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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장치 드라이버에 한 
효과  취약  탐지 기법

(An Effective Technique for Detecting Vulnerabilities in 

Android Device Drivers)

                  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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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ki Chung)          (Seong-je Cho)

요 약 안드로이드  리 스 기반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커  함수로 포함되

는 구조로 되어 있다. 어떤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의 경우, 여러 Third-party에 의해 제공되는 소 트웨어

(펌웨어)가 포함되는데, 그 보안 수 에 해 검토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안 취약  분석을 

해 일반 으로 사용되는 정  분석의 경우, 오탐 가능성으로 인하여 실제 권한상승과 같은 주요 취약 을 

확인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상으로 정   동  분석 기반의 효과 인 보안 취약  탐지 기법을 제시하고 그 효용성을 확인한다.

키워드: 디바이스 드라이버, 정  분석, 동  분석, 취약 , 안드로이드

Abstract Android- and Linux-based embedded systems require device drivers, which are 

structured and built in kernel functions. However, device driver software (firmware) provided by 

various 3rd parties is not usually checked in terms of their security requirements but is simply 

included in the final products, that is, Android-based smart phones. In addition, static analysis, which 

is generally used to detect vulnerabilities, may result in extra cost to detect critical security issues 

such as privilege escalation due to its large proportion of false positive results. In this paper, we 

propose and evaluate an effective technique to detect vulnerabilities in Android device drivers using 

both static and dynamic analyses.

Keywords: device driver, static analysis, dynamic analysis, vulnerability, Android

1. 서 론

재 안드로이드 운 체제는 모바일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 체제로 많은 보안 취약 들을 포함

하고 있다[1].

안드로이드 운 체제의 보안 수 은 제작사인 구 에

서 수정  리되고 있으나, 시스템에서 보안 취약 들

에 한 체계 인 리  제거가 어려운 편이다. 이는 

일반 으로 모바일 칩 벤더사가 제공하는 퍼런스 코

드(reference code)를 이용하여 모바일 디바이스제작사

가 최종 으로 제품을 구성하는 구조여서, 각 단계별 소

스 코드의 오 쉽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보안 취약

이 단일 이슈가 아닌, 여러 소 트웨어 구성 계층에서 

복합 인 이슈로 발생할 경우 취약 의 탐지  제거가 

어렵다. 안드로이드 운 체제는 구 에서 개발한 특정 

모바일 디바이스를 퍼런스 디바이스로 선택하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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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최 화된 운 체제, 이를 기반한 기본 패키지 

어 리 이션과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개발되어 Android 

Open Source Project(AOSP)를 통해서도 배포된다. 하

지만 부분의 주요 모바일 디바이스들에 해서는 별

도의 제조사( . HTC, Lenovo, 삼성 자 등)가 존재하

며, 해당 제조사는 구 에서 제공하는 AOSP와 모바일 

칩 벤더사의 퍼런스 코드를 자신의 시스템에 용하

여 사용하고 있다.

정리하면, 특정 모바일 디바이스를 구매한 이용자의 

경우, 칩 벤더사의 퍼런스 코드, 구 의 AOSP, 그리

고 제조사 자신의 시스템에 최 화한 디바이스 드라이

버들을 사용한다. 따라서 모바일 디바이스의 경우, 여러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이 포함되어 사용될 수 있고, 해당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소스 코드는 앞서 설명된 것과 같

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조사 혹은 구 에서 개발된 

코드뿐만 아니라 제 3자가 개발한 취약한 코드(즉, 보안

성이 검증되지 않은 코드)가 용되어 사용될 수 있다.

안드로이드와 같이 리 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임

베디드 시스템에서는 메인 코어 로세서(스마트폰의 경

우 Application Processor, 즉 AP), 블루투스(Bluetooth)

와 와이 이(Wi-Fi)와 같은 네트워크 련 디바이스, 

이미지 로세싱  기타 멀티미디어 련 디바이스 등 

여러 디바이스들이 통합된 구조로 시스템이 개발된다. 

이러한 다양한 디바이스들의 원활한 동작을 해서 각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제공 업체로부터 소 트웨어를 제

공받아 사용하게 되므로,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 충분한 

보안 수 을 검토하여야 한다.

