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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x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 문서는 스마트폰을 처음 써보며 느낀 호기심을 계기로 지난 몇 달간 간간히 짬을 내어 

iOS에 대해 나름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삽질하다 알게 된 정보거나 구글링을 통해 포럼들
을 돌아다니다 보면 얻을 수 있는 정보지만 iOS 분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작은 지침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 문서에서 잘못된 부분, 지적이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soh357@gmail.com 으
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Jailbreak 장비는 5.0.1(iphone 4s)과 5.1.1(new ipad) 두 장비를 이용하였습니다.)

0x2 Jailbreak 장비에 연결하기
iOS 장비를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해선 Jailbreak(이하 ‘탈옥’)이 필요합니다.

탈옥한 장비의 활용성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ssh,sftp접속은 물론 ftp서버, http서버까지 운영가능(+일반앱
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하고 Metasploit를 설치했다면 장비가 iphone인 경우 주머
니속에 모의해킹서버가 있는 셈이죠. 하지만 막 탈옥을 한 상태라면 ssh데몬이 미설치 상태로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선 Openssh나 MobileTerminal을 설치하지 않는 이상 쉘에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전무합니다. 이때 Cydia 앱를 이용하면 각종 패키지를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Cydia는 일종의 
패키지 관리앱으로 패키지검색/설치/업데이트/소스추가/변경/제거/취약점패치 등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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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패치 예시



우선 연결을 위해 Cydia에서 openssh를 검색해서 설치해줍니다.
이제 접속할 PC와 같은 네트워크상에 탈옥한 장비를 위치시킨 후 탈옥 장비의 내부아이피를 확인하여 접

속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피는 WiFi 설정에서 연결된 AP의 >를 누르시면 볼 수 있습니다. 테더링한 경우 
접속한 PC기준으로 게이트웨이 ip가 장비의 주소입니다. mobile, root 계정중 아무거나 ‘alpine‘을 기본 비
밀번호로 입력하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mobile 계정에선 스프링보드와 어플리케이션 등이 돌아가고 root 
계정으론 커널과 기본적인기능이 돌아가게 됩니다.

계정별 상주중인 프로세스들

만약 접속할 AP도 없고 테더링도 불가능한 처지에 놓인 경우 USB 터널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PC에 Python 2.6이상이 설치되어 있다면 아래 링크를 받아서 압축을 풀어줍니다.
usbmuxd-1.0.8 Download(http://goo.gl/1bkzi)

python-client내부에 있는 tcprelay.py 가 터널링에 사용할 파일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t 옵션을 주어 열 포트를 지정 할 수 있습니다.



openssh가 없는 상태에서 접속하게 되면 이와 같이 Exception이 일어납니다.

openssh를 설치하자 잘 접속되었습니다. (접속 후 비밀번호 변경은 센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정상태에서도 파일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ifunbox Download(windows, mac)
앞서 설명한 ssh접속과 usb 터널링을 지원합니다. UI가 매우 직관적이기 때문에 사용법은 생략합니다.



0x3 각종 도구들 소개
이쯤 되면 눈치 채셨겠지만 iOS의 Darwin Kernel은 Unix의 증손자뻘쯤 되는 OS로 운영체제로 흔히 아

는 리눅스 커널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apt와 deb파일을 써서 Debian 계열이란 생각이 들지만 사실 계보
를 보자면 Unix와 가깝습니다. apt인 이유는 Cydia가 Debian의 APT 패키지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콘솔에서도 APT와 Unix 쉘 명령어를 쓸 수 있도록 Cydia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해서 필
요한 패키지를 설치해봅시다. (아래에서 설명할 소스들을 추가한 후 tool, tools, forensic, debug 등 광범
위하거나 필요한 분야를 검색하여 설치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량입니다.)

