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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M1: 잘못된잘못된 플랫폼플랫폼 사용사용
모바일에서 특정 플랫폼을 이용할 때, 안전하지 않은 설정을 하거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오용했을 때, 발생하는 취약점
이다. 일반적으로 웹을 이용해서 모바일 앱이 동작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웹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이 안드로이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OWASP Top 10 에서 발생하는 취약점과 동일하다. 

웹에서 발생하는 취약점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의 O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Android intent, ios keychain 등)의 잘못된 
사용, 외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API의 잘못된 사용 등을 모두 포괄한다. 

M2: 안전하지안전하지 않은않은 데이터데이터 저장저장
데이터를 안전하지 못하게 저장하여,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 유출이 발생하는 취약점이다. 주로 로컬 SQL DB나 로그파일, xml, sd
카드, 클라우드 싱크된 데이터 기능 등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다. 

M3: 안전하지안전하지 않은않은 통신통신
외부와의 통신채널을 암호화하지 않았거나, 암호화는 했지만 쉽게 우회 및 복호화가 가능해서 데이터를 탈취할 수 있는 취약점이
다. HTTP의 사용이 대표적이며, SSL/TLS 를 활용해야 하며 공인된 CA인증서를 사용하고, 해당 인증서를 Pinning 해서 MITM 공
격이나 네트워크 스니핑 시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M4: 안전하지안전하지 않은않은 인증인증
취약한 암호 정책을 사용하거나, 비밀번호를 로컬에 저장하는 경우, 서버에 인증 요청을 보내서 인증을 우회 및 위조 하는 등의 취
약점에 해당한다. 가급적 오프라인에서 인증하지 않고, 백엔드 서버를 이용해서 인증을 하도록 한다. 또한 인증한 뒤 연결 상태를 
유지할 때, 올바른 자격증명을 하고, 비밀번호와 같은 정보는 로컬에 저장하지 않는다. 

M5: 취약한취약한 암호화암호화
여러가지의 이유로 인해 암호화된 정보가 복호화 되는 취약점에 해당한다. 암호화에 사용된 키값을 공격자가 읽을 수 있는 곳에 
저장하거나, 하드코딩 하는 경우, 암호화 알고리즘을 직접 작성해서 사용하는 경우, 이미 취약하다고 알려진 암호화 기법을 사용
하는 경우 암호화는 쉽게 복호화된다. 따라서 기관에서 권장하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도록 해야한다. 

M6: 안전하지안전하지 않은않은 권한권한 인가인가
사용자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거나 앱에 과도한 권한이 존재해서, 의도치 않은 기능이 수행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취약점이다. 클라
이언트에서 요청된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서버에 저장된 정보만 사용하여, 권한을 확인한다. 그리고 앱에서도 필요한 권한만을 
부여하며, 권한 검사를 하지 않는 hidden service를 하지 않도록 한다. 

M7: 클라이언트클라이언트 코드코드 품질품질
클라이언트에서 코드를 잘못 작성하여 발생하는 취약점이다. RCE를 발생시키는 취약점이며, Memory Corruption 및 XSS와 같은
취약점이 대표적인 예이다. API를 잘못 사용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API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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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8: 코드코드 변조변조
바이너리를 변조하거나 후킹을 통한 메소드 및 메모리 변조, 로컬 리소스 수정에 해당하는 취약점이다. 이런 동작을 하기 위해서
는 루팅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루팅 상태를 탐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런타임에 코드의 무결성을 검사하는 것으로 방지
할 수 있다. 정상 어플리케이션을 변조한 악성앱을 배포할 수 있고, 게임앱에서 결제우회를 할 수 있다. 

M9: 리버스리버스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쉽게 디컴파일 해서, 원본 코드를 복원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앱 난독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M10: 불필요한불필요한 기능기능
앱 배포시 개발자의 실수로, 숨겨진 백도어가 존재하거나 패스워드를 주석에 포함 하는 경우, 소스코드의 노출, 관리자 기능의 노
출 등에 해당하는 취약점이다. 디버그 모드나 개발자가 사용하기 위해 만든 슈퍼 기능들을 이용해서, 인증없이 앱의 기능을 사용
하거나, 테스트 코드들이 존재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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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Improper Platform Usage
위협원위협원
Application 특징특징
이 카테고리는 플랫폼 기능의 잘못된 사용 또는 플랫폼 보안 제어의 사용 실패가 포함된다. Android intents, platform permission, 
Touch ID나 Keychain, 모바일 OS의 일부인 보안 제어의 오용이 포함될 수 있다. 

Attack Vectors
Exploitability EASY (쉬움쉬움)
이 Attack vector는 기존의 OWASP Top 10을 통해 사용가능한 것과 같은 벡터에 해당한다. 어떤 노출된 API call은 여기에서 공격
벡터 역할을 할 수 있다.

Security Weakness
Prevalence COMMON (일반일반)

탐지탐지 가능성가능성 AVERAGE (보통보통)
이 취약점을 exploit 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앱이 소비하는 웹 서비스나 API 호출을 노출해야 한다. 노출된 서비스나 API call 은 서
버 내에서 OWASP Top 10 취약성을 생성하는 불안정한 코딩 기법에 의해 발생한다. 모바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공격자는 악의적
인 입력이나 예기치 않은 일련의 시퀀스들을 취약한 엔드포인트에 공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격자는 서버의 원래 OWASP Top
10 취약점을 인지한다.

Technical Impact
Impact SEVERE (심각심각)
이 취약점의 기술적 영향은 공격자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Exploit을 하는데 관련된 취약점의 기술적 영향과 일치한다.

예를 들어, 공격자는 모바일 장치를 통해 XSS(사이트 간 스크립팅) 취약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OWASP Top Ten A3 - XSS 범
주에 해당하며, 기술적 영향은 보통이다.

비즈니스비즈니스 영향영향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비즈니스별비즈니스별
취약점의 비즈니스 영향은 상대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악용하고 있는 관련 취약성(OWASP Top 10에 정의된)의 비즈니스 영향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공격자는 모바일 장치를 통해 XSS(사이트 간 스크립팅) 취약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OWASP Top Ten 
A3 - XSS Category의 비즈니스 영향과 일치한다.

취약성취약성 테스트테스트
이 범주의 리스크의 가장 큰 특성은 플랫폼(iOS, Android, Windows Phone 등)이 문서화되고 잘 이해되는 기능이나 특징을 제공
한다는 것이다. 앱이 그 기능을 사용하는데 실패하거나 잘못 사용한다. 이는 설계와 구현이 엄격히 앱 개발자의 문제가 아니기 때
문에 다른 모바일 상위 10대 위험과 다르다. 모바일 앱이 이러한 위험을 경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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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 미준수미준수
모든 플랫폼에는 보안(c.f., (안드로이드)), (iOS) (Windows Phone))에 대한 개발 지침이 있다. 앱이 제조업체가 권장하는 최선의 
관행과 모순되는 경우, 앱은 이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예를 들어, iOS Keychain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Android에서 export된 서비
스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있다. 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 앱은 이러한 위험을 경험할 것이다. 

2. 관습이나관습이나 일반일반 사례의사례의 위반위반
모든 모범 사례가 제조업체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지침에는 없더라도, 모바일 앱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
실상 모범 사례가 있다.

3. 의도하지의도하지 않은않은 오용오용
일부 앱은 옳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일부가 잘못 구현된다. 이것은 API call에 잘못된 플래그를 설정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버그일 수도 있고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다.

플랫폼의 권한 모델에서 발생하는 장애는 이 범주에 속한다. 예를 들어, 앱이 너무 많은 권한을 요청하거나 잘못된 권한을 요청하
는 경우, 여기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좋다.

