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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자바 프로그램은 시스템 개발과 웹 페이지의(JAVA)

능동적 요소등의 목적으로 개발된다 악의적 코드의.

실행을 막기 위해 애플릿과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

기 전에 바이트 코드 검증기로 확인하고 코드의 속,

성 등도 확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도 런타임때. ,

바람직하지 못한 서비스 거부 공격들을 막지는 못한

다 따라서 애플릿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메소드등.

을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필

요하며 이는 런타임 환경에서 바이트 코드 수정,

을 이용하여 수정된다(bytecode modification) .

프록시 서버를 이용하여 브라우저가 클래스를HTTP

수신하기 전에 프록시 서버가 클래스를 수정한다.

바이트 코드 수정시 추가되는 명령들은 자원의 사용

을 점검하고 제어하며 애플릿의 기능을 제한하며, ,

객체에 대한 접근제어를 제공한다 위와 같이 점검.

하는 방법은 클래스 수준 수정과 메소드 수준 수정

으로 구분된다 바이트 코드 수준 수정은 자바로만.

구현된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고 바이트 코Muffin ,

드의 제어를 위해 JavaClass를 설치한 뒤 클래Safe

스를 유형별로 추가한다.

자바 애플릿 보안2.

자바 바이트 코드수정을 기술하기 전에 시스템에 해

를 끼치며 바람직하지 못한 애플릿을 예로 들어보

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

서비스 거부 공격2.1

자바가상기계 는 서비(JVM : Java Virtual Machine)

스 거부 공격에 대한 보호기능은 거의 제공하지 못

한다 애플릿이 처리시간을 독점하여 시스템을. CPU

불안정하게 하거나 계속된 메모리의 할당으로 시스,

유해 애플릿 공격에 대한

애플릿 보안 기술

박상길* 노봉남, *

*전남대학교 전산학과

e-mail:sgpark@athena.chonnam.ac.kr

Applet Security Technique against

Hostile Applet's Attack

Sang-Kil Park*, Bong-Nam Noh*

*Dept of Computer Scien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웹상의 자바 애플릿은 클라이언트의 웹 브라우저에 다운로드 되어서 브라우저 내부에 있는 자바가상기계

내에서 실행된다 각 자바가상기계에는 실행 전에 바이트 코드 검증기와 바이(JVM : Java Virtual Machine) .

트 코드 인터프리터를 통하여 오류문법을 점검한다 애플릿을 이용한 잠재적인 공격형태는 시스템 수정 개인. ,

정보의 침해 서비스 거부공격 강한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공격이 있다 이러한 유해한 애플릿의 공격에 대응, , .

하기 위한 방법으로 코드분석 행위분석 위치정보등을 이용한 보안기법이 제시되었지만 효율적인 대응을 하, ,

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자바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바클래스 내부의 바이트 코드 수정을 통한 애플릿.

보안기술에 대해 기술한다 유해한 행동이 예상되는 애플릿의 클래스에 대하여 바이트 코드 수정을 통하여 안.

전한 클래스로 대체함으로서 유해 애플릿 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프록시 서버.

를 두어서 웹브라우저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웹 서버에게 클래스로 수정하여 요구하며 그에 대한 응, Safe ,

답도 처리한 후 애플릿에게 보여준다 이는 런타임때 수행되며 웹브라우저 서버 클라이언트의 수정없이 프록. , ,

시 서버의 개입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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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정지시킬 수 있고 쓰레드와 시스템 프로세스,

를 기아상태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사용자가 화면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윈도우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정지시킨다 화면에 열 수 있는 윈도우 수.

는 한계가 있고 임계치를 넘게되면 시스템은 폭주로

인해 멈추게 된다 이는 실행환경에서 부적절한 시.

스템 자원의 사용으로부터 자바의 안전성이 위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원의 사용과 제어에 대한 감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기밀정보의 유출2.2

넷스케이프 익스플로러 핫자바와 같은 웹 브라우, ,

저들은 애플릿이 로드되어지는 곳의 유형에 따라 애

플릿에게 서로 다른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애플. ,

릿은 사용자의 기밀정보를 리다이렉트등의 위장URL

채널을 사용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애플릿은 브라,

우저에게 웹의 특정 페이지를 로드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이용 가능한 또다른 채널은 애플릿이 인.

