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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세계 으로 사용자 수가 격히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기존의 일반 휴 폰보다 
뛰어난 기능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스마트폰의 시스템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보안이 취약한 스마트폰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상으로 한 악성코드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이 심화되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스마트폰에 를 발생시키는 RF통신 모듈의 시스템 설정 
값을 변경하는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항공 통신 시스템을 상으로 한 교란 취약 을 제안
하고 그에 한 응방안에 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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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As smart phone offers rather superior functionality and interface than normal phone, the 
number of user increase rapidly. for the convenience of user, there are so many case of customize 
the system. Simultaneously a number of smart phones which vulnerable to security increase Ex-
ponentially.
The number of malware which targets smartphone increases Annually, namely Threats have 

intensified. In this thesis, we suggest the Techniques and countermeasures of the vulnerability which 
targets aviation communication system by Smart-phone RF module with frequency mod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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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변화 추이[1]

1. 서  론

최근 통신 인 라의 발 에 따른 휴 폰의 고성

능화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의하여 스마트

폰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게 두된 스마트폰의 

다양한 인터페이스  기능이 하나의 스마트폰 기

기에서 제공됨으로 인하여 스마트폰 컨버 스가 

우리의 실생활에서 실 되었다. 일반 휴 폰보다 

진보된 능력을 가진 스마트폰은 PC와 유사한 기

능의 단말기로써 범용 운 체제가 탑재된 휴 폰

으로 정의 할 수 있다.

기존의 일반 휴 폰은 제조사에서 설정한 기능

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반면에 스마트폰은 일반 휴

본의 한계를 벗어나 일반 PC환경처럼 사용자가 

직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용자의 권한이 확 되었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장 으로 인해 아래 (그림 1)과 같이 국내 스마트

폰 이용자 수는 2009년 약 46만 명에서 2010년 570

만 명으로 격히 증가하 다. 체 이동통신서비

스 이용자의 비율로 따져본다면 2009년 1%에서 

2010년 12%로 1년 사이에 무려 12배나 증가한 셈

이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에는 부분의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으로 망된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동작이 PC환경과 비슷하여 

재 PC에서 동작하는 바이러스, 웜 등과 같은  악

성코드에 노출될 수 있다는 취약 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핀란드의 안티 바이러스 업

체인 F-Secure가 29A라는 바이러스 제작 그룹으

로부터 스마트폰 단말기에도 컴퓨터 바이러스의 

제작이 가능하다는 개념증명(Proof of the Concept)

코드인 Cabir를 확보하 다[2].

Cabir가 출 한 이후 다양한 스마트폰 악성코드

가 발견되고 있으며, 기의 실험 수 의 코드에서 

차 다양한 변종 악성코드가 출 하여 스마트폰 

환경의 이 심화되고 있다. 아래는 스마트폰 

악성코드를 2004년부터 재까지 출 한 순서 로 

나열한 도표이다.

발견연도 악성코드 명 변종수 유율(%)

2004. 6 Cabir 14 7.7

2004.11 Cdropper 17 9.4

2005. 3 Commwarrior 16 8.8

2005. 9 Cardtrap 20 11.1

2005.11  AppDisabler 10 5.5

2006. 3 Singlejump 11 6.1

2006. 3 FlexiSpy 4 2.2

2006. 3 CommDropper 11 6.1

2006. 6 Romride 11 6.1

2007.12 HatiHati 1 0.5

기타 65 36.1

합계 180종 100%

<표 1> 스마트폰 악성코드 황[3]

이와 더불어 일부 사용자들은 더 나은 성능을 

얻기 해 일부러 스마트폰의 시스템 설정을 변경

하는 등 스마트폰의 보안을 하는 행동을 보이

고 있다. 아이폰의 ‘Jailbreaker’와 안드로이드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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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안드로이드 OS의 구조[4]

의 ‘Rooting’이 표 인 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재의 스마트폰의 보안은 매우 취약

한 상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스마트폰의 시스템 설정을 강

제 으로 변경하여 사회 으로 심각한 이 될 

수 있는 공격 기법에 한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

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응 방안을 제안한다. 

