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Myeonggil Choi, Chung-Ang University,  

S.Y.Han, H.B.Choi 



Agenda 
  Introduction – KCMVP 

 

  Validation List 

 

  Korean Standards under Development 

 

  Conclusion & Discussion 

2 



Introduction - KCMVP 
 KCMVP(Korea Cryptographic Module Validation Program) 

 Any vendors who seek to have products certified for usage 
by the Korea government 

 Cryptographic module test & validation guideline (2004. 12) 

 Initiated from 2005 

 The fee of the validation is free 

 Standard for KCMVP 

  Security Requirements : KS X ISO/IEC 19790: 2007 

  Test Requirements : KS X ISO/IEC 24759 :2007 

  Test Requirements for S/W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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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 KCMVP 

 Testing Laboratory 

 National Security Research Institute 

 Tel : 042-870-2222 

 E-mail : kcmvp@ensec.re.kr 

 

 Certification Body 

 NCSC (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 ) 

 http://service1.n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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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 KCMVP 
 Valid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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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Body 

Testing Lab 
(NSRI) 

(1) Module test 
request 

(2) Module test  
contract 

(3) Report testing 
result 

(7) Publish module 
validation list  

(6) Validation result 
announce 

(4) Test results review 
request 

(5) Review result 

(6) Validation result 
announce 



Validation List 
 Validated Cryptographic Modules (http://service1.nis.go.kr) 

 Module name, validation number, vendor, module type, 
security level, validation date, secur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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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on List 
 Number of Validated Cryptographic Module 

 Validated Module: 96 (2014. 12.) 

 About 20 validated modules per year after 2011.  

 

 Why the KCMVP is active? 

 Korea government, public institute do not allow to use 
unvalidated cryptographic module by the guideline 

7 



Korean Standards und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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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Security requirements for cryptographic modules 

19790 

 ISO/IEC 19790:2006-03-01 (1st edition) 

 ISO/IEC 19790:2012-08-15 (2nd edition) 
 

 KS X ISO/IEC 19790   :2007-12-26 

 KS X ISO/IEC 19790:   2015-06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Test requirements for cryptographic modules 

24759 

 ISO/IEC 24759:2008-07-01 (1st edition) 

 ISO/IEC 24579:2014-01-31 (2nd edition) 
 

 KS X ISO/IEC 24759  :2007-12-26 

 KS X ISO/IEC 24759:  2015-06  



Transitioning Standards for KCMVP 
 History & Background  

 ISO/IEC 19790/24759 Standard development 

 Appropriated standard for Korean environment 

 

9 

2005 ~ 2006 

KS X ISO/IEC 
19790: 
2015 

Korean Standards 

(similar FIPS 140-3) 

Test Requirement 

for  S/W (2011) 

Security  
Requirements 

Test 

Requirements 

2007 ~ 2010 2011~ 2015. 5. 2015. 6.  ~ 

Korean Standards 

(similar  

DTR for FIPS 140-3) 

KS X ISO/IEC 24759: 2007 
KS X ISO/IEC 

24759: 
2015 

KS X ISO/IEC 19790: 2007 



Conclusion & Discussion 

 KCMVP initiated from 2005 

 96 validated cryptographic modules 

 

 Transitioning of Korean standards revision 

 Initiated from 2015 

 

10 



Thank you for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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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ed Shields 사례로 보는  
사이버보안 선제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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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권엽 대표 



스카다(SCADA) 시스템 공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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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호주 오폐수처리 제어시스템 해킹사건 2003년 미국 원자력발전소 슬래머웜 침투 

2010년 이란 핵 시설에 스턱스넷 공격 2008년 해커가 전력공급 중단 협박 



2013년 미국 주요 인프라 공격사례  

3 
출처 : 미국 연방정부의 사이버 보안 및 주요 인프라 관리 실태 보고서 

미국 내  8만여 개의 댐 시설 기밀정보 해킹 비상방송시스템 침입, 가짜 좀비 방송 송출  

NIST의 국가취약점데이터베이스(NVD) 해킹 중국 해커가 미국 첨단 무기 시스템 정보 해킹 



스카다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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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다 시스템 
 산업 제어 시스템 (ICS)을 바탕으로 한, 작업공정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컴퓨터 시스템 

 국방, 전력, 오/폐수 처리, 기름/가스 파이프라인, 공항, 교통, 건축 

 

 스카다시스템 특징 
 폐쇄망으로 운영 (인증시스템 취약) 

 24/7 서비스 

 패치 업데이트 주기 느림 

 백업시스템 없음 

 사용자 별 권한 분리 없음 

 

 스카다시스템 보안 
 폐쇄망에 대한 보안 시스템 미비 

 보안이 고려되지 않은 프로토콜과 시스템 구조 

 임직원의 보안의식 수준 낮음 

 별도의 저장매체나 네트워크 가능한 장치에 대한 제한사항 없음 

 

 



기존 보안 솔루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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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안 솔루션 도입 
 높은 기술력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최신 사이버 위협을 막아내기엔 부족 
 사후 대응 방식 (Reactive) 

 이미 알고 있는 공격 패턴만 탐지 및 방어 

 

 매 분마다 307개 이상, 매 초마다 5개 이상의  
새로운 악성코드 생성 (2014년 3쿼터 기준) 

 

 보안 솔루션이 더욱 많은 취약점을 만들 수도 있다.  
(새로운 공격 지점/요인 추가) 

 

 

 

 



기존 보안 솔루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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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바이러스 제품들은 잘 조직된 그룹에 의해 만들어진 고도화된 
악성코드에 대해서는 제대로 동작할 수 없다. 그 제품들은  뱅킹  
트로얀, 키 로거, 이메일 웜 등 평범한 악성코드만을 탐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고도화된 공격은 안티바이러스 제품을 충분히 우회할 
수 있다. 이런 공격에 사용되는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은 안티바이러스 
회사에는 알려지지 않은 패턴이기 때문이다.”  