악의 인 공격을 사 에 방지하기 해, US-CERT 

혹은 ETSI standard별 시큐어 코딩(secure coding) 요

구조건[2,3]을 용하거나 통 인 취약  탐지 기법인 

모의해킹(penetration testing)을 용하는 것은 Zero-day 

attack을 포함한 새로운 공격과 련된 보안 취약  검

출에 한계가 있다. 한 이러한 방법을, 소 트웨어의 

빠른 신규 릴리즈  다양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포함

된 시스템에 용하는 것도 매우 비효율 이다. 따라서 

본 논문이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의 단순한 정 ･동  

분석의 용이 아닌, 두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된 

취약 을 교차 검증함으로써 권한 상승과 같은 요 취

약 을 빠른 시간 내에 찾는데 그 목 이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2장에서 기존의 통

 보안 취약  완화 기법이나 분석 기법을 조사한다. 3

장에서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취약  분석을 한 안드

로이드 시스템에 한  모델을 제안하며, 4장에서 

취약  분석 로세스를 제시한다. 5장에서는 제시된 

로세스에 따라 분석된 보안 취약 에 한 결과를 설명

하고, 6장에서 결론  향후 연구에 해 기술한다.

2. 련 연구

안드로이드 보안 취약  분석 련하여 많은 연구가

어 리 이션 벨이나 커  벨을 상으로 수행되어 

왔다.

최근 L. Wu는 안드로이드 폰에 탑재되어 일반 이용

자들에게 제공되는 로그램 이미지를 어 리 이션 

벨과 커  벨로 나 어서 각 벨의 보안취약 들을 

분석하 다[4]. 자체 으로 만든 취약  분석도구를 이

용하여, 모바일 디바이스에 탑재된 어 리 이션  커

의 바이 리 이미지들을 분석하 다. 한 어 리 이

션  커  벨에서 요구되는 사용자 근권한  

Android API들을 기존 구 이 제공하는 AOSP에서의 

근권한  API와 비교분석하여 보안취약 들을 탐지

하 다. 커  벨의 취약 을 분석하기 해서 커  이

미지를 reassemble 하여 코드화하고, 코드화된 데이터

를 이용하여 기존의 CVE(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s) 목록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는 방법을 제안

하 다.

이 연구에서 L. Wu는 기존의 어 리 이션이나 커

에서 이미 알려진 취약 들을 탐지하고, 탐지한 취약

들을 보완하는 것에 을 두었다. 를 들면 어 리

이션 벨에서는 권한 재 임 공격(permission re-dele-

gation attacks)과 콘텐트 수(content leaks) 련 취

약 을 탐지하 고, 커  벨에서는 해당 커  이미지

에서 이미 공개된 8종류의 CVE 취약 이 포함되어 있

는지 확인하 다. L. Wu의 방법은 바이 리 이미지에서 

re-assembled code의 흐름을 확인하고, 코드의 내용이 

기 알려진 CVE에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일종의 정

 분석 방법으로, 이미지를 명확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약 조건과 실행 기반의 동  분석이 불가능 

하다는 제약 조건이 있다. 이에 반해, 본 논문에서는 정

 분석뿐만 아니라 런타임에 커  I/O를 발생시켜 디

바이스 드라이버의 취약 을 분석하므로 실행 환경에서

의 취약 도 확인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정  취약  분석에 한 다양한 연구 사례가 있다. 

방지호의 연구[5]에서는, JAVA언어로 쓰여진 어 리

이션에 한 보안 취약 을 탐지하기 해, 표 1의 공개

용 정  분석 도구를 사용했다.

 정  분석 도구들은 JAVA 어 리 이션/ 소스코

드에 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검사한다.

1) 입력 데이터 검증  표

2) 보안성이 취약한 암호알고리즘 사용,

평문으로 기록된 비 번호 등

3) 시간  상태

4) 에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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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개용 정  취약  분석 도구

Table 1 Open source tools for the static analysis

Tools Target code

FindBugs Byte code

FindSecurityBugs Byte code

JLint Byte code

LAPSE+ Java code

PMD Java code

Yasca Java code

5) 코드오류

6) 캡슐화

7) API오용

심원태 외 3인의 연구[6]에서 안드로이드 어 리 이

션에 해 정 으로 취약 을 분석하기 해 APK 일

을 압축 해제하여 DEX 일을 추출하고, DEX 일을 

JAVA 클래스 일로 변환해주는 툴인 undx를 사용하

여, JAVA 클래스 일을 생성하 다. 다음으로 JAVA 

클래스 일을 역컴 일(decompile)하여, JAVA 소스코

드를 얻어낸 뒤 정 으로 분석하거나 DEX를 직  역어

셈블(disassemble)하여 취약 을 분석하 다.

