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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함께 도래한 지식정보사회는 변하는 사회에 처할 수 있는 지식의 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창의성과 인성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에서 교육 목표와 내용의 변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의 선진화를 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한 ICT 기술을 용한 

연구가 지속 , 장기 으로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부합되는 창의․인성 교육을 확 ․ 용, 분석을 통해 창의․

인성 교육에 기반한 디지털 큐 이션 시스템을 구축하 다. 이 디지털 큐 이션 시스템은 최근 들어 웹 해킹들이 

증하는 시 에서 웹 해킹  하나인 WebShell에 안 하다. 본 논문에서는 웹 해킹  하나인 WebShell에 안 한 

디지털 큐 이션 시스템을 분석하고 WebShell에 한 응 방안에 하여 분석한다.      

 • Key Words : WebShell, 디지털 큐 이션, 웹 보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창의·인성, ICT 

Abstract   In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which came into being with the advancements 

made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re is an increasing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having knowledge and therefore being able to appropriately respond to the rapidly-changing society. Along 

with this, for the paradigm that stresses creativity and character, there must accompany advanced ways 

of conducting education which are capable of supporting changes in the educational objectives and contents. 

With respect to this, there is a need for sustained and long-term research into ways of utilizing SNS and 

ICT in the field of education. Accordingly, in this paper, a digital curation system was developed for 

educational contents that aim to develop one's creativity and character. Recently, web hacking is taking 

place actively. In this paper, a digital curation system that is secure against WebShell - one of the web 

hacking methods - is analyzed, as well as how to appropriately deal with this type of an attack.  

• Key Words : WebShell, Digital Curation, Web Security, Social Network Service, Creativity and Personality,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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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정보에 자신의 취

향과 기 으로 좋아하는 정보를 가공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소셜 큐 이션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소셜 

큐 이션이 트 터, 페이스북과 다른 차이 은 개인의 

취향을 반 한 이미지 주의 정보 공유방식이다. 이미

지 기반의 공유방식은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심 가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으나 이미지만

으로 사용자의 생각과 의견으로 소통하기에는 이미지가 

가진 모호성에 따라 혼란의 여지가 있다. 이는 보기 쉽게 

시각화되어 있는 인터페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게 불편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1]. 정보통신기술 발달

과 함께 도래한 지식정보사회는 변하는 사회에서 창의

성과 인성은 21세기 미래 교육에서 매우 요한 역량으

로 강조되고 있다[2]. 창의성은 로벌 시  핵심 역량으

로 지속 으로 꾸 히 강조된 개념이었는데, 최근 이러

한 창의성과 인성의 두 교육의 유기  결합을 통해, 인성

개발이 곧 창의성 개발로 이어지는 상호동반 효과에 

한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계 한 재 지향 으로 천명하고 있는 ‘창의성과 

인성’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에서 교육목표와 내용의 변화

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의 선진화를 해 교육 

분야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한 ICT 기술을 용한 연구가 지속 , 장

기 으로 요구되는 실정이다. 기존의 큐 이션 서비스 

제공 사이트를 분석하여 각각의 특성을 악하고, 창

의․인성 교육에 확 ․ 용, 분석하여 창의․인성 교육

기반의 디지털 큐 이션 시스템 구축이 실히 요구된다

[3]. 디지털 큐 이션은 인터넷에 린 정보들을 주제별

로 혹은 련된 연계성, 연 성을 지닌 무엇인가를 모아

서 정돈하고 정리해서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알기 

쉽게  근하기 쉽게 내보내는 작업을 말한다. 거기에 

그 정보에 한 평가 혹은 첨언 등이 들어간다면 그 디지

털 큐 이션에 한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4]. 지식기

반과 정보화를 통해 다양한 학문과 기술들이 통합되어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망하고 있으며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해 ‘통합  사고’를 가

질 수 있는 인재양성에 극 인 학교 장의 노력이 필

요하다고 보고 있다[5,6].

네트워크와 인터넷의 발 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의 

오 라인 서비스가 온라인 서비스로 환되었으며, 재 

온라인 서비스의 부분을 웹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다. 

웹이 언제 어디에서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 으

로 인하여 그 비 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노리는 공격 한 증가하고 있다[7,8]. 웹의 확 와 더불

어 각종 사용자 정보 침해사건도 증가하고 있고, 웹을 통

한 악성코드의 탐지  방지를 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9,10,11]. 웹의 다양한 서비스에 발맞춰 이를 노

리는 각종 공격들이 새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12]. 