Mikko Hyppönen, F-Secure CTO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의 40%가 안티 바이러스 제품을 그냥 
‘무사통과’ 하고 있다. … 장기적으로는 사전 방어를 할 수 있는 취약점 
방어 기술이 안티바이러스를 대체하게 될 것” 

Lee Klarich, Palo Alto Networks Senior VP 



폐쇄망이라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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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xnet, Flame 사례 

 

 항상 폐쇄된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외부 망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접근 

 

 기타 요인들 
 USB / CDs 

 [snail] mail 

 직원 협박, 회유  

 위조된 제품 

 

 

 



사이버 보안을 위한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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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및 방어, SW개발을 위한 취약점 탐지 기술 

 감시 & 공격 테스트 

 사고 및 악성코드 분석 

 주요 인프라 및 관련 사고 모니터링 

 명령 및 제어(Command & Control)를 위한 상황 감시(Situational Awareness)  

 공격과 방어를 위한 준비 

 위 사항들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솔루션 

 



사이버전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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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전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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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징 기술 

 퍼징 (Fuzzing)   

 의도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데이터를 보내서 시스템의 에러나 결함을 유발하는 행위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에 대한 최고의 탐지 수단 

 많은 회사들이 개발 프로세스에 fuzzing 단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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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Security Development Lifecycle (SDL) 



Model-based 퍼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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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aaaaaaaaaaaa HTTP/1.1 
Host: localhost:8080 
Connection: keep-alive 

GET ../../../../../etc/passwd 
HTTP/1.1 
Host: localhost:8080 
Connection: keep-alive 

GET / HTTP/1.1 
Host: localhost:8080 
Range: bytes=\x00=0- 

GET / HTTP/1.1 
Host: localhost:8080 
Connection: keep-alive 
\xfcExpires: 0 Jan 0000 00:0 

… 

GET HTTP/1.1 
Host: localhost:8080 
Cookie: != = = = = = = = = = =!;!=! 



Defensics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결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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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ics 특징  

 Software 결함 및 보안취약점 탐지 도구 

 퍼징 기법을 이용하여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까지 사전 탐지 

 테스트 대상: 서버,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200개 이상의 표준 프로토콜 및 인터페이스, 파일 포맷 지원   

 커스텀 프로토콜 지원 

 Benchmark 기능 

  Software 결함 및 보안취약점 테스트 결과를 테스트 레퍼런스와 비교 

  결함 발생 빈도 및 평균 발생 시간 

  수행된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수행 시간 

 Zero-day 체크 기능 

  보안취약점 DB와 비교하여 새로운 결함 및 취약점 여부 확인 14 



Abuse Situational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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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useSA 

 내/외부 소스로부터 자동으로 Abuse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 

 모든 사이버 위협 정보를 하나의 브라우저로 통합 

 액션 리포트 제공, 실시간으로 직관적 시각화 데이터 제공 

 

 도입 효과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전례 없는 수준의 상황 인식 제공 

 짧은 시간 내에 더욱 많은 사이버위협 정보 관리 가능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정보 획득 

 실시간으로 상황 인식에 대한 조치를 생성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학습 

 

 

 

 



내부 인프라에 센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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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us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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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useSA 시각화 및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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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useSA 도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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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 기관 (침해사고대응팀 –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자동화 지원하고, 쉽게 설정할 수 있으며 확장 가능한 보고 시스템  

 많은 기관들이 이미 AbuseSA 사용 : CERT-fi, CERT-ee, CISP UK  

 CERT-fi : 1000 in 2005 -> 200,000 in 2011 

 

 주요 인프라 보호 

 CERT기관과 인프라 시스템 제공업체와 협업 

 국가 차원에서 주요 인프라 보호를 위한 센서 네트워크 구축 

 센서 네트워크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에서 실제 중요한 정보만 추출 

 

 

 

 

 



Network Tra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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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nomicon Recorder  
 잠재적인 위협 데이터를 저장하여 분석에 사용 

 Codenomicon Analyzer  
 네트워크 흐름에 대한 시각화 제공 

 악의적인 호스트에 의한 트래픽을 탐지 

 

 

 

 



Locked Sh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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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사이버전 모의 훈련 

 NATO 사이버 방위센터 (CCDCOE) 주관 

 2일 동안 실시간 네트워크 방어 훈련 

 여러 국가에서 온 참가자들로 팀 구성 

 목적 

 Blue, Legal 팀의 사이버전 대응 능력 함양 

 MNE7 (Multinational Experiment 7) 캠페인 지원 

 사이버전에서 “상황 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 학습 

 사이버전 대응 조직의 공격/대처 능력 학습 

 https://ccdcoe.org/event/cyber-defence-exercises.html 

https://ccdcoe.org/event/cyber-defence-exercises.html
https://ccdcoe.org/event/cyber-defence-exercises.html
https://ccdcoe.org/event/cyber-defence-exercises.html
https://ccdcoe.org/event/cyber-defence-exercises.html
https://ccdcoe.org/event/cyber-defence-exercises.html


