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4
FOCUS

웹 페이지 취약점을 통한
모바일 악성코드 유포 방식 분석

김병익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개발팀 주임연구원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상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요즘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폰들의
성능은 거의 PC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전화통화 기능을 넘어
각종 게임, 채팅, 인터넷 서핑,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 운영체제의 취약점, 모바일
웹 사이트를 통한 취약점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스마트폰 사
용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기고서에서는 보안 취약점이 많이 보고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
하여 현재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 중 일부를 확인하며 이를 통해 실현 가능한 공격
시나리오를 점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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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모바일 악성코드 동향
FOCUS

1. 스마트폰과 모바일 악성코드
우리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 단말 즉, 스마트폰의
성능은 점차 PC의 성능에 가까워지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웹 검색, 게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의 전화번호,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
공인인증서 등 많은 개인 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간단한
조작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우리들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들은 기존 PC에서 사용 또는 저장하고 있는 정보보다 민감하고 파급력이 큰
정보들이다. 우리 생활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스마트폰에
존재하는 정보들에 대한 보안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스마트폰 분실로 인한 정보 유출을
제외하고 스마트폰에 존재하는 모바일 악성코드로 인해 중요 정보 유출이 가장 클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이러한 모바일 악성코드를 탐지하기 위한 모바일 백신
설치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2012년 5월과 6월, 안랩에서는 전국 20여 개
대학의 대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 사용 비율을 조사한 바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약 22%만이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C 사용에서의 백신을 설치 비율은 87%로 응답하여 스마트폰 보안이 매우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9회 한국침해사고대응협의회(CONCERT) 정회원워크샵’에서는
스마트폰의 OS 취약점을 이용하여 모바일 백신을 우회,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메시지와 주소록 탈취, 위치 정보 전송, 통화 녹음 등 모바일 악성코드를 이용한 공격을
시연하였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정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아직 부족한 현실이다.

2. 모바일 악성코드의 급증
러시아 보안 업체인 카스퍼스키랩에서 발표한 ‘2012년 보안 위협 통계 분석 보고서’ 내용 중
단연 눈에 들어오는 것은 모바일 악성코드의 폭발적으로 증가일 것이다. 특히 안드로이드
단말을 대상으로 유포되는 모바일 악성코드는 전체 수집된 모바일 악성코드 중 약 99%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월에 약 8개의 신종 안드로이드 악성코드가
수집되었으며 2011년 월 평균 약 800여개의 모바일 악성코드 샘플이 수집되었다. 하지만
2012년에는 2011년 대비 약 8배인 월 평균 6,300여개의 모바일 악성코드를 수집하였다고
한다. 이들 모바일 악성코드들은 대부분 스마트폰 단말의 OS 취약점,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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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안드로이드 대상 모바일 악성코드 증가 추세(카스퍼스키랩)

또한 미국 보안솔루션 업체인 맥아피에서도 2012년도의 신종 모바일 악성코드 수집 비율이
2011년 대비 약 7배 증가하였다고 발표하고 있다. 특히 안드로이드 OS를 대상으로 발견되는
모바일 악성코드는 전체 모바일 악성코드 중 약 80%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FOCUS

[그림 2] 모바일 플랫폼별 악성코드 비율(맥아피)

3. 모바일 악성코드 유포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부분의 모바일 악성코드들은 안드로이드 단말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다. 안드로이드 단말은 애플의 iOS 단말과 달리 다양한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내 안드로이드 단말 사용자들은 통신사의 어플리케이션 마켓이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마켓을
통해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어플리케이션, 즉 모바일 악성코드들이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악성코드들은 개인정보 탈취는 물론 국제 전화 발신, 문자 메시지 요금 과다 발생 등의
악의적 행위를 한다.
어플리케이션 마켓 이외 인터넷 웹 페이지 접속을 통해 모바일 악성코드가 유포되고 있다.
어플리케이션 마켓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악성코드와는 달리 단순한 인터넷 웹 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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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단말로 방문하는 경우에도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다. 이렇게 사용자의 의도와 다르게
단순 웹 페이지 방문을 통해 악성코드가 유포되고 유포된 악성코드가 PC 또는 모바일
FOCUS

단말에서 동작하도록 유도하는 공격 기법을 ‘Drive-by Download 공격 기법’라고 한다.
모바일 단말을 이용하여 친구의 SNS 게시물에 존재하는 단축 URL 클릭, 문자 메시지 내부의
URL 클릭 또는 모바일 검색 포털에서의 검색 결과 확인 등의 일상적인 행동이 모바일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
인터넷 보안 업체인 룩아웃의 ‘2012 모바일 보안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Drive-by
Download 공격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맥아피에서도 이러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Drive-by Download 공격은 모바일 단말이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모바일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웹 사이트가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야
공격이 성공하게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마트폰으로 웹 검색, SNS 사용 등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Drive-by Download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기고서에서는 이러한 모바일 단말의 플렛폼 취약점 및 모바일 웹 기반의 취약점 분석을
기술한다. 그리고 이러한 취약점을 통해 발생 할 수 있는 ‘Drive-by Download 공격’에 대하여
알아보며 실제 발생 가능한 공격 시나리오를 확인한다.