과거 정 인 페이지를 통하여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던 

시 에는 웹 서버가 해킹에 노출되어도 큰 피해가 없었

지만 지 은 사정이 다르다. 웹상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가공되어 처리되므로 일련의 요하고도 의미 있는 정보

들 혹은 단히 사 인 정보들이 유출될 염려가 있다. 최

근 들어 개인정보유출이나 융권 해킹 문제가 사회  

이슈로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와 무 하지 않다

[13,14,15].

본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JSP, PHP 기반의 CPCU 

웹 사이트를 구축하고, 다양한 웹 공격유형 에서 

WebShell 공격에 해 분석한다. WebShell의 험성과 

다양한 변종 패턴들을 악하고 응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WebShell에 

하여 기술하고, 3장에서는 JSP 기반의 CPCU 웹 사이

트에 한 공격방법, 4장에서는 WebShell 응방안과 그

에 한 분석을 하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하

는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WebShell

WebShell이란 공격자가 원격에서 상 웹 서버에 명

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한 웹 스크립트(asp, jsp, php, 

cgi) 일이다. zip, jpg, doc와 같은 데이터 일종류 이

외에 악의 으로 제작된 스크립트 일인 WebShell을 

업로드하여 웹 서버를 해킹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 업로드뿐만 아니라 SQL Injection과 

같은 웹 취약 을 공격한 후 지속 으로 피해시스템을 

리할 목 으로 WebShell을 생성한다. 공격자는 

WebShell을 상 서버에 업로드한 후 웹을 이용하여 시

스템 명령어를 수행하므로 네트워크 방화벽 향을 받지 

않고 서버를 제어할 수 있다. WebShell은 웹페이지 소스

코드 열람, 악성 스크립트(iframe 등.) 삽입, 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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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데이터베이스 자료 유출 등의 다양한 공격이 가

능하다. 최근 WebShell은 탐지를 어렵게 하기 해 

WebShell의 일부분만을 피해시스템에 업로드 하는 등 

그 유형이 나날이 발 하고 있다.

웹 어 리 이션은 3단계 즉, 표 계층, CGI계층, 

DBMS 계층으로 구성된다[16,17]. 표 계층(Client)은 사

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아 처리 결과를 사용자에게 

송하는 GUI(Graphic User Interface)역할을 한다. CGI 

는 서버 측 스크립트 로세스라고 불리는  CGI 계층

은 표 계층과 DBMS 계층의 간에 치하며, 표 계

층에서 송받은 데이터를 DBMS에 장할 수 있도록 

변환 처리하고, DBMS에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를 표

계층으로 송하는 역할을 한다. 즉, 웹 애 리 이션의 

3단계에서 실질 인 데이터처리 부분은 CGI 계층이며, 

서버에서 사용하는 서버 스크립트 언어는 JSP, PHP, 

ASP로 구성된다. WebShell은 CGI계층을 공격하는 웹 

애 리 이션 악성코드로 서버 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된

다. 실제 CGI(Common Gateway Interface)계층에는 많

은 취약 이 존재하고, 해커들은 취약 을 이용하여 

WebShell을 서버에 업로드 시켜 서버의 권한을 획득한

다. WebShell은 해커가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

(Server-Side Script Language)로 제작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WebShell은 간단한 서버 사이드 스크립

트 언어로도 WebShell을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변종의 험성이 존재한다. 해커는 WebShell을 실행하

여 서버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 하고, 아무런 인증 차 

없이 서버시스템에 침투가 가능하다. 서버에 침투한 해

커는 내부네트워크까지 근할 수 있으며,  다른 공격

으로 연계하여 권한상승이 가능하다. 만약 권한상승에 

성공한 해커는 서버의 민감한 정보까지 근을 할 수 있

다.

2.2 PHP 기반의 WebShell 

 PHP 기반의 웹 사이트가 사용자의 입력을 하나의 서

버에서 데이터 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웹 서버의 일을 

참조하여 테이터를 처리 방식에서 취약 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RFI(Remote File Include)이다. 즉, [Fig. 1]과 같

다. 여기서 RFI( Remote File Include) 취약 은 외부참

조 라미터에 한 필터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다. 필터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자는 기존의 URL을 

임의의 URL로 변조하여 WebShell에 취약한 서버에서 

실행할 수 있다.