재 여러 종류의 스마트폰 OS가 사용되고 있

지만 본 논문에서는 가장 리 쓰이는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서술한다.

2. 련 연구

2.1 안드로이드 구조

2.1.1 안드로이드 OS의 구조

안드로이드는 운 체제부터 미들웨어, 그리고 

자바(Java)언어로 개발되는 요 응용 로그램, 사

용자 편의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까지 모두 포

하는 “모바일 단말을 한 소 트웨어 스택”을 

의미한다. 안드로이드 랫폼은 소 트웨어 계층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하  역에는 운 체

제인 리 스 커 이 존재한다. 리 스 커  에 

녹색으로 표시된 역에는 리 스 커  상에 네이

티  코드로 동작하는 라이 러리가 존재하고 ‘Dalvik 

가상머신(Dalvik VM)’이라 불리는 독자 VM 실행

환경과 상 에 동작하는 어 리 이션 임워크, 

어 리 이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리 스 커

안드로이드는 내부의 메모리 리, 로세스 

리, 네트워킹, 운 체제 시스템 서비스 등에 리

스를 사용한다.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에게 리 스

는 보이지 않으며, 일반 으로 리 스에 직  근

하지 않는다.

(2) 라이 러리

커  상단에 존재하는 라이 러리는 모두 C 

는 C++로 작성된다. 휴 폰 기종에 사용되는 특정 

하드웨어를 해 컴 일 되어 휴 폰 공 업체에 

의해 휴 폰에 미리 설치된다. 

라이 러리의 종류로는 Surface manager, 미디

어 코덱, SQL 데이터베이스, 라우  엔진 등이 

있다.

(3) 안드로이드 런타임

안드로이드 런타임에는 ‘Dalvik VM’과 코어 자

바 라이 러리 등이 포함 된다. 독자 인 가상 머

신을 선택한 것은 복수의 하드웨어 아키텍처가 혼

재된 내장 용도인데다, 마이크로 로세서의 성능

이 향상된 재로서는 필연 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4) 어 리 이션 임워크

어 리 이션 임워크에서 어 리 이션을 

만들 때 수  높은 수 의 빌딩블록이 제공된다. 

이 임워크는 안드로이드에 미리 설치되어 있

는데 필요하다면 수정된 컴포 트를 가지고 확장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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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P Scanning 과정[6]

(5) 어 리 이션

안드로이드 랫폼에서 실제 으로 사용자의 코

드가 실행되는 계층이다. 사용자는 어 리 이션

의 하  계층은 알 수 없다.

2.1.2 안드로이드의 통신 체계

일반 휴 폰은 를 통해 기지국과 통신하며 

기지국에 연결된 이블, 성 등을 통해 연결된

다. 이를 3G 방식이라고 한다. 스마트폰은 3G 방

식과 WiFi 방식을 혼합해서 사용한다. 3G 방식과 

WiFi 방식과 차이 은 속하는 채 의 종류만 

다르고 부분 유사한 구조로 되어있다. 휴 폰의 

통신 체계는 아래 (그림 3)과 같은 과정으로 이

져 있다. 

3G 방식은 각 통신사의 기지국에서 정해진 

역의 주 수를 일정 범 에 하고, 단말기는 설

정된 주 수와 동일한 역의 주 수만 수신한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신호를 가진 기지국을 선택하

고, 가입 요청을 하는 를 송신한다. 해당 기지

국은 가 수신되면 교환기에 등록 처리를 하고, 

응답 를 송신하여 사용자에게 무선 통신 서비

스를 제공한다. 

WiFi 방식은 기지국 신 AP를 이용하며, 기본

인 통신 과정은 3G 방식과 유사하다[5].

이 과정에서 여러 사용자들의 요청을 동시에 처

리하기 해 분할처리를 한다. 국내의 경우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을 사용하

고, 외국은 GSM(TDMA, FDMA)를 사용한다.