apt 관련 패키지들은 Cydia에서만이 아닌 콘솔을 통해서도 패키지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패키지 관리 시 경험에서 우러나온(?) 주의사항 몇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1. Cydia앱을 사용중인 경우 이와같이 dpkg 접근이 제한되어 동시사용은 불가능합니다.
p0p0pret:~ root# apt-get install netcat
E: Could not get lock /var/lib/dpkg/lock - open (35: Resource temporarily unavailable)
E: Unable to lock the administration directory (/var/lib/dpkg/), is another process using it?
 2. 리스프링이나 리부팅이 필요한 패키지인 경우 Cydia에서 설치해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선 리스프링하라 리부팅하라 이런 정보를 알려주지 못합니다. 보통 샌드박스나 스프링보드에 직간접
적인 영향을 주는 패키지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3. 같은 이름의 패키지 혹은 같은 계열의 패키지를 조심해야합니다. 보통 알아서 상위버전의 패키지를 설치
하지만 해당패키지의 의존성 패키지들이 설치된 상위 버전의 패키지와 호환되지 않는다면 설치도중에 에러
가 나거나 설치되어도 정상적인 실행이 불가능. 이를 잘 고려하여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같은 패키지를 
소스마다 각각 배포하는 경우 최신버전 한 가지만 설치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이상 설치한 경우 마찬가지
로 충돌 날 수 있습니다.
 4. 패키지, 소스간의 꼬임을 제외하면 경고나 오류는 보통 네트워크나 사이트 문제입니다.
 5. Cydia 설정이 개발자여야 모든 패키지가 검색됩니다. Sources-Settings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6. iOS 가 상위버전으로 올라갈수록 몇몇 바이너리들이 실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인증되지 않은 바이너리의 실행을 iOS가 막기 때문입니다.
p0p0pret:~ root# /usr/bin/perl
Killed: 9
이와 같이 실행하자마자 9번 시그널이 와서 죽어버립니다.
5.0.1 버전에서 멀쩡하게 실행되던 gcc로 컴파일 한 바이너리도 5.1.1에선 저렇게 됩니다.
p0p0pret:~ root# ldid –S /usr/bin/perl
따라서 lsid 패키지를 설치 후 이같이 코드서명을 우회시켜야합니다. (파일 용량이 늘어납니다.)
 결론 : 콘솔에서의 패키지 설치는 리스크가 많습니다. Cydia를 애용합시다.
이제 아래의 소스들을 추가해줍시다. 안전하지 않은 소스 경고창이 뜬 경우 동의해주세요.
http://cydia.radare.org
http://cydia.xselize.com (MobileTerminal 설치용, 선택사항입니다.)
http://apt.thebigboss.org/repofiles/cydia/
http://repo.insanelyi.com/
이제 생각나는 대로 리눅스에서 썼던 다양한 패키지들을 깔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생각했던 명령어가 없는 경우 다른 소스를 검색해봐서 그 소스를 추가해주세요. 아래는 예시입니다.
netcat, ping, mc, tcsh, python, perl, top, git, gzip, p7zip, bzip2, glib, sudo, vim, nano, ldid, 
wget, curl, subversion, file, make, more, nmap, grep, gdb, gcc...

여담이지만 저는 탈옥한 첫날에 Cydia/Telesphoreo 소스의 대부분의 패키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패키
지들(언어, 데몬, 몰랐던 쉘명령어 등등)은 트윅류만 제외하면 뉴비인 저에겐 그것들이 언젠간 iOS개발/분석
에 있어서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 미리 설치해두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위의 예시 중 다른 것은 그냥 설치가 되지만 gcc의 설치 과정은 조금 복잡합니다.
Cydia에서 fake-libgcc를 검색하여 설치하면 같이 설치되는 의존성 패키지로 GNU C Compiler과 
iphone-gcc Headers가 있습니다. 모두 설치해주시고 iPhone 2.0 Toolchain도 설치해주세요.
설치하면 Changes 항목에 libgcc가 추가될 텐데 업데이트 하면 참 곤란합니다.
원래 iphone-gcc Headers가 libgcc인데 [libgcc, GNU C Compiler, iPhone 2.0 Toolchain] 이렇게 설치
한 경우 컴파일 시 헤더파일들에 대한 위치정보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fake-libgcc를 통해 libgcc
역할을 하는 가짜 libgcc를 설치하고 iphone-gcc Headers로 헤더들을 추가해야합니다.
콘솔에선 Cydia의 검색기능과 비슷한 apt-cache search 검색어로 필요한 패키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검색 예시 : p0p0pret:~ root# apt-cache search web |more

Metasploit도 깔 수 있습니다.