II . 모바일 웹 기반 악성코드 유포 분석
1. 스마트폰 웹 보안 취약점을 통한 악성코드 유포
점차 PC 수준으로 스마트폰의 사양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모바일 웹 기반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이전의 PC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모바일 웹
기반 서비스 제공에 따라 기존의 PC 웹 브라우저를 대상의 위협과 동일한 보안 위협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같은 무선 플랫폼의 특성 및 보안기능 미비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취약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안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의 스마트폰 보안 이슈들을 크게 구분해보면 단말기의 OS 취약점으로 인한 관리자
권한 획득, 악성코드를 통한 개인 정보 유출, 모바일 웹 브라우저 취약점으로 인한 단말기 원격
공격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모바일 웹 브라우저의 취약점의 경우에는 웹
브라우저의 구성 요소(webkit library 및 adobe flash player와 같은 3rd party 제품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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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보안 결함으로 인해 공격자의 악의적인 악성코드가 다운로드되어

이러한 악성코드의 설치로 인해 모바일 단말기가 장악 당하거나 제어당할 경우 일명 좀비
폰이 되어 추가적인 공격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모바일 단말기 OS 취약점의 경우에는 커널이나 디바이스 드라이버, 응용 어플리케이션 구현
전반에 내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보안 결함으로 인해 공격자가 단말기의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는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2. 스마트폰 기반 Drive-by Download 공격 동향
스마트 플랫폼의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 위협은 해외를 통해 꾸준하게 발표되고 있으며 항시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는 모바일 스마트 플랫폼의 특성상 침해사고 위협과 그 비중이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전의 안드로이드 스마트 플랫폼 보안은 어플리케이션 관점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까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설치되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한 보안 침해사고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작 심각한 보안 문제점은 스마트 플랫폼에 존재하는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 위협이다.
일례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기존의 리눅스 운영체제 커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했던 잠재적인 보안 취약점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한 가지 더 심각한 사실은 보안 업데이트가 가능한 PC와는 달리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보안
업데이트와 같은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야만 취약점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가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구글의 patch lifecycle 정책을 살펴보면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 안드로이드 Patch Lif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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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그림 3]을 살펴보면 취약점이 발표된 후 사용자가 펌웨어 업그레이드 패치를 받아
진행하기 전까지의 패치 사이클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A부터 C까지의 과정은 일반
FOCUS

소프트웨어 취약점이 발견되었을 때의 과정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D부터 G까지의
과정은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었을 때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D는
구글의 패치가 처음으로 릴리즈 된 시점이고 E는 제조사의 패치가 발표된 시점, F는 통신사의
패치가 발표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G는 사용자가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패치를
진행하는 시점이 되겠다. 여기서 문제는 통신사나 제조사가 비용 문제로 인해 업그레이드를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다는 점이다. 실제 사례로 미국의 제조사가 패치를
발표하였으나 통신사인 AT&T사가 패치를 진행하지 않아 E부터 F 사이에 3개월간의 공백
기간이 생긴 전력이 있다. 다음 [그림4]는 구글이 신제품을 릴리즈 했을 때 제조사가 해당
제품을 적용하는 데까지 총 소요된 시간을 나타낸 그림이다.

OS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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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C Hero
Samsung Moment

Google

my Touch 3G

2/10

3/10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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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reia X10
Motorola Cliq
my Touch 3G

Motorola Droid

1/10

Samsung Captivate

HTC Legend

Motorola Droid
Htc Evo

5/10

6/10

7/10

8/10

9/10

10/10 11/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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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3/11

4/11

Time

Figure 2: Android version timeline: Google [3] and Manufacturer releases of Android 2.1[25,29,30,43] and 2.2[36]
[그림 4] Version timeline에 대한 자료

위 그림을 살펴보면 신제품 릴리즈 후 가장 빠르게 적용된 기간이 2달 정도 소요된 것이고
나머지 제조사들은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심각한 사실은 2.2
버전이 릴리즈 되었음에도 2.1 버전만 제공하는 제조사가 두 곳 이상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긴 패치 사이클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펌웨어 업그레이드 진행을 통해 취약점을 패치하기
이전에 원격 공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 모바일 스마트폰 기반 Drive-by Download 공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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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스마트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는 ‘Drive-by Download 공격’ 역시 기존 win32

다운로드 받아 자동으로 실행시키는 원격 공격 형태를 갖는다.
대표적인 취약점으로는 만료된 ‘포인터 역 참조 취약점’, ‘use-after-free 취약점’ 등이
있으며 이를 대상으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용 아키텍처에 맞는 Heap spraying 공격을
시도하게 된다. 이렇게 스마트폰 내에서 Drive-by Download 공격 코드가 실행되어 피해를
입게 되면 인터넷을 이용 중인 스마트폰의 웹 브라우저 사용자 권한으로 악성코드가 실행되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격자가 jailbreak 후에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거나 루팅을 시도하는
추가적인 악성코드를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게 된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Drive-by Download 공격에 해당하는 취약점 사례로는 CVE2010-1119, CVE-2010-1807, CVE-2010-1813, CVE-2011-0611 취약점1) 등이 있으며 관련
주제를 다룬 여러 가지 논문과 보고서들이 해외에 공개된 상태이다.
공격 성공률에 따른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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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공격 성공률에 따른 취약점 보안 위협 위험도

