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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웹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보안 정보를 가로채는 피싱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본 논문은 피싱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always-on-top 기법은 공격 앱
이 최상위 화면 위에 투명한 UI를 배치하여 사용자의 입력을 가로챌 수 있게 한다. 둘째, 공격 앱이 웹 브라우저
가 현재 방문 중인 웹페이지의 정보를 안드로이드 API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 취약점을 이용하여
웹페이지를 공격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보안 관련 웹페이지 방문을 탐지하고, 이 웹페이지에 입력하는
정보를 탈취한다. 인기 있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제안된 기법의 정확도와 공격 위험성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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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droid operating system is exposed to a phishing attack of stealing private information that a user enters into
a web page. We have discovered two security vulnerabilities of the phishing attack. First, an always-on-top scheme
allows malware to place a transparent user interface (UI) on the current top screen and intercept a user input. Second,
the Android provides some APIs that allow malware to obtain the information of a currently visited web page. This
paper introduces a phishing that attacks a web page by exploiting the two vulnerabilities. The attack detects a visit
to a security-relevant web page and steals private information from the web page. Our experiments on popular web
sites reveal that the attack is significantly accurate and dang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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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정상

앱으로 가장한 공격 앱이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피싱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인 정보를 다루는 웹

브라우저는 피싱 공격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피

싱 공격은 웹 브라우저가 접속하는 보안 관련 웹페이

지의 URL을 확인하고 개인 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의 URL를 탐지하는

기술을 웹사이트 핑거프린팅(Website Fingerprinting,

WF)[1]이라고 하며, 피싱 공격에 앞서 이러한 WF 과

정이 필요하다.

기존에 다양한 WF 기법이 제안되었다. 공격자가

클라이언트(데스크톱 또는 스마트폰)의 외부에서 웹

사이트 방문 시 발생하는 트래픽 패턴을 이용하여 웹

사이트를 확인하는 기법이 있다[1-5]. 하지만, 통계적

인 패턴 분석을 사용하기 때문에 탐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방문하는 웹사이트 개수가 탐지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Jana[6]는 스마트폰에서 서로

다른 웹페이지를 방문할 때 웹 브라우저의 메모리 사

용량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공격 앱이 웹 브라우저의 메모리 사용량을 이용하여

대상 웹사이트를 탐지하였다. 하지만, 웹페이지당 메

모리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웹사이트 탐지

가 정확하지 않다.

본 논문은 안드로이드가 WF에 이용될 수 있는 여

러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안드로이드는 최

상위 화면 위에 버튼, 위젯 또는 텍스트 박스를 배치

할 수 있는 always-on-top 기능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 기능은 공격 앱이 투명한 버튼이나 텍스트 박스를

배치하여 보안 정보의 입력을 가로채거나 사용자의

행위(예, 터치 시점)를 추적할 수 있게 하는 보안 취

약점을 가진다. 둘째, 웹 브라우저가 최근까지 방문한

웹사이트 정보를 시스템이 제공하는 API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심지어 현재 방문 중인 웹페이지의

URL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URL 공개는 WF 공

격에 심각한 취약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WF에 이용될 수 있는 위 보안 취약점을

이용하여 공격 대상 웹페이지를 탐지하는 기법인 Dro

idWF를 제안한다. 첫째, 이 기법은 사용자의 터치 행

위를 감지하여 웹페이지 전환 시점을 탐지하고, 웹 브

라우저의 정보를 관리하는 저장소에서 현재 웹페이지

의 URL를 확인한다. 이 기법은 부정확한 탐지 가능성

이 있는 기존 WF 기법과 달리 정확하게 현재 방문한

웹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사용자가 대상 웹

사이트를 방문할 때 입력하는 보안 정보를 탈취하는

공격을 수행한다. 이 공격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공격

앱으로 수행되며, 루트 권한 등 특별한 권한 없이 이

루어 질 수 있다.

DroidWF는 인기 있는 다양한 웹사이트를 대상으

로 실험하였고, 이 실험은 제안하는 공격이 매우 정확

하며 실제로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실험

은 본 공격이 CPU와 메모리 사용량이 매우 적어서

사용자가 공격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대상 앱의 실행

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공격을 htt

ps://sites.google.com/site/wfattack에서 비디오 데모

로 보여준다.