방지방지 방법방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서버 측에서 보안 코딩 및 구성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특정 취약성 정보는 OWASP 웹 Top Ten 또는 
Cloud Top Ten 프로젝트를 참조하십시오.

공격공격 시나리오시나리오 예제예제
각각 수백 또는 수천 개의 API가 있는 여러 개의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이 절의 예는 가능한 것 중 일부만 가져왔다.

키체인키체인 대신대신 앱앱 로컬로컬 스토리지스토리지
iOS 키체인은 앱과 시스템 데이터 모두를 위한 안전한 스토리지 시설이다. iOS에서 앱은 보안상 중요한 모든 작은 데이터(세션 
키, 비밀번호, 기기 등록 데이터 등)를 저장하기 위해 iOS Keychain을 를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인 실수는 이러한 항목을 앱 로컬 
저장소에 저장하는 것이다. 앱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는 암호화되지 않은 iTunes 백업(예: 사용자의 컴퓨터에서)에서 사
용할 수 있다. 일부 앱의 경우 그러한 노출은 부적절하다.

Smallpdf User
스탬프

Smallpdf User
스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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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st Offenders 아래는 OWASP 에서 보는 자주 발생하는 모바일 취약점의 리스트이다. 

Poor Web Services Hardening
Logic flaws

Testing for business logic flaws
[Business] Logic Security Cheat Sheet](https://www.owasp.org/index.php/Business_Logic_Security_Cheat_Sheet)

Weak Authentication
OWASP Top Ten Broken Authentication Section
Authentication Cheat Sheet
Developers Guide for Authentication
Testing for Authentication

Weak or no session management
Session fixation
Sensitive data transmitted using GET method
Insecure web server configurations
Default content
Administrative interfaces
Injection (SQL, XSS, Command) on both web services and mobile-enabled websites
Authentication flaws
Session Management flaws
Access control vulnerabilities
Local and Remote File Includes

https://www.owasp.org/index.php/Testing_for_business_logic_(OWASP-BL-001)
https://www.owasp.org/index.php/Top_10_2013-A2-Broken_Authentication_and_Session_Management
https://www.owasp.org/index.php/Authentication_Cheat_Sheet
https://www.owasp.org/index.php/Guide_to_Authentication
https://www.owasp.org/index.php/Testing_for_authent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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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Insecure Data Storage
위협원위협원
Application 특징특징
위협원은 분실/도난된 모바일 장치를 획득한 공격자나 멜웨어 혹은 모바일 장치에서 실행되는 공격자에 따라 동작하는 리패키징
앱을 포함한다.

Attack Vectors
Exploitability EASY (쉬움쉬움)
공격자가 물리적으로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툴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컴퓨터와 연결한다. 이런 툴들은 공격자가 저장된 PII
또는 기타 중요 정보 자산 들을 포함하는 모든 서드파티 디렉토리들을 볼 수 있게 한다. 공격자는 이런 정보 자산 들을 훔치기 위
해, malware를 구축하거나 앱을 변조할 수 있다.

Security Weakness
Prevalence COMMON (일반일반)

탐지탐지 가능성가능성 AERAGE (보통보통)
안전하지 못한 데이터 저장소 취약점들은 개발팀이 사용자들이나 malware가 모바일기기의 파일시스템과 그 아래에 저장되어있
는 민감한 정보들에 접근할 수 없을거라고 가정할 때 발생한다. 파일시스템들은 쉽게 접근 가능하다. 기관은 악성 사용자나 프로
그램이 민감한 데이터 저장소를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취약한 암호 라이브러리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루팅이나 탈옥
을 할 경우, 암호화 보호는 차단된다. 데이터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때, 그냥 특별한 툴만 있으면 데이터를 볼 수 있다.

Technical Impact
Impact SEVERE (심각심각)
해당 취약점은 데이터 유출을 야기한다. 한 명의 유저에 대한 데이터부터 많은 유저의 데이터가 유출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malware를 통한 앱의 민감한 정보의 extract, 수정된 앱이나 포렌식 툴과 같은 기술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 

비즈니스비즈니스 영향영향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비즈니스별비즈니스별
비즈니스 영향의 본질은 탈취된 정보의 성격에 의존된다. 안전하지 않은 데이터 저장소 취약점은 앱을 소유한 조직에 아래의 비
즈니스 영향을 발생시킨다. 

Identity theft (신원 도용)
Privacy violation (사생활 침해)
Fraud (사기)
Reputation damage (평판 데미지)
External policy violation (PCI, 외부정책위반)
Material loss (물질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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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성취약성 테스트테스트
이 카테고리는 안전하지 않은 데이터 저장과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의 유출이다. 안전하게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는 아래 것들을 
포함하지만 이것들이 전부는 아니다. 

SQL databases;
Log files;
XML data stores ou manifest files;
Binary data stores;
Cookie stores;
SD card;
Cloud synced.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 유출은 아래로 부터 발생할 수 있다. 

The OS;
Frameworks;
Compiler environment;
New hardware.
Rooted or Jailbroken devices

이건 분명 개발자의 지식 밖일 것이다. 특히 모바일 개발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문서화 되지 않거나 문서화 되지 않은 내부 
프로세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The way the OS caches data, images, key-presses, logging, and buffers;
The way the development framework caches data, images, key-presses, logging, and buffers;
The way or amount of data ad, analytic, social, or enablement frameworks cache data, images, key-presses, logging, 
and buffers.

방지방지 방법방법
앱과 OS, 플랫폼 그리고 프레임 워크의 위협 모델이 앱 프로세스들과 API 들이 어떻게 정보자산을 핸들링 하는지 이해하는게 중
요하다. 아래 타입들의 기능들을 사용하여, 중요 정보를 내부 저장소에 저장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URL caching (both request and response);
Keyboard press caching;
Copy/Paste buffer caching;
Application backgrounding;
Intermediate data
Logging;
HTML5 data storage;
Browser cookie objects;
Analytics data sent to 3rd parties.

공격공격 시나리오시나리오 예제예제
데이터 베이스안에 사용자의 계정과 credential이 평문으로 저장되어서 툴을 사용하면 그대로 볼 수 있음. 

References
OWASP

OWASP iOS Developer Cheat Sheet

https://www.owasp.org/index.php/IOS_Developer_Cheat_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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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Google Androids Developer Security Topics 1
Google Androids Developer Security Topics 2
Apple’s Introduction to Secure Coding
Fortify On Demand Blog - Exploring The OWASP Mobile Top 10: Insecure Data Storage

http://source.android.com/tech/security/
http://developer.android.com/training/articles/security-tips.html
https://developer.apple.com/library/mac/
http://h30499.www3.hp.com/t5/Application-Security-Fortify-on/Exploring-The-OWASP-Mobile-Top-10-M1-Insecure-Data-Storage/ba-p/590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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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Insecure Communication
위협원위협원
Application 특징특징
모바일 앱을 디자인 할 때,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client-server 방식으로 교환된다. 솔루션이 데이터를 전송할 때, 데이터는 반드시
인터넷과 모바일 디바이스의 통신사를 거친다. 위협원은 취약점을 exploit해서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질 때 민감한 정보를 가로챌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위협원이 존재한다.

로컬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공격자 (손상되었거나 모니터링중인 wifi)
통신사나 네트워크 기기(routers, cell towers, proxy's, etc)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malware

Attack Vectors
Exploitability EASY (쉬움쉬움)
안전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 범위에 대한 네트워크 모니터링 exploit 가능한 요소. 통신사 네트워크단의 트래픽 모니터링은 로컬 
커피숍을 모니터링하는 것 보다 어렵다. 일반적으로 타겟팅을 하는 공격이 더 쉽다. 