실제 공격 성공률에 따른 취약점 보안 위협의 위험도를 분류해보면 위 그림과 같이 원격
취약점 보안 위협이 가장 높고 커널 공격을 통한 로컬 공격, 라이브러리 공격, 어플리케이션
공격 순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공격 성공률에 따른 위험도 내에서 상위로 분류된
Drive-by Download 원격 취약점 대부분은 추가적으로 로컬 권한 상승을 위한 rooting 공격
코드를 다운로드하여 단말기의 관리자 권한으로 상승하는 추가적인 공격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1) CVE(Common Vulnerabilites and Exposures) : 보안 취약성과 기타 정보 보안 노출 사항을 기록한 규격화된
목록이며 보안 취약성 데이터베이스와 보안도구를 통한 데이터 공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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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PC를 대상으로 했던 공격 기법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모르게 임의의 악성코드를

과거에는 스택이나 힙 기반 오버플로우, 포맷 스트링 공격과 같은 정형화된 공격 위협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비정형화된 공격 위협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최근
FOCUS

스마트 플랫폼의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 위협 유형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use-after-free’,
‘포인터 역 참조’와 같은 프로그래밍 결함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안드로이드 상에서 buffer overflow와 같은 유형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exploit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는 DEP(NX 기술)과 ASLR 보호 기술이 적용된 execshield 커널의 등장으로 인해 공격 성공률이 현저히 줄어든 탓으로도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모바일 스마트 플랫폼 OS를 대상으로 공개된 보안 취약점이 많이 발표된 편은
아니지만, 논문과 컨퍼런스 발표를 통해 기존 PC의 공격과 유사한 여러 가지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이 시연되었다.
위 그림은 스마트폰을 좀비화시키는 DDoS Botnet이 설치되었을 때 네트워크 공격을

[그림 7] 스마트폰 기반 분산 서비스 거부 공략 시나리오

수행하는 구조로써 Drive-by Download 공격에 의해 설치된 악성코드가 C&C의 명령에 의해
동작하는 모습을 도식화한 것이다. 공격자가 C&C 서버를 통해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명령을
내릴 경우 3G 기지국망을 통한 대규모 DDoS 공격이 수행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용자는
요금이 과금되는 1차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통신사는 DDoS 공격 영향에 따른
기지국 서비스 장애로 인한 2차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III . 모바일 웹 기반 취약점 공격 분석
1. 과거 스마트 플랫폼 보안 취약점 사례
현재를 기준으로 모바일 스마트 플랫폼 OS 환경에서 공개된 웹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대상으로 한 공격 코드(exploit)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들어 급속하게 발전을
이루고 있는 안드로이드, iPhone OS 등의 경우 웹 브라우저 내에서 Drive-by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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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취약점이 몇 가지 존재하지만 실제 이로 인한 공식적인 피해 사례는

따라서 본 절에서는 발견된 취약점의 개수와 공격 코드가 상대적으로 많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을 예를 들어 설명할 것이다.
<표 1> 스마트 플랫폼 보안 취약점 사례

OS

취약점 이름

취약 버전

안드로이드

구글 안드로이드 GIF Image vulnerability

SDK m5-rc15 library

구글

구글 안드로이드 mp3 decoding vulnerability

OpenCore 2.0

2. 과거 구글 안드로이드 OS 취약점
(1) 구글 안드로이드 GIF Image 취약점 공격
해당 취약점은 구글 안드로이드 OS 상에서 GIF 포맷의 이미지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보안
결함으로 G I F 포맷 이미지를 처리하는 l i b s g l.s o 라이브러리 내에 포함된
GIFImageDecoder::onDecode()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미지 크기에 대한 경계 값 검증 루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힙 메모리 공간을 덮어씌우는 힙 오버플로우 취약점이 발생하게 된다.
해당 공격이 성공하면 원격 공격자가 안드로이드 시스템 내부에서 임의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취약점은 2008년 3월에 발견되었으며 구글 안드로이드 SDK m3-rc37a
버전과 전 버전에 포함된 함수에서 발견되었다. BMP와 PNG 포맷 이미지를 처리할 때도
동일한 취약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후 취약점 패치가 적용된 구글 안드로이드 SDK m5-rc15
버전의 함수에서는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2) OpenCore 2.0 mp3 decoding 오버플로우 취약점 공격
해당 취약점은 PacketVideo에 의해 제작된 멀티미디어 서브시스템인 OpenCore에서
발생하는 보안 결함으로 OpenCore는 안드로이드 OS에 기본으로 탑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MP3 포맷의 파일을 디코딩하는 과정에서 힙 메모리 영역에 데이터를 쓰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때 적당한 경계 값 체크가 이루어지지 않아 취약점이 발생하게 된다. 해당 공격이 성공하면
원격 공격자가 안드로이드 시스템 내부에서 임의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취약점은
2009년 1월에 OpenCore 2.0 버전에서 발견되었으며 CVE-2009-0475를 통해 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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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다.