2. 관련 연구 및 배경 지식

2.1 관련 연구

공격자가 대상 클라이언트의 외부에서 트래픽을 미

리 모아서 분석한 후에, 분석된 트래픽과 대상 클라이

언트가 발생시키는 트래픽 패턴을 실시간으로 비교하

여 대상 웹페이지를 탐지하는 기법들이 다음과 같이

제안되었다. 첫째, HTTP 1.0에서 웹페이지의 자원(이

미지, 스크립트 등)의 길이를 사용하였다[1]. 둘째, 데

이터 마이닝 이론, 즉 Jaccard 계수와 Naive Bayes

분류자(classifier)를 사용하여 전송되는 패킷의 고유

한 길이를 획득하고, 이 고유한 길이를 통해 웹사이트

를 확인하였다[2]. 셋째, 웹페이지 문서의 길이, 입출

력 패킷의 비율 및 패킷 개수 등의 정보를 사용한다

[3]. 아울러, 동일 웹페이지의 실행 시에 네트워크 전

송시간, 자원의 표시 시간과 순서가 다를 수 있다는

멀티-모달(multi-modal) 특성과 k-nearest neighbor

분류자를 사용하여 웹사이트의 탐지 정확도를 높인

기법[4]도 제안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통계적인 방법

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상 클라이언트가 방문하는 웹

사이트가 증가할수록 정확도가 저하된다. 또한 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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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이지와 인터랙티브(interactive) 웹페이지를 고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트래픽 패턴이 웹사이트 탐

지 정확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에는 멀티-탭(multi-tab) 브라우징 행위에서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기법[5]이 제안되었다. 사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웹페이지를 열고, 짧은 시간 후에 다

음 페이지를 다른 탭에 열기도 한다. 이 기법은 이들

두 페이지를 열 때 발생하는 TCP 연결 개수, 패킷 대

역폭, 패킷 간의 시간 차이를 이용하여 대상 웹사이트

를 탐지한다. 하지만, 사용자가 멀티-탭에서 웹페이지

를 여는 시간 차이가 웹사이트 탐지율을 결정한다. 이

시간이 너무 길거나 짧으면 탐지율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

Jana[6]는 스마트폰 내에서 공격 앱을 통해 대상

웹페이지의 실행을 확인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서로

다른 웹페이지의 실행마다 웹 브라우저가 사용하는

메모리 사용량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메모리 사용량은

mmap, heap 및 스택에 할당된 메모리 사용량을 포함

한다. 공격 앱은 웹페이지의 실행 시 웹 브라우저의

메모리 사용량으로 대상 웹페이지의 실행을 확인한다.

하지만, 동일 웹페이지에 대한 웹 브라우저의 메모리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대상 웹페이지의 탐지가 실패할 수 있다. 또한 정확도

를 높이기 위해서 매우 많은 웹페이지들에 대한 메모

리 사용량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매우 큰 시간과 자

원의 낭비를 야기한다.

Felt[7]은 스마트폰의 웹 브라우저에서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피싱 공격의 가능성을 보고하였다. 일반 앱

또는 웹페이지에 포함된 웹링크를 클릭하면 웹 브라

우저는 웹페이지를 실행한다. 새 페이지가 보안 관련

웹페이지라면 이 웹페이지로의 요청을 가짜 웹페이지

가 있는 웹사이트로 우회시켜서 입력되는 개인 정보

를 탈취한다. 하지만, 이 논문은 피싱 공격 가능성만

을 기술할 뿐 구체적으로 대상 웹페이지를 탐지하는

기법을 소개하지 않는다. 또한, 가짜 웹페이지가 있는

웹사이트로 우회할 경우, 가짜 URL이 웹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나타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공격을

의심할 수 있다.

2.2 배경 지식

안드로이드에서 앱은 액티비티(Activity)들로 구성

되며, 액티비티는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위한 UI(User

Interface)를 제공한다[8]. 액티비티는 전체 화면 윈도

우 또는 스크린을 나타내며, 그 자체는 화면에 직접적

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신 사용자가 대면하는 실체는

액티비티 내의 버튼, 위젯, 텍스트 박스 등 UI 요소로

구성된 뷰이다. 또한 여러 뷰가 모여서 액티비티를 구

성한다. 일반적인 앱과 달리 액티비티를 가지지 않으

며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고 실행되는 컴포넌트 또는

프로세스를 서비스라고 한다. 서비스는 백그라운드에

서 실행되며,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직접적인 상호작용

을 하지 않는다.

