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자 환경을 만들고자 항상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는 회사

회사소개

예티소프트는?

국내최초웹표준
보안메일솔루션

국내최초 HTML5 기반
공동인증솔루션

국내최초웹표준
웹보안솔루션

국내최초 HTML5 기반
간편인증솔루션



A03:2017- Sensitive Data Exposure  / A02:2021-Cryptographic Failures

OWASP로보는웹서비스의다양한보안취약점

OWASP Top 10



시큐어코딩 HTTPS와주요암호화기능사용

A03:2017- Sensitive Data Exposure  / A02:2021-Cryptographic 
Failures

중요정보유출에집중해서

민감데이터를불필요하게저장하지말것

사용 후 즉시 폐기하거나 토큰화 등을 통해서 사용

주요기밀데이터(비밀번호,신용카드
등)는추가적인보호가필요

• 적절한 암호화 (알고리즘, 작동 모드 / 설정 등)
• HTTPS (가능하면 HSTS)



수능 성적표 유출
(2019년)

보안취약점으로 인한주요사고 사례

연합뉴스: "수능 성적 확인했다" 성적 발표 이틀 앞두고 '인증 대란'

• 개발자 도구를 이용한

DOM 위변조

• 서버에서 관련 예외처리

• 난독화 등 DOM 자체에

대한 보안

동작방식 대응방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249431


‘청년 구직지원금’ 개인 정보 유출
(2020년)

보안취약점으로 인한주요사고 사례

KBS: 18만 명 신청한 ‘청년구직지원금’…사이트 개인정보 관리 허술

• 개발자 도구를 이용한

DOM 위변조

• 서버에서 관련 예외처리

• 난독화 등 DOM 자체에

대한 보안

동작방식 대응방안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33168


KT 개인정보 유출 (2014년)

보안취약점으로 인한주요사고 사례

산업일보: KT 개인정보유출한해커, 홈피수천만번접속에도감지못해
보안뉴스: KT해킹! 해커는어떤취약점을노렸나?

• Proxy Tool(Paros)를

이용한 파라미터

위변조

• 서버에서 인증에 관련한

적절한 처리

• 파라미터 암호화/ 

난독화를 통한 통신

구간에 대한 보안

동작방식 대응방안

http://kidd.co.kr/news/172300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0086


공공아이핀 해킹 (2015년)

보안취약점으로 인한주요사고 사례

YTN: 본인인증무력화 ‘파라미터위변조‘ 해킹
IT WORLD: ‘아이핀너마저‘, 공공아이핀시스템해킹으로 75만개아이핀부정발급

• Proxy 

Tool(Paros)를

이용한 파라미터

위변조

• 본인인증 관련

파라미터 변조를 통해

절차 우회

• 파라미터 암호화 / 난독화

를 통한 통신 구간에 대한

보안

• DOM 변경의 경우 난독화

등 DOM 자체에 대한

보안

동작방식 대응방안

https://www.ytn.co.kr/_ln/0105_201503061718239932
https://www.itworld.co.kr/news/92228


쇼핑몰 결제대금 조작 (2016년)

보안취약점으로 인한주요사고 사례

• Proxy 

Tool(Paros)를

이용한 파라미터

위변조

• 결제 금액과 실제

물건의 금액을

비교하지 않아서 발생

• 쇼핑몰,PC간의 금액 비교

등 적절한 처리

• 파라미터

암호화/난독화를 통한

통신 구간에 대한 보안

• DOM 변경의 경우 난독화

등 DOM 자체에 대한

보안

동작방식 대응방안

보안뉴스: 쇼핑몰결제대금어떻게조작했나? 프록시툴악용한해킹

이용자

PG사 쇼핑몰

1. 조작한 결제금액으로 결제 성공

2. 입금이 완료되었으니 배송하세요.

3. 상품배송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0574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2016년 ~)

무결성 보장: 위변조 방지 / 난독화

여러가지권고 사항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
안내서

(KISA, 2016)

SSL 환경에서 난독화/암호화 필요성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
(2018)

다양한 보안 방안 가이드



보안취약점에대한대응방안

DOM 위 · 변조

HTML 소스코드난독화 DOM영역숨김 안티디버깅

• 실제 소스에서는 자바스크립트 호출부와 함수
부분이 존재

• 개발자도구의 DOM영역(Elements 
탭)에서는 자바스크립트가 숨겨져 디버깅
불가

• 디버깅 시도 시 관련 로그를 서버로 전송

• 난독화 된 스크립트 내부에서 디버깅
포인트가 발생하여 스크립트 로직 분석이
불가능

• Call Stack 부분 (anonymous) 로 표기되어
스크립트 콜 스택 분석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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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소스

개발자
도구

DOM영역

VEST 주석사이

구간난독화



보안취약점에대한대응방안

Proxy를 이용한 파라미터 위 · 
변조

• 난독화 적용 전 • 난독화 적용 후
VestWeb 파라미터난독화

• Submit, ajax 를 이용한 Request 파라미터를
매번 다른 Key를 이용하여 난독화

• Submit, Ajax, Encrypt, Decrypt 함수 제공

원론적으로는 Proxy를

이용한중간자공격
대응의기본은 HTTPS

HTTPS로 Proxy를사용한

보안성심의를통과할

수있나?

Proxy를사용해서

중간에서풀어볼수

없는보안대책필요



결론

시큐어코딩및 HTTPS 등은기본적으로적용

사람이빠뜨릴수있는부분에대해자동화를통해웹서비스의보안을향상시켜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