3.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취약점 공격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공격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하지만 본
FOCUS

기고서에서는 웹 기반 악성코드 유포와 관련된 Drive-by Download 공격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Heap spray 공격에 대해 알아본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존재하는 취약점의 경우 기존 win32 PC를 대상으로 한 Heap spray
공격 방법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선 기존 win32 PC를 대상으로 하는 Heap spray 공격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Drive-by Download 공격 코드가 존재하지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 다음 3가지(CVE-2010-1119, CVE-2010-1807, CVE-2010-1759) 취약점이 인터넷
상에 주로 공개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의 경우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Intel 기반의 Windows 운영체제 내에서 시도되었던 공격 방법과 여러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1) 안드로이드 Linux 환경에서의 Heap spraying 공격 시 차이점
먼저 첫 번째로 가장 큰 차이점은 CPU 프로세서가 다르다는 점인데 Windows의 경우
대부분 Intel x86 CPU 환경에서 동작하고 있다. 반면 스마트폰의 경우 대부분 ARM CPU
환경에서 동작하므로 공격자가 공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ARM 아키텍처용으로
shellcode를 재작성해야 하는 등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 win32 PC와 달리
커널 내에 exec-shield와 같은 메모리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 메커니즘이 기본으로 적용된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win32 PC를 대상으로 한 Drive-by Download
공격보다 공격의 성공률을 현저하게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PC 대상 공격과 달리 하드웨어 기기 사양에 따라
메모리 공간상에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범용적인 공격 코드가 작성되기 어려운 환경적인
특징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의 메모리 공간 제약은 공격자가 공격을 성공시키기 위해
힙 메모리 공간에 많은 양의 공격 코드를 할당시키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너무 많은 양의 힙
메모리가 할당되면 스마트폰의 메모리 매니저는 메모리를 고갈시키는 해당 프로세스를
종료시켜 여분의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공격자는 적은 양의 힙 메모리를
할당하면서도 범용적으로 공격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도록 페이로드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취약점을 트리거 하거나 shellcode를 힙 메모리상에 주입할 때 스마트폰
화면상에 해당 내용이 출력되도록 공격 코드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PC와 달리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공격은 실제 화면에서 동작이 이루어져야 공격이 발생하게 되며
악성코드 유포 또는 개인정보 탈취 등의 공격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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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드로이드 Linux 환경에서의 Heap spraying 공격 분석

spraying 공격 기법과 유사하게 힙 메모리에 코드를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공격 과정을 거친다.
최초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원격 취약점 공격 코드는 webkit library의 parseFloat 함수
설계 결함을 공격하는 exploit이다. 해당 공격 코드는 MJ Keith에 의해 2010년 11월 5일에
발표되었으며 CVE-2010-1807으로 명명되었다. 이후 webkit library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CVE-2010-1119 exploit이 2011년 3월 14일에 발표되었고 최근 2012년 2월 CVE-2010-1759
취약점에 대한 exploit이 신규로 발표되기도 했다.
ARM 칩 기반 Linux 환경의 Heap spraying 공격 기법은 Intel x86 공격 기법과 마찬가지로
b, bl, blx 인스트럭션이 호출한 비정상적인 메모리 영역까지 공격자가 실행하고자 하는 공격
코드를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공격 과정을 통해 존재하지 않았던 페이지를 힙 메모리 구역으로
만든다. 이후 쉘코드를 실행하는 단계를 거쳐 공격을 시도하는데 해당 공격 기법은 웹
브라우저가 자바스크립트 사용을 허가하고 있을 때 시도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제품을 공격
시에도 플러그인 사용을 수락하고 있을 때만 공격이 가능하다.
즉, Javascript 및 flash actionscript를 통해 힙 제어가 가능한 웹 브라우저나 adobe 제품군
등을 대상으로 공격이 가능한 특징을 가진다. 물론 PC 대상 공격과 마찬가지로 모든 조건의
공격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비정상적인 메모리 주소는 반드시 브라우저나 어플리케이션이
할당할 수 있는 메모리 범위인 상위 힙 메모리 영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프로세스가
이미 점유 중인 메모리 영역(각종 library, odex, apk)이나 커널 메모리 영역의
주소(0xc0000000 이상의 주소)를 가질 경우 공격이 불가능하다는 제약 사항이 존재한다.
Linux 기반 Heap spraying 공격의 경우 스마트 플랫폼의 특성상 디버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win32 PC 기반 Heap spraying 공격의 경우 훌륭한 분석 도구가 많아
공격자들이 공격 코드를 작성하기 어렵지 않지만, Linux의 경우 CUI 기반의 디버거를
이용해야 하는 환경상 특징 때문에 런타임 분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내에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공격 시 시도할 수 있는 디버깅 방법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다. 먼저 첫 번째로 proc 디렉터리 내에 maps 파일을 읽어 브라우저의 메모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인데 해당 방법을 통해 할당된 힙 메모리의 크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림 8] 실행 가능한 상태로 맵핑된 heap 메모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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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Linux 환경에서의 Heap spraying 공격 기법 역시 앞서 win32 환경의 Heap

두 번째로 어플리케이션이 남기는 오류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logcat 명령을 이용하는
FOCUS