서비스가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게끔 하려는 경우 al

ways-on-top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방식은 버

튼, 위젯, 토스트 등을 포함하는 뷰를 윈도우 매니저

(Window Manager)의 도움으로 액티비티에 넣지 않

고 화면의 최상위에 나타낸다. 이 뷰는 크기, 위치, 색

깔의 설정이 가능하며, 특히 투명한 색상을 가지는 뷰

생성도 가능하다. 이 방식의 대표적인 적용 사례는 네

이버 앱 설치 후 최상위 화면 위에 나타나는 원형 메

뉴 버튼이다. 하지만, 이 방식을 통해 투명한 뷰를 생

성하여 사용자의 앱 사용 행위를 추적하거나 키 입력

(Keystroke)을 탈취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있음을

본 논문에서 확인하였다.

앱이 생성한 데이터는 콘텐트 프로바이더(Content

Provider, CP)를 통해서만 다른 앱에게 전달이 가능하

다. CP는 앱이 생성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이다.

사진, 비디오, 동영상, 웹, 전화부 등 다양한 종류 별

로 CP가 존재하며, 이들 데이터에 대응하는 클래스들

이 정의되어 있다. 이들 클래스에 정의된 API를 통해

CP에 저장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다. 아울러, 이 A

PI를 사용하지 않고 CP의 데이터를 검색하는 API인

query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획득할 수도 있다.

안드로이드는 웹 브라우저가 최근까지 방문한 웹사

이트의 URL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방문한 웹페이지의 정보를 웹 브라우저 데

이터를 위한 CP에 저장한다. 이 CP에 저장된 웹 브라

우저의 데이터를 Browser 클래스를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최근까지 방문한 웹페이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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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아울러, 과거 방문한 웹

페이지뿐만 아니라 현재 웹페이지의 URL을 획득할

수 있다. 이는 공격 앱이 웹 브라우저의 실행을 탐지

할 수만 있다면, 웹페이지의 URL를 확인하고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공격 기법

3.1. 개요

본 논문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웹 브라우저가

실행하는 웹페이지를 탐지하는 기법인 DroidWF를 제

안한다. 아울러 이 기법을 통해 보안 정보를 다루는

웹페이지의 실행을 감시하고, 사용자가 입력하는 보안

정보를 탈취하는 공격을 수행한다. 공격 모델은 스마

트폰에서 관리자 권환 없이 정상적인 앱을 가장한 공

격 앱이 백그라운드 서비스로 실행된다고 가정한다.

이는 기존 연구[6,9]에 나타난 안드로이드에 대한 일

반적인 공격 모델이다. 공격 앱은 자원 사용 퍼미션(P

ermission) 중에서 범용 권한(인터넷, 저장소) 외에 특

별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림 1)은 공격 앱이 어떻게 웹페이지에서 보안

정보를 탈취하는지에 대한 공격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사용자의 터치가 발생하면 공격 앱은 이 터치를 받은

앱이 어떤 앱인지 확인한다. 만일 웹 브라우저이면 공

격 앱은 사용자 터치로 인해 전환된 새 웹페이지의 U

RL를 획득한다. 이 URL이 공격 대상 웹페이지의 UR

L과 동일하면 공격 앱은 사용자가 대상 웹페이지를

방문 중이라고 판단한다. 그 후 always-on-top 기법

을 사용하여 대상 웹페이지와 동일한 UI를 가지는 가

짜 웹페이지를 최상위 화면 위에 배치한다. 이 가짜

웹페이지를 통해 사용자가 입력하는 보안 정보를 탈

취한다. 사용자가 가짜 웹페이지에 개인 정보를 입력

후에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 정보를 원격 서버로 전

송한다. 이 전송이 완료되면 공격을 의심하지 못하도

록 오류 메시지를 보여준다.

(그림 2)는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서 사용자가 입력

(그림 2) 공격 예제 (그림 3) 터치 감지

(그림 1) 공격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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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로그인 정보를 탈취하는 예를 나타낸다. (그림

2)(a)처럼 사용자가 화면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터치

하면, 공격 앱은 웹 브라우저의 실행을 확인하고 전환

된 새 웹페이지의 URL를 획득한다. 이 URL이 공격

대상인 로그인 페이지의 URL과 동일하면 공격 앱은

(그림 2)(b)처럼 가짜 로그인 웹페이지를 최상위 화면

위에 배치한다. 사용자가 가짜 웹페이지에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 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그림 2)(c)

처럼 공격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오류 메시지를 보여

준다.