Security Weakness
Prevalence COMMON (일반일반)

탐지탐지 가능성가능성 AVERAGE (보통보통)
모바일 앱은 자주 네트워크 트래픽을 보호하지 않는다. 앱들은 SSL/TLS를 인증하는 동안 사용할 것이지만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
을 수 있다. 이런 일정하지 않음은 가로채는 것으로 인해 세션이나 데이터가 노출되는 위험을 야기한다. 전송구간 보안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앱이 제대로 구현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결함을 찾기 위해서 폰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관찰해야 한다. 더 상
세한 취약점은 application의 디자인과 설정들을 검사해야한다. 

Technical Impact
Impact SEVERE (심각심각)
이 취약점은 독립된 사용자의 데이터를 노출시키고 계정을 탈취하도록 한다. 만약 공격자가 관리자 계정을 탈취할 경우, 전체 사
이트가 노출될 수 있다. 약한 SSL 설정은 또한 MITM 공격과 피싱에 용이하다.

비즈니스비즈니스 영향영향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비즈니스별비즈니스별
최소한, 통신 채널을 통한 민감한 데이터의 탈취는 사생활 침해를 일으킨다. 

Identity theft;
Fraud
Reputational Damage.

취약성취약성 테스트테스트
이 위험은 A에서 B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모든 측면과 불안정하게 보안을 하는 측면까지도 다룬다. 이는 모바일 to 모바일, 앱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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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통신 또는 모바일 to 다른 어떤 것과 통신하는 것을 아우른다. 이 위험은  모바일 기기가 사용하는 모든 통신 기술들에 적용된
다. (tcpip, wifi, bluetooth, nfc...)

모든 TLS 통신 이슈가 여기 있다. 모든 NFC, 블루투스 그리고 와이파이 이슈도 여기 있다. 

중요한 특징은 어떤 민감한 정보를 패키징하고 기기 안팎으로 전송하는 것에 있다. 민감한 데이터의 예로 암호화 키, 패스워드, 사
적인 사용자 정보, 계정 정보, 세션 토큰, 문서들, 메타데이터, 그리고 바이너리가 있다. 민감한 데이터는 서버에서 장치로 전송될 
수 있고, 앱에서 서버로 전송될 수 있으며, 장치와 다른 로컬 사이를 이동할 수 있다. 이 위험의 정의적 특성은 두 개의 장치와 그들
사이를 지나가는 일부 데이터의 존재다. 

장치에 로컬로 저장되는 경우의 데이터는 Insecure Data 이다. 세션 정보가 안전하게 통신되지만, (TLS 통신을 통해서) 세션 자체
가 예측 가능하거나, 낮은 암호화같이 안좋은 세션이라면 이것은 Insecure Authentication 문제이다. (통신 문제가 아닌)

불안정한 의사소통의 일반적인 위험은 데이터 무결성, 데이터 기밀성 및 출처 무결성이다. 전송 중에 변화를 감지할 수 없는 경우 
(like MITM) 데이터가 변경될 수 있다면 이는 이러한 위험의 좋은 예이다. 기밀 데이터가 발생하면서 통신을 모니터하거나 대화 내
용을 녹음해서 나중에 공격함으로써 노출되거나, 학습되거나, 파생될 수 있다면, 그 또한 불안정한 통신 문제이다. TLS 연결을 제
대로 설정 및 검증하지 못하는 것(e.g., 인증서 확인, 취약한 암호, 기타 TLS 구성 문제)은 모두 불안정한 통신 상태에 있다. 

방지방지 방법방법
전형적인전형적인 최고의최고의 방법들방법들

네트워크 레이어가 안전하지 못한지, 도청에 민감하다고 추정한다.
모바일 앱이 민감한 정보나 세션 토큰, 다른 민감 데이터들을 백앤드 api 또는 웹 서비스에 전송하는 채널에 SSL/TLS 를 적
용한다. 
브라우저/웹키트를 통해 응용프로그램이 루틴을 실행할 때 SSL 버전을 사용해서 타사 분석 회사, 소셜 네트워크 등과 같은 
외부 엔티티에 접속한다. 
적절한 키 길이를 가진 업계 표준 암호 제품군을 사용한다.
신뢰할 수 있는 CA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를 사용한다. 
자체 서명된 인증서 허용을 금지하고, 보안에 민감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인증서 pinning 을 고려한다. 
항상 SSL 체인 확인을 요구한다. 
키 체인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를 사용하여 엔드 포인트 서버의 ID를 확인한 후에만 보안 연결을 설정한다. 
모바일 앱이 유효하지 않은 인증서를 감지하면, UI를 통해 사용자에게 경고한다. 
SMS나 MMS 혹은 알림같은 대체 채널을 통해 중요한 데이터를 보내지 않는다.
가능한 SSL 채널에 제공되기 전에 중요한 데이터에 별도의 암호화를 적용한다. SSL 구현에서 향후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암호화 된 데이터는 기밀 위반에 대한 2차 방어를 제공한다. 

최신 위협은 모바일 장치의 SSL 라이브러리가 네트워크 트래픽을 암호화하여 대상 서버로 전송하기 직전에 모바일 장치 내의 트
래픽을 가로채서 민감한 트래픽을 도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위험에 대한 내용은 M10을 참조한다. 

IOS Specific Best Practices
최신 버전의 IOS 기본 클래스는 SSL 암호 강도 네고를 매우 잘 처리한다. 개발자가 개발시 장애물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 코드를 
추가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위의 일반적인 관행 외에도:

인증서가 유효한지, fail-closed (실패시 꺼짐) 되는지 확인한다.
CFNetwork를 사용할 때, Secure Transport API를 사용해서 신뢰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지정한다. 거의 모든 상황
에서, NSSTreamSocketSecurityLevelTlSv1은 보다 높은 표준 암호 강도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개발 후, NSURL 호출 (또는 NSURL wrappers)이 NSURL 클래스 메소드 setLAllowAnyHTTPSCertificate와 같이 자체 서명
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인증서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인증서 pinning을 고려한다. 인증서를 export하고, 앱 번들에 인증서를 include 한 다음, 신뢰 오브젝트에 고정한다. NSURL 
method connection:willSendRequestForAuthenticationChallenge: 는 당신의 인증서를 accpet 할 것이다.

Android Speficic Best Practice
개발 cycle 후에 앱이 모든 인증서를 허용하는 org.apache.http.conn.ssl.AllowAllHostnameVerifier 또는 
SSLSocketFactory.ALLOW_ALL_HOSTNAME_VERIFIRE 와 같은 모든 코드를 제거한다. 이것들은 모든 인증서를 신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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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같다. 
SSLSocketFactory를 확장한 클래스를 사용할 경우, 서버 인증서가 올바르게 체크되도록 checkServerTrusted 메소드가 올
바르게 구현되었는지 확인한다.

공격공격 시나리오시나리오 예제예제
모의해커로부터 빈번하게 발견되는 보편적인 시나리오들이 있다.

인증서인증서 검사검사 부족부족
모바일 앱과 앤드포인트는 TLS Handshake를 성공적으로 연결하고 수행하여 보안 채널을 설정한다. 그러나 모바일 앱이 서버에
서 제공한 인증서를 검사하지 못하고, 무조건 인증서를 수락한다. 이는 모바일 앱과 앤드 포인트 간의 상호 인증 기능을 파괴한다.
모바일 앱은 TLS프록시를 통한 MITM 공격에 취약하다.

취약한취약한 handshake 단계단계
모바일 앱과 앤드 포인트가 성공적으로 연결하고 connection handshake의 일부로 암호방식을 협상한다. 클라이언트는 취약한 
암호 방식을 이용해 서버와 통신하여, 공격자가 쉽게 복호화 할 수 있는 취약한 암호화를 하게 된다. 이로 인해 모바일 앱과 앤드 
포인트 간의 채널 기밀성이 손상된다. 