것이다. 해당 명령은 시스템 전체 로그 메시지 내용을 파일로 저장하지 않고 메모리상에
출력하는 특징이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에 예외가 발생하여 변화가 있을 때 시그널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도구로 windows 기반 DDMS 도구가
있는데 결과를 받아보려면 스마트폰을 PC와 연결시켜서 동작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표 2> logcat 명령을 통한 실행 결과 분석
I/DEBUG (1196): pid: 7068, tid: 7091 >>> com.안드로이드.browser <<<
I/DEBUG (1196): signal 11 (SIGSEGV), fault addr 11223384
I/DEBUG (1196): r0 11223344 r1 00000079 r2 00792c60 r3 fffffffe
I/DEBUG (1196): r4 11223344 r5 00792c60 r6 47722768 r7 00000000
I/DEBUG (1196): r8 47722da8 r9 43631ed8 10 43631ec0 fp 002f1c80
I/DEBUG (1196): ip aa04cde0 sp 477226d8 lr aa00e0c7 pc aa02b4fa cpsr 60000030

마지막으로 gdb와 objdump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해당 도구들은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개발 도구인 ndk를 설치하여 얻을 수 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 런타임
분석이 어려운 환경이므로 동적 분석보다는 주로 정적 분석의 용도로 사용되며 gdb를
스마트폰에 올려 디버깅을 하는 방법 또는 원격 포트를 열어 windows 기반 PC에서 디버깅을
진행하는 방법 등이 존재한다.

[그림 9] gdb, objdump 명령을 통한 바이너리 분석 과정

여기서 Linux 기반 Heap spraying 공격 시 주의할 점은 종래 win32 PC에서 사용하던 Intel
x86 shellcode와는 별개로 ARM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shellcode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 중인 Linux 커널 내에서는 총 두 종류의 어플리케이션 바이너리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데 하나는 O(old), 또 다른 하나는 E(embeded)를 의미하고 있다.
때문에 공격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어떤 ABI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shellcode를 다르게
코딩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대부분 해외에서 생산된 안드로이드 기기들의 경우 EABI 호출
방식을 사용 중이기 때문에 shellcode 작성 시 반드시 EABI 시스템 콜 호출 방식을
사용하도록 코딩해야 한다. 반면, 국내에서 생산된 갤럭시 기기의 경우에는 OABI 호출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OABI 시스템 콜 호출 방식을 사용하는 shellcode를 따로 작성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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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OABI, EABI 방식에 따라 호출 시작 주소가 변경되는 모습
#define __NR_OABI_SYSCALL_BASE 0x900000

FOCUS

#if defined(__thumb__) || defined(__ARM_EABI__)
#define __NR_SYSCALL_BASE 0
#else
#define __NR_SYSCALL_BASE __NR_OABI_SYSCALL_BASE
#endif

ef000000

svc

0x00000000 # base address of EABI is ‘0’

ef900000

svc

0x00900000 # base address of OABI is ‘0x900000’

NOP 코드는 다음과 같이 다음 인스트럭션 코드를 실행하는 명령을 반복하거나 NOP 역할
외에도 코드가 주소로도 어드레싱이 가능한 경우 입력되는 코드 자체를 다용도로 활용하여
공격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표 4> ARM 프로세서 기반 NOP 코드 목록
#1: var scode2 = unescape("\u5005\ue1a0"); // normal NOP sled
#2: var nop = unescape("\u33bc\u0057");

// LDREQH R3,[R7],-0x3C (addressing)

#3: var nop = unescape("\u33bc\u0079");

// LDRHTEQ r3, [r9], -0x3C (addressing)

#4: var nop = unescape(“\u33bc\u009b”);

// LDRHEQ r3, [r11], r12 (addressing)

(3) 안드로이드 Linux 환경에서의 Heap spraying 공격 사례
가장 먼저 알려진 안드로이드 기반의 공격 취약점은 webkit library의 parseFloat 함수 설계
결함을 공격하는 exploit이다. 해당 공격 코드는 MJ Keith에 의해 2010년 11월 5일에
발표되었으며 CVE-2010-1807으로 명명되었다. 이후 webkit library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CVE-2010-1119 exploit이 MJ Keith에 의해 2011년 3월 14일에 발표되었고 최근 2012년
2월 CVE-2010-1759 취약점에 대한 exploit 역시 MJ Keith에 의해 신규로 발표되었다. 이
밖에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공격 코드가 존재하는데 Jose A. Vazquez에 의해
발표되었던 webkit library 취약점과 adobe flash player 내에 존재하는 메모리 변조 취약점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역시 기존 win32 PC와 동일하게 메모리
손상 이후 변경되는 주소 위치에 shellcode를 삽입하는 형태의 Heap spraying 공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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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VE-2010-1119 webkit library use-after-free 원격 취약점 사례
해당 CVE-2010-1119 취약점은 2010년 6월 7일, Ralf Philipp Weinmann와 Vincenzo
FOCUS

Iozzo가 발견한 취약점으로써 2011년 3월 14일, exploit-db 웹 사이트를 통해 공격 코드가
공개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해당 취약점은 안드로이드 OS 2.0, 2.1, 2.1.1 버전에
탑재된 웹 브라우저 내부 처리 엔진인 webkit library에 존재하는 use-after-free
취약점으로써 정식 패치가 적용된 안드로이드 OS 2.2 프로요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해당 취약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참조를 만든 특정 태그 요소를 제거한 후
제거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개체에 포함된 텍스트 데이터를 요청할 때 발생한다. 이는
유효하지 않는 잘못된 포인터를 참조하여 webkit library 모듈에서 메모리 붕괴를 일으키게
되므로 브라우저가 crash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PC 레지스터 주소 값을
변경시킬 수 있으므로 공격자가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다.