L. Batyuk외 5인의 연구[7]에서도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 바이 리 일을 압축해제(unpack)  역컴 일

한 후, 자체 정  분석 툴을 사용하여 취약 들을 탐지

하 다. 한 어 리 이션의 주 기능에는 향을 주지 

않고 사용자(개발자)가해당 어 리 이션을 수정하여 탐

지된 악의  문제 만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

부분의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이 JAVA로 작성

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취약  항목들을 기 으로 정  

분석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할 수 있다. 그러

나 JAVA 어 리 이션을 제외한 다른 소 트웨어 컴

포 트에서는 의 방법을 용하기가 어렵다. JAVA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어 리 이션의 경우에, 특정 취

약  분석 기법  분석 툴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복잡

한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같은 시스템 소 트웨어의 취

약  분석은 매우 어렵다.

조희훈 외 2인의 연구[8]에서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취약  발생 원인을 특정 앱에 필요하지 않은 과도한 

권한 할당, 식별자(식별 데이터)기반의 인증방식 사용, 

어 리 이션 개발 언어로 자바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

생할 수 있는 역공학(reverse engineering) 등으로 제시

하고 있으며, 이들 각각의 원인 항목에 한 응 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최윤희 외 1인의 연구[9]에서는 시큐어 코딩 가이드라

인을 바탕으로 선정한 27개의 안티 패턴을 이용하여, 안

드로이드 어 리 이션의 취약 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

안하 다. 해당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의 효용성을 향상

시키기 해, 군집화(clustering)를 용하는 방법을 제

시하 다.

동  분석(dynamic analysis) 방법은 런타임 기반 취

약  탐지 기법으로, 표 으로 모의해킹(penetration 

test)방법이 있으나, 일정 부분에 한 공격이라는 에

서 체 시스템이나 범 한 상의 취약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퍼징(fuzzing)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10].

B. Cui외 2인의 연구[11]에서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에 해 단일 퍼징 기법을 통하여 동 으로 

코드를 분석하 다. 즉,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오동작과 

서비스거부(DoS) 공격을 가정하여 연구를 수행하 으

며, 이를 통해 시스템 크래쉬(crash)를 확인하 다.

L.K. Yan외 1인의 연구[12]에서는 안드로이드 멀웨어

(malware)의 의도  내부 작동을 동 으로 분석하는 

툴을 사용하 다. 이 연구를 해서 OS 벨과 Dalvic 

벨의 두 단계로 실행되는 멀웨어 코드의 정보를 결합

하 다. 해당 연구에서는 DroidScope란 동  분석 툴을 

만들어 실제 안드로이드 멀웨어인 DroidKungFu  

DroidDream을 사용하여 OS 벨과 Dalvic 벨에서의 

진행되는 련 정보를 분석하 다.

3.  모델 구성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 시스템에 있어서 은, 여

러가지 요인과 연 되어 있다. 표 인 요인은 공격표

면(attack surface)과 연 된 취약 이다. 안드로이드 시

스템에서 공격표면은 입력 값 처리 부분, 자원( 일 등

의 상 객체)에 한 근권한(access right = permis-

sion, 는 보안수 ) 처리 부분, 로세스간 통신(Inter- 

Process Communication, IPC) 부분 등이다. 입력 값 

처리와 련된 표 인 취약 은 버퍼 오버 로우

(buffer overflow), 정수 오버 로우(integer overflow), 

경로 탐색(path traversal) 등이다.