개인정보개인정보 유출유출
모바일 앱은 SSL 대신 비보안 채널을 통해 개인 식별 정보를 앤드 포인트로 전송한다. 이로 인해 모바일 앱과 앤드 포인트 간의 개
인 정보 관련 데이터의 기밀성이 손상된다. 

References
OWASP

OWASP
External

External References

https://www.owasp.org/
http://cwe.mit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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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 Insecure Authentication
위협원위협원
Application 특징특징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는 위협원은 일반적으로 이미 있거나 custom-built 툴로 자동 공격을 진행한다. 

Attack Vectors
Exploitability EASY (쉬움쉬움)
인증을 악용하는 위협원 공격자가 인증 체계가 어떻게 취약한지 이해하면 모바일 앱의 백앤드 서버에 서비스 요청을 보내서 인증
을 위조하거나 우회하여 모바일 앱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우회한다. 이 submit process는 일반적으로 공격자가 소유한 봇넷 
또는 장치 내의 malware를 통해 수행된다. 

Security Weakness
Prevalence COMMON (일반일반)

탐지탐지 가능성가능성 AVERAGE (보통보통)
인증 체계가 잘못되었거나 누락되면 공격자는 모바일 앱 또는 모바일 앱에서 사용되는 백앤드 서버 내에서 몰래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모바일 장치의 입력 폼 요소로 인해 모바일 앱에 대한 약한 인증이 꽤 일반적이다. 그 폼 입력 요소는 단지 4자리 PIN을 기반
으로하는 짧은 암호를 권장한다. 모바일 앱의 인증 요구사항으로 인해 기존 웹 인증 체계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기존 웹 앱에서는 사용자가 온라인 상태이길 예상하며, 실시간으로 백엔드 서버로 인증해야 한다. 세션 연결 동안, 사용자들이 인
터넷에 지속적으로 액세스 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다.

모바일 앱에서 사용자들은 세션동안 항상 온라인 상태이길 기대하지 않는다. 모바일 인터넷 연결은 기존 웹 연결보다 훨씬 덜 안
정적이거나 예측가능하다. 이로 인해, 모바일 앱들은 오프라인 인증이 필요한 가동 시간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 오프라인 요
구 사항은 개발자가 모바일 인증을 구현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잘못된 인증 체계를 감시하기 위해 테스터는 오프라인 모드에서 모바일 앱에 대해 바이너리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테스터는 공
격을 통해 앱이 오프라인 인증을 거치지 않고 오프라인 인증을 필요로하는 기능을 강제로 실행한다. (M10 참조) 또한 테스터는 모
바일 앱 기능에 대한 POST/GET 요청에서 세션 토큰을 제거하여 백엔드 서버 기능을 익명으로 실행한다. 

Technical Impact
Impact SEVERE (심각심각)
인증이 잘못되면 기술적 영향은 솔루션이 요청하는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시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솔루션에서 사용자 활동을 기록하거나 감사할 수 없다. 이는 공격의 출처, 드러나지 않은 exploit들 또는 미래의 공격을 방어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능력을 없애는데 기여한다. 

인증 실패는 발견되지 않은 인증 실패들을 노출시킬 수 있다. 인증 컨트롤에 실패하면 솔루션에서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
다. 이 ID는 사용자의 역할 및 관련 권한과 연결되어 있다. 공격자가 익명으로 민감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 기본 코드가 사
용자의 권한을 확인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코드의 익명 실행은 인증과 권한 부여 제어 모두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나
타낸다.

비즈니스비즈니스 영향영향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비즈니스별비즈니스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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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tational Damage
Information Theft; or
Unauthorized Access to Data.

취약성취약성 테스트테스트
모바일 앱이 액세스 토큰을 제공하지 않고, 백엔드 api 서비스 요청을 익명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경우, 이 앱은 보안되지 않은 인증
에 시달린다. 

모바일 앱이 기기에 로컬로 버밀번호나 공공 비밀을 저장하면 인증이 안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모바일 앱이 취약한 암호 정책을 사용하여 암호 입력을 단순화할 경우, 보안되지 않은 인증에 문제가 발생한다. 터치ID와 같은 기
능을 모바일 앱이 사용하면 인증이 안전하지 않다.

방지방지 방법방법
취약한취약한 패턴패턴 피하기피하기
다음과 같은 안전하지 않은 모바일 앱 인증 디자인 패턴을 피한다.

웹 앱을 해당 모바일 앱으로 이식하는 경우, 모바일 앱의 인증 요구사항이 웹 앱 구성요소의 인증 요구사항과 일치해야 한
다. 따라서 웹 브라우저보다 적은 인증 요소로 인증할 수 없어야 한다. 
사용자를 로컬에서 인증하면, 클라이언트 측 우회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 앱이 데이터를 로컬로 저장하는 경우, 런타임 
조작 또는 바이너리 수정을 통해 탈옥 장치에서 인증 루틴을 무시할 수 있다. 오프라인 인증에 대한 강력한 비즈니스 요구사
항이 있는 경우, 모바일 앱에 대한 이진 공격 방지에 대한 지침은 M10을 참조한다.
가능하면 모든 인증 요청이 서버 측에서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인증에 성공하면, 앱 데이터가 모바일 장치에 로드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인증이 완료된 후에만 앱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측 데이터 저장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로그인 자격 증명에서 안전하게 파생 된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
를 암호화 해야한다. 이를 통해 올바른 자격 증명을 성공적으로 입력한 경우에만 저장된  앱 데이터에 액세스 할 수 있다. 바
이너리 공격을 통해 데이터가 해독될 위험이 있다. 로컬 데이터 탈취를 유발하는 이진 공격 방지에 대한 추가 지침은 M9를 
참조한다.
모바일 앱 내에서 구현된 영구 인증(Remember Me) 기능은 장치에 사용자 암호를 저장해서는 안된다. 
이상적으로 모바일 앱은 사용자가 앱 내에서 폐지할 수 있는 장치별 인증 토큰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앱이 탈취당하거
나 분실된 기기의 무단 접속을 완화할 수 있다. 
모바일 앱 내에서의 지속적인 인증은 opt-in 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활성화 되어있지 않아야 한다.
가능하면 사용자 인증 비밀번호로 4자리 PIN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인증인증 강화강화
개발자는 악의적인 사용자가 모든 클라이언트 측 권한 부여 및 인증 제어를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해야한다. 가능하면 서버
측에서 권한 부여 및 인증 제어를 다시 시행해야한다. 
오프라인 usage 요구사항으로 인해, 모바일 앱 코드 내에서 앱이 로컬 인증 또는 권한 부여 검사를 수행해야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자는 코드 내에서 로컬 무결성 검사를 계측하여 무단 코드 변경을 감지해야한다. 이진 공격 탐지 및 대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9를 참조한다. 

공격공격 시나리오시나리오 예제예제
다음은 모바일 앱에서 취약한 인증/권한 부여 컨트롤을 보여준다.

시나리오시나리오 #1: Hidden service 요청요청
개발자는 인증된 사용자만 모바일 앱이 처리를 위해 백엔드에 제출하는 서비스 요청을 생성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요청을 
처리하는 동안, 서버 코드는 들어오는 요청이 알려진 사용자와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격자는 백엔드 
서비스에 request 를 보내고 합법적인 솔루션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기능을 익명으로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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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시나리오 #2: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 의존성의존성
개발자는 승인된 사용자만 앱에서 특정 기능의 존재를 볼 수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만 
장치에서 서비스 요청을 할 수 있을거라 기대한다. 요청을 처리하는 백엔드 코드는 요청과 연관된 ID가 서비스를 실행할 권
한이 있는지 검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격자는 권한이 낮은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여 원격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시나리오시나리오 #3: Usability Requirements
사용성 요구 사항으로 인해 모바일 앱은 4자리 길이의 비밀번호를 허용한다. 서버 코드는 해시된 비밀번호를 올바르게 저장
한다. 그러나 암호의 길이가 매우 짧기 때문에, 원래 암호를 신속하게 추론할 수 있다. 서버의 비밀번호 파일(또는 데이터 저
장소)이 손상된 경우 공격자는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빠르게 추론할 수 있다.