<표 5> CVE-2010-1119 webkit library use-after-free 취약점 예제
<HTML>
<HEAD>
<SCRIPT>
function test() {
var nodes=document.getElementById("target").getAttributeNode("id").childNodes;
// 텍스트 영역 태그 아래 있는 행의 자식 노드를 참조
document.getElementById("target").getAttributeNode("id").removeChild(nodes[0]);
// 요소를 제거
// 이후 Heap garbage collector 호출
setTimeout(function(){for(var i=0;i<0x10000;i++){var s=new String(unescape("XXXX"));}
nodes[0].textContent},0);
//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개체에 포함된 텍스트를 요청
}
</SCRIPT>
</HEAD>
<BODY onload=test()>
<P id=target></P>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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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코드를 살펴보면 getElementById() 함수를 이용하여 target 엘리먼트의 속성 값을 찾고

함수를 통해 nodes 변수를 릴리즈 시킨 후(요소 제거) 이미 릴리즈 된 nodes 변수의 속성 값에
접근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개체에 포함된 텍스트를 요청하게 되므로 use-after-free
취약점이 발생하게 된다. 다음은 logcat 명령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표 6> use-after-free 취약점 유발 후 logcat 명령 결과
I/DEBUG (11018): Build fingerprint: 'MOTO_SKT/sholest/sholest/sholes:2.0.1/STSKT_...
I/DEBUG (11018): pid: 11339, tid: 11350 >>> com.안드로이드.browser <<<
I/DEBUG (11018): signal 11 (SIGSEGV), fault addr 585858ac
I/DEBUG (11018): r0 00512ca0 r1 00512ca0 r2 58585858 r3 76e35a6d
I/DEBUG (11018): r4 00512ca0 r5 4359bb40 r6 481c9048 r7 477223e0
I/DEBUG (11018): r8 47722da8 r9 43631f1c 10 43631f04 fp 002f4790
I/DEBUG (11018): ip 0000003f sp 47722158 lr aa049c0b pc aa04bf6c cpsr 40000030
I/DEBUG (11018):

#00 pc 0004bf6c /system/lib/libwebcore.so

I/DEBUG (11018):

#01 pc 001af42e /system/lib/libwebcore.so

I/DEBUG (11018):

#02 pc 0000ba4c /system/lib/libwebcore.so

I/DEBUG (11018):

#03 pc 001ce21a /system/lib/libwebcore.so

I/DEBUG (11018):

#04 pc 001d6d68 /system/lib/libwebcore.so

위와 같이 logcat 명령을 통해 r2 레지스터2) 값으로 공격자가 힙에 뿌린 값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 PC 레지스터 지점을 살펴보면 취약점이 발생하기 직전의 코드를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은 objdump 명령을 통해 취약점이 발생하기 직전의 코드를 살펴본 결과이다.
<표 7> use-after-free 취약점이 유발되는 지점 분석 결과
4bf62:

6038

str r0, [r7, #0]

4bf64:

607b

str r3, [r7, #4]

4bf66:

e07a

b.n 4c05e <JNI_OnLoad+0x40916>

4bf68:

6822

ldr r2, [r4, #0]

4bf6a:

4620

mov r0, r4

4bf6c:

6d51

ldr r1, [r2, #84]

4bf6e:

4788

blx r1

4bf70:

3801

subs r0, #1

4bf72:

280b

cmp r0, #11

2) Intel 레지스터명(EAX, EBA, ECA 등)과 달리 ARM에서는 데이터 레지스터로 R0, R1~R15가 있으며 특히 R13, R14,
R15는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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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어튜리뷰트 노드 값인 하위 노드를 nodes에 할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removechild

위 objdump 명령 결과를 살펴보면 r2 레지스터를 기준으로 r1 레지스터 값을 얻은 후 분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공격자가 shellcode를 힙 메모리 내에 충분하게 spraying 한 후
FOCUS

해당 주소를 지정해주면 공격 코드가 호출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shellcode를 힙 메모리
공간에 주입하기 위해 NOP 코드와 shellcode가 담겨있는 변수를 브라우저에 출력시켜야
한다. 또한, 공격자는 shellcode가 모두 주입된 이후에 취약점을 유발시키기 위해
setTimeout() 함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힙 메모리 구조를 구성하여
공격을 시도하게 된다.