2.2 안드로이드 OS의 Customizing

2.2.1 Rooting

Rooting은 안드로이드 OS 사용자가 슈퍼유 , 

즉 도우의 Administrator 권한을 획득하는 일을 

일컫는 개념이다. 리 스에서 슈퍼유 의 계정명이 

Root인 것에서 유래하여 Rooting이라고 불린다.

(그림 4) 안드로이드 Rooting 어 리 이션

2.2.2 Rooting의 양면성

Rooting을 통해 슈퍼 유  권한을 획득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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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어 리 이션 계층의 아래에 있는 루트폴더에 

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 그로인해 근

이 불가능 했던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어, 사용자

는 더 많은 기능을 구 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민감한 시스템 설정에 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악의 인 사용자에 의한 외부의 공격에 취

약해진다.

2.2.3 시스템 Customizing 사례

안드로이드 OS 사용자는 Rooting을 통해서 각

종 설정을 Customizing할 수 있다. 사용자들이 주

로 변경하는 시스템 설정은 다음과 같다.

① CPU의 Clock 주 수를 변경하여 처리속

도 증가

➁ 내장 Flash 메모리의 포맷을 변경하여 I/O

속도 증가

➂ 꼴(Font)을 임의로 변경

➃ 카메라의 셔터음을 무음으로 변경

➄ 키패드 치 값을 변경

➅ 부  는 종료 시 나타나는 통신사 로고 

변경

➆ 제조사와 통신사에서 제공된 불필요한 기

본 어 리 이션 제거

(그림 5) CPU Overclock 사례

2.3 항공 통신 시스템

2.3.1 항공 통신의 구조

항공기의 자동비행시스템에 사용되는 센서로는 

크게 아래 (그림 6)과 같이 AHRS, ADS, GPS, RPM

으로 구성된다.

(그림 6) 비행 제어 컴퓨터 작동 개념도[7]

AHRS는 항공기의 자세  자세각속도와 가속

도를 측정하며, ADS는 기속도, 압력고도, 수직

속력을 측정하고, GPS는 항공기의 치를 측정한

다. 이러한 센서들의 출력은 항공기의 항법/자동조

종을 한 기본 정보가 된다. 모든 센서의 출력신

호는 비행제어컴퓨터로 연결되며, 비행제어 컴퓨

터에서는 센서 신호를 바탕으로 항법/자동조종에 

필요한 정보를 계산하고, 지상제어시스템으로 항

법  항공기 상태정보를 송한다.

그  GPS는 비행 , 항공기의 도, 경도, 고

도, 속도, Heading 정보를 출력한다. 치 정보는 

GPS 수신기로 3개 이상의 성으로부터 정확한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여 3개의 각각 다른 거리를 

삼각 방법에 따라서  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재 3개의 성으로부터 거리와 시간 정보

를 얻고 1개 성으로 오차를 수정하는 방법을 

리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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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항공 통신에 한 

공항의 제탑에서는 항공기의 이․착륙 시에 

사고를 방지하기 해 각 항공기로부터 수신된 

GPS 치 정보를 토 로 무선․등화․통신 신호를 

이용해 항공기를 유도한다. 그리고 항공기는 자동

항법시스템을 이용해 자동 착륙을 한다.

(그림 7) 항공기 치탐지시스템[8]

하지만 GPS에 사용되는 주 수는 일반 으로 

1.57GHz 역이며, 교란에 매우 취약하다.

만일 항공기가 교란 상태에 빠질 경우 항공

기에서 GPS 치 정보를 정확히 송신할 수 없어 

치 정보에 오차가 생겨 이․착륙 시에 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항공기끼리 충돌할 

수도 있다. 아래 <표 2>은  방해로 인한 사고 

사례를 나타낸다. 

일 시 내  용

1997. 8 한항공  추락, 229명 사망

2002. 4 국민항기 김해 돗 산 추락, 119명 사망 

2008. 6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착륙실패, 재 근 

정상착륙

2008. 7
샌 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실패, 재 근 

정상착륙

2009. 3 인천공항, 착륙실패, 재 근 정상착륙

2010. 8 북한의 서해안 일부 지역 교란 

<표 2> 방해 사고 사례

3. 항공 통신 시스템의 교란 

3.1 교란이란?