References
OWASP

OWASP
External

External References

https://www.owasp.org/index.php/OWASP_Top_Ten
http://cwe.mit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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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 Insufficient Cryptography
위협원위협원
Application 특징특징
잘못된 암호화 된 데이터에 물리적으로 액세스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공격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malware.

Attack Vectors
Exploitability EASY (쉬움쉬움)
이 Attack Vector는 전통적인 OWASP Top 10 을 통한 Attack Vector들과 동일하다. 노출된 api call은 여기에서 공격 벡터로 사용
될 수 있다.

Security Weakness
Prevalence COMMON (일반일반)

탐지탐지 가능성가능성 AVERAGE (보통보통)
이 약점을 exploit 하기 위해서, 공격자는 약한 알고리즘 암호화 알고리즘 또는 암호화 프로세스 내의 결함으로 인해 암호화 된 코
드 또는 민감한 데이터를 원본 형식으로 성공적으로 반환해야 한다. 

Technical Impact
Impact SEVERE (심각심각)
이 취약점은 모바일 기기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무단으로 검색할 수 있다.

비즈니스비즈니스 영향영향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비즈니스별비즈니스별
이 취약점은 몇 개의 다른 비즈니스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가 깨지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 

개인 정보 침해
정보 탈취
코드 탈취
지적 재산권 탈취
평판 손상

취약성취약성 테스트테스트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를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의 모바일 앱에서 일반적이다. 깨진 암호화가 모바일 앱 내에 나타나는 두가지 근본
적인 방식이 있다. 첫번째로, 모바일 앱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암호화/복호화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고, 이는 공격자로 인해
민감한 데이터를 복호화 하게할 수 있다. 두번째로, 모바일앱은 본질적으로 약해서 공격자가 직접 해독할 수 있는 암/복호화 알고
리즘을 구현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다음 하위 섹션에서 이 두 시나리오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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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내장 코드코드 암호화암호화 프로세스에프로세스에 대한대한 의존의존
기본적으로 IOS 앱은 이론적으로 코드 암호화를 통한 리버싱으로부터 보호된다. IOS 보안 모델에서는 비 탈옥 환경에서 실행하
려면 신뢰할 수 있는 소스로 앱을 암호화하고 서명해야 한다. 시작 시 IOS 앱 로더는 메모리에서 앱을 해독하고, 서명이 IOS에서 
확인된 후에, 코드를 실행한다. 이론적으로 이 기능은 공격자가 IOS 모바일 앱에 대해 이진 공격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 

ClutchMod 또는 GBD와 같은 무료 도구를 사용하여 공격자는 암호화된 앱을 탈옥된 기기에 다운로드하고, IOS 로더가 메모리에 
로드한 후, (로더가 실행을 시작하기 직전에) 해독할 때 해독된 앱의 스냅샷을 만든다. 공격자가 스냅샷을 만들어 디스크에 저장하
면 IDA Pro또는 Hopper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앱의 정적/동적 분석을 쉽게 수행하고, 추가 이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내장 코드 암호화 알고리즘을 우회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다. 공격자가 기본 모바일 OS에서 제공하는 내장 코드 암호화를 우회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추가적인 리버싱 방지 계층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추가 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9를 참조한
다. 

빈약한빈약한 키키 관리관리 프로세스프로세스
키를 잘못 다룰 것이라면, 최상의 알고리즘은 쓸모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 자체 프로토
콜을 구현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암호화된 콘텐츠와 동일한 공격자가 읽을 수 있는 디렉터리에 키를 포함시킨다. 
공격자가 키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바이너리 내에 하드코드된 키를 사용하지 않는다.
키는 공격자에 의해 탈취당할 수 있다. 바이너리 공격을 보안하기 위해서 M10을 참조한다.

직접직접 암호화암호화 프로토콜의프로토콜의 생성생성 및및 사용사용
모바일이나 다른 곳에서 자신의 암호화 알고리즘이나 프로토콜을 만들어 사용하려고 하는 것만큼 잘못된 암호화를 하는 방법은 
없다. 

항상 보안 커뮤니티에서 강력하게 받아들여진 최신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가능하면 모바일 플랫폼 내에서 최첨단 암호화 api를 
활용한다. 바이너리 공격으로 인해 바이너리에서 하드코딩된 키와 함께 사용한 공통 라이브러리를 악의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암
호화와 관련해서 보안 요구 사항이 매우 높은 경우, 화이트 박스 암호화 사용을 강력하게 고려해야한다. 공통 라이브러리를 악용
할 수 있는 바이너리 공격 방지에 대한 내용은 M10을 참조한다.

안전하지안전하지 않은않은 알고리즘알고리즘 및및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알고리즘의알고리즘의 사용사용
많은 암호화 알고리즘 및 프로토콜은 심각한 취약점이 있거나 최산 보안 요구사항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RC2
MD4
MD5
SHA1

방지방지 방법방법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 할 때 다음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가능한 경우 민감한 데이터를 모바일 장치에 저장하지 않는다.
향후 10 년 이상 시간 테스트를 견딜 수있는 암호화 표준을 사용한다.
권장 알고리즘에 대한 NIST 지침을 따른다.

공격공격 시나리오시나리오 예제예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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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OWASP

OWASP Cryptographic Storage Cheat Sheet
OWASP Key Management Cheat Sheet

External
NIST Encryption Guidelines

https://www.owasp.org/index.php/Cryptographic_Storage_Cheat_Sheet
https://www.owasp.org/index.php/Key_Management_Cheat_Sheet
http://csrc.nist.gov/publications/drafts/800-175/sp800-175b_draf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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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 Insecure Authorization
위협원위협원
Application 특징특징
권한 부여 취약점을 악용하는 위협원은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도구 또는 사용자 정의 도구를 사용하는 자동 공격을 통해 공격한
다.

Attack Vectors
Exploitability EASY (쉬움쉬움)
권한 부여 체계가 어떻게 취약한지를 공격자가 이해하면 합법적인 사용자로 응용프로그램에 로그인한다. 공격자들은 인증 제어
를 성공적으로 통과한다. 인증을 하고나면, 그들은 취약한 엔드포인트의 admin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강제 탐색을 하곤한다. 이 
submission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장치 내의 모바일 malware나 공격자가 소유한 봇넷을 통해 수행된다.

Security Weakness
Prevalence COMMON (일반일반)

탐지탐지 가능성가능성 AVERAGE (보통보통)
잘못된 허가 체계를 테스트하기 위해 테스터는 모바일 앱에 대해 바이너리 공격을 수행하고 모바일 앱이 '오프라인' 모드에 있을 
때 높은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실행 가능한 권한있는 기능을 실행해볼 수 있다. (바이너리 공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9및 M10 
참조) 또한 테스터는 백엔드 서버의 중요한 기능에 대한 해당 GET/POST 요청 내에서 낮은 권한 세션 토큰을 사용하여 권한 있는
기능을 실행하도록 시도해야 한다. 불량하거나 누락된 권한 체계는 공격자가 모바일 앱의 허가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허가 요구 사항은 원격 서버를 통하지 않고, 모바일장치 내에서 허가 결정을 내릴 때 더욱 취약하다. 이것
은 오프라인의 편의성 때문에 요구될 수 있다. 