[Fig. 1] Remote File Include

웹 서버의 일을 참조하여 테이터를 처리하는 방식

인 RFI(Remote File Include)의 취약 을 활용하여 공격

하는 데이터 흐름은 [Fig. 2]와 같다. 공격자는 변조된 

라미터값을 서버에게 송한다. 공격 상 웹서버에서 

공격자로부터 송받은 변조된 라미터 값을 CGI 어

리 이션은 외부 일참조 라미터로 인식하여 서버에

서 WebShell을 실행 한 뒤, 공격자에게 결과를 반환한다.

[Fig. 2] Flow of PHP Data

그 다음 단계는 공격장의 권한 상승을 해 백도어를 

설치한다. 기존의 백도어은 Bind TCP이며 Bind TCP를 

응용하여 공격자는 Reverse TCP 기술을 사용한다.  

Bind TCP는 공격 상 서버의 포트를 오 하고, 침입에 

용의하게 하는 장 이 있는 반면에 IDS, IPS에서 필터링 

하는 경우가 있다. 서버의 인바운드 규칙은 외부에서 내

부로 들어오는 모든 포트를 필터링 한다. IDS와 IPS은 

서버의 인바운드 규칙을 수하는 것으로 백도어의 침입

을 차단하고 방지 하도록 되어있다. 문제 은 IDS, IP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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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버의 아웃바운드 규칙에는 특별한 규칙을 설정 하

지 않는다. 보통의 서버의 아웃바운드 규칙은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모든 포트를 의미한다. [Fig. 3]에서 공격

자는 서버의 아웃바인드 규칙을 수하여 공격을 시도하

기 때문에 IDS, IPS와 같은 방화벽을 우회하여 성공한다. 

그리고 [Fig. 3]에서 오른쪽 부분은 공격자가 공격 상

의 서버 쉘을 원격에서 획득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Fig. 3] Reverse Connection

PHP WebShell의 패턴을 분석한다. [Fig. 4]에서 공격

자은 임의의 서버 명령어를 post형식으로 PHP WebShell

에 송한다. PHP WebShell에서는 송받은 데이터  

mode값을 특정 변수에 할당하고, mode값이 특정조건과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만약 mode의 데이터값이 upload

일 경우, upload 루틴을 시작하게 된다. 업로드를 하기 

해 uploadfile변수를 할당하고 업로드가 될 경로를 생성

한다. 일 업로드의 함수 move _uploaded_file를 사용하

여 업로드 된 임시 일을 공격자가 지정한 경로로 일

을 옮긴다. 그리고 mode의 데이터가 upload가 아닐 시 

echo shell_exec 로 post로 송받은 명령어를 서버에서 

실행하고 echo 명령어로 출력한다. 

[Fig. 4] PHP WebShell Analysis

3. JSP 기반의 WebShell 공격
WebShell 공격을 분석하기 해서 JSP 기반의 CPCU 

웹 사이트을 구축하고, WebShell 공격을 하기 해서 공

격 상인 JSP의 정보를 수집 한다. 공격자는 수집된 정

보를 바탕으로 공격방법을 구 한다. 구 된 방법으로 

WebShell를 제작하고 일을 업로드 시켜 공격을 시도 

한다. 공격시도에 성공한 공격자는 내부 네트워크 침투 

와 권한상승을 해 특정 악성코드(이하 넷켓)을 해당 서

버에 설치한다. 설치된 악성코드는 백도어 기능으로 공

격자에게 해당 서버의 모든 권한을 넘겨주게 되어, 공격

자는 내부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WebShell 공격을 수행하기 해서 정보

를 수집하고, JSP의 일 업로드 취약 을 이용하여 패

턴분석을 한다. 

3.1 정보수집 단계

OWASP Top 10은 3년 주기로 보안의 10  험요소

를 공개하고 있다.  OWASP Top 10 에는 웹서버 리

자의 보안설정 미흡으로 발생되는 취약 인“Security 

Misconfiguration”이 포함되고 있다. 웹 공격을 하기 

해서 공격 상 서버의 버 과 서버종류를 수집한다. 공

격자는 서버의 에러코드를 확인하고 반환된 에러코드에

서 서버의 종류를 유추 할 수 있다. 유추된 내용으로 서

버의 구조를 악하고 체 인 공격 방법을 구  할 수 

있다. 공격자는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한가지의 방법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공격 방법을 할 수 있다. 정보를 수

집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JSP를 이용하

여 정보를 수집한다. 