통 인 리 스 시스템에 있어서 자원에 한 비정

상 인 근을 방지하기 하여 임의 근제어(Discre-

tionary Access Control, DAC)모델[13]이 사용되고 있

고, 최근 시스템에는 강제 근제어(Mandatory Access 

Control, MAC)[14] 등의 진보된 근제어 기술이 도입

되어 용되고 있다. DAC 모델에서는, 해당 자원을 

근하려는 사용자( 로세스) 혹은 그룹의 권한에 따라 자

원에 할당된 근 권한을 비교하여, 근을 허용할 것인

가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 단한다. 특정 바이 리나 스

크립트에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고, 공격자가 이 악성

코드를 이용하여 공격할 때에 공격 상이 되는 객체에 

할당된 근권한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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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리 스 기반 시스템에서는 DAC기반의 근 

제어가 기본 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 권한

으로 근이 가능한 역의 소 트웨어(디바이스 드라이

버 포함)가 보안 취약  분석의 주요 상이 된다. 즉, 

소유자(owner)는 루트(root 는 시스템)이지만 일반 

사용자에 의해서도 근 가능한 실행 가능한 소 트웨

어가 본 논문에서 주요 분석 상이다.

많은 동  분석 방법들이 분석 상이 되는 모바일 

디바이스 혹은 리 스 커  기반의 임베디드 디바이스

의 분석을 해 시스템 권한이나 루트 권한을 이용하여 

동  분석을 시도한다. 루트나 시스템 권한으로 동  분

석을 시도하는 이유는 시스템에서 근할 수 있는 모든 

상에 해 권한을 갖고 해당 역을 호출하는 목 에 

있으나, 탐지되는 취약 은 실제 공격자가 권한 획득을 

해 근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공격자의 경우 시스템 

권한을 얻기 해 일반 사용자 권한에서 확인되는 취약

을 이용하여 시스템 권한 획득을 하지만, 일반 인 동

 분석에서는 이와 다르게 모든 근 가능한 상을 

호출하기 때문에 오탐 발생 가능성이 높고, 실제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취약 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

아진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공격자의 근과 유사하게 

사용자 권한에서 동  분석을 시도 하 으며, 실제 시스

템에서 취약  발생 시 루 과 같은 가장 시스템에 치

명 인 상황을 발생될 수 있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그 

상으로 하 다.

이를 고려하여  모델의 용 범 를 결정한다. 안

드로이드 어 리 이션 혹은 시스템에서 발생된 이벤트

를 처리할 때, 특정 데이터 혹은 특정 시스템의 기능을 

사용하기 해서는 상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근해야 

한다. 즉 특정 로세스( 로 주체)가 상 디바이스 드

라이버( 로 객체)에 근하기 해서는 응하는 근

권한이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이용자가 근

할 수 있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취약 을 분석하는 기

법을 제안한다. 일반 인 안드로이드 기반 디바이스에서

의 드라이버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의 안드로이드 버

은 5.1.1이다.

여러 공격이나 악성 코드의 최종 목표(혹은 간 경

유지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상의 공격 목표)는 루트

권한(시스템권한)을 획득하는 것이다. 를 들어 악성 

코드의 최종 목표는 시스템 권한으로 장되어 있는 

SMS메시지를 도출하는 것이다. 그 지만 일반 인 어

리 이션은 시스템 권한 SMS 메시지에 한 근 

권한이 없다. 즉 일반 사용자 권한의 어 리 이션은 정

상 인 경로나 방법으로 시스템 권한의 어 리 이션이 

작성한 데이터에 해 근할 수 없는 것이 일반 이다.

공격자가  루트 권한 혹은 시스템 권한 어 리 이션

표 2 드라이버별 근 권한

Table 2 Driver permissions

Name Device Access right

Frame buffer /dev/graphic/fb0 ALL

Ashmem /dev/ashmem ALL

Random /dev/random ALL

Mali /dev/mali0 ALL

Binder /dev/binder ALL

Logger /dev/log ALL

Secure OS /dev/XXX Dedicated

… … …

의 데이터를 근하기 해서, 사용자 권한의 특정 어

리 이션에 악성 코드를 포함시키는데, 이 경우 악성 코

드의 공격 방법은 다음과 같다. 를 들어, 카메라 디바

이스가 일반 사용자 권한으로 근할 수 있도록 설정되

어 있고, 해당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에 버퍼 오버 로

우 취약 이 있으며, 해당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이미

지 장 시 시스템 권한으로 일이 작성된다. 이때 버

퍼 오버 로우는 이미지 장 시 해당 함수가 헤더의 

정보를 보고 그 크기에 따라 메모리 공간을 할당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취약 이라고 가정한다면, 공격자의 악

성 코드는 비정상  이미지 크기 정보와 함께 버퍼보다 

더 큰 이미지를 할당하여 버퍼 오버 로우를 유도한다. 

