅(XSS)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XSS)란 사이트 간 스크립

팅(또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XSS)이다. 웹 애플
리케이션에서 많이 나타나는 취약점의 하나로 웹사이
트 관리자가 아닌 이가 웹 페이지에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하는 취약점이다. 주로 여러 사용자가 보게 되는 
전자 게시판에 악성 스크립트가 담긴 글을 다시 게시
판에 올리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취약점은 웹 애
플리케이션이 사용자로부터 받은 입력 값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나타난다. 이 취약점으로 
해커가 사용자의 정보(쿠키, 세션 등)를 탈취하거나, 
비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주로 다른 
웹사이트와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사
이트 간 스크립팅 이라고도 한다[9]. 표 2 에서 
OWASP 과 CWE/SANS 의 상위 목록을 비교해보면, 
A2-XSS(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2 번째로 중요함
을 알 수 있다.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데

이터(부적절한 스크립트)가 포함된 동적 웹 페이지가 
생성, 전송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동적 웹 페이지
를 열람함으로써 웹 페이지에 포함된 부적절한 스크
립트가 실행되는 공격이다. 이는 사용자 정보유출(계
좌번호, 계정, 패스워드 등)을 탈취하는 피싱 공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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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사용자 세션도용, 악성코드 유포, 브라우저 무한
반복 등의 공격이 가능하다. XSS 의 보안취약점을 예
방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입력데이터만 허용하고, 부
득이한 경우 입력 값을 검증하여 검증된 데이터만 허
용하도록 코딩하여 취약점을 제거해야 한다. 

 
4.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사례연구: XSS ) 

국내 다수 사이트는 물론이고 올 들어 개인정보 유
출사고로 주목 받은 바 있는 사이트들에서 XSS 취약
성을 발견했지만, 두 달 이상 방치 하는 바람에 XSS 
터널링 공격을 받은 경우도 있다[10].  XSS 공격은 
널리 알려진, 비교적 간단한 해킹 기법이지만 시큐어 
코딩을 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이트들에서 취약점이 
발견된다. 
기존 사이트 에서는 취약성이 있는 부분을 발견, 

수정 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이트 전체를 전수 검사
하는 것이 아니라 웹 보안 점검 툴이 지적한 부분만 
악성코드가 올라가지 않는 코딩으로 변환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이트가 이러한 사실
을 모르거나 비용 등을 이유로 XSS 의 취약점 개선을 
망설인다.  

 
 

 
(그림 1) XSS 취약점 

그림 1 에서 보여지고 있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은 다음절차에 따라 이뤄진다[4]. 

 
1) 공격자는 악성스크립트를 웹 서버에 업로드 한다. 
2) 공격자는 피해자에게 스크립트가 업로드 된 주소 

(URI)를 노출한다. 
3) 피해자는 해당 주소를 통해 악성 스크립트가 저장
된 사이트에 정보를 요청한다. 

4) 사용자는 악성 스크립트를 다운받는다. 
5) 다운 받은 악성 스크립트는 사용자의 브라우저를 
통해 실행된다.  

 
4-1.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방법 

외부로부터 입력 받은 문자열을 사용하여 경로 페
이지를 생성할 경우, 그림 2의 “안전한 코드의 예” 에

서와 같이 사전에 위험한 문자열을 ReplaceAll()등과 
같은 메소드를 사용하여 제거한 후 사용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4]. 
 

(그림 2) XSS 현재 가이드라인[코드예제] 

 
4-2. 제안하는 방법 

 
외부로부터 문자열을 입력 받고, 그 문자열을 

ReplaceAll () 메소드를 이용해서 검증하고 걸러낸다. 
이렇게 입력을 차단하는 방법은 완전히 입력을 검증
하고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협하는 침입행위의 발생
을 탐지하고, 대응 할 수 없지만 보안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검증방법은 반드시 입력을 정규
화한 후 수행해야 한다. 일부 유니코드 시퀀스는 같
은 문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다음은 모두 "a"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며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 "\u1EAF"  
• "\u0103\u0301"  
• "\u0061\u0306\u0301"  

 
그러나 이진 비교 에서는 이러한 시퀀스가 서로 다

른 유니코드 코드 값을 포함하므로 다른 것으로 간주
된다. 이진비교를 수행하기 전에 이러한 문자열은 먼
저 정규화(기본 구성 요소로 분해)되어야 한다.  각각
의 합성 유니코드 문자는 하나 이상의 문자로 구성된 
기본적인 시퀀스로 매핑되며, 분해 프로세스는 문자
열에서 합성 문자를 더욱 기본적인 매핑으로 대체한
다. 문자열에 더 이상 분해할 수 있는 문자가 없을 
때까지 이러한 대체 작업이 재귀적으로 수행되어 완
전한 분해가 이루어진다. 유니코드는 호환 분해와 정
규 분해라는 두 가지 형식의 분해를 정의한다. 호환 