0x4 전체적인 구조
이제 iOS의 전체적인 구조를 훑어볼 시간입니다. 파일 시스템부터 설명하자면 HFSX 라는 생소한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Apple사에서 개발한 파일시스템인 HFS(Hierarchical File System)에서 향상된 
HFS+를 약간 변형시킨 파일시스템으로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리눅스 서버
가 있다면 해당 파일시스템을 덤프 띄워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걸 포렌식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삭제시킨 
파일의 복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ex : 압수수색 된 모씨 탈옥 아이폰 분석하자 범행동기 드러나!)
직접 덤프를 떠보겠습니다. 먼저 디스크 정보를 확인하고
p0p0pret:~ root# df -h 
Filesystem      Size  Used Avail Use% Mounted on
/dev/disk0s1s1  1.6G  1.2G  454M  72% /
devfs            26K   26K     0 100% /dev
/dev/disk0s1s2   28G   18G   11G  64% /private/var
리눅스 서버에 전송하겠습니다.
p0p0pret:~ root# dd if=/dev/disk0 | ssh root@192.168.143.89 dd of=new_ipad_dump.img
root@192.168.143.89's password: 
dd: writing to `new_ipad_dump.img: No space left on device
25298009+0 records in
25298008+0 records out
12952580096 bytes (13 GB) copied, 3534.6 s, 3.7 MB/s
시작지점을 확인해보겠습니다.

HFS+ 는 H+ 라고 
시작되지만 HFSX
는 구조가 좀 특이
하군요.



Applications /var/stash/Applications.QtV2Vo 심볼릭링크. 시스템 어플리케이션과 cydia에서 받은앱 
Developer 비어있음
Library 시스템 플러그인과 설정 등
System 시스템 환경설정(iOS 버전 정보), 라이브러리 디렉터리(기본 앱 사진 등) 포함
User /var/mobile 심볼릭링크
bin 일반적인 명령어들
boot 비어있음
cores 비어있음
dev 문자장치파일과 블록장치 파일등
etc /private/etc 심볼릭링크
lib 비어있음
mnt 비어있음, mount용도로 추정
private var과 etc와 tmp등
sbin 마운트와 네트워크관련 등 시스템과 관련된 명령어들
tmp /private/var/tmp 심볼릭링크
usr bin, games, include, lib, libexec, sbin, share 디렉터리 등
var /private/var 심볼릭링크

Keychains 암호화된 사용자의 패스워드들(메일, 페이스북, AP 암호 등)
MobileSoftwareupdate 기기의 소프트웨어업데이트와 관련된 로그
Audit racoon key관련
Backups 백업 디렉터리
cache 캐시데이터와 관련됨
keybags backup_keys_cache.db,  systembag.kb
lib apt, aptitude, cydia, dpkg, misc 라이브러리
log 커널, apt등의 로그
logs os정보, 데몬로그
mobile 사용자 어플리케이션과 Document, SMS정보등
preferences 네트워크 설정 plist
root 루트 사용자 홈디렉터리
run 시스템 데몬로그
spool mdt
stash 테마, 탈옥 후 설치한 경우 gcc, python, ruby, php, include 등
tmp 임시파일
Wireless 무선 로그, 기기정보, 설정

복구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debugfs 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HFSX 전문 포렌식 툴이나 PhotoRec등을 쓰
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디스크 용량이 삭제 직후 더 늘어날 경우 복구가 어려워 질수 있으니 가급적 
사진이나 영상이나 메모 등 추가로 디스크에 저장이 되는 작업은 덤프 후에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디렉터리별 용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비어있는 디렉터리는 iOS 이전버전에서 쓰였거나 앞으로 쓰일 디렉터리입니다.
시스템 파티션 /

Cydia에서 시스템관련 패키지를 깔다보니 Developer안에 파일이 생기거나 기본적으로 없던 폴더가 새로 생
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기하게 cores와 Developer폴더의 퍼미션이 drwxrwxr-t 이렇게 있네요.
다음은 순정상태에서도 접근이 자유로운 데이터 파티션입니다. 여긴 의미 없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데이터 파티션 /private/var

이것으로 전체적인 구조설명이 끝났습니다.