Information Stat Exploit Risk

Server Operation 
System

Microsoft Windows 
||

CentOS Linux ||
Ubuntu Linux ||
Redhat Linux

N Low

Server 
WebApplication

Apache Tomcat Y High

Server Version 4.1.34 Y High

Server CGI 
Langage

jsp Y High

http status 404 N Low

Vulnerability 
name

File Upload Y High

Backdoor Bind TCP Y High

<Table 1> Information of JSP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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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JSP 공격 단계

정보수집단계에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WebShell

의 공격방법을 분석한다. JSP공격 상은 CPCU사이트

이다. 공격자는 서버의 권한을 원격에서 취득하기 하

여 이미지 일 신 CGI언어로 작성된 jsp 일을 커뮤

니티게시 의 리자 페이지에서 업로드 한다. 공격자는 

업로드된 일의 경로를 유추하고, 웹 라우 를 이

용하여 업로드 한 일의 경로에 근을 시도한다. 

일업로드 취약 은 웹서버가 사용자의 일을 신뢰하

여 일검증과 일확장자에 한 필터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JSP 공격은 일업로드, WebShell 

근  실행, 명령어 송, 백도어 설치, 권한상승 등으로 

실행한다. 공격자는 일의 경로에 근하여 

WebShell을 실행한다. 공격자는 실행된 WebShell로 공

격 상 서버에 명령어를 송한다. 공격자는 공격 상 

서버의 디 터리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공격자로부터 

“cat /etc/passwd” 명령어를 송받은 공격 상 서버는 

모든 계정의 정보를 공격자에게 보낸다. 이와 같은 과정

은 [Fig. 5]과 같다.

[Fig. 5] File Browser & Shell

루트권한을 획득하기 한 방법으로는 “NetCat”을 사

용해야 한다. 여기서 "NetCat"은(이하 nc)은 Network 

connection 에서 raw-data read, write를 할 수 있는 유틸

리티 로그램이다. [Fig. 6]에서 명령어 “nc -e /bin /sh 

-l -p 55789” 를 분석하면 “nc는 55789포트를 기하고 

만약 공격자가 nc에 연결이 되었을 경우 서버의 권한을 

공격자가 획득한다.” 공격자는 raw socket으로 해당 서

버의 55789포트로 연결을 하는 동시에 서버의 권한을 넘

겨받아 원격에서 실시간으로  명령어를 내릴 수 있다. 

[Fig. 6] Remote Shell Connection

3.3 JSP WebShell 패턴 분석 

공격자는 임의의 명령어를 post형식으로 jsp 

WebShell로 송을 한다. 명령어를 송받은 jsp 

WebShell은 request.getParameter 메소드로 String 형식

으로 command 변수에 장한다. 그리고 Runtime rt = 

Runtime. getRuntime();메소드를 정의하여 송받은 명

령어를 실행할 비를 한다. jsp WebShell에서 요한 

부분인 ps = rt.exec (command);는 공격자로부터 송받

은 명령어를 서버에서 실행 한 후 결과를 ps에 반환 한

다. rt.exec로부터 반환된 결과값을 읽어오기 해 

BufferedReader 메소드를 사용한다. 반복문 while 

((line=br.readLine())!=null)을 사용하여 Buffered Reader 

값이 null이 아닐 때 까지 결과값을 리턴한다. 최종 으

로 모든 결과값을 리턴 한 뒤, br.close 메소드를 사용하

여 버퍼를 닫는다. 

Information Command Risk
System Command 

Function
Runtime.getRuntime.

exec
High

Code Encryption

URLEncoder,
URLDecoder,
base64Encode,
base64Decode

High

File Create Function
FileWriter, 
FileReader, 
File, delete,

High

<Table 2> Information of JSP Command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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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JSP WebShell Analysis

4. WebShell 대응방안  
4.1 대응 방안

WebShell 공격 방법 에는 일 업로드와 RFI 

(Remote File Include)를 사용한다. 일 업로드는 공격

자가 악성 애 리 이션을 제작하여 서버에 업로드를 하

여 권한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RFI방식은 리자의 보안

설정 미흡과 개발자의 실수로 인해 생기는 취약 을 이

용한 PHP에서만 사용가능한 WebShell 업로드 방식이다. 

WebShell 공격의 응방안으로 일확장자 체크, 서버 

보안 설정, 업로드 폴더의 실행권한 제거 등으로 취약

을 보완할 수 있다.