터넷에 연결되어있는 서버에서 전자우편을 보내는

것이다 웹서버가 전자우편 데몬을 운영중이라. SMTP

면 애플릿은 웹 서버의 번 포트에 접속한 후에, 25

sendmail과 메시지를 주고받음이 가능하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인 애플릿은 전자우편을 위조

할 수 있다 전자우편의 위조를 막는 방법은 번. 25

포트에 접속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적인 정보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 애플릿은 변수 등을 공유하는 애플릿A , B

같은 다른 애플릿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러.

한 저장매체를 이용한 애플릿 상호간의 통신은 감사

장치를 통한 애플릿의 행위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감

지할 수 있다.

스푸핑 공격2.3 (spoofing)

위장 공격에서 공격자는 사용자가 보안과 관련된 부

적절한 결정을 하도록 속이기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만든다 애플릿은 마우스가 그림이나 링크 위를 지. ,

날 때 접근 가능한 을 브라우저 하단부의 상태바URL

에 보여주게 된다 사용자가 단순히 애플릿이 잘못.

된 을 상태바에 보여주는 것만 믿으면 공격자의URL

의도에 속게되며 이를 통해 애플릿은 사용자로하여

금 다소 위험한 사이트로 접속하게 만든다 위장공.

격의 경우는 상태바에 표현되는 에 대한 제어를URL

통해 해결 가능하다.

괴롭힘 공격2.4 (Annoyance)

자바의 장점 중 하나인 배경음악을 연주하는 기능을

파헤친 공격으로 시끄러운 소리를 그치지 않고 반복

하여 들리게 하여 사용자를 짜증나게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연주하는 쓰레드를

죽이거나 오디오를 실행불능상태로 하거나 브라우, ,

저를 종료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괴롭힘 공격 중.

가능한 방법은 브라우저가 방문한 사이트를 계속 반

복해서 방문하도록 하는 것과 그때마다 새로운 윈,

도우를 생성하는 것이다 사운드에 대한 괴롭힘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운드를 끔으로서 해결이 가능하

다 그 외의 해결책으로는 자바 실행환경에서 사운.

드 객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어가 꼭 필요하다.

자바 바이트코드 수정3.

앞에서 살펴보았던 공격의 해결책으로 바이트코드

수정 메커니즘을 살펴본다 기본적 개념은 애플릿.

코드에 코드를 삽입함으로써 제한을 가하는 것Safe

이다 코드는 애플릿의 기능을 제한할 뿐만 아. Safe

니라 자원의 사용에 대해 모니터링과 제어를 한다, .

메커니즘은 실행환경에서 테스트하였을 경우Safe ,

클래스 또는 메소드와 같은 실행가능한 요소로서 대

치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반드시 애플릿이. Safe

실행되기 전에 수행되어 바이트코드를 변경해야 한

다 애플릿은 웹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 사.

이에 위치하는 프록시 서버에 의해 변HTTP (Muffin)

경된다 이러한 방법은 웹서버와 웹 브라우저. JVM,

에 대해 어떠한 변화도 없이 구현되는 장점이 있다.

애플릿과 브라우저는 다운로드된 애플릿코드의 수정

을 알지 못하고 브라우저의 요구는 프록시 서버를,

통하여 코드로 변경된 후 웹 서버에게 요구하Safe

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코드가 저장하고 있는. Safe

곳에서의 요구가 프록시 리다이렉트에 의해 이루어

진다.

요청요청

응답응답

Safe Safe 코드로코드로
수정후수정후 요청요청

웹브라우저웹브라우저 웹웹 서버서버

MuffinMuffin
프록시프록시 서버서버

응답응답

그림 1 프록시 서버의 처리Muffin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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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수준 수정3.1 (Class-level Modification)

Window와 같은 클래스의 경우 탑레벨 클래스인

Frame클래스는 좀 더 제한적인 Safe$Frame으로 바뀌

어진다 이는 추가적인 보안과 온전함을 확인하는.

루틴을 포함하고 있다.

Safe$Frame 클래스의 메소드 생성자는 화면에 몇 개

까지의 윈도우가 열리도록 제한할 수가 있다 이 메.

소드의 사용으로 임계치를 초과하여 윈도우를 열려

고 할 때까지는 새로운 윈도우의 생성은 허락된다.