iOS5 기준으로 /private/var/mobile/Library/SMS/SMS.db 에는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이 전부 
들어있습니다.(6에선 5와 저장방식이 좀 달라졌다 하네요.) 이것은 곧 SQLite 3.x database 파일이라
.sql 파일로 추출이 가능합니다.
p0p0pret:/var/mobile/Library/SMS root# sqlite3 sms.db .dump > sms.sql
만들어진 sql파일을 확인해보면 상대방 번호(메일)와 주고받은 내용과 날짜를 모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INSERT INTO "message" VALUES(1,'114',1321261275,'[olleh] 11/11/14, 자녀정보료알리미 서비스에 가
입되었습니다. olleh.com',2,0,NULL,1,0,0,5,0,NULL,'kr',NULL,NULL,1,NULL,NULL,0,NULL,0,NULL,NUL
L,NULL,NULL,NULL,NULL,NULL,0,0,0,0);
iMassage도 저장하기 때문에 아이패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탈옥 후 앱스토어에서 여러 국가의 계정을 사용할 때 가끔 미국 앱스토어 업데이트인데 한국계
정의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등 계정간의 정보가 꼬여서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파일이 있습니다.
/private/var/mobile/Library/Caches/com.apple.mobile.installation.plist
스프링보드가 켜질 때마다 주기적으로 정보를 가져오는 파일로, 지우고 리스프링하면 알아서 생성됩니다.
앱스토어 계정 정보 외에도 스프링보드관련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System/Library/CoreServices/Systemersion.plist 는 시스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전정보
를 수정 후 리스프링을 하게되면 앱스토어나 Cydia등 시스템 앱 조차 실제 수정한 버전으로 인식을 합니다. 
설정에서 정보를 봐도 마찬가지, 심지어 상위버전의 iOS만 지원하는 앱도 앱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Keychain을 보겠습니다. 키체인은 개발자가 안전하게 기기에 민감한 정보(ex 인증서)를 저장하
는데 사용되는 Apple에서 제공하는 Library/API입니다. 접근 가능한 그룹의 멤버가 아닌 경우 오직 그들 
개인의 keychain 아이템들에만 접근하도록 앱들을 제한합니다. 개발자는 키체인에 다양한 보호레벨을 지정 
해줄 수 있으며 총 6가지 보호레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접근, 잠김 해제 시만 접근, 부팅 시 처음 
언락 후 접근후에 재부팅 시 암호화, 해당 디바이스만 접근가능-앞의 3가지 보호 레벨 중 한가지와 같이 
씀.  키체인은 장치별로 할당되는 고유한 하드웨어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됩니다. 각 장비마다 가지고 있는 단
일 칩 시스템(System-on-a-chip)에 내장된 AES 보조처리기(AES coprocessor, AES 암호화 엔진)에는 
GID-key와 UID-key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iOS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암호화 키 내장에 UID키와 GID키 
두 가지를 함께 제공합니다. 장치에서 실행되는 OS에서는 하드코드된 키를 직접 읽을 수 없고 암호화 복호
된 결과만 볼 수 있습니다. 단, 데이터 보호, 미디어 암호화 및 키체인 암호화에서 사용되는 다른 암호화키
를 생성하는 키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하드코드 된 키는 부트로드와 커널 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GID-key는 동일한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서와 모든 장치에 의해 공유되는 AES 키입니다. 모든 iDevice 모
델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은 키 0x837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UID-key는 각 장비의 고유한 AES 하드웨어 키입니다.
이것은 키 0x835, 키 0x89B를 생성하는데 사용됩니다. NOR flash를 암호화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해독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키들은, 데이터에 직접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나중에 암호
화/복호화시에 실제 데이터에 사용됩니다. 메모리 키를 생성하는 정적 nonces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시스템 keybag에 저장된 데이터 보호 클래스 키는 bruteforce를 돌려 추출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키는 
패스코드와 key 0x835로 보호됩니다.

Key 0x835 - 커널에서 부팅 할 때 계산되며 키는 UID 키를 16 진수 값 
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를 암호화하여 생성됩니다.
이것을 장치키로 사용하고 클래스 키를 보호합니다. 백업 키체인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Key 0x836 - 이것은 복원하는 동안 커널에서 계산되지만 정상적인 부팅 도중에 청산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
지 않습니다. 또한 보안 부트 로더에 의해 계산하며, 알려진 유일한 사용은 NOR에서 해독 LLB에 있습니다. 
0x835와 마찬가지로 각 장치에 따라 다릅니다.
UID키와 16 진수 문자열 00E5A0E6526FAE66C5C1C6D4F16D6180를 암호화하여 생성됩니다.

Key 0x837 – 이것은 Zibri의 암호화 누출로 유명해진 키입니다. UID-AES 키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복원
하는 동안 iBoot, iBEC, iBSS에하고 커널에 의해 계산됩니다. 그것은 8900 파일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8,900 헤더를 "서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16진수 값 345A2D6C5050D058780DA431F0710E15 와 GID key를 암호화하여 생성됩니다. 펌웨어 업데이
트 중 iOS파일을 복호화 할 때도 사용됩니다.