Locked Shields 

22 

 주요 공격 내용 (by Red team) 

 네트워크 상의 악의적인 트래픽 생성 

 웹 애플리케이션 공격 

 미리 심어진 악의적인 프로그램 실행 

 네트워크 경로 조작 및 패킷 탈취 

 서버 자료 삭제 및 수정, 데이터베이스 탈취 

 주요 방어 내용 (by Blue team) 

 네트워크상의 악의적인 트래픽 감지 및 필터링 

 악의적인 WAN 경로 변경 모니터링 및 BGP 하이재킹/중간자 공격 방지 

 고객 웹 애플리케이션 보호 

 미리 심어진 악의적인 프로그램 및 안티 바이러스 제품을 회피하는 기술 탐지 

 다른 블루 팀과 행동 지침 공유 

 급박한 시간제한내에 문제 상황 리포트 작성 



Locked Shield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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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ed Shields 구성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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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Team 
(Ex Control, Injects, Scoring, Communications, 

User/Media Simulation)   

Green Team 
(Infrastructure) 

Red Team 

Blue Team1 Blue Team2 Blue Team3 Blue Team10 … 

attack 
attack attack 

attack 

report 

report 

Yellow Team 
(Situational 
Awareness) SA 

SA 

SA 



Locked Sh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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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 team, Legal Advisors 

 레드팀의 공격에 맞서 인프라를 방어하는 임무 

 사고 및 이벤트 관련하여 본부에 계속해서 리포트를 업데이트 

 미디어 질의에 응대 

 본부로부터 온 추가적인 업무 처리 

 법무 관련 : 법적 이슈, 적용가능 법안, 의무 및 한계 조항 고지 

 White team 

 사이버전 준비, 진행 (스코어링 시스템) 

 트레이닝의 목적, 시나리오, 절차 준비 

 Red team 

 블루팀의 시스템에 대한 사전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정해진 공격을 블루팀에게 수행 

 Green team 

 사이버전 훈련을 위한 기술적 인프라를 구성 

 Yellow team 

 화이트팀 및 다른 참가자들에게 상황인식 정보를 제공 



Locked Shields Scoring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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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항목을 토대로 화이트 팀에서 각 블루 팀에 대한 점수 계산 

1. Availability of provided services 

2. SLA bonus 

3. Successful Red Team attack 

4. Lightweight incident reporting 

5. Situation Reports to management 

6. Responding to injects 

7. VM reverts 

8. Special scoring 

 



Locked Sh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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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X Locked Shields AAR - 리포트 

 행사 후 보고서를 통해 아래 내용 공유 
 Introduction 

 Overview of Locked Shields 2012 

 Planning 

 Execution 

 Situation Analysis Based on Lightweight 
Human Reporting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to 
Improve Locked Shields 

 

 https://ccdcoe.org/event/cyber-
defence-exercis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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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SNT WORKS 

김권엽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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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2. 과제 개요 

3. 개발 방안 



- Android 보안 위협 
- 보안 OS(Secure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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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source system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 약 85% 

맞춤형 개발/수정 용이 

– Facebook Home, Kindle Fire,             

커스텀 롬(예, CyanogenMod)…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 가능  

– Android TV, Auto, Wear… 

앱 개발 및 배포 용이 

수 많은 앱과 마켓 

– Google Play, T 스토어, olleh 마켓,     

U+스토어…  

https://developer.android.com/about/dashboard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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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기의 보안 위협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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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말 기준, 악성코드 약 143만 개 (AhnLab; 2012년 대비 440% 이상 증가)  

 유료 앱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변형된 앱을 유통하는 블랙마켓 등장 

 사설 블랙 마켓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모바일 악성코드 유포 

 이용자 부주의로 인해 모바일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보안 사고 발생 

 다양한 랜섬웨어, V3모바일 사칭 앱, 연말정산 사칭 앱 등 발견 

 자유로운 앱 배포가 가능한 오픈 개발 환경이 보안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 

Android 스마트폰 앱 보안 위협 

사용자 
스마트폰 

웹, 마켓 

악성 앱 해커 
사용자가 스마트폰 

으로 웹, 마켓에 접속 

해커가 올려놓은 
악성 앱을 다운로드 

받아 폰에 설치 

설치된 악성 앱이 
해커에게 폰 내에  

정보를 외부로 전송 

※ 스마트폰 악성 앱으로 인한 보안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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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8월, 플랫폼에 탑재된 커널 결함을 통한 최초 로컬 루팅 공격 코드 해외 공개 

 2010년, 3/4분기 Android 스마트 플랫폼 웹 브라우저 최초 원격 공격 코드 해외 공개 

 2010년 6월, DEFCON 18에서 LKM 형태의 Android 커널 기반 Rootkit 해외 공개 

 2014년, Heartbleed, FakeID 취약점 등 발견 → 매년 80개 이상 발견(CVE, CWE 자료) 

 Android 스마트 플랫폼 특성상 보안 업데이트 적용이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점(업데이트 