터치 시에 대상 웹페이지의 WF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 특정 위치에 배치된 버

튼(예로, 로그인 버튼)의 터치를 감지하고 대상 웹사

이트로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안

드로이드는 보안 문제로 인해 다른 앱에서 발생한 터

치의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을 제거하였다. 둘째, 터치

위치 확인 없이 터치 발생만을 감지하고 웹 브라우저

의 실행과 대상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감시한다. 이런

터치의 발생, 웹 브라우저의 실행 및 웹페이지로의 이

동을 확인하기 위해 안드로이드가 가지는 always-on

-top, 메모리 시스템 및 웹 데이터용 CP의 사이드채

널을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이 방법을 자세히 기술한

다.

3.2 사용자 터치 감지

앱은 자신에게 전달된 터치를 감지하고, 그 위치를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보안 문제 때문에 다른 앱에

서 터치가 발생한 경우 그 터치의 위치뿐만 아니라

터치 자체를 감지할 수 없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백그라운드 서비스로 실행되는 공격 앱은 터

치 시점을 감지하기 위해 (그림 3)처럼 최상위 화면

위에 크기가 0인 뷰를 배치한다. 어떤 위치에서 터치

가 발생하던지 이 뷰는 터치 이벤트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벤트를 사용자와 상호작용

하는 포그라운드 앱의 액티비티로 전달할 수 있다. 만

일 이런 전달이 이루이지지 않으면 앱이 사용자가 원

하는 동작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사용자가 공격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림 4)은 크기 0인 뷰를 생성하여 터치 인식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액티비티로 터치 이벤

트를 전달하는 코드를 나타낸다. 이 코드는 크게 세

부분, (1) 뷰의 특성을 설정하는 부분(줄 번호 1-5),

(2) 뷰를 생성하고 터치 이벤트를 처리하는 부분(줄

번호 6-8), (3) 생성된 뷰를 최상위 화면 위에 배치하

는 부분(줄 번호 9-10)으로 구성된다.

뷰의 특성에서 우선 0의 크기로 뷰를 설정하고(줄

번호 2), 뷰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 발생한 터치도

인식할 수 있도록 줄 번호 3과 같이 설정한다. 이를

통해 뷰는 화면에서 발생하는 모든 터치 이벤트를 터

치 위치에 상관없이 감지할 수 있다. 또한 터치 이벤

트가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는 액티비티로 전달되도록

줄 번호 4와 같이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뷰가 투명

한 색상을 가지도록 설정하였다(줄 번호 5).

뷰의 특성을 설정한 후 뷰 객체를 생성하고 감지된

터치 이벤트를 처리하는 핸들링 코드를 OnTouchList

ener 함수에 구현하였다(줄 번호 8). 이 함수는 포그

라운드(Foreground) 앱이 웹 브라우저인지 판단하고

(3.3절 참고), 대상 웹페이지가 실행되는지 확인한다

(3.4절 참고). 만일 현재 웹페이지가 공격 대상 웹페이

1: WindowManager.LayoutParams params = new WindowManager.LayoutParams (

2: 0, 0, /* width and height */ WindowManager.LayoutParams.TYPE_SYSTEM_ERROR,

3: WindowManager.LayoutParams.FLAG_WATCH_OUTSIDE_TOUCH |

4: WindowManager.LayoutParams.FLAG_NOT_FOCUSABLE,

5: PixelFormat.TRANSLUCENT);

6: View vw = new View(this);

7: vw.setOnTouchListener(new OnTouchListener(){

8: // handling touch event and attacking target website });

9: WindowManager wm = (WindowManager)getSystemService(WINDOW_SERVICE);

10: wm.addView(vw, params);

(그림 4) 터치 감지용 뷰의 생성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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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면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공격을 수행한다(3.5절

참고). 마지막으로 줄 번호 9-10에서 액티비티 생성

없이 윈도우 매니저가 앞서 설정된 뷰를 최상위 화면

위에 배치한다.

