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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ARM, Intel 등의 주요 CPU 제조사에서는 운 체제 등 상  벨 소 트웨어에 한 공격으로

부터 어 리 이션의 보안상 민감한 부분을 보호하려는 목 으로 신뢰실행환경(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TEE)이라는 격리된 실행 환경을 자사의 칩에 제공하고 있다. TEE를 활용하기 해서는 

일반 실행 환경에서 수행될 코드와 TEE에서 수행될 코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TEE 로그램 개발의 편의를 해, 기존에 작성된 C 로그램을 분석하여 보안상 민감한 정보를 처리

하는 부분을 분석하는 도구를 제시한다. 개발자가 기존 C 로그램에서 보안상 민감한 정보가 유입되

는 부분을 표시하면 본 도구는 민감한 정보가 처리되는 함수 목록을 분석하고, 개발자는 이를 바탕으

로 일반 실행 환경과 TEE에서 수행될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1. 서론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수행되는 어 리 이션들은 종

종 암호화 키, 리자 암호 등 보안상 민감한 정보들을 다

룬다. 소 트웨어의 취약 을 이용하여 이러한 민감한 정

보들을 빼내는 것은 공격자들의 주요 목표  하나이다. 
특히 루트킷 등을 통해 운 체제 등의 상  계층 소 트

웨어로 침투한 공격자는 자유로이 어 리 이션의 메모리

를 살펴 원하는 정보를 빼낼 수 있다. 소 트웨어 취약

으로 인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해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모든 취약 들을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

능함에 가깝다 [1].
이를 방지하기 해 ARM, Intel 등의 주요 CPU 제조사

에서는 신뢰실행환경(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TEE)
이라는 격리된 실행 환경을 자사의 칩에 구축하 다 [2]. 
운 체제 등 높은 권한을 갖는 상  소 트웨어 계층 하

에서 수행되는 일반 어 리 이션과 달리 TEE는 별도의 

격리된 환경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운 체제의 직 인 

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장 에도 불구하고 TEE를 활용하는 로그램 

개발이 더딘 이유는, TEE를 사용하기 해서는 일반 실행 

환경과 TEE에서 수행될 로그램을 각각 새로 작성하거

나, 기존에 존재하던 코드를 분석하고 분리하는 등 폭 

수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로그램을 TEE를 활

용하여 보안상 민감한 정보를 안 하게 보호하는 로그

램으로 변환하기 해서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이 

TEE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우선 해당 부분

이 어느 부분인지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 이고, 그 이후 

각 부분을 일반 실행환경과 TEE에서 수행될 코드로 분리

하고, 분리된 두 역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TEE API에 맞

게 생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표는 이 과정을 도와 TEE 로그램 작성

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기

존에 존재하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C 로그램을 분석

하여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함수 목록을 구하는 도구를 

소개한다. 개발자는 기존 C 로그램에서 보안상 민감한 

정보가 유입되는 부분에 표시를 하기만 하면, 본 도구는 

해당 부분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추 하고, 련된 모든 함

수들의 목록을 알려 다. 개발자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

당 함수들을 따로 모아 TEE 코드를 작성하고, 일반 코드

와 TEE 코드 간의 인터페이스를 TEE API에 맞추어 작성

해  수 있다. 

2. 민감 정보 처리 분석

본 장에서는 본 도구가 주어진 로그램에서 보안상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을 분석해내는 방법을 단계

별로 시를 통해 설명한다. 그림1의 제 코드는 입력 

일의 내용을 key 일에 들어있는 key를 사용하여 암호화

하는 간단한 코드이다. 여기서 보호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key 일에 들어있는 key 값이라 가정한다. key 값을 보호

하기 해서는 key 값 뿐만이 아니라 key 값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값도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 민감 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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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main(int argc, char **argv) {
  char *keyfile = argv[1];
  char *key = malloc(KEY_SIZE);  read_key_file(keyfile, key);  enc_file(argv[2], key, argv[3]);}
void read_key_file(char *file, char *key) {
  FILE *fp = fopen(file, "r");  fgets(key, KEY_SIZE, fp)}
void enc_file(char *file, char *key, char *ofile) {
  FILE *fp = fopen(file, "r");
  FILE *ofp = fopen(ofile, "w");
  char *buf = malloc(BLOCK_SIZE);
  char *outbuf = malloc(BLOCK_SIZE);
  for (int n = 0 n < FILE_SIZE; n += BLOCK_SIZE) {    fread(buf, 1, BLOCK_SIZE, fp);    enc_block(buf, key, outbuf);    fwrite(outbuf, 1, BLOCK_SIZE, ofp);  }}
void enc_block(char *buf, char *key, char *outbuf) {
  for (i = 0 i < BLOCK_SIZE; i++)
    outbuf[i] = key[i] ˆ buf[i];}