단편화 문제) 존재 

Android 스마트폰 플랫폼 취약점 보안 위협 

사용자 
스마트폰 웹 악성코드 해커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 서비스에 접속 

악성코드가 설치된  
웹에 접속 

실행된 악성코드가 
해커에게 폰 내에  

정보를 외부로 전송 

웹 브라우저에서  
악성코드가 자동 실행 

※ 스마트폰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 위협 

http://cdn.thenextweb.com/socialmedia/files/2011/04/Facebook-Logo.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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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에 내재된 보안상 결합/취약점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각종 침해 위협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   

하기 위하여 기존의 운영체제에 보안 기능을 통

합시킨 보안 커널을 추가로 이식한 운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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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 Agent 

Service 

Interface 

Secure Manager Security Module 



- 현황 및 필요성 
- 과제 개요 
- 연구개발 범위 
- 시스템 구성도 
- 소프트웨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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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경량, 휴대 용이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의 전달 

전장 상황에 맞춘 신속한 작전 지휘 가능 

훈련 과정에서 개별 피드백을 통한 전술의 효율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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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S(Raytheon Android Tactical System) : 미국 Raytheon사 

– 상용망을 사용하는 안드로리드 OS 단말기에 보안기능을 추가 

– 지도기반 적/아군 위치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 지원 

– 단말기간 소셜 커뮤니티 기능, 실시간 동영상 이미지 송수신 기능 등 
 

SoldierEyes  : 미국 Textron Systems사 

– 상용망의 안드로이드 OS 단말기에 보안기능을 추가 

– 단말기 카메라 위에 수집정보를 오버레이해서 보여주는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 지원 

 

 

 

 

 

 

 

미 정부는 DRAPA를 통해 안드로이드 OS의 핵심 커널을 수정한 보안 SW 개발,  

스마트폰/스마트패드에 탑재하고 다양한 전장 앱을 개발하여 활용 중 

Bullet Flight 

Tactical Nav 

GD300 



모바일 단말 수요 증가.. 보안 취약성 증가.. 

– 우리 군은 안드로이드 OS 기반으로 군용 다기능 모바일 단말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통신 패킷에 대해서만 암호화 모듈을 제공하는 수준임 

국방부는 스마트폰을 군에 활용하기 위한 시범체계 추진 

– 상용 스마트폰의 문자, 사진 전송 기능 등을 사용하여 부대 초동 조치용으로 활용 예정 

– MDM 등 상용 앱 수준의 보안 및 관제시스템에 주요 초점을 맞춤 

– 플랫폼 또는 OS 커널 침입에 대한 대응책 전무하며 단말 관제 분야 비중이 높음 

국내 민간업체 현황 

– 다양한 MDM(Mobile Device Management) 기술을 기반으로 보안 SW를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 앱 수준의 보안제품만 제공 

모바일 기기의 플랫폼 취약점에 대한 위협이 점차 증가되고 있어 OS 커널 레벨의 보안 

대책이 시급 

따라서 내/외부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모바일 단말기를 안전

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레벨의 보안 SW 개발이 필수적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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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군용 다기능 모바일 단말기의 보안 SW 개발 

 

개요 

– '13~'16년 기간 동안, 군용 모바일 단말기의 수요 증가에 따라 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단말을 보호하기 위한 OS(Operating System: 운영체제) 

커널 수준의 보안 SW 기술을 개발 
 

주요 내용 

– 모바일 단말기 보안 위협 및 

    취약점 분석 

– 모바일 단말 보안 SW 

– 모바일 단말 관제 SW 

 

주도형태 / 단계  

– 국과연 주관 / 핵심SW(시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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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군 모바일 단말 운영현황 분석 

• 모바일 단말기 적용 OS 분석 

• 공격/피해 유형 분석 및 대응방안 식별·분석 

• Android OS 취약점 및  대응방안 식별·분석 

• 군 적용방안 분석 

커널 기반 보안 SW(Secure OS) 개발 

•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기능 

• 인증 및 접근 제어 기능 

• 원격공격 대응 기능 

• 실시간 루팅 대응 기능 

• 시스템 위변조 대응 기능 

단말기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및 

분실/도난 대응이 가능한 관제 SW 개발 

• 단말기 및 사용자 인증 기능 

• 단말기 감시 및 제어 기능 

• 단말기 도난 및 분실 대응 기능 

개발된 SW의 기능 및 보안성 

검증을 위한 인증 및 시험평가 지원 

• 개발 시험 평가(DT) 지원 

• EAL4 수준의 CC 평가 인증 획득 

보안 SW를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 공격/방어 시나리오 구현 

• 모바일 보안 위협 공격자 모의 

  시스템 구현 

• 보안 SW 검증 정적/동적 테스팅 

  도구 구축 

모바일 위협 및 취약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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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정책 / 인증 

모바일 취약점 

및 위협 분석 

보안위협 시나리오 대응 기술 

이동통신망 
or 무선랜 

인트라넷 

모바일 단말 보안 SW 

애플리케이션 보안 

인증 및 접근제어 

원격 공격 대응 

실시간 루틴 대응 

시스템 위변조 대응 

 모바일 단말 관제 SW 

단말 감시 / 제어 

도난 / 분실 대응 

응용 SW 내부 보안위협 

시스템 SW 외부 보안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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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Manager 