버퍼 오버 로우가 유도되었을 때의 권한은 시스템권한

이고, 복귀되는 주소는 SMS를 추출하는 코드의 주소일 

경우 SMS메시지를 불법으로 추출 가능하다.

이러한 공격 시나리오와 같이 모바일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공격을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는 주요 취약 을 

선정하고  모델을 설정하 다. 취약 은 MITRE의 

Common Weakness Enumeration(CWE)[15]을 기반으

로 구성하 다.

상 취약 의 경우 CWE에 공지된 취약   안드

로이드 기반 모바일 환경에 많이 발생한 유형을 표 3에 

정리하 으며, CWE 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직  시스템 

권한 획득의 련성 여부를 1～3 분류로 구분하 다. 1

분류의 경우 권한상승과 직  연  계가 있는 취약

을 의미하며, 2분류의 경우 직  혹은 연  취약 을 

이용하여 시스템 권한 획득이 가능하며, 3분류의 경우 

시스템 권한과 직  연 은 없으나, 다양한 2분류의 취

약 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간  취약 이다. 각 취약  

별 상호 연결은 공격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고 범  한 다를 수 있어, 상호 연결된 공격 시나리

오를 본 논문에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보안 취약  분석

에 있어서 가장 요한 목 은 시스템 권한 상승과 같

이 시스템에 가장 큰 향이 발생되는 취약 부터 제조

자 혹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수정되어야 한다. 앞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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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본 연구에서 고려한 취약  분류

Table 3 Vulnerabilities selected in the study

Vulnerabilities
Types of vulnerability related to 

privilege escalation

Buffer overflow 1, 2, 3

Integer error 3

Memory leaks 3

Race condition 3

MMU addressing error 1, 2, 3

Files I/O error 3

Inconsistent operation 3

Syscall bridging 3

Wrong exit condition 3

Pointers error 1, 2, 3

표 4 취약  요도 분류 기

Table 4 Grouping the selected vulnerabilities

Group Selection criteria

0

Vulnerabilities found both in static and dynamic 

analysis, and can be used as targets for immediate 

attacks

1

Vulnerabilities found either in static or dynamic 

analysis, and can be used as targets for immediate 

attacks

2

Vulnerabilities found either in static or dynamic 

analysis, but can’t be used as targets for immediate 

attacks. But if combined with other vulnerabilities, 

permission can be upgraded for attacks

3
Vulnerabilities like in 2 Group, but permission can’t 

be upgraded for attacks

된 것과 같이 본 논문의 목 은 짧은 시간에 가장 요

한 취약 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표 3에서 설명한 

CWE 사례 기 의 취약 들  “1” 분류, 즉 시스템 권

한 상승에 직  연 이 있는 취약 의 종류를 주로 

검토하고, “3”분류로 구분되는 취약 들은 가능한 지양

하는 분석을 시도하 다. 따라서 표 3의 CWE 사례 분

석을 기반으로 취약 의 요도에 따른 분류를 본 논문

의 분석 상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 권한 상승과 연

된 요 취약 을 확인하는 요도로 다시 구성하 으

며, 해당 요도는 표 4와 같이 구성하 다. 표 4에서 

분류한 1, 2, 3그룹에 해서는 표 3을 기 으로 취약

의 요도를 확인하는 것이며, 0그룹에 해서는 본 논

문에서 제시한 동   정  분석 방법에서 동시에 확

인된 취약 을 별도로 분류하 다. CWE 취약 의 경우 

정  분석 결과를 기 으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최

종 동  분석 방법의 결과를 반 하기 해 0 그룹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발생 가능한 주요 취약  탐지 시 동

분석 방법에 있어서는 버퍼 오버 로우에 한 실험

만 시행하 다. 버퍼 오버 로우 취약  공격방법은 공

격자 기 에서 비용 비 가장 효과 인 공격 방법으로 

1988년-2012년 사이 25년동안 취약  종류별 비 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되었다[16].

4. 분석 로세스

보안 취약  분석은 일반 으로 코드 기반의 정  분

석 방법, 코드 기반+런타임 기반 혹은 런타임 기반의 동

 분석 방법으로 나 어진다(표 5 참조).