Key 0x839 - UID-AES 기반인 이 키는 NOR에서 LLB를 (iBoot, 장치 트리, 사진) 암호화하는 데 사용됩니
다. UID 키와 16 진수 문자열 8C8318A27D7F030717D2B8FC5514F8E1를 암호화하여 생성됩니다.

Key 0x899 - UID 키와 0xD1E8FCB53937BF8DEFC74CD1D0F1D4B0를 암호화하여 생성합니다. 용도불명.

Key 0x89A - A4 장치에 사용됩니다. 장치의 특정 키를 받고, UID 키와 
0xDB1F5B33606C5F1C1934AA66589C0661를 암호화하여 생성됩니다. SHSH blob 암호화 시 사용합니다.

Key 0x89B - 커널에서 부팅 할 때 계산됩니다. 키는 UID 키를 16 진수 값 183E99676BB03C546FA468F5
1C0CBD49를 암호화하여 생성됩니다. 데이터 파티션 키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0x835를 제외한 모든 키가 정상 부팅 시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두 하드웨어 키는 즉시 다른 키가 그들로
부터 계산 된대로, 시작 시 커널에서 function_disable - 키를 사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습니
다. 이것은 보안 루트 접두사에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키 0x836-0x838은 복구 부팅하는 동안 활성화되어 
있으며 표준 IOAESAccelerator 사용자 클라이언트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keychain_dumper https://github.com/ptoomey3/Keychain-Dumper
키체인 덤퍼를 사용하여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p0p0pret:~/key/Keychain-Dumper-master root# ./keychain_dumper -h
Usage: keychain_dumper [-e]|[-h]|[-agnick]
<no flags>: Dump Password Keychain Items (Generic Password, Internet Passwords)
-a: Dump All Keychain Items (Generic Passwords, Internet Passwords, Identities, Certificates, and 
Keys)
-e: Dump Entitlements
-g: Dump Generic Passwords
-n: Dump Internet Passwords
-i: Dump Identities
-c: Dump Certificates
-k: Dump Keys
이제 엑세스 그룹목록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길게 이어지는군요. 마지막으로 인자 없이 실행했을 때 나타난 계정과 AP 암호입니다.
Generic Password
----------------
Service: AirPort
Account: kaonuri
Entitlement Group: apple
Label: (null)
Generic Field: (null)
Keychain Data: 1234567890

Generic Password
----------------
Service: jp.co.dwango.nicobook
Account: soh357@gmail.com
Entitlement Group: 2BSV9825JC.jp.co.dwango.NicoNicoBook
XshellLabel: 
Generic Field: user_preference
Keychain Data: g*d***********



Internet Password
-----------------
Server: smtp.gmail.com
Account: soh357@gmail.com
Entitlement Group: apple
Label: (null)
Keychain Data: v****t****
내용이 너무 많아 3개만 가져와봤습니다. 이와 같이 평문으로 된 암호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경우 평문으로 안보이네요.
아래는 keychain_tool을 이용해 복호화 시킨 모습입니다.

이상하게 참고한 사이트에서 하란대로 커널패치를 했지만 바이너리를 실행하니 잘못된 명령어 4가 나오고 
소스 컴파일도 실패하여 며칠 삽질하다가 이미 복호화 된 hischall 2012 문제로 대체합니다.
원래는 iTunes를 통해 백업되는 키체인 Manifest.plist파일과 51a4616e576dd33cd2abadfea874eb8ff246bf
0e 파일과 key835가 필요합니다.
C:\iphone-dataprotection\python_scripts>\Python26\python.exe keychain_tool.py \key\51a4616e5
76dd33cd2abadfea874eb8ff246bf0e \key\Manifest.plist
This backup is not encrypted, without key 835 nothing in the keychain can be decrypted
If you have key835 for device d*8*****205**********e1*****2****ca****7 enter it (in hex)