첫 번째, 일확장자 체크는 공격자가 악성 애 리

이션을 업로드 할 수 없도록 필터링을 한다. 기존 일 

확장자 체크방식은 개발자들이 javascript를 이용하여 확

장자 체크를 한다. 기존의 javascript는 Client- 

Language 이므로 공격자에 의해 충분히 변조가 가능하

다.  기존의 javascript를 이용하지 않고 CGI단계에서 확

장자 필터링 방법은 [Fig. 8]과 같다.

[Fig. 8] Javascript Analysis

기존 방식의 취약 을 보완하기 해서 서버 인증방

식을 제안한다. 서버 인증방식은 Client에서 업로드를 시

도하고 업로드 요청을 받은 서버는 임의 폴더에서 일

의 확장자를 추출하여 필터링을 한다. 서버 인증방식은 

"pathinfo" 함수를 사용하여 일의 경로를 배열로 

변환한다. 변환된 배열  확장자를 추출 한 뒤, 

strotolower 함수를 사용하여 할당된 변수의 모든 데이터

를 소문자로 변환하고, if 조건문을 사용하여 확장자 필

터링을 한다. 서버 인증방식을 사용하면 공격자가 임의

로 필터링을 우회할 수가 없으므로 기존의 취약 을 보

완할 수 있다. 

[Fig. 9] PHP Upload Check

두 번째, 서버 보안설정은 리자의 보안설정 미흡으

로 인해 발생하는 취약 이다. php 리자가 보안설정 

미흡으로 RFI(Remote File Include)과 같은 취약 이 발

생한다. 취약 인 RFI는 공격자가 공격 상 웹서버에 

일 업로드를 하지 않고, 공격 상 웹서버에서 공격자가 

임의로 지정한 WebShell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방식이다. 

RFI에 한 응방안은 서버의 보안설정을 변경하여 취

약 을 보완할 수 있다. “php.ini” 일을 편집하여 

“allow_url_ fopen = On”, “allow_url _inclue = On”을 

“allow_ url_fopen = OFF”, “allow_ url_inclue = OFF”로 

비활성화 한 후, 서버를 다시 부 한다. 

세 번째, 실행권한 제거는 업로드 폴더의 실행권한을 

제거하여 WebShell의 실행을 방지할 수 있다. 응방법

은 “Apache” 웹서버를 상으로 업로드폴더의 CGI 일

에 한 실행권한을 제거하여 공격자의 WebShell 실행

을 방지하도록 한다. 먼  실행권한을 제거할 폴더에서 

“.htaccess(hypertext access)” 일을 생성한다. 

“.htaccess”은 웹서버 구성의 분산된 리를 해, 여러 

웹서버가 지원하는 디 터리 수 의 설정 일이다. 즉, 

특정 디 터리 근제어 여부를 설정한다. “.htaccess”을 

[Fig. 10]과 같이 편집한 후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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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erver Exec Prevention

4.2 분석

<Table. 3>은 php와 jsp의 정보수집단계에서 비교분

석을 했다. Vulnerability은 취약 의 상세정보이다. 공격

자는 php의 RFI(Remote File Include)취약 , JSP에서는 

FileUpload 취약 을 사용했다. RFI(Remote File 

Include)는 공격자가 공격 상 웹서버에서 원격의 일

을 이용하여 WebShell을 실행하고, FileUpload는 공격자

가 일을 업로드 할 경우, 일반 일이 아닌 특수하게 

조작된 악성 웹 어 리 이션을 업로드하여 WebShell을 

실행한다. Server 웹 어 리 이션을 공격자가 알 수 있

는 경우, Server CGI Langage 와 Server Operation 

System 까지 공격자가 유추 할 수 있다. Backdoor부분에

서는 PHP는 Reverse TCP로 공격 상 웹서버에서 공격

자 PC의 특정포트로 TCP연결을 하여 서버의 권한을 원

격에서 획득할 수 있고, JSP는 Bind TCP로 공격자 PC에

서 공격 상 웹서버의 특정포트로 원격 속하여 서버의 

권한을 원격에서 획득 할 수 있다.