Safe$Frame클래스는 Frame클래스의 서브타입이며,

Frame클래스가 요구되는 모든 곳에 대신하여 존재하

게 된다 결국 애플릿은 임계치 이상으로 윈도우를.

생성하기 전까지는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위와 같은 클래스 수준수정은 단순히 Frame 클래스

에 대한 참조를 Safe$Frame으로 바꿈으로서 이루어

진다 자바는 모든 문자열과 클래스 필드 메소드. , ,

들에 대한 참조는 클래스 파일의 상수풀(constant

을 통해 결정된다 상수풀에는 클래스 이름이pool) .

어느 곳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그림 와. 2

같이 상수 풀을 표현하는 요소로는 CONSTANT_Class,

이 있으며 는 클래스CONSTANT_Utf8 , CONSTANT_Class

의 전체이름을 표현하는 문자열 의 요소인UTF-8

을 참조한다CONSTANT_Utf8 .

101101

java/java/awtawt/Frame/Frame

class name indexclass name index

class nameclass name

11

101

CONSTANT_Class entry

CONSTANT_Utf8 entry

CONSTANT POOLCONSTANT POOL

BeforeBefore

101101

Safe$FrameSafe$Frame

11

101

AfterAfter

그림 2 클래스 수준의 클래스 수정

클래스 이름의 CONSTANT_Utf8의 요소 java/awt/

Frame를 새로운 클래스인 Safe$Frame으로 바꾼다면,

그림 와 같이2 CONSTANT_ Class 요소는 Safe$Frame클

래스로 변경된다. 클래스 수준 수정은 상속성을 이

용하여 단순하게 상수풀의 해당요소 의 수정(entry)

만을 요구한다 그러나 클래스의 상속성을 이용할.

때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자바언어final

에서 상속되지 않으므로 클래스 수준 서정을 할 수,

없다.

메소드 수준 수정3.2 (Method-Level Modification)

클래스 수준의 수정을 할 수 없는 키워드나final

를 통해 접근 가능한 메소드의 경우 메소interface

드 수준 수정이 사용되며 좀더 복잡한 메소드 참조,

와 메소드 유도 명령이 요구된다.

바이트코드 수준에서 기술자 필드는 표 과 같이클1

래스나 인스턴스 변수의 형식을 표현한다 예를 들.

어 인스턴스의 경우 간단히 로 표현하며 클래int I

스의 의 경우는 으로 표현한instance L<classname>;

다.

Descriptor Type

C

I

Z

L<classname>;

Character

Integer

Boolean

An instance of the class

표 1 필드 기술자의 의미

메소드 기술자는 메소드가 갖는 매개변수와 반환되

는 값을 표현한다 매개변수 기술자는 또는 그 이. 0

상의 필드 타입들을 갖는다 문자는 메소드의 리. V

턴 값이 없을 때 를 나타낸다 메소드(void) . void

는 로foo(Thread t, int i) (Ljava/lang/Thread;I)V

표현된다 메소드 유도 명령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보기전에 가 클래스파일로 어떻게 컴파일되, method

어지는지 그림 을 통해서 알아본다3 .

예제 메소드 

void ex(Thread t, int i) 

t.setPriority(i); 

컴파일된 메소드 

method public example1(Ljava/lang/Thread;I)V 

push Ljava/lang/Thread;I)V 

push I 

invokevirtual Thread.setPriority(I)V 
 

그림 3 예제 메소드와 컴파일된 메소드

를 조금 더 제한적인Thread.setPriority(I)V method

인 Safe$Thread.setPriority(Ljava/lang/Thread;I)V

로 교체한다 교체된 클래스에 정의되. Safe$Thread

는 메소드는 에게 상위한계치보setPriority applet

다 큰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없도록 한다 새로운.

코드 메소드는 클래스의 메소드의 인스Safe Thread

턴스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면 는. , t.setPriority(5)

로 된다 새로운 메Safe$Thread.setPritority(t,5) .

소드는 를 형 매개변수로 취하여 상priority integer

위 한계치와 비교한다 매개변수의 값이 상위한계치.