표 5 보안 취약  분석 방법

Table 5 Vulnerability analysis

Static

Code-based analysis

Code-based + Target binary-based analysis

Analysis of code that is reverse engineered

Dynamic

Virtual image analysis

Runtime analysis

Runtime + Reverse engineered code analysis

본 논문에서는 US-CERT에서 제공하는 Secure Coding 

Guide에 따라 통 인 코드 기반 분석과 퍼징(fuzzing)

을 기반으로 하는 런타임 기반 분석을 진행하 다. 분석

에서는 IBM사의 AppScan[17], NIST에서 공지된 권장 

정  분석 도구를 교차 사용하 으며, 동 인 퍼징 기법

에서는 Mogua Inc.의 Explorer v1.0[18]을 사용하 다. 

분석 결과의 오탐 여부를 단하기 해서 추가 검토를 

진행한다. 각 단계에 있어서 공격 상, 공격 도구의 선

정은 분석의 결과에 따라 다시 반복되며, 이후 최종 결

과를 도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NIST에서 권고하는 “Source 

Code Security Analyzers”[19]를 참고하여 필요한 도구

를 선택 으로 사용하 으며, 일부 취약  분석 상에 

해서는 련 도구를 개발하여 탐지하 다. 복수의 정

 분석 도구들에서 확인된 결과에 해서 최종 검토를 

수행하여 험 순 를 정리하 다. 본 논문에서 취약  

탐지에 사용된 정  분석 도구들은 AppScan, Coverity 

 Flawfinder 등이며,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칩 벤더사 

제공 드라이버, 구 에서 제공되는 드라이버, 최종 모바

일 디바이스 제조사에서 추가된 디바이스 드라이버 모

두를 포함하 다.

4.1 정  분석 방법

정  분석 방법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정  분석 방법은 알려진 취약  혹은 규칙에 따라서 

소스 코드나 목  코드를 분석한다. 효과 인 정  분석

을 하여 본 논문에서는  분석을 CWE/CVE 기반 

데이터로 구성하 으며, 실제 공격이 가능한 상을 선

별하 다. US-CERT Secure Coding Guide에 따라서 

분석 가능한 도구를 선정  개발 하 다. 도구 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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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  분석 방법 구조도

Fig. 1 Static analysis

개발 코드의 언어별 종류, 사용하는 라이 러리, 시스템

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되며, 공격 상이 되는 종류에 

따라서 분석 도구를 선정한다. 선정된 도구를 기반으로 

1차 분석하여 결과를 검토하며, 필요 시 몇몇 도구를 조

합하여 사용한다. 조합에 있어서는 분석해야 하는 코드

의 언어, 종류, 코드의 구  방법이 다른 언어의 코드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함수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코드는 

어떤 목 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ANSI표  C 언어가 그 분석 

상이고, C 언어로 된 코드에서 ASM코드가 포함이 되

어 있기 때문에 Flawfinder로 일반 인 C코드 취약 을 

확인 하 다. 한 AppScan이 근래 모바일 악성 코드

의 코드 구조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AppScan을 

사용하 으며, Coverity의 결과와 비교 검토하 다.

4.2 동  분석 방법

일반 인 동  분석 방법은 런타임에 다양한 입력값

을 발생시켜서 특정 타깃 동작을 확인하는 방법을 모두 

동  분석 방법으로 분류한다면, 본 논문의 방법은 시스

템 콜을 입력값으로 발생시키고, 비정상 인 커  크래

쉬를 특정 타깃 동작으로 확인하는 동  분석 방법이다. 

이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입/출력은 모두 시스템 콜을 

기반으로 커  입/출력인 것이고, 발생되는 결과는 정상

인 디바이스 드라이버 동작 혹은 커 의 응 동작이 

수행되거나, 혹은 커 의 비정상 인 동작이 발생하는 

것이 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그  디

바이스드라이버 함수에서 비정상 인 오버 로우 이슈

가 발생하고, 그 향으로 커  크래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보안 취약 으로 확인한다.