이더상의 항공기 표시나 라디오 교신, 무선항

법 등을 방해하는 자  는 기계  간섭을 일

컫는다. 주로 의 장거리 센서나 탐색장비의 효

과를 감소시킬 목 으로 사용한다. 어로는 ‘재 ’

이라고 하며, ‘ 방해’라고도 한다[9].

이러한 무선 통신의 방해 상으로 사용하

는 주 수 역은 엄격하게 나 어져 있으며, 사

에 법 으로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림 8) 국내 주 수 분할 황

3.2 교란 공격의 상

지난 10월경 김포, 문산, 일산 부근에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의 품질 하 상이 일어나 

방통 에 주요 통신사들의 신고가 수되었다. 방

통 에서 발신 를 증폭해 추  조사한 결과 방

해 의 발신지는 북한의 개성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10월경의  교란은 민간 사용자들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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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교란 공격 시나리오 흐름도

편을 래 하는 정도에서 끝났지만 그 당시 국방

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태  국방장 이 북한은 

50～100 km 범  내 GPS 교란과 재  능력이 

있다고 지 한 사례를 고려한다면 추후에 쟁이 

발생할 시에  교란 공격은 더 심각한 결과를 

래할 수 있다[10].

한  교란으로 인해 항공 통신 주 수 

역에서 이루어지는 제탑과 조종사간의 통신이 

방해를 받을 수 있다. 항공기가 항로를 설정할 때 

필요한 고도  좌표 정보를 알려주는 GPS 정보

의 송․수신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항로이탈이나 

이․착륙시에 추락할 험이 있다.

이와 같이 무선 통신을 하는 의 모든 자

기기가 상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

으로 심각한 이 될 수 있는 항공 통신 시스템

을 상으로 한다.

3.3 교란 공격 시나리오

이러한 상황들로 미루어보아 교란에 의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스마트폰의 시스템 

설정 값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을 통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란 공격 방법을 제안한

다. 하나의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는 미약하지

만 감염된 단말기의 수가 늘어날수록 의 혼잡

도는 격하게 증가하여 DDoS와 비슷한 양상으로 

교란이 이루어진다. 개략 인 공격의 흐름은 

(그림 9)와 같으며,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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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Android의 통신 알고리즘[11]

➀ Rooting된 스마트폰에 주 수 변조 어 리

이션 설치

➁ 감염된 스마트폰을 가진 사용자의 GPS 치 

정보  ‘기내모드’ 변경 여부 확인

➂ GPS 치 정보가 지정된 좌표와 같거나 통신

환경이 ‘기내모드’로 변경되면 RF통신 모듈

의 주 수를 GPS주 수 역(1.57Ghz) 는 

항공주 수 역(108Mhz～137Mhz)으로 시

스템 설정 값을 변경

➃ 주 수가 변경된 스마트폰은 해당 역으로 

계속해서 잡음 를 방출

➄ 공항과 항공기 내부에서 발생한 동일한 역

의 잡음 로 인해 교란 발생

➅ 항공기 통신 두   GPS좌표의 불일치 발생

➆ 항공기의 항로 이탈  충돌로 인한 심각한 

피해로 이어진다.

단순히 RF통신 모듈의 출력 주 수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스마트폰은 무선통신에 심각한 이 

되는 공격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3.4 공격 시나리오 상세 분석

휴 폰은 를 발생시킴으로써 기지국(AP)과 

통신을 한다. 이 를 발생시키기 해서는 RF

통신 모듈과 력증폭기, 안테나가 필요하다. RF

통신 모듈에서는 발생시킬 주 수 역을 설정하

고, 력증폭기로 신호의 세기를 결정한다. 그리고 

안테나를 통해 가 송출된다.