3.3 웹 브라우저 앱 실행 탐지

안드로이드는 보안 문제 때문에 사용자와 대면하는

포그라운드 앱의 정보를 획득하는 API를 지원하지 않

는다. DroidWF는 터치가 발생할 때 포그라운드 앱이

웹 브라우저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존에 소개되지 않

은 사이드채널을 사용한다. 안드로이드는 메모리 관리

[10]를 위해 모든 앱에 종료 순위(Kill Priority) 또는

oom_adj를 부여하며, 이 파라미터는 메모리 부족 시

우선적으로 삭제할 앱의 순위를 나타낸다. 포그라운드

앱은 0의 종료 순위를 가지며, /proc/[pid]/stat에 0의

값을 가지는 앱의 uid(User Id)가 기록되어 있다. 결

국 터치가 발생하면 stat 파일에서 0의 종료 순위를

가지는 uid를 확인하고, 이 uid의 앱이 웹 브라우저의

uid라면 현재 웹 브라우저가 실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웹 브라우저의 uid 획득은 패키지 매니저(Package

Manager)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패키지 매니저는 안

드로이드에서 앱 설치, 재설치 및 삭제 등 앱을 관리

한다. 패키지 매니저가 제공하는 API인 getInstalledA

pplications()는 현재 설치된 모든 앱의 패키지 이름과

uid를 포함한 정보를 리스트로 전달한다. 이 리스트에

서 웹 브라우저의 패키지 이름(com.android.chrome)

을 사용하여 uid를 획득한다.

3.4 공격 대상 웹페이지 탐지

웹 브라우저가 포그라운드 앱으로 확인되면 공격

앱은 현재 웹페이지가 공격 대상 웹페이지인지 확인

한다. 이 확인은 현재 웹페이지의 URL를 획득한 후

대상 웹페이지의 URL과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URL을 획득하기 위해 최근 방문한 웹페이지들의

정보를 사용하며, 이 정보는 두 가지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다. 첫째, 웹 브라우저 데이터 접근을 위해 정의

된 Browser 클래스를 이용한다. 둘째, 웹 브라우저 데

이터를 저장하는 CP를 검색한다.

(그림 5)는 Browser 클래스를 사용하여 최근 웹페

이지의 히스토리를 획득하는 코드이다. 웹 브라우저

데이터를 저장하는 CP는 이 데이터 접근을 위해 Bro

wser 클래스를 제공한다. Browser 클래스를 사용하

기에 앞서 우선 CP와 통신하는 ContentResolver 객체

를 생성한다(줄 번호 1). 이 객체를 Browser 클래스의

API에 전달함으로써 CP에 저장된 다양한 웹 브라우

저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 이들 API 중 getAllVisit

edUrls()는 최근 방문한 URL 목록을 커서(Cursor) 형

식으로 반환한다(줄 번호 2). 첫 번째 커서는 가장 최

근 방문한 웹페이지의 URL을 포함하고, 이는 새롭게

방문한 웹페이지의 URL이다. 따라서 이 웹페이지와

대상 웹페이지의 URL들을 비교함으로써 대상 웹페이

지를 확인한다.

(그림 6)은 웹 브라우저 데이터를 저장하는 CP 저

장소에서 최근 방문한 URL를 검색하는 코드를 나타

낸다. 이 CP를 접근하기 위해 ContentResolver 객체

를 생성하고(줄 번호 1), CP의 데이터를 검색하는 A

PI인 query()를 호출한다(줄 번호 4). 이 함수는 데이

터베이스의 query처럼 데이터의 열(Column) 목록(두

번째 인자)과 질의문 where(세 번째 인자)를 입력으

로 받는다. 열 목록과 질의문을 줄 번호 2와 3으로 설

정하여 웹 브라우저의 최근 방문한 페이지의 URL 목

록을 획득한다. 이때, 열 목록의 첫째와 둘째는 웹페

이지 제목과 URL이다. 이 함수 호출 후에 최근 방문

1:ContentResolver cr = getContentResolver();

2:Cursor c = Browser.getAllVisitedUrls(cr);

(그림 5) 현재 웹페이지 확인을 위한 Browser

클래스 사용

1:ContentResolver cr = getContentResolver();

2:String[] project = new String [] { Browser.BookmarkColumns.TITLE, Browser.BookmarkColumns.URL};

3:String select = Browser.BookmarkColumns.BOOKMARK+"= 0";