마지막으로 iTunes 인증서를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하고 0x4를 마치겠습니다.
C:\ProgramData\Apple\Lockdown에는 해쉬값으로 인증서가 저장됩니다. 암호화 되어 내용을 볼 수는 없
지만 저게 없는 컴퓨터에도 그대로 복사하면 암호 잠금을 해제할 필요 없이 iTunes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0x5 탈옥감지/우회
사실 아까 위에서 살펴본 디스크(마운트) 정보에서 disk0s1s1은 탈옥상태에서만 쓰기가 가능한 곳입니다.
fstab는 장치들을 부팅 시에 마운트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담이지만 CPU의 클럭 조정도 가능합니다.
fstab 앞부분에 아래 예시와 같은 내용을 추가 후 리부팅해주시면 됩니다.
 su
 비밀번호
 sysctl –w hw.cpufrequency_max=600000000 (최대 클럭 600MHz)
 sysctl –w hw.cpufrequency=600000000 (평상시 600MHz)
 sysctl –w hw.cpufrequency_min=50000000 (최소 클럭 500MHz)
 /dev..
다운클럭 오버클럭 모두 가능합니다. 배터리절약이나 일부러 다운클럭 된 제품들 성능 올리는데 유용합니다.
단, 과한 오버클럭은 기기가 맛이 갈 수 있습니다.
일단 탈옥상태에서 퍼미션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p0p0pret:~ root# cat /etc/fstab
/dev/disk0s1s1 / hfs rw 0 1



/dev/disk0s1s2 /private/var hfs rw 0 2
루트 디렉터리에 rw 권한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순정상태라면 /dev/disk0s1s1 / hfs ro 0 1로 read only 상태입니다.

저것은 탈옥 감지할 때 유용한 파일입니다. 보통 금융권앱등 정보가 유출되면 곤란한 앱들의 고객 보호 
차원에서 실행을 통제할 때 사용됩니다. 원래 이전에는 탈옥을 감지하는 API가 따로 존재하였지만 iOS 
4.2.1부터 제거되면서 개발자들이 직접 탈옥감지를 시도하게 됩니다.

Cydia나 기타 탈옥 프로그램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거나 /bin, /boot, apt관련 디렉터리, installous 흔적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fstab를 확인하는 경우 커스텀 번들(Cydia 설치 없이 단순히 
관리자 권한만 취득)과 같은 행위도 탈옥으로 감지됩니다. 트윅을 안한다고 탈옥 안한게 아닙니다. 게다가 
DFU 복원 없이 업데이트로 순정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흔적이 남아 탈옥으로 감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의 우회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먼저 간단하지만 확실한 방법으로 그냥 단순히 감지
되는 디렉터리들의 이름을 바꿔놓는 방법에서부터 Cydia등 특정 디렉터리를 찾아 탈옥여부를 감지하는 앱인 
경우, 실행 중에만 해당 디렉터리 문자열이 메모리에 상주하게 만든 경우가 아니라면 바이너리 패치를 통해 
Cydia.app 같은 내용을 hackhack!으로 바꿔주어 없는 디렉터리로 처리하게 만들면 됩니다.
다음으로 arm asm에 능숙하신 분들이라면 리버싱을 통해 앱을 attach시켜 검사루틴을 직접 우회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탈옥감지 크랙미앱까지 나와서 돌아다니는걸 보아하니 이것도 많이 쓰이는 방법인가 봅니다.
세 번째로 루트킷 처럼 직접 system call등 관련 커널 단 내용을 후킹해서 앱이 감지를 하려 할 때 슬쩍 다
른 정보를 넘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모든 앱이 적용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대응방안으로는 개발자가 리버싱이 어렵도록 단순히 실행시킨 직후뿐만 아니라 잔액조회, 결제 등 생각나
는 부분마다 감지루틴을 삽입하는 방법정도가 있겠으나 루트킷 같은 경우 Apple이 앱 권한 정책을 바꾸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탈옥 후 보안은 전적으로 본인 스스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탈옥 후 가능한 보안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root, mobile계정의 패스워드를 바꾸는 것만
으로는 탈옥 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탈옥하고 관련 패키지들을 설치한 순간, 탈옥툴에 문제(백도어, 
정보수집)가 있다면 탈옥하는 순간부터 그 기기는 취약한 기기가 됩니다.(안드로이드의 경우 리눅스 커널취
약점을 포팅해오는 것만으로도 Exploit이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만약 탈옥한 기기에서 돌아가는 외부와 연결되는 서비스 중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혹은 받은 패키지 중에
서도 백도어나 정보수집 기능이 있다면 어떨까요? 외부에서의 접근은 자유로워지고 결과적으로 내부 데이터
들의 안전도 위험해지게 됩니다. 아마 이 때문에 금융권 앱들이 탈옥한 사용자의 사용을 막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이는 주기적으로 평상시에 오가는 패킷을 잘 관찰하고 열린 포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돌
아가는 서비스가 설령 정상적인 서비스(ssh 등)라 생각되어도 쓰지 않을 때는 모두 꺼두는 게 안전합니다. 
탈옥한 장비는 서버 보안과 비슷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보통서버가 아닌 취약한 서버를 염두 해두
어야 하죠.