(그림 10) RF통신 모듈

따라서 교란 공격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스마트폰의 RF통신 모듈의 주 수를 담당하고 있

는 시스템 설정 값을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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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OS의 통신은 (그림 11)과 같은 알

고리즘으로 수행된다.

안드로이드의 통화, SMS, 무선 인터넷과 같은 

통신이 필요한 어 리 이션은 하  계층인 

임워크 계층의 Phone, RIL(Radio Interface Layer)

에 요청을 한다. RIL은 통신 서비스들과 하드웨어

간의 추상화된 계층을 제공하고, RILd와 Vendor 

RIL 라이 러리를 참조하여 무선 통신 요청을 처

리한다. 

이 라이 러리는 통신에 요구되는 함수의 집합

이다. 따라서 이 일에 악의 인 함수를 추가하

여 ‘기내모드’로 변경하거나 특정 GPS좌표일 경우 

라이 러리가 로드되어 삽입된 함수가 수행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RF통신 모듈의 주 수를 제어하는 부분

은 스마트폰의 펌웨어가 장되어있는 ROM에 

치한다. 이 부분을 수정하여 주 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간단한 실험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림 12) RF통신 모듈 제어 코드[12]

 (그림 12)는 RF통신 모듈의 주 수를 제어

할 수 있게 작성된 간단한 코드이다. 이 코드의 변

수인 pllR과 pllN은 모듈 내에서 동작하는 지스

터의 설정 값이다. 이 값을 변경한다면 실제로 RF

통신 모듈에서 출력되는 주 수의 역이 변경된다.

(그림 13) Spectrum Monitor 로그램을 

이용한 반송  측정 결과

(그림 13)은 코드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Spec-

trum Monitor를 이용하여 주 수를 측정한 결과이

다. 2.4Ghz 역으로 일반 휴 폰에서 사용하는 

주 수 역과 동일하다.

그리고 아래 (그림 14)는 제어코드의 변수를 변

경한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로 출력 주 수 역이 

2360Mhz, 2460Mhz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4) 반송  주 수 변경 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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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험을 통하여 제어 코드의 간단한 조작만으

로도 RF통신 모듈에서 출력되는 주 수 역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이 확인되었다.

4. 공격효과  응방안

4.1 공격 효과

교란 공격은 주 에 무선통신을 하는 장비

에 지속 인 간섭을 일으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해

당 장비의 주 수 역을 알고 있다면 모든 통신

장비를 공격 가능하다는 가정이 성립한다. 

재 휴 폰, GPS, 네비게이션, 라디오, 무선인

터넷 등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무선장비

들이 리 보 되었다. 이러한 무선통신의 발달로 

우리의 삶은 편리해졌지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통신에 한 의존도가 상당한 수 에 이르게 되었

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잠시라도 통신장애가 발

생할 경우 불편함을 느낀다. 그런데 개인을 넘어

선 국가 수 의 통신장애가 발생한다면 사회 인 

혼란을 래할 것이다.

4.2 기술  응방안

교란 공격의 원인은 사용자가 소 트웨어

를 이용해 스마트폰의 시스템 설정 값을 변경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구동 인 모든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다는 이다. 이를 소 트웨어 상에

서 차단하여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에 

응하기 해서는 소 트웨어의 제한이 아닌 하드

웨어의 제한에 을 두어야 한다. 공격 시에 RF

통신 모듈의 주 수 출력은 비정상 으로 변경된

다. 따라서 RF통신 모듈의 주 수 출력 범 를 휴

폰이 사용하는 역만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하

드웨어 인 제한이 필요하다.

5. 결  론

본 논문은 스마트폰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을 분석하 으며, 분석된 결과를 토 로 응

방안을 연구하 다. 

이 연구를 통해서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주는 스

마트폰이 무선통신 기반 시설을 하는 자폭

탄이 될 수 있다는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하나의 컴퓨터로 

인식하여 시스템의 보안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자

제 하고, 인증되지 않은 어 리 이션을 실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국은 스마트폰의 

에 한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발생할 에 

해 심층 으로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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