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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및 문제점

스마트 폰의 보급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이에 대한 보

안적 취약성과 사고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오픈소스인 안

드로이드의 취약성은 루팅이라는 강력한 권한 획득에 의

해 매우 다양한 공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1,2,3]. 또한 검

증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용자의 개인

중요 정보가 고스란히 보관되고 있는 USIM에 대한 공격

이 최근에 발생되어 이에 대한 방어기술이 시급히 필요하

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의 보안적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

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어져 왔지만 루팅에 대한 뚜렷

한 방어 대책은 없는 실정이고 안드로이드 루팅이 곧

USIM에 대한 손쉬운 접근과 정보 획득이 가능하도록 되

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안드로이드환경에서 루팅이 이루어

지더라도 USIM에 대한 접근을 제한 할 수 있다면 USIM

내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된다.

2. 연구내용과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USIM에 대한 접근을

RIL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

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는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다.

USIM과 RIL간의 통신은 APDU 통신방식으로 DATA 필

드가 암호화되어 송신되지 않으므로 노출된다. 그러므로

공격자는 이 DATA필드의 정보를 획득하는 손쉬운 방법

으로 공격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DATA 필드를 암호화

하는 것 역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먼저 RIL daemon이

Vendor RIL을 로딩한다. 이후 이 Vendor RIL은 자신의

RegCode 정보를 단 한번 USIM에 송신하게 되는데 이때

의 정보는 USIM내에 저장된다. USIM은 해당정보를 검증

절차에 의해 검증하고 올바른 Vendor일 경우 자신의 IV

정보를 처음에 Vendor RIL에 송신한다. 이후 DATA필드

는 모두 IV와 XOR 연산된 결과가 송신되므로 검증된

RIL이 아닌 다른 접근에 의한 USIM 접근은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다. 또한 한번 사용된 IV는 TimeStamp와

Counter에 의해 매번 값이 변경되므로 재연공격에도 안전

하다.

그림 1. RIL 검증 및 DATA필드 암호화 구조

3.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RIL에 의한 USIM 접근 제한방

법은 안드로이드가 루팅된다고 하더라도 초기 IV와 이후

변경되는 IV값을 알 수 없으므로, USIM의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USIM 내의 사용자 정보

를 안전하게 보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Vendor RIL에 대한 복잡한 검증 절차를 간소화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

율성을 증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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