보다 크면 매개변수의 값이 상위한계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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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소드 참조 수정3.2.1

클래스 또는 클래스 인스턴스의 메소드는 상수풀 요소

에 로서 표현되어진다 그림 와CONSTANT_Methodref . 4

같이 엔트리는 메소드가 클래스의CONSTANT_Methodref

멤버인지를 표현하는 메소드의 기술CONSTANT_Class,

자 표현하는 을 참조한다CONSTANT_NameAndType .

그림 4 에 대한 참조Thread.setPriority(I)V

그림 와 같이 새로운 클래스를 나타내기5 Safe$Thread

위해 클래스 이름을 나타내는 요소를CONSTANT_Utf8

번지 추가하고 새로운 번지(201 ) , CONSTANT_Class(21 )

요소는 번지 요소를 참조하도록 추CONSTANT_Utf8(202 )

가하였다 그러면 요소는 새로운. CONSTANT_Methodref

요소 번지 를 참조하도록 수정된다CONSTANT_Utf8 (201 ) .

그림 5 로의 참조Safe$Thread.setPriority(Ljava/lang/Thread;I)V

결과적으로 대신에 를 참java/lang/Thread Safe$Thread

조하도록 수정된다 메소드 기술자가 바뀌었으므로. ,

새로운 메소드 기술자 에 대한(Ljava/lang/Thread;I)V

참조를 위해 요소를 추가한다 그러면CONSTANT_Utf8 .

요소는 새로운 메소드 기술자를CONSTANT_NameAndType

위한 요소로의 참조로 수정된다 위와CONSTANT_Utf8 .

같은 단계 후에 요소는 위의 그, CONSTANT_Methodref

림 와 같이5 Safe$Thread.setPriority(Ljava/lang/

라는 새로운 메소드를 표현한다Thread;I)V .

메소드 호출 명령 수정3.2.2 (Method Invoking

Instruction Modification)

메소드 호출을 구현하는 다양한 자바가상기계

중에서 가지를 살펴본다instrucion 2 . invokevirtual

은 클래스 인스턴스의 메소드 호출을하며,

invokestatic 은 클래스의 메소드 호출을 한static

다 클래스 메소드 호출은 단순히 피연산자 스택으로.

푸쉬되는 매개변수만이 필요하다.

는Thread.setPriority(Ljava/lang/thread;I)V

invokevirtual에 의해 피연산자 스택에 푸쉬된다.

메소드 수정을 수행하면 invokevirtual에 의해 피연

산자 스택에 푸쉬되던 작업이 invokestatic에 의해

수행되도록 바이트코드가 바뀌어지며 그 결과 메소드

가 수정되어 Safe$Thread.SetPriority(Ljava/lang

로 된다 클래스 수준 수정은 단순히 상/Thread;I)V .

수풀의 수정으로 가능하며 메소드 수준 수정은 바,

이트코드 명령과 상수풀 요소의 수정으로 가능하다.

클래스 수준 수정은 final 클래스 또는 인퍼테이스

(interface 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방)

법으로 메소드 수준의 수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바이트코드 수정을 통한 악의적 공격에 대한 대응4.

앞에서 살펴보았던 악의적인 애플릿의 공격에 대한

바이트코드 수정기법을 이용한 대응책을 살펴본다.

클래스를 이용한 서비스 거부 공격4.1 Window

윈도우 시스템이 제어할 수 있는 윈도우 보다 더 많

은 윈도우를 생성하는 애플릿은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자원 소모형 공격에 대한 대응책으.

로 윈도우 생성에 대한 감시를 수행하는 메커Safe

니즘이 있어야 한다.

자바 라이브러리 클래스인 Frame은 Window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로서 윈도우를 제어할 수(Top-level)

있다 이러한 공격에 대한 주요한 해법은 정해진 수.

이상으로 생성자 를 호출할 수 없도록(Constructor)

제한함으로서 애플릿 공격을 허락하지 않는다.

Frame이 final 클래스가 아니므로 Safe$Frame 클래스

가 생성될 수 있다 이는 모든. Window 클래스의 인스

턴스 생성을 감시하고 제어하게 된다 주어진 윈도우.

의 수를 넘어서 윈도우를 생성할 수 없도록 제어한다.

Frame으로의 참조를 Safe$Frame으로 변환하는 클래스

수준 수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을 또한 윈도우의 크기.