(그림 1) 예제 코드
분석의 목표는 key 값과 key 값을 유추할 수 있는 값을 

찾고, 이들 데이터에 직 으로 근하는 함수를 모두 찾

아내는 것이다.
본 도구가 입력으로 받는 것은 보안상 민감한 정보가 

유입되는 부분에 별도로 표시(annotate)가 된 C 로그램이

다. 제 코드에서 key 값이 로그램의 메모리 상으로 유

입되는 부분은 read_key_file 함수의 fgets 함수이다. fgets 
함수를 통해 key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버퍼에 key 
값이 기록된다. 개발자는 key 포인터에 

__attribute__((annotate(“sensitive”))) 와 같이 annotation을 추

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도구는 해당 표시를 인식하고 

key 포인터로부터 정보 흐름 분석(Taint 분석)을 진행한다.
Taint 분석에서는 우선 LLVM 기반으로 구 된 alias 분

석기인 Data Structure Analysis[3]을 사용하여 pointer alias 
결과를 얻어낸다. 그 후, alias 결과로부터 로그램 내에

서 key 포인터와 alias된 포인터들을 찾을 수 있다. 찾아낸 

포인터들이 가리키는 치에서 값을 읽어오는 load 명령어

에 taint 태그를 부여하고 worklist에 넣는다. 그 후에는 

worklist에 있는 명령어를 꺼내어 해당 명령어의 결과값을 

사용하는 명령어들에 taint 태그를 부여하고 이를 다시 

worklist에 넣는다. 이 과정은 worklist가 빌 때까지 계속된

다. 이 과정에서 함수 호출  반환 시에도 taint 분석을 

수행한다. 만약 함수 호출 시에 actual argument가 taint 되
었다면, 해당 함수의 formal argument에도 taint 태그가 부

여된다. 만약 함수의 반환 값이 taint 되었다면, 해당 함수

를 호출하는 모든 call 명령어 한 taint 태그를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은 민감 정보를 다루는 함수가 항

상 민감 정보만을 다루지 않을 수 있다는 이다. Taint 
를 할 때 이에 주의하여 해당 함수가 민감 정보를 다

룰 경우에만 함수의 반환 값을 통해 taint 가 이루어져

야 한다. DSA는 context-sensitive한 분석이기 때문에 함수

가 어떤 호출 context에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지에 

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도구에서는 이 정

보를 이용하여 taint 를 한 상황에서만 할 수 있도

록 한다. Taint 는 worklist가 빌 때까지 계속한다.
 과정이 끝나도 아직 taint 분석이 모두 끝난 것은 아

니다. 를 들어 *y = *x + 1 와 같은 코드가 있다고 하

고, *x가 민감 데이터라고 하면, *y 값을 통해 *x 값을 유

추할 수 있기 때문에 *y에 장되는 값도 민감 데이터가 

된다. 따라서 y 포인터도 민감 데이터를 가리키는 포인터

가 되기 때문에, taint 분석에서는  다시 alias 분석 결과

로부터 y 포인터와 alias 계에 있는 포인터들을 찾고 해

당 포인터로부터 load 하는 명령어를 다시 worklist에 넣는

다. Taint 분석은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여 fixed point에 

이를 때까지 반복된다.
Taint 분석 결과 taint 된 명령어를 포함하는 함수는 민

감 정보를 담은 메모리에 직  근해야 하므로 TEE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본 도구는 해당되는 함수를 개발자가 쉽

게 악하기 하여 분석 결과를 그림 2와 같이 출력한다. 

(그림 2) 민감 정보 처리 분석 수행 결과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TEE 로그램 작성을 돕기 해 기존 

로그램에서 보안상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함수를 분

석하는 도구를 소개하 다. TEE 로그램 개발자는 본 도

구를 사용하여 단순히 민감 정보가 유입되는 부분을 

annotate 함으로써 TEE에서 수행될 함수를 찾아내어 기존 

C 로그램을 TEE 로그램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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