Window 
Manager 

Content 
Providers 

View 
System 

Notification 
Manager 

Package 
Manager 

Telephony 
Manager 

Resource 
Manager 

Location 
Manager … 

Application Framework 

Surface 
Manager 

Media 
Framework SQLite 

Libraries 

OpenGL ES FreeType WebKit 

SGL SSL Libc 

Android Runtime 

Core 
Library 

Dalvik(VM) 

Linux Kernel 

Display 
Driver 

Camera 
Driver 

Bluetooth 
Driver 

Flash Memory 
Driver 

Binder(IPC) 
Driver 

USB Driver Key Pad 
Driver 

Wi-FI 
Driver 

Audio 
Driver 

Power 
Management 

Home Contacts Phone Browser 

Application 
모바일 보안 

Agent 
Android Secure OS Architecture 

 모바일 단말 관제 SW : 

단말기 외부에 서버 형태로 존재하며, 중앙 집중 관제, 

모니터링, 정책관리를 수행 

 모바일 보안 Agent : 

Application 계층에서 실행되며, 서버와 통신하여 

인증 및 정책 설정 등을 수행 

 Secure Application Framework : 

Application Framework 위에서 실행되며, 디바이스 

제어 및 단말 모니터링 등을 수행 

 Secure OS Kernel : 

Linux 커널 위에서 실행되며, 시스템 콜 후킹 (System 

Call Hooking)  메커니즘을 통해 시스템 콜 단위로 

접근 제어를 수행 

Secure Application Framework 

Secure OS Kernel 

모바일 단말 관제 SW 



- 모바일 위협 및 취약점 분석 
- 모바일 단말 보안 SW 
- 모바일 단말 관제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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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분석 및 대응 모델 

[ 대상 ] [ 수집 ] [ 분석 ] [ 대응 ] 

단말 보안 SW 
보안정책 

민/군 모바일 단말 
운영 현황 

취약성정보 공개기관 
(CVE, KISA) 

취약점 분석 

침해사고 대응기관 
(CERT) 

모바일 백신 업체 

군 운용 현황 
(TMFT 단말 등) 

민간 MDM/MAM 
운용 현황 

모바일 OS 벤더 모바일 단말 OS 
취약성 

OS 커널 취약성 

공격/피해 유형 

안드로이드 OS 
취약점 

취약점 유형 분류 
(CVE 분류 기준) 

단말 관제 SW 
보안정책 

대응 기능 취약점 분석 보고서 

빌드#1, 빌드#2 반영 



21 

위협별 대응 방안 

위협 / 취약점 대상 플랫폼 

도난 및 분실 

Android Application 
 앱 리패키징을 통한 악성 앱 
 악성 URL 접근을 통한 악성 앱 배포 
 악성 행위를 통한 정보 유출 
 개인 정보 활용을 통한 악성 앱 

Android 
Platform 

Android 
Application 

Linux/Android 
Kernel 

(3.0 ~ 3.4) 

Application 동작 
감시 

Application 동작 
차단 

Application 설치 
차단 

단말 감시 

단말 동작 차단 

Kernel 취약점 
대응 

Platform 취약점 
대응 

Android Platform 
 중요 권한 탈취 

- 시스템 레벨 권한  
 다른 어플리케이션 정보 탈취 

-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정의해 놓은 권한  
-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ID 공유에 따른 권한 

 인텐트 수신자의 모호함 
- 프로세스, 서비스 및 액티비티 간 송수신 정보 노출 
- 엑티비티 인텐트 수신자 결정 과정의 모호성 
- 서비스 인텐트 결정과정의 불확실성 

 묵시적 실행 프로세스  
- 백그라운드로 동작하는 프로세스에 의한 시스템 공격 
- 프로세스 종료 함수의 오동작 

 CVE 취약점 
- 잠금 기능 우회 취약점 문제 
- Master key 취약점  

Kernel 

 Crash 
 Memory Corruption 
 Memory Consumption 
 Code Execution 

 Overflow 
 App/Dev Bypass 
 General Bypass 
 Gain Priv. 
 Gain Info. 

CVE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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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별 대응 기술 분석 

연구개발계획서 요구기능 

위협  

도난 및 분실 

Kernel 

Android Platform 

Android Application 

 중요 권한 탈취 
- 시스템 레벨 권한  

 다른 어플리케이션 정보 탈취 
-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정의해 놓은 권한  
-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ID 공유에 따른 권한 

 인텐트 수신자의 모호함 
- 프로세스, 서비스 및 액티비티 간 송수신 정보 노출 
- 엑티비티 인텐트 수신자 결정 과정의 모호성 
- 서비스 인텐트 결정과정의 불확실성 

 묵시적 실행 프로세스  
- 백그라운드로 동작하는 프로세스에 의한 시스템 공격 
- 프로세스 종료 함수의 오동작 

 CVE 취약점 
- 잠금 기능 우회 취약점 문제 
- Master key 취약점  

 Dos 
 Memory Corruption 
 Memory Consumption 
 Code Execution 
 

 
 
 

 

 Overflow 
 Bypass 
 Gain Priv. 
 Gain Info. 