와 윈도우의 위치에 대해서도 제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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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메일을 위조한 공격에 대한 대응4.2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웹 서버에 SMTP sendmail

데몬이 설치되어있으면 유해한 애플릿은 사용자의,

중요한 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

자바 라이브러리 클래스인 Socket은 네트웍을 통한

프로세스간의 통신을 위한 소켓을 구현한다 생성자.

메소드는 소켓을 생성하고 확인된 호스트와 포트에,

연결한다 소켓을 통한 공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생성자 메소드를 제한하여야 한다 자바가상기계에.

구현되는 생성자 메소드 호출명령에 대해 살펴보자.

자바가상기계 클래스 인스턴스들은 의JVM new 명령

에 의해 생성된다 클래스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인.

스턴스 변수들은 그들의 기본값으로 초기화된다 새.

로운 클래스 instanc<init>의 인스턴스 초기화 메소

드가 호출된다.

다음 예제를 통하여 살펴보자.

areturn13

Method java.net.socket.<init>(Ljava/lang/String;I)Vinvokespecial #410

Field this.port_number Igetfield7

Field this.host_name java.lang.Stringgetfield 4

dup3

Class java.net.Socketnew #10

areturn13

Method java.net.socket.<init>(Ljava/lang/String;I)Vinvokespecial #410

Field this.port_number Igetfield7

Field this.host_name java.lang.Stringgetfield 4

dup3

Class java.net.Socketnew #10

Method java.net.Socket create()Method java.net.Socket create()

Socket create() {
return new Socket(host_name, port_number);

}

Socket create() {
return new Socket(host_name, port_number);

}

ExampleExampleExample

컴파일 결과컴파일컴파일 결과결과

그림 6 인스턴스 초기화 메소드의 예

invokespecial은 인스턴스 초기화 메소드 호출을

위한 의 명령어이다 이는JVM . superclass, private,

인스턴스 초기화 메소드들과 같은 특별한 제어가 필

요하는 인스턴스 메소드들을 발생한다.

Socket이 웹 브라우저에서 클래스이므로 메소final ,

드 수준 수정을 통해 메소드 생성자를 수정해야 한다.

메소드인Static Safe Safe$Socket.init은 모든 소켓

연결을 감시하고 제어한다. Safe$Socket.init은 번25

포트를 제외한 모든 요구에 대해 소켓 연결하며,

객체를 반환한다socket . Safe$Socket.init은 생성

자 이 갖는 것과 동일한 매개변수 들을 취하Socket

지만 새로운 소켓 객체가 반환되면 다른, return

을 반환한다type .

그러므로, Socket.<init> 에(Ljava/lang/String;I)V

대한 참조는 Safe$Socket.<init>(Ljava/lang/String

으로 바뀌어야 한다;I)Ljava/net/Socket; .

Safe$Socket.init이 메소드 이므로static

invokespecial을 invokestatic으로 바꾸어야 한

다 또한. new 메소드는 객체를 반환하기 때socket

문에 new 에 의해 스택으로부터 생성되는 소켓 객

체를 제거해야 한다 수정된 코드는 다음과 같다. .

Method java.net.Socket create()Method java.net.Socket create()

areturn13

Method Safe$Socket.<init>Method Safe$Socket.<init>

((LjavaLjava//langlang/String;I)/String;I)LjavaLjava//langlang/Socket;/Socket;
invokestaticinvokestatic #410

Field this.port_number Igetfield7

Field this.host_name java.lang.Stringgetfield 4

poppop3

Class java.net.Socketnew #10

areturn13

Method Safe$Socket.<init>Method Safe$Socket.<init>

((LjavaLjava//langlang/String;I)/String;I)LjavaLjava//langlang/Socket;/Socket;
invokestaticinvokestatic #410

Field this.port_number Igetfield7

Field this.host_name java.lang.Stringgetfield 4

poppop3

Class java.net.Socketnew #10

그림 7 수정된 클래스Safe$Socket

위장 공격4.3 URL (spoofing)

애플릿은 상태바에 위장 을 표시하는 것을 이용URL

하여 사용자를 속일 수 있다 이러한 위장 공격은.

에 보이는 것과 웹에 실제 올리어지는 의 일URL URL

관성을 확인함으로서 막을 수 있다.