안전하지 않은 코드의 예 
(HTML) 

안전한 코드의 예 
(HTML) 

<h1>XSS Sample</h1> 

<% 

String name = 

request.getParameter 

("name"); 

%> 

<p>NAME:<%=name%></p> 

<% 

String name = 

request.getParameter("name"); 

if ( name != null ) { 

name = 

name.replaceAll("<","&lt;"); 

name = 

name.replaceAll(">","&gt;"); 

name = 

name.replaceAll("&","&amp;"); 

name = 

name.replaceAll("""","&quot;"); 

 

} else { return; } 
%> 

외부 입력으로 할당된 변수
(name)에<script> 
alert(document.cookie); </scipt>
등의 악성 script가 입력되면 
공격자에게 쿠키정보가 전송
될 수 있다.  

ReplaceAll() 메시도 사용하여 
<,>,&,””같이 스크립트 생성에 사
용되는 모든 문자열을 &dt, &tgt, 
&amp, &quot 로 변경하여 악성코
드가 유입되도 실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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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에서는 형식 정보가 손실될 수 있지만, 호환 분
해의 하위 집합인 정규 분해에서는 형식 정보가 유지
된다. 비교할 두 문자 집합의 완전한 정규 분해가 같
으면 정규 동일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마찬가지
로 두 문자 집합은 완전한 호환 분해가 같으면 호환 
동일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호환성이 동일 하다는 것은 정규화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것으로 정규화는 각각 다른 규칙을 따르는 
정규화 형식이라는 몇 가지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현재 유니코드 정규화 형식 
NFC(Normalization From C), NFD(Normalization From D), 
NFKC(Normalization From KC) 및 NFKD(Normalization 
From KD)를 지원한다[11]. 일반적으로 임의로 인코딩
된 입력 문자열을 검증하기에 가장 적절한 정규화 형
식은 NFKC 이다. NFKC 로 정규화 하면 입력을 동일
한 규범적(Canonical) 형식으로 변환하게 되어, 요구하
는 입력형식과 안전하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 XSS 제안 가이드라인[코드예제] 

String str= "\uFE64" + "script 
src=http://localhost/index.html /" + "\uFE65"; 
 
str = Normalizer.normalize(str, Form.NFKC); 
 
Pattern pattern = Pattern.compile("[A-Za-z0-9_]+"); 
 
Matcher matcher = pattern.matcher(str); 
 
if(!pattern.matches("[A-Za-z0-9_]+", str)){ 
  throw new 
IllegalStateException(); 
}else { 

// TODO 
} 

 
표 4 는 문자열을 검증하기 전에 정규화 하는 과정

을 보여준다. Normalize() 메소드는 유니코드 텍스트를 
대등한 내용의 결합된 형식이나 분해된 형식으로 변
환해 텍스트 검색을 더욱 쉽게 한다. Pattern() 메소드
로 컴파일시는 단순히 [< >] 꺾쇠 괄호뿐 아니라 문자
나 숫자가 아닌 다른 기호들의 유효성 검사가 가능하
도록 추가하였다. <script> 나 다른 악의적으로 입력이 
탐지되면 그 즉시 IllegalStateException() 에서 예외를 
발생시킨다. 이와 관련된 가이드 라인으로는 대체 명
을 이용한 인증 우회(CWE-289), 잘못된 처리 순서: 
규범화 하기 전에 검사(CWE-180) 등이 있다[12].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보안 사고와 관련된 비용을 따지지 않더라도, 소프
트웨어 패키지가 완성된 후 보안 문제를 수정하는 것
보다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비용이 적
게 든다. 공격자의 초점이 애플리케이션 계층으로 지
속적으로 이동함에 따라 주요 소프트웨어 자원 보호
는 그 이전보다 중요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XSS 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고, 어플리케이션 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해 
문자열을 검증하기 전에 정규화 하는 방법을 제안했
다. 기존의 replace 방식으로 처리하기 보다, 사전에 

입력된 데이터 자체를 정규화해서 검증하고 그 후에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다. 향
후 연구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을 실제 구현하
고, XSS 외에도 S/W 개발보안 가이드의 JAVA 프로그
램 보안취약점 중 하나인 디렉토리 경로 조작 등에도 
경로이름을 검증하기 전에 파일명을 정규화함으로써 
경로명을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적용 할 수 있다. 
이로써, 입력 값을 검증하는 다양한 케이스에 적용하
고, 취약점을 예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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