Technical Impact
Impact SEVERE (심각심각)
잘못된 인증의 기술적 양항은 본질적으로 인증 불량의 기술적 영향과 유사합니다. 

비즈니스비즈니스 영향영향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비즈니스별비즈니스별
사용자 (익명 또는 검증된)가  과도한 권한으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 비즈니스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평판 손상
사기
정보 탈취

취약성취약성 테스트테스트
인증과 권한 부여의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인증은 개인을 식별하는 행위이고, 권한 부여는 식별된 개인에게 해당 작
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인증검사는 항상 모바일 장치에서 들어오는 요청의 인증을 즉시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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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하기 때문에 두가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모바일 기기에서 요청한 API 엔드포인트를 실행하기 전에, 조직이 인증을 받지 못하고, 개인이 실패하면 코드는 자동으로 안전하
지 않은 권한이 적용된다. 호출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들어오는 요청에 대한 승인 확인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모바일 엔드포인트에 안전하지 않은 권한이 있는지 판별하려고 할 때, 따라야 하는 몇 가지 쉬운 규칙이 있다.

IDOR(Insecure Direct Object Reference) 취약성 존재 - IDOR이 있는 경우, 코드가 유효한 승인 검사를 수행하지 않을 가능
성이 가장 높음
숨겨진 엔드포인트 - 일반적으로 개발자는 숨겨진 기능이 올바른 역할의 누군가에 의해서만 보일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백엔드 숨겨진 기능에 대한 승인 검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사용자 역할 또는 권한 전송 - 모바일 앱이 요청의 일부로 사용자의 역할 또는 권한을 백엔드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경우, 안
전하지 않은 권한이 부여된다.

방지방지 방법방법
안전하지 않은 권한 검사를 피하려면 다음을 수행한다.

백엔드 시스템에 포함된 정보만 사용하여 인증된 사용자의 역할 및 권한을 확인한다. 모바일 장치 자체에서 오는 역할 또는 
권한 정보에 의존하지 않는다.
백엔드 코드는 독립적으로 식별과 함께 오는 요청과 관련된 수신 식별자가 일치하고 수신 ID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격공격 시나리오시나리오 예제예제
시나리오시나리오 #1: 안전하지안전하지 않은않은 직접직접 개체개체 참조참조
사용자는 행위자 ID와 oAuth 전달자 토큰을 포함하는 백엔드 REST API에 API 엔드포인트를 요청한다. 사용자는 수신 URL의 일
부로 행위자 ID를 포함하고, 요청의 표준 헤더로 액세스 토큰을 포함한다. 백엔드는 전달자 토큰의 존재를 검증하지만, 전달자 토
큰과 연관된 행위자 ID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액터 ID를 조정하고, REST API 요청의 일부로 다른 사
용자의 계정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나리오시나리오 #2: LDAP 역할역할 전송전송
사용자는 표준 oAuth 전달자 토큰과 사용자가 속한 LDAP 그룹 목록을 포함하는 헤더를 포함하는 백엔드 REST API 에 PI 엔드 
포인트 요청을 한다. 백엔드 REST API에 API 엔드 포인트 요청. 백엔드 요청은 전달자토큰의 유효성을 검사 한 후 중요한 기능을
계속하기 전에 들어오는 LDAP 그룹에서 올바른 그룹 구성원을 검사한다. 그러나 백엔드 시스템은 LDAP 그룹 멤버쉽에 대한 독
립적 인 유효성 검증을 수행하지 않고 대신 사용자로부터 들어오는 LDAP 정보에 의존한다. 사용자는 수신 헤더 및 보고서를 임의
로 LDAP 그룹의 구성원으로 조정하고 관리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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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7: Client Code Quality
위협원위협원
Application 특징특징
위협 에이전트는 모바일 코드 내에서 이루어지는 메서드 호출에  신뢰할 수 없는 인풋을 입력할 수 있는 엔티티를 포함한다. 이러
한 유형의 문제는 반드시 보안상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보안상의 취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버퍼 오버플로우가 가능
한 이전 버전의 Safari(패치되지 않은 코드의 취약성)는 high risk인 drive-by jailbreak 공격으로 이어졌다. Poor code-quality 문제
는 보통 악성 프로그램이나 피싱 사기를 통해 악용된다.

Attack Vectors
Exploitability DIFFICULT (어려움어려움)
공격자는 일반적으로 이 카테고리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조작된 입력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것이다. 이러한 입력은 모바일 기기 내
의 취약점 발생 코드로 전달된다. 일반적으로 memory leaks 과 버퍼 오버플로우를 이용한다.

Security Weakness
Prevalence COMMON (일반일반)

탐지탐지 가능성가능성 DIFFICULT (어려움어려움)
Code quality 문제는 대부분의 모바일 코드 내에서 꽤 일반적이다. 좋은 소식은 대부분 Code quality 문제는 일반적이고 잘못된 프
로그래밍의 결과이다. 수동적인 코드 리뷰를 통해 이런 유형의 문제를 탐지하기는 일반적으로 어렵다. 대신, 공격자는 정적 분석 
또는 퍼징을 수행하는 third-party 도구를 이용할 것이다. 이런 유형의 도구는 일반적으로 메모리 릭, 버퍼 오버플로우, 잘못된 프
로그래밍의 결과인 덜 심각한 문제를 발견한다. 엄청난 low단의 지식과 전문 기술을 가진 해커들은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효과적
으로 악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주요 목표는 모바일 코드 내에서 외부 코드를 실행하는 것이다.

Technical Impact
영향력영향력 MODERATE (보통보통)
이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공격은 서버의 엔드포인트(모바일 기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님)에서 RCE 또는 DoS이
다. 그러나, 버퍼 오버플로우/오버런이 모바일 기기 내에 존재하고 외부로부터 입력이 가능한 경우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므로 수정해야 한다.

비즈니스비즈니스 영향영향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비즈니스별비즈니스별
이 카테고리의 취약점으로 인한 비즈니스 영향은 익스플로잇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RCE의 Poor code quality 문제는 정
보 도난, 명예 훼손, 지적 재산권 도용으로 이어진다. 덜 심각한 문제는 성능, 메모리 사용량, 프런트 엔트 아키텍처의 저하로 이어
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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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성취약성 테스트테스트
이것은 모바일 클라이언트의 코드단 implementation 문제의 포괄적인 것이다. 이것은 서버단 코딩 실수와는 다르다. 이는 버퍼 오
버플로우, 포맷 스트링 취약점 및 기타 모바일 기기에서 실행 중인 일부 코드를 다시 작성하는 다양한 코드단 실수와 같은 취약점
에서 오는 위험을 파악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예: Java, Swift, Object C, JavaScript)를 지칭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플랫폼 사용과는 구별
된다. C에서의 버퍼 오버플로우나 모바일 앱 Webview에서의 DOM-based XSS는 Code quality 문제가 된다.

(원문 : The key characteristic of this risk is that it’s code executing on the mobile device and the code needs to be changed in a 
fairly localised way.) 이 위험의 주요 특징은 모바일 기기에서 코드 실행이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혹은 굉장히 지역적인 방식
(JNI와 같이)으로 코드가 바뀌도록 해야한다.)

 대부분의 위험을 고치는 것은 코드의 변경을 요구한다. 그러나, code quality의 경우, 잘못된 API 사용, 안전하지 않은 API 사용, 
안전하지 않은 언어 구성 또는 다른 코드 레벨 이슈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중요: 이것은 서버에서 동작하는 코드가 아니라 모바
일 기기 자체에서 실행되는 취약한 코드를 탐지할 수 있는 위험이다.