자바 라이브러인 인터페이스인 AppletContext는

애플릿이 웹 브라우저 또는 애플릿뷰어의 와context

상호교환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메소드들을 정의한

다. showDocument 메소드는 브라우저 애플릿 뷰어/

가 매개변수에 의해 지시되는 웹 페이지를 나타URL

내도록 요구한다.

showStatus는 웹브라우저 애플릿 뷰어의 상태바에/

텍스트를 나타내는 메소드이다. Safe$AppletContext

.showStatus는 Safe$AppletContext.showDocument가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현재 현재텍스트를 상태바

에 보이고 저장한다. Safe$AppletContext.

showDocument가 유도되면 매개변수가 현재 보여URL

지는 상태바의 텍스트와 일치하는가 확인하다 일치.

하지 않는다면 요구를 통과시키는 대신에 상태바에

매개변수를 보인다 후자의 경우 사용자는 비일URL .

관성을 알게되고 그에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

이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한번 이상의 마우스 클.

릭으로 웹페이지를 로드하게 된다 이는 사용자가.

상태바에 표시되는 과 함께 새로운 웹 페이지를URL

가져오는 것을 보장한다.

AppletContext인터페이스는 상속이 불가능하므로, 2

개의 메소드는 메소드 수준 수정을 통해 수정된다.

invokeinterface는 인터페이스 메소드를 호출하는

명령이다 인터페이스 메소드가 로 교체. static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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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므로, invokeinterface는 invokestatic으로 바

뀌어야 한다 또한. invokestatic은 invokeinterface

의 개의 피연산자를 갖지 않으므로 개의 피연산자는2 2

nop 명령을 할당한다.

괴롭힘 공격에 대한 대응4.4

애플릿은 끊임없는 사운드를 통해 사용자를 괴롭힐

수 있다 이러한 괴롭힘 공격을 막는 것은 사용자가.

사운드를 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하off .

면 시스템 전체의 사운드를 하는 것이 된다off .

자바 라이브러리 인터페이스인 AudioClip은 사운드

를 연주하는 핵심적인 메소드를 표현한다.

Appletcontext.getAudioClip()과 Applet.getAudioClip()

은 모두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를 반환한다.

객체의 loop 메소드는 루프 내에서 사운드 연주를

시작하고, stop 메소드는 을 연주하는audio clip

것을 멈춘다 이 유형의 공격은 사운드 를 형성. loop

하여 결코 하지 않도록 구현한다 애플릿이 이stop .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할 때마다 메커니즘loop Safe

은 소리를 할 수 있는off stop 메소드가 있는 창을

띄운다.

AudioClip 인터페이스가 상속이 불가능하므로,

메커니즘은 메소드 수준 수정을 사용한다Safe .

AudioClip.loop()V에 대한 참조는 Safe$AudioClip.

loop()V로 바뀌며 AudioClip.stop()V에 대한 참조는

Safe$AudioClip.stop()V로 각각 바뀐다.

그리고 invokeinterface는 invokestatic으로 수

정되며 개의 추가적인 매개변수들은2 nop 명령으로

수정된다.

결론5.

본 논문에서는 애플릿의 유해한 행동을 소스코드로

역컴파일 하여 유형을 판단하는 차원에서(Decompile)

탐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Java

에서 제시하는 클래Virtual Machine Specification’

스 파일의 형식을 이용하여 바이트코드 상태에서 클

래스수준 수정을 수행하여 유해한 행동을 사전에 제

한하는 바이트코드 수준 수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바이트코드 수준 수정은 클래스 수준 수정과 메소드

수준의 수정이 있다 상속가능한 클래스의 경우에는.

클래스 수준을 사용하며 클래스와final interface

들에 대하여서는 적용이 불가능하여 메소드 수준 수

정한다 메소드 수준 수정은 바이트코드 명령과 상.

수풀을 수정하여 이루어진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서버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 대해 어떠한 별도의, ,

작업도 필요하지 않고 프록시 서버에서 사전에 정,

의한 유해한 행동을 제어하는 클래스에 의해 수정된

후 브라우저에 보여진다 그러나 프록시 서버를 사. ,

용한 면과 자바로 구현된 서버인 관계로 속도측면에

서 상당히 부하가 작용된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패. ,

턴이 추가되지 않아서 직접 클래스에 추가하여Safe

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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