4:Cursor c = cr.query(Browser.BOOKMARKS_URI, project, select, null, null);

(그림 6) 현재 웹페이지 확인을 위한 웹 브라우저의 CP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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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열 목록의 묶음이 커서로 전달되고, 이 커서의 첫

번째 열 목록이 가장 최근 방문한 웹페이지의 URL를

포함한다. 이 URL이 대상 웹페이지의 URL과 동일한

지 비교함으로써 대상 웹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3.5 보안 정보 탈취

대상 웹페이지 탐지 후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개인

정보를 탈취한다. 키 입력 탈취를 위해 (그림 2)(b)처

럼 대상 웹페이지와 동일한 UI를 가지는 가짜 웹페이

지를 최상위 화면 위에 배치시킨다. 이 가짜 웹페이지

는 (그림 4) 코드와 유사하게 always-on-top 방식으

로 액티비티 없이 전체 화면을 덮는 뷰로 구현된다.

이 뷰는 웹콘텐츠를 보여주는 웹뷰(WebView)로 구현

된다. 사용자가 가짜 웹페이지로 개인 정보를 입력하

면 원격 서버로 전송한다. 전송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공격을 숨기기 위해 “네트워크 상태 오류” 경고 메시

지를 화면에 나타낸다.

반면에 원격 서버에 있는 가짜 웹페이지로 우회시

키는 기존 연구[7]는 웹 브라우저 상단에 나타난 URL

식별자에 가짜 URL이 나타나서 사용자가 공격을 의

심할 수 있다. 따라서 최상위 화면에 가짜 웹페이지를

배치하는 제안 방법은 공격의 은닉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4. 실 험

본 논문은 다양한 보안 관련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제안된 공격의 효과와 공격 은닉성을 실험하였다. 이

실험은 안드로이드 5.0.1를 탑재한 LG Nexus 5에서

이루어다. 실험 웹브라우저로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크롬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였다.

국내외 인기 있는 웹사이트에서 개인 정보를 입력받

는 로그인 웹페이지들과 국내 도메인별 웹사이트 순

위에 있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1>처럼 국내외 인기 있는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트), 온라인 쇼핑몰(옥션, 인터파크, 지마켓, 11번

가, 쿠팡), 소설 네트워크 서비스(페이스북, 트위터, 인

스타그램), 모바일 결재 시스템(페이팔, 페이코), 이메

일(구글 메일) 등 총 14개 웹사이트에서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로그인 웹페이지를 WF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실험 결과, DroidWF는 웹 브라우저가 모든 대상

웹페이지를 실행할 때 이 페이지를 모두 탐지하였다.

이런 정확한 탐지는 통계적이거나 시스템 자원을 통

한 웹사이트의 유추가 아닌, 사용자의 터치 시점을 정

확히 인지하고 정확성이 보장된, 웹 브라우저 정보를

획득하는 API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WF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7)처럼

웹페이지 주소

네이버 https://nid.naver.com/nidlogin.login?svctype=262144&url=http://m.naver.com

다음
https://logins.daum.net/accounts/loginform.do?mobilefull=1&url=http%3A%2F%2Fm.daum.ne
t%3Fnil_rc%3D3iRRtk

네이트
https://xo.nate.com/mnate/Login.sk?redirect=http%3A%2F%2Fm.nate.com&svccd=m_ndr.nat
e.com%2Fmnewsedit%2Fsisa%2F

옥션 http://member.auction.co.kr/Authenticate/m/?url=http://mmya.auction.co.kr/MyAuction

인터파크 https://m.interpark.com/auth/login.html

지마켓 http://mobile.gmarket.co.kr/Login/Login?URL=http://mmyg.gmarket.co.kr/home

11번가
https://m.11st.co.kr/MW/Login/login.tmall?returnURL=http%3A%2F%2Fm.11st.co.kr%2FM
W%2Fhtml%2Fmain.html

쿠팡
https://login.coupang.com/login/m/login.pang?rtnUrl=http%3A%2F%2Fm.coupang.com%2F
m%2Fmy.pang

페이스북 https://m.facebook.com/

트위터 https://mobile.twitter.com/signup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

페이팔 https://www.paypal.com/signin/?country.x=KR&locale.x=ko_KR

페이코
https://id.payco.com/login.nhn?serviceProviderCode=PAY&inflowKey=www_mobile&nextUR
L=http%3A%2F%2Fm.payco.com%2FafterLogin.nhn

