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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서문

자바스크립트는 동적인 웹 페이지를 위해 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Node.js처럼 서버 사이드에서도 사용되는, 넓은 영역을 다룰 수 있는 언어가 되었다. 

자바스크립트만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모두를 구현하면서 점점 강력해지는 자바스

크립트에 강한 인상을 받은 기억을 지울 수가 없다.

이 책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보안 약점 또는 취약점들의 기

본에 대해 설명한다. 이미 널리 알려진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크로스 사이트 요청 

위조와 같은 취약점들의 개념 설명과 완벽한 이해를 위한 실습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즉, 이미 보안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보다는 보안에 관심이 있거나 이제 막 입문하려

는 초보자들에게 좋은 입문서가 될 것 같다. 

부족한 번역이지만, 자바스크립트와 보안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

면 좋겠다.



보안 문제의 원인은 서버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취약점에도 있다. 이 책에서는 보

안 취약점에 대한 기본 지식과 이를 진단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다룬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   

1장 자바스크립트와 웹에서는 웹에서 자바스크립트의 역할을 설명한다. 오늘날 자바

스크립트는 웹 페이지에 동적 기능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한다. 자

바스크립트는 현재 클라이언트단에서뿐만 아니라 서버단에서도 사용된다. 자바스크

립트는 웹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만들어주는 사실상의 표준이다.

2장 안전한 Ajax RESTful API에서는 RESTful API와 함께 자바스크립트를 사용

하는 방법을 다룬다. 기본적인 GET, POST 호출을 생성하는 방법과 악의적인 요청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3장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에서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무엇인지, 이 문제가 어

떻게 발생하는지 설명하고,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배운다.

4장 크로스 사이트 요청 위조에서는 크로스 사이트 요청 위조가 무엇인지,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설명하고,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배운다.

5장 클라이언트에서 잘못된 신뢰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는 보안 문제에 대해 논

의한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잘못된 신뢰는 공격자에 의한 악의적인 행동으로 

개발자의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의도한 대로 동작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6장 자바스크립트 피싱에서는 자바스크립트가 악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살펴본다. 자바스크립트 피싱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신원 도용과 개인정보침해와 관련 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을 위해 필요한 것들   

이 책을 살펴보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구글 크롬 같은 일반적인 브라우저가 설치된 컴퓨터와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

   Python 2.7.x, Python Tornado (http://www.tornadoweb.org/en/stable/), 

Tornado-cors (https://github.com/globocom/tornado-cors), Py-Mongo(http://

api.mongodb.org/python/current/)를 포함한 Python 관련 라이브러리

   MongoDB 버전 2.x (http://www.mongodb.org/)

   Node.js 버전 0.10.2x 또는 그 이상(http://nodejs.org/)

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은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며, 웹 API를 이용하기 위한 jQuery 

등의 자바스크립트 사용이 익숙한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 Python 스크립트 경험은 

도움이 되지만, 필수 요구사항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바스크립트 보안의 기본 

지식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다.

예제 코드 다운로드   

이 책의 예제 코드는 다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https://www.hanbit.co.kr/exam/2792

http://www.tornadoweb.org/en/stable/
https://github.com/globocom/tornado-cors
http://api.mongodb.org/python/current/
http://api.mongodb.org/python/current/
http://www.mongodb.org/
http://nodejs.org/
https://www.hanbit.co.kr/exam/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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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자바스크립트와 웹

1장에서는 웹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의 개요를 설명하고, 자

바스크립트 보안 문제를 기본적인 예제를 가지고 다루어보겠다.

이번 장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바스크립트와 HTML/CSS의 관계

 ●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인 jQuery의 기본적인 사용 예

 ● 자바스크립트 보안의 고급 개념

1.1 자바스크립트와 HTML/CSS 요소

자바스크립트는 웹 페이지에 동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HTML 요소의 위치 변경

부터 Ajax 수행까지 불과 몇 년 전보다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

다. 다음은 자바스크립트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다.

 ● 애니메이션 

 ● 콘텐츠 추가

 ● 단일 페이지single-page 애플리케이션 생성

 ●  Google Analytics, Facebook과 같은 소셜 플러그인 등의 서드 파티 자바스크립트 위젯 

사용

가장 중요한 것은 jQuery, ReactJS와 같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및

AngularJS 같은 프레임워크의 출현과 함께 이러한 모든 것을 적용하기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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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루는 자바스크립트 예제는 jQuery를 사

용한다.