방지방지 방법방법
조직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일관된 코딩 패턴 유지
읽기 쉽고 잘 문서화 된 코드 작성
버퍼를 사용할 때, 항상 들어오는 데이터의 길이가 유효한지 길이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third-party 정적 분석 도구를 이용한 자동화를 통해 버퍼 오버플로우와 메모리 릭 식별
다른 code quality 문제보다 버퍼 오버플로우와 메모리 릭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

공격공격 시나리오시나리오 예제예제
시나리오시나리오 #1: Buffer Overflow example

해당 예제에서는 버퍼 오버플로우를 예방하기 위해 gets 함수를 사용하면 안된다. 이는 대부분의 정적 분석 도구가 탐지한다.

References
Buffer Overflow Examples
External References

https://www.owasp.org/index.php/Buffer_overflow_attack
http://cwe.mit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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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8: Code Tampering
위협원위협원
Application 특징특징
일반적으로 공격자는 third-party 앱 스토어에 등록된 악의적인 앱을 통해 코드 수정을 악용할 것이다. 공격자는 피싱 공격을 통해 
사용자가 앱을 설치하도록 속일 수도 있다.

Attack Vectors
Exploitability EASY (쉬움쉬움)

어플리케이션 패키지의 코어 바이너리로 직접 바이너리 변경
어플리케이션 패키지 안의 리소스를 직접 바이너리 값으로 변경
redirect하거나 replace하여 시스템 API를 가로채 악의적인 외부 코드 실행

Security Weakness
Prevalence COMMON (일반일반)

탐지탐지 가능성가능성 AVERAGE (보통보통)
수정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흔하다. 앱 스토어 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버전의 모바일 앱을 탐지하고
제거하는 데 기반을 둔 보안 업체가 있다. 코드 수정 탐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접근 방식에 따라 조직은 허가되지 않은 버전
의 코드를 탐지하는 꽤 성공적인 방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 카테고리는 바이너리 패치, 로컬 리소스 수정, method hooking, 
method swizzling, 동적 메모리 수정이 포함된다.

모바일 기기로 한 번 어플리케이션이 전달되면 코드 및 데이터 리소스가 해당 모바일 기기에 남는다. 공격자는 코드 직접 수정, 동
적으로 메모리 내용 변경,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시스템 API들을 변경 또는 대체, 어플리케이션의 정보와 리소스 수정을 할 수
있다. 이는 공격자에게 개인 또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 의도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Technical Impact
영향력영향력 SEVERE (심각심각)
코드 수정의 영향은 어떻게 수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양하다. 일반적인 영향은 승인되지 않은 새로운 기능, 신분 도용 또는 사기
이다.

비즈니스비즈니스 영향영향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비즈니스별비즈니스별
불법 복제로 인한 수익 손실
명예 훼손

취약성취약성 테스트테스트
기술적으로 모든 모바일 코드는 코드 변조에 취약하다. 모바일 코드는 코드를 제작한 조직의 통제에서 벗어난 환경에서 실행된다.
동시에 해당 코드가 실행되는 환경을 변경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는 공격자가 코드를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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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코드가 본질적으로 취약하지만, 권한 없는 코드 수정을 탐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비즈니스 용으로 작성된 앱(예: 게임 용)은 코드 수정의 영향에 대해 다른 앱(예: 서비스 용)보다 훨씬 취약하다. 따
라서 이 위험 요소 해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비즈니스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지방지 방법방법
모바일 앱은 컴파일 시 코드 무결성에 대해 알고 추가되거나 변경된 것을 런타임에 탐지할 수 있어야한다. 앱은 런타임에 코드 무
결성 위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위험에 대한 전략은 OWASP Reverse Engineering and Code 
Modification Prevention Project 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안드로이드안드로이드 루팅루팅 탐지탐지
일반적으로 수정된 앱은 탈옥 또는 루팅된 환경에서 실행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손상된 환경을 런타임에 탐지하고 그에 따라
대응(서버에 보고 또는 종료)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루팅된 안드로이드 기기를 탐지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test-keys 확인확인
prop 줄에 개발자 빌드 또는 비공식 ROM을 나타내는 ro.build.tags=test-keys 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OTA 인증서인증서 확인확인
/etc/security/otacerts.zip 파일 존재 확인

몇몇 가지가지 알려진알려진 루팅된루팅된 apk 확인확인
noshufou.android.su
thirdparty.superuser
chainfire.supersu
koushikdutta.superuser

SU 바이너리바이너리 확인확인
/system/bin/su
/system/xbin/su
/sbin/su
/system/su
/system/bin/.ext/.su

SU 명령명령 직접직접 시도시도
su 명령어를 실행하여 현재 사용자의 ID를 확인하였을 때, 0이 반환되면 su 명령어 성공적으로 실행된 것임.

공격공격 시나리오시나리오 예제예제
앱 스토어에서 구할 수 있는 수 많은 위조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악성 페이로드를 가지고 있다. 수정된 앱의 대부분
은 원래의 코어 바이너리 및 관련된 리소스의 형태가 포함되어 있다. 공격자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리패키징하고 third-party 
스토어에 배포한다.

시나리오시나리오 #1:
이 방법을 사용하여 공격하는 특히 인기있는 공격 대상은 게임이다. 공격자는 게임의 프리미엄 기능에 지불하는데 관심 없는 사람
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공격자는 어플리케이션 코드 내에 구매 유무를 확인하는 조건을 우회한다. 해당 우회로 피해자는 돈을 지
불하지 않고 게임 아이템이나 새로운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공격자는 사용자의 신원을 도용할 스파이웨어도 심어 두었다.

https://www.owasp.org/index.php/OWASP_Reverse_Engineering_and_Code_Modification_Prevention_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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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시나리오 #2:
은행 앱은 또 다른 인기있는 공격 대상이다. 이 앱은 일반적으로 공격자에게 유용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다. 공격자는 사용자 개
인식별정보(PII)와 함께 사용자 이름/패스워드를 third-party 사이트로 전송하는 변조된 앱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Zeus 악성코드
와 맞먹는 데스크탑을 연상시킨다. 이는 일반적으로 은행 사기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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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9: Reverse Engineering
위협원위협원
Application 특징특징
공격자는 일반적으로 앱 스토어에서 타겟 앱을 다운로드하여 다양한 툴을 사용하여 로컬 환경 내에서 분석한다.

Attack Vectors
Exploitability EASY (쉬움쉬움)
공격자는 앱에 내장된 원래 문자열 테이블, 소스 코드, 라이브러리, 알고리즘 및 리소스 알아내기 위해 최종 코어 바이너리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공격자는 IDA Pro, Hopper, otool, strings 및 다른 바이너리 분석 도구와 같은 비교적 저렴하고 이해하기 쉬운 툴
을 공격자의 환경에서 사용한다.

Security Weakness
Prevalence COMMON (일반일반)

탐지탐지 가능성가능성 EASY (쉬움쉬움)
일반적으로 모든 모바일 코드는 리버싱에 취약하다. 일부 앱은 다른 앱보다 더 취약하다. 런타임에 동적 분석을 허용하는 언어/프
레임워크로 작성된 코드(Java, .NET, Objective C, Swift)는 특히 리버싱의 위험이 있다. 리버싱 취약성 탐지는 매우 간단하다. 먼
저, 바이너리 암호화가 되어 있는 경우, 앱의 앱스토어 버전을 복호화한다. 그런 다음 이 문서의 "공격 벡터"에 설명된 툴을 바이너
리에 사용해라. 앱의 제어 흐름 경로, 스트링 테이블 및 해당 도구로 생성된 슈도 코드/소스 코드를 이해하기 쉽다면 코드는 취약할
것이다.