Gmail
https://accounts.google.com/ServiceLogin?service=mail&passive=true&continue=https://

mail.google.com/mail/&ss=1&scc=1&ltmpl=ecobx&nui=5&btmpl=mobile&emr=1&osid=1

<표 1> 국내외 인기 웹사이트의 로그인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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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메인별 웹사이트 순위[11]에 있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이들은 2015년 11월 시점에서,

<표 1>과 중복되는 분야(쇼핑/경매) 분야를 제외한 3

개 분야(뉴스/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게임 분야)의 각

최고 순위의 5개 웹사이트, 총 15개의 웹사이트이다.

실험 결과, DroidWF는 웹 브라우저가 대상 웹사이트

를 방문할 때 대응하는 URL를 정확하게 획득하였다.

이 결과는 DroidWF가 특정한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많은 웹사이트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

을 나타낸다.

공격 앱은 1장에서 언급한 동영상에서 볼 수 있는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의 로그인 웹페이지를 탐지하

고 공격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대상 웹페이지와 동

일한 UI를 가지는 가짜 웹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해, 우

선 웹브라우저에서 대상 웹페이지를 실행한 후에 “소

스 보기”로 HTML 소스 파일들을 획득한다. 이들 파

일은 네이버, 다음 또는 페이스북의 원격 서버로 사용

자가 입력하는 로그인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코드를

포함한다. 이들 서버 대신에 공격자의 원격 서버로 개

인 정보를 보내도록 코드를 수정하여 가짜 웹페이지

의 파일을 구성하였다. 공격 앱은 웹뷰가 제공하는 l

oadurl 함수로 이 파일을 로드하고, 그 파일의 내용을

always-on-top 기법으로 최상위 화면에 나타낸다.

<표 2>는 사용자의 터치 후 공격 앱이 URL 비교

로 대상 웹페이지를 탐지한 시간(1), 가짜 웹페이지를

최상위 화면에 배치하는 시간(2), 대상 웹페이지가 가

짜 웹페이지의 아래 화면에 배치되는 시간(3)을 측정

하였다. 이 측정은 안드로이드가 지원하는 접근성 이

벤트(accessibility event)[12]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공

격 앱을 30번 실행한 평균 시간이다. 대상 웹페이지가

최상위 화면에 먼저 배치된 후에 가짜 웹페이지가 나

타나게 된다면, 사용자가 공격을 인지할 수 있다. 하

지만, 이 실험에서 3개의 대상 웹페이지 각각을 탐지

하고, 가짜 웹페이지를 배치하는 시간이 대상 웹페이

지의 배치 시간보다 빠르다. 결국 DroidWF 공격이

사용자에게 인지되지 않을 만큼 은닉성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5. 논 의

안드로이드에서 Browser 클래스와 CP를 활용한

웹브라우저 정보 검색 기능은 최근 방문한 웹사이트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이 기능을 악용한 DroidWF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현재 방문 중인 웹페이지를 제외하고 과거 방문한 웹

페이지만 정보 획득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고

려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방문 중인 웹사이트

는 사용자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 방문 웹사

이트 정보만 보여주어도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보완은 현재 방문 중인 웹페이지의 탐지를 못하게 하

여 DroidWF 공격을 막을 수 있다.

(그림 8)처럼 방문 중인 웹사이트의 정보 획득을

제한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OS 내부의 프레임워크 소

스 파일(browser/provider/BrowserProvider2.java)에

있는 query 함수에 코드를 추가하였다(줄 번호 5-9).

query 함수로 전달된 인자들을 사용하여 Browser CP

에 질의하는 기존 코드를 수행한다(줄 번호 4). 만일

방문한 URL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query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1) 343 236 956

(2) 409 307 1,024

(3) 467 470 1,420

<표 2> 공격 단계 별 측정 시간(msec)

(그림 7) 국내 도메인별 웹사이트 순위(닐슨 코리아클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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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가 호출되었는지를 검사한다(줄 번호 5). 만일 그