그림 2 동  분석 방법에 한 구조도

Fig. 2 Dynamic analysis

본 논문에서는 런타임 기반 분석 방법  다양한 입

력을 생성하여 비정상 입력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dumb fuzzing을 용하 다. Dumb fuzzing은 복잡한 

공격의 탐지에는 효과 으로 용하기 힘든 방법이지만, 

오버 로우 등 주요 취약 들에 해서는 빠른 시간 내

에 탐지할 수 있고, fuzzer 구성이 어렵지 않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동  분석 방법은 단일 디바이스 혹은 

단일 시스템의 검증에서 빠른 취약  확인 방법으로 유

용하지만, 시스템 혹은 디바이스(HW chip)에 따라 인

터페이스  생성 시스템 콜 등을 모두 최 화  수정

해야 하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분석의 

상으로 선정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해 각 fuzzer를 

구성하여 공격 시험하 다.

동  분석 방법에 있어서 UI에서는 필요한 라미터 

선정  상 드라이버 선정/탐색 단계를 진행하며, 

Fuzzer core에서는 입력된 라미터에 따라서 시스템 

콜을 구성한다. Fuzzer driver에서는 정의된 시스템 콜

을 IOCTL로 생성하며, 생성된 시스템 콜의 응답이나 

혹은 시스템 크래쉬 등을 확인하여 요 취약 함수를 

확인할 수 있다. 분석 상 드라이버(Target driver)의 

세부 호출 함수의 취약 을 확인하고 결과를 검토하 다.

5. 실험  분석 결과

알려진 표 제조사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실험하 다. 실험에 사용된 모바일 디바이스는 Aarch64 

구조의 메인 코어 로세서와 최근 안드로이드 운 체

제가 가동되는 기기이다. 제조사의 공개된 코드를 상

으로 취약 을 분석하 으며, 효과  실험을 하여 

SELinux가 불능화(disable)된 상태에서 진행하 다. SE-

Linux를불능화한 이유는 취약  탐지 속도를 빠르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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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탐지된 취약 들  분류

Fig. 3 Detected vulnerabilities and classified group

기 함이며, 취약  분석 결과에는 아무런 향을 주지 

않는다.

실험을 통해 탐지한 취약 의 수는 모두 154개(0그룹 

1개, 1그룹 68개, 2그룹 20개, 3그룹 65개)로 그 결과가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그림 3에서 x축은 표 4에 나타

난 취약 의 분류( 요도 그룹)를 나타낸다. 탐지된 취

약  에서, 표 4에서 요도가 높은 0그룹과 1그룹의 

취약 에 해서 분석하고 설명한다.

5.1 “0 그룹”의 주요 취약

취약  분석 결과 , 정  분석과 동  분석에서 동

시에 확인된 0그룹의 취약 에 해, 정 분석 결과에 

해당하는 코드로 확인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 나타난 코드에서 결국 “copy_from_user”

그림 4 취약한 디바이스 드라이버 

Fig. 4 Example of a vulnerable device driver

그림 5. task 구조체의 내용

Fig. 5 Contents for the task structure

함수가 사용되는데, 이는 시스템 권한의 커  모듈에서 

사용자 권한의 일이나 데이터를 읽어오기 한 함수

이며, 읽어올 때에는 시스템권한으로 읽어온다.  코드

에서 data와 task 스트럭쳐(structure)가 사용되는데, 

task의 내용은 그림 5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읽어온 데이터를 장할 때에 배열의 인덱스와 데이

터를 복사하는 것은  그림 5 마지막 두 라인에 for 

루 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데이터는 잘못된 입력으로 

인하여 상되는 인덱스와 데이터 보다 큰 데이터의 입

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버퍼 오버 로우 취약 이 

된다. 분석으로 확인된 보안 취약 은 Exynos기반의 안

드로이드 기기에서 카메라 드라이버 련 코드에 존재

하 다.