CVE 
 

 앱 리패키징을 통한 악성앱 
 악성 URL 접근을 통한  
     악성 앱 배포 

 악성 행위를 통한 정보 유출 
 

 개인 정보 활용을 통한 악성 앱 

추가 도출 

[ 대 응 기 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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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커널 아키텍처 

• System Call Table : OS에서 제공되는 System Call들의 모음 

 

• Reference Monitor  

  - 주체와 객체 사이에 일어나는 접근 및 제어에  대한 흐름을  

     모니터링 하고 정의된 보안모델 (MLS/RBAC) 및 다양한  

     보안모듈에 따라 접근 통제를 실행  

  - 참조 모니터는 커널 내부의  시스템 콜에 대한 제어 흐름을  

    가로채는 것으로 구현 

 

   (System Call Hooking) 

  ◦ MLS Decision : 다중등급 접근 통제 

  ◦ RBAC Decision : 역할기반 접근 통제 

  ◦ System Integrity : 시스템 무결성 감시 

  ◦ Network Access Control : 네트워크 접근 통제 

  ◦ Process Access Control : 프로세스 접근 통제 

  ◦ Anti-Hacking : 불법침입 탐지 

       

• Policy DB : 접근통제 정책(보안정책) DB 

  

• File System Crypto Module : 파일 시스템의 주요 자원에 대한                                                

                                          커널 기반 암/복호화 모듈 

Secure OS Kernel Application 단말 보안 Agent 

Secure Application Framework 

Runtime 
Service 

HAL Library Native Service Native Service 
Binding 

Application 
Framework 

Libraries 

Secure OS Kernel 

Linux Kernel 

Applications 

Reference Monitor 

MLS 
Decision 

Network 
Access 
Control 

RBAC 
Decision 

Process 
Access 
Control 

System 
Integrity 

Anti- 
Hacking 

File System 
Crypto 
Module 

...... 

Policy 
DB 

System Call 
Table 

read 

write 

open 

… 

mmap 

ioctl 

… 

File 
Sub System 

Process Control 
Sub System 

Network 
Sub System 

Device 
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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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정책 구조 정의 

주체 
(Subject) 

보안정책 
(Security Policy – RBAC / ACL) 

객체 
(Object) 

Role 

User 

Process 

APP 

File 

Directory 

Process 

Network Resource 

System Resource 

파일/프로세스 
보안정책 

메모리 
보호정책 

앱 보안정책 

단말 USB 
보호정책 

시스템 시간 
 보호정책 

커널침해 방지 
보안정책 

불법종료 
 보호정책 

네트워크 
접근통제 정책 …

 

보안정책 DB 
정책 적용 및 처리를 위한 명령어 집합 

추가, 삭제, 수정, 조회 등 

보안정책 명령어 

 접근 요청 시 정의된 보안정책에 

따라 접근통제 수행 

레퍼런스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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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널 보안정책 구조 

정책 별 명령어 식별자 옵션 필드 

 정책 적용 및 처리를 위한 명령어 집합 

 추가, 삭제, 수정, 조회 등 

정책 명령어 
식별자 

 실제 정책 적용 내용 

 name, ip_address 등  옵션 필드 

파일/프로세스 
보안정책 

네트워크 
보안정책 

커널 침해방지 
보안정책 

커널 보안정책 

RBAC 정책 
(Role Based 

Access Control) 

ACL 정책 
(Access Control 

List) 

SetUID 
보안정책 

침해방지 
보안정책 

In/Outbound 
제어 정책 

포트 바인드 
제어 정책 

경유지 
제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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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워크 보안정책 구조 

정책 별 명령어 식별자 옵션 필드 

 위치 제어 정책, H/W 제어 정책 

 앱 설치/실행 제어 정책 

 앱 기능 제어 정책, 인텐트 제어 정책 

정책 명령어 
식별자 

 주체, 객체, 동작 

 위협 레벨 

 제어 활성화/비활성화 
옵션 필드 

프레임워크 
보안정책 

단말기 
보안정책 

위치 제어 
정책 

H/W 제어 
정책 

앱 제어 
보안정책 

앱 설치/실행 
제어 정책 

앱 기능 
제어 정책 

인텐트 
제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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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설치/실행 제어 

Activity 
ManagerService 

ActivityStackSupervisor 

Launch Activity 

Activity 
Checker 

StartActivity 

Icon touch 

PackageManager 
Service 

Install 
Checker 

Install App 

Market 

Package Installer 

ADB 

앱 설치 제어 

앱 실행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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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기능 제어 

– 특정 앱이 위치, 주소록, 통화기록, 캘린더, SMS/MMS 등에 퍼미션을  

가지고 있더라고, 해당 기능의 차단 가능 

Manifest.xml 

Services 
(Location, Wifi,…) 

P
e
rm

issio
n
 

C
h
e
ck

 

A
P
I 

Content Providers 
(Contacts, SMS) 

P
e
rm

issio
n
 

C
h
e
ck

 

A
P
I 

API 
Checker 

앱 기능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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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영역 

– 관제 콘솔 UI : 제어관리, 등록관리, 모니터링, 로그 조회 

– 인증관리, 감시/제어, 도난/분실 관리를 위한 명령 제어 모듈 

– 단말 제어 및 관리를 위한 단말 에이전트 매니저 

– 시스템 인터페이스 : Legacy 및 DB 데이터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 인터넷 영역은 서버/단말간 https, push, SMS 등 데이터 송수신 

서버 영역 인터넷 영역 단말 영역 

관제 시스템 

모니터링 

단말기 

사용자 

동작모니터링 

S/W 

H/W 

자료삭제 

위치추적 

도난/분실 

인증 감시/제어 도난/분실 

백업/검색 관리자 Noti 기타 

DB Server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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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 영역 

