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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웹 변조 공격은 대형 포탈, 은행, 학교 등 접속자가 많은 홈페이지에 악성 URL을 불법 삽입하여 해당 URL을 통해 접속

자 PC에 자동으로 악성코드 유포하고 대규모 봇넷(botnet)을 형성한 후 DDoS 공격을 수행하거나 감염 PC들의 정보를 지속적

으로 유출하는 형태로 수행된다. 이때, 홈페이지에 삽입되는 악성 URL은 탐지가 어렵도록 Javascript 난독화 기법(obfuscation 

technique) 등으로 은밀히 삽입된다. 본 논문에서는 웹 소스코드에 은닉된 악성 Javascript URL들에 대한 일괄 점검체계를 제

안하며, 구현된 점검체계의 prototype을 활용하여 점검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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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웹 변조 공격(web defacement attack)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인터

넷 홈페이지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을 통해 무단 변경하는 일련의 

공격을 말한다[1]. 과거에는 정치적인 목적 달성 또는 해킹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변조하는 

공격 형태가 많았다. 최근의 공격사례를 살펴보면, 공격자는 웹 페이지

(또는 소스코드)에 악성 URL을 삽입하고 해당 URL link를 통해 

수많은 홈페이지 접속자 PC에 악성코드를 자동으로 은밀히 유포한다

(Fig. 1. 참조). 감염된 PC들은 공격자(C&C)의 통제를 받는 봇넷

(botnet)을 형성하여 DDoS 공격에 동원되거나, PC에 저장된 중요정

보를 지속해서 공격자에게 유출하게 된다[2]. 이러한 이유로 악성 

URL을 삽입하는 변조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Fig. 1. 홈페이지에 무단 삽입된 URL에 의한 공격행위

악성 URL 삽입은 웹 소스코드에 그대로 보이도록 삽입되기보다는 

관리자에 의해 쉽게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은밀하게 삽입된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Javascript 난독화(obfuscation) 기법이다. 난독화 기법은 원래 소스

코드 보호를 위해 개발되었으나, 공격자가 자신의 악성 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난독화 기법은 encoding obfuscation, 

randomization obfuscation, data obfuscation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에서도 Fig. 2.와 같이 악성 URL에 해당하는 Javascript code를 

16진수로 변환하여 소스코드에 삽입하는 encoding obfuscation 방법

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3]. Javascript 난독화 기법을 사용하면 악성 

URL을 생성해내는 Javascript code가 서버에 있을 때는 난독화되어 

은닉되어 있으므로 난독화 해석 기능이 없는 서버 측 정보보호체계(백

신, 방화벽, IPS 등)에는 탐지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Javascript 

code가 담긴 웹 페이지에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 해당 code가 웹 

브라우저에 의해 처리된 후에야 악성 URL로 복호화되어 활성화된 

후, 사용자도 모르게 악성코드를 다운로드 받아 은밀히 설치되기 

때문에 악성코드에 의한 피해를 인지하여도 이것이 Javascript 악성 

URL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분석해내는 것은 일반 사용자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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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제안 점검체계 설계 및 동작

Fig. 2. Javascript 난독화기법으로 삽입된 악성 URL

Javascript obfuscation 기법 기반의 악성코드 탐지에 관한 연구로

는 소스코드의 string pattern 분석이나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것이 

있다[4, 5]. 이들은 난독화된 Javascript code들 중에서 악성코드인 

것들만 선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탐지 정확도가 완전하지 않으며, 

사용자 PC에 점검체계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과 사용자가 

접근한 웹 페이지에 대해서만 점검이 이루어진다는 제한사항이 있다. 

한편, 악성 URL이 홈페이지 소스코드에 은밀히 삽입되는 시점은 

두 가지의 경우이다 (Fig. 3. 참조).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소스코드에 

명시적으로 노출된 악성 URL에 대한 점검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연구범위에서 제외한다.

Fig. 3. 웹 응용체계(소스코드)에 악성 URL 삽입 시점

우선, 악성 URL은 웹 응용체계의 개발단계에서 소스코드에 삽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발자가 공격자일 경우 의도적으로 삽입하는 

경우와 개발자가 개발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해 인터넷에 공개된 

감염 소스코드를 의심 없이 사용(copy & paste)하는 경우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범위의 명확성을 위해 전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다음

으로, 악성 URL은 웹 응용체계가 개발되어 서버에 설치된 이후 

정상운영 중에 삽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의 설명과 유사하게 

체계개발자(또는 유지보수자)가 응용체계를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외부 소스코드 (악성코드 감염)를 의심 없이 사용하는 경우와 외부공격

자가 서버, 미들웨어, 웹 응용체계의 취약점을 통해 악성 URL을 

은밀히 삽입하는 경우이다.

악성 URL이 은밀히 삽입되는 시점을 봤을 때, 악성 URL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스코드 점검 시점을 다음의 세 가지 시점으

로 본다: ① 개발 후 서버에 설치되는 시점, ② 유지보수가 완료된 

후 서버에 설치되는 시점, ③ 가능한 실시간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서버의 소스코드를 대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앞의 두 경우는 개발자

의 실수에 대응하는 차원이고 마지막의 경우는 공격자에 의한 삽입에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점검대상은 개발 

서버(또는 PC)와 운영 서버의 전체 웹 소스코드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웹 소스코드에 은닉된 Javascript 악성 

URL을 일괄 점검하는 점검체계를 제안한다. 제안체계는 서버에서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Javascript code 상에 

은닉된 URL을 찾아 악성 URL Repository와 유사도 비교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악성, 의심, 정상으로 판정한다. 