결과적으로 보통 리눅스 서버와 다르게 검증되지 않은 소스에서 배포하는 패키지를 받게 됩니다. 리눅스는 
새로운 버전의 패키지가 나온 경우 여러 사람이 공동 개발하고 그 소스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패키지들
인 경우 무결성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iOS에선 개발자가 작정하고 악의적인 행위를 해도 알기 어렵게 됩니
다. Darwin 커널 전용 루트킷(ex: 순정상태에서도 돌아가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백도어로 변조하기&돌아가
는 프로세스나 패킷등 정보도 통제)이 돌아다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다행히도 몇몇 패키지나 Cydia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무결성 검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Cydia 설치 
시 기본적으로 있는 소스와 Cydia 개발자의 소스 정도는 믿을 만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소스를 추가했을 때 
가끔 안전하지 않은 소스경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Cydia에서 자체적으로 몇몇 소스들을 
추가할 때 경고가 나오도록 필터링 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곳에서 배포하는 패키지들 중 악의적인 행위(ex 
앱 내부 결제시스템 우회)를 하고 있는 것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소스들의 추가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의심되는 패키지가 있어 분석을 할 경우 Cydia에선 패키지 설치 시 설치된 파일들이 파일
시스템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삭제할 때 쓰기위한 것 같네요.)

하지만 이같이 열심히 패키지들의 보안에 신경을 써도 취약한 부분은 남아있습니다. 바로 탈옥 시 사용했
던 Exploit입니다. 이 Exploit은 탈옥한 현재 운영체제에선 따로 패치를 하지 않는 이상 취약합니다. 또한 
순정 최신버전에서 조차 패치가 없으면 이것은 제로데이입니다. 웹에서 탈옥을 수행해주기로 유명했던 
Jailbreakme 사이트에서 사용한 취약점은 pdf 취약점입니다. 당연히 탈옥 후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코드를 삽입한 웹페이지를 접속하게 되면 여전히 취약점이 작동하게 되죠. 다만 사파리가 아닌 유저 어플리
케이션을 통한 Exploit은 힘든 모양입니다. DEP, ASLR등 메모리 방어기법은 점점 강화 되어가고 돌아가는 
것도 모자라(스택 까나리 같은 보호기법들도 xcode에서 컴파일 시 옵션을 넣으면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샌
드박스 내부이기 때문에 일반 어플리케이션으론 허가된 권한 이상을 발휘하기가 힘든 게 아닐까 생각합니
다. 다행히 요즘 탈옥방식은 pdf 취약점이 아닌 usb를 직접 연결해주고 페이로드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 누군가 내 기기를 가져가서 Exploit을 수행해 정보를 빼간다면 어떨까요? 0x4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keychain과 디스크 이미지를 몰래 덤프해간다면, 게다가 만약 iTunes 백업중 
Lockdown까지 탈취당한 상태라면 순정에서도 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결방법을 고민하던 중 우연히 흥미로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Defcon 18 Pwned By the owner What happens when you steal a hackers computer zoz part
해커의 컴퓨터를 훔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http://www.youtube.com/watch?v=U4oB28ksiIo
내용 요약하자면 노트북이 도난당했는데 거기 깔아둔 추적앱으로 용의자 사진도 찍고 접속 위치도 알아내서 
ssh 접속해서 키로그를 설치하고 계정정보(facebook, yahoo, paypal 등)알아내서 용의자의 인터넷 습성과 
주소까지 알아낸 내용입니다. 이전의 제 가정은 사용자 기기의 정보를 빼내고 다시 제자리에 두는 것였지만 
누군가 훔쳐가서 데이터도 빼내고 계정정보도 빼낸 후 초기화 시켜서 장물로 팔거나 쓰는 경우까지로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물론 나의 아이폰 찾기같이 애플에서 제공하는 위치추적 앱이 있지만 Wifi, 3g등 외부와 
연결이 필요하단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연결된다면 사운드재생, 잠금, 데이터삭제가 가능하지만 현재 국
내에서 위치추적은 아직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위치 추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음과 같은 데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기적으로 현재 아이피를 자신의 서버로 전송하는 프로그램
을 만드는 겁니다. 3g의 경우 추적가능 범위가 좀 광범위하겠지만 Wifi를 연결한다면 좀 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아이피가 아닌 GPS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래서 생각해본 것이 GPS 
위치추적과 키로그, 사진촬영, 리버스쉘등의 기능을 하는 스텔스 프로세스. 어떻습니까?