 
 
 
 
 
 
 
 

Applications 

Application Framework 
Runtime 
Service 

Libraries 

Linux Kernel 

Secure OS Kernel 

Secure Application Framework 

Secure OS 
Kernel 

Adaptor 

System 
Event 

Handler 

Queue 

Reference Monitor 

Monitor 
Service 

Mapping 
Control 

API 

Software 

Hardware 

Network 

… 

Location 
Log 

File 
System 

Log 

System 
Log 

Application Layer – Secure Agent 

• UI : 사용자/단말기 인증 등을 위한 UI 

• Application Control : 단말기 Application을 설치, 중지, 삭제,   

                                백신 검사 등을 제어 

• Secure Control : 백신 수동검사, 실시간 감시, 치료, 패턴   

                          업데이트 등 제어 

• Device Control : USIM, MIC, Camera, WIFI 등 장치를 제어 

• Service Control : Event, System Resource, LogCat 등                         

                          백그라운드 서비스를 제어 

• Network Control Client : 보안 관제 서버와 패턴 DB, 정책 DB,   

                                    제어명령 등 암호화된 보안 데이터 통신 

Secure Application Framework 

• Monitor Service : System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벤트(시스템  

                          공격, policy 위반 등) 모니터링 

• Mapping Control API : Application Layer에서 단말기 제어를 

                                  위해 사용되는 API 제공 

• Secure OS Kernel Adaptor : Secure OS Kernel과 데이터 송수신  

                                        인터페이스 제공 

• System Event Handler : System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중 주요  

                                   이벤트를 Queue에 쌓아 놓았다가 log  

                                   파일로 저장 

Client Application - Secure Agent 

UI 

Secure 
Control 

Network 
Control 
Client 

Application 
Control 

Device 
Control 

Service 
Control 

Pattern 
DB 

Policy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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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주요활동 

‘13 ‘14 ‘15 ‘16 

4 1 2 3 4 1 2 3 4 1 2 3 4 

  검토회의  
 

 
 

   모바일 위협 및 취약점  
   분석/대응기술 분석 

   단말기 보안 SW 개발 

   단말기 관제 SW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시험평가 

   국제공통평가기준(CC) 준비  

착수회의 시험개발종료 진도평가 

Build-I 개발완료 Build-II 개발완료 

SRR PDR CDR T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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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분야 

 

 

 

 

 

 

 

기대 효과 

– 모바일 내장형 OS 원천기술 및 커널 레벨의 보안 능력 확보 

– 상용 모바일 단말기의 군용 단말기 활용 가능 

– 모바일 분야의 OS 레벨의 보안기술 연구 개발로 사이버전 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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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단계 데이터 보안 강화 방안

㈜데이터스트림즈

PPC본부

이광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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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ata Warehouse?

예상치 못한 자료 유출!

3 min. Vide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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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 개인 정보 유출 이슈 (머니투데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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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 유출 사례

개인 정보를 획득하려는 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커내부자 데이터 관리

해커에 의한
데이터 유출

관리 소홀에 따른
데이터 유출

내부자에 의한
데이터 유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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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데이터 유출 경로

운영시스템 개발/테스트 시스템

실데이터 이관 사용

720000-1036000 David 010-9449-0000

개발자 /

내부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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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Data Management System

개발, Test등의 목적으로 운영계 데이터에 대한 사본을 개발/Test계에 구성하는 것으로 사본 구성 시에
가독이 가능한 형태로 암호화를 하며, 원본 데이터의 특성을 유지하여 개발 및 Test를 용이하게 합니다.

개발/테스트계운영계

암호화

Subset

데이터 특성 유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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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주요 특징

원본 데이터 유추 불가ⅠⅠ

가독 가능한 형태의 변환ⅡⅡ

테이블간 RI 관계 유지ⅣⅣ

Data의 Uniqueness 보장ⅢⅢ

원본 데이터 특성 유지ⅤⅤ

다양한 변환 규칙ⅥⅥ

Seed값을 통한 암호키 변경ⅦⅦ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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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데이터 변환 특성

원본 데이터 문자열 변환된 문자열

1 2

11 51

111 569

1111 3384

a w

aa iw

aaa cfs

원본 데이터 유추 불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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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데이터 TDMS 암호화 RSA 암호화

홍길동 황전걸 가독 불가한 바이너리

김철수 최녀서 가독 불가한 바이너리

12345 87043 398720394833234

372389 640325 939837498374883

Smith Hvaxu 가독 불가한 바이너리

Berry Dzaby 가독 불가한 바이너리

Veronica Zkuvbpfp 가독 불가한 바이너리

테스트 데이터 변환 특성

가독 가능한 데이터 변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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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JOIN 시 동일 결과 도출

테스트 데이터 변환 특성

Referential Integrity(참조무결성) 보장

SELECT 주민번호 , 계좌번호, 잔고 FROM 고객 A, 계좌 B
WHERE 주민번호 = ‘720612-1036220’ AND A.계좌번호 = B.계좌번호

주민번호 계좌번호 잔고
720610-1036220      1002-634520-123       1000000
1 row seleted
ok

SELECT 주민번호 , 계좌번호, 잔고 FROM 고객 A, 계좌 B
WHERE 주민번호 = ‘831721-2147331’ AND A.계좌번호 = B.계좌번호

주민번호 계좌번호 잔고
831721-2147331      2113-745631-234       1000000
1 row seleted
ok

운영계

개발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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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6901171928100
7103312019612
8203061102312

변환 룰

주민번호 뒤 7자리 중
가운데 5자리 암호화

주민번호

6901171263741
7103312746253
8203061735623

[ PK ]

계좌번호.