Technical Impact
영향력영향력 MODERATE (보통보통)
공격자는 백엔드 서버 정보 공개, 암호 상수와 암호 공개, 지적 재산 도용, 백엔드 시스템 공격 수행, 코드 수정에 필요한 정보 얻기
를 위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이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비즈니스 영향영향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비즈니스비즈니스
리버싱으로 인한 비즈니스 영향은 매우 다양하다.

지적 재산 도용
명예 훼손
신분 도용
백엔드 시스템 손상

취약성취약성 테스트테스트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은 코드가 내제된 특성 때문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취약하다. 오늘날의 앱 개발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언어는 프로그래머가 수월하게 앱을 디버깅하도록 메타 데이터가 풍부하다. 이는 공격자가 앱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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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개발자는 프로덕션 환경으로 배포할 의도 없었던 숨겨진 백도어나 다른 내부 개발 보안 컨트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개발
자가 실수로 하이브리드 앱에 패스워드를 포함한 주석을 포함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는 테스팅 동안 2단계 인증을 사용하지 못하
도록 하는 것이다. 정의된 이 위험 요소는 앱에서 출시되지 않을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그대로 두는 것이다.

방지방지 방법방법
이 취약점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코드를 가장 잘아는 보안 전문가 또는 서브젝트 전문가를 통해 수동으로 보안 코드를 
검토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숨겨진 스위치를 찾기 위해 앱의 conf 설정 검토
모든 테스트 코드가 앱의 최종 프로덕션 빌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
모바일 앱이 접근하는 모든 API 엔드포인트를 검사하여 이러한 엔드포인트가 잘 문서화되고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확
인
모든 로그를 검사하여 백엔드에 대한 과한 설명이 로그에 기록되지 않도록 하기

공격공격 시나리오시나리오 예제예제
시나리오시나리오 #1: 관리적인관리적인 엔드엔드 포인트포인트 노출노출
모바일 엔드포인트 테스팅의 일부로 개발자는 모바일 앱에 숨겨진 관리자 정보를 표시하는 대시보드 인터페이스를 포함시킨다. 
이 대시보드는 백엔드 API 서버를 통해 관리자 정보에 접근한다. 코드의 제작 버전에서 개발자는 대시보드를 표시하는 코드를 포
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백엔드 관리자 API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 코드를 포함한다. 공격자는 바이너리의 스트링 테이블 분석을 
수행하고 하드 코딩된 관리 REST 엔드 포인트에 대한 URL을 발견하였다. 그 후 공격자는 백엔드 관리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curl'을 이용한다.

개발자는 기본 인터페이스로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코드를 포함하여 모든 불필요한 코드를 지워야한다.

시나리오시나리오 #2: Conf 파일의파일의 디버깅디버깅 플래그플래그
공격자는 로컬 앱의 .propertiex 파일에 수동으로 "begug=true"를 추가하려고 시도한다. 시작 시,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해커가 백
엔드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는 데 유리하도록 꽤 상세한 정보를 담은 로그 파일을 생성한다. 그 후 공격자는 로그의 결과를 이용하
여 백엔드 시스템 내의 취약점을 발견한다.

개발자는 모바일 앱의 프로덕션 빌드 내에서 'debug mode'의 활성화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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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0: Extraneous Functionlity
위협원위협원
Application 특징특징
일반적으로 공격자는 백엔드 시스템에서 숨겨진 기능을 발견하기 위해 모바일 앱 내의 불필요한 기능을 이해하려 한다. 공격자는
일반적으로 최종 사용자의 개입없이 자체 시스템에서 불필요한 기능을 악용한다.

Attack Vectors
Exploitability EASY (쉬움쉬움)
공격자는 자신의 로컬 환경에서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고 분석한다. 로그파일, conf 파일 및 아마 바이너리를 분석하여 개발자가
남긴 히든 스위치나 테스트 코드를 발견할 것이다. 백엔드 시스템에서 이러한 스위치와 숨겨진 기능을 악용하여 공격을 수행할 것
이다.

Security Weakness
Prevalence COMMON (일반일반)

탐지탐지 가능성가능성 AVERAGE (보통보통)
특정 모바일 앱에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직접 노출되지 않는 불필요한 기능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추가적인 코드의
대부분은 본질적으로 양성이고 공격자에게 백엔드 기능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불필요한 
기능은 공격자에게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백엔드 테스트, 데모, staging 또는 UAT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내보내는 기능은 프로덕션
빌드에 포함되면 안된다. 또한, 관리 API 엔드 포인트 또는 비공식 엔드 포인트는 최종 프로덕션 빌드에 포함되면 안된다. 불필요
한 기능을 탐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자동화된 정적 및 동적 분석 도구는 나름 쉽게(low hanging fruit)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일
부 백도어는 자동화된 방법으로 탐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동 코드 리뷰를 이용하여 이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

Technical Impact
영향력영향력 SEVERE (심각심각)
불필요한 기능의 기술적 영향은 다음과 같다.

백엔드 시스템 작동 방식에 대한 노출
높은 권한 실행.

비즈니스비즈니스 영향영향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비즈니스별비즈니스별
불필요한 기능의 비즈니스 영향은 다음과 같다.

민감한 기능에 대한 무단 접근
명예 훼손
지적 재산권 도용

취약성취약성 테스트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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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도움된다.

공격자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앱이 리버싱에 취약하다고 한다.

바이너리의 스트링 테이블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
cross-functional 분석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소스 코드를 합리적으로 정확히 재현할 수 있는 경우
대부분의 앱은 리버싱에 취약하지만 이 위험을 완화할지 여부를 고려할 때 리버싱의 잠재적인 비즈니스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버싱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간단한 예는 아래를 참조해라.

방지방지 방법방법
효과적인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예방하기 위해 난독화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시장에 많은 무료 및 상업적인 난독기가 있다. 반대
로 시장에 다양한 de-obfuscator 도구도 있다. 난독화 도구의 효과를 측정하려면 IDA Pro 와 Hopper 와 같은 사용하여 de-
obfuscator 을 시도해보아라.

좋은 난독화 도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난독화 할 메소드/코드 세그먼트를 좁힘
성능 영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난독화 정도 조정
IDA Pro 및 Hooper와 같은 도구의 de-obfuscation 방지
메소드뿐만 아니라 스트링 테이블 난독화

공격공격 시나리오시나리오 예제예제
시나리오시나리오 #1: String Table Analysis
공격자는 암호화되지 않은 앱에서 'strings'를 실행한다. 문자열 테이블 분석 결과로 공격자는 백엔드 DB에 대한 인증서를 포함한 
하드 코딩된 연결 문자열을 발견한다. 공격자는 이러한 증명서를 이용하여 DB에 접근한다. 공격자는 앱 사용자들에 대한 방대한 
PII 데이터를 훔친다.

시나리오시나리오 #2: Cross-Functional Analysis
공격자는 암호화되지 않은 앱에 IDA Pro를 사용한다. 문자열 테이블 분석의 결과와 기능적 상호 참조(functional cross-
referencing)가 결합되어 공격자는 탈옥 탐지 코드를 발견한다. 공격자는 하위 코드 수정 공격에서 해당 코드의 지식을 이용하여 
모바일 앱에서 탈옥 탐지를 비활성화 한다. 그런 다음 공격자는 method swizzling 을 악용하여 고객 정보를 훔치기 위한 앱을 배포
한다.

시나리오시나리오 #3: Source Code Analysis
안드로이드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고려해보자. APK 파일은 7zip/ Winrar/ WinZip/ Gunzip 을 사용하여 쉽게 추출 할 수 있다. 일단 
추출되면, 공격자는 manifest 파일, 자산, 자원과 가장 중요한 class.dex 파일을 얻는다. 그 후 dex2jar 을 이용하여 쉽게 jar파일로 
변환할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Java Decompiler (JDgui) 로 코드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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