CVE-2010-1119 case
0x00640000
0x00600060

NOP + shellcode
NOP + shellcode
NOP + shellcode
0x00600060

0x00580058
= 0xe1a05005 + shellcode

0x00600060
0x00580058

= 0x00600060
= 0x00580058

0x00600060

0x00580058

0x0000a000

0x00580058

[그림 10] CVE-2010-1119 취약점 공갹을 위한 힙 메모리 구성

[그림 11] 취약점이 유발된 모습

힙 메모리 구조를 살펴보면 취약점 발생 시 0x00580058 주소를 참조하여 0x00600060 주소
값을 얻고 다시 해당 주소에 있는 shellcode를 호출하는 구조로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화면은 공격 코드 실행 시 취약점에 의해 웹 브라우저가 강제 종료되는 모습이다.
위 화면과 같이 공격 코드를 실행하는 HTML 페이지를 로딩하면 힙 메모리의 0x00580058
메모리 주소의 근처는 r2 레지스터가 로드할 0x00600060 값이 할당된다. 힙 메모리 공간인
0x650000~0x900000 주소 영역에는 NOP 코드와 shellcode가 비교적 높은 밀도로 삽입되어
있으므로 취약점 유발 직후 해당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r1 레지스터가 호출되면
공격자의 shellcode가 실행된다. 해당 공격 코드에 의해 리버스 커넥션 쉘이 실행된 화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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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Shellcode가 실행되어 클라이언트의 2222번 포트로 접속 성공한 화면

[그림 13] 클라이언트의 netstat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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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모바일 웹 기반 악성코드 유포 공격 시나리오
1. 취약점 공격의 대상이 되는 모바일 웹 브라우저의 종류
모바일용 웹 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모바일 웹 브라우저의 경우
종래 PC 웹 클라이언트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다. 모바일 웹 브라우저 구현에 필수적 구성
요소인 webkit library의 경우 브라우저 엔진의 한 종류로 iPhone의 Safari 웹 브라우저 및
구글 안드로이드 웹 브라우저 내에 내장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브라우저는 보통 Web
Browser와 Wap Browser로 분류되는데 이를 둘 다 지원하는 브라우저를 Full Browser라
부르고 있다. 모바일 웹 브라우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Openwave: surfer browser (full browser)
◦ Firefox: Fennec (Nokia N80)
◦ Teleca: Teleca Obigo
◦ Access: Netfront Browser
◦ Opera: Symbian & Windows Mobile
◦ Safari: iPhone
◦ Polaris: Infraware (국내 SKT/LGT OZ 서비스 등에 탑재되는 브라우저)
◦ KUN KTF 브라우저: 엑스로드(구 지오텔)

해당 브라우저들이 사용 중인 브라우저 엔진은 다음과 같다.
◦ Trident: Internet Explorer 4~8
◦ Tasman: Mac용 Internet Explorer
◦ Gecko: Mozilla Firefox 등
◦ Webkit: iPhone Safari, 안드로이드 Browser
◦ Presto: Opera, 닌텐도 DS
◦ KHTML: Konqueror

다음은 이러한 정보 유형을 살펴볼 수 있는 모바일 기기용 웹 브라우저 사용자 에이전트
목록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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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모바일 기기용 웹 브라우저 사용자 에이전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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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le iPhone Safari 웹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le iPhone: Mozilla/5.0 (iPhone; U; CPU iPhone OS 3_0 like Mac OS X; en-us) 어플리케이션leWebKit/420.1 (KHTML,
like Gecko) Version/3.0 Mobile/1A542a Safari/419.3
어플리케이션le iPad: Mozilla/5.0 (iPad; U; CPU OS 3_2 like Mac OS X; en-us) 어플리케이션leWebKit/531.21.10 (KHTML, lkie Gecko)
Version/4.0.4 Mobile/7B367 Safari/531.21.10

BlackBerry 웹 브라우저:
BlackBerry 9700 Bold: BlackBerry9700/5.0.0.423 Profile/MIDP-2.1 Configuration/CLDC-1.1 VendorID/100

구글 안드로이드 웹 브라우저:
Nexus One: Mozilla/5.0 (Linux; U; 안드로이드 2.1-update1; en-us; Nexus One Build/ERE27) 어플리케이션leWebKit/530.17
(KHTML, like Gecko) Version/4.0 Mobile Safari/530.17

LG 웹 브라우저:
LG VX9100: LGE-VX9100/1.0 UP.Browser/6.2.3.2 (GUI) MMP/2.0
LG G922: LG-G922 Obigo/WAP2.0 MIDP-2.0/CLDC-1.1

Motorola 웹 브라우저:
Motorola Motoroi(XT720) V2.01: Mozilla/5.0 (Linux; U; 안드로이드 2.0.1; ko-kr; XT720 Build/STSKT_N_79.11.31R) 어플리케이션
leWebKit/530.17 (KHTML, like Gecko) Version/4.0 Mobile Safari/530.17
Motorola CLIQ: Mozilla/5.0 (Linux; U; 안드로이드 1.5; en-us; MB200 Build/CUPCAKE) 어플리케이션leWebKit/528.5+ (KHTML, like
Gecko) Version/3.1.2 Mob

Samsung 웹 브라우저:
Samsung i7500 Galaxy: Mozilla/5.0 (Linux; U; 안드로이드 1.5; de-de; Galaxy Build/CUPCAKE) 어플리케이션leWebKit/528.5+
(KHTML, like Gecko) Version/3.1.2 Mobile Safari/525.20.1

Nokia 웹 브라우저:
Nokia N97-3: Mozilla/5.0 (SymbianOS/9.4; Series60/5.0 NokiaN97-3/21.2.045; Profile/MIDP-2.1 Configuration/CLDC-1.1;)
어플리케이션leWebKit/525 (KHTML, like Gecko) BrowserNG/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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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웹 브라우저 대상 보안 취약점 공격 시나리오
이와 같이 다양한 모바일용 웹 브라우저에 내제된 보안 취약점은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를
FOCUS