II. 제안 점검체계 설계

1. 점검절차 및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된 체계는 1) Javascript 블록 분석 및 URL 

추출(STEP 1), 2) 은닉 URL 탐지(STEP 2), 3) 악성 및 의심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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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STEP 3)의 3단계로 동작하여 소스코드에 은닉된 악성 및 의심 

URL을 점검하며, 각 단계의 세부 동작은 다음과 같다([그림 4] 참조).

1.1 STEP 1 : Javascript 블록 분석 및 URL 추출 (Extracting 

URLs from Javascript blocks in web source codes)

점검 대상인 웹 응용체계를 Si라 하자. Si를 구성하는 특정 소스파일

을 sfj라 하고, Si를 구성하는 전체 소스파일 집합을 SF(Si)라 하자. 

이때, 소스파일의 개수가 n이면, SF(Si) = {sf1, sf2,…,sfn}이다. STEP 

1에서는 SF(Si)를 input으로 하여 sfj의 Javascript 블록에 명시적으로 

코딩된 URL 목록을 모두 추출하여 저장한다. 이를 URLBefore(sfj)라 

하자. 이후 점검체계의 Javascript engine을 활용하여 sfj의 Javascript 

블록을 parsing 하여 전체 URL 목록을 추출한다; 이를 URLAfter(sfi)라 

하자. Javascript engine은 모든 웹 브라우저에 내장되는데, 별도 

점검 도구 개발을 위해 Javascript API를 제공하고 stand- alone으로 

동작하는 ChromeDriver[6]을 활용한다. 

1.2 STEP 2 : 은닉 URL 탐지(Detecting Hidden URLs)

STEP 1에서 분석 추출한 두 가지 URL 목록 URLBefore(sfj)과 

URLAfter(sfj)를 활용하여 소스코드 sfj에 은닉된 Javascript URL 

목록 HURL(sfj)을 (1)과 같이 생성한다.

      (1)

이와 같은 방법으로 Si의 모든 소스파일에 대해 점검하면, Si에 

은닉된 Javascript URL 목록 HURL(Si)은 (2)와 같다.

  
  



              (2)

1.3 STEP 3 : 악성 및 의심 URL 탐지(Detecting 

malicious and suspicious URLs)

STEP 2에서 탐지한 은닉 URL 목록인 HURL(Si)와 악성 URL 

repository에 저장된, 알려진 악성 URL들을 matching algorithm으

로 비교하여, 정보체계의 악성 URL의 포함 여부를 점검한다. 이때, 

점검된 악성 URL 목록을 MURL(Si)이라 하자. 악성 URL repository

는 제안체계에 직접 구축하거나 분리된 별도 체계로 구축하여 연동할 

수 있다. 한편, MURL(Si)의 각 URLk에 대해 유사도 측정 알고리즘

(matching algorithm)으로 유사도를 측정한 결과값 SVk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SVk와 관리자가 설정하는 두 개의 

경계값 T1(하위 경계값)과 T2(상위 경계값)에 따라 해당 URLk에 

대해서 (3)과 같이 악성(m : malicious), 의심(s : suspicious), 정상(n 

: normal)으로 판정한다(이때, 0<T1<T2<1). 

 











 if ≤  ≦ 




i f  ≤   

i f  ≤   

      (3)

즉, 유사도 값이 1보다 비교한 결과 100% 일치하지 않으나 높은 

수준으로 유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의심(s)으로 

분류하고 의심 URL 목록 SURL(Si)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두 경계값 

T1과 T2는 점검체계 운영을 통해 정확도가 향상되도록 관리자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한편, 악성 URL repository는 KISA와 같은 

신뢰성이 높은 정보보호 기관이나 Zone-H[7]과 같이 국제적으로 

사이버침해사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해서 

업데이트하여 관리한다.

III. 결론 및 향후 연구계획

본 논문에서는 Javascript obfuscation 기법을 악용하여 웹 응용체

계 소스코드에 은닉된 악성 Javascript URL들에 대한 일괄 점검체계

를 제안한다. 제안 점검체계는 웹 체계의 전체 소스코드에 대해, 

① Javascript 블록 분석 및 URL 추출, ② 은닉 URL 탐지, ③ 

악성 및 의심 URL 탐지의 3단계로 수행된다. 본 제안체계는 서버에 

저장된 대량의 소스코드 파일들을 일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은닉된 

악성 URL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향후 연구계획은 다음과 같다. 수많은 웹 소스코드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점검 알고리즘의 정확도 및 속도를 측정하고 

결과에 따라 성능 최적화 요소를 식별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실제 홈페이지 소스코드 서버에서 실시간 또는 주기적인 점검 운용이 

가능하도록 보완하고 은닉 URL이 탐지된 경우 즉시 차단 및 격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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