1111222233334444
2332566788789993
2639287374848292

앞6자리부터

마지막 앞자리까지 변환

계좌번호

1111246387383834
2332575578883223
2639283647282432

[ PK ]

이름

정태호

이광복
내부적 이름 테이블에

의해서 변환

이름

정길동

이수만
[ PK ] [PK 보장]

[PK 보장]

[PK 보장]

변환 룰

변환 룰

테스트 데이터 변환 특성

Unique Key 보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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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데이터 변환 특성

다양한 패턴

No Type 변환 규칙

1 NORMAL 무조건 변환 (숫자 → 숫자, 한글 → 한글, 영어 → 영어)

2 PHONE 4자리 이상 숫자인 경우 끝의 4자리만 변환, 이외는 에러처리

3 SOCIALNUM 주민번호 뒤의 7자리 중 가운데 5자리만 변환. Check Digit 미고려

4 NAME 임의의 글자로 대체

5 NAME2 내부적 이름 테이블에 의해서 변환 (가독성 향상)

6 NAME_SYMMETRIC 내부적 이름 테이블에 의해서 변환 (가독성 향상 및 PK 유지)

7 EMAIL @앞의 스트링만 변환, @이 2개 이거나 0개인 경우 에러 처리

8 ACCOUNT 입력 받은 문자가 숫자인 경우 4자리부터 9자리까지 임의의 숫자로 변환

9 CARDNUM 6자리부터 마지막 앞자리까지 변환

10 ADDRESS 스트링에서 숫자만 골라서 임의의 숫자로 변환

11 SOCIALNUMSHC SOCIALNUM + Check Digit 기능

12 CARDNUMSHC CARDNUM + Check Digit 기능

13 EXPIREDAY1 YYYYMM 중 미도래 건에 대해서 5년 이내의 날짜로 변환

14 EXPIREDAY2 YYMM 중 미도래 건에 대해서 5년 이내의 날짜로 변환

15 SOCIALNUMANYDELIM 주민번호 가운데 ’-’을 포함한 여러가지 1Byte 문자 처리 기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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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패턴 적용 화면

테스트 데이터 변환 특성

사용자 지정 패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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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데이터 변환 특성

주민번호 자릿수 의미

1 ~ 6 출생년월일

7 남녀구분코드

8 ~ 11 행정기관코드

12 일련번호

13 Check Digit

Check Digit 데이터 생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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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데이터 변환 데이터

홍길동 황전걸

김철수 최녀서

12345 87043

372389 640325

Smith Hvaxu

Berry Dzaby

Veronica Zkuvbpfp

테스트 데이터 변환 특성

원본 데이터의 특성 유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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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데이터 변환 특성

다양한 소스 / 타겟 데이터 유형의 변환

개발/테스트계운영계

암호화

Subset

데이터 특성 유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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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데이터 변환 특성

변환 Rule 유출 시 대비

개발/테스트계운영계

데이터 변환

Seed Key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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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데이터 변환 특성

검증 데이터 제공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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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 YY Bank

도입 효과
• 4개 은행을 한 개의 시스템/ 한 개의 제품으로 모두 구축하여 구축비용 절감

• 제품의 고성능 기능으로 인하여 작은 작업서버 용량으로 대량 데이터 변환

고객사 이슈

적용 방안

시스템 구성도

• 소스 DB가 4개 존재

• 작업서버의 용량이 매우 적음

• 금결원 감사때 고객정보 암호화를 하지 않아 지적

사항 발생

• 4개의 은행을 자동화 스케쥴 기능을 통하여 간편하게

구현

• 리소스를 적게 사용하면서 성능이 빠른 추출엔진과 변

환 엔진을 통하여 최적의 구현 방법 도입

• 파일 방식 / 메모리 방식 등의 다양한 처리 방식을 이용

하여 작업서버의 리소스를 최적화하여 작업 함

데이터 변환SourceDB

1은행

2은행

3은행

4은행

TDMS

Export Masking Loading

Meta Data

Data
Masking

User
Masking Validation

RSC 엔진RSC 엔진

TargetDB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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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 XX Card

도입 효과
• 별도의 DB없이 소스 DB를 타겟DB로 사용함으로 구축비용 절감

• 검증프로그램의 자동 실행으로 위험요소 제거

고객사 이슈

적용 방안

시스템 구성도

• 디스크 및 추가적인 DB 구성이 어려움

• 소스 = 타겟으로 위험도 매우 높음

• 소스데이터를 추출/변환하여 파일로 생성하고, 파일과

소스DB의 데이터를 검증한 후 소스 DB 삭제 후 변환된

데이터 적재

• 각 테이블별 검증 프로그램 작성

- 테이블별 건수 등 검증 프로그램 작성

- 중간 검증프로그램 추가 기능으로 자동화 실행

• 중간 파일은 적재 후 삭제하여 디스크 사이즈 절감

데이터 변환DBMS

테이블 (약 3,000개)
- 실시간 모니터링

- 로그 생성

2.상호검증

1.추출/변환

3.적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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