가지고 있다. 만일 공격자에 의해 aaa.malware.com 메인 웹 페이지가 변조되어 악성코드를
Drive-by Download 할 수 있는 iframe 공격 코드가 삽입되었다면 사용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해당 웹 페이지를 접속할 때마다 자동으로 악성코드를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는 보안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모바일 웹 브라우저를 대상으로 한 Drive-by Download 공격의 경우 반드시 javascript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동작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 설정 내에서 javascript 실행에
체크를 해제하였다면 브라우저 공격이 불가능하다.
또한 adobe flash와 같은 플러그인 제품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플러그인
사용에 체크를 해제하는 것만으로도 공격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악성코드가 삽입된 웹 페이지에 접속하는 것 외에도 간접적인 웹 브라우저
접속을 유도하여 공격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QR 코드를
이용한 Drive-by Download 공격 시나리오와 SMS/MMS 문자 메시지 전송을 통해 URL로
접속을 유도하는 공격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1) QR 코드를 이용한 Drive-by Download 공격 시나리오
증강 현실의 일종인 QR 코드는 가상현실 기술 중 하나로 필요한 정보를 가상으로 보완해주는
기술이다. Quick Response의 약자로 빠른 디코딩이 가능하고 바코드에 비해 대용량, 고밀도,
오류 정정기 등이 있는 2차원 구조의 기호로 이루어져있다.

[그림 14] QR 코드 사용 예제

QR코드는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담아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공격자에 의해
악성 어플리케이션이나 공격 코드 유포 시 악용될 수 있다. QR코드 이용자는 촬영 시 사용되는
바코드가 신뢰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지 공격자에 의한 악의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지 판단할 기준이 없으므로 공격 수행 시에도 사용자가 공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QR 코드를 이용한 Drive-by Download 공격은 앞 절의 웹 브라우저 대상 Drive-by
Download 공격과 유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공격 시나리오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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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짧은 URL 링크를 통한 Drive-by Download 공격 시나리오

별다른 의심없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 공격자가 설치한 웹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공격 시 짧게 만들어진 URL을 웹으로 통해 배포하거나 SMS/MMS 문자
메시지 전송을 통해 배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공격 시나리오를 갖는다.

[그림 15] 짧은 URL 생성 예제

V . 분석 결과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기고서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알아보았으며 이들을
악용하여 실현 가능한 공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에 대한 공격
설명이 있었지만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운영체제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위협에 노출된다. 특히 iOS 기반의 스마트폰 역시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이 충분히 발생함을 인지해야 한다.
스마트 폰의 플랫폼 취약점과 더불어 기존 PC 기반에서 발생하는 공격 기법 중 Drive-by
Download 공격이 모바일 단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단순한 브라우저
방문만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되며 감염된 단말에서는 개인 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 특히, 해커의 입장에서 스마트폰은 PC와 달리 개인 사생활 정보, 카드 정보, 연락처,
메시지 등 정보가 PC보다 많이 보관되어 있어 매력적인 공격 대상이 된다.
또한, QR 코드 및 짧은 URL 등을 이용한 모바일 악성코드 시나리오는 Drive-by Download
공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기존 PC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공격들이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되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HTML5가 모바일 웹 사이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보안이 완벽하지 않아 추가적인 악성코드 유포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스마트폰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공격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악성 앱 및 모바일 악성코드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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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URL 링크를 통한 Drive-by Download 공격 시나리오는 클라이언트 스마트폰이

이러한 모바일 악성코드에서부터 우리의 스마트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은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의심되는 어플리케이션은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FOCUS

PC에서처럼 주기적으로 모바일 백신을 사용하여 모바일 악성코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치 시 설치되는 어플리케이션이 가지는 권한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유포되는 악성코드들은 약간의 주의만
기울이면 보다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본 기고서에서 확인한 ‘Drive-by Download’방식으로 유포되는 모바일 악성코드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모바일 운영체제의 취약점이 발견되는 즉시 해당 취약점을 수정한 버전을 제공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모바일 운영체제의 취약점이 공개된 후 상당 시간이 흘러야 수정된
버전의 운영체제가 제공된다. 이러한 시간 차이를 줄여 모바일 악성코드가 활동 및 설치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PC의 운영체제 업데이트는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모바일
단말의 경우 사용자 자율에 맡기고 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새로운 버전의 모바일
운영체제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에 익숙한 기존의 운영체제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모바일
운영체제 변경에 따른 데이터 손실, 인터페이스 변경 등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주된 원인 중에
하나이다. 또한 PC에서는 자동적이며 손쉬운 방식으로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진행되나 모바일
단말에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된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우리의 스마트폰들은 점점
보안에 취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운영체제 강제 업데이트 설정 지원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스마트폰 구입 시 모바일 백신 설치 권장, SMS/MMS에
포함되어 있는 URL 클릭 주의 등의 사항을 반드시 공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또한 모바일 웹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모바일 악성코드를 유포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탐지된 모바일 악성코드 샘플에 대한 분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렇게 분석된 정보는 빠르게 모바일 백신 업체에 제공되어 백신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자동화되어 구축된다면 신종 모바일
악성코드에 대한 대응이 빨라질 것이며 발생되는 모바일 악성코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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