1.1.1 jQuery 효과

보안 관련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번 절에서는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효과를 살펴

본다. 코드를 테스트하려면 텍스트 에디터와 브라우저가 필요하다. 간단한 hide/

show 효과로 시작해보자.

 NOTE  

여기서는 (그리고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Ajax, 애니메이션과 같은 기능을 위해 jQuery를 사용한

다. 중요한 점은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개념에 집중하는 것이다.

Hide와 Show

hide와 show 액션은 jQuery의 hide()와 show() 함수를 사용해서 수행한다. 

다음 코드를 보자.

<html>

<head>

 <style>

 #item {

  display: block;

  height:100px;

  width:100px;

  border:1px solid black;

  background-color: yellow

 }

 </style>

  <script src="http://ajax.googleapis.com/ajax/libs/jquery/1.11.1/jquery.min.

js"></script>

 <script>

 $(document).ready(function() {

  $("#hide").click(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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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hide();

  });

  $("#show").click(function(){

   $("#item").show();

  });

 });

 </script>

</head>

<body>

 <button id="show">Show Me</button>

 <button id="hide">Hide Me</button>

 <div id="item">I am item</div>

</body>

</html>

앞의 코드를 복사한 후 hide_show.html 파일에 붙여넣고 브라우저에서 열어보

자.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 [Show Me]와 [Hide Me] 버튼을 클릭하면 노

란 상자가 보였다 사라진다. 

그림 1-1 간단한 show/hide 액션

같은 기능을 toggle() 함수로도 구현할 수 있다. 

Toggle

toggle() 함수는 요소를 보이고 숨기는 기능을 한다. 앞에서 작성한 코드를 복

사하여 새로운 파일(toggle.html)을 생성한다. 그리고 $(document).ready() 

안의 코드를 다음의 코드로 교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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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_button").click(function(){

 $("#item").toggle();

});

버튼 ID나 item 내용은 마음대로 변경해도 된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코드를 수

정하였다.

<html>

<head>

 <style>

 #item {

  display: block;

  height:100px;

  width:100px;

  border:1px solid black;

  background-color: yellow

 }

 </style>

  <script src="http://ajax.googleapis.com/ajax/libs/jquery/1.11.1/jquery.min.

js"></script>

 <script>

 $(document).ready(function() {

  $("#toggle_button").click(function(){

   $("#item").toggle();

  });

 })

 </script>

</head>

<body>

 <button id="toggle_button">Toggle Button</button>

 <div id="item">Toggle Toggle Toggle</div>

</body>

</html>

이 파일을 브라우저에서 열면 다음 화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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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간단한 toggle 액션

[Toggle Button]을 클릭하면 예상한 대로 노란 상자가 없어졌다가 다시 보인다.

애니메이션

jQuery는 애니메이션을 수행하는 간단한 함수 animate()를 제공한다. 앞의 예

제(toggle.html)를 복사하여 animation.html 파일을 생성하고, 다음 코드의 강

조된 부분처럼 animation.html 파일을 변경하자. 

<html>

<head>

 <style>

 #item {

  display: block;

  position: relative;

  left:0px;

  height:100px;

  width:100px;

  border:1px solid black;

  background-color: yellow

 }

 </style>

  <script src="http://ajax.googleapis.com/ajax/libs/jquery/1.11.1/jquery.min.

js"></script>

 <script>

 $(document).ready(function() {

  $("#animate_button").click(function(){

   $("#item").animate({

    opacity: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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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ft: "+=50",

   }, 1000);

  });

 })

 </script>

</head>

<body>

 <button id="animate_button">Animate Button</button>

 <div id="item">Animate me</div>

</body>

</html>

#item의 display 속성을 block으로, position: relative로 변경하였다. 현

재 버튼 ID는 animate_button이다. 버튼을 클릭하면 animate() 함수가 item

에 대해 작동하는 것을 주목하자. 다음은 [Animate Button]을 클릭했을 때 확인

할 수 있는 화면이다.

그림 1-3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은 다음과 같이 보인다.

그림 1-4 버튼의 액션 연결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