목적으로 호출되었다면, URL 정보의 묶음을 지정하

는 커서를 getLastVistedUrl 함수에 전달한다(줄 번호

6). 이 함수는 URL 정보의 묶음에서 방문한 시간을

비교하여 현재 방문 중인 웹사이트를 가지는 URL를

획득하기 위해 본 논문에 의해 구현되었다. 이 URL를

제외하고 방문했던 URL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Bro

wser CP에 질의를 다시 수행한다(줄 번호 7-8). 이

질의로 획득된 커서를 query 함수의 결과 값으로 호

출자에게 전달한다. 결국, 이 기능을 가지는 안드로이

드 OS를 탑재한 LG Nexus5 스마트폰에서의 실험 결

과, 공격 앱이 대상 웹페이지를 탐지하지 못하여 공격

이 불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는 1장에서 언급

한 동영상 데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

Always-on-top은 백그라운드 앱이 사용자와의 상

호작용을 위해 최상위 화면 위에 위젯, 동영상 등 UI

요소를 실행할 때 사용되는 유용한 기법이다. 하지만,

크기 0인 뷰는 공격 앱이 사용자의 터치 행위를 이용

하여 웹브라우저 실행과 웹페이지 전환을 탐지 가능

하게 한다. always-on-top을 사용한 다양한 앱을 조

사한 결과, 크기 0인 뷰의 활용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

였다. 따라서 DroidWF을 막기 위해 투명한 뷰의 최

소 크기에 대한 제한을 두거나 매우 작은 뷰에 대한

투명한 설정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그림 9)처럼 사용자의 터치 행위를 감지할 때 사

용되는 크기 0인 뷰의 생성을 막기 위해, 안드로이드

OS 내부의 프레임워크 소스 파일(framework/base/co

re/java/android/view/WindowManagerGlobal.java)에

있는 addView 함수에 코드(줄 번호 4-5)를 추가하였

다. 이 함수는 (그림 4)처럼 크기 0으로 설정된 뷰의

파라미터를 입력받아 해당 뷰를 화면에 생성한다. 크

기 0의 뷰 생성을 막기 위해 우선 이 함수로 전달된

뷰의 파라미터가 폭과 너비가 모두 0인지를 비교한다

(줄 번호 4). 만일 모두 0이라면 이 함수를 호출한 앱

을 중단시키는 예외처리 코드를 호출한다(줄 번호 5).

이 추가 코드를 가지는 안드로이드 OS를 실행한 결

과, 공격 앱은 터치를 감지하는 코드를 수행하자마자

중단됨을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는 1장에서 언급한 동

영상 데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public Cursor query(Uri uri, String[] projection, String selection, String[] selectionArgs,

2: String sortOrder) {

3: 코드 중략

4: Cursor cursor = qb.query(db, projection, selection, selectionArgs, groupBy, null, sortOrder, limit);

5: if (uri.toString().equals("content://browser/bookmarks")){

6: String mLastVisitedUrl = getLastVistedURL(cursor);

7: cursor = qb.query(db, projection, "url!=?", new String[]{mLastVisitedUrl}, groupBy, null,

8: sortOrder, limit);

9: }

10: 코드 중략

11:}

(그림 8)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query 함수 수정

1: public void addView(View view, ViewGroup.LayoutParams params, Display display,

2: Window parentWindow) {

3: 함수 인자의 오류를 검사하는 코드 중략

4: if( params.width == 0 && params.height == 0)

5: throw new IllegalArgumentException("width & height == 0");

6: 뷰를 생성하는 코드 중략

7: }

(그림 9)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addView 함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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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DroidWF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지원되는 al

ways-on-top 기법과 웹브라우저 정보를 획득하는 A

PI를 이용하여 웹페이지에서 개인 정보를 가로채는

피싱 공격이다. 실험 결과, 많은 인기 있는 웹사이트

의 방문을 정확하게 탐지하였다. 이들 웹사이트 중 개

인 정보를 다루는 로그인 웹페이지의 방문을 탐지하

고, 사용자가 입력하는 개인 정보를 탈취하였다. 결국

제안된 기법은 현실성이 높은 공격이며, 언제든지 출

현 가능한 공격이다. 본 논문은 구글에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가지는 WF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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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08년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박사)

2008년∼2010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책임연구원.

2010년∼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부

부교수

e-mail: slim@hufs.ac.k

[저 자소개 ]

표 상 진 (Sang-Jin Pyo)

2009년∼현재 광운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학사과정.

email : chzhvkdl90@naver.com

김 태 순 (Tae-Soon Kim)

2009년∼현재 광운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학사과정.

email : coffee90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