PHP JSP
Server 
Operation 
System

Microsoft 
Windows

Redhat Linux

Server 
WebApplication

Apache
Apache 
Tomcat

Server Version 5.2.12 4.1.34

Server CGI 
Langage

PHP jsp

http status 200 404

Vulnerability
RFI

(Remote File 
Include)

File Upload

Backdoor Reverse TCP Bind TCP

<Table 3> Information of Web Server

<Table 4>을 보면 php와 jsp의 정보수집단계에서 비

교분석은 다음과 같다. System Command Function에서 

PHP는 system, passthru, popen, shell_exec,exec 

,proc_open 과 Runtime.getRuntime.exec 이 함수가 존재

한다. php에서는 system와 exec 명령어를 WebShell 패

턴에서 자주 쓰인다. 그 외 passthru, popen, proc_open 

의 함수들도 잠재  험요소 이므로 패턴 탐지에서 

요하다. Code Encryption에서는 PHP 는 JSP의 

WebShell에서 코드 일부를 패턴탐지 우회를 해 난독

화를 한다. php의 eval, assert 와 JSP base64Encode, 

base64Decode 등의 함수는 난독화를 해 사용하는 함

수이므로 패턴탐지에서는 해당 함수들이 필터링이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File Create Function에서의 php는 

require, require_once, fwrite, fputs 와 JSP는 FileWriter, 

FileReader, File, delete 등의 함수를 사용하여 일을 생

성  삭제를 시도한다. 이러한 함수들의 사용은 웹 서버

의 민감한 부분이므로 일의 생성, 삭제를 할 경우 서버

에서 검증이 필요하다.

PHP JSP
System 
Command 
Function

system, passthru, 
popen,

shell_exec,exec,pro
c_open

Runtime.getR
untime.exec

Code 
Encryption

eval, assert, 
gzdecode

base64_decode, 
str_rot13
gzinflate, 

gzuncompress,

URLEncoder,
URLDecoder,
base64Encode

,
base64Decode

File Create 
Function

require, 
require_once, 
include, 

include_once,
file_get_contents, 

fputs
file_put_contents, 

fwrite

FileWriter, 
FileReader, 
File, delete

<Table 4> Information of Command Pattern

5. 결론
WebShell 공격은 다양한 변종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기존의 응방법에는 javascript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업

로드 일에 한 제한을 한다. javascript는 클라이언트 

언어이다. javascript는 공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취약 이 존재한다. javascript를 이용하는 부분의 개

발자의 취약 은 공격자가 간에서 MIMT(man in the 

middle attack)즉, 간자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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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 한다. 간자 공격에서는 공격자가 임의의 

록시 서버를 이용하여 재 송하는 모든 패킷을 변조

가 가능하다. 서버에서는 클라이언트에서 송하는 모든 

패킷을 신뢰하지 않고 항상 검증을 해야 한다. 이에 본문

은 일업로드 부분에서 클라이언트 부분에서 인증이 아

닌 서버에서 인증하여 보다 안정 인 서비스 보안을 제

안한다. 서버에서는 javascript가 아닌 CGI 단계에서 검

증하기 때문에 공격자는 변조할 수 있는 가능이 다. 본

문에서 제안하는 CGI단계에서의 문제 은 모든 Client의 

검증을 서버에서 하기　때문에 서버에 한 많은 요청을 

송할 경우 서버의 과 부화 상태가 될 가능성 존재한다. 

과부화의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재 문제 은 서버에 

한 많은 요청이 존재 하지 않을 경우 안 하다. 개발자는 

서버에서 요한 검증일 경우  서버인증 방식을 사용해

야 한다. 그리고 서버 인증 방식의 문제 으로는 정 인 

방식으로 특정 확장자에 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에 

한 문제 을 보완해야한다. 특정 확장자란 php, html, 

htm, jsp, asp 등과 같은 CGI 단계의 언어로 구성된 웹 

어 리 이션 악성코드를 말한다. 공격자는 해당 웹 어

리 이션 악성코드는 일업로드부분을 이용하여 서

버의 권한을 획득, 소스코드 유출 등 심각한 문제 을 유

발한다. 이에 개발자는 본문에서 제안하는 일 업로드 

부분에서 클라이언트 부분(javascript)의 인증이 아닌 서

버인증으로 사용해야한다. 이 의 많은 워드 스 러

그인에서 일 업로드가 아닌 RFI(Remote File Include)

가 존재했다. RFI취약 은 외부의 URL을 허용, 참조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자에는 이에 한 보

안패치가 존재할 수 가 없다. RFI 취약 은 사용자가 아

닌 웹 어 리 이션 리자가 패치를 해야 한다. 

WebShell에서는 많은 패턴과 변종이 존재하지만 해

당 업로드 폴더에 한 실행권을 제거하여 모든 

WebShell을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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