 그런데 Cydia를 뒤져보니 키로그가 이미 있습니다. GPS추적기능도 나와 있거나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직접 만들어서 올리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락을 해제한 경우 비행기모드, 아직 락을 
해제 못한 경우에도 Faraday Bag와 같이 무선전파를 인위적으로 차단한다면 이조차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할진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되네요. 데이터에 접근 못하게끔 usb연결을 차단(혹
은 인증을 하게끔)한다던가, DFU복원을 해도 여전히 해커의 추적 데몬은 돌아가게 만든다던가. 물론 설정메
뉴를 통해서도 데이터 삭제와 업데이트가 가능하니 이것도 막아야합니다. 자, 이글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해
커입니다.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의 장비를 방어해봅시다.



0x6 어플리케이션 내부 분석
iOS의 어플리케이션은 샌드박스에 의해 보호되며 실행 시 ipa에 인증서가 없는 경우 설치조차 불가능합니

다. 따라서 탈옥 사용자용 ipa를 만들어 배포 할 때도 인증서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인증서 내용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은 iTunesMetadata.plist, App_name.app\Info.plist 두가지중 하나입니다.

또한 키체인을 통해 Mach O 바이너리와 어플리케이션 내부 중요데이터들이 암호화됩니다. 따라서 분석을  
위해 이걸 복호화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는 gdb로 덤프 떠가며 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지만 복호화 
쉘스크립트가 돌아다닙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var/mobile/Applications/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복호화 할 어플 내부폴더에 들어가서 DecryPtIt 바이너리를 실행해주면 됩니다.
p0p0pret:/var/mobile/Applications/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root# DeCryptIt
사용 예시입니다.
DeCryptIt 1.3 (2011-03-04) by KnDol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는 앱의 고유한 uuid입니다.
Found air.app (EBS354230250354227220354226264 1.0)
Copying application file
Analyzing application
Thin Binary found
Locating and patching CryptID
1+0 records in
1+0 records out
Dumping unencrypted data from application
Dumping unencrypted data from application
Verifiying data dump
Replacing encrypted data with data dump
1+0 records in
115+0 records out
471040 bytes (471 kB) copied, 0.01683 s, 28.0 MB/s
Trying LamestPatchest... found nothing
Signing the application
Done
Created decrypted file ./DeCrypted/air
p0p0pret:/var/mobile/Applications/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root# diff air.app/air 
DeCrypted/air
Binary files air.app/air and DeCrypted/air differ
가끔 실패하는 앱도 보이지만 대부분의 앱이 잘 복호화 되어 저장됩니다.
fat binary, thin binary 둘 다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System버전과 마찬가지로 앱내부의 info.plist를 수정하면 버전정보를 속일 수 있습니다. 구버전
이 필요한데 앱 내부에서 자꾸 업데이트를 권유해온다면 아래 두 항목의 숫자를 수정 하시면 됩니다.

<key>CFBundleShortVersionString</key>
<string>5.0.0</string>
<key>CFBundleVersion</key>
<string>5.0.0</string>



0x7 후기
문서를 작성하며 그동안 생각했던 주제나 직접 삽질해본 내용에 더하여 보충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국내와 

외국 사이트들을 진전하면서 알아낸 실로 거대한 정보를 보며 역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생각을 절
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욕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쁩니다.

본 문서의 특성상 iOS에 할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넓은 범위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원래는 입문과정
에서부터 포렌식, 리버싱, 시스템등 다양한 관점으로 나누어 그것들을 각각 설명하는 구조를 생각하였으나 
제가 시작이라 느껴지는 장벽을 막 넘어 출발한 뉴비란 점을 생각했을 때 그 점을 착안하여 뉴비인 제가 장
벽이라 느낀 부분을 다른 분들이 손쉽게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아는 내용(경험) 위주로 모르는 부분
은  [검색/해석/검증]하는 과정을 거친 후 내용을 넣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잘못 알고 적은 내용이나 에매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0x1에 적은대로 정정 받습니다. 문서에 넣을 추가 소재를 알게해주신 분들
(hischall keychain 문제출제자, 친구, Defcon 발표자, 등),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수정일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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