해당 취약 에 한 동  분석에서는 IOCTL 상 디

바이스 드라이버 /dev/xxx만을 상으로 하여 dumb 

fuzzing을 시행하 으며, IOCTL cmd“0xC0C0????”에

서 디바이스  시스템 크래쉬를 확인하 다. 동  분석

에서 달된 ARG의 비정상 인 호출로 인하여 해당 값

이 copy_from_user 함수에서 task 스트럭쳐로 구성되

며, 해당 값으로 인하여 시스템 크래쉬가 발생 한다는 

내용을 정  분석에서 확인된 코드에서 검토 하 다. 검

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퍼 로우가 발생되는 주소를 

확인하기 하여 특정 패턴으로 구성된 ARG를 구성하

여 호출하 으며, 정확한 오버 로우 발생 주소를 이용

하여, 이후 exploit 코드를 작성하여 PC값이 의도된 

“A”의 ASCII로 조작되는지 확인하 다. 확인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내용이 PC 값이며 의

도된 것과 같이 “A”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그림 4와 같이 정  분석에서 확인되는 내

용이 동  분석에서 동시에 그림 6과 같이 확인 되었다. 

이는 공격자가 실제 동  분석으로 취약 을 찾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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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퍼징 결과

Fig. 6 Fuzzing result

취약 을 이용하여 시스템 권한을 시도 한다면 즉시 권

한 획득이 가능한 취약 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5.2 “1그룹”의 주요 취약

가장 많이 발견된 취약  결과로 1그룹(68개)으로 분

류되는 동  혹은 정  분석에서 탐지된 취약 이며, 많

이 발생한 문자열 련 취약  내용을 코드 제로 보

면 아래와 같다.

strncpy의 경우 입력값 크기만을 고려하면 NULL 

termination 문자가 락될 수 있어 1byte의 해당 공간

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코드에서 와 같이 

단순히 strncpy로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잠재  취약

을 갖고 있다. 해당 코드의 경우 동  분석에서는 버퍼 

오버 로우 취약 이 확인되지 않고, 정  분석에서만 

확인 되었다. 검토 결과 해당 변수는 네트워크 장치의 

작동이 시작되고 특정 함수가 요청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본 실험에서 사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  분

석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함수가 호출되지 않았다.

실험에서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동  분석과 정  분

석을 동시에 용하여 큰 이 되는 취약 을 효과

으로 탐지하 다. 동시에 기존의 통 인 동  분석이

나 정  분석으로 탐지 가능한 취약 도 확인하 다. 

즉, 여러 도구들과 분석 방법을 복합 으로 용하 을 

때의 장 과 실  용을 고려하 고, 결과 으로 

요 취약 들을 효율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5.3 “2, 3그룹”의 취약

나머지 2, 3 그룹들에서 발생하는 취약 은 매우 다양

하다. 정  분석에서는 코드가 오동작을 발생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취약 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는 권한상승의 

가능이 매우 은 취약 들로 분석되었다.

그림 7 2, 3 그룹 취약  표 제

Fig. 7 Typical example of 2, 3 Group vulnerabilities

를 들어  그림 7과 같이 inode 코드에서 확인된 

취약 의 경우 unsigned 값에 해서는  true 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 정  분석에서는 취약 으로 분류

된다. 즉, 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 혹은 오동작 우

려로 인하여 확인되는 취약 으로서 코드의 내용을 보

았을 때 권한 상승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와 같이 실제 권한 상승과 련이 은 취약 들은 

매우 다양하게 확인 되었으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효

과  탐지에서는 실제 제조사 혹은 개발자가 우선 수정 

상으로 사용할 가능성 한 낮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는다.

6.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상

으로, 소 트웨어취약  탐지에서 기본이 되는 코드의 

정  분석과 복합 으로 동  분석을 동시에 용하여 

주요 취약 을 효과 으로 탐지하는 방법을 제시하 고, 

최종 확인된 버퍼 오버 로우를 실제 악용하여 공격자

가 사용 가능한 취약 임을 보여주었다.

실제 정  취약 에서 발생된 오탐율은 약 41%이고, 

체 확인된 취약 은 154개이다. 오탐에서는 단순 로

그래  오류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GNU 혹은 US-CERT 

Secure Coding Guide에서 정의한 험 함수를 사용한 

코드는 포함하 다. 정  분석으로 탐지된 체 취약

을 manual analysis로 모두 확인하는 방법은 그 시간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므로, 디바이스 드라이버 상의 

dumb fuzzing을 용하여 표 으로 발생 가능한 공

격에 해서 효과  취약  확인  코드 벨의 검토

를 진행할 수 있다.

향후 추가 인 연구에 있어서 dumb fuzzing을 고속

화하고, 병렬디바이스 호출을 용한다면, 경쟁조건과 

같은 